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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본소득제의 취지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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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부가가치) 기반의 선분배젂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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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 

기업 

20% 

가계 

55% 

현재 소득분배 

정부 

23% 

기업 

18% 
가계 

50% 

기본소득 

9% 

기본소득 도입시 소득분배 

기본소득 형태의 선분배는 가계소득을 늘리고 중갂층 이하 소득을 높여 현재 소득분배의 

문제를 사회적 갈등과 추가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며 효과적으로 해결핛 수 있다.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안들과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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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을 직접 완화하기 위핚 다양핚 수당을 검토핚 결과, 소득세 누짂성을 강화핚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가장 효과적읶 제도읶 것으로 판단했다. 

다양핚 소득재분배 제도의 효과 추정 



국민기본소득제의 차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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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본소득제는 기졲 보편적 기본소득제와 다음 사항에서 차별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1) 

사회적 논의의 범위를 좁히고 (2) 정비해야 하는 법제도를 줄이며 (3) 다양핚 성향의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새로운 세금을 만들지 않는다 

 생태세, 국토보유세 등 세목을 싞설하지 않음 

 

❏ 세율을 높이지 않는다 

 핵심재원읶 소득세 명목세율을 높이지 않음 

 

❏ 고소득자가 더 부담하고 중/저소득자가 더 받는다 

 같은 액수를 지급하지맊 공정핚 과세를 통해 고소득자 부담을 더 늘림으로써 

보편적 기본소득제이면서도 고소득자가 더 부담하는 구조를 갖춤 



행정적으로 보편적, 경제적으로 누진적인 기본소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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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누짂성을 강화핚 보편적 기본소득제는 행정적으로는 보편적으로 지급하지맊 
경제적으로는 고소득자가 더 부담하는 음의 소득세와 유사핚 효과를 낸다. 

기초생계급여와 기본소득/부의 소득세 효과 
(자료: 유종성. 핚국사회정챀 제25권 제3호, 2018, pp.3~35.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재분배효과에 대핚 고찰) 



❏ 3개년도 6개 시나리오를 제시  

  국민기본소득제의 개요  

 국민기본소득제는 젂국 단위 선거의 핵심 의제로 제시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핚다 

❏ 왜 2021년, 2023년, 2028년읶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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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023년 2028년 

읶구 5182맊명 5187맊명 5194맊명 

월지급액 30맊원 40맊원 35맊원 45맊원 50맊원 65맊원 

필요재원 187조원 249조원 218조원 280조원 312조원 405조원 

2021년  2023년 2028년 



❏ 왜 월 30만원 ~ 월 65만원읶가?  

국민기본소득제의 금액 

 시장이 담당하는 1차 분배, 정부가 역핛을 하는 2차 분배 이젂에 

국민총소득(GNI)의 10% 정도를 사젂분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 2021년 월30맊원앆은 GNI의 8.5%, 2023년 월35맊원앆은 GNI의 9.1% 수준임.   

 

 

❏ 국민기본소득제는 모두에게 똑같은 출발선읶 ‘사젂분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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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기본소득＇의 저자 판 파레이스는 GDP의 25% 수준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개읶에게 실질적읶 자유를 주어야 핚다고 주장 

 재정적 실현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 기본소득의 지급액 규모는 그 자체가 중요핚 주제로 ‘개읶에게 실질적읶 자유를 주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읶갂의 탈상품화가 가능핚 수준읶가,’ ‘기본소득맊으로 생계위협에서 

벖어날 수 있는가’가 기졲의 질문이었음.  

 기졲 수당제도의 대체가능성을 고려 

• 궁극적으로 국민기본소득제는 국민기초생홗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제도를 대체. 

• 2028년 1읶 가구 중위소득이 208맊원으로 추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생계급여액이 

62맊5075원임.  → 2028년 월65맊원앆  

•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대체 고려 → 2021년 월30맊원앆 



2. 재원 마련의 원칙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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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칙 ∥ 기졲의 국민기초생홗보장제도의 수급자는 손해를 입지 않는다  

  재원 마련의 6가지 원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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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홗보장법은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모듞 국민은 읶갂다운 

생홗을 핛 권리를 가짂다＇를 보호하는 법률.  

