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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특성이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지역화폐)의 도입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정책

도입에 대한 분석 이전, 기존에 산발되어 있는 지역화폐의 이론적

정의를 정리하였다. 지역화폐를 대안화폐로부터 파생된 화폐의 유

형으로 정의하고, 지역화폐의 유형을 구조화하고, 발급 형태별로

현황을 제시하여, 향후 지역화폐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화폐의 구분을 체계화 하였다.

또한, 지역화폐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는 모습을 정책학의 ‘정

책도입모형(정책채택모형)’에 접목하여, 기존 사회학에서 주로 연

구하는 지역화폐를 행정학과 정책학으로 논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체단체의 정책채택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그 중 정태적 모형의 3가지 설명요인별로 지역화폐 정

책도입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채택된 3가지 설명요인은

정책도입을 설명하는 모형 중 하나인 내부요인모형 중에서 재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 그리고 수요기반 요인이다. 이러한 요인을 포

함한 통합모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각 요인간의 상대적 영향

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정책확산 연구는 정태적 모형 중 지역확산 모형을 기

반으로 정책수용효과를 조회해 왔다. 또한, 다수의 정책확산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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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기존 연구는 전국이 아닌 일부 지역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

정한 뒤 분석을 하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지역확산 모형이 아닌

내부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전국의 200여개

시군구를 분석단위로 하였다.

그 결과 지역화폐 도입은 재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 그리고 수

요요인에서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한편, 지역화

폐 발행 유형별로 도입에 영향을 주는 내부요인이 다르게 나타났

다. 지류형 지역화폐의 경우 재정적인 요인과 수요기반 요인이 동

시에 영향을 미친 반면, 카드형 지역화폐는 수요기반 요인만이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지역화폐를 신규로 도입

하거나 폐지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 결과, 모두 재정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중앙정부에서 지역화폐에 관한 예산투입을 급격하게

증액하였다는 거시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점과, 국내 지역화

폐 도입역사에 비해 연구 시점이 빨라 다년도를 대상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한 연구를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주요어 :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정책도입, 정책확산, 정책

채택, 내부요인모형, 지역화폐 유형화

학 번 : 2018-29837



- iii -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4

제 2 장 이론적 논의 ···················································6

제 1 절 지역화폐 이론적 논의 ··········································6

① 지역화폐의 근원 ······································································6

② 지역화폐의 개념과 목적 ························································8

③ 지역화폐의 유형 ······································································10

④ 지역화폐의 의의와 한계 ························································15

제 2 절 지역화폐의 발행 현황 ········································17

① 해외 지역화폐 발행 현황 ····················································17

② 국내 유형별 지역화폐 발행 현황 ········································18

③ 국내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거시적인 흐름 ······················22

제 3 장 선행연구의 검토 ··········································24

제 1 절 지역화폐에 대한 연구 ··········································24

①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연구 ····················································24

② 고향사랑상품권에 대한 연구 ··············································25

③ 고향사랑상품권의 보급 형태에 대한 연구 ······················30

제 2 절 지방정부의 정책채택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31

① 재정적 요인 ··············································································33

② 정치적 요인 ··············································································34

③ 수요기반 요인 ··········································································36



- iv -

1) 지역축제와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연구 ···························36

2) 지역화폐의 정책 수혜자에 대한 연구 ·······························37

3) 인구와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연구 ·····················38

4) 지방정부의 복지와 지역화폐에 관련한 연구 ···················40

제 4 장 연구 설계 ·······················································42

제 1 절 연구 문제 및 가설 ·················································42

제 2 절 변수와 자료의 수집 ············································45

① 종속변수 ····················································································45

② 독립변수 ····················································································46

③ 통제변수 ····················································································50

제 5 장 연구 모형 ·······················································51

제 6 장 분석 결과 ·······················································54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결과 ················································54

