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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 및 정책적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1980년대 이후 서구 복지국가에서 이러한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됨

• 1982년부터 시작된 알래스카주 정부의 영구기금배당금(Alaska Permanent Fund) 제

도와 2016년 실시된 스위스 정부의 기본소득 실시를 위한 국민투표, 2017년에는 핀란

드와 네덜란드, 스페인, 캐나다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소득제도 실험

연구가 실시된 바 있음

• 201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 2017년 대선과정에서도 주요 정당의 유력 후보가 기본소득과 유사한 정책 공약을 발표

하기도 하였음

3

연구의 배경

• 이러한 기본소득 관련 논의의 급격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 실
행사례가 없어 본격적인 실시·시행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축적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형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설계

및 시행하여 그 효과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방법을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함

• 농촌기본소득 제공을 통해 해당지역 거주민의 개인적인 삶의 질 개선과 자생적인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국내외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즉, 농촌기본소득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제한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본소득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이행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기

여할 수 있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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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및 방법

• 기본소득 수혜의 기본단위인 지역민 개인적 차원의 삶의 질 개선(1영역) 

• 지역민의 행복 및 삶의 질, 신체적·정신적 건강, 고용 및 경제적 상태, 주거여건, 

가족건강성, 소비 및 여가활동 등 개인의 삶의 질을 다차원적으로 구성하여 측정

함

• 개인의 집합체 개념인 지역사회 차원의 공동체 활성화나 지역경제 확산
효과 등과 같은 집합적 영향효과 또는 동네효과(2영역)

• 지역단위 효과는 포용성, 사회자본, 지역경제순환, 지속거주 희망수준, 공동체 의

식 및 정치의식, 환경의식 등 다차원적으로 구성하여 측정함

6

연구 목적

• 기본소득 사회실험이 지역주민 삶의 잠재 가능성 및 자율성 제고에 얼마나 기
여하는지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개인 및 지역단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

효과(개인의 삶의 질 및 행복, 공동체 등)를 체계적으로 분석 및 확인함

• 센(Sen)과 누스바움(Nussbaum)의 실현능력(capability) 접근에 기반한 삶의

질(quality of life) 관련 이론적 틀을 기초로 기본소득의 개인단위 효과를 포괄

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검증함

• 푸트넘(Putnam)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 접근을 통해 기본소득의 지역

(공동체)단위 효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함

• 카니아(Kania)와 크래머(Kramer)의 집합적 영향효과(Collective Impact) 모

델을 통해 공간단위 시범사업의 효과를 포괄적으로 확인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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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틀의 이론적 근거
• (삶의 질 접근원칙)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선진복지국가들에서는 공공부문의 다양한 사

회정책적 개입노력이 확대·시행되고 있음: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사례 등 참고

• 행복을 ‘주관적 안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어떻게 행복의 개념을 측정할 것
인지가 관건

• 본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연구에서는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Beetttteerr  LLiiffee  IInnddeexx)’의 개념적 틀을

확장하여 그 영향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예정임

• (공간단위 영향효과 접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리적·공간적 단위의 정책적 개입 효과를 과

학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검증

•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기본소득 사회실험은 특정 지역의 물리적·지리적 공간을 대상으로 함.

• 기본소득의 수혜대상인 개인을 일차적인 단위로 조사할 예정이나,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동

네효과(또는 지역사회 효과)또한 동시에 살펴볼 것임

• 동네효과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나 지역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제부분의 확장 정도나 기본
소득을 통해 창출된 소득의 지역내 환원율 등을 다양한 행정자료로 보완하여 모니터링할 예정임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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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및 삶의 질
• 행복은 단일 차원으로 측정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복합 구성체 개념으로 심리학이나 경제학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과

삶의 의미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음(Diener, 1984; Ryan and Deci, 2001)

• 주관적인 삶의 질은 행복의 개념과 유사한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음. 즉, 생활만족도와 정서

적 상태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음

• 농촌기본소득의 제공은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지역주민의 행복을 제고할 수 있음
• 첫째, 개인소득 증가는 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비 증가는 결국 개인의 총효용

(‘hedonic’한 행복)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둘째, 기본소득은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삶의 기회를 넓힘으로써 스스로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삶을 추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의미 및 가치 중심의 삶은

‘eudaimonic’한 행복의 기초가 됨

12

주주요요측측정정변변수수의의이이론론적적근근거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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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고용
• 개인의 소득 증가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경로를 통해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먼저 절대적

효용이론(Absolute utility theory)으로 평가의 준거가 소득 그 자체에 있어서 소득 증가에 따라 행복

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며, 둘째는 상대적 효용이론(Relative utility theory)으로 평가의 준거가 비교

대상에 있어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상대적인 비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논리임(Diener & Oishi, 

2000)

• 농촌기본소득은 다음과 같이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기본소득과 관련된 가장 민감한 문제인 고용감소 효과(소득이 늘어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줄임)는 최근 핀란드 실

험 결과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득이 제공되면 지역 거주 주민들은 그만큼의 시간을 자기계발에 투자할 수 있게 됨. 자기계발

을 통해 개인의 역량이 향상되면 취업의 가능성도 높아짐

• 기본소득은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삶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패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주어 지역 내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의 가능성이 높아짐

• 이렇게 증가된 안정적 삶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동기 및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침

• 따라서 기본소득이 제공하는 삶의 안정성은 일자리의 ‘양’ 뿐만 아니라 ‘질’의 향상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14

건강
• 건강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함(Naidoo & Wills, 2000)

• 건강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먼저 신체적 건강은 현

재 느끼는 주관적 건강상태나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도, 그리고 다양한 긍정적 건강행동(예, 

수면, 운동, 금연이나 금주 행동 등) 등으로 측정해 볼 수 있으며, 정신적 건강은 흔히 우울이나 고독감

등으로 측정할 수 있음

• 농촌기본소득의 제공은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지역주민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영향
을 끼칠 수 있음

• 기본소득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돕고 물질적 스트레스를 줄여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식사를 하면서 신체
건강의 향상을 도울 수 있음

• 기본소득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단순히 소득의 증가 뿐 아니라 소득의 안정성에서도 찾을 수 있음. 예를

들어 2년 동안의 소득 안정성의 확보는 일시적인 보조금에 비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음. 미국 SSI 급

여를 박탈당한 저소득 청년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급여 효과에서 최대

25%정도까지는 소득 증가보다 소득 안정에서 유발된 것으로 나타남(Deshpande, 201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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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건강성
• 건강한 가족이란, 서로 협동하고 인내하고 소통하여 공동체로서의 유대감을 학

습하는 가족으로 가족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가족원 간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

는 체계로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가족이라고 정의함(어은주, 유영주, 1995)

• Olson 외(1983)는 건강성이 높은 가족은 가족체계 내·외적으로 대처 가능한

자원들을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가족 내 문제와 스트레스에 대해 효율적

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극복함으로써 적절한 적응성, 응집성,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봄

• 일·생활 균형이란, 일과 일 이외의 영역(가정생활, 개인의 성장 및 자기계발, 

여가생활)에서 심리적·신체적 에너지와 시간을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자율적으

로 본인의 삶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만족스러운 삶에 이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서종수 외, 2009)
16

주거

•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거나 주거비 부담이 큰 경우, 인간의 안녕과 존엄성은 쉽

게 위협 받을 수 있음(임세희·박경하, 2017)

• 정부는 주거빈곤 해소 및 주거권 보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
저주거기준이라는 지표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최저주거기준

을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

에 관한 지표”(대한민국 국회, 2015: 제17조)로서 활용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 또는 주거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
(면적기준, 방수기준, 필수설비기준, 구조 성능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와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이 30%가 넘는 주거비과부담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할 것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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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성

• 전통적으로 포용(inclusion)이란, ‘나’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타인’ 혹은 ‘타자’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단순한 공감의 감정을 넘어 타인을 나와 동등한 가치의 개인으로서 대우하는 것을 말함(김윤

태, 2019: 215)

• 1990년대 후반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적 배제를 지역차원에서 극복하기 위한 정책수립과정에서 하나

의 비전으로 시민포용성이 제시됨(UN, 2002) 

• 호혜성 원리란 “사회적 협동으로부터 나온 경제적 이익을 자진해서 누리는 사람들은 이런 이익을 제공

한 공동체에게 가능하다면 생산적으로 기여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조현진, 2015) 

• 본 연구에서 포용의 개념을 사회통합을 이루는 과정으로서의 포용과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로서의 포용의 정도로 구분하여 측정할 것임. 과정의 포용은 조직시민행동 등 경영학에서 사회적

교환이론을 응용하여 개발한 Morales(2005)와 Wu et al.(2006)의 호혜성 개념을 활용해 사회구성

원과 지역사회 간의 호혜성의 정도를 측정할 것이며, 결과로서의 포용은 사회적 배제집단에 대한 포용

의 정도로 각각 측정할 예정임

18

소비 및 여가활동
• 여가활동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아실현 및 행복추구, 건강 유지

및 증진에도 영향을 미침(남은영 외, 2012)

• 소비는 향유, 쾌락, 그리고 즐거움과 같이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해주

며 이러한 소비행위를 통해서 개인에게 행복감이 유발된다고 주장함

(Belk, 1988; 전주언 외, 2019)

• 경제학 분야의 행복과 삶의 질과 관련한 학술논문에서 소득-소비-행복

으로 논리적 인과관계가 이어지는 흐름이 존재함(Ahuvia, 201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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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사회관계망)

• 사회적 자본이란, ‘네트워크로 연결된 현실적 또는 잠재적 자원의 집합으

로 상호 인식이 제도화되고 지속화된 관계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의됨. 

이러한 관계망은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자본을 통해 소속원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봄(Bourdieu, 1986)

•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은 신뢰, 규범, 참여 등은 오영은(2015)의 연구

에서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였고, 네트워크는 Lubben et al.(2002)의 사

회적 연결망 척도(Social Network Scale)를 사용함

19

지역경제순환

• 지역경제순환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지역화폐는 공동체 차원의 신뢰형성보다는
지역 내 자본의 외부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설계됨(이상훈, 박누리, 2018)

• 지역화폐 및 지역상품권 등 대안통화는 지역 외 자본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내 구
매력과 거래량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음(한성일, 2013)

•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상품권 도입을 고려하는 경우, 광역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회문제⋅지역의제와 결합된 사회혁신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 지역화폐는 직접적 경제효과 이외에도 사회적 경제의 증감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를 유인할 수 있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

적 기업은 그 성과가 복합적이며 정량적인 화폐단위로 측정되지 않는 가치를 포함하

고 있음(김숙연·김재준, 201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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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의식&정치의식
• 정치적 관심: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전제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에 영향을 끼

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정치학적으로 중요함 (예: Almond and Verba 1963; 

Campbell et al. 1960; Prior 2018). 

