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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왜 세계는 정책실험에 주목하는가

가. 기존 분배 체계의 한계
자동화로 인한 고용 감축, 노동 시장의 양극화, 사회적 이동성의 저하 등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산업 발전

을 경험한 여러 나라들이 직면한 문제다. 이는 소득 불평등의 확대로 이어진다.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최근
상위 1%,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득 불평등의 확대는 다시
사회 역동성 저하, 사회적 갈등 유발로 이어져 앞서 열거한 문제들이 더욱 심화되는 구조적 악순환을 낳는다.
[그림 1]
소득 불평등 추이
출처: 홍민기 (2019)

이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그림 2>와 같이 고용, 복지 등 분배 정책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

면서 기존 정책을 확대하고,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왜 이 문제들은
완화되기는 커녕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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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왜 세계는 정책실험에 주목하는가

[그림 2]
분배 정책(보건·복지·
고용 등) 예산의 증가
추이
출처: e-나라지표 정부재정현
황, 기획재정부

과거 우리 사회는 산업화를 통해 경제가 고속도로 성장했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계속

창출됐다. 이 때 정부 분배 정책의 큰 틀은 이 대열에서 낙오된 이들을 구제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돕

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에서도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으며, 플랫폼을 중심

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들은 대부분 불안정하다. 거기에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변화에 따라 더 많

은 일자리를 기계가 대체하고, 그 결과로 소수에게 부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경제 구조가 전환되는
상황에서 오랜 시기 이어진 기존의 분배 정책은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기존 분배 정책이 한계에 다다른 것은 우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기본소득과 같이 새로

운 분배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한 사회의 분배 체계가 새로운 형태로

전환하는 일은 쉽지 않다. 현재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분배 정책을 도입하려면 충분한 예산을 확
보할 수 없고, 작은 규모로 실시된다해도 기존 정책의 틈을 메우는데 그치고 말 것이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의 분배 체계를 전환해 재구성해야 한다. 전환의 방식은 증세

나 세제 개편과 같은 재원 마련을 통해 분배 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것일 수도 있고, 기존 고용 및 복지 정책의 다
수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배 정책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커질수록 이를 집행하는 관료 체계는 비대해지고,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 역시 복잡해진다. 기존 관

료 체계를 혁신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숙의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와 강력한 정치적 추진력
이 필요하다. 이러한 합의와 추진력은 증세나 세재 개편과 같은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다.

이 사회적 합의와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배 체계가 불평등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개

선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으며, 새로운 분배 체계 하에서도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것 이라는 확실
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존 정책의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어 분배 체계
를 전환할 수 있다.

나. 정책실험의 부상
우리 사회가 새로운 분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 정책의 효과를

검증할 강력한 도구가 필요하다. 그 도구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이다. 정책
실험은 자연과학에서 활용되는 실험 설계를 사회과학에 해당하는 정책 효과 평가에 응용해 가장 엄밀하게 정책
의 효과를 측정하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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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험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2019년 노벨경제학상에서 드러났다. 공동 수상자인 에스더 뒤플로(Esther

Duflo), 아비지트 배너지(Abhijit Banerjee), 마이클 크레이머(Michael Kremer)는 1997년부터 케냐에서 정책

실험을 통해 교육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등 국제 개발 사업에 정책실험을 도입했다. 2003년 빈곤행동실험
(J-PAL)이라는 연구기관을 설립한 뒤로는 800여 건의 정책실험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실험의 사례를 확산
해왔다.2) 이로 인해 국제 개발 협력 분야에서는 거대 담론에 기반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소규모 원조·개발 협력
프로젝트의 효과를 입증한 뒤 이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지지를 얻고 있다(김부열, 2016).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의료, 복지, 교육,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정책을 혁신하고

새로운 정책을 확산하는 방법으로 정책실험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진행된 핀란드의 기본소득

정책실험,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의 시민소득 실험 ‘비민컴’(B-MINCOME)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형태의 분
배 체계의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새로운 분배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책실험이 갖는 의미와 필요성을 탐색하려

고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정책실험의 의미와 구체적 적용 방식, 주요 선진국 정부 차원에서 정책실험을 도입한 사
례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새로운 분배 체계로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왜 기본소득에 대
한 정책실험이 필요한지를 제시하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주요 정책실험 사례를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4장에

서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기본소득 정책실험의 구체적인 형태로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을 제안하고 세부 실
행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2) 조선비즈(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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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실험이란?

가. 정책실험의 정의
정책실험은 자연과학에서 활용되는 실험 설계를 사회과학에 해당하는 정책 분석 및 평가 분야에 응용함

으로써 가장 엄밀하게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 입증하는 방법이다. 정책실험은 <그림 3>과 같은 구조로 진행되

는데, 정책 대상 단위(사람, 지역 등)의 전체 또는 (표본 추출한)일부를 ‘실험집단’(treatment group)과 ‘통제집
단’(control group)으로 무작위로 배정(randomization)한 뒤에 실험집단에만 정책을 시행하고, 두 집단에 나

타난 차이를 비교해 정책 효과를 추정한다. ‘무작위 통제 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또는 ‘진
실험 설계’(true-experimental design)와도 같은 의미로 쓰인다.

정책 효과의 평가, 즉 정책의 목표 달성 여부나 사회적 영향을 밝히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 설

계’(research design)가 필요하다. 이중 정책 대상자에게 만족도를 묻는 ‘간접 측정’(indirect measurement)
방식도 정책 효과 평가에 중요한 부분이지만, 정책 효과를 좀 더 완전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

의 목표 달성 여부를 직접 측정해야 한다(DeLong Hamilton et al., 2011). 이런 측면에서 정책실험은 정책 효
과를 ‘직접 측정’(direct measurement)하는 방식으로, 정책 분석 및 평가에 있어 다른 연구 방법에 비해 정책
증거로서 가치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Hollister, 2008).
[그림 3]
정책실험의 구조

정책실험의 작동 원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 효과 평가의 핵심 요소는 정책이라는 원인 변수

와 효과라는 결과 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이때 인과 관계는 원인 변수가 전혀 다른 두 값을 가
질 때 나타나는 결과 변수 값의 변화(King et al., 1994)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

구자는 이를 하나의 현실에서 관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선거에서 현직 정치인의 프리미엄 효과를 밝히기 위
해선 한 정치인이 현재 재임 중인 경우(원인 변수1)와 그렇지 않을 경우(원인 변수2)의 당선 가능성(결과 변수)

을 비교해야 하는데, 선거에서 한 사람이 현직이면서 동시에 현직이 아닐 수는 없다. 즉 인과 관계를 밝히기 위

한 두 가지 경우(원인 변수가 전혀 다른 두 값을 가지는 경우)는 관찰 불가능하며, 이를 '인과적 추론의 근본 문
제’(fundamental problem of causality)라고 한다.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정책실험이
다.

일반적으로 정책실험을 위해서는 정책 대상에서 추출한 ‘표본 집단’(sample group)을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에 무작위로 배정한다. 이 때 충분한 표본 수가 확보된다면, 두 그룹은 정책에 따른 효과(결과 변수의 변화)
를 제외하면 평균적으로는 같은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만약 실험집단에게 정책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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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땠을까?’에 대한 답을 통제집단의 결과 변수를 통해 추정할 수 있고, 두 집단 간의 결과 변수 차이를 통해 정
책의 순수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그림 4).
[그림 4]
정책실험을 통한 정
책의 효과 추정

따라서 정책실험의 핵심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무작위 배정에 있다. 무작위 배정을 통해 할당하지 않

는 경우 정책이 실행된 집단과 실행되지 않은 집단은 여러 가지 특징이 다를 수 있다. 선택적 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하는 것인데, 두 집단의 결과 변수 차이를 정책 효과로 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방과

후 보충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때 학생의 소득 수준에 따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했다면, 보충

수업이 성적 개선에 효과가 있더라도 이 효과가 보충수업에 따른 순수 효과인지, 소득 수준의 차이가 영향을 미
쳤는지를 정확하게 분리해서 판단할 수 없다.

나. 정책실험의 방법3)
정책실험을 실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정책 수혜 대상 무작위 배정

앞서 설명한 정책실험의 원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은 정책 대상 중 표본 집단을 선정, 정책의 수혜자(실

험집단)와 비수혜자(통제집단)를 무작위로 배정하는 것이다. 동일한 두 집단의 비교를 통해 정책 효과를 명확하
게 측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적 조사를 통해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통제집단에

대해서는 정책실험 참여에 따른 혜택이 없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중도 이탈 가능성이 크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
탈자가 많아지면 정책 효과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
험이 이 방법으로 진행됐다.

② 정책 수혜 시점 무작위 배정

통제집단 이탈의 우려가 클 경우 정책 수혜 시점을 무작위로 배정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정책 대상

중 무작위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한 뒤, 실험집단이 먼저 정책의 수혜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통제
집단도 정책 수혜를 받는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모두 정책을 실행하게 되므로 통제집단
3) 정책실험 방법의 분류에 대해서는 <박윤수 외 (2018)> 및 <박노욱 외 (2015)>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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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실험이란?

