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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종래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폭 넓은 주제로 이뤄졌으나 정부 또는 행정 영역에서의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향후 대한민국 미래 기본소득 정책 도입 시 예상 쟁점에 따른 실현가능성 요인들을 설정하여 우선순위에 대한 핵심적인 인

식 프레임들을 도출하여 우선순위를 분석함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본소득의 개념과 원칙을 통해 기본소득의 논리를 알아

본다. 둘째,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통해 기본소득 실현가능성 요인에 대한 Text-mining으로 부터 실현가능성 세부 예상쟁점

을 도출하였다. 셋째, 확인된 예상쟁점 자료에 기초하여 실현가능성에 대한 범주별 예상쟁점을 도식화하였다. 쟁점기반 계층화분석

(AHP)에서는 실현가능성 예상쟁점들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기본소득 정책에 따른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기

존의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는 철학적‧도덕적 원칙, 분배정의론, 기본소득 찬반논쟁, 실행가능성의 단선적 원리에 따른 분석이 주를 이

루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책차원에서 실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을 분석하여 기본소득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

하여 나타난 정책적 함의는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기반이 될 것이다.

In the past, research on basic income has been conducted on a wide range of subjects in various academic fields, but studies in the 

government or administrative fields have been insuffici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iorities by deriving 

core recognition frames for priorities by setting feasibility factors according to the expected issues when introducing the future basic 

income policy in Korea. In this study, first, the logic of basic income is investigated through the concept and principle of basic income. 

Second, through in-depth interviews, detailed forecasting issues on feasibility were derived from text-mining on the feasibility factors 

of basic income. Third, the expected issues for each category on the feasibility based on the identified expected issue data are 

schematically illustrated. In the issue-based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the priorities for feasibility was selected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priority of feasibility according to basic income policy was analyzed. The existing research on basic income mainly 

focused on philosophical and moral principles, the theory of distribution justice, the argument for and against basic income, and the 

single-line principle of feasibility, but this study analyzes the issues that are actually being discussed at the policy level. The policy 

implications expressed by deriving priorities for the feasibility of basic income will be a great foundation for establishing a more 

effective basic income polic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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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20년 현재,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와 소비급감으로 노동시장은 고장 나 있고, 이에 더해, 객체만이 존재하는 파편화

된 탈주의 질서로 탈바꿈 된 시대, 보편적 이성중심의 세계관과 근대의 계몽주의적 전통은 사라진지 오래전이다. 탈근대 사회는 

개인의 이기심은 점진적으로 팽배해지는 인간존엄은 찾아볼 수 없는 시대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 혁명으로 인

한 4차 산업 시대는 한계비용0(Zero)사회, 비경합재 시대, 고용이 필요 없는 혼란의 격변기이다. 그러나, 홍원표(1997)[9]는 우리

는 이 안에서도 탈개인주의적 정치공동체를 지향해야하는 숙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Jerry Kaplan(2016)[15]는 새로운 과학기

술의 도래로부터 고도의 인공지능과 로봇이 노동 현장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은 현장 노동자들의 주역 교체와 함께 인간의 일자

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며, 그것은 지금까지의 노동 기반 사회(a labor-based society)의 형태를 근원적으로 변형시킴으로 

이로 말미암아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파생될 것이다. 이러한 국면이 장기화 될수록 자본주의 끝자락에 화폐의 주인은 국민이 아

닌 상위 1%의 전유물로 예속될 수 있을 것이며,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Socially necessary labor time)은 점점 역사 속에 궤적을 

감추고 있다. 기술의 진보와 이를 선점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는 자본의 주인으로, 나머지 99%의 국민은 합법적 소득을 올

리거나, 삶의 가치를 신장하기 위한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시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The protestant ethic)는 역사의 산물로 

잊어지고 있는 도망칠 수 없는 시대의 주인공으로 제4차 산업 혁명 시대 ‘소용돌이의 장(Field of vortex)’에 여전히 직립 보행하

고 있다. 코로나-19는 이를 한층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강남훈(2017)[1]은 기업들의 현재 경제 전략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에 플랫폼(Platform)을 형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포획된 알고리즘 내에서 활동하게 함으로써 지대를 극대

화하여 초과이윤 창출 전략을 선호한다. 이는 노동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전통적 산업사회의 일자리 붕괴와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또한 위협 할 것이다. 즉, 표준고용관계에 기반을 두었던 기존의 사회보장정책은 고용의 불안정과 수많

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여파로 한계에 봉착했으며, 서정희․백승호(2017)[4]는 다양한 정책 수혜자들의 

의사표출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대안으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대두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 기

초하여 본 연구는 미래 정부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있어 실현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예상 쟁점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성공적인 정

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주요 요인에 따른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정책은 중․

장기적으로 준비되고 집행되어야 하기에, 단기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의존하기 보다는 예상 쟁점 기반에 따른 우선순위를 통

해 기본소득 정책의 정체성 확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본소득의 개념과 원칙을 통해 기본소득의 논리를 알아본 후 실현가능성에 대한 정책판단 기준을 설명

