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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성남시 청년배당의 제도화 과정(2014-2019)을 사례로, 
2010년대 한국에서 기본소득 개념이 하나의 제도로 구체화된 과정과 그 
과정에서 여러 행위자가 개입하고 논쟁하면서 형성된 사회보장 공론장의 
정치적 지형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기본소득 논의는 기본
소득의 규범적 정당성을 정교화하는 연구나, 구체적인 정책 모델을 설계하
고 예상되는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이러한 논
의 지형에서 특정 시공간에서 기본소득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주목받을 
수 있었던 역사적·정치적 맥락과 그 정책의 제도화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
자가 이 정책의 이해관계자로 모이며 이들의 관계가 재조직되고, 이들의 
연합과 경합, 타협을 거쳐 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실행될 수 있는 특정한 경
로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은 논의의 공백으로 남아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배당의 제도화 과정에 연루된 여러 사람과 사건, 논쟁을 따라
가며 정책-연결망이 형성되고 변화해 온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청년배당의 
제도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보장 공론장의 정치적 지형을 포괄적으로 조
명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인물과 담론, 지표 등이 다수의 행위자
를 대변하는 강력한 고리가 되는 한편, 어떠한 행위자가 동맹에 실패하거
나 이 정책이 놓인 연결망의 주변부에 남게 되었는지 드러냄으로써 구체
적인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Ⅱ장에서는 한국에서 기본소득 개념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주목받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기
본소득 운동과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활성화된 복지정치의 흐름이 
맞물리며 도입될 수 있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 각기 다른 계기로 기본소
득을 주장해 온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자와 사회당 소속 정치인, 사회복지학
자, 생태주의자들은 2010년대 초부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연합하며 기본소득을 ‘공유지에서 나오는 부의 배당’으로 정당화하는 데 
합의를 이룬다. 한편, 민선 6기 성남시정은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범진보세력을 결집했던 “무상복지”라는 슬로건의 정치적 효력이 약화되자, 
기본소득을 무상복지를 대신하여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사
회보장에 대한 의무를 공론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했다. 민선 6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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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시정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시범적 기본소득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
면서 기본소득 개념은 정책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었다. 
   Ⅲ장에서는 청년배당의 입안자들이 공유부 배당의 개념과 청년이라는 
세대 범주, 지역화폐를 결합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이 정책의 이해관계자
로 만들며 시범적 기본소득제를 구현할 수 있는 연결망을 조직한 과정을 
기술한다. 이 정책의 입안자들은 기본소득을 2000년대 후반부터 주요한 
사회문제로 주목받아 온 청년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청년
세대론의 대중성을 활용하여 기본소득을 공론화하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정책 입안자들은 청년배당과 지역화폐를 연계함으로써 대자본과 소자본 
사이의 불평등을 문제화하고, 노동이 아닌 소비를 중심으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들은 지역화폐를 매개로 
청년배당을 소상공인의 경제적 이해에 부합하는 것으로 제시함으로써 지
역 소상공인을 청년배당의 동맹 세력으로 끌어들였다. 이로써 시범적 기본
소득제를 구현할 수 있는 연결망이 구축되었다. 
   Ⅳ장에서는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공표한 2015년 9월부터 경기도가 청
년배당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확대한 2019년 4월까지 청년배당을 둘
러싼 정치의 지형이 변화해 온 과정을 세 국면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첫
째,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청년배당의 도입에 반발하면서 청년배당은 공중
을 형성하는 쟁점이 되었다. 당시 지자체와 복지예산을 두고 갈등하고 있
었던 박근혜 정부와 여당, 보수언론은 노동을 통한 자립을 청년의 덕목으
로 강조하며, 노동가능인구인 청년에게 현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청년배
당의 도입을 반대했다. 한편 이 정책을 옹호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
치인, 진보언론은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환기하며 청년세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의 논쟁에서 청년배당은 시범적 기본소득
제로 공론화되기보다는 청년이라는 세대 집단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
으로 공론화되었고, 청년이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가 핵심적인 쟁
점이 되었다. 
   둘째, 2016년 봄 알파고 쇼크 이후 기본소득이 대중적 관심을 받는 의
제로 급부상한 것을 계기로, 청년배당의 공중이 각자의 입장과 전략을 재
설정하며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다시 모였고, 복지국가 운동진영이 공중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연구자들은 복지국가 운
동진영에 연대를 제안하였으나, 복지국가 운동진영의 논자들은 기본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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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의 충족이라는 사회보장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기본
소득 운동진영의 연대 제안을 거부하였다. 한편 정치권과 언론에서 청년배
당과 기본소득을 “이재명의 정책”으로 다루면서, 여러 행위자의 연합을 통
해 등장한 청년배당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개인의 브랜드로 귀속되는 일
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기본소득 의제는 정쟁의 문제로 축소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게 되었다. 
   셋째,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기조하에 청년배당을 최
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벌충하려는 기획과 연결하면서, 청
년배당이 놓인 정치의 지형은 다시금 변화하게 된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 급여와 고향사랑상품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
러 연구와 법, 제도가 형성 및 유통되었고, 청년배당은 여러 지역에 ‘고향
사랑상품권 연계형 복지수당’의 형태로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 
아동수당 수급권자들이 아동수당을 현금이 아닌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하는 것에 반발하면서 ‘수령자의 선택권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이해 사이의 
대립’이 새로운 마찰의 지점이 되었다. 곧 무게중심은 수령자의 ‘소비자로
서 편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졌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고향사
랑상품권의 발행량을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대변하는 척도로 제시한 것
과 연관된다. 지자체들은 수령자의 편의를 강화하여 고향사랑상품권의 발
행량을 늘리기 위해 가맹점 제한을 대폭 완화했고, 이로 인해 고향사랑상
품권 연계형 복지수당은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하기보다 대자본과 소자본 
간 부의 불평등을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는 청년배당이 놓인 연결망이 형성되고 변화해온 과정을 기술
함으로써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거쳐 청년배당의 어떠한 성격이 
강화되거나 약화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기본소득은 여전히 여러 행위
자의 개입과 번역을 통해 그 성격이 변화할 수 있는 열린 네트워크이다. 
본 연구가 청년배당이 촉발한 사회보장 공론장의 정치적 지형 변화를 탐
구하려는 이들에게도, 기본소득의 해방적 가능성과 현실적 조건 사이에서 
접점을 만들고 개입 가능한 지점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하나의 이정
표가 될 수 있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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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기본소득, 사회보장, 쟁점 정치, 행위자-네트워크-이론, 청년, 공
유부 배당
학  번 : 2019-2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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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노동 여부나 자산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소득을 
보장하자는 기본소득 개념은,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대안적인 사회보장의 
모델이자 사회운동의 의제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과 북미의 국가들에서 기
본소득은 1970년대 이후 완전고용을 전제로 설계된 사회보장제도가 사회
경제적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대안적인 
사회보장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Steensland 2011; Sloman 2019). 인
도와 나미비아 등 남반구의 국가들에서도 1990년대에 진행된 신자유주의
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도입된 조건부 현금지급 프로그램(Conditional 
Cash transfer)이 지닌 온정주의(paternalism)와 빈곤 함정(poverty 
trap)을 비판하며, 이를 무조건적 현금지급 프로그램(Unconditional 
Cash transfer)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Hanlon et al. 
2010; Lavinas 2013; 퍼거슨 2017).1) 기본소득은 사회운동의 의제로도 
활발히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개된 점거 
운동과 프레카리아트 운동, 커먼즈 운동에서 기본소득을 주요한 요구 사항
으로 내세웠다.2)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은 최근 10여 년간 급격한 위상 변화를 겪으며 주
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2000년대 후반 진보 진영 내 일부 학자와 
정치인이 기본소득 운동을 시작하면서 진보학계와 정당, 사회운동 단체가 

1) 빈곤 함정(poverty trap)이란 공공부조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에서 투입되는 예산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 수령자에게 그가 여러 원천에서 얻는 소득의 총액과 최저 생계
비의 차액만을 지급하여, 급여 수령자들이 소득을 올린 만큼 급여 수준이 줄어들면서 
결국 수령자들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판 파레이스·판데
르보흐트 2018: 52).

2) 관련 논의는 야마모리 도루(2018)의 6장과 판 파레이스와 판데르보흐트(2018)의 7장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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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기 시작했고, 2015년 성남시가 시범적 기
본소득제로 청년배당을 도입하면서 이념적 차원이 아닌 제도적 차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시작했다(김교성·이지은 2017: 
23-24). 2016년 봄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을 계기로 자동
화로 인해 일자리가 급감할 것이라는 미래상이 확산되면서 기본소득이 대
중적 관심을 받는 의제로 급부상했고(안효상 2020: 108), 2019년 재난지
원금의 지급 방식에 대한 정치권과 학계의 논쟁에서 다시금 기본소득이 
주목받으면서, 어느덧 기본소득은 주요 정당의 정치인과 지방정부, 여러 
분야의 연구자, 시민단체, 언론 등이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는 성남시 청년배당의 제도화 과정(2014-2019)을 사례로, 2010
년대 한국에서 기본소득 개념이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은 과정과 그 과정
에서 여러 행위자―기본소득 운동단체, 청년세대론, 고향사랑상품권, 정치
인, 언론, 소상공인 등―가 동맹을 맺거나 갈등하고 타협하면서 형성된 정
치의 지형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의 기본소득 논의는 기본소
득의 규범적 정당성을 정교화하는 연구(곽노완 2009; 이명현 2010; 금민 
2020; 권정임 외 2020)나, 구체적인 정책 모델을 설계하고 예상되는 빈곤 
완화 및 재분배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강남훈 2011; 백승호 2010; 이건민 
2017)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기본소득의 정치적 측면을 분석한 소수의 
연구는 ‘불안정 무산자 계급’과 같은 보편적인 기본소득 운동 주체의 형성
을 위한 시론적 논의에 집중하거나(곽노완 2010; 심광현 2011), 정당과 노
동조합과 같이 정치적 대표성을 인정받은 집단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
을 열거하고(김교성·이지은 2017), 실질적 자유와 같은 정치적 이상을 담
지한 정책이 현실의 제약으로 인해 오인되는 과정으로 서술해왔다(이명현 
2016).  
   그러나 기본소득의 제도화 과정이 규범적 정당성과 공학적 설계를 갖
춘 아이디어가 선형적으로 실현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면, 특정 시공간에
서 기본소득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주목받을 수 있었던 맥락과 하나의 
정책으로 구체화된 양상, 그리고 그 정책의 제도화 과정에서 여러 행위자
의 관계가 기존과 다르게 배치되면서 가능해진 기본소득 및 사회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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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의와 제도적 실천을 면밀하게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청년배당의 제도화 과정을 관통하는 총
체적인 규범이나 서사를 미리 상정하지 않고, 정책-연결망
(policy-network)과 쟁점 정치(issue-politics)의 개념을 빌려 다양한 행
위자들이 청년배당에 이해관계가 있는 공중으로 모인 양상과 공중의 구성
원들이 연합·경합·타협하면서 청년배당의 쟁점이 변화해 온 과정을 추적하
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인물과 담론, 지표 등이 다수의 행위자를 
대변하는 강력한 고리가 되는 한편, 어떠한 행위자가 동맹에 실패하거나 
이 정책이 놓인 연결망의 주변부에 남게 되었는지 드러냄으로써 구체적인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성남시가 2015년 9월에 발표한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에게 4분기에 걸쳐 총 100만 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6년 1월부터 시행되어 2019년 4월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으로 확대되었다. 청년배당은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기본소득 운동과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활성화된 복지정치의 흐름이 맞물리며 도입된 
정책으로, 19세기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를 경험한 서구 국가들이나 1990
년대 이후 조건부 현금지급 프로그램이 주요한 사회보장제도로 기능해 온 
남반구 국가들과 다른 경로를 밟아온 한국에서 기본소득 개념이 주목받게 
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또한,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공표한 후 경기도가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까지 정부여야
의 정치인과 관료, 언론, 소상공인, 기본소득 운동단체, 복지국가 운동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가 이 정책에 연루되어 개입하고 논쟁한 과정은 시범적 
기본소득제가 현실의 세력 관계 속에서 쟁점화된 양상과 그 제도화 과정
에서 형성된 정치의 지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 묻고 답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대 한국에서 기본소득은 어떠한 역사적·정치적 맥락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주목받을 수 있었는가? 
   둘째, 청년배당의 입안자들은 어떤 논의과정을 통해 기본소득 개념을 
청년배당이라는 정책으로 구체화하였는가? 이들은 기본소득을 하나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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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어떤 행위자들을 끌어모으고, 기존의 법과 제도를 
재조직하였는가? 
   셋째, 실제로 어떤 행위자들이 이 정책의 이해관계자가 되었으며, 이들
이 동맹을 맺거나 갈등하고 타협한 양상은 어떠한가? 이 과정을 거쳐 부
각된 정책의 내용은 무엇이며, 반면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거나 가려지게 
된 내용은 무엇인가?

2. 선행연구 검토

   한국에서 기본소득 개념이 하나의 정책으로 구체화된 양상과 그 정책
의 제도화 과정에서 형성된 정치의 지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의 
규범적 정당성이나 제도적 설계에 대한 논의보다는, 기본소득 및 그와 유
사한 현금지급 프로그램의 정치적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 개념의 이데올로기적 계보에 초점을 맞춰 그 
정치적 성격을 규명하는 연구와, 기본소득을 비롯한 현금지급 프로그램이 
거친 정치의 과정을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기반한 문화적 규범을 둘러싼 
투쟁으로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본소득 개념의 이데올로기적 계보에 초점을 맞춰 기본소득의 
정치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들은 현대적인 기본소득 개념이 기존 
사회보장제를 신자유주의적 논리에 따라 재편하려는 지적·정치적 기획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본다(Ackerman et al. 2016; Zamora and Jäger 
2019; Zamora 2021). 예를 들어, 자모라와 야거(Zamora and Jäger 
2019)는 기본소득을 그 자체로 정당한 것으로 주장하는 논의 경향을 비판
한다. 이들은 현대의 기본소득 개념이 18세기 말 토머스 페인(Thomas 
Paine)이 제안한 ‘토지배당’이나 대공황 시기 시장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한 
‘사회배당’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음
의 소득세’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사회보장 기획에 근거한다고 주장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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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분석은 푸코의 음의 소득세에 대한 비판적 분
석을 참조한다. 푸코는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 계획이 사회보장의 목표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을 제한하는 것에서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개
개인이 시장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으로 
재편하려는 기획이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기획이 사회구성원 간 상대적 불
평등의 문제를 비가시화하고, “원조를 받는 인구”라는 상대적 과잉인구를 
생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였다(푸코 2012: 298-299). 
자모라와 야거는 이러한 푸코의 분석에 기초하여 1970년대 이후 서구 여
러 국가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현금지급 프로그램이 사회보장의 이
념을 ‘사회구성원 간 상대적 평등’에서 ‘경제적 행위자 간 절대적 평등’으
로 재편하려는 신자유주의적 기획의 일환이라고 보고, 기본소득 개념은 이
러한 사회보장에 대한 이념의 변화를 조건으로 각광 받을 수 있었다고 지
적했다. 
   이와 같은 논의는 기본소득에 대한 몇몇 집단의 입장을 나열하는 논의
를 넘어서 역사적·정치적 맥락 속에서 기본소득 개념의 부상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를 기본소득 개념의 
이념적 기원으로 상정하고 그로부터 기본소득의 성격을 연역함으로써 기
본소득론의 이데올로기적 다양성을 외면하고,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노선에 
기초한 현금지급 정책도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초기 의도와 다른 효
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는 한계가 있다(퍼거슨 2017: 85). 
   둘째로,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기반한 문화적 규범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을 비롯한 현금지급 정책이 거친 정치의 과정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Steensland 2011; 조민서 2019). 이를테면 스틴스랜드(Steensland 
2011)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사이 미국에서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 계획의 흥망성쇠를 분석하면서, 기존 복지정책의 핵심적인 기반
이 되어 온 “자격 있는 빈민”이라는 문화적 범주로 인해 보장소득 계획이 
실패하였다고 설명했다. 기존 복지제도가 노동 능력에 따라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빈민과 자격이 없는 빈민을 구별하는 규범에 기초해 있었다
면, 보장소득 계획은 경제적 필요를 유일한 지원 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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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복지제도가 전제해 온 빈민의 문화적 범주에 도전하였다. 이에 다수
의 전문가와 대중이 자격 있는 빈민과 자격 없는 빈민이 동일한 빈민의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보장소득 계획이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다(Steensland 2011: 13-15). 
   이러한 접근은 현금지급 프로그램의 성격을 미리 규정하지 않고, 그것
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기존 복지정책이 기반한 문화적 규범과 마찰을 
빚은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에서 청년배당을 둘러싼 정치의 과정은 
특정한 문화적 규범을 중심으로 전개되지 않았다. 청년배당은 정부여야의 
정치인과 관료, 언론, 기본소득 운동단체, 공유부 배당의 개념, 청년세대
론, 알파고 쇼크라는 사건, 지역경제활성화 담론, 고향사랑상품권 등 다양
한 행위자들이 연루되고 관계 맺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쟁점화되었다. 예컨
대 박근혜 정부 시기에 정부여야와 언론에서 이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청
년의 급여자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정부가 청
년배당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활용하고자 하면
서 고향사랑상품권과 지역경제활성화 담론을 중심으로 이 정책을 둘러싼 
정치의 지형이 재편되었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이념적 계보나 한국 사회보
장제도의 문화적 규범을 분석의 중심에 두기보다, 청년배당이 실제로 어떠
한 사람과 담론, 사건, 제도 등과 연결되었으며, 그러한 연결을 통해 청년
배당의 어떠한 측면이 강화되거나 약화되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의 정치적 미결정성을 강조하며 연역적이기보다 
귀납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 제임스 퍼거슨(Ferguson 2010, 2017)
의 논의는 본 연구에 중요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퍼거슨은 기본소득을 신
자유주의적 통치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논의에 거리를 두며, 고용주들이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활용했던 보험 통계 기술이 
19세기 서구 복지국가의 기술적 기반이 되었던 것처럼, 기본소득은 그 자
체로 어떤 목적을 갖지 않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담론적·물질적 장치
와 연결되느냐에 따라 다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Ferguson 
2010).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천연자원에서 나오는 부의 분배를 요
구하는 운동과 여러 현금지급 프로그램이 병존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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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배에 대한 정치적 요구와 행정적 장치를 연결할 때, 분배를 생산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해 온 19세기 서구 복지국가의 사회보장 모델
을 넘어 분배 자체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분배정치를 상상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퍼거슨 2017). 다만 그의 연구는 ‘정당한 몫’이라는 새로운 분배
정의를 제시하는 데 집중한다는 점에서, 시범적 기본소득제의 도입 과정에
서 형성된 정치의 지형을 기술하고 그에 기반해 그 정치적 효과를 비판적
으로 분석하려는 본 연구와 초점을 달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그의 논의 
중에서도 기본소득의 성격을 미리 규정하지 않고 그것과 실제로 연결된 
사람, 관념, 제도 등과의 관계 속에서 그 효과를 규명해야 한다는 문제의
식을 이어받아 청년배당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이론적 배경

3.1. 정책-연결망

   앞서 청년배당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한 연구들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
장의 정치적 당파성에 주목하여 이 과정을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개인의 
의지가 관철되는 과정으로 서술하거나(손애성 2017), 기본소득의 규범적 
정의를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청년배당에 대한 성남시의원들의 반응을 
평가하며, 청년배당의 제도화 과정을 이상적인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오인
되는 과정으로 서술해왔다(이명현 2016). 이처럼 청년배당을 특정 정치인
의 의지에 따른 산물로 보거나 어떤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
로 보는 관점은, 2010년대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실현 가능한 제도로 논의
될 수 있었던 맥락과 청년배당의 제도화 과정에서 여러 행위자의 관계가 
기존과 다르게 배치되면서 가능해진 기본소득 및 사회보장에 대한 논의와 
제도적 실천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행위자-연결망-이론(Actor-Network-Theory, 이하 
ANT)의 행위자-연결망 개념을 적용한 정책-연결망(Policy-Network)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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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청년배당을 여러 사람과 사건, 담론, 법, 제도, 사물 등 다양한 
행위자가 국지적인 번역과 매개를 통해 연결됨으로써 실행되는 정책이자, 
여러 행위자의 개입을 통해 그 성격이 변화할 수 있는 열린 네트워크로 
보고자 한다.3)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청년배당의 제도화 과정을 특정 
정치인의 의지가 관철되는 과정이나 어떤 정치적 이상을 담지한 정책이 
왜곡되는 과정이 아니라, 청년배당의 입안자들이 여러 번역장치를 매개로 
다른 행위자들을 청년배당의 이해관계자로 끌어들이며 시범적 기본소득제
를 실행할 수 있는 관계의 망을 조직하고, 이 정책의 제도화 과정에서 여
러 행위자가 개입하면서 정책의 성격이 변화해 온 역동적인 과정으로 서
술하고자 한다.
   ANT는 사회를 차원·영역·면이 아니라, 연결·선·유동적 배치로 보면서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국지적이고 유동적인 연합체를 형성하게 되는 과정
을 면밀하게 추적하는 이론으로(조문영 2021: 404), 분석 대상의 성격을 
그 자체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본다(Latour 2005: 11-12; 홍민 2013: 120). 유념해야 할 점은 
ANT에서 행위자는 기호학적인 정의로(라투르 2010: 107), 독자적인 행위 
능력을 가진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위자와 관계를 맺음으
로써 실재성을 갖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상을 지칭한다는 점이다
(Latour 2005: 46). 이는 새로운 분석단위를 제시하는 것인데, ANT의 분
석단위로서 ‘행위자-연결망’은 연결망을 건설하는 주체와 연결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망이 됨으로써 행위자가 되고(로 2010: 46),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의 행위성(agency)은 그것이 놓여있는 관계들의 펼침망 속
에서만 규명될 수 있다(이경묵 2016: 320). 미국의 총기규제주의자들이 
“총이 사람을 죽인다”며 총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전미총기협회가 “사람이 

3) ANT에서 번역(translation) 개념은 연결을 만들어내는 행위로, 특정 행위자가 자신이 
실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행위자들의 정치적 지향이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제시함으로써, 여러 행위자를 그 대상을 존재하도록 할 연결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행위
를 말한다. 또한 매개(mediation) 개념은 연결을 만들어내기 위해 동원되는 수단으로, 
여러 명제, 형식, 상징, 법, 제도, 사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매개는 사실을 투
명하게 중개(intermediation)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관념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
념으로, 특정 행위자가 실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수정하거나 변형하고, 교란하고, 생성
하는” 효과를 지닌다(Latour 1999: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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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인다”며 인간의 의지에 초점을 맞출 때, 라투르가 ‘총을 가진 인
간’을 분석단위로 보길 제안한 것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
인 사례이다(라투르 2018: 283-287). 총을 가진 인간은 총을 갖지 않은 
인간과 다른 존재이며, 총은 그와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객체가 되므로, 
총의 특성이나 인간의 의지 자체가 아닌 총과 인간 양자의 연계에 주목해
야 한다는 것이다(라투르 2018: 289). 
   또한 ANT는 어떤 과학적 사실이나 정치적 이상이 그 자체로 힘을 갖
는다는 관념을 거부하며, 그 어떠한 진리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지적인 번역과 매개를 통해 다른 행위자와 연결되어야 하고, 
연결의 과정은 일방적이고 일회적인 과정이 아니라 쌍방향적이고 연쇄적
인 힘겨루기의 과정이라고 주장한다(라투르 2016: 152). 다시 말해서, 어
떤 진리의 영향력은 그 자체의 규범적 정당성이나 과학적 사실성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러 명제, 형식, 상징, 제도, 법 등을 매개로 다른 행위자들
과 동맹을 맺고, 이러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고 확대하는 작업의 
지속성에 달려있다(Latour 2003: 153; 하먼 2021: 206). 
   정책인류학과 개발인류학 등에서는 이러한 행위자-연결망 개념을 정책
에 대한 분석에 적용하여 정책이 행위자들 간의 번역과 매개를 통해 수행
되는 과정을 기술하는 시도들이 이뤄져 왔다(Mosse 2005; Collier 2011; 
Clarke and Bainton 2015; 이경묵 2017). 이들의 논의에서 정책은 어떤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해결책
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담론, 법, 제도, 기술 등이 국지적인 번역과 매개
를 통해 연결됨으로써 수행되는 것이다. 정책-연결망 안에서 각각의 행위
자는 정책 입안자의 의도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보다 각각의 방식으로 
정책을 번역하고 수정하고 전유하고 새로운 맥락에 집어넣으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요소를 첨가한다(라투르 2016: 208). 예컨대 자카르타의 한 빈민 
지역에서 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물 프로젝트를 연구한 이경묵
(2017)은 물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물 마피아가 수돗물을 암시장
에 팔고, 노후화된 수도관으로 인해 수돗물이 지하수로 바뀌고, 계량기가 
없어서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이 나오지 못하는 등 이 프로젝트가 여러 행
위자와 연결되며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수행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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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3-45).
   본 연구는 이처럼 정책을 그것과 실제로 연결된 사람, 사물, 담론 등과
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을 통해, 청년배당의 제도화 과
정을 어떤 정치인의 의지가 관철되는 과정이나 정치적 이상을 담지한 정
책이 변질되는 과정이 아닌, 국지적인 번역과 매개를 통해 시범적 기본소
득제를 구현할 수 있는 연결망이 형성되고 여러 행위자의 개입을 통해 변
화해 온 과정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3.2. 쟁점 정치

