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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나

• 청년은 어디에 서 있나

•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나

• 무엇을 할 것인가

이야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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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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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캐슬 아니면 죽음?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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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고용위기 시그널 지도

Lab2050.org/workmap

https://comjoy91.github.io/jobTopography/index.html


고용노동통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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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의 월급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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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일자리가 사라진다

OECD, Job Creation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2018 - Preparing for the Future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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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노인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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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하는 자와 부양받는 자



청년에게 던져진 질문

• 혁신 vs 정체: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을 통해 경제적 역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계층

• 인구소멸 vs 적정인구: 혼인과 출산 등 가족관계 변화 과정에서 새
로운 사회/문화적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층

• 성별대립 vs 공존: 전통적 성별 분업 구조가 깨어지며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내야 하는 계층

• 성장지상주의 vs 행복: 저성장기 사회에 진출해 ‘좋은 삶’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계층

• 부모 vs 자식: 정년연장을 원하는 50대와 사회진출에 줄서 있는
청년세대의 관계 해소의 출발점

11



청년은 어디에 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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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을 향한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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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선호하는 직장(13-29세) (%)

15년 17년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 (2017. 11. 6) (재인용 구교준, 반가운, 정이윤, 최현수, 장한일, 최정호 (2018) 기본소득으로
서 청년수당 효과성 측정을 위한 정책 실험 설계 연구. LAB2050.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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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창의적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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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창의적이다(4점 만점), 

20대 후반=2.42

(제6차 World Value Survey 자료 분석) (LAB2050 자유와 안정 서베이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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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실패가 두렵습니다

➢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혁신의 장벽이 되다

(LAB2050 자유와 안정 서베이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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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차별받고 있습니다

➢ 남녀차별에 대한 인식(1)

(LAB2050 자유와 안정 서베이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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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도 아이도 필요 없습니다

(LAB2050 자유와 안정 서베이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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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을 강요합니다

➢ 청년들의 팍팍한 삶이 낳은 젠더갈등과 가족형성에 대한 이슈들

➢ 과거의 경로를 탈피한 ‘경로 전환’의 필요성

(LAB2050 자유와 안정 서베이 자료 분석)

정부가 출산을 강요하는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저출산이 사회문

제인가

동 의 하 지

않음

빈도 18 86

전체 중 % 4.5% 21.4%

동의함 빈도 59 239

전체 중 % 14.7% 59.5%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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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예산은 잘 쓰이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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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가부장적 자유주의

➢ 권위적 개발주의의 국가유산, 신자유주의(보수), 국가주도(진보)의 결과물

한국 국가의 변화경로

① 경제우선주의

- 사회정책은 경제성장의 도구

→ 재정적 보수주의, 최소주의 사회정책

② 고용중심주의

- 고용을 통한 경제적 안정성 부여

→ 노동의 상품화, 근로유인 강조

③ 위계적 후견주의

- 위계적관계의임의적, 반복적교환관계

- 기업보호 - 평생고용 – 남성생계부양

① 경제우선주의

- 신자유주의 체제와 목표 일치

② 고용중심주의

- 보편적, 재분배적 복지에 대한 반감

- 일자리를 통한 안정

- 낮은수준의사회보험,   자산조사광범위활용

③ 가부장주의

- 위계주의+ 성과주의의결합

-효율적이고책무성있는복지정책집행

-국가주도외주화, 중앙화된통제, 표준화

개발/발전주의 국가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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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아니라 존엄, 자유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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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실험: 실업부조 vs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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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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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힘들면 부모님도 힘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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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안정성은 중고령층의 안정성 제고

▪ 청년층에 대한 안전망 제공은 사적이전소득과의 대체효과 발생 예상

(LAB2050 자유와 안정 서베이 자료 분석)



미래세대 아닙니다, 현재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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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안정성(Freecurity) 모델 : 한국사회의 대안

자유안정성으로의 전환

• 유연성과 안정성의 상호보완

- 유연한 노동시장(선택의 자유)과 관대한

사회보장제도(안정성 부여)

- 유연한 노동시장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평생교육시스템(고용가능성 제고)

- 네덜란드, 북유럽 국가에서 작동

• 비판

- ①유급노동/고용주의 관점 중심

②안정성이 강화되지 않음,

③불평등과 불안정성의 증가 초래

• 자유와 안정성의 상호보완

-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생활의 안정성을

국가가 제도를 통해 구현

• 자유 : 노동(labour), 무급노동, 다양한 일

(work)과 활동(action)을 선택할 자유

- 노동과 일의 구분이 흐려질 미래를 대비

안정 : 현재 삶의 보장, 불확실성 최소화, 

안전을 이룬 상태

안정된 사회와 자유롭고 미래적 사회경제 구현

유연안정성 자유안정성

➢ 개인의 삶에 충분한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 자유안정성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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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전략으로서 청년기본소득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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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의 제안: 미래적 사회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첫 시도

➢ 청년기본소득

▪ 보편적 수당제도로의 확장을 통한 안정의 부여, 실질적 자유 제공

▪ 높은 인적자본을 가진 청년들에 대한 사회투자

▪ 창의적 · 혁신적 활동, 행복한 청년, 사회적 관계의 회복에 기여할 것

➢ 정책실험

▪ 안정성이 가져다 줄 혜택: 이론적 근거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증거기반정책의 중요성

▪ 시대와 공간의 맥락에 따라 정책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남

▪ 비가역적 성격을 갖는 복지제도의 도입을 위해 정책실험 필요



기본소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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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적 보장소득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급하
는 소득

• 무조건적 보장소득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

• 개별적 보장소득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



매년 500파운드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 버지니아 울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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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누구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없으니까요.

또 누구에게도 아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나에게 줄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고정된 수입이 사람의 기질을 엄청나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이 세상의 어떤 무력도 나에게서 500파운드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음식과 집, 의복은 이제 영원히 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력과 노동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오심과
쓰라림도 끝나게 됩니다.



잃어버린 아인슈타인들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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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테크노피아가 오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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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Work

Action Personal

어떤 노동을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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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지 않는 안전망, 청년기본소득을 실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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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기본소득 실험하는 국가들 > 



피라미드의 중심은 꼭대기가 아니다

35



감사합니다

이원재 (LAB2050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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