한다. 둘째,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통한 기본소득 실현가능성 요인에 따른 Text-mining으로 부터 실현가능성 세부 예

상쟁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확인된 예상쟁점 자료에 기초한 실현가능성에 대한 범주별 예상쟁점들을 도식화하였다. 쟁점기반 

계층화분석(AHP)에서는 실현가능성 각 차원별 예상쟁점들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기본소득 정책에 따른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2. 기본소득 개념과 원칙

먼저 기본소득과 관련된 명칭들에 있어 기본소득 외에도 지역수당(Territorial dividend), 시민소득(Citizen income), 사회배

당(Social dividend), 데모그란트(Demogrant),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최소소득보장(the security of minimum 

income) 등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명현(2007)[6]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이름은 기본소득과 비슷해 보이지만 명칭에 

내포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시사점이 다르다. 즉, 급부(給付)정도에 따라 기본소득의 개념이 달라지기도 하며, 엄격한 지

급조건의 차이에 따라 조건 없이 지급되는 협의의 기본소득과 생활에 따른 빈곤과 참가 여부 정도를 조건으로 하는 기본소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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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또한 수급기간을 한정하여 급부하는 형태와 기존의 소득보장제도와 결합하는 형태, 그리고 수급자격에 있어 유연한 

수급조건을 부과하여 협의의 노동시장 보다 참여 장벽이 낮은 형태 등 수정된 형태의 논의인 기본소득도 존재한다. 

Parijs(2010)[18]는 기본소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 빠레이스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

째, 기본소득은 현금(Cash)으로 지급되며 일회성이 아니라 주기적(Periodic)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다. 서정희 ‧ 조광자(2008)[5]

는 현물 급여가 아닌 현금 급여 즉, 특정화폐로 지급되는 것은 소비와 투자의 시기 그리고, 불안한 경제적 삶을 예측가능하게 하

기 위한 개인의 선호를 국가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본소득은 국가의 다른 무상교육 또는 건강보험과 같은 현

물급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기본소득은 일정금액을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Individual)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기본소득은 가족 안의 위계질서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개별 구성원에게 개인 단위로 지급되어지는 현금급여 소득보장제도이다. 이는 공동생활 장려와 가족 해체를 방지하는 효과

를 가지며, 다른 가구 구성원과 함께 주거시설을 공유하여 생활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점도 있다. 셋째, 수입과 자산에 대

한 조사 없이 구성원 모두에게 지급되어지는 보편성(Universal) 지급 방식이다. Raventos(2007)[20]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동

체 유지에 기여 하고 있으며, 기본소득을 수령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으로 시민권 또는 공인된 거주권이면 그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기본소득 주창자들은 기본소득의 수급 자격 제한을 선호하지 않으며 특히, 법적으로 거주지를 포함

한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지속적인 자격조건을 제안한다. 연금수급자나 아동의 경우에도 이들을 제외하자는 일부의 주장이 있기

는 하지만 대부분의 제안에서는 포괄적이며 관대하다. 그러나 이명현(2007)[6]은 수감자들이나 정신병원 또는, 노인요양시설등

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체류비용을 부담하는 시설들의 장기 체류자들은 이미 기본소득 이상의 많은 비용을 정부에서 지불하고 

있기에 기본소득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넷째, 기본소득은 근로 의지가 없거나 근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고 무조건 

적으로 자산조사 없이 지급된다. 기본소득이 다른 복지제도와 차별되어지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빈자

와 부자 모두에게 지급된다는 것이다. 최소소득보장제도는 소득조사를 시행한 후 수급권자를 결정하여 지급하는 사후 지급방식

이라면, 기본소득은 수급자 선정이 전혀 필요치 않다. 서정희 ‧ 조광자(2010)[5]는 조세-급여체계에 의해 빈자보다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하게 되어 결국엔 빈자에게 훨씬 유리한 결과가 도출된다. 또한, 기본소득은 근로의지와 현재의 노동수행과는 무관

하게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된다. 기본소득은 유급노동에 종사함을 전제로 하는 또는 기꺼이 노동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만 혜택을 주는 워크페어(workfare) 성격의 급여들과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되어 있다. 기본소득은 개개인의 권리로서 지급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근로조건 또는 소득조건에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본소득은 국가가 지급하는 소득급여 방식이

다. 여기에서 국가는 지역이나 지방자치단체로 국민국가의 일정 단위부터 초국적 정치단위인 국제연합이나 유럽연합에서도 기

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에 대한 지급주체로 국가여야만 하는 이유는 사적이전(private transfer)이나 비

영리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급여 방식과는 달리 인권과 마찬가지로 급여에 대한 권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정책 판단 기준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미래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따른 실현가능성(feasibility) 예상 쟁점 도출을 위해 정책 분석 중 Dunn. 

