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기본소득 모형 

강남훈(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 특징 

정책 선별소득보장 기본소득(역진세) 기본소득(비례세) 

계층 1  2  3  계 1  2  3 계 1  2  3  계 

소득 0 200 800 1000 0 200 800 1000 0 200 800 1000 

보조금 30 0 0 30 30 30 30 90 30 30 30 90 

세금 0 6  24 30  0 36  54 90 0 18  72  90  

세율 0% 3% 3% 0% 18% 6.75% 0% 9% 9% 

순수혜 30 -6 -24 0 30 -6 -24 0 30 12 -42 0 



• 명목 조세 vs. 순조세 
• 명목조세 90만원 
• 순조세 42만원 

• 재정환상 
• 조세나 보조금 한쪽만 인식하는 행위 
• 신자유주의 재정환상…조세만 강조 
• 재정 확대의 법칙…보조금만 강조 

• 순수혜 가구 vs. 순부담 가구 
• 조세보다 기본소득을 많이 받는 가구  

• 앞의 경우 2/3 

• 중위투표자 정리와 뒤베르제의 법칙 

기본소득 정치적 가능성 관련 개념들 



• 낮은 기본소득 
• 낮은 국민부담률 고려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일부,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대체 

• 세 가지 구성요소 

• 토지배당, 환경배당, 시민배당 

• 목적세 신설 

• 토지세, 환경세, 시민세 

• 다른 용도로 재량적인 재정 지출이 없도록  

한국형 기본소득 



• 1인당 월 30만원 
• 2016년 4인 가족 생계급여 지급기준 127만원, 최대 지급액 117만원 

• 기초연금 현재 20만원, 총선 공약 30만원 

• 이승윤 교수 추정, 청년배당 필요액 월30만원  

• 구성 요소 
• 시민배당 20만원 

• 토지배당 5만원 

• 환경배당 5만원 

기본소득 지급액 



• 환경세 30조원 부과 
• 2015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약 13.5조원 

• 30조원 추가 부과 

• 부과 방법 
• 원천에 부과하는 방법 

• 부가가치세 형태로 부과하는 방법 

• 영세율제도…수출 시점에서 환급 

• 구성  
• 탄소세와 원자력 안전세 

• 이중배당 
• 환경보호,안전 확보와 소득재분배 

재원조달 환경세 



• 민간토지자산 4,830조원 
• 2015년 국민대차대조표 

• 0.6% 세율, 약 30조원 

• 다양한 납부 방식 준비 
• 납부유예제도…상속, 양도, 매매 시점에서 납부 

• 정부에게 환수조건부 매도 …정부에서 정한 가격으로 정부에 매도 가
능. 시장가격이 유리하면 다시 환수할 수 있음. 

• 토지지분 납부…토지지분 일부로 납부 가능, 토지지분 공유 

• 양도소득세 이연…한 부동산을 매도하고 다른 부동산 매입할 때 

 

재원조달 토지세 



• 기존 수당 대체분 13조원 

• 기초생활수급액 27만원 이내에서 기본소득(30만원)으로 대체 

•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완전 대체 

• 가계본원소득 1,100조원(2018년) 

• 가계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 즉 이자, 배당, 임료, 증권투자수익, 상속, 양도 등 
모든 소득을 세원으로 한다.  

• 가계본원소득(PPI, personal primary income) “국민소득(NI) 가운데 가계에 지
급되지 않은 부분인 법인소득과 정부가 받은 이자, 임료 등을 차감한 금액” 

• 여기에다 주식, 현물 및 파생상품, 채권 등 모든 증권의 양도소득과 집합투자
펀드 투자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그리고 상속, 증여 소득 등도 추가해서 과세 

• 시민세 대상 2018년에 1,100조원이라고 가정(2015년 970조원) 

• 이것에 10%(시민세율)로 과세하여 110조원 마련  

재원조달 시민세 



한국형 기본소득 종합 
 

기본소득 금액(월: 만원) 기본소득 재원(연: 조원) 

