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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 연구

특집

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기 생활보장 정책의 재분배효과 비교*
14)

강남훈**15)

이 에서는 종합소득세, 부동산세, 증권양도소득세, 법인세, 환경세의 5가지 조

세를 통하여 1/5씩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가정하에서, 한 기 생활보장 정

책과 기본소득 정책의 가구별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계청의 2006 가계자산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하 다. 한 기 생활보장 정책을 해서는 7조 2,332억 

원의 조세가 필요하고 기본소득을 해서는 131조 1,715억 원의 조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사회부담은 조세 규모보다 훨씬 작다. 기본소득의 사회부담은 

71조 7,610억 원으로서 한 기 생활보장 정책의 사회부담 12조 2,100억 원의 

5.88배 정도이다. 가계부담은 한 기 생활보장 정책의 경우가 9조 1,720억 원인 

데 비해서 기본소득의 경우는 16조 6,690억 원이다. 한 기 생활보장 정책에서 

가계 부담을 조 만 더 늘리면 체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보장인구 1명당 가계부담은 한 기 생활보장 정책의 경우에는 456만 원이 들

었지만, 기본소득은 40만 3,000원이 들었다. 1만 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한 

기 생활보장 정책은 가계 체로서 1만 2,667원을 부담하 지만, 기본소득은 1,119

원을 부담하 다. 

주요 용어: 기본소득, 기 생활보장, 재분배, 사회부담.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A-A00034).

** 한신 학교 경제학과, kangnamho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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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강남훈·곽노완·이수 (2009)이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한 이래로, 

김교성(2009)과 백승호(2010)가 기본소득의 재분배효과에 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 다. 김교성(2009)은 복지패  2차 자료를 사용하여 빈곤 완화 효과

를 추정하 고, 백승호(2010)는 복지패  3차 자료를 사용하여 상 빈곤 완화효

과와 소득재분배효과를 추정하 다. 두 연구에서 기본소득의 빈곤완화 효과는 

모두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 모두 조세 효과는 분석하지 않았는데, 

조세 효과를 분석하 다면 소득재분배효과는 더 커졌을 것이다(백승호, 2010).1) 

미국의 경우에는 가핑클·황·나이디치(Garfinkel, Huang & Naidich, 2010)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은 인구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기본소득이 재의 제도들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 측면에서 우월함을 입증하 다.

이 의 목 은 기본소득 정책의 가구별 소득 재분배 효과를, 조세 효과를 

포함하여 추정하고, 그 결과를 한 기 생활보장 정책과 비교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한 기 생활보장정책이란 부양의무자 기  등 까다로운 조

건이 없이 최 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얻는 모든 가구의 기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자료는 통계청의 2006년 가계자산조사를 사용하 다.2) 가계자산조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구별로 소득 이외에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재산이 조사되어 

있어서 소득세 이외에 부동산세와 주식양도소득세를 재원으로 사용하 을 때

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모델에서는 특히 불로소득에 

한 과세가 요하므로(곽노완, 2008, 2010), 토지불로소득과 융불로소득에 

한 과세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가구별 소득의 재분배효과를 분석하는 이유는 가구별 소득의 변화가 개인별 

소득의 변화보다 어떤 정책에 한 찬성과 반 를 단하는 더 합한 기 이 

1) 일반 으로 고소득층의 소득으로부터 더 많은 조세를 걷게 되므로, 조세효과를 포

함시키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커지게 된다.

2) 2006년 자료는 2011년 재 이용 가능한 최신 자료이다. 가계자산조사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음번 조사는 2011년에 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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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정책으로 인하여 비록 자기의 소득은 감소하

더라도 자기 가구 체 소득이 증가한다면, 그 정책에 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본소득은 노인이나 아동, 주부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지 되므로 가구별 소득 재분배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타

당하다고 할 수 있다. 

제2 에서는 비교의 기 이 되는 용어들에 해서 정의한다. 제3 에서는 

가계자산조사 에서 이 의 분석과 연 된, 가계의 소득, 부동산, 주식보유의 

황을 서술한다. 제4 에서는 5가지 조세별로 과세 방법과 가계부담비율을 가

정한다. 제5 에서는 기 생활보장 정책에서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제6

에서는 기본소득 정책에서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제7 에서는 제5 과 제

6 의 결과를 비교하고 몇 가지 고찰을 한다.

기본 인 통계 처리는 각각의 정책별로 제4 의 가정에 따라서 납세액과 보

조 을 계산하여 새로운 가구 소득의 백분  분포를 구한 뒤 원래의 가구 소득

의 백분  분포와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분포를 비롯한 모든 통계는 가

치를 고려한 것이고, 통계 소 트웨어는 R을 사용하 다.

기본소득에 해서 잘못된 선입견 의 하나는 엄청난 양의 세 을 내게 된

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세 을 내기도 하고 기본소득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계가 부담하는 세 의 액수는 그 게 크지 않다. 이 을 통하

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용어 정의: 수혜자분포, 재분배규모, 총사회부담

이 에서는 재분배 효과를 수혜자분포, 재분배규모, 가계부담, 사회부담 등

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수혜자분포란 정책으로 인한 순수혜자 혹은 

순납세자의 분포를 말한다. 이 에서는 가구 단 의 효과를 분석하므로, 수혜

자분포는 가구 소득이 증가한 가구가 체 가구의 몇 %이고, 소득이 감소한 

가구가 체 가구의 몇 %인지를 나타낸다.

