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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지역지부인 기본소득전북

네트워크가 새로운 분배 기제의 실험으로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쉼표 

프로젝트’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쉼표 프로젝트는 전북지역에서 기

본소득을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고, 기본소득 프로젝트 신청을 받아, 814

명의 신청 자 중 무작위로 4명을 선정하여, 6개월간 월 50만원씩을 지급하

고, 참여자들에게 기본소득이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사

전ㆍ사후 인터뷰를 실시한 실험이다. 

이 실험은 기본소득의 지급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실험하고 있는 실험들의 목표와 원칙, 

기대효과, 결과 및 이론적인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영향을 

분석하여 변수들을 도출하고, 이에 대하여 쉼표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1)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

제번호 NRF-2017S1A3A2066659). 이 논문은 2018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기획주제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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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 인터뷰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인터뷰 항목은 

9가지 항목으로 행복, 여유, 근로동기, 시간사용, 협상력, 식단의 변화, 관

계 효과, 지역사회, 공동체, 정치에 대한 관심 및 참여, 교육 효과(고등교

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이다.

주제어: 기본소득, 기본소득 실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쉼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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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본소득 논의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초기 철학적이고 이데올

로기적 정당성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기본소

득 제도의 실현과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들을 논의하고 제도를 구상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김교성 외, 2018; 백승호ㆍ이승윤, 2018; 서정희, 

2018; 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7; Standing, 2017). 오랜 시간 

아이디어로서 존재해 온 기본소득이 최근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이유는 

노동시장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불안정해지고,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빈곤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자산 불평등은 매우 극대화되고 있기 때

문이다(Bowman et al., 2017; Y Combinator, 2017; Alvaredo et al., 

2018; Eggleton et al., 2018; Stern and Kravitz, 2016; Raphael, 2018). 

이는 시장에서의 분배가 극단적으로 불평등해지고, 이를 시정해야 하는 

국가의 재분배 기제가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국면에서 기

본소득은 ‘몽상적’ 전략에서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부상하게 된다. 

새로운 방식의 분배제도로서의 기본소득은 뜨거운 반응 못지않게 그 급

진적 성격으로 인해 찬반 역시 뜨겁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 안으로서 

기본소득은 본래의 기본소득보다 현실 사회보장제도에 보다 가깝게 수정

되어 제시되었고, 그것조차도 제도 시행보다 실험이라는 방식으로 선택되

었다. 기본소득이 실험이라는 방식으로 제안되는 이유 중 하나는 각 개인

의 삶에 대한 영향력이 시뮬레이션만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서 구체적인 영향을 증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보

인다. 

핀란드, 캐나다 온타리오주, 네덜란드, 나미비아, 인도 마디야 프라데

시, 스페인 바르셀로나 ‘B-mincome’, 중국 마카오 카지노 수익 배당이 

2019년 현재 종결되었거나 진행 중이고, 미국 캘리포니아 스톡턴 시, 미국

의 와이 콤비네이터(Y combinator) 연구소, 독일, 영국 스코틀랜드, 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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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 파블로흐라드, 인도 시킴(Sikkim) 주 등이 기본소득 실험을 준비 

중이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지역지부에서 소규모의 기

본소득 실험을 진행하였다. 

국가 또는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에서 시도하는 기본소득 실험들은 참

가 대상자의 조건이나 기본소득 급여 수준, 지급 기간 등이 매우 다양하

다. 그 이유는 기본소득 제도 실현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효과들 중 각

각의 실험이 어느 측면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실험의 대상과 실험의 조

건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이 근로동기를 증진

시킬 것인가를 실험의 목표로 설정한 핀란드의 경우 실험 대상자를 실업

급여 수급자로 한정하여 실험을 전개하였고(Kangas et al., 2016), 기본소

득이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완화시킬 것인가를 실험 목표로 설정한 인

도의 경우 몇 개 마을의 전체 인구로 실험 대상자를 선정하여 기본소득 실

험을 전개하였다(Davala et al., 2015). 핀란드 실험의 경우 기본소득 실험

이라기보다 실업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 증명이나 취업 시 급여 삭감 등

의 조건이 수반되지 않은 무조건적 실업급여 실험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

하다. 그러므로 실업자에게만 한정된 기본소득 급여 지급의 결과를 기본

소득 시행의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인도 실험의 경우 기본

소득 실험으로서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으나, 경제적 수준이 낮고 신분제

적 질서가 여전히 지배적인 사회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실험 결과를 한국 

사회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asic Income Korean Network, 

BIKN)의 지역지부인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가 새로운 분배 기제 실험으

로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쉼표 프로젝트’의 효과를 분석한다. 쉼표 프

로젝트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고, 기본소

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고, 814명의 신청자 중 무작위로 4명

을 선정하여, 6개월간 월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참여자들에게 기본소득이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사전ㆍ사후 인터뷰를 실시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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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전북네트워크의 실험이다. 

이 실험은 기본소득의 지급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극단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연 기본소득 지급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

명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한 기

존 문헌들과 기본소득 실험들을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인터뷰의 효과 

항목들을 도출하여 실험 참가자들에게 사전 사후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 기본소득 이론들에서 제기

하는 예상 효과와 세계 각국에서 실험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들의 목표

와 원칙, 기대효과,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출한 9개의 항목을 제시

한다. 제Ⅲ장에서는 쉼표 프로젝트의 설계와 진행과정 등을 설명하고 연

구방법과 연구대상을 설명한다. 제Ⅳ장에서 쉼표 프로젝트의 인터뷰 결과

를 각 항목별로 분석하고, 제Ⅴ장에서 쉼표 프로젝트의 결과를 토대로 기

본소득 제도에 대한 정책적 함의와 이론적 함의를 제시한다.

Ⅱ. 기본소득의 예상 효과

1. 기본소득 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기본소득 실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은 초기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기본

소득 정당화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불평등에 대한 대안 모델로서의 기

본소득 제안에서 보다 구체적인 기본소득의 제도 설계 및 효과성, 실현가

능성 논의 등으로 확대되어 왔다. 한국의 경우 기본소득 논의들은 3기로 

구분되는데,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2000년대 초반기(제1기), 기

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활성화된 2010년 전후 시기(제2기), 기본소

득에 대한 본격적인 찬반논쟁이 전개되는 2016년 이후 시기(제3기)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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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된다(김교성 외, 2018: 156~159). 제3기에 접어들면서 기본소득 논의들

은 매우 구체화되는데, 기본소득 제도 도입의 찬성과 반대 논쟁뿐만 아니

라 기본소득 제도 도입의 효과에 관한 논의들도 증폭되었다. 이러한 경향

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논의에서도 나타난다.

기본소득의 효과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거시적인 효과와 관련된 논의로서 기본소득이 근로유인, 

불평등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존의 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들이 주를 이룬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소득 지급이 근로유인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Productivity Commission 2016; Tcherneva 

2013), 근로유인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강남훈, 2019a; Van Parijs, 

2013), 불평등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김교성, 2009; 백승호, 2010; 강

남훈, 2019a; 2019b; 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7; Stern and 

Kravitz, 2016),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Lewis et al., 

2005; Wiseman 1990), 임금과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

(Standing, 2011; 2013; 2017; Offe, 2008), 지역사회의 공동체 효과를 만

들어 낼 것이라는 주장(Standing, 2017; Davala et al., 2015), 경제를 성장

시킬 것이라는 주장(Nikiforos et al., 2017), 사회서비스를 구축할 것이라는 

주장(양재진, 2018; 윤홍식, 2017)과 그에 대한 반론(서정희, 2017)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둘째, 미시적인 효과와 관련된 논의로서 기본소득이 개인의 삶에 미치

는 영향들이 논의되었다. 기본소득이 개인의 행복을 증대시키고(Y 

Combinator, 2017; Kangas et al., 2016), 거절할 수 있는 자율성과 개인

의 선택을 확대하며(Widerquist, 2013; Stern and Kravitz, 2016; Offe, 

2008; Standing, 2017; Wright, 2005; 2006; Handler and Babcock, 

2006), 시간 사용의 내용과 수준을 변화시키고 교육, 건강 등의 측면에서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Segal, 2016; Akee et al., 2010; 

2015; Hines, 2016; Forget, 2011; Y Combinator, 2017; Kanga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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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논의들이 제기되었다. 

