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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절의 이슈 1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기본소득 로드맵

1. 기본소득 도입의 시점과 금액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는 한국 사회에 2023년부터 모든 사람에

게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도입해 2033년까지 월 91만 원으로 금액을 

상향하는 것을 제안한다. 

도입 시점을 2023년으로 한 이유는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시행할 수 있다. 2022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라는 전국 규모

의 선거가 두 차례 열린다. 선거를 통해 민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선

거를 통해 집권한 정부가 기본소득을 위한 입법과 시행령 제정, 행정절차 

등을 거치는 기간을 고려해 2023년을 기본소득 도입 시점으로 제안한다. 

도입 단계의 기본소득 금액으로 월 30만 원을 제안한다. 이는 충분하

지 않은 ‘부분 기본소득’이지만, 도입 단계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반대 

여론 등을 두루 감안한 금액이다. 처음엔 적은 금액으로 도입하고, 국민들

이 효과를 체감한다면 기본소득 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 

2033년에 도달할 월 91만 원(2021년 기준중위소득의 50%, 1인 가

구 기준)의 기본소득 금액은 빈곤선인 중위소득의 50%를 감안한 금액이

다. 기본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도달하면 모든 사람은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고, 빈곤율은 0%가 된다. 

기본소득 재원 로드맵

윤형중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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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 단계의 기본소득: 월 30만 원 안 

도입 단계의 기본소득인 월 30만 원을 국내 체류하는 모든 거주민에게 지급하려면 총 186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0년 등록 인구수는 5182만명이고, 이는 국내에 3개월 이상 거

주하는 내외국인의 합이다. 

 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소득세, 토지보유세, 탄소세의 도입과 세제 개혁안을 적용하고, 기본

소득 지급으로 감액되는 일부 복지 지출분을 반영한다. 데이터 배당과 공유부 기금, 공유지분 재원 방

안은 장기적 재원으로 2033년 기본소득 재원안에 반영한다.

<표 1> 기본소득 재원 방안(월 30만 원 부분기본소득 기준) 

첫째, 0.5%의 비례세율로 토지보유세를 신설한다. 토지보유세의 신설로 확보가능한 재원은 30.6

조 원이다. 2020년 기준 민간보유 토지 가치가 약 7,400조 원이고, 2023년 민간 보유 토지 가치는 적어

도 8,500조 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0.5%의 비례세율을 도입하면 약 42.5조 원의 토지보유세를 걷을 

수 있다. 토지보유세 도입 시엔 재산세에서 토지 보유로 납부한 금액을 환급한다. 『2020 지방세 연감』

에 따르면 2019년 재산세 전체 세수입 12.7조 원 가운데 토지분이 6.1조 원이고, 여기에 주택에 포함된 

토지 지분이 있으니 약 9조 원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라고 추정할 수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재산세 토

지분은 전체 민간 보유 토지 가치의 0.014%였고, 이를 2023년도 민간 보유 토지 가치에 적용하면 재산

세 토지분은 11.9조 원이 된다. 따라서 토지보유세 도입으로 확보 가능한 재원은 42.5조 원에서 11.9조 

원을 차감한 30.6조 원이다. 이렇게 할 경우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 도입시 전체 가구의 85% 이상이 순

수혜 가구가 된다. 

둘째, 5%의 시민소득세를 신설한다. 모든 소득이 공유부인 지식의 활용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

에, 시민소득세는 지식 공유부에 대한 과세에 해당한다. 시민소득세는 기본소득 목적에만 사용하는 목

적세로 도입한다. 모든 가계귀속소득에 정률로 과세하는 시민소득세의 도입으로 확보 가능한 재원은 

79.5조 원이다. 기본소득 로드맵의 재원 방안에선 시민소득세의 세율을 10%로 할 경우의 확보 가능한 

재원이 제시되어 있지만, 증세에 대한 저항을 감안해 도입 시기의 세율은 5%를 제안한다. 2020년 한국

재원 방안 금액

토지보유세(0.5% 세율) 30.6조 원

시민소득세(5% 세율) 79.5조 원

세제 개혁안(현실적인 공제 축소안) 46.8조 원

탄소세 27.6조 원

복지 지출 조정분 10조 원

확보 가능한 재원 194.5조 원

월 30만 원 기본소득 필요 재원 187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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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GDP는 약 2000조 원이고, 가계본원소득은 GDP의 약 60%인 1200조 원, 자산양도소득은 약 15%

