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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연구는 지

금까지 가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구 단위로 분석

한 것이 대부분이다(김교성, 2009; 백승호, 2010; 

강남훈, 2011; 이현주, 장지연, 전병유, 2017; 

조경엽, 김영덕; 2017; 최태훈, 염명배, 2017; 

Atkinson, 1995; Callan et al., 1999; Garfinkel 

et al., 2003; Colombino and Narazani, 2013; 

Honkanen, 2014; Colombino, 2015; Torry, 

2016; Browne and Immervoll, 2017; Islam 

and Colombino, 2017; Colombino and Islam, 

2018; Pareliussen, Hwang and Viitamäki, 

2018). 특정 개인이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더라도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 많으면 그 개인은 소비 등의 

면에서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반대로 특정 개인

의 소득이 평균 정도가 되더라도 다른 가구원의 소

득이 없으면, 가구원수가 많으면 더더구나, 그 개인

은 가난하게 생활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의 소득 평가가 특정 개인의 복지

와 생활수준을 더 잘 반영한다는 논거를 들어, 지금

까지 특정 사회정책이나 세제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는 개인 단위가 아니라 주로 가구 단위로 

분석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한

다는 ‘개별성’ 원칙을 강조하는 기본소득의 경우에

는 개인 단위 분석이 매우 중요하며 독자적인 의미

를 갖는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가구 단위로 지급

되는 현존 사회복지 급여가 많은 여성들, 특히나 취

약한 여성들을 재정적 종속자(financial dependent) 

지위에 머무르게 만들 뿐만 아니라(Miller, 2017: 

Ch.4), 수급 확률과 수급액수를 높이기 위해서 별거

의 덫(separation trap)에 빠뜨린다고 비판한다(이건

민, 2018. 9. 20). 기존 사회복지 급여와는 달리, 기

본소득은 가정 내 파트너들, 고용주들, 또는 정부 행

정관료들과 모욕적인 관계에 놓인 사람들이 물질적 

궁핍이라는 공포 없이 그러한 상황이나 관계에서 벗

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Kasy, 2018).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글에서는 국세청 천

분위자료를 이용하여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이 공개한 통합소득 백분위자료(2018. 10. 8)를 통

해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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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강남훈(2019)은 국

세청 근로소득 천분위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이를 재

정패널조사에 결합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가구 단

위로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연구하였다. 

이승주(2019)는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

인 단위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최)상

위소득자의 누락(undercoverage)과 과소 소득보고

(underreporting) 문제에 취약하다고 널리 알려진 가

계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김낙년, 김종일, 2013; 알바레도, 샹셀, 피케티, 사

에즈, 주크먼, 2018).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연구에

서 활용하는 통합소득 백분위자료는 그 자체로 개인 

단위로 집계된 자료이며, 세금 자료라는 점에서 가

구조사에 비해서 (최)상위소득자의 누락과 과소 소

득보고 문제에 상대적으로 강건하다는 장점을 지닌

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본 연구

에서 활용하는 통합소득 백분위자료의 장점과 한계

에 대해서 설명한다. 3절에서는 통합소득 백분위자

료에 대한 기술통계를 제시한다. 4절에서는 통합소

득 백분위자료를 통해 면세구간이 전혀 없고 모두

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UBI-FIT(Universal Basic 

Income-Flat Income Tax; 개인소득세를 재원으로 단일

한 세율로 세금을 거둬서 기본소득으로 지급) 모델의 소

득재분배 효과를 대표 세율(30%, 40%, 50%, 60%, 

70%)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

과를 요약하고 한계를 밝히면서 글을 맺는다.

2. 자료 설명

국세청을 통해 제출받은 “2012~2016년 5년간

1) “통합소득은 종합소득 신고자료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통합한 것이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이고 종합소득은 수입금액(매

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인데 이를 개인별로 합산한 것이다”(서형수, 2018. 10. 19: 6).

의 근로소득, 종합소득 및 통합소득 1000분위 자

료”를 바탕으로, 서형수 의원실은 종합소득을 신고

할 때 근로소득도 함께 신고한 근로소득 중복신고 

인원을 제외한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의 천

분위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서형수 의

원실, 2018. 10. 19). 천분위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분포와 소득분위별 실질세율을 분석했다고는 하지

만, 실제로 서형수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2018. 

10. 8)를 살펴보면 2012~2016년 상위 0.1%부터 

상위 1.0%까지는 0.1% 단위로 통계를 보여주나, 그 

이후부터는 1% 단위로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심상

정 의원 공개 자료(2018. 9. 2)가 근로소득, 이자소

득, 배당소득 각각에 대한 천분위자료를 공개하였다

면, 서형수 의원 공개 자료(2018. 10. 8)는 비록 천

분위자료보다는 상세도가 떨어지는 백분위자료이긴 

하지만 근로소득 중복신고까지도 고려한 통합소득

(근로소득+종합소득) 자료라는 장점을 갖는다.1） 따

라서 포괄하는 인원 면(2016년 귀속 자료의 경우, 

17,740,098명(심상정) 대 21,764,051명(서형수))

에서나 소득 면(2016년 귀속 자료의 경우, 595조 

9,907억 원(심상정) 대 721조 3,616억 원(서형수))

에서나, 서형수 의원 공개 자료(2018. 10. 8)가 기

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데 더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물론 서형수 의원 공개 자료를 이용하여 기본소

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다양한 한

계가 존재하며,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도 이러

한 한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

요가 있다. 첫째,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수는 51,696,216명으로 추계되므로(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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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인구(2011년~)”), 서형수 의원 자료에서 포괄하

는 21,764,051명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수의 약 

42%에 불과하다. 둘째, “분류과세되는 양도소득이

나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근로소득 등이 제외”되어 

있으며(서형수 의원실, 2018. 10. 19: 6),2） 가계총

처분가능소득3） 948조 8,005억 원의 약 76%만을 

포괄한다(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국가통계포

털, “국민계정: 연간지표(2015년 기준)”에서 인출).

따라서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기본소득의 소득

재분배 효과는 정확히 말하자면 2016년 기준으로 

통합소득 백분위자료에 포괄되는 21,764,051명이

2) 2016년 양도차익 결정·경정 금액은 약 28조 3,648억 원,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 총지급액은 약 62조 1,025억 원으로, 이 둘을 합하면 약 90조 

4,672억 원이 된다(국세청, 『2017 국세통계연보』, ‘표 4-4-10. 일용근로소득자별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표 5-1-1.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총괄’).

3)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의 소득 합계이며 제한적이나마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한국은행, 2018. 3. 28).

라는 집단 내에서 세금을 거둬서 동일한 액수의 기

본소득을 지급하였을 때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3. 통합소득 백분위자료 기술통계

3.1. 2016년 귀속 통합소득 백분위자료

기술통계

<표 1>은 서형수 의원실에서 공개한 2012~2016

년 자료 중에서 가장 최근인 2016년 귀속 통합소

득 백분위자료의 기술통계를 요약한 것이다. 통

<표 1> 2016년 귀속 통합소득 백분위자료의 기술통계(연간 금액)

분위 인원(명)
통합소득
(백만 원)

과세표준
(백만 원)

결정세액
(백만 원)

1인당 통합소득
(만 원)

전체 21,764,051 721,361,648 428,280,194 50,309,879 3,314.5

100분위
(상위 0~1%)

217,640 78,779,667 73,007,137 20,813,353 36,197.2

91분위
(상위 9~10%)

217,641 15,758,691 9,982,497 953,307 7,240.7

90분위
(상위 10~11%)

217,640 15,108,269 9,422,404 837,676 6,941.9

81분위
(상위 19~20%)

217,641 10,816,231 5,969,007 375,227 4,969.8

80분위
(상위 20~21%)

217,640 10,471,882 5,694,976 342,849 4,811.6

67분위
(상위 33~34%)

217,641 7,203,927 3,556,060 122,593 3,310.0

51분위
(상위 49~50%)

217,641 4,812,535 2,088,665 47,414 2,211.2

50분위
(하위 49~50%)

217,641 4,696,817 1,995,521 42,596 2,158.1

21분위
(하위 20~21%)

217,640 1,705,669 533,887 13,939 783.7

20분위
(하위 19~20%)

217,641 1,604,002 487,603 13,553 737.0

11분위
(하위 10~11%)

217,640 805,463 169,272 2,606 370.1

10분위
(하위 9~10%)

217,641 730,768 145,447 1,467 335.8

2분위
(하위 1~2%)

217,641 56,406 82 2,542 25.9

1분위
(하위 0~1%)

