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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동동체체 공공유유자자산산의의 분분배배와와 커커먼먼즈즈로로서서
기기본본소소득득의의 쟁쟁점점과과 과과제제

김자경 이재섭

목차

들어가며 : 기본소득이 필요한 장면들

커먼즈론의 시각에서 농촌기본소득 논의를 하는 이유

공동체 공유자산의 분배 구조

커먼즈론의 입장에서 보는 기본소득의 쟁점과 과제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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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기본소득이 필요한 장면들

• 소준철(2020)은 <가난의 문법>에서 평범한 가정생활을 영위해왔던 사람들이 가난에 빠지고, 폐지
줍는 노노인인이 되는 과정을 고찰. “동정과 시혜보다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요구(p203)하고, 
“지역사회가 상호의존하는 계기를 만들고, 근근이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자립보다, 함께 모여 서로
에게 의존하는 자립”이 필요하다고 강조(p229).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0862

• <능력주의와 불평등>에서 정용주(2020)는 현수라는 학학생생을
통해 능력주의에 갇힌 미래를 예측하며 “인간의 기본권을 보
장할 수 있도록 노동과 생존을 분리시키는 방법, 기본소득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 신성
한 기본권이 된 이유는 노동을 생존을 위한 소득 획득의 유일
한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임. 따라서 노동이 소득의 유일한 수
단이 되면 존엄한 삶은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이 아니
라 소득이 기본권”이 되어야 함. 한편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
를 바꾸지 않은 채 기본소득을 통한 재분배만 강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 “불평등한 생산 관계의 변혁”도 중요
함(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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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즈론의 시각에서
농촌기본소득 논의를 하는 이유

• 야마시타 유스케(2019)는 지방소멸 논리에 대항한 책 <지방회생>에서 농농업업
분야에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싸야 함. 농산물 가격이 나라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싸야 함. 때문에 농산물에 어떤 부가가치를 붙여
도 고액이 될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함. 더 많이 번 사람들
에게 세금을 더 거둬, 적은 세금을 낼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재분
배”해야 함(p144~145).

• “가뜩이나 양질의 노동이 요구되는 농업 현장에서 공정을 고차화해 작업 분
량을 늘리면 지금의 농민들은 그 노동을 감당할 수 없게 됨. 고차화를 위해서
는 분업을 해야 하고, 분업을 통해 질 높은 농림어업 구조를 확보하려면, 그
기본적인 노동에 소득이 보장되는 형태의 재분배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농업뿐만 아니라 사회에 필요한 필수적인 노동은 모두 그 소득을 적절하게
보장하도록 설계해야 함. 약자 지원이 아니라 공생의 가치를 감안한 서로의
관점에서 소득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하며, 그 방법은 기본소득의
도입과 특정 업무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있음(p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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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안안농농업업 운운동동의의 진진화화와와 한한계계

• 대안농업운동도 진화하고 있음. 로컬푸드 운동에서 푸드플랜 정책, 공익형 직불제 등 다양하게 제
도화되었음. 그러나 기존 대안농업 운동에서 공통점으로 보이는 한계의 지점은 농촌이라는 공간,
마을공동체, 삶삶터터에에 대대한한 논논의의가가 거거의의 없없었었다다는 것에 있음.

•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삶의 인프라 구축(세대별 공간-노인회관 이외, 식당, 보건소, 슈퍼마켓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프라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비농업인의 일자리 역시 농촌 내에 있어야 함. 농촌
정책이라고 해서 대부분 농가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비농업인과 더불어 살아갈 삶삶터터의의 구구성성요요소소
에에 대대한한 고고민민이이 부부재재했음.

•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의 약한 고리가 드러났음. 불공정, 불평등, 빈곤, 돌봄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국가가 그동안 복지전달 시스템을 민간에게 다수 이양하면서 예상치
못한 복지의 사각지대, 그리고 복복지지의의 공공백백이 드러나고 있음. 농촌의 노인들은 노인회관의 폐쇄로
공동식사도 못하고 담소 나눌 장소를 상실하게 되어 집 안에서 고립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님.

• 농농촌촌은은 이이중중의의 문문제제에 직면해 있음. 즉 농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는 측면, 농촌에서 삶을 이어나
가는 측면이 존재함. 이 둘을 동시에 고려한 농업농촌의 재구성이 필요함.

농농업업농농촌촌의의 현현실실

•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농촌은 세계 식량 체제 속에서 대도시 시장을 목표로 시장 경
쟁력 있는 환환금금작작물물을 주로 재배하고 있음.

• 농기계와 화학비료의 보급은 농촌의 상호부조를 약화시키고 농업이 임임노노동동에에 의의존존하
도록 바꿨음. 이제는 이주노동자가 없이는 농업이 굴러가지 않게 되었음.

• 농촌에는 일터와 삶터가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거주지는 읍내나 시내에 두고
농장으로 출퇴근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 농촌에서도 일일터터와와 삶삶터터의의 분분리리가 나타나게
되니 농촌에서도 주민들의 교류가 약해지기 마련임. 어떤 농촌이든 공공동동체체 활활성성화화의의
문문제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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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커먼먼즈즈를를 둘둘러러싼싼 마마을을의의 변변동동

농농촌촌에에서서 커커먼먼즈즈 논논의의가가 필필요요한한 이이유유

• 마을은 오래 전부터 생생활활,,  경경제제,,  돌돌봄봄,,  교교육육,,  신신앙앙공공동동체체로로 영영위위되어 왔었음. 마을 공동체가 지속
되기 위해서는 마을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제적 토대가 필요함. 이것이 공동체 공유자산이며, 공
동자원 또는 커먼즈(commons)라 함.

• 제주 하례1리 마을의 경우, 효돈천을 공동관리하면서 마을의 경제적 토대로 활용하고 있음. 그러
나 효돈천을 경제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공동자원을 함께 관리하면서 민주적 자
치 역량을 키우고, 문화적 자부심과 생태적 감수성을 길러내는 성과를 발휘하고 있음(김자경, 최현, 
2020)

• 즉, 커먼즈라는 물적 토대를 기반으로 일터와 삶터를 동시에 운영해나가는 삶의 방식이 연대와 협
동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양한 사회적자본을 발전시킴으로써 마을과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확
대해나가고 있음. 

• 따라서 커먼즈(공동체 공유자산, 마을자산,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물적 토대)를 활용하여 마을공
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경제 활동 및 생활 공동체 활동(마을자치)에 참가하여 관계 시장을 통
해 공동의 부를 산출하고 그 부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운영원리를 갖추고, 이를 통하여 공동체의 재
구성, 삶의 질 향상 등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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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공유자산의 분배 구조

커커먼먼즈즈론론에에서서 농농촌촌기기본본소소득득을을 바바라라보보는는 시시각각

• 가이 스탠딩(2018)은 기본소득의 뿌리가 중세 유럽의 마그나카르타, 삼림헌장에 있다
고 함. 커먼즈 연구자 피터 라인보우(2012)는 커먼즈의 뿌리를 마그나카르타와 삼림
헌장에서 찾고 있음.

• 전통적인 커먼즈는 그 범위가 농산어촌 마을공동체 내로 한정되지만 이의 범위를 확장
하여 해석하면, 공동자원의 분배가 공유부의 분배 즉 기본소득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존재함.

• 농업농촌의 위기 속에서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기본소득이 제안되고 있
으며, 이에 대한 효과는 향후 사회실험을 통해 계측할 수 있으나, 커먼즈의 분배구조
및 성과를 통해 그 효과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 그러나 공동체 공유자산의 분배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이 상당
히 드러나고 있음. 먼저 공동체 공유자산의 분배구조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쟁점과 과
제는 후반부에서 다루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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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 공동자원의 수익 분배 구조 – 어촌 마을의 사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리

바지락 양식
해삼 전복 양식

해삼 기본소득
: 단, 어촌계원 중 20년 이상

거주자로 한정

바지락 노동소득
: 가구마다 한 사람씩 참가

진입장벽이 없음
해삼 전복 종묘 방사

바지락 종패,
해적 감시

마을 공동 바지락 양식장
“공동작업, 균등분배”

새만금 사업
-전복에서 해삼으로
대부사업→배당시작

마을규약

공동자원: 
마을공동어장

어촌계
관리

성과 : 애향심 강화
어장관리에 적극적

1. 마을 공동자원의 수익 분배 구조 – 어촌마을의 사례 충청남도 태안군 만수동 마을

공동자원: 
마을공동어장

어촌계
관리

바지락, 굴
공동채취

30% 마을 연금 지급
(80세 이상, 장애인 등)

성과 : 개방형 공동체 및
유대관계 강화, 

인구 유입
-공동 관리-

운영 규칙, 휴식년제, 
바다 쓰레기 청소 등

<개별 채취 + 공동 채취>

어장 황폐화, 마을 내 갈등

마을규약

기타 해산물
개별 채취

70% 참가가구 1/n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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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 공동자원의 수익 분배 구조 – 농촌 마을의 사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목장조합, 
마을회
관리 풍력발전,

태양광 설치

공동목장
임대수익

조합운영 및 조합원배당
(70%)

수익의 일부(30% 내외) 
마을회 편입

:모든 주민에게 장학금, 전기세, 
노령연금 등 지급

소유권 회복을
위한 소송

마을규약

공동자원: 
마을공동목장,

바람

성과 : 마을 공동체 활성화

3. 마을 공동자원의 수익 분배 구조 – 제주도 어촌계 사례 바다밭(마을 어장)

전복, 기타 해산물
등 개인채취

톳, 우뭇가사리 등
공동채취

금채기,  조업일수, 
바다 관리, 권리

등
엄격한 운영규약

개별 채취 + 공동 채취마을규약

공동체의 수익
-학교기금, 마을기금 등

공동자원: 
마을공동어장

어촌계
의 관리

할망바당: 해산물
개인채취

성과 : 약자를 위한 배려=
생산수단의 보호
+공동체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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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원의 수익 분배 구조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및 어촌계 등의
운영 관리

공동자원을
활용한 사업

마을기금

조합운영 및 조합원배당

개인수익

공동자원의 지속가능성

공동체성 회복, 회복탄력성,
마을경제 활성화, 개인의 부 향상

<분배 형태>

공동자원

외부충격

내부갈등

5. 마을 공동자원의 수익 분배 구조 – 배당이 없는 사례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

식당, 특산품 판매
생태관광

마을회,
선흘곶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규약

공동자원: 
동백동산

(산림청소유)

개인 배당 없이 마을운영기금
으로 사용. 현재 수익은 미미. 
향후 마을요양원 설립목표

성과 : 소속감 증진, 
생태관광 관심 증대, 인구증가,
공동체 역량강화, 삶의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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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커먼먼즈즈로로 본본 기기본본소소득득의의 가가능능성성

• 공동체 공유자산의 분배구조는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마을공동체 전체 구성원에게 커먼즈를 활용한 수익을 분배하는 것은 기본소득과 유사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공동체 구성원에게 공통으로 분배되는 경우 공동자원의 지속가능성 및 마을 공
동체 강화 등과 같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농촌기본소득이 시행될
경우 비슷한 성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음.

커먼즈론의 입장에서 보는
기본소득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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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둘째째,, 커커먼먼즈즈 이이용용의의 정정당당성성 문문제제

• “공동자원이 공동자원일 수 있는 것은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책무를 감당하고자 하
는 사람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 “절대적으로 권리만 부여하는 공동자원은 없음. 어떠한 공동자원이든 공동체에게 관
리에 대한 책무와 그로 인한 피해까지 감내하게 만드는 것”, “훼손과 파괴의 위험이 큰 공동자원의 경우 보호, 관리, 이용의
규칙을 마련하고 구성원들은 이를 지킴으로써 공동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에게 정당한 이용
권이 부여됨”(최현 외.2016; 이재섭.최현.2019)

• 농어촌의 커먼즈는 주로 자연자원이 많음. 이는 부존자원이 불평등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고 생산하거나 채취할 수 있는 것
도 부존자원의 물리적 조건에 달려있음. 제주의 경우 섬의 특성 상 어촌계는 현재도 유지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중산간 마
을에 있는 공동목장의 경우 상당수 매각되어 사라져 버렸음.

• 한편 최근 어촌계만 배타적으로 바다를 사용한다고 하여 다이버들의 항의가 빈번해지고 있음.

• 한국의 농어촌 마을의 공동체 공유자산의 현황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함. 농촌, 어촌, 산촌, 반농반어촌 등
다양한 마을의 상황을 고려하고, 공동체 공유자산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연구가 필요함.

첫첫째째,,  매매우우 다다양양한한 커커먼먼즈즈의의 분분배배구구조조..

• ①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수익을 올리는 방식, ② 공동노동 공동분배의 방식, ③ 마을기금으로 사용하거나 공
동체를 위한 용도(학교 등)로 사용처를 명확히 하는 경우, ④ ‘할할망망바바당당’이나 ‘마마을을 노노령령연연금금’과 같이 오랜 시간
공동체에 기여한 마을 주인(주로 노년층)에 대한 배려, ⑤ 미래세대인 마을에 사는 학생 장학금 지급 사례 등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남.