W.(1994)[14]의 정책 대안의 실현가능성을 적용하였다. Krone(1980)[16]에 의하면 실현가능성은 정책 대안이 정책으로 채택 될 

수 있는 가능성(acceptability) 및 정책 대안이 실제로 정책으로 집행될 가능성(implementability)을 의미한다. 정정길 ‧ 최종원 ‧ 

이시원 ‧ 정준금 ‧ 정광호(2005)[8]에 의하면 정책으로 채택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차후 실제로 정책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실현가능

성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실현가능성 차원의 구성 요소는 경제적 ‧ 행정적 ‧ 기술적 ‧ 사회적 ‧ 법적 ‧ 정치적 가능성으로 경제적 실

현가능성은 재원 및 예산확보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행정적 실현가능성은 정책 대안에 대한 행정조직 및 집행인력, 세부프로그

램에 대한 기획, 리더십, 업무수행능력과 같은 가능성에 대한 것이며, 기술적 실현가능성은 제안된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실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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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길 수 있는 준비 또는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사회적 실현가능성은 사회마다 가지고 있는 규범과 문

화적 전통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일반 국민과 관련 정치 집단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을 말한다. 특히, 법적 

실현가능성은 법적 제약을 받지 않으며 법률의 내용과 충돌 또는 모순되지 않을 가능성을 일컫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법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외 하고 사회적 실현가능성과 맥을 함께 할 수 있는 의미의 윤리적 차원으로 대체하였다. 그 이

유는, 기본소득과 같은 혁신적 아이디어가 실제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Colon-Rios(2012)[13]는 특정 엘리트 

집단과 전문가만이 접근할 수 있는 강한 헌정주의(strong constitutionalism)를 표방하기 보다는 일반 국민들의 직접 참여와 요

구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약한 헌정주의(weak constitutionalism)를 지향함이 민주주의의 정당성(Democratic legitimacy) 

실현에 가까워질 수 있음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윤리성에 입각한 접근이 법적 실현가능성 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4. 연구설계

4.1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미래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따른 실현가능성 예상 쟁점 도출을 위해 연구 참여자들로 부터 기반으로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통해 실현가능성에 대한 Text-mining 기법을 적용하여 하위범주별 예상 쟁점을 도출하였다. 이 

후,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Dunn. W.(1994)[14]의 정책 판단기준 ‘실현가능성’ 토대를 기초로 하여 심층

면담 자료를 종합해 연구자에 의해 실현가능성에 대해 각 차원별로 정립하였으며 이는, 기본소득이 정책으로 채택된 후 그 내용

이 충실히 집행될 가능성(Possibility)에 대한 분석도 함께 내포되어있다. Fig. 1과 같이 연구의 전반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가치

의 정책조합을 분석하여 향후 대한민국 기본소득 정책 우선순위를 토대로 성공적 결과를 가져올지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소득 정책 도입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준비하는 전략을 마련한다. 특히, 각 차원별 우선순위 결과로 부터 창안하여 

기본소득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실패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탐색한다.

Fig. 1. Overall approach to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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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 실현가능성에 대한 하위 범주별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로 부터 심층면담 시 언급된 텍

스트(Text)를 기반으로 실현가능성에 대한 요인별 프레임 분석(Frame analysis) 방법론을 적용하여 하위요인을 설정하고자 하

였다. Text mining 기술은 텍스트로 부터 단어 간 유의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어의 출현 빈도 및 관계성을 파악하여 시

각화 하는 것이다. Text mining 분석 방법을 통해 워드클라우드(word cloud) 및 네트워크 시각화 결과를 통해 분석할 데이터 속

에 내재된 특징적 속성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출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어진다. 단어의 빈도수가 많이 언급될수록 단어를 크

게 표현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문서의 키워드 또는 개념 등을 직관적으로 알기 쉽도록 도와줄 때 사용한다. 특히, 

Chong ‧ Druckman(2007)[12]상호 다른 개별 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신념, 개념화에 대한 내재적 구조에 따라 각자의 인식 

프레임이 상이하기에 어떤 이슈에 대한 이해 및 재구성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 결과 Carley(1994)[10]상이한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이 이해하는 현상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에 연구 참여자들로 부터 심층면담 시 언급 된 Carley(1997)[11]

텍스트로부터 그들의 주장, 표현, 대화를 통해 프레임을 형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 중 토픽 모

델링(Topic model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법은 토픽 모델링(Topic-modeling)중 가장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잠재디리클레할당(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법을 활용하여 접근하였다. LDA 기법은 텍스트가 N

개의 문서(Document)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시 개개의 문서들은 여러 개의 토픽(Topics)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이 기본 

가정이다. 또한, 김영욱 ‧ 함승경 ‧ 김영지 ‧ 최지명(2017)[2]은 전체적으로 구성되어진 텍스트들(Texts)의 모든 단어들은 각 토픽

들(Topics) 과 관련성을 가지며 확률적 분포를 형성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특정 단어들이 특정 토픽들에 포함될 확

률과 각 토픽이 개개의 문서에 포함되어지는 확률이 계산되어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텍스트에 대한 사전처리

(Pre-processing) 방식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단어의 단순 빈도가 아닌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mcy)

방식 및 단어 길이에 따른 텍스트 안에서 주로 사용된 단어 또한 제거 하였다. 이 후, 본 연구에서 기본소득 실현가능성에 대한 심

층면담 으로부터 도출된 참여자들의 전사내용을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으로 이용되었으며 이로부터 ‘문서×단어’행렬