   청년배당의 제도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보장 공론장의 정치적 지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행위자가 연결되면서 정책이 도입된 
양상을 기술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누가 번역하는지, 무엇이 어떤 매
개를 통해 연결되거나 연결되지 못하는지, 어떠한 연결이 강화되거나 약화
되는지 자체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Clarke and Bainton 2015: 
47-48). ANT를 적용한 경험 연구 대부분이 특정한 연합체가 형성되는 과
정을 면밀하게 기술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ANT를 기술의 
도구에서 더 나아가 비판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앞서 ANT를 새로운 
비판의 도구로 제시한 연구들(이강원 외 2013; 조문영 2021)에 따르면, 
ANT는 우리가 관여해야 할 정치적 쟁점이나 옹호해야 할 윤리를 미리 규
정하지 않고(브라이언트 2020: 28), 무엇이 연합(associations)을 통해 정
치적인 쟁점으로 출현하는지에 주목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개입이 가능한 
지점들을 보여줄 수 있다(Müller 2015: 31; 조문영 2021: 416에서 재인
용). 또한 ANT는 지배/피지배, 구조/개인, 참/거짓의 구도에서 벗어나 구
체적으로 어떠한 매개들을 통해 권력 관계가 출현하고 행사되고 강화되거
나 약화되는지 포착할 수 있다(이강원 외 2013: 20-23)
   본 연구는 ANT를 통해 비판의 예각을 세우고자 하는 위 연구들의 문
제의식을 계승하면서, 청년배당의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난 동맹과 갈등, 
균열의 지점들을 포착하기 위해 쟁점 정치(Issue-politics) 개념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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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4) 쟁점 정치는 누르츠 마레(Noortje Marres)를 비롯한 일군의 
학자들이 윌터 리프먼(Walter Lippmann)과 존 듀이(John Dewey)의 실용
주의(Pragmatism)에 착안하여 발전시킨 정치 분석의 틀이다. 이 개념은 
어떤 현상을 정치적 대표성을 인정받은 집단의 의견이나 이해관계를 중심
으로 분석하거나 어떤 이상(理想)이 현실의 제약으로 인해 왜곡된다는 식
으로 서술하는 대신에, 특정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어떤 행위자가 이 문
제의 이해관계자로 연루되었으며, 이들이 연합하거나 경합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쟁점이 변화해온 과정을 기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 
개념은 여러 행위자가 청년배당과의 관계 속에서 각자의 지향과 이해관계
를 설정하며 청년배당을 중심으로 모이고, 이들의 상호번역과 힘겨루기의 
과정에서 청년배당의 성격이 변화해 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파생된 긴장
과 갈등의 지점을 포착하는 데 유용하다.
   통상적으로, 듀이와 리프먼은 어떤 공적 사안을 해결하는 방법에 관하
여 각각 기술관료적 해결책과 숙의민주주의적 해결책을 주장했다는 점에
서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상가로 여겨져 왔다(사이토 2009: 44-45). 이
와 달리, 마레는 리프먼과 듀이의 정치론이 갖는 유사성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이들은 정치를 공중 일반의 의지를 재현하는 문제로 보는 숙의(熟
議)민주주의 이론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면서, 현실에서 정치는 언제나 특정
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그 사안에 연루된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뤄진다고 보았다(Lippmann 1993: 67; Dewey 1991: 31; Marres 2005: 
45). 숙의민주주의 이론이 합리적인 시민들이 공적 사안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이들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론장이 있다면 공중 일
반의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면, 리프먼과 듀이는 숙의민주주의 이
론이 상정하는 공중 일반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공중이 문제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이 먼저 있고 “공중은 문제에 반응하면서 창발한다”고 
주장했다(베넷 2020; 248). 이들의 논의에서 정치는 어떤 정치적 이상이나 

4) 공중을 형성하는 쟁점을 중심으로 정치를 분석한다는 관점을 마레와 라투르는 사물 정
치(Ding politik)로(라투르 2010: 262), 하먼은 객체 지향 정치(Object Oriented 
Politics)로 부른다(하먼 2020: 222). 이들 모두 사물 내지는 객체를 리프먼과 듀이가 
말한 쟁점(issue)과 동일시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개념을 ‘쟁점 정치’라고 명명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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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쟁점이 발생한 상황의 문제이며(하
먼 2021: 399-400), 공중(public)은 숙의민주주의론에서 상정하는 합리적 
시민도 권력자원론에서 상정하는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집단도 아닌 “각각
의 계기로 특정 사안에 연루된 행위자들의 비제도적이고 비고정적인 모
임”을 말한다(이강원 2012: 167).5) 
   마레(Marres 2005)와 라투르(Latour 2007)는 리프먼과 듀이의 논의를 
이어받아 쟁점 정치라는 새로운 정치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어떤 정치
적 현상을 대표성을 인정받은 집단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
거나 정치적 이상이 현실의 제약으로 인해 왜곡된다는 방식으로 서술하는 
대신에, 특정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누가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공중이 
되었으며, 공중의 구성원들이 동맹을 맺거나 갈등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쟁점이 어떻게 이동하게 되는지를 기술하라는 것이다(Latour 
2007: 814). 리프먼과 듀이가 공중을 각각의 계기로 특정한 사안에 연루
된 인간 행위자로 한정했다면, 마레와 라투르는 공중을 특정 쟁점에 연루
된 여러 사람, 사건, 담론, 법, 제도, 사물 등으로 재규정하며, 비인간 행
위자들이 쟁점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쟁점 정치의 틀을 통해, 여러 행위자 – 기본소득 운
동단체, 공무원, 정치인, 언론, 소상공인, 청년세대론, 알파고 쇼크, 고향사
랑상품권 등 - 가 청년배당에 이해관계가 있는 공중으로 모이고, 공중의 
구성원들이 동맹을 맺거나 갈등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청년배당의 쟁점
이 그려온 궤적을 추적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인물과 담론, 지표 
등이 공중을 대변하는 강력한 고리가 되는 한편, 어떠한 행위자가 동맹에 
실패하거나 이 정책이 놓인 연결망의 주변부에 남게 되었는지 드러냄으로
써 구체적인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5) 예컨대 마레는 유전자 변형 식품 문제를 통해 연결된 유럽의 채식주의자들과 돼지 유전
자를 토마토에 주입하고자 하는 캔자스의 농기업을 공중의 사례로 제시하였다(Marres 
2005: 58). 



- 13 -

4.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러 행위자의 연합과 경합 속에서 청년배당을 둘러싼 정치
의 지형이 변화해 온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연구 대상을 어느 한 집단이
나 공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배당의 도입 및 확대 과정(2014-2019)에
서 이 정책과 관계된 여러 사람, 논쟁, 사건 등을 따라가는 방법을 택했
다. 청년배당의 제도화 과정은 본 연구를 수행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연구는 당시 이 제도의 도입 및 확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
던 사람들의 기억과 관련 자료에 의존하여 사건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년배당을 구상한 입안자와 담당 공무원,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도입 여부를 결정한 성남시의원, 청년배당을 지지한 성남시 
상인연합회장,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청년배당과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
고자 한 기본소득 운동단체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또
한 청년배당을 도입하기 위해 성남시에서 수행한 연구 용역 사업 보고서
와 청년배당 관련 정책 문건, 언론 기사, 성남시와 정부 부처의 보도자료
와 홍보자료, 청년배당과 관련된 여러 토론회 영상과 자료, 논문 등을 종
합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의 내용은 크게 청년배당의 도입 배경, 청년배당의 구상 과정, 청
년배당이 발표된 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확대되기까지 이 정책이 거
쳐온 정치의 과정으로 나뉜다. 각 장별로 구체적인 분석 대상과 방법은 다
음과 같다. 청년배당의 도입 배경을 다루는 Ⅱ장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
터 전개된 기본소득 운동과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복지가 정치적 의
제가 되면서 지자체가 주요한 복지공급 주체로 떠오른 상황에 주목한다. 
특히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을 주도하고 청년배당의 구상에 참여한 기본소
득한국네트워크에서 기본소득을 공유부의 배당으로 정당화하자는 합의가 
형성된 과정, 민선 6기 성남시정에서 기본소득을 무상복지를 대신하여 부
의 불평등 문제에 개입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에 대한 의무를 공론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청년배당이 어떠한 정치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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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들을 반영하였는지 드러낸다. 이를 위해 초기부터 기본소득 운동을 이끌
어 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회원들을 면담하였고, 당시 기본소득 논의 
지형을 보여주는 논문과 단행본, 민선 6기 성남시정에서 청년배당 도입을 
추진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이한주 당시 인수위원장의 언론 인터뷰와 
단행본 등을 분석하였다. 
   청년배당의 구상 과정을 다루는 Ⅲ장에서는 청년배당의 입안자들이 어
떠한 논의과정을 거쳐 기본소득 개념을 하나의 정책으로 구체화했는지 분
석한다. 2014년 성남시청 정책기획과는 시범적 기본소득제의 시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연구 용역 사업을 발주했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운
영위원들과 개별적으로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고 있던 연구자들이 세 차례
의 연구 용역 사업을 통해 시범적 기본소득제를 청년배당으로 구상했다. 
이후 연구자들과 정책기획과 공무원의 조정 과정을 거쳐 청년배당 사업이 
구체화되었다. 또한 청년배당의 입안자들은 연구 용역 사업 과정에서 성남 
시내 7개 소상공인연합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청년배당을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정책으로 미
리 알리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과 정치적 동맹을 맺었다. 이 과정을 분
석하기 위해 연구 용역 사업에 참여했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운영진
과 연구자들, 설문조사와 FGI에 참여했던 상인회장들을 면담하고, 청년배
당 도입을 위해 수행된 3개의 연구 용역 보고서와 성남시 내부의 논의를 
담고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Ⅳ장에서는 성남시가 청년배당 사업을 입법 예고한 2015년 9월부터 경
기도에서 청년배당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확대한 2019년 4월까지 공
중의 구성원들 - 정부여야의 정치인과 관료, 언론, 소상공인, 기본소득 운
동단체, 복지국가 운동단체 등 – 의 동맹과 갈등, 타협을 거치며 이 정책
을 둘러싼 정치의 지형이 변화해 온 과정을 기술한다. 이를 위해 청년배당
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했던 성남시의원들과 상인회장들, 기본소득 
운동가들을 면담했고, 성남시의회 속기록, 성남시의 보도자료와 홍보자료, 
청년배당 관련 토론회,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 논문과 언론 
기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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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청년배당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총 14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을 당시 이 사건과 관계된 사람들의 기억과 자료에 의존하여 재구성
하였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은 청년배당이 도입되고 쟁점화되
었던 맥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연구참여자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연구참여자 청년배당과 관련하여 맡은 역할(소속) 면담 시기

1 입안자 A

성남시 청년배당 연구 용역 사업 책임자(기본소득한국
네트워크)
2000년대 후반부터 기본소득 운동 주도
청년배당 관련 인터뷰 및 토론회 참석, 논문 발표

2021. 4. 27.

2 입안자 B
청년배당 정책 구상 참여(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00년대 후반부터 기본소득 운동 주도

2021. 8. 1.

3 입안자 C
청년배당 연구 용역 사업 참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
원)

2021. 2. 1.

4 입안자 D
청년배당 연구 용역 사업 참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
원)

2021. 2. 1.

5 공무원 
청년배당 담당 주무관
청년배당 관련 인터뷰 및 토론회 참석 

2021. 3. 16.

6 시의원 A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시의회에서 청년배당 적극적으로 지지 

2021. 5. 15.
2021. 5. 20.

7 시의원 B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새누리당)
시의회에서 청년배당 적극적으로 반대

2021. 5. 21.

8
상 인 회 장 
A

청년배당 정책연구 설문조사 및 FGI 참여(A시장 상인
회장)
성남지역 상인회 청년배당 지지 성명 참여
지방재정개편안 반대 집회 참여

2021. 5. 19.

9 상인회장 B
청년배당 정책연구 설문조사 및 FGI 참여(B시장 상인
회장)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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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청년배당과 관련하여 맡은 역할(소속) 면담 시기

지방재정개편안 반대 집회 참여

10
상 인 회 장 
C

청년배당 정책연구 설문조사 및 FGI 참여(C시장 상인
회장)
성남지역 상인회 청년배당 지지 성명 참여
지방재정개편안 반대 집회 참여

2021. 6. 24.

11 활동가 A

녹색당 창당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청년배당 공론화 및 모니터링 사업’(2016) 기획(녹색
전환연구소)
‘기본소득 전국투어’(2017) 기획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조례 제정 운동’(2017) 기획

2021. 6. 8. 

12 활동가 B

‘청년배당 공론화 및 모니터링 사업’(2016) 참여(기본
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기본소득 전국투어’(2017) 기획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조례 제정 운동’(2017) 기획 

2020. 9. 29.

13 활동가 C ‘시흥 19금 청원운동’ 기획(녹색당) 2021. 6. 6. 

14 활동가 D ‘인천 청년기본소득 조례 제정 운동’ 기획(노동당) 2021. 6. 7. 

[표 1] 연구참여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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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청년배당의 도입 배경: 공유와 무상복지

   한국에서 기본소득 개념은 2000년대 후반부터 기본소득 운동을 주도해 
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무상복지를 주요한 시정과제로 내세운 민선 6
기 성남시정이 조우하면서 구체적인 제도로 도입될 수 있었다. 본 장에서
는 청년배당이라는 시범적 기본소득제가 어떤 역사적 상황과 정치적 지형 
속에서 도입되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1절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일군의 맑스주의자와 사회복지학자, 생태주의자가 각기 다른 계기로 기본
소득을 대안적인 사회운동 및 사회정책의 의제로 주장하게 된 맥락을 짚
고, 이들 중 일부가 2013년부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함께 활동하며 
기본소득을 ‘공유지(commons)에서 나오는 부의 평등한 배당’으로 정당화
하는 데 합의를 이룬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기본소득 운동이 지니는 
특성을 드러낸다. 2절에서는 민선 6기 성남시정이 시범적 기본소득제 도
입을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 당시 성남시정을 이끈 주요 인사들이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범진보세력을 통합했던 ‘무상복지’라는 구호의 정치적 
효력이 약화되어 가던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무상복지를 대신하여 부의 불
평등에 개입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에 대한 의무를 공론화하기 위한 수단으
로 주목한 과정을 살펴본다.

1. 기본소득 운동과 공유부 배당론

1.1. 초기 기본소득 논의 지형

   한국에서 기본소득 운동은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일부 사회복지학자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보여
왔지만, 이들의 논의는 기본소득 개념을 소개하는 데 머무르고 있었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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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향 2002; 성은미 2002, 2003; 윤도현 2003; 이명현 2006, 2007; 서정
희·조광자 2008). 2008년부터 기본소득 운동을 조직화하려는 움직임이 나
타났는데, 이수봉 당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이 기본소득을 연구해 온 맑
스주의 정치경제학자 강남훈과 철학자 곽노완에게 기본소득 운동을 해보
자고 제안하면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에서 기본소득을 대안적인 사회운동
의 의제로 제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강남훈 외 2009), 이듬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연구자들과 사회당 소속 정치인 금민을 주축으로 ‘기
본소득네트워크’가 결성되면서 기본소득 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기 시작
했다.6) 기본소득네트워크의 연구자들이 기본소득 운동을 주도하면서 기본
소득은 학술 공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그밖에도 2009년 사회당이 
기본소득을 부속강령으로 채택하고, 2010년 사회운동 단체 다함께가 기본
소득을 이행기 강령에 포함하는 등 여러 진보정당과 사회운동 단체도 기
본소득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기 시작했다(곽노완 2010: 44).
   다만 기본소득을 주장했던 이들의 정치적 지향이 단일하지는 않았다. 
일군의 사회복지학자가 기본소득을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
하고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로 주목했다면, 일부 맑
스주의 정치경제학자와 사회당 소속 정치인 등은 기본소득을 탈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할 수 있는 전략으로 보았다. 한편 녹색평론사와 녹색당 소속 
정치인을 비롯한 생태주의자들은 기본소득을 생태 파괴적인 경제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했다. 본 절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각각
의 논의를 개혁적 기본소득론과 변혁적 기본소득론, 생태적 기본소득론으
로 명명하고,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국내 기본소득 운동
의 정치적 지형을 개괄하고자 한다.7) 

6) 기본소득네트워크는 2010년 7월 2일에 브라질 상파울로대학교에서 열린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 13차 총회에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17번째 가맹단체로 인준받았고, 이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7) ‘개혁적 기본소득론’과 ‘변혁적 기본소득론’이라는 분류는 한국 기본소득론의 정치적 지
형을 분석한 선행연구(김혜연 2014; 윤홍식 2018; 정승현 2020)를 참조한 것이다. 김혜
연(2014)은 전자를 복지집합주의자, 후자를 사회주의자로 명명하였고, 윤홍식(2018)은 
불평등 완화와 탈빈곤을 위해 기본소득으로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려는 이들을 기
능주의적 기본소득론자로, 사회경제 체제 변혁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들을 좌파 기본
소득론자로 명명하였다. 정승현(2020)은 기존 사회경제체제의 개혁을 목표로 하는 그룹
을 진보적 기본소득론으로, 체제변혁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에 접근하는 이들을 변혁적 



- 19 -

   개혁적 기본소득론자들은 완전고용을 전제로 설계된 기존 사회보장제
도가 실업의 심화와 불안정 노동의 확산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제대로 대
처하지 못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고용
노동과 소득보장을 연계하지 않는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할 것을 주장했다(이명현 2006, 2007; 서정희·조광자 2008, 2010; 김
교성 2009; 백승호 2010). 이들은 주로 판 파레이스(Van Parijs)의 ‘실질
적 자유’ 개념과 사회복지학의 ‘필요 충족’ 개념에 기초하여 기본소득을 
모든 개인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소
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보았다. 영국의 사회정책학자 피츠패트릭
(Fitzpatrick 1999)은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충분 기본소득(full basic income)’으로 개념
화하고, 이것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최소소득보장제도”라고 주장한 바 있
다(Fitzpatrick 1999: 36). 한국에서 그의 영향을 받은 일부 사회복지학자
는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주장했다(김교성 
2009: 9). 이들이 기본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재분배 및 빈곤 완
화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 것은, 이들이 기본소득을 사회
보장제도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탈빈곤을 도모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
도로 여겼다는 것을 보여준다(김교성 2009; 백승호 2010). 
   한편, 변혁적 기본소득론자들은 기본소득을 탈노동(post-work) 및 생
산수단의 공유화와 연계하여 탈자본주의 전략으로 삼고자 했다(곽노완 
2007, 2008; 강남훈 2009, 2010; 강남훈 외 2009; 금민 2010; 심광현 
2011; 권정임 2012; 남기업 2012; 안현효 2012). 이들은 기존 사회운동의 
임노동 중심적인 변혁론과 거리를 두었다. 대신 이들은 기본소득으로 노동
과 소득의 연계를 완화함으로써 무산자 계급은 생계를 위해 임노동에 종
사해야만 한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을 무력화하고, 무산
자 계급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임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자율적인 활동을 증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
다. 또한 이들은 기본소득을 사유화된 생산수단을 모두의 공동소유로 만들

기본소득론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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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들에 따르면, 자본이 공유지를 사유
화하여 지대를 추구하는 ‘수탈(expropriation)에 의한 축적’은 시초축적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에도 자본의 주요한 이윤 추구 방식으로 작
동하고 있었다. 부동산 개발 사업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등 토지와 
생태환경의 사유화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소
유권에 기초하여 사용자들이 생산한 컨텐츠로부터 나오는 가치를 전유하
는 것, 금융업이 주택담보대출과 학자금 대출 등 가계대출을 확대하여 이
자를 수취하는 것, 물·전기·가스·철도 등 사회적 인프라를 민영화하는 것 
등이 그 사례다(강남훈 2008; 곽노완 2010). 이들은 기본소득을 자본의 수
탈에 대한 역수탈이자, 사유화된 생산수단을 공유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했다. 예컨대 강남훈과 곽노완(2009)은 다음과 같은 이행전략을 통해 
사회구성원 전체의 공동소유가 지배적인 소유형태가 되는 사회경제체제로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급진정당이 기본소득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대중의 지지를 얻고 집권 → 
자본소득에 대한 중과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
장 → 은행을 사회화하여 주식회사의 은행 부채를 증권화하고, 기본소득으
로 인해 불필요해질 연기금으로 주식 대부분을 매입하여 주요 주식회사들
을 사회구성원 전체의 공동소유로 전환 ⇒ 자본주의적 계급 관계와 이자 
및 배당 제도 폐지, 전체 사회 구성원의 공동소유가 지배적인 소유형태가 
되는 대안적인 사회경제체제로 이행(강남훈·곽노완 2009: 45 참조).

   또 다른 한편, 녹색평론사와 녹색당, 녹색당 부설 녹색전환연구소 등 
생태주의 운동단체들은 기본소득을 탈성장과 생태적 전환을 견인할 수 있
는 정책으로 주목했다(김종철 2010, 2014; 권정임 2011, 2012; 하승수 
2014, 2015). 한국에서 생태주의와 관련된 논의를 소개하는 데 앞장서 온 
녹색평론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클리포드 더글러스(Clifford 
Douglas)의 사회신용론에 기반하여 기본소득을 주권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사회·생태 파괴적인 경제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소개해 왔다(김
종철 2010; 로우보섬 2010; 쿡 2010; 히로노 2010, 2011). 이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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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과 하승수 변호사, 김현 전 풀뿌리자치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태주의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모아 
녹색당을 창당했고, 2013년 7월에는 녹색당 부설 연구소인 녹색전환연구
소를 창립했다. 녹색당과 녹색전환연구소는 기본소득을 에너지 전환과 함
께 핵심적인 의제로 다루었다. 녹색당 창당에 참여하고 녹색전환연구소 부
소장을 지낸 활동가 A는 당시 진보진영의 논자 대부분이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를 이상향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나 “생산을 많이 하고 소비를 많
이 하는 것을 지향하는”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이 생태 친화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북유럽 복지국가보다는 기본소득이 탈성장과 생태적 전환을 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때 진보진영에서는 북유럽 모델이 거의 유일무이한 대안이었어요. 역사
적인 발전단계처럼 북유럽 모델을 향해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북
유럽 복지국가는 결국 생산을 많이 하고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결코 생태 친화적인 게 아니거든요. 또 이미 북유럽의 복지체제가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이상향처
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북유럽 복지국가보다는 기본소
득이 생태적 전환, 탈성장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활동가 A 면담 2021. 6. 8.) 

   개혁론자와 변혁론자, 생태론자들은 더 이상 완전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인식과 기본소득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문
제의식을 공유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서로 연결되지 않은 섬들과 같았
고, 정치적 지향에 있어서도 크고 작은 차이를 보였다. 특히 개혁적 기본
소득론자와 변혁적 기본소득론자는 소유 문제에 관해서 큰 입장 차이를 
보였다. 개혁적 기본소득론자들이 조세개혁을 통해 자본에 일정 정도 사회
적 재생산에 대한 부담을 지우고 기본소득으로 부를 재분배하여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을 추구했다면, 변혁적 기본소득론자들은 유산자와 무산자로 
나뉜 사회의 불평등을 문제화하며 기본소득을 통해 생산수단의 소유 방식
을 바꾸는 것을 지향했다. 이들이 본격적인 논쟁을 벌인 것은 아니지만, 
개혁론자 김교성(2009)이 변혁론자 곽노완(2007)의 사회연대소득 구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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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자본주의 자체를 폐기하자는 제안이어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
다”고 평한 것은 개혁론자와 변혁론자의 소유 문제에 관한 입장 차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김교성 2009: 12).8) 

1.2. 세 집단의 연합과 공유부 배당에 대한 합의

   서로 다른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해 온 개혁론자와 변혁론자, 생태
론자들은 2013년경부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연합하기 시작
했다.9) 당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핵심 구성원이었던 변혁론자들은 자
칫 잘못하면 ‘경제학·철학 대 사회복지학’이라는 논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2013년부터 ‘생태·성·경제 정의와 기본소득 실현방안 연
구’를 필두로 여러 학제 간 연구사업을 추진하며 개혁적 기본소득론자들과
의 접점을 조금씩 늘려나갔다(입안자 B 면담). 이를 계기로 2013년 말 개
혁적 기본소득론자들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합류하게 된다. 또한 기본
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진은 2013년부터 기본소득과 생태적 전환의 의제를 
연결하며(권정임 2013; 강남훈 2013), 녹색평론사와 녹색전환연구소, 에너
지기후정책연구소 등 생태운동 단체들과 활발히 교류하기 시작했다(강남훈 
외 2013).10) 
   주목할 점은 2015년 무렵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기본소득
을 ‘공유부(共有富)의 배당’으로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 개혁론자와 변혁론
자, 생태론자를 아우르는 합의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기본소득한국
네트워크는 정파와 노선을 떠나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개인들의 네트워크

8) 처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만들어졌던 시기부터 변혁론의 입장에서 기본소득 운동을 
주도해 온 한 연구자도 초기엔 기본소득을 복지국가를 완성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술회하였다(입안자 B 면담).

9) 이 절의 내용은 기본소득네트워크가 창립된 시기부터 활동해 온 입안자 A, B와의 면담
을 참고한 것이다. 