기본소득의 효과와 관련된 논의들은 기본소득이 실현되었을 때의 효과

를 예측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상반된 논의가 가능하다. 실제로 각 쟁점별

로 상반되는 기대효과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반된 예측 중 어느 쪽이 

타당한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시행이나 실험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 국가들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

부, 민간단체들은 기본소득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기본소득 실험을 진

행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기본소득은 사회보장 제도 전반을 대체하는 것

도 아니고, 제도 한 가지로 여러 사회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

통치약도 아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거나 시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국

가별로, 실험의 주체별로 상이하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근로동기의 유발효과를 보기 위해서 제기되었고(Kangas et al., 2016), 캐

나다의 기본소득 실험은 빈곤을 제거하여 빈곤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영역에서의 악영향(건강 악화, 식량 비보장으로 인한 문제 등)을 감소시키

기 위해 설계되었다(Segal, 2016). 네덜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근로동기

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몇 몇 기본소득 실험들이 갖는 한계 중 하나는 고용, 근로동기, 빈곤 등

의 거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로 기본소득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행복이나 시간 사용 등 기본소득으로 인해 삶의 다양한 측

면들에서 발현될 수 있는 개인의 삶에 미치는 구체적인 효과에 대한 문제

의식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의 삶에 대한 영향에 관

심이 있는 기본소득 실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관심

이 있었던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 실험은 보수당으로의 정권 교체 이후 

일방적으로 중단되어 현재로서는 그 결과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와이 콤비네이터의 경우 예비실험 진행 후 본 실험을 2019년부터 3년 간 

진행할 예정이지만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메디케이드 등의 급여 

기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여서 본 실험의 시작일이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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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의 경우 낮은 단계의 부분 기본소득으로의 제도가 

성남시 청년배당으로 시행 중이고, 경기도가 동일 수준에서 청년기본소득

을 4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

의 경우 제도 시행이 어떤 효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

행되지 못했다. 반면 기본소득의 효과나 방향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논

쟁은 다른 국가들 못지않게 뜨겁게 진행 중이다. 기본소득이 개인의 삶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을 보다 실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 

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다. 

2. 기본소득의 예상 효과

기본소득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기본소득 실험들과 

기본소득에 관한 이론적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항목을 추렴하면 크게 9가

지의 효과가 예상된다. 이 항목은 행복, 여유, 근로동기, 시간사용, 협상력, 

식단, 관계 효과, 지역사회ㆍ공동체ㆍ정치ㆍ유의미한 활동에 대한 관심 

및 참여, 교육 효과(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이다. 본 절에서는 

각 항목들에 대한 이론적 연구 결과들을 검토하고, 각 항목이 기본소득 실

험들에서 어떻게 선택되고 있는지 제시한다.

1) 행복

기본소득의 지급은 개인의 행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주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Y Combinator, 2017). 기본소득과 행복을 연결시키는 근거는 최

근 사회정책의 정책 목표의 변화 경향과도 관련이 있다. 사회정책이 추구

하는 목표가 불평등의 감소나 GDP의 증가 등의 거시지표로 반영되는 내

용일 수도 있지만, 국가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의 행복의 증대 혹은 

유지가 주요한 사회정책의 목표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Helliwell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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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7: 3). 이러한 인식은 사회정책의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인의 

행복지수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최근 UN, OECD 등의 국제기구들

은 지속적으로 행복이라는 개념을 정교화하고, 행복 측정을 정교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 

기본소득 실험 역시 이러한 사회정책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미국의 

와이 콤비네이터 실험의 경우 기본소득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

으로 파악하기 위해 8가지 연구문제를 제안하는데, 이 중 두 번째 항목이 

개인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것이다(Y Combinator, 2017). 와이 컴비네이

터가 제시한 행복 측정 항목은 행복 측정에 관한 OECD(2013) 지침에 의

거하여 삶에 대한 평가로서의 행복, 감정적인 행복, 유데모니아 행복이다

(Y Combinator, 2017).3) 최근 발표된 핀란드 실험 중간평가보고서

(Kangas et al., 2019; Kela, 2019) 역시 기본소득 실험의 주요 결과로 개

인의 행복을 다루고 있다.

2) 여유

기본소득은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여 사람의 삶에 여유를 제공하고, 이

러한 여유는 삶의 중요한 판단이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사고의 폭

2) UN과 OECD는 매년 행복에 관한 보고서를 출판하고 있을 만큼 행복을 중요시하고 

있다. UN은 2012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World Happiness Report”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출간하고 있는데 2019년 현재 7번째 보고서를 출간했다. OECD는 Better 

Life Initiative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회원국의 행복 동향을 파악한 「Better 

Life Index」를 매년 발표하고, 격년으로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및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보고서를 출간하고 있다. 

3) 행복의 측정 방식은 주관적 웰빙과 객관적 웰빙의 통합방식을 기반으로 3가지 영역

을 측정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이 방식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조동훈, 

2017). 첫째, 삶에 대한 평가로서 감정적인 요인보다는 인지적인 사고 과정의 결과

로 개인이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해 인지적 평가 혹은 판단을 하는 것이다. 둘째, 감정 

혹은 정서로서 어느 특정 시점에서 측정된 감정 혹은 느낌으로서의 행복이다. 셋째, 

유데모니아(eudaimonia)적 웰빙으로서 이 용어는 삶의 목적과 의미 혹은 심리적으

로 좋은 기능을 의미하는데, 이는 주관적 웰빙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서 Huppert et al.(2009)의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에서도 

삶의 목적과 의미라는 관점에서 유데모니아적 웰빙(eudaimonic well-being)의 개

념을 도입하여 측정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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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대시켜 올바른 판단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Standing, 2017). 

돈이든 시간이든 애정이든 그것의 결핍은 인간의 사고 체계에 많은 영

향을 끼친다. Mullainathan and Shafir(2013)에 의하면, 결핍은 사람의 사

고에 터널링4) 작용을 일으키는데, 이는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하는 대역폭

을 감소시켜서 통찰력을 부족하게 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생각을 하지 않

게 하고, 조절을 잘 못하게 한다. 사고의 대역폭은 행동의 모든 측면에 영

향을 주기 때문에, 사고 대역폭의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다. 특히 물질적인 결핍은 인지능력의 핵심적인 특징인 유동성 지능에 크

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반대로 풍족함은 늘 상쇄관계를 생각해야 하는 강

제에서 벗어나 느슨함을 제공하고, 이 느슨함은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강

제가 아니라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부여한다. 또한 실패해도 괜찮을 여유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풍족함은 “좀 더 많은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짐

을 대충 싸도 되는 사치, 굳이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사치, 그리고 또 

실수를 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치를 누릴 수 있게” 한다

(Mullainathan and Shafir, 2013: 165). 검소함은 결핍과 다르다.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사는 대가로 포기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늘 스

스로에게 물어야” 한다(Mullainathan and Shafir, 2013: 187).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기본소득은 결핍이 가져오는 터널링, 터널링 세금 등의 여러 가

지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삶을 상당히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빈곤층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채무와도 연결된다. Standing(2017: ch. 3)

에 의하면 빈곤층의 경우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매하거나 의료비와 

같은 예상치 못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촉박하게 매우 높은 이자율로 돈

4) Mullainathan and Shafir(2013: 60~62)는 터널링(tunneling)이란 터널 시야(tunnel 

vision) 현상을 연상하도록 저자들이 선택한 용어로, 긴 터널 안에 들어가면 오로지 

멀리서 빛을 발하는 출구만 보이고 주변의 모든 사물은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 터널 

시야 현상처럼 관심을 두는 대상만 보이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현상을 터널링이라 

정의한다. 결핍은 사람들로 하여금 터널링을 유도해서 어쩌면 좀 더 중요할 수도 있

는 다른 것들을 무시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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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인도의 마디야 프라데시(Madhya Pradesh) 주

에서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 모든 가족 구성원과 모든 지역 주민에게 확실

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채무 불이행을 막아주는 일종의 보장이 되며, 

사람들이 대부업자에게든 이웃 사람에게든 좀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다. 인도 기본소득 실험에서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

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빚을 더 줄였고, 빚이 있는 경우에도 저축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avala et al., 2015). 또한 개인과 가족들

이 의사결정을 할 때 좀 더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었

으며, 훨씬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했고, 필요한 경우 소규모 장

비, 종자, 비료 등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다(Davala et al., 2015). 

3) 근로동기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근로동기에 대한 것이

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보편적이고 무조건적

인 급여가 개인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다. 근로

동기 약화를 걱정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급노동을 통

한 생계유지가 가장 바람직한 생활방식이며 일하지 않는 자에게 소득을 

보장하면 사람은 게을러진다는 근본적인 유급노동 중심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Productivity Commission, 2016; Tcherneva, 2013; Watts, 2002). 

다른 하나는 경제활동인구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사용자에게 임금 보

조금을 지급하는 효과적인 방식이 되고, 이는 결국 임금과 근로조건의 침

식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Wiseman, 1990; Vanderborght, 

2006).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된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현재의 공공부조 정

책에 비해 근로유인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부조 

정책은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만큼 급여를 삭감하거나 할

인하여 삭감하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계세율이 100%가 되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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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인을 발생시킨다. 소득보장 정책과 근로시간 간의 대체효과는 공공부

조 정책은 매우 크고, 기본소득은 매우 낮다(강남훈, 2019a). 