참여자들도 이탈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하지만 정책의 장기 효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고, 통제집단의 미래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가 행동에 변화를 준다면 정책 효과에도 영향을 줄 위험성도 있다. 뒤에서 설명할 멕시코
의 프로그레사 정책이 이 방법에 해당하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작위로 선정하지는 않았지만, 정책 수혜
시점에 차이를 두고 두 집단을 비교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두루누리 사업(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평가도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 바 있다(박윤수 외, 2018).
③ 정책 참여 유인 무작위 배정

또 다른 방법은 정책 참여 유인을 무작위로 배정하는 방법이다. 정책 대상자가 많은데 비해 정책 참여율

이 낮은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책 대상자 중 무작위로 배정한 실험집단에 대해서만 상세

안내나 참여 혜택 등을 제공하고, 통제집단과의 참여율 비교를 통해 해당 유인의 효과를 측정한다. 정책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 제기나, 참여자 이탈 등의 우려가 없고,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하지만 정책 홍보와 같은 전체 정책 과정 중 일부의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는데만 활용할 수 있는 방
법이다.

다. 정책실험의 한계
정책실험은 실험 설계 과정과 관련된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과 이후 정책 확대에 대한 외적 타당

성(External Validity)의 측면에서 정책 효과 측정 수단으로서 한계점도 갖고 있다.

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보면, 실험집단은 실험 사실을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으

며, 통제집단도 추후 정책 확대 실시를 기대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정책실험 기간 중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 간 상호 교류도 정책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론 상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을 현실에서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의 한계는 정책 대상자 중 일부만으로 정책실험을 했을 때와 전체 대상자

에게 적용했을 때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체 정책 대상자에게 적용할 경우 상호작용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공동체 효과(Community Effect)4) 역시 일부 집단에만 적용했을 경우와 달리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효
과라 할 수 있다.

라. 정책실험의 활용 분야
정책실험의 작동 원리와 실행 방법, 한계점 등을 감안했을 때 정책실험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정책의 요건

은 다음과 같다. 정책이 구체적 대상자와 목표, 효과 측정에 적합한 지표를 갖고 있어야 하며, 정책 효과가 정책
실험 기간 내에 나타날 수 있어야 하고, 실험집단과 함께 통제집단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박윤수 외,

2018). 정책의 사회적 함의도 정책실험 적용 여부의 중요한 기준이다. 정책 중 전면 도입시 예산 규모가 크고,
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지만 그 근거가 불충분한 정책일수록 정책실험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배 정책에 해당하는 고용·노동, 보건·복지 정책은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정책실험을 활용하기

에 적합한 분야5)로 꼽힌다. 현재 국내에서 이들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수단은 시범사업과 예비타당성조사다.

시범사업은 정책 도입과 집행 과정에서는 정책실험과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다. 새로운 정책의 전면 시행에 앞

4) 특정 지역의 정책 대상자 모두에게 정책을 집행했을 때 (표본 추출 등을 통해)정책 대상자 중 일부에게만 정책을 집행했을 때는 관찰되지 않았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청년 A는 다른 지역의 청년 B가 기본소득을 지급받고 있을 때와, 인근에 거주하는 지인 청
년 C가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때 다른 행동 양상을 보일 것이다. 또한 청년 A와 청년 C가 공동의 활동(창업, 여가 등)을 수행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효과를 공동체 효과라고 한다.
5) 이외에 정책실험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분야는 교육, 문화, 체육, 재정, 해외 원조 사업 등이며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국방, 안전, 재해, 연
구개발(R&D) 분야는 정책실험 적용이 어려운 분야로 꼽힌다(박노욱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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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부 집단(또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확대 및 재검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시범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평가를 하더라도 대부분 해당
정책 대상자의 사전·사후 변화를 비교하거나, 만족도 조사와 같은 사후 효과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정책 효과를 측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내에서 중기 재정 지출 계획이 500억 원 이상으로 규모가 큰 분배 정책(고용·노동, 보건·복지 등)

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건설이나 SOC 사업을 위주로 개발된 계량 기법을

통해 편익(Benefit) 또는 효과(Effectiveness)를 추정하기 때문에 분배 정책에 대해서는 정확한 효과 추정이 어
렵다는 한계(박노욱 외, 2015)가 있다.

마. 정책실험 운용 사례
앞서 언급한 개발도상국에서의 국제 개발 사업 이외에도 1995년 미국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이

주 정책에 정책실험을 활용6)하는 등 정책실험은 여러 지역에서 활용돼 왔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진국들

은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정책실험을 내세우고, 전담 조직을 만드는 등 정책실험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
고 있다. 이 중 영국과 미국, 핀란드의 사례를 소개한다.
(1) 영국: 증거 기반 정책과 BIT7)
① 설립 배경 및 현황

영국 정부는 1990년대 말 ‘정부의 현대화’(Modernizing Government) 백서를 통해 정책 개발의 초

점을 단기적 결과가 아닌 장기적 결과에 두기로 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증거 기반 정

책’(Evidence-based Plicy)8)을 내세웠다. 이후 정책실험은 증거 기반 정책의 여러 방법 중 정책 효과 추정에 가
장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부상했고, 2010년 집권한 보수당 연립정권은 정책실험을 정부 정책 평가
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전담 조직인 BIT(Behavioural Insights Team)를 설립했다.

설립 초기 BIT는 안내 메일의 단어 변화와 같은 간단한 실험들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성과를 축적해

나갔다. 2014년 정부와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네스타(Nesta), BIT 참여 직원이 공동소유하는 기관으로 전환됐
고, 현재는 180여 명으로 확대돼 경제·교육·안전·환경·정부 조직·건강·지역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정책
실험을 적용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은행·과테말라 정부와 협업해 안내 문구 개선을 통해 조세 납부율

을 높이는 정책실험9)을 수행하는 등 영국 외에도 뉴욕과 싱가폴, 시드니 등에도 지사를 두고 해외 기관과의 협
력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② BIT의 정책실험 사례: 구직 프로그램 개선 실험10)

BIT는 2012년 영국 고용부와 협력해 고용 센터(Job Center)의 서비스 제공 방식 변화를 통해 구직자의

구직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험을 진행했다. 구직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힌 2,000명의 구직자를 무작위
배정해서 통제집단은 기존의 고용 센터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실험집단에는 아래와 같이 세 단계로 구성된 새
로운 프로그램 ‘잡 센터 플러스’(Job Centre Plus)를 적용했다.

6) 신현호(2019)
7) 영국의 정책실험 도입 배경 및 현황, 사례 등은 <최현수 외(2018)>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8) 증거 기반 정책은 보건·의료 분야의 증거기반의료를 정책분야에 응용한 것으로 정책(예산)의 수립･집행 등을 그 정책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
는 근거(evidence)에 기반하는 정책 결정 방법이다. 이념적 관점이나 편견, 증거의 선택적 사용, 검증되지 않은 견해 등에 의존하는 ‘의견 기반 정
책’(Opnion-based Policy)과는 상반된 개념이다(이석민, 2012).
9) The behavioural insights team(2014.12.14)
10) The behavioural insights team(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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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실험이란?

•
•
•

1단계: 구직센터 직원과 구직자가 첫 대면시 즉각 상담(기존 프로그램: 첫 상담이 2주 뒤에 진행됨)

2단계: 구직자에게 ‘동기부여기제’를 적용해 향후 2주 동안 구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

획을 수립하도록 함

3단계: 구직 활동이 8주 이상 지속될 경우, 심리적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표현적 글쓰기 등의 프로

그램을 지원

정책실험 결과 실험집단에 속한 구직자가 통제집단에 속한 구직자에 비해 15% 정도 더 높은 구직 성공률

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미국: 오바마 정부의 증거 기반 정책 시도와 사회행동연구팀11)
① 증거기반 정책 시행 계획

2015년 미국 오바마 정부도 증거 기반 정책 시행 계획(Evidence Based Policy Initiative)12)을 수립해 신

규 및 기존 정책의 예산 변경 또는 조정을 위해서는 진실험 설계((true-experimental design)를 통한 정책실험

이나 ‘준실험 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13)를 통해 정책 효과의 근거를 제시하게 했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 간 행정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고 저비용 실험 평가 방안으로 무작위 통제 실험(RCT)을 권장했으며, 각

부처로부터 증거에 기반한 정책 제안을 공모해 예산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증거 기반 정책에 대한 부처 역량

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평가 결과 아카이브(What Works Clearinghouse)를 만들고 부처 간 평가 학습
네트워크(Cross-agency Learning Network)도 구축했으며, 정책실험을 위한 윤리적 교육도 진행했다.
② 사회행동연구팀

오바마 정부는 증거기반 정책 시행 계획과 더불어 BIT를 벤치마킹한 정책실험 전담 조직인 ‘사회행동연

구팀’(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Team)을 설치했다. 주로 다른 정부 부처의 정책실험 지원 사업을 진행

했는데 대표적 사례는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을 높이는 실험이었다. 이를 통해 대출 상환에 대한 안내 이메일을
받은 학생들이 이를 받지 못한 학생들 보다 대출 상환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집권한 2017년 1월부터 사회행동연구팀이 운영을 중단14)하는 등 증거기반 정책을 활성화하려
던 오바마 정부의 노력은 이후 지속성을 갖지 못했다.
(3) 핀란드: 실험하는 핀란드15)
핀란드에서는 2015년 선거 이후 구성된 연립 정부가 정부 개혁 과제의 하나로 ‘디지털화, 실험, 규제 완

