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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1.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대선 정국을 앞두고, 기본소득의 한국형 로드맵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한국형 기본소득 실현 로드맵은 기본소득을 하나의 제도로서 위치짓는 

일에 머무르는 작업이 아니다. 이는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사회개혁 전략으로서 기본소득

을 중심에 둔 한국 사회 개혁 전략의 모색이 될 것이다.

2020년 2월부터 한 달에 한 가지 주제로 발제자가 발표를 하고, 유튜브 채널과 텔레그

람 토론방에서 회원들과 함께 논쟁을 펼친다. 참고로 쟁점 토론회는 매달 두 번째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유튜브 채널로 볼 수 있다. 계간 《기본소득》에서는 제5호(2020년 

여름호)부터 이 계절의 이슈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쟁점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제를 

수정 및 정리하여 소개한다. 이번 호에 소개할 글은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된 주제들을 묶

었다. 2020년 9월 쟁점 토론회(제8차) 주제였던 “기본소득 재정원리”, 같은 달 쟁점 토론

회(제8차) 주제였던 “시민소득세와 시민배당”, 2020년 10월 쟁점 토론회(제9차) 주제였던 

“기본소득 정률소득세 모델”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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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과세와 이전의 연동 - 세수 전액의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
적 이전지출

오늘 당장 기본소득이 도입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재원은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증세를 했다고 가정한다. 다른 지출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가

정 아래 증세로 얻은 수입은 그대로 국민 모두에게 무조건적, 개별적으로 

이전될 것이다. 이 점은 기본소득을 위한 세수는 국가의 재정충용을 위한 

일반조세와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본소득을 위해 증세를 한 후 국가

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재정 특성, 곧 거둔 세수 

그대로 모두에게 1/n로 분배된다는 점이야말로 기본소득의 선분배적 성

격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다. 

세액을 그대로 기본소득으로 지출한다는 특성은 국가당국의 정책적 

고려와 무관하게 원래의 몫을 그대로 사회구성원 개개인에게 되돌려준다

는 뜻이다. 이는 기본소득의 주인은 국가가 아니라 개별적 시민들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내며, 아울러 기본소득 제도를 통해 국가는 시민들에

게 원래 선분배되었어야 할 공유부를 과세에 의해 이전한다는 점을 명확

하게 보여준다. 기본소득 재정과 관련하여 국가는 재정적 재량권을 가지

지 않으며 단지 조세추출 기구이자 소득이전 기구로서 매개적 기능을 수

행할 뿐이다. 세수 전액의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이전지출은 기본소득 

재정의 특성이다. 

금민

기본소득한국네트
워크 이사

기본소득 재정원리

이 계절의 이슈 1 : 쟁점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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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기본소득을 위한 과세를 재정적 과세로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낳는다. 엄격하게 말하자

면, 기본소득 재정은 거둔 세수 그대로 이전 지출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세입, 그 이외의 재정지출, 결국 

재정수지 전체에 대해서 중립적이다. 이는 마치 거둬들인 탄소세수를 그대로 탄소배당으로 나눠주는 

것처럼 세수 중립적이다. 기본소득 재정은 기본소득이 도입되기 이전의 재정수입과 지출에 대해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본소득 재정은 그 크기와 상관없이 국가의 재정적 재량권과 무관하기 때문에, 만약 재정적 재량

권을 중심으로 작은 정부인가 큰 정부인가를 따진다면 기본소득 지급수준은 이 문제와 무관하다. 20

세기 초 영국 노동당의 기본소득 운동가였던 밀너Dennis Milner는 기본소득을 위한 과세는 여타의 재

정적 조세와 달리 재정당국의 재량권이 개입하지 않고 시장소득의 재분배효과만을 낳기 때문에 차

라리 소득재분배 ‘기여금contribution’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했다(Mabel and Milner, 

1918[2004]: 126). 거둔 세수 그대로 이전 지출한다는 점에서는 이는 타당한 지적이다. 그럼에도 따져

보아야 할 점은 남는다. 밀너의 주장은 자칫 소득재분배를 기본소득의 효과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바라보게 만든다.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서 일반적인 재정과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구

별되는 엄밀한 이론적 윤곽이 부여될 때 이 문제는 명확해질 것이다.

기본소득은 시장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많은 연구들은 기존의 공적 이전소득보다 기본소

득의 재분배효과가 탁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강남훈, 2011; 2017; 백승호, 2010; 이건민 2018; 2019; 

최태훈, 염영배, 2017; Garfinkel, Huang and Naidich, 2003; Torry, 2016). 간편하게 일체의 조세감

면이 없고 모든 소득에 평률세flat tax로 과세한다는 가정 하에서 t%를 증세하여 전액을 1/n로 분배하면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정확하게 t% 개선되는데, 이러한 개선효과는 수학적으로 증명 가능하며 소득

분포와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A. Miller, 2017: 245-246; 이건민, 2017). 만약 평률세로 과세하기만 

하고 이를 1/n로 분배하지 않는다면 지니계수 개선 효과는 0%이며, 이와 반대로 소득원천에 따라 차등

을 두어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근로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채택한다면 지

니계수는 t%보다 더 많이 개선될 것이다. 따라서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논증은 기본소득론의 중요한 

일부를 이룬다. 

그런데 기본소득 재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소득재분배는 기본소득의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적 효과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조세기반 소득재분배 제도들과 기본소득의 차별성에 주목한

다면 이 점은 쉽게 이해된다. 소득재분배는 조세의 일반적 기능 중의 하나이다. 과세와 이전지출을 통

한 소득재분배는 과거에도 존재했으며 굳이 ‘모두의 몫은 모두에게’라는 공유부의 분배정의에 근거하

지 않더라도 사회적 안정성이나 경제성장에서 근거를 찾아왔다. 고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여 

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후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게 나타날수록 사회적 안정성

은 높아진다는 주장이나 과세와 복지지출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할수록 성장에 유리하다고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입장은 과세 및 지출의 타당성을 사회적 경제적 효과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앞서 

언급한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기본소득은 종래의 과세 및 이전지출보다 소득격차에 대한 시정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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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가장 확실하다. 

하지만 기본소득 재정의 원리는 기본소득 방식의 이전지출이 소득격차와 불평등 완화에 가장 효과

적이라는 점이 아니라 권리와 정의의 문제로부터 나온다. 즉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이전지출은 기

본소득의 원천이 공유부라는 점으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이전방식이다. 공유부의 분배에 조건을 달고 

선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 심사에 따른 선별적 이전소득 형태로 분배하는 것은 정당하

지 않다.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소득이 각자에게 각자의 성과에 따라 분배되려면 먼저 특정인의 성과로 

배타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모두의 몫은 개별적인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이 되돌려져야 한다. 