또한 기본소득 지급이 유의미한 일의 양과 질을 상향시킬 수 있다는 반

론도 제기된다. 이는 기본소득이 노동의 의미와 관계없이 유급노동을 늘

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생존을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만 지니

는 노동은 인간의 의욕을 감소시키고, 일과 삶의 분열을 야기하여 삶을 피

폐하게 만든다(Häni and Kovce, 2015). 장시간 노동이나 노동 강도가 높

은 노동은 생산성을 낮추고 재화나 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킨다(Standing, 

2017: 191~192). 그러므로 근로동기의 효과를 보고자 한다면 유급노동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고, 인간의 창의로운 사고와 활동, 사회적으로 유의미

한 활동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Forget et al., 2016; Standing, 2017).

기본소득과 근로유인에 대한 실증적인 측면에서의 반론도 제기되는데, 

이전의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 근로가 오히려 증가하거나, 줄더라도 일반

적인 근로 비유인이 작동하는 방식보다는 근로시간이 줄거나 돌봄 노동이

나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캐나다 민컴 실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근로 

중단이 나타나지 않았고, 일부 집단에서의 근로시간 축소가 나타났는데 

이는 산모와 십대 청소년들에게 한정되어 나타났다(Kennedy, 2016; 

Forget, 2011). 또한 근로의 증가도 상당부분 보고되는데, 나미비아 기본

소득 파일럿의 경우 기본소득이 시작된 이후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늘어났

고(Haarmann et al., 2008), 마디야　프라데시에서 있었던 실험에서는 성

인의 일과 노동이 증가했다. 특히 여성의 노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유일하게 노동이 준 집단은 학령기 아동이었다(Davala et al., 2015).

근로 유인과 관련된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무조건성에 대한 지속적인 찬

반 논쟁은 근로를 줄일 것이라는 측의 주장이 직관적이고 도덕적인 주장

을 하고 있는 데 반해, 근로유인을 줄이지 않는다는 측의 주장이 실증적인 

논거들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본소득 실험에서 근로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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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문제를 실험의 제1목표로 검증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어졌다. 가

장 대표적인 사례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다. 시필라 내각(Sipilä 
Cabinet)은 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법안 심의과정에서 “기본소득 실험은 

노동생활(working life)의 변화를 향상시킴으로써 사회보장 제도를 개혁

하고, 참여와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점검하고, 관료

제 비용을 줄이고, 공적 재원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현재의 복

잡한 사회보장 급여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였

다(Kangas et al., 2016). 또한 실업보장법에 근거하여 기본수당 혹은 노

동시장지원을 받는 25~58세의 사람으로 기본소득 급여대상자를 한정시키

고, 기본소득 제도의 주요 목적으로 ‘고용촉진’을 명문화하고 기본소득 실

험에 대한 평가 기준 역시 기본소득이 고용을 촉진시키는지 아닌지로 제

시하였다(Kangas et al., 2016). 핀란드 이외에도 기본소득 실험의 대부분

은 검증 효과로 근로유인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캐나다 실험(Segal, 

2016), 네덜란드, 미국(Y Combinator, 2017), 나미비아(Haarmann, et 

al., 2008), 인도(Davala et al., 2015) 등의 실험에서 근로유인 항목이 모

두 포함되어 있다. 

4) 시간사용

기본소득의 예상 효과 중 핵심적인 것 중 한 가지는 시간사용의 변화에 

대한 것이다. 좋은 삶을 위한 핵심 자산 중 하나는 양질의 시간, 양질의 공

간, 교육과 지식, 금융 자산 등에 대한 접근권이다. 특히 시간에 대한 통제

의 불평등이 존재하는데, 소득과 부의 스펙트럼에서 상위에 있는 사람들

은 완벽하게 자기 시간을 통제할 수 있고,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시킬 수 있다. 반면에 프레카리아트는 시간에 대한 통제권이 거

의 없거나 전혀 없다. 기본소득은 완벽하거나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사람

들이 자기 시간의 배분에 대한 통제권을 좀 더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다

(Standing, 2017: c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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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는 것은 유급노동의 시간을 줄이고, 

여가(경제학에서의 유급노동을 하지 않는 것) 시간을 증가시킨다는 의미

를 갖는데, 이러한 여가는 숙의민주주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노동시간

의 감소와 여가 시간의 증대는 개인의 문화향유와 사회적 연대로 연결될 

수 있는데(심광현, 2014), 이는 참여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필수적으로 요

구되는 조건이기도 하다(홍석한, 2017; Standing, 2017). 

실제 실험에서는 와이 컴비네이터(Y Combinator, 2017)가 실험의 제1주

제로 시간 사용을 설정하였다. 기본소득이 개인의 시간사용에 어떤 영향

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표준적인 경제 이론에서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은 근로시간을 줄일 것인데, 그렇다면 줄어든 근로시간에 어떤 방식

의 시간 사용을 하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와이 컴비네이터

(Y Combinator, 2017)는 예상되는 결과로 기본소득의 지급이 소득 효과

를 발생시켜서(공식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시간 감소), 여가를 증가시킬 수

도 있고, 저임금 근로자는 좀 더 보수가 높은 고용을 선택할 수도 있고, 더 

의미 있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공식 

고용된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자영업이나 학업, 평생교육, 자원봉사, 시

민활동 등에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이나 부모 등 가족과 보내는 시

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지역사회나 사회에의 참여가 증대될 수도 있을 것

으로 예측했다. 

5) 협상력, 발언권

기본소득의 예상효과로 언급되는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관대하고 무조건

적인 기본소득이 노동자들에게 고용관계의 중요한 탈출구를 제공할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자본주의 계급관계에서의 권력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Wright, 2006: 146~147). 정기적인 기본소득이 저임금 

및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현실적인 탈출구를 보장함으로써 노동자는 사용

자에 대한 교섭력을 키울 수 있다(Wright, 2006: 146~147). 또한 기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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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은 고용관계에서 개인적인 영향력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

로 노동자의 집합적 힘을 키우는 데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노동계급의 

파업기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Van Parijs, 2006; Wright, 2005: 5~6; 

Vanderborght, 2006). 

기본소득이 개인의 협상력이나 발언권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기

본소득으로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받게 되면 사람들은 착취적인 수준의 임

금을 거부할 힘이 더 커지게 되고,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협상에 대

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취약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것에 대해 ‘아니오!’라

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한다(Standing, 2017: ch 6; 

Offe, 2008). 이렇게 되면 안 좋은 일자리를 채워야 하는 사용자는 지원자

를 끌어들이기 위해 더 높은 보수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하고 노동자

와의 협상에 보다 성실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Offe, 2008: 10~11). 

이러한 개인의 협상력이나 발언권의 강화는 고용관계에서만 예측되는 

것은 아니다. 가정 내에서 주 소득자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경우 관계가 틀어지거나 모욕적인 상태가 되거나 가정폭력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본소득은 안정적인 경제적 보장을 통해 이 관계를 

떠날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일상에서의 발언권을 강화시킬 수 있다

(Standing, 2017: ch 3; Jordan, 1992: 172; Standing, 1992: 59; Van 

Parijs, 2001: 20). 또한 관료제의 간섭, 염탐, 강제 등을 막을 자유를 부여

하고(Standing, 2017: ch 3), 부조리함과 부당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선택지’(exit option)를 제공한다(Handler and Babcock, 2006). 

6) 식단의 변화

인간의 생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먹는 것이다. 식량 

혹은 영양소의 부족은 체력저하 및 질병을 발생시키고 이는 개인적 측면

에서 노동력 생산성 저하, 삶의 만족도 저하 등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측

면에서 건강 비용 증가 및 생산성 저하, 지역사회 삶의 수준 저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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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다(Segal et al., 2016). 기본소득의 지급은 식량 비보장(food in-

security)(절대량의 부족 및 질적인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

으로 추정된다(Segal et al., 2016).

한시적이기는 하나 2008년 1월부터 60세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

득급여(Basic Income Grants)를 지급하면서 세계에서 최초로 보편적 기

본소득을 현실화한 국가인 나미비아는 기본소득 제도 실시 1년 만에 놀라

운 결과를 내놓았다. 식량부족을 경험하지 않는 비율이 20%에서 40%로 

증가하였고, 5세 미만 과소체중 아동이 42%에서 17%로 줄어들었다. 또한 

재정적인 이유로 학교 출석을 하지 못하는 비율이 한 달에 12회에서 6회

로 50%나 감소하였다(Haarmann et al., 2008). 기본소득이 의식주 문제

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것이 건강과 교육 등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

는 좋은 예시가 되었다.