화’(Digitalization, experimentation and deregulation)를 제시하고, ‘실험하는 문화’(experimental culture)
를 확산하는 전략16)을 추진했다. 이 전략은 핀란드 사회에 실험하는 문화를 확립해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고, 시
민들의 기업가 정신을 촉진해 지역 사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이를 위해 총

11) 미국의 정책실험 도입 배경 및 현황, 사례 등은 <최현수 외(2018)>와 <박노욱 외(2015)의 내용을 종합해 정리한 것이다.
12) 부시 정부가 추진한 사업평가측정기법(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PART)이 평가자의 주관적 인지가 반영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책
효과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자 오바마 정부가 이를 폐지하고 제시한 새로운 성과 관리 정책이다(박노욱 외, 2015).
13) 효과 평가 대상 정책이 무작위로 특정 지역 또는 계층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진실험 설계와 같은 분석틀을 적용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고 두 집단의 사전·사후 비교를 통해 정책 효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윤미례 외, 2017).
14) 사회행동연구팀 홈페이지(sbst.gov/)
15) 핀란드의 정책실험 도입 배경 및 현황, 사례 등은 <마쿠스 카네바(2018.5.15)>와 실험하는 핀란드(Experimental Finland) 홈페이지
(kokeilevasuomi.fi/en)의 내용을 종합해 정리한 것이다.
16) 2012부터 핀란드 의회에서 실험하는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고, 2015년 독립 연구기관인 ‘데모스 헬싱키’(Demos Helsinki)
에서 총리실 의뢰로 실험을 통한 정부 혁신 방안에 대한 연구 <Mikko Annala et al.(2015), ‘Design for Government: Human-centric
governance through experiments’, Demos Helsinki>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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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실 산하에 전담 조직 ‘실험하는 핀란드’(Experimental Finland)가 만들어졌다.

실험하는 핀란드는 실험을 ‘풀뿌리’, ‘시범·협력 사업’, ‘전략적 차원’ 3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

다. 풀뿌리 수준에서는 시민들이 사회 문제를 개선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실험하거나 사례를 공
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범·협력 사업 수준에서는 정부 부처나 비영리 단체 등과 협력해 기존 정책을 개선

하거나 정책에 대한인식을 변화시키는 정책실험을 지원한다. 전략적 수준에서는 정부가 선정한 주요 과제에 대

한 정책실험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현물 복지 수당 체계 개선, 디지털 정부 시범 사업 등 중앙 정부 및 지역 정부
의 정책 혁신을 위한 정책실험과 사전 연구가 진행됐다. 뒤에서 소개할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역시 전략적 수준
의 과제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실험하는 핀란드는 웹 플랫폼인 ‘실험을 위한 공간’(Place to Experiment)을 운영함으로써 시

민들이 직접 실험을 제안·하고 크라우드 펀딩의 형태로 자금도 조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실험을 위한 윤리규정, 가이드,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바. 정책실험을 통한 정책 혁신의 가능성
현재까지 논의한 정책실험의 원리와 적용 방안, 해외에서의 적용 사례 등을 종합했을 때, 정책실험은 아

래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정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① 새로운 정책 대안의 효과성 입증

변화된 사회 나아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정책은 기존에 시도됐던 문제 해결 방식과는 다른 대안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 대안들은 현실에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기존 사례가 있다해도 각 정책은 사회

의 맥락에 따라 다른 효과를 보인다.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이론적 예측도 한계를 보인다. 정책실험은 새로
운 정책 대안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실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② 위험과 예산 부담의 감소

정책실험은 정책의 무조건 도입을 전제 하지 않는다. 관료 체계는 새로운 정책의 효과보다 부작용에 더

민감한 위험 회피 성향을 가진다. 정책실험은 정책의 도입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 추진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여준다. 또한 신규 정책을 위해 조직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보다 정책실험을 위한 임시 조
직을 구성하고, 효과가 검증된 이후에 조직을 구성할 수 있어 과도한 조직 체계 개편에 따른 위험도 줄일 수 있

다. 무엇보다 정책실험은 검증되지 않은 정책의 막대한 인력과 예산 소모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충분한 효과성을 검증한 정책이라도 정책실험의 과정을 거쳐 보완 요소를 파악한다면, 정
책의 효과성을 더 높일 수도 있다.
③ 정책 확산과 사회적 합의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면서 특정 정책이 성공하고 주목을 받으면 그 정책이

쉽게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곤 한다. 하지만 이 정책이 왜 효과를 냈는지, 다른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복제되는 탓에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이 정책실험을 거침으로써 효

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그 과정이 명확하게 공유된다면 무분별한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정책
실험을 통한 정책 효과의 검증은 해당 정책 도입에 반대하는 진영을 설득하는데도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최

현수 외, 2018). 정책실험 과정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그 실험 결과에 기반해 정책 도입에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책이 더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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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왜 기본소득 정책실험이 필요한가?17)
한국 사회가 직면한 불평등, 미래 기술 변화로 인한 고용 감소 등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배 정

책으로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이 주목받고 있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개인의 조건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충분한 경제적

안정성이 주어진다면 개인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삶의 선택지를 넓혀 일자리 불안정, 극심한 지위 경쟁과 같은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안정성은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고 행복과 창의력을 높여줄
수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재생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모두에게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소득세 누진성 강화를 동반한다면 현재의 복지제도에 비해 오히려 소득 격
차를 줄일 수도 있다(이원재 외, 2019).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기본소득은 하나의 제도로 이해하기 보다는 ‘발전국가’나 ‘복지국가’와

같이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국가 모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미 많은 연구들이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소
득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정책을 넘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고용·노동 정책

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도입은 기존 분배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는
조세 정책의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는 제도이기도 하다(Standing, 2017). 나아가 정치적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

화시킬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생산 체제, 복지 체제, 그리고 정치 체제에 근본적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
본소득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볼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현실에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개인에게 충분한 안정성과 선택의 자유를 제

공하고, 나아가 경제적, 사회적 재생산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경험적 질문이 남아 있다. 또한 기본소득을

통해 모든 개인에게 충분한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 예산의 30% 이상, 현재 분배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넘어서는 규모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증세 및 기존 제도의 재구조화 등에 대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숙의를 필요로 한다.

기본소득이 현실에서 얼마나 우리 사회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막대한 예산

의 활용과 기존 제도의 재구조화를 위한 숙의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정책실험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실
험은 고용·노동, 보건·복지와 같이 새로운 분배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에 적합한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정부

의 예산 및 정책 집행 체계를 전환하기에 앞서 위험 요소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실험은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사회 전체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숙의해 보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17) 이 장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최영준(2019), ‘왜 기본소득인가?: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유안정성 사회로’, LAB2050 인사이트 2050–02>을 요
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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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배 제도에 대한 정책실험 사례
그렇다면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실험은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 먼저 해외에서 실행된 몇 가지 사례를 검

토하고자 한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크고 작은 규모의 다양한 정책실험이 진행된 바 있다. 이 중 1990년대 멕
시코에서 실시된 프로그레사는 기본소득과 같은 무조건적 급여 지급 정책은 아니었지만 정책실험을 거쳐 제도

를 확장한 사례로 참고할 만하다. 또한 2017년부터 2년간 진행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과 스페인 바르셀로
나의 비민컴은 우리 사회와 유사한 환경에서 가장 최근에 진행된 사례다.
(1) 멕시코 프로그레사18)
① 정책의 배경 및 목표

1990년대 멕시코는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체결하고, 1994년에는 OECD에 가입하는 등

선진국 대열에 안착하는 듯 했다. 하지만 같은 해 ‘사파티스타’(Zapatista)로 대표되는 농촌 지역 원주민들의 봉

기가 있었고, 1995년에는 외환위기를 겪는 등 경제 사회적 위기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빈곤이 지속되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고착화됐다. 멕시코 정부는 빈곤 문제를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을 고려

했는데, 당시 재무부 차관을 맡고 있던 산티아고 레비(Santiago Levy)는 '프로그레사’(PROGRESA)로 이름 붙
인 ‘조건부 현금 급여’(Conditional Cash Transfer) 정책을 설계했다. 정책 대상자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티아고 레비는 정권이 바뀌면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새

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생
각을 갖고 있었다. 이를 위해 프로그레사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범 실시할 지역을 무작위로 선정한 뒤, 실
시되지 않은 지역과 효과를 비교하는 방식(정책 수혜 시점을 무작위 배정하는 방식)의 정책실험을 진행했다.

프로그레사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깨는 것이었다. 단기적으로는 빈곤을 감소시키

면서, 중장기적으로 빈곤층의 인적 역량을 향상시켜 빈곤이 대물림 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이를 위해 빈곤층의
식량 지원 및 영양 상태 개선, 질병 예방 및 건강 수준 개선, 자녀 취학률과 진학률 향상을 정책의 구체적 목표로
삼았다(홍석표, 2006).
② 실험 설계 및 진행

초기 프로그레사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하나 이상의 초등학교와 보건소를 갖추고, 지역의 생활 환경

등을 평가한 ‘마을 한계 지수’(village marginality index)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전체 506개 마을이었다. 이 중

320개 마을을 무작위로 선정해 1998년 5월부터 정책을 시행했고, 남은 186개 마을에서는 2년 뒤부터 정책이
시행됐다. 이로 인해 먼저 정책이 시행된 320개 마을이 실험집단이 되고, 다른 186개 마을이 통제집단19)이 됐
다. 이렇게 2년 간 두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정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책실험의 구조가 갖춰졌다.

