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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시대는 소리 없이 새벽처럼 찾아올 필연입니다(창간호. 2019. 6.)

이 폐허를, 그리고 ‘그 폐허 속의 우리’를 응시하라(2호, 류보선. 2019. 10.)

인간해방의 대안, 기본소득 실현의 디딤돌(3호. 2019.12.)

기본소득, 계층화의 정치를 연대의 정치로(4호 2020. 4.)

권리와 욕구, 두 날개로 날아온 복지국가(5호. 2020. 7.)

다시 기본소득에 질문을 던지다(6호. 2020. 11.)

코로나가 쏘아 올린 기본소득(7호. 2021. 2.)

기본소득이 건네준 선물들(8호. 2021. 4.)

공정 담론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진실(9호. 2021. 8.)

기본소득 ‘제도’를 넘어 기본소득 ‘체제’로의 사회전환(10호. 2021. 11.)

역경을 헤치고 별을 향하여(11호. 2022. 3.)

기본소득으로 자본주의 잠식하기(12호. 2022. 8.)

멀리 날기 위한 숨 고르기(13호. 2022. 11.)

3년 6개월(14호. 2023. 1)

계간 《기본소득》이 15호부터 새로운 편집위원장 체제로 다시 태어납니다. 

짧지 않은 3년여를 뒤돌아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의 계간 《기본소득》에 삶을 불어넣

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집위원장을 맡으며 가장 감사한 순

간은 ‘문학’ 세션의 시와 산문과 단편소설이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제가 최초의 독자가 되

어 읽어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제의 인물’, ‘기본소득과 나’코너에서 기본소

득 정신을 삶에서 실천해 오신 분들의 진솔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읽는 순간과 ‘함께 만들어

가는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새로운 지평’에 소개된 글을 읽을 때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본

소득을 실천하고 계신 저자들의 삶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계절의 이슈’와 

‘논점’ 그리고 ‘동향’코너의 기본소득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새로운 정보들을 접하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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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계간 《기본소득》에 글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간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실천 및 학술 현장들을 생생하게 

전달 할 수 있었던 것에는 오직 사명감과 책임감만으로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편집

위원님들의 공이 큽니다. 편집위원장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의 마음밖에 없어 송

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빼 놓을 수 없는 공헌은 계간 《기본소득》의 독자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간 《기본소득》에 한없는 응원과 조언들을 보내주시길 기대합니다. 이번 호는 

이렇게 감사의 글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