개별적인 노력이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공유부의 크기가 GDP의 10%라면 10%를, 그러한 몫이 

엄청나게 커서 거의 90%라면 90%를 모두에게 무조건적 개별적으로 배당해야만 공유부 분배정의가 

실현된다. 

물론 이 크기는 국가가 정한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가 구체적인 공유부 세목과 세율을 결정

하며, 이러한 결정으로 국민총소득에서 공유부의 크기가 정해지게 된다. 하지만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이

든 조세기반 기본소득은 공유부 과세를 통해 거둬들인 세수 전액을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으로 이전 

지출함으로써 공유부 분배정의를 실현한다. 국가가 정하는 기본소득 재정규모는 국민총소득 중에서 

시장소득 분배에 앞서 선분배되어야 할 공유부 몫을 정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이와 같은 선분배에 의해 

소득불안정성이 사전에 제거된다(Cole, 1935: 228, 231). 인공지능 개발과 데이터 기반 가치생산이 증

대하고 있는 오늘날의 경제 현황은 기본소득, 곧 공유부의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이전을 점점 더 중

요하게 만들고 있다. 

II. 기본소득 특별회계: 공유부 세입과 기본소득 지출의 견련관계 

기본소득의 재원은 공유부 과세이며, 세입은 전액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으로 이전 지출된다. 

세입과 세출 간의 특별한 견련관계牽聯關係가 성립한다. 모두의 몫인 공유부 분배에 대해 조건을 달고 

선별할 수 없다는 점이 이러한 견련관계의 근거이다. 세입과 세출의 견련관계를 확보하려면 기본소득 

재정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국가재정법 제4조)

하는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별회계에서 세입과 세출의 견련성은 단지 지출을 위한 세

원을 특정해 둔다는 의미에서의 형식적 견련성에 지나지 않을 경우도 있다. 반면에 기본소득 특별회계

는 내적 견련관계를 가진다. 내적 견련관계란 단지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에 충당한다는 형식적 견련관

계보다 강한 견련성을 의미한다. 즉 그것은 기본소득 이외에는 과세로 회수된 공유부를 분배하는 정당

한 방식이 없음을 표현한다.

반면에 총수입과 총지출을 단일 예산으로 편성하는 일반회계에서는 수입과 지출 간의 특별한 견련

관계가 단절되며 모든 세수를 일괄하여 이로부터 일체의 세출이 책정된다. 만약 기본소득 재정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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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로 관리하면 기본소득 재정의 특징인 세입과 세출 간의 견련관계가 단절되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한다. 일반회계에서는 기존의 공적 이전소득이든 기본소득이든 사회복지지출 항목 중의 

하나로 취급되며, 그 차이는 오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출하는가의 여부로만 표

시되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이 사회공공서비스나 기존의 현금복지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현재의 세입을 고

정적인 상수로 두고 부당한 예산제약을 두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반회계로 기본소득 재정이 관리

될 경우에는 세입이 늘어난다고 가정해도 기본소득 지출의 증대가 다른 복지지출의 증대에 제약이 될 

것이라는 염려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 재정은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공유부 분배의 취

지에도 맞고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나 구축효과와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도 피할 수 있다. 기본소

득 재정을 특별회계로 계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제14조에 따른 입법절차가 요구된다. 지자체 차

원의 기본소득 재정도 지방재정법 제9조 상의 특별회계로 계리하는 것이 합당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기본소득 특별회계의 세입항목은 과세수입과 과세외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과세수입으로서는 시

민소득세(지식세), 토지보유세, 빅데이터세 등 개별 공유부 세목의 세수를 들 수 있다. 탄소세의 경우 배

당을 통하여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무조건적, 개별적으로 이전 지출되지만 유도적 교정적 과세가 일차

적인 도입 취지이며 배당은 이러한 취지를 뒷받침해 주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기본소득 특별회계와 구

별되는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할 경우에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가격상승과 탄소배당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고 이는 탄소세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게 된다. 

반면에 토지보유세도 유도적 교정적 과세 기능을 가지지만 일차적 취지는 토지공유부의 배당이므

로 별도의 특별회계가 아니라 기본소득 특별회계의 세입항목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민소득세

(사회가치세)의 과세방식은 사에즈와 주크먼(Saez and Zucman, 2019)이 제안한 ‘국민소득세’national 

income tax처럼 기존의 소득세와 별도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포함하여 조세행정상 파악

가능한 모든 종류의 소득원천에 비례세로 과세한다. 시민소득세는 개인소득이라는 내부재원internal 

funding에 대한 과세이지만, 과세의 성격은 지식공유부 과세 또는 사회(공동체)가치세로서 이 역시 공

유부 과세이다. 아울러 기본소득 특별회계의 세입항목으로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필요하다. 하나는 역진적인 현재의 조세감면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소득 재

원으로 쓸 수 있는데(강남훈, 2019; 유종성과 천우정, 2020), 이는 성격상 공유부 과세가 아니며 일반

적인 조세개혁이므로 기본소득이라는 이전지출과 별도의 견련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두 번째 이유는 

기본소득 지급수준이 전년도보다 감소하는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소득최저선의 철회불

가능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이다. 불황기에는 공유부 세수도 줄어서 기본소득 지급금액이 줄

어들게 된다. 하지만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기본소득 금액은 더 늘어나야 한다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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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불황기에 더 많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법은 주권화폐제sovereign money의 도입(Huber, 1998: 

Creutz, 2002)이 유력한 대안이지만, 이런 방식이 아니라면 현재의 기본소득을 유지하거나 좀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등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 조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차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

에 없다. 

조세수입 이외에 국공유재산의 수익을 기본소득 특별회계의 수입 항목에 넣을 수 있다. 국공유재

산을 출연하여 ‘공유부 기본소득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수익은 기본소득 특별회계로 이전한다. 이를 위

해서는 2018년 기준 1,076조 6천억에 달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민 모두의 수익배당권을 부여하는 법

률개정이 필요하다(유영성, 천우정 2020; 곽노완, 2020). 이와 같은 ‘공유부 기본소득기금’은 수익을 기

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는 점에서 일종의 공동소유common ownership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

의 지분의 일부만이 공동소유인 공유지분권common equity 유형에서도 기본소득 특별회계로 편입될 수

익이 나올 수 있다. 간편한 방법은 국가가 녹색 뉴딜이나 데이터 뉴딜 등에 투자하여 기업의 지분 일부

를 획득하며, 발생한 수익 중에서 국가지분 수익을 기본소득 특별회계에 전입하는 것이다. 

