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건 민*

1)

해외 기본소득 관련 실험은 특히나 웰빙, 건강, 신뢰, 자신감, 태도, 교육,
사회참여 등에서 다양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줌. 향후 기본소득 실험은
무작위 통제 실험에 기반하고, 공동체효과, 거시경제효과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포화장소 기법을 활용하며, 지급수준 면에서 완전기본소득과
부분기본소득을 포함하는 복수의 지급수준으로 구성되고, 여러 행정부처
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보장하며,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
지급이라는 기본소득의 5대 원칙에 부합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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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또는 유사 정책들(음의 소득세, 최소소득보장)을
실험했거나 실험을 계획 중인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스페인 바르셀로나 B-Mincome 실험, 캐나다
온타리오주 음의 소득세 실험, 스코틀랜드 기본소득 실험 계획을 다룸.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었던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은 전국 단위로 무작위 통제 실험(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실시한 최초의 기본
소득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De Wispelaere et al., 2019).
- 표본 모집단은 핀란드 사회보험청인 Kela로부터 급여를 받는 실업자들, 즉 기초실업보장(basic
unemployment security) 대상자들로 제한되었음.
- 실험집단에게 기초실업보장을 받는 사람들이 받는 금액에 상응하는 월 56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함.
- 당시 우파 연합정부는 새로운 활성화(activation)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실험해보고자
한 것이어서, 실험의 핵심목표는 기본소득의 고용 효과 혹은 노동의욕 증진 효과에 맞춰져 있었음.
- 실업자가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경우 실업급여의 4.65%를 삭감하는 정책
내용을 담은 ‘활성화 모델(activation model)’이 실험 중반부인 2018년 1월에 도입됨으로써
특히나 기본소득의 고용(노동의욕 증진) 효과와 관련한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복잡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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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표본 모집단 선정에서 보편성의 결여, 제한된 핵심목표, 실험 중간에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성화 모델’ 도입,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실험기간 등의 여러 한계가 있긴 했지만,
RCT 기법에 기반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은 뚜렷한 웰빙, 건강, 신뢰, 자신감, 태도 효과를
보여줌(Kangas et al., 2019; Kela, 2020. 5. 6; 이건민, 2019; 2020).
- 고용(노동의욕 증진) 효과를 살펴보면, 1차년도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1년 동안의 평균
고용일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49.64일 대 49.25일), 2차년도(2017년 11월~
2018년 10월)에서는 실험집단은 1년 동안 평균 78일간, 통제집단은 평균 73일간 고용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고용(노동의욕 증진) 효과를 보여줌(Kangas et al., 2019; Kela, 2020. 5. 6;
이건민, 2020).
[스페인 바르셀로나 B-Mincome 실험] 2017년 10월부터 2년간 진행된 바르셀로나 B-Mincome
실험은 바르셀로나 시의회와 Urban Innovative Actions가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바르셀로나
시의회가 수행하는 유럽연합의 프로그램임(Urban Innovative Actions, 2019).
- B-Mincome 실험은 바르셀로나의 가장 궁핍한 지역인 베소스 지역(neighbourhoods of the
Besòs Axis)에서 사회부조 수당을 받는 2,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총 10개 집단, 1,000가구로
구성된 실험집단과 1,000가구의 통제집단으로 구분됨(Bollain et al., 2019).
- B-Mincome 실험은 빈곤, 불평등,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바르셀로나 지방정부의
광범한 어젠다의 일환으로 추진됨.
- 가구의 구성과 재정 상황에 따라 가구당 월 100~1,676유로를 주며, 지역의 상업 촉진과 공동체의
결속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8년 9월부터는 지원액수의 최대 25%까지 전자식 금전출납
(electronic transfer) 수단에 의한 시민화폐(지역화폐)로 지급함(McFarland, 2017. 10. 19;
Ajuntament de Barcelona, 2019; Bollain et al., 2019).
- B-Mincome 실험은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1970년대 캐나다 마니토바주에서 실시되었던
Mincome 실험의 영향을 받았으며, 최근의 캐나다 온타리오주 실험(2017년 4월부터 3년간
실시하기로 예정되었으나 2018년 7월 31일에 실험의 중단이 선언됨)과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실험이라기보다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최소소득보장 실험이라고 할 수 있음(McFarland,
2017. 10. 19; 2018. 8. 2; Widerquist, 2018. 7. 1).
- 강제적 참여인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과는 달리 실험 참가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실험은 네 개의
소극적 정책들과 네 개의 적극적 정책들(훈련 및 고용, 사회적 경제, 주거개선, 공동체 참여
프로그램)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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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노동시장 참여, 주거보장, 식품보장, 에너지