(Document-term matrix)이 구성되었으며, 잠재디리클레할당(LDA)은 반복(Interactions)을 통해 ‘문서 ×토픽’, ‘토픽×단어’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실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체 텍스트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단어를 대상으로 토픽 수를 변경해가

며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을 진행하였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토픽들을 10개로 한정하여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

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쟁점 요인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토픽 클러스터링(Tpoic-clustering) 으로부터 도출된 단어를 기반으로 계층화 분석(AHP: Analytic 

Hiererchy Process)을 위한 실현가능성 차원의 하위 범주 요인을 도출함에 있어 심층면담으로부터 언급된 단어의 출현빈도를 

통해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에 대한 텍스트의 크기(Size)를 보여줌으로 네 가지 차원별 요인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에 대

한 방향성을 객관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둘째로, Saaty(1980)[21]은 의사결정 목표 또는 기준이 다수인 경

우, AHP기법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계층화하여 주요 요인과 세부요인들을 나누고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가장 

높은 점수의 (정책)대안부터 최종안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다 기준 하의 의사결정 분석기법(decision-making under multiple 

criteria)’이다. 다 기준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AHP 방법은 정책 대안에 관한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 우선순위

를 도출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어진다. 이은진 ‧ 문상호(2007)[7]은 AHP 기법을 활용하여 광역자치단체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정책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특히, 박형준 ‧ 이명석 ‧ 김근세 ‧ 최상옥 ‧ 임주영(2013)[3]은 관료들의 행정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 고

찰을 취해 AHP 분석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심층면담을 통해 탐색한 기본소득 실현가능성 쟁점 가치들에 대한 우선순위

들 간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AHP분석을 실행하였다. AHP 분석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직관적 요인들을 계량화로 설

명할 수 있음이 장점이며, 변수나 속성에 대해 계층적, 체계적으로 간명하게 규명하여 계층구조 변수별 쌍대비교(pai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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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on)를 통해 상대적 중요도를 순차적으로 도출 할 수 있다.

4.3 연구 참여자

Maxwell ‧ Loomis (2003)[17]는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위한 연구 참여자 선정은 목적적 표집(Purposeful sampling) 

방식을 활용 하여 Patton(1990)[19]에 의해 연구하고자 하는 사례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풍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한 사람을 중심

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정책 중 대한민국 최초로 시행된 현금급여 성격의 정책인 성

남시 청년배당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결정자, 정책관리자, 정책수혜자, 정책비수혜자 각 5명씩 총20명을 선정하였다. 첫째, 정책

결정자 측면은 광역 또는 지방의회의장 또는 정책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조직 간부로 한정하였다. 둘째, 정책관리자 측면

은 정책결정자의 권한을 받아 직접 현장에서 정책을 관리 및 집행하는 사회 복지업무 담당자 및 담당 팀장으로 한정하였다. 셋

째, 정책수혜자 측면은 성남시 청년배당 2회 이상 수급자로 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정책비수혜자 측면은 수혜자와 대조적인 

입장에서 비교 가치가 있기에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AHP분석을 위한 연구 참여자 선정은 기본소득에 대한 사전지식이 풍부하며, 영역별 전문가 및 기본소득 정책을 담당

하는 행정관료 , 재원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체, 그리고 정책대상자를 고려하여 교수 및 전문가, 기업인 및 기업체 간

부, 정책수혜자, 행정관료 및 정치인 측면 각 5명 씩 총 20명의 참여자로 Table 1과 같이 구성하였다.

Table 1. In-depth interview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survey participants

구분 설문 대상자 설문 참여자 응답률

심층면담

정책결정자 5명 5명 100%

정책관리자 5명 5명 100%

정책수혜자 5명 5명 100%

정책비수혜자 5명 5명 100%

합계 20명 20명 100%

AHP

교수 및 전문가 6명 5명 83%

기업인 및 기업체 간부 6명 5명 83%

정책수혜자 5명 5명 100%

행정관료 및 정치인 7명 5명 71%

합계 24명 20명 84%

5. 연구분석

5.1 실현가능성에 대한 잠재디리클레할당(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및 워드클라우드

기본소득 실현가능성에 대한 각 차원별 하위범주 쟁점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심층면담 시 언급 된 텍스트(Text)로부터 유사

주제의 텍스트를 묶어내기 위해 Topic clustering기법을 실행하였다. 아래와 같이 LDA를 통해 Table 2와 같이 도출되었으며, 심

층면담으로부터 언급된 단어의 출현빈도를 통해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를 보여줌으로 각 차원별 요인들이 어떻게 도출되

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객관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실현가능성에 대한 요인별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는 Fig.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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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easibility topic clustering results