217,641 - -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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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소득 총 인원은 2016년에 2,176만 4,051명인

데. 백분위자료이므로 각 구간이 대표하는 인원은 

217,640명 또는 217,641명이다. 1인당 통합소득

은 연간 평균 3,314만 5천 원인데, 참고로 67분

위(상위 33~34%)의 1인당 통합소득이 연간 평균 

3,310만 원으로 전체 평균과 가장 가깝다. 100분위

(상위 0~1%)의 1인당 통합소득은 연간 3억 6,197

만 2천 원으로, 평균의 10.9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91분위(상위 9~10%)의 1인당 통합소득은 평균의 

2.18배인 연간 7,240만 7천 원이며, 81분위(상위 

19~20%)의 1인당 통합소득은 평균의 1.50배인 연

간 4,969만 8천 원이었다. 51분위(상위 49~50%)

와 50분위(하위 49~50%)의 비가중평균(unweighted 

average)으로 구한 중위값(median)은 연간 2,184

만 6천 원으로 평균의 65.9%인 것으로 분석되었

다. 20분위(하위 19~20%)의 1인당 통합소득은 연

간 737만 원으로, 평균의 22.2%인 것으로 나타났

다. 10분위(하위 9~10%)의 1인당 통합소득은 연간 

335만 8천 원으로, 평균의 10.3% 수준이었다.

<표 2>는 소득구간별 실질세율을 정리한 것이

출처: 서형수 의원 공개(2018. 10. 8), 「2016년 귀속 근로+종합소득 분위별 통계」

주: 

1) ‘통합소득’은 국세통계연보에서 과세대상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합계에 해당됨

2) ‘과세표준’은 ‘통합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등)를 빼고 소득공제 종합

한도 초과액을 더한 것

3)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것

4) 1인당 통합소득은 통합소득을 해당구간인원으로 나누어 필자가 직접 계산하였으며,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표 2> 소득구간별 실질세율 

소득구간
100분위

(상위 0~1%)
91분위

(상위 9~10%)
90분위

(상위 10~11%)
81분위

(상위 19~20%)
80분위

(상위 20~21%)
67분위

(상위 33~34%)
51분위

(상위 49~50%)

통합소득
(백만 원)

78,779,667 15,758,691 15,108,269 10,816,231 10,471,882 7,203,927 4,812,535

과세표준
(백만 원)

73,007,137 9,982,497 9,442,404 5,969,007 5,694,976 3,556,060 2,088,665

결정세액
(백만 원)

20,813,353 953,307 837,676 375,227 342,849 122,593 47,414

실질세율(%) 26.42 6.05 5.54 3.47 3.27 1.70 0.99

소득구간
50분위

(하위 49~50%)
21분위

(하위 20~21%)
20분위

(하위 19~20%)
11분위

(하위 10~11%)
10분위

(하위 9~10%)
1분위

(하위 0~1%)
전체

통합소득
(백만 원)

4,696,817 1,705,669 1,604,002 805,463 730,768 - 721,361,648

과세표준
(백만 원)

1,995,521 533,887 487,603 169,272 145,447 - 428,280,194

결정세액
(백만 원)

42,596 13,939 13,553 2,606 1,467 - 50,309,879

실질세율(%) 0.91 0.82 0.84 0.32 0.20 n.a. 6.97

출처: 서형수 의원 공개(2018. 10. 8), 「2016년 귀속 근로+종합소득 분위별 통계」

주: 실질세율은 「2016년 귀속 근로+종합소득 분위별 통계」에서 필자가 직접 계산하였으며,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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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체 실질세율은 6.97%였다. 중위소득자의 실

질세율(50분위와 51분위의 결정세액 합을 50분위

와 51분위의 통합소득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

여 구한 값)은 0.95%로, 전체 실질세율의 13.57% 

수준에 머물렀다. 100분위(상위 0~1%)의 실질

세율은 26.42%로, 전체 실질세율의 3.79배 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4） 91분위(상위 9~10%)의 실

질세율은 6.05%, 81분위(상위 19~20%)의 실질

세율은 3.47%, 67분위(상위 33~34%)의 실질세

율은 1.70%였다. 상위 9~10% 집단에 속하는데

도 실질세율이 전체 실질세율보다 낮다는 것이 주

목되며(참고로 92분위(상위 7~8%)의 실질세율이 

7.06%로 전체 실질세율과 가장 가까움), 1인당 통

합소득 액수와 가장 유사한 소득계층인 67분위(상

위 33~34%)의 실질세율은 1.70%로서 전체 실질

세율 6.97%의 24.40% 수준에 그쳤다. 20분위(하

위 19~20%)의 실질세율은 0.84%, 10분위(하위 

9~10%)의 실질세율은 0.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고소득층일수록 더 높은 실질세율에 직

면하기는 하지만, 높은 면세점과 각종 공제제도로 

인하여 전체 평균세율 자체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

라 고소득층조차 실질세율이 절대적인 수치 면에

서 전반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이 전체적인 그림이

다. 상위 10% 집단으로 초점을 좁혀서 각 소득구

간별 실질세율을 제시하면, 상위 0~1%는 26.42%, 

상위 1~2%는 15.68%, 상위 2~3%는 12.16%, 상

위 3~4%는 10.59%, 상위 4~5%는 9.58%, 상위 

5~6%는 8.63%, 상위 6~7%는 7.81%, 상위 7~8%

는 7.06%, 상위 8~9%는 6.50%, 상위 9~10%는 

6.05%였다. 상위 4~10% 집단만 하더라도 10% 미

만의 실질세율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4) 상위 0~1% 집단을 0.1% 단위로 세분하여 구간별 평균 실질세율을 살펴보면, 상위 0~0.1%는 31.16%, 상위 0.1~0.2%는 28.30%, 상위 0.2~0.3%는 

26.42%, 상위 0.3~0.4%는 24.86%, 상위 0.4~0.5%는 23.53%, 상위 0.5~0.6%는 22.25%, 상위 0.6~0.7%는 21.24%, 상위 0.7~0.8%는 20.23%, 상

위 0.8~0.9%는 19.40%, 상위 0.9~1.0%는 18.66%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해서 우리는 전반적인 세제 개혁을 통한 증세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3.2. 2012~2016년 귀속 통합소득 및 세액 

추이 변화

<표 3>은 2012~2016년 귀속 통합소득 및 세

액 추이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통합소득 총 인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는데, 2012년 약 1,894만명에서 2016년 약 

2,176만명으로 14.93% 증가하였다. 1인당 통합소

득은 2012년 약 2,971만 원에서 2016년 약 3,315

만 원으로 11.57%(물가변동 미반영 수치; 소비자

물가지수 변화 반영 시, 11.09%) 상승하였다(통계

청 국가통계포털, “생활물가지수(2015=100)”). 통

합소득은 2012년 562조 6,124억 원에서 2016

년 721조 3,616억 원으로 28.22%(물가변동 미반

영 수치;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반영 시, 27.05%) 

증가하였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생활물가지수

(2015=100)”). 과세표준은 2012년 248조 1,832억 

원에서 2016년 428조 2,802억 원으로 72.57%(물

가변동 미반영 수치;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반영 시, 

69.56%) 상승했으며(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생활

물가지수(2015=100)”), 통합소득 대비 과세표준

의 비중은 2012년 0.441에서 2016년 0.594로 

0.153(34.69%) 증가하였다. 결정세액은 2012년 

32조 7,562억 원에서 2016년 50조 3,099억 원으

로 53.59%(물가변동 미반영 수치;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반영 시, 51.37%) 상승했으며(통계청 국가통

계포털, “생활물가지수(2015=100)”), 통합소득 대

비 결정세액의 비중은 2012년 0.058에서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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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0으로 0.012(20.69%) 증가하였다. 통합소득 

대비 과세표준의 비중, 그리고 통합소득 대비 결정

세액의 비중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소득

공제 중심에서 세액공제 중심으로 소득세 공제제도

를 전환시킨 2014년 소득세법 개편 등이 이러한 추

세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합소득 대비 과세표준의 비중, 그리고 통합소득 

대비 결정세액의 비중의 절대적인 수치가 여전히 매

우 작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표 3> 2012~2016년 귀속 통합소득 및 세액 추이 변화(연간 금액)

구분 인원(명)
통합소득
(백만 원)

(A)

과세표준
(백만 원)

(B)

결정세액
(백만 원)

(C)
(B)/(A) (C)/(A)

1인당 통합소득
(만 원)