재분배규모란 정책으로 인하여 체 가구 사이에 재분배되는(이 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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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모를 말한다. 기 생활보장 정책의 경우에는 보장되는 최 생계비 체가 

재분배규모가 된다. 조세를 부담하는 계층과 보조 을 받는 계층이 첩되지 

않고 구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소득 정책의 경우에는 재분배규모가 기본

소득 총액보다 훨씬 작다. 한편으로 모든 가구에게(사람 수에 따라) 기본소득이 

지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부분 가구가 세 을 내게 되기 때문에, 어떤 가구

는 순수혜자가 되고, 어떤 가구는 순납세자가 된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 되는 

크기는 기본소득 총액보다 작아지게 된다. 재분배규모는 순수혜를 받게 되는 

가구의 순이 소득을 합해서 그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순납세를 하게 되는 가구

의 순납세액을 합한 값은 (순)가계부담이라고 정의한다. 재분배규모는 가계부

담과 일치하지 않는다. 법인, 외국인, 비법인 단체 등의 비가계가 부담하는 비가

계부담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지출을 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재분배규모＝가계부담＋비가계부담＋지출 환]의 계가 성립한다.

이 에서는 어떤 정책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가계소득을 사하 손실이라고 

정의한다. 사회부담에는 사하 손실(deadweight loss)이 포함되어야 한다. 를 

들어 최 생계비를 100만 원으로 정했다고 가정해보자. 기 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면 가구 근로소득이 80만 원이었던 가구는 노동하든 노동하지 않든 100

만 원의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더 이상 노동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

으로 보면 80만 원의 소득이 상실되는데, 이것이 사하 손실이다. 의 에서 

한 가구에 100만 원의 최 생계비를 보장하기 하여 사회 체로서 100만 원

＋80만 원＝180만 원의 사회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회부담은 가계부담과 

비가계부담으로 나 다. 

이상의 개념들을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하여 확인하여 보자.

<표 1>은 정책을 실시하기 이 인 시장 상태에서 불로소득가구 3가구가 

각각 2,000만 원, 정규직 노동자 가구가 10가구가 각각 400만 원, 비정규직 노

동자 가구 10가구가 각각 200만 원, 극빈층 가구 5가구가 각각 40만 원의 소득

을 취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다.

기 생활보장 정책은 극빈층 5가구에 각각 100만 원의 최 생계비를 보장하

는 정책이라고 가정한다. 이것을 해서는 500만 원의 세 을 걷어야 한다. 나

머지 23가구의 총소득 1억 2,000만 원에 4.1667%의 세율을 곱해서(비례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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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수

시장 상태 기 생활보장 기본소득 

가구당 소득 
가구당 

최종소득

가구당 

순납세액

가구당 

최종소득

가구당 

순납세액

불로소득가구 3가구 2,000만 원1,916.67만 원 83.33만 원1,633.33만 원 366.67만 원

정규직가구 10가구 400만 원 383.33만 원 16.67만 원 406.67만 원 -6.67만 원

비정규직가구 10가구 200만 원 191.67만 원 8.33만 원 253.33만 원 -53.33만 원

극빈층가구 5가구 4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40만 원 -100만 원

체가구 합계 28가구 12,200만 원 12,000만 원 0 12,200만 원 0

주: 이 표에 나오는 가구 수는 조사된 자료에 기 한 것이 아니라 가상 인 값이다.

자료: 강남훈(2010)의 표를 수정.

<표 1> 기본소득 정책과 기 생활보장 정책의 비교

500만 원을 걷는다고 가정한다. 28가구  23가구가 순납세자가 되고, 5가구가 

순수혜자가 된다. 이것이 수혜자분포이다. 재분배규모는 500만 원이다. 이 경

우에는 극빈층 가구가 더 이상 노동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가구당 40만 원의 

소득이 상실된다. 따라서 사하 손실 200만 원이 발생한다. 사회부담은 700만 

원이다.

기본소득의 경우 28가구 체에게 100만 원씩 지불하기 하여 2,800만 원

의 세 을 걷어야 한다. 극빈층은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극빈층을 제

외한 국민 체 소득이 1억 2,000만 원이므로, 비례세율은 23.3333%가 된다. 

1가구당 소득 2,000만 원의 불로소득가구는 세 을 466.67만 원 내고, 기본소득

을 100만 원 받으니까 1가구당 최종소득(보조   조세 후 소득)이 1,633.33만 

원으로 된다. 기본소득 수혜자분포는 28가구  3가구가 순납세자되고 25가구

가 순수혜자가 된다. 재분배규모는 1,100만 원이다. 총 2,800만 원의 기본소득 

총액 에서 1,100만 원만이 재분배규모가 된다. 기본소득 정책으로 인하여 상

실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사회부담은 재분배규모와 동일한 1,100만 원이다. 