구분 1st Keyword 2nd Keyword 3rd Keyword 4th Keyword 5th Keyword

Topic-1 돈 입장 지급 기반 기본소득

Topic-2 금액 마련 분석 필요 타당성

Topic-3 국가 사람 창출 생각 재원

Topic-4 지급 사람 일 기본소득 생각

Topic-5 사람 제도 생각 현실 업무

Topic-6 지급 방안 마련 유인 시행

Topic-7 정책 시행 창출 방안 국민

Topic-8 재원 기본소득 기반 쟁점 국가

Topic-9 시행 기본소득 일 제도 도입

Topic-10 기본소득 사람 제도 생각 업무

요인별 워드 클라우드 요인별 워드 클라우드

재정적
/

경제적

행정적
/

기술적

요인별 워드 클라우드 요인별 워드 클라우드

사회적
/

윤리적
정치적

Fig. 2. Word-Cloud by feasibility factor 

5.2 실현가능성에 대한 요인별 세부 쟁점 요인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통해 언급 된 텍스트 마이닝(Text-mining)으로부터 실현가능성에 대한 각 범주별 정책쟁점 

및 세부정책을 Dunn. W.(1994)[14]의 정책 대안의 실현가능성에 입각하여 연구자에 의해 구성되었다. 먼저, 재정적‧경제적 차원

은 기본소득 지급 시 수입(조세) 범위 내의 재정건전성 고려, 증세 방안에 대한 체계성, 시행을 위한 재원 방안 및 규모에 대해 네 

개 요인으로 나누었다. 둘째, 행정적‧기술적 차원은 기존 사회정책과 완전히 모순되지 않는 선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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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특성상 신청 및 자산조사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 확립, 지속적 시행가능성, 행정인력의 업무에 대한 효율성

을 반영하여 네 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사회적‧윤리적 차원으로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혜택에 대한 기본권이 

누구에게나 있기에 국가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분배로부터 느낄 수 있는 박탈감을 최소화해야 하며 특히, 이러한 가운데 근로 유

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만 하기에 이를 기반으로 세 개 요인을 구성하였다. 넷째, 정치적 차원은 성숙한 공

동체를 지향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영역의 가치관과 분배정의가 절실히 요구되어지며, 사회구성원을 최선으로 생

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하기에 네 개 요인으로 아래 Table 3과 같이 분류하였다. 

Table 3. Derivation of detailed issues by feasibility factor

정책쟁점 세부정책/쟁점

실현가능성

재정적 ‧ 경제적

재정건전성

조세체계 구축

재원조달 방안

예산규모

행정적 ‧ 기술적

정합성

지급방식

지속가능성 및 탄력성

리더십 및 관리적 효율성

사회적 ‧ 윤리적

상대적 박탈감

공유부 / 지분 권리

근로 신성성 및 형평성

정치적

인간존엄성

분배체계 수립

사회적 합의

포용적 지급

5.3 실현가능성에 대한 요인별 AHP 분석 결과

실현가능성 요인은 향후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 정책 도입 시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델인지를 타진해 보고자 보다 체계적인 

정책 설계를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윤리 등과 관련된 쟁점 요인들이다. 실현가능성은 (1) 재정적 ‧ 경제적, (2) 행정적 ‧ 

기술적, (3) 사회적 ‧ 윤리적, (4) 정치적 기준의 4개 중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4에서 보면 실현가능성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재정적 ‧ 경제적(0.542), 사회적 ‧ 윤리적(0.208), 행정적 ‧ 기술적(0.134), 정치적(0.115) 순서로 종합되어 분석되었

다. 기본소득 정책 도입 시 실현가능성에 있어서도 도입체계성의 재원확보 요소와 동일하게 모든 집단에서 재정적 ‧ 경제적 쟁점 

요인이 가장 큰 화두이다. 다른 가치들보다 먼저 최소소득 보장을 위해 기본소득을 실현하려는 목적에 걸맞게 재정 및 경제에 관

한 전반적 방안이 선행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연구 참여자를 4개의 그룹으로 신분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모든 그룹에서 재정적‧경제적 측면에 대한 중요도

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윤리적 측면이 대부분의 그룹에서 2순위를 보였으나, 행정관료 및 정치인 그룹에서

만 사회적 ‧ 윤리적 측면이 3위를 그리고, 행정적 ‧ 기술적 요인이 교수 및 전문가 그룹에서 4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부분적 결과

는 1~3% 이내의 상당히 미세한 차이임으로 종합 순위에 영향을 끼치거나 내포된 의미를 해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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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여 추진 시 ‘실현가능성’에 대한 쟁점요소로 ‘재정적 ‧ 경제적’ 측면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Table 4. Median indicator importance analysis result: feasibility

구 분
종 합 교수 및 전문가 기업인 및 기업체 간부 정책수혜자 행정관료 및 정치인

중요도 비율 순위 중요도 비율 순위 중요도 비율 순위 중요도 비율 순위 중요도 비율 순위

재정적 ‧ 경제적 0.542 54% 1 0.655 65% 1 0.519 52% 1 0.359 35% 1 0.625 64% 1

행정적 ‧ 기술적 0.134 13% 3 0.078 8% 4 0.110 11% 3 0.227 23% 3 0.135 14% 2

사회적 ‧ 윤리적 0.208 21% 2 0.159 16% 2 0.272 23% 2 0.294 30% 2 0.128 13% 3

정치적 0.115 12% 4 0.107 11% 3 0.100 10% 4 0.120 12% 4 0.112 11% 4

CR 0.015 - - 0.030 - - 0.021 - - 0.088 - - 0.053 - -

5.3.1 실현가능성 중 재정적 ‧ 경제적 요인

실현가능성 중 재정적 ‧ 경제적 요인은 기본소득 정책 도입 시 재원에 관련된 요인으로 정책대안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

