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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BIEN 대회 스케치:
가이 스탠딩, 필리프 판 파레이스, 케이시 윅스의 기본소득

박선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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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6~28일, 제21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21st Basic Income Earth Network Congress

가 호주 브리스번에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열렸다. 제21차 BIEN 대회의 주제는 “위기와 전환”

Crisis and Transformation이었다. 이번 대회를 공동주최한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정책미래센터Centre for 

Policy Futures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병 대유행, 기후변화, 전 지구적인 정치 불안의 상황에서 더 나은 

새로운 미래에 기본소득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논의하고자 “위기와 전환”을 주제로 정했

다. 그리고 이 대회 주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이어진다. “기본소득은 오늘날 전 세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보건, 생태, 사회의 다면적 위기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긍정적 

전환에서 기본소득의 역할을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동안 자주 간과되었던 목소리들

과 지식들 — 선주민들, 청년들, 그 외의 많은 변방의 목소리들과 행위자들 — 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１) 

이 질문들을 비롯한 다양한 기본소득 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약 35개 나라에서 100명이 넘는 

발표자들이 제21차 BIEN 대회에 참가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는 강남훈, 유종성, 유영성, 최

기훈 등이 브리스번에서 직접 참가해 발표했고 안효상, 서정희, 이건민 등이 온라인으로 발표했다. 이 

대회의 주요 발표와 세션 영상은 유튜브 채널 “Bien 2022”에서 볼 수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창립자이자 기본소득 연구의 권위자인 가이 스탠딩

Guy Standing과 필리프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저명

한 여성학자인 케이시 윅스Kathi Weeks가 기조연설을 했다. 제22차 BIEN 대회 스케치를 대신해 이 세 

사람의 기조연설을 소개한다.

１)　Centre for Policy Futures (2022). “21st Congress of the 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 27 October 2022. https://policy-
futures.centre.uq.edu.au/article/2022/10/21st-congress-basic-income-earth-network-b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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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 스탠딩은 9월 26일 “해안 지역사회들의 기본소득으로서 바다 공유부 배당”Blue Common 

Dividends as Basic Income in Coastal Communities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２) 이 연설은 가이 스탠딩

이 2022년에 새로 낸 책 『블루 커먼즈: 바다 경제 구하기The Blue Commons: Rescuing the Economy of the 

Sea』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가이 스탠딩은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지구 인구의 40%가 연결”되어 있으며 “지구상

의 모든 생명체 가운데 75%이상이 살고 있는” 바다 공유지Blue Commons를 구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 100년 동안 바다 공유지의 고갈, 약탈, 사유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었고, 특히 1982년의 “해양

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３)으로 인해 4000만 제곱마일

(=1.036억 제곱킬로미터)의 바다가 국가 재산으로 넘어감으로써 역사상 가장 큰 인클로저의 기초basis 

of enclosure가 만들어졌다. 그 결과로 진행된 바다 사유화로 인해 해저 에너지 생산, 해저 채굴, 바다 모

래 등이 거대산업이 되고 사적 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이 되고 있는 반면, 사적 기업들은 오염, 어류 고

갈, 부수어획 문제, 해저 침식scouring of the seabeds, 탄소싱크 파괴 등의 문제에 대해 아무 비용도 지불

하지 않고 있다며 바다 공유지의 문제를 지적했다.

２)　가이 스탠딩의 이날 연설은 유튜브 영상으로 볼 수 있다. https://youtu.be/j0kNch92G0E
３)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1982년 협약 전문을 국문과 영문으로 볼 수 있다. https://www.law.go.kr/LSW/trtyMInfoP.

do?trtySeq=2274

온라인플랫폼으로 보는 가이 스탠딩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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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유지가 약탈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공유지 상실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하고 공유지를 되살려

야 하며 이를 위해 일련의 과징금levies을 걷어 바다 공유지 자본기금Blue Commons Captial Fund을 조성

하고 바다 공유부 배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세금tax이 아닌 과징금levy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의 해안을 취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고, 공유부 배당common dividends은 

공동재산권common property right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기후, COVID, 푸틴: 보편적 기본소득의 여명인가 황혼인가?