2012년 
귀속 전체

18,937,516 562,612,411 248,183,186 32,756,241 0.441 0.058 2,970.9

2013년
귀속 전체

19,669,044 602,373,578 271,944,447 36,149,662 0.451 0.060 3,062.5

2014년
귀속 전체

20,379,507 632,818,067 366,215,064 41,245,756 0.579 0.065 3,105.2

2015년
귀속 전체

21,028,271 677,837,011 398,753,803 46,183,023 0.588 0.068 3,223.5

2016년
귀속 전체

21,764,051 721,361,648 428,280,194 50,309,879 0.594 0.070 3,314.5

2012년과 
2016년의

변화분
2,826,535 158,749,237 180,097,008 17,553,638 0.153 0.012 343.6

2012년과 
2016년의
변화율(%)

14.93
28.22

(27.05)
72.57

(69.56)
53.59

(51.37)
34.69 20.69

11.57
(11.09)

출처: 서형수 의원 공개(2018. 10. 8), 「2012~2016년 귀속 근로+종합소득 분위별 통계」

주: 

1) ‘통합소득’은 국세통계연보에서 과세대상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합계에 해당됨

2) ‘과세표준’은 ‘통합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등)를 빼고 소득공제 종합

한도 초과액을 더한 것

3)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것

4) 1인당 통합소득은 통합소득을 해당구간인원으로 나누어 필자가 직접 계산하였으며,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5) (A), (B), (C)는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자료이므로 일부 변수의 경우 해석에 유의할 필요. 괄호 안 숫자는 소비자물가지수 변화를 고려

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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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12~2016년 통합소득에 대한 과세

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추이 변화

<표 4>는 2012~2016년 통합소득에 대한 과세

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의 추이 변화를 요약한 것

이다. 먼저 통합소득의 지니계수는 0.519~0.528, 

5분위배율은 25.05~26.10,  10분위배율은 

68.63~71.90 범위에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니계수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며, 5분위

배율과 10분위배율은 2015년까지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다가 2016년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

음으로 ‘통합소득-결정세액’ 열은 통합소득에 대한 

과세 후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데, ‘통합소득-결

정세액’의 지니계수는 0.494~0.507, 5분위배율은 

22.30~23.30, 10분위배율은 58.52~61.51 범위

에 분포되어 있다. 지니계수, 5분위배율, 10분위배

율 모두 과세로 인한 감소율이 조금씩 커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약하며 지니계

수, 5분위배율, 10분위배율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니계

수의 감소율은 2012년 3.90%에서 2016년 4.95%

로 1.05%p, 5분위배율의 감소율은 2012년 9.00%

에서 2016년 11.00%로 2.00%p, 10분위배율의 

감소율은 2012년 12.19%에서 2016년 14.73%로 

2.5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통합소득과 ‘통합소득-결정세액’의 소득불평등 지표 비교(2012~2016년)

연도 구분 통합소득 통합소득-결정세액 감소분 감소율(%)

2012년 
귀속

지니계수 0.528 0.507 0.021 3.90

5분위배율 25.52 23.22 2.30 9.00

10분위배율 68.85 60.45 8.39 12.19

2013년 
귀속

지니계수 0.526 0.505 0.021 4.00

5분위배율 25.55 23.19 2.36 9.24

10분위배율 68.77 60.21 8.56 12.45

2014년 
귀속

지니계수 0.524 0.499 0.024 4.63

5분위배율 26.02 23.30 2.72 10.45

10분위배율 71.22 61.20 10.01 14.06

2015년 
귀속

지니계수 0.524 0.499 0.025 4.80

5분위배율 26.10 23.28 2.82 10.80

10분위배율 71.90 61.51 10.40 14.46

2016년 
귀속

지니계수 0.519 0.494 0.026 4.95

5분위배율 25.05 22.30 2.76 11.00

10분위배율 68.63 58.52 10.11 14.73

출처: 서형수 의원 공개(2018. 10. 8), 「2012~2016년 귀속 근로+종합소득 분위별 통계」

주: 지니계수와 지니계수 감소분은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지니계수 감소율과 5분위배율, 10분위배율 수치들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

에서 반올림하였음. 통합소득에서 결정세액을 빼주면서 발생하는 순위 변동 현상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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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소득 백분위자료를 통해 분석

한 UBI-FIT 모델의 소득재분배 효과

이 절에서는 ‘통합소득’, ‘통합소득-결정세액’, 

‘UBI-FIT 모델 적용 시’를 비교하여, UBI-FIT 모

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이 글에서 UBI-

FIT 모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그것

이 가장 바람직해서라기보다는 가장 단순한 형태

의 기본 모델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면세구간이 전

혀 없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형태의 UBI-

FIT 모델은 모든 소득(구간)에 대해서 같은 세율로 

과세하며 모든 이에게 동일한 액수의 기본소득을 지

급한다는 점에서, 모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equal 

treatment for all) 체계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사람들에게는 평균소득과의 차액

을 t%만큼 줄이는 방향으로 소득을 감소시키는 반

면, 평균소득 미만의 사람들에게는 평균소득과의 차

액을 t%만큼 줄이는 방향으로 소득을 증가시키는 

특수한 형태의 소득불평등 개선 정책이다(이건민, 

2018). 물론 평률소득세가 아니라 누진소득세와 결

합할 경우,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순수혜집

단의 비율은 더 커질 수 있다(이건민, 2018). 하지만 

누진소득세-기본소득 모델은 설계하기에 따라서 무

한대에 가깝게 다양해질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UBI-FIT 

모델에 대한 기본 분석을 토대로, UBI-FIT 모델에

서 누진소득세-기본소득 모델로 전환했을 때 어떠

한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시사점

을 이끌어낼 수 있다.

UBI-FIT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세율은 이론상

으로는 0~100% 사이에서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는

데, 여기서는 30~70% 범위만을 고려하며 구체적

으로는 30%, 40%, 50%, 60%, 70%일 때의 소득재

분배 효과를 제시한다. 30~70% 범위만을 고려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율을 30% 이상으로 설

정한 것은 상위 0~1% 집단의 실질세율이 26.42%

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그 이하의 세율을 적용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

째, 세율을 70% 이하로 설정한 것은 적어도 현재로

서는 대중들에게 70% 초과의 개인소득세율은 지나

치게 높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기본소득 이외

에도 사회적으로 지출할 분야(사회복지, 의료, 교육, 

주거, 환경·에너지, 국방 등)가 엄연히 존재하며 비

록 다른 세금들도 있지만 개인소득세에서도 일부 재

원이 충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UBI-FIT 모델 중에서도, 면세구간이 전혀 

없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형태의 모델을 채

택했음을 밝힌다.

4.1. ‘통합소득-결정세액’과 ‘30% UBI-FIT 

모델’의 소득불평등 지표 비교

<표 5>는 ‘통합소득-결정세액’과 ‘30% UBI-FIT 

모델’의 소득불평등 지표를 비교한 것이다. ‘통합소

득-결정세액’에서 ‘30% UBI-FIT 모델’로의 변화

는 지니계수를 0.130(26.36%)만큼 감소시킨다. 5

분위배율과 10분위배율은 엄청나게 감소한다는 것

을 확인해볼 수 있다. 5분위배율과 10분위배율 모

두 한자리수로 줄어들며, 5분위배율의 감소율은 

73.62%, 10분위배율의 감소율은 85.39%에 달한

다.

