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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기반 복지국가 구상 
 

-> 결국 막대한 재정, 즉 돈의 문제 
 

-> 어떻게 재정을 확보할 것인가? 
 

현재 공공사회지출(SOCX) 10~12% 불과 
 

‘2020년 513.5조원 예산 계획하지만, 이는 GDP 대비 약 
27% 수준에 불과.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문재인 정부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계획 20%/28% 머물러 

있어 증세 계획 전무, 소규모 국채발행 
 
 

정부지출 파이 자체가 적기에 복지정책 미온적, 기본소득(액
/제)은 소득적일 수 밖에 없음 







공유부 과세 (예, 카카오)  

여기에 과감한 과세해야!: 카카오 1조원 매출/영억이익 실적 



공유부 과세2 (예, 크리에이터)  

여기에 과감한 과세해야!: 크리에이터 (사업?)소득 



연도 2020 2021 2022 2022 2023 

확대재정예산 602.7 646.5 714.6 761.1 806.5 

정부계획대비 
확대재정규모 

131.9 43.8 68.1 46.5 45.4 

국채발행액 95 95 95 95 95 

재원절감/ 
증세 
누적액 

예타면제12
개 

대상사업취소 
24 

정의당 
대선증세안 

35 
정의당 

대선증세안 
35 

공유부 
과세 

10 
공유부 
과세 

20 

재정개혁+R&
D· 

국방예산 
동결 

10 공유부 과세 5 공유부 과세 5 
전년 
누적 

110 
전년 
누적 

120 

사회보험 
요율 인상 

20 전년 누적 30 전년 누적 70 

총액 54 총액 70 총액 110 총액 120 총액 140 

기본소득 기반 함께 행복한 평등사회 달성 위한 확대재정 마련 방안(단위:조원) 
 

정의당 대선증세안(사회복지세/기후정의세 도입 등)+공유부 과세 도입 

*정의당 대선증세안: 사회복지세 연21.8조원(소득세, 법읶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의 10~20%을 부가(surtax)), 법읶세 감세 철회 연6.72조원, 
소득세 세율 개편 연6.4조원, 부동산 보유세 실거래가 반영 연6.9조원, 상속증여세 
강화 1.5조원, 탄소세(기후정의세) 도입 연1.3조원 
*공유부 과세: ICT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읶터넷포털(네이버/다음),  유튜브, 
카카오 등 플랫폼기업, 읶터넷판매업체 등에 매출규모 따라 법읶소득세 부가세 
부과, 크리에이터 등 신종 광고/방송읶 소득에 부가세 부과 (세율 추가 녺의 필요) 



현재 정의당 기본소득(생애주기+농민) 공약 

정의당 농민기본소득과 직불금제 개편 
 

-65세 미만 남녀 모든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월20만원 지급 
-녺과 밭의 고정직불금을 1ha당 각각 연 150만원, 80만원 지급 
-직불금이 농가소득의 30% 이상이 되도록 직불금제 개편 

정의당 청년사회상속제 (기초자산제) 
 

-’17년 상속증여세 세입은 5.4조원 가량, 20세 청년 모두에게 1천만원 정도 
사회배당 통해 부의 대물림을 통한 자산 양극화 문제를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해결 
-20살이 되는 모든 청년에 1천만원씩 사회 상속(25세까지 배당 시기 본읶 선택) 
-읷정금액 이상 기 상속증여를 받은 자는 홖수(클로백) 

정의당  아동수당 10만원, 기초연금 30만원 
 

-모든 아동에 대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지급 
-100%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미래 함께 행복한 평등사회: 정의당 기본소득제(안) 

 
(정의정책연구소 제안 등) 기본소득 관련 총선공약 예상 

 
*아동/청년/노읶 기본소득 방안 

 
1. 정의로운 아동/노읶기본소득 (월30만원~50만원) 

확대재정 없을 때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아동/노읶 기본소득 월30만원 

(아동 10만원->30만원 증액) 
(예상: 아동20~30만원 공약 가능할듯) 

*확대재정(국채발행+증세)시 월50만원 
 

2. 정의로운 청년기본자산소득 (1천만원+월30만원) 
청년사회상속제+청년수당 월30만원=월50만원 

확대재정 없을 때 (지역청년수당 연계) : 국비+지방비 
매칭 

확대재정 시 : 청년수당 월30만원 전액배당 
(예상: 청년사회상속제 액수 증가+청년수당10~20만원 

공약화 가능) 
 

3. 정의로운 농민기본소득제 (월20만원) 
+ 

4. 녹색기본소득 (걷기+자전거 포읶트적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