접근성, 교육 참여 및 성취, 경제적 상황, 공동체 네트워크 및 참여, 건강, 안녕, 행복 등의
효과를 포괄적으로 봄.
- 2019년 7월에 발표된 1차년도 실험 결과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 웰빙(general
well-being)의 11% 증가, 경제적 웰빙의 1.4% 증가, 극심한 물질적 박탈 지수(severe material
privation index)의 8% 감소, 재정적 스트레스 감소로 인한 정신질환 진행 추세 감소와 수면의
질 상승, 행복과 삶의 전반적 만족도의 증가, 공동체 참여의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결과들이
발견됨(B-MINCOME and Ajuntament de Barcelona, 2019).
[캐나다 온타리오주 음의 소득세 실험] 2017년 4월부터 3년간 진행 예정이었으나, 2018년 7월 31일
실험 중단을 선언한 이 실험은 빈곤 문제 해결에 주된 초점을 맞추었으며, 빈곤 상태에 놓인 18~54세
사람을 실험대상으로 함(McFarland, 2017. 10. 19; 2018. 8. 2).
- 파트너가 없는 참가자들(singles)은 연간 16,989 캐나다 달러만큼의, 커플들은 연간 24,027 캐나다
달러만큼의 연간보장소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연간보장소득액은 지역 중위소득의 약 50%에
상당하는 저소득 기준선(Low Income Measure; LIM)의 75%에 고정됨.
- 노동소득이 1만큼 증가할 때마다 급여지급액이 0.5만큼 감소되는 음의 소득세 형태로 설계되었는데,
예컨대, 파트너가 없는 참가자들이 연간 17,000 캐나다 달러의 노동소득을 얻을 경우, 급여지급액은
연간 8,489(=16,989-17,000*0.5) 캐나다 달러가 되며, 노동소득이 16,989 캐나다 달러의
두 배인 33,978 캐나다 달러에 이르면 급여 지급이 중단됨.
- 예를 들어, 커플들이 연간 24,000 캐나다 달러의 노동소득을 얻을 경우, 급여지급액은 연간
12,027(=24,027-24,000*0.5) 캐나다 달러가 되며, 노동소득이 24,027 캐나다 달러의 두 배인
48,054 캐나다 달러에 이르면 급여 지급이 중단됨.
- 장애인에게는 월 500 캐나다 달러를 추가로 지급함.
- 빈곤 완화 효과뿐만 아니라 건강, 미래 삶의 전망, 노동시장 성과 등에 미치는 효과에도 초점을
맞추었으며, 공동체 수준에서 발생하는 효과도 분석하고자 함.
- 덕 포드(Doug Ford)가 주지사로 당선되면서 집권한 중도우파 정부하에서 2018년 7월 31일 돌연
실험의 중단이 선언됨.
- 실험집단에 속한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수급으로 인하여
응답자의 88%가 스트레스와 불안을 덜 경험했고, 73%는 덜 우울하게 되었으며, 58%가 주거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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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었고, 34%가 수급액이 통근비용, 아동돌봄비용, 창업이나 사업 확장에 드는 비용 등을
충당함으로써 취업을 지원했다고 응답했으며, 32%가 학교로 돌아가거나 기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고, 74%가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28%가 푸드뱅크 이용을 중단하였고,
46%가 빚을 갚을 수 있었으며, 52%가 가족이나 친구를 더 자주 만날 수 있었고, 45%가 건강
문제가 더 적어졌음을 발견함.
- 비록 엄밀한 과학적 방법에 기반한 효과성 평가는 아니지만, 이러한 결과들은 실험이 수급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었다는 점, 그러나 그들의 의사나 실험의 실패와는
무관한 갑작스러운 실험 중단으로 인하여 수급자들의 삶은 더욱 열악해졌다는 점을 시사함.
[스코틀랜드 기본소득 실험 계획] 2017년 8월, 스코틀랜드 정부는 네 도시(파이프(Fife), 글래스고
(Glasgow), 노스 에어셔(North Ayrshire), 에든버러(Edinburgh))의 기본소득 실험을 위한 재원
마련과 지원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공표함(McFarland, 2017. 10. 19).
- 빈곤, 경제적 불안정, 불안정노동, 노동의 성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본소득에
주목함.
- 2018년 5월 10일, 기본소득의 다양한 측면들을 조사하기 위해 Cross Party Group on Basic
Income이 설립되었는데, 이 단체는 스코틀랜드 의회(Holyrood)를 대표하는 다섯 정당 중 세
정당(스코틀랜드 국민당, 노동당, 녹색당)으로부터의 7명의 하원의원들에 의해 만들어졌음
(Bollain et al., 2019).
- 스코틀랜드 시민기본소득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위원회(Citizens’ Basic Income Feasibility
Study Steering Group)는 2020년 6월 최종보고서를 발간함(Hearty et al., 2020).
- 최종보고서는 기본소득 파일럿 모델과 관련하여, 1) 기본소득의 지급수준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포화장소2)를 포함한 무작위 통제 실험을 할 것, 2)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 지급이라는
기본소득의 5대 원칙에 기반한 기본소득 실험을 할 것, 3) 최소소득기준(Minimum Income
Standard)에 기반한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과 현재의 복지급여 수준과 더 가까운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을 포함시킬 것, 4) 실험과 무관한 개인들과 비교했을 때 실험 참가자들이
더 취약해지거나 더 열악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5) 기본소득과 현존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상호작용(예컨대, 사회부조 등 기존 복지급여의 수급 판정과 수급액 산정 시 기본소득이 소득인정액으로
포함될 경우, 기본소득 수급자들은 기존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게 됨으로써 재정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음)으로 인하여 기본소득 실험 참가자들이 더 열악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도 복잡한 법, 기술, 전달 측면에서의 변화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것,
2) 포화장소(saturation site)는 특정 지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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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코틀랜드 정부, 영국 정부, 노동연금부, 국세청 간 긴밀한 상호협
력이 요청된다는 것 등을 권고하였음.