10) 예를 들어 녹색평론사는 2013년 7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강남훈과 곽노완
을 초청하여 기본소득 좌담회를 열었다(강남훈 외 2013). 또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연구자들은 녹색전환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등과 함께 <생태적 기본소득 포
럼>(2013. 10. 18.~ 2014. 6. 13.)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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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정관 2조에서 기본소득을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
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 정의하며 공유부 배당을 기본소
득의 핵심적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11) 공유부 배당론은 한국의 기본
소득 운동의 특징이자, 성남시 청년배당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유부 배당론은 18세기 말 토머스 페인(Thomas Paine)과 토머스 스
펜스(Thomas Spence), 19세기 중반 헨리 조지(Henry George)와 조셉 
샤를리에(Joseph Charlier) 등의 논의에서부터 이어져 온 특정 기본소득
론의 전통에 서 있으며, 핵심은 토지와 물 등 자연과 여러 세대에 걸쳐 전
승되어 온 역사적·문화적 유산 등 본래 모두의 것인 공유자산에서 나오는 
부의 일부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배당의 형태로 돌려주자는 데 있다. 예
를 들어, 페인은 『토지 정의(Agrarian Justice)』(1796)에서 본래 미경작 
상태인 토지는 인류 모두의 공동자산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토지에 대
한 사적 소유는 토지 그 자체가 아니라 개인이 토지를 개량하여 창출한 
가치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의무적으
로 기초지대(ground-rent)를 내도록 하고, 그 지대를 모아 국민기금을 만
들어 근대적인 토지 사유제도로 인해 토지에 대한 “자연적 상속권”을 상
실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21세가 되는 청년에게는 정액의 일시금을, 50세 
이상의 장년에게는 매년 일정 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해외 기본소득 운동 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의 특징은 
공유부 배당의 이념이 기본소득 운동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점해왔다는 것
이다. 해외 사례의 경우 19세기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를 경험한 북유럽
과 서유럽 국가들의 기본소득론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노동유인 강화와 
효율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기본소득론은 1960
년대부터 이어져 온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최소소득보장제도로서 기본소득의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도루 2018: 
219). 또한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국가들의 기본소득론은 1990년대 신자

11)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관,” 
https://basicincomekorea.org/articlesofassociation/ (2021. 9. 2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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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의적 구조조정 이후 조건부 현금지급 프로그램이 주요한 안전보장 장
치로 기능해 온 맥락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빈곤 함정과 온정주의를 비판
하며 탈빈곤과 조건성의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Lavinas 2013), 남아프리
카공화국과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주로 NGO 단체들이 새로운 
탈빈곤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에 주목하고 있다(퍼거슨 2017). 이와 더불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험 결과를 비교하는 무작위 
통제 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이하 RCT)이라는 새로운 사회
실험 방법론을 적용하여 기본소득의 효과성을 평가하려는 학자와 관료, 기
업가 등의 열망 역시 세계 각지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활성화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 기본소득 논의 경향과 달리,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에서
는 공유부 배당의 개념이 중심적인 의제가 되어왔다. 물론 해외에서도 헨
리 조지의 사상을 계승하고자 하는 지공 사회(Geonomy Society)와 유럽 
내 여러 국가의 녹색당 등이 공유부 배당 개념에 기반하여 기본소득을 주
장해 왔다(권정임 2013: 13). 다만 이들의 논의는 기본소득 논의의 주변부
에 머물렀고, 최근 들어서야 기본소득 운동의 핵심 인물인 가이 스탠딩
(Guy Standing)에 의해 공유부 배당 개념이 재조명받고 있다(Standing 
2017, 2018, 2019).12) 이와 달리, 한국에서 공유부 배당론은 2010년대 중
반부터 변혁론자와 개혁론자, 생태론자를 아우르며 기본소득 운동의 중심
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13) 

12) 가이 스탠딩은 2017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
서 영국 삼림헌장(the Charter of the Forest)의 800주년을 축하하며, 삼림헌장이 담
고 있는 공유재(common wealth)의 의미를 되살려 기본소득을 세금을 거두어 재분배
하는 제도가 아니라 공유재에서 나오는 부를 평등하게 나누는 사회배당(Social 
Dividend)으로 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Bizarro 2017). 그는 이후 2018년 핀란드 탐페
레에서 열린 18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커먼페어(commonfare) 개념을 복지
(welfare) 개념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며,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을 조세에 기반한 재분
배에서 공유재에 대한 사용권과 배당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참조: 
한겨레21, 2018. 9. 21. “임대수익을 시민에게로: 제18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참
가기”, http://h21.hani.co.kr/arti/PRINT/45992.html (2021. 10. 1 접속)

13) 2018년 핀란드 탐페레에서 열린 18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기본소득과 공
유지(Basic Income and the Commons)”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진행
한 세션은 이러한 국내 기본소득 운동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세션에서 발
표한 강남훈과 권정임은 노동뿐만 아니라 토지와 천연자원, 지식 등의 공유지도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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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혁적 기본소득론자와 생태적 기본소득론자는 2010년대 초반부터 공
유부 배당의 이념에 주목하고 있었다. 먼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창립
회원이자 변혁론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해 온 금민과 강남훈, 곽노완
은 저마다의 계기로 기본소득을 공유부의 배당으로 보는 것에 대한 공감
대를 이루고 있었다(강남훈 2009, 2015; 곽노완 2010; 금민 2010, 2014, 
2015). 기본소득의 정치철학적 정당성을 제시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사회
당 소속 정치인이자 철학자 금민은 공화주의적 논변이 기본소득을 특정하
게 정당화하는 논변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던 시기에, 토머스 페인의 
『토지정의』를 읽으며 공유부 배당론을 기본소득의 정치철학적 정당성으로 
재발견했다. 정치경제학자 강남훈은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활동했던 영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미드(James Meade)가 이상적 사회로 제시한 아가쏘토피
아(Agathotopia)(Meade 1989, 1995)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공유를 중심으
로 사회경제적 대안을 구상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14) 경제철학자 곽노
완은 전기와 물, 철도 등 공공의 것에서 나오는 수익을 정부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가져가는 것을 비판하며, 그 수익은 국민에게 평등하게 배당되어
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2010년쯤부터 우리(변혁론자)끼리 공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강남
훈 선생님은 제임스 미드에게 많은 영향을 받으셨죠. 고진로 경제와 연대
경제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보신 거고. 곽노완 선생님의 경우는 공유자산

부의 원천임을 지적하며, 오늘날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생태적 위기는 공유지의 
인클로저 및 그로부터 나오는 부의 수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사유화된 공유지를 다시 모두의 것으로 전환하고, 공유지의 임대수익을 모두에게 배당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곽노완과 안현효는 공유지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인류 모
두의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연자원과 인터넷, 주파수 등 글로벌 공유지에서 나온 
수익을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글로벌 기본소득’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참조: 한
겨레21, 2018. 9. 21. “임대수익을 시민에게로: 제18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참가
기”, http://h21.hani.co.kr/arti/PRINT/45992.html (2021. 10. 1 접속)

14)  미드가 이상적 사회로 제시한 아가쏘토피아(Agathotopia)는 공유기업(노동-자본의 파
트너쉽 기업)과 공유자산, 사회배당을 주축으로 구성된다(Meade 1989, 1995). 우선, 노
동과 자본이 기업의 지분을 나누어 갖는 공유기업이 고용의 중심이 된다. 여기서 노동
자는 고정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분에 대한 배당을 받는다. 또한 국가
가 사회의 모든 자산(자연자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포함)의 절반을 소유한다. 국가는 국
가공유지분권을 근거로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의 절반을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사회배당
으로 평등하게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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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가까웠어요. 공기업은 국민의 것인데 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정부
가 재량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가져가냐. 전기, 물, 철도 이런 데서 나오는 
이익은 국민에게 배당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 저는 공
화주의적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공화주의적 논변은 시
민됨에서 시작해서 시민됨으로 끝나는 거라 기본소득 말고도 시민됨의 물
질적 기초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정한 논변이 되지는 못하거든요. 이런 한
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열심히 읽었던 게 
토머스 페인이었어요. 제가 페인의 논의에서 공유부 배당의 논변구조를 추
출해 낸 거죠. 시민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받아야 한다는 것보다 공유자
이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는 게 훨씬 강력하다. (...) 아무튼 각자 머릿속에 
무엇이 있었든 창립 초기부터 기본소득의 원천은 공유부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입안자 B 면담 2021. 9. 17.)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과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생
태적 기본소득론자들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화석연료의 사용 등 모
두의 공유재인 생태환경을 훼손하여 얻은 수익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그러
한 행위를 교정하고, 그 돈을 모든 시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생태적 
전환을 이뤄내자고 주장했다(김종철 2010, 2014; 권정임 2012, 2013; 하
승수 2014, 2015).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기본소득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지의 문제
는 개혁론자들이 합류한 시점부터 주된 화두가 되었고, 장기간의 토론 끝
에 2015년 12월경 기본소득을 공유부의 배당으로 보는 것에 대한 전체적
인 합의가 이뤄졌다. 변혁론자들은 2010년경부터 기본소득의 원천을 공유
부로 보자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개혁적론자들은 기본소득을 모든 
개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로 
보고 있었다. 이들은 2년여의 토론을 거쳐 기본소득을 공유부의 배당으로 
보기로 합의한다.
   이러한 합의가 가능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공유부 배당
론이 다른 어떤 논변보다도 강력한 기본소득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구성원들은 ‘모든 개인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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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보다는 ‘모든 개인은 공동부의 공동
소유자로서 그로부터 나오는 부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기본소
득의 보편성과 무조건성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기본
소득에 대한 권리를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로 정당화할 경우, 빈
곤선 이상의 소득계층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따로 해명
해야 하며, 생계 보장과 탈빈곤이 기본소득의 주요한 목표가 되므로 기본
소득이 무조건적인 권리가 아닌 잔여적인 복지로 오인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공유부 배당론이 기본소득 반대론에 대한 강력한 답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당시 유럽 등지에서 전개되고 있던 기본소득 논쟁에
서 제기된 주요한 반론은 기본소득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며, 노동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부를 분배
함으로써 비(非)노동자의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Goodin 2001: 90-97; Van Donselaar 2009: 119).15) 기본소득한국네트
워크 구성원들은 기본소득의 원천은 본래 모두에게 속한 공유지에서 나오
는 수익이므로, 노동 여부나 소득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러한 반론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다
고 보았다. 
   둘째, 재원 모델로서 공유부 배당이 효과적으로 부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본소득을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
한 소득보장제도로 규정할 경우, 분배할 수 있는 부의 크기는 빈곤선 수준
으로 제한된다. 이와 달리 공유부 배당은 여러 공유자산을 구획하고 그로
부터 나오는 수익의 일정 비율을 환수하여 모든 시민에게 1/n로 배당하는 
방식으로 분배 가능한 부의 규모를 특정한 제한 없이 늘려갈 수 있어, 보
다 적극적으로 부의 불평등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유부 배당론은 어떻게 청년배당이라는 정책의 이념

15) 이를테면, 맑스주의 연구자 판 돈젤라(Van Donselaar)는 기본소득이 노동자의 몫을 
빼앗아 비노동자에게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취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하며, 
부의 분배는 생산노동에 참여한 이들에 한하여 노동생산물을 각자가 필요한 양만큼 우
선적으로 분배하고 남은 생산물을 1/n로 나누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
다(Van Donselaar 2009: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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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반이 될 수 있었는가? 다음 절에서는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복
지가 주요한 정치적 의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민
선 6기 성남시정과 만나 기본소득을 부분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게 된 과
정을 분석한다. 

2. 민선 6기 성남시정과의 만남: 무상복지와 기본소득

   2010년 무상급식 논쟁을 계기로 ‘무상복지(보편복지)’가 주요한 정치적 
의제로 떠오르고, 2014년 적극적으로 보편복지를 주장해 온 이재명이 성
남시장에 재선되면서 기본소득 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민선 
6기 성남시정에서 무상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범적 기본소득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학계와 소수 정당의 의제에 머물러 온 기본소득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도입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성남시정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한 배경은 보수언론의 무상복지에 대한 공세와 민주당 내 무상복지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무상복지라는 구호의 정치적 효력이 약화되어 가
던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이재명의 재선 후 민선 6기 성남시정이 기본소득에 주목하게 된 계기
를 알아보려면, 잠시 한국에서 무상복지 담론의 흥망성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상복지는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무상급
식 논쟁을 거치며 진보적 시민단체와 학계,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진보언론 등 범진보세력을 통합하는 슬로건으로 떠올랐다(주은선 2012: 
108). 2009년 12월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의회의 무상급식 사업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촉발된 무상급식 논쟁은 한국에서 복지의 위상을 극적으
로 바꾸어 놓았다.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복지가 선거 정치의 승패를 좌
우하는 의제로 부상한 것이다(신광영 2012: 48). 
   무상급식은 아이들에게 낙인을 줘선 안 된다는 정서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반감 등에 힘입어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고, 참여연대
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그동안 복지 운동을 주도해 온 시민단체들은 



- 29 -

이를 기회로 기존 복지제도의 잔여주의적 성격을 비판하며 보편주의 복지
론을 공론화했다(신광영 2012: 48).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옹
호하며 대승을 거둔 민주당은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보편주의 복지론을 적
극적으로 받아들여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당론으로 정하고 ‘3무1반’(무
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이라는 일련의 무상복지 정책을 
핵심 사업으로 내걸었다(민주당 공약자료실 2012). 이는 괄목할 만한 방향
전환이었는데, 생산적 복지론과 사회투자국가론 등 과거 민주당이 내세웠
던 복지정책 기조가 영미권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연계복지에 근간을 두고 
개개인의 시장을 통한 자조와 최소한의 안전망, 복지 수령자의 자활에 방
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무상복지론에서는 시장, 효율, 투자 등에 대한 강
조가 사라지고 권리에 기반한 보편주의적인 대상 선정과 보장 수준의 강
화가 강조되었기 때문이다(주은선 2012: 106). 이러한 민주당의 방향 전환
과 더불어, 무상복지 내지 보편복지론은 진보학계와 시민단체, 진보언론,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범진보세력을 결집하는 구호가 되었다. 
   그러나 보수언론의 “복지포퓰리즘”이라는 공세와 민주당 내 경제관료 
출신 의원들의 반발로 무상복지라는 슬로건은 점차 정치적 동원력을 상실
하게 되었다(윤홍식 2012: 91). 보수언론은 무상급식 논쟁 이후 무상복지
가 유력한 정치적 구호로 떠오르면서 경제성장을 근거로 복지에 반대하는 
전략을 고수할 수 없게 되자, 복지포퓰리즘이라는 대항 담론을 구축하여 
복지의 과잉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김주호 2019). 이들은 포퓰리즘을 ‘인
기영합주의’로 번역하여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정략적 산물로 치환하
고, 복지는 확대해야 하지만 그 수준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는 정도
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경제관료 출신을 중심으
로 일부 의원이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대규모 증세에 반대하면서 재원 마
련 문제에 논쟁의 초점이 맞춰졌다(주은선 2012: 109). 
   결국 중장기적인 복지국가의 전망과 그에 상응하는 조세개혁에 대한 
논의는 일부 시민단체와 개별 정치인의 문제 제기 차원을 넘어서지 못했
고, 복지 논의는 개별 정책의 타당성과 그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둘러싼 
논쟁으로 축소되었다(윤홍식 2012: 91). 또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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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당 후보가 복지 의제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며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일련의 무상복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민주
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것도 무상복지론의 쇠퇴에 영향을 미쳤다. 무상복지
론은 더이상 진보와 보수를 일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
고, 민주당은 전처럼 복지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으며 2013년 새정
치민주연합을 창당한 후에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사이의 조화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하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한주 당시 인수위원
장(이하 이한주 인수위원장) 등 민선 6기 성남시정을 이끈 주요 인사들은 
무상복지가 정치적 동원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무상복지를 대신하여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자 국가의 사회보장에 대한 의무를 공론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본소득에 주목했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선 5
기 성남시정에서부터 2010년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을 선언했을 만큼 
성남시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복지지출을 늘리며 
복지는 재정이 아닌 의지의 문제임을 강조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로 방향을 선회했을 때에도 당의 방향 선회를 
비판하며 무상복지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지지층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한 바 있다(손애성 2017: 73).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지역에서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함께 하고 민선 
5기 성남시정을 함께 꾸려 온 이한주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통해 
기본소득 개념을 접하게 되었다. 이한주 인수위원장은 강남훈 당시 기본소
득 한국네트워크 이사장과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관계로 맑스주의 정치
경제학 담론장에서 함께 활동하였으며, 1987년 미국 맑스주의 정치경제학
자 해리 브레이버만(Harry Braverman)의 『노동과 독점자본: 20세기에서 
노동의 쇠퇴』을 공동으로 번역하기도 했다(김수행 2004: 93-94). 2000년
대 후반 강남훈을 비롯한 일부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자가 기본소득을 새로
운 사회운동의 의제로 제시한 이래로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었고(김수행 2010; 김상
곤 외 2011; 안현효 2012), 이한주 역시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의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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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한주 인수위원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선 6기 성남시정을 준비하
는 과정에서 민선 5기 성남시정에서는 “소득 불평등 해소와 관련돼서 별
로 한 게 없다”는 반성을 했고, 이때 이한주 인수위원장은 이재명 성남시
장에게 기본소득을 소득 불평등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소개했
다(경기도의회 2018: 23). 그는 훗날 경기연구원장 후보자 자격으로 참석
한 인사청문회에서 성남시 청년배당의 구상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민선 6기가 시작될 무렵에 (민선 5기 성남시정에서) 뭘 했나라고 하는 점
검을 심각하게 내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소득 불평등 해소와 관련
돼서 별로 한 게 없다고 판단을 내렸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하느냐라고 한 것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기본소득이 가장 중
요한 요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은 누구나, 그 다음에 조건에 관
계없이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완전한 기본소득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 조금씩 (모두에게) 주거나 아니면 특정 부분에 모아주거나 이런 방향
으로 가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씨앗을 성남에서 심자
는 차원에서 청년배당으로 했습니다(경기도의회 2018: 23-24).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한주 인수위원장은 기본소득을 무상복지를 대신하여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자 국가의 사회보장에 대한 의무를 공
론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했다. 이들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와 기고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예컨대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회와 소득의 불평등을 한국사회의 가장 심
각한 문제로 꼽으며, 보편복지가 불평등 문제에 제대로 개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새로운 대안으로 의제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청년배
당을 시작했다고 말했다.16)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한주 인수위원장은 민선 
6기 성남시정을 준비하며 공동 번역한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라벤토스 
2016)의 “옮긴이의 말”에서도 기본소득을 지나친 불평등을 해소하고 최소
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소개했다. 

16) 한국일보, 2016. 9. 2. “불평등·기회독점 해소 가장 중요… ‘한국의 버니 샌더스’ 꿈꾼
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9020452201865 (2021. 9. 
3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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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이재명 시장이 민선 6기를 준비하면서 (...) 한국사회가 어떻게 하
면 (...)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 지나친 불평등이 해소되는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의 과정에서 공부한 일부였다. 
(...) 무상복지는 ‘공짜’도 아니고 ‘시혜’도 아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
고 시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는 헌
법상의 기본권리이고 복지확대는 헌법으로 규정한 정부의 역할이자 의무이
다. 무상복지처럼 기본소득도 세금을 내는 국민이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
받기 위해 ‘자신의 몫’을 받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
는 데 필요한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이한주·이재명 2016: 6-7).

   이한주 인수위원장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기본소득 개념을 소개한 후, 
인수위원회는 민선 6기 성남시정 출범을 앞두고 집행부와 시민, 분야별 
전문가가 모여 공약사업을 검토하고 이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강
남훈 당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을 초청하여 <기본소득과 세대불
안 시대의 대응전략>(2014. 6. 24.)이라는 정책특강을 개최하여 기본소득
제의 필요성을 공론화했고, 시범적 기본소득제를 공약사업 중 하나로 제시
하였다.17) 이후 민선 6기 성남시정은 보편복지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를 시정 목표로 세우고, 일련의 무상복지정책을 추진하며 그 일환으로 청
년을 대상으로 한 시범적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추진한다.18)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민선 6기 성남시정과 만나게 된 것은 성남시
청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시범적 기본소득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면서
부터였다. 기본소득 운동진영은 무상급식 논쟁 이후 보편적 복지가 주요한 
정치적 의제로 떠오르자 기본소득을 새로운 보편적 복지로 공론화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기본소득은 학계와 소수 정당의 의제에 머물러 있었다. 이
러한 상황에서 민선 6기 성남시정과의 만남은 기본소득 운동진영에 기본
소득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17) M이코노미뉴스, 2014. 6. 24. “‘성남시민행복위원회’ 핵심 정책공약 1차 토론 완료,” 
http://www.m-economynews.com/mobile/article.html?no=9221 (2021. 9. 29. 접
속)

18) 프레시안, 2016. 3. 9. “박근혜 암초 만난 박원순·이재명의 청년정책 대해부,”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33856#0DKU (2021. 9. 29.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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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기본소득은 2000년대 후반부터 서로 다른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사회경제적 대안으로 제시해 온 변혁론자들과 개혁론자들이 연합하며 공
유부 배당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성남시청이 기본소득을 소득 불평등 문
제의 대안이자 국가의 사회보장에 대한 의무를 공론화할 수 있는 수단으
로 주목하면서 구체적인 제도로 도입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
적 지향들 속에서 기본소득은 어떻게 청년배당이라는 하나의 정책으로 구
체화되었는가? 다음 장에서는 청년배당의 구상 과정과 그 구체적인 의미
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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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청년배당의 구상: 청년 및 지역화폐와의 결합

   2014년 성남시청 정책기획과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시범적 기본소
득제에 대한 자문을 구한 뒤, 시범적 기본소득제의 시행 방안을 구체화하
기 위해 연구 용역 사업을 발주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일부
가 소속되어 있던 경기대학교와 한신대학교가 해당 연구 용역 사업을 수
주하였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들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06년 창립)를 비롯한 민간 싱크탱크에서 개별적으로 기본소득에 관심
을 갖고 있던 연구자들을 모아 연구 용역 사업을 진행하였다. 입안자 A의 
제안으로 연구 용역 사업에 참여하게 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소속 연
구자들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운영진처럼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
는 확신은 없었지만, 당시 진보진영의 사회경제적 대안에 대한 논의가 북
유럽 복지국가 일변도로 흘러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본소득이 
새로운 대안으로 의제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연구 용역 사업에 참
여하게 되었다(입안자 C, D 면담). 

당시에 진보진영에서 북유럽 모델, 스웨덴 모델을 많이 내세우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OECD 통계를 들여다 볼 일이 많았는데, 그래프를 보면 스웨덴
과 한국은 대척점에 있거든요. 노동조합조직률 등 거의 모든 지표가 정반
대에 있는데 과연 갈 수 있는가? 스웨덴 모델은 대각선을 거슬러서 올라가
야 하는, 현실성 있는 모델이 아닌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런 고민이 많았어요. 기본소득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거고. 확
신은 없었지만 기본소득이 제한적이나마 자꾸 실험되고 회자되고 논의되는 
것이 옮다고 생각해서 (청년배당 연구 용역 사업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입안자 D 면담 2021. 2. 1.)

연구자들은 세 차례의 연구 용역 사업을 거쳐 성남시의 시범적 기본소득
제를 청년배당으로 구체화했는데, 이 사업은 순서대로 『성남시 청년 사회
경제 실태조사』(성남시 2015a), 『성남시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
연구』(성남시 2015b),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성남시 2015c)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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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연구 용역 사업을 수행한 연구진과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공무원
들은 조정 과정을 거쳐 청년배당의 구체적인 사안을 마련하였고, 2015년 
9월 성남시는 공식적으로 청년배당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본 장에서는 청년배당의 구상 과정에서 이 정책의 입안자들이 설득과 
동원의 전략을 고안하고 기존의 법과 제도를 재조직하여 시범적 기본소득
제를 실행할 할 수 있는 연결망을 조직한 과정을 기술한다. 특히 입안자들
이 기본소득 개념과 청년이라는 세대 범주 및 지역화폐를 결합한 방식에 
주목하여, 입안자들이 무조건적 현금지급 정책을 청년문제의 대안이자 청
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한 과정(1절), 지역화폐를 
매개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지역 소상공
인과 동맹을 맺은 과정(2절)을 분석한다. 

1. 기본소득과 청년: 노동에서 공유로

1.1. 청년문제

   2010년대 중반부터 세계 각지에서 전개된 기본소득 실험에서 기본소득
을 수령한 집단은 대체로 ‘빈민’이나 ‘실업자’라는 범주에 해당했다. 예를 
들어, 핀란드 연방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근로유인(work incentive)을 높
인다는 목표하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실업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
을 진행하였고, 네덜란드의 네 도시도 복지급여를 받는 실업자들을 대상으
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탈빈곤을 주요
한 목표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장소득 실험에 
착수하였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시는 시내 최빈곤 지역의 저소득 가구를, 
미국의 자선단체 GiveDirectly는 케냐 빈곤 지역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
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였다(McFarland 2017). 이와 달리 성남시 청
년배당은 빈민도, 실업자도 아닌 ‘청년’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렇다
면 한국의 첫 번째 기본소득제는 어떻게 청년을 수령집단으로 삼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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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그 배경에는 2000년대 후반부터 사회문제로 주목받아 온 청년문제
가 있었다. 
   청년층의 실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는 문제였
다. 2000년대 들어 전체 실업률은 점차 IMF 외환위기 전 수준인 3%대로 
회복되었지만,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두 배에 달하는 6-7%대
에 고착화되었다.

구  분 `97 `98 `00 `02 `03.8

전체실업률(A) 2.6 7.0 4.1 3.1 3.3

청년실업율(B) 5.7 12.2 7.6 6.6 6.9

B/A 2.2 1.7 1.9 2.1 2.1

[표 2] 전체실업률과 청년실업률 추이(%, 배)(관계부처 합동 2003: 1)
 

이에 노무현 정부는 청년층의 실업에 대한 별도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
고 2003년 「청년 실업 현황과 대책」(관계부처 합동 2003)을 발표했고, 이
후 정부가 청년실업대책을 거의 매년 발표했을 정도로 청년실업은 별도의 
제도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 
   『88만원 세대』(우석훈·박권일 2007)의 대중적 유행은 청년실업 문제가 
정부의 관심을 넘어 전사회적 관심을 받는 문제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
다. 이 책의 저자들은 세대론을 활용하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불
안정 노동의 전면화”라는 “다분히 계급적인 문제”를 우회적으로 제기하고
자 했다(박권일 2009: 64). 그러나 여러 언론이 이 책에서 20대 대부분이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게 될 공산이 크다는 묵시론적 진단에 
주목하면서, 곧 실업과 불안정 노동 등의 문제는 청년이라는 특정 세대집
단의 문제로 담론화되기 시작했다. 일례로 2011년 『경향신문』의 한 기획
기사는 청년세대를 “불안정한 일자리, 학자금 대출상환, 기약 없는 취업준
비, 치솟은 집값 등 과도한 삶의 비용”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
한 “삼포세대”로 명명했고, 뒤이어 포기의 목록에 새로운 요소들을 더해가
는 “n포세대론”이 유행했다.19) 이처럼 청년세대가 처한 열악한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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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건에 집중하는 담론이 범람하는 가운데, 실업과 불안정 노동, 자산 
불평등 등의 문제는 청년세대 특유의 문제로 다뤄지기 시작했다(김선기 
2016: 58). 
   성남시의 시범적 기본소득제는 청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주목받
고 있던 때를 배경으로 청년이라는 세대 범주와 연결될 수 있었다. 성남시
로부터 시범적 기본소득제에 대한 자문을 부탁받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들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제를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보았다. 이를 가장 먼저 제안한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입안자 B)은 시범적 기본소득제가 무엇보다 노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인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시범적 
기본소득제가 노인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할 경우 “노동이 어려운 취약계
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수당”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지만, 노동가능인구를 
대상으로 한다면 기본소득의 맹아적 형태로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는 노동가능인구 중에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청년세대론의 대중성
을 활용하여 기본소득을 보다 쉽게 공론화할 수 있으며, 청년문제는 단지 
청년이라는 특정 세대집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불안정 노동과 구조적 
실업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제가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적 관심으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입안자 B 면담). 