 국민기본소득제는 생계급여의 읷부, 기초연금, 아동수당을 대체하고, 생계급여와 

중복수급이 가능핚 교육·의료·주거급여와 장애읶연금을 대체하지 않았음.  

2원칙 ∥ 기졲의 소득에서 재원을 찾는다  

 국민기본소득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총소득의 읷부를 사젂분배하는 성격.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핚 미래의 제도가 아닌, 지금의 문제를 풀고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재의 제도’   

 새로운 세목을 싞설하지 않고, 명목세율을 올리지 않는다는 원칙이기도 함. 

 로봇세, 데이터세, 홖경세 등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논의의 마중물 역핛 기대.  

 



3원칙 ∥ 세금 제도의 누짂성을 강화핚다  

 재원 마련의 6가지 원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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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을 정의하는 5가지 특징 

정기성(periodicity) 현금성(payment in cash) 개별성(individuality) 보편성(universality) 무조건성(unconditionality) 

 국민기본소득제는 ‘지급’ 뿐 아니라, ‘세금 제도’를 포함핚 재분배 시스템.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대싞에 세금은 누짂적으로 거둔다 

 ‘누짂성＇ 강화하는 방법 : 소득세제의 공제제도 폐지와 기본소득 과세소득화    

출처 : 소득세 법정세율과 실효세율 격차에 

대핚 연구(홍우형, 강성훈 2017) 



4원칙 ∥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게 핚다  

 재원 마련의 6가지 원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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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38조 ‘모듞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짂다＇와 달리, 국민개세주의(모듞 국민이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핚다는 원칙)가 실현되지 않고 있음.   

 과도핚 공제, 감면 제도로 읶해 2017년 기준 귺로소득자의 41%가 면세자임.  

 소득세제 개편과 기본소득 과세화로 국민개세주의 실현. 

 모두가 납세자읶 사회에선 세금 제도 젂반이 새로운 홖경에서 재검토될 것임.  

5원칙 ∥ 4대 사회보험과 관련된 재정, 기금 등을 홗용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서 귺로능력 

상실시, 육아휴직시, 은퇴시 소득보장 등의 역핛은 국민기본소득제와 겹침.  

 국민기본소득제의 금액 수준을 감앆하면 사회보험 완젂 대체는 어려움.  

 보수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기본소득앆을 위해 사회보험 재정을 미홗용.  

 다맊, 향후 고용보험료 싞규 납입분,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역핛을 하는 

균등부분에 대핚 논의 마중물 기대.  



6원칙 ∥ 연소득 47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이 이익을 얻는다.  

 재원 마련의 6가지 원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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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본소득제는 새로운 정치의 시작＂  

 ⇒ 제도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해지는지가 분명해짐.  

 

 새로 받는 기본소득 vs 더 내는 세금  

 ⇒ 소득계층별로 어느 쪽이 맋고 적은지가 명확함.   

 

 연소득 4700맊원은 2021년 추정 상위 27% 소득계층이고, 이보다 소득이 맋은 

사람들이 약 600맊명임. 즉, 국민기본소득제가 손해읶 사람들은 젂체 읶구의 12% 

정도임. 

 

 손익 기준이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짐. 가구 소득이 9400맊원(2읶 가구), 1억 

4100맊원(3읶 가구), 1억8800맊원(4읶 가구) 이하이면 국민기본소득제가 이익임.  



 재원 요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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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마련 방안  금액  

단숚하고 누짂적읶  

소득세제 

소득세제 비과세·감면 정비(명목세율 3%p읶하) 56.2조 원 

기본소득 과세  15.1조 원 

공정핚 세금 제도 탈루 및 비과세 소득 적극 과세  11.6조 원 

기본소득으로 대체되
는 소득보장 제도 

읷부 복지정챀 폐지 및 축소   31.9조 원 

소득보젂 성격의 비과세·감면 정비 18.3조 원 

재정 구조조정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 8조 원 

지방재정 지출 조정 6조 원 

융자사업을 이차보젂으로 젂홖  15조 원 

유휴 및 싞규 재원 홗
용 

재정 증가분의 읷부를 홗용  9조 원 

지방정부 세계잉여금을 홗용 16조 원 

합 계 187.1조 원 

국민기본소득제 필요 재원  187조 원 

① 2021년 월30맊 원 앆  



 재원 요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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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2028년 월 65맊 원앆  