<표 6>은 ‘30% UBI-FIT 모델’과 ‘통합소득-결

정세액’의 비교를 통해 소득구간별 순수혜금액을 보

여준다. ‘통합소득-결정세액’에서 ‘30% UBI-FIT 

모델’로의 변화는 비록 완전히 선형적이지는 않지만 

순수혜금액의 절대적인 수치 면에서 저소득층에게 

매우 유리하며 (초)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순기여금액

이 매우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상위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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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소득분위별 순수혜금액(연간 금액) - ‘30% UBI-FIT 모델’과 ‘통합소득-결정세액’의 비교

분위
100분위

(상위 0~1%)
91분위

(상위 9~10%)
81분위

(상위 19~20%)
67분위

(상위 33~34%)
51분위

(상위 49~50%)

통합소득-결정세액
(백만 원)

57,966,314 14,805,384 10,441,004 7,081,335 4,765,121

30% UBI-FIT 모델
(백만 원)

57,309,852 13,195,169 9,735,447 7,206,834 5,532,859

순수혜금액
(백만 원)

-656,462 -1,610,215 -705,557 125,499 767,739

1인당 평균 
순수혜금액(원)

-3,016,274 -7,398,492 -3,241,840 576,635 3,527,546

분위
50분위

(하위 49~50%)
20분위

(하위 19~20%)
10분위

(하위 9~10%)
2분위

(하위 1~2%)
1분위

(하위 0~1%)

통합소득-결정세액
(백만 원)

4,654,221 1,590,448 729,300 53,863 -

30% UBI-FIT 모델
(백만 원)

5,451,857 3,286,886 2,675,622 2,203,569 2,164,085

순수혜금액
(백만 원)

797,636 1,696,438 1,946,322 2,149,706 2,164,085

1인당 평균
순수혜금액(원)

3,664,917 7,794,660 8,942,808 9,877,300 9,943,370

주: 「2016년 귀속 근로+종합소득 분위별 통계」에서 필자가 직접 계산하였으며,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통합소득에서 결

정세액을 빼주면서 발생하는 순위 변동 현상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수치임. 통합소득을 재원으로 한 30% UBI-FIT 모델에서는 1인당 

약 연 994만 원(2016년 주민등록 추계인구가 5,169만 6,216명(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이므로, 모두에게 나눠줄 경우에는 1인당 약 연 418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함. 참고로 여기서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액수는 2016년 

GDP의 약 11.43%에 상당하며(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국민계정: 연간지표(2015년 기준)”에서 인출), 2016년 양도

차익 결정·경정 금액 28조 3,647억 5,300만 원과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 총지급액 62조 1,024억 5,300만 원에도(국세청, 『2017 국

세통계연보』, ‘표 4-4-10. 일용근로소득자별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표 5-1-1.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총괄’) 30%의 세율을 매겨서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면 모두에게 1인당 약 연 471만 원을 지급할 수 있음(GDP의 약 12.86%)

<표 5> ‘통합소득-결정세액’과 ‘30% UBI-FIT 모델’의 소득불평등 지표 비교

구분 통합소득-결정세액
30% 

UBI-FIT 모델
감소분 감소율(%)

지니계수 0.494 0.364 0.130 26.36

5분위배율 22.30 5.88 16.42 73.62

10분위배율 58.52 8.55 49.97 85.39

주: 지니계수와 지니계수 감소분은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지니계수 감소율과 5분위배율, 10분위배율 수치들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

에서 반올림하였음. 통합소득에서 결정세액을 빼주면서 발생하는 순위 변동 현상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수치임. 통합소득을 재원으로 한 

30% UBI-FIT 모델에서는 1인당 약 연 994만 원(2016년 주민등록 추계인구가 5,169만 6,216명(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읍면동)

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이므로, 모두에게 나눠줄 경우에는 1인당 약 연 418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함. 참고로 여기서 기본소

득으로 지급되는 액수는 2016년 GDP의 약 11.43%에 상당하며(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국민계정: 연간지표(2015

년 기준)”에서 인출), 2016년 양도차익 결정·경정 금액 28조 3,647억 5,300만 원과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 총지급액 62조 1,024억 

5,300만 원에도(국세청, 『2017 국세통계연보』, ‘표 4-4-10. 일용근로소득자별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표 5-1-1.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총괄’) 30%의 세율을 매겨서 추가재원을 확보한다면 모두에게 1인당 약 연 471만 원을 지급할 수 있음(GDP의 약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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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외에 속함; <그림 1> 참조). ‘통합소득-결정세

액’에서 소득이 0에 가까웠던 1분위(하위 0~1%) 집

단의 1인당 순수혜금액이 연 9,943,370원이라는 

것은 모두가 월 82만 8천 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

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공식빈곤선(중위소득의 

50%) 기준으로 빈곤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뜻

한다.5） 상위 31%가 순기여집단이며, 하위 69%는 

순수혜집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이하 <그림 1> 참

조). 특기할 점은 순기여액수가 가장 큰 소득분위는 

100분위가 아니라 98분위이고, 순기여액수는 98분

위, 99분위, 97분위 순이며, 100분위는 81분위보

다도 순기여액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30% UBI-FIT 모델’로 변화할 때 100분위의 

경우 기존의 26.42%에서 30%로 3.58%p만큼만 실

5) 201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1,624,831원, 중위소득의 50%는 월 812,415원이었다(보건복지부, 2015. 7. 27).

6) 상위 0~0.1%의 평균 실질세율이 31.16%에 달한다는 각주 4의 내용도 다시 한 번 상기해보라. 30% UBI-FIT 모델로 변화할 경우, 상위 0~0.1%의 평균 

실질세율은 오히려 1.16%p 하락하게 된다.

질세율이 증가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상대

적으로 많지 않은, 81~99분위의 경우 기본소득으

로 받는 금액에 비해 실질세율의 대폭 증가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

다.6）

4.2. ‘통합소득-결정세액’과 ‘40% UBI-FIT 

모델’의 소득불평등 지표 비교

<표 7>은 ‘통합소득-결정세액’과 ‘40% UBI-FIT 

모델’의 소득불평등 지표를 비교한 것이다. ‘통합소

득-결정세액’에서 ‘40% UBI-FIT 모델’로의 변화

는 지니계수를 0.182(36.88%)만큼 감소시킨다. 5

분위배율과 10분위배율은 확연하게 감소한다는 것

<그림 1> 소득분위별 1인당 연간 평균 순수혜금액 - ‘30% UBI-FIT 모델’과 ‘통합소득-결정세액’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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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통합소득-결정세액’과 ‘40% UBI-FIT 모델’의 소득불평등 지표 비교

구분 통합소득-결정세액
40% 

UBI-FIT 모델
감소분 감소율(%)

지니계수 0.494 0.312 0.182 36.88

5분위배율 22.30 4.38 17.91 80.34

10분위배율 58.52 6.05 52.46 89.66

주: 지니계수와 지니계수 감소분은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지니계수 감소율과 5분위배율, 10분위배율 수치들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

에서 반올림하였음. 통합소득에서 결정세액을 빼주면서 발생하는 순위 변동 현상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수치임. 통합소득을 재원으로 한 

40% UBI-FIT 모델에서는 1인당 약 연 1,326만 원(2016년 주민등록 추계인구가 5,169만 6,216명(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읍면

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이므로, 모두에게 나눠줄 경우에는 1인당 약 연 558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함. 참고로 여기서 기본

소득으로 지급되는 액수는 2016년 GDP의 약 15.24%에 상당하며(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국민계정: 연간지표(2015

년 기준)”에서 인출), 2016년 양도차익 결정·경정 금액 28조 3,647억 5,300만 원과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 총지급액 62조 1,024억 

5,300만 원에도(국세청, 『2017 국세통계연보』, ‘표 4-4-10. 일용근로소득자별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표 5-1-1.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총괄’) 40%의 세율을 매겨서 추가재원을 확보한다면, 모두에게 1인당 약 연 628만 원을 지급할 수 있음(GDP의 약 17.15%)

<표 8> 소득분위별 순수혜금액(연간 금액) - ‘40% UBI-FIT 모델’과 ‘통합소득-결정세액’의 비교

분위
100분위

(상위 0~1%)
91분위

(상위 9~10%)
81분위

(상위 19~20%)
67분위

(상위 33~34%)
51분위

(상위 49~50%)

통합소득-결정세액
(백만 원)

57,966,314 14,805,384 10,441,004 7,081,335 4,765,121

40% UBI-FIT 모델
(백만 원)

50,153,247 12,768,240 9,597,032 7,326,545 5,845,687

순수혜금액
(백만 원)

-7,813,067 -2,633,268 -1,180,272 56,129 957,801

1인당 평균 
순수혜금액(원)

-35,899,040 -11,324,716 -4,897,141 581,087 4,630,776

분위
50분위

(하위 49~50%)
20분위

(하위 19~20%)
10분위

(하위 9~10%)
2분위

(하위 1~2%)
1분위

(하위 0~1%)

통합소득-결정세액
(백만 원)

4,654,221 1,590,448 729,300 53,863 -

40% UBI-FIT 모델
(백만 원)

5,703,537 3,847,848 3,323,907 2,919,290 2,885,447

순수혜금액
(백만 원)

1,049,316 2,257,399 2,594,607 2,865,427 2,885,447

1인당 평균
순수혜금액(원)

4,821,316 10,372,123 11,921,497 13,165,840 13,257,826

주: 「2016년 귀속 근로+종합소득 분위별 통계」에서 필자가 직접 계산하였으며,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통합소득에서 결

정세액을 빼주면서 발생하는 순위 변동 현상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수치임. 통합소득을 재원으로 한 40% UBI-FIT 모델에서는 1인당 약 

연 1,326만 원(2016년 주민등록 추계인구가 5,169만 6,216명(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이므로, 모두에게 나눠줄 경우에는 1인당 약 연 558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함. 참고로 여기서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액수는 2016년 

GDP의 약 15.24%에 상당하며(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국민계정: 연간지표(2015년 기준)”에서 인출), 2016년 양도

차익 결정·경정 금액 28조 3,647억 5,300만 원과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 총지급액 62조 1,024억 5,300만 원에도(국세청, 『2017 국

세통계연보』, ‘표 4-4-10. 일용근로소득자별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표 5-1-1.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총괄’) 40%의 세율을 매겨서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면, 모두에게 1인당 약 연 628만 원을 지급할 수 있음(GDP의 약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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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해볼 수 있다. 5분위배율은 5 미만, 10분위

배율은 6 가까이로 줄어들며, 5분위배율의 감소율

은 80.34%, 10분위배율의 감소율은 89.66%에 이

른다.