경제활동인구한테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봤어요. (기본소득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게다가 그 당시 청년문제가 주목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청년담론의 등을 타고 기본소득이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그
런데 비경제활동인구한테 주는 노인기본소득이나 아동기본소득 같은 경우
는 확산이 어렵다. 일종의 사회수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청년으로 하
자. (...) 청년문제는 미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앞으로 노동시장이 어떨지
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제가) 기본소득으
로 진화할 수 있다고 봤어요.

(입안자 B 면담 2021. 7. 30.)

19) 경향신문, 2011. 5. 11. “[복지국가를 말한다](1부) ② 과부하 걸린 한국의 가족,”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1105112139085 (2021. 8. 5.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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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들도 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들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제가 기존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
어 있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으며, 청년층의 분배
에 대한 정치적 요구를 촉발할 수 있는 기획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입안
자 A 면담). 
   청년에게 조건 없이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은 기존 제도에서 청년문제
가 진단되고 처방되어 온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필요로 했다. 기존 청년
실업대책에서 정부는 청년을 예비 노동자로 간주하며, 일자리 창출과 직업
교육, 취업알선 등 고용정책을 제공하는 데 집중해왔기 때문이다. 다음 절
에서는 입안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청년문제를 진단하면서 청년에게 조
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정당화했는지 분석하고(1.2.절), 그동안 
사회보장과 거리가 먼 예비 노동자로 간주되어 온 청년에게 현금을 지급
하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어떤 설득의 전략을 고안하고 기존의 법과 제
도를 재조직했는지 살펴본다(1.3.절). 

1.2. 예비 노동자에서 공유자로

   기존의 청년실업대책은 경기가 회복되면 고용이 늘고, 개별 실업자가 
능력을 개발하면 고용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해 있었다. 이와 달리, 성
남시가 시범적 기본소득제의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한 연구 용
역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생산성과 고용, 임금의 선순환적 관계가 해
체되는 ‘거대한 탈동조(Great Decoupling)’(브린욜프슨·맥아피 2014)의 추
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오늘날 청년문제는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양질
의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줄어드는 데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성남시 
2015b: 22). 청년문제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와 서비스 산업의 발전 
및 일자리 양극화, 재벌기업의 기업 이윤 독점과 중소기업에 대한 수탈, 
기술혁신 등으로 인해 불안정 노동 형태가 확산되고 실업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문제라는 것이다(성남시 2015b: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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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들의 구조적 실업에 대한 인식은 기존 청년실업대책이 청년문제
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예컨대 연구자
들은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성남시 2015c)에서 기존 청년실업
대책이 단기적인 고용률 개선에 그쳤을 뿐 지속적인 고용을 담보하지 못
했고, 고용으로 이어졌다고 할지라도 임금 수준이나 노동 환경 등 노동의 
질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청년 고
용절벽 해소 대책」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이 대
책을 통해 “2017년까지 일자리 2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중 
12만 개가 시간선택제와 청년인턴, 직업훈련 같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
자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성남시 2015c: 44). 
   연구자들은 2000년대 후반부터 대안적인 청년실업대책으로 주목받아 
온 실업부조도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입안자 C, D 면담). 2010년 11월 청년유니온(준)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55개 단체로 구성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는 청년실
업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청년실업자에게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20) 2015년 3월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
대책에 반발하며 출범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도 단기적 고용률 제고에 
경사된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을 비판하며 청년고용할당제로 양질의 일자리
를 대폭 늘리고, 실업부조를 도입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생존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21) 
   이와 달리, 청년배당 설계를 위해 수행된 연구 용역 사업에 두 차례 
참여한 입안자 C는 전일제 정규직이라는 표준적인 고용형태를 전제로 한 
고용보험이 기능부전에 빠진 상황에서 기존 고용보험 안에 청년을 포함시
키는 방식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사회보장제
도가 전반적인 고용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청년문제가 더욱 심
각해졌다고 보고, 청년문제에 대한 대응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공백을 보

20) 참여연대, 2010. 11. 4.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 고용보험법 개정 발
의안 제출,” https://www.peoplepower21.org/Labor/613645 (2021. 6. 20. 접속)

21) 매일노동뉴스, 2015. 5. 19. “"성과 중심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청년에게 도움 안 돼,”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944 (2021. 6. 2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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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하는 것에서 나아가 표준적인 고용형태를 전제로 설계된 사회보장제도
의 전반적인 재편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때 실업부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원래 실업부조는 한번이라도 취업을 
해 본 사람들, 고용보험에 기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청년을 예
외적으로 포함시키자는 거죠. 근데 저는 고용보험 안에 청년에 대한 실업
부조를 넣는 게 좋은 것 같지 않았어요. (...) 고용보험은 개별 기업을 중심
으로 한 전형적인 고용형태를 전제로 하는 거라서 이제는 효과를 다 했다
고 생각했어요. 청년이라서 고용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고용환
경이 바뀌었고 기존 제도가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청년에게 
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난 거다. 고용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
회보장제도를 새로 설계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청년문제에) 접근
할 필요가 있다. 

(입안자 C 면담 2021. 2. 1.)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의 연구자들은 
고용노동과 사회보장의 연계를 분리하는 기본소득을 청년문제에 대한 근
본적인 대책이자, 오늘날 노동시장의 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복지 패러
다임”으로 제시했다(성남시 2015c: 185-186). 
   그렇다면 고용노동에 기반하지 않은 소득보장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지점에서 연구자들은 공유부 배당의 개념과 청년배당을 연결
하였다. 앞선 장에서 서술하였듯, 공유부 배당론은 2010년대 중반부터 기
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회원들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개념적 장치가 되어왔
다. 청년배당의 구상에 참여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들은 이미 
장기간의 토론을 거쳐 기본소득의 원천을 공유부로 보기로 합의했던 상황
에서, “별도의 논쟁을 거치지도 않고” 기본소득의 개념을 공유자산에서 나
오는 수익의 배당으로 정의하기로 했다(입안자 A, B 면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청년배당 관련 
연구 용역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들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유부 배당론
을 청년배당의 이념적 기반으로 삼는 데 동의했다. 첫째, 연구자들은 청년
들을 중심으로 정당한 몫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확산되기를 바랬다.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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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A는 “인간은 모두가 공동부의 공동소유자”라는 주장이 “인간으로서 기
본적인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보다 사회를 평등하게 변혁
하는 데 더 유리한 논리라고 생각한다며, 청년배당 수령자에게 “기본소득
은 우리가 원래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라는 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를 희망했다고 말했다. 입안자 C 또한 인도 마디야 프라데시 주에서 이뤄
진 기본소득 실험에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왜 내 돈을 쓰냐고 문제를 제기
했다는 사례가 인상 깊었다면서, 청년배당을 계기로 “권리로서 내 몫을 달
라”는 청년들의 요구가 활발해지길 기대했다.
   둘째, 연구자들은 청년배당의 이념적 기반을 공유부의 배당으로 정의하
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공유자산을 구획하여 청년배당의 재원을 마
련함으로써 부의 불평등 문제에 개입하고자 했다. 입안자 C는 연구 용역 
사업에 참여한 모든 연구자가 부의 재분배를 위해 “기본소득의 재원은 자
산 거품, 부동산 수익, 개발이익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공유자
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한다는 건 “사회의 전체적인 자산을 활용하기
에 좋은 논리”였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을 인간의 기본권 보장으로 정당화
할 경우 기본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한정될 수 있지만, 
공유부 배당론은 계속해서 공유자산을 늘려 분배할 수 있는 부의 크기를 
키워갈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배당 연구 용역 사업의 책임자였던 강남훈
과 유성민(2015)은 청년배당이 발표되기 전 성남시에서 <지역정치와 기본
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작은 기본소득 국제 학술대회에서 청년배당의 
구상을 발표하며 성남시의 부동산 투기 소득을 청년배당의 재원으로 끌어
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연구자들은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에서 토지는 만인의 공유
재이므로 그로부터 나오는 부의 일부는 만인에게 평등하게 배당되어야 한
다는 토머스 페인(Paine 1796)의 주장을 공유부 배당 개념의 원형으로 제
시하고, 토지와 환경, 지식, 데이터, 문화유산 등의 공유재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모든 시민은 “공유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에 대하여 일정한 몫을 배당받을 권리를 지니”며, 청년배당은 그러한 개념
에 입각하여 청년의 배당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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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c: 58). 

청년배당은 청년들이 공유자산(common asset)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한 부분을 배당으로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 
모든 시민은 원칙적으로 공유자산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가 있고, 공유자
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균등하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성남시 
2015c: 49).
 

이들은 미국 알래스카주의 영구기금 배당을 사례로 실제로 이러한 개념에 
기반한 정책이 이미 실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자들이 이 정책의 이름을 청년배당(youth dividend)으로 지은 것
도 공유자산에서 나오는 부의 일부를 배당받을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였
다(성남시 2015c: 86). 사회복지학에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인구학적 
집단에게 노동 조건과 자산 심사 없이 지급되는 현금급여는 통상적으로 
사회수당(social allowance)으로 범주화되어 왔다(노대명 외 2009). 하지
만 청년배당 연구 용역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이 제도에 청년수당이
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대신 이들은 토지배당(dividende 
territorial)(Charlier 1894)과 사회배당(Social Dividend)(Cole 1944; 
Meade 1935) 등 기본소득을 공유지에서 나오는 수익의 평등한 배당으로 
정당화해 온 특정 기본소득론의 전통에 따라, 이 정책에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청년배당의 구상이 갖는 특성은 비슷한 시기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가 구상한 서울시 청년수당과 비교할 때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청년수
당의 입안자들은 청년배당의 입안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조적 실업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청년수당을 구상했지만, 이 제도에서 노동은 여전히 핵심적
인 사회보장의 매개로 기능한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문제를 유년
에서 성년으로, 교육·훈련에서 고용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로 진단하고, 노동시장의 문제로 인해 고용으로의 이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행기에 있는 청년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시 외 
2015: 89-91).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설계된 청년수당은 안정적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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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와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된 “사회 밖 청년(실업자, 불안정 노동자, 
비활동 니트)”의 “사회진입 활동(취·창업 준비, 공익활동 등)”을 지원함으
로써 청년의 “사회에 진입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조민서 2019: 52). 
반면에 청년배당의 입안자들은 청년문제를 이행의 위기가 아니라 고용노
동의 위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고용노동과 무관하게 청년의 사회권
을 구성했다. 여기서 청년은 공유자산에 대한 지분권을 갖는 공유자로서 
고용경력이나 구직의지와 무관하게 공유부에 대한 몫을 배당받는다. 

1.3. 청년을 사회보장급여 대상으로 만들기

   청년배당의 입안자들은 기존 제도에서 예비 노동자로만 간주되어 온 
청년에게 노동의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설득
의 전략을 고안하고 기존의 법과 제도를 재조직해야 했다. 기존의 사회보
장 관련 법과 제도에서 청년은 사회보장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한민국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위해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의무를 진
다”고 명시하면서도 사회복지의 대상을 노인, 청소년, 여성, 신체 장애인, 
병약자로 한정하고 있었다. 청년은 고용정책의 대상이었으며 고용노동에 
종사함으로써만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보장 관련 법은 청년배당의 입안자들이 정책의 대상이 될 
청년을 규정하는 조건이 되었다. 청년배당 입안자들은 적법한 청년배당 지
급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법」에 근거하여 이 정책의 대상
이 될 청년을 규정하고 청년배당을 고용정책으로 범주화하거나, 「청소년기
본법」에 근거해 청년의 범주를 설정하고 청년배당을 복지정책으로 범주화
해야 했다. 연구자들과 정책기획과 공무원들은 「청년고용촉진법」에 의거하
여 이 사업을 실행할 경우 예산 사용 분야가 직접적인 구직지원 용도로 
한정될 수 있다고 보고,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된 청소년의 연령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의 대상이 될 청년의 연령(만19-24세)을 규정하였다(입안자 
C 면담). 또한 이들은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과 박근혜 정부, 보수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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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에 대비하기 위해 공식적인 정책 문건에서 청년배당이 청년의 취업역
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 만24세 시작 방안

   초기 정책 설계 단계에서 연구자들은 지급 연령보다는 지급 기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청년배당이 실험적인 기본소득제로서 유의미한 효
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2-3년 동안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
문이다(입안자 B, C 면담). 그러나 성남시청 정책기획과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연구자들의 청년배당을 장기간 지급하자는 제안에 난색을 표하면
서, 지급 기간보다 지급 개시 연령이 청년배당 입안자들의 중요한 고려 대
상이 되었다.
   조세권이 없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청년배당은 1개 연령에게만 지급
될 수 있었다. 연구 용역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토론을 거쳐 만24세
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방안을 많은 청년의 정치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연구자들이 토론 과정에서 주요하게 논의한 방안은 만
19세 시작 방안과 만24세 시작 방안이었다. 입안자 C는 만19세가 투표권
을 부여받는 상징적인 나이이므로, 만19세부터 청년배당을 지급하면 청년
들이 청년배당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할 것이라며 청년배당을 만19세부
터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입안자 C 면담). 한편 2009년 김상곤 경기도교
육감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 입안자 A는 김상곤 당시 경기
도교육감이 2009년 무상급식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채택했던 방법에서 아
이디어를 얻어, 만24세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거꾸로 내려가며 연령대를 
확대하는 방안을 더 많은 청년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했
다. 김상곤 당시 경기도교육감은 2009년 새누리당이 다수의 의석을 점하
고 있던 경기도의회가 초등학교 2개 학년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
는 예산을 허용하자, 일단 5-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사업을 실행하면 
당장 무상급식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 1-4학년의 학부모들도 무상급식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므로 무상급식 사업을 지지
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계산 하에 5-6학년부터 무상급식 사업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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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했고, 그의 예상대로 많은 학부모가 무상급식 사업을 지지하면서 이 사
업은 단기간에 전학년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강남훈 2015: 35). 입안자 
A는 만24세부터 청년배당을 지급한다면 만19-23세 청년도 기대감을 갖게 
되어 청년배당을 지지할 것이므로, 더 많은 청년의 정치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연구자들도 그의 말대로 만24세 시작 
방안이 많은 청년들을 청년배당의 지지세력으로 만드는 전략이 될 수 있
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공무원들에게 만24세 시작방안은 다른 의미에서 
매력적인 방안이었다. 다른 사업의 예산을 아끼고 줄여서 청년배당의 예산
을 마련해야 했던 정책기획과 공무원들은, 가장 적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 만24세 시작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입안자 C 면담). 

 (2) “취업역량 강화”라는 전략적 수사

   청년배당의 입안자들은 연구 용역 보고서와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서 
청년배당을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제시함으로써 박
근혜 정부와 여당, 보수언론의 반대에 미리 대비하고자 했다. 당시 성남시
는 3대 무상복지 사업의 일환이었던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산후조리
비 지원사업’ 신설을 두고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와 갈등하고 있었
다.22) 청년배당 연구 용역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들과 정책기획과 공무원
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 가능한 청년에게 노동의 조건 없이 현금을 지
급하는 정책을 발표한다면,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과 보건복지부뿐만 아니
라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정책기획과 공무원들은 연구 용역 사업을 수행하던 연구진에게 새누
리당 소속 시의원 및 보건복지부와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취업역량 강
화”를 공식적인 정책 목표에 넣어줄 것을 부탁했다(입안자 C 면담). 연구
자들도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의 비난에 미리 방어하기 위해 연구 용역 사
업 보고서에서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청년배당의 기대효과로 강조했다. 

22) 관련 논의는 Ⅳ장 1.1.절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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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성남시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의 연구자들은 스웨
덴과 핀란드 등 이른바 선진국으로 불리는 국가들이 “청년들이 사회경제
적 차이와 상관없이 동등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직접 현
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성남시 2015b: 55-56), 청년이 학
교생활과 자기계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직접 자원을 제공하는 정책을 통
해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성남
시 2015b: 100). 

2.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생산에서 순환으로

   청년배당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과 성남
시청 정책기획과 공무원들은 청년배당 사업에 예산을 얼마나 책정할 것인
지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연구자들은 청년배당이 최소한 월 10만 원
씩 지급되어야 실질적인 소득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 예산
을 몇만 원이라도 더 늘리려 했다. 반면 공무원들은 다른 분야의 예산을 
아끼고 줄여 청년배당의 예산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소요되
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려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의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법으로 제시된 것
이 바로 지역화폐였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들은 2013년부터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연
계하는 그의 논의에 공감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배당을 지역화폐
로 지급하는 방안을 떠올리게 되었다. 예산문제로 갈등했던 연구자들과 공
무원들은 지역화폐를 매개로 타협에 이를 수 있었다. 연구자들은 지역화폐
로 소상공인을 청년배당의 동맹세력으로 만들 수 있으며, 지역의 자립적인 
경제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무원들도 예산지출의 역
외유출을 막아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는 점에서 이 방안에 찬성했다(입안자 B 면담). 이 절에서는 청년배당의 
입안자들이 청년배당을 지역화폐와 연결한 방식(2.1.-2.2.절)과 지역화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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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로 지역 소상공인을 동맹세력으로 포섭한 과정을 살펴본다(2.2.절).  

2.1. 지역경제활성화: 복지와 경제의 새로운 선순환

   한국에서 생태주의와 관련된 논의를 소개하는 데 앞장서 온 녹색평론
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클리포드 더글러스(Clifford Douglas)
의 사회신용론에 기반하여 정부가 부채로부터 자유로운 주권화폐를 발행
하고 기본소득을 주권화폐로 지급하여 모든 시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
장하는 것을 사회·생태 파괴적인 경제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소
개해 왔다(김종철 2010; 로우보섬 2010; 쿡 2010; 히로노 2010, 2011). 
고전파 경제학의 핵심적인 전제는 충분한 자원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
며, 경제학은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연구라는 것이었다. 1차 
세계대전 후 영국에서 사회신용 운동을 주도한 더글러스는 이러한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른바 “풍요 속의 빈곤” 현상을 지적했다. 현실은 생산
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과 빈곤이 만연하며, 문제가 
되는 것은 생산의 결핍이 아니라 구매력의 결핍이라는 것이다. 그는 민영
은행의 신용창출을 통해 화폐가 유통되는 금융시스템을 구매력 결핍의 근
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신용의 사회화와 국민배당, 정당가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하고, 국민배당을 정부화폐로 지급하
며, 기업에 가격보조금을 제공하여 대중이 정당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로우보섬 2010). 
   특히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2010)은 민영은행이 부분지급준비금제도
(Fractional banking system)를 토대로 대출을 늘리며 막대한 이익을 거
두고, 그로 인해 사회 전체가 부채에 얽매이게 되면서 강박적으로 사회·생
태 파괴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보고, 지방정부가 주권화폐와 
기본적으로 같은 성질을 지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
소득과 화폐제도 개혁에 대한 실험적 시도와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했다.23) 2013년부터 김종철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던 기본소
득한국네트워크 운영진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연계하는 그의 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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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게 되었고, 청년배당의 구상 과정에서도 그의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지역의 화폐 부족 및 화폐 분배의 불균형을 문제화하고 청년배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함으로써 풀뿌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화폐의 
유통과정에서 금융업과 대형 유통업체 등 대자본에 의해 화폐가 지역 바
깥으로 유출되고, 유출된 화폐가 다시 유통되지 않고 축장되면서 지역의 
화폐 결핍이 초래된다고 진단했다(성남시 2015c: 114). 이들은 민영 은행
이 대출을 늘리는 방식보다 민간에 직접 화폐를 공급하는 방식이 실제로 
유통되는 화폐를 늘리는 데 더 효과적이며, 더 나아가 청년배당을 현재의 
이자 낳는 돈(법정화폐)과 달리 “축장 기능이 약화되고 교환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의 풀뿌리 경제가 활성
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성남시 2015c: 111-114). 지역에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과 자원은 충분하지만 돈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청
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사용가치는 충분하지만 화폐화되지 못했
던 자원”과 “돈이 없어서 충족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필요”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성남시 2015c: 112). 
  또한 청년배당의 입안자들은 지역화폐를 통해 생산노동이 아닌 소비를 
중심으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 사회보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이래, 한국에서 
사회보장은 생산노동과 연계되어 왔다. 복지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의 연계
를 통해 복지 수급자의 생산노동을 장려함으로써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1999: 8). 이후 참여복지, 능동적 복지, 맞춤형 복지 등 역대 정부들이 발
표한 복지정책 기조 또한 생산적 복지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복

23) 부분지급준비금제도는 은행이 고객이 예치한 예금의 일부분을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다른 개인 및 기업에 대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전체 예금액 대비 지급준비금
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며, 한국의 경우 법정 지급준비율은 7%이다. 예를 들어, 
한 은행이 1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최소 700만 원은 예금주들이 언제든지 
인출 및 결제할 수 있는 지급준비금으로 보관해야하고, 나머지 9300만 원은 대출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지급준비금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없는 부분이므로, 은행은 지급준비
금을 최소화하고 나머지를 대출 자금으로 활용하여 이자 수익을 증대하려 한다(잉햄 
2011: 29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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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급자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활프로그램은 투자적 지출로, 
복지수급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복지급여는 소비적 지출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배당의 입안자들은 지역화폐를 통해 
청년배당 수급자의 지역 내 소비를 장려하여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도
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복지급여를 소비적 지출로 보는 논의
에 대응하고자 했다.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복
지급여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방정부는 예산지출의 역외유출이 줄고 
세입이 늘어 예산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수령자는 필요한 재화
와 서비스를 지역화폐 가맹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고, 지역 소상공인은 매
출향상으로 신규 사업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을 얻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성남시 2015c: 115-116). 

2.2. 성남사랑상품권

   청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기획은 성남사랑상품권이라는 물질
적 장치를 통해 구현될 수 있었다. 당시 국내 지역화폐 사례는 소규모 공
동체 내 호혜적 교환을 지향하는 레츠(LETS) 형태가 주를 이뤘고, 중앙 
및 지방정부가 사회보장급여를 지역화폐로 지급한 사례는 전무했다. 우연
의 일치로 성남시는 2006년부터 재래시장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성남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었다. 2006년 당시 성남시청은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 등 새로운 유통 업태가 확산되면서 재래시장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상인들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재래시장 이용률을 높인다는 목적에서 성남사랑상품권을 도입했
다(조혜경 2018: 22). 성남사랑상품권은 2009년 이후 매년 100억 원이 안
정적으로 발행되고 거의 전액이 판매될 만큼 호응도 좋은 편이었다(성남시 
2015c: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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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남사랑상품권 (출처: 성남시 2015c: 144)

   성남사랑상품권이 청년배당을 구상한 연구자들이 원하는 지역화폐 모
델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었다(성남시 2015c: 144). 연구자들은 축
장기능이 최소화되어 지역에서 지속적인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지
역화폐를 지향했다. 하지만 성남사랑상품권은 법정화폐와 연동되어 지불수
단으로만 기능하는 유가증권으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유통되기보다는 한 
번 유통되고 나면 대부분 환수되어 법정화폐로 바뀌는 일회성 지불수단에 
가까웠다(강남훈 2015: 35-36). 또한 연구자들과 정책기획과 공무원들은 
성남사랑상품권이 지류 형태로만 발행되고 사용처도 재래시장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배당 수령자들이 원하는 사용처와 실제 사용처 사이에 
괴리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입안자 C 면담). 현금성이 기본소득을 준별
하는 주요한 지표 중 하나였기 때문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진 사이
에서 지역화폐를 바우처로 보아야 하는지 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일기도 했다(입안자 B 면담).24)

24)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을 기본소득을 준별하는 다섯 가지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기본소득을 비교할 때의 유형적 차이(조건/무조건, 선별/보편, 가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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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연구자들과 정책기획과 공무원들은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한 
시민의 호응이 좋은 편이고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에 약 5개월의 시간이 
할애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청년배당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추후 지류 상품권과 체크카드 형태를 병행하기로 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
워크 운영위원들도 지역화폐를 수령자의 소비를 특정 용도로 제한하는 바
우처보다는 일정 매출액 이하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보
아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입안자 B 면담).
   성남사랑상품권도 청년배당의 지급수단이 되면서 변화를 겪었는데, 청
년배당의 입안자들은 청년배당 수령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성남
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업종 및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기존 성남사랑상품
권의 가맹점이 재래시장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성남사랑상품권이 청년배당
의 지급수단이 된 이후에는 백화점과 대형유통점, SSM, 유흥주점을 제외
한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모든 상점이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2.3. 소상공인과의 동맹

   청년배당의 입안자들은 성남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청년
배당의 동맹세력으로 만들고자 했다. 칼롱(Callon 2010)이 프랑스 생브리
외 만(灣)에서 과학자와 가리비, 어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가리비 
양식이 구성되는 과정을 기술하며 정교화한 ‘번역’의 개념은, 청년배당의 
입안자들이 소상공인을 청년배당의 동맹 세력으로 끌어들인 과정을 분석
하는 데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칼롱에 따르면, 번역은 한 행위자가 
자신이 실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행위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
로 제시함으로써 여러 행위자를 그 대상을 실재하도록 할 연결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대상과 다른 행위자 사이를 연결하는 번역의 
작업은 명제와 형식, 상징, 법, 제도, 사물 등 다양한 장치(device)를 매개