식량 비보장의 문제는 개발도상국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의 식량 생산량은 식량 비보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선진국들에서조차 식량 비보장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 부분

을 특별하게 주목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실험이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기본소득 실험 설계 내용을 살펴보

면 현재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현실

을 빈곤의 다차원성으로 분석하면서, 관대한 기본소득이 더 좋은 건강 결

과를 낳을 수 있을지 시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egal, 2016: 5). 특히 식

량 비보장 문제는 건강을 악화시키고,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결국 소득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하는데, 기본소득 지급이 개인 혹은 가구의 식

단을 양질의 식단으로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질병, 생산성, 

교육에 어떠한 변화로 이어지는 지에 주목한다(Segal, 2016). 그러나 캐나

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기본소득 실험은 2018년 캐나다 지방선거에서 온타

리오 주정부의 집권당이 보수당으로 정권교체가 되면서 도지사가 일방적

으로 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실제로 실험이 중단되어 그 결과를 알 수 없게 



새로운 분배실험: 전북에서의 기본소득 실험 ‘쉼표 프로젝트’ 효과 117

되었다. 

7) 관계 효과(relational effects)

기본소득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효과 중 하나는 금전적 스트레스가 줄

어들면 좀 더 균형 잡히고 부드러운 대인 관계를 맺게 되는 ‘관계 효과’(re-

lational effects)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Standing, 2017: ch 4). 사람

들의 사회적 관계가 강화되면 이는 개인의 생존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관계의 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사회적 관계가 강한 사람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다(Holt-Lunstad et al., 2010).

기본소득이 관계 효과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이미 증명된 사례가 있다. 

1993년부터 미국 저소득 가정의 학령기 아동 1,420명의 정신건강을 추적

하는 ‘그레이트 스모키(Great Smoky) 산맥 청소년 연구’를 진행하던 듀크 

대학 연구자들은 우연하게 기본소득의 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연구 지역 

중 하나였던 체로키 인디언 동부 지역에서 1997년 카지노를 개장하면서 

부족 지도자들은 수익의 절반을 모든 부족민에게 매년 동등하게 분배하기

로 결정한다. 체로키 인디언 부족의 무조건적 배당 지급은 기본소득 시행

이라 볼 수 있는데, 10년 동안 기본소득을 받는 가정의 아동과 받지 못한 

아동을 비교한 결과 기본소득을 받는 아동이 성실성과 친밀성에서 더 높

은 점수를 받았다(Akee et al., 2015). 특히 이러한 결과는 아이들이 부모 

사이가 더 나아진 데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금전적인 압박

이 덜해지자 부부의 사이가 좋아지고, 이는 다시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개

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kee et al., 2015). 

8) 지역사회ㆍ공동체ㆍ정치ㆍ유의미한 활동에 대한 관심 및 참여

기본소득이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상품화되지 않았으나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일(시장지향적이지 않은 생산적인 일)에 자유롭게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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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구에 의해 제대로 조직되지 못하는 많은 생산적인 일들이 있는데, 

첫째는 아동 돌봄, 노인 돌봄 등의 돌봄 노동이고, 둘째는 상품화되지 않

은 예술, 정치,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의 참여이다(Wright, 2006: 

146~147). 이런 활동들에 진지하게 관심을 쏟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다소 

낮은 소득을 얻더라도 이런 일들을 하고자 할 수 있는데, 배우들, 음악가

들, 정치활동가들, 지역사회 조직가들은 원해서는 아닐지라도 최저생활수

준을 수용하고 있다(Wright, 2006: 147). 기본소득을 통해 사람들은 고용

관계에 들어갈 필요 없이 이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자

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계급관계의 권력균형 변화에 기여한다

(Wright, 2006: 147). 이 경우 기본소득은 정치적 활동, 지역사회 조직화, 

사회운동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Wright, 2005: 7).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와 관련한 실질적 자유

가 주어지면, 개인은 물질적 불안으로 인하여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거나 가치가 저평가되던 임금노동 이외의 활동들에 주목하고 이를 

선택할 수 있다(Offe, 1997: 102; 홍석한, 2017: 179). 자기 자신, 가정, 단

체, 지역,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활동과 같이 금전적인 대가가 없고 

금전으로 환산할 수도 없지만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일을 할 수 있는 실질

적인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로써 기본소득은 공동체 의식 및 문화

의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다(심광현, 2014; 홍석한, 2017). 

9) 교육 효과(아동의 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자기개발 등)

기본소득의 예상 효과에 관한 다수의 연구와 기본소득 실험 계획서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효과 중 하나는 교육효과이다. 교육 효과를 포

함하고 있는 실험들은 다양하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기본소득 실

험(Segal, 2016: 41), 기브다이렉티브의 케냐 실험 계획(McFarland, 2017; 

Walker, 2017), 와이 컴비네이터(Y Combinator, 2017) 등은 모두 교육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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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교육효과는 몇 몇 기본소득 실험에서 입증된 바 있다. 북미의 

1970년대의 더핀 실험에서는 최저소득보장이 이루어지자 청소년기 특히 

남성 청소년의 학업 유지 가능성이 증대되었다(Forget, 2011). 나미비아

의 경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나미비아의 작은 마을 오티베로오미타라

(Otivero-Omitara)에서 나미비아 기본소득 급여연맹이 재단과 개인 기부자

에게서 기금을 모아 기본소득을 실시하였다. 사회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아동을 포함한 모든 마을 사람이 매달 100나미비아달러

(당시 기준으로 12미국달러 혹은 빈곤선의 3분의 1)의 적은 기본소득이었

다. 나미비아의 실험에서는 부모가 아동을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조건이 

없었음에도 아이들의 학교 출석률이 크게 올라갔다. 초등학교가 국립이었

음에도 부모들은 아동마다 적은 금액이나마 수업료를 납부해야 했는데, 

실험 이전에는 학교 등록과 출석이 낮았고, 학교는 수업료 수입이 적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현금이전이 시작되자 부

모는 수업료를 지불할 돈이 생겼고, 교사는 종이ㆍ펜ㆍ책ㆍ포스터ㆍ페인

트ㆍ붓을 살 돈이 생겨 학교를 부모와 아동에게 좀 더 매력적인 곳으로 만

들 수 있었고, 사기가 올라갔다(BIG Coalition, 2008; 2009). 인도의 마디

야 프라데시 실험의 경우 학교 출석 및 교육효과 개선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Davala et al., 2015). 미국의 1970년대 민컴 실험에서는 고등학

교 졸업자 수가 두 자릿수 증가를 보였다(Hines, 2016). 

Ⅲ. 쉼표 프로젝트 설계

1. 쉼표 프로젝트 진행과정 및 연구방법

쉼표 프로젝트는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지

부 인정을 받은 2017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주요 사업으로 모금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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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실험을 실제로 진행시켜보자는 안건을 내고 여러 달에 걸친 숙

의 끝에 2017년 4월 13일 기본소득실험 프로젝트를 위한 끝장토론에서 쉼

표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2017년 5월 9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식화하

였다. 격주로 전주 및 그 외 전북 지역의 거리에서 기본소득 캠페인을 벌

였고, 그 캠페인 과정에서 기본소득을 홍보하고, 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사

람에게 기본소득 실험에 응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2017년 8월 11일 1차 

추첨식을 시작으로 2주 간격으로 진행하여 9월 22일 마지막 4차 추첨식을 

진행하였고, 각 차수에서 한 명씩의 실험 참가자를 결정하였다. 총 지원자 

814명 중에 매회 무작위 공을 뽑아 번호에 당첨된 사람을 참가자로 결정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 명씩 참가자가 선정되면 사전 인터뷰를 하

였고, 6개월 기본소득 지급이 끝난 후 한 달 동안의 소비가 완료된 시점에 

종결 인터뷰를 진행하였다.5)

쉼표 프로젝트의 목표는 작은 규모의 실험이더라도 기본소득이 사람들

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규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2017년 1월 현재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한 상반된 주장들이 난무하

는 상황에서 과연 기본소득이 개인의 삶에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질지 실

증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이 소모적인 논쟁을 보다 생산적인 논쟁으로 전환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전북네크워

크는 기존의 기본소득 관련 실험들과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소득

의 예상 효과들을 검토한 후, 이 중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항목

들을 선별하였다. 다만 본 실험은 민간의 후원금을 통해 재원이 마련되었

기 때문에 예산상의 제약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실험의 규모를 4명에게 6개

월 간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 

기본소득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중 장기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

는 항목이나 공동체 전체에게 지급되어야만 나타날 수 있는 기본소득의 

5) 이 연구는 군산대학교 생명윤리센터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승인을 거쳐 진행

되었다(승인 과제번호 1040117-201806-HR-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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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효과나 승수 효과는 근본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항목들을 예상효과에는 포함시켰는데, 그 이유는 교육 효과 

등이 단기 급여지급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효과인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사례연구이다. 사례연구는 경계를 가진 체계 내

에서 하나 이상의 사례를 통해서 탐색된 이슈를 연구하는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이다. 하나의 경계를 가진 체계(사례) 또는 경계를 가진 여러 체계들

(사례들)을 탐색하고, 다양한 정보 원천을 통하여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

를 수집함으로써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다

(Creswell, 2013). 