<표 8>은 ‘40% UBI-FIT 모델’과 ‘통합소득-결

정세액’의 비교를 통해 소득구간별 순수혜금액을 보

여준다. ‘통합소득-결정세액’에서 ‘40% UBI-FIT 

모델’로의 변화는 비록 완전히 선형적이지는 않지

만 순수혜금액의 절대적인 수치 면에서 저소득층에

게 매우 유리하며 (초)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순기여

금액이 매우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소

득-결정세액’에서 소득이 0에 가까웠던 1분위(하위 

0~1%) 집단의 1인당 순수혜금액이 연 13,257,826

원이라는 것은 모두가 월 110만 4천 원 이상의 소

득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공식빈곤선

(중위소득의 50%) 기준으로 빈곤이 완전히 사라진

다는 것을 뜻한다(각주 4 참조). 상위 32%가 순기여

집단이며, 하위 68%는 순수혜집단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이하 <그림 2> 참조). 100분위(상위 0~1%)

의 연간 순기여금액은 평균적으로 3,600만 원 가량

이 된다. ‘30% UBI-FIT 모델’로의 변화와 다른 점

은, ‘40% UBI-FIT 모델’로의 변화에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순기여액수가 더 많아진다는 사실이다. 이

는 ‘40% UBI-FIT 모델’로 변화할 때 기본소득으로 

받는 금액은 모두 일정하나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절대

액수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분석 이전에도, 우리는 

50%, 60%, 70% UBI-FIT 모델에서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가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4.3. ‘통합소득-결정세액’과 ‘50% UBI-FIT 

모델’의 소득불평등 지표 비교

<표 9>는 ‘통합소득-결정세액’과 ‘50% UBI-FIT 

모델’의 소득불평등 지표를 비교한 것이다. ‘통합소

득-결정세액’에서 ‘50% UBI-FIT 모델’로의 변화

는 지니계수를 0.234(47.40%)만큼 감소시킨다. 5

분위배율과 10분위배율은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그림 2> 소득분위별 1인당 연간 평균 순수혜금액 - ‘40% UBI-FIT 모델’과 ‘통합소득-결정세액’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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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통합소득-결정세액’과 ‘50% UBI-FIT 모델’의 소득불평등 지표 비교

구분 통합소득-결정세액
50% 

UBI-FIT 모델
감소분 감소율(%)

지니계수 0.494 0.260 0.234 47.40

5분위배율 22.30 3.37 18.93 84.90

10분위배율 58.52 4.45 54.06 92.39

주: 지니계수와 지니계수 감소분은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지니계수 감소율과 5분위배율, 10분위배율 수치들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

에서 반올림하였음. 통합소득에서 결정세액을 빼주면서 발생하는 순위 변동 현상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수치임. 통합소득을 재원으로 한 

50% UBI-FIT 모델에서는 1인당 약 연 1,657만 원(2016년 주민등록 추계인구가 5,169만 6,216명(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읍면

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이므로, 모두에게 나눠줄 경우에는 1인당 약 연 698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함. 참고로 여기서 기본

소득으로 지급되는 액수는 2016년 GDP의 약 19.05%에 상당하며(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국민계정: 연간지표(2015

년 기준)”에서 인출), 2016년 양도차익 결정·경정 금액 28조 3,647억 5,300만 원과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 총지급액 62조 1,024억 

5,300만 원에도(국세청, 『2017 국세통계연보』, ‘표 4-4-10. 일용근로소득자별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표 5-1-1.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총괄’) 50%의 세율을 매겨서 추가재원을 확보한다면, 모두에게 1인당 약 연 785만 원을 지급할 수 있음(GDP의 약 21.44%)

<표 10> 소득분위별 순수혜금액(연간 금액) - ‘50% UBI-FIT 모델’과 ‘통합소득-결정세액’의 비교

분위
100분위

(상위 0~1%)
91분위

(상위 9~10%)
81분위

(상위 19~20%)
67분위

(상위 33~34%)
51분위

(상위 49~50%)

통합소득-결정세액
(백만 원)

57,966,314 14,805,384 10,441,004 7,081,335 4,765,121

50% UBI-FIT 모델
(백만 원)

42,996,642 11,486,154 8,014,924 7,208,772 6,013,076

순수혜금액
(백만 원)

-14,969,672 -3,319,230 -1,426,080 127,437 1,247,955

1인당 평균 
순수혜금액(원)

-68,781,805 -15,250,941 -6,552,442 585,539 5,734,007

분위
50분위

(하위 49~50%)
20분위

(하위 19~20%)
10분위

(하위 9~10%)
2분위

(하위 1~2%)
1분위

(하위 0~1%)

통합소득-결정세액
(백만 원)

4,654,221 1,590,448 729,300 53,863 -

50% UBI-FIT 모델
(백만 원)

5,955,217 4,408,809 3,972,192 3,635,011 3,606,808

순수혜금액
(백만 원)

1,300,996 2,818,361 3,242,892 3,581,148 3,606,808

1인당 평균
순수혜금액(원)

5,977,716 12,949,585 14,900,187 16,454,380 16,572,283

주: 「2016년 귀속 근로+종합소득 분위별 통계」에서 필자가 직접 계산하였으며,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통합소득에서 결

정세액을 빼주면서 발생하는 순위 변동 현상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수치임. 통합소득을 재원으로 한 50% UBI-FIT 모델에서는 1인당 약 

연 1,657만 원(2016년 주민등록 추계인구가 5,169만 6,216명(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이므로, 모두에게 나눠줄 경우에는 1인당 약 연 698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함. 참고로 여기서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액수는 2016년 

GDP의 약 19.05%에 상당하며(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국민계정: 연간지표(2015년 기준)”에서 인출), 2016년 양도

차익 결정·경정 금액 28조 3,647억 5,300만 원과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 총지급액 62조 1,024억 5,300만 원에도(국세청, 『2017 국

세통계연보』, ‘표 4-4-10. 일용근로소득자별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표 5-1-1.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총괄’) 50%의 세율을 매겨서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면, 모두에게 1인당 약 연 785만 원을 지급할 수 있음(GDP의 약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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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볼 수 있다. 5분위배율은 4 미만, 10분위배

율은 5 미만으로 줄어들며, 5분위배율의 감소율은 

84.90%, 10분위배율의 감소율은 92.39%에 달한

다.

<표 10>은 ‘50% UBI-FIT 모델’과 ‘통합소득-결

정세액’의 비교를 통해 소득구간별 순수혜금액을 보

여준다. ‘통합소득-결정세액’에서 ‘50% UBI-FIT 

모델’로의 변화는 비록 완전히 선형적이지는 않지

만 순수혜금액의 절대적인 수치 면에서 저소득층에

게 매우 유리하며 (초)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순기여

금액이 매우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소

득-결정세액’에서 소득이 0에 가까웠던 1분위(하위 

0~1%) 집단의 1인당 순수혜금액이 연 16,572,283

원이라는 것은 모두가 월 138만 1천 원 이상의 소

득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공식빈곤선

(중위소득의 50%) 기준으로 빈곤이 완전히 사라진

다는 것을 뜻한다(각주 4 참조). 상위 32%가 순기여

집단이며, 하위 68%는 순수혜집단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이하 <그림 3> 참조). 100분위(상위 0~1%)의 

연간 순기여금액은 평균적으로 약 6,900만 원 정도

가 된다. ‘40% UBI-FIT 모델’로의 변화와 마찬가지

로, ‘50% UBI-FIT 모델’로의 변화에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순기여액수가 더 많아짐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50% UBI-FIT 모델’로 변화할 때 기본소

득으로 받는 금액은 모두 일정하나 소득분위가 높아

질수록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

는 절대액수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4.4. ‘통합소득-결정세액’과 ‘60% UBI-FIT 

모델’의 소득불평등 지표 비교

<표 11>은 ‘통합소득-결정세액’과 ‘60% UBI-

FIT 모델’의 소득불평등 지표를 비교한 것이다. ‘통

합소득-결정세액’에서 ‘60% UBI-FIT 모델’로의 변

화는 지니계수를 0.286(57.92%)만큼 감소시킨다. 

