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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19년 2월부터 2년간 시행된 미국 스톡턴 경제력 강화 실

증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 SEED 실험의 1차년도(2019년 2

월~2020년 2월) 결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

선 2021년 3월에 발표된 1차년도 결과 분석 보고서(West, Baker, Samra and 

Coltrera, 2019)의 요약Executive Summary,  연구개요Year 1 Research Overview, 결과

Year 1 Findings를 발췌하여 소개하고, SEED 실험의 특성과 1차년도 결과의 시사점

을 간략히 제시한다.

1. 요약Executive Summary

SEED는 Michael D. Tubbs 전 시장에 의해 2019년 2월에 시작되었으며, 미

국에서 최초로 시장mayor이 주도하여 최소소득을 보장하는 계획이다. 무작위로 

선정된 125명의 스톡턴 시민들은 24개월 동안 노동요건 등 어떠한 조건도 없이, 

매달 현금으로 500달러를 지급 받았다. 

무작위 통제 실험Randomized Control Trial; RCT 파일럿은 독립연구자 팀인 테네

시대학교University of Tennessee의 Stacia West 박사, 펜실베이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Amy Castro Baker 박사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의 E4AEvidence for Action 프로그램에서 재

정을 지원하였다.

주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보장소득이 어떻게 소득 불안정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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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가? 소득 불안정에서의 변화들은 어떻게 심리적 건강과 신체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가? 보장소

득은 어떻게 미래에 대한 주체성agency over one’s future을 만들어내는가?

2021년 3월에, SEED는 실험의 1차년도 예비결과를 공개하였다. 발표된 결과는 COVID 이전 시기

인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시기를 포함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보장소득은 소득 불안정성, 또는 가구들이 직면하는 월별 소득의 변동성을 감소시켰다.

· 무조건적 현금은 수급자들이 전일제 일자리를 찾는 것을 가능케 했다.

· 보장소득의 수급자들은 더 건강해졌는데, 우울과 불안의 감소와 웰빙의 향상을 보여주었다.

· 보장소득은 재정적 결핍을 제거함으로써, 자기 결정권, 선택, 목표 설정, 위험 감수를 위한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 냈다.

SEED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긴급하면서도 치명적인 문제들 중의 일부인 불평등, 소득 불안정성, 

빈곤에 맞서고 대처하며 이를 인간화하기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보다 공격적인 정책 해법들의 추구

를 어렵게하는 빈곤층, 노동 빈곤층에 대한 견고한 고정 관념들과 가정들에 도전하고자 했다. 우리는 

SEED가 모두에게 존엄성을 제공하는 더욱 공평하고 포용적인 사회계약을 상상할 기회를 준다고 믿는

다. 모든 사람은 재정적 안정을 누릴 자격이 있다. SEED는 보장소득이 그것을 달성할 하나의 방법임을 

입증한다.

2. 1차년도 연구 개요Year 1 Research Overview

이 실험을 추동한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 보장소득은 소득 불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② 소득 불안정의 변화는 재정적 웰빙, 심리적 고통, 신체적 기능을 어느 정도로 변화시키는가?

③ 보장소득은 어떻게 미래에 대한 주체성을 만들어 내는가?

우리는 보장소득이 월별 소득 불안정성을 줄이고, 소득 만족도를 높이며, 그 결과로 심리적 스트레

스를 줄이고,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하여 참

여행동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와 함께 혼합방법 무작위 통제 실험mixed methods randomized control 

trial을 활용하였다. 참여행동연구 대상 집단들은 자격deservedness과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대화를 목표

로 하면서, 개인들이 500달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모든 연구 활동들은 테

네시대 녹스빌캠퍼스University of Tennessee-Knoxville 및 펜실베이니아대 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s의 승인을 받았다.