사례연구는 목적에 따라 도구적 사례연구와 본질적 사례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도구적 사례연구는 하나의 이슈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이 이

슈를 예증하기 위해 하나의 사례 또는 여러 개의 사례를 선택하고 그 사례

(들)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을 행하는 것이다. 본질적 사례연구

는 비일상적이거나 독특한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 그 자

체를 깊이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의 

지급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참가자들에 대

한 사례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도구적 사례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례연구를 위한 자료는 인터뷰를 통해 수집되었다. 인터뷰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8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참가자가 선정되면 기

본소득 지급 전에 기본소득 급여 이전의 상태에 대한 사전 인터뷰를 진행

하고, 기본소득 지급이 종결되고 1달 간 사용기간 이후에 기본소득 지급의 

효과에 관한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모두 개별 인터뷰로 진

행되었고, 인터뷰 시간은 약 2시간 정도씩 소요되었다. 실험 참여자를 선

발하는 추첨식이 2주 간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전 인터뷰 역시 2주 

간격으로 이루어졌고, 실험 종결도 같은 간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

후 인터뷰 역시 같은 간격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의 프라이버시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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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인터뷰는 연구자가 참가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찾아가서 그 지역의 조용한 카페에서 참가자가 가능한 시

간에 맞추어 이루어졌다.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

명하였고, 연구자에 대한 소개와 연락처, 실험 참여 및 참여 중단에 대한 

참가자의 선택권, 인터뷰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와 익명처리, 녹음의 목적 

등을 설명하는 안내서를 제공하고 동의 서명을 받았다. 또한 녹음 내용이 

연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추가적인 인

터뷰나 전화 문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렸다. 

자료 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인터뷰 자료의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기본소득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실험 참여자들의 경험을 

추출하였다.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운영위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기본소

득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고, 분

석과정에서 추가면접을 통해 자료를 보완하면서 이해를 확장하고 심화할 

수 있었다.

2. 실험 참가자 인적사항

실험참가자의 인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이름 나이 성별 거주 지역 특성

A 45 여 전라북도 익산 기혼, 4인 가구(남편, 아들 2명), 직장 다님.

B 26 여 전라북도 익산 기혼, 2인 가구, 취성패 후 취업, 사직, 이직

C 19 남 전라북도 전주 미혼, 2인 가구(형), 두 곳의 식당에서 근로

D 33 남 전라북도 전주
미혼, 1인 가구, 조선소 다니다가 사업장 폐업 후 다른 

직장에 다님.

※ 참조: 실험 참가자의 인터뷰는 모두 사전 인터뷰(1)와 사후 인터뷰(2)로 이루어졌는데, 이

를 사전 인터뷰에는 ‘1’을, 사후 인터뷰에는 ‘2’를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뒷장에 언급되는 

A1 은 A 의 사전 인터뷰를 의미하고, B2 는 B 의 사후 인터뷰를 의미한다.

<표 1> 실험 참가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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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쉼표 프로젝트 실험 결과

1. 행복

참여자들은 기본소득을 받는 동안 행복의 모든 영역에서 행복 지표 점

수의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연령, 가정환경 등에 따라 행복의 양상은 서

로 달랐다. 생활고로 인해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알바와 공장노동을 해 온 

19세 청년은 매월 지출해야 하는 월세 및 생활비, 가족에게 보내는 생활비 

등으로 경제적 곤궁을 겪고 있었다. 사전 인터뷰와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

는 내내 웃으면서 질문에 답을 하였지만, 세부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

을 살펴보면 그의 웃는 표정이 그의 경제적 상황 및 심리적 정서와는 일치

하지 않았다. 최근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집세를 2달 이상 밀려본 경험이 

있고, 돈이 없어서 공과금을 밀린 적이 다수였고, 공과금이 밀려서 전기가 

끊긴 적도 있었다. 일주일에 6일 이상 잠을 설쳤고, 최근 1년 동안 자살 계

획을 세운 적도, 실제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을 정도로 우울을 겪고 있

었다(C1). 그러나 이 청년은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받는 동안 자살을 생

각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

했다고 밝힌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밀리지 않고 공과금을 내고 월세를 내면

서 “내가 이걸 내나? 어떻게?”하면서 제 날짜에 꼬박꼬박 돈을 내고 있는 

자신이 신기하면서도 대견하기도 했다고 응답했다(C2). 이 시기에 그에게

서는 우울과 관련된 지표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복 지표

가 뚜렷하게 상승했다. 

두 아이와 시각장애인인 남편을 둔 45세 여성은 친정어머니께 청소기

를 사드리고, 본인의 숙원사업이었던 자전거를 배우고, 처음으로 1박 2일 

펜션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취업성공패키지 과정을 이수하고 취업을 한 

26세 여성은 본인이 다니고 싶지 않은 직장을 과감하게 사직하고, 기본소

득을 최후의 보루로 삼아 자신이 다니고 싶은 직장이 나올 때까지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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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조건에 맞는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었다. 조선소 폐업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 연장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비정규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33세 남성은 그동안 만나는 비용 문제 등으로 소원해진 친구관계를 극적

으로 회복시켰다. 이들은 모두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기간 동안 뜻하지 않

았던 행복의 경험들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들 모두 행복 지

표는 모든 영역에서 상승하였다.

“(본인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본소득 받은 6개월 동안 전체적

인 만족도는 어땠어요?) 매우 만족했어요. (왜요?) 뭔가 받고 나서, 아, 주

변에서 다 “잘 사네” 이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헤헤. 뭔가 아주 좋았어

요. 이제 쓰는 것도 알아서 쓰고, 내는 것도 잘 내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용 됐네” 하면서 ‘촌놈이 전주 올라와서’ 

뭐 이런 이야기도. …… 얘들이 “이햐,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C2)

“(전반적으로 기본소득을 받는 6개월을 평가해주신다면?) 행복했어요. 

하고 싶던 거를,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내가 보고 싶었던 사람들과 추억

을 만들 수 있었고 끊겼던 인연을 다시 살릴 수 있었다라는 게 되게 좋았고

요. …… 되게 긍정적이고 80%? 한 85%는 되게 행복해요. 그런데 그 행복

이 끊기는 행복은 아니고요. 기본소득이 안 들어올 뿐이지 제 삶은 그렇

게… 변해왔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변해졌기 때문에 저는 행복하다라고 생

각해요.”(D2)

실험 참가자들의 이러한 행복은 기본소득이 정기적으로 주어진다는 점, 

그리고 소비 용도에 대한 제한 없이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용처에 

알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C2). 그간 조건 없

는 현금급여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중 하나는 현금급여가 바람직한 재화

(goods) 소비에 사용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재화(bads) 소비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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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예산이 낭비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사람들이 현금을 받으면 불필요

한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재화, 특히 술ㆍ약물ㆍ도박 같은 ‘유혹 상

품’(temptation goods)에 쓸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Evans and Popova(2014)는 19개의 실증연구를 토대로 실제 빈민에게 현

금급여가 지급되었을 때 현금 급여를 받은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재

화에 대한 지출을 늘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소비가 바람직하지 않은 재화에 대한 지출을 늘리지 

않았다는 반론은 매우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불필요한 증명일 수 

있다.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재화에 소비하면 안 된다는 판단 자체가 

매우 가부장적일 뿐만 아니라 권위적이다.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에 대한 판단은 국가나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무엇이 개인의 

행복을 최대로 증진시킬 수 있는가 하는 판단의 주체는 개인 그 자신이어

야 한다. 친정 어머니께 언젠가는 사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으나 선뜻 사

지 못했던 청소기를 구입하는 것, 결혼 이후 한 번도 결제하지 못했던 펜

션 1박 상품을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소비인가, 아닌가? 만남보다 비용

이 먼저 고려되어 친구들과의 약속을 잡지 못했던 26세 B와 33세 D가 친

구들을 만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술을 마신 소비는 바람직한 소비인가, 

아닌가? 기본소득 실험 참가자들이 새롭게 경험한 행복은 자신들에게 가

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혹은 가장 소비하고 싶은 항목이 무엇인지 결정

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소비에서의 무조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인다.

