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
간

  《기
본

소
득
》 2022. 봄

107

1. 들어가는 말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대선 공약, 심상정 후보의 음의 소득세(“시민평생소득”) 대선 공약, 서

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계획 등이 발표되면서,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이하 NIT)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들어 이 둘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나 기고도 많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글들 중 다수는 두 제도 간 공통점과 차이점

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피상적인 이해에 그치거나 오히려 오해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

하고 있는 실정이다(대표적인 예로, 강성진, 2021a; 2021b; 2021c; 2021d; 2021e; 2021f; 박기성, 조

경엽, 2021). 이 글에서는 그중에서 기본소득과 NIT를 비교한 최근의 두 가지 사례를 비판적으로 평가

하고 각 글의 주장과 논거에 응답함으로써, 기본소득과 NIT 제도의 이해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

다.1) 

  본고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인 

남상호(2021)이다. 이 글은 기본소득과 NIT의 비교 및 NIT 제도의 이해 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

고 있으며,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두 제도 각각의 이해와 두 제도 간 비교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여 평가 대상으로 정하였다. 둘째, 『경향신문』에 안심소득과 기본소득, NIT와 기본소득을 비교하

는 글을 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형중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윤형중, 2021a)과 논쟁도 펼

쳤던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의 기고문이다(이우진, 2021a; 2021b). 이 글들은 다양한 수치 예와 

모형 소개를 통해 NIT와 기본소득을 비교하면서 소득재분배 효과 면에서 NIT가 우월함을 주장하고 있

1)　기본소득과 NIT 제도 특성에 관한 자세한 비교는 본지 이번 호에 실린 필자의 다른 글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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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NIT 제도를 특징짓는 핵심 모수들 간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의 논리를 정확하게 비판하기

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기본소득과 NIT를 특징짓는 핵심 모수와 

두 제도의 다양한 모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여 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2. 남상호(2021)에 대한 비판적 평가

 남상호(2021)는 2020년 가계부문의 총처분가능소득과 2018년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총지출액을 

이용하여 소득 10분위별 가처분소득 자료를 구축한 후 총 세 가지 시나리오의 빈곤 개선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1은 전체 소득분위를 대상으로 가계소득에 대하여 정률로 과세하여 월 10만 원

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고, 시나리오 2는 소득 6분위 이상의 가계에 정률로 과세한 것을 바탕으로 

소득 5분위 이하 가계에 현재 소득에 반비례하는 방식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며, 시나리오 3은 전체 

소득분위를 대상으로 가계소득에 대하여 정률로 과세하여 소득 7분위 이하의 가계에 현재 소득에 반비

례하는 방식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부분균형 분석 결과,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1 순으

로 빈곤갭과 저소득층 내 불평등을 더 많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는 기본소득과 NIT의 비교 및 NIT 제도의 이해 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보여준다.

  첫째,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3에서 급여를 받는 저소득 분위들을 대상으로 현재 소득에 반비례

하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가정할 수도 있

겠지만 이러한 방식은 현실에서 도입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가구의 실

제 소득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고, 소득이 0에 가까울수록 수급대상층이 직면하게 되는 급여감소율 역

시 급격하게 증가하며, 소득 순위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후술할 바와 같

이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3은 손익분기점 소득을 중심으로 현재 소득과의 차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

는 NIT 제도와는 설계가 완전히 다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남상호(2021)의 시나리오 2를 요약해서 나타낸 <표 1>과 시나리오 2를 단

일 NIT 세율 적용으로 재구성한 <표 2>를 비교해보자.

  <표 1>의 제일 오른쪽 열은 시나리오 2에서 ‘기본소득 급여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시나리오 2에서는 소득 1~5분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설정하고 있는데, 전체 ‘기본소득’ 지급액은 60조로 정해진 상황에서 5분위까지의 각 소득분위에 당초 

가처분소득에 반비례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므로 ‘당초 가처분소득×기본소득 급여액’

의 값은 소득 1~5분위 모두 약 721.4로 같다. 즉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소득구간을 정하더라도 모든 가

구의 소득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가 추가되어야만 각 가구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기본소득’ 액수가 정해

지는 방식인 것이다. 이는 손익분기점 소득, NIT 세율, 최소보장소득을 정하면 각 개인이나 가구에게 지

급되는 급여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NIT와는 제도 설계가 완전히 다름을 뜻한다.