III. 재정환상의 제거

기본소득 재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거둔 세수 그대로 개별적인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무조건적

으로 1/n로 분배된다는 특징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기본소득 도입으로 추가 부담하는 세금과 

지급되는 기본소득 액수를 누구나 명료하게 비교하여 명확한 손익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과세

와 혜택의 상관관계가 직접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일반조세와 달리 기본소득을 위한 과세에서는 세금

은 많이 내지만 혜택은 적다든지 또는 조세부담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오해, 곧 재정환상fiscal 

illusion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강남훈, 2017: 16-17; 금민, 2020: 223). 

재정환상의 제거는 기본소득 재정이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분명하지만 일반회계인 경우

에는 불분명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오직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만 증세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일

반회계에서도 최소한 원년에는 더 내게 된 세금과 기본소득으로 돌려받는 액수의 비교가 어렵지 않으

며 분명한 손익계산이 가능할 것이다. 재정환상이란 재정 파라미터에 대한 체계적인 오해이다(Oates, 

1988: 67) 재정환상이 사람들이 조세부담을 이해하지 못해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도 있으며 반대로 재정지출의 편익을 이해하지 못하여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사람들은 과세와 지출을 균형 있게 이해하지 못한다. 특별회계로서 관리되는 기본소득의 도

입은 사람들이 명확한 손익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개별적인 납세자들이 명확한 손익계산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기본소득 재정의 크기에서도 재정환상이 제거된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기본

소득 도입에 대한 개별적 부담을 기본소득 특별회계로 인한 과세액에서 기본소득으로 돌려받은 금액

을 뺀 금액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기본소득에 필요한 과세 총액(총조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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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기본소득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제하고 실제로 개별 시민들이 부담한 과세액의 총합(순조세)가 기

본소득 도입에 필요한 비용임을 깨닫게 된다. 곧 총조세로 기본소득 비용을 판단하는 재정환상이 제거

된다.

IV. 기본소득의 명목비용과 순비용 

과세와 이전의 연동, 특히 거둔 세수 그대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1/n로 분배된다는 특징은 기

본소득의 총비용과 순비용이 불일치하도록 만든다. 기본소득에 필요한 순비용net cost은 기본소득 지급

총액보다 훨씬 적다(Widerquist, 2017). 기본소득의 순비용은 지급받은 기본소득 액수보다 더 많은 세

금을 부담한 사람들이 추가로 부담한 액수의 합계이고, 이 규모가 기본소득으로 인한 재분배규모이다. 

Widerquist(2017)는 기본소득 순비용(N)을 기본소득(U)에서 시장소득(Y)에 세율(t)를 곱한 값을 뺀 값

으로 표시한다. 

N = U – (Y x t) 

엄밀하게 표시하자면, 전체 순비용Total Net Cost: TNC은 다음과 같다(금민, 2020: 396, 후주 8).

TNC = 

여기에서 Y는 시장소득, t는 세율, U는 기본소득을 뜻한다. 전체 순비용TNC은 전체 순혜택Total Net 

Benefit과 같고TNC=TNB, 이 규모가 재분배의 순규모이다.

기본소득의 순비용과 총비용gross cost의 차이는 원래 모두에게 선분배 되었어야 할 몫을 조세제도

를 통해 재분배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기본소득 지급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원래 공유부로서 모

두에게 무조건적 개별적으로 배당되었어야 할 선분배 소득보다 더 많은 몫을 시장소득으로 획득한 경

우이며, 기본소득 지급액보다 세금을 적게 냈다면 반대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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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시민소득세 시민배당 정책은 가계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일

정한 비율로 시민소득세를 부과하고 그 수입을 시민배당으로 분배하는 

정책을 말한다. 여기서 가계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은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임대료, 배당)과 자산양도소득(부동산 매매 차익, 증권 매

매 차익) 및 상속, 증여를 모두 포함한다. 

시민소득세는 과세 대상의 규모가 크다. 시민소득세를 10% 전후의 

세율로 부과하면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안정적

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목적을 실질적 자유의 보장으로 본

다면 시민배당은 기본소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배당의 근거로서의 공유부 지식

기본소득이 공유부 배당이라면 시민배당은 어떤 공유부에 기초한 것

이라고 정당화할 수 있을까? 첫번째가 지식이라는 공유부이다.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은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이라는 

개념으로 경제학에 공헌한 덕택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받은 분이다. 

그러나 그는 경제학자라기보다는 인공지능 학자로 더 유명하다. 그는 인

시민소득세 시민배당

강남훈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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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만든 1956년 다트머스 대학에서 세계 최초의 인공지

능 워크샵을 공동 주최하였다. 사이먼은 뉴엘과 함께 LTLogic Theorist라는 인공지능을 개발하였다. LT는 

버트란드 러셀과 화이트헤드의 『수학의 원리』 제2장 정리들을 대부분 증명할 수 있었고,몇몇 명제는 더 

짧게 증명했는데, 러셀은 이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스튜어트 러셀, 피터 노빅(2016), 『인공지

능: 현대적 접근방식』, 3판, 제이펍) 사이먼이 만든 LT는 인간과 같이 사고하는 시스템이라는 인공지능

의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한 최초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었다.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모든 소득의 90%는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활

용한 것이다. 따라서 90%의 소득세율이 적절하다. 그러나 기업가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하여 

70%의 세율로 일률적으로 과세하고, 그 조세 수입의 절반(35%)을 기본소득으로 나누어 가지자. 판 빠

레이스는 GDP의 25%를 기본소득으로 나누어 갖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는데, 사이먼은 그보다 10% 

더 높은 수준을 제안했던 것이다. 

지식과 노동

지식이 소득의 원천이라는 말을 들으면 노동가치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낄지 모른다. 

그러나 노동가치론에 따를 때에도, 노동과 지식은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 노동에 대한 정의를 

조금 길게 인용해 보자.