• 정치적 효능감은 자신의 정치적 행동이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의미
하는 것으로, 이는 정치적 행동에 영향을 끼침. 

• 정치적 신뢰는 일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로 정의됨 (Citrin and Stoker 2018; 개념에 대

한 더 자세한 논의는 PytlikZillig and Kimbrough 2016을 참고). 

• 정치학에서의 정치적 참여는 크게 선거 참여와 선거 이외의 정치적 참여로 구분됨. 

•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상호 간 연결된 안정적인 신념들의 집합으로서 일반적인 정치적 세계관을 의미
함 (Campbell et al. 1960; Converse 1964).

• 정당정체성이 시민들의 정치적 의견과 행동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일찍부터 관찰되어 왔음
(Campbell et al. 1960; Bartels 2000; Grossman et al. 2020).

22

지속거주 의향

• 개인의 지속거주 의향에는 선행요인, 가능요인 그리고 욕구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 (Anderson and Newman 1973; 이향미 2019)

• 선행요인으로는 개인의 연령, 성별 , 교육수준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있음

• 개인이 농촌지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과 능력에 관한 가능요인으로 소득수
준, 혼인상태, 가구원수, 직업, 가구 부채 유무 등 경제사회학적 요인들이 있음

• 개인의 관점에 따라 욕구요인은 농촌생활에서의 만족도와 지역의 여가 및 편의시설 등의
지역변수가 있을 수 있음

• 일·여가생활·거주에 대해 만족할수록 지속거주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이론적 틀 안에서 농촌기본소득의 지급은 개인의 지속거주 의향을 높일 가능성이
있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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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식

• 기본소득이 시민들의 환경과 사회에 대한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려
함. 문화체육관광부(2020)에 따르면 시민 37.3%가 저탄소 생활 실천이 어려

운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음.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소비와 생산·생활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환경을 생각한 소비
• 소비 활동에서 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제품·서비스 생산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지 여부

• 환경을 생각한 생산·생활
• 생산 혹은 생활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지 여부를 묻고자 함. 자연친화적

환경이나 동네의 문화재·명소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하는 등이 이에 해당함
24

공동체 의식&정치의식

•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복지에 대한 태도를 측정해 왔음. 먼저, 국민들 사이

의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고

이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응답자의 복지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도 함. 대표적인 예로, 

The European Social Survey (ESS)는 “The government should take 

measures to reduce differences in income levels”라는 진술에 대해서 응답자

의 찬성/반대의 정도를 측정함. Alesina and Ferrara (2005), Kitschelt and 

Rehm (2014), Thewissen and Rueda (2019) 등이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활용하

여 복지에 대한 태도를 측정했음. 

• 복지에 대한 태도, 노력이 소득 수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신의 미래

소득에 대한 믿음 등은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와 평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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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사사합합니니다다..

26

조사시기별 주요 조사영역

• 조사시기별 구체적인 설문의 주요한 내용은 차별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 사회시험 시행 중에 빈번한 설문조사의 실시는 참여자/응답자의 피로감을 누적시켜 응답

의 정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주기가 너무 가까울 경우에

는 이전 조사항목에 대한 기억에 의해 응답을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본 사회실험의 사전사후 효과에 대한 전체적인 영향력 검증을 위해서는 농촌기본
소득 제공 이전(baseline survey)과 종료 후 직후(follow-up survey)에 실시되는 본조

사를 위한 설문조사표가 개발될 필요가 있음(사회실험의 전체 기간에 따라 중간시점에

1~2회 중간시점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그 외 참여자의 사회실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한 인식이나 태도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서는 간단한 핵심질문으로 구성된 단축형 조사표를 시도해 볼 수 있으며, 그 시기는 분기

별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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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의 만남, 
지역순환 경제시스템의 가능성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기기본본소소득득과과 지지역역화화폐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 조세권이 없는 지방 정부
○ 마련할 수 있는 예산으로는 너무 작은 대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
○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
○ 복지 동맹 형성
○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 순환 경제 가능성

●지역화폐 기본소득의 확산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

청청년년기기본본소소득득

지지역역화화폐폐와와 기기본본소소득득,,  지지역역순순환환경경제제 가가능능성성

강남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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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역역화화폐폐 논논쟁쟁

●발행비용 1, 혼자 발행하면 매출 이전 3, 소상공인 매출 증가 8
●발행이 우월 전략, 사회적으로 효율적
●칸트의 정언 명령. 한 지자체가 하려는 일을 모든 지자체가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정정언언명명령령

B 지자체

미발행 발행

A 지자체
미발행 0, 0 -3, 10

발행 10, -3 7, 7

지지역역화화폐폐 논논쟁쟁

●송경호, 이환웅(조세연, 2020)
●발행비용 1, 혼자 발행하면 매출 이전 3
●지역화폐의 목적을 이웃의 매출 빼앗기로 잘못 생각

죄죄수수의의 딜딜레레마마

B 지자체

미발행 발행

A 지자체
미발행 0, 0 -3, 2

발행 2, -3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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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역역화화폐폐 논논쟁쟁

● 송경호·이환웅(2020)
○ 2018년까지의 데이터, 지역화폐가 소비 증가 효과가 없다고 주장
○ 지역화폐 발행이 적었던 2019년 이전의 자료를 사용
○ 한계: 가맹점이 상대적으로 많은 산업과 적은 산업을 비교. 가맹점이 많은 산업이라고 할지라도 가맹점

비율이 절반 미만ㅡ 지역화폐 효과가 과소추정
● 김미루·어윤해(2020)
○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서 2020년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
○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카드매출 증가액은 약 재난지원금 대비 약 30%.
○ 한계: 재난지원금 사용불가 업종과 가능업종을 비교. 불가업종은 고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업종, 대상

시기는 확진자의 감소로 고소득층의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
○ 경기도는 사용가능 업종 내에서도 매출 10억 이하만 사용가능

소소비비효효과과 과과소소추추정정

지지역역화화폐폐 논논쟁쟁

●대도시에 매출을 빼앗기는 소도시들의 경우
●지역화폐 발행으로 매출의 일부를 되찾아오는 보수 5
●강한 정언 명령
●소비자 후생도 증가. 발행비용이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 대형매장에서 구입하는 못하는 약

간의 불편 상쇄

강강한한 정정언언명명령령

B 지자체

미발행 발행

A 지자체
미발행 -5, -5 -5, 12

발행 12, -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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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역역화화페페

● 지역화폐의 우선적인 목표는 경제 전체의 소비 증가가 아니라, 소상공인 매출 증가
● 유영성, 윤성진, 김태영, 김병조, 마주영(2020) 2019년 4개 분기 3,800개 업소
● 지역화폐 결제 경험 유무를 설명변수

① 종합적으로 보아서, 지역화폐 결제 경험은 매출을 206만원 상승하였다.
② 동일한 점포에서 지역화폐 결제가 있었던 시기는 115만원의 매출이 증가하였다.
③ 지역화폐 결제가 있었던 점포는 없었던 점포에 비해 매출액이 475만원 높았다.

● 지역화폐 결제액을 설명변수
① 종합적으로 보아서, 결제액이 100만원 증가하면 매출액은 145만원 증가하였다.
② 동일 점포 내에서 지역화폐 결제액이 100만원 증가할 경우 매출액은 57만원 증가.
③ 지역화폐 결재액이 100만원 높은 점포는 낮은 점포에 비해 매출액이 535만원 높았다.

소소상상공공인인 매매출출

지지역역화화폐폐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20년 1사분기~3사분기

소소비비효효과과

사분기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추경일 1차 3.17 2차 4.30 3차 7.30 4차 9.22

추경액 11.7조원 12.2조원 35.1조원 7.8조원

지원성격 선별 보편(1차재난지원금) 선별 선별(2차재난지원금)

소비증가율 -6.00% 2.7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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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역역화화폐폐

● 5월7일부터 이틀간 시사주간지 <시사인(IN)>과 한국방송(KBS)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살
이상 남녀 1천 명에게 웹 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고 믿게 되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 <시사IN>은 이 설문 결과를 두고 “세금 관련 질문에서 신뢰도가 올라갔다고 답하는 경우는 좀처럼
없는데, 그 드문 일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한겨레21, 2020. 6. 12

신신뢰뢰

지지역역화화폐폐지지역역순순환환경경제제

자료: 최인수(2014)
를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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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역역화화폐폐

● 디지털 화폐는 깡이 어려운 다양한 목적의 지역화폐 발행을 용이하게 함
○ 사용가능 지역, 업종, 점포, 시간 제한 가능
○ 예를 들어, 1년에 5만원 지역의 공연예술 관람 등에 한정된 예술기본소득 지급
○ 언론 개혁의 하나로, 1년에 3만원 지역 언론 기사 후원할 수 있는 언론기본소득 지급

● 주권화폐 발행에 의한 기본소득
○ MMT, 주권화폐론
○ 지역화폐 기본소득 목적형 채권 발행, 중앙은행 인수
○ 인플레이션이 연간 2% 이내인 경우에 한정
○ 인플레이션 2% 초과 시 지역화폐 발행액 일부 상쇄할 만큼 지준율 인상
○ 광역 지자체에 예산 교부, 지역화폐로 발행하도록 함.
○ 사용가능 지역, 업종, 점포(매출 제한) 등 지역별로 결정

● 지방공공앱 수익
○ 지방 공공앱 수익으로 지방 공공앱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발행

● 지방은행 설립 허용
● 지역화폐로 지방세 납부 가능하도록 하면?