다음으로 <표 2>는 시나리오 2를 단일 NIT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재구성한 것과 시나리오 2

를 비교한 것이다. 시나리오 2에서 소득 5분위의 최종 가처분소득이 약 116.45656이 되며 당초 가

처분소득이 116.7806인 소득 6분위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6분위 소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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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806을 손익분기점 소득이라고 가정하였다. ‘6분위 소득과의 격차’ 열은 손익분기점 소득인 6분

위 소득과 소득 1~5분위의 당초 가처분소득과의 차이를 표시한 것이다. 그것을 모두 더하면 약 217

소득 분위 
당초 

가처분소득 
(A)

소득세 
추가부담분

(B)

기본소득
급여액 

(C)

순이전소득 
(D=C-B)

최종 
가처분소득 
(E=A+C-B)

당초 가처분소
득×기본소득 

급여액

1 30.4818 0 23.6661 23.6661 54.1478 721.4

2 59.0272 0 12.2212 12.2212 71.2484 721.4

3 73.8905 0 9.7629 9.7629 83.6534 721.4

4 92.6582 0 7.7854 7.7854 100.4436 721.4

5 109.892 0 6.5645 6.5645 116.4565 721.4

6 116.7806 3.8424 0 -3.8424 112.9382 -

7 143.1684 5.5764 0 -5.5764 137.592 -

8 156.4586 8.2608 0 -8.2608 148.1978 -

9 211.3174 13.2912 0 -13.2912 198.0262 -

10 352.5316 29.0292 0 -29.0292 323.5024 -

합계 1346.2062 60.0000 60.0000 0 1346.2062 -

주: 남상호(2021: 표 3). ‘당초 가처분소득×기본소득 급여액’ 열은 필자가 추가한 것이며, 소수점 아래 여섯자리에서 반올림한 두 숫자
를 곱한 값이라 정확한 값을 알 수 없어서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엄밀한 의미에서 기본소득 방식이라 보기 어렵지만, 저
자의 표현을 존중하여 C열의 ‘기본소득 급여액’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함.

소득 분위 
당초 

가처분소득 
NIT 

급여액 
6분위 소득과의 

격차

6분위 소득과의 격
차×단일 NIT 세율

(약 27.5%) 

시나리오 2의 
기본소득 급여액

시나리오 2의 기본
소득 급여액-NIT 급

여액

1 30.4818 23.7571 86.2988 23.7571 23.6661 -0.091

2 59.0272 15.8988 57.7534 15.8988 12.2212 -3.6776

3 73.8905 11.8071 42.8901 11.8071 9.7629 -2.0442

4 92.6582 6.6406 24.1224 6.6406 7.7854 1.1448

5 109.892 1.8964 6.8886 1.8964 6.5645 4.6681

6 116.7806 - - - - -

7 143.1684 - - - - -

8 156.4586 - - - - -

9 211.3174 - - - - -

10 352.5316 - - - - -

합계 1346.2062 60.0000 217.9533 60.0000 60.0000 0

주: 남상호(2021: 표 3)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2를 단일 NIT 세율 적용으로 재구성한 열과 시나리오 2의 내용을 비교함. 엄밀한 의미에서 
기본소득 방식이라 보기 어렵지만, 저자의 표현을 존중하여 ‘기본소득 급여액’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함. 소득 6~10분위의 경우, 급
여를 지급받는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가처분소득만을 수치로 표현함.

<표 2 > 시나리오 2를 단일 NIT 세율 적용으로 재구성한 것과 시나리오 2의 비교

<표 1 > 남상호(2021)의 시나리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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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9533억원이 되고, NIT 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총 액수는 60조로 정해져 있으므로, 단일한 NIT 세율