“노동은 우선 무엇보다도 인간과 자연 사이의 한 과정,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기 자신의 행위를 통

해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대사를 매개하고, 규제하며 통제하는 한 과정이다 … 그는 자신의 본

성 속에 잠자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해내고, 그것이 자신의 통제 아래 발휘되게 한다 … 아무리 서

툰 건축가라도 가장 우수한 꿀벌보다 처음부터 앞서 있는 점은, 건축가는 밀랍으로 집을 짓기 전

에 미리 그것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짓는다는 데 있다. 노동과정이 끝나고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물

은 노동과정이 시작되는 시점에 벌써 노동자의 머릿속에, 따라서 벌써 관념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것이다. 그는 단지 자연물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목적, 즉 그가 잘 알고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행동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이기도 하

며 또한 자신의 의지를 예속시켜야만 하는 그런 자신의 목적도 실현한다. 그리고 목적을 위한 이

런 의지의 예속은 노동과정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다. 노동이 이루어지는 전 기간 동안 

노동하는 신체기관의 긴장뿐만 아니라 주의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합목적적인 의지도 계속 함께 

필요하다 … 노동과정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들은 합목적적인 활동, 즉 노동 그 자체와 노동대상 

그리고 노동수단이다.” ( 『자본론』 제1권 제5장 노동과정과 가치증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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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노동과정을 분석한 브레이버먼은 이 귀절을 해석하면서 노동과정을 구상과 실행의 일치로 규

정하였다. 공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노동 = 지식 + 신체 활동

그런데 사이먼에 따르면 노동자가 가진 지식의 90%는 공유부이고 10%가 사유부이다. 그렇다면 

위의 공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노동 = 공유부 지식 (90%)+ 사유부 지식(10%) + 신체 활동

따라서 노동이 가치의 원천이고, 가격이 가치에 기초한 것이라면, 마땅히 공유부 지식도 가격에 포

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유부 지식은 시장에서 가격 속에 포함되기 힘든 속성을 가지고 있다.

공유부 지식의 특징

첫째로 공유부 지식은 고갈되지 않는다. 혼잡한 도로에서 내가 차를 운전하면 다른 사람의 운전에 

방해가 된다. 그러나 내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 E = mc2를 배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배우는 것에 방

해가 되지는 않는다. 이것을 지식의 비고갈성, 비경합성이라고 부른다. 

둘째로 공유부 지식은 배우는 것을 배제하기 힘들다. 백인들만 물리학과에 입학시키는 나라에서도 

똑똑한 흑인이 혼자 책을 구해서 배우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무료 강의가 제공

되는 오늘날에는 특히 그렇다. 

셋째로 공유부 지식은 모방하기 쉽다. 여기서 쉽다는 것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얻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이해하려면 학부 수준의 물리학을 공부하는 정도의 노력은 하여

야 한다. 누구나 물리학을 공부할 수 없지만,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상당히 많다. 어떤 기업이 이 공식

을 아는 물리학 전공자를 고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면 다른 기업도 금방 그렇게 할 

수 있다. 물건이 많이 공급되면 가격이 내려가고 결국 방정식은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없다. 여기서 모방

하기 쉽다는 것은 지식이 돈 벌이가 되지 못할 정도로 다른 기업들이 금방 모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모방하기 어려운 지식도 있다. 글자나 공식, 그림으로 표현되는 지식은 명시적 지식이라고 하고, 명

시적으로 표현하기 힘들고직접 관찰하거나 경험하거나 신체를 움직여서 실행할 때에만 습득할 수 있

는 지식을 암묵적 지식이라고 부른다. 암묵적 지식은 대부분 사유부가 될 수 있다. 

공유부 지식의 세 가지 특징들은 공유부 지식이 상품의 가격에 반영되기 힘들게 만든다. 쉽게 말해

서 공유부 지식을 생산(발견)한다고 돈 벌이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유부 지식은 생산하는 데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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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든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생각해 보자. 뉴턴이 이 법칙을발견하기까지는 수천년의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

의 노력이 필요했다. 바로 앞 사람만 예로 들더라도 케플러, 갈릴레이 등등. 뉴턴이 “내가 멀리 볼 수 있

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것은 앞선 사람들의 노력을 기린 

것이다. 만유인력 법칙 발견에 기여한 노동시간을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계산해 보더라도 가장 뛰어난 

천재들 1만 명을 1천년 동안 고용한 결과일지 모른다. 

공유부 지식을 생산하는 데 드는 많은 비용은 기업이 부담할 수 없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정부는 

대학과 학교를 만들어서 공유부 지식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산업혁

명에 가장 크게 기여한 바는 뉴턴을 케임브리지 대학 수학과 교수로 뽑아서 월급을 주면서 돈 걱정 없이 

마음대로 수학이든 천문학이든 물리학이든 연구하게 만들어 준 것이다. 뉴턴이 운동법칙을 발견한 지 

약 100년 뒤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면서 영국은 산업혁명에서 앞서가기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공유부 지식은 정부의 투자에서 만들어졌다. 미국 정부의 투자가 없었으면 아

직 인터넷은 안 만들어졌을지 모른다. 정부의 투자금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모든 소

득은 공유부 지식을 활용한 대가이고, 공유부 지식은 앞선 사람들의 노동, 즉 지식을 발견하는 데 직접 

간접으로 종사한 사람들의 노동과 이들을 먹여 살리려고 정부에 세금을 낸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의 결

과인 것이다. 

모든 소득이 지식의 활용에서 나온 것이라는 허버트 사이먼의 주장은 이렇게 깊은 통찰에서 나온 

것이다. 소득의 일정 비율에 기본소득 목적세를 부과해서 공유부 지식을 상속받은 공유부 지식의 주권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정책은 카이사의 것을 카이사에게 주고 주권자의 것을 주권자에게 준다는 재산

권적 측면에서 지극히 당연한 정책이다. 

재정 모델

2020년 GDP는 약 2,000조 원인데, 가계본원소득은 GDP의 약 60%(1,200조 원)이고, 자산양도

소득은 약 15%(300조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2028년이 되면 GDP가 2,600조 원이 될 것으로 추

정된다. 이 중 60%가 가계본원소득이고, 15%가 자산양도소득이라고 가정하면, 2028년 10%의 비례

세율로 시민소득세를 부과하면 그수입은 약200조 원이 된다. 5천만 명 인구에게 분배하면 1인당 연간 

400만 원, 월 33만 원의 시민배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0년 모델에 기초해서 추정해 보면, 약 85%의 

가구가 순수혜 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만약 시민소득세 이외에 토지보유세를 추가하면 얼마나 될까? 2020년 민간 토지 보유액은 약 

GDP의 3.5배(7,000조 원)이므로, 2028년에 이 비율이 토지 보유세 부과로3배 수준으로 안정된다고 

가정하면 민간토지보유액은 8,000조 원이 된다. 이것에 1%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면 80조 원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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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수입을 마련할 수 있다. 이것을 토지배당으로 나누면 1인당 160만 원이다. 토지배당과 시민배

당을 합치면 1인당 560만 원이 되고 1달에 47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의의

시민소득세에 기초한 시민배당은 모든 소득에는 공유부 지식의 기여가 들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

고, 소득의 일정한 부분을 모두의 몫으로 나누어 갖는 실천을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모든 소득

의 일부가 공동부의 덕택이라는 시각은 경제와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의 혁명을 의미한다. 새로운 공동

체 건설의 토대가 될 것이다. 