5분위배율과 10분위배율은 상당히 감소한다는 것

<그림 3> 소득분위별 1인당 연간 평균 순수혜금액 - ‘50% UBI-FIT 모델’과 ‘통합소득-결정세액’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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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통합소득-결정세액’과 ‘60% UBI-FIT 모델’의 소득불평등 지표 비교

구분 통합소득-결정세액
60% 

UBI-FIT 모델
감소분 감소율(%)

지니계수 0.494 0.208 0.286 57.92

5분위배율 22.30 2.63 19.67 88.20

10분위배율 58.52 3.34 55.17 94.29

주: 지니계수와 지니계수 감소분은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지니계수 감소율과 5분위배율, 10분위배율 수치들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

에서 반올림하였음. 통합소득에서 결정세액을 빼주면서 발생하는 순위 변동 현상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수치임. 통합소득을 재원으로 한 

60% UBI-FIT 모델에서는 1인당 약 연 1,989만 원(2016년 주민등록 추계인구가 5,169만 6,216명(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읍면

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이므로, 모두에게 나눠줄 경우에는 1인당 약 연 837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함. 참고로 여기서 기본

소득으로 지급되는 액수는 2016년 GDP의 약 22.86%에 상당하며(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국민계정: 연간지표(2015

년 기준)”에서 인출), 2016년 양도차익 결정·경정 금액 28조 3,647억 5,300만 원과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 총지급액 62조 1,024억 

5,300만 원에도(국세청, 『2017 국세통계연보』, ‘표 4-4-10. 일용근로소득자별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표 5-1-1.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총괄’) 60%의 세율을 매겨서 추가재원을 확보한다면, 모두에게 1인당 약 연 942만 원을 지급할 수 있음(GDP의 약 25.72%)

<표 12> 소득분위별 순수혜금액(연간 금액) - ‘60% UBI-FIT 모델’과 ‘통합소득-결정세액’의 비교

분위
100분위

(상위 0~1%)
91분위

(상위 9~10%)
81분위

(상위 19~20%)
67분위

(상위 33~34%)
51분위

(상위 49~50%)

통합소득-결정세액
(백만 원)

57,966,314 14,805,384 10,441,004 7,081,335 4,765,121

60% UBI-FIT 모델
(백만 원)

35,840,037 10,631,646 8,654,662 7,209,741 6,253,184

순수혜금액
(백만 원)

-22,126,277 -4,173,737 -1,786,342 128,406 1,488,063

1인당 평균 
순수혜금액(원)

-101,664,571 -19,177,165 -8,207,744 589,991 6,837,237

분위
50분위

(하위 49~50%)
20분위

(하위 19~20%)
10분위

(하위 9~10%)
2분위

(하위 1~2%)
1분위

(하위 0~1%)

통합소득-결정세액
(백만 원)

4,654,221 1,590,448 729,300 53,863 -

60% UBI-FIT 모델
(백만 원)

6,206,897 4,969,771 4,620,477 4,350,732 4,328,170

순수혜금액
(백만 원)

1,552,676 3,379,322 3,891,176 4,296,869 4,328,170

1인당 평균
순수혜금액(원)

7,134,116 15,527,047 17,878,876 19,742,919 19,886,740

주: 「2016년 귀속 근로+종합소득 분위별 통계」에서 필자가 직접 계산하였으며,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통합소득에서 결

정세액을 빼주면서 발생하는 순위 변동 현상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수치임. 통합소득을 재원으로 한 60% UBI-FIT 모델에서는 1인당 약 

연 1,989만 원(2016년 주민등록 추계인구가 5,169만 6,216명(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이므로, 모두에게 나눠줄 경우에는 1인당 약 연 837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함. 참고로 여기서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액수는 2016년 

GDP의 약 22.86%에 상당하며(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국민계정: 연간지표(2015년 기준)”에서 인출), 2016년 양도

차익 결정·경정 금액 28조 3,647억 5,300만 원과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 총지급액 62조 1,024억 5,300만 원에도(국세청, 『2017 국

세통계연보』, ‘표 4-4-10. 일용근로소득자별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표 5-1-1.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총괄’) 60%의 세율을 매겨서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면, 모두에게 1인당 약 연 942만 원을 지급할 수 있음(GDP의 약 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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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해볼 수 있다. 5분위배율은 3 미만, 10분위

배율은 4 미만으로 줄어들며, 5분위배율의 감소율

은 88.20%, 10분위배율의 감소율은 94.29%에 이

른다.

<표 12>는 ‘60% UBI-FIT 모델’과 ‘통합소득-결

정세액’의 비교를 통해 소득구간별 순수혜금액을 보

여준다. ‘통합소득-결정세액’에서 ‘60% UBI-FIT 

모델’로의 변화는 비록 완전히 선형적이지는 않지

만 순수혜금액의 절대적인 수치 면에서 저소득층에

게 매우 유리하며 (초)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순기여

금액이 매우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소

득-결정세액’에서 소득이 0에 가까웠던 1분위(하위 

0~1%) 집단의 1인당 순수혜금액이 연 19,886,740

원이라는 것은 모두가 월 165만 7천 원 이상의 소

득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공식빈곤

선(중위소득의 50%) 기준으로 빈곤이 완전히 사라

질 뿐만 아니라 공식빈곤선의 2배에 달하는 소득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뜻한다(각주 4 참조). 상위 32%

가 순기여집단이며, 하위 68%는 순수혜집단인 것으

로 분석되었다(이하 <그림 4> 참조). 100분위(상위 

0~1%)의 연간 순기여금액은 평균적으로 1억 원을 

상회하게 된다. 40%, 50% 모델에서와 같이, ‘60% 

UBI-FIT 모델’로의 변화에서도 소득분위가 높을수

록 순기여액수가 더 많아짐이 확인된다. 이는 ‘60% 

UBI-FIT 모델’로 변화할 때 기본소득으로 받는 금

액은 모두 일정하나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기본소

득 지급을 위해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절대액수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4.5. ‘통합소득-결정세액’과 ‘70% UBI-FIT 

모델’의 소득불평등 지표 비교

<표 13>은 ‘통합소득-결정세액’과 ‘70% UBI-

FIT 모델’의 소득불평등 지표를 비교한 것이다. ‘통

합소득-결정세액’에서 ‘70% UBI-FIT 모델’로의 

변화는 지니계수를 0.338(68.44%)만큼 감소시킨

다. 5분위배율과 10분위배율은 확연하게 감소한다

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5분위배율과 10분위배

<그림 4> 소득분위별 1인당 연간 평균 순수혜금액 - ‘60% UBI-FIT 모델’과 ‘통합소득-결정세액’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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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통합소득-결정세액’과 ‘70% UBI-FIT 모델’의 소득불평등 지표 비교

구분 통합소득-결정세액
70% 

UBI-FIT 모델
감소분 감소율(%)

지니계수 0.494 0.156 0.338 68.44

5분위배율 22.30 2.07 20.22 90.70

10분위배율 58.52 2.52 56.00 95.68

주: 지니계수와 지니계수 감소분은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지니계수 감소율과 5분위배율, 10분위배율 수치들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

에서 반올림하였음. 통합소득에서 결정세액을 빼주면서 발생하는 순위 변동 현상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수치임. 통합소득을 재원으로 한 

70% UBI-FIT 모델에서는 1인당 약 연 2,320만 원(2016년 주민등록 추계인구가 5,169만 6,216명(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읍면

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이므로, 모두에게 나눠줄 경우에는 1인당 약 연 977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함. 참고로 여기서 기본

소득으로 지급되는 액수는 2016년 GDP의 약 26.67%에 상당하며(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국민계정: 연간지표(2015

년 기준)”에서 인출), 2016년 양도차익 결정·경정 금액 28조 3,647억 5,300만 원과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 총지급액 62조 1,024억 

5,300만 원에도(국세청, 『2017 국세통계연보』, ‘표 4-4-10. 일용근로소득자별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표 5-1-1.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총괄’) 70%의 세율을 매겨서 추가재원을 확보한다면, 모두에게 1인당 약 연 1,099만 원을 지급할 수 있음(GDP의 약 30.01%)