인 300조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성장률을 다소 보수적으로 추정해 매년 2%라고 가정하면 

2023년의 GDP는 약 2,120조 원이 되고, 가계귀속소득은 약 1590조 원이 된다. 가계귀속소득에 5%의 

세율을 부과하면 79.5조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세제 개혁을 단행하여 재원을 마련한다. 기본소득 도입과 동시에 소득세 내의 역진적인 공제 

제도들 가운데 일부인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세금 제도의 개혁을 단행할 경우 2018년 기준으로 46.8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 2018년의 소득세수는 84.5조 원이다. 공제 규모는 경제규모와 소득세수 규모와 관련이 크다. 소

득세 세수입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제 제도의 폐지로 확보 가능한 재원도 2023년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수적인 추계를 위해 2018년도 기준으로 확보한 재원을 기본소득 재원

안에 반영했다.

넷째, 탄소세를 신설한다. 탄소세는 한국의 탄소배출량을 30% 감축할 수 있는 CO2eq 톤당 적정 

세율인 7만6000원의 절반인 CO2eq 톤당 3만 8000원을 부과하면 27.6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한국의 탄소 배출량은 2018년 한국의 탄소배출량(농업분야와 입업분야 탄소배출량 제외)인 7억2763

만 톤을 기준으로 했다. 탄소세를 적정 세율로 부과할 경우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을 전제로 

했으나, 적정 세율의 절반 수준의 세율을 부과하므로 교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은 당분간 유예하

고, 해당 세수는 에너지 전환에 사용토록 한다. 

다섯째, 일부 조세기반 소득보장제도의 재원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전환한다. 기본소득 도입으로 

기존 복지 중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각종 사회수당이 일부 조정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아동수당은 기본소득과 통합되고, 기초연금은 수급액의 10%만 기본소득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기본

소득을 기반으로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공공성 확대 전략이 동반된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체제 재편’으

로 기본소득 도입기에 1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로드맵에서 제시한 기본소득과 소득보장 정책들 간의 조정 및 설계에 대한 원칙 중 여섯 번

째로 ‘기본소득 급여를 포함하여 모든 공적 이전 현금 급여는 과세소득으로 한다’고 제시했다. 이 원칙

에 따라 개개인이 받은 기본소득 금액에 과세하면 부자에겐 받은 기본소득의 상당액을 다시 세금으로 

내야 하고, 결과적으로 세금의 누진도와 기본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커진다. 다만 이 재원안에는 기본소

득을 과세소득화해서 확보하는 재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 금액을 반영한다면 확보 가능한 재원의 규

모는 더 커질 것이다. 

이상의 재원 방안을 종합하면 194.5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 

3. 2033년도 월 91만 원 지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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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년에 월 91만 원(2021년 기준중위소득의 50%, 1인 가구 기준)의 기본소득을 국내 모든 거

주민에게 지급하려면 총 571.9조 원이 소요된다. 통계청이 2019년에 발표한 장례인구추계에 따르면 

2033년도 총인구는 5180만명이고, 이 중 내국인이 4962만명, 외국인이 218만명이다. 

 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표 2>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모든 재원 방안들을 적용하고, 토지보유세

와 시민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한다. 

<표 -2> 기본소득 재원 방안(월 91만 원 기본소득 기준)

첫째, 토지보유세는 2033년에 전체 민간 보유토지에 1.0%의 세율을 부과한다. 2020년 기준 민간 

보유 토지 가치는 GDP의 3.5배 정도가 된다. 토지보유세 도입과 세율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

정화해 2033년에 민간 보유 토지 가치가 전체 GDP의 3배가 된다고 가정한다. 전체 GDP는 국회예산

정책처가 발표한 『2019~2028 NABO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2028년에 2,626조 원이고, 이때부터 

경제성장률을 2%로 보수적으로 추정할 경우 2033년의 전체 GDP는 약 2,900조 원이 된다. 따라서 민

간 보유 토지 가치는 GDP의 3배인 8,700조 원이 되고, 여기에 1% 세율을 부과하면 87조 원의 토지보

유세 세수입이 발생한다. 여기에 재산세의 토지분을 차감한다. 재산세 토지분은 2019년 기준 민간 보

유 토지 가치의 0.14%였던 비중이 유지된다고 가정해 12.2조 원으로 계산했다. 따라서 토지보유세로 

2033년 확보 가능한 재원은 87조 원에서 12.2조 원을 차감한 74.8조 원이다. 