의 에서 기 생활보장 정책과 기본소득 정책을 비교할 때 사회부담의 

차이는 4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기 생활보장 정책보다 사회 으로 400만 

원을 더 부담하면 모든 가구에 기본소득을 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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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순 가구 소득(만 원) 소득 순 가구 소득(만 원)

0% 6 60% 3,463

10% 970 70% 4,003

20% 1,563 80% 4,770

30% 2,042 90% 5,968

40% 2,502 100% 160,000

50% 2,980 - -

<표 2> 연간 가구소득의 분포 

3. 소득, 부동산  주식 보유 황

2006년 가계자산 조사에서 제외된 가구들이 있다.3) 그래서 조사 모집단 가

구는 1,435만 1,735가구이고, 조사모집단 인구는 4,131만 8,350명이다. 가구당 

평균 가족은 2.878979명이었다. 노인가구는 221만 4,668가구이고, 비노인가구

는 1,213만 7,067가구이었다. 

연평균 가구소득은 3,421만 원이었고,4) 가구소득의 지니계수는 0.3602265이

었다. 가구소득의 앙값은 2,980만 원이었다. 가구소득의 분포는 <표 2>와 

같았다.

한 거주하는 주택의 황은 다음 <표 3>과 같았다.

3) 이 조사에서 제외된 가구들은 다음과 같다.

1인 제외 가구 2인 이상 제외 가구

∘15세 미만 

∘사회시설에 거주

∘외국인 가구

 ․가구주가 외국인이라도 한국에 귀화한 

가구는 조사 상이 된다.

∘음식 , 여 , 하숙업을 경 하는 겸용주

택 내의 가구

∘가구원  업상 사용인이 2인 이상 동

거하는 가구

∘비 연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외국인 가구

4) 이 에 나오는 모든 통계는 가구별 가 치를 반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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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25% 30% 35% 40% 45%

0 0 0 0 0 0 1,796 4,000 5,980 7,200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8,700 10,500 12,500 15,000 18,290 22,090 27,500 35,000 50,000 90,000 1,558,000

<표 4> 부동산 보유액 분포 (단 : 만 원)

구분 가구 수

자가 8,608,197

세 3,042,202

보증부월세 1,568,712

월세, 사 세 423,763

기타(무상주택, 사옥 등) 708,861

<표 3> 거주 주택 황 

가구별 평균 부동산 보유액은 2억 1,604만 원이었고, 가구별 부동산 보유액

의 지니계수는 0.7090792로서 소득 지니계수의 2배에 가까웠다. 가구별 부동산 

보유액의 분포는 <표 4>와 같았다.

하  25%까지의 가구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으며, 하  50%

의 가구는 부동산 보유액이 8,700만 원 이하 다. 가구당 부동산 보유액과 소득 

사이의 상 계수는 0.3630388 다. 소득이 많을수록 부동산 보유액도 분명히 

늘어나지만 상 계가 높은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소득이 없는데도 부동산 

보유액이 많은 노인층과, 아직 부동산은 보유하지 않았지만 소득이 높은 청장

년층이 상당히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가구별 평균 주식보유액은 274만 원이었고, 주식 보유액의 지니계수는 

0.9696529이었다. 85%의 가구는 주식투자를  하지 않았다. 가구별 주식보

유액의 분포는 다음 <표 5>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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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25% 30% 35% 40% 45% 

0 0 0 0 0 0 0 0 0 0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0 0 0 0 0 0 0 0 24 1,000 100,000

<표 5> 주식 보유액 분포 (단 : 만 원)

0% 5% 10% 15% 20% 25% 30% 35% 40% 45%

119 1,171 1,536 1,816 2,049 2,251 2,478 2,699 2,917 3,152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3,396 3,610 3,817 4,077 4,381 4,752 5,079 5,545 6,252 7,677 33,665

<표 6> 임 근로자 가구 소득분포 (단 : 만 원)

0% 5% 10% 15% 20% 25% 30% 35% 40% 45%

12 852 1,168 1,430 1,655 1,883 2,103 2,322 2,509 2,701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2,879 3,076 3,241 3,432 3,621 3,970 4,275 4,657 5,399 6,682 30,000

<표 7> 자 업자 가구 소득분포 (단 : 만 원)

가구주가 임 근로자인 가구는 7,407,328가구이었다. 임 근로자 가구의 평

균소득은 3,751만 원이었고, 소득분포는 <표 6>과 같다. 

자 업자 가구는 3,226,971가구이었고, 자 업자 가구의 평균소득은 3,236만 

원이었다. 자 업자는 체 으로 임 근로자에 비해서 낮은 소득을 얻고 있었

다. 자 업자 가구의 소득분포는 <표 7>과 같다. 

자 업자의 하  60%는 종업원이 1명도 없는 세자 업자이다( 재호·윤미

례·조 모·최강식, 2006: 60). 그리고 체 근로자의 50%는 비정규직 근로자이다

(김유선, 2010). 이러한 을 고려하면서 <표 6>과 <표 7>을 비교하면, 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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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25% 30% 35% 40% 45%

177 1,857 2,389 2,574 2,784 3,062 3,292 3,478 3,778 3,962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4,074 4,331 4,673 5,090 5,491 5,936 6,347 7,420 9,423 12,444 160,000

<표 8> 고용주 가구 소득분포 (단 : 만 원)

업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소득이 더 낮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주가 고용주인 가구는 1,007,465가구이었고, 평균소득은 5,561만 원이었

다. 고용주 가구 소득의 분포는 <표 8>과 같았다. 