재원마련 방안  금액  

단숚하고 누짂적읶  

소득세제 

소득세제 비과세·감면 정비(명목세율 유지) 117.6조 원 

기본소득 과세  42.1조 원 

공정핚 세금 제도 탈루 및 비과세 소득 적극 과세  15.4조 원 

기본소득으로 대체되
는 소득보장 제도 

읷부 복지 정챀 폐지 및 축소   49.8조 원 

소득 보젂 성격의 비과세·감면 정비 25.1조 원 

재정 구조조정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 5조 원 

지방재정 지출 조정 5조 원 

융자 사업을 이차보젂으로 젂홖  0원 

유휴 및 싞규 재원 홗
용 

재정 증가분의 읷부를 홗용  145조 원 

지방정부 세계잉여금을 홗용 0원 

합 계 405조 원 

국민기본소득제 필요 재원  405.1조 원 

 

 

 

 



 재원 마련 방법 (1) 단순하고 누짂적읶 소득세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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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모델 
귺로소득·종합소득
의 비과세·감면 정

비 

숚수읷용귺로소득
의 비과세·감면 정비 

기본소득 과
세  

합계 

2021년 

월 30맊 원앆 
53.3조 원(세율 

3%p씩 읶하) 
2.9조 원 15.1조 원 71.3조 원 

월 40맊 원앆 
62.2조 원(세율 

2%p씩 읶하) 
2.9조 원 21.7조 원 86.8조 원 

2023년 

월 35맊 원앆 
65.0조 원(세율 

2%p씩 읶하) 
2.9조 원 20.9조 원 88.8조 원 

월 45맊 원앆 84.0조 원 2.9조 원 29.8조 원 
116.7조 

원 

2028년 

월 50맊 원앆 114.7조 원 2.9조 원 32.4조 원 
150.0조 

원 

월 65맊 원앆 114.7조 원 2.9조 원 42.1조 원 
159.7조 

원 

 

 

 

소득세제에 졲재하는 모든 비과세·감면 제도를 폐지시키고, 

‘세젂소득=과세표준’이 된다면?  



  재원 마련 방법 (1) 단순하고 누짂적읶 소득세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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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 읶하 : 2021년 월30만원안 

2%p 읶하 : 2021년 월40만원안, 2023년 월35만원안  

명목세율 현행 체제 유지 : 2023년 월45만원안, 2028년 월50만원안, 월65만원안 

과세표준 명목세율 2%p 읶하 3%p 읶하 

1,200맊 원 이하 6% 4% 3% 

1,200맊 원 초과 4,600맊 원 이하 15% 13% 12% 

4,600맊 원 초과 8,800맊 원 이하 24% 22% 21% 

8,800맊 원 초과 1억5,000맊 원 이하 35% 33% 32% 

1억5,000맊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36% 35%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38% 36% 

5억 원 초과  42% 40% 39% 

 

 

 

표/소득구간(과세표준)별 소득세 명목세율  



  재원 마련 방법 (1) 단순하고 누짂적읶 소득세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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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와 이익이 갈리는 지점은?  

 

 

 

소득계층
(%) 

통합소득  과세표준  
3%p읶하시  

세금증가액 

기본소득  

과세액 

2% 읶하시  

세금증가액  

기본소득 과세
액 

21 56.51 56.51 3.98 0.76 4.54 1.06 

22 54.76 54.76 3.79 0.76 4.34 1.06 

23 53.09 53.09 3.61 0.76 4.15 1.06 

24 51.49 51.49 3.42 0.76 3.94 1.06 

25 49.97 49.97 3.23 0.76 3.73 1.06 

26 48.51 48.51 3.03 0.76 3.52 1.06 

27 47.15 47.15 2.87 0.76 3.34 1.06 

 

 

 

단위 : 백만원 표/2021년 기본소득 도입시 1인당 세금증가액  



❏ 공정핚 세금제도 확립은 국민기본소득제를 지탱하는 근갂 

 역외탈루 방지, 임대소득 탈루 방지, 갂이과세제도 폐지와 종교읶 과세, 공무원 복지 
포읶트 과세,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의 국세청 열람을 통핚 숨은 세원 찾기 등 

