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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우리나라의 양적 성공 

2018년 1인당 국민소득: $31,500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 



행복: 우리나라의 질적 현실 

• 자살률 OECD 국가 중 1위, WHO 회원국 중 3위 

• 청년자살 증가율 OECD 국가 중 2위 

• 연간 노동시간 OECD 2위 

• 노동시장 저임금 비율 OECD 2위 

 

• 국제지표 비교 

Country Income($) WDH(S) GWP(S) HDI(O) SLI(H) HPI(H) LPI(H) 

South Korea (2012) 23,113 70 44 12 102 63 27 

출처: 구교준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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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6차 World Value Survey 출처: LAB2050 자유와 안정 서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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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창업률: 2017년 60개 조사 대상 국가 중 58위(25세-34세 청년 대상) 

•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13-29세) (%)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 

출처: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 



질문 1. 

왜 대한민국은 성공했지만 우리는 행복하지 않고,  

? 국가는 풍요롭지만 개인은 삶의 질이 낮을까? 



질문 2. 

왜 대한민국에 삼성은 있지만, 

애플은 없을까? 



Easterlin 패러독스 (U.S. Time Series) 

출처: Layard (2006) 



Easterlin 패러독스 (Cross-sectional) 

Country Income($) WDH(S) GWP(S) HDI(O) SLI(H) HPI(H) LPI(H) 

Luxembourg 107,206 13 17 26 12 138 11 

Norway 99,462 7 2 1 19 29 1 

Switzerland 79,033 4 1 9 2 34 9 

Australia 67,723 11 11 2 26 76 4 

United Arab Emirates 64,840 24 11 42 22 130 29 

Denmark 56,202 2 5 15 1 110 2 
Sweden 55,158 10 3 8 7 52 3 

Canada 52,232 8 7 11 10 65 6 

Singapore 51,162 36 27 19 53 90 19 
United States 49,922 21 17 3 23 105 12 

Austria 47,083 20 7 18 3 48 16 

Japan 46,736 53 44 10 90 45 22 
Netherlands 46,142 15 5 4 15 67 8 

Finland 46,098 5 7 21 6 70 7 
Ireland 45,888 14 17 7 11 73 10 

Kuwait 45,824 49 40 54 38 143 38 

Belgium 43,686 23 20 17 28 107 17 

Iceland 41,740 3 3 14 4 88 15 

Germany 41,513 30 24 5 35 46 14 

South Korea 23,113 70 44 12 102 63 27 

출처: 구교준 외 (2018) 



행복의 두 가지 측면 

• 쾌락적 행복  

• 열망, 적응, 쳇바퀴효과 

• 상대적 성격 (비교성향, 경쟁주의) 

• 물질 중심 

예) 샤넬 백, BMW, 명문대, 출세 

 

• 자기실현적 행복 

• 의미와 가치의 추구 

• 절대적 성격 

• 자유와 관계 중심 

예) 셰익스피어, 방탄소년단, 친구, 봉사 



질문 3.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왜 자기실현적 행복이 아닌  

쾌락적 행복으로 더 많은 자원이 흘러갈까? 

출처: https://www.shutterstock.com/ko/image-
vector/worry-businessman-running-on-money-
treadmill-536065738 



“행복”이라는 마차 

자유 
Freedom 

안정 
Security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혁신의 장벽으로 

출처: LAB2050 자유와 안정 서베이 
 



창업의향과 걸림돌 

창업 시도를 못한 이유 
출처: Lab2050 자유와 안정 서베이 

창업의향과 실제 창업 시도 
출처: Lab2050 자유와 안정 서베이 



개인의 자유로운 삶의 선택과 행복, 그리고 혁신 

미래 

현재 불안정한 삶 자유롭지 못한 일 

안정된 삶 자유로운 일 

행복 + 혁신 

불행 



혁신 메커니즘 

• 안정  자유  행복  창의성  혁신  

• 삶의 안정은 개인이 자신의 가치와 선호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필요조건 

 

• 안정  리스크 헤징  혁신 

• 창업가의 특징: 기회추구형 risk seeker 

•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 vs 다니던 직장을 유지하고 창업 

• Henry Ford (Ford Motors), Pierre Omidyar (Ebay), Bill Gates (Microsoft), Fred Smith (FedEx), T.S. 

Eliot (Poet)의 공통점? 



“혁신”이라는 마차 

자유 
Freedom 

안정 
Security 

리스크 헤징 
Risk Hedging 

창의성 
Creativity 



하지만 어떻게? 