별, 비정기/정기, 현물/현금)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참조: BIEN, “About Basic 
Income,” https://basicincome.org/about-basic-income/ (2021. 9. 22.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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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지며(칼롱 2010: 73-74), 번역의 과정에서 동원되는 장치들은 
한 행위자가 의도한 대로 대상을 투명하게 재현하기보다는, 그 대상의 성
격을 “수정하거나 변형하고, 교란하고, 생성하는” 행위성을 지닌다(Latour 
1999: 122). 
   청년배당의 구상 과정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성남사랑상품권이라는 물
질적인 번역장치를 매개로 청년배당을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
는 것으로 제시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을 청년배당의 동맹 세력으로 끌어
들이고자 했다. 청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제안했
던 입안자 A는 복지급여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
향을 보여온 소상공인들을 친복지세력으로 만들 수 있으며,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청년배당의 도입을 반대할 경우 보수정당의 중요한 지지층인 
소상공인들이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로 하여금 청년배당을 통과시키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입안자 A 면담). 
   연구자들은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성남시 2015c)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 성남 시내 7개 상인연합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FGI를 실시하여 청년배당을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정책으로 미리 알리
고 협조를 구했다. 요약된 설문조사와 FGI 내용을 볼 때, 성남사랑상품권
은 소상공인들이 청년배당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청년배당을 지지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번역장치가 되었다. 연구자들이 청년배당을 
“지역 공유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한 부분을 지역의 주인 가운데 
하나인 청년에게 돌려주는 정책”으로 소개하며 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
자, 몇몇 상인회장은 복지정책은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청년배당은 청년을 나태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
러나 연구자들이 청년배당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의
견을 묻자, 상인들은 찬반양론으로 갈리기보다는 모두 동의하면서 성남사
랑상품권과 연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와 홍보를 잘해 줄 
것을 요청했다(성남시 2015c: 154-155). 이 자리에 참석한 상인회장들은 
연구자들에게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발표하면 청년배당을 적극적으로 지지
하겠다고 약속했다(상인회장 A, C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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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러한 동맹의 형성이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라 쌍방향의 과정, 즉 
상호 번역의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칼롱 2010: 73-76), 청년배당의 
입안자들이 성남사랑상품권을 매개로 7개 상인연합회의 상인회장들을 교
섭의 자리로 초대했을 때 상인회장들이 그들의 제안을 어떻게 번역하며 
동맹을 수락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설문조사와 FGI에 참여했
던 상인회장들은 2012년부터 성남시청과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우호적
인 관계를 맺게 된 맥락 속에서 청년배당을 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성남사랑상품권 확대 정책”으로 이해하고 지지했다. 
   상인회장들은 2000년대 후반 성남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이 매우 어려
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기억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으며(서재만 2011), 2009년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이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다.25) 2009
년 당시 이대엽 성남시장(한나라당 소속)이 재임 중이던 성남시청이 전국 
최대규모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입점을 허용하면서, 소상공인들은 성남시청
과 크게 갈등했다.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입점을 저지하기 위해 성남시중
소상인연합회를 창립하고 SSM과 대형마트 입점 반대 운동을 펼쳤다.26) 

25) 오마이뉴스, 2009. 10. 4. “재벌슈퍼, 어떻게 지역과 상인들을 몰락시키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37085 
(2021. 9. 21. 접속)

26) 지프레스, 2010. 6. 28. ““이대로 성남을 떠날 수는 없다!” 성남시중소상인연합회 창립
총회 개최…이마트·SSM 입점저지 결의 “지역상권·골목경제 싹쓸이 할 대형유통점 ‘쓰
나미’ 피해 막아내야”,” 
http://www.gpress.kr/sub_read.html?uid=15137&section=sectio  (2021. 9. 21. 접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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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성남시중소상인연합회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입점 반대 서명 운동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출처: 지
프레스, 2010. 7. 19. “대형유통점 입점반대 ‘정치권’
도 동참,” http://www.gpress.kr/15243)

그러나 결국 2010년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연달아 입점하면서 성남시 소상
공인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27) 특히 영세 자영업이 밀집해 있던 수정구 
상권은 성남시청이 중원구로 이전하고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폐업하는 점포가 급격하게 늘어났다(상인회장 A 면담). 한 전통시장의 상
인연합회장은 당시 “대형백화점과 대형마트가 퍼지면서 전통시장이 거의 
말살되다시피 했다”면서, 자신도 오랫동안 해 온 농산물 도매업을 접어야 
하나 고민할 정도였다고 회상했다(상인회장 D 면담). 
   이대엽 시장의 성남시정과 갈등했던 소상공인들은, 이재명 시장의 성남
시정이 2012년부터 상권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성남시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2011년 중소기업청이 성남시 수정로를 상권 활성
화 사업 시범 구역으로 선정하면서 2012년부터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되
고 상인대학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등 일련의 상권 활성화 사업이 시행되
었고, 곧 시내 다른 지역도 상권 활성화 사업 구역으로 포함되었다. 상권

27) 지프레스, 2009. 10. 14. “기업형 슈퍼! 10만 중소상인 몰락의 길로…대기업이 재래시
장과 골목상권까지 침을 흘리는 형국을 어지할꼬?,” 
http://www.gpress.kr/sub_read.html?uid=13243&section=sectio (2021. 9. 21. 접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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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재단이 설립된 다음 해에 한 전통시장의 상인연합회장으로 취임한 
상인회장 A는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처음으로 우리 상인들이 나라 정책
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이 2006년도에는 대한민국에 5천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줄어서 
2015년도 이거(청년배당) 할 때는 한 1500개로 줄었어. 전통시장에 위기가 
온 거죠. 여기도 정말 힘들었어요. 상권 전체가 슬럼화가 되어서 어디를 가
나 빈 점포가 많았으니까. 시에서 수정로 일대를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
정을 해서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어려운 시절을 잘 넘겼죠. 460억 가
량을 투입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상권활성화재단이 만들어지고 상인대
학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상인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우리 상인들은 나라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한 거
죠.

(상인회장 A 면담 2021. 5. 19.)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의 설문조사와 FGI에 참여한 상인회장들
은 청년배당을 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성남사랑상품권 확대 정책”으
로 이해하고 지지했다(상인회장 A, B, D 면담). 성남사랑상품권을 매개로 
청년배당의 이해관계자가 된 소상공인들은 이후 청년배당 도입 과정에서 
청년배당의 주요한 지지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3. 엔노 슈미트와의 만남

   청년배당의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던 시점에도 성남시청 내부에서 청년배당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었다. 정무직 공무원 일부는 청년배당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
다는 점에서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청년배당의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했다. 2015년 8월 7일 성남시청 정책기획과가 주최한 <상반기 
정책연구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에서 행정기획국장과 한 비서관은 청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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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 “한 해에 8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다며 시의 재정여건
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성남시 정책기획과 
2015). 이재명 성남시장도 청년배당이 자칫 잘못하면 “근거 없는 포퓰리
즘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권정미 2017: 106).  
   정무직 공무원 일부가 청년배당의 도입을 반대하고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 정책에 확신을 갖지 못했던 상황에서 청년배당이 도입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스위스 기본소득 이니셔티브’ 공동 
설립자 엔노 슈미트(Enno Schmidt)의 만남이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5년 6월 성남에서 <지역정치와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작은 
기본소득 국제 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하게 되었고, 이 학술대회에 연사로 
참석한 슈미트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청년배당 도입 계획에 대한 인터뷰
를 요청하였다. 당시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국민투표 운동을 준비하고 있었
던 슈미트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해외 기본소득 운동의 동향을 공유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와의 인터뷰 후 “기본소득이 근거 없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청년배당을 도
입하기로 결심한다(권정미 2017: 123). 입안자 A는 “해외에서도 기본소득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큰 힘이 된 것 
같다”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슈미트와의 인터뷰 후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을 
설득하면서 청년배당이 도입될 수 있었다고 회상하였다(입안자 A 면담). 
이처럼 성남시의 시범적 기본소득제는 수많은 번역작업과 우연한 만남을 
거쳐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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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청년배당의 정치적 궤적: 청년복지에서 
고향사랑상품권 연계형 복지수당으로

   Ⅳ장에서는 2015년 9월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공표한 후 2019년 4월 
경기도가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까지, 이 정책을 둘러싼 
정치의 지형이 변화해 온 과정을 기술한다. 쟁점 정치에서 공중 개념은 특
정한 쟁점과 관계된 여러 사람과 사건, 담론, 제도 등을 지칭하며, 쟁점은 
공중의 구성원들이 동맹을 맺거나 갈등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변화하여 
궤적을 그리게 된다(Latour 2007: 814; 하먼 2021: 391). 본 장에서는 이
러한 쟁점 정치의 틀을 통해 여러 행위자가 청년배당과의 관계 속에서 각
자의 지향과 이해관계를 설정하며 청년배당의 공중이 되고, 이들이 연합하
거나 경합하는 과정에서 청년배당의 쟁점이 그려온 궤적을 추적한다. 그리
고 이 과정에서 어떤 인물이나 상징, 표준이 공중의 구성원을 연결하는 강
한 고리가 되는 한편, 어떠한 행위자가 동맹에 실패하거나 주변화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청년배당의 쟁점이 그려온 궤적은 크게 세 국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첫 번째 국면은 지자체와 복지예산을 두고 갈등하고 있던 박근혜 정부
가 청년배당의 도입에 반대하면서 논쟁이 시작된 시기이다. 정부여야의 정
치인과 관료, 언론, 소상공인, 기본소득 운동단체 등이 청년배당의 공중으
로 등장했고, 이들의 논쟁 과정에서 청년배당은 시범적 기본소득제로 공론
화되기보다는 청년이라는 특정 세대 집단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공론화되어 청년의 급여자격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다. 
   두 번째 국면은 2016년 봄 알파고 쇼크를 계기로 기본소득이 대중적 
관심을 받는 의제로 급부상하면서 청년배당이 놓인 정치의 지형이 기본소
득을 중심으로 재편된 시기이다. 청년배당의 공중이 각자의 입장과 전략을 
재설정하며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다시 모였고, 복지국가 운동진영이 공중
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었다. 이 시기에 기본소득 운동진영과 복지국가 운
동진영 사이에 대립구도가 형성되었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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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세 번째 국면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기조하에 청년
배당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변용하면서, 청년배
당이 고향사랑상품권 연계형 복지수당의 형태로 여러 지자체에 확산된 시
기이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지역화폐 연
구자,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 성남시 아동수당 수령자 등이 고향사랑상
품권을 중심으로 모였고, 수령자의 선택권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이해 사이
의 대립이 새로운 쟁점이 되었다. 

1. 복지예산 갈등과 청년의 급여자격
   
1.1. 중앙과 지방 간 복지예산 갈등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발표한 직후, 공중으로 등장한 이들은 정부여야의 
정치인과 관료, 언론이었다. 이들이 어떤 지향과 이해관계 속에서 청년배
당을 두고 다투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와 지자체 간 
복지예산 갈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갈등의 씨앗은 노무현 정부의 복지
분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무현 정부는 중앙집권화된 권력을 분산하여 
민주주의 정치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2005년부터 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했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 복지정치는 지방자치와 복지정
책이 불가분한 관계로 논의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신진욱·서준상 2016). 
당시 사회복지학계의 몇몇 논자는 지방자치제는 권력을 지방정부에 이양
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기능을 해왔지만, 복지분권은 
보수적 정치인들이 복지지출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경우가 많았다며, 복지
분권이 의도치 않게 국가의 복지에 대한 책임 축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
려했다(김영순 2009; 이재원 2011). 하지만 이런 우려와 달리 복지분권 이
후 전국 지자체에서 복지재정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복지가 주요한 정치적 의제로 부상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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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13년 사
이 지자체 예산에서 복지사업 비중의 연평균 증가율은 6.9%로, 동일한 시
기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비중 연평균 증가율인 3.7%보다 훨씬 높았고, 재
정력이 뒷받침되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 더욱 가파르게 증가했다
(박상우 2014: 132; 신진욱·서준상 2016: 71에서 재인용). 
   전국 지자체에서 복지지출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자, 선별복지를 주장
해 온 한나라당 정치인과 신중한 재정 운용을 강조해 온 경제관료는 복지
사무에 대한 결정권을 다시 중앙화함으로써 이러한 경향에 제동을 걸고자 
했다. 예컨대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안」(2010)에는 복지사무의 중앙화를 통해 복지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3년부터 지자체
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만 복지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복지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본격화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에서 공약한 복지사업의 재원 마련 문제
에 봉착해있었다. 증세 없이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반값등록금 등의 복지
사업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재정 여력
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약사업의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윤홍식 2019: 534). 박근혜 정부는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약사업의 예산 부담을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전가하려 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226명이 박근혜 정부가 근본적
인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복지사업의 예산 부담을 지자체에 전
가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복지예산을 둘러싼 갈등
이 시작되었다.28)

   2015년 2월 정부여야와 언론을 뜨겁게 달군 복지예산 갈등은 ‘세제개
편을 통한 복지재정 총량 증대’ 대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를 통한 재정 건

28) 한겨레21, 2014. 11. 10. “이게 ‘화장실 갔다온 사람’ 마음?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복
지 공약 ‘누리과정’ 예산 0원으로 책정하고 지자체로 떠넘기기, ‘무상급식 논란’으로 일
파만파”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8300.html (2021. 9. 
1.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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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 강화’의 구도 속에서 전개되었다. 새민연 소속 지자체장을 비롯한 야
당 정치인, 복지국가 운동을 주도해 온 시민단체, 보편복지를 주장해 온 
진보언론은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성을 비판하며 법인세 인상을 비롯한 
세제 개혁을 통해 복지재정의 총량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29) 이에 박근혜 
정부와 선별복지를 주장해 온 여당 정치인, 재정건전성을 복지지출을 규범
으로 강조해 온 보수언론은 증세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재원 
마련 문제를 기존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문제로 치환하고자 했다. 이들
은 지자체 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복지사업의 중복을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복지사업
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30)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복지지출을 효율화한다는 명목으로 2015
년 여름부터 지자체 복지사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
체 간 복지예산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6월 성남
시가 3대 무상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발표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산
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불수용을 통보한 것을 시작으로, 8월에는 중앙정부
의 사업과 중복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전국 지자체 복지사업 1,496개에 대
해 통폐합을 권고했다.31) 해당 사업 예산은 전국 지자체 복지사업 예산의 
15.4%에 달하는 규모였다.32) 이에 성남시를 비롯한 23개 지자체는 중앙
정부가 세제개편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지자체 복지사업의 구조조
정을 통해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

29) 경향신문, 2015. 2. 2. “‘증세 없는 복지’ 허상… 핵심공약 ‘파산’,”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1502022237115#c2b 
(2021. 9. 5. 접속); 한겨레, 2015. 2. 5. “‘복지 축소’ 주장 나오지만…따져보면 줄일 
곳 없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77096.html 
(2021. 9. 5. 접속)

30) 경향비즈, 2015. 2. 5. ““디플레이션 우려로 증세 못해” 최경환, 복지 구조조정 재확
인”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1502052211525#c2b (2021. 9. 3. 
접속)

31) 한겨레, 2015. 7. 6. ““공공 산후조리원, 저소득층 산모에겐 절실”…보건복지부 반대, 
왜 ? , ”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699139.html#csidx67595e2f452ffb686
0113a8ce8ba263 (2021. 9. 3. 접속)  

32) 시사인, 2015. 11. 24.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가 발목 잡나,”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71 (2021. 9. 4.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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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33)

   이처럼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복지지출 효
율화’를, 새민연 소속 지자체장을 비롯한 야당 소속 정치인과 진보언론이 
‘복지재정 총량 증대와 지방자치’를 내세우며 대립하던 시기에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발표하고 곧이어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발표하면서, 청년배당은 
청년수당과 함께 복지예산 갈등의 주요한 전장이 되었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청년배당 시행 소식을 듣고 입장
을 설정한 과정은 당시 복지예산을 두고 대립했던 정부여야의 정치인이 
청년배당과의 관계 속에서 각자의 입장과 전략을 재설정하며 청년배당의 
공중으로 모인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34) 성남시청 정책기획과는 청년
배당을 공표하기 전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 최종보고회>(2015. 9. 11.)
를 열어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청년배당을 소개하였고, 
이때부터 청년배당은 시의원 사이에서 떠들썩한 화제가 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새민연 소속 시의원 A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새민연 소속 시
의원끼리 기본소득 개념을 공부하고 의견 조율을 거치자는 취지에서 워크
숍을 추진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워크숍에서 시의원들은 청년배당 입
안자 A에게 기본소득과 청년배당에 대한 강의를 듣고 열띤 토론을 거친 
끝에 청년배당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입안
자 A의 입장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입안자 A는 청년배당의 구상에서 
그랬듯이 기본소득 개념을 공유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의 배당으로 소개하
고,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을 사례로 이런 이념에 기반한 제도를 실현하
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공유자산의 수익을 배당
한다는 것을 유의미한 지급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의원 대부분이 
재원 마련의 문제를 제기하며 공유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한다는 논
리는 “알래스카처럼 풍성한 천연자원이 없는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비현실
적”이라고 반응했다. 

33) 한국일보, 2015. 11. 22. “복지정책 구조조정 놓고 힘겨루기 본격화,”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511120420360698 (2021. 9. 5. 접속)

34) 이하 성남시의원들의 논의에 대한 내용은 새민연 소속 시의원 A와 새누리당 소속 시
의원 B와의 면담을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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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원 A에 따르면, 새민연 소속 시의원들은 공유부 배당이나 기본소
득보다는 지방자치와 보편복지를 위해 청년배당을 지지하기로 합의했
다.35) 청년배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시의원 A는 당시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의 무상 산후조리원 설치 사업 신설에 반대하고 있던 상황을 “관치 
의식과 자치 의식의 대립”이자 “선별복지 대 보편복지”의 대립으로 정리
하며, 지방정부가 새로운 복지정책을 시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보편복지의 정신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청
년배당을 지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큰 틀에서 보면 관치 의식과 자치 의식의 대립이었어요. 지방정부에서 새
로운 정책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이 보수적이었어요. 지방
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니까 중앙정부의 법령 언에서 복지정책을 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가 못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도
해서 모델로 만들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고, 중앙정부의 개입이 자치분
권에 대한 훼손이라는 입장이었고. (..) 또 복지가 시혜냐 권리냐에 대한 시
각 차이도 컸죠. 새누리당에서는 복지를 시혜적인 걸로 봤으니까, 복지는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거고 청년한테는 복지가 아니라 고용정
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새민연 시의원)는 권리로서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청년배당에 지지를 보낸 거죠. 

(시의원 A 면담 2021. 5. 15.)

   반대로, 성남시의회에서 청년배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새누리
당 소속 시의원 B는 국가의 재정을 위해서 복지정책은 노동 능력이 있는 
청년보다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선심성 복지정책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하
에 복지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희 당의 기조는 성남에서만 청년배당을 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다
른 지자체에도 유사정책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기는 거다. 중앙정부에서 

35) 물론 새민연 소속 시의원들의 청년배당에 대한 입장은 당파성을 강하게 반영했다. 일
부 시의원들은 노동 능력이 있는 청년에게 복지급여를 주어선 안 된다고 완강하게 반대
했지만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과 같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년배당을 지지
하기로 했다(시의원 A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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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남발되는 걸 막으려고 지자체가 복지정책을 도입할 때 복지부와 협의
하도록 한 건데, 성남시장이 그런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표를 위해서 도입
을 한 거죠. (...) 복지정책을 무조건 반대하진 않아요. 대신 재정이 한정되
어 있는 만큼 선별적으로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를 확대해야지. 이렇
게 마구 나눠주면 그 돈을 누가 감당해요? 결국 기업이 감당하는 거지. 기
업 규제를 풀어가면서 많이 투자해서 소득을 늘려야 하는데, 기업 규제는 
점점 심해지고. 그럼 우리나라 청년들은 어디에 취업해요? 세제 혜택을 줘
서 기업 유치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지. 기업 규제하면 어느 기업이 여기 
와서 사업해요? 저는 이렇게 가면 청년들은 정말 취업이 하늘에 별따기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시의원 B 면담. 2021. 5. 20.)

그는 한 번 도입되면 없애기 어려운 복지정책의 특성상 청년배당에 소요
되는 113억 원이 고정비가 되어 시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킬 것이고, 더 나
아가 다른 지자체에도 “돈 나눠주기가 활발해”지면서 국가 재정에 악영향
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며,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 사이에서 이 
정책의 도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결의가 있었다고 술회하였다. 

1.2. 청년의 급여자격: 복지포퓰리즘 vs. 청년복지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공표한 후, 정부여야와 언론에서 전개된 청년배당
을 둘러싼 논쟁은 청년배당의 입안자들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청년배당의 입안자들은 청년세대론의 대중성을 활용하여 기본소득을 공론
화하고자 했지만, 정부여야와 언론에서 청년배당은 시범적 기본소득제로 
공론화되기보다는 청년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공론화된 것이다. 
   성남시 관계자들과 기본소득 운동단체들은 청년배당을 시범적 기본소
득제로 알리고자 했다. 예를 들어, 이재명 성남시장은 7월 1일 『프레시안』
과의 인터뷰에서 청년배당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재산으로
부터 생기는 이익은 공평하게 나눠 갖자는” 기본소득 개념에 기반한 정책
으로 소개했다.36)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녹색당도 논평을 내고 청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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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자산심사나 노동 요구라는 조건이 없고 모든 청년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기본소득 개념을 최초로 구현한 정책이라고 
환영했다(녹색당 논평 2015;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논평 2015).
   하지만 대다수의 정치인과 언론은 노동 여부와 자산 수준과 무관하게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의 형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노동 가능한 청년에게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청년이라는 특정 세대집단이 복지급
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다.
   복지예산 갈등에서 재정 건전성을 위한 복지지출 효율화를 주장해 온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보수언론은 재정이 한정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복
지예산은 노동 능력이 있는 청년보다는 노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
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기본소득 운동단체
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하
는 등 엄정한 조세정의를 확보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청년배당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지만(성남시 보도자료 2015; 녹색당 논평 
2015;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논평 2015), 보수언론과 여당 정치인들은 청
년배당에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에 초점을 맞추며,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
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예산은 노동 능력이 있는 청년보다는 “진짜 
절실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37) 11월 24일 
성남시의회에서 새민연 소속 시의원이 청년배당을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
편적 복지로 옹호하자, “아무리 보편적인 복지정책이라고 해도 약자를 위
한 복지정책은 누구나 다 환영할 수 있지만 24세 연령층을 상대로 한다는 
게 문제”라는 한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의 발언은 이 같은 입장을 잘 보여
주는 사례다(성남시의회 2015a: 28).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은 공통적으로 노동을 통한 자립을 청년의 덕목으
로 강조하며 현금지급보다 직업교육과 일자리 창출이 청년문제의 근본적

36) 프레시안, 2015. 7. 6. “이재명 “청년배당, 걱정 마. 성남이 한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27820?no=127820#0DKU (2021. 9. 1. 
접속)

37) 조선일보, 2015. 10. 5. ““청년들에 年 100만원 살포”, 해도 너무하는 성남市,”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04/2015100402545.html 
(2021. 8. 6.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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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청년배당과 청년수당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국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
법」과 「관광진흥법」 등을 통과시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촉구했다.38) 청
년배당의 구상 과정에서 입안자들이 정부여당의 반대에 대응하기 위해 이 
정책의 기대효과로 강조했던 취업역량 강화는 오히려 비난의 구실이 되었
다. 정부여당은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서 제시된 세 가지 목표(청년의 복
지향상, 취업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중 취업역량 강화만을 이 제도
의 핵심적인 목표로 해석하고, 청년배당을 취지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비난했다. 11월 24일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논의한 성남시의
회에서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청년배당이 취업역량 강화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일배움카드나 취업
성공패키지처럼 직업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성남시의회 2015a: 
38). 성남시의회에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이 통과된 후, 보건복지부도 청
년배당의 핵심 취지를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로 해석하고, 청년배당이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 지급되고 전통시장의 음식점과 같은 취업역량 강화
와 무관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중앙정부에 유사한 사업(취업성
공패키지)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성남시에 불수용을 통보했다.39) 
   청년배당을 반대했던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은 청년배당에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이라는 혐의를 씌우며, 이 정책을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개인이 
국가의 재정과 청년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고려 없이 정치적 지지를 얻
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비난했다.40) 예컨대 10월 5일 『조선일
보』는 청년배당을 “세금을 사용해 유권자를 매수(買收)하는 행위”로 비난
하며 청년배당이 성남시를 “청년 실업자의 천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

38) 한국일보, 2015. 11. 19. “최경환도 “청년수당은 포퓰리즘”… 박원순 “취업절벽의 현
실 봐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511192079622078 
(2021. 8. 19. 접속)

39) 『서울신문』 2015. 12. 12. “성남 청년배당 거부한 복지부,”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12008006 (2021. 8. 19. 접
속) 

40) 세계일보, 2015. 10. 2. "‘용돈’으로 청년 희망주겠다는 성남시의 포퓰리즘,“
http://www.segye.com/newsView/20151001004184 (2021. 8. 2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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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4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2016년 1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
중진연석회의에서 청년배당을 청년수당과 함께 “당장에는 달콤할지 몰라
도 나라 재정을 거덜 내는 치명적인 독”이라고 비난하며 이 정책들이 국
가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42)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이 청년배당의 도입을 반대하자, 새민연 소속 정치
인과 진보언론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환기하며, 청년
세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청년배당을 옹호
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배당은 청년들의 구직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당화
되기도 했다. 예컨대 당시 새민연 대표였던 문재인은 11월 8일 청년배당
과 청년수당을 “실업 상태에서 고통받는 청년을 위한 대책”으로 정의하며, 
새민연에서도 두 정책을 이어받아 “취업준비생들이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촉진수당 정책을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했
다.43) 시의회에서 새민연 소속 시의원들은 청년배당이 “청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성남시의회 2015b). 
   청년배당의 구상에서 이 정책의 입안자들은 청년문제를 청년이라는 특
정 세대집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문
제로 진단하였고, 기본소득을 청년문제에 대한 대안이자 노동시장의 구조
적 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의 모델로 제시하였다. 이런 점에서 
청년배당은 단지 청년기에 있는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기 위
한 정책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보편적 기본소득을 공론화하
기 위한 기획이었다.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발표한 후, 기본소득 운동단체들은 타 지자체에도 

41)  조선일보, 2015. 10. 5. ““청년들에 年 100만원 살포”, 해도 너무하는 성남市,”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04/2015100402545.html 
(2021. 8. 6. 접속)

42) 프레시안, 2016. 1. 6. “김무성, 박원순·이재명 청년복지 추진에 “악마의 속삭임”,”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32306?no=132306#0DKU (2021. 8. 
20. 접속)