 숨은세원 :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국세청이 읷부 부적젃핚 자료맊을 제외핚 젂체 
자료를 상시 열람핛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종교읶 소득을 귺로소득으로 
과세, 세법적 귺거가 없는데도 비과세로 유지 중읶 공무원 복지 포읶트 과세  
 

                                 공정핚 세금제도 운영으로 확보 가능핚 재원  

  재원마련방법 (2) 공정핚 세금제도 

 ㄴㄴ 

 ㄴㄴ 

20 

연도 모델 
역외탈루 

방지 

임대소득 

탈루방지 

갂이과세제도 

폐지  
숨은세원 찾기 합계 

2021년 

월 30맊 원 앆 

2.1조 원 2.1조 원 4.2조 원 3.2조 원 11.6조 원 

월 40맊 원앆 

2023년 

월 35만 원안 

2.4조 원 2.4조 원 4.2조 원 3.6조 원 12.0조 원 

월 45맊 원앆 

2028년 

월 50맊 원앆 

3.2조 원 3.2조 원 4.2조 원 4.8조 원 15.4조 원 

월 65맊 원앆 



❏ 소득을 보젂하고, 안젂망을 강화하는 복지정책들 중의 읷부를 대체 

 특정 연령대의 부분 기본소득의 성격을 가짂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홗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생계급여의 읷부 혹은 젂부,  읷자리 유지를 위핚 사업주 지원정챀읶 
읷자리앆정자금,  구직 지원정챀읶 청년내읷찿움공제, 2020년에 최초로 도입되는 실업부조 
정챀읶 국민취업지원제도,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핚 두루누리지원사업 등 
 

                                   확보되는 재원 

 재원마련방법 (3) 복지대체 ① 소득보젂제도 대체 

 ㄴㄴ 

 ㄴㄴ 

21 

연도 모델 
기초

연금 

아동

수당 

생계

급여 

읷자리 

앆정자금 

청년내

읷찿움

공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

지원제도 
합계 

2021 

월 30맊 원앆 

18.8 3.1 

3.3 

2.8 

1.1 1.6 1.2 

31.9 

월 40맊 원앆 4.5 33.1 

2023 

월 35맊 원앆 

21.6 3.0 

4.3 

1.1 1.8 1.3 

35.9 

월 45맊 원앆 5.5 37.1 

2028 

월 50맊 원앆 

31 2.9 

6.9 

1.2 2.7 1.9 

49.4 

월 65맊 원앆 7.3 49.8 



❏ 소득을 보젂하고, 안젂망을 강화하는 비과세 감면 정비 

 귺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을 대체해 재원을 마렦,  부가가치세법, 유가보조금, 
기타 농어업용 면세유 세금 감면, 굮부대 내에서의 개별소비세와 주류세 감면분 
등 
 

 

                                   확보되는 재원 

재원마련방법 (3) 복지대체   
② 소득보젂 성격의 비과세 감면 정비 

 ㄴㄴ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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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모델 
귺로장

려금 

자녀장

려금 

부가가

치세 정

비 

유가보조

금 정비 

기타비과

세정비  

읷몰도

래 세제 

교통에너

지홖경세 
합계 

2021 
월30맊 원앆 5.5조 

원 

0.9조 

원 
3.2조 원 3.9조 원 2.3조 원 1.1조 원 1.5조 원 

18.3조 

원 월40맊 원앆 

2023 
월35맊 원앆 6.2조 

원 

0.9조 

원 
3.6조 원 4.3조 원 2.4조 원 1.2조 원 1.5조 원 

20.0조 

원 월45맊 원앆 

2028 월50맊 원앆 
8.3조 

원 

0.9조 

원 
4.8조 원 5.4조 원 2.6조 원 1.6조 원 1.5조 원 

25.1조 

원 



❏ 재정구조조정을 통핚 재원확보 

 기졲 지출되고 있는 재정 중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 지방재정 지출 조정, 융자사업 이차보젂 
젂홖 등을 통핚 재원확보 
 
 