시민소득세는 정부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 다시 나누려는 목적

이다. 따라서 시민기여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지 모른다. 그리고 소득을 만드는 데 

지식 공유부가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시민소득세, 시민배당보다는 지식세, 지식배

당이 더 적합한 용어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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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재원은 조세, 공통부기금의 조성이나 공유지분권의 설

정, 화폐제도의 개혁 등을 통해 마련될 수 있다(강남훈, 2019: 158). 조세

를 통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

이 바로 개인소득세인데, 그중에서 UBI-FITUniversal Basic Income-Flat Income 

Tax 모형이란 개인소득세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 중에서

도 비례세율(정률세율)로 과세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

다. 개인소득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은 

UBI-PITUniversal Basic Income-Progressive Income Tax 모형, 개인소득에 대해 

역진세율로 과세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은 UBI-RITUniversal Basic 

Income-Regressive Income Tax 모형이라 부른다. 

이 글에서는 개인소득세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세 가지 모

형 중에서 누진성 면에서 가운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UBI-FIT 모형이 

제기된 맥락, UBI-FIT 모형의 정당성과 장단점, UBI-FIT 모형을 둘러싼 여

러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UBI-FIT 모형이 제기된 서로 다른 

맥락에 대해서 소개한다. 다음으로 UBI-FIT 모형의 정당성과 장단점에 대

해서 논한다. 끝으로 UBI-FIT 모형을 둘러싼 여러 이슈들을 다른 제도들

과의 배치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보론에서는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제안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심을 가져왔던 안심소득제에 대해

서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UBI-FIT 모형의 정당성과 장단점, 
다른 제도들과의 배치와 관련한 
여러 이슈들

이건민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 이 글은 2020년 10월 10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9차 쟁점토론회 발제문을 업데이트하고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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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BI-FIT 모형이 제기된 서로 다른 맥락

UBI-FIT 모형이 제안된 맥락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맥락과 선진국에 비해서 복지가 덜 

발달된 우리나라의 맥락이 서로 다르다. 선진국의 맥락에서는 복잡한 누진적인 소득세 구조를 단순한 

비례적인 소득세 구조로 전환시키는 대신 기본소득 지급과 연계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누진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내도록 하자는 세제 개편안이 제시되었다(Atkinson, 1995; Rankin, 2011; Parncutt, 

2012; Arcarons et al., 2014; Colombino and Islam, 2018; Miller, 2021). 이는 이러한 세제 개편안

이 소득세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세 회피 유인을 줄이며 더 포용적인 사회가 되는 데 기

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담은 것이다(Atkinson, 1995; Rankin, 2011; Parncutt, 2012; Arcarons et al., 

2014; Colombino and Islam, 2018; Miller, 2021).

반면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기존의 소득세 제도는 그대로 둔 채 기본소득 지급만을 위해 추가로 얹

는 형태의 UBI-FIT 모형(을 포함한 제안들)이 제출되었다(강남훈, 2014; 2015; 2017; 2019, 이건민, 

2018a, 유종성, 2020, Yi, 2020). 이러한 형태의 UBI-FIT 모형은 기존 소득세제를 대체하는 형태가 아

니라 기존 소득세제 위에 추가로 얹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소득세 구조는 여전히 누진적인 형태가 된

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소득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행정적

으로 수용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그러면서도 개인소득세에 포괄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

의 소득원천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조세 회피 유인을 줄일 수 있다.1)

2. UBI-FIT 모형의 정당성

UBI-FIT 모형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기본소득

의 원천은 공통부(공동부, 공유부)이며 공통부 수익은 “원래 모든 사람에게 속한 자연적 공유자산의 수

익이나 또는 지식, 정보, 빅데이터 등과 같은 인공적 공유자산의 수익처럼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따질 수 없고 어떤 특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이다(금민, 2020: 6).

허버트 사이먼(Herbert A. Simon, 2000)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접근이 사회 간 및 사회 내 소득 

차이의 주된 요인이며, 이는 대부분 외부성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전체 사회 구성원이 공동

으로 소유한 것으로 여겨져야 할 이러한 외부성은 선진국에서 소득의 90% 이상을 생산한다고 할 수 있

으므로, 90%의 정률소득세를 도입하여 공동 소유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하나의 예로, 미국에서는 70%의 정률소득세를 거둬 절반 정도는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들

1)  물론 UBI-PIT 모형 역시 개인소득세에 포괄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원천에 대해 차별하지 않고 “동일 소득 동일 세율”을 실현     
할 수 있으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소득원천의 형태를 이동시킴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조세 회피 유인을 줄일 수 있다(사에즈, 저
크먼(20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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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기본소득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

하였다(즉 약 35%의 UBI-FIT 모형+추가적인 약 35%의 정률소득세를 바탕으로 한 다른 정부 프로그

램들의 운영).

위의 주장과 논의를 수용한다면, 적어도 정당성의 차원에서는, 공통부의 기여 또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접근이라는 외부성이 모든 소득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UBI-FIT 모형 중에서는 면세구

간이 전혀 없고 모두에게 동일한 액수로 지급되는 형태의 UBI-FIT 모형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또한 

만약 개인소득의 경우에 소득원천의 유형과 관계없이, 그리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율만큼 

공통부가 생산에 기여한다고 본다면, UBI-FIT 모형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개인소득의 경우에 소득원천의 유형에 따라, 그리고/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비율만큼 공통부가 생산에 기여한다고 본다면, 소득원천에 따른 차등과세 모형이나 UBI-PIT 모형이 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는 자본소득의 경우, 추가적인 소득에서 자신만

의 독자적인 기여 비율이 작다(즉 반대로 말하자면 공통부의 기여 비율이 크다)고 본다면 UBI-FIT 모형

보다는 소득원천에 따른 차등과세 모형이 더 정당하다.2) 또한 소득 최상층으로 갈수록, 특히나 슈퍼리

치일수록 추가적인 소득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기여 비율이 작다(즉 반대로 말하자면 공통부의 기여 

비율이 크다)고 본다면 UBI-FIT 모형보다는 UBI-PIT 모형이 더 정당하다.