을 가정할 경우 그 값은 약 27.5%로 계산된다(=60/217.9533×100(%)). 소득 1~5분위에게 지급되는 

NIT 급여액은 ‘6분위 소득과의 격차×단일 NIT 세율’로 계산되며, 그러므로 ‘NIT 급여액’ 열과 ‘6분위 

소득과의 격차×단일 NIT 세율’ 열의 값은 동일하다. 이를 시나리오 2의 ‘기본소득 급여액’과 비교해보

면, 소득 1~3분위의 경우에는 시나리오 2의 ‘기본소득 급여액’이 NIT 급여액보다 적은 반면, 소득 4~5

분위는 시나리오 2에서 NIT에서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에서 소

득 6~10분위의 최종 가처분소득이 동일하다는 사실까지 고려해볼 때, 단일 NIT 세율을 가진 NIT 모형

이 시나리오 2보다 지니계수로 측정된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실제로 단

일 NIT 세율을 가진 NIT 모형에서 최종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약 0.276으로 계산되어, 시나리오 2

에서의 약 0.278보다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NIT 지급구간에서의 NIT 세율을 반드시 단일세율

로 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구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모형도 이론적으로, 정

책적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여기서는 다만 가장 단순한 형태의 NIT 설계조차 복잡한 설계의 시나

리오 2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사실만을 확인해두기로 하자.

<표 3> NIT 모형과 시나리오 2의 소득분위별 급여감소율 비교

  NIT 제도를 설계할 때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얼마만큼 보장해주느냐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노동 유인이다. 적절한 소득의 보장(곧 손익분기점 소득과의 소득 차이를 일정 비율로 보전해준다는 차

원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세율은 곤란함)과 노동 유인의 제고(곧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곤란함)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NIT 세율은 대개 33  ~50%로 제안된 것이다(Friedman, 1962; Klein, 1966; 

Green and Lampman, 1967; Tobin, 1966; 1968; Tobin, Pechman and Mieszkowski, 1967; 

Diamond, 1968). 이어지는 <표 3>은 단일 NIT 세율을 적용한 NIT 모형과 시나리오 2에서 소득 1~5

분위의 급여감소율을 나타낸 것이다.2) NIT 모형에서 급여감소율을 뜻하는 NIT 세율은 소득 1~5분위

2)　시나리오 2에서 각 가구가 직면하는 급여감소율은 소득이 약간 증가했을 때의 ‘한계(marginal)’(미분) 개념으로 측정하는 것이 정확
하지만, 10개의 소득분위로 요약한 집계 자료에 대한 분석에서 이것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두 소득분위 간 기울기(선형 보간) 개
념을 반영하는 ‘(다음 소득분위와의 순이전소득 차이)/(다음 소득분위와의 가처분소득 차이)×100(%)’로 대리하였음을 밝힌다. 다만 

주: 남상호(2021: 표 3)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함. NIT 세율과 급여감소율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소득 6분위의 경우, 
급여를 지급받는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가처분소득과 시나리오 2의 순이전소득만을 수치로 표현함.

소득 분위 
당초 

가처분소득 

NIT 모형 시나리오 2

NIT 
급여액 

NIT 세율
(급여감소율)

시나리오 2의 
순이전소득

다음 소득분위
와의 가처분소

득 차이

다음 소득분위
와의 순이전소

득 차이
급여감소율

1 30.4818 23.7571

27.5

23.6661 28.5454 11.4449 40.1

2 59.0272 15.8988 12.2212 14.8633 2.4583 16.5

3 73.8905 11.8071 9.7629 18.7677 1.9775 10.5

4 92.6582 6.6406 7.7854 17.2338 1.2209 7.1

5 109.892 1.8964 6.5645 6.8886 10.4069 151.1

6 116.7806 - - -3.84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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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약 27.5%로 단일한 반면에, 시나리오 2에서 소득 1~5분위가 직면하는 급여감소율은 소득 1

분위(약 40.1%)에서 4분위(약 7.1%)까지는 감소하다가 소득 5분위에서 갑자기 100%를 상회하는 약 

151.1%를 기록하는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 적절한 소득의 보장과 노동 유인의 제고 간 균형을 이룰 필

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해하기 쉽고 예측가능한 제도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

려해볼 때, 수급층 내에서 급여감소율 차이가 매우 큰 것은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시나리오 2에서 

이전소득을 지급받는 5분위와 소득세를 납부하는 6분위 간 소득 순위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표 1>에서 5분위와 6분위의 최종 가처분소득 참조). 시나리오 2에서 소득 순위역전 현상이 발생한

다는 사실은 소득 순위보존을 유지하는 것으로 설계된 NIT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