모모색색

자자발발적적 마마을을 기기본본소소득득

● 경기 포천 장독대마을
○ 체류형 주말농장, 농촌세험 마을 운영 등 수입, 60세 이상 어르신, 연간 60만원

● 충남 태안 만수동 어촌계
○ 어촌계 공동작업 수익동, 80세이상 고령 장애인 등, 연간 300만원

● 전북 정읍 쑥모시영농조합
○ 모섯입 계약재배, 마을기업(솔티애) 운영 수익 등으로 마을 어르신에게 매달 일정액

● 전북 전주 화평교회
○ 자발적인 기본소득 현금을 활용, 월 첫째 주 교인들리게 1만 5천원~2만원 기본소득 지급

● 보령 장고도 마을연금
○ 마을 어장의 해삼과 전북 채취에 공동작업 공동분배 원칙,작업량과 상관 없이 분배

● 전주 열린 가정교회
○ 현금의 일부와 교인의 기부금 활용해 어려운 교인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 ~ 200만원 지급

● 충북 보은군 안내중학교
○ 전교생 18명에게 2회에 걸쳐 1인당 총 20만 원을 지역화폐인 향수OK카드로 지금

● 충북 보은군 판동초등학교
○ 학교 운영비 및 기부금 재원, 1주일에 2,000원 매점 기본소득 지급

지지역역순순환환경경제제 사사례례





발제 1

지역개발의 새로운 모델, 

             지역순환경제의 기반 조성과 

농촌기본소득의 역할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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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식

지역 외부에 본거지를 두는 자본의 전략, <<분분공공장장((分分工工場場))경경제제>>

------>이에 지탱되어 왔던 지역에서는, 지역 주체가 지역의
문제(경제적인 문제)들을 자주적으로/유효하게 해결 불가

------>지지역역에에서서 창창출출된된 부부((WWeeaalltthh))가가 지지역역 밖밖으으로로 유유출출

1. 문제의식

‘지역’의 현재

경제의 글로벌화

------>지지역역의의 산산업업공공동동화화=자본의 생산거점 이전
:지역의 경제적 동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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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식

지방 재정효율화론의 득세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생활권‘과 관련하여
주민의 일상 행동범위의 확대 및 도시 서비스 공급에
초점을 맞춰 논의되고는 있지만, 
재재정정효효율율화화 관관점점이이 중중시시되되면면서서 ‘‘생생활활권권’’에에 포포함함되되지지 않않는는
주주변변 지지역역에에 대대한한 관관점점은은 희희박박해지고 있음

1. 문제의식

신자유주의적인 지역정책

------>지방도시와 농촌의 사회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음에도,
‘일본식’ 지자체 권역 통합 등을 통해, 지역의 문제에 대한
주주민민의의 주주체체적적인인 관관여여 기기회회가가 제제약약되되는는 사사태태가가 확확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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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식

팬데믹 이후의 지자체 차원 정책 대응들

------>지역경제, 즉 지역순환경제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지역역 나나름름의의 내내발발적적인인((자자주주적적인인)) 대대응응이이 매매우우 중중요요하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지역 차원의 기본소득, 지역화폐, 금융지원 등
*지역사회 차원의 사태파악 및 문제해결 대응의 필요성 고조
또, 그러한 대대응응력력의의 유유지지//발발전전이이 지지역역 활활성성화화의의 원원천천임
을 인식하게 됨

1. 문제의식

지역경제 부(Community Wealth)의 역외 유출

------>지역화폐의 정책화로 인해 지역 내 소득이 지역 안에서의
소비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정착되기 시작했고,
나아가 지역 내 생산(조달)과 여타 생산(납품)이 매칭되는
즉 지지역역 안안에에서서 돈돈이이 돌돌고고 도도는는 경경제제에에 관관한한 관관심심이이 고고조조
**지지역역순순환환경경제제,,  지지역역 내내발발적적 발발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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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식

대대외외 환환경경변변화화(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FTA 등)

------->농업 교역 조건의 급격한 악화
------->국내 농업 성장률의 지속적이 저하
------->농촌경제 내부 동력의 상실(소득, 소비/투자 등)
------->농농촌촌경경제제의의 자자기기 완완결결성성의의 저저하하
-------------->>농농촌촌사사회회 전전반반의의 피피폐폐화화

1. 문제의식

핍진된 농촌사회

독독점점자자본본 중중심심의의 산산업업화화//도도시시화화

------->농촌 인구의 급격한 도시 이주/농농촌촌사사회회의의 고고령령화화
*총인구 대비 농가 인구의 급감

------->도시와 농촌 간의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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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식

농농업업//농농촌촌에에 대대한한 ‘‘공공공공적적’’ 대대응응 필필요요

:농촌 지역은 식량공급, 생태계보전, 지역사회 유지/발전에
근근원원적적인인 역역할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재 또는 커먼즈임에도,
그 피폐화에 대한 정책적 보상이 미흡

--->농촌 붕괴 우려에 대한 대책과 새새로로운운 농농촌촌개개발발 모모델델 필필요요
**농농촌촌 복복원원의의 조조건건으으로로서서의의 농농촌촌경경제제에에 대대한한 대대안안 필필요요

1. 문제의식

농농업업 성성장장률률의의 저저하하

------->농업 인구 감소(고령화) 
------->농업/농촌 붕괴의 가속화

*농촌 ‘소멸위기’
------->농가경제의 지속적인 빈곤화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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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식

지지역역순순환환경경제제 구구축축을을 통통한한 농농촌촌사사회회 활활성성화화

농촌 지역사회 내부에서 경제 활성화의 동력을 찾는 운동/정책

-------->농촌 내부의 소득, 생산(투자), 자금의 역내 환류를
통한 경경제제구구조조의의 자자기기 완완결결성성 강강화화

-------->농촌경제의 안정성 및 농농촌촌 주주민민자자치치 확확대대
-------->농촌사회의 활성화

1. 문제의식

1. 산업공동화로 인한 지역 내부의 성장 동력 복원
2. 지역 경제적 부(Wealth)의 외부 유출 방지

*소득, 자산, 자금, 조달력의 역내 환류
3. 지역(경제) 운영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여 담보
4. ‘생활권’에 포함되지 않는 주변 지역의 포섭
5. 지역화폐 정책의 효과 극대화

-------->대대안안으으로로서서의의 지지역역순순환환경경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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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순환경제의 조건

22))선선결결과과제제로로서서의의 지지역역 내내 수수급급 매매칭칭

둘째, <<지지역역 내내 수수급급>>에에 중중점점을을 두지, 전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의
개척을 처음부터 지향하지 않을 것. 가가능능한한 한한 생생산산과과 영영업업의의 발발전전
을을 지지역역 내내 수수요요 수수준준에에 맞맞추추고고((수수요요 수수준준을을 초초과과하하지지 않않게게 하하고고)),,  
급격한 생산 증대 및 매출 증대를 지향하지 말고 안정적이고 건전
한 경영이 지속되는 것을 지향해야 함

Miyamoto Kenichi(1998)

2. 지역순환경제의 조건

11))내내발발적적 지지역역경경제제

첫째, 외래형 개발과는 달리, 지지역역 외외부부의의 기기업업,,  특특히히 대대기기업업에에게게
의의존존하하지지 않않고고 지역 주민들 스스로의 창의(혁신)과 노력에 의해
산업을 부흥/조정시켜나가야 하는 것. 중중앙앙정정부부//광광역역자자치치단단체체의의
보보조조금금에에 의의존존하하지지 않않을을 것. 지역 밖에서 유치되는 자본과 보조금을
도입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경제가 일정 수준으로 발전하여 그것과 필
연적인 관계가 있을 경우에 한해 도입(유치) 

Miyamoto Kenichi(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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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순환경제의 조건

44))생생태태적적 지지역역발발전전

넷넷째째,,  환환경경//생생태태계계의의 보보전전 및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정책의 틀
내에 포괄하여, 주민 인권의 옹호, 인간의 발달, 생활의 질적 향상
을 꾀하는 종종합합적적인인 지지역역발발전전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

Miyamoto Kenichi(2002)

2. 지역순환경제의 조건

33))지지역역 내내 산산업업연연관관과과 ‘‘커커뮤뮤니니티티 만만들들기기＇＇

셋째, 개인(사업체)의 영업 개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 지역산업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며, 가능한 한 지지역역 내내 산산업업연연관관을 구축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경제 활성화(경제 진흥)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의료, 복지 등과도 연관된 ‘‘커커뮤뮤니니티티 만만들들기기’’를 중시해야 함

------->고도경제성장기 이후의 외래형 거점개발 및 대규모 개발에
대한 비판과 그것과 다른 지역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 것

Hobo Takehiko(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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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순환경제의 조건

66))주주민민의의 참참여여와와 자자치치

지지역역의의 자자율율적적인인 의의지지에 의거하여 정책을 기획/형성시킴 주주민민참참여여 및및
지지역역분분권권과과 주주민민자자치치의 철저한 확립/제도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확립을
중시함과 동시에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 주체의 형성을 꾀함

----->지지역역순순환환경경제제의의 출출발발점점,,  대대전전제제

Miyamoto Kenichi(2002)/Hobo Takehiko(2016)

2. 지역순환경제의 조건

55))유유연연한한 지지역역주주의의

지역내 산업연관을 구축하는 발전방식을 취한다고 해서 <<지지역역주주의의>>에에
갇갇혀혀 들들어어가가는는 것것이이 아아니니라라 도시와의 연계(연대), 또 필요한 규제와 유
도를 시행한다. 국가의 지원조치는 지역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그 활
용을 검토/시행함

Miyamoto Kenichi(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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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순환경제의 조건

88))CCoommmmuunniittyy  WWeeaalltthh  BBuuiillddiinngg((CCWWBB))

지역의 지자체, 지자체 산하 공적기관, 협회, 대학, 대형병원 등의
지지역역 앵앵커커((aanncchhoorr))기기관관들들의의 조조달달력력,,  자자산산(자금, 고용력, 정보, 지식, 
네트워크 등)을 지역 내 사업체에 매칭

Ted Howard(2017)/Neil McInroy(2020)/양준호(2021)

2. 지역순환경제의 조건

77))농농촌촌의의 자자주주적적인인 기기획획

그리고 농촌 및 산촌, 중산간 지역의 유지/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농농촌촌
및및 산산촌촌만만의의 자자주주적적인인 발발전전 노노력력,,  농농촌촌 및및 산산천천과과 도도시시 간간의의 연연대대((연연계계)),,  
국국가가에에 의의한한 새새로로운운 농농촌촌 유유지지 정정책책을을 조조합합할할 필필요요성성을을 제제기기

