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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으로 가는 디딤돌- 경기도 모형

A Cornerstone Toward Basic Income – Gyeonggi Province Model
경기도 기본소득은 도전의 현재 진행형이다. 청년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의 성공을 넘어 농촌기본 소득의 실
험을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의 도전에 대해 ‘망상’, ‘포퓰리즘’ 등과 같은 온갖 정치적 공격이 있었지만, 2020
년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에서 경기도가 가장 먼저 제안하고 실천한 ‘재난기본소득’은 명확한 경제적, 사회
적 효과를 보여주었다. 국민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했고 소극적이던 정치권은 태
도를 바꾸었다. 경기도가 쏘아올린 기본소득의 화살이 이제 대한민국 핵심 아젠다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을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경제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내 삶
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미래 설계도”라고 정의하며 새로운 차원의 정책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 기본소득은 세계인들과 공유하고 싶은 모델이다.

Gyeonggi Province’s basic income initiative is an ongoing challenge. Moving beyond the success of
its youth and disaster basic income efforts, the province is planning to conduct basic income
experiments in agricultural and rural areas. There have been diverse political denunciations of
Gyeonggi Province’s initiatives as ‘delusional’ or ‘populism.’ Amid the COVID-19 crisis of 2020,
Gyeonggi Province proposed and implemented the first ‘disaster basic income,’ which proved itself
through significant economic and social impacts. Recently, public awareness of basic income has
shifted remarkably, and those in political circles, once passive about the initiative, have now changed
their attitudes. The arrow released by Gyeonggi Province is now flying toward the heart of key
agenda in the Republic of Korea. Gyeonggi Province Governor Lee Jae-myung has asserted that the
scheme is economic policy and not just part of welfare policy. Governor Lee has defined the basic
income as "a blueprint for the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a mandate for one’s life," and
highlighted it is a new level of policy. In this regard, Gyeonggi Province’s basic income is a model
that I want to share with people around the 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