한 요소는 제도 구상안의 현실 도입가능성과 정당성을 더욱 낮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명목 이전액이 동일한 세 시나리오를 비교하고 있는데, 개인소득세 재원 기본

소득과 NIT의 비교 맥락에서는 명목 이전액이 동일한 모형이 아니라 순 이전액이 동일한 모형 내지 시

나리오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세 시나리오에서 명목 이전액은 모두 60조  

원이지만, 순 이전액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 시나리오 1의 순 이전액은 약 27조 1560억 원, 시나리오 2

의 순 이전액은 60조 원, 시나리오 3의 순 이전액은 약 45조 8897억 원이었다(남상호(2021)의 <표 2> 

~ <표 4> 참조).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1 순으로 빈곤갭과 저소득층 내 불평등을 더 많이 감

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부분균형 분석 결과는 거의 대부분 순 이전액에서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세 시나리오에서 순 이전액과 지니계수 감소분 간 상관계수와 순 이전액과 지니계수 감소율 간 상관계

수는 모두 약 0.9912으로, 1에 가까운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끝으로 기본소득과 NIT의 비교 및 NIT 제도의 이해와 관련된 것 외에도 분석방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현재 가처분소득에 대한 과세를 바탕으로 기본소득 혹은 유사 NIT 

제도의 빈곤 완화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가처분소득에는 이미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차감한 부분과 

공적 이전소득이 지급된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정에는 문제가 있다. 둘째, 

시나리오 1과 3은 전체 소득분위를 대상으로, 시나리오 2는 소득 6~10분위를 대상으로 가계소득에 대

하여 정률로 과세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 남상호(2021)의 <표 2> ~ <표 4>의 수치 예에서는 세 시

나리오 모두 정률과세가 아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 이우진(2021a; 2021b)에 대한 비판적 평가

고려대 경제학과 이우진 교수(이우진, 2021b)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안심소득과 이재명 후

보(당시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의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 칼럼의 제목과 같이, 아마도 두 제도

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했던 모양인데, 그러나 그의 의도와는 달리 오

히려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오해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보론에서는 안심소득 또는 음의 소득세, 

이러한 대리지표의 활용이 시나리오 2에서 저소득 구간 내에서도 급여감소율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 손익분기점 소득보다 약간 
아래인 소득자와 약간 위인 소득자 사이에 100%를 상회하는 급여감소율 구간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로 인한 소득 순위역전 현상
이 발생한다는 점을 논의하는 데에는 충분하며, 이러한 사실은 ‘한계’(미분) 개념으로 제대로 측정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확인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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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이우진 교수의 설명 내지 주장에 대한 비판을 통해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이우진(2021b)은 갑, 을, 병 세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를 가정하면서 수치 예를 제시하고 있다. 먼

저 세 사람의 시장소득이 각각 <0, 100, 500>일 경우, 최소보장소득으로 중위소득의 50%를 보장하는 

안심소득제에서는 세 사람의 소득이 <50, 100, 450>으로 변화한다고 설명한다. 다음으로 시장소득이 

0인 사람에게 안심소득제에서와 같이 50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일치하면서 소득이 100 이하인 

구간에서는 50% 세율로, 100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12.5%의 세율로 과세하는 형태의 역진소득세

(그의 표현으로는 “누감소득세”)-기본소득제에서도 세 사람의 소득이 <50, 100, 450>으로 바뀌어 정

책을 도입한 후의 최종소득의 분포 면에서 동일하게 설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제에는 추가 소요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고(이건민, 2018; 김찬

휘, 2021; 윤형중, 2021a), 이 수치 예에서는 그것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는 않고 있지만, 적어도 여기

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위의 ‘안심소득제’를 ‘음의 소득제’로 고치기만 하면 된다). 위의 수치 예에서 보

자면, 순이전소득 면에서 안심소득제와 기본소득은 50으로 일치하는 반면, 명목재원 면에서 안심소득

제는 50, 기본소득제는 150으로 차이가 난다. 여기서는 모두가 과세 대상이자 급여 대상인 기본소득이 

손익분기점 소득을 기준으로 그 미만의 소득자에게는 급여(음의 소득세)를 제공하는 대신 그것을 초과

하는 소득자에게는 양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음의 소득세보다 명목재원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다.