연구방법

연구 방법은 세 가지 요소들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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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병행

(2) 순차적 연구: 양적 연구 → 질적 연구 → 양적 연구

(3) 공동체 기반 참여행동연구. 2021년 9월까지 연구 지속

요소 Ⅰ: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병행. 기초선 양적 데이터는 2019년 2월에 집단들을 무작위 배정하기 3

개월 전에 수집되었으며, 무작위 배정 이후에 세 번의 간격으로 수집되었다. 참가자들은  소득 및 정신

건강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월별 문자 메시지 전송 서비스SMS 설문을 작성하였다. 50명의 참가자로 구

성된 질적 유의purposive 표본을 선정하여 1:1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인터뷰를 통해 500

달러를 사용하는 의사결정이 현재 네트워크에서의 책임성과 안전망 기준선에 따라 어떻게 고려되었는

지를 확인하였다. 

요소 Ⅱ A:

순차적인 연구(양적 연구 → 질적 연구 → 양적 연구): 요소 Ⅱ는 보장소득과 관련된 변화들을 어

떻게 해석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내포된nested 유의 질적 표본을 만들기 위하여 대처, 소득 불안정성, 주

체성에 대한 초기의 양적 조사를 활용하였다. 목표는 개입과 관련된 전략들, 과정들, 미래에 대한 주체

성 감각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순차적인 요소는 대처전략들과 건강행동들과 함께 소득 불안정성의 생

생한 경험들을 포착하였다. 그것은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의 유의표본과 함께하는 반구조화된 인터뷰

들로 구성되었다. 인터뷰 프로토콜들은 사회적 스트레스 과정 모델과 기존의 경제적 불안정, 대처 기제

와 네트워크 문헌에서 정보를 얻었다. 앞서 언급된 영역들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주제 분석(Braun & 

Clark, 2006; Tashakkori & Teddlie, 2008)은 매월 이루어진 초점이 좁혀진 양적 텍스트 기반 질문의 

개발에 영향을 미쳤다(Cole-Lewis & Bernhardt, 2015).

요소 Ⅱ B:

1차년도의 양적 및 질적 데이터를 혼합방법으로 통합함으로써, 기존 데이터 셋으로는 답할 수 없

었던 새로운 연구 질문들을 생성하였다. 따라서 추가적인 의도적 인터뷰의 순차적 단계가 2차년도에 

추가되었다. 연구활동들이 현재 진행 중이다.

양적 측정

소득불안정성 데이터는 문자 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통한 월별 자가 보고로 측정되었다. 신체적 기

능과 심리적 고통의 건강 지표들은 6개월마다의 종단 설문조사 내에서 SF-36과 Kessler 10을 거쳐 양

적으로 측정되었으며(Rand Corporation, 2018; Kessler et al., 2002), 심층 인터뷰들을 통하여 질적

으로 측정되었다. 고용 및 400달러 정도가 소요되는 비상사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재정적 

웰빙에 대한 데이터는 6개월 간격으로 양적 설문조사에서 자가보고를 통해 수집되었다.

양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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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가 예비 보고서라는 것을 전제로, 기본적인 기술통계량과 추론통계량이 양적 데이터로 

제시된다. 사전분석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통계분석들이 수행될 것이고 그 결과는 최종보고서에서 제

시될 것이다. 요소 Ⅰ과 Ⅱ의 양적 분석들에서, 미국 재무다이어리Financial Diaries 연구에서 이용된 바와 

같이 소득 불안정성은 변동계수에 의해 계산되었다. 변동계수를 알아내기 위하여, 우리는 월별 소득의 

표준편차를 월별 소득의 평균으로 나누었다(Morduch & Siwicki, 2017). 심리적 고통과 신체적 기능

을 측정한 SF-36과 Kessler 10의 개체 간 및 개체 내 효과들은 2018년 12월과 2019년 2월의 기초선과

의 t-test로 검정되었다. 고용 변화와 재정적 웰빙에 대해서 기술통계량이 계산되었다. 요소 Ⅰ과 Ⅱ의 

질적 분석들에서, 구조적 코딩에 의해 통보된 주제 분석이 사회연결망 관계들을 포착하기 위하여 이용

되었으며, 참가자들이 일반적으로 복지급여를 받는 것과 관련된 낙인과 수치심의 맥락에서 현금 수령

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Keene, Cowan & Castro Baker, 2015) 의사결정 경로들이 

가치/감정 코딩과 함께 사용되었다(Saldana, 2009).