대회 둘째 날인 9월 27일에는 필리프 판 파레이스의 기조연설 “기후, COVID, 푸틴: 보편적 기본소

득의 여명인가 황혼인가?”Climate, COVID, Putin: Dawn or Dusk for UBI?가 있었다.４) 이 연설에서 판 파레

이스는 최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세 가지 위협 상황이 보편적 기본소득에 나쁜 소식으로 여겨질 때, 

기본소득은 어떻게 옹호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다. 즉, 기후변화, 코로나 팬데믹,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공적 자금 이용을 두고 기본소득과 경쟁하는 것처럼 보일 때 기본소득에 돈을 써도 되는 이유

를 연설의 중심내용으로 다뤘다.

４)　판 파레이스의 이날 연설 또한  유튜브 영상으로 볼 수 있다. https://youtu.be/7mYjB2LH_KI

온라인으로 보는 필리프 판 파레이스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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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프 판 파레이스는, 대부분의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주된 이유는 아니지

만 기본소득의 부수효과로 보는” 노동생산성 효과를 작금의 세계적 위협 상황에서 여전히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로 설명했다.

먼저 그는, 기본소득은 해방적 방식으로 생산성 증가의 이득을 공유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생산성 손실의 비용을 분담하는 단순하고 공정한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기후, 코로나바이러스, 푸틴은 노동생산성에 강력한 하방압력을 가하지만, 보편적 기본소

득 자체는 노동생산성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기본소득이 기본적인 경제적 보

장을 함으로써 주어지는 자유는 두 종류의 이유 때문에 생산력이다. 한 가지 이유는 기존 인적 자본

existing human capital을 더 잘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인적 자본 발전에 기본소득이 기

여하는 것이다.”

기존 인적 자본을 더 잘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다. 기본소득은 생산

적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할 수 있게 해주는 쿠션 역할을 한다. 그

리고 조건 없는 소득보장이 실업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더 폭넓은 정신영역대를 사용함으로써 

더 명료하게 사고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한

계에 이르렀다고 느낄 때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커리어를 중단함으로써 번 아웃을 피하고 결국엔 더 긴 

노동 커리어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인적 자본의 생산능력 발전을 북돋는 것도 다음의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본소득 덕

분에 부모에게 주어지는 더 큰 보장은 자녀가 인간으로서, 특히 미래의 생산적 노동자로서 잘 자랄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보편적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은 노동자들이 아무것도 배울 게 없는 저임금 일자

리와 보수는 낮지만 배울 게 있는 저임금 일자리를 구별해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기본소

득은 평생학습의 자연적 보완물로서 인생의 어느 때라도 학생수당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 전 생애 동안 

손쉽게 고용과 교육 사이를 오갈 수 있다.

케이시 윅스와의 대화: 우리는 왜 그렇게 오래 일하고 열심히 일합니까?

마지막 날인 9월 28일엔 맑스주의 페미니스트이자 듀크대학교 젠더, 섹슈얼리티, 페미니즘 연구 

교수인 케이시 윅스의 기조연설이 있었다.５) 

 케이시 윅스는 일찍이 2011년에 “노동이 지닌 문제: 페미니즘, 맑시즘, 반노동 정치, 노동 이후의 

상상”The Problem with Work: Feminism, Marxism, Antiwork Politics and Postwork Imaginaries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내며 “우리는 왜 그렇게 오래 일하고 열심히 일합니까?”라는 용감한 질문을 던진 바 있다.６) 

５)　케이시 윅스는 영상 기록을 허락하지 않았다.
６)　The Problem with Work: Feminism, Marxism, Antiwork Politics and Postwork Imaginaries. Duke University Press, 2011(한국어

판: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열심히 일하는가?: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반노동의 정치, 그리고 탈노동의 상상』. 제현주 옮김. 동녘,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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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조연설에서, 케이시 윅스는 유토피아 전략에서 빠질 수 없는 페미니즘, 반생산주의, 반가