  문제는 이우진(2021b)이 비례세 방식을 가정한 두 가지 기본소득 방식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안

심소득제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는 모든 소득구간에 12.5% 세율로 과세하여 모두에게 25

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1안의 경우 최종 소득분포가 <25, 112.5, 462.5>, 25% 세율로 과세하여 모두

에게 50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2안의 경우 최종 소득분포가 <50, 125, 425>가 됨을 보여준다. 그러면

서 1안의 경우 명목재원이 75로 50이었던 위의 안심소득세의 예(<50, 100, 450>)보다 더 많은데도 불

평등 개선 효과가 더 낮으며, 2안의 경우 명목재원이 150으로 안심소득세 경우의 3배인데도 불평등은 

미미하게 개선될 뿐이라고 지적한다. 이를 근거로 그는 안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소득불평등 개선 효

과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우선 이우진(2021b)이 처음으로 제시한 수치 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소득세 재원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가 경제학적으로 동등하게 설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두 제도 간 경제학적 동등성이란 소득이 0인 사람이 받게 되는 최소보장소득과 

소득구간별 (한계)세율이 양 제도에서 서로 일치하기에 경제 주체들이 동일한 경제적 유인에 직면한다

는 의미이다. 둘째, 경제학적으로 동등한 개인소득세 재원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에서 같은 것은 순이

전소득(순재원)이지 명목이전소득(명목재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개인소득세 재

원)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 모형의 분배 효과를 비교할 때에는 명목재원이 같은 것끼리 비교하는 것보

다는 순이전소득이 같은 것끼리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우진(2021b)이 두 가지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과 안심소득 모형을 비교한 

것을 재평가해보자. 세 사람의 최초의 시장소득 분포는 <0, 100, 500>로 지니계수는 약 0.556이다. 모

든 소득구간에 12.5% 세율로 과세하여 모두에게 25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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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1을 적용할 경우, 순이전소득은 37.5, 지니계수는 약 0.468, 지니계수 개선분은 약 0.069, 지니계수 

개선율은 12.5%가 된다. 모든 소득구간에 25% 세율로 과세하여 모두에게 50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 2를 적용할 경우, 순이전소득은 75, 지니계수는 약 0.417, 지니계수 개선분

은 약 0.139, 지니계수 개선율은 25%가 된다. 안심소득 모형을 적용할 경우, 순이전소득은 50, 지니계

수는 약 0.444, 지니계수 개선분은 약 0.111, 지니계수 개선율은 20%가 된다. 세율이 25%인 비례소득

세-기본소득 모형 2에서의 지니계수 개선분과 개선율이 세율이 12.5%인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 1

에서의 값들의 정확히 2배라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3)  또한 순이전소득과 지니계수 개선분 및 개선

율 모두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 2(75/약 0.139/25%), 안심소득 모형(50/약 0.111/20%), 비례소득

세-기본소득 모형 1(25/약 0.069/12.5%) 순으로 크기가 크다는 것이 확인된다. 참고로 세 모형에서 순 

이전액과 지니계수 개선분 간 상관계수와 순 이전액과 지니계수 개선율 간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모두 

약 0.9538로, 1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준다.

  이어서 순이전소득 면에서 안심소득 모형과 동일한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을 찾아서 안심소

득 모형의 분배효과와 비교해보자. 순이전소득이 50인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이 모형을 비례소득

세-기본소득 모형 3이라 부르자)이 되기 위해서는 세율이 16 %여야 한다. 이 모형을 적용해보면, 최

종 소득분포는 <33  , 116  , 450>, 지니계수는 약 0.462, 지니계수 개선분은 약 0.092, 지니계수 개

선율은 16%가 된다. 여기서 안심소득 모형이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 3보다 지니계수 개선율이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일종의 역진소득세-기본소득 모형과 경제학적으로 동등한 안심소득 모형이 순이전

소득 면에서 동일한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과세 측면만 따

져보자면, 역진소득세보다 비례소득세가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해야 할 텐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

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NIT와 개인소득세 재원 기본소득의 제도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NIT 제도