질적 방법론

1차년도 질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의 세 단계가 있었다. 기초선 설문조사에서 개방형 질문, 인테이

크 이후에 반구조화된 인터뷰, 그리고 실험집단의 구성원들과 함께 첫 해 동안 계속 진행된 반구조화된 

인터뷰가 그것이다. 통제집단을 대상으로도 인터뷰가 수행되었으며, 이는 계속 진행중인 연구활동들

의 일부분을 이루었다. 모든 질적 방법론은 결핍과 긴장감에 특별하게 주목하는 사회적 스트레스 모델

에 이론적으로 뿌리를 두고 있었다(Mani, Mullainathan, Shafir & Zhao, 2013; Shah, Mullainathan 

& Shafir, 2012).

1단계:

모집된 응답자들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무작위 배정되기 전에, 개방형 질문들이 최초의 기

초선 설문조사에서 포함되었다. 안전망과 관련된 자격, 수치심, 비난에 대한 문헌을 통해 지시메시지들

을 제공하였다(Baumberg, 2016; Seccombe, James & Walters, 1998; Tach & Edin, 2017). 이러한 

개방형 부분들은 (1) 반구조화된 인터뷰들을 위한 프로토콜 개발, (2) 텍스트 기반 데이터 수집, (3) 가

구 의사결정 패턴 식별, (4) 보장소득이 어떻게 안전망 복지급여들과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알아

내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응답들(N=478)은 Braun & Clark(2006)의 주제 분석의 다섯단계들에 따라 

Dedoose 프로그램으로 재귀적으로 코딩되었다. 여기에는 실체에 대한 서술 코드들(Saldana, 2009), 

의사결정을 포착하는 감정 코드들(Goleman, 1995), 공적 담론 문헌을 반영하는 가치 코드들을 사용

하는 세 차례의 비교 코딩이 포함되었다.

2단계:

응답자들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무작위로 배정된 후, SEED 프로그램 스태프는 공동체 기반 

환경에서 일대일 인테이크 세션들을 위하여 실험집단의 잠재적 구성원들을 초대하였다. 실험집단에 

등록된 모든 수급자들은 SEED 운영의 하나의 요소로서 반구조화된 인터뷰에 참가하라는 초대들을 받

았다. 36명이 동의하였다. 인터뷰는 참가자의 피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5~20분 길이로 진행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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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방식으로 기록되었으며, 전문적으로 전사되었다. 프로토콜은 일반적인 인구통계, 신뢰, 사회연

결망, 프로그램 활용, 의사결정에 대한 질문들을 포함하였다. 의미론적 수준에서 주제 분석은 1단계에

서 활용된 동일한 단계들에 따라 Dedoose로 수행되었다(Braun & Clark, 2006). 이러한 단계에서 사

용된 코드들은 1단계에서 활용된 그것들의 확장 버전을 나타냈다. 추가사항에는 시퀀스와 의사결정을 

포착하는 아키텍처 코드들과 자격성에 대한 공적 담론의 관점을 포착하는 수정된 가치 코드들이 포함

되었다(Saldana, 2009).