정책의 수혜자는 실험집단 마을에서 가구 별 ‘자산 조사’(Means Test)를 통해 선별된 빈곤층 가구였다.

급여는 격월로 가구 여건에 따라 다른 금액이 지급됐는데, 1998년 당시 실험집단에게 지급된 급여액은 가구당

월 평균 197페소(약 20달러)로, 이는 해당 집단의 가구 평균 소비액의 20% 수준이었다. 급여는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조건부 방식에 따라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가구에게만 지급됐다. 수혜자들은 자신과 자녀들의 건강 및
영양 관리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했으며, 이를 확인받은 후 수당 등의 현금 급여와 식량, 아동을 위한 영양제 등

의 현물을 받았다. 예를 들어 어른의 경우 연간 1회, 임산부와 모유수유 중인 여성의 경우 연간 2~5회, 유아나
어린이의 경우 연간 7회 건강센터 및 보건 기관 방문 후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다. 또한 빈곤층의 교육 참여를 독
18) 멕시코 프로그레사의 배경 및 진행, 결과, 한계점 등은 <황세원 외(2019)>와 <Habiba Djebbari, 2008>의 내용을 종합해 정리했다.
19) 통제집단에 해당하는 마을도 정책 시행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 기대 효과가 정책 효과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Habiba
Djebbari,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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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기 위해 자녀의 학교 출석을 조건20)으로 한 현금 급여도 있었다.
③ 실험 결과 및 확대

이 정책실험에 대한 평가는 506개 마을의 수혜 가구 중 2만4,000가구로 구성된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5

차례에 걸친 설문 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 시기는 정책 시행 이전인 1997년 10월부터 1999년 11월 사이였
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비교를 통해 빈곤 감소와 취학률 증가, 질병 감소 및 영양 상태 개선 등의 정책 효과
가 입증됐고, 사업 관리 비용도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책 효과가 입증되면서 초기 30만 가구였던 수혜 대상이 2000년에는 250만 가구에 이를 만큼 규모가

확대됐으며, 이후 정권 교체 등 외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오퍼튜니다데스(Oportunidades)라는
이름으로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유사한 형태의 조건부 현금 급여 정책이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 인근 국
가와 칠레, 브라질, 말라위21), 잠비아 등으로 확산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22)
④ 정책의 한계

프로그레사 정책이 국제적으로도 확대된 만큼, 이 정책의 한계점에 대한 지적도 많이 제기됐다. 먼저 수

혜 조건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쟁이다. 교육과 의료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

한지에 대한 비판이다. 정책 효과 측면에서도 정책 유무에 따른 학업 이수 비율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이후 임
금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등록률이 높은 것과 학업 성적이 좋은 것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정책실험의 결과만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났는지

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른 정책 보다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Impact Business Review, 2014).
(2)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23)
① 정책의 배경 및 목표

핀란드는 대표적인 북유럽 복지국가다. 하지만 2008년 발생한 유럽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급증했고,

산업 환경이 변화하면서 불안정 노동이 확대됐다. 이는 실업자에게 실업 수당 등 많은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 데
반해, 취업과 함께 이 혜택이 사라지는 ‘복지 함정’의 문제로 이어졌다. 일할 자리가 있어도 취업하기를 주저하

는 이들이 증가한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기존 복지 체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해졌다. 2015년 집권
한 중도우파 성향의 연합정부는 복지 및 노동 개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본소득에 주목했으며, 실업자를 대

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실험인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The Basic Income Experiment 2017–2018
in Finland)을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 간 시행했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주안점은 소득을 지급받은 참여자의 고용, 노동 시장 참여, 소득 등에 대한 변화

를 관찰하는 것이었다. 실험 종료 이후 추가적인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경제적 스트레스, 전반적 행복도(wellbeing), 사회관계에서의 변화, 실험 과정에서 겪은 공무원에 대한 인식 등도 평가됐다(Kela, 2016).

20)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급여액이 높아지고, 여학생인 경우 남학생
보다 지급액이 더 높았다(Habiba Djebbari, 2008).
21) 말라위에서는 조건부 현금 지급 그룹과 조건 없는 현금 지급 그룹, 현금 지급 없는 그룹(통제집단) 세 개의 그룹을 대상으로 정책 실험이 실시
됐는데, 조건부 현금 지급과 조건 없는 현금 지급 그룹 간에 정책 효과(집단 별 학교 중퇴율) 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건부
현금 급여 정책의 독립 변수가 강제성(조건부)이 아닌 경제적 지원 자체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아비지트 배너지, 2012).
22) 조선비즈(2019.3.14)
23)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배경 및 진행, 결과, 한계점 등은 <구교준 외(2018)> 및 <황세원 외(2019)>의 내용을 종합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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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험 설계 및 진행

정책실험을 주도한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은 여러 형태의 기본소득 정책을 검토한 뒤, 실업자를 대상

으로 ‘부분 기본소득’(Partial Basic Income)을 지급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정책실험의 모집단은 실업보호법에 의해 노동시장 보조금 또는 실업 수당을 받는 25~58세의 실업자들이

었다. 이 중 무작위 배정을 통해 2,000명의 실험집단을 선정했다. 정책 효과 비교를 위한 통제집단은 모집단 중
실험집단에 선정되지 않은 이들이다. 실험집단에게는 취업 및 추가 소득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월 560유로(약
71만 원)의 기본소득이 2년 간 지급됐고, 통제집단에게는 기존의 실업 급여 체계가 그대로 적용됐다.
③ 실험 결과24)

정책실험에 대한 효과 평가는 고용 측면과 전반적 행복도 측면으로 진행됐다. 취업, 소득 등 고용 측면의

평가는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으며,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등 전반적 행복도 측면에 대한 평가는 실험집단
중 586명, 통제집단 중 1,047명에 대한 설문조사25)를 바탕으로 했다(KELA, 2019).

2년 간의 정책실험 중 첫 1년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그림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취업률, 소득

변화 등 고용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전반적 행복도 측면에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더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실험집단이 삶의 만족도, 타인에 대한 신뢰, 정치인에 대한 신뢰 등에서 통제집단 보

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본인의 미래, 재정적 상황,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과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평가도 실험집단에서 더 나은 결과가 나왔다. 통제집단에서
복지 급여 신청시 관료주의가 지나치다는 인식이 더 높고, 실험집단에서는 기본소득이 관료주의를 줄일 것이라
는 인식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프레시안. 2019.2.25).
[그림 5]
핀란드 기본소득 실
험 예비 결과
출처: 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
(2019) 및 핀란드 사회보장국
(KELA)

24) 2년의 정책 실험 기간 중 첫 1년 간의 결과에 대한 예비 보고서 <Olli Kangas et al.(2019)>에 따른 것이다. 2020년 중에 최종 보고서가 발간
될 예정이다.
25) 다만, 전반적 행복도 측면을 평가한 설문조사는 정책실험 전후의 변화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실험 종료 시점인 2018년 10월부터 12월에 진행
된 설문조사만으로 분석된 것이며, 통제집단이 실험집단 보다 혼자 사는 비율이 높고, 연소득 수준도 낮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한 정책실험의
효과 비교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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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책의 한계

핀란드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정책실험에 대해서는 몇 가지 비판이 있다.

첫째, 이 정책실험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등 정책실험의 목적이 참여자들에게 노출돼 있었기 때문

에 참여자들이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호손 효과’(Hawthorne Effect)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실험집
단의 참여자가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실험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노동 시장에 의도적으로 참여했을 수

있다. 또한 정책실험 참여자들이 자신이 관찰되고 있음을 인지함에 따라 의도하지 않더라도 평소와는 다른 방
식으로 행동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노정호, 2018).

둘째는 실험집단의 표본 수가 당초 핀란드 사회보장국에서 제시한 1만 명 보다 적은 2,000명이었기 때문

에 통계적 설명력이 부족하고, 정책실험 기간도 장기적인 행동 변화를 파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노정호, 2018).

셋째, 핀란드 사회보장국은 당초 기본소득 지급에 따라 수급자 간의 상호 작용에서 오는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선정해 실험집단을 무작위 배정하려고 했으나, 실제 정책실험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 수급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공동체 효과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정책실험을 통해 진행된 기본소득 정책이 기존 복지 혜택을 완전히 대체한 것이 아니라, 추가 노동

시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다. 여전히 복지 함정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측면이 고용 효

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더해 통제집단은 정책실험 기간 중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하지 않으
면 실업 급여가 감소했다. 그와 관련된 제도가 새로 생겼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통제집단의 사람들이 더 적극적
으로 구직에 임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책의 순수한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완
전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황세원 외, 2019).
(3) 바르셀로나 비민컴26)
① 정책의 배경 및 목표

바르셀로나는 스페인의 금융, 관광 산업의 중심지로 2008년 유럽 금융위기 이후에도 스페인의 다른 지

역에 비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무분별한 주택담보 대출과 호텔, 리조트 등의 개발로 서민들
의 주거는 불안해졌고, 그로 인한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집중돼 소득 격차도 커졌다. 이로써 사회 문
제가 심화되자 시민 운동 세력인 바르셀로나엔꼬뮤(Barcelona en Comu)가 집권에 성공했다. 새로운 시정

부는 시민들의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시민소득’(Renda Municipal) 제도27)를 도입하기 위해 정책실험 비민컴
(B-MINCOME)을 설계했다.