• 마을 내 어촌계, 목장조합 등 마을의 중요한 의사결정구조체이면서 경제활동을 관장하는 경우, 마을 전체 구성
원이 아닌 조합원이나 계원 등 일부 구성원에게만 배당하는 경우도 존재함. 이 경우는 조합원 배당으로 보아야
할 것임. 커먼즈의 분배 방식을 고려할 경우 기본소득과 상당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어촌계의 경우 공동체 공유자산의 소유형태가 국유이며 이에 대한 점유권을 마을 어촌계에 인정하고 있는 경
우임. 이들이 소라나 전복을 공동으로 작업하여 공동으로 분배하는 경우가 많음. 이 해산물은 수협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고 주요 시장이었던 일본이 코로나19로 수입을 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판매하기 힘든 상황임. 커
먼즈의 수익과 분배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도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음.

커커먼먼즈즈론론의의 시시각각에에서서 바바라라본본 농농촌촌기기본본소소득득의의 쟁쟁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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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
• 우자와는 분권적인 시장경제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소득분배
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적 조건이 필요하고, 이 조건을 사회적 공통자본이라
부름(쓰타야, 2019. p86). 사회적 공통자본론 역시 커먼즈 연구의 한 흐름임.

• 지금까지 기본소득의 성과를 논의할 때 ‘돈(기본소득)’을 주면 ‘성과 내지는 사회적가
치’가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보임. 이는 커
먼즈와 마을공동체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커먼즈를 통해 창출된 수익이 저절로 분배
되는 것이 아니라 커먼즈를 마을공동체가 엄격하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관습 및 제도
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 개인의 능력만큼 해산물을 채취하여 소득을 취하더라도, 이 개인에게는 입호권을 인
정받아야 했으며,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의 일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마을 일에 관
심으로 가지고 참가했어야 함. 따라서 개인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공동체의 개입이 존
재한다고 보임.

셋셋째째,,  분분배배 받받을을 수수 있있는는 권권리리를를 가가진진 주주체체의의 문문제제

• 커먼즈의 분배구조에서 살펴보았듯이, 전통적 커먼즈의 경우 입호권이라는 권리가 존재함. 마을거주의 의
무, 입호비의 지불 의무, 공동노동의 의무 등 다양한 의무 속에서 커먼즈의 이용과 수익 분배의 권리를 획
득함. 이 때문에 바다이용에 관해 해녀와 다이버들이 갈등하는 것임.

• 커먼즈의 분배 구조는 주체의 문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마을사람들은 커먼즈를 ‘‘모모두두의의 것것’’
이 아닌 ‘‘우우리리의의 것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 같은 마을에 살면서 ‘우우리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존재함. 이들은 배당 받을 권리도 없으며 기본소득 논리와 결정적으로 큰 차이점임. 이때, ‘모모두두’에서 ‘우우리리’
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어야 함.

• 중요한 것은 주민이 평등하게 마을 공동체에 접근할 수 있는 지 여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동자원
을 이후에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마을 주민이 충원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
회는 평등하고 개방적 구조를 가져야 함(Choe&Lee.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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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지역에 대한 투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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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송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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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농정의 실패와 농업·농촌·농민의 위기
산업에 대한 투자 실패와 사람과 지역에 대한 투자로의 전환

농업 생산 주체(농업경영체)의 규모화와 전문화
• 소수의 농민은 성공했으나 다수의 농민은 퇴출, 위기 반복
• 기후위기 속에 지속가능하지 않은 농업에 대한 비판

하드웨어 중심의 농촌개발 투자
• 시설 투자, 돈벌이 중심의 접근
• 지역/공동체의 사람과 자원이 재생산되지 않는 투자

사람(농민, 거주민)에 대한 투자

• 다수확/생산주의 탈피
• 지역과 자원에 대한 투자와 지속가능성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무엇인가?
생산주의 농정에서 탈피해 사람과 지역에 투자하는 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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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패러다임의 전환과 지역, 사람에 대한 투자
산업에 대한 투자 실패와 사람과 지역에 대한 투자로의 전환

농어업·농어민의 지속가능성 농어촌(주민)의 지속가능성

먹거리 보장, 식량주권 실현 우리 사회(특히 도시)의 위기 흡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어촌

직불제/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5 www.nongyeon.org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
산업에 대한 투자 실패와 사람과 지역에 대한 투자로의 전환

농정이념

농정목표

농정대상

추진방식

생산주의
효율성

경쟁력있는 농업

농업과 농민중심

중앙집권 설계주의

다기능성
지속가능성

국민총행복의 증진

농업, 먹거리,
농촌, 국민, 미래세대

분권과 협치

농정패러다임 전환

과거 미래

자료: 박진도(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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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세부 정책수단의 활용과 전환
기후위기, 지속가능성, 회복력을 핵심어로 하는 정책 전환

정책영역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한다양한 정책수단의활용과 전환

생태적(친환경적) 
영농지원

• 농지를 비롯해농업의 탄소흡수역량을강화할수 있는생태적 영농지원
• 덮개작물,부산물의재활용,무경운 등생태적실천을 하는유기농업,농생태확대 지원
• 합성비료 및농약사용 저감

농업·농촌에너지전환
• 화석연료 의존적인대형 농기계사용 지양,에너지 효율적인생산 지원,기술개발
• 태양광 등재생에너지 확대를통한 마을,지역단위 에너지자립

축산전환
• 집중가축사육시설 등 공장형축산 규제
• 농가,공동체,지역단위의 경축순환 농업지원

금융지원 • 부채를 늘리지않는공적 투자방식의 금융지원
일자리 지원 • 농촌투자를 통해귀농·귀촌하는 도시→농촌이주자들을위한 다양한일자리

먹거리 무역
• 빈발하는 위기,재난상황에 대응하는 자급력확보
• 기업의 이윤이아닌필요에 의한상호보완/협력적 먹거리 무역(불필요한 먹거리 이동푸드마일 감축)

자료: 송원규(2020)

농촌기본소득 : 생산주의, 자연착취를 벗어나 영농의 생태적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밑거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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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세부 정책수단의 활용과 전환
기후위기, 지속가능성, 회복력을 핵심어로 하는 정책 전환

정책영역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한다양한 정책수단의활용과 전환

공정한 가격보장

• 중소가족농을 위한공정한 가격체계 구축
• 농민(농가)이 삶과 영농을유지할 수있는실제 생산비보장
• 토지와 물등자연의 재생산(훼손 없는혹은훼손을 최소화하는)을 보장하는 농사실천 지원
• 이를 위해 미국에서 1933년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AAA)을 통해 보장되었던 패리티 가격과 같은
가격보장 방안을현재 한국의여건에 맞게재설계

• 기초농산물(주요곡물류와채소류 등)에대한적정(패리티)가격보장과공급관리

계약재배개혁/확대
• 생산자 조직화를통해 농민의가격교섭력 강화,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한계약 방지
• 유통업자의 몫에상한을둬서폭리 제한
• 기업에 의한과도한시장 지배,낮은 가격담합규제

농지접근권 보장
• 농지소유와관계없이농사여부를 통해그린뉴딜에의한지원 정책수혜
• 농지에 대한부동산투기 규제

농업노동권 보장
• 농업노동자에 대한정당한임금지급
• 농촌의 노동력부족문제의 이주노동자의 권리측면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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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기본소득의 제기 배경과 의미
우리 사회의 위기를 흡수할 수 있는 공간, 농촌

교육 일

라이프스타일,
소비 패턴과 사회적 가치

먹거리, 물, 자원,
환경적 혜택

쓰레기와 오염

레크레이션과 관광

도시이주

농촌거주

문화적 활동

상업

지식과 혁신

도시

농촌

자료: 에플러(Eppler)와 동료들(2015). 『Urban-Rural Linkages and Global Sustainable Land Use』

농촌 기본소득의 제기 배경과 의미
농(農)의 특수성과 기본소득의 보편성을 함께 고민하는 그릇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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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기본소득의 제기 배경과 의미
우리 사회의 위기를 흡수할 수 있는 공간, 농촌

자료: 서정민(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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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기본소득의 제기 배경과 의미
우리 사회의 위기를 흡수할 수 있는 공간, 농촌

귀농·귀촌
농촌이주(일자리, 거주)

도시농촌

먹거리
재생에너지

농어촌환경자원(생태서비스)

생태/탄소 농사
농촌주민 역량강화



제4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동명다형(同名多形)의 기본소득 시대, 농촌기본소득의 쟁점과 과제

28

14 www.nongyeon.org

농촌기본소득의 제기와 의미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확장을 전제로 한 농(農) 기본소득

[기본소득(사회실험) 해외사례의기본소득원칙충족여부비교]
지지역역 보보편편성성 무무조조건건성성 개개별별성성 정정기기성성 현현금금성성

바르셀로나 X O O O O
온타리오 X O O O O
핀란드 X O O O O

브라질 마리카 △ O O O O
스코틀랜드 O O O O O
독일 X O O O O

자료: 이창한 외(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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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기본소득의 제기 배경과 의미
우리 사회의 위기를 흡수할 수 있는 공간, 농촌

자료: 이창한 외(2020)에서 재인용

[농어업·농어촌분야뉴딜의주요내용]

자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2020),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의 비전과 과제’

[OECD 저밀도경제활성화사례시사점]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저밀도 경제 기반의 농촌산업 활성화 방안’, 영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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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農) 기본소득으로서 농촌기본소득의 차별성
특수성과 보편성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그릇

농(農)의 특수성과 기본소득의
보편성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그릇

•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농민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밑거름으로서의 농
촌기본소득 : 농(農)의 특수성

• 먹거리 생산의 주체인 농민과 그들의 경제 활동인 농사가 사회의 중요한 축을 이
루지만 다수의 비농민/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간 농촌

• 특수성이 있지만 하나의 완결적인 구성원, 지역사회를 가진 농촌에서 기본소득을
먼저 실시하고 전체 사회로 확장하여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시한다는 구상(보편적
기본소득 실시 전에 균형발전의 수단으로서 농촌기본소득 실행)

농업정책보다는 우리 사회의 특수한 공간(농촌)에 먼저 시행하는
균형발전 정책으로서 농촌기본소득

15 www.nongyeon.org

농촌기본소득의 제기와 의미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확장을 전제로 한 농(農) 기본소득

공동체의 터
공동체적 유대
참여기회

삶터
정주여건
사회서비스

일터
일자리

쉼터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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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기본소득의 제기와 의미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확장을 전제로 한 농(農) 기본소득

자료: Jahn(2012).

유럽의 동향
농촌기본소득 논의의 확장과 먹거리체계의 전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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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기본소득의 제기와 의미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확장을 전제로 한 농(農) 기본소득

자료: Ambühl E.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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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기본소득의 제기와 의미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확장을 전제로 한 농(農) 기본소득

자료: Ambühl E.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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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기본소득의 역할에 대한 상상
사람과 지역에 대한 투자를 통한 회복력 강화의 밑거름

• 기존 농정 하에서 농민들은 외부의 투입재에 의존하면서 생산비도 보장되지 않는 낮
은 시장가격을 감내하느라 가족의 생계를 최우선에 놓고 자연과의 공생을 생각하기
어려운 조건을 감내

• 하지만 일정한 수준의 기본소득이 있다면 영농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자연과의 생태
적 관계 맺기를 고려할 수 있음

• 농촌기본소득이 소위 생산주의에서 벗어나 농업의 다기능성에 집중할 수 있는 기본
적인 토대가 될 수 있음

• 농민적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농민의 자율성과 생태성의 강화에
기여

농업 생산 주체의 자율성과 생태적 활동의 적극성 강화

농촌기본소득의 역할에 대한 상상
농촌 지역사회의 자율성을 높이고 생태적 전환의 계기를 제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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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기본소득의 역할에 대한 상상
사람과 지역에 대한 투자를 통한 회복력 강화의 밑거름

• 농업 활동이나 비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에서 생활하는 것이 안정화되면 과밀화
된 도시에서 벗어나 농촌으로 이주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수 있음

• 이와 같은 변화는 농업/비농업 부문 모두에서 농촌의 활성화로 이어지며, 4차산
업 혁명과 감염병 위기 등으로 과밀화된 도시에서 벗어나려는 시민의 농촌 흡수
와 연계될 수 있음

농업·비농업 활동을 통한 농촌 생활의 안정화와 도시민의 이주

23 www.nongyeon.org

농촌기본소득의 역할에 대한 상상
사람과 지역에 대한 투자를 통한 회복력 강화의 밑거름

• 항상 도시와 비교해 절대적·상대적인 소득 부족에 시달려온 농촌 주민은 지역
의 발전을 외부자본의 시설 투자를 매개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추진
해왔음