3단계:

실험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실험 첫 해의 대략 절반 정도 지난 시점에 반구조화된 인터뷰에 참여

하도록 초대되었다. 여기에는 해당 집단의 적절한 대표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망에 대한 이전 또

는 현재 경험들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표적화된 아웃리치가 포함되었다. 모집은 50명의 목표 표

본에 이르렀을 때 중단되었다. 3단계의 목표는 보장소득과 관련된 전략들, 과정들, 적응들, 미래에 대

한 주체성 감각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인터뷰는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되었고, 전문적으로 말 그대로 전

사되었으며, 사람들이 질문에 어떻게 응답했는지에 따라 1~3시간 지속되었다. 대부분은 자신의 집에

서 인터뷰했으며, 일부는 사생활 보호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동체 기반 환경에서 인터뷰하도록 선출

되었다. 두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개인적인 계획이 바뀌었을 때 전화로 인터뷰하기로 선택되었다. 전체 

인터뷰 및 분석 과정에서 지속적인 비교 메모 작성이 이루어졌다(Charmaz, 2014; Strauss, 1987). 인

터뷰 프로토콜은 과정, 의미 형성, 전략들, 물질적 및 비물질적 자원들의 풀링, 신뢰, 사회연결망에 대

한 프롬프트들을 포함하였다. 1단계와 2단계에서 이용되었던 원래의 5단계 주제 분석(Braun & Clark, 

2006)은 처음 두 단계의 분석과 초기 양적 신호들에 기반한 코드북 개발 동안 변경되었다. 혼합방법 접

근법의 반복적인 측면을 유지하면서(Tashakkori & Teddlie, 2008; Teddlie, Tashakkori & Johnson, 

2008), 우리는 의미론적 수준에서 주제 분석과 함께 잠재분석에 근거이론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접근법을 조정하였다(Charmaz, 2014). 이러한 방법론적 접근법은 1단계와 2단계의 분석에서 수급자

들이 공통의 언어와 공유된 이해를 결여했던 전개 현상으로 보장소득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 선택되었

다(Charmaz, 2014). 마지막 코드북은 과정 코드들, 가치 코드들, 초점 코딩(Thornberg, Perhamus & 

Charmaz, 2014), 이론적 코딩(Glaser, 1978; Charmaz, 2014)을 포함하였다. 모든 코딩은 Dedoose

에서 이루어졌다.

3. 1차년도 결과Year 1 Findings

내러티브 분석은 재정적 부족이 어떻게 가구 내 관계와 사회적 관계 내에서 시간 부족을 낳는지를 

보여주었다. 월 500달러의 화폐는 가용시간을 늘리고 생일 케이크와 같은 것들을 사거나 친구들과 함

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내러티브 분석이 드러낸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이 있다. 자신의 연결망 내에서 무급 돌봄노동을 수행

하는 데 삶과 시간의 대부분을 바치는 여성들은 시간의 주입과 함께 재정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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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힘이 어떻게 수년간 그들이 무시했던 방식에서 그들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가능케 했는지

를 설명하였다. 많은 경우에 이것은 치과 치료와 예방 의료를 따라잡는 것과 같은 예상되는 방식으로 

반영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그들 스스로의 욕구, 바람, 원하는 

것에 경청하고 중심을 두는 새로 발견된 자유를 제공하였다. 가령 다른 사람의 차 대신 자신의 차를 고

치는 것이라든지, 아이들이나 친척을 위해 모든 것을 돌리는 대신에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돈이라든지 말이다.

프로그램 시작 1년 후,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월별 소득 불안정성이 적었다. 통제집단은 실험

집단에 비해 거의 1.5배의 소득 변동성을 경험하였다. 실험집단은 월별 46.4%의 소득변동을, 통제집

단은 월별 67.5%의 소득변동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 가구의 월별 변동성이 더 크다고 보

고한 미국 재무다이어리의 결과와 일치한다(Hannagan & Morduch, 2015). 또한 개입을 받는 가구들

은 통제집단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예상치 못한 400달러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더 나은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수급자의 25%만이 예상치 못한 비용을 현금 또

는 현금의 등가물로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 1년 만에 실험집단의 52%가 예상치 못한 비용을 현금이나 

현금의 등가물로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초선 조사에서 통제집단의 25%가 예상

치 못한 비용을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로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 1년 후, 통제집단의 28%만이 예상치 