Hobo Takehiko(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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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기본소득

농농촌촌기기본본소소득득의의 배배경경((11))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공공재재’’로로서서의의 농농촌촌 피피폐폐화화

:농촌은 ‘생명의 터전‘ 
:농촌인구 급감, 농촌경제 핍진,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불평등
----->농농촌촌 회회복복((발발전전))을을 위위한한 새새로로운운 모모델델의의 필필요요성 고조
:도농 간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전전국국민민 기기본본소소득득 지지급급의의 정정당당성성 문문제제

2. 지역순환경제의 조건

88개개 조조건건에에 관관한한 소소결결

11))목목적적의의 총총합합성성(단편적이거나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것)
2)복복지지적적 사사회회연연관관을 창출해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지지역역 재재투투자자>>
:지역의 생태,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부문의 발전시켜 내기 위해서는,
개개발발에에 의의해해 발발생생하하는는 사사회회적적 잉잉여여((이이윤윤++조조세세))를를 가가능능한한 한한 그그 지지역역
안안으으로로 귀속시켜 낼 수 있어야 함

33))높높은은 수수준준의의 주주민민의의 참참여여 및및 자자치치 역역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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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기본소득

농농촌촌기기본본소소득득의의 배배경경((33))

사사회회적적 잉잉여여의의 농농촌촌으으로로의의 귀귀속속메메커커니니즘즘 부부재재

:국가균형발전 정책 및 여타 목적의 공공적인/자본 주도의 도시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사회적 잉여가 제 자본의 가치 실현과 정합적이지 않은
농촌으로 재분배되는 메커니즘의 작동 부재

------->사사회회적적 잉잉여여의의 농농촌촌 배배제제

3. 농촌기본소득

농농촌촌기기본본소소득득의의 배배경경((22))

국국가가균균형형발발전전 정정책책의의 형형해해화화

:그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간의 공공기관 이전과 도시개발 위주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농촌의 입장에서 보면 대대표표적적인인 불불균균형형,,  불불평평등등
정정책책이지 않을 수 없음
*세종시, 전국 10개 혁신도시 위주의 개발----->주변 농촌지역의 피폐화

박경철(2020) 농촌기본소득, 국가균형발전 3.0의 시작,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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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기본소득

농농촌촌기기본본소소득득의의 배배경경((55))

농농촌촌 차차별별에에 대대한한 유유일일한한 대대책책으으로로서서의의 합합의의 형형성성

“국토 골짜기 곳곳 어디에 살아도 차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방법 외엔 없음”
:녹색평론 김종철 편집인,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줘야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소농두레 운동가 천규석 선생, ‘농촌재생기본소득’ 

박경철(2020) 농촌기본소득, 국가균형발전 3.0의 시작, 한국농정신문

3. 농촌기본소득

농농촌촌기기본본소소득득의의 배배경경((44))

기기존존 농농촌촌 공공익익직직불불제제의의 부부작작용용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업경영체 육성을 명분으로 하는 공익직불제는
넓넓은은 지지급급 면면적적을을 가가진진 농농민민이이 현현저저하하게게 많많은은 혜혜택택을을 받받는는 구조
*1ha 미만의 영세 농가가 전체의 무려 72%에 달하는데 직불금 수령은 전체의 29%에 불과

------->농농촌촌 내내 양양극극화화 조조장장,,  경경제제발발전전에에 무무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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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기본소득

경경기기도도 농농촌촌기기본본소소득득

무무조조건건성성//보보편편성성을을 고고려려한한 정정책책실실험험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실업자 및 빈곤층 등과 같은 특정 집단이 아닌
한한 지지역역의의 모모든든 주주민민을을 대대상상으으로로 실시

----->기존에 시도된 기본소득 정책실험과는 다름
금번 농농촌촌기기본본소소득득에에선선 농농민민 뿐뿐만만 아아니니라라,,  다다른른 직직업업의의 종종사사자자도도
기기본본소소득득을을 받받게게 됨

한겨레신문, 경기도 하반기 농촌기본소득 실험(2021. 3.10)

3. 농촌기본소득

경경기기도도 농농촌촌기기본본소소득득

무무조조건건성성//보보편편성성에에 미미달달한한 기기존존의의 정정책책실실험험과과의의 차차이이

핀란드, 캐나다 온타리오주,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인도 및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실험은 빈빈곤곤층층 대대상상으으로로 수수급급 조조건건 최최소소화화한한 현금 지급 실험

------>기본소득의 핵심원리인 무조건성과 보편성의 결여
:따라서, 기본소득 전반의 효과라기보다는 특수한 상황이나
특정 집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한정정된된 해해석석

한겨레신문, 경기도 하반기 농촌기본소득 실험(2021.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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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기본소득

한겨레신문, 경기도 하반기 농촌기본소득 실험(2021. 3.10)

3. 농촌기본소득

경경기기도도 농농촌촌기기본본소소득득

무무조조건건성성//보보편편성성을을 고고려려한한 정정책책실실험험

------->연연령령,,  소소득득,,  취취업업 여여부부 등등도도 가가리리지지 않않음음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느냐 하는 단일 기준만 있을 뿐임

------->기본소득이 소득 안정, 삶의 만족도, 노동의욕과 노동시간 등
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정책 시행

한겨레신문, 경기도 하반기 농촌기본소득 실험(2021.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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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촌기본소득의 지역순환경제적 기능

22))지지역역 내내 수수급급 매매칭칭 중중시시

기기본본소소득득 지지급급을을 통통해해 늘늘어어난난 지지역역 총총소소득득

------>앞에서 언급한 농촌주민의 ‘지역화‘ 경향에 맞물려,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 내 생산 및 판매의 증가뿐
아니라 <지산지소(地産地消)> 패러다임이 안착하게 되면서
농농촌촌지지역역의의 생생산산과과 영영업업의의 발발전전을을 지지역역 내내 수수요요 수수준준에에 맞맞추추는는
것것을을 중중시시하하게게 됨됨((즉즉,,  수수요요 수수준준을을 초초과과하하지지 않않는는 경경향향 확확대대))  

4. 농촌기본소득의 지역순환경제적 기능

11))내내발발적적 지지역역경경제제로로의의 전전환환

농농촌촌기기본본소소득득을을 통통한한 농농촌촌주주민민의의 ‘‘지지역역화화’’

기기본본소소득득의의 지지역역화화폐폐로로의의 지지급급

------->농촌 주민의 지역 내 소비, 조달, 투자를 담보하게 되면서
지지역역주주의의적적인인 경경제제선선택택을 유도

------->농촌지역 외부의 기업(대기업)에 대한 의존도 낮춤
농촌지역 주민들의 지지역역경경제제에에 대대한한 자자주주적적인인 관관심심과과 대대응응
정부의 농정에 대한 의존도 역시 낮춤



발제 1 | 지역개발의 새로운 모델, 지역순환경제의 기반 조성과 농촌기본소득의 역할

47

4. 농촌기본소득의 지역순환경제적 기능

44))농농촌촌의의 생생태태적적 지지역역발발전전 담담보보

농촌기본소득의 지급을 통해
------>농농촌촌 주주민민들들에에게게 이이른른바바 ‘‘시시간간 재재량량권권‘‘을을 확확보보하하게게 함으로써, 

자자기기실실현현,,  주주민민자자치치,,  농농촌촌혁혁신신,,  그그리리고고 농농촌촌경경제제를 자극할
여러 활동이 벌어지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함으로써, 

------>생태농업/신재생에너지 보급 등과 같은 지역혁신을 담보
박선미(2020) 제2회 농촌기본소득포럼 토론문

4. 농촌기본소득의 지역순환경제적 기능

33))지지역역 내내 산산업업연연관관 강강화화//커커뮤뮤니니티티 만만들들기기 활활성성화화

농농촌촌
기기본본소소득득

지지급급

농촌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보장

실질소득
증대

중중소소농농
육육성성//확확대대

농민

비농민

농농촌촌 귀귀속속의의식식 심심화화
지지역역 내내 소소비비 증증대대

농민의
조달력 확대

수요 자극

비비농농업업
산산업업분분야야
활활성성화화

농농촌촌지지역역
산산업업연연관관 강강화화

역내
경제의
활성화

농농촌촌으으로로의의
인인구구 유유입입

((고고령령화화 완완화화))

소비증대/농업생산수요 증대

농촌 내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

(보건, 교육, 
의료, 복지 등)

마마을을공공동동체체 복복
원원

커뮤니티 형성

농업/비농업 산업
의 생산활동에 있
어 안안정정적적인인 계계획획

가가능능

이이종종 산산업업 간간 교교류류

농농촌촌((농농업업))의의 공공익익적적 기기능능 강강화화
농업에 도전하는

주체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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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촌기본소득의 지역순환경제적 기능

66))탄탄탄탄한한 주주민민자자치치의의 구구축축

농촌기본소득의 지급을 통해
------>농농촌촌 주주민민들들에에게게 ‘‘시시간간 재재량량권권‘‘을을 확확보보하하는는 것것은은 그그들들의의

자자유유시시간간을을 늘늘려려,,  (또 이는 농촌지역 경제 안정화와 맞물려) 

------>농촌지역 문제에 대한 주주민민참참여여 및및 주주민민자자치치의 확립/제도화

------>농촌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지를 토대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 주체의 형성을 꾀함
:지지역역순순환환경경제제를를 위위한한 인인적적//정정치치적적 조조건건을을 확확보보하하게게 됨됨

4. 농촌기본소득의 지역순환경제적 기능

55))농농촌촌 내내 자자주주적적//민민주주적적 의의사사결결정정 담담보보

농촌기본소득의 지급을 통해
------>농농촌촌 주주민민들들에에게게 이이른른바바 ‘‘시시간간 재재량량권권‘‘을을 확확보보하하게게 함으로써,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와의 연계(연대), 또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주민참여를 토대로 검토/제도화하며, 
국가(정부)의 농정 정책에 대해서도 농촌 지지역역의의 자자율율적적인인 의의지지에에
의의해해 그그 도도입입 및및 활활용용을을 자자주주적적으으로로 검검토토/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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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촌기본소득의 지역순환경제적 기능