이 문제와 관련한 필자의 (잠정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성의 차원에서 보자면, UBI-

FIT 모형과 UBI-PIT 모형은 합당하지만, UBI-RIT 모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

어진 막대한 액수의 소득일수록 일개인의 독자적인 기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고 사회적 협력의 산물

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며 합리적이지, 그 반대로 보는 것은 상식에도 맞

지 않고 근거도 부족하다. 또는 소득의 크기와 무관하게 추가적인 소득에서 일개인의 독자적인 기여(공

통부의 기여) 비중이 일정하다고 보는 것까지는 최소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기존의 소득세제가 누

진적인 형태라는 점을 추가로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둘째, 소득원천에 따른 차등과세 모

형은 정당성만을 따졌을 때에는 정당하다고 판단될지도 모르지만, 실행가능성과 조세 회피로부터의 

강건성을 따져보았을 때에는 취약하다고 생각되므로, 채택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도 실행가능성을 담보하지 않는 이상,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로 인해서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3. UBI-FIT 모형의 장단점

이 절에서는 UBI-FIT 모형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본다.

2)  물론 슈퍼리치를 비롯하여 소득 최상위층에 속한 사람들은 소득원천에 따른 세율 차이에 따라 세금을 적게 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소
득원천을 손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사에즈, 저크먼, 2021), 소득원천에 따른 차등과세 모형은 정당성 이슈와는 별
개로 조세 회피에 취약하다는 실행상의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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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UBI-FIT 모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구성원 모두를 동일하게 대우한다Equal 

Treatment for All는 장점을 지닌다. “면세구간이 전혀 없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형태의 UBI-FIT 

모델은 모든 소득(구간)에 대해서 같은 세율로 과세하며 모든 이에게 동일한 액수의 기본소득을 지급

한다는 점에서, 모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equal treatment for all 체계”(이건민, 2019a: 8)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기본소득을 위해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기본소득으로 받는 금액을 누구나 손쉽게 계

산할 수 있게 하여 재정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이에 따라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강남훈, 2019).

다음으로 UBI-FIT 모형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소득분포 하에서, 중위소득자와 평균

소득자 사이에 분포한 개인 또는 가구의 비율이 25%(또는 30%)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으므로, 

UBI-FIT 모형은 독자적으로는 75%(또는 80%)가 넘는 순수혜비율을 낳기는 어려우며, 그러한 측면에

서는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특히나 기본소득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소득

인정액 계산 시 전부 또는 일부 포함시키거나, 기타 복지급여의 일부 대체와 동반될 경우 순수혜비율은 

더 줄어들 수 있어서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 있다. 물론 부유세 신설, 법인 명의의 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3)(사에즈, 저크먼, 2021), 외부재원 기본소득 모형 등이 동반될 경우 순수혜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고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커지므로, 이러할 경우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아울러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불로소득을 광범하게 포착하

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탈성장(과 최고소득제의 도입)을 지향하는 사람들, 또는 누진적인 소득세 체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UBI-FIT 모형은 (최)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매우 높은 한계세율을 부과하는 체

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누진적인 소득세 체계 자체가 일종의 강력한 유인체계로써,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으며(피케티, 2014; 사에즈, 저크먼, 2021) 무한 이윤추구 자체를 억제

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들(Alexander, 2015)에게 UBI-FIT 모형은 불만족스럽게 보일 수 있다. 하

지만 기존의 누진적인 소득세 체계에다 유의미하게 높은 세율(물론 시작은 예를 들어 10% 정도일 수 

있음)의 UBI-FIT 모형이 얹어지게 되면 전체 소득세 체계는 매우 누진적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가 있다.

4. UBI-FIT 모형을 둘러싼 이슈: 다른 제도들과의 배치와 관련하여

결론인 4절에서는 UBI-FIT 모형을 둘러싼 여러 이슈들을 다룬다.

첫 번째 이슈는 ‘어떠한 경우에 평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이 가능하거나 바람직한가?’이다. 여기

3)  이것이 담보될 경우, 슈퍼리치들을 비롯한 소득 최상층의 조세 회피 유인을 줄이면서 조세 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사에즈, 
저크먼, 20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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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보이는 사항들이 비록 필요로 하는 전부를 포괄하지는 않더라도 중요한 요소들을 빠뜨리지는 않

았기를 바라면서, 주요한 몇 가지를 제시해본다. 첫째, 기존 복지급여 대체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 경

우, 둘째, 부유세 신설, 법인 명의의 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 등과 함께 하는 경우(사에즈, 저크먼

(2021) 참조), 셋째, 외부재원 기본소득 지급액수가 유의미하게 클 경우, 넷째, 중장기적으로 세율을 높

이면서 전체 소득세 체계의 누진성을 확보하는 명확한 계획을 세울 경우.

두 번째 이슈는 ‘기존 조세체계의 개편과 UBI-FIT 모형 사이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이다. 유

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맥락에서 제출된 UBI-FIT 모형에서와 유사하게, 국내에서도 기존 조세체계

를 개편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써 기본소득을 사고하거나 자리매김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물론 기

존 조세체계의 개편은 별도의 중요한 과제이긴 하지만, 기본소득의 도입과 기존 조세체계의 개편을 연

동시키는 경우 그 과제와 책임이 막중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검토해야 하는 이슈도 상당할 수 있으리

라 생각한다. 이것이 기존 조세체계는 그대로 둔 채 시민소득세(기본소득세)-기본소득 제도 등의 추가

적 도입을 주장하는 하나의 배경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강남훈, 2019; 유종성; 2020; 유종성, 2020. 6. 

18). 그리고 이렇게 도입된 시민소득세(기본소득세)-기본소득 제도는 뚜렷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낳는

다.

세 번째 이슈는 ‘(시민소득세(기본소득세)-기본소득 모형 도입 시) 기본소득 지급액을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 상의 소득인정액 계산 시 전부 또는 일부 포함시킬 것인가, 전혀 포함시키지 않을 것인가’

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소득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시키지 

말자는 주장이 존재한다(백승호, 2020. 7. 9;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기본소득법안”-제24조(기본소득

의 특례), 2020. 9. 24). 

여기에는 분명한 장단점이 있으며, 고려해야 할 여러 지점들이 존재한다. 첫째,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생계급여 등의 삭감을 우려하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기존의 자산조사 기반 복지

급여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자 한다는 기본소득의 취지는 살리지 못할 수 있다. 제도 도입으로 인한 손

익 계산 시, 복지의 덫/실업의 덫의 유지/완화/제거(한계(암묵)세율의 변화)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이으

며, Luke Martinelli(2017)가 지적한 ‘기본소득의 정책 트라일레마’(①필요를 충족시키기, ②비용을 통

제하기, ③소득/자산 조사 복지급여의 부정적 효과들을 감소시키기)에 빠질 위험 또한 경계해야 한다. 