• 하지만 농촌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 주어진다면 지역의
생태와 문화를 보전하면서 발전하는 방향에 주목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생태, 문화 자원은 도시민이 쉼터로서 농촌을 찾는 동기가 될 수
있음

농촌 주민이 삶터, 일터로서 농촌의 생태적·문화적 발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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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
문문
제제
제제
기기

연연

구구

개개

요요

연연구구
배배경경

연연구구
대대상상

연연구구
방방법법

기기대대
효효과과

- 한계소비성향을 중심으로 한 국가 단위 승수이론의 지역 단위 적용에 한계 봉착
- 고용, 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한 지역 단위 승수효과 측정 도구 개발 필요
- 지역주민, 기업, 행정(지자체) 등 지역 승수효과 개선을 위해 참여해야 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하고 쉬운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필요

- 2021년 하반기 진행 예정인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실험 지역과 해당 지역의 생활권
- 최대 5년 간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받는 ‘면’단위 지역주민 약 4,000여명
-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에 위치해 있는 지역화폐 가맹점의 직접 지출과 가맹점의 직원(지역

내 거주)과 협력업체(지역 내 위치)가 지출한 내역

- 영국 신경제재단에서 개발한 LM3(Local Multiplier3) 방법론을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실험 지역에 도입해 지역 승수효과 3단계(Round1~3) 측정

- R1, R2: 농촌기본소득 전체 지급액(카드 기록 등 빅데이터 분석)
- R3: 농촌기본소득 지급액 가운데 지역 내 피고용자와 협력업체 그리고 기타 지출액(설문)

- 농촌기본소득이 단순히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추가 지출(소비, 투자) 여부
분석을 통해 지역화폐 효과성 검증

-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수립해 지역화폐를 활용한
농촌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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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2..  지지역역소소득득 역역외외유유출출 –– ((11))  개개념념과과 원원인인

지지역역경경제제 선선순순환환에에 큰큰 영영향향을을 끼끼치치는는 지지역역 소소득득의의 역역외외 유유출출입입은은 주주로로 지지역역 단단위위에에서서 이이루루어어지지는는 경경제제활활동동((생생산산,,  분분
배배,,  지지출출))의의 순순환환 과과정정에에서서 나나타타남남((김김시시백백,,  22001199))

생생산산

분분배배지지출출

요요인인 내내용용 원원인인
근로소득 근로자의 근무지와 거주지가 다른 일종의 직주 불일치 근로자 원천징수지 소득과 주소지 소득간 격차
기업소득 기업의 본사와 분공장∙지사∙영업소의 입지 불일치 지역별 사업체 구분(단독, 공장∙지사, 본점 및 본사)
재산소득 부동산이나 설비 등 투자에 따른 금융소득의 차이 원천재산소득에서 사용재산소득을 공제

재화 및 서비스 지출 타지에서 지출한 재화나 서비스 소비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한국은행)

자료: 김시백(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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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이론론적적 한한계계

지지역역화화폐폐를를 통통한한 농농촌촌기기본본소소득득의의 지지역역경경제제 승승수수효효과과를를 보보다다 면면밀밀히히 파파악악하하기기 위위해해서서는는 지지역역소소득득의의 역역외외유유출출과과 지지역역
화화폐폐 그그 이이상상의의 추추가가소소비비를를 보보다다 실실증증적적으으로로 분분석석할할 수수 있있는는 맞맞춤춤형형 도도구구 필필요요

승승수수효효과과와와
지지역역 승승수수효효과과

지지역역화화폐폐
추추가가검검증증 필필요요

- 기존 승수이론에서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저소소득득층층을을 대대상상으으로로 한한 정정부부의의 직직접접 지지
출출이이 고고소소득득층층과과 이이전전 지지출출에에 견견줘줘 승승수수효효과과가가 높높다다고 알려져 있음

- 하지만 지역 단위 승수효과는 산업, 고용 등 지지역역이이 여여건건에에 따따라라 정정부부 지지출출로로 인인한한
지지역역소소득득의의 역역외외유유출출입입이이 상상이이한 만큼 맞맞춤춤형형 도도구구를를 통통해해 측측정정해야 함

- 지역화폐는 대대기기업업에에서서 소소상상공공인인으으로로의의 매매출출이이전전 효효과과((기기업업소소득득 유유출출 방방지지))와 재재화화
와와 서서비비스스의의 타타지지역역 지지출출을을 사사전전에에 차차단단해 지역 기여 효과가 적지 않음

- 하지만 지지역역 승승수수효효과과 개개선선에에 필필요요한한 추추가가 소소비비((지지역역화화폐폐 액액면면가가 이이상상의의))와 이를 통
한 고고용용 효효과과 개개선선 등등에에 대대한한 보보다다 실실증증적적인인 검검증증이 가능한 도구 필요

새새로로운운 도도구구의의
조조건건

- 지지역역의의 범범위위((기기존존 광광역역,,  기기초초 시시군군 단단위위에에서서 탈탈피피))에 따라 자유자재로 산업, 고용 여
건을 반영해 지역 승수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구 개발 필요

- 지역 승수효과 측정과 평가에 그치지 않고, 다다양양한한 이이해해관관계계자자가가 참참여여해해 지지역역 승승수수
효효과과를를 실실질질적적으으로로 개개선선하하도도록록 이이해해하하기기 쉽쉽고고 간간결결한한 도도구구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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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지역역화화폐폐 –– ((11))  개개념념과과 유유형형

지지역역화화폐폐는는 지지역역자자원원의의 순순환환,,  상상품품과과 서서비비스스의의 지지역역 내내 활활용용,,  지지역역주주민민의의 구구매매와와 소소비비가가 지지역역주주민민의의 소소득득 증증대대로로 연연
결결돼돼 지지역역경경제제 활활성성화화 효효과과를를 목목적적으으로로 발발행행된된다다((이이한한주주 외외,,  22001177))

구구분분
특특성성

공공동동체체 활활성성화화형형 지지역역순순환환경경제제 구구축축형형
매개물(담보) 없음(신뢰 기반) <---------------------------> 있음(물적 자산)
화폐 안정성 낮음 <---------------------------> 높음

구성원 간 신뢰 높음 <---------------------------> 낮음
법정통화와 환전 가능 여부 환전 불가 <---------------------------> 환전 가능

유통의 공간적 범위 좁음 <---------------------------> 넓음
주요 사례 레츠 킴가우어 브리스톨파운드, 지역사랑상품권

항항목목 바바우우처처형형 보보조조화화폐폐 상상호호신신용용 혼혼합합형형
구조 중앙집권형 분산형 중앙집권형

화폐취득방법 구매 노동/물품 교환 교환 및 구매
태환원칙 100% 태환 불가 혼용

용도 법정화폐와 동일 법정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교환경제 전용 화폐 법정화폐와 동일
목적 지역상권 활성화 P2P 상호교환 기반/공유경제 지역순환경제

확장가능성 높음 낮음 중간

자료: 최준규∙윤소은(2018)

자료: 조혜경(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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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지역역소소득득 역역외외유유출출 –– ((22))  지지역역 내내 총총생생산산과과 총총 소소득득 간간 관관계계((통통계계청청))

시시도도별별 ①①명명목목기기준준 지지역역 내내 총총생생산산
((단단위위::  백백만만 원원))

②②순순수수취취본본원원소소득득((역역외외유유출출입입))
((단단위위::  백백만만 원원))

((①①++②②))
지지역역 내내 총총소소득득
((단단위위::  백백만만 원원))

((②②//((①①++②②))))
지지역역 외외 순순유유출출입입 비비율율

서울특별시 433,488,405 41,121,162 474,609,567 8.66%
부산광역시 92,444,827 6,674,456 99,119,283 6.73%
대대구구광광역역시시 5577,,775555,,774433 99,,886600,,113300 6677,,661155,,887733 1144..5588%%
인천광역시 89,571,272 6,318,356 95,889,628 6.59%
광광주주광광역역시시 4411,,114455,,554411 55,,110011,,111122 4466,,224466,,665533 1111..0033%%
대대전전광광역역시시 4422,,779944,,331144 44,,880044,,116611 4477,,559988,,447755 1100..0099%%
울울산산광광역역시시 7744,,992299,,771133 --1111,,990044,,227766 6633,,002255,,443377 --1188..8899%%

세종특별자치시 11,863,121 383,153 12,246,274 3.13%
경기도 478,324,829 30,873,922 509,198,751 6.06%
강원도 48,624,649 -4,047,664 44,576,985 -9.08%

충충청청북북도도 6699,,333377,,880022 --1133,,227799,,880033 5566,,005577,,999999 --2233..6699%%
충충청청남남도도 111144,,664411,,997788 --2255,,004477,,772277 8899,,559944,,225511 --2277..9966%%
전라북도 51,826,010 -865,198 50,960,812 -1.70%
전전라라남남도도 7766,,880077,,883344 --1133,,881122,,112266 6622,,999955,,770088 --2211..9933%%
경상북도 107,311,655 -14,387,588 92,924,067 -15.48%
경상남도 112,848,546 -5,191,414 107,657,132 -4.82%

제주특별자치도 20,261,181 74,744 20,335,925 0.37%



제4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동명다형(同名多形)의 기본소득 시대, 농촌기본소득의 쟁점과 과제

42

10

44..  새새로로운운 측측정정 도도구구 필필요요

지지역역화화폐폐의의 지지역역 승승수수효효과과 개개선선 기기능능을을 보보다다 면면밀밀히히 살살펴펴보보기기 위위해해서서는는 기기존존 행행정정구구역역 개개념념에에서서 탈탈피피해해 농농촌촌기기본본소소득득 실실험험이이
진진행행되되는는 보보다다 소소규규모모 지지역역((생생활활권권))의의 산산업업,,  고고용용 등등의의 여여건건을을 반반영영할할 수수 있있는는 보보다다 실실증증적적인인 측측정정 도도구구 필필요요

생생산산

분분배배지지출출

항항목목 지지역역화화폐폐를를 통통한한 지지역역 승승수수효효과과

동동의의 - 대대기기업업에에서서 소소상상공공인인으으로로의의 매매출출 이이전전으으로로 기기업업소소득득 역역외외유유출출 방방지지
- 재재화화나나 서서비비스스의의 타타지지역역 유유출출 방방지지

이이견견 11..  지지역역화화폐폐로로 인인한한 추추가가 소소비비 有有 지지역역 내내 생생산산 증증대대 有有 생생산산 관관련련 고고용용 증증대대 효효과과 有有
22..  지지역역화화폐폐로로 인인한한 추추가가 소소비비 無無 지지역역 내내 생생산산 증증대대 효효과과 無無 관관련련 산산업업 고고용용 증증대대 효효과과 無無

지지역역범범위위
-- 기기존존 행행정정구구역역의의 개개념념이이
아아니니라라 생생활활권권 중중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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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지역역화화폐폐 –– ((22))  지지역역경경제제 활활성성화화 효효과과

지지역역화화폐폐는는 대대기기업업에에서서 소소상상공공인인으으로로의의 매매출출 이이전전 효효과과를를 통통해해 기기업업소소득득의의 역역외외 유유출출을을 방방지지할할 뿐뿐만만 아아니니라라,, 재재화화 및및
서서비비스스의의 타타지지역역 지지출출을을 차차단단해해 지지역역 승승수수효효과과에에 기기여여할할 수수 있있지지만만 추추가가 소소비비 촉촉진진을을 통통한한 대대규규모모 고고용용 창창출출 등등 지지역역
경경제제 선선순순환환에에 대대해해선선 논논란란이이 지지속속되되고고 있있음음

연연구구기기관관 조조사사 대대상상 연연구구 결결과과

경경기기연연구구원원((22001188))
- 2019년 경기도 청년배당(1,790억 원)
- 2019년 경기도 산모배당(423억 원)
- 총 2,213억 원

- 생산유발효과 1조 3,010억 원
- 부가가치유발효과 6,227억 원
- 고용유발효과 7,861명으로 추정

한한국국지지방방행행정정연연구구원원((22001199))
- 전국 지자체가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총

액
- 1조 8,025억 원

- 생산유발효과 3조 2,128억 원
-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3,837억 원
- 고용유발효과 29,360명으로 추정

경경기기연연구구원원((22002200)) - 2019년 1분기~4분기에 사용된 지역화폐 - 지역화폐 결제 100만원 증가 시 57만원의 매출 증가
- 지역화폐 결제액 증가 시 소상공인 매출액 57% 증가

바바르르셀셀로로나나((22002211))
- 2017~2019 ‘최소소득 프로젝트(B-Mincome)’

에서 전액 유료화 대신 25%는 지역화폐(REC: 
Real Economy Currency)로 지급

- 유로화 지급 대비 지역화폐 지급 시 1.91배~2.95배
의 지역 승수효과 개선

조조세세연연((22002200)) - 2010~2018 사업체 전수조사
- 소상공인 매출 이전 효과 동의
- 고용 효과 없음(음식료 업종 임시직 고용 증가)
- 지역화폐로 인한 추가 소비 없고, 대체 소비에 불과
- 소비자 후생손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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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LLMM33 개개념념