88))CCoommmmuunniittyy  WWeeaalltthh  BBuuiillddiinngg 활활성성화화

스페인 바르셀로나 북동부 익스베소스 지역의 기본소득 B-Mincome

:B-Mincome의 25%를 지역화폐 REC(Real Economy Currency)로 지급
----->골목상권 승수효과가 19.5%로 유로화에 비해 5배나 높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지역역화화폐폐형형 기기본본소소득득을을 접접한한 지지역역민민들들이이
지지역역순순환환경경제제를를 체체감감하하면면서서 기본소득/지역화폐 차원을 넘어 지역의
앵커기관 및 대형 유통자본에 대해 이들의 조달력 및 자산을 지역 안에
매칭할 것을 주민운동을 통해 요구/제도화시켜 냄

Susana Martin Belmonte(2020) 

4. 농촌기본소득의 지역순환경제적 기능

77))농농촌촌주주민민에에 의의한한 자자주주적적인인 기기획획 담담보보

농촌기본소득의 지급을 통해
------>농농촌촌 주주민민들들에에게게 ‘‘시시간간 재재량량권권‘‘을을 확확보보하하는는 것것은은 그그들들의의

자자유유시시간간을을 늘늘려려,,  (또 이는 농촌지역 경제 안정화와 맞물려) 

------>농촌지역 문제에 대한 주주민민참참여여 및및 주주민민자자치치의 확립/제도화

------>교육 및 학습을 통해, 해당 농농촌촌지지역역의의 발발전전방방안안을을 자자주주적적으으로로
기기획획//실실천천
*일본 나가노현 사카에쵸의 농촌지역운동가들의 실천전략
(주민자치---->교육--->지역발전에 대한 자치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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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5. 나오며

지역순환경제와 기본소득 간의 공통점

11))목목적적의의 총총합합성성을을 가가지지며며 또또 지지향향함함(다면적이고 중층적인 목적)
2)복복지지적적 사사회회연연관관을 창출해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지지역역 재재투투자자>>
:지역의 생태,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부문의 발전시켜 내기 위해서는,
개개발발에에 의의해해 발발생생하하는는 사사회회적적 잉잉여여((이이윤윤++조조세세))를를 가가능능한한 한한 그그 지지역역
안안으으로로 귀속시켜 낼 수 있어야 함
*공유부(Common Wealth)에 대한 같은 맥락의 문제의식
33))높높은은 수수준준의의 주주민민의의 참참여여 및및 자자치치 역역량량을을 전전제제//담담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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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  농농촌촌기기본본소소득득과과 지지역역 승승수수효효과과 측측정정의의 쟁쟁점점

쟁쟁점점
11

- ((차차별별화화 된된 승승수수효효과과 측측정정 도도구구 필필요요))균일하지 않은 지역경제 승수효과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여러 문헌을 통해 지역화폐의 승수효과는 확인된 바 있지만, 상호 여건이 다른 지역별 승수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도구 필요

쟁쟁점점
22

- ((지지역역 승승수수효효과과 강강화화 요요인인 도도출출))지역 승수효과를 강화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 지역 내 주민 고용, 도소매업 등의 업종 등 지역 승수효과를 강화하는 보다 구체적인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 필요

쟁쟁점점
33

- ((지지역역 승승수수효효과과 개개선선 전전략략 수수립립))지역 승수효과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 지역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지역 승수효과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보다 실증적인

도구 필요

농농촌촌기기본본소소득득의의 지지역역 승승수수효효과과가가 의의미미를를 갖갖기기 11))  균균질질하하지지 않않은은 지지역역사사회회 여여건건을을 반반영영하하고고,,  승승수수효효과과 조조사사 결결과과

를를 바바탕탕으으로로 22))  지지역역 승승수수효효과과 강강화화요요인인 파파악악이이 가가능능해해야야 하하며며,,  향향후후 33))  지지역역 승승수수효효과과 개개선선을을 위위한한 전전략략 수수립립이이

가가능능해해야야 함함

4

22..  지지역역 승승수수효효과과 방방법법론론의의 조조건건

조조건건
22

- ((쉽쉽고고 간간결결한한 모모형형))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지역 경제의 흐름을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솔루션
- 지역주민, 기업, 행정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지역 승수효과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납득하도록

해 향후 지역 승수효과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이 가능한 방법론 필요

조조건건
33

- ((관관계계형형 모모형형))  지역사회 내 승수효과를 촉진하는 고용, 투자, 지출 간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는
관계형 솔루션

- 고용, 투자, 지출을 통해 이뤄지는 지역경제 주체 간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개선전략 수립이 가능한
방법론 필요

지지역역 승승수수효효과과 측측정정을을 위위한한 도도구구는는 지지역역사사회회 특특성성과과 정정책책 성성격격에에 따따라라 지지역역사사회회 승승수수효효과과를를 자자유유자자재재로로 측측정정할할

수수 있있는는 11))  맞맞춤춤형형 모모형형이이어어야야 하하며며,,  향향후후 지지역역 승승수수효효과과 개개선선을을 위위한한 지지역역 내내 다다양양한한 이이해해관관계계자자 이이해해와와 설설득득이이

가가능능한한 22))  쉽쉽고고 간간결결한한 모모델델이이어어야야 하하며며,,  지지역역 승승수수효효과과 개개선선 전전략략 수수립립을을 위위해해 33))  관관계계형형 모모형형이이 되되어어야야 함함

조조건건
11

- ((지지역역 맞맞춤춤형형 모모형형))지역사회의 특성과 공공정책 성격에 따라 자유자재로 평가가 가능한 맞춤형 솔루션
-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요인(인구, 산업, 기타 환경적 요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실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 필요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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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LLMM33  개개발발 배배경경과과 개개념념

배배경경
- 농촌 지역의 쇠퇴를 막고자 정부가 지출하는 지역 예산의 효과적 사용에 대한 의문 확대
- 기존 복잡한 승수이론 대신 여건이 다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이들의 행동변화까지 꾀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 증대

- 2002년 영국의 NEF(New Economic Foundation)와 The Contryside Agency가 함께 개발
-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승수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
- 지역 내 지출의 최초 3단계 순환 과정을 측정해 승수효과 측정

개개발발

방방법법
- Round 1 : 조사 대상기관의 수입(매출, 세수 등) 총액
- Round 2 : 조사 대상 기관이 고용한 지역주민과 지역 내 협력업체에 지출한 급여와 매입(구매)
- Round 3 : 조사 대상 기관에 고용된 지역주민과 지역 내 협력업체가 지역에 지출한 금액

LM3 =
Round 1 + Round 2 + Round 3

Round 1

영영국국 신신경경제제재재단단((NNEEFF::  NNeeww  EEccoonnoommiiccss  FFoouunnddaattiioonn))이이 개개발발한한 LLMM33((LLooccaall  MMuullttiipplliieerr33))는는 영영국국 농농촌촌 지지역역의의 공공

공공조조달달,,  사사회회적적기기업업,,  로로컬컬푸푸드드 등등이이 지지향향하하는는 지지역역순순환환경경제제 효효과과를를 살살펴펴보보기기 위위한한 도도구구임임

ⅡⅡ..  LLMM33 개개념념과과 측측정정 방방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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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3..  LLMM33  측측정정 사사례례 –– 영영국국 우우스스터터셔셔 지지방방 교교육육청청((22001155))

단단계계 항항목목
합합계계 지지출출
((단단위위::  MM£))

지지역역 내내 지지출출
((단단위위::  MM£)) 비비율율((%%))

RRoouunndd  11 총수입 664444..55

RRoouunndd  22

전체 인건비 125.3 54.7 43.7

교통비 14.7 11.8 8800..33

부동산 유지비 26.0
281.2 7733..44

협력업체, 서비스, 용역 등 357.2

자본 지출 121.2 79.3 65.4

합계 664444..55 442277..00 66.3

RRoouunndd  33

지역 내 거주 직원 54.7 29.0 53.0

지역 외 거주 직원 14.0 3.6 2255..77

지역 내 협력업체 372.3 246.8 66.3

지역 외 협력업체 146.9 15.3 1100..44

합계 558877..99 229944..88 50.1

CCaall.. (644.5+427.0+294.8)/(644.5)=2.12
- 이론적으로는 3점이 만점, 현실적으로는 2.5점이 최대

- 영국 중남부에
위치

- 인구 59만명의
중소 지자체

- 산악지형으로
이뤄졌으며, 
면적 1,741km²

7

22..  LLMM33  측측정정 절절차차

단단계계 항항목목 세세부부 내내용용

11단단계계 문제 정의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목표 정의
- 조사 대상(의회, 기업, 공공기관 등) 정의
- 조사 대상 이해관계자(협력업체, 공동체 등) 정의

22단단계계 지역 범위 결정
- 의회 예산은 자치구, 공공기관 예산은 서비스 전달 지역
- 농장이나 사회적기업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해

관계자들의 위치를 고려

33단단계계 ROUND 1
- 유형 1
- 직접 지출(기업 매출, 예산 등)

- 유유형형 22
- 현현금금 지지급급((실실업업 급급여여 등등 수수당당))

44단단계계 ROUND 2
- 기업이 지역에서 지출한 총액
- 직원 급여, 협력업체 계약, 임대

료, 매입(구매) 등

- 개개인인이이 지지역역에에서서 사사용용한한 지지출출 총총액액
- 식식음음료료,,  임임대대료료,,  의의류류,,  여여가가 등등

55단단계계 ROUND 3
- 직원과 협력업체가 지역에 지출

한 총액

- 기기업업이이 지지역역에에서서 지지출출한한 총총액액
- 급급여여,,  협협력력업업체체 계계약약,,  임임대대료료,,  매매입입

등등

66단단계계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 지역 승수효과 원인 진단 및 개선사항 도출
- 지역 승수효과 강화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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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LLMM33  데데이이터터 수수집집 방방법법 -- ((22))  개개인인 대대상상 설설문문 시시

항항목목 총총합합 해해당당지지역역 해해당당지지역역외외
각각항항목목마마다다주주된된

지지역역업업체체명명을을적적어어주주세세요요

소소득득세세

교교육육비비

식식품품비비

오오락락

((예예..외외식식,,비비디디오오대대여여,,스스포포츠츠등등))