43) 뉴시스, 2015. 11. 19. “문재인-박원순 “청년수당 포퓰리즘 비판…현실 무지서 비
롯”,”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97033 
(2021. 8. 25.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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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배당과 유사한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청년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을 요
구할 사회운동 세력을 조직하고 청년기본소득을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실
현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고자 했다. 예를 들어, 2018년 2월 시흥 시내 16
개 청년단체는 ‘시흥시 19금 청원 운동(시흥형 청년기본소득 조례 제정 운
동)’을 통해 시흥시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에게 40
만 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했
다.44) 이들은 운동을 시작하며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가가 사람이 아
닌 자본을 우선적으로 보호한 결과, “아무리 노동해도 삶은 나아지지 않고 
죽도록 일하다 아프면 빈곤해지는 사회, 돈이든 건물이든 주식이든 있으면 
노동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사회”가 되었다고 비판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
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은 마땅히 기본
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45)  
   그러나 정치권과 언론에서 청년배당은 시범적 기본소득제로 공론화되
기보다는 청년이라는 특정 세대 집단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공론
화되었고, 이 정책을 옹호한 언론과 정치인들은 청년들의 특수성을 강조하
는 방식으로 이 정책의 필요성을 정당화했다. 이러한 경향은 성남시가 청
년배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지속되었다. 성남시가 청년배당 수령자에게 
청년배당의 의미를 전달했던 각종 홍보물과 안내문, 청년배당을 지급하는 
동사무소에 걸린 현수막 등에서 청년배당의 의미는 공유부에 대한 권리나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아닌,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
에 대한 응원”, “꿈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 등으
로 제시되었다.46) 

44) 이들은 “꿈을 위한 열 시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시흥시에 만19세 청년에게 19세
에서 24세 중 1개년을 선택하도록 하여 지급년도 기준 최저임금의 10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45) 경인일보, 2018. 2. 6. “시흥청년단체 ‘시흥형 청년기본소득 지급’ 요구 청원활동 선
언 , ”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80206010001691&adtbrdg=e&fbclid=Iw
AR0adbV-9vnM-evguMkQq19H_6cGbeeo4rUgBi6YGNwsJt4vQcEkxyC_b6Y#_adtRe
ady (2021. 11. 30. 접속) 

46) 한겨레, 2016. 1. 15. “성남시 ‘청년배당 안내문’ 화제…“성남 안 살아도 응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6383.html#csidx6bc1a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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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7년 1분기 청년배당 홍보물
(출처: 『비전성남』 2017. 04. 23.  “청년
의 자립을 응원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배당의 수령자들에게 이 돈은 권리로서 주어지는 소
득으로 인식되기보다는, 만24세 청년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한시적인 지원
금으로 가닿았을 가능성이 높다.47) 
   이러한 경험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활동가들이 기본소득 실현 전
략을 범주형 기본소득의 도입에서 부분기본소득의 도입으로 수정하는 계
기가 되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활동가들은 청년과 같은 특정 범주
의 인구집단에서부터 범주형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확대해나가는 전략과, 
지급액수는 적더라도 전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액수를 늘려가는 전략
을 기본소득의 실현 방안으로 고려해왔다(입안자 B 면담). 청년세대론이 
유행했던 2010년대 초중반까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은 청년

bb0be19dbb8a56627ccdb45e (2021. 9. 1. 접속)
47) 청년이라는 세대 집단의 특수성이 강조되는 경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서도 지속되

고 있다. 청년배당의 입안자들은 만24세부터 청년배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연령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2019년 경기도에서 성남시 청년배당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담당한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
는 만24세가 “대학 졸업 후 첫 직장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연령 구간”임을 강조하
며 해당 연령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 정책의 필요성을 정당화했다(경기도 청
년복지정책과 20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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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한 범주형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청년세대론의 대중성을 활용
하여 기본소득을 공론화하는 것을 유망한 기본소득 실현 전략으로 보았다. 
그러나 청년배당의 제도화 과정에서 정치권과 언론의 청년배당에 대한 논
의는 이들이 기본소득을 공론화하기 위해 활용하고자 했던 “청년세대론 
안으로 매몰되어 버리는” 양상을 보였다(입안자 B 면담). 기본소득한국네
트워크 소속 입안자 B는 자신을 비롯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구성원들
이 청년배당의 도입 및 실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지켜보며 범주형 기본소
득을 도입하고 확대해나가는 전략을 “퇴보적 방안”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입안자 B 면담).
   청년배당의 입안자들은 청년배당의 수령자들이 청년배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수령자들에게 “응원”, “위로” 등의 
문구와 함께 전달된 청년배당은 수령자들의 실질적인 정치적 지지를 끌어
내지 못했다. 대신, 청년배당의 제도화 과정에서 이 정책의 지지세력으로 
전면에 나선 이들은 청년이 아닌 소상공인이었다.

1.3. “현금 깡” 논란과 소상공인의 지지

   2016년 1월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강행하면서 성남시와 정부여당 및 보
수언론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다. 특히 보수언론들이 성남시가 청년배당 
지급을 시작한 이튿날부터 청년배당 수령자들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에서 청년배당으로 지급받은 성남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할인 거래하는 
속칭 “현금 깡”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을 계기로, 보수언론과 정부여당은 
청년배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남시의 소상공인들
이 청년배당의 지지세력으로 전면에 나섰고, 성남시는 이들의 지지에 힘입
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2015년 11월 25일 성남시의회에서 격론 끝에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이 
통과되자, 중앙정부는 법적·제도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청년배당의 도입을 
저지하고자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청년배당을 
겨냥해 지자체 복지사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중앙정부는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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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를 따르지 않고 복지사업을 강행할 경우 
해당 사업 지출액만큼 지방교부금을 삭감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
12조 제1항 제9호를 신설했다.48) 곧이어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보건복지
부와 협의를 거쳐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수 있다는 「사회보장기본법」
의 법령에 근거하여 12월 11일 성남시에 청년배당 불수용을 통보한다.49) 
이러한 중앙정부의 조치로 인해 성남시는 청년배당을 시행할 경우 재정적 
불이익과 법적 공방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성남시는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정당한 권리라는 점을 강
조하며 청년배당을 강행했다. 청년수당을 발표하며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으
로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비난받았던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복지정책으로 
범주화될 수 없는 청년의 “자기주도적 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강조하
며 복지에 대한 낙인을 거부했던 것과 달리,50)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6년 
1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는 시혜나 공짜가 아니라 세금 내는 시민
의 정당한 권리”라고 역설하며 청년배당을 원안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성남시 보도자료 2016a). 
   1월 20일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강행하자 보수언론이 청년배당 수령자
들의 소비행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이 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더
욱 격화되었다. 보수언론은 청년배당 지급이 시작된 직후 수령자들이 상품
권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할인 거래하는 것을 집중적으
로 보도하며, 소수의 사례를 부풀려 청년배당이 취업역량 강화에 쓰이기보
다 “현금화되어 유흥비로 탕진”되고 있다고 비난했다.51) 박근혜 정부와 

48) 세계일보, 2015. 12. 1. “정부·지자체 ‘복지권한’ 놓고 충돌,” 
http://www.segye.com/newsView/20151201003987 (2021. 9. 2. 접속) 

49) 서울신문, 2015. 12. 12. “성남 청년배당 거부한 복지부,”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12008006 (2021. 8. 19. 접
속) 

50)  한국일보, 2015. 11. 19. “최경환도 “청년수당은 포퓰리즘”… 박원순 “취업절벽의 현
실 봐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511192079622078 
(2021. 8. 19. 접속)

51)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있다. 서울신문, 2016. 1. 21. “[단독] 성남시 청년배
당 상품권 인터넷에서 하루만에 ‘깡’”; 중앙일보, 2016. 1. 22. “성남시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상품권 현금화 깡 도마에”; 국민일보, 2016. 1. 22. “공짜 상품권 현금깡한 
20대들… 성남시 복지 근황”; 세계일보, 2016. 1. 22. “성남시 '청년배당' 상품권 인터
넷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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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정치인들은 이러한 보수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청년배당이 청년의 
도덕적 해이와 세금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건복지부는 1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년배당이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라는 취지와 달리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현금으로 할인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
도 시의회에서 청년배당이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
비를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
를 높였다(성남시의회 2016).
   청년배당 시행 직후 불거진 논란은 성남시 소상공인들이 청년배당의 
동맹세력으로 전면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청년배당이 매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체감한 소상공인들이 보수언론과 정부여당의 공세로 청년배
당이 폐지될 위기에 놓이자 청년배당을 집단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한 것이
다. 한 전통시장 상인회장에 따르면,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상인 대부분 이 정책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책이 
시행된 이후 성남사랑상품권이 들어오는 양이 확연히 늘어나면서 상인들
은 청년배당이 청년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했다
(상인회장 A 면담). 2016년 청년배당(106억 7700만원)과 산후조리 지원 
사업(33억 7700만원)으로 발행된 성남사랑상품권만해도 2015년 일반발행
액(133억원)을 넘어선 만큼 청년배당은 소상공인의 매출에 즉각적인 도움
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금 깡 논란이 일자 청년배당이 폐지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몇몇 상인회장은 시내 26개 상인회를 모아 집단행동에 나
섰다. 이들은 1월 27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배당이 어려운 
상인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성남시의 성남사랑상품권 
확대 정책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
했다.52) 상인회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역 곳곳에 “성남사랑상품권으

52)  성남시 26개 상인회 회장, 2016. 1. 27. “성남지역 상인회 성명서 전문,”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0610650217 (2021. 8. 3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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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급되는 청년배당을 적극 환영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며 청년배
당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림 4] 성남시장 상인연합회 성남사랑상품권 확
대정책 환영 기자회견 (출처: 『비전성남』 2016. 1. 
28. “성남시 시장 상인연합회 성남사랑 상품권 확
대정책 환영 기자회견”)

[그림 5] 한 전통시장의 청년배당 환영 현수막 (출
처: 강남훈 2018: 30)

   소상공인의 지지는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관계된 실천에 두 가지 변화
를 가져왔다. 첫째, 소상공인의 지지는 성남시가 보수언론과 정부여당의 
비난에 대응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소상공인들이 청년배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전, 보수언론 및 정부여당과 성남시의 논쟁 구도는 2010
년 무상급식 논쟁에서 형성된 ‘재정 파탄 대 의지의 문제’(신광영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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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라는 구도를 반복하는 것이었다. 보수언론과 정부여당이 청년배당 수령
자들의 소비행태를 문제 삼으며 청년배당이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와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면, 성남시는 보도자료와 홍보자료에서 
동사무소에서 청년배당을 수령하는 청년들이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실
으며 “복지는 재정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성남시 보도
자료 2016b). 소상공인들이 청년배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자, 성남시는 여
러 보도자료와 홍보자료에서 청년배당이 매출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는 소상공인들의 말을 전했고, 청년배당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강조
하는 방식으로 보수언론과 정부여당의 비난에 대응하기 시작했다.53) 
   둘째, 성남시는 성남사랑상품권과 연계된 정책들을 발표하며 소상공인
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상인들이 청년배당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상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앞으로도 성
남사랑상품권과 연계된 복지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고, 성남시는 공공
부문 근로자의 임금보조금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성남사랑상
품권과 연계된 정책들을 발표하며 소상공인과의 동맹을 강화했다(성남시 
보도자료 2016c). 
   성남시가 성남사랑상품권과 연계된 복지정책들을 발표하자, 2000년대 
후반부터 SSM과 대형마트의 연이은 입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소상
공인들은 성남사랑상품권과 연계된 복지정책을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에 고
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성남시와 긴밀히 협력하기 시작했다(상
인회장 A, C 면담). 성남사랑상품권과 연계된 복지정책은 소상공인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관점 변화를 가능케 했다. 청년배당을 지지하는 공동성명
을 발표하고 이후에도 성남시의 복지 관련 행사에 참여하며 주요한 협력
자로 활동해 온 상인회장 A와 C는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시행하기 전에는 
복지정책이 “다 국가의 빚”이라고 생각했지만,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도입
한 후 성남사랑상품권과 연계된 복지정책들을 발표하면서 “복지가 늘면 
우리도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성남사랑상품권을 통해 맺어진 소상공인과 청년배당의 동맹은 박근혜 

53) 비전성남, 2016. 2. 24. “지역경제가 웃어요,” 
https://m.snvision.newsa.kr/a.html?uid=5111&sc=&sc2= (2021. 9. 2.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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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6년 4월 22일 지자체 복지사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방재
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방안」(지방재정개편안)을 발표한 뒤에도 지속되
었다. 앞서 중앙정부의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에 반대했던 지자체들이 세재
개편을 통해 복지재정의 총량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지
자체 간 재정 격차를 문제 삼으며 지방교부금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유리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재정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성남시는 
지방재정개편안으로 인해 청년배당을 비롯한 3대 무상복지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손애성 2017: 89). 
   이에 성남시 소상공인들은 청년배당의 지지세력으로서 광화문 광장에
서 열린 <지방재정 개악 저지 시민문화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방재
정을 확충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였다. 청년배당을 지지하는 공
동성명을 발표했던 26개 상인회 소속 상인 700여명은 가게까지 휴점하고 
버스를 대절하여 집회에 참여하는 열정을 보이기도 하였다.54) 당시 이 장
면을 목도한 청년배당 입안자 A는 “보수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소상공인들이 가게까지 휴점하고 복지를 확대하라고 요구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고 회고했다(입안자 A 면담). 

[그림 6]  지방재정개편안 반대 집회에 참석
하기 위해 임시휴점한다는 공고문 (강남훈 
2016b: 23) 

54) 한국일보, 2016. 6. 12. “단식에 삭발까지... 지방재정개편 반발 확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6122078568268 (2021. 9. 1. 접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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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지방재정 개악 저지 시민문화제>에 참석
한 소상공인들의 모습 (출처: 『비전성남』 2016. 6. 
12. “6월 11일 지방재정 개악 저지 시민문화제”)

   이처럼 성남시가 보수언론과 정부여당의 공세로 청년배당을 폐지해야 
할 위기에 처했던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청년배당을 적극적으로 지
지하면서 성남시는 이들의 지지에 힘입어 청년배당을 유지할 수 있었고, 
지역 소상공인들은 청년배당을 계기로 성남시 복지정책의 주요한 동맹세
력이 되었다.

2. 기본소득과 “이재명의 청년배당”

   2016년 3월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와의 대국에
서 패한 사건을 계기로 기본소득이 대중적 관심을 받는 의제로 급부상하
였고,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청년배당이 놓인 정치의 지형이 재편되었다. 
청년배당의 공중은 각자의 입장과 전략을 재설정하며 기본소득을 중심으
로 다시 모였고, 복지국가 운동진영이 공중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등장하였
다. 이 절에서는 2016년 3월 알파고 쇼크부터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알파고 쇼크를 계기로 기본소득이 주
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청년배당이 기본소득 사례로 재조명받게 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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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절), 사회복지학계가 주요한 기본소득 논쟁의 장으로 떠오르고 복지국
가 운동진영의 논자들이 기본소득 운동진영의 연대 제안을 거부하며 주요
한 기본소득 반대 세력이 된 과정(2.2.절),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
소득을 상징하는 인물로 인지도를 얻으며 기본소득 의제에 대해 주요한 
발언권을 갖는 행위자가 된 과정을 살펴본다(2.3.절).

2.1. 알파고 쇼크와 기본소득의 부상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 전인 2016년 1월, ‘4차 산업혁명’을 주제
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여러 분야의 학자와 정치인, 기업가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로 
인해 전례 없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각국 정부와 기업에 4
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파괴적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
다. 이 포럼에서 발표된 「일자리의 미래(The future of jobs)」 보고서는 
기술혁신으로 인해 2020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롭게 창
출되는 일자리는 200만 개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급감과 그에 따른 불평등의 심화는 눈앞에 다가온 미래라고 역설
했다(World Economic Forum 2016: 13).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유효수요의 
부족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았다. 예컨대 기술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온 에릭 브린욜프슨(Erik Brynjolfsson)과 앤드류 
맥아피(Andrew McAfee)는 기술 발전의 혜택이 자본과 지식을 많이 보유
한 이들에게 편중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본소득을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55) 세계경제포럼이 막을 내린 이후, 
여러 기업가도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를 우려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일례로,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육성 기업 와이

55) 프레시안, 2016. 1. 25. “마케팅의 아버지'는 이재명 편? [기본소득 뜯어보기] 로봇 시
대의 기본소득,”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32791#0DKU (2021. 
9. 10. 접속)



- 77 -

콤비네이터(Y Combinator)의 대표 샘 알트만(Sam Altman)은 정부가 4
차 산업혁명에 대한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기술 발전의 혜
택이 극히 일부에게 편중되고 대다수 소비자의 구매력이 약화되어 결과적
으로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기본소득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고 역설했다. 그는 5년 동안 미국 시민 일부를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Altman 2016).56) 다만 당시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기본소득 논의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16년 3월 이세돌 9단이 구글 딥마인드사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패한 사건은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담
론과 함께 대중적인 관심을 받는 의제로 급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다
수의 바둑 전문가가 기계의 계산 능력이 인간의 직관을 따라잡을 수 없다
는 이유로 이세돌 9단의 압승을 예상했던 상황에서, 알파고가 4승 1패로 
압승을 거둔 결과는 바둑계뿐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 ‘알파고 쇼크’라 할 
만한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맹미선 2017: 26). 주요 언론은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을 한 사람과 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대결이 아닌 인간과 
기계의 대결처럼 묘사했고, 대국 후에는 알파고가 바둑 경기를 제패했듯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면서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자
리가 급감할 것이라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상이 전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맹미선 2017: 32).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후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불평등 
심화와 유효수요의 부족을 보충할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2016년 4월, 국
회입법조사처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
여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국회입법조사처 2016). 언

56) 와이콤비네이터는 개인들이 무조건적 현금지급에 받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살펴본다는 
목표하에, 2019년부터 미국 두 개 주의 중위소득 이하 21-40세 성인을 대상으로 무작
위 통제 실험(RCT) 방식의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와이콤비네이터는 참여 의
향을 밝힌 이들 중 3천 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그중 천 명에게는 3년 동안 매달 천 
달러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나머지 2천 명을 통제집단으로 삼아 이들의 정신적·신체
적 건강, 시간 사용, 기업가 정신, 정치적·사회적 참여 등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랩205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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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들은 앞다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소득 감소의 대안으로 기본소득
에 주목하는 기사를 내보냈고,57) 녹색당과 노동당 외에도 거대 양당의 정
치인들이 부의 양극화와 기술적 실업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거론하
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김종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6월 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이 불평등을 해
소하는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58) 김세연 당시 새누리당 의원도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
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소득에 대한 연
구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59)

   기본소득 의제의 부상을 계기로, 앞서 청년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
으로 공론화되었던 청년배당은 기본소득 사례로 재조명받았다. 언론들은 
성남시의 청년배당을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등
과 같은 대표적인 기본소득 사례로 소개하기 시작했다.60) 이재명 성남시
장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청년배당을 선도적인 기본소득 사례로 소개
했고,61) 성남시도 4분기 청년배당 지급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청년배당
이 “기본소득을 농민, 문화예술인, 주부,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성남시 보도자료 2016d).

2.2. 기본소득 운동진영의 연대 제안과 복지국가 운동진영의 거부

57) 한겨레, 2016. 6. 6. “저성장·일자리 절벽에 선진국서도 ‘기본소득’ 화두로,”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7102.html#csidx88808
0bfeb0c1d798b534ca240214c1 (2021. 9. 10. 접속) 

58) 시사위크, 2017. 7. 7. “‘기본소득’ 강조한 김종인, 정치 색채 ‘좌클릭’,”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73455 (2021. 9. 22. 접
속)

59) 프레시안, 2016. 7. 5. “새누리 김세연 “기본 소득 논의 시작해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38639#0DKU (2021. 9. 25. 접속)

60) 조선일보, 2016. 6. 14. “매달 300만 원씩 주는 나라, 그곳은 유토피아일까?,”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08/2016060802181.html 
(2021. 10. 3. 접속)

61) 한국일보, 2016. 9. 2. 인터뷰 "불평등ㆍ기회독점 해소 가장 중요… ‘한국의 버니 샌더
스’ 꿈꾼다”; 한겨레21, 2016. 9. 5. “자본주의 보완하려면 기본소득 정책으로” ‘청년배
당’ 두고 대통령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낸 이재명 성남시장 “변화의 시발점은 변방” 강
조… 내년 대선 후보 경선 “최선 다할 것.”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7102.html#csidx888080bfeb0c1d798b534ca240214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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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도입하고 알파고 쇼크 이후 기본소득이 실현 가
능한 제도로 주목받자, 복지국가 운동진영이 공중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등
장했다. 기본소득 운동이 시작되었던 2000년대 후반에 기본소득론자들의 
주요한 논쟁 상대는 좌파 진영의 일부 논자였다(안효상 2020).62) 그런데 
알파고 쇼크 이후 사회복지학계가 주된 기본소득 논쟁의 장으로 떠올랐고,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복지국가 운동단체의 논자
들이 기본소득론자의 논쟁 상대가 되었다(김교성·이지은 2017: 26).63)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연구자들은 복지국가 운동진영과 연대하여 광
범위한 기본소득 옹호 연합을 형성하고자 했다. 이들은 여러 학회와 토론
회, 언론 기고문 등에서 복지국가 운동진영에 연대를 제안하며, 지자체에
서도 실현 가능한 청년기본소득에서부터 시작하여 보편적 기본소득이 있
는 복지국가로 나아가자고 주장했다(이승윤 외 2016; 김교성 2016; 강남
훈 2016b). 그러나 다수의 사회복지학자와 복지국가 운동단체의 활동가는 
기본소득이 필요의 충족이라는 사회보장의 원칙을 위반하고, 다른 사회보
장제도에 쓰여야 할 예산을 쓰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기본소득 운동진
영의 연대 제안을 거부했다. 
   복지국가 운동진영의 논자들은 19세기 서구 사회국가에서 형성된 사회
보장의 개념을 경유하여 사회보장의 원칙을 필요의 충족으로 규정하고, 기
본소득이 사회보장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19세기 말 프랑스의 
사회국가 형성사를 연구한 에발드(Ewald 2020)에 따르면, 필요의 충족은 

62) 당시 논쟁의 주요한 쟁점은 기본소득이 유효한 탈자본주의 전략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였다.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의 주된 내용은 기본소득이 생산관계의 변혁을 지향하지 않
는다는 것, 노동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보다 자본이 저임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콤비임금으로 기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 탈노동을 강조함으로써 비(非)노동자의 노동
자의 기여에 대한 무임승차를 정당화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은 박
석삼(2010), 이채언(2010), 채만수(2010)을 참조하라. 

63)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도입하고 알파고 쇼크로 기본소득이 대중적인 의제로 부상한 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가 춘계학술대회로 <이제 사회수당을 말하자>(2016. 
5.)를 개최했고, 참여연대는 <기본소득 전략, 복지국가 건설의 걸림돌인가, 디딤돌인
가?> 토론회(2016. 10. 17.)를 주최했으며,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도 <기본소득, 대안이 
될 수 있나> 토론회(2016. 11. 23.)를 열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학계와 복지국가 운동
단체들은 여러 기본소득 관련 행사를 열며 기본소득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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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균형이라는 통치의 관념과 보험 테크놀로지의 결합을 통해 사회보
장의 원칙이 될 수 있었다.64) 19세기 서구 복지국가는 사회에 산재, 질병, 
노령 등의 리스크가 일정한 확률로 분포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사회에 리
스크를 통괄하고, 사회보험 가입자가 어떤 리스크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 사회적 평균을 기준으로 손실을 보상하여 그와 그 피
부양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했다. 여기서 사회적 급부는 상대적 복구의 원
칙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자의 노동소득이 단절되는 예외적 상황에, 사회적
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양만큼 이전되었다. 다시 말해서, 19세기 사회국
가의 사회보장은 사회적 평균을 기준으로 개별 수령자의 사회적 필요량을 
산정하는 여러 테크놀로지를 거쳐 실행되었다.
   사회국가의 출현과 함께 독립적인 분과학문으로 성장한 사회복지학에
서 필요 충족의 개념은 자명한 사회보장의 정의로 통용되어왔다.65) 청년
배당 도입과 알파고 쇼크를 계기로 촉발된 기본소득 논쟁에서 이 논쟁을 
‘복지국가론자 대 기본소득론자’의 구도로 틀 짓고 스스로를 복지국가론자
로 칭한 이들 또한 사회보장의 원칙을 필요의 충족으로 규정하고, 기본소
득은 상황의 예외성과 수령자 간 필요량의 상대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개인에게 상시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의 원칙
을 위반한다고 비판했다(김병인 2016; 김종명 2017; 양재진 2017; 윤덕룡 
2017).66) 이를테면 김병인(2016)은 사회보장 급여는 “사회가 설정한 표준

64) 에발드에 따르면(Ewald 2020), 사회통계학자 아돌프 께뜰레가 제시한 사회적 평균의 
개념이 필요의 충족이 사회보장의 원칙이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께뜰레는 통계
학의 최소제곱법과 정규분포 개념을 적용하여 사회의 일반적 특성을 밝혀낼 수 있다고 
보고, ‘평균 유형’이라는 개념으로 그 특성들을 가시화한 바 있다(서호철 2007). 이는 
새로운 국가 개입의 가능성을 열어내는 것이었는데, 그에 따르면 국가의 통치 기준이 
되어야 할 덕은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사회의 
평균을 기준으로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통치의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사
회국가의 핵심 이념이 된 뒤르켐의 연대 개념 또한 이와 같은 관념에 기초하여 사회의 
평균적 특성을 정상으로, 평균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비정상으로 간주하고, 국가의 역할
을 사회의 과잉과 과소를 보수하는 것으로 설정했다(Durkheim 1894: 40). 

65) 이를테면 한 사회복지학 개론서는 사회보장제도를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 인간의 필
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정의했다(Mitton and Liddiard 2007: 80). 