시민배당 20 시민세 110 

환경배당 5 환경세 30 

토지배당 5 토지세 30 

기존예산대체 10 

합계 30 합계 180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5 

• 가구별 부동산 금액과 소득이 함께 조사 

• 1,864만 가구 대표 

•가정들 

•토지가치는 부동산 가치의 64% 

•부동산 가치는 시장가치 

•환경세 가계부담은 80% 

•시민세 대상 소득은 1,100조원 

기본소득 재분배 효과 시뮬레이션 가정 



부동산 분포  토지배당 

0% 1% 2% 3% 4% 5% 6% 7% 8% 
0 0 0 0 0 0 0 0 0 

9% 10% 11% 12% 13% 14% 15% 16% 17% 
0 0 0 0 0 0 0 0 0 

18% 19% 20% 21% 22% 23% 24% 25% 26% 
0 0 0 0 0 0 0 0 0 

27% 28% 29% 30% 31% 32% 33% 34% 35% 
0 0 0 0 0 0 1000 2100 3100 

81% 82% 83% 84% 85% 86% 87% 88% 89% 
36000 37500 39000 40000 42000 45000 46000 50000 52000 

90% 91% 92% 93% 94% 95% 96% 97% 98% 
55000 60000 63500 68000 75000 83000 93000 110000 136600 

99% 100% 
190000 1120000 



가구 순부담 분포  토지배당 

0% 1% 2% 3% 4% 5% 6% 7% 8% 9% 
-507.8 -300 -300 -275 -253.9 -240 -240 -240 -240 -24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40 -240 -228.6 -217 -209.3 -203.5 -197.8 -192.5 -186.2 -182.4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74.7 -170.9 -164.6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60 -60 -60 -57.1 -54.2 -50.9 -47 -43.2 -39.4 -35.5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30.2 -26.4 -21.6 -16.3 -9.6 -4.8 2.9 12 18.2 30.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41.3 53.3 67.2 83.5 105.6 129.6 176.4 232.3 327.8 521.3 

100% 
4180.8 



• 토지 공유에 기초 
• 불로소득 환수 

• 주거비 안정 
• 특히 청년 주거비 안정 

• 자영업자 임대료 안정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창업 활성화 

• 부동산 투기의 근원적 근절 
• 투기가 일어날 때마다 세율 조절 가능.  
• 투기가 일어나면 세율 조절 안 하더라도 토지배당이 늘어남. 

• 남북통일에도 대비 

토지배당 재분배 이외의 효과 



가구소득분포  시민배당 

0% 1% 2% 3% 4% 5% 6% 7% 8% 9% 
0 0 0 0 0 0 0 0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60 160 240 350 450 540 640 780 876 984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4500 4600 4740 4800 4900 5000 5000 5160 5300 5400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5500 5700 5869 6000 6000 6120 6300 6500 6600 6800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7000 7100 7250 7500 7752 8000 8150 8400 8650 900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9360 9740 10000 10500 11000 11777 12540 13500 15000 18500 
100% 

105040 



가구 순부담 분포  시민배당 

0% 1% 2% 3% 4% 5% 6% 7% 8% 
-1960 -1006 -930 -852 -809.4 -768 -732 -720 -700 

9% 10% 11% 12% 13% 14% 15% 16% 17% 
-680 -660 -640 -620 -601.4 -600 -579.6 -564 -554 
18% 19% 20% 21% 22% 23% 24% 25% 26% 
-540 -530 -516 -502.8 -481.6 -480 -480 -480 -480 

72% 73% 74% 75% 76% 77% 78% 79% 80% 
-124 -120 -108.4 -95 -80 -67.2 -60 -40 -30 
81% 82% 83% 84% 85% 86% 87% 88% 89% 
-20 0 10 20 40 60 80 100 120 

90% 91% 92% 93% 94% 95% 96% 97% 98% 
150 180 216 250 290 340 410 520 695 
99% 100% 
1020 9304 



가구 순부담 분포  환경배당 

0% 1% 2% 3% 4% 5% 6% 7% 8% 9% 
-473 -240 -222.7 -204.1 -189.7 -180 -173.6 -168.4 -162.1 -156.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44.9 -42.6 -39.7 -37.9 -35.7 -33.4 -31.1 -28.5 -25.4 -23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19.8 -16.7 -13.8 -9.7 -7.4 -4.5 -2.1 2.4 6.7 9.3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12.2 17.9 20.8 25.5 29 35.9 42.9 48.7 53.3 59.6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67.1 76.6 84.3 98.3 110.6 127.6 146.2 176.2 226.5 324.5 