“그냥. 받는 것만이라도 행복이죠. 고맙죠, 그냥, 고마웠어요, 제일. (뭐

가 고마웠어요?) 내 생활에 도움이 됐으니까. 이걸로 월세를 내든, 핸드폰 

값을 내든, 밥값을 내든, 친구들 만나서 생활을 하든 이런 걸 다 누리니까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가장 행복했어요. (살면서 가장이요?) 네.”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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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유

기본소득 쉼표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기본소득을 지급받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여유를 즐기게 되었다고 보고한다.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

된 시점에 20대 B는 본인의 대학 전공으로는 만족스러운 직장에의 취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본인의 대학 전공과 무관한 공부를 위해 취업성공패키

지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심이나 갈

등의 이유 1순위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다. 취업성공패키지가 종결된 직

후에 B는 취업을 하였는데, 막상 취업하고 보니 그 일이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는 일자리여서 고민하다가 그 직장을 그만 둔 후, 본인이 원하는 조건

을 갖춘 회사로의 이직에 성공하였다. B는 기본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다

니고 싶지 않은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었고, 초조해 하거나 불안해하지 않

으면서 원하는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고 기다릴 수도 있었다고 응답하였

다. 기본소득이 없었다면 당장의 소득을 위해 원하지 않는 직장을 계속 다

녔을 것이고, 그랬다면 원하는 직장에 지원을 할 기회도 없었을 것이며, 

압박감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화도 내고, 회사에서는 고분고분하게 순응했

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최근 1년 동안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한 이유가 있었나요?) 1순위는 경

제적 어려움. 수입이 없어서요. (수입이 없어서 어떤 점이 어려우셨어요?) 

나갈 돈은 있는데, 보험료, 공과금, 휴대폰비, 인터넷비 등으로 출금을 계

속 해가니까. 서로 배울 것을 배우고 있고, 출금은 계속 나가고 있으니

까…. 통장이 텅텅 비어있어요 (나갈 돈은 있는데 잔고는 없고요?) 네, 들

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B1)

“전 이거 받으면서 그냥 제 상황에 너무 딱 맞아서 힘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 되게 여유 있는 삶을, 솔직히 직업이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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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할 텐데 그런 게 조금 덜 해서 좀 불행하지 않았

던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압박감도 있으면 아마 성질도 내고 이랬을 수 있

는데 나에게는 이런 기본소득이 있으면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아직 안 

구해져도 좀 여유롭게 좀 더 나에게 맞는 직장을 구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렇게…. 되게 좋았었어요.” (B2)

원하는 기회를 기다리겠다는 판단이나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기본적인 생계보장이 가져다 준 삶의 여유였고, 이 과정에서 기본

소득은 생계를 위한 취업만을 고려하여 자신의 삶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터널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었다. 

3. 근로동기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4명의 참가자들은 모두 근로 비유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직을 준비하는 일시적 미취업 이외에 실업이 나타나지는 않았

다. 4명의 참가자 중 근로시간이 감소한 경우가 한 명 있었는데, 이는 두 

곳의 식당에서 한 달에 이틀 정도 쉬면서 하루 14시간씩을 일하던 C의 경

우로 기본소득을 받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한 곳의 식당을 그만두어 하

루에 10시간씩 일했다고 답했다. C의 경우 식사는 하루에 한 끼만으로 해

결하고, 하루에 3~4시간만 수면을 취하면서, 매일 14시간씩의 유급 근로

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이

고 수면시간을 늘렸다고 응답했다. 

기본소득 실험에서 근로시간 감축은 한 명의 참가자에게만 일어났지만, 

기본소득 실험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응답은 본인 이외의 모두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자신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다는 것이었다. 모두

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졌을 때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다는 바람은 두 가지

로 해석된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의 근로소득이 실제로는 자신만의 생계



128 비판사회정책

를 위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의 기본적인 생계가 보장되어

야 자신의 근로를 줄이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기본

적인 생계가 보장된다고 할 때 근로를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근로시간을 

줄여서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사용하고 싶다는 바

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의 근로가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크지만 규칙적인 

사회활동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단하고 싶지는 않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근로시간을 줄이고 좀 더 본인이 하고 싶다고 선택한 활동에 대한 

바람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일을 옛날에는 한 10시간 했으면 지금은 반절로 줄여서 조금

만 할 것 같아요. 시간을 줄여서 프리하게 살 것 같아요. (일을 그만 두는 

게 아니라 시간을 줄이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일을 그만 두기에는 너

무… 사람이 규칙적으로 좀 생활을 해야 몸도 건강하고 하는데… 너무 쉬

면 나태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조금 줄이는 걸 하고 싶어요.” 

(B2)

“일을 안 하면 늙더라고요. 진짜 일을 안 하면 늙고, 그리고 남는 시간

이, 남는 시간을 감당이 안 돼요. …… 제가 원래 지금처럼 일을 계속 안 할 

때는 애들 때문에 계약직으로 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하고, 1년하

고 실업급여 받으면 3개월 정도 쉬고 그렇게…. 쭉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한 6~7년 일을 했는데. 일을 안 할 때 3개월 동안이 더 힘든 것 같아요, 힘

들기도 힘들고. (그러면 기본소득의 액수와 상관없이 일을 하실 거세요?) 

일은 할 것 같아요. 일은 또 다른 내 만족감?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다들 

그러지 않을까요?”(A2)

“아니요. 일은 꾸준히 해야 한다고 봐요. 그치만 이를테면 요일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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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줄여주면 좋겠지만 시간은 정확하게 5시 퇴근, 아니면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하고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일을 줄이는 것보다 이

렇게 막 휴일을 하루, 이틀씩 쉬어가지고 여가생활을 뭐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A2)

기본소득 지급이 근로유인을 줄일 것이라는 가설은 기본소득 급여액이 

어느 수준인가에 따라, 그리고 지급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그 가설

이 옳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유인과 관

련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은 해석하거나 판단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이

다. 장시간 야간 노동에 종사하는 참여자의 근로시간 감소가 비도덕적인 

행위인지,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근로는 하되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응답한 모든 참여자의 바람이 비도덕적인 결정

인지 근본적인 숙고가 필요해 보인다.

4. 시간사용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참여자들의 시간 사용에는 모두 변화가 

있었다. C의 경우에서처럼 근로시간을 줄이고 수면시간을 늘린 경우가 있

었고, 나머지 참가자 3명에게서 나타난 시간 사용의 가장 큰 변화는 가족

이나 친구와의 여행이나 식사 등 가족 및 친구와 보내는 시간의 증가였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여행 혹은 친구와의 약속잡기는 단지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만나서 밥을 먹거나 차

를 마시거나 술을 마시거나 영화를 보는 등 함께 무언가를 하는 활동이 전

제되고 이러한 활동에는 모두 비용이 수반된다. 실험 참가자 4명 모두 누군

가와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으려면 그 전에 비용 문제를 먼저 고려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소득으로 인해 이 비용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 결과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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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시간이 안 맞았던 친구나 선후배들끼리도 서로 시간이 안 맞는 이

유가 서로 월급날도 다르고, 돈이 들어가는 것도 다르고,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그 금액이 다르니까 1박2일 여행을 간다거나 뭐 바람을 쐬러 간다거

나 하는 게 어려웠죠. …… 기본소득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까 얼굴 한 번 더 보게 되고 한 번 더 얘기하게 되고 그런 게 좀 있죠. 여유

가 생기다 보니까.” (D2)

“(여가 시간이 늘어나셨나요?) 아, 네네. 받아서 여기저기 놀러 다녔어

요. 첫 주에는 제주도… 가족끼리 다 같이 가서 제가 쏠 거 쏘고… (그게 기

본소득을 받아서 하실 수 있었던 일이신 거예요?) 네, 그 전에 갈까 말까 

생각을 했었는데 가족이 많다 보니까… 저희 가족 5명에 신랑까지 6명이

잖아요. 6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돈이…” (B2)

“뭔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했는데 뭔가 나의 자금이 있잖아요. …… 만약에 다 같이 받으

면, 다 같이 만약에 그 친구도 받고 있다고 하면 자주 만나면서 더 많이 만

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서울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방값 빼고 자

기 교통비 빼고 자기 놀 거 빼고 하면 없더라고요. 생활비에 탈탈 털리는

데…….” (B2)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증가했다는 것은 단순히 여가 시간의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들 간의 유대관계는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Holt-Lunstad et al., 2010), 이는 상당 부분 스트레스 감소와 사회적 평안

함(social ease)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Wilkinson and 

Picketti, 2019). 특히 다른 사람과 더 자주 어울리는 행위가 연소득 8만 

5,000파운드(약 1억 2,200만 원) 증가하는 것과 맞먹는 행복을 가져다준

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Powdthavee, 2008; Wilkinson and Picke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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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8에서 재인용). 기본소득 지급은 사람들과의 유대관계에 전제되어 

있는 비용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모든 실험참가자들의 인간관계 증진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시간을 사용하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아들 둘을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A의 경우 기본소득을 받는 기간 동안 시간 

사용의 측면에서 가족들과 여행을 다닌 시간이 늘었다는 점을 가장 큰 변

화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비용 문제로 당일치기 여행 이외에 숙박을 하는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었지만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처음으

로 펜션을 빌려 1박 2일의 여행을 다녀와서 가족들이 너무 행복해 했음을 

밝혔다. 