영영국국의의 신신경경제제재재단단((NNEEFF::  NNeeww  EEccoonnoommiiccss  FFoouunnddaattiioonn))과과 영영국국 지지방방청청((TThhee  CCoouunnttrryyssiiddee  AAggeennccyy))이이 함함께께 인인
구구 감감소소,,  산산업업 쇠쇠퇴퇴 등등으으로로 경경제제적적 어어려려움움을을 겪겪고고 있있는는 농농촌촌 지지역역에에 대대한한 정정부부 지지원원 정정책책의의 효효과과를를 살살펴펴보보기기 위위해해 개개
발발한한 도도구구

분분야야 내내용용

WWHHAATT - 지역에서 생산돼 분배된 자금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며 창출하는 승수효과를 3단계 걸쳐 조사

WWHHYY
- 낙후된 지역에 막막대대한한 예예산산이이 지지원원되고 있으나 이에 훨훨씬씬 미미치치지지 못못하하는는 지지역역의의 변변화화 양양상상에에 문문제제제제기기
- 고용, 산업 등 실험지역의 다양한 경제 여건을 반영한 승수효과 측정 도구 필요성 증대

WWHHOO
- 낙후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예산산을을 투투입입하하는는 자자((정정부부,,  공공공공기기관관 등등))
-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지지역역사사회회공공헌헌활활동동을을 추추진진하하는는 자자((기기업업,,  사사회회적적경경제제기기업업 등등))
-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지역역경경제제 활활성성화화를를 기기대대하하는는 자자((지지역역주주민민,, 지지역역 내내 소소상상공공인인 등등))

WWHHEERREE
- 기존 행정구역 상의 지역범위에서 탈피해 피고용자, 협력업체들의 지출이 빈번하게 지출되는 지역(생활권에 따

른 지역 선정)
- 대규모 국책 개발 등 연구 결과의 타당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외부 변수가 잘 통제된 지역

HHOOWW
- 조사 대상 기업이나 기관의 초기 수입(매출, 예산 등)
- 지역 내 지출(피고용자, 협력업체, 기타 재화나 서비스 지출)
- 피고용자와 협력업체의 지역 내 지출

ⅡⅡ  
LLMM33
개개
념념
과과
측측
정정
사사
례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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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자료료 수수집집 방방법법 –– ((11))  기기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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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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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

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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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역역화화폐폐 수수혜혜 기기업업이이 지지역역에에서서 지지
출출한한 금금액액((전전체체 매매출출 대대비비 지지역역화화폐폐
매매출출 비비율율 기기준준))

- 급급여여,,  협협력력업업체체 계계약약,,  임임대대료료,,  매매입입
등등

66단단계계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 지역 승수효과 원인 진단 및 개선사항 도출
- 지역 승수효과 강화 전략 수립



농촌기본소득 연구발표회 | 발표 3 농촌기본소득의 효과성 연구: LM3를 활용한 지역승수효과를 중심으로

45

16

44..  LLMM33 측측정정 사사례례 –– ((11)) 스스코코틀틀랜랜드드 에에딘딘버버러러 복복합합 레레저저단단지지

LLooccaall  SSuupppplliieerrss//PPaayyrroollll NNoonn  LLooccaall  SSuupppplliieerrss//PPaayyrroollll

RRoouunndd  TToottaallss IInn  AArreeaa OOuutt  AArreeaa IInn  AArreeaa OOuutt  AArreeaa
BBuuddggeett//
PPrroojjeecctt TToottaall ((RR11))

7700,,000000,,000000

DDiirreecctt SSppeenndd ((RR22)) 39,239,000 13,135,800
PPaayyrroollll SSppeenndd 10,000,000 5,000,000
TToottaall llooccaall
ssppeennddiinngg ttoottaall ((RR22))

49,239,000 49,239,000 18,135,800

LLooccaall
RReessppeennddiinngg ((RR33))

31,129,593 7,560,190 2,794,288 10,341,512

PPaayyrroollll
RRee--ssppeennddiinngg ((RR33))

6,666,660 3,333,330 1,666,665 3,333,330

TToottaall LLooccaall
SSppeennddiinngg ((RR33))

42,257,206 37,796,253 10,893,520 4,460,953 13,674,842

TToottaall SSppeennddiinngg
IImmppaacctt

116611,,449966,,220066 87,035,253 10,893,520 4,460,953 31,810,642

LLMM33((((RR11++RR22++RR33))//RR11)) ((116611,,449966,,220066//7700,,000000,,000000))==22..3311

15

33..  자자료료 수수집집 방방법법 –– ((22))  개개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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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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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LLMM33 장장점점과과 한한계계

-- 자자유유로로운운 지지역역 선선정정

-- 간간결결하하고고 이이해해하하기기 쉬쉬움움

-- 신신속속한한 지지역역경경제제 전전반반 파파악악

-- 양양질질의의 자자료료 수수집집 제제한한

-- 역역외외 유유입입효효과과 측측정정 제제한한

-- 농농촌촌지지역역 등등에에 사사용용제제한한

장장점점 한한계계

17

LLooccaall  SSuupppplliieerrss//PPaayyrroollll NNoonn  LLooccaall  SSuupppplliieerrss//PPaayyrroollll

RRoouunndd  TToottaallss IInn  AArreeaa OOuutt  AArreeaa IInn  AArreeaa OOuutt  AArreeaa
BBuuddggeett//
PPrroojjeecctt TToottaall ((RR11))

664444,,550000,,000000

DDiirreecctt SSppeenndd ((RR22)) 519,200,000 372,300,000 146,900,000
PPaayyrroollll SSppeenndd 125,300,000 54,700,000 70,600,000
TToottaall llooccaall
ssppeennddiinngg ttoottaall ((RR22))

644,500,000 427,000,000 217,500,000

LLooccaall
RReessppeennddiinngg ((RR33))

519,200,000 246,800,000 125,500,000 15,300,000 131,600,000

PPaayyrroollll
RReessppeennddiinngg ((RR33))

68,700,000 29,000,000 25,700,000 3,600,000 10,400,000

TToottaall LLooccaall
SSppeennddiinngg ((RR33))

587,900,000 275,800,000 151,200,000 18,900,000 142,000,000

TToottaall SSppeennddiinngg
IImmppaacctt

11,,336666,,220000,,000000 70,280,0000 151,200,000 18,900,000 359,500,000

LLMM33((((RR11++RR22++RR33))//RR11)) ((11,,336666,,220000,,000000//664444,,550000,,000000))==22..1122

44..  LLMM33 측측정정 사사례례 –– ((22)) 영영국국 우우스스터터셔셔 주주의의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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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문제제정정의의 –– 왜왜 LLMM33이이어어야야 하하는는가가??

농농촌촌기기본본소소득득 실실험험은은 최최대대 55년년에에 걸걸쳐쳐 진진행행되되는는 장장기기 프프로로젝젝트트인인 만만큼큼 실실험험 지지역역의의 산산업업,,  고고용용 등등의의 여여건건을을 반반영영한한
도도구구를를 개개발발하하고고,,  이이를를 활활용용해해 정정기기적적인인 지지역역 승승수수효효과과를를 측측정정과과 개개선선 전전략략 수수립립을을 병병행행해해야야 할할 것것임임

연연구구 분분야야 변변수수 한한계계

지역소득 역외유출 연구
- 근로소득
- 기업소득
- 재화와 서비스 유출

- 소규모 지역의 지역소득 역외 유출입 자료를 확보
하기 어려워 승수효과 개선책 도출에 한계

지역화폐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 생산유발효과
- 부가가치 유발효과
- 취업유발효과

- 소규모 지역의 고용, 산업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연구결과와 지역주민 체감도 간 괴리감 상존

- 지역화폐 발행 규모 이상의 추가 소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

LM3
(Local Multiplier 3)

- 지역 내 지출 현황(직원 급
여, 협력업체 계약, 기타
지출)

- 지역 내 지출 현황(업종별, 
업체별, 금액별 등)

- 양질의 자료 수집(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조 필요, 
무한대 순환과정 파악 어려움)에는 어려움 상존

- 중장기 실험 필요(설계 및 계획수립, 실행, 측정과
평가, 피드백 반영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

ⅢⅢ..  
농농
촌촌
기기
본본
소소
득득
도도
입입
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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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지역역 선선정정의의 예예 –– ((11))  선선정정 기기준준

행행정정구구역역 인인구구수수((명명)) 지지역역적적특특성성 청청년년인인구구비비율율 고고령령인인구구비비율율 생생산산가가능능인인구구비비율율 재재정정 자자주주도도

평택시 00면 3,683 도심 인접(지역개발 가능성 높음) 19.20% 28.94% 65.33% 59.8

파주시 00면 3,910 DMZ 접경지역 16.98% 34.22% 61.28% 54.9

안안성성시시 0000면면 33,,554455 전전형형적적인인농농∙∙산산촌촌((인인접접도도심심없없음음)) 1199..2211%% 3311..0066%% 6644..0066%% 6666..99

화성시 00면 3,973 도심 인접(지역개발 가능성 높음) 19.03% 26.55% 69.17% 74.8

연천군 00면 3,933 전형적인 농∙산촌(인접 도심 없음) 18.56% 32.85% 61.94% 67.6

가평군 00면 3,891 광역도 인접(강원도) 13.11% 35.42% 58.19% 68.9

양평군 00면 3,853 전형적인 농∙산촌(인접 도심 없음) 13.81% 34.86% 58.45%
67.3

양평군 00면 3,752 전형적인 농∙산촌(인접 도심 없음) 11.57% 39.93% 55.46%

- 실실험험 목목적적::  본본소소득득의의 효효과과를를 입입증증하하고고 사사회회적적 갈갈등등과과 기기회회비비용용을을 줄줄이이는는 한한편편 지지역역 소소멸멸이이 우우려려되되는는 농농촌촌 지지역역의의 경경제제
활활성성화화 도도모모

- 지지급급 기기준준::  11개개 면면,,  실실거거주주자자 44,,000000여여 명명에에게게 성성인인 11인인당당 월월 1155만만 원원씩씩 55년년간간 지지급급

 지지역역 인인구구 고고려려::  인인구구 33,,550000~~44,,000000명명 미미만만 지지역역 선선정정((88곳곳 도도출출))
 지지역역 경경제제 여여건건 고고려려::  경경기기도도 도도비비 예예산산의의 한한계계로로 시시∙∙군군비비 보보조조 필필요요((재재정정 자자주주도도 6600%%  이이상상,,  66곳곳 도도출출))
 외외부부 변변수수 사사전전 통통제제::  대대형형 국국책책 사사업업,,  DDMMZZ  접접경경지지역역 등등 지지역역 특특수수성성이이 강강한한 지지역역 배배제제((22곳곳 도도출출))
 청청년년 인인구구 비비율율 고고려려::  지지역역경경제제 선선순순환환 효효과과를를 고고려려해해 일일정정 수수준준 이이상상 청청년년 인인구구가가 거거주주하하는는 지지역역 선선정정((최최종종 11곳곳 도도출출))

21

22..  이이해해관관계계자자

경경기기도도 농농촌촌기기본본소소득득 실실험험의의 이이해해관관계계자자는는 농농촌촌기기본본소소득득의의 수수혜혜자자인인 지지역역주주민민,,  농농촌촌기기본본소소득득인인 지지역역화화폐폐 수수혜혜자자인인
지지역역 내내 소소상상공공인인,,  대대형형마마트트를를 비비롯롯해해 지지역역화화폐폐로로 인인한한 기기존존 매매출출 이이전전 가가능능성성이이 높높은은 중중대대형형 업업체체를를 들들 수수 있있음음..  여여
기기에에 농농촌촌기기본본소소득득의의 목목표표 달달성성을을 위위해해 예예산산을을 수수립립하하고고 집집행행하하는는 경경기기도도와와 해해당당 기기초초 시시군군도도 중중요요한한 이이해해관관계계자자임임

이이해해관관계계자자 이이해해관관계계 내내용용

지역주민 농춘기본소득 수혜를 통한 경제·사회적 수혜 소득 증대, 자유·안정감 증대

소상공인 기업 간 경쟁관계 변화에 따른 경제적 수혜 중대형 업체로부터의 매출 이전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
기업 간 경쟁관계 변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 소상공인으로의 매출 이전

광역/기초시군 행정 농촌기본소득 지원을 통한 정책 목표 달성 여부 지역순환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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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지역역 선선정정의의 예예 –– ((33))  사사업업체체 특특성성

사사업업체체 종종사사자자

안안성성시시 0000면면 안안성성시시 0000면면

개개수수 비비중중((%%)) 개개수수 비비중중((%%)) 개개수수 비비중중((%%)) 개개수수 비비중중((%%))