비민컴의 목표는 시민들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책실험 참여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전반적 경제상황에서의 변화는 물론 교육, 지역사회 활동에 대
한 참여와 건강 상태, 주관적 행복 등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했다.
② 실험 설계 및 진행

정책실험은 바르셀로나시 북동부 빈곤층 비율이 높은 베쏘스(Besos) 지역의 저소득층(최소소득급여 수

급 가구)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비민컴 정책에 참가를 희망하는 2,000여 가구 중 1,527가구가 지급 요건을 충족

26) 바르셀로나 비민컴의 배경 및 진행, 결과, 한계점 등은 <구교준 외(2018)> 및 <고동현(2018)>의 내용을 종합해 정리했다.
27) 스페인의 사회보장 체계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실직자 또는 복지급여 혜택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비기여적 실업부조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후 수단의 사회부조인 최소소득급여(Regional Renta Mínima Garantizada, RMI)가 있다. RMI는 통상 가구 당 월 426유로에서 708
유로 정도로 제공되는데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지방 정부마다 다르다. 바르셀로나의 비민컴 프로젝트는 RMI를 개편하기 위한 정책실험으로 볼 수
있다(구교준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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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 중 무작위 배정한 1,000가구를 실험집단에, 383가구를 통제집단에 배정했다. 통제집단에게는 기존 복

지 체계의 ‘최소 소득 급여’(Regional Renta Mínima Garantizada, RMI)가 지급됐으며, 실험집단에게는 2017
년 12월부터 2년 간 기존 소득과 가구 구성, 기초 생계비 수준에 따라 월 100~1,676 유로(13만~220만 원)가 지
급됐다.

앞의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과 달리 비민컴에서는 실험집단의 가구 모두가 기본소득 형태로 소득을 받은

것은 아니다. 실험집단은 추가 소득에 따른 지급액 조정 여부, 적극적 정책 프로그램 참여 여부, 참여 프로그램
의 종류,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총 10개 그룹으로 나뉘었다(그림 6). 이를 통
해 소득 보장 여부와 적극적 지원 프로그램 여부에 따른 정책 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 것이다.
[그림 6]
비민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구성

③ 실험 결과28)

정책 시행 전인 2017년 9월의 사전 조사와 정책 중간인 2018년 11월에 시행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

석한 예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 참여율은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 구직 및 창업 의욕, 직업 훈련 참여 등에 있어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실험
집단의 모든 그룹은 통제집단 보다 물질적 필요 충족, 일반적·재정적 웰빙 측면이 더 개선됐고, 재정적 안정성

도 더 많이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 중 적극적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룹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이 유의미
하게 증가했으며, 실험집단 모든 그룹에서 사회적 여가(Social Leisure)를 즐기는 비율도 증가했다. 주관적 건
강에 대한 인식은 별 차이가 없었으나, 정신 질환 발병 가능성은 실험집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정책의 한계

비민컴은 바르셀로나 시 전체가 아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만 실시됐기 때문에 이를 시 전체 혹은,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를 수 있다.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빈곤층 비율이 높고,

실업률도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비민컴은 소득보장과 여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조합했는데, 각 정책의 순
수한 효과를 파악하기에는 그룹 별로 충분한 표본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28) 2년의 정책실험 기간 중 첫 1년 간의 결과에 대한 예비보고서 <Lluís Torrens et al.(2019)>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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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 제안

29)

가. 왜 ‘청년’인가?
본 장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시도해 볼 만한 기본소득 정책실험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이는 2019년 1월 LAB2050이 중앙 및 지방 정부에 제안한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안)을 토대로 했다. 정책

실험을 통해 청년(만 20~29세)에게 기본소득과 같이 보편적, 무조건적인 형태의 수당을 지급해 기본소득이 우
리 사회의 문제를 완화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검증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복지 제도 중에서 보편적 성격을 갖는 것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이다. 이 두 제도는 비경제

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선별복지 체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근로 가능 연령대에
속하는 청년에 대한 보편적 수당 지급은 기존 복지 체계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기본소득 형태에 더 가까운 제
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전체 근로 가능 연령대 중 청년부터 기본소득 정책실험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
할까?

한국 사회에서 청년기는 아동과 노인을 제외하면 경제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시기다. 중위소득 50% 미만

인 20대 청년의 빈곤율은 7%가 넘고 30대 초반이 되면 3.4%로 떨어진다(김문길 외, 2017). 많은 빈곤 청년들
은 부모와 동거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실제 독립된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빈곤율이 21%가 넘으며, 부모와 동거

할 경우 3.5%로 줄어든다. 2017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초반의 65%, 20대 후반
의 30%의 청년이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매우 자주’ 혹은 ‘자주’ 받는다고 응답했다. 이렇듯 청년이 겪고 있
는 경제적 결핍은 부모에 대한 종속으로 이어져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기

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 한국재정패널 10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초반의 13%, 20대 후반의 40%
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실업급여 제도는 취업 이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20대 청년의 1.5%만이 혜택을
받았다.
[표 1]
청소년 및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
(2017.11.6)

국가
기관
2015년
2017년

23.7
25.4

공기업
(공사·
공단)

대기업

벤처
기업

외국계
기업

전문직
기업

중소
기업

해외
기업

자영업
(창업)

기타

19.9

18.7
15.1

3.1

6.7

8.6

3.0

3.6

11.5

1.7

19.5

2.9

7.3

8.2

3.7

4.5

11.3

1.7

오늘날 청년이 처한 빈곤과 불안정성의 문제는 미래 한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로 이

어질 수 있다. 최근 기술 발전과 이에 따른 거래 비용의 감소는 성공적 혁신 창업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9) 본 장의 주요 내용은 LAB2050과 서울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구교준 외(2018)> 및 LAB2050이 수행한 연구 <최영준 외(2019a)>에
기반했다. LAB2050과 서울연구원은 공동 연구에 기반해 서울시와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에 기본소득 형식의 정책실험인 ‘청년수당 2.0’을
제안(LAB2050, 2019.1.22)했으며, 이후 해당 내용은 주요 언론 매체에도 보도(KBS, 2019.2.19)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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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ekson, 2005). 동시에 직업의 양극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따라 반복적 일자리가 아닌 창의적

일자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Goos et al., 2014)30). 이런 예측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수의 청
년들은 혁신과 창업을 지향하기 보다 고용을 통한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2017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13~29세까지 청소년·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 기관이나 공기업이었다. 창업을 하겠다는 청년은 약 3%

수준이며(표 1),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청년 창업율은 조사31) 대상 60개국 중 59위(18~24세)와 58위(25~34세)

로 최하위권이다(구교준 외, 2018). 또한, LAB2050이 2018년 10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조사 ‘자
유와 안정 서베이’에서 ‘나는 창의적이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수준은 20대에서 가장 낮았다(그림 7).
[그림 7]
‘나는 창의적이다’라
는 질문에 대한 연령
별 동의 수준

32)

출처: LAB2050(2018), ‘자유
와 안정 서베이’

같은 설문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를 물었을 때 20대의 경우, 26.8%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꼽아 전 연령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전체평균 19.1%), ‘경제적 여력’(24.7%)을 뽑은 비
율 보다도 높게 나타났다(그림 8). 경제적 여력의 부족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현재 청년층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 전체의 경제적 재생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림 8]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에 대한 응답
출처: LAB2050(2018), ‘자유
와 안정 서베이’

30) Goos et al.(2014)에 따르면 반복적 작업이 많은 중간소득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많으며, 중간층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노동시장이 이중
적으로 구조화될 수 있다.
31) 전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창업 관련 비교 연구(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 2017)
32)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매우 동의함’(4점)의 리커트 척도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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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불안정한 삶은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로도 이어진다. 청년들의 젠더 갈등33)은 연

애와 결혼, 출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위와 같은 LAB2050의 설문에 따르면 청년들도 저출산이 풀어야 할

사회문제라는 데에는 70% 이상이 동의 하고 있다(최영준 외, 2019b). 하지만 같은 설문에서 ‘결혼은 해야 한
다’나 ‘아이는 있어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20대 초반과 후반 응답자 모두 60% 이상이 부정적으로 답했으
며, 20대 여성의 70% 이상이 부정적으로 답했다(그림 9).
[그림 9]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출처: LAB2050 (2018), ‘자유
와 안정 서베이’

청년은 근로 가능 연령대에 있으면서 기존 분배 정책 체계에서 소외돼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기존의

고용, 노동 정책, 복지 정책과는 얼마나 다른 효과를 보일 수 있을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적절한 대상이다. 이에

더해서 청년은 향후 30~40년간 사회의 중추로 활동해야 하는 계층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한국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청년은 정책실험을 통해 기
본소득이 한국 사회가 처한 불평등과 불안정성, 사회적 갈등과 재생산의 문제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종합
적으로 검증하기에 적합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나.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 모델
(1) 정책실험 모형 및 모형 근거
본 연구는 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측정·평가하기 위해 일정 숫자의 청

년 집단들에게 2년 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통제집단과 비교하는 형태의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을 제안한
다. <표 2>는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 모형을 요약한 것이다.