4. 과세 방법과 가계담세비율에 한 가정

조세는 여러 주체가 나 어서 부담하게 된다. 이 에서는 조세 부담을 가계

가 부담하는 부분과, 법인, 단체, 외국인 등의 비가계가 부담하는 부분으로 구

분하고, 가계가 부담하는 부분의 비율을 가계담세비율이라고 정의한다. 조세에 

따라서 가계담세비율은 달라진다. 

법인세는 가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법인세의 부과는 배

당의 감소나 고용의 감소를 가져와서 가구소득의 감소를 낳을 수 있는데, 이 

에서는 이러한 2차 효과를 무시하기로 한다. 가구소득의 재분배효과를 분석

하는 이 의 목 상 법인세의 구체 인 과세 방법은 가정할 필요가 없다.

증권양도소득세에 해서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

년 보유주체별 주식 시가총액은 다음 <표 9>와 같았다.5) 

5) <표 9>에 의하면 개인의 주식보유액은 164조 원이다. 그러나 가계자산조사에서는 

모든 가구의 주식보유총액이 39조 원에 불과하다. 증권 산에 기 한, 정확한 자료

인 <표 8>과 비교할 때, 가계자산조사에서는 주식보유액이 상당히 과소 추정되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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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코스닥과 코스피) 725,972,329

정부  정부 리기업  26,527,092

기 투자자 134,752,163

일반법인 130,849,673

개인 164,005,601

외국인 269,837,800

자료: kosis.kr

<표 9> 보유주체별 주식 시가총액 (단 : 백만 원)

<표 9>에서 기 투자가와 정부를 제외하면(기 투자가의 보유분은 다시 법

인, 개인, 외국인으로 분해된다고 가정한다), 법인, 개인,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율

은 각각 23%, 30%, 47%가 된다. 가계는 주식투자를 통하여 돈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분 양도소득세 과세 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은 고려하

지 않기로 한다. 이러한 들을 고려하여 증권양도소득세의 가계담세비율을 

30%라고 가정한다. 증권양도소득은 물 주식뿐만 아니라 5경에 육박하는 

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해서도 부과된다. 가계자산조사에서 

생상품 투자가 조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에서는 생상품거래에서 발생

하는 양도소득도 주식보유액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주식양

도소득세는 주식보유액에 비례하여 부과된다고 가정한다.

부동산세에 해서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가계자산조사에 따르면, 모든 

가구가 보유한 부동산 총액은 3,100조 원이었다. 그런데 경실련의 추정에 따르

면 2005년 부동산시가총액은 5,895조 원이었다(경제정의실천연합, 2005). 이 두 

값의 비율을 구하면, 가계가 보유한 부동산은 체 부동산의 53%가 된다.6) 나

머지는 국유, 공유, 법인, 비법인 단체, 외국인 소유 부동산 등이다. 국공유지에 

해서는 조세 수입이 없으므로, 부동산세의 가계담세비율은 80%가 된다고 가

정한다. 그리고 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액에 비례하여 부과된다고 가정한다.

6) 다음 표의 통계청 2006 토지소유 황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면 으로 볼 

때에도 법인이나 비법인 단체가 아닌 개인이 56% 정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자료: 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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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①총소득

(연 -비과세소득)
807만 원 1,107만 원 1,407만 원 1,680만 원

②근로소득공제 553만 5,000원 703만 5,000원 853만 5,000원 927만 원

③근로소득 액

(①-②)
253만 5,000원 403만 5,000원 553만 753만 원

④기본공제 150만 원 300만 원 450만 원 650만 원

⑤표 공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⑥과세표

(③-④-⑤)
3만 5,000원 3만 5,000원 3만 5,000원 3만 원

⑦세율 6% 6% 6% 6%

⑧산출세액

(⑥×⑦)
2,100원 2,100원 2,100원 1,800원

⑨세액공제

(⑧×55%)
1,155원 1,150원 1,150원 990원

⑩결정세액

(⑧-⑨)
945원 945원 945원 810원

⑪ 납부세액 0원(소액부징수) 0원(소액부징수) 0원(소액부징수) 0원(소액부징수)

자료: ≪조세일보≫, 2011.1.17.

<표 10> 근로소득 면세 (2011년 기 ) 

구분 면 (km
2
) 구성비율(%)

국유지 23274 23.3

공유지 7266 7.3

민유지 55792 56

법인 5461 5.5

비법인 단체 7495 7.5

외국인, 외국공공기 68 .1

기타 321 .3

합계 9967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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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상 소득 한계세율

6,000만 원 이하 r

8,000만 원 이하 1.25r

1억 원 이하 1.5r

2억 원 이하 1.75r

3억 원 이하 2r

5억 원 이하 2.25r

5억 원 이상 2.5r

<표 11>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의 가계담세비율은 100%라고 가정한다.7) 그런데 근로소득세의 

경우 체 근로자의 50% 정도가 면세 상이다. 2011년 재 근로소득 면세

은 앞의 <표 10>과 같다.

가계자산조사 자료에서 어느 정도의 가구가 면세 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 방법에 한 가정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연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과하는 부분을 과세 상소

득으로 하되, 1인당 소득이 30만 원 미만이면 과세 상소득을 0으로 한다. 과세

상소득에 다음의 <표 11>과 같은 진 인 비율을 곱해서 종합소득세를 부

과한다. 