66) 기본소득론자들이 필요 충족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한국
네트워크에 소속된 일부 사회복지학자들은 기본소득을 시민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로 주장했다. 예를 들어 2016년 6월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
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제안한 이승윤 외(2016)는 청년배당과 청년수



- 81 -

에서 미달되는 시민”에게 제공되어야 마땅하다며, 사회보험이 고용노동자
의 평균소득을, 공공부조가 법정 최저생활비를 기준으로 수급권자의 필요
량을 산정한다면, 기본소득은 수령자 간 필요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
든 개인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필요 충족의 원칙을 위배
한다고 비판했다(김병인 2016: 80-89).
   이들이 필요의 충족을 사회보장의 원칙으로 강조했던 데에는 재원 마
련의 문제도 있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연구자들은 기본소득이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하려는 기획이 아니며, 오히려 복지 수혜자와 납세자 
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환상을 없애 고부담-고복지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복지국가 운동진영과 동맹을 맺
고자 했다(김교성 2016; 강남훈 2016b). 하지만 복지국가 운동진영의 논
자들은 조세 저항이 강해 복지재정을 늘리기 어려운 한국사회에서 기본소
득이 필연적으로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쓰여야 할 예산을 쓰게 될 것이라
고 우려했다(남재욱 2016; 김영순 2016; 양재진 2017).
   2016년 7월 18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주최한 <기본소득의 쟁점과 
이해> 토론회에서 청년배당 입안자 A의 연대 제안에 대한 내가만드는복지
국가 회원들의 반응은 복지국가 운동진영이 기본소득 옹호 연합이 되길 
거부한 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67) 청년배당 입안자 A는 기본소득이 
저부담-저복지의 굴레를 넘어 고부담-고복지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청년배당과 같이 지자체에서도 실현 가능한 정책에서부터 시작
하여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들은 “증세의 어려움과 재원의 한계를 고려
한다면 기본소득은 명시적으로 대체하고자 하지 않는 복지제도와도 경합 
관계에 놓이게 된다”며, 기본소득이 “지금까지 어렵게 구축한 복지국가마
저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이 지급 수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만19-24세의 생
활비용 수준을 파악하여 적정 소득 수준을 산출하고 이에 근거해 충분 기본소득안과 부
분 기본소득안을 제시했다.

67) 이하 토론회 내용은 다음의 영상을 참고한 것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홈페이지. 
2016. 7. 21. “[만복TV] 제5회 내만복 포럼 - 기본소득 쟁점과 이해,” 
https://mywelfare.or.kr/1239 (2021. 9. 6.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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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론자들은 기본소득론자들이 청년배당을 기본소득으로 범주화
하는 것에 불편함을 표하며, 청년배당을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사회적으
로 인정된 집단”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사회수당으로 범주화하거나
(김영순 2016, 2017; 김종명 2017), 청년배당과 이념형 기본소득 사이의 
간극을 지적하며 “가짜 기본소득”이라고 비난했다(양재진 2017; 이상이 
2017). 일부 복지국가론자는 기본소득론자들이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명명
하는 과도기적 기본소득 모델이 사실상 사회수당과 같다는 점에 주목하며, 
기본소득론의 대중성을 활용하여 사회수당을 확대해나가자고 제안했다(오
건호 2017; 윤홍식 2017). 이들은 사회수당과 기본소득의 차이보다는 유
사성을 강조하며, 복지국가 운동과 기본소득 운동의 최종적인 지향이 다를
지라도 우선 두 운동진영이 연대하여 범주형 기본소득 내지 사회수당형 
기본소득을 확대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오건호 2017). 그러나 대부분의 복
지국가론자는 사회수당과 기본소득의 차이를 강조하며 필요를 따지지 않
고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보다 아동과 노인, 청
년 등 사회적 필요를 인정받은 집단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사회수
당을 확대해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고, 기본소득 운동진영의 
연대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2.3. 이재명의 브랜드화

   알파고 쇼크 이후 청년배당이 놓인 정치 지형의 변화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경향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소득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인지도를 얻으면서, 점차 언론과 정치권에서 청년배당과 기본소득 의제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개인의 브랜드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라
투르(2016)는 사실의 구축에서 두 가지 메커니즘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행위자의 집합적인 작업을 통해 사실이 창출되는 메
커니즘과 그러한 집합적인 작업의 결과에 대한 공로나 책임이 네트워크 
내 한 행위자에게로 귀속(attribution)되는 메커니즘을 분류했다(라투르 
2016: 237). 예를 들어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1867)에서 나폴레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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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원정을 서술한 방식을 보면, 보로디노 전투에서의 승리는 나폴레옹
의 명령을 번역하거나 무시하고, 도망치거나 전사한 50만 명의 병사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성취된 것이었지만, 전투 이후 나폴레옹의 병사와 러시아 
황제, 러시아군 총사령관, 파리의 시민, 역사가들이 오직 나폴레옹에게 승
리의 공을 돌렸다(Latour 1993: 42). 파스퇴르의 탄저병 백신 개발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탄저병 백신은 수많은 과학자, 배양기와 현미
경 등 실험 장치들, 하수체계와 병원을 비롯한 국가기구 등 여러 행위자의 
연쇄적인 사슬을 통해 구축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프랑스에서 이 위생 
혁명은 파스퇴르라는 개인의 천재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파
스퇴르는 보로디노 전투의 나폴레옹, 디젤 기관의 디젤, 회전 나침반의 스
페리의 경우와 같이 탄저병 백신의 유일무이한 대표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부여받았다(Latour 1993: 42-43). 
   청년배당의 제도화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났다. 청년배당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개별적으로 청년배당 연구 용역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들,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공무원, 소상공인, 성남시의원, 공유부 배
당과 청년세대론, 청소년기본법, 성남사랑상품권 등 여러 행위자의 연결을 
통해 등장한 결과물이자 그 자체로 여러 행위자-연결망이 접혀있는 결절
점이었다. 그러나 주요 언론과 정치인들이 청년배당과 기본소득을 “이재명
의 정책”으로 다루면서, 청년배당의 구축에 연루된 동맹군이 이재명이라는 
특정 인물로 귀속되는 일이 일어났다. 
   알파고 쇼크로 기본소득이 대중적인 관심을 받는 의제로 떠오르자, 언
론들은 청년배당과 기본소득을 “이재명의 정책”, “이재명의 브랜드”로 조
명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소득에 대한 발언에 주목했다.68) 기본소득
을 상징하는 인물로 인지도를 얻은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7년 더불어민주

68)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프레시안, 2016. 5. 10. “인공지능 시대, ‘소비 
보장 제도’가 필요하다: 이재명의 실험, 그리고 기본소득”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36345#0DKU (2021. 10. 2. 접속); 한
겨레 21, 2017. 3. 20.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뜨겁다: 대선 전체를 주도하는 정책이슈 
‘기본소득’, 영국 <가디언>이 세계적 기본소득 주창자로 꼽은 이재명,”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3259.html (2021. 11. 1. 접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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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선 경선에 후보로 출마하며 기본소득을 제1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당시 상대 후보로 출마한 정치인들도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문제 등 기본
소득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여 그와의 경쟁에서 승기를 잡고자 했다.69) 점
차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년배당과 기본소득에 대해 주요한 발언권을 갖는 
행위자가 되었다. 구글 빅데이터 분석에서 기본소득과 함께 가장 많이 언
급된 인물이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는 것도 이러한 논의 지형을 잘 보여준
다(한인정 2018: 23).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소득을 대표하는 인물로 인지도를 얻은 것은 
기본소득 운동진영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
하여 기본소득을 공론화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동시에, 
기본소득 의제가 정쟁의 문제로 축소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몇몇 기본소
득한국네트워크 소속 연구자를 비롯한 일부 기본소득 운동가는 이재명 성
남시장이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에서 후보로 출마하고 2018년 지
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하자 그의 선거 캠프에 합류하여 기본
소득을 공론화 및 제도화하고자 했다. 프랑스의 위생학자들이 탄저병 백신 
개발의 공로를 파스퇴르에게 돌림으로써 그 누구도 “위대한 파스퇴르”의 
탄저병 백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들고자 했던 것처럼
(Latour 1993: 55), 이들은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활용하여 기본소득의 위
상을 공고히 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소득 의제를 상징하는 인물이 된 것은, 
거꾸로 기본소득 의제가 정치인 개인의 상징이 되어 정쟁의 문제로 축소
될 수 있음을 뜻했다. 신광영(2012)은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한국의 
복지정치의 장이 복지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싼 논쟁보다는 정당이
나 후보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상징 투쟁의 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신광영 2012: 41). 정치권과 언론의 청년배당과 기본소득에 대한 

69)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정치인과 보수언론은 주
로 노동윤리와 재원 마련 문제를 이유로 기본소득에 반대했다. 대표적으로 안희정 당시 
충남도지사는 2월 22일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내건 기본소득 공약
을 겨냥하여 “국민은 공짜 밥을 원하지 않는다”며 기본소득보다는 일자리를 늘리고 복
지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오마이뉴스, 2017. 3. 19일자). 『세
계일보』도 이 같은 발언을 환영하면서, 기본소득을 위해 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면 
기업 투자와 생산이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악순
환에 빠지게 된다고 비난했다(세계일보, 2017. 1.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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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서도 해당 제도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개인의 브랜드처럼 다뤄졌
고, 이로 인해 한국에서 기본소득 의제는 정쟁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위
험성을 지니게 되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도 청년배당과 유사한 형태의 
정책을 도입하고자 했던 기본소득 운동가들은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이 
청년기본소득을 이재명 성남시장의 브랜드로 여기면서 별다른 관심을 보
이지 않아 운동에 난항을 겪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녹색당, 노동당 등 
그동안 기본소득 운동을 전개해 온 단체들은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도입하
고 알파고 쇼크를 계기로 기본소득이 대중적인 관심을 받자, 다른 지자체
에도 청년배당과 유사한 청년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 기본소득을 부분적으
로 실현하고 청년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운동 세력
을 조직하고자 했다.70) 특히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와 녹색당 부설 녹
색전환연구소는 청년배당을 시범적 기본소득제로 공론화하고 청년을 중심
으로 기본소득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운동 세력을 조직하려는 목적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청년배당 모니터링 및 공론화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을 기획한 녹색전환연구소 소속 활동가 A는 전문가 집단 외에는 그렇
다 할 사회운동 세력이 없었던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정쟁의 문제로 흘러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기본소득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직하는 것이 해당 사업의 첫 번째 목표였다고 말했다.

사회운동은 전문가 그룹의 틀에 머물러 버리면 실패할 가능성이 100%거든
요. 그때는 녹색평론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연구자들 외에는 그렇다 
할 사회운동 세력이 없었어요. 전문가 그룹의 한계를 넘으려면 운동세력이 
붙어야 하는 데 기청넷(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같은 사회운동 그룹이 
있긴 했지만 세력이 약했고, 녹색당도 의회에 진출하지 못했으니까 정당운
동으로 풀기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당시 이재명 시장이 활발하게 기본소
득 얘기를 했어도 이걸 지지할 사회운동 세력이 부족하니까 정쟁의 문제로 

70)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Basic Income Youth Network)는 2010년대 초반 두리반을 
비롯한 서울의 철거 농성장에 개별적으로 연대하고 있던 20-30대 청년들이 월가 점령 
운동의 확산과 함께 활발히 논의되던 기본소득 개념을 접하게 되었고, 2012년 초 이들 
중 기존의 사회운동과 다른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몇몇이 청년들이 주체가 된 기
본소득 운동에 대한 비전을 품고 조직한 단체이다(김주온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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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
와도 이 시장이 해명하기보다는 사회운동 세력이 나와서 반박하고 이 시장
의 기본소득도 지적하고 해야 발전이 될 수 있는데, 이 세력이 없는 상태
에서 이 시장의 정치적인 언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
리 활동의 요지는 기본소득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직하는 게 핵심
이었어요. 

(활동가 A 면담 2021. 6. 8.)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와 녹색전환연구소는 이 사업에서 청년배당 수령
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청년배당이 수령자들의 지
역사회와 정치에 대한 관심,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과 증세 의향을 높였다
는 점을 밝혔다(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녹색전환연구소 2016). 당시 이 
사업을 추진했던 녹색전환연구소의 활동가 A와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의 활동가 B는 청년배당의 금액이 소액이었고 기간도 한정적이었기 때문
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모니터링 사업 결과가 기대보다 훨씬 좋게 
나왔다며, 청년배당과 같은 기본소득 체험을 늘려나가는 것을 기본소득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려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듬해 <기본소득 전국투어>를 조직하여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청
년배당 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공유하면서, 지자체에서도 실현 가능한 청년
기본소득에서부터 시작하여 보편적인 기본소득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이는 이후 인천의 ‘기본소득 청년조례 제정 운동’(2017)과 서울의 ‘청년기
본소득 주민발의 운동’(2017), 시흥의 ‘19금 청원운동’(2018) 등으로 이어
졌다. 
   그러나 각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조례 제정 운동을 주도했던 활동가들은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이 청년기본소득을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개인의 
브랜드로 여기며 관심을 보이지 않아 운동에 어려움을 겪었다(활동가 C, 
D 면담). 이를테면 2017년 인천에서 청년기본소득 조례 제정 운동을 했던 
활동가 D는 당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인천시민 
1,072명의 서명을 받고, 시의원들을 여러 차례 찾아가 청년기본소득을 제
안했지만, 여야 상관없이 대다수의 시의원이 “기본소득은 이재명 시장의 



- 87 -

브랜드이니 나는 일자리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식으로 반응”하면서 제안을 
받지 않아 조례안을 상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활동가 D 면담). 

인천에서 운동하면서 기본소득 논쟁이 많이 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데 다들 관심이 없어 했어요. (...) 몇 번을 찾아가서 제안을 했는데, 이게 
청년배당은 이재명의 정책이고, 청년수당은 박원순의 정책이고 이렇게 되
다 보니까 제안을 쉽게 받지 않더라고요. 그건 누구꺼니까 내가 할 수 있
는 건 아니고 나는 일자리 문제에 집중하겠다 이런 식인 거죠.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이 크니까. 결국은 현실 
정치의 벽에 막힌 거죠.

(활동가 D 면담 2021. 6. 7.)
 

3. 고향사랑상품권 연계형 복지수당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기조하에 청년배당을 최저임
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벌충하려는 기획과 연결하면서, 청년배
당이 놓인 정치의 지형은 다시금 변화하게 된다.71)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청년배당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할 정책 
모델로 주목하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 급여와 고향사랑
상품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종 연구와 법, 제도가 형성되었

71)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은 포스트 케인지언의 ‘임금주
도 성장 전략(Wage-led growth)’을 수용한 것으로, 이 전략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풍토 속에서 대안적인 경제성장 전략으로 
주목받아 왔다(UNCTAD 2010; ILO 2011; 라부아·스톡해머 2012). 임금주도성장론을 
주창한 이들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임금 상승 억제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건
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 온 ‘이윤주도 성장전략’이 그것이 약속했던 고용 확대와 가계소
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기업의 사내유보금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들은 노동가구의 소득 부족으로 인한 과소소비가 경기침체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질임금을 높이면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노동자 가구의 소비가 활발해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라부
아·스톡해머 2012: 13). 한국에서 이 전략은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국내 상황을 
반영하여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수정되었지만, 노동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함
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뤄낸다는 골자는 그대로 유지되었다(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2; 주상영 2013; 홍장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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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와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언론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연구자,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 여러 지역의 소상공인, 아동수
당 수령자 등이 새로운 공중의 구성원이 되었다. 이 절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여러 행위자가 고향사랑상품권을 중심으로 각자의 입장과 전략을 
설정하며 공중이 된 양상을 살펴보고(3.1.절), 청년배당이 여러 지역에 고
향사랑상품권 연계형 복지수당의 형태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수령자의 선
택권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이해 사이의 대립’이 새로운 마찰의 지점이 되
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전개된 과정을 분석한다(3.2.절).

3.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후, 더
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경선 상대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소득 
공약을 ‘고향사랑상품권 연계형 복지수당’으로 번역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 위원회는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이 청년들의 취업 준비에 도
움을 줬고,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려내는 등 실제 현장에서 기본소득 정책 
효과를 증명했다”며, “이 시장의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기
본소득 정신을 이어받아 대선공약에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총 4
조원 규모의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72) 이후 더
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집에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 공약을 아동수당, 구
직촉진수당, 기초연금 등으로 구성된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을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형태로 반영했다.73) 
   이러한 공약은 2017년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소득주도성장의 기
조하에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 폭(16.4%)으로 인상한 직후 구체화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배당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72) 민중의소리, 2017. 4. 26. “문재인, ‘이재명표’ 기본소득 정신 이어받아 복지수당 지역
화폐로 지급 공약,” http://www.vop.co.kr/A00001152337.html (2021. 10. 8. 접속)

73) 경향신문, 2017. 5. 2. 문재인 “생애맞춤형 기본소득 보장하겠다,” 
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1705022031011 (2021. 10. 1.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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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함으로써 “을과 을의 싸움”으로 비유되어 온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했다. 지자체가 공무원 복지
포인트와 아동수당을 비롯한 각종 복지수당을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
도록 하여 수령자의 지역 내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상쇄한다는 것이다(관계부처 합동 2017: 17). 
   문재인 정부가 청년배당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벌충하려는 기획과 연결하면서, 정부부처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청
년배당을 복지급여를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복지와 경제의 선
순환을 이뤄낸 모범적인 정책으로 제시하기 시작했고, 소상공인을 지원하
기 위해 사회보장 급여와 고향사랑상품권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
종 연구와 법, 제도가 형성되고 유통되었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 시기에 
성남시와 청년배당을 두고 대립했던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청년배당
을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성공 사례로 소개하며 
지자체들이 복지급여를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74)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
상공인·중소자영업자 대책 TF’도 청년배당을 모델로 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급여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75) 같은 시기, 행정안전
부와 국회예산결산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국회의 지원하에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은 청년배당이 지닌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
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다(이한주·김병조 2017; 김병조 2018, 
2019; 이상훈·박누리 2018).
  이 과정에서 고향사랑상품권 연계형 복지수당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 소상공인, 기본소득 연구자, 지역화폐 연구자,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 등 다양한 지향과 이해관계를 지닌 이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공통의 관심 지점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고향사랑상품권 

74) 내일신문, 2017. 10. 10. ““지역화폐(지역상품권)가 뜬다” 지자체 관심 높아져,”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252638 (2021. 10. 5. 접속)

75) 머니투데이, 2018. 2. 5. “최저임금 인상 위기? ‘지역화폐’가 보완책일 수 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20514547625809 (2021. 10. 5.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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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형 복지수당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상쇄하고자 했다. 기본소득을 주장해 온 몇몇 연구자는 정부기관의 고향사
랑상품권 관련 연구 용역 사업에 참여하여 청년배당을 시범적 기본소득제
로 소개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소득보장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이한
주·김병조 2017). 여러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이를 매출향상의 기회로 보고 
지자체에 청년배당과 같은 고향사랑상품권 연계형 복지수당을 도입할 것
을 요구하였고, 2018년 지방선거 후보들은 이를 소상공인의 지지를 확보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각종 고향사랑상품권 연계형 복지수당을 공약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이들이 고향사랑상품권을 중심으
로 모이면서 청년배당은 고향사랑상품권 연계형 복지수당의 형태로 빠르
게 확산되었다. 

3.2. 수급권자의 선택권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이해

   청년배당이 고향사랑상품권 연계형 복지수당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수령자의 선택권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이해 사이의 갈등’이라는 문제가 
새로운 마찰의 지점으로 떠올랐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공중을 형
성하는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과정, 그리고 중앙정부와 성남시, 소상공인, 
아동수당 수급권자, 타 지자체 등 상이한 지향과 이해관계를 지닌 이들의 
실천이 뒤얽히면서 수급권자의 소비자로서 편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
게중심이 기울게 된 과정을 분석한다. 
   청년배당 도입 초기부터, 성남시청 산하 정책기획과, 사회복지과, 전통
시장현대화과와 같은 청년배당 유관 부서의 공무원들은 청년배당 수령자
의 선택 폭을 늘리기 위해 가맹점 제한을 완화하는 것과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맹점 제한을 강화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고자 노
력했다.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늘리면 청년배당의 수령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용처에 청년배당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가맹점
을 과도하게 늘리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애초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당시 청년배당 사업을 담당했던 사회복지과 공무원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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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배당 수령자들로부터 청년배당을 통신비나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해 달라는 민원을 종종 받았지만, 담당 부서 내부에
서는 가맹점 제한을 완화하면 결국 청년배당이 대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
게 되므로 수령자의 선택권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이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공무원 A 면담).
   성남시청 내부의 고려사항으로만 존재했던 이 문제는 청년배당이 고향
사랑상품권 연계형 복지수당의 형태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쟁점
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지자체에 복지급여를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하도록 장려하자, 이재명 성남시장과 청년배당 입안자 A는 기본소득의 도
입 기반을 다지기 위해 청소년배당(안)과 아동수당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과의 복지동맹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성남사랑
상품권은 규정된 용법과 다른 효과를 만들어 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입
안자 A가 성남사랑상품권을 복지급여 수급권자와 지역 소상공인의 동맹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과 달리, 아동수당 수급권자들이 
아동수당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에 반발하면서 수령자의 선택
권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이해 사이에 대립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2017년 10월 17일 성남시청에서 주최한 <성남시 청소년배당 톡톡 시
민간담회>에서 고등학생 대표로 참석한 토론자가 청소년배당을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적어진다며 청소년배
당을 현금으로 지급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으나, 성남시에서 도입
을 추진한 청소년배당(안)에서 수령자와 소상공인의 이해관계는 아직 본격
적으로 충돌하지 않았다.76) 이재명 성남시장과 입안자 A는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등 이 정책에 반대할 세력이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청소년배
당의 동맹세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상인회장들도 청소년들에게 
소비에 작은 불편이 생기더라도 소상공인과 상생하자고 부탁했다. 이 자리

76) 2017년 9월 성남시청은 문재인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을 배경
으로 청년배당과 같은 형식의 ‘청소년배당’ 도입을 추진했다. 사업의 주된 내용은 만18
세부터 급식비 상당액인 월 8만원씩 연 10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것
이다. 이 사업은 성남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도입되지 못했다. 한겨레, 2017. 9. 25. 
“경기 성남시, 청년배당 이어 ‘청소년배당’도 추진,”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12378.html (2021. 10. 4.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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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치적 반대 입장을 취하는 분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간
담회에 참석한 상인회장들에게 지지를 부탁했고, 상인회장들도 청소년배당
이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면 청년배당을 지지했던 것처럼 청소년배
당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77) 
   2018년 민선 7기 성남시정(은수미 시장)이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아동
수당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아동수당 수급권자들
이 반발하면서, 수급권자와 소상공인의 이해관계가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되었다. 아동수당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은 이미 이재명 
시장의 민선 6기 성남시정에서 논의된 것으로, 당시 이를 제안한 이재명 
성남시장과 청년배당 입안자 A는 성남사랑상품권을 매개로 아동수당 수급
권자와 소상공인의 복지동맹을 구축하여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아동수당 
대상자의 연령대를 대폭 확대하고자 했다.78) 2018년 지방선거에 더불어민
주당 소속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한 은수미는 아동수당을 비롯한 각종 복
지급여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성남사랑상품권 1천억 원 시대”
를 열겠다고 공약하며 많은 소상공인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79) 당선 직후 
은수미 성남시장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목표로,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
의 반대로 상위 10%를 제외한 선별지급 방식으로 축소된 아동수당을 다
시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이를 11만 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곧 성남시청은 아동수당 수급권자와 소상공인의 상반된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동수당 수급권자들은 중앙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기
로 한 아동수당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77) 이 토론회 내용은 다음의 영상을 참고한 것이다. 성남시청. 2017. 10. 17. <성남시 청
소년배당 톡톡 시민간담회>, https://www.youtube.com/watch?v=zcZN0KZ65Ik 
(2021. 10. 6. 접속)

78) 아시아경제, 2017. 12. 10. “이재명 ‘기본소득네트워크’서 공로패... “기본소득 전면 도
입 하 자 ” ,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21009525119246&mobile=Y 
(2021. 10. 4. 접속)

79) 매일타임즈, 2018. 5. 22. “성남사랑상품권 1천억 시대 환영,”  
http://www.m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09 (2021. 10. 4.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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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다른 한편, 
성남 지역 소상공인 연합회는 성남시청에 복지급여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상품권 1천억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80) 
특히 아동수당 수급권자들의 반발이 거셌는데, 아동수당 수급권자들의 대
표를 자청한 한 여성 단체는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수당
의 취지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소상공인보다는 양육자의 입장
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아동수당을 아이 적금이나 보험, 병원비로 쓰지 
못하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육아용품을 재래시장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것은 양육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비판했다.81) 이
들은 청와대 누리집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수당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는 청원을 올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설문조사
와 서명 운동을 벌였다. 
   아동수당 수급권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성남시청은 아동수당을 지류 
상품권이 아닌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하여 사용처를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
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하는 아동수당 톡톡 토론
회>(2018. 7. 26.)를 개최했다.82) 이 토론회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청년
배당 입안자 A는 이전 시기 이재명 시장과 입안자 A가 <성남시 청소년배
당 톡톡 시민간담회>에서 청소년들을 설득했던 논리를 따라 부모들을 설
득하려 했다.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이 증세를 하여 아동수당을 보편적으
로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아동수당
을 확대하려면 소상공인을 동맹세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
에 참석한 상인회장들도 부모들에게 작은 불편을 감수하여 함께 상생하자
고 호소했다. 