의의복복

DDIIYY//정정원원관관리리//가가정정기기구구등등

교교통통

((예예..택택시시,,자자동동차차세세,,버버스스비비등등))

서서비비스스

((예예..베베이이비비시시터터,,가가정정관관리리사사,,간간병병등등))

임임대대//융융자자

지지방방세세,,  주주민민세세

공공과과금금

((연연료료,,수수도도,,전전화화,,TTVV  등등))

대대출출금금상상환환

저저축축

기기타타

합합계계 110000%%

자료: 춘천사회혁신센터(2020)

9

44..  LLMM33  데데이이터터 수수집집 방방법법 -- ((11))  기기관관 대대상상 설설문문 시시

항항목목 총총합합 지지역역내내 지지역역외외
각각항항목목마마다다주주된된지지역역업업체체명명을을

적적어어주주세세요요

인인건건비비

((44대대보보험험,,  연연금금등등은은제제외외))

44대대보보험험,,  연연금금,,  교교육육훈훈련련비비

수수수수료료

물물품품대대금금

용용역역업업자자((하하청청))

임임대대료료//주주택택융융자자

연연료료비비&&공공과과금금

수수선선&&유유지지보보수수비비

신신규규투투자자

보보험험

세세금금((부부가가세세,,  법법인인세세등등))

합합계계 110000%%

자료: 춘천사회혁신센터(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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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LLMM33의의 장장점점과과 한한계계

장장점점 한한계계

문문제제 정정의의
- 다다양양한한 문문제제에에 따따른른 맞맞춤춤형형 문문제제 설설계계

가가능능((지지역역별별,,  업업종종별별))
- 기본적으로 전수 조사가 전제이므로

이해관계자 대상 이해와 설득 필요

자자료료수수집집
- 자료 수준과 내용에 따라 깊은 수준

의 문제 해결 가능
- 개개인인정정보보활활용용 등등과과 관관련련해해 기기본본 자자료료

수수집집에에 한한계계 상상존존

성성과과 측측정정
- 성성과과평평가가 모모형형이이 쉽쉽고고 간간결결하하며며,,  지지역역

의의 전전반반적적인인 경경제제 흐흐름름 파파악악에에 용용이이

- 성과 모형이 쉽고 간결한 만큼 참여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신뢰성 높은
자료 확보가 필수

평평가가 및및 개개선선사사항항 도도출출
- 지자체, 기업,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별 개선사항 도출 가능

- 개선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실험 시 처
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함(협력업체
등의 차이로 인해)

11

55..  LLMM33  측측정정 결결과과와와 시시사사점점

부부문문 사사례례 결결과과 및및 시시사사점점

공공조달 부문 노즐리 지자체 의회

- 현지 계약자보다 타지 계약자가 약간 높은 승수 효과(1.17 대 1.11)를 나타냄

- 조사 결과, 현지 계약자는 한 건설공사의 지역 본부인 반면, 타지 계약자는 자

치구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Knowley와 가까워 많은 직원들이

통근하는 것으로 드러남

농업과 식료품
쿠스가른 오가닉스, 그래

이그 팜 오가닉스

- 쿠스가른 오가닉스는 2.00, 그래이그 팜 오가닉스는 2.15 기록

- 이들 농장의 직원 대부분이 현지인이며, 상대적으로 쿠스가른 농장의 점수가

낮은 것은 조사 대상 지역 범위를 좁게 설정했기 때문(15마일)으로 해석

사회적기업
Eden Community 

Outdoors (ECO), LOCAL

- ECO는 1.87, LOCAL은 1.67 기록.

- 직원 고용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현지 공급업체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측측정정의의예예

EEddeenn  CCoommmmuunniittyy  

OOuuttddoooorrss((11..8877))  

=

총수입(50,000파운드) + 지역지출(30,000파운드) + 고용된

지역주민과협력업체지역내지출(13,375파운드)

총수입(50,000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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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LLMM33 도도입입 시시 단단계계별별 고고려려사사항항

단단계계 내내용용 고고려려사사항항

평평가가 목목표표 지역 승수효과

- LLMM33  유유형형 22에 해당

- 지역별 승수효과 조사(읍면동, 기초 시군, 권역 및 광역)

- 소상공인 매출 증대효과 조사(기본소득+α)

대대상상 지지역역
경기도 내 농촌지역

(면 단위)

- 시도 경계지역 제외

- 통근권, 생활권 등에 따른 지역범위 선정

- 소상공인 매출 증대효과 조사 시 내·외부 환경이 균일한 비교군 선정

지지급급 수수단단 지역화폐

- 유형 2의 ROUND2 단계 조사 여부 선택(지역범위 선정에 따라)

- 승수효과 실험을 위한 사용범위, 유효기간 선정

- 단 사용범위가 좁고,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지역화폐 회수율이

높을 수 있음

지지급급 기기간간 2~5년

- 기간별 승수효과 수치 비교

- 시간이 지날수록, 가맹점이 많아지고, 지역 승수효과가 커지는 시계열 효

과 체크 필요

ⅢⅢ..  농농촌촌기기본본소소득득과과 LLMM33 도도입입방방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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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항목목 세세부부 내내용용

필필요요성성
- 기존 승수이론을 통한 지역 경제효과 측정 및 평가의 어려움 해소
- 지역경제 흐름을 파악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설득 및 참여 촉진

지지역역
- 생활권을 기준으로 지역범위 선정
- 유사한 특성(지리, 경제, 환경 등)을 가진 곳으로 비교군 선정

자자료료수수집집
- 지역화폐 지급으로 인해 LM3 조사는 상대적으로 수월(개인대상 설문 생략 가능)
- 단, 카드형이 아닌 종이류 지역화폐를 지급 시 자료수집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지역기업 대상 고용, 협력업체 지출 자료 확보가 관건(매출 상위 등 기준 필요)

측측정정 및및 평평가가

- 전체 농촌기본소득 지출 측정(R1)
- 농촌기본소득의 지역 내 지출 측정(R2)
- 농촌기본소득 사용 기업의 지역 내 고용과 협력업체 측정(R3)
- 고용, 업종 등 지출 규모 시계열 분석, 농촌기본소득으로 인한 추가 매출 조사

개개선선사사항항 도도출출
- 지역 승수효과 강화를 위한 고용, 업종별 개선사항 도출(중장기 전략 수립에 반영)
- 원활한 LM3 평가를 위한 개선사항 도출(차년도 반영)

중중장장기기 전전략략 수수립립
-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지역 승수효과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 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역사회 기반 기업 지원 방안 마련
- 지역 승수효과 강화를 위한 지자체 설득(관련 정책 수립 등) 병행

33..  결결론론 및및 요요약약

15

단단계계 내내용용 측측정정방방법법

범범위위 설설정정 지역 , 조사대상(기업, 개인)

- 지역 선정(읍면동➔시군➔권역)

- 전수 조사 어려울 경우 커버리지 명시

- 1) 매출 상위기관 순

- 2) 전체 매출 현황과 유사한 표본(업종, 규모) 추출

RROOUUNNDD  11 지역화폐로 지출된 기본소득 총액 - (기본소득 지급 총액 – 회수된 기본소득 총액)

RROOUUNNDD  22 지역에 사용한 지역화폐 내역조사
- 지역화폐 개인사용 현황 조사

- 식품, 의류, 서비스 등(지역화폐 카드기록) 조사

RROOUUNNDD  33 지역 내 기업의 지역 내 지출 조사
- 지역 내 기업(지역화폐 매출기관)의 지역 내 지출 현황 조사

- 임대료, 지역 내 공급업체, 지역주민 고용 등(설문)

22..  LLMM33를를 활활용용한한 농농촌촌기기본본소소득득 지지역역 승승수수효효과과 측측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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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사사합합니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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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1

문진수 전 사회적금융연구원장 

농촌 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이 갖는 의의와 한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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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이 갖는 의의와 한계    

문진수 / 전 사회적금융연구원장   

1. 지역화폐와 지역순환경제  

   지역화폐가 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역내 순환을 도움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이론 및 실증연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지
역화폐 승수효과(Local Muitiflier Effect) 지표”를 통해서도 간단히 입증할 수 있다. 
지역승수효과란 일정한 지역에서 돈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최초의 화폐량보다 더 
많은 돈이 지역 안에서 유통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보자.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A군(주민 1,000명)은 법정화폐로 
지역 내 대형 마트와 유통점에서 한 달에 각각 10만 원을 사용하고, B군(주민 1,000
명)은 지역화폐로 동네마트와 전통시장에서 각각 10만 원을 지불한다고 가정해보자. 

  A군에서 대형 마트 및 유통점이 벌어들인 월 매출액은 1억 원이다. 대형마트는 이 
돈의 20%를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로 지급(역내 소비)하고 80%를 본점에 이체(역외 
유출)한다.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월급여의 50%를 지역 안에서 소비한다고 
가정해보자. 한편, B군에서 동네마트와 전통시장 상인들이 벌어들인 월 매축액도 1억 
원이다. 지역상인들은 이 돈의 50%를 다른 지역상인에게 지급하는 등 지역 안에서 
소비하고, 다른 상인들 역시 벌어들인 돈의 50%를 지역 안에서 쓴다고 가정해보자.   
  두 가지 경우의 화폐 유통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이제 두 경우의 승수를 구해보도록 하자. A군의 화폐승수는 “1.3”(100+20+10/100)
이고 B군의 화폐승수는 “1.75”(100+50+25/100)가 나온다. 화폐승수가 높다는 것은 
돈이 지역 안에서 더 활발하게 유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형 유통점이나 할인점보
다 동네마트와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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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원론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UBI)이 현금 지급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
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주는 방식은 수혜자의 “실질적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지역화폐의 순환체계가 잘 정비되지 않은 조건이라면, 이 지적은 
타당하다. 따라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연계방식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지역화폐의 
순환 인프라 구축이 선결되어야 한다.1) 

  지역화폐는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작동된다. 세 개의 축이란 화폐를 만드는 발행
인, 화폐 유통경로 상에 존재하는 가맹점, 실제로 이 화폐를 쓰는 사용자를 말한다. 
지역화폐 순환체계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이 세 “모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
떻게 작동되는가를 알아야 한다. 각각의 축은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만, 서로 유기적으
로 연결되어 있다. 