구분 14,982 100 365 100 98,252 100 2,599 100

단독 13,700 9911..4444 324 8888..7777 65,347 6666..5511%% 1,875 7722..1144

공장, 지사 1,014 6.77 33 9.04 19,371 19.72% 631 24.28

본본사사 및및 본본점점 226688 11..7799 88 22..1199 1133,,553344 1133..7777%% 9933 33..5588

기기업업소소득득의의 역역외외 유유출출을을 초초래래하하는는 공공장장,,  지지사사의의 사사업업체체 및및 종종사사자자 비비율율은은 낮낮고고 단단독독사사업업체체를를 포포함함해해 본본사사 및및 본본점점 비비
율율이이 높높은은 것것으으로로 조조사사돼돼 지지역역 승승수수효효과과 결결과과에에 긍긍정정적적인인 영영향향을을 끼끼칠칠 것것으으로로 조조사사됐됐음음

23

33..  지지역역 선선정정의의 예예 –– ((22))  산산업업 특특성성

산산업업
사사업업체체 종종사사자자

안안성성시시 0000면면 안안성성시시 0000면면
개개수수 비비중중((%%)) 개개수수 비비중중((%%)) 개개수수 비비중중((%%)) 개개수수 비비중중((%%))

합계 14,982 100 365 100 98,252 100 2,599 100
농업, 임업및어업 70 0.47 7 1.92 785 0.80 39 1.50
광업 4 0.03 0 0.00 21 0.02 0 0.
제제조조업업 22,,667777 1177..8877 110044 2288..4499 4400,,990044 4411..6633 11,,226666 4488..7711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7 0.05 0 0.00 158 0.16 0 0.
수도, 하수및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82 0.55 3 0.82 646 0.66 11 0.42
건설업 533 3.56 11 3.01 4,203 4.28 40 1.54
도도매매및및소소매매업업 33,,111122 2200..7777 6666 1188..0088 1100,,114455 1100..3333 330088 1111..8855
운수및창고업 1,365 9.11 24 6.58 4,587 4.67 91 3.50
숙숙박박및및음음식식점점업업 22,,994499 1199..6688 8822 2222..4477 77,,881133 77..9955 223333 88..9966
정보통신업 37 0.25 1 0.27 644 0.66 1 0.04
금융및보험업 99 0.66 1 0.27 1,201 1.22 16 0.62
부동산업 448 2.99 9 2.47 1,319 1.34 11 0.42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247 1.65 2 0.55 1,538 1.57 15 0.58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294 1.96 4 1.10 3,995 4.07 21 0.81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59 0.39 3 0.82 2,074 2.11 166 6.39
교육서비스업 604 4.03 11 3.01 7,115 7.24 312 12.0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529 3.53 3 0.82 6,000 6.11 13 0.50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483 3.22 11 3.01 2,186 2.22 14 0.54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383 9.23 23 6.30 2,918 2.97 42 1.62

지역화폐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도매 및 소매업과
음식점업 사업체와
일자리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지역
승수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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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다형(同名多形)의 기본소득 시대, 농촌기본소득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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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  
지지
역역
승승
수수
효효
과과
강강
화화
방방
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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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LLMM33  측측정정내내용용 및및 방방법법

농농촌촌기기본본소소득득 실실험험의의 LLMM33는는 배배분분지지역역과과 측측정정지지역역이이 같같을을 경경우우 지지역역화화폐폐의의 특특성성에에 따따라라 RR11과과 RR22가가 동동일일하하게게 나나타타
날날 것것이이며며,,  RR33는는 수수혜혜업업체체의의 전전체체 매매출출액액 대대비비 지지역역화화폐폐 매매출출액액 비비율율을을 지지역역 내내 고고용용((급급여여)),,  지지역역 협협력력업업체체((용용역역 및및
상상품품 구구매매 등등)),,  지지역역 내내 임임대대료료,,  기기타타 지지역역 내내 재재화화와와 서서비비스스 지지출출에에 적적용용해해 계계산산

측측정정 항항목목 측측정정 내내용용 측측정정 방방법법

LLMM33 지지역역 승승수수효효과과 22<<RR11//((RR11++RR22++RR33))≤≤33 RR11//((RR11++RR22++RR33))
R1(농촌기본소득실험 지급 총액) 4,000명Ⅹ12개월Ⅹ150,000=72억 원 전체 예산-회수금액

R2(지역 내 지출 금액) 4,000명Ⅹ12개월Ⅹ150,000=72억 원
전산 빅데이터 활용해 R3 
대상업체 도출(산업별, 매장
별, 금액별 등으로 분류)

R3(매출액 대
비 지역화폐
비중 고려한
기업의 지역
내 지출 금액)

급여 (지역 내 거주직원 급여/전체 직원 급여)Ⅹ(지역화
폐 매출액/전체 매출액) 기관 설문

협력업체 (지역 내 협력업체 지급액/전체 협력업체 지급
액)Ⅹ(지역화폐 매출액/전체 매출액) 기관 설문

임대료 (지역 내 지급 임대료/전체 임대료)Ⅹ(지역화폐 매
출액/전체 매출액) 기관 설문

기타 지출 (지역 내 상품∙서비스 구매액/전체 상품∙서비스 구
매액)Ⅹ(지역화폐 매출액/전체 매출액) 기관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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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이슈슈별별 지지역역 승승수수효효과과 강강화화 방방안안

이이슈슈 내내용용 고고려려사사항항

생활권 중심 지
역선정

- 지역범위를 넓힐 경우 보다 많은 직원, 협력업체 포함 가능
- 생생활활권권을을 중중심심으으로로 지지역역을을 점점차차 확확대대하는 전략이 유효

- 양질의 자료수집 필요

지역화폐
다양화

- 지역화폐가 단순히 기존 현금 소비를 대체하는데 그치지 않도
록 일일부부 지지역역화화폐폐의의 경경우우 사사용용 유유효효기기간간을을 줄줄이이고고,,  암암호호화화폐폐
개개념념 등등을을 활활용용해해 현현금금 비비교교환환 시시 캐캐시시백백 지지급급하는 방안 수립

- 미사용 지역화폐 회수율 증가
- 안정적인 암호화폐 시스템 개

발 및 구축

지역기반 기업
가맹점 확대

- 로로컬컬푸푸드드,,  소소비비자자생생협협 등등 도도소소매매 사사회회적적경경제제기기업업 확확대대를 통해
지역 내 생산, 고용, 협력업체 참여 강화(가맹점 형태)

- 단기 성과 불가
- 중장기 시스템 구축 필요

전략적
행정 지원

- LM3 측정 결과에 따라 취취약약한한 산산업업 경경쟁쟁력력 강강화화 및및 지지역역 내내
고고용용 확확대대를를 위위한한 지지원원 정정책책 수수립립

- 고용형 지역기업 창업 지원, 주력 업종 가치사슬 강화 지원 등

- 행정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
장했을 때 그 과실이 지역 내
에서 순환하도록 하는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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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단단계계별별 지지역역 승승수수효효과과 강강화화 방방안안

설설계계 및및 계계획획

지지역역문문제제 해해결결
- 농촌기본소득

을 통해 해결하
고 싶싶은은 명명확확한한
지지역역문문제제 정정의의

이이해해관관계계자자 참참여여
- 농촌기본소득

실험의 성공을
위한 이해관계
자 정의

RROOUUNNDD  11 RROOUUNNDD 22 RROOUUNNDD 33

행행정정 협협력력//지지원원
- 농촌기본소득

실실험험 취취지지에에
부부합합하하는는 지지역역
선선정정

지지역역문문제제 해해결결
- 지역문제 해결

에 필요한 지지역역
화화폐폐 유유형형과과
조조건건 결결정정 후
배포

이이해해관관계계자자 참참여여
- 이해관계자 대

상 LM3 워크
숍

- 지지역역기기반반 기기업업
가가맹맹점점 확확대대 등

행행정정 협협력력//지지원원
- 실험지역 행정

과 연계해
LLMM33  홍홍보보

- 회수율 관리

지지역역문문제제 해해결결
- 지역문제 해결

수준을 파악하
기 위한 지표
개발

이이해해관관계계자자 참참여여
- 지역화폐 가맹

점 확대
- 사사회회적적경경제제기기

업업 전전환환 확확대대

행행정정 협협력력//지지원원
- 지지역역화화폐폐 매매출출

자자료료 협협력력//지지
원원

- 업종, 규모 등

지지역역문문제제 해해결결
- LM3 측정 및

평가 결과 반영
한 차차년년도도 계계획획
수수립립

이이해해관관계계자자 참참여여
- 지역주민 고용, 

지역 내 원자재
조달 강화

행행정정 협협력력//지지원원
- 지역화폐 추가

소비를 위한 지지
자자체체 연연계계 지지
원원 전전략략 수수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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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불평등의새로운양상::  소득불평등에서자산불평등으로변모중

기본소득제,,  
왜어떻게어디서부터도입할것인가

이원재

LAB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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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기본소득제::누구도존엄성을잃지않을수있는조건없는사회보장제도

- ‘계층격차 확대에도 조건을 구걸하지 않고 생계를 위협받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가

되어야신계급사회도래에대응하는제도로작동할것

- ‘내수소비진작’이라는기존프레임으로는새로운변화에대응하기어려움

-지나치게낮은액수의기본소득역시격차확대에대응하기어려움

- ‘배당’이라는취지를제대로살리되 ‘실질적자유’를제도의목적으로설정해야함

- 계층구조고착효과를낳는낙인형복지제도의개혁을지향해야함

- 다양한기본소득제안가운데어떤것이이런취지에부합하는지토론필요

11..  불평등의새로운양상::  소득불평등에서자산불평등으로변모중

-소득불평등은소비의차이를낳아경제적불평등에그칠가능성이큼

-반면자산불평등은더나아가정치사회적불평등이나타나며권력의변화를수반한 ‘신계급사회’

가출현할위험을지니고있음

- 최근종합부동산세논란등에서자산계층중심의권력구조형성현상이나타나고있음

- ‘브라만 계급’과 ‘상인 계급’(Piketty 2019)* 이 서구에서와 달리 한국에서는 부동산 자산 상위

1~10%구간에포진하며연합해제도에영향을끼치는형태로나타나고있음

*토마피케티는자본과이데올로기(2020)등에서 ‘브라만좌파’와 ‘상인우파’계급이등장해서구

정치를엘리트화시켰고,그결과극우포퓰리즘과트럼프현상등이등장할토대가되었다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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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도입로드맵 (1)소액보편지급뒤점진적인상안

-처음에는소액을지급하는방안으로도입한뒤점진적으로금액을높여가자는제안

-유영성(2020)은연 15만원으로시작해차차지급횟수와액수를높이는기본소득제도입방안을제기

- 다른 복지제도들과의 충돌이 없어 통폐합 과정 없이 일단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나, 결국 신

계급구조를고착화하는제도개혁이불가능해질수있다는한계도존재

- 지나치게 작은 액수의 기본소득은 실질적 자유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자산 격차 완화 전망이

보이지않을경우계급격차확대를부추길가능성도있음

22..기본소득제::누구도존엄성을잃지않을수있는조건없는사회보장제도

구분 특징//내용 필요예산

보편적

기본소득제

모델

국민기본

소득제

최소지급액은 2021년월 30만원으로시작해서 2028년에는모든개인에게월 65만
원(GDP의 25%)의기본소득을지급하는재정모델까지제안

소득세비과세감면정비와정부지출효율화등기존세제틀안에서최대한재원마련

기본소득액수를차차높이며기본적생계보장을위한현금성복지를상당부분대체

187조
(인당월 30만원지급시)

→ GNI의8.5% 수준

시민소득세

시민배당

최소지급액수는인당 20~30만원에서시작해서 10-15년후인당 50만원까지증가

개인귀속소득의 10%를기본소득목적세로신설

생태세, 국토보유세, 탄소세등공유부에세금부과

-연간150조(인당25만원)

-연간184조 (인당30만원)

국토보유세모

델

토지에서발생하는과도한소득을조세로환수하고이를기본소득의재원으로활용

수정

기본소득제

모델

생애주기별모델 생애선택형기본소득: 기본소득을생애의일정기간만지급하되수급시기는각자에게
맡기는방식

매월 50만원씩받고, 수급기간은 5년으로제한

연평균20조원

(매년신청수따라유동적)

생애맞춤형전국민기본소득: 연령대별로지급액수준을달리하는방식

장애인연금등필요에따른공적부조는계속유지

2023년 167.5조원

(GDP 9% 이내)

참여소득제 ‘사회적으로유용한활동’에종사하는사람들에게일정소득을보장하는제도

대상자: 돌봄활동, 봉사활동, 구직활동, 직업훈련, 자영업자등과장애인, 은퇴자포함

안심소득제 연소득이일정액에미달하는가구에미달소득의일정비율을지원하는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생계・주거・자활급여및국세청의근로・자녀장려금만을대