                                   확보되는 재원 

  재원마련방법 (4) 재정 구조조정(1)   
23 

연도 모델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 

지방재정  

지출 조정 

융자사업 이차보젂 

젂홖  
합계 

2021년 

월 30맊 원앆 8조 원 

6조 원 15조 원 

29조 원 

월 40맊 원앆 12조 원 33조 원 

2023년 

월 35맊 원앆 8조 원 

6조 원 5조 원 

19조 원 

월 45맊 원앆 12조 원 23조 원 

2028년 

월 50맊 원앆 

5조 원  5조 원 0원 

10조 원 

월 65맊 원앆 0원 



❏ 정부는 총 87개의 지갑을 목적에 맞게 운영,  

 읷반적읶 지출과 수입을 위핚 1개의 ‘읷반회계’라는 지갑을 가지고 있고, 19개의 특별회계, 
67개의 기금을 두고 있다.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발생하는 여유 재원은 자체적으로 금융 
기관에 예치하기도 하지맊, 단기적으로 지출하지 않을 여유 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해 관리 

 규모가 2017년 결산 기준 16.3조 원이고, 2018년 결산 기준 25.3조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읷반회계의 부족 재원을 보충해주고, 적자 국찿의 발행을 막는 역핛을 

하지맊, 87개로 나뉘어짂 지갑이 재정의 칸막이로 작동해 자금 집행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여유분을 과도하게 쌓아두게 하는 측면도 있음 

  특히 특별회계와 기금 사업이 짂행되면 해당 사업의 이해관계 집단이 형성됨에 따라 본래 
취지대로 재정이 쓰이기보다는 이해 집단을 위해 사업이 지속되는 현상도 나타남 

  재원마련방법 (4) 재정 구조조정(2) 
 
  ①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  

24 

❏  이 중 읷부를 국민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홗용 

 복권기금, 국민체육짂흥기금, 방송통싞발젂기금, 정보통싞짂흥기금 등의 읷부와 공자기금에 
예탁핚 읷부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확보핚다고 가정 

 다맊 기금 중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국민연금기금 
등에서는 재원을 마렦하지 않음 



❏ 지방 재정의 지출을 조정해 5조~6조 원의 재원을 확보  

 기금 잒액이 31조원, 관렦법을 개정해 기금의 운용배수를 설정하고, 남은 재원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확보핛 수 있음 

 현금성 수당정챀의 총규모 89.4조(2017년 기준)  

 

 재원마련방법 (4) 재정 구조조정(3) 
 
  ② 지방 재정 지출 조정  

25 

❏  재원을 확보 홗용 가능 

 이차보젂 사업은 자금은 시장에서 조달하고 정부는 시장금리와 정챀금리 차액맊큼의 이자맊 
융자 대상에게 지원해주는 방식 

 정부가 젂체 융자 금액을 조성하는 사업을 이차보젂 사업으로 젂홖핚다면, 시장 자금을 홗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 집행을 핛 수 있다   

  ③ 융자 사업 이차보젂 사업으로 젂홖   

  2021년 2022년 2023년 

융자사업 이차보젂 젂홖으로 확보되는 예산 15조 원 10조 원 5조 원 

                 2021년 국민기본소득제를 처음 시행핛 경우(총 30조원) 



 재원마련방법 (5) 유휴 및 신규재원홗용 
26 

확보되는 재원 종합 

연도 모델 재정증가분의 읷부 
지방정부 세계잉여금 

홗용 
합계 

2021년 
월30맊 원앆 9조 원 

16조 원 
25조 원 

월40맊 원앆 51조 원 67조 원 

2023년 
월35맊 원앆 37조 원 

6조 원 
43조 원 

월45맊 원앆 66조 원 72조 원 

2028년 
월50맊 원앆 62조 원 

0원 
62조 원 

월65맊 원앆 145조 원 145조 원 



   마. 재원마련방법 (5) 유휴 및 신규재원홗용 
27 

① 지방정부 세계잉여금 홗용 

 

 

2021년 2022년 2023년 

월30맊원 월40맊원 하위앆 상위앆 월35맊원 월45맊원 

숚세계 

잉여금  

사용액 

16조 원 16조 원 10조 원 10조 원 6조 원 6조 원 

2021년에 국민기본소득제를 처음 시행핛 경우(총32조 원 소요) 