족주의가 기본소득과 어떻게 만나는지, “페미니즘의 관점이 어떻게 사회 모든 구성원을 위한 기본소

득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지”７)를 이야기했다. 단연 인상적인 부분은 기본소득과 페미니

즘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케이시 윅스가 기본소득을 접하게 된 것은 1970년대 가사노동 임금wages for housework 운동을 연

구하면서였다. 당시 가사노동 운동가들 중 일부는 가사노동에 대해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에게 보장되는 기본소득을 요구했다며 이렇게 얘기했다. “그것은 관점이자 도발입니다. 그것은 내기

이고 도전입니다. 그것은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 해주는 자극제입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이 요구를 관철하고 계속해서 더 나아간 요구를 한다면 우리의 일

상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상상하게 해주는 자극제입니다.” 윅스는 1970년대 가사노동 임금 운

동 속에서 반노동의 정치가 유토피아 전략으로 제시되었고 그 전략의 일환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

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케이시 윅스는 자신이 옹호하는 기본소득 정의로 기조연설을 시작했다.

“제가 옹호하는 버전의 기본소득은 시민권 여부, 가족 구성원,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고용 여부

와 관계없이 주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사회적 임금입니다. 임금 노동이 그러한 사회적 임금

으로 대체되지는 않겠지만, 노동과 소득 사이의 연결 고리가 완화되어 임금 노동에 참여하는 더 

많고 다양한 방법, 심지어 임금 노동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더 많고 다양한 방법을 위한 여지

７)　Centre for Policy Futures (2022). “21st Congress of the 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 27 October 2022. https://policy-
futures.centre.uq.edu.au/article/2022/10/21st-congress-basic-income-earth-network-bien

온라인플랫폼으로 보는 케이시 윅스의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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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소한 어느 정도 허용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족도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러나 기본소득은 임금 분배와 가족 구성 사이의 연결을 완화함으로써 더 다양한 가구 형태를 지

원하고 돌봄과 친밀감의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즘 분야에서 중심이 된 기본소득 논점에 대해 윅스는 이렇게 평가했다. 일반적으로 

페미니스트 분석은 가정 내 재생산노동, 특히 돌봄노동의 젠더화된 분할 문제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을 

비판하거나 옹호하지만, 기본소득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페미니즘의 관련성은 가사노동 문제에 국한

될 수 없다. 

그러면서 페미니즘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두 가지 주장에서 기본소득 이론과 실천에 기여했다

고 말했다.

첫째, 페미니즘은 여성 또는 젠더에 관한 것이므로, 젠더가 인종, 계급, 섹슈얼리티, 장애/비장애, 

민족 등과 분리될 수 없는 교차 정체성이라서 생겨나는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 페미니즘은 일반적으로 

여성에 관한 것이라고 가정되는 한편, 젠더에 관한 것이기에 남성과 남성적인 사람들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인종과 계급, 섹슈얼리티, 시스젠더/트랜스젠더, 질병과 장애, 민족에 관한 것이어야 한

다.

둘째, 페미니즘은 사회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드는 혁명적 프로젝트이다. 단순히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젠더의 상대적인 위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현대 경제의 수많은 고용 

형태를 이해하고 싶다면 소위 ‘여성들의 노동’에 관한 중요한 페미니스트 문헌을 살펴봐야 한다. 왜냐

하면 서비스 부문의 아주 많은 일자리들이 지금 정서적이고 친밀한 노동 방식을 강조하는 불안정 노동 

계약 및 노동 과정을 ‘여성의 노동’과 일치시키기 때문이다. 

즉 페미니즘은 모든 것에 관한 것, 총체적인 지식 체계이며 개인과 사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억압의 인상 체계와 다양한 개별 정체성 등의 연결에 관한 것이라고 윅스는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본

소득에 시간과 노력을 쏟는 우리라면, 페미니즘 연구 분야에서 배워야 하며 페미니즘의 관점과 분석을 

기본소득 개념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그렇듯, 브리스번에서 열린 제21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

크 대회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통찰력 있는 기조연설이었다. 올해, 2023년 대한민국에서 개최

되는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기대되는 하나의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