<표 14> 소득분위별 순수혜금액(연간 금액) - ‘70% UBI-FIT 모델’과 ‘통합소득-결정세액’의 비교

분위
100분위

(상위 0~1%)
91분위

(상위 9~10%)
81분위

(상위 19~20%)
67분위

(상위 33~34%)
51분위

(상위 49~50%)

통합소득-결정세액
(백만 원)

57,966,314 14,805,384 10,441,004 7,081,335 4,765,121

70% UBI-FIT 모델
(백만 원)

28,683,432 9,777,139 8,294,401 7,210,710 6,493,292

순수혜금액
(백만 원)

-29,282,882 -5,028,245 -2,146,603 129,375 1,728,171

1인당 평균 
순수혜금액(원)

-134,547,336 -23,103,390 -9,863,045 594,443 7,940,468

분위
50분위

(하위 49~50%)
20분위

(하위 19~20%)
10분위

(하위 9~10%)
2분위

(하위 1~2%)
1분위

(하위 0~1%)

통합소득-결정세액
(백만 원)

4,654,221 1,590,448 729,300 53,863 -

70% UBI-FIT 모델
(백만 원)

6,458,577 5,530,732 5,268,762 5,066,453 5,049,532

순수혜금액
(백만 원)

1,804,356 3,940,284 4,539,461 5,012,590 5,049,532

1인당 평균
순수혜금액(원)

8,290,515 18,104,510 20,857,565 23,031,459 23,201,196

주: 「2016년 귀속 근로+종합소득 분위별 통계」에서 필자가 직접 계산하였으며,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통합소득에서 결

정세액을 빼주면서 발생하는 순위 변동 현상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수치임. 통합소득을 재원으로 한 70% UBI-FIT 모델에서는 1인당 약 

연 2,320만 원(2016년 주민등록 추계인구가 5,169만 6,216명(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년

~)”)이므로, 모두에게 나눠줄 경우에는 1인당 약 연 977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함. 참고로 여기서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액수는 2016년 

GDP의 약 26.67%에 상당하며(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국민계정: 연간지표(2015년 기준)”에서 인출), 2016년 양도

차익 결정·경정 금액 28조 3,647억 5,300만 원과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 총지급액 62조 1,024억 5,300만 원에도(국세청, 『2017 국

세통계연보』, ‘표 4-4-10. 일용근로소득자별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표 5-1-1.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총괄’) 70%의 세율을 매겨서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면, 모두에게 1인당 약 연 1,099만 원을 지급할 수 있음(GDP의 약 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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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모두 3 미만으로 줄어들며, 5분위배율의 감소율

은 90.70%, 10분위배율의 감소율은 95.68%에 달

한다.

<표 14>는 ‘70% UBI-FIT 모델’과 ‘통합소득-결

정세액’의 비교를 통해 소득구간별 순수혜금액을 보

여준다. ‘통합소득-결정세액’에서 ‘70% UBI-FIT 

모델’로의 변화는 비록 완전히 선형적이지는 않지

만 순수혜금액의 절대적인 수치 면에서 저소득층에

게 매우 유리하며 (초)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순기여

금액이 매우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소

득-결정세액’에서 소득이 0에 가까웠던 1분위(하위 

0~1%) 집단의 1인당 순수혜금액이 연 23,201,196

원이라는 것은 모두가 월 193만 3천 원 이상의 소

득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공식빈곤

선(중위소득의 50%) 기준으로 빈곤이 완전히 사라

질 뿐만 아니라 공식빈곤선의 2.4배에 가까운 소득

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함의한다(각주 4 참조). 상위 

33%가 순기여집단이며, 하위 67%는 순수혜집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이하 <그림 5> 참조). 100분위

(상위 0~1%)의 연간 순기여금액은 평균적으로 1억 

3천만 원을 상회하게 된다. 40%, 50%, 60% 모델에

서와 마찬가지로, ‘70% UBI-FIT 모델’로의 변화에

서도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순기여액수가 더 많아짐

이 확인된다. 이는 ‘70% UBI-FIT 모델’로 변화할 

때 기본소득으로 받는 금액은 모두 일정하나 소득분

위가 높아질수록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세금으로 납

부해야 하는 절대액수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5. 나가는 말

지금까지 통합소득 백분위자료에 대한 기술통계

를 살펴보고, 통합소득 백분위자료를 통해 면세구간

이 전혀 없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UBI-FIT 

모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대표 세율(30%, 40%, 

50%, 60%, 70%)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

였다.

<그림 5> 소득분위별 1인당 연간 평균 순수혜금액 - ‘70% UBI-FIT 모델’과 ‘통합소득-결정세액’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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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통합소득 백분위자료에 대한 기술통계를 

통해서는, 1) 고소득층일수록 더 높은 실질세율에 

직면하기는 하지만, 높은 면세점과 각종 공제제도

로 인하여 전체 평균세율 자체가 매우 낮을 뿐만 아

니라 고소득층조차 실질세율이 절대적인 수치 면

에서 전반적으로 매우 낮다는 사실, 2) 특히나 상

위 4~10% 집단만 하더라도 10% 미만의 실질세율

에 직면한다는 사실, 3) 통합소득 대비 과세표준의 

비중, 그리고 통합소득 대비 결정세액의 비중이 시

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통합소득 대비 과세

표준의 비중, 그리고 통합소득 대비 결정세액의 비

중의 절대적인 수치가 여전히 매우 작다는 사실, 4)  

지니계수, 5분위배율, 10분위배율 모두 과세로 인

한 감소율이 조금씩 커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소

득재분배 기능이 미약하며 지니계수, 5분위배율, 

10분위배율 모두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전반적인 세제 개혁을 

동반한 증세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통합소득 백분위자료를 통해 면세구간

이 전혀 없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UBI-FIT 

모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통합소득에 대한 현행 과세와 비교해볼 

때, UBI-FIT 모델로의 전환은 뚜렷한 소득불평

등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UBI-

FIT 모델로의 변화는 지니계수를 0.130(26.36%)

만큼, 40% UBI-FIT 모델로의 변화는 지니계수를 

0.182(36.88%)만큼, 50% UBI-FIT 모델로의 변

화는 지니계수를 0.234(47.40%)만큼, 60% UBI-

FIT 모델로의 변화는 지니계수를 0.286(57.92%)

만큼, 70% UBI-FIT 모델로의 변화는 지니계수를 

0.338(68.44%)만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30% UBI-FIT 모델에서조차 5분위배율

과 10분위배율은 모두 한자리수로 줄어들었으며, 

70% UBI-FIT 모델에서는 양자 모두 3 미만이 되

었다. 5분위배율의 감소율은 30% UBI-FIT 모델에

서 73.62%, 40% UBI-FIT 모델에서 80.34%, 50% 

UBI-FIT 모델에서 84.90%, 60% UBI-FIT 모델에

서 88.20%, 70% UBI-FIT 모델에서 90.70%에 이

르렀다. 10분위배율의 감소율은 30% UBI-FIT 모

델에서 85.39%, 40% UBI-FIT 모델에서 89.66%, 

50% UBI-FIT 모델에서 92.39%, 60% UBI-FIT 모

델에서 94.29%, 70% UBI-FIT 모델에서 95.68%

에 달했다.