체하고, 현재의다른모든복지・노동제도는존치

2019년 42조원, 2023년 34조
원추가예산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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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도입로드맵 (3)종합

조건부과형 급여불출분형 대상제한형

급여대상 전국민 전국민 특정인구집단

급여수준 충분한수준 낮은수준 충분한수준

조건부과 근로참가 조건없음 조건없음

특징 참가소득 전환적기본소득 부분기본소득

단점 의무이행관리 낮은급여수준 사각지대

출처 서정희 김교성 백승호 이승윤(2017), ‘한국형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단계적 이행방안’ 한국사
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보장학회

33..도입로드맵 (2)시급한계층에우선지급뒤대상확대방안

-연령등우선필요한계층에게충분한액수의조건없는사회수당을지급한뒤,그대상을점점넓히면서보편

성을확보하자는제안

- 서정희 등(2017)은 ①현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합리적 조정, ②실업부조와 같은 새로운 범주형 사회부조의

도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확대, ③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제한적 수준의) 각종 사회수당

구축,④(근로가능연령대인)청년을위한사회수당도입⑤참여소득의일환으로농민대상사회수당실행,⑥

각종인구집단별수당(아동,청년,노인)의연령확대,⑦각종사회수당을통합하여낮은수준의전환적기본소

득운영,⑧기본소득의수준을상향조정하여완전기본소득완성등의순서가이상적기본소득도입로드맵이

라고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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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후후위위기기  시시대대에에  로로컬컬의의  개개발발과과  탐탐구구  ::  농농촌촌기기본본소소득득  실실험험의의  가가능능성성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 이지은

지난 포럼에 이어 더욱 풍성해진 발표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발표

에 첨언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1.. 기기본본소소득득,,  ccoommmmoonnss,,  ccoommmmoonniinngg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서 지역단위의 commons와 commoning에 대한 탐구와 개발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공유부 배당 원리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공유부 배당이란 원래 모든 사람에게 

속했던 것을 모두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때, 왜 모두에게 n분의 1로 나눠야 하는가에 대한 정당성은 원래 

모두에게 귀속한 ‘몫’에 기인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유부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만, 지대수익은 공유부로 간주해야 합니다. 가령, 법률적인 소유권을 누가 가

지고 있든 간에, 천연자원은 원래 모두의 것이고 따라서 채굴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는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배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1). 우리는 ‘무엇이 공유부이고, 이를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김자경·이재섭 선생님의 발표내용은 국내의 공동체의 공유자산들을 소개하고 분배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을 논의함으로써 이번 사회실험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

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농촌기본소득에서 공유부 배당 모델에 대한 개발과 연구는 추후 보편적 기본소득으

로의 확장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지역의 공유부가 무엇인가?, 공유

부로 인정받고 있는 자산은 무엇이며, 공유부이지만 사적으로 전용되고 있는 자산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커

먼스의 사회적 관계(commoning)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있는가?’ 등의 문제들을 탐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

다. 

공유부 배당 논의는 기본소득의 과세정당성과도 연결되며, 또한 ‘로컬 기본소득’의 독자적 모델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 배당 모델과 같이, 그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자원수익에 대한 과세를 정당하

게 배당하는 모델안의 개발은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적 전환 측면에서도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 

세대에게 공유부를 전승하고 그 긍정적 외부성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이며 정의롭습니다. 또

한 이것은 공유부를 생산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공유부 배당은 그 자체로 로컬 기본소득에 대한 정

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가 단위의 기본소득과도 중층적으로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금민 외, 2021). 

22..  기기후후위위기기  시시대대에에  ‘‘살살림림살살이이’’  ::  새새로로운운  관관점점,,  언언어어,,  경경험험의의  발발굴굴

지난 토론 때, 저는 기후위기 시대의 농촌기본소득 실험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조망하였습니다. 최근 

<GDP는 틀렸다>, <도넛경제학>과 같이 주류경제학을 비판하며 새로운 경제학 논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핵

1) 공유부에 대한 논의는 금민(2020)의 2장과 팟캐스트 이럿타(215회) ‘사유재산제도와 공유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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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 사회적 위기가 생태적 위기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며, 우리는 생태적 한계 내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송원규 선생님의 발제에서의 ‘농정의 다기능성’에 대한 강조와 삶

터와 일터와 쉼터가 융합된 복합적 공간으로서 농촌에 대한 시사는 매우 적절하며, 이와 연계된다고 생각합니

다.

이에 덧붙여,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주의 패러다임을 전복하는 ‘로컬의 반란’으로서 농촌기본소득 사회

실험이 수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실제 선정된 농촌 지역에 기본소득이 지급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떠한 소비/활동이 증가하는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동체 효과와 관련

하여,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 가령 그림자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여성농민, 전업주부, 예술가, 자급하는 

소농 등)과 귀촌청년, 환경운동가,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질적 변화를 

포착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비’라고 한다면, 비가 내린 뒤에 메마른 땅에 어떤 식물들이 자랄지는 직접 관

찰하고 탐색해야 합니다. 

지난 기본소득 박람회(2021.04.28)에서 녹색기본소득에 대해 발표했던 핀투(Pinto) 연구원은 기본소득의 

생태적 가치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저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지만, 몇 가지 가능성이 존

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실질적으로 물질적 빈곤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둘째, 소득, 소비, 시간 

측면에서 자율성이 늘어난 삶에 과연 어떠한 가치와 활동들이 늘어나는지, 셋째, 농촌/기본소득과 관련한 공

론화 숙의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이 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나아가 기후위기 시대에 좋은 삶은 무엇이며, 이것이 농촌/농업의 공공 가치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은 결과로서의 공동체 효과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포함하는 한편, 과정으로서 연대의 정

치를 건설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촌공동체 내에서 일과 삶과 쉼의 배열이 어떻게 

질적으로 변화하였으며, 나아가 이것이 ‘돌봄’과 ‘살림’의 가치를 복원했는지를 탐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농촌기본소득이 종료된 이후 왜 ‘농촌’에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더 많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떠한 생태·사회적 가치를 기대할 수 있을지를 상상하며, 생태적 전환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관점과 언어, 경험을 발굴해 낼 수 있는 로컬 기본소

득의 하나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이 잘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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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민. (2020).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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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수 / 전 사회적금융연구원장   

11.. 지지역역승승수수효효과과  지지표표  ((LLMM33))   

   지역승수효과(Local Muitiflier Effect)란 일정한 지역에서 돈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최

초의 화폐량보다 더 많은 돈이 지역 안에서 유통되는 것을 말한다. 지역승수효과 측정도구로 

알려진 LM3는 실제로 지역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총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고

안된 지표다.  

  최초 지역에서 지급된 화폐량을 (R1)이라고 할 때, 이 돈을 지급받아 지역에서 지출한 화

폐량을 (R2), 이 화폐를 받은 경제주체(기업)가 지역에서 다시 지출한 화폐량을 (R3)라고 하

자. 이론적으로는 화폐 유통이 무한대로 흐른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두 단계(R2+R3)의 흐름

만으로도 유통량을 측정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1), 편의 상 (R3)를 측정의 최종단계로 본

다. 

22..  지지역역승승수수효효과과  측측정정

  

  지역화폐 승수효과는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추가 지출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

요하기 때문에 산업 특성이나 인구 구성, 소비 패턴이 유사한 두 개의 지역을 대상으로 놓고, 

지역화폐를 지급받은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을 비교하는 방식2)으로 측정하는 것이 좋다.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고 가정할 때, 지역화폐를 지급받은 지역의 소비(지출)량이 그렇지 않

은 지역보다 늘었다면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자원의 순환과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통

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다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실험은 대상 지역이 지역화폐를 지급받은 「면」 단위이고, 이 곳에 거

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효과 측정을 설계하는 것인 만큼, 위 측정 방법을 참고하여 적정 

수의 패널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3..  지지역역승승수수효효과과  측측정정의의  한한계계      

1) 이 지표를 개발한 영국 신경제재단(nef)는 최초 투입된 화폐량(R1)+1차 사용량(R2)+2차 사용량(R3)를 
합한 숫자가 최종 사용량의 85%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2) 대표적인 접근법으로, 패널 자료를 활용한 이중차분법(DID분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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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지역화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할 때 주로 사용되던 거시분석 방법3)은 지역/지리

적 범위가 지나치게 넓음으로 인해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

다. 나아가 지역화폐 사용자들이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파악하지 않음으로 인

해 추가 지출 규모 파악 및 승수효과 측정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LM3는 화폐 흐름 안에서 실질적인 사용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한계를 극

복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 여겨진다. 하지만 LM3가 지역화폐 효과 측정 도구로서 제대로 기

능하려면 정확한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초자료의 수집은 화폐 흐름(R2/R3)에 따

라, 적용된 화폐수단(종이/전자화폐)에 따라 접근법4)을 달리하는 등 보다 정교한 수집방법이 

요구된다. 

33..  지지역역승승수수효효과과의의  활활용용

    LM3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이 지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LM3지표가 높

은 사업체가 공모사업에 지원할 때 가산점을 주거나, 이들이 만든 제품을 우선구매 대상에 포

함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그런 측면에서, LM3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제 활동주체

들의 지역 공헌도를 알려주는 바로메타라 할 수 있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정부의 생활보조를 받는 취약계층 가구의 LM3 지표가 매우 높게 나타

난다는 사실이다.5) 복지의 확대가 비생산적인 예산의 낭비가 아니라 지역 순환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다. 지역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지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

공해주는 것이 더 훌륭한 투자임을 말해준다.

3)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생산/고용/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을 말함. 
4) 전산정보의 분석(R2) 또는 설문 방식(R3)을 병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영국의 1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로부터 소득보전을 받는 취약계층들의 LM3 

지표가 타 경제주체들에 비해 높게 나타남(the money trial/nef/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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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농촌촌  기기본본소소득득  사사회회실실험험의의  위위상상과과  전전망망

서정희(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농농촌촌  기기본본소소득득  사사회회실실험험((시시범범사사업업))의의  위위상상

¡ 현 시점에서 국가 단위에서 보편성을 충족시키는 기본소득의 실현에 대한 정부나 여당의 

의지는 없어 보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상상하고 기획할 수 있는 기본소득 실현은 세 

가지 전략이 가능할 것임. 연령을 제한하는 연령 범주형 기본소득, 직업을 제한하는 직업 

범주형 기본소득, 한정된 지역에서 먼저 시작하는 기본소득.

¡ 경기도는 중앙정부나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기본소득을 제도화하고 있음. 연령 범주형 

기본소득(청년 기본소득)과 직업 범주형 기본소득(농민 기본소득)을 제도화하였음. 

¡ 농촌 기본소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전략. 범주형 기본소득이 ‘보편성’ 요건을 충

족시키지 못하는데 반하여, 농촌 기본소득은 지역적 범위가 한정되긴 하지만, 특정 지역의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함으로써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이라는 5

가지 기본소득 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본소득의 실현임. 이론적으로 엄밀하게는 

급여가 충분하면 완전 기본소득이겠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급여 수준에서는 급여의 충

분성이 보장되지는 않는 ‘부분 기본소득’. 

¡ 기본소득 관점에서 보면 농촌 기본소득은 부분 기본소득으로서 매우 진일보한 단계이자 기

본소득의 공동체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단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이라는 지

역에 한정하여 시작함으로써 그 방향성 설정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 있음.

¡ 농촌 기본소득의 방향과 관련한 쟁점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듯함. 단계별 기본소득 

이행전략으로서 ‘먼저 시작하는 기본소득으로서의 농촌 기본소득’ vs ‘농업 정책으로서의 

농촌 기본소득’.

¡ 특히 농촌 기본소득이 사회실험/시범사업으로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촌 기본소득의 

위상, 방향성 등을 고민해야 사회실험/시범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임.

Ÿ 물론 이 두 가지 방향성이 서로 배타적이거나 상충되는 것은 아님. 다만, 사회실험/시

범사업의 우선 순위가 서로 달라지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

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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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계계별별  이이행행  전전략략으으로로서서의의  농농촌촌  기기본본소소득득

¡ 완전 기본소득으로의 이행을 전제로, 단계별(점진적) 이행 전략으로서 농촌 기본소득을 설

정한다면,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시범사업)은 보편성의 효과를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임.

Ÿ 사회실험(시범사업)이라는 측면에서 특정 지역을 선정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모델을 구

성할 때,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범주형 기본소득을 어떤 점에서, 어떻게 뛰어

넘을 수 있는지 중심으로 고민되어야 함. 공동체 효과를 낳을 수 있는 포화지역 실험

을 제대로 구성하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적인 고

민들이 필요함.