100% 
2732.1 



가구 순부담 분포  3배당 종합 

0% 1% 2% 3% 4% 5% 6% 7% 8% 
-2940.8 -1535 -1395 -1304.3 -1226.6 -1169.4 -1127.1 -1085.6 -1053.7 

54% 55% 56% 57% 58% 59% 60% 61% 62% 
-360 -360 -360 -360 -353.1 -343.5 -334.2 -327.7 -316.9 
63% 64% 65% 66% 67% 68% 69% 70% 71% 

-306.8 -297 -287 -276.3 -264.1 -253.3 -240.6 -228.6 -211.8 
72% 73% 74% 75% 76% 77% 78% 79% 80% 

-200.4 -183.4 -167 -153 -135.5 -118.5 -102.3 -84.6 -69.3 
81% 82% 83% 84% 85% 86% 87% 88% 89% 
-49.9 -26.1 -4.3 18.7 39.8 65.8 97.7 131.2 167.3 
90% 91% 92% 93% 94% 95% 96% 97% 98% 
207 247.3 298.9 349 420.9 501.1 633.7 775.4 1050.6 
99% 100% 

1619.4 11928.1 



가구 순부담 분포  3배당 종합 



3배당 순조세 추정 

•시민세 순조세  
• 58조원  명목조세의 53% 

 
•토지세 순조세  

• 20조원 명목조세의 67% 
 

•환경세 순조세  
• 12조원 명목조세의 40% 

 
•한국형 기본소득 순조세  

• 88조원 명목조세의 52% 



3배당 정치적 가능성 

• 명목 조세 액수가 크다 
• 전국민 기본소득 180조원 

• 순조세는 88조원 

• 절대 다수 가계가 순수혜자가 된다 
• 전국민 기본소득 82% 순수혜 가구 

• 청년,아동,기초연금 77% 순수혜가구 

• 대상을 그대로 두고 금액만 조절하면 순수혜 가구 비율은 비슷 

• 재정환상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정부는 조세를 한 푼도 안 쓴다 

• 시민들 사이에서 나누어 가지는 것 



식구 수 4 기본소득 14,400,000

연간소득 90,000,000 시민세 9,000,000 연간세금 11,611,200

주택가격 300,000,000 토지세 691,200

환경소비 중 환경세 1,920,000 연간 순수혜 2,788,800

환경세 가계 부담분 80% 가정 

공시지가 시가의 60%, 토지가치 부동산의 64% 가정 

한국형 기본소득 우리 가족 순편익 계산기 



• 정책 배경 
• 정경 유착 
• 재벌의 정치 지배, 금권 정치.  
• 부자에게 유리하고 서민에게 불리한 정치 
• 정치자금 수사를 위협으로 여당의 정치 지배, 검찰의 정치인 통제 
• 불공정한 선거…기성 정치인 유리,  정치 신인 불리 
• Big money, Super PAC…1표가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  
• 투표용지에 돈이 장전 
• 민주주의 발달 방향 

• 한 사람에게 한 표의 투표권…1인 1표 
• 한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취급… 1표 1가치 
• 한 사람에게 1원의 정치자금… 1인 1원  

기본소득 개념을 활용한 정책 정치기본소득 



• 정책 개요 
• 일단 대선, 국선, 지선이 있는 해에 1인당 10만원의 정치기본소득을 유권자들

에게 지급으로 시작 

• 후보 및 정당 후원에만 사용 하도록 함. 미사용분은 국고에 귀속 

• 후원금은 선관위 계좌로 입금되어 후원인 이름을 숨긴 채로 후보에게 전달 

• 정치기본소득 이외 모든 후원도 후원인 이름을 숨긴 채로 후보에게 전달 

• 1인당 한도 설정 

• 정책 효과 
• 시민들 정치 참여 증대 
• 정치자금은 부자와 선관위가 준다  정치자금은 주권자가 준다  
• 정치인들 정치 자금 수사 위협에서 해방. 
• 깨끗한 정치. 정치 문화, 선거 운동 큰 변화.  
• 정경 유착, 금권 정치 방지 

기본소득 개념을 활용한 정책 정치기본소득 



• 예산 
• 1인당 10만원의 정치자금 세액 공제 제도가 있음. 