2

해외 농민수당 논의 및 동향

[농민수당 대상 관련] Ambühl et al.(2017)은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CAP)이 전반적으로 대농에게
유리했음을 지적하면서, 모든 농민에게 개인 단위로 무조건적으로 매달 자동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
(Agrarian Basic Income)이 1) 생산이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소득보장을 제공하고, 2) 농민들의 협상력과
노동조건을 제고하며, 3) 비시장 생산에 대해 보상하며, 4) 사회연대를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함.
- McCone(2018. 3. 1)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보장하는 면에서 유리하고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유입이 도시와 농촌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근거로 농촌에 사는 사람들(도시로 정기적으로
통근하지 않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농촌기본소득(Rural Basic Income)을 지급하자고
제안함.
[유럽 직불제] 유럽의 직불제는 점차 품목 및 생산과의 연계성을 낮추고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유도
하거나 농촌사회발전(농촌경관, 환경 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됨(이수행, 박정지, 임송수,
2019). 더불어 농민에 대한 지원은 식품 품질표준, 동물복지, 환경 등과 관련한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이루어짐(이수행 외, 2019).
[인도 사례] 농부를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한 인도(Coelho, 2019. 2. 12)에서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근에 실제로 일종의 농민수당 또는 농가수당 정책이 실시됨.
- 2018년 5월 인도의 텔랑가나주 지방정부는 파종기마다 1에이커당 4,000루피(1년에 두 번의
파종기가 있으므로, 1년에 8,000루피(약 120달러))를 아무런 조건 없이 700만 명의 농부 모두에게
지급하는 Rythu Bandhu(농부의 친구)라는 제도를 시작함(Davala, 2019; 노대명 외, 2019).
- 2019년 2월 인도의 모디 정부는 2019년 추경예산에 PM-KISSAN(Pradhan Mantri Kisan
Samman Nidhi)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소규모 자영농민들을 대상으로 연간 6,000루피
(87달러)를 지급함.
- 2018년 1월 인도의 오디샤 지방정부는 칼리아(KALIA)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계절에 따라 땅이 없는 가족에게는 연간 12,500루피(181달러), 취약계층 가구에게는 연간
10,000루피(145달러), 한계농민에게는 5,000루피(72달러)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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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해외 기본소득 관련 실험은 특히나 웰빙, 건강, 신뢰, 자신감, 태도, 교육, 사회참여 등에서 다양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줌(B-MINCOME and Ajuntament de Barcelona, 2019; Kangas et al.,
2019; Kela, 2020. 5. 6; Rogehr and Scheidler-Benns, 2019; 이건민, 2019; 2020).
해외 기본소득 관련 실험은 각국의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관심을 갖는 핵심목표, 표본 모집단, 지급
수준, 적용세율 등 구체적인 실험 설계 형태가 다양하며, 또한 이는 기본소득 관련 실험을 주도하는
주체들의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성향과 관심을 반영함(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17. 12. 18).
실험 도중에 ‘활성화 모델’을 도입한 핀란드의 사례나, 실험기간 중에 갑자기 실험 중단을 선언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객관적으로 기본소득 관련 실험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실험이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의 확보, 여러 행정부처 사이의 긴밀한 협력의 보장, 설계와 평가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연구팀의 구성 등이 요구됨(De Wispelaere et al., 2019).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농민수당이나 농촌기본소득의 도입 또는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발견되고 관련 논의도 진행 중인데,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적·생태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바람직한 형태의 농민수당 혹은 농촌기본소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스코틀랜드 시민기본소득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향후 기본소득 실험은
무작위 통제 실험에 기반하고, 공동체효과, 거시경제효과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포화장소 기법을
활용하며, 지급수준 면에서 완전기본소득과 부분기본소득을 포함하는 복수의 지급수준으로 구성되고,
여러 행정부처 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보장하며,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 지급이라는
기본소득의 5대 원칙에 부합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Hearty et al., 2020).
- 스페인 바르셀로나 B-Mincome 실험과 같이 지나치게 다양한 실험집단의 구성은 기본소득(또는
음의 소득세, 최소소득)의 독자적인 효과를 식별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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