를 특징짓는 핵심 모수는 바로 최소보장소득의 액수, NIT 세율, 손익분기소득의 크기이며, 이들 간에는 

이라는 관계가 성립한다(Henderson, 1971; Sommer, 2016: Ch.3). 따라서 

셋 중 어느 둘이 정해지면 다른 하나는 자동적으로 결정되며, 셋 중 어느 하나를 고정시킨 상황에서 다

른 하나를 변화시키면 나머지 하나도 자동으로 변화되는 관계이다. 이우진(2021b)이 들고 있는 예에

서는 안심소득 모형 하 손익분기소득이 중위소득인 100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러할 경우 NIT를 지

급 받는 저소득구간에서 적용되는 NIT 세율이 높을수록 (적어도 과세와 급여의 직접효과만 따졌을 때

에는)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며 빈곤 및 불평등 개선 효과도 높게 나타나게 된다. 반대로 만약 최소보장

소득이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NIT 세율이 낮을수록 저소득층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하

며 손익분기소득의 크기도 커져서 NIT 지원대상층의 규모도 커지게 된다. 참고로 t% 비례소득세-기본

소득 모형 적용 시 각 개인의 소득격차가 모두 t% 줄어든다는 Yi(2021)의 결과를 역진소득세-기본소득 

모형, 누진소득세-기본소득 모형, NIT 모형 일반으로 확장하여 사고해보면, t%라고 하는 동일한 세율

을 적용받는 소득구간 내 개인 간 소득격차는 (직접효과만 고려했을 때에는) 정확히 t% 감소한다는 사

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우진(2021b)의 예에서, 0과 100 사이의 소득구간에 50%의 세율을 적

용한 안심소득세 모형이 0과 100 사이의 소득구간에 16 %의 세율을 적용한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

3)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이 갖는 다양한 특성들과 이에 대한 수학적 증명으로는 Yi(2021)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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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3보다 최소보장소득이 큰 것(전자는 손익분기소득인 중위소득의 50%인 50 vs. 후자는 평균소득의 

16 %인 33  )과 그런 의미에서 빈곤 개선 효과가 더 크게 나온 것은 분배 개선 효과 면에서 기본소득

에 비한 안심소득 내지 음의 소득세의 우월성을 입증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소득세-기본소득 모형과 

NIT 모형의 일반적인 제도적 특성에서 비롯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우진(2021b)의 예에서 들고 있는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 1, 2, 그리고 필자가 추가

로 제시한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 3이 안심소득 모형( 및 중위소득 100% 이하로 손익분기소득을 

설정한 대부분의 NIT 모형들)과 구별되는 점은 바로 평균소득(200) 미만인 소득자, 즉 이 예에서는 소

득이 100인 중위소득자도 평균소득과의 격차를 세율에 비례하여 줄인다는 점이며(모형 1의 경우 100

에서 87.5로 12.5% 감소, 모형 2의 경우 100에서 75로 25% 감소, 모형 3의 경우 100에서 83  로 

16 % 감소), 이는 기본소득이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한 배에 태우는 아이디어”(윤형중, 2021b)라는 

주장의 근거를 이룬다(Yi, 2021). 이는 현실에서 제안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NIT 간 중요한 차이 중 하나

이며, 복지정치를 고려했을 때 기본소득이 NIT보다 제도 도입 후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장기동태적 확

장가능성이 더 높다는 예상을 가능케 하는 요소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최소보장소득과 NIT 세율을 

가진 특정한 NIT 모형(예컨대 중위소득의 50%인 최소보장소득과 50%의 NIT 세율(그러므로 손익분

기소득은 중위소득의 100%)을 가진 모형)이 빈곤 개선에는 확실히 효과적일 수 있지만, (기존 세제와 

복지급여와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했을 때) 제도의 순수혜층의 규모를 전 인구의 50% 이하가 되게끔 함

으로써 제도의 지속가능성이나 장기동태적 확장가능성은 아무래도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개

인소득세-기본소득 모형 또는 그것을 포함한 전체 기본소득 정책패키지는 순수혜층의 규모가 적어도 

70~80% 이상이 되게끔 함으로써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장기동태적 확장가능성은 훨씬 높을 것으로 기

대된다.4)  특히나 최근에 국내에서 기본소득 대신 NIT나 유사 NIT를 제안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거나 직관적으로 감지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된다(예컨대 박기성(2017)을 보라).5)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추가로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윤형중(2021a)을 반박하기 위한 기고문인 