“(시간 사용 기록을 보니까 여행을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원래 좀 다니

신 건지 아니면 기본소득 받고 나서 다니시는 건지요?) 원래는 그렇게 많

이는 안 갔었는데 기본소득 받으니까 밥 먹으러도 나가고 (웃음) 여행도 

다녀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구랑 다녀오셨어요?) 음…. 여행은 거의 가

족끼리 갔다온 것 같아요. …… 저는 저기 갔어요, 태안. 그러니까 그 전에

는 펜션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거의 당일로 갔거든요. 이번에 기본소득 

들어오면서 제가 펜션 잡아서 여행을 가자고 하니까 저희 남편도 놀래가지

고 ‘펜션 빌릴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오, 펜션! 엄마 

펜션↗!’ 그래가지고…. 재밌더라고요. 간만에, 진짜 몇 년 만에 갔나 봐요. 

기본소득을 안 받았으면 안 갔겠죠.” (A2)

5. 협상력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협상력의 증가는 상반되게 나타났다. 협상력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고, 협상력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을 것

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증가로 나타난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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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사직을 선언할 수 있고, 원하는 일이 나올 때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에 대해서는 ‘아니요’를 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들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기본소득은 노동시장에서의 ‘퇴출 옵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아니, 진짜로. 제가 기본소득 이거 받으면서 이직도 하고 그런 거잖아

요. 이거 받아서 조금 마음 편하게 다른데도 생각할 수 있었고 안 그랬으면 

아휴… 그래도 한 달 쉰다고 가정했을 때 조금 불안하잖아요? 벌다가 안 

벌면?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그 정도 이거 들어오니까 든든하게 믿고 

다른 데를 열심히 봤어요. (기본소득이 실제로 내가 어떤 다른 선택을 하

려고 할 때 시도하는 든든한 백이 좀 되나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다른 곳을 찾았어요. 설사 안 되더라도 한 달, 두 달 쉴 수도 있다. 그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내가 뭐 밖에 안 나가서 조금만 아끼면 일단 그 돈은 있으

니까 든든하게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B2)

“없었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이직을 하고, 원하지 않으면서 그 전에 이

렇게 당당하게 소리 안 지르면서 고분고분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러지 않

았을까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네요, 짧은 기간이었는데) 네. 없었으면 마

음에 들지 않아도 뭐 일을 하면서 이게 나하고 안 맞는 건지 알면서 거기서 

계속 일하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2)

그러나 근로과정에서 협상력의 증가는 기본소득 급여 수준에 따라 그리

고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많은 경우 기

본소득이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주어졌을 때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1인 50만 원의 금액 자체가 노동자의 협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예시하

기보다 4인 가구 기준 200만 원의 기본소득이 파업기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한다. 그러나 더 이상 4인 가구는 표준가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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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이 1점대 초반을 기록한지 오래되었고, 1인 단독 가구의 비율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인 단독 가구인 노동자가 50만 원을 파업

기금이나 퇴출 옵션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금액으로 생계유지는 어려워보

였다. 

중공업과 조선소에서 8년 일하다가 조선소의 부도로 임금 체불을 겪고 

한국전력의 1차 협력업체에서 근로하고 있는 D는 원청 기업이 단가 계약

을 2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기업과 원하청 계약을 맺고 있다고 했

다. 노동자들은 같은 원청 기업의 일을 하고 있지만 소속 하청 기업의 이

름이 바뀌고, 계약 방식도 기간제법을 피해 1년 계약 기간 만기 하루 전에 

퇴사를 하는 것이 관행이고 출근은 계속 동일하게 하고 근로의 내용도 동

일하지만, 계약서를 형식상의 퇴사 이후 1~2주 후에 다시 쓴다고 밝혔다

(D2). 1년 계약을 하고 동일한 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자신이 소속된 업체가 2년마다 바뀌는 경험을 하고 있는 D의 경우 

50만원의 기본소득은 문제제기를 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파업을 결심하기

에 금액이 부족하고,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이 만연해 있는 상황

에서 사직을 하거나 소송을 한다는 것은 “그 업계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일이고(D2), 설사 다른 일자리를 구한다 하더라도 노동시장

의 상황이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기본

소득을 전제로 한 협상력의 강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D2).

“(기본소득 받으시면서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떤 부적절한 요구를 한다

거나 할 때 ‘아니요’, ‘못 하겠다’ 이렇게 거절하는 게 예전보다 조금 더 늘어

나거나 이런 게 있으세요? 아니면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에게 평생 주어진

다면요?) 아뇨, 똑같을 것 같아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턴 자체

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건 아니고 또, 그 금액이 얼마냐에 기준은… 기준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

니까 그거 하나만 믿고 회사를 그만두기에는…. 그건 바보죠. 기본소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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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보고 ‘뭐, 몇 달 쉬지’ 이건 멍청한 짓이죠.” (D2)

6. 식단의 변화

기본소득의 지급으로 참여자들에 따라 식단의 변화가 다소 다르게 나타

났다. 19세 청년 C는 기본소득 지급 전 최근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

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살 돈이 없었던 경험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

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식사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

른 적이 있다고 답했다(C1). 그는 배가 고픈데도 먹지 못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서도 역시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돈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한 날이 

한 달에 3~4번이었다고 했다(C1). 전기료를 연체해서 전기가 끊기기도 하

고 집세가 밀려서 이사도 해야 했던 그에게서 돈이 없어 밥을 굶는 경험은 

예상 가능한 경험일 수도 있겠다. 자신과 형의 알바로 인해 아픈 할머니와 

산재로 고생하는 아버지조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상황

에서 그에게 ‘밥’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루 3시간 수면과 

하루 2군데 알바로 힘겹게 달성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 달 50만원

의 기본소득은 그에게 6개월 간 밥을 굶지 않게 해 주었고, 기본소득을 받

는 6개월 동안 그는 돈이 없어서 식사량을 줄이거나 거르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았다(C2). 

다른 참여자들은 기본소득을 받기 전에 경제적인 이유로 식사를 거르거

나 양을 줄인 경험이 없었고, 기본소득을 받은 이후에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식단의 질에서의 약간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돼지

고기를 주로 먹었으나 소고기를 식탁에 올리기도 하고, 간식으로 마트의 

과자를 먹다가 과일을 사기도 하고, 비싼 갈치를 먹기도 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마트를 자주 갔어요. (뭐 사셨어요?) 먹을 거. 이렇게 쟁여놓고 먹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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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거 있잖아요, 간식. 간식의 질이 좀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과자 이런 거 

먹었는데 요즘에는 건강식으로~ 고구마말랭이, 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과일도 냉장고에 싹 넣어놓고.” (B2)

기본소득 지급이 식단의 변화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연구결과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실험에서 매우 강조한 부분이다. 그 이유는 특히 빈곤층의 경

우 소득의 부족이 음식의 불균형과 영양소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

시 건강 문제를 야기하여 건강 불평등과 교육효과 등의 여러 영역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7. 관계 효과

쉼표 프로젝트 실험에서 생활에서의 물질적인 여유는 관계 효과를 유발

한 것으로 보인다. 관계효과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연락과 만남을 통한 

소통이다. 실험 참가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부분은 가족이든 친구

든 누군가와 만나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연

락이나 만남 이전에 비용을 먼저 고려하게 된다는 것이다. 비용 문제가 해

결되자 많은 관계들이 회복되었다. 특히 조선소에서의 퇴출 이후 전기회

사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서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해 가장 

친한 모임의 여행을 성사시키지 못했던 D의 경우 다른 친구의 비용까지 

부담해서 3년 만에 여행을 하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현재까지 지속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가장 큰 의미는 상실되었던 ‘관

계의 회복’이었노라고 답하였다.