둘째,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자산조사 기반 복지급여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자 한다면, 그러

면서도 기본소득 제도 도입으로 인한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의 상대적인 경제적 혜택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본소득 지급액 중 일정 비율(x%, 예컨대, 50%)을 소득인정액 계산

에 포함시키는 방안이나, 아니면 생계급여(또는 최저생계비) 대비 기본소득 지급액 수준의 비율을 소득

인정액 계산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도 있다. 셋째, 하지만 우리나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선의 

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제고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이 이슈와 관련된 더 진전된 논의와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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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이슈는 ‘(시민소득세(기본소득세)-기본소득 모형 도입 시) 기본소득 지급액을 과세소득화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이다. 개인소득세를 재원으로 한 기본소득 지급 모형에서, 기본소득 지

급액수가 서로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UBI-FIT 모형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는 첫째, 소득세 구조를 누진적으로 가져가는 방안(UBI-PIT 모형으로의 전환)과 둘째, 기본소득에 과세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LAB2050에서 펴낸 연구보고서는 기본소득을 과세소득화할 것으

로 제안한 바 있는 반면(이원재, 윤형중, 이상민, 이승주, 2019), 소병훈 의원안은 기본소득은 “과세소

득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다(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기본소득법안”-제24조(기본소득의 특

례), 2020. 9. 24).

이 이슈에 관한 필자의 입장은 상황에 따라서는 기본소득에 과세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기본소득의 정의와 정당성 면에서 보자면 기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것이 기본값default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갖는 효과, 다른 대안의 가능성 등을 보더라도 기본소득에 대해서만큼은 과세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위에서도 살펴봤듯이, 공통부 수익은 “원래 모든 사람에게 속한 자연적 공

유자산의 수익이나 또는 지식, 정보, 빅데이터 등과 같은 인공적 공유자산의 수익처럼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따질 수 없고 어떤 특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이다(금민, 2020: 6). 이 점을 

고려한다면, 기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것이 기본값이라 할 수 있으며, (모두에게 동일한 액수로 분배

되는) 기본소득에 대한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 과세는 사회경제적 필요성 등을 근거로 한 별도의 정

당화 논변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에 대해 과세할 경우 재정환상의 제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뿐

더러(강남훈, 2017: 16; 이건민, 2019b: 47-48), 제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듦으로써 단순하면서도 강력

한 기본소득의 장점을 (다소) 희석시킬 수 있다. 그리고 “기본소득만큼은 비과세로 두는 것이 더 낫다

고 판단하는 이유는 바로 비과세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소득 바닥basic income floor for all’

을 제공한다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으며, ... 노동유인 면에서 자산조사 기반 복지급여에 비한 기본소득

의 장점을 더욱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건민, 2019b: 47) 끝으로 생태적 전환을 추동하는 면에

서 보자면,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본소득 지급액에 과세하는 방안보다는 기본소득 지급

을 위한 조세 구조의 누진성을 제고하는 편이 슈퍼리치를 비롯한 최고소득층이 직면하는 한계세율을 

높임으로써 그들의 무제한적 이윤 추구 행위를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보론) 안심소득제에 대한 비판적 평가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2017년에 기본소득제의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안심소득제

를 제안한 바 있다(박기성, 변양규, 2017: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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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7개 급여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그리고 국세청의 근

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안심소득제를 새로 도입한다.

② 안심소득제를 통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 원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

하며,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경우에는 현재의 소득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③ 안심소득제 지원 가구에게 적용되는 세율(“안심소득세율”)은 40%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아래에서 w는 임금률, t는 노동시간이다.)

안심소득: 0.4×(5,000만 원-wt) …… (1)

안심소득제 지원 가구의 가처분소득: wt+0.4×(5,000만 원-wt)=2,000만 원+0.6wt …… (2)

가구 규모별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박기성, 변양규, 2017: 65).

가구 규모별 기준소득 = 1,250만 원 × 가구원 수

안심소득제 지원금 = (가구 규모별 기준소득-안심소득제 인정소득) × 40% …… (3)

필자는 이미 2018년의 글(이건민, 2018b)에서 2017년 박기성 교수를 중심으로 제안되었던 ‘안심

소득제’(박기성, 변양규, 2017; 복거일, 김우택, 이영환, 박기성, 변양규, 2017)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

판한 바 있다.

비판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심소득제 지원 기준 소득을 넘는 가구의 경우 현재의 소득세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가 아니다(이건민, 

2018b: 79-81). 둘째, 안심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25조 3,076억 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의 연구들에서 제시된 안심소득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이건민, 2018b: 81-85). 그러므로 “6~10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 정도는 평균

적으로 연간 약 21만 원에서 74만 원 수준에 불과”(박기성, 변양규, 2017: 73)하고, “안심소득제 도입

으로 인한 ‘소득 증가(또는 유지) 가구 및 인구’ 비율이 6~10분위에서도 모두 80%를 상회하며, 심지어 

10분위의 경우에는 가구 면에서나 인구 면에서나 모두 80%대에 머무른 6~9분위와는 달리 91%를 넘

는 수치를 기록한 것은 ‘안심소득제’의 (특)장점이 아니라 순부담 가구에 대한 추가 과세 방안을 결여한 

그들의 체계 내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도출된 ‘인공물artificialities’에 지나지 않는다.”(이건민, 2018: 

80)

박기성은 2020년 글(박기성, 2020. 9. 9)에서 2017년과는 주요 모수parameters 면에서 약간 달라진 

형태의 안심소득제를 다시 제출한 바 있다. 기준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 원(2016년 

4인 가구의 연 중위소득은 52,697,208원이므로, 이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박기성, 변양규, 2017: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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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6,000만 원(2022년 하반기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에 대한 박기성의 추정치)으로(즉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연 소득 1,2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안심소득세율은 40%에서 50%로 각각 상

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안심소득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은 2016년 기준 25조 3,076억 원

에서 2022년 하반기 혹은 2023년 기준 34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구체적으로 제안한 안심소득제도 바로 박기성 교수의 2020년 버전 안심소

득제이며(진재성, 2020. 10. 12), 200가구를 대상으로 실험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안심소득제의 구체

적인 형태도 기준소득이 기준 시점의 차이(2021년 기준 대 2022년 하반기 혹은 2023년 기준)로 인해

서 4인 가구 기준 연 5,850만 원이라는 점에서 약간 달라질 뿐 중위소득 100% 수준이라는 점에서는 동

일하며, 안심소득세율 역시 똑같이 50%이다(하수정, 2021. 4. 14). 기준소득과 안심소득세율 모두 상

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안심소득제의 지원대상 가구수와 지원액수(기준소득과의 차액의 40%를 메워

주는 것에서 50%를 메워주는 것으로 변화)가 증가했다는 점에서는 소득재분배 효과 면에서 2020년의 

제안이 2017년의 제안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동안 안심소득제가 

대체한다고 명시한 각종 사회수혜금(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액수

가 증가해왔다는 점(특히나 근로장려금의 경우)과 안심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여전히 블랙박스로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제안의 한계는 뚜

렷하다.

