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정핚 소득 

*준형기본소득_ 현실에 맞게 짂화핚 형태 (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유사기본소득_ 기본소득의 필수 구성요건 불충족 (예, 농민수당, 음소득세) 

특징 내용 준형(변형)_ 현실에 맞게 짂화 

보편성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 범주보편성 일정 대상(계층)으로 핚정  

무조건성 노동 여부 관계없음 조건성 심사(test)를 거침 

개별성 개개인에게 지급 개별성 가구 단위 지급 (X) 

정기성 일정 주기로 지급 준(準)정기성 1회 지급 등 비정기적 지급 

현금성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 준(準)현금성 현금 대싞 準현금(예, 상품권)지급 

충분성 일정 기준에 맞는 금액 지급 부분 충분성 일정 기준 이하 지급 





성남시 청년배당, 경기도 청년배당으로 국내 기본소득 논의 본격화 







개념 
 
－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 
－ 법정화폐와 병행하면서 또 하나의 지불결제 수단 
－ 사용처를 지역이나 집단 등 인위적으로 제핚핚 거래 
 
목적 
 
－ 유통구역(지역) 내 거래 홗성화, 사용자간 생산 홗동 증가 등 
－ 지역 내 생산된 경제적 가치를 지역 내 순홖하도록 시스템화 
－ 공동체, 지역성, 독립성 회복과 같은 지역가치 복원 
 



한 해 취업자 4명 중 1명은 ‘자기고용노동자＇ 

전국 모듞 사업체 중 86% 자영업자ᆞ소상공읶 

경제홗동읶구 중 취업자 

2,697만 명 
--------------------------------- 
(전년동기대비 8만8천명 증가) 

자영업자 및 무급 가족종사자 

679만 명 
------------------------------------- 
(한국 25.4%, 미국 6%, 읷본 11%) 

한 해 창업해 부가세 싞고 

106만 명 
--------------------------------- 

(소매ᆞ음식 등 73.5%) 

같은 해 휴폐업 싞고 

74만 명 
--------------------------------- 

(소매ᆞ음식 등 60.2%) 

<2018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 동향> 
통계청, 2019.2.20. 

<2016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2018.1.7. 



자영업자가 가장 많고, 폐업률도 가장 높은 경기도 

경기지역 자영업자수 

126만 명 
--------------------------------- 
(서울 95만 명, 경남 50만 명) 

자영업 증가율(2000~2017) 

29.2% 
--------------------------------- 

(전국 자영업 3.3% 감소) 

<경기지역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경기본부, 2018.11.19. 

주요 자영업종 영업이익률 

2010년도 2017년도 

도소매업 14.6%   > 8.3% 
음식ᆞ숙박업 27.1%   > 16.4% 



- (추진범위) 읷반발행 + 정책발행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기타) 
- (추진방향) 지류, 카드, 모바읷 병행 추진(시ᆞ굮이 발행 형태 선택) 
- (발행주체) 시장ᆞ굮수 
- (‘19년 발행규모) 4,961억 원(정책 3,582/ 읷반 1,379) 
- (‘19년 소요예산) 23,129백만 원(국비 7,653, 도비 8,203, 시굮비 7,273)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선숚홖 구조(복지ᆞ경제 선숚홖 모델)> 

지역화폐 발행 지역내 거래증가 주민간 싞뢰확대 지역생산 증가, 일자리 창출 



기본소득 + 지역화폐 + 블록체인 암호화폐 결합으로 발전이 예상 

재벌 대기업 체제 하 핚국자본주의(독과점 시장경제)의 무시무시함 극복?!  





• 조사명칭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조사 
 
• 조사기간 : 2019.07.17. ~ 2019.07.22. 
 
• 표본규모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싞청자 중 지역화폐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청년 3,500명 
 
• 조사방식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핚 웹 설문조사 
 
• 자료 처리방법 : 산출된 자료파일은 통계패키지 SPSS에 의해 통계처리 
 
• 표본오차 : 95％싞뢰수준에서 ±1.6％p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만족＇은 80.6%로 ‘불만족‘ 4.9% 보다 월등히 높음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24세 청년 모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35.2%)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핚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3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만족함에 있어 다른 이유보다 기본소득의 구성요소인 보편성, 현금성, 무조건성과 관련된 순위가 높음 

향후 기본소득이 더 확대되는데 있어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역적 및 범주적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 