한 합리성을 말한다. 국가 예산은 많은 부분에서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기에 새로운 정책을 정부가 시행할 시 소요재원에 대한 재

정상의 실현가능성 검토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한 사전적 쟁점 요인은 다음의 (1) 재정건전성 (2) 조세체계 구축 (3) 재원조달 

방안 (4) 예산규모 등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5에서 보면 실현가능성 중 재정적 ‧ 경제적 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재정건전성(0.345), 재원조달 방안(0.332), 예산규모(0.171), 조세체계 구축(0.152)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소

득 정책 도입 시 실현가능성 중 재정적 ‧ 경제적 요인에 있어서는 재정건전성 및 재원조달 방안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보였다. 연

구 참여자를 4개의 그룹으로 신분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특이하게도 교수 및 전문가 그룹에서 재정건전성 가중치

에 있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당히 적은 값이 도출되었으며 특히, 다른 그룹에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던 조세체계 구축에 대

한 가중치 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원조달 방안에 이어 조세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보다 체

계적으로 논의하여 실제 실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 하기위한 사전작업의 책무성이 본 그룹에 반

영되어진 것으로 보여 진다. 어떤 다른 그룹보다 교수 및 전문가 그룹에서 체계성에 대한 논의가 보다 명확히 이뤄져야 하며 재

정건전성과 예산규모와 같은 문제는 오히려 기업인 및 기업체 간부 그룹과 행정관료 및 정치인 그룹에서 보다 깊이 숙고할 수 있

는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

Table 5. Sub-indicator importance analysis result: financial and economic feasibility

구 분
종 합 교수 및 전문가 기업인 및 기업체 간부 정책수혜자 행정관료 및 정치인

중요도 비율 순위 중요도 비율 순위 중요도 비율 순위 중요도 비율 순위 중요도 비율 순위

재정건전성 0.345 35% 1 0.139 14% 4 0.533 54% 1 0.334 33% 1 0.390 39% 2

조세체계 구축 0.152 15% 4 0.329 33% 2 0.064 6% 4 0.178 18% 4 0.091 9% 3

재원조달 방안 0.332 33% 2 0.344 34% 1 0.183 18% 3 0.297 30% 2 0.446 45% 1

예산규모 0.171 17% 3 0.188 19% 3 0.220 22% 2 0.191 19% 3 0.073 7% 4

CR 0.015 - - 0.020 - - 0.047 - - 0.029 - - 0.0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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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실현가능성 중 행정적 ‧ 기술적 요인

실현가능성 중 행정적 ‧ 기술적 요인은 기본소득 정책 도입 시 행정 조직 및 행정 집행인력 또는 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창출하

기 위한 기획과 자원 동원 및 배분 등에 관련한 정책 대안의 문제이다. 아무리 바람직한 대안이라도 집행조직과 조직의 업무능력

과 관련한 체계가 구비되지 않는다면 상징적 대안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사전적 쟁점 요인은 다음의 (1) 정합성 (2) 

지급방식 (3) 지속가능성 및 탄력성 (4) 리더십 및 관리적 효율성 등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6에서 보면 실현

가능성 중 행정적 ‧ 기술적 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지속가능성 및 탄력성(0.423), 정합성(0.352), 리더십 및 관리적 효

율성(0.131), 지급방식(0.093)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이 정책으로 도입될 시 정부의 행정적 역량과 리더십에 대한 중요도

는 생각보다 상당히 낮은 결과 값이 도출되었다. 오히려 정책이 지속 및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적 ‧ 기술적으로 전략적 시스템을 

정비하고 기존 체계와의 정합성을 위해 노력함이 더 요구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를 4개의 그룹으로 신분유형에 따

라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모든 집단에서 거의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지속가능성 및 탄력성 그리고, 정

합성의 문제는 거의 80%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기에 향후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여 추진 시 본 도출 결과를 기

반으로 하여 행정적 ‧ 기술적 정책 설계 문제에 접근하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Table 6. Sub-indicator importance analysis result: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feasibility

구 분
종 합 교수 및 전문가 기업인 및 기업체 간부 정책수혜자 행정관료 및 정치인

중요도 비율 순위 중요도 비율 순위 중요도 비율 순위 중요도 비율 순위 중요도 비율 순위

정합성 0.352 35% 2 0.412 41% 1 0.301 30% 2 0.494 49% 1 0.217 22% 2

지급방식 0.093 9% 4 0.165 16% 3 0.079 8% 4 0.047 5% 4 0.095 10% 4

지속가능성 및 

탄력성
0.423 43% 1 0.296 30% 2 0.446 45% 1 0.370 37% 2 0.564 56% 1

리더십 및 관리적 

효율성
0.131 13% 3 0.127 13% 4 0.173 17% 3 0.089 9% 3 0.124 12% 3

CR 0.007 - - 0.029 - - 0.029 - - 0.036 - - 0.047 - -

5.3.3 실현가능성 중 사회적 ‧ 윤리적 요인

실현가능성 중 사회적 ‧ 윤리적 요인은 기본소득 정책 도입 시 사회 규범과 사회문화적 전통에 많은 영향을 받는 요소이다. 정

책을 시행하기에 있어 수혜자들의 근로 유인이나,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기본소득 시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규범적 문제점