의 <표 11>이 의미하는 것은 6,000만 원 이하의 한계세율이 r이라면 

8,000만 원 이하의 한계세율은 r의 1.25배가 되고, 1억 원 이하는 r의 1.5배가 

된다는 등의 뜻이다. r을 최 한계세율이라고 부를 수 있다. 최 한계세율은 

종합소득세를 통해서 걷어야 하는 조세액에 따라서 결정한다.

환경세는 탄소소비량 등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량과 폐기물 처리비용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환경세를 부과하면 제품의 가격이 인상되면서 환

경세가 부과된 제품의 소비가 어들 것이다. 환경세 같은 간 세의 소비자 부

7) 여기서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세를 포함하는 범주이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다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합해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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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분과 공 자 부담분의 비율은 수요와 공 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 

에서는 에 지 등 필수소비재에 환경세가 많이 부과될 것이라는 을 고려하

여 환경세의 가계담세비율을 80%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환경세는 가구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된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가구지출이 가구소득과 일치한다고 가

정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 가정하에서는 부자들의 소비성향이 낮다는 이 무

시되지만, 가계자산조사에서는 소비지출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가

정이 불가피하다. 부자들이 휘발유나 사치품 등 환경세가 많이 부과되는 제품

을 더 많이 소비한다는 을 고려해보면 환경세가 가구 소득에 비례한다는 가

정이 어느 정도 합리화될 수 있다.

환경세 부과에서 한 가지 주의할 은 환경세를 한 기 생활보장이나 

기본소득 정책으로 인한 이 소득에서도 납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다. 이 소득을 가지고 물건을 살 때에도 환경세를 지불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서 종합소득세나 증권양도소득세나 부동산세를 납부한 부분에서는 환

경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에서는 환경세를 계산할 

때 이러한 들을 고려하여, 가계의 환경세 납세액은 [연간소득－종합소비세

－부동산세－증권양도소득세＋이 소득]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5. 기 생활보장 정책

기 생활보장 정책과 기본소득 정책을 비교하기 해서는 동일한 과세 방법

을 가정할 필요가 있다. 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강남훈(2011)의 2012년 기  기

본소득 모델에서 제시된 조세들 에서 법인세, 종합소득세, 환경세, 증권양도

소득세, 부동산세의 5가지 조세를 통해서 각각 필요재원의 1/5씩을 징수해서 

마련한다고 가정한다.

가계자산조사에서 가계의 총소득은 490조 원이었다. 이것은 2005년도의 명

목 GDP 865조 원에 비교하면 374조 원이 작다.8) 두 값의 차이는 법인소득이 

8) 2005년 국민계정(ecos.bok.or.kr), 2006가계자산조사는 2005년의 소득을 조사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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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활동 임 근로 고용주 자 자 가사 육아 학생 기타 계

체가구 7,407,328 1,007,465 3,226,971 948,002 96,444 1,665,525 14,351,735

빈곤가구 156,113 8,087 183,964 78,854 8,303 240,713 676,034

<표 12> 체 가구와 빈곤가구의 활동상태

가장 큰 부분이고,9) 그다음이 조사에서 락된 가구의 소득이다. 

2005년 최 생계비는 3인 가족 90만 8,000원이었다.10)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는 가구원 수가 면 최 생계비가 비례 이하로 어들지만, 이 에서는 추정

의 편의상 비례 으로 어든다고 가정하고, 1인당 30만 원을 최 생계비로 규

정한다. 소득이 최 생계비 이하의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하면, 빈곤가구는 

676,034가구이고, 빈곤인구는 2,009,236명이었다. 이 조사에서 소득은 이 소

득을 포함한다.11) 따라서 의 빈곤가구와 빈곤인구는 기 생활보장 제도의 사

각지 에 놓여 있는 가구들이다.12) 빈곤가구의 총소득은 5조 371억 원이었다.

체 가구와 빈곤가구를 주된 활동 상태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표 12>와 

같다. 빈곤가구 에서 주된 활동이 임 근로, 고용주, 자 자로 표시된 가구를 

근로빈곤가구로 보면 근로빈곤가구는 348,164가구가 된다.

본래  의미에서의 한 기 생활보장 정책은 의 빈곤가구 체에 1인

당 월 30만 원의 기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것을 해서는 연간 7조 2,332

억 원을 걷기로 한다. 이 재원을 마련하기 하여 법인세, 부동산세, 종합소득

9) 2005년 국민계정에서 피용자보수는 397조 원이었고, 업잉여가 258조 원이었다. 

10) 2005년도 최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77호)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액(원/월)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11) 2006 가계자산조사에서의 소득 조사 설문지에 나타난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배당, 임  소득), 이 소득(연 , 정부보조 , 

사 보조 ), 비경상소득(퇴직 , 보상 , 경조 ).

12) 2005년도에는 아직 근로장려세제(EITC)나 기 노령연 은 시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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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가계담세비율 가계납세액 세율

법인세 0% 0 0

종합소득세 100% 1조 4,467억 원 r=0.00553

증권양도소득세 30% 4,340억 원 0.01103

부동산세 80% 1조 1,573억 원 0.000373

환경세 80% 1조 1,573억 원 0.002361

계 4조 1,953억 원

<표 13> 기 생활보장을 한 가계납세액과 세율

세, 환경세, 증권양도소득세를 통하여 각각 필요재원의 1/5(1조 4,467억 원)씩의 

재원을 마련한다고 가정해보자.

조세별 가계부담비율을 고려할 때 가계과세액과 세율은 <표 13>과 같이 

결정된다.