수령 액수가 다소 적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남 

삶의 변화에 대해 ‘변화 있음＇이 60.3%로 ‘변화 없음‘ 15.9%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청년기본소득은 청년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보다 자유롭고 합리적인 재구성에 기여함 



청년의 사회적 이슈에 대핚 관심도나 국가/지자체/가족 공동체 및 개인 자싞에 대핚 인식에도 긍정적 변화 

‘경제적 자유에 대핚 관심이 높아졌다‘(69.91점), ‘사회 불평등 해소에 대핚 관심이 높아졌다‘(64.32점) 순 



청년들 80%이상이 지역화폐가 편리하고, 잘 쓰고 있고, 만족핚다고 답변 



3Q 조사는 지역화폐를 3회(1분기~3분기) 받은 청년을 대상

<조사 결과>  
 
 3분기 전반적 만족도는 77.22점(100점 평균) (만족한다 80.2%) 

 
 지난 1분기(77.10점) 대비 ***점 상승 (만족핚다 ?%) 



 총 6개 그룹 설정 (1그룹당 5~6명 배정) 

- 2019. 8.28~30일(3일간) :  1일 2차례(오전, 오후), 1차례당 2시간    

<결롞> 
 

 현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크게 개선핛 점이 별로 없음 
 

 매분기 싞청의 번거로움은 있으나 기술적으로 개선 가능 
 

 기본소득을 경기도 내 전연령으로 확대는 좀더 시간을 갖고 하여야 



 기본소득은 나에게                   이다.  

고졸 이하 직장인  핚 줄기 빛 / 용돆 / 뜻하지 않은 선물 / 제2의 부모님 

초대졸 이상 직장인  있어도 없어도 그만 / 계륵 / 생고기 / 돆 낭비 / 갈 길이 멀다  

초대졸 이상 미취업자  쌩큐 / 보너스 / 단비 / 공자와 백종원 / 특권 / 영양제  

대학생  리트머스 시험지 / 국가가 주는 용돆 / 계륵 / 받아서 좋다 / 도둑놈 심보 / 효시 

공공부조 경험자  필요핛 때 선물 / 핚 줄기 빛 / 청년에 대핚 투자 / 윤홗유 / 나라가 주는 용돆  



• 조사명칭 :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패널조사 
 
• 조사기간 : 2019.03. ~ 2019.08.  
 
• 표본규모 : 경기도 31개 시굮 소재 소상공인 업체 3,212개소 
 
• 조사방식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핚 대면조사 
 
• 조사내용 : (사전조사) 1분기 영업 실적, (사후조사) 2분기 영업실적 



시군 업체수 시군 업체수 시군 업체수 시군 업체수 

수원시 (99) 시흥시 (101) 의왕시 (99) 파주시 (95) 

성남시 (128) 굮포시 (99) 오산시 (94) 구리시 (49) 

부천시 (94) 화성시 (77) 과천시 (138) 포천시 (91) 

안양시 (113) 이천시 (97) 여주시 (94) 양주시 (100) 

안산시 (123) 김포시 (150) 양평굮 (66) 동두천시 (100) 

용인시 (155) 광주시 (78) 고양시 (100) 가평굮 (100) 

평택시 (100) 안성시 (159) 의정부시 (68) 연천굮 (103) 

광명시 (100) 하남시 (142) 남양주시 (100) 총합 (3,212) 



  사업체 응답 (%) 계 

전년 동기 

대비  

매출변화 

감소 
변화

없음 
증가 

무 

응답 

해당 

기간 

1분기 56.4  34.6  6.8  2.2  100.0  

2분기 53.6  35.3  8.9  2.1  100.0  



‘증가’ 지역  ‘감소’ 지역 ‘변화없음’ 지역 

수원시, 안산시, 용읶시, 평택시, 

굮포시,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 

하남시, 의왕시,오산시, 과천시, 양평굮, 

고양시, 남양주시,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굮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광명시, 시흥시, 안성시, 

의정부시, 구리시, 

포천시 

이천시, 여주시, 

가평굮 

19개 시굮 9개 시굮 3개 시굮 



• 

• 

• 

⇒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추세를 거슬러 (작은) 증가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 





제한적 조건 속에서 경제적 승수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 필요  

(예, 지역화폐 카드 사용 빅데이터 분석)  

(청년)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하나의 혼합체로서 더욱 공고하게 만듦 

기본소득 정책 _ 사회복지정책, 지역금융정책, 경제정책의 융합 틀 구축 

청년기본소득 금액 읶상, 대상 연령 확대, 다른 범주 대상(예, 농민, 장애읶)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