Ÿ 실험의 정교함이나 여러 차례의 설문조사를 넘어서는, 사전 구성에 대한 치열한 준비

과정이 필요함. 과학적 엄밀함을 다소 포기해야 하는 지점이 생길 것임. 예를 들어 지

역 선정을 random sampling을 할 것인가, 지역 내에 공동체 활동들이 존재하는 지

역을 선정할 것인가 또는 면단위 하나를 할 것인가, 세부 리단위로 여러 지역을 선정

할 것인가 하는 결정을 해야 할 때, 사회실험(시범사업)의 엄밀함인가, 이행 전략으로

서의 기본소득 실험(시범사업)인가를 선택해야 함. 

¡ 농촌 기본소득을 완전 기본소득으로의 이행 전략의 하나의 단계로 설정한다면, 연대 전략, 

확대 전략, 전체 구성원을 포괄하는 완전 기본소득으로의 확장 목표를 명시적으로 할 필요

가 있음.

Ÿ 농촌 기본소득으로 시작하지만, 전체 구성원을 포괄하는 기본소득의 확대를 목표로 한

다면, 이 실험(시범사업)의 실현 중간에 기본소득이 전체 구성원에게로 확대되거나, 그

러한 주장과 시도가 있을 때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고민될 필요가 있

음.

Ÿ 전체 구성원을 포괄하는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농촌 기본소득

이 별도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본소득의 원칙과 배치

되는 면이 있음. 전국민 기본소득으로의 포섭에 동의하고, 농촌 기본소득 재원은 농촌

의 인프라를 갖추는 방향이나 농민 참여소득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농농업업  정정책책으으로로서서의의  농농촌촌  기기본본소소득득

¡ 농촌 기본소득이 농업 정책으로서, 기존의 농민/농촌 소득보장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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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업 정책으로서 농촌 기본소득을 상정한다면, 이것이 왜 ‘기본소득’이어야 하는가에 대

한 고민이 더 정교화될 필요가 있음.

¡ 농촌 기본소득은 농민 기본소득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기본소득 정책임. 동시에 농촌/농

업 정책으로서도 기존의 직불제나 농민 기본소득보다 더 진일보한 정책임. 박경철(2020)의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농촌에서 농민 인구는 전체 농촌 인구의 1/4이고, 농촌과 농민

을 살리기 위한 정책은 농민의 개념을 넓히고, 직간접으로 농업과 관련한 노동자들도 포괄

하는 전략이 필요함. 

¡ 이 역시 전체 구성원을 포괄하는 기본소득으로의 전환 시 농촌 구성원의 소득보장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체계, 정책 믹스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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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6

박경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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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기본소득 토론회 요지(20201.6.1)

박경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

1. 농촌기본소득의 필요성 및 목적

 0 인구 감소, ‘지방소멸’ 대응

  → 절체절명의 시기에 긴급한 정책 투입 필요

 0 도시와 농촌의 격차 대응

  → 우리나라는 산업화, 개방화 시기 도시,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 발전 지속

 0 지역의 문화와 공동체 유지

  → 농어촌은 전통문화와 역사의 산실이지만 현재 인구감소로 사라지고 있음

 0 지역의 환경과 생태계 보존

  → 농촌인구 감소,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 농촌은 난개발과 환경파괴가 심각한 상태

 0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실현

  → 도시 건설과 인프라 건설 정책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농촌

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불균형정책으로 평가 가능

 

▶ 따라서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해서 인간성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새로운 형태의 선순환 발전 모델 제시

2. 농민기본소득과의 관계

 0 농민기본소득은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함

  → 농민인구는 농촌인구의 약 1/4에 해당

 0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많은 농민들이 누락됨

  → 농업임노동자,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은퇴농 등

 0 농촌에서 농업을 하면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모두 수혜 

  → 예: 농민기본소득 월 10만원, 농촌기본소득 월 5만원 *농민은 추가 혜택

 0 참고로 농(어)민수당은 농어가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함

  → 농(어)민수당의 주된 목적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임

3. 농촌기본소득의 개념

 0 정의

   - 모든 농촌주민에게 소득 유무, 노동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또는 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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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0 5원칙: 범주형 기본소득

   - 보편성(농촌주민), 개별성,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성

4. 농촌기본소득의 의의

 0 농촌 차별화에 대한 보상

 - 도시 중심의 산업화 발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차별하고 배제해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

한 농촌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제시한 새로운 차원의 대안 정책

 -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는 농촌으로부터 인력,   

 0 농촌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보상

 - 농촌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이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 마련

  * 유럽은 헌법 등을 통해 국민이 국토의 어느 곳에 거주하든 국민으로서 동등한 혜택을 누

려야 한다는 사실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각종 직불금을 통해 그들의 삶을 보장하고 있음

 0 농민기본소득 사각지대 해소

  - 농촌에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민, 즉 법적 농민은 아니지만 농업과 관련한 많은 사람들

이 존재함. 하지만 농민기본소득에서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포용을 하지 

못함. 따라서 농촌기본소득을 실시하면 이러한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음

 0 뿌리 깊은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 역사이래로 농촌은 차별과 배제의 상징적인 장소임. 농촌기본소득으로 농촌에 대한 낡은 

인식을 개선하고 억압의 굴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오

히려 농촌거주가 자긍심을 가져다주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임 

 0 제2의 토지개혁

  -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 격차: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164배 소유

  - 농가의 절반 이상은 임차농, 농가의 농지 중 50~60%는 임대농지

  → 이승만 정권 때 단행한 농지개혁은 현 시기 불가: 조세와 기본소득으로 제2의 토지개혁 

실행

 

5. 농촌기본소득의 대상

 0 행정적 대상: 1) 면지역 거주 모든 주민, 2) 읍지역 거주 모든 주민

  -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자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촌지역은 읍·면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읍지역은 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할 필

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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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적으로 실시할 경우 면지역을 우선 실시한 후 점차 읍지역으로 확대

   * 일부 읍·동지역도 면지역보다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 존재

 0 특수목적 대상

  1) 환경피해 농촌지역: 환경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우선 배려

  2) 환경보호 농촌지역: 친수구역이나 문화재보존지역을 우선 배려

    → 친수구역은 보통 댐주변지역을 말하고 문화재보존지역은    

6. 농촌기본소득정책 실시 주체

 0 중앙정부

  - 총괄기구: 총리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실행기구: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0 지방정부

  - 총괄기구: 정책기획관실

  - 실행기구: 행정자치국, 농림축산국

 

7. 지급액 및 방식

 0 지급액: 매월 10만원 정도

  - 전국민기본소득 실시할 경우 지급액 조절 가능

 0 지급방식: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체크카드, 모파일화폐 등)

8 타 기본소득과의 관계

 0 가정1: 전국민기본소득 월 10~30만원 지급시, 농민기본소득 월 10만원 지급시

  → 농촌기본소득은 월 5만원 추가 지급

 0 가정2: 전국민기본소득 월 10~30만원 지급시, 농민기본소득 월 10만원 지급시

  → 농촌기본소득은 농민을 제외하고 월 5만원을 지급

9 재원

 0 정부 예산

  - 균특회계 예산, 지역개발 예산, 인구관련 예산 

  - 지역자원시설세,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 충당

 0 조세 개편

  - 농특세 확대, 국토보유세 신설, 인구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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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촌기본소득의 예상 효과

 0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0 사회적경제 활성화

  → 기본적 소득보장을 기반으로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활성화

 0 도농 격차 해소 및 농어촌 인구 유입 확대

  → 도시의 과밀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의 부동산 문제는 농촌기본소득 실행 시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

 0 생태환경문제 해결

  → 농촌에 적정인구 유지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 방지

  → 농촌기본소득이 농촌의 생태와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기 때문

에 농촌기본소득이 보장되면 농촌주민을 이러한 활동으로 유도 가능

 0 자립과 자치의 기반 마련

  → 농촌주민에게 안정된 소득이 보장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사

업과 일들을 만들고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

   * 예) 대청호 수계기금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만들고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과 일을 만든 

옥천군 안남면의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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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7

김주온 씨닷(C.)	연구원	/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BIYN)	활동가

前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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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농촌촌기기본본소소득득  실실험험에에  거거는는  세세  가가지지  기기대대  ((김김주주온온))

(농민기본소득 이야기를 꽤 오래 들어왔는데, 구체적인 실현에 관한 논의를 접하게 되어 우선 매우 반

갑고 기쁜 마음이 큽니다. 이 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제안드리고 당일에 더 보태서 이야기하겠

습니다.)

1. “농촌” 기본소득(농민기본소득이 아닌)에서 말하는 “농촌”은 어떤 공간일까? 그곳에서는 어떤 방식

의 삶이 상상될까? 누가 살고 있는가? 농촌기본소득 논의 안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농

민에 대한 이야기 외에 청(소)년, 여성들은 농촌기본소득을 통해 어떤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지 궁금

하다. 장애인, 이주민(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등)은 어떨까? 이 실험 안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그 과정은 어떻게 설계되고 있을까?

여성,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등 농촌 사회의 규범성 안에서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소외되지 않고 목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이 실험을 매개로 농촌에 살아가는 

다양한 주체들의 삶이 이야기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국내에서는 충남 옥천에서의 청소년 기본소득 실

험(n개의 공론장을 매개로 옥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이 있음), 보은의 판동초 실험 등이 

참고가 될 듯하다. 해외에서는 인도에서 SEWA와 함께한 실험이 참고가 될 듯하다. 

2. 농촌기본소득 실험이 농촌을 이상화 혹은 낙후되고 피폐한 곳으로 극단적으로 대상화하지 않고, 농

촌에서의 삶을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도록하는 매개가 되기를 바란다. 예컨대 귀농귀

촌한 청년들이 조건없는 현금소득보장을 통해 지역 내에서 다양한 시도를 지속가능하게 펼칠 수 있고, 

농촌 공동체 내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며 더욱 풍요로운 지역성을 구축해나갈 기반이 되기를 바

란다. 이러한 문화적 시도들이 지지를 얻을 때 농촌에서의 삶의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창구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3. 특히 농촌기본소득이 이미 다가온 기후위기 시대의 분배정책, 사회안전망이자, 식량위기에 맞설 농

민과 그들의 삶의 기반인 농촌을 지속가능하게 할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의미화 되길 바랍니다. 농촌이 

도시와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어떻게 서로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지 또한 농촌기본소득 실험의 의미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공론화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또한 땅을 되살리는 유기농업과 같이 순환과 생태

의 가치를 중시하고 자급자족하며 로컬에 뿌리내린 삶의 방식이 확산되어 기후위기 시대의 라이프스타

일로서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촌기본소득이 디딤돌이 되어 탄소중립적 농업으로, 지역 분산형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토건사업 위

주의 개발 일변도의 지역발전론으로부터 탈피한 농촌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길 바

라고, 실체없는 농업 6차산업이 아닌, 기후위기를 가장 가깝게 곁에서 느끼는 농민들이 건강한 먹거리

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하는 의미가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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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8

김찬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교육홍보위원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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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은 농촌기본소득의 현실태이다

 - 김찬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교육홍보위원장) 

[전제] 

1. 농촌기본소득 ‘실험’은 별도로 다뤄야 한다.  

: 보편적 기본소득의 축소 모델로서 기본소득의 경제적, 사회적, 공동체적 효과를 실험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농민’ 기본소득 실험이 아니라 ‘농촌’ 기본소득 실험이 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순환경제와 공동

체 활성화 측면에서는 더욱 그렇다. 

남는 문제는 그러한 목적의 실험이 왜 농촌에서만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농촌과 도시에

서 동시에 진행되면 더 좋을 것이다.  

2. 농민기본소득을 실시할 것인가, 농촌기본소득을 실시할 것인가의 문제로 봐라 보아야 한다.  