33) LAB2050의 ‘자유와 안정 서베이’에 따르면, 20대 남성 중 65%가 남성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여성이 차별받는다는 의견은 34%에 불
과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들은 90% 이상이 여성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답해, 남성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응답인 36% 보다 훨씬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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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청년 기본소득 정책
실험 모형
*|50만 원 - 월 근로소득|, 월
근로소득이 50만 원을 초과한
경우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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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모 및 구성

수당 지급액(1인/월)

소요 예산(연간)

실험집단1
(기본소득형)

800명
(취업자 400명/
미취업자 400명)

50만 원
(근로소득과 무관하게 고정
지급)

48억 원
(50만원×12개월×800명)

실험집단2
(보충급여형)
통제집단

800명
(취업자 400명/
미취업자 400명)
800명
(취업자 400명/
미취업자 400명)

최대 50만 원
(근로소득의 100%를 감액
해 지급)*

최대 48억 원
(근로소득 발생액에 따라
달라짐)

없음

없음

정책실험
기간

2년
(24개월)

① 실험집단 구성: 기본소득형과 보충급여형

정책실험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형태로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집단(실

험집단1), 현행 복지체계와 같은 보충급여의 형태로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집단(실험집단2), 추가
적인 정책 없이 현행 제도하의 집단(통제집단)을 무작위 배정해 구성한다.

실험집단을 기본소득형과 보충급여형의 두 집단으로 구성한 이유는 동일한 최저소득(50만 원)이 상이한

방식으로 보장될 때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실험집단1’은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의 핵심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취업 여부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50만 원을 매월 지급받는다. ‘실험집단2’는 현재 복지제도에 가까

운 보충급여 형태로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되, 근로소득만큼 수당액을 차감하는 집단이다. 예를 들어, 근로
소득이 없는 청년은 50만 원을 받고, 근로소득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청년은 수당을 받지 않는다. 매월 발생하
는 근로소득액에 따라 수당액이 달라진다. 통제집단은 아무런 수당이 지급도지 않는 집단으로, 기존대로 현행
복지 체계 하에 있는 집단이 있다.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의 현실을 대변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험집단 구성은 ‘실험집단1’과 통제집단, ‘실험집단2’와 통제집단, ‘실험집단1’과 ‘실험집단2’의 3

가지 집단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기존 복지 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 집단과 두 가지의 제도의 수혜를 받는

집단을 비교할 수 있고, 기본소득형과 보충급여형의 비교를 통해 기존 복지체계를 확대하는 것과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분배제도로 전환하는 정책 간의 효과 차이도 비교할 수도 있다.
② 집단 별 규모 및 구성: 취업자를 포함한 무조건성

각 실험집단은 취업자 400명과 미취업자 400명, 총 800명으로 구성한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청년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모집단으로 했을 때 정책실험에 따른 집단 간 효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를 갖기 위한 표본 집단의 규모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서울시 청년수당 제도는 미취업 청년 중 구직 활동 및 사회 참

여 의사가 있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지원자의 활동 계획서를 선정 과정에 반영하기 때문에 수당이

수혜 청년의 구직 경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애초에 적극적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이 수당을 받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정책 효과에 선택적 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이 두 제도의 참여자
선정 결과를 보면, 20세 중·후반 청년,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년이 많아 저학력으로 인해 불안정한 노동
에 종사 중인 청년 층에 대한 정책 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은 미취업자 뿐만 아니라 취업자 집단까지 실험집

단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이로써 기본소득이 불안정한 노동에 종사 중인 청년 층의 노동 형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검증할 수 있다. 또한 선별 과정에 활동계획서 등의 의무 사항을 두지 않음으로써 선택적 편의가 발
생할 가능성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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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당 지급액 50만 원: 충분성

본 연구가 제안하는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의 수당 액수는 매달 50만 원이다. 이는 1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급여 수준으로, 기본소득의 ‘충분성’ 논의에서 통용되는 최저생계비 혹은 중위소득의 50% 수준(다니엘 라
벤토스,2016; 필리프 판 파레이스 외, 2018)에 따른 것이다.

정책실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인 가구 최저생계급여 수준 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낫

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예산 제약과 여론, 현재 시행 중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수당 등을 감
안해도 월 50만 원은 적절한 수준이다. 최근 기본소득 정책실험을 시도했거나 고려 중인 사례와도 유사한 수준
의 지급액이다(표 3).
[표 3]
해외 기본소득 정책실
험 사례의 수당 비교
*각 수당의 원화가치 × 한국
빅맥지수(4.11) ÷ 각 수당
국가의 빅맥지수

와이콤비네이터
(Y-combinator, 미국)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1,000달러

560유로

환율(2018)

1,101

원화 가치

수당 금액

빅맥지수
(2018)

수당 가치

비민컴
(B-Mincome, 스페인)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

322유로

500,000원

1,300

1,300

1

1,101,470

728,022

418,158

500,000

5.28

5.58

4.84

4.11

857,394

536,232

355,089

500,000

(2) 정책실험 목표와 가설: 더 좋은 삶과 더 좋은 일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을 통해 검증하려는 가설은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통한 안정성이 주어지면 삶에

있어 더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해지는지, 고용·노동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나아가 기본소득이 경제적,
사회적 재생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를 더 구체화하면 ‘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삶의 안정성과 함께 삶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운 선택을 가

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신이 원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고, 건강하고 안정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을 통해 주어지는 자유와 안정은 사회 구성원 상호 간
의 신뢰 수준과 국가에 대한 신뢰 수준을 높인다는 가설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의 궁극적 목표는 청년 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면서도 사회적 지속가

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된다. 그 하위 목표는 ‘더 좋은 삶’(better life)과 ‘더 좋은 일’(better work)이며, 이를 평
가하는 세부 지표는 각각 1) 건강, 주거, 관계와 2) 고용관계, 혁신, 인적자본으로 구성된다. 즉 청년 기본소득 정

책실험의 효과를 보여주는 종속 변수는 더 좋은 삶과 더 좋은 일을 대표하는 여섯 개 지표와 핵심 결과 변수인
행복의 변화다.

정책실험의 가설 및 목표 간의 구조는 <그림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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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청년 기본소득 정책
실험의 가설 및 목표
구조

① 목표 1: 더 좋은 삶

‘더 좋은 삶’의 가설은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건강, 관계, 주거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이는 청년들의

더 좋은 삶으로 이어질 것이다.’이다. 더 좋은 삶에 대한 각각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기본소득은 질 높은 수면과 운동, 식사의 가능성을 높여 진료 횟수를 줄이거나 자존감을 높이

는 등 청년들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향상시킬 것이다. 둘째, 청년 기본소득은 사교, 교제 등 친목 활동의 가능성

을 높이고, 정치·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 청
년 기본소득은 청년 가구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건강, 관계, 주거 세부 지표 별 가
설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더 좋은 삶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와 가설

지표

•

가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의 신체 건강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청년의 건강 행동(질 높은 수면, 운동, 규칙적 식사)을 증가시킬 것이다
· 청년의 유병률 저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강

· 청년 본인이 인지하는 건강 상태를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 청년의 병원 진료 횟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청년의 음주·흡연 등 건강 위협 요인 억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의 정신 건강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청년의 자존감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청년의 우울감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청년의 자원 부족으로 인한 인지과부화를 줄여 장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역량을 높일 것이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관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청년의 연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청년의 혼인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청년의 친목 활동(사교, 교제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청년의 가사 노동을 통한 가족 구성원 돌봄 또는 가족 구성원을 돕는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계

· 청년의 사회생활비 지출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 청년의 정치 참여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청년의 자원 활동 참여 및 기부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청년의 증세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주거

•

· 청년이 다른 사회 인구 집단(노인, 이성 등)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할 것이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의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청년 가구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사를 통해) 청년들의 통학·통근 시간을 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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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목표 2: 더 좋은 일

‘더 좋은 일’의 가설은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의 인적 자본, 고용 관계, 혁신에 긍정적 영향주고, 이는 청년

들의 더 좋은 일로 이어질 것이다’이다. 더 좋은 일을 구성하는 세부 지표에 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의 인적자본 향상과 자기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년들은 자신

의 역량과 관심에 좀 더 부합하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노동 시장에서 능력과

직업 간 일치(skill-match)가 좀 더 효과적으로 일어나도록 해 노동 시장의 전반적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
이다. 둘째, 고용 관계의 측면에서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일터 내 교섭력을 증가시킬 것이며 청년들이 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앞의 효과들이 발생한다면 청년들은 이전과 비

교해서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더 좋은 일의 세부 지표 별 가설을 정
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더 좋은 일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와 가설

지표
인적
자본

•
•
•

고용
관계

•
•
•
•

혁신

•
•

가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의 인적자본 향상과 자기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년 기본소득은 긍정적 이직(자신의 역량 수준에 맞고, 하고 싶었던 일, 안전한 일자리로의 이동) 형

태를 늘어나게 할 것이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의 노동 환경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청년의 직장 노사 교섭력(bargaining power)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청년의 안전한 직업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의 일에 대한 독립성과 창의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의 직무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의 조직 시민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의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의 창의적 활동 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의 기회추구형 창업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정책실험 절차 및 거버넌스
이 부분에서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정책실험을 실제 진행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전체 실행 절차를 요약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청년 기본소득 정책
실험 실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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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본추출 및 관리

정책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표본을 추출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본 정책실험에서 고려한 전

체 모집단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29세 이하 시민이다. 표본은 주민등록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통계청 승인 후, 모집단에서 성별, 지역, 연령 분포를 고려해 무작위로 추출하는 무작위 층화 추출 방식으로 진
행한다.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취업자와 미취업자 집단을 구분34)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구성에 필요한 표본의

2배 수(취업자 2,400명, 미취업자 2,400명)를 무작위 층화 추출 방식으로 추출한다. 이렇게 추출된 2배수 표본

(1차 표본)을 대상으로 소득 분포를 추가로 고려한 2차 표본(취업자 1,200명, 미취업자 2,400명)을 무작위 층화
추출 방식으로 추출한다. 2차에 걸쳐 추출된 표본에 대해 실험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개인정보보

호법에 따른 동의서 등)를 받도록 하고, 만약 동의하지 않는 표본의 경우 1차 표본 중에서 재추출해 교체하도록
한다.