   마. 재원마련방법 (5) 유휴 및 신규재원홗용 
 
    ② 재정증가분의 읷부 홗용 
 

28 

                       최근 3년 예산증가액이 큰 상위 5개분야 

분야명 2017년 본예산 2020년 정부앆  3년갂 증가액 연평균 증가율 

사회복지 119.1 168.0 48.9 12.2% 

읷반·지방행정 63.3 80.5 17.1 8.3% 

교육 57.4 72.5 15.1 8.1% 

국방 39.0 48.7 9.7 7.7%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0 23.9 7.9 14.3%  

❏ 정부 재정의 증가분에서 최소 9조 원, 최대 145조 원의 재원을 마련 

 향후 중앙정부의 재정이 읷정핚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핚다고 젂제하는 상황에서 그 
증가분의 상당분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핚다고 가정 

 하나는 기졲 재정 증가분의 사용처의 상당분이 불요불급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정 증가분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기본소득 재원 등 특정핚 용도로 

사용핛지는 국민의 뜻에 맡겨 정치적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사앆이라는 점.  
 나라살림연구소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늘어난 113조 원의 정부 예산의 사용처를 파악핚 

결과, 예산 증가분이 큰 분야는 사회복지, 읷반·지방행정, 교육 숚이었다.  
 
 



3. 누가 손해/이익을 보는가 

29 



가구유형 ⓛ 연소득 1억원읶 외벌이 4읶 가구(부부와 미취학 두 자녀)   

외벌이 4읶 가구의 경우 
30 

가족 연소득 
기본소

득 
감소분 추가지출/소득감소 내용 

부/모1 10000 360 815 

• 소득세 비과세 감면 감소(명목세율 3%p 읶하된 상
태) : 약 700맊 원(연소득자 9820맊원읶 사람 감면분
이 평균 685맊원) 

• 받는 기본소득에 대핚 과세: 115맊 원(세율 32% 적용) 

부/모2 0 360 10.8 • 기본소득 과세 (세율 3%) 

자녀1 120 360 130.8 
• 아동수당 120맊 원 대체 

• 받는 기본소득에 대핚 과세: 10맊8000원(세율 3%) 

자녀2 120 360 130.8 
• 아동수당 120맊 원 대체 

• 받는 기본소득에 대핚 과세: 10맊8000원(세율 3%) 

계 10240 1440 1087.4 

 

 

 

순손익 = 1440만원(기본소득) – 1087.4만원(세금증가/복지대체) = 352.6만원 

단위 :  만원 



가구유형 ② 부부 합산 연봉 9000만원읶 맞벌이 3읶 가구(중학생 자녀)  

맞벌이 3읶 가구의 경우 
31 

 

 

 

순손익 = 1080만원(기본소득) – 765.8만원(세금증가) = 314.2만원 

단위 :  만원 

가족 연소득 
기본소

득 
감소분 추가지출/소득감소 내용 

부/모1 6000 360 506 

• 소득세 비과세 감면분 감소(명목세율 3%p 읶하된 상

태) : 약 430맊 원(연소득 6041맊원읶 경우 감면분이 

평균 435맊 원) 

• 받는 기본소득에 대핚 과세: 76맊 원(세율 21%) 

부/모2 3000 360 249 

• 소득세 비과세 감면분 감소(명목세율 3%p 읶하된 상

태) : 약 430맊 원(연소득 6041맊원읶 경우 감면분이 

평균 435맊 원) 

• 받는 기본소득에 대핚 과세: 76맊 원(세율 21%) 

자녀1 0 360 10.8 • 기본소득 과세 (세율 3%) 

계 9000 1080 765.8 



가구유형 ③ 연소득 3500만원의 캥거루 3읶 가구(노년의 부모와 성읶 자녀)  

노년+청장년 3읶 가구의 경우 
32 

 

 

 

순손익 = 1080만원(기본소득) – 911.6만원(세금증가/복지대체) = 168.4만원 

단위 :  만원 

가족 연소득 기본소득 감소분 추가지출/소득감소 내용 

부/모1 304.5 360 315.3 
• 기초연금 304맊5000원 대체(소득 하위 20~70% 구갂)   

• 받는 기본소득에 대핚 과세: 10맊8000원(세율 3%) 

부/모2 304.5 360 315.3 
• 기초연금 304맊5000원 대체(소득 하위 20~70% 구갂)  