과 윤리적 형평성에 관한 문제적 쟁점이다. 이에 대한 사전적 쟁점 요인은 다음의 (1) 상대적 박탈감 (2) 공유부/지분권리 (3) 근

로 신성성 및 형평성 등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7에서 보면 실현가능성 중 사회적 ‧ 윤리적 요인에 대한 중요

도 및 우선순위는 상대적 박탈감(0.395), 근로 신성성 및 형평성(0.320), 공유부 / 지분 권리(0.2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

로 기본소득 시행 시 수혜자-납세자 불일치 문제에 따른 상실감 및 분배 정의에 대한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근로의

지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내포되어 있음도 시사되어졌다. 연구 참여자를 4개의 그룹으로 신분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분

석하였을 때, 정책수혜자 그룹에서 근로 신성성 및 형평성(0.535)의 가중치를 보이며 유난히 높은 결과 값이 도출되었다. 정책수

혜자들은 기본소득으로부터 발생되는 근로의욕의 감퇴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이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돈을 줘야 한

다는 생각에 크게 동의하지 못함을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여 추

진 시 사회적 ‧ 윤리적 정책 설계 문제는 종합적 결과 값에 연계하여 근로 신성성 및 형평성의 문제 또한 고려하여 접근 할 필요성

이 있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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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ub-indicator importance analysis result: social and ethical among feasibility

구 분
종 합 교수 및 전문가 기업인 및 기업체 간부 정책수혜자 행정관료 및 정치인

중요도 비율 순위 중요도 비율 순위 중요도 비율 순위 중요도 비율 순위 중요도 비율 순위

상대적 박탈감 0.395 40% 1 0.399 40% 1 0.467 47% 1 0.229 23% 3 0.490 49% 1

공유부/지분 권리 0.285 28% 3 0.341 34% 2 0.270 27% 2 0.236 24% 2 0.261 26% 2

근로 신성성 및 

형평성
0.320 32% 2 0.260 26% 3 0.263 26% 3 0.535 53% 1 0.249 25% 3

CR 0.022 - - 0.036 - - 0.035 - - 0.043 - - 0.000 - -

5.3.4 실현가능성 중 정치적 요인

실현가능성 중 정치적 요인은 기본소득 정책 도입 시 일반국민이나 관련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채택될 가능성을 일컫는

다. 이는 상이한 의견을 가진 이해당사자들과 구성원들의 정책적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며 상호간의 타협과 협치의 문

제에 이르기 까지 정치적 영역의 파이가 상당히 넓다. 이에 대한 사전적 쟁점 요인은 다음의 (1) 인간존엄성 (2) 분배체계 수립 

(3) 사회적 합의 (4) 포용적 지급 등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8에서 보면 실현가능성 중 정치적 요인에 대한 중

요도 및 우선순위는 사회적 합의(0.321), 포용적 지급(0.266), 인간존엄성(0.264), 분배체계 수립(0.149)의 순의로 나타났다. 정

치적 요인에서는 분배체계 수립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전반적으로 비슷한 가중치를 보였다. 보편적 복지의 확대로부터 지속

적으로 변화된 사회변화의 관점에서 공유되는 고유한 난점이 함께 공존함을 이른다. 연구 참여자를 4개의 그룹으로 신분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이번 정치적 쟁점 요인에서는 기업인 및 기업체 간부 그룹에서 인간존엄성(0.465)에 대한 가중치

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그룹과 다르게 포용적 지급(0.124)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가중치를 보였다. 

Table 8. Sub-indicator importance analysis result: political among feasibility

구 분
종 합 교수 및 전문가 기업인 및 기업체 간부 정책수혜자 행정관료 및 정치인

중요도 비율 순위 중요도 비율 순위 중요도 비율 순위 중요도 비율 순위 중요도 비율 순위

인간존엄성 0.264 26% 3 0.194 20% 3 0.465 46% 1 0.255 26% 2 0.168 17% 3

분배체계 수립 0.149 15% 4 0.120 12% 4 0.196 20% 3 0.141 14% 4 0.117 12% 4

사회적 합의 0.321 32% 1 0.323 32% 2 0.215 22% 2 0.383 38% 1 0.320 32% 2

포용적 지급 0.266 27% 2 0.363 36% 1 0.124 12% 4 0.222 22% 3 0.395 39% 1

CR 0.018 - - 0.037 - - 0.032 - - 0.082 - - 0.048 - -

6. 결 론

실현가능성 중 재정적 ‧ 경제적 범주에 대한 하위 요인 도출 결과는 (1) 재정건전성, (2) 재원조달 방안, (3) 예산규모, (4) 조세

체계 구축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무리한 재정 낭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이 담겨져 있다. 기본소득을 시