또 하나 고려해야할 사항은 청년 기본소득을 제공받는 경우 기존 복지 급여 대상(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2차 표본 중 기존 복지 급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은 다른 표본으로 교체하거나, 청년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기존 복지급여 탈락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책실험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35)

도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확정된 표본을 ‘실험집단1’과 ‘실험집단2’, 통제집단에 취업자와 미취업자 집단
별로 무작위 배정하면 정책실험을 위한 참여 집단 구성이 완성된다.
② 설문조사36) 운영

정책실험의 효과 평가는 설문조사와 기타 활용 가능한 정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정량 데이터를

통한 효과 평가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과 행정 데이터의 확보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따라서 현재 체계에서 정책실험에 대한 효과 평가는 설문조사를 위주로 실시할 수밖에 없
다.

참여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는 크게 연간 대면 조사, 월간 비대면 조사, 시간 사용 수시 조사로 나뉘며, 추가

적으로 참여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한다. 연간 대면 조사는 일대일 면접으로 총 3회 1년 단위로

시행한다. 1차 조사는 표본 선정을 목적으로 한 기초 조사로 정책실험 시작 시점에, 2차와 3차 조사는 수당 지급
1년과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행된다(표 6).
[표 6]
연간 대면 조사 내용
및 시기

차수

내용

시기

1차

표본 선정 목적 기초 조사

정책실험 시작 시점

2차

1차 조사 후 변화 측정 목적 중간 조사

3차

2차 조사 후 변화 측정 목적 최종 조사

수당 지급 12회 실시 직후
다음달 1일~말일 사이
(정책실험 1년차)

수당 지급 24회 실시 직후
다음 달 1일~ 말일 사이
(정책실험 2년차)

34) 취업 여부에 대한 판정 기준은 통계청 기준(최근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근로)을 준용하도록 한다.
35)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관 소속인 경우 해당 기관 내의 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 정책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
36) <각주 29>에서 언급한 연구 상의 정책실험 제안에서는 설문 조사를 위한 세부 지표별 항목을 구성했으나, 해당 내용은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
난다고 판단해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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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비대면 조사는 월 1회(총 24회) PC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 응답 시간 5분 이내의 간단한 설문 형태로

진행된다. 피조사자의 편의를 위해 참여자가 매월 마지막 평일 0~24시 사이에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한다.
시간 사용 수시 조사는 불특정 시간에 무작위로 참여자 일부에게 모바일 앱을 활용한 팝업(pop-up) 조사를 실시

하는 것으로 응답자의 기억 왜곡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심층 면담은 전임 면접 조사원 2명이 각자 매

월 3~4명의 정책실험 참여자를 선정해 반구조화된 면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층 면담은 사전에 수
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행동 변화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③ 수당 및 사례 지급

정책실험 참여자 구성을 완료하고 정책실험 시작을 위한 준비가 갖춰지면,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당 지급

과 설문조사 진행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수당은 실험집단에게 매달 1일(은행 영업일 기준 첫 영업일)
정해진 금액을 개인 계좌37)에 지급한다.

수당 지급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고용 및 소득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정책실험의

설계에 따르면 ‘실험집단1’은 매월 50만 원 정액이 지급되지만 보충급여형의 ‘실험집단2’는 참여자의 소득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된다. 월 소득이 0원 이상~50만 원 미만인 경우 급여를 지급받지만 50만 원 이상인 경우 급
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이 때 소득은 고용 형태(정규직·비정규직·전일제·시간제 등)를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임금을 포함한다. ‘실험집단2’는 소득을 숨기거나 줄여 신고할 유인이 있기 때문에 매월 고용 및 소득 변화
파악을 목적으로 소득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해야 한다. 통제집단은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정책실험 도중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정책실험의 효과 추정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다. 탈락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문조사 참여를 최대한 독려하고, 설문 응답시 매달 사례금38)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④ 정책실험 거버넌스

정책실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는 별도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 정책실험 전반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를 두고 그 산하에 전임 인력 2인 이상의 사업 관리·집행팀을 상설로 운영하는 구조가 이상적이다. 또한 데이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설문조사 업체 및 빅데이터 관리 업체와 별도 계약을 할 필요도 있다. 설문조사 업체는 모
바일·PC 조사 수행, 원자료 데이터베이스(DB) 관리와 가공 통계표 작성 및 제공이 가능한 업체를 우선 선발하
고, 빅데이터 관리 업체는 GPS 정보 수집, 가계부 작성 기능, 설문조사 응답 기능 등을 포함한 모바일 애플리케

이션 제작 및 유지·보수가 가능해야 한다. 설문조사 업체와 빅데이터 관리 업체를 통해 수집 및 관리된 데이터
에 대해서는 사업 관리·집행팀과 이후 정책실험 평가를 전담할 조직이 접근 권한을 공동으로 보유하도록 한다.
운영위원회 내 사업 관리·집행팀의 세부적인 역할은 <표 7>의 형태가 될 수 있다.
[표 7]
사업 관리·집행팀의
주요 역할

구분

설문조사 수행 관리

설문조사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평가 자료 구축

내용

설문조사 수행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면접원 관리, 심층 면담 수행 등
조사 전반 수행 관련 총괄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축 및 원자료 보관·관리

소득·고용 상태 관리

소득 발생 및 고용 상태 변화 점검을 위한 4대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및
소득 증명 서류 취합 및 검토

홍보·언론 대응

보도자료, 가공통계 배포 등

기술 관리
대민 업무

수당 지급 관련 관리, 설문조사 홈페이지 및 앱 유지 보수
문의 응대 등 대민 소통 창구 일원화

37) 다만 정책실험 효과 평가를 위한 데이터에서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행동 데이터(실험집단의 위치 정보) 수집이 어렵다면, 개인 계좌가 아닌 교
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38) 모바일 쿠폰(약 3만 원 상당) 형식이 일반적이다.

29

정책실험의 개념과 필요성: 청년 기본소득 지급 실험 모델 제안

(4) 정책실험 효과 평가
① 평가 목적과 체계

본 정책실험 평가의 목적은 청년 기본소득의 정책 효과를 엄밀하게 측정해 기본소득이 개인과 사회에 미

치는 영향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핵심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실험의 효과 평가는 아래 <그림 12>와 같은 통제 집단 전후 비교(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 방식을 따른다.
[그림 12]
정책실험 효과 평가
구조

정책 변수인 X의 효과는 (A1-A0) - (B1-B0)로 측정 가능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표본 추출과 무작위

배정이 적절하게 진행될 경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정책 변수 이외에 내적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대부

분의 제3변수의 효과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게 되며, 실험집단만 정책 변수 X에 따른 효과를 포함하게 된다. 따

라서 (A1-A0) - (B1-B0)를 통해 공통적으로 포함된 제3의 변수 효과를 제거하고, 정책 변수 X에 따른 순수한 효
과를 추론할 수 있다.
[그림 13]
연간 대면 조사에 따른
정책실험 효과 평가 구조

앞서 제안한 총 3회에 걸친 연간 대면 조사는 <그림 13>과 같은 구조로 진행된다. 1차 조사는 정책실험

실시 이전에, 2차 조사는 정책실험 실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3차 조사는 정책실험을 마친 2년 후의 시점에 시
행된다. 이 때, X는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형 수당을, Y는 월 50만 원의 보충급여형 수당을 의미한다. 기본소득

방식의 정책 효과는 ‘실험집단1’과 통제집단의 종속 변수 변화를 비교한 (A2-A0) - (C2-C0)를 통해 측정이 가능
하며, 보충급여 방식의 정책 효과는 ‘실험집단’1과 통제집단의 종속 변수 변화를 비교한 (B2-B0) - (C2-C0), 기

본소득 방식과 보충급여 방식의 정책 효과 비교는 ‘실험집단1’과 ‘실험집단2’의 종속 변수 변화를 비교한 (A2-

A0) - (B2-B0)를 통해 측정·평가가 가능하다. 한편 제시된 정책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년차와 2년차 시기를 구분해서 평가할 수도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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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정책 별 효과 측정 방식