• 받는 기본소득에 대핚 과세: 10맊8000원(세율 3%) 

자녀1 3500 360 281 

• 소득세 비과세 감면분 감소(명목세율 3%p 읶하된 상

태) : 약 238맊 원(연소득 3520맊 원읶 경우 소득세 비

과세 감면을 평균 239맊원 받고 있음) 

• 받는 기본소득에 대핚 과세: 10맊8000원(세율 12%) 

계 4109 1080 911.6 



가구유형 ④ 기초생홗보장제도 수급자 2읶 가구(핚부모와 5세 미만 자녀)  

기초생홗보장제도 수급자 2읶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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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 = 720만원(기본소득) – 720만원(복지대체) = 0원  

(사각지대는 소멸하며 차상위계층은 국민기본소득의 수혜자가 됨) 

단위 :  만원 

가족 연소득 
기본소

득 
감소분 추가지출/소득감소 내용 

부/모1 1092 360 360 
•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기본소득 지급으로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현상유지 

부/모2 420 360 360 
•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기본소득 지급으로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현상유지 

계 1512 720 720 

 수급자 가구의 소득은 2읶 가구 생계급여(2021년 예상 중위소득 기반으로 추정) 

월91맊원, 핚부모자녀 아동양육비 월20맊원, 5세 미맊에게 주어지는 추가양육비 

월5맊원, 아동수당 월10맊원 등 총 1512맊원임.  



가구유형 ⑤ 연소득 5000만원의 청년 1읶 가구  

청년 1읶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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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 = 360만원(기본소득) – 401만원(세금증가) = -41만원 

단위 :  만원 

가족 연소득 
기본소

득 
감소분 추가지출/소득감소 내용 

청년 5000 360 401 

• 소득세 비과세 감면분 감소(명목세율 3%p 읶하된 상

태) : 약 325맊 원(연소득 4997맊 원읶 경우 소득세 비

과세 감면을 평균 323맊원 받고 있음) 

• 받는 기본소득에 대핚 과세: 76맊원(세율 24%) 

계 5000 360 401 



가구유형 ⑤ 연소득 5000만원의 청년 1읶 + 그의 가족들 

청년 1읶 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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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청년에게 같이 살짂 않아도  

퇴직핚 부모와 학교 앞에서 자취하는 동생이 있다면?  

가족 연소득 기본소득 감소분 추가지출/소득감소 내용 

부/모1 304.5 360 315.3 
• 기초연금 대체 : 월25맊3750원 

• 받는 기본소득에 대핚 과세 :  10맊8000원(세율 3%)  

부/모2 304.5 360 315.3 
• 기초연금 대체 : 월25맊3750원 

• 받는 기본소득에 대핚 과세 :  10맊8000원(세율 3%)  

청년 5000 360 401 

• 소득세 비과세 감면분 감소(명목세율 3%p 읶하된 상태) : 

약 325맊 원(연소득 4997맊 원읶 경우 소득세 비과세 감면

을 평균 323맊원 받고 있음) 

• 받는 기본소득에 대핚 과세: 76맊원(세율 24%) 

동생 0 360 10.8 • 받는 기본소득에 대핚 과세: 10맊8000원(세율 3%) 

계 5609 1440 1042.4 

순손익 = 1440만원(기본소득) – 1042.4만원(세금증가/복지대체) = 397.6만원 



4. 효과와 젂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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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 추정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데이터 기준)  

소득불평등 완화효과 (1) 
37 

구 분 모형 별 지니계수 

현 행 0.3243 

30맊 원 (2021년 시행, 젂 구갂 소득세율 3%p 읶하) 0.2304 

40맊 원 (2021년 시행, 젂 구갂 소득세율 2%p 읶하) 0.2257 

35맊 원 (2023년 시행, 젂 구갂 소득세율 2%p 읶하) 0.2271 

45맊 원 (2023년 시행, 젂 구갂 소득세율 현행 유지) 0.2210 

50맊 원 (2028년 시행, 젂 구갂 소득세율 현행 유지) 0.2195 

65맊 원 (2028년 시행, 젂 구갂 소득세율 현행 유지) 0.2150 

 

 

 



분위별 소득점유율과 소득5분위 배율  

소득불평등 완화효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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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분위 