둘째, 소득분위별 순수혜금액을 분석한 결과, 통

합소득에 대한 현행 과세와 비교해볼 때 30%, 40%, 

50%, 60%, 70% UBI-FIT 모델로의 변화는 비록 완

전히 선형적이지는 않지만 순수혜금액의 절대적인 

수치 면에서 저소득층에게 매우 유리하며 (초)고소

득층으로 갈수록 순기여금액이 매우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모델들에서 상위 31~33%가 순기

여집단이며, 하위 67~69%가 순수혜집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40%, 50%, 60%, 70% UBI-FIT 모델

에서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순기여액수가 더 많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의 UBI-FIT 모델

로 변화할 때 기본소득으로 받는 금액은 모두 일정

하나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절대액수가 더 커지기 때

문이다. 다만 이러한 패턴은 30% UBI-FIT 모델에

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30% UBI-FIT 모델로의 변

화에서 순기여액수가 가장 큰 소득분위는 100분위

가 아니라 98분위이고, 순기여액수는 98분위, 99분

위, 97분위 순이며, 100분위는 81분위보다도 순기

여액수가 적었다. 이는 ‘30% UBI-FIT 모델’로 변화

할 때 100분위의 경우 기존의 26.42%에서 30%로 

3.58%p만큼만 실질세율이 증가하여 추가로 납부해

야 할 세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반면, 81~9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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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 기본소득으로 받는 금액에 비해 실질세율

의 대폭 증가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크

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셋째, 소득분위별 순수혜금액을 분석한 결과, 

30% UBI-FIT 모델에서조차 ‘통합소득-결정세액’

에서 소득이 0에 가까웠던 1분위(하위 0~1%) 집단

의 1인당 순수혜금액이 연 9,943,370원으로, 모두

가 월 82만 8천 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음으로써 

공식빈곤선(중위소득의 50%) 기준으로 빈곤이 완전

히 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70% UBI-FIT 모

델에서는 ‘통합소득-결정세액’에서 소득이 0에 가

까웠던 1분위(하위 0~1%) 집단의 1인당 순수혜금

액이 연 23,201,196원으로, 모두가 월 193만 3천 

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음으로써 공식빈곤선(중위

소득의 50%) 기준으로 빈곤이 완전히 사라질 뿐만 

아니라 공식빈곤선의 2.4배에 가까운 소득을 보장

받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높게 설정되어 있는 면세

점을 없애거나 크게 낮추고 역진적인 성격의 각종 

공제제도를 폐지하는 등 전반적인 세제 개혁을 수

반한 큰 폭의 증세가 필요하다. 둘째, 이렇게 대대적

인 증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

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t% UBI-FIT 모델의 세율

에서 t값이 30만 하더라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상당

하지만, 40(또는 34) 이상이 더 적당할 것으로 판단

된다.7） 왜냐하면 30% UBI-FIT 모델로의 변화에서 

순기여액수가 가장 큰 소득분위는 100분위가 아니

7) 1% 단위로 세율을 변화시키면서 t% UBI-FIT 모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가 분석해본 결과, t값이 33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분위가 커질수록 순기여액수

가 많아지는(혹은 순수혜액수가 적어지는) 형태가 유지되지 않았으나. 34 이상부터는 모든 소득계층에 걸쳐서 그러한 패턴을 띠었다. 참고로 35% UBI-FIT 모

델의 경우, 통합소득에 대한 과세만으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월 40만 원 이상(406,987원)을 지급할 수 있었으며, 이에 더하여 양도가액과 일용근로소득

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면 1인당 월 45만 원 이상(458,028원) 지급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합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

보면, 35% UBI-FIT 모델로의 변화는 지니계수를 31.62%(0.494→0.338), 5분위배율을 77.34%(22.30→5.05), 10분위배율을 87.79%(58.52→7.15) 감

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이는 달리 말하자면, 현재의 소득분포 하에서 평균소득자와 중위소득자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20%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한 내

용은, 이건민(2018: 명제 4) 참조.

라 98분위이고, 순기여액수는 98분위, 99분위, 97

분위 순이며, 100분위는 81분위보다도 순기여액수

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표 6>, <그림 

1> 참조). 이러한 변화는 과세형평성에 크게 어긋나

는 것이다(각주 6도 참조). 넷째, 현재의 소득분포 

하에서 UBI-FIT 모델만으로는 70% 이상의 순수혜

층을 갖기는 어려우므로,8） 순수혜층의 비율이 70% 

또는 80%를 넘도록 하기 위해서는 UBI-FIT 모델을 

생태세-생태배당 정책,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정책, 

공통부기금 조성이나 공유지분권 설정 등을 통한 기

본소득 지급 등과 함께 도입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는 누진소득세-기본소득 모델로 변형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금민, 2018. 9. 18; 이건

민, 2018).

이와 더불어, 이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를 이건

민(2018)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사

실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이건민(2018)

에서 제시된 <명제 1>(“면세구간이 전혀 없고 모

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률소득세-기본소

득 모형은 특정 소득분포에 관계없이 지니계수를 

정확히 t% 개선한다.”)과 <명제 4>(“면세구간이 전

혀 없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률소득

세-기본소득 모형 하에서, 정적편향 단봉분포에서

는 순수혜비율이 순부담비율보다 높으며, 부적편

향 단봉분포에서는 순부담비율이 순수혜비율보다 

높다. 좌우대칭 단봉분포에서는 순수혜비율과 순

부담비율이 50%로 일치한다. 부적편향 단봉분포

에서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사이에 위치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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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을 α%라고 한다면, 순부담집단의 비율은 

(50+α)%가 된다. 반면 정적편향 단봉분포에서 중

위소득과 평균소득 사이에 위치하는 사람의 비율

을 β%라고 한다면, 순수혜집단의 비율은 (50+β)%

가 된다.”)와 관련한 것이다. 본고는 ‘세전 통합소

득’ 분포와 ‘UBI-FIT 모델 적용 후’ 분포를 비교

한 것이 아니라 ‘세후 통합소득’ 분포와 ‘UBI-FIT 

모델 적용 후’ 분포를 비교한 것이므로, <명제 1>

과 <명제 4>가 그대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

만 t값이 커질수록 순수혜집단의 비율이 (50+β)%

에 가깝게 수렴하는 경향이 있음을, 그리고 ‘UBI-

FIT 모델 적용 후’ 분포를 ‘세후 통합소득’ 분포

와 비교했을 때 t값이 커질수록 지니계수 개선율

이 t%에 가깝게 수렴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세전 통합소

득’ 분포에서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계층은 1~67분

위로 UBI-FIT 모델 적용 시 순수혜집단의 비율은 

67%로 예상할 수 있는데, 순수혜집단의 비율은 t

값이 30일 때는 69%, 40, 50, 60일 때는 68%, 70

일 때는 67%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세후 통합소

득’ 분포와 비교했을 때, t% UBI-FIT 모델의 지니

계수 개선율은 t값이 30일 경우 26.36%(3.64%p 

격 차 ) ,  4 0 일  경 우  3 6 . 8 8 % ( 3 . 1 2 % p  격

차), 50일 경우 47.40%(2.60%p 격차), 60

일 경우 57.92%(2.08%p 격차), 70일 경우 

68.44%(1.56%p 격차)로 나타나 t값이 커질수록 그 

격차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으로 이와 같은 결과는, 통합소득에 대한 현재의 세

금부과가 전반적으로 미미한 상황에서, t값이 커질

9) 참고로 최근에 이원재, 윤형중, 이상민, 이승주(2019)는 소득세제 비과세·감면 정비, 기본소득 과세, 탈루 및 비과세 소득 적극 과세, 일부 복지정책 폐지 및 

축소, 소득보전 성격의 비과세·감면 정비,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 지방 재정 지출 조정, 융자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 재정 증가분의 일부 활용, 지방정부 세계

잉여금 활용 등을 재원으로 한 ‘국민기본소득제’를 제안한 바 있다. 여기서 이에 대한 자세한 평가를 담을 수는 없으므로, 기본소득에 대한 과세, 2%p 또는 3%p

의 명목세율 인하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점, 탈루 및 비과세 소득 적극 과세, 소득보전 성격의 비과세·감면 정비는 기본소득 도입과 무관하게 중요한 과제라는 

점,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 지방 재정 지출 조정, 재정 증가분의 일부 활용 등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다소 존재하는 재원조달 방안일 뿐만 아니라 이를 기본소득

의 재원으로 삼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치적·사회적 힘과 합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만 언급하고자 한다.

수록 t% UBI-FIT 모델로의 변화가 초래하는 힘이 

압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의 한계는 2절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글에서 분석한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정

확히 말하자면 2016년 기준으로 통합소득 백분위

자료에 포괄되는 21,764,051명이라는 집단 내에

서 세금을 거둬서 동일한 액수의 기본소득을 지급하

였을 때의 효과라는 것이다. 향후에는 통합소득 백

분위자료에 포괄되지 않는 소득(분류과세되는 양도

소득이나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근로소득) 정보, 그

리고 이 자료에서 포함하지 않은 인구의 소득 정보

를 결합시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의 개

인 단위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더 나아가 근로소득 등에서 비과세소득의 규

모가 엄청나고(안종석, 김완석, 홍우형, 2017), 초

고소득층·초자산층 및 부동산 임대소득자를 중심

으로 한 탈루소득의 규모 역시 크다는 점을 감안하

여(참여연대, 2017; Korea Times, 2012. 7. 24; 

Alstadsæter, Johannesen, and Zucman, 2018), 

현재 비과세인 소득을 과세소득화할 경우와 탈루소

득을 포착할 경우의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가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9）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통합소득 백

분위자료를 활용하여 기본소득의 개인 단위 소득재

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유용한 정책적 시

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

가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연구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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