둘째, 시민소득세는 기본소득 도입 이후에 세율을 10%로 인상한다. 2033년엔 전체 GDP인 약 

2900조 원 가운에 2020년과 마찬가지로 전체의 75%가 가계귀속소득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가계귀속소득은 2175조 원이고, 이에 10%의 세율이 부과돼 총 217.5조 원의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 

셋째, 세제 개혁으로 확보 가능한 재원은 2023년 재원안에서 폐지 대상으로 꼽은 항목들이 10년간 

유지된 상태에서 추가로 공제 제도를 도입하거나 폐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추산했다. 공제 폐지로 확

보 가능한 재원의 규모는 소득세수의 규모와 관련이 크다. 소득세수는 2014년 53.3조 원에서 2019년 

재원 방안 금액

토지보유세(1% 세율) 74.8조 원

시민소득세(10% 세율) 217.5조 원

세제 개혁안 137.8조 원

탄소세 81.5조 원

복지 지출 조정분 32조 원

공유지분 7.7조 원

화폐발행이익 33.5조 원

확보 가능한 재원 584.8조 원

월 91만 원 기본소득 필요 재원 565.7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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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조 원으로 연평균 11.4%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과 조세부담률 증가율이 정체된다는 

전망을 감안하면 소득세수가 이 추세로 늘어나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수가 2014년부터 2019

년까지의 평균 증가율이 2020년부터 매년 0.5%씩 줄어든다고 가정하여 2033년의 소득세수를 추산

했다. 2018년 기준으로 공제 폐지로 확보 가능한 재원이 소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33년에 동

일하게 적용한다고 가정했다. 그렇게 추계할 경우 2033년의 소득세수는 248.8조 원이 되고,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의 폐지로 확보 

가능한 재원은 137.8조 원이 된다. 이 안은 소득세수의 다른 공제항목 폐지, 부가가치세 내의 감면과 면

세, 간이과세 제도의 축소 및 정비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기본소득을 확대하면서 추가적인 세제 

개혁을 할 경우 확보 가능한 재원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넷째, 탄소세는 도입 이후 세율을 인상해 탄소배출량을 감축시킨다. IMF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

량을 지금의 23%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선진국에게 톤당 75달러의 탄소세를 권장했고, 캐나다의 탄소

세 계획을 좋은 사례로 소개했다. 캐나다 정부는 현재 톤당 10캐나다 달러인 탄소세율을 2022년 톤당 

50달러, 2030년 톤당 170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톤당 3만 8천 원

으로 시작한 탄소세율을 캐나다 수준인 톤당 16만 원으로 인상하고, 이렇게 탄소세율을 올려 탄소배출

량을 2018년 7억2,763만 톤에서 30% 감축된 5억 934만 톤으로 줄어든다고 가정한다. 톤당 16만 원

에 감축된 탄소배출량을 곱하면 81.5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 기본소득이 2033년에 월 91만 원이 되면 기존 복지의 조정으로 총 32조 원의 재원을 확보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수준에 도달하면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은 기본소득으로 전액 

통합된다. 

중앙정부가 민간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절반을 지분으로 받아 조성한 ‘공유기금’이 연 5%의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면 2033년에 7.7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 

상업은행의 부분 지급준비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법정화폐로 은행화폐의 역할을 

대체해 중앙정부가 화폐발행이익을 온전히 확보하는 주권화폐 개혁을 실시하면 2033년 기준 167.3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 주권화폐 개혁은 그 정당성이 충분하지만, 기존의 화폐 발행 방식을 바꾸는 급진

적 개혁이라는 점을 감안해 확보 가능한 재원의 1/5인 33.5조 원만을 기본소득 재원안에 반영했다. 

이상의 재원 방안을 종합하면 584.8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월 91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

는데 필요한 565.7조 원을 상회하는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