“원래는 2주 전인가 3주 전에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두 명이 캔슬이 난 

거예요. (총 몇 명인데요?) 6명이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러면 그렇지. 가

지마, 가지마.” 하고 있다가 ……내가 얼마나 더 낼라니까. 점마 데리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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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해서 그 친구한테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맞출 수 있는 상

황이 되니까 “그래 그럼 가자”가 되는 거죠. 그 여섯 명이 모인 게 한 3년만

이었거든요.” (D2)

“(기본소득을 받는 6개월을 평가해주신다면?) 행복했어요. 하고 싶던 

거를 하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내가 보고 싶었던 사람들과 추억을 만

들 수 있었고 끊겼던 인연을 다시 살릴 수 있었다라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D2) 

8. 지역사회ㆍ공동체ㆍ정치ㆍ유의미한 활동에 대한 관

심 및 참여

쉼표 프로젝트 실험에서 가장 한계가 드러난 부분은 지역사회 및 공동

체 등에 대한 유의미한 활동의 증대라는 영역에서이다. 지역사회, 공동체, 

정치 등에 대한 관심과 활동의 증대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의 축소를 기

반으로 한 여유의 증가가 일차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6개월이라는 한시적

인 기본소득 급여 지급은 실험 참가자들의 일상의 배치를 근본적으로 바

꿀 수는 없었다. 

9. 교육 효과(아동의 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

육, 자기 개발 등)

쉼표 프로젝트의 참가자들은 모두 성인이며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들이었기 때문에 아동의 교육효과나 고등교육의 효과 등은 살펴볼 수 없

었다. 무엇인가를 배우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 사용했냐는 질문에 46세의 

A의 경우 평생의 숙원사업이었던 자전거 타기를 성취했노라고 밝혔다. 두 

아들과 시각장애인 남편과 살면서 맞벌이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궁핍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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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는 않지만, 아이나 가족이 아닌 자신만을 위한 돈과 시간을 투자하

는 결정을 내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A의 사례는 기본소득이 개

인 자격으로 주어질 때, 그 수급자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전거를 사서 자전거를 배웠어요. …… (그 자전거가 본인한테 어떤 

의미예요?) 그니까 숙원사업 같은 거요. 왜 나는 평생 자전거를 못 타고 죽

을 수도 있었고 이번 아니었으면 굳이 내가 내 돈 주고 자전거를 사서... 

누가 선물로나 사 주면은 탈까.” (A2)

그러나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을 가

정한다고 할 때 실험 참가자들은 근로시간을 줄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영

역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두 곳의 식당에서 하루 

14시간을 일하고 있는 C는 요리를, 비정규직 D는 클라이밍을 배우고 싶다

고 했다. 이들은 자신의 꿈이자 희망사항이었던 요리와 클라이밍을 시도

를 해 본 적은 있으나 가정 형편상 혹은 현재의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모두 접어야 했다. 기본소득이 특히 성인의 교육효과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절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근로시간 단

축이 시급해 보인다.

“(기본소득이 누구에게나 평생 주어진다면 어떤 일 해보고 싶으세요?) 

요리요. 전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아마 꿈이지만 요리요. (그러면 요리학

원 같은 곳 다녀야하는 거 아니에요?) 다녔었는데요. 어렸을 때 다녔었는

데 그런데 그만 뒀어요. 가정… 가정형편상. 바로 지금 돈을 벌어야 되니

까. (만약에 기본소득이 매달 50만 원씩 주어지면?) 학원이라도 다니겠죠. 

자격증이라도 따겠죠.”(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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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의 쉼표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시작한 2017년 1월

은 기본소득 실험이 본격화되지 못했던 시점이었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부결되고, 캐나다와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 예고되면서 세

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급증하였으나 여전히 기본소득의 효과

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혼재되어 있던 시점이었다. 한국 역시 그 흐름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았다. 기본소득전북네크워크는 한국에서 소규모라도 기

본소득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기본소득 효과에 대한 상반된 주장들에 대

한 최소한의 입증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본소득 쉼표 프로젝트 실험의 결과 예상 효과 9가지 항목 중 7가지 항

목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었다. 모든 참가자들의 행복 지수가 상승

하였고, 사고에서의 터널링 문제를 해결하는 여유가 발견되었으며, 근로 

비유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 사용에서 가족과 친구 등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고, 시간 사용의 내용이 변화되었다. 식품의 양과 질에서 

변화가 보고되었고, 관계효과 및 교육효과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협상력

의 증가는 참여자가 속해 있는 노동시장의 상황 및 참여자의 가정환경 등

에 따라 상반되게 나타났고, 지역사회 및 공동체 등에서의 유의미한 활동

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기본소득 쉼표 프로젝트의 실험 효과 분석이라는 본 연구는 의의와 한

계를 동시에 지니는데, 이는 이후 기본소득 실험이나 제도 시행에 대한 정

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기본소득 쉼표 프로젝트는 실제로 무조건적인 현금급여가 지급될 

경우 급여 수급자의 행동 변화를 추론할 수 있는 실증적인 근거를 다차원

적으로 제공하였다.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의 쉼표 프로젝트는 재원의 한

계로 인해 실험 참가자 수가 제한적이고 기한도 6개월로 한정적이어서 일

반화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쉼표 프로젝트는 기본소득 지급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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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거시 지표나 구조화된 설문지로 측정할 수 없는 개인 차원에서의 경험

적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특히 기본소득의 예상효과로 제

기되는 9가지 항목들이 실제로 배타적이거나 독립적이지 않고 매우 유기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각 항목의 결과에서 보이듯 각 

항목들은 서로 연계되어 삶에 영향을 미친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삶

의 여유는 협상력을 강화시키고 행복을 증가시킨다. 또한 기본소득 지급

으로 인한 물질적인 여유는 시간 사용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관계

효과를 발생시키며, 공동체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진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한다면 외국의 기본소득 실험이 특정 효과의 한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효과가 나오면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나오지 않으면 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실험의 의도 자체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단면적인 판단인지 추론

하게 한다. 또한 기본소득 제도의 시행을 실험을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

여 이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시도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둘째, 쉼표 프로젝트는 실험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여실

히 보여주었다. 모든 기본소득 실험은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실

험 기한이 제한적이고 재원조달이 외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기본

소득이 제공될 때의 조세부담을 알 수 없다. 결국 기본소득의 실험과 시행

에서의 가처분소득의 순 증가분이 달라지고, 그래서 기본소득이 실제로 

시행될 때 가처분소득의 증감에 대하여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온전하게 예

측할 수 없다(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7: 138~144). 또한 기본

소득 실험 참가가 강제적이지 않아 선택 편의가 존재하고, 심지어 가장 잘 

설계된 실험이라 하더라도 노동시장에 끼치는 효과를 추정할 수 없다

(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7: 138~144). 그리고 무엇보다 실험

은 역동적인 공동체 효과를 측정할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이 주

어졌을 때 사람들은 마을에서 공동의 사업을 시작하고, 서로의 관계가 변

화하며, 인도의 여성이 가부장제와 불평등의 상징이었던 히잡을 벗어던지

는 것처럼 공동체의 역동을 실험을 통해서는 측정하기 어렵다(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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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쉼표 프로젝트 역시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실험이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특히 공동체 효과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공동체 등에서의 유의미한 활동과 관심의 증가는 발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Casassass(2018)가 말한 것처럼 “독재는 실험을 통해서 시행되

지 않는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만 실험을 통해 결과를 검증하고, 실험 결과

에 따라 제도를 시행하라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제도는 실험이 아니

라 시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 혹은 지역사회에서 기본소득의 전면 시행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로 인해 불가피하게 실험이라는 선택을 해야 한다면, 

Standing(2017)이 설명하는 것처럼 2년 이상의 기간으로, 포화지역을 선

정하여, 무조건성을 관철시켜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실험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만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공동체 효과, 승수효과를 입

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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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w Distribution Pilot: The Effects of 

‘Comma Project’ of Basic Income in Jeonlabuk do

Jeonghee Seo

Associate professor in Kunsan National University

During the age of full employment, individual independence 

through paid work was regarded as an important social value. But de-

pendence was considered to be weakness and irresponsibility. 

However, in a time when neither full employment nor stable jobs are 

maintained, the dichotomy of independence and dependence is no 

longer meaningful. Presently, new way of dependency is solidarity 

among people.

This study will show the results of the ‘Comma Project’, conducted 

by BIKN(Basic Income Korean Network)’ Jeonbuk Network, is an ex-

periment of distribution system of basic income. The Comma Project 

has informed the general public of basic income in the Jeonbuk area, 

has received a basic income project application, has selected 4 appli-

cants randomly among 820 applicants, has payed 500,000 won a 

month for six months, and has interviewed the participants.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of basic income payments to in-

dividuals, the interviews of the experiment analyze the effects of basic 

income on the goals, principles, expectations, and results. Also, the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about how they understood th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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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basic income on happiness, leisure, working motivation, time use, 

bargaining power, change of diet, relationships, interest and partic-

ipation in community and politics, and education(higher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Key words: basic income pilot, Basic Income Korean Network(BIKN), 

Comma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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