•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삶의 안전장치(제도적 환경) 필요  

• 소득과 상관 없이 원하는 교육 

• 신체조건과 상관 없이 자유로운 이동  

• 육아를 위해 자유로운 근로조건 변경 

• 생계 걱정 없이 원하는 직업 선택 

• 선호하는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시간적 여유 

 

• 그 중 하나로 “청년 기본소득”을 제안함 



기본소득이란? 

• 삶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 기본적인 액수의 현금이 

• 보편적 

• 개별적 

• 무조건적 

• 규칙적으로 지급됨 



왜 기본소득인가? 

• 사회적 유산 

• 우리 사회가 가진 현재의 부는 집단적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있음 

• 현재의 부의 생산은 현재의 자본과 노동의 투입 + 이전 세대의 노력과 성취(제도) 

• 따라서 우리 모두는 우리 사회가 생산한 부의 일정 부분에 대한 자연적 상속권을 가짐 

• 이는 기본소득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으며, 따라서 기본소득은 시민권으로 해석 가능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와 분배 혁신 

• 기술혁신에 따라 양적인 측면의 일자리 감소와 질적인 측면에서의 일자리 성격변화 

• 이로 인한 소득분배의 악화와 사회역동성 저하 

• 이에 따라 새로운 분배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왜 청년인가? 

• 혁신성장의 동력으로서 청년세대 

출처: Bell et al. (2017) 
 
 



왜 청년인가? 

• 하지만 현실은… 

• 삶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청년들이 혁신보다  

직업안정성 추구 

• 그 결과 청년 세대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감소 

• 국가가 청년층의 진취성과 모험성을 자극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제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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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17년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13-29세) (%)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 



보편적 소득지원의 장점 

•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 

• 복지로 인한 노동 기피 현상 최소화 

• 저소득층 한계세율의 불합리화 해소 

• 삶의 선택지가 가장 적은 집단에게 보다 많은 선택지를 제공 



기본소득 정책실험 

• 정치행정적 측면의 필요성 

• 갈등과 정치적 논란의 소지 최소화 

• 정책의 효과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대 목소리를 설득 

• 예상치 않은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한 낭비적 비용 최소화 

• 조선시대 대동법 사례 

 

• 과학적 측면의 필요성 

• 진실험설계(true-experimental design)를 통한 인과관계 추정 

• 인과관계는 “원인변수가 전혀 다른 두 값을 가질 때 나타나는 결과변수 값의 변화”로 정의 

• 무작위로 배정된 통제집단을 통해 ‘만약 실험집단에게 정책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면 결과가 어땠을

까?’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 이를 통해 정책 효과 추정 가능 



실험 디자인 

제안모형 수당 급여체계 샘플규모 연간 소요예산 

통제집단 0원 
직업무: 400명 
직업유: 400명 

0원 

실험집단 1 
(기본소득형) 

500,000원 
기본수당 정액 매월 지급 

직업무: 400명 
직업유: 400명 

800명× 12개월×50만원=48억 

실험집단 2 
(보충급여형) 

500,000원 
근로소득 발생시 근로소득

의 100%를 기본수당에서 감
액하여 매월 지급 

직업무: 400명 
직업유: 400명 

최대 48억 
(근로소득자의 수에 따라 연간  

소요예산 달라짐) 



실험 디자인 

• 집단 구성 근거 

• 통제집단은 현행복지급여체계가 적용되는 집단 

• 실험집단은 기본소득형과 보충급여형의 두 가지 형식 

• 실험집단1은 새로운 접근으로서 기본소득의 형태로 수당 지급 

• 실험집단2는 기존 접근으로서 보충급여의 형태로 수당 지급 

• 실험집단에 지급되는 수당은 1인 가구 최저생계급여 기준에 근거한 50만원 기준 

 

• 집단 간 비교 

• 통제집단 vs 실험집단1, 실험집단2: 청년수당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과 두 가지 형태의 청년

수당이 지급되는 상황에 대한 비교 

• 실험집단1 vs 실험집단2: 기본소득형 청년수당이 지급되는 상황과 보충급여형 청년수당이 지급되

는 상황을 비교 



기본소득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는가? 

행복 

고용관계 

인적자본 혁신 관계 

건강 주거 

자유
안정 

더 좋은 일 더 좋은 삶 

사회적 지속가능성 



Lost Einstein 

출처: Bell et al. (2017) 
 
 



“Stronger than a thousand armies is an idea whose time has come.” 
 

Oscar Wil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