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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아르도 수플리시 (Eduardo Matarazzo Suplicy)는 1941년 6월 21일 브라질 상파울루 태생입니다.
1973년 미국 미시간 주립대 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
상 파 울 루 경 영 대 학 원 에 서 경 제 학 교 수 (1966~2012) 로 재 직 했 습 니 다 . 그 외 상 파 울 루 주
대표(1991~2015), 연방 대표 (1983-1987), 상파울루 시의원 (1989-90), 상원 의원(1991-2015)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시민기본소득의 보편적 적용에 앞서 시민기본소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최 우 선 으 로 고 려 하 여 , 브 라 질 내 시 민 기 본 소 득 의 단 계 별 도 입 을 추 구 하 는 『Law
10.835/2004(10.835/2004 법)』 의 집필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현재 상파울루 시의원으로 활동 중이며,
브라질과 전세계에서 기본 소득 찬성론자로서 투쟁한 오랜 공로를 인정 받아
루뱅카톨릭대학교(Catholic University of Louvain)로부터 명예 박사 학위(Doctor Honoris Causa)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명예공동위원장이자 브라질기본소득네트워크
명예 회장입니다.

Eduardo Matarazzo Suplicy was born in São Paulo, Brazil, June 21, 1941. He got his Master in
1968 and Ph.D in Economics at Michigan State University, USA, in 1973, and was a Professor of
Economics at th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of São Paulo of the Getúlio Vargas
Foundation from 1966 to 2012. He was State Representative (1979-83), Federal Representative
(1983-1987), City Councilman (1989-90) in São Paulo, Senator (1991-2015) of the State of São
Paulo. He is the author of the Law 10.835/2004, that institutes step by step the Citizen’s Basic
Income in Brazil, taking into priority first those most in need, until one day it will be
unconditional to all. Today he is City Councilman in the City of São Paulo. He is Doctor Honoris
Causa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Louvain (2016) for his long struggle in favor of the Basic
Income in Brazil and on Earth. He is Co-President of Honor of the Basic Income Earth Network
and President of Honor of the Brazilian Basic Income 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