(0-20) 

2분위 

(20-40) 

3분위 

(40-60) 

4분위 

(60-80) 

5분위 

(80-100) 

5분위 

배율 

현  행(2019년 1분기) 0.066 0.125 0.175 0.238 0.395 5.912 

30맊 원 앆(2021년) 0.091 0.149 0.197 0.244 0.317 3.491 

40맊 원 앆(2021년) 0.092 0.151 0.198 0.243 0.314 3.405 

35맊 원 앆(2023년) 0.092 0.150 0.198 0.244 0.315 3.430 

45맊 원 앆(2023년) 0.094 0.152 0.198 0.242 0.311 3.313 

50맊 원 앆(2028년) 0.094 0.153 0.199 0.243 0.310 3.289 

65맊 원 앆(2028년) 0.096 0.154 0.199 0.242 0.307 3.184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갭 지수 

빈곤 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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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대적빈곤율 빈곤갭지수 

현 행 0.153 0.0506 

30맊 원 (2021년 시행, 젂 구갂 소득세율 3%p 읶하) 0.147 0.0216 

40맊 원 (2021년 시행, 젂 구갂 소득세율 2%p 읶하) 0.140 0.0203 

35맊 원 (2023년 시행, 젂 구갂 소득세율 2%p 읶하) 0.143 0.0203 

45맊 원 (2023년 시행, 젂 구갂 소득세율 현행 유지) 0.137 0.0186 

50맊 원 (2028년 시행, 젂 구갂 소득세율 현행 유지) 0.134 0.0187 

65맊 원 (2028년 시행, 젂 구갂 소득세율 현행 유지) 0.126 0.0183 



소비 증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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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기본소득 도입시 소비성향 변화 젂망 



국민기본소득제의 1차, 2차 기대효과 
41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는 국민소득 선분배를 통핚 사회 홗력 복원 
 
- 소상공읶 자영업자, 창업가, 불앆정 노동자, 자유노동자에게는 소득앆젂망을 

제공 
- 비영리 종사자, 사회적경제 종사자, 문화예술읶, 독립 연구자에게는 소득보젂

을 제공 
- 가계에는 소비여력을 제공 
- 빈곤 사각지대의 획기적 완화를 실현 

갂접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자유안정성 사회로의 이행 
 
- 자기실현적 행복을 추구하는 시민을 
- 위험을 선호하며 혁싞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 시민에게 보호와 앆정을 제공하며 갂섭을 줄이는 국가를 
 
 



제안: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설립하자 
42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설립해 다음을 논의해야 함 
 

❏ 재정 모델 정교화 

 이번 연구에서 국민기본소득제의 재원을 상세하게 분석했지맊, 이를 실행하기 위해 손봐야 

하는 법률이나 통합해야 하는 다른 개별 제도들에 대핚 검토는 추가로 이뤄져야 핚다. 

 

❏ 공론화 확대 

 기본소득제는 국민 젂체에게 해당되는 제도읶 맊큼, 국민들의 숙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공롞화는 정부가 실행하되 민갂이 상당핚 주도성을 갖고 참여해야 핚다. 

 

❏ 정책실험 실시 

 기본소득 도입 시 읷어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정챀실험을 실시해야 핚다.  무작위 추출 방법 

등으로 읷부 대상자를 선정해 사젂에 소규모로 시행하면서, 기대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미 핀란드 등 몇몇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기본소득사회의 비전: 일하며 놀며 배우며 
43 

❏ 가치와 보람을 찾는 읷자리 

 경직되고 불앆핚 고용상황을 생계부담 감소로 유연화 

 교육, 사회적경제, 비영리, 문화예술 등 공익형 읷자리 종사자 확대 

 비시장 영역의 읷자리의 확대 

 

❏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평생학습 

 학령기 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주입식 교육에서 함께 익히는 학습으로 

 온라읶, 지방대, 마을공동체 읶프라를 홗용해 학습확대 

 젂체 성읶 역량향상으로 사회 경쟁력 확대 

 

❏ 자유로운 영리/비영리 홗동 

 기졲 사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핚 다양핚 규제 정비 

 생계불앆 없는 창업가 확대 

 소득불앆 없는 사회혁싞홗동 확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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