  한국적 맥락에서 볼 때,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은 “융합도”가 높다. 그 이유는 지역화
폐와 기본소득의 발행인이 같고, 둘 다 재정이 투입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잘 알다시피, 한국형 지역화폐는 (지방)정부가 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할
인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기본소득의 지급주체가 정부라는 것
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지방)정부가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방식의 기본소득이든 지역
화폐 유통체계 안에 돈을 투입하는 것만으로, 다시말해 기본소득을 지역화폐 방식으
로 지급해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역화폐든 기본소득이든, 정부 정책이 바뀌어 “일몰”을 맞게되면 사업의 지속가능성
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화폐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대안화폐는 모두 경제가 어려울 때 생겨났다.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하이퍼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절 
달러 품귀 현상이 극심했을 때가 대표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창궐이 지역화폐를 호출하고, 기술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소멸이 기본소득을 깨운 것
은 결코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3. 농촌 기본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위기, 에너지위기, 식량위기 등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인류문명이 지금 심각

1) 순환체계는 도로망,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은 차량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먼저 도로가 깔
려야 차량이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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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는 지방소멸 
과 농업붕괴 문제까지 함께 안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피폐된 농업, 농촌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서, 기본소득제를 검토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으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여러 여건을 살펴볼 때, 빠른 시간 안에 “완전” 기본소득을 제도화할 가능성은 낮
아 보이며2) 따라서 “부분”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된다면, 우선순위 중 하나는 농업(촌)
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 시점에서 농업, 농촌형 기본소득 등 이른바 “범주형”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는가? 그렇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농촌지역 실험을 통해, 한국형 기본소득 정책의 표준이 될만한 모델을 만들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농촌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연계하는 접근법은 타당한가? 그렇다. 그 이유는 농촌 
기본소득이 “공동체 효과(community effect)”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
고3), 성공한 지역화폐 모델 중 상당수가 “공동체성(communal character)”이 살아
있는 곳이었다는 점에서, 익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도시보다 농촌에서의 성공 가능성
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지역화폐 실험을 놓고 볼 때,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덜 진행된 지역이, 공
동체에 대한 애착과 신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소가, 삶터와 일터가 분리되지 
않고 일치하는 곳이 지역화폐가 뿌리를 내기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농촌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만남이 화학적 결합을 통해 공진화(共進化)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4)    

2) 매달 10만원씩 국민 5천만명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준다고 할 경우, 1년에 60조원이 든다. 100만원
씩 잡으면 600조원이 필요하다. 2020년 GDP(약 1,900조원)의 30%가 넘는 돈이다.  

3) “생태적 전환과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파일럿” (박선미, 제2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토론문) 
4) 기본소득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무성한 반면,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과 구상은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 처마와 지붕이 아무리 화려해도 주춧돌과 기둥이 튼튼하지 못하면 집은 
온전히 유지되기 힘들다. 이 영역에 대한 심도깊은 검토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66

제3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자립과 공생의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농촌기본소득의 역할

토론문2

서정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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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경기기도도  농농촌촌기기본본소소득득  사사회회실실험험  토토론론회회

서정희(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실험은 현 시점까지 주로 제기되어 온 범주형 기본소득 방식의 
제도 도입을 넘어서는 제안이자,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무조건성 실현을 통해 기본소
득의 공동체 효과를 볼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제안임.

¡ 중요한 이 실험이 그 의의를 살릴 수 있기를 희망함. 발표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
고, 이 실험이 제대로 잘 실현되기 위한 몇 가지 질문과 의견을 제시드리고자 함.

¡ 전반적으로 무엇을 위한 기본소득 실험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담기는 평가 과정이길 
희망함. 농촌기본소득 실험이 현금급여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증가시키
는 기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 전환이자,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무조건적인 
공유부 배당이자, 삶의 기본적인 안정성 확보에 대한 기획이라 생각됨. 발표자분들이 
누구보다 사회실험의 기획과 효과분석에 대한 전문가들이시라 잘 아시겠지만, 기획과 
효과분석은 그 실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변수가 달라져야 함. 

¡ 어떤 농촌 마을 공동체를 지향하는가, 그 농촌에서의 어떤 삶의 변화를 기대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됨. 그리고 그것이 왜 연령층이 제한적이
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방식인 ‘기본소득’ 실험
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겨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정정해해일일  외외((22002211))  경경기기도도  농농촌촌기기본본소소득득  사사회회실실험험  설설문문  연연구구
¡ 본 발표에서 잘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실험은 제1영역인 개인 

단위에서의 효과뿐만 아니라(포화실험이 제1영역에서도 다른 효과를 나타내지만), 포
화실험이 갖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본소득 효과라 할 수 있는 공동체 효과인 제2영
역이 매우 중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변수는 주로 제1영역의 변수들이고, 제2영역을 살펴볼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사료됨.

¡ 경제 및 고용
Ÿ 발표자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가장 민감한 문제’를 ‘고용감소 효과’로 보고 기본소

득 지급으로 시간이 확보되면 ‘그만큼의 시간을 자기 계발에 투자’하고, ‘자기계발
을 통해 개인의 역량이 향상되면 취업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고, 일자리의 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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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질 것으로 기대함.
Ÿ 기본소득의 효과가 자기 계발에 시간을 투자해서 취업을 더 잘 하는 것, 더 나은 

일자리로 이직하는 것인지 의문이 듦. 자기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런 시간들 중 
일부를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에 사용하는 것, 그런 것들이 기본소득의 효과이
고, 그래야만 제2영역인 공동체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인적 자원을 개발해서 더 
나은 일자리로 이직하고, 지역 내 창업이 늘고, 고용이 느는 것으로 기본소득 효
과를 보겠다는 것이 타당한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Ÿ Y combinator의 기본소득 실험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근로시간이 줄어들 것을 
처음부터 가정하고, 이 경우 사람들이 확보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실험의 
제1변수로 상정한 문제의식을 농촌기본소득 실험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음. 

Ÿ 부차적으로는 기본소득 제공으로 근로시간이 늘었는가 줄었는가는 농촌지역에서 
특히 농업 종사자의 경우 측정이 쉬운 영역이 아님. 

¡ 포용성
Ÿ 이 실험설계에는 제2영역에 대한 효과분석 고민이 담겨있음. 그 중 하나가 포용성 

지표임. 참고문헌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문헌들을 찾아보진 못했으나, 사회통합 
과정의 포용과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로서의 포용은 포화실험의 공
동체 효과라기보다 이 역시 개인 지표에 치중되어 있음. 

Ÿ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지급되었을 때, 어떤 공동체의 역동이 발생하는가를 살펴보
는 방식으로 가이 스탠딩과 사라트 다발라의 인도 실험, 미국 체로키 인디언 마을 
정책 효과 등을 좀 더 고민해서 그 내용들이 담기기를 희망함. 

¡ 공동체 의식과 정치의식

Ÿ 중요한 지표임에 동의함. 그럼에도 여전히 개인 변수 중심. 특히 정치적 관심, 정
치적 효능감, 정치적 신뢰, 정치 참여, 정당 정체성 등으로 변수를 구성하고 설명
함. 공동체 의식에 대한 별도의 지표는 없음. 아마도 정치적 관심의 증대와 정치
적 신뢰를 공동체 의식으로 포괄하는 듯 함. 

Ÿ 농촌기본소득 실험에서 기대하는 공동체 의식과 정치의식이 정치에 대한 신뢰와 
관심의 증대인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 지표의 결과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서 증대한 것으로 나옴. 1년에 4회 25만 원씩 100만 
원, 1개 연령 지급으로도 이런 효과가 나옴.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하는 이유는 단
순한 실험이 아니라, 범주형 기본소득 정책을 넘어서는 포화실험만이 갖는 역동성
을 보기 위해서라 사료됨. 그렇다면 이 변수들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범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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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정책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공동체 의식 등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음. 

Ÿ 예를 들어 농촌 마을에서의 숙의 민주주의의 경험, 공동체 활동의 증가 등이 중요
한 지표 아닐까 함. 숙의 민주주의가 말은 거창해보이지만, 공동의 논의, 공동의 
결정, 공동의 어떤 활동의 증대 등이 포함됨. 현재의 지표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
음. 

¡ 지속거주 의향

Ÿ 지속거주 의향의 경우 매우 소극적 척도일 수 있음. 농촌기본소득 실험은 기본소
득의 보편성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는 것이고, 이 실험의 결과는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의 확장 혹은 전체 경기도로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라 생각됨. 그런데 지속거주 의향은 다른 지역은 하지 않고, 이 지역에서만 할 경
우, 예를 들어 도시에서는 하지 않고, 농촌에서만 할 경우 농촌에서 지속해서 거
주하겠느냐의 의미가 전제됨. 

Ÿ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농촌을 살리고, 한계마을들을 
살고 싶은 거주지로 전환하는 기획은 중요함. 보편적인 기본소득이 도입되었을 때
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농촌에 추가적인 기본소득 급여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한 
전략일 수 있음. 지속거주 의향은 ‘선행요인’(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 인구사회학
적 변수), 가능요인(소득, 혼인상태, 가구원수, 직업, 부채 등 경제사회학적 요인), 
욕구요인(농촌생활만족도, 지역의 여가 및 편의시설 등 지역변수)에 따라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의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상정됨. 농촌 지
역 내에서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이 어떤 요인들에 영향을 미쳐서 지속거주 의향
에 영향을 미치는 지 등의 매개효과 등을 보는 것이 이 실험에서 어떤 의미인지
에 대해 보다 숙고되기를 희망함.

■ 서서재재교교((22002211))..  농농촌촌기기본본소소득득의의  지지역역  승승수수효효과과  측측정정과과  쟁쟁점점
¡ 농촌기본소득 실험이 갖는 여러 효과와 의미 중에 지역 승수효과에 한정하여 고민한 

발표라 사료됨. 여러 효과들이 모두 각각의 심도있는 고민들이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
에 지역 승수효과를 어떻게 제대로 측정할 것인가에서 고민하셨을 거라 생각됨. 특히 
재난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 논쟁 과정에서 이 쟁점이 정치적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농촌기본소득 실험에서도 이 쟁점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셨을 것이라 사료됨.