• 현 제도 하에서 만약 모든 유권자가 후원하면 4조원 재정 소요 

• 이 재원을 그대로 활용 

• 현재의 정치자금법은 사후환불. 정치기본소득은 사전지급 

• 기존의 유사한 제안 
• Bruce Ackerman & Ian Ayres, Voting with Dollars, 2002 

 

 

기본소득 개념을 활용한 정책 정치기본소득 



• 정책 배경 
• 자본에 의한 언론의 지배 
• 정권에 의한 언론의 지배 
• 언론을 활용한 이미지 정치, 중우 정치 
• 소수의 과두 언론이 공론을 주도 
• 인터넷, 4차 산업혁명 발달로 개인 SNS가 매체의 역할 
• 독자가 많아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극소수의 세계적 언론만 살아남음 
• 중소 신생 언론의 포털 사이트에 종속 
• 대다수 언론기관 폐업. 전문적 언론인 실직. 
• 언론인들 기초생활 보장 안 됨. 생활 위협 받으면 돈에 종속. 
• 좋은 보도에 들어가는 노동의 가치 인정을 못 받음 
• 확인 안 되고 책임 없는 이야기 넘쳐남.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기본소득 개념을 활용한 정책 언론기본소득 



• 유사한 제안들  
• 기사(보도) 기준  

• Bruce Ackerman, “Using the Internet to Save Journalism from the Internet”, A. 
Gosseries & Y. Vanderborght eds., Arguing about Justice, 2011 

• 국립언론재단(National Endowment for Journalism)을 만들고, 독자들의 클릭 수에 
비례해서 기금을 분배. 클릭 대상은 기사(보도), 언론사가 아님. 

• 포르노그래피는 제외 

• 언론사 기준 
• R. McChesney & J. Nichols, The Death of Life of American Journalism, 2010 

• 모든 시민에게 200불의 바우처를 제공.  

• 뉴스 언론사만 대상. 기사가 아님. 

• 1년에 1회 언론사에 기부  

기본소득 개념을 활용한 정책 언론기본소득 



• 정책 개요 
• 18세 이상 주권자들(시민들)에게 1인당 연간 5~10만원의 언론 기본소득 지급 

• 언론인들이 언론기본소득재단을 만듦.  

• 언론인들이 자율적으로 후원 대상이 되는 기사의 기준을 정함.(포르노, 날씨, 
증권, 연예, 스포츠 등 단순한 사실 보도 제외 여부 결정) 

• 모든 기사는 언론기본소득재단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고유번호 신청.  

• 기준에 적합한 기사일 경우 고유번호를 부여(또는 사후에 판정) 

• 주권자들은 고유번호가 붙은 기사를 후원 

• 후원금은 재단 계좌에서 후원자들의 이름을 숨긴 채  전달 

• 후원금은 기자(제작자)와 언론사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짐.  

• 기사 1편당 한도 설정. 예를 들어 주권자 1인당 1기사에 500원, 기자(제작자) 1
인당 1기사에 1,000만원  

기본소득 개념을 활용한 정책 언론기본소득 



• 예산 
• 18세 이상 1인당 5만원이면 약 2조원  
• 공공기관 언론 홍보비 예산 50% 축소로 재원 일부 마련 

• 정책 효과 
• 언론의 자본 종속 줄임 
• 언론인들 기초생활 보장 
• 공정한 보도 
• 숙의 민주주의. 토론 문화 
• 다수의 주권자들 편에 선 보도 증가 

• 4차 산업혁명과의 관련 
• 4차 산업혁명은 시장교환보다 선물교환을 통하여 노동활동을 보상하는 것을 더 적합

하게 만들고 있다.(기본소득의 필요성)  
• 돈을 먼저 내고 기사를 본다.  기사를 먼저 보고 맘에 들면 보상한다.  
• 언론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흐름에 적합한 정책 

기본소득 개념을 활용한 정책 언론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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