[표1] 농민기본소득-농촌기본소득 비교표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목표/지향
농업/농촌/농민��지속가능성

���기본소득������������ � �

대상 농민(농업�종사자) 농촌주민(�농민�포함)

���관점
농민��기본권(생존권)

농업��생���전환

농촌소��방지(농촌재생)

�가��발전� �

예산(월30만원)
8조� (2019�� ‘농가인구수’�

2,244,783�� 기준)1)

16조6����� (2019�� ‘농촌인구’�

4,609,011��기준)

난점 ����업���반발
��민��반발

‘농촌’�������농민��불만

���기본소득�

����발전방향
농업참여소득(친환경) -

1) (참고)� ‘농민’�� 수

[표��� 농업����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농업인수

1,686,068 2,446,568

[표��� 농가수/농가인구(������ ���� ‘농림어업조사’)

농가수 농가인구

1,007,158 2,24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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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분한 크기의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기 위한 ‘투 트랙’ 전략이 1) 낮은 수준의 보편적 기본소

득 2) 의미 있는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이라면, 농(農)기본소득은 2)에 해당할 것이다. 의미 있는 

수준의 보편적 기본소득의 재원 형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이 2)의 실천적 존재 이

유라면, 보편적 설득력과 실현용이성이야말로 2) 선택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2. 농민기본소득은 보편적 설득력이 있다. 첫째, 농업은 식량의 기지이자 생명창고다. 농업이 소멸하면 

공동체의 생존이 위태로워진다. 둘째, 농업, 농촌은 다원적,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9항). 셋째, 농민기본소득이 실현되면 과밀 집중된 도시로부터 농촌으로

의 자연스러운 인구흐름이 만들어져 도시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더불어 청년실업 문제 해

결에도 도움이 된다. 넷째,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은 그 자체로 탄소배출과 싸우는 ‘탈(脫)탄소 전사’

이다. 이 보편적 설득력으로부터 농민기본소득이 최적의 범주형 기본소득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3. 농민기본소득 비판의 논리(농민부터 먼저 지급해야 한다고 할 때 불가피하게 농업농촌이 더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말하게 되는데, 이렇게 ‘권리’보다 ‘열악함’을 강조하다 보면 기본소득의 핵심을 흐리

게 할 것이다. 직업 범주형 기본소득은 연대의 정신을 키우기보다 자기 집단의 이기주의를 키울 가

능성이 있다. 직업 범주형 기본소득은 경계선이 불투명하여 선별의 어려움과 비수급자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등)는 농민기본소득만이 아니라 농촌기본소득에도 해당된다. 농촌기본소득도 왜 

도시빈민/서민 지역부터가 아니라 농촌부터인가의 이유로 농촌의 소득격차와 소멸위기를 말하고 있

으며, 역시 농촌기본소득 실시로 농촌과 도시의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4. 선별의 어려움과 경계선의 불투명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농민인가 비농민인가의 

문제는 0.1ha 이상의 경작자만 농업인으로 보는 법적 규정이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는 기본적 

통계가 이미 있다. 부재지주가 타고 임차농, 청년농이 타지 못하는 일부 문제는 ‘농민기본소득위원

회’와 같은 새 자치기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농(農)기본소득은 농촌의 자치 강화에 관심이 

많으므로 이런 해결법은 특별한 의의가 있다. 

5. 농촌기본소득은 오히려 선별에 어려움이 있다. 통계청(KOSIS)/국토교통부 자료는 두 개의 기준으로 

농촌인구를 표시하고 있는데(2019) 비도시인과 농촌인 규정이 상이하다. 

[표4] 

전체인구
용도지역기준 행정구역기준

도시인구 비도시인구 도시인구 농촌인구

51,849,861
47,596,532 4,253,329 47,240,850 4,609,011

91.80% 8.20% 91.11% 8.89%

[표5] 

용도지역�기준 행정구역�기준

도시지역�기준� ��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비도시지역�기준� ��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기준�� 읍,� 동

농촌�기준�� ��



84

제4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동명다형(同名多形)의 기본소득 시대, 농촌기본소득의 쟁점과 과제

[표6] 

비도시인 농촌인

����시�기장군 0 17,068

경기도�고양시 59,717 0

6. 실현용이성. 농촌기본소득이 농민기본소득보다 2배의 재원이 필요하다.([표1] 참조) 범주형 기본소득 

경로를 모색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재원 문제이므로, 이 점을 간과할 수 없다.  

7. 발전 방향. 의미 있는 수준의 보편적 기본소득이 실현된 이후에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참여소득’으로 

존속할 것이다. 현재의 농민기본소득은 1) 보편적 기본소득을 추동하는 마중물 2) 농업참여소득의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참여소득적 성격이 잘 드러날 것이다. 보편적 기본소득 

시행 이후에도 농업, 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전국적, 지구적 가치와 도시와 농촌의 격차 등으로 농

업참여소득은 충분히 정당성을 갖는다. 이때 친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면 더욱 좋

을 것이다. 이에 반해 농촌기본소득은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궁금하다. 

8. 농민기본소득은 2019년부터 대중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어 온 것에 반해(‘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농촌기본소득은 위로부터 구상된 정책이다. 2-8의 이유들로 볼 때 농촌기본소득의 정신을 현실적으

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 곧 농민기본소득이다.    

[보론] 

공익형직불금,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의 관계

1. 공익형직불금은 과거 쌀직불제의 연장, 즉 작물 생산면적에 대한 보상을 넘지 못함. 공익형으로 개

편되면서 1) 작물을 가리지 않고 지급 2) 0.1-05ha 소농에게 월 10만원 정액의 소농직불금 지급 

등의 의미 있는 발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면적직불금’에 가장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 당초에 목표로 한 ‘하후상박’의 지급원칙을 지키지 못하여 결국 대농 중심의 제도로 귀결. 

9. 농지면적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하자는 것이 농민기본소득의 제 1 원칙! 공익형 직불금 재

원 전체를 농민기본소득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농민 1인당 지급액이 커져 중소농의 소득안정과 농민

의 권리 실현에 큰 보탬이 되었을 것.    

[표7] 2020년 공익형직불금 현황 (총 2조 3,564억 원) 

기본형 2�� 2,769�� 원

소농 5,162��원

면적 1�� 7,607�� 원

 

선택형 795��원

친환경 240��원

경관보전 89�� 원

논활용 466��원

면적 직불금이 전체 직불금의 74.7%. 0.5 ha 이하 농가 수령액 비중이 2019년 11% -> 22%로 증

가한 것이 의미없다고 볼 수 없지만 언발에 오줌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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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성격에 대한 보상 차원의 지급이라는 좋은 선례를 남김. 하지만 한계가 

존재하는데 1) 지자체 차원의 수당이라 재원이 불안정 (강원도 조례 통과했지만 시장군수협의회의 

반대로 2020년 집행되지 못하고 2021년으로 연기) 2) 이름이 농민수당이지만 사실 ‘농가수당’. 여

성농민이 소외되고 있음. 농가지급이란 점에서 직불금과 같음. 3) 액수가 월 5만원으로 농업의 공

익적 성격에 대한 보상과 소득안정이란 점에서 미미. 

3. 농민기본소득은 1)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단위의 지급 정책을 말하며 2) 농가 단위가 아니라 농민 

개인에 대한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3) 소농의 소득안정에 부합하는 액수의 의미 있는 지급을 목표

로 함.  

4. 농민기본소득을 실시하면 공익형직불금은 전면 개편되어야 할 것. 소농직불금은 농민기본소득과 철

학을 공유하는 면이 있으니 포함시켜 농민기본소득 액수 증가에 기여하고, 면적직불금은 전면 개편

하여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는 기조로 재편되어야. 

5. 농민수당은 지자체 차원의 수당이므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 자치적으로 지급원칙과 지급방향, 액수 

등을 발전시켜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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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9

민경록 경기도	농정해양정책개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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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추진계획

민민경경록록  경경기기도도  농농정정해해양양정정책책개개발발팀팀장장

11..  사사업업추추진진  필필요요성성

 ○ 농촌 거주민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필요

  - 농촌의 지속가능성 위기는 식량안보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터, 삶터, 쉼터로서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요인

  - 농촌의 지역소멸 우려는 현재까지 정책의 실패를 반증하는 것으로, 농촌주민의 경제적

ㆍ문화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적 차원의 접근 필요

 ○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대책으로 농촌으로의 이주 정책 추진도 필요

  - 지역소멸 우려가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가능 인구 비율 대비 2자녀 이상 출생비율은 

오히려 높은 상황

  - 농촌지역으로 젊은이들을 불러올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도 해결이 가능, 

기본소득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열악한 생활인프라 및 높은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에 대

한 배려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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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경기기도도  농농촌촌기기본본소소득득  시시범범사사업업  추추진진계계획획

 ○ 사업시기 : 2021년 ~ 2026년 (5년)

 ○ 기본소득 지급대상 : 시범사업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

  - 희망 시·군을 대상으로 마을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지역 선정

 ○ 지급금액 및 주기 : 실험마을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경제효과 분석 및 소비패턴 변화 등을 확인하는데 현금보다 지역화폐가 유리

 ○ 효과분석 : 전문 분석업체를 통해 시범사업 효과 분석 실시

  - 시범사업 전 사전조사, 시범사업 중 중간조사, 사업완료 후 사후조사로 진행

  - 주민조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위한 사업체 조사도 병행

 ○ 운영협의체 구성 :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자문과 실거주 여부 파악을 위해 매월 1차

례 회의 진행

  - 도 및 시군(면) 담당자, 시범마을 주민 대표, 관련 전문가 등 참여

경기도(시범사업 총괄)

시군 담당자(기본소득지급) 진흥원(용역 및 자료 관리)

면 담당자(실거주 확인) 평가업체 선정 및 관리

협의체 위원(주민참여 독려) 협의체 운영(수당 지급 등)

비교주민(설문조사 참여) 자문단(자문)

33..  시시범범사사업업  지지역역  선선정정

 ○ 선정기준 : 지역소멸 위험이 있고, 주민수도 전국 평균 이하인 면 지역

  - 지역소멸지수(만 20～39세 여성 인구수 /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가 0.5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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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진입(0.2～0.5) 및 고위험(0.2 미만)인 지역

  - 전국 면 평균 인구수(4,167명) 이하인 면 지역

 ○ 대상지역 : 면이 있는 경기도 시군 중 4개 시군(김포·남양주·양주·용인)을 제외한 11개 

시군, 26개 면(최소 197명~최대 4,167명)이 해당 조건 충족

  - 가평(1개 면), 광주(2), 안성(3), 양평(2), 여주(3), 연천(8), 이천(1), 파주(1, 진

동면 제외), 평택(1), 포천(3), 화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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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범지역 선정방법 : 시범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고,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적극적인 

시군으로 선정

  -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지역 선정

  - 평가표는 본 사업의 이해도, 신청지역의 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 대상지역 적합성 등

으로 구성

44..  지지급급대대상상자자  세세부부기기준준

 ○ 시범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내국인

  -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

  - 거주불명자, 위장전입자, 타지역 장기 요양자, 해외 장기 체류자, 수감자, 대학생ㆍ군인 

등 일시 미거주자는 제외, 전출자ㆍ사망자는 익월부터 제외

 ○ 시범사업 마을에 체류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체류지와 근로하는 사업장도 해당 면에 두고 1년 이상 거

주한 경우에만 지급

55..  기기본본기기본본소소득득  지지급급액액  산산정정기기준준

 ○ 면 지역의 가구소득을 상대적으로 도시에 가까운 읍지역의 소득만큼 보장

  - 읍 지역 가구의 연간소득(2,343.3만원)과 면 지역 가구의 연간소득(1,923.7만원)의 차이

인 419.6만원을 가구원 수(2.36명)과 12개월로 나눈 금액인 월 15만원을 지급

   * 자료출처 : 농촌진흥청, ‘2019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

66..  성성과과평평가가

 ○ 평가지표 마련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지표, 통계청 ‘국민의 삶의 질’ 평가항목,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행복지수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한 행복지수 지표, 농촌진흥청의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부분별 지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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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인 바로셀로나, 핀란드,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실시한 기본소득 평가지표도 반

영하여 마련

 ○ 조사대상

  - 공모로 선정된 시범마을(면) 지역 주민 및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고 조사만 진행하

는 비교마을 주민 중 선발하여 조사

  - 조사인원수는 기본소득 지급인원 수를 고려하여 95% 신뢰도에 ±3.0% 표본오차를 

고려하여 결정

  - 응답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13~64세 중 무작위 표본 추출

 ○ 비교마을 선정 :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면과 비슷한 유형의 면 중에서 선정

분야 유형화 지표

인구사회 인구 증감률, 생산활동 인구 비율, 고령 인구 비율, 노령화 지수, 소멸위험지수

산업경제
도시적 토지이용률,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 제조업 종사자 비율, 도소매업 종사자 비율, 음
식·숙박업 종사자 비율

농업비중 농업인 비율, 전업농 가구율

정주여건
노후주택 비율, 보육시설 기관 대비 5세 이하 인구, 병의원 및 의약품 판매업 대비 총인구, 
사회복지시설 기관 대비 총인구

- 경기도 관내 면을 유형화하고, 지표간 공통점이 많은 많은 면을 비교마을로 

선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 조사방법

  - 정기조사 : (사전조사) 시범사업 지역에 기본소득이 지급되기 전 주민 패널 설문조사 

및 지역의 사업체 활동 조사 실시

(중간조사) 시범사업 2년차, 4년차 시행 후 주민 및 사업체 조사

(사후평가) 시범사업 종료 후 종합 분석 등 실시

  - 월 간이조사 : 매월 PC나 모바일을 통해 간단한 설문형태로 진행, 정기조사 표본의 

10%를 고정 패널로 지정하여 조사

  -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 정기조사나 월 간이조사에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행

동 변화의 원인을 파악, 조사인원은 10~20명 수준 선정

  - 사업체 조사 : 정기조사시 지역화폐 사용 DB 분석, 사업체 면담 등을 통해 지역순환

경제 효과를 측정, 

  - 기타 : 주민유입, 일자리 창출 등 행정의 협조를 받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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