못한 비용을 현금이나 현금 등가물로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 실험집단은 보장소득을 받은 지 1년 후에 

통제집단에 비해 더 안정적인 재정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Kessler 10은 불안과 우울증에 대한 질문을 기반으로 심리적 고통을 측정하는 널리 사용되는 도

구이다. 점수는 10~50 범위에 위치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나타낸다. 25점 미

만은 건강할 것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20~24점은 경미한 정신건강 장애를 보여준다(Kessler et al., 

2002). Kessler 10의 t-test는 무작위 배정이 이루어진 지 1년 후인 2020년 2월에 시작된 네 번째 관찰

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불안 및 우울 증상 발생률이 더 낮은 것을 보고했음을 나타낸다. 첫 번

째 관찰에서, Kessler 10에 대한 실험집단(평균 21.28, 표준편차 9.03)과 통제집단(평균 20.72, 표준

편차 8.97)의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303)=0.541, p=0.58]. 네 번째 관찰

에서, 통제집단의 평균 점수는 21.15(표준편차 10.55), 실험집단의 평균 점수는 18.43(표준편차 8.66)

으로 거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184)=-1.92, p=0.056]. Cohen’s d로 측정된 이러한 

변화의 효과 크기는 –0.282로 비교적 작은 효과였다. 통제집단을 기초선에서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Kessler 10의 점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t(86)=-0.997, p=0.322]. 하지만 실험집단은 

기초선에서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t(85)=2.732, p=0.008]. 

이 효과에 대한 Cohen’s d는 0.29였으며, 또 다시 작은 효과였다. 종합해보면, 이러한 결과는 실험집단

이 통제집단은 그러하지 않았던 정신건강의 임상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경험했음을 시사

한다. 1년 동안의 개입에 걸쳐 경미한 정신건강 장애가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 정신적 건강 상태로 이동

하였다.

랜드 연구소Rand Corporation에서 개발한 약식 건강 설문조사 36Short Form Health Survey 36은 전반적

인 건강과 웰빙을 측정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도구이다. 여기에는 신체 기능, 신체 건강으로 인한 역할 

제한, 정서적 문제로 인한 역할 제한, 에너지 및 피로, 정서적 웰빙, 사회적 기능, 통증, 전반적인 건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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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8가지 하위척도가 포함된다(Hays & Shapiro, 1992; Stewart et al., 1992). 점수는 0에서 100 

사이에 분포하며 숫자가 클수록 더 건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기준선에서, 8개의 하위척도 중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의 점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보장소득을 받은 지 1년 후 실험집단은 통

제집단과 정신건강(t(183)=14.85, p=0.012), 피로에 대한 에너지(t(186)=7.30, p=0.023), 정서적 웰

빙(t(191)=7.70, p=0.022), 통증(t(189)=7.87, p=0.047) 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비교에서 효과 크기는 Kessler 10에서 발견된 것보다 약간 더 컸다. Cohen’s d는 정서적 건강에 대해 

0.370, 피로에 대한 에너지에 대해 0.335, 정서적 웰빙에 대해 0.332, 통증에 대해 0.283이었다.

2019년 2월에 수급자의 28%가 전일제 일자리를 가졌다. 1년 후에 수급자의 40%가 전일제 일자

리에 고용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통제집단은 동일한 1년의 기간 동안 전일제 고용이 5%p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의 32%가 2019년 2월에 전일제로 고용되었다. 1년 후 통제집단 참가자

의 37%가 전일제로 고용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더 큰 노동시장 추세를 시사할 수는 없지만, 질적 데이

터와 통합될 때 개인이 일자리 전망을 개선하기 위하여 월별 500달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통

찰력을 제공한다.