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세 을 걷어서 한 기 생활보장을 할 때 수혜자

분포는 다음의 <표 14>와 같다(순납세액은 납세액에서 보조 을 뺀 값이다).

하  4%까지는 순보조 을 받는 순수혜자가 된다. 소득순  5% 이상 체 

가구의 96%가 순납세자가 된다. 

7조 2,332억 원의 세  에서 가계납세액은 4조 1,953억 원이고, 비가계납

세액은 3조 380억 원이다. 가계납세액 에서 기 생활수 권자가 내는 세

을 뺀 (순)가계부담은 4조 1,349억 원이다. 재분배규모는 (순)가계부담에서 비가

계납세액을 더한 것으로 7조 1,729억 원이 된다. 이것은 납세 규모 7조 2,332억 

원에 비해서 조  작다. 그 이유는 기 생활수 권자가 환경세를 납부하기 때

문이다. 한 기 생활보장 정책으로 인하여 가계소득이 3조 380억 원 늘어

나면서, 가계 사이에 4조 1,349억 원의 재분배가 일어난다. 

총사회부담은 재분배규모와 사하 손실을 합한 액이다. 사하 손실은 새

로운 정책으로 인하여 상실되는 소득이므로, 한 정책 이 에 취득하 던 

빈곤가구의 소득 5조 371억 원이 사하 손실이라고 가정한다. 한 기 생

활보장 정책하에서 1인당 월 소득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만 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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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납세 순 0% 1% 2% 3% 4% 5% 6% 7%

순납세액 -2871.4 -1436.6 -1075.6 -716.8 -359.1 1.0 1.5 1.8

순납세 순 8% 9% 10% 11% 12% 13% 14% 15%

순납세액 2.2 2.5 2.8 3.2 3.4 3.6 3.9 4.1

순납세 순 16% 17% 18% 19% 20% 21% 22% 23%

순납세액 4.2 4.4 4.7 5.1 5.4 5.7 6.1 6.4

순납세 순 24% 25% 26% 27% 28% 29% 30% 31%

순납세액 6.7 7.1 7.4 7.8 8.1 8.5 8.8 9.2

순납세 순 32% 33% 34% 35% 36% 37% 38% 39%

순납세액 9.6 10.0 10.4 10.9 11.4 11.8 12.2 12.7

순납세 순 40% 41% 42% 43% 44% 45% 46% 47%

순납세액 13.1 13.5 14.0 14.5 14.8 15.2 15.7 16.1

순납세 순 48% 49% 50% 51% 52% 53% 54% 55%

순납세액 16.6 17.1 17.6 18.0 18.5 19.0 19.5 20.1

순납세 순 56% 57% 58% 59% 60% 61% 62% 63%

순납세액 20.5 21.0 21.6 22.1 22.5 23.1 23.7 24.3

순납세 순 64% 65% 66% 67% 68% 69% 70% 71%

순납세액 24.8 25.5 26.3 27.0 27.6 28.2 29.0 29.8

순납세 순 72% 73% 74% 75% 76% 77% 78% 79%

순납세액 30.7 31.7 32.6 33.5 34.3 35.2 36.4 37.3

순납세 순 80% 81% 82% 83% 84% 85% 86% 87%

순납세액 38.4 40.0 41.2 42.9 44.3 46.2 48.2 51.4

순납세 순 88% 89% 90% 91% 92% 93% 94% 95%

순납세액 53.5 56.4 59.4 63.6 68.0 72.5 79.6 87.0

순납세 순 96% 97% 98% 99% 100% - - -

순납세액 96.2 113.2 137.2 219.2 3311.4 - - -

<표 14> 한 기 생활보장 정책의 수혜자분포 (순납세액 단 : 만 원)

가 주어지므로, 월 3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져다주는 노동을 할 유인이 사라

진다는 을 고려한 것이다.13) 재분배규모 7조 1,729억 원과 상실되는 소득 5

조 371억 원을 합하면, 사회부담은 12조 2,100억 원이 된다. 

사회부담에 포함되는 사하 손실 5조 371억 원을 가계부담에 넣어야 할 것

인가 비가계부담에 넣어야 할 것인가에 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만약, 

13) 이 소득인 경우는 사하 손실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지만, 가계자산조사에서는 

이 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가 구분되어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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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가계담세비율 가계납세액 세율

법인세   0% 0 0

종합소득세 100% 26조 2,343억 원 r=0.1003

증권양도소득세  30%  7조 8,703억 원 0.2000

부동산세  80% 20조 987억 원 0.0068

환경세  80% 20조 987억 원 0.0368

계 76조 795억 원

<표 15> 기본소득을 한 가계납세액과 세율 

사하 손실은 가계소득 에서 사라지는 부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계부담에 

넣어야 한다면, 가계부담은 앞의 4조 1,349억 원에 사하 손실 5조 371억 원을 

더한 9조 1,720억 원이 된다.