마지막으로 따져볼 지점이 있다. 혹자는 안심소득제 도입을 위한 추가 소요 예산을 누진적으로 마

련할 경우, 현재 국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안되고 있는 기본소득 모델에 비해서 순부담 집단의 비율이 

더 낮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안심소득제 모델을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는 접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현존하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제

대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순진한 것만큼이나, 그러한 형태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고

소득층과 최고자산층에 속한 일부에게만 과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순진하다. 물

론 안심소득제의 경우에는 추가 소요 예산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이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최고 소득구간과 최고 순자산구

간에 매우 높은 수준의 한계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는 적어도 안심소득제의 제안자인 박기성 교수

가 바라는 바는 아니리라 짐작된다. 

하나의 예로, 국세청이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 귀속 통합소득 자료(용혜인, 2021)를 이

용하여 분석해보면, 통합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34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합소득 기준 상위 

1% 계층만 부담시킬 경우 평균 약 56.11%, 상위 2% 계층만 부담시킬 경우 평균 약 45.61%(이상 전

체적인 한계세율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형태의 과세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상위 3% 계층만 부담시

킬 경우 평균 약 39.85%, 상위 4% 계층만 부담시킬 경우 평균 약 35.78%, 상위 5% 계층만 부담시킬 

경우 평균 약 32.76%, 상위 10% 계층만 부담시킬 경우 평균 약 23.94%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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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전체 개인소득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상위 소득계층만을 대상

으로 한 ‘부자증세’ 방안이 결코 녹록치 않을 것임은 쉽게 짐작가능하다.4)

다른 예로, 부유세와 관련해서 유종성 교수는 김낙년(2019)의 연구를 참고하여 “순자산 20억 원 

초과분에 대해 1%, 50억 원 초과분에 대해 2%, 200억 원 초과분에 대해 3%의 누진세율로 과세”할 경

우 약 25조 원을 마련할 수 있음을 계산한 바 있다(유영성 외, 2020: 79-80).

이렇듯 안심소득제 시행을 위하여 최고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과세와 최고자산층만을 대

상으로 한 부유세 과세를 통해 34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

본소득에 비해 정치적으로 실현되거나 지지받기 어려우며 시간이 지남에 따른 동태적 확장가능성이 

제약되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모두가 세금을 내야 자신이 낸 세금으로 복지 혜택이 제대로 돌아오는

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아울러 정치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장제우, 2020). 순기여층의 비율을 

최소화한 위와 같은 형태의 안심소득제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이 혜택을 받는 반면 인구의 대다수는 

이해관계가 없으며, 일부 최상위 소득층과 최상위 자산층만이 부담함으로써 비록 소수이지만 막강한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가진 집단의 강력한 정치적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2008년 종부세 논란을 

떠올려보라). 제도의 수혜층과 부담층을 날카롭게 구분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른 동태적 확장가능

성도 크게 제약된다. 

반면 잘 설계된 형태의 기본소득은 평균소득까지의 가구 또는 평균소득보다 더 높은 소득 수준의 

가구까지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순수혜를 받는다는 점, 모두가 기여(부담)하지만 모두가 기본소득을 받

는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형태의 안심소득제와는 뚜렷이 구분되며, 시간이 흐름에 따른 동태적 확장가

능성도 확보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형태의 안심소득제는 탈빈곤정책으로서는 어느 정도 유효할 수도 

있겠으나 안심소득제의 수혜층과 부담층 사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의 소득격차는 그대로 유지

시킨다는 한계가 있는 반면, 잘 설계된 형태의 기본소득제는 탈빈곤정책으로서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해당 사회에 속한 인구 전체의 소득격차를 (거의) 비례적으로 줄인다는 점에서 현존하는 소득불평등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이다.

결론은 ‘부자 증세’에 기반한 누진적인 과세 체계로 보충된 형태의 안심소득제조차 잘 설계된 기본

소득제보다 정치적 지지,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동태적 확장가능성, 소득재분배 효과 면에서 열위

에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안심소득제 총 소요재원 중 소득 중하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함

으로써 충당되는 비율이 2016년을 기준으로 한 2017년의 제안에서는 약 32.84%(총 37조 6,928

억 원 중 12조 3,752억 원)(박기성, 변양규, 2017), 2023년을 기준으로 한 2020년의 제안에서는 약 

20.75~100%(총 53조 원 중 11~53조)5)(진재성, 2020. 10. 12)라고 밝히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보자. 

4)　2019년에 통합소득은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의 약 83.37%를 차지하였다. 2019년 가계총처분가능소득(명목)은 약 1,047조 6,231억 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1), 2019년 귀속 통합소득 액수는 약 873조 4,329억 원이었다(용혜인, 2021).

5)　오세훈 현 서울시장의 의중은 100% 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안심소득제를 시행하는데 2023년 기준 53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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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제는 그 제도 내부만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제도의 수혜층 내에서는 ‘하후상박’ 제도라고 할 

수 있을 테지만,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까지 고려할 경우 제도의 수혜층 내에서도 ‘하후상박’ 제도를 유

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며, 제도의 수혜층 내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서 전체 사회 구성원을 놓고 보았

을 때에는 전혀 ‘하후상박’ 제도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잘 설계된 기본소득제야말로 진정한 ‘하후상박’ 

제도인데, 해당 사회에 속한 인구 전체의 소득격차를 (거의) 비례적으로 줄이기 때문이다.

산된다. 다음 대선 이후에 시행될 확률이 높기에 2023년을 상정했다. 53조 원 중 11조 원은 원래 기초생활보장제도 7가지 급여 중 3가
지(생계, 주거, 자활급여)를 폐지해 그 예산을 전용해 마련할 수 있다. 남는 42조 원은 앞으로 늘어나는 복지예산에서 충당이 가능하
다. 우리가 계산해보니 매년 30조 원 이상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다. 2023년에는 90조 원이 늘어나있는 셈이다. 이 중 절반도 안되는 
돈을 안심소득제 재원으로 쓰면 증세없이도 시행이 충분히 가능하다.”(진재성,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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