선택된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은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의존하는 관계에 대한 주체성, 자기결정, 진

정한 신뢰에 달려 있다. 일단 기본욕구가 충족되고 희소성이 약화되면 참가자들은 선택과 안전감에 의

해 정의된 선택된 취약성과 진정한 신뢰를 위하여 자유를 원했던 취약성의 상호관계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경로들을 설명하였다. 감시 및 제약된 의존을 유발할 수 있는 강제된 취약성과는 달리, Callie는 선

택된 신뢰, 상호의존성 또는 취약성을 “당신의 모든 것을 어떤 것에 집어넣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음”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긴장하거나 어려운 관계를 맺은 친구 및 

가족에게 돈이나 자원을 요구하는 것을 줄이고, 협박을 받고 있는 관계에서의 시간을 제한하는 능력이 

포함되었다.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결과는 보장소득이 자기결정권과 주체성의 감각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시사한다.

4. SEED 실험의 특성과 1차년도 결과의 시사점

SEED 실험의 특성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 주체들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실험의 주된 목적이 엄밀한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객관적인 실험 결과를 산출하는 것에 있

기보다는 빈곤의 원인이 빈곤한 사람들의 특성이 아니라 현금의 부족에 기인한다는 것, 사람들에게 직

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최선의 투자라는 것을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에 있었다. 그러므

로 SEED 실험에 대한 평가도 실험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다양한 사례

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실험 주체들 스스로가 ‘기본소득’이 아니라 ‘보장소득’을 실험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

다. 스톡턴 시민 중에서 중위가구소득인 46,033달러 이하의 지역neighborhood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사람이 실험에 참가할 자격이 있었다.1) 이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125명의 스톡턴 시

1)　더 구체적으로, 평가 팀은 무작위로 선정된 4,200명의 거주자들에게 우편물을 보냈고, 참여에 관심이 있는 가구들은 인구학적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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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에게 24개월 동안 500달러를 지급하는 실험이었다. ‘보장소득’ 실험이라는 명명에서 우리는 실험 주

체들이 무조건적 현금 지급이 빈곤지역 또는 빈곤층에 미치는 영향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고 있음을 짐

작해볼 수 있다. 물론 실험집단의 경우 (노동)소득에 대한 세율 변화나 복지급여의 감소 없이 500달러

를 추가로 지급받는다는 점은 적어도 이들이 외부재원 기본소득 정책이 도입된 경우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건민, 2020).2)

셋째, ‘보장소득’ 실험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장소득’ 실험이라고 볼 수 없는 측

면도 존재한다. 신청자의 경우 거주하는 지역이 스톡턴 시 중위가구소득 이하에 속하기만 하면 되었으

므로, 신청한 사람의 가구소득이 중위가구소득 이상인 경우도 실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위가

구소득이 면세소득과 같은 형태의 음의 소득세를 예로 들어보자면, SEED 실험에 참여하였으나 실제 

가구소득이 중위가구소득을 상회하는 가구에 속한 A라는 사람은 실제 음의 소득세가 도입될 경우에는 

‘보장소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의 소득세’를 내야 할 것이다. 넷째, 보장소득이 소득변동성

과 재정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급방법을 택하였다. 스톡턴 시에 거주하는 가구들

은 흔히 월초에 임차료를 비롯하여 많은 액수의 지출을 마감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SEED는 매

달 15일 또는 15일 근처에 지급되었다. 이는 가구가 직면하는 재정적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데 최적

인 시기라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9.7%의 스톡턴 시민들이 은행계좌를 갖

고 있지 않다는 사실과 수급자들에게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불 직불카드가 지급

수단으로 결정되었다.