¡ 다만, ‘농촌’기본소득 실험에 지역 승수효과가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지역의 승수효과가 고용, 투자, 지출인지 등의 고민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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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가 언급한 지역사회 승수효과를 자유자재로 측정하는 ‘지역 맞춤형 모형’, ‘쉽
고 간결한 모형’. ‘관계형 모형’은 ‘지역 사회 내 승수효과를 촉진하는 고용, 투자, 지
출 간 상호작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 승수효과 개념 자체가 그런 문제의식에 기
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고민한 방식인 점에는 이해가 가지만, 기본소득 
실험에서 지역사회효과가 고용, 투자, 지출에 한정되어야 하는가, 그 이상을 볼 수는 
없는가 하는 의문이 듦.

¡ 본 실험은 ‘농촌’기본소득 실험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LM3 도입 시 유형2로 한정함.  
개인이 지역에서 사용한 지출 총액, 기업이 지역에서 지출한 총액(급여, 협력업체 계
약, 임대료, 매입 등)으로 측정됨. 
Ÿ 농촌 기본소득 실험이 어떤 단위로 지급될지 모르겠지만, 시,군,구 단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작은 단위로서 읍면동 단위 혹은 그 이하 단위가 될 가능성이 높음. 
면 단위든, 리 단위든 그 지역에서 사용한 지출 총액, 기업이 그 면에서 지출한 
총액으로 승수효과를 보는 것이 농촌 지역에서 얼마나 실효적인 측정일지 고민됨. 

Ÿ LM3 측정 지표의 구성을 적용하면 농촌 마을에(면이든 리든) 어느 정도의 기업
(사업자)이 있을지도 의문이고, 직원이 옆 마을에 살고 있으면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단위와 실험단위, 행정단위가 모두 불일치할 가능성이 높음.

Ÿ LM3가 제기된 맥락은 지방정부가 계획하고 집행한 지역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가
를 보는 것이고,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최소 단위는 시군구임. 그러나 실험
은 읍면동 단위 이하임. 실험마을과 비실험마을(인접마을) 모두 농촌이고 같은 예
산 단위일 경우, 비실험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지역 
승수효과를 낮추는 지표 구성이 타당한지, 그 지자체가 동의할 수 있는 결과인지 
고민이 필요함. 

Ÿ 농민 입장에서도 옆 마을에 가서 종자를 사오면 승수효과는 낮아지는데, 실험단위
에 비해 생활단위는 넓음. 

Ÿ 읍면동 단위의 실험에서 지역 승수효과가 중심 실험효과가 되어야 하는지 근본적
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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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3

임경수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기반조성본부장

자립과 공생의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농촌기본소득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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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자립과 공생의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농촌기본소득의 역할” 토론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기반조성본부장 임경수

○ 완주군 고산면의 사례
  - 20년 재난지원금을 받은 임00은 카드를 들고 같은 학교 학부모가 운영하
는 카페에 가서 지원금 전액을 선결제했다. 카페 주인 박00은 카페의 테이블
을 교체하다가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들자 포기했는데 선결제 덕에 테이블 교
체를 마무리했다. 
  --> 기본소득, 지역화폐가 지역순환경제를 촉진할 가능성을 시사

  - 서울에서 대안교육 단체에서 일하던 배00은 목공을 배우고 귀농하여 농사
를 지으며 목수일을 하다가 ‘청년마을목수협동조합’을 만들어 집짓기, 집수리, 
정원관리 등을 하고 있는데 동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의 
매니저 일도 시작하게 되었다. 농사를 빼고 그가 하던 일은 모두 외부에 의존
하던 것이었다. 
   --> 기본소득, 지역화폐가 지역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촌주민의 
‘일’이 고려되어야

  -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자 고산면의 학부모들은 학교급식예산으로 로
컬푸드를 구매하고 학교조리실에서 조리선생님들과 반찬을 만들어 각 가정에 
나눌 계획을 세웠으나 학교가 협조하지 않자 지역의 사회경제조직의 후원을 
받아 로컬푸드를 기부받고 시니어클럽에서 조리하여 두 차례 반찬나눔을 할 
수 있었다. 
   -->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이며 
돈은 그것을 구입하거나 순환하게 만드는 수단
    
○ 지역순환경제에 ‘일’이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
  - System Ecology 창시자인 Howard Odum은 “현대사회는 에너지가 흐르
면 반대 방향으로 돈이 흐른다”며 생태학적 에너지 흐름 분석을 통해 경제를 
병행해 분석하는 방법을 창안했음. 물리학적으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
력이며 에너지 흐름의 결과물은 ‘일’이 된다.
  - ‘돈’이 아니라 에너지와 일이 만든 재화와 서비스가 지역 내에서 순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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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지역순환경제의 완성이며 또한, 돈이 매개되지 않는 
‘일’과 ‘에너지’의 순환은 취약계층과 재난 상황에 유용하다.
  - ‘돈’의 순환이 아니라 ‘에너지’와 ‘일’을 지역 내에서 순환하면 기후위기로 
급박히 다가온 생태적 재난에 대응할 수 있고 돈(자본)의 축적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
  - 이미 농촌은 대농이 아니면 농사로만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전업농은 줄고 농민들이 다양한 겸업, 부업 등을 하고 있지만, 인구감소, 지역 
내 소비력의 역외 유출 등으로 온전한 ‘일’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 농촌기본소득, 지역화폐, 다양한 일이 결합된 지역순환경제 모델

   농촌주민의 일 = 반농 + 반X(x1, x2..) + α
    * 반농 : 다른 일도 하면서 짓는 농사
    ** 반X : 농사 이외에 다른 일, 여러 개가 될 수 있음
    *** α : 지역사회를 위한 일 (주로, 비화폐적 연결)

   1) 농촌기본소득 : 농촌주민이 벌어야 하는 화폐의 총액을 경감
   2) 지역화폐 : 반X의 가능성을 증대
   3) 반농 : 지출의 감소, 화폐 수입에 기여, α로도 활용
   4) 반X : 화폐 수입에 기여, 지역화폐 활용성 증대, 자기계발, 행복(본능)
   5) α : 지출의 감소, 순환경제의 사회적 기반 구축, 행복(타인)

○ 제안 : 일자리 모델이 결합된 농촌기본소득 실험 
   ①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실험대상 지역(면)의 기초지자체와 협약
   ②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실험대상 면에서 반X, α와 관련된 일의 창출  
      - 재단의 취창업 지원, 세대별/계층별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연계
      - 재단의 직접일자리 사업 활용
      - 교육, 훈련을 위해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 참여
   ③ 기본소득 지급의 지역 변화를 모니터링
      - 일과 일자리 구조의 변화
      - 일과 일자리 변화가 지역순환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일과 일자리 변화의 사회적 영향
 



74

제3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자립과 공생의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농촌기본소득의 역할

토론문4

길정아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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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토론문
길정아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

안녕하십니까? 제3회 정책포럼의 토론자로 참가하게 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
구교수 길정아입니다. 저는 시민들의 정치적 태도, 계량분석, 사회조사 등을 전공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조사 설계를 살펴보는 역할로서 이러한 귀
한 자리에 초청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와 2차 정책포럼의 영상을 시청하였고, 이번에 3차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진행된 두 차례의 정책포럼에서는 농촌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번 3차 정책포럼의 발제 자료
들은 농촌기본소득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회실험계획의 수립, 효과의 측정 전
략, 그리고 이러한 농촌기본소득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자주적인 지역순환경제의 
구축, 나아가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목적인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에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정책, 특히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정책이 실
제로 실시되기 전에 그 효과성을 미리 검증해 보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
다. 발제자 선생님들의 발표를 통해, 해외에서 실시된 기존의 기본소득 사회실험은 주
로 빈곤층이나 장기 실업자 등 특정한 집단에게 주어진 기본소득이 어떠한 영향을 주
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이번 경기도 사회실험에서는 지역을 단위로 하여 특정한 
농촌 지역 주민 모두를 정책의 대상으로 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그 효과성을 살펴
본다는 데에서 차별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농촌기본소득 정책의 시행에 앞서 매우 유의미한 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정책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찬성이 있으면 반대의 목소리 또한 존
재할 수 있고, 따라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상당한 정도의 재원을 필요로 하거나, 자원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성격
을 띤 정책의 경우, 정책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목적성과 관계없이 정책의 시행에 대
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선행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가 다루고 있는 농촌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서도, 재정을 어디에서부터 가져올 것인
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이견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사회통합
적인 관점에서 이를 시행하기 어려워져 정책의 시행 및 추진 비용이 높아질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어떠한 바람직한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설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촌기본소득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예측, 측정 전략을 학술적인 차원
에서 논의하고, 나아가 사회실험을 통해 농촌기본소득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
질 것인지에 대해 먼저 분석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 효과가 농촌 주민들에게 물질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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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웰빙으로 이어지며, 지역의 내발적이고 자주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관계
를 형성할 것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이를 통해 정책의 바람직성과 효
과성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정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밑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요컨대, 농촌기본소득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사회실험이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는 데 일조할 것임을 기대합니다. 
사회실험 구상안을 살펴본 결과, 학술적이고 이론적 근거에 바탕을 둔 심도 있는 고
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잠재적인 가능성과 자율성의 제고, 그리고 
지역 단위의 주민 자치와 공동체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이론적 
근거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개념들을 살
펴본 이론들 또한 다차원적으로 논의하였고, 그를 기반으로 하여 주관적 행복, 객관적
인 삶의 질, 가족 건강성, 소비 및 여가활동, 공동체 의식을 포함한 사회적 자본, 그
리고 그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거주 의향 등의 유의미한 변수들을 도출하였습니다. 발
표 슬라이드뿐 아니라 구체적인 설문 문항과 여러 차례 걸쳐 진행된 중간 및 최종 발
표회에서 지적된 사안들을 미리 요청하여 검토하였는데, 최종 설문에서는 문항들이 
척도, 워딩 등에 대해 일관성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었고, 특히 농촌 지역에서 시행되
는 만큼 어르신들을 설문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
여 문항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 있는 것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코로
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본래 대면 방식으로 치러질 것으로 계획되었던 조사가 그
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난관이 있고, 연구팀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 논의를 진행하신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술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에서 좋은 
조사 설계가 구축되었다고 봅니다. 사회실험과 효과성의 측정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
어짐으로써, 농촌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고, 나아가 정
책의 실행이 지역 내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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