6. 기본소득 정책

가계자산조사에서 1인당 최 소득은 3만 원이었다. 1인당 30만 원을 보장하

는 앞 에서 살펴본 기 생활보장 정책과 비교하기 해서는 기본소득을 1인

당 27만 원 지 한다고 가정하여야 한다.14) 조사 모집단인 모든 국민들(4,100만 

명)에게 월 27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지 하려면 연간 133조 8,715억 원이 필요

하다. 그런데 2005년도에 실제로 지 한 기 생활보장지 액은 2조 7,000억 원

(임명 ·이재윤, 2007)이었다. 기본소득이 지 되면 기 생활보장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재원이 어든다. 따라서 기본소득

으로 인하여 추가로 마련하여야 하는 액은 131조 1,715억 원이 된다. 이것을 

하여 법인세, 부동산세, 종합소득세, 환경세, 증권양도소득세를 통하여 각각 

26조 2,343억 원(필요재원의 1/5)씩의 재원을 마련한다고 가정해보자.

제4 에서 가정한 가계담세비율하에서 가계납세액과 세율은 다음 <표 15>

와 같다.

14) 1인당 30만 원을 지 하면 최 소득이 33만 원이 되므로 기 생활비 이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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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납세 순 0% 1% 2% 3% 4% 5% 6% 7%

순납세액 -2370.9 -1491.9 -1371.6 -1256.9 -1202.4 -1176.8 -1149.2 -1125.9

순납세 순 8% 9% 10% 11% 12% 13% 14% 15%

순납세액 -1102.7 -1080.3 -1057.3 -1033.5 -1005.9 -984.7 -966.1 -946.7

순납세 순 16% 17% 18% 19% 20% 21% 22% 23%

순납세액 -924.7 -902.6 -888.5 -876.9 -869.0 -858.4 -847.7 -835.4

순납세 순 24% 25% 26% 27% 28% 29% 30% 31%

순납세액 -820.7 -803.0 -789.6 -779.6 -768.4 -749.8 -733.9 -718.4

순납세 순 32% 33% 34% 35% 36% 37% 38% 39%

순납세액 -705.9 -689.4 -674.4 -659.9 -641.4 -621.1 -607.1 -593.3

순납세 순 40% 41% 42% 43% 44% 45% 46% 47%

순납세액 -583.4 -574.4 -565.3 -558.7 -551.1 -540.5 -530.2 -520.3

순납세 순 48% 49% 50% 51% 52% 53% 54% 55%

순납세액 -510.1 -500.4 -489.9 -478.0 -466.4 -453.6 -439.6 -422.5

순납세 순 56% 57% 58% 59% 60% 61% 62% 63%

순납세액 -406.6 -390.7 -375.0 -360.2 -344.0 -322.6 -304.0 -297.2

순납세 순 64% 65% 66% 67% 68% 69% 70% 71%

순납세액 -291.0 -286.7 -280.9 -275.2 -270.2 -263.9 -258.0 -253.3

순납세 순 72% 73% 74% 75% 76% 77% 78% 79%

순납세액 -247.8 -243.2 -234.8 -226.2 -215.3 -204.8 -193.2 -176.3

순납세 순 80% 81% 82% 83% 84% 85% 86% 87%

순납세액 -165.8 -148.7 -131.9 -112.1 -85.2 -66.2 -41.0 -11.5

순납세 순 88% 89% 90% 91% 92% 93% 94% 95%

순납세액 31.3 74.8 121.1 179.4 232.5 292.1 369.8 492.1

순납세 순 96% 97% 98% 99% 100% - - -

순납세액 717.5 955.8 1382.0 2925.9 56422.9 - - -

<표 16> 기본소득 정책의 수혜자분포 (순납세액 단 : 만 원)

한 수혜자분포는 아래의 <표 16>과 같다(순납세액은 납세액에서 보조 을 

뺀 값이다).

하  87%까지는 순보조 을 받는 순수혜자가 된다. 소득순  88% 이상 

체 가구의 13%가 순납세자가 된다. 

총조세 131조 1,715억 원 에서 가계가 76조 795억 원을 납부하고, 비가계

가 55조 920억 원을 납부한다. 가계납부액 76조 795억 원 에서 (순)가계부담

은 16조 6,690억 원이다. 재분배규모는 74조 4,610억 원이다. 가계 체로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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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기 생활보장(A) 기본소득(B) 배율(B/A)

상
가구 67만 6,034가구 1,435만 1,735가구 21.23 

인구(C) 200만 9,236명 4,131만 8,350명 20.56 

필요 조세 7조 2,332억 원 131조 1,715억 원 18.13 

가계납세 4조 1,953억 원 76조 795억 원 18.13 

비가계납세 3조 380억 원 55조 920억 원 16.54 

재분배규모 7조 1,729억 원 74조 4,610억 원 10.38 

사회부담 12조 2,100억 원 71조 7,610억 원 5.88 

가계부담(D) 9조 l1,720억 원 16조 6,690억 원 1.82 

수혜자분포
순수혜가구 4% 87%

순납세가구 96% 13%

보장인구 1명당 가계부담(D/C) 456만 원 40만 3,000원 11.32

보장소득 1만 원 당 가계부담
(D/C*360만 원)

1만 2,667원 1,119원 11.32

<표 17> 한 기 생활보장과 기본소득의 비교 

득이 55조 920억 원 늘어나고, 가계 사이에 16조 6,690억 원이 재분배된다. 사

하 손실은 없다. 사회부담은 71조 7,610억 원이다. 사회부담이 재분배규모보

다 2조 7,000억 원이 작은 것은, 기존의 기 생활보장비용을 지출 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 체의 입장에서 보면, 순수하게 16조 6,690억 원의 세 을 더 부담하

면, 체 국민에게 1인당 월 27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 할 수 있게 된다.