이우진(2021a)에서 그는 “윤씨가 얘기하는 ‘순비용’은 ‘순조세’를 말한다. 즉 납부한 세금에서 받은 소

득보조액을 차감한 액수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경우 순조세의 합은 항상 0이다.”라고 주장한

다. 하지만 윤형중(2021a)의 비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위에서의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 1, 2와 안심소득 모형은 ‘순 이전액수=순 부담액수’라는 점에서는 모두 일치하며, 그런 의미에서 

이우진(2021a)의 표현대로 세 모형은 모두 ‘재정중립성’을 충족시킨다. 하지만 위에서도 살펴봤듯이, 

세 모형의 순 이전액수는 37.5, 75, 50으로 각각 다르다. 이우진(2021a)은 세 모형 간 이러한 차이를 무

시한 채, 재정중립성을 만족하는 모든 모형에서 ‘순 이전액수=순 부담액수’가 성립하므로 “모든 경우 

순조세의 합은 항상 0이다.”라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로, (개인소득세 재원) 기본소득과 NIT는 

4)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연하자면, 필자가 특정 제도의 선호가 전적으로 제도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손익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도 도입으로 인한 이해관계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며 이를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5)　박기성(2017)은 ‘한국형 기본소득제 검토방안’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의 광풍”, “눈덩이”, “기하급수” 등의 표현을 수차례 사용하였
다. 그는 한 번 기본소득이 도입되고 나면 기본소득의 지급액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급증하게 될 것을 크게 경계하였으며, 이것이 
그가 안심소득제를 제안하게 된 주요한 배경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이건민, 2018: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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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이전액수 측면에서 비교해야 한다는 윤형중(2021a)의 정당한 지적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 둘째, 박

기성, 변양규(2017)의 안심소득제 제안에서 손익분기점 소득으로 삼은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

원은 201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약 94.9%,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1,250만원은 2016년 기준 중

위소득의 약 64.1%에 상응한다는 것이다(e-나라지표, 2021).6)  따라서 실제로 박기성, 변양규(2017)

의 안심소득제에서의 최소보장소득인 1인당 연 500만 원은 1인 가구 기준으로 보자면 중위소득의 약 

25.6%(=1인 가구 중위소득 64.1%(손익분기점 소득)×안심소득세율 40%(NIT 세율)÷100)에 불과

하다. 하지만 이우진(2021b)은 이러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안심소득

세율을 박기성, 변양규(2017)에서의 40%가 아니라 최근의 제안인 박기성(2020)이나 박기성, 조경엽

(2021)에서와 같이 안심소득세율 50%를 적용하더라도 1인 가구 중위소득의 약 32%에 불과해, 이우

진(2021b)이 들고 있는 중위소득 50% 수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반영한다면, 

최초 시장소득 <0, 100, 500>에서 안심소득제를 적용했을 때의 최종 소득분포는 이우진(2021b)에서

와 같이 <50, 100, 450>이 아니라 <약 32, 100, 약 468>이 되어, 비례소득세-기본소득 모형 3의 최종 

소득분포인 <33  , 116  , 450>에 비해 소득불평등뿐만 아니라 빈곤 개선 효과도 더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4. 나오는 말

  지금까지 기본소득과 NIT를 비교한 최근의 두 사례, 즉 남상호(2021)와 이우진(2021a; 2021b)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각 글의 주장과 논거에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개인소득세 재원) 기본소득

과 음의 소득세 모형의 분배 효과를 비교할 때에는 명목이전소득이 같은 것끼리 비교하는 것보다는 순

이전소득이 같은 것끼리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 둘째, 언뜻 보면 NIT인 것처럼 보이지만 뜯어보

면 NIT가 아닌 제안들이 제출되고 있다는 것, 셋째, NIT 제도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NIT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 넷째, NIT 모형과 개인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을 하나

의 통합적인 틀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 다섯째, 현실에서 제안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NIT가 복지정치

적 차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 글이 기본소득과 NIT 제도

의 이해, 그리고 두 제도와 관련한 향후 토론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6)　박기성, 변양규(2017)와 박기성, 조경엽(2021)에서는 가구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지 않은 반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
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서는 가구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이성희, 2021). 이러한 
차이는 안심소득 지원대상이 전자에서는 중위소득의 100%인 반면 후자에서는 중위소득의 85%라는 점과 더불어 특별히 주목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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