1차년도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보장소득이 가구들의 소득 불안정성

을 감소시켰다는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며, 이는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또 다른 결과들, 즉 우울과 불안

의 감소와 웰빙의 향상, 자기결정권, 선택, 목표 설정, 위험 감수를 위한 새로운 기회들을 창출하였다는 

결과의 바탕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1차년도 결과에서 드러난 보장소득으

로 인한 (소득의 증가 및) 소득 불안정성의 감소 정도가 사전적인 이론적 예측과 비교했을 때에는 어떠

했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이 없다는 것이다. 소득 불안정성을 측정하는 데 이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변수인 변동계수의 정의상 (다른 모든 변수들이 일정하다고 한다면) 제공된 보장소득의 크기만큼 

분모에 해당하는 평균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그 값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전적인 이론적 예측

의 크기와 비교했을 때 실제 관측된 값의 크기가 어떠한지, 그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비판자들의 입장에서는 보장소득으로 인

해 소득 불안정성이 줄어들었다는 결과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체적인 고용일수와 일자리로부터 얻은 소득의 집계 결과에 관심을 둔 핀란드 실험과는 달

리, 전일제 일자리에 고용된 사람들의 비율에 주목함으로써 좋은 일자리의 전망과 일자리의 질 향상에 

정보들을 요청하는 웹 기반 동의 양식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완료한 사람들의 집단(pool) 중에서, 총 125명이 보장소득을 받
도록 배정되었다. 이러한 집단 중에서, 100명은 핵심 연구 표본을 이루었으며, 25명은 정치적으로 유의(purposive) 집단 혹은 스토리
텔링 집단, 즉 SEED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공적으로 발언하는 집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표본 이탈하는 경우가 발
생할 것을 대비하여 5명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또한 200명의 개인들이 무작위로 통제집단으로 배정되었다.

2)　SEED 실험의 주체는 무조건적 현금이 현존하는 사회안전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
서 기존 복지급여들을 보존하기 위한 면제(waiver) 절차, 어떠한 피해도 없기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예상치 못한 복지급여 손실을 보
상하기 위한 Hold Harmless Fund의 설립 등을 통해 실험집단이 월 500달러를 받게 되었을 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기존 복지급
여들에서의 손해에 미리 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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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는 보장소득 내지 기본소득의 잠재력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예컨대, 실

험기간 도중에 실험집단에 속한 일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합하거나 임금, 노동조건 등에서 더 좋은 일

자리를 갖기 위하여 잠시 현재의 열악한 일자리에서 벗어나 교육, 훈련, 탐색 등을 하고 그 중 일부가 이

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경우, 후자를 측정하는 변수 면에서는 플러스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일제 일자리에 고용된 사람들의 비율은 증가) 전자를 측정하는 변수 면에서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교육, 훈련, 탐색 기간의 증가로 전체적인 고용일수와 일자리로부터 얻은 소득은 감소). 물

론 ‘전일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나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모두 대표하기에는, 그리고 보장소득 

내지 기본소득이 좋은 일자리의 전망과 일자리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온전히 드러내기에는 분

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일부 사람들은 보장소득 내지 기본소득이 주어질 경

우, 자신에게 맞지 않는 기존의 전일제 일자리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적합하거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

자리(그것이 전일제이든 시간제이든)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 

셋째, SEED 실험 1차년도 결과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들은 기본소득 관련 다른 실험

들과 마찬가지로 보장소득 내지 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를 시사한다(B-MINCOME and Ajuntament 

de Barcelona, 2019; Kangas et al., 2019; Kela, 2020; Rogehr and Scheidler-Benns, 2019). 또한 

SEED 실험이 채택한 양적, 질적 연구의 혼합은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기제를 드러내

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넷째,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돌봐왔던 수많은 여성들이 자기 자신의 욕구와 욕망에 귀 기

울이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시간과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분석 결과는 보장소득 내지 기본소득

의 젠더 효과의 또 다른 중요한 기제를 드러낸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이러한 1차년도 결과는 빈곤층과 노동빈곤층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들과 가정들에 도전

하고자 한 SEED 실험 주체들의 생각과 믿음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빈곤의 주된 책임을 빈곤한 개

인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 보장소득 내지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들의 재정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말이다.

추후 이 실험의 2차년도 결과까지 공개된다면, 스톡턴 SEED 실험에 대한 더욱 종합적인 시사점 도

출과 종합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2차년도 결과는 어떠할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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