정책 효과 평가 대상

정책 효과 측정 방식

보층급여형 청년 수당

(B2-B0) - (C2-C0)

시기 별 효과(1년차)

(A1-A0) - (C1-C0)
(B1-B0) - (C1-C0)
(A1-A0) - (B1-B0)

기본소득형 청년 수당
기본소득형과 보층급여형 비교

시기 별 효과(2년차)

(A2-A0) - (C2-C0)

(A2-A0) - (B2-B0)

(A2-A1) - (C2-C1)
(B2-B1) - (C2-C1)
(A2-A1) - (B2-B1)

② 정책 효과 평가 기준

앞서 제시한 <그림 10>은 정책이 작동하는 전체 구조를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정책 효과의 유무를 판단

하기 위해 사용되는 핵심 평가 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는 전체 종속 변수 보다 제한적으로 설정된
다.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의 핵심 평가지표는 주로 고용·노동 측면의 변화와 관련된다.
(a) 핵심 평가 지표 1: 노동시장 매칭 결과

청년 기본소득의 고용·노동 측면의 주요 목표는 첫 취업을 하는 청년 세대가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게

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간 ‘매칭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 목표 달성 여부의 핵심 평가 지표는 노
동시장 매칭의 결과다. 이를 측정하는 주요 변수는 다음 세 가지다. 각 변수의 변화는 설문조사와 함께 행정 데

이터를 최대한 활용해 정책실험 전후를 비교함으로써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각 변수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와 같다.
•

임금: 근로 조건을 평가하는 변수로 임금 수준으로 측정

•

창업: 구직 활동의 다양성을 평가하는 변수로 새로운 창업 활동 여부 측정(단 생계형 창업과 기회추

•

고용 기간(재직 월 수): 이직률을 평가하는 변수로 한 직장에서 일한 기간(재직 월 수)으로 측정
구형 창업 구분 필요)

(b) 핵심 평가 지표 2: 노동시장 매칭 과정

노동시장에서 매칭의 질에 대한 또 다른 핵심 평가 지표는 매칭 과정에 대한 평가다. 이는 청년들이 얼마

나 원하는 일을 찾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임금 불일치, 학력 불일치, 기능(지식) 불일치, 고용 형태 불일치라는 4
가지 측면의 일자리 불일치(job mismatch) 여부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금 불일치: 참여자가 원하는 임금 수준과 실제 받는 임금 수준의 차이로 측정

•

기능(지식) 불일치: 참여자의 숙련 수준(skill proficiency)과 참여자가 종사하는 직종의 평균적 숙련 수요

•

•

학력 불일치: 참여자의 실제 학력 수준과 실제 일하는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평균적인 학력 수준의 차이로 측정
(skill requirement) 간의 차이로 측정

고용 형태 불일치: 참여자가 원하는 고용 형태와 실제 일하는 고용 형태의 일치 여부로 측정

31

정책실험의 개념과 필요성: 청년 기본소득 지급 실험 모델 제안

이러한 측정법은 실제 개인의 위치와 OECD의 직업 분류기준 코드(OECD occupational code)에 따른

직종 별 평균치를 비교하는 규범적 접근법(normative approach)으로서, 정책실험 전후 각각의 불일치의 변화
정도를 비교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매칭 과정에 대한 평가를 보완하는 자료로 더 좋은 일(혁신, 인
적자본, 고용관계), 더 좋은 삶(건강, 주거, 관계)을 구성하는 다른 세부 변수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도 활용될 수
있다.

(5) 정책실험 효과 해석의 제약 요인
정책 효과 평가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인과 관계 위협 요인에 대한 고려다. 정책 효과 평가의 목적은 정책

변수(청년 기본소득)를 통해 종속 변수에 나타난 정책 효과 간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과정의 핵심
은 관찰된 정책 효과가 실제 정책 변수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변수에 따른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앞에서 제시한 정책 효과 평가 모델은 정책 변수 이외에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정책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두 가지 정책 개입이 동시에 발생하는 문제다. ‘실험집단1’과 ‘실험집단2’에 대해서는 수당 금액과

수당 지급 방식 두 가지 측면에서 서로 다른 정책 개입이 존재한다. 최대 보장 금액은 5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근로소득에 따라 수당 금액에 차이가 생긴다. 또한 수당 지급 방식도 기본소득 형태(무조건성)와 근로소득에 따
른 보충급여 형태(조건성)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종속 변수의 변화가 존재하더라도 이것이 수당 금액의 차이

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기본소득 형태와 보충급여 형태라는 지급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문
제가 발생한다.

둘째, 실험 효과(Testing Effect)의 문제다. 정책실험 참여자, 특히 실험집단의 참여자는 정책실험 기간 동

안 상당한 금전적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설문조사에서 최대한 긍정적 답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39) 반면 통제

집단 참여자들은 이러한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낮아 정책실험 효과 평가 결과에 편향을 가져올 위험성
이 있다.

셋째, 선택적 편이(selection bias)의 문제다. 실험집단과 달리 통제집단은 설문조사에 따른 약간의 보상

이외에 뚜렷한 보상이 없다. 이로 인해 실험집단 보다 정책실험 참여를 거절할 유인이 높다. 이는 고소득자의

참여 가능성을 낮추고,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정책실험 효과
평가 결과에 편향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요인들은 앞서 제시한 주요 분배 정책실험 사례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한다. 현금 지급

을 포함한 경제적 혜택이 동반된 정책실험, 여러 정책 효과를 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정책실험이 가질 수밖
에 없는 한계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39) 이런 현상을 소망성 편향(desirability bias)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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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사회의 분배 정책은 고착화된 소득 불평등과 일자리 감소,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비롯한 여

러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사회에 맞는 분배 제도를 지금부터
만들어 가려면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설득력 있고 이상적인 전환의 아이디어

가 있다해도 이를 현실에서 검증하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그 검증 방안으로 정책실험을 가능성
과 필요성을 탐색했다.

정책실험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무작위 배정을 통해 정책 이외에 정책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정책의 순수한 효과를 가장 엄밀하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무엇보다 고

용, 노동, 복지 등 분배 정책은 정책의 대상과 목표가 명확하고,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실험집단, 통
제집단의 구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정책실험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 적합하다. 이 때문에 영국, 핀란

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 부문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확산하는 과정에 정책실험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무
엇보다 정책실험은 새로운 정책 대안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전면적 도입에 앞서 위험과 예산 부담을 줄이고, 정
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다. 본 연구는 정책실험의 개념과 해외 적용 사례를 살펴
봤다.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충분한 경제적 안정과 자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분배 정책 패러다임

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실에서 얼마나 우리 사회의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막대한 예

산의 활용과 기존 제도의 재구조화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정책실험은 이 과제와 의문을
해결하는 가장 적합한 수단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분배 정책에서 특히 정책실험이 필요한 이유를 논증했다. 그리고 기본소득

정책실험의 구체적 형태로 청년 기본소득 정책실험을 제안했다. 이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실행된다면 기본소득
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분배 정책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지를 면밀하게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만 그보다 앞서 요구되는 것은 정책실험을 위한 제도적, 인식적 기반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우선 과제

는 전담 조직 마련이다. 현재 정책실험을 적극 활용 중인 영국, 핀란드는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정책실험을 활
성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전담 조직을 정부 조직 산하의 전담 부서 형태로 둘 수도 있고,
전담할 국책연구원을 지정하는 형태도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정책실험에 대한 엄밀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
하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전문가 위원회 등을 함께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정책 설계 단계부터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한

다. 소수의 전문가 집단만이 정책실험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책실험이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있다. 정

책실험을 위한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 기존 시범사업의 체계를 보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이외에 정책실험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정책 도입 과정에서 활용하려면 법적 근거부터 마련돼야 한다.

또한 정책실험이 보다 과학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행정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통계 기반 정책 평가40)와 같은 제도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각 부처 간 데이터 공유가 원활하게 되

40) 중앙행정기관이 새로운 정책 및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통계청이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의 구비 및 개발 계획을 평가해
적합한 통계 지표를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통계청,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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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으며, 이를 통합 관리하려는 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정책실험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과 공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규정도 갖춰져야 한다.

인식 개선 측면에서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앞서 언급한 행정 데이터 활용을 포함해 정책실험이 여러

부문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태도가 중요하다. ‘실험’이라고 하면 여전히 의학 분야의 임상실험만을 떠올리고, 행정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침해 측면만 주목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정책실험이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없다. 따라서, 국민

들에게 정책실험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
수적이다.

정책실험이 제대로 활용된다면 국민들의 정책 결정 과정과 지속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과학

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효과성이 입증된 정책이 지속되고 확대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나면 정책 도입 과정 자체를 신뢰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현재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온 문제

들과는 다른 해법을 필요로 한다. 이럴 때 기본소득과 같이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시도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식보다 더 신중한 정책실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이는 결국 현실에 기반을
둔 채로 하나씩 신뢰의 기반을 만들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것만이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는 원

론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즉 천천히 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분배 혁신의 필
요성을 절감하고 시급함을 느낄수록 정책실험의 도입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다만, 그 때가 너무 늦은 시점은
아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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