7. 기 생활보장과 기본소득 비교

지 까지의 분석을 종합하면 <표 1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기본소득은 기 생활보장과 비교할 때 20.56배의 체 국민들에게 최 생계

비를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가계부담은 1.82배, 사회부담은 5.88배밖에 증가하

지 않는다. 기 생활보장의 경우에는 사회부담이 필요재원의 1.69배로 증가하

지만,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사회부담이 필요재원의 0.54배로 감소한다. 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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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보장의 경우에는 4%의 가구가 순수혜가구가 되고 96%의 가구가 순납세자가 

되지만,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87%의 가구가 순수혜가구가 되고 13%의 가구가 

순납세자가 된다. 가계의 입장에서 보면 한 기 생활보장을 해서는 9조 

1,72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7조 4,970억 원을 더 부담하면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 할 수 있다. 

100% 가계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와 소득에 단순하게 비례하는 환경세를 

포함해서 기본소득 재원을 조달하 는데도 불구하고 87%의 가구가 순수혜자

가 되었다. 만약 불로소득에 하여 집 으로 과세하고, 거래실명제 등의 

방법으로 지하경제에 철 하게 과세한다면 순수혜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두 정책의 효율성을 비교하여 보자. 가계부담을 보장인구로 나  값을 보장

인구 1인당 가계부담이라고 불러보자. 1인당 가계부담은 한 기 생활보장 

정책의 경우에는 456만 원이지만,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40만 3,000원이었다. 

한 명의 최 생계비를 보장하기 하여 가계 체가 부담해야 하는 액이 기

생활보장 정책의 경우가 기본소득 정책에 비교하여 10배 이상이 되는 것이

다. 1인당 가계부담을 다시 360만 원으로 나 면(두 정책 다 1인당 360만 원을 

보장한다) 1만 원을 보장하기 한 가계부담을 계산할 수 있다. 한 기 생

활보장 정책은 1만 원을 보장하는 데 1만 2,667원이 들어가는 반면, 기본소득은 

1,119원밖에 들지 않는다. 한 기 생활보장 정책은 투입이 산출보다 많다

는 의미에서도 비효율 이라고 할 수 있다. 

수혜자분포를 고려하여 보면, 한 기 생활보장은 쉽게 도입될 수 있고 

기본소득은 도입되기 어렵다는 고정 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두 정책

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그리고 모든 가계가 합리 으로 투표한다면, 한 

기 생활보장 정책은 부결되지만, 기본소득 정책은 가결될 것이다. 기본소득 

정책을 투표에 부칠 때에는, 가구별로 순납세액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합리 인 

투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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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맺음말

이 에서는 종합소득세, 부동산세, 증권양도소득세, 법인세, 환경세의 5가

지 조세를 통하여 1/5씩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한 기 생활보장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와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경우를 비교하 다.

기본소득에 한 거부감의 한 원인은 엄청난 양의 세 을 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러나 명목상의 조세는 매우 크지만, 가계의 실제 부담은 그 게 크지 않

다. 기본소득은 세 을 내기도 하고 기본소득을 받기도 해서 상당한 부분이 서

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기 생활보장 정책을 해서는 7조 2,332억 원의 조세가 필요하고 기본소득

을 해서는 131조 1,715억 원의 조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사회부

담은 조세 규모보다 훨씬 작다. 기본소득의 사회부담은 71조 7,610억 원으로서 

한 기 생활보장 정책의 사회부담 12조 2,100억 원의 5.88배 정도이다. 가

계부담은 한 기 생활보장 정책의 경우가 9조 1,720억 원인 데 비해서 기

본소득의 경우는 16조 6,690억 원이다. 한 기 생활보장 정책에서 가계부

담을 조 만 더 늘리면 체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기 생활보장 정책에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더 효율

이다. 보장인구 1인당 가계부담을 비교하여 보면, 기 생활보장 정책의 경우에

는 456만 원이 들었지만, 기본소득은 40만 3,000원이 들었다. 기 생활보장 정

책은 기본소득 정책에 비교해서 상 으로 비효율 이다. 1만 원의 소득을 보

장하기 한 가계부담을 비교하여 보면, 기 생활보장 정책은 가계 체로서 

1만 2,667원을 부담하 지만, 기본소득은 1,119원을 부담하 다. 기 생활보장 

정책은 투입이 산출보다 많다는 의미에서도 비효율 이다.

(2011년 6월 26일 투고, 7월 12일 심사, 7월 12일 게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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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Comparisons of Redistribution Effects between Basic Income Policy 

and Minimum Income Guarantee Policy in Korea

Nam Hoon Kang

This paper compares the household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between ba-
sic income policy and generous minimum income guarantee policy in South 
Korea, using 2006 household asset survey data. The necessary fund is collected 
through five taxes: income tax, land tax, stock tax, corporate tax, and environ-
mental tax. While the minimum income guarantee policy requires 7,233 billion 
won, the basic income policy needs as much as 131,171 billion won. 
Nevertheless, the social burden of the basic income policy is 71,2761 billion 
won, much less than the total tax. The household burden of minimum income 
guarantee policy is 9,172 billion won, while that of basic income policy is 
16,669 billion won.

Keywords: basic income, minimum income guarantee, redistribution, so-
cial burd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