80) 비전성남, 2018. 9. 27. “[민선7기 100일 성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https://m.snvision.newsa.kr/8810 (2021. 10. 5. 접속)

81) 뉴스1, 2018. 6. 29. “‘엄마 현실’ 무시한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바꿔라,”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oid=421&aid=00
03456399&sid1=001&fbclid=IwAR2xHNnkPntgah31o22TmCGE3N6eH4n7TGt_DeqPT
h1tNjZLDq395jzH1M4 (2021. 10. 5. 접속)

82) 이 토론회 내용은 다음의 영상을 참고한 것이다. 성남시청, 2018. 7. 26. <부모님과 
함께하는 아동수당 톡톡 토론회> 
https://www.youtube.com/watch?v=hswC22rmNe0 (2021. 10. 6.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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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설득은 잘 이뤄지지 못했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수급
권자가 아동수당을 현금이 아닌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에 반대
했다. 자신을 두 아이의 아빠라고 소개한 한 시민은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아동수당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개인의 자유에 달려있다”며 아동수당을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수령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입안자 A: 아직 아동수당을 반대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기재부는 세금을 
올려서 아동수당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 
임기 내에 그런 반대 세력들을 이겨내고 (...) 아동수당을 늘려나가려면 학
부모 말고 다른 지지 세력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정치인들이 가장 두
려워하는 세력이 소상공인입니다. (...) 이들을 아동수당을 늘리는 동맹세력
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 어머니들이 조그만 불편을 감수하고, 함께 
사는 시를 만드는 것부터가 복지 반대 세력을 이겨내고 복지국가로 나아가
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시민 1: 저는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가 자유권을 침해한
다고 봅니다. (...) 문재인 정부에서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
면, 그걸 수급자가 받아서 어떻게 쓸 것인가는 개인의 자유에요. 그 개인의 
자유를 어떤 권리로 침해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역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집단을 위해서 개인의 행복을 희생해도 되는 건가요? 
시민 2: 저도 똑같은 반대 입장인데요. 지금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 중 하
나는 다른 지역은 다 현금으로 받고, 성남만 역차별적으로 상품권을 준다
는 겁니다. (...) 저희 부모님이 상품권 받아 오시면 어디서 쓸지 모르겠다
고 저를 주십니다. 그 상품권 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남시청, 2018. 7. 26. <부모님과 함께 하는 아동수당 톡톡 토론회> 일
부 발췌)

결국 이 갈등은 성남시청에서 아동수당을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하면 방문 
수령할 필요가 없으며 가맹 기준을 벗어나는 영업장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이 지정되기 때문에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부모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아동수당 수령자가 “현금이 좋지만 지역사회를 
위해서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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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고향사랑상품권의 발행량을 지역경제활성화 효
과를 대변하는 척도로 제시하면서, 무게중심은 수령자의 ‘소비자로서 편
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2019년 1월 행정안전부는 지역 내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액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겠다
며, 각 지자체의 연간 발행수요를 지원액 산정 기준으로 제시하여 지자체 
간 예산 확보를 위한 발행액 경쟁을 부추겼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 
곧 고향사랑상품권의 발행량은 지자체가 고향사랑상품권 연계형 복지정책
을 실행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지자체들은 고향사랑상품권
의 발행량을 대폭 늘리기 위해 고향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제한을 완화하고 
할인율과 캐시백을 늘리는 등 수령자의 소비자로서 편의를 강화하고자 했
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후, 경기도
청은 공약사업으로 청년배당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수령자의 편의를 위해 고향사랑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5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83)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고향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제한 기준이 새로운 공중을 형성하
는 쟁점이 되었다. 고향사랑상품권 발행량을 늘리고자 한 도내 지자체, 자
신들의 영업 이익을 늘리고자 한 프랜차이즈 업체, 청년기본소득 수령자의 
편의를 위해 사용처를 늘려야 한다고 본 일부 경기도연구원 연구자들과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고향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기준을 연 매출 10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지지했다. 이와 반대로 도내 영세 자영업자들과 
지역화폐 전문가, 경기도청의 일부 공무원들은 가맹점 제한 기준을 완화할 
경우 풀뿌리 경제의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가 훼손된다며 가맹점 제한을 
5억 원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2019년 1월 31일에 열린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에서 경기도청 관계자가 청년기본소득 수령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가맹점 제한 기준을 완화하려 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이 자리에 참석한 상

83) 농민신문, 2019. 2. 8. “지역화폐로 기초연금 지급 땐 생산유발효과 연 13.3% 늘어,”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FNC/306761/view?site_preference
=normal (2021. 10. 6.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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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회장들과 지역화폐 전문가는 가맹점 제한 기준을 연 매출액 10억 원 이
하로 확대하면 프랜차이즈 매장 상당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전통시장과 골
목상권을 살린다는 애초의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청 관계자
에게 가맹점 제한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84) 그러나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액이 그 자체로 지자체의 성과가 되고, 도내 대기업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자신 또한 영세 자영업자라며 가맹점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경기도청은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매장으로 
고향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기준을 완화했다.85) 
   일부 소상공인과 지역화폐 전문가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량이 그 자체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대변하는 척도가 되
면서 민선 7기 경기도정은 민선 6기 성남시정이 청년배당을 도입했을 때
보다 용이하게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었다. 경기도청과 도내 지자
체, 언론들은 정책-연결망의 핵심적인 행위자가 된 고향사랑상품권의 발행
량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정책의 효용과 무관하게 청년기본소득이 
가져다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청과 도내 
지자체들은 청년기본소득으로 풀리게 될 고향사랑상품권 액수를 강조하며, 
청년기본소득이 “복지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홍보했다.86) 여전히 일부 보수언론은 청년기본소득을 “세금
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퍼주는 포퓰리즘”으로 비난했지만,87) 다수의 언
론이 청년기본소득으로 풀리게 될 고향사랑상품권의 액수를 조명하며 청
년기본소득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88)  

84) 이 토론회 내용은 다음의 영상을 참고한 것이다. 경기도청, 2019. 1. 31. <경기지역화
폐 활성화방안 토론회> https://www.youtube.com/watch?v=HgmAFwWGNm8 
(2021. 10. 9. 접속)

85) 매일경제, 2019. 3. 24. “[지역화폐 리더 경기도] ③ 소득주도성장 우회로 될까,” 
https://m.mk.co.kr/news/economy/view/2019/03/176253/ (2021. 10. 6. 접속)

86) 한겨레, 2019. 4. 2. “골목 경제 희망, 경기도 지역화폐 시대 열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88315.html (2021. 10. 10. 접속)

87)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조선일보, 2019. 3. 28. “또 이재명式 현금 살
포… 만 24세 되면 무조건 100만원,”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8/2019032800255.html 
(2021. 10. 10. 접속)

88)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중앙일보, 2019. 3. 31. “내일부터 경기도 전역
서 지역화폐 사용: 골목상권 살아날까?”; 국민일보, 2019. 4. 1. “경기지역화폐 본격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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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상품권의 발행량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늠하는 척도이
자 지자체장의 성과로 고착화되면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한 고향
사랑상품권 연계형 복지수당은 풀뿌리 경제의 활성화라는 애초의 취지와 
달리, 소자본과 대자본 간 불평등을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경기도 내 
지자체들은 수령자의 소비자로서 편의를 강화하여 고향사랑상품권의 발행
량을 늘리기 위해 가맹점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89) 성남시와 시흥시 등 
자체적으로 가맹점 제한 기준을 마련한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
가 고향사랑상품권을 연 매출 10억 원 이하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편의점
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일부 지자체는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도 가맹을 승인하였다. 또한 도내 일부 지자체는 사용자 편
의를 강화하기 위해 대형 카드사의 결제망을 쓰고자 했고, 대형 카드사들
은 이를 해당 지역의 결제망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고향사랑상품
권 전용 카드 선점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90) 결국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한 
상품권 연계형 복지수당의 사용처는 연 매출액 5억 원 이상의 가맹점에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91)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청년배당 도입을 계기로 성남시의 여러 복지 관
련 행사에 참여해 온 상인회장들은 지자체의 홍보물과 언론 기사에서 언
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와 실제 골목상권과 전통시
장이 놓여있는 상황 사이의 괴리를 지적했다. 청년기본소득이 고향사랑상

행... 이재명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 할 것.”
89) 한겨레, 2019. 7. 22. “지역에 ‘다른 돈’이 돈다…1년 사이 6배 몸집 불어난 ‘지역화

폐 ’ , ” 
http://heri.kr/index.php?mid=bettersociety&page=5&document_srl=967693&m=0 
(2021. 10. 7. 접속)

90) 머니S, 2020. 12. 26. “카드사 “지역화폐 시장 선점하라”… 내년 15조원으로 껑충”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2415128068168 (2021. 10. 9. 

접속)
91) 『주간경향』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고향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연 매출 3억 

미만 영세업체는 전체의 73.5%다. 반면 연 매출 5억~10억 원 이상 가맹점은 전체 가맹
점의 12% 정도다. 그런데 고향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5억~1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 더 
많이 사용된다. 3억 미만 영세 가맹점에서 결제된 금액이 4780억 원을 웃돈다면, 5억 
이상 가맹점에서 결제된 금액은 4977억 원을 웃돈다. 주간경향, 2020. 10. 12. “늘어나
는 지역화폐 지속가능할까,”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010121413261&c
ode=#csidx80aca9793174ea78533c51541d23fbe (2021. 10. 9.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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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권으로 지급되는 것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보다는 낫지만 매출에는 거
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상인회장 B, D 면담). 한 상인회장은 고
향사랑상품권의 가맹점 기준이 연 매출액 5억 원 이하였고 지류 상품권으
로 지급되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성남시 청년배당
에 비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소상공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의 
매출을 향상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상인회장 D 면담). 
   기본소득 운동가들 또한 고향사랑상품권의 발행량이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가늠하는 척도로 자리 잡은 것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했다. 2018년 
시흥시 19금 청원운동을 기획했던 활동가 C는 청년배당이 대기업 주도의 
경제성장이 아닌 풀뿌리 경제의 활성화라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상(想)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지만, 최근에는 “고향사랑상품권이 
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돌아가느냐가 그 자체로 지자체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처럼 되면서” 빈익빈 부익부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활동가 C 면담). 
   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는 명분하에 사
회보장 급여를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통화공급 정책으로서의 기능
을 강조하는 경향을 지적하며, 청년기본소득이 수령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발전하기보다는 경기부양
을 위한 한시적인 소비 쿠폰에 그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였다.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은 연동되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자기 
몫이 있어야 정치적으로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한
국의 정치에서도 경제적으로 독과점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치적인 
독과점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기본소득이 부와 권
력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의 하한선뿐만 아니라 상한선에 
대한 논의가 같이 이뤄져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활동가 C 면담 2021. 6. 6.)

그는 기본소득이 실질적으로 부와 권력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는 부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설정하는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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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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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성남시 청년배당의 도입 및 확대 과정을 사례로, 2010년대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대안적인 사회운동 및 사회정책의 의제로 부상한 맥
락과 그것이 청년배당이라는 정책으로 구체화된 양상, 그리고 이 정책의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난 동맹과 갈등, 균열의 지점들을 포착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보장 공론장의 정치 지형을 드러내고자 했다. 연구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배당은 2000년대 후반부터 기본소득 운동을 주도해 온 기본
소득한국네트워크와 무상복지를 주요한 시정과제로 내세운 민선 6기 성남
시정이 조우하면서 도입되었다. 2000년대 후반 변혁적 기본소득론자들은 
기본소득을 탈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전략으로, 개혁적 기본소득론자들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로 주장해 왔다. 
이들은 2013년부터 기본소득네트워크에서 함께 활동하며 기본소득을 공유
자산에서 나오는 부의 배당으로 정당화하는 데 합의를 이룬다. 한편, 
2014년 민선 6기 성남시정은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범진보세력을 
결집했던 무상복지라는 구호의 정치적 효력이 약화되자, 기본소득을 무상
복지를 대신하여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에 대한 
의무를 공론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했다. 민선 6기 성남시정이 기본
소득한국네트워크에 시범적 기본소득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면서 기본소득 
개념이 현실의 정책으로 도입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청년배당의 입안자들은 청년배당의 구상 과정에서 기본소득과 공
유부 배당의 개념, 청년이라는 세대 범주, 지역화폐를 결합하여 시범적 기
본소득제를 구현할 수 있는 연결망을 조직하였다. 성남시의 시범적 기본소
득제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운영위원들과 개별적으로 기본소득에 관
심을 갖고 있던 연구자들,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공무원들의 논의과정을 거
쳐 청년배당이라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청년배당의 입안자들은 기본소
득을 2000년대 후반부터 주요한 사회문제로 주목받아 온 청년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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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대책으로 제시하고, 청년세대론의 대중성을 활용하여 보편적 
기본소득을 공론화하고자 했다. 기존 청년실업대책에서 청년이 사회보장과 
무관한 예비노동자로 간주되어왔다면, 이들은 청년을 고용노동과 무관하게 
공유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공유자로 
인정했다. 또한 청년배당의 입안자들은 청년배당과 지역화폐를 연계함으로
써 대자본과 소자본 사이의 불평등을 문제화하고, 생산노동이 아닌 소비를 
중심으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
어, 입안자들은 성남사랑상품권을 매개로 청년배당을 소상공인의 경제적 
이해에 부합하는 것으로 제시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연합회들과 정치적 
동맹을 맺을 수 있었다. 이로써 시범적 기본소득제를 실현할 수 있는 연결
망이 구축되었다. 
   셋째,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공표한 후, 박근혜 정부와 여당 정치인, 보
수언론이 반발하면서 청년배당은 공중을 형성하는 쟁점이 되었다. 당시 지
자체와 복지예산을 두고 갈등하고 있었던 박근혜 정부와 여당, 보수언론은 
노동을 통한 자립을 청년의 덕목으로 강조하며,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청년에게 현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청년배당의 도입을 반대했다. 한
편 이 정책을 옹호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과 국회의원, 진보언론
들은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환기하며 청년세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
성을 강조했다. 이들의 논쟁에서 청년배당은 시범적 기본소득제로 공론화
되기보다는 청년이라는 특정 세대 집단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공
론화되었고, 청년이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
었다. 
   2016년 3월 알파고 쇼크 이후 기본소득이 대중적 관심을 받는 의제로 
급부상한 것을 계기로, 청년배당을 둘러싼 정치의 지형은 기본소득을 중심
으로 재편되었다. 청년배당의 공중이 각자의 입장과 전략을 재설정하며 기
본소득을 중심으로 다시 모였고, 복지국가 운동진영이 공중의 새로운 구성
원이 되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연구자들은 복지국가 운동진영에 연
대를 제안하였으나, 복지국가 운동진영의 논자들은 기본소득이 ‘필요의 충
족’이라는 사회보장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기본소득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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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의 연대 제안을 거부하고 주요한 기본소득 반대 세력이 되었다. 한편 
정치권과 언론에서 청년배당과 기본소득을 “이재명의 정책”으로 다루면서, 
여러 행위자의 연합을 통해 등장한 청년배당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개인
의 브랜드로 귀속되는 일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기본소득 의제는 정쟁의 
문제로 축소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게 되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기조하에 청년배당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벌충하려는 기획과 연결하면서, 청년배당
이 놓인 정치의 지형은 다시 변화한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
장 급여와 고향사랑상품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종 연구와 법, 
제도가 형성 및 유통되었고, 고향사랑상품권 연계형 복지수당은 문재인 정
부와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 등이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공통의 관심 지점이 되었다. 청년배당이 고향사랑상품권 
연계형 복지수당의 형태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수령자의 선택권과 소상공
인의 경제적 이해 사이의 대립’이 새로운 마찰의 지점이 되었다. 청년배당
의 입안자들이 고향사랑상품권을 매개로 수령자와 소상공인의 복지동맹을 
형성하고자 했지만, 아동수당 수급권자들이 아동수당을 현금이 아닌 고향
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에 반발하면서 수급권자의 선택권과 소상공인
의 경제적 이해가 대립하게 되었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고향사랑상품
권의 발행량을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대변하는 척도로 제시하면서, 무게
중심은 수령자의 ‘소비자로서 편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지
자체들은 수령자의 편의를 강화하여 고향사랑상품권의 발행량을 늘리기 
위해 가맹점 제한을 대폭 완화했고, 이로 인해 고향사랑상품권 연계형 복
지수당은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하기보다 대자본과 소자본 간 부의 불평등
을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는 기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한국의 복지정치에 대한 논의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주로 기본소
득의 규범적 정당성을 정교화하는 연구나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하고 효과
성을 평가하는 연구에 집중되어왔다. 기본소득의 정치적 측면을 분석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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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연구는 ‘불안정 무산자 계급’과 같은 보편적인 기본소득 운동 주체의 
형성을 위한 시론적 논의에 집중하거나(곽노완 2010; 심광현 2011), 정당
과 노동조합과 같이 정치적 대표성을 인정받은 집단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열거하고(김교성·이지은 2017), 실질적 자유와 같은 정치적 이상을 
담지하고 있는 정책이 현실의 제약으로 인해 오인되는 과정으로 서술해왔
다(이명현 2016). 
   그러나 기본소득의 제도화 과정이 규범적 정당성과 공학적 정책 설계
를 갖춘 제도가 선형적으로 실현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면, 기본소득 개념
이 특정 시공간에서 하나의 정책으로 자리 잡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여러 
집단의 정치적 실천이 뒤얽히며 형성된 정치의 지형은 그 자체로 면밀한 
탐구를 필요로 한다. 기본소득을 현실의 정책으로 도입하고자 한 이들은 
어떻게 기본소득 개념을 기존 법과 제도 안에서 하나의 정책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가공하고, 이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설득의 전략을 
고안하였는가? 이렇게 구상된 기본소득제는 실제로 어떤 공중을 형성하였
는가? 공중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이 정책을 중심으로 동맹을 맺거나 갈등
하고 타협하였는가? 이 과정을 거쳐 부각된 기본소득의 구체적 내용은 무
엇이며, 반면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거나 가려지게 된 기본소득의 내용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청년배당의 제도화 과정에서 이 정책이 놓인 정치의 
지형이 변화해 온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상기한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또한, 청년배당의 제도화 과정은 기본소득이라는 범주를 벗어나 한국 
복지정치의 역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하나의 사건이다. 기존의 성남
시 청년배당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이 정책을 “범주형 기
본소득”으로 명명하고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이행을 지향하는 시범적 기
본소득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정책들의 효과성을 평가하거나(이승주 
2019; 유영성 외 2019a, 2019b; 이선영 외 2020), 이 정책과 이념형 기
본소득 사이의 간극을 강조하며 이 정책을 “가짜 기본소득”으로 비난해 
왔다(양재진 2017; 이상이 2017). 그러나 청년배당은 기본소득이라는 규정
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사회에서 여러 형태의 현금지급 정책이 논의되고 
실행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회수당이 20세기 초부터 주요한 사



- 104 -

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서구 국가들이나, 20세기 말 신자유주의
로의 전환 과정에서 조건부 현금지급 프로그램이 주요한 사회보장제도로 
기능해 온 남반구 국가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2015년 성남시 청년배당과 
서울시 청년수당이 도입되면서부터 기본소득과 사회수당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현금지급 정책에 대한 논의와 제도적 실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이라는 범주 안에서 청년배당의 
성격을 미리 규정하기보다는 이 정책이 어떤 행위자들을 모으고 이들의 
관계를 조직하며 기존 사회보장 공론장의 정치적 지형을 변화시켰는지, 그
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현금지급에 대한 어떤 논의와 제도적 실천이 가능
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청년배당의 제도화 과정을 관통하는 총
체적인 서사나 규범을 미리 상정하지 않고, 이 정책과 관계된 여러 사람과 
논쟁, 사건을 따라가며 정책-연결망이 형성되고 변화해 온 과정을 추적함
으로써, 청년배당의 제도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보장 공론장의 정치적 지
형을 포괄적으로 조명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행위자가 다수의 행위자를 
대변하는 강력한 고리가 되는 한편, 어떠한 행위자가 동맹에 실패하거나 
이 정책이 놓인 연결망의 주변부에 남게 되었는지 드러냄으로써 구체적인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내용이 이상적인 기본소득 개념이 정치의 과정
을 거쳐 변질되거나 실패하였다는 서술로 전해지지 않길 바란다. 청년배당
의 입안자들은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을 유토피아적 개념에서 현실의 제
도로 끌어왔고, 실제로 청년배당과 관계된 공중이 형성되었으며, 청년기본
소득을 둘러싼 정치의 지형은 여전히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이런 점에서 
아쉬움으로 남는 점은 본 연구에서 문재인 정부의 관여로 청년배당이 고
향사랑상품권 연계형 복지수당의 형태로 확산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나
타난 갈등의 지점들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면서, 성남시 청년배당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정치의 지형을 포괄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기본소득 운동
가들이 참여하고, 청년기본소득 담당 공무원들이 이 정책을 홍보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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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청년기본소득 수령자들이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하고, 경기연구원과 
기본소득 연구자들이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등 청년기
본소득을 중심으로 또 다른 행위자들의 연결망이 형성되는 양상과 이 과
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ANT가 연결을 쫓는 방법론일 뿐만 아니라 연결을 만들어
내는 실천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가 청년배당의 입안자와 
정치인, 상인회장, 언론 등 실제로 청년배당을 둘러싼 정치에 참여하였던 
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이 과정에서 발언권을 할당받지 
못했으나 이 정책에 관계되어 있는 청년기본소득 수령자, 공무원, 소상공
인의 경험을 분석하여 연결을 만들어내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92) 
   기본소득은 여전히 여러 행위자의 개입과 번역을 통해 그 성격이 변화
할 수 있는 열린 네트워크이다. 본 연구가 청년배당이 촉발한 사회보장 공
론장의 정치적 지형 변화를 탐구하려는 이들에게도, 기본소득의 해방적 가
능성과 현실적 조건 사이에서 접점을 만들고 개입 가능한 지점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길 소망한다. 

92) 청년기본소득 수령자들의 경험을 해석한 조문영 외(2021)와 서정희·이지은(2021)의 연
구가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해주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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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newly emerging political 
spheres formed by the interaction of various actors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Seongnam Youth Dividend (YD). Many 
studies on basic income have focused on presenting the 
normative justification of basic income, or designing a policy 
model and evaluating its effectiveness. These studies regard basic 
income as an idea with normative justification and rational policy 
design.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y the idea of basic 
income attracted attention in a specific time and space and what 
discussions and institutional practices emerged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this policy. In what historical and 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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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did the idea of basic income draw attention as a feasible 
policy? To make the idea of basic income a real policy, what 
strategies of persuasion and mobilization did the policymakers 
make? Who became interested in this policy, and how did these 
various actors ally, conflict, and compromise? Through this 
process, which character of the policy strengthened, while what 
weakened?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 and discursive analysis, I 
examined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policy-network 
of YD. Specifically, I trace the trajectory of the issue of YD 
which changed by the interaction of various actors - basic 
income activists, politicians, media, small business owners, etc. -. 
Also, I analyzed which figures, discourses, and indicators became 
powerful links representing several actors in this policy-network, 
while which actors failed to form an alliance or remained in the 
periphery of the network.
   Chapter 2 examines the background in which the idea of basic 
income attracted attention as a feasible policy in Korea in the 
2010s. Basic income could be a real policy as the basic income 
movement, which began in the late 2000s, met the rise of 
universalism in welfare policy after the debate over free school 
lunch program in 2010. In the late 2000s, some left, green 
political activists, and social policy scholars, each for different 
reasons, support basic income as a new agenda of social 
movement and social policy. Since the early 2010s, they began 
working together centered on Basic Income Korean Network 
(BIKN), and they agreed to justify basic income as “dividend of 
common wealth”. Meanwhile, Seongnam City Government, run by 
Lee Jae-myung, paid attention to basic income as a means to 
solve the problem of inequality and to make the state’s duties to 
social security the object of public discussion on behalf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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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gan of “universal welfare” whose political power weakened. 
The idea of basic income could be discussed at the policy level, 
as Seongnam City Government sought advice from BIKN on the 
pilot basic income.
   Chapter 3 describes how the policymakers of YD organized a 
network that can make the idea of basic income a real policy. 
They connected the concept of dividend of the common wealth, 
the generational category of youth, and local currency. They 
proposed basic income as a new way to solve the youth problem, 
which has been a major social problem since the late 2000s, and 
sought to publicize basic income by making the best use of the 
popularity of youth discourse. The policymakers proposed paying 
YD in local currency. To do so, they problematized inequality 
between large capital and small capital, and presented a blueprint 
that welfare and the economy could circulate centered on 
consumption, not labor. They made local small business owners 
allies of this policy by presenting YD as relevant to the economic 
interests of small business owners through local currency.
   Chapter 4 describes the process of changing this 
policy-network in three phases from September 2015, when 
Seongnam City Government announced YD, to April 2019, when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expanded YD to Gyeonggi Youth 
Basic Income. The first phase is during the Park Geun Hye 
government, which conflicted with local governments over welfare 
budgets, opposed the introduction of YD, and debates over the 
introduction of YD by politicians and media began. The Park 
Geun Hye government, the ruling party, and conservative media 
emphasized independence through labor as a virtue of youth and 
opposed the introduction of YD. In contrast, politicians of the 
Democratic Party and progressive media which advocated this 
policy, called for the difficulties of the youth and emphasiz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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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 for social support for the youth. In their debate, YD was 
publicized as a cash transfer program to the youth rather than 
as a basic income pilot. The key issue was whether youths 
deserve welfare benefits.
   The second phase is when the policy-network was reorganized 
around basic income, with basic income rapidly emerging as an 
agenda that received public attention after the shock of AlphaGo 
in the spring of 2016. The public of YD reassembled around 
basic income by resetting their positions and strategies, and the 
activists of welfare state movement became a new member of the 
public. Some researchers of BIKN suggested them a political 
alliance. However, numbers of welfare activists rejected the 
suggestion because basic income violates the principle of social 
security. Meanwhile, as politicians and the media treated YD and 
basic income as “Lee Jae-myung’s policy,“ YD, which emerged 
through a coalition of various actors, were attributed to the 
individual brand of Lee Jae-myung, which poses a risk of 
reducing the basic income agenda to capricious political disputes.
The third phase is when the policy-network was reorganized 
around local currency in 2017, when the Moon Jae In government 
linked YD to plans to compensate for small business owners’ 
losses from raising the minimum wage under the stance of 
income-led growth. In order to support small business owners, 
various studies, laws, and institutions were formed and 
distributed toward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between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local currency. 
   YD spread in the form of ‘local currency connected welfare 
benefits’ to many regions. In this process, the confrontation 
between recipients’ right of choice and small business owners’ 
economic interests became a new point of friction. Soon after, 
the center of gravity tilted toward strengthening the recip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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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ience as a consumer. This is because the Moon Jae In 
government presented the issue amount of local currency as a 
measure of the effect of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Local 
governments have greatly eased restrictions on franchisees of 
local currency to increase the issue amount of local currency by 
strengthening the convenience of recipients. As a result, the local 
currency connected welfare benefits deepened inequality between 
large capital and small capital rather than revitalizing the 
grassroots economy.
   Without presupposing overall norms or narratives through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YD, this study aimed to reveal the 
alliances that strengthens or weakens the specific character of 
YD or interference challenging such alliances by describing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policy-network of YD. Basic 
income is still an open network in which its character can 
change through intervention and translation of various actors. I 
hope this study will be helpful for those who want to explore the 
emerging political spheres formed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YD, and those who want to make a constructive 
connection between the radical possibility of basic income and 
the real conditions in which basic income is situated. 

keywords : Basic Income, Social Security, Issue-politics, 
Actor-Network-Theory, Youth, Commons
Student Number : 2019-2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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