행 한다하여 적자국채 발행 조달로부터 국가부채가 늘어난다거나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국가로부터 배당 받는 것에 대한 회의

가 녹아있다.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기본소

득이 도입 된다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일정금액을 국가가 지급해야하는데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결과가 반영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정건전성과 거의 비슷하게 국민들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기에 세원마련에 대한 조세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기본소득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본다. 둘째, 실현가능성 중 사회적 ‧ 윤리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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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대한 하위 요인 도출 결과는 (1) 상대적 박탈감, (2) 근로 신성성 및 형평성, (3) 공유부 / 지분 권리의 순으로 도출되었다. 상

대적 박탈감 문제는 기여와 급여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은 조세 저항감이 매우 강해질 뿐만 아니라 조세에 대한 거부감도 크게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국가 재정에 기여를 하는 집단에서 ‘기여와 급여가 완전 분리되어 독립적일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는 

복지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기여와 급여는 상호 연동성이 있어야 급여를 더 받기위해 재

원조달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사회구성원들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윤리적 근원으로 근로 신성성 

및 형평성의 문제도 기본소득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예상된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돈을 줘야 한다는 생

각에 크게 동의하지 못함을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양방향 논쟁에 대한 사회적 ‧ 윤리적 쟁점이 기본소득 안에 내포

되어 있기에 기본소득 정책 수립 시 적절한 합의점을 타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실현가능성 중 행정적 ‧ 기술적 범

주에 대한 하위 요인 도출 결과는 (1) 지속가능성 및 탄력성, (2) 정합성, (3) 리더십 및 관리적 효율성, (4) 지급방식 순으로 나타

났다. 기본소득이 시행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제도인지 또는 시대적 변화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

는 유연한 제도 인지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높았다. 이는 기존사회보장정책과의 정합성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을 보여준다. 기본소득을 즉시 도입해서 운영하기에는 기존사회보장정책 혜택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이로 부터 혜택을 받고 있

는 사회구성원들의 반발이 격해질 것이기에 사회적 혼란 없이 점진적 시행 방안에 대한 국가적 실정을 잘 고려해야 한다. 넷째, 

실현가능성 중 정치적 범주에 대한 하위 요인 도출 결과는 (1) 사회적 합의, (2) 포용적 지급, (3) 인간존엄성, (4) 분배체계 수립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이 사회보장의 근원적 원리를 파괴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정치영역에서 사회적 합의로 풀 수 있

는 문제이다. 과거 급진적인 경제발전에만 몰입하여 상호 신뢰와 인간존엄에 대한 포용적 가치 공론이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이라도 호혜성에 입각한 정치영역의 노동과 소득 가치관에 따른 이율배반적 사고에서 벗어나 유기적 연대를 발휘하여 시민사회

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정치적 자성이 절실하다. 특히, 시혜적 산물로 여겨지는 복지정책에 여전히 매몰되기보다 사회구성원들의 

인간존엄성과 생존권 모두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적 분배체계 수립 또한 정치 영역에서 고려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와 같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파고로 부터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발전적‧ 외부적으로 파생되는 

삼중 ‧ 사중손실의 문제들이 도처에 산적해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변화된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의 정체된 관념으로부터 탈피

하여 이제는 좀 더 창의적인 발상으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소득보장 정책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

해, 재정적‧경제적으로는 재원 누수 방지 및 재정건전성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책으로 접근해야한다. 사회적‧윤리적으로는 기존 

분배정책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상실감을 줄여야 하며, 행정적‧기술적으로는 기본소득이 일회성에 지나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탄력적 대처가 이뤄질 수 있으며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가시적 정책으로 탈바꿈 되어야 한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포용

적 지급과 동시에 사회적 합의에 따른 연대적 균형이 있어야만 한다. 

작금의 불확실성이 대변되는 환경으로부터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에 부흥하는 기본소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에서 본 연구 결과의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기본소득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한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기본소득 정책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려 

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맥락 구조에 맞게 기존 사회보장정책의 순수 원리를 내포함과 동시에 기존의 복지정책을 정합적으로 설

계하여 공진화하는 방안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변형 및 조형하는 것 또한 유연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용적 정책 설

계로부터, 다원주의 시대 서로 상이한 관점과 요구를 지니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의 다양성(Diversity)을 존중함과 동시에 인간 

존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통일성(Unity)에 상호 기여할 수 있는 매개적 수단으로 기본소득 이념이 공동체에 서서히 배태

(Embeddedness) 될 수 있다. 즉, 부자는 독지가를 자처하는 선행을, 빈자는 속수무책 손을 내밀기 보다는 자신의 관점 변화와 사

회적 기여를 기반으로 사회와 경제를 바꾸기 위한 통합된 기초적 사고를 지향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이자 

주체라는 사회정체성(Social identity)이 자생적으로 확립되기를 희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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