제 2 절 정책채택모형 분석결과 ········································58

① 지역화폐 도입 및 도입 유형에 따른 결과 ························58

② 도입 유형별 개별 모형의 설명력 비교 ······························61

제 3 절 신규도입/폐지지역 대상 분석결과 ···················65

① 지역화폐를 신규 도입한 지역 ··············································65

② 지역화폐를 폐지한 지역 ························································70

제 7 장 결 론 ·······························································74

제 1 절 연구 결과의 종합 ···················································74

제 2 절 연구의 한계 ·····························································79



- v -

표 목 차

< 표 1 > 대안화폐의 유형 ······················································9

< 표 2 > 해외 지역화폐 발행 사례와 유형 ························18

< 표 3 > 연도별 온누리상품권 발행, 판매 및 회수 현황 19

< 표 4 > 연도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현황 광역 비교 ·· 21

< 표 5 > 연도별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사업 예산 현황 ·· 22

< 표 6 > 수요기반 선행연구 정리표 ····································41

< 표 7 > 연구의 가설 ······························································44

< 표 8 > 분석변수의 조작적 정의 ········································49

< 표 9 > 종속변수의 기초통계값 ··········································54

< 표 10 > 독립변수의 기초통계값 ········································57

< 표 11 > 모형 추정 결과 ······················································60

< 표 12 > 지역화폐 도입 전체 ··············································62

< 표 13 > 지류형 지역화폐 ····················································63

< 표 14 > 카드형 지역화폐 ····················································64

< 표 15 > 지역화폐 신규 도입 현황 ····································65

< 표 16 > 2018년 신규 도입 ··················································68

< 표 17 > 2019년 신규 도입 ··················································69

< 표 18 > 지역화폐 폐지 현황 ··············································70

< 표 19 > 2018년과 2019년 폐지한 지역의 주요 기초통계값71

< 표 20 > 연구 가설 검증결과 요약 ····································78



- vi -

그 림 목 차

< 그림 1 > 대전 품앗이 화폐 한밭레츠 지류 상품권 ······ 7

< 그림 2 > 지역화폐의 유형 구분 ········································11

< 그림 3 > 지자체 주도 지역화폐 예시(형태별) ···············13

< 그림 4 > 주체별 온누리상품권 구입 현황 ······················20

< 그림 5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 선행연구 분석모형27

< 그림 6 > 시간에 따른 정책도입 시나리오 ······················32

< 그림 7 > 정책채택모형과 분석 변수 ······························51

< 그림 8 > 로짓분석 모형 ······················································51

< 그림 9 > 변수 간 상관관계 모형 ······································53

< 그림 10 > 지역화폐 형태별 도입 현황 ····························55



- 1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한국의 지방정부는 90년대 초반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이후 중앙

부처 주도의 정책도입이 아닌 독립적인 정책결정권을 바탕으로 자

율적으로 정책을 채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지방정부는

스스로 채택한 정책이 주변 지방정부로 전이되는 정책확산(Policy

Diffusion)을 경험하고 있다.

정책확산에 관한 연구는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인 자치존립의 근

거를 확인시켜주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Berry & Berry, 1990;

이승종, 2004) 한 지방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면

다른 지방정부들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지는 정책확산에 더 많은 관

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Berry & Berry, 1990; 남궁근, 1994)

정책확산이라는 현상은 정책을 채택하는 한 조직단위 내에서 발

생하는 정태적 과정을 넘어선 동태적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확산 연구에는 그 동력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출 필

요가 있다.(하민지, 서인석, 권기헌, 2011)

한편, 최근 우리나라는 소비위축과 저성장 기조를 맞이하고 있

으며, 골목상권, 전통시장,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몰락은 지역경

제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

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활발한 상황이다. 중앙정부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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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적/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최근 지자체 주도의 지역경제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중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억제하고 지역민의 내 고장 상품

소비 및 유통 촉진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정책으로, 지역화

폐 그 중 고향사랑 상품권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고향사랑상

품권은 일반적으로 특정지역에만 통용되는 화폐를 의미하며, 통상

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지불수단으로 법정화폐를 보완한다.

국내 고향사랑상품권은 2018년 4월 기준 전국 61개 지자체가 도

입하여 운영 중1)이고 2019년도에는 더욱 확대되었다. 특히, 지난 5

년간 강원도, 은평구, 성남 포항 등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실험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이다. 이러한 지역화폐의 공급액은 2015년 892억원, 2016년 1.087

억원에 불과 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고향사랑 상품권’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함에 따라 2017년 발행액이 3,100억원으로 급증했

다.2)

대표적인 예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9년부터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참고로 경기도에

서는 2018년까지 성남시, 안양시, 시흥시 그리고 가평군 4개의 자

치단체에서만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

자체의 상품권 발행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근거법령 제정을 추진

1) 각 지자체 홈페이지

2) 한국조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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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화폐의

모바일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3)이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정책을 매우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지역의 특성에 대

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정책관련 행태에 관

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남궁근, 1994; 배상석 외, 2007; 석호원,

2010)이다.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채택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정

책채택의 외부적요인인 지역확산에 초점을 두었으며, 정책채택의

내부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내부적 요인 간 설명력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소수다. 게다가 위의 연구는 단일 혹은 소수의 광역자치단

체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배상석 외 2007; 하민지 외,

2011)하거나, 분석대상이 지리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배상석, 2010;

김대진, 2011)가 많은 현실이다.

이와 같은 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

방자치단체의 정책선호의 방향과 특징을 내부요인모형을 통해 파

악해보았다. 향후 지방정부의 정책방향을 예측할 수 있으며, 지방

정책을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통제 및 확산할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3)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8.07.10



- 4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골목상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의 활기를 통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지역화폐

를 도입하는 지역과 도입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요인을 비

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정책채택의 내부적 요인에 추점을 둔 다는 점에서 기

존 외부적 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기존 선행연구(조근식, 2013)에서 제시한 분류인 재정

적 요인, 정치적 요인, 수요 요인을 분석에 포함할 예정이다. 그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분석하였다는 점에

서 지리적 한계를 가진 기존연구와는 차별화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다양한 형태의 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국내 지역화폐에 대한 정의와 유형은 아직 정형

화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제 2장 이론적

논의에서 지역화폐의 상위개념인 대안화폐로부터 지역화폐를 분류

하고, 지역화폐의 유형을 정리하고자 한다.

지역화폐는 일부 광역자치단체 주체로 발행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기초자치단체가 발행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전국의 기

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설정하였다. 전국 자체단체 중 통계청에

서 일부 인구데이터가 누락된 인천 미추홀구와 제주 서귀포시와

제주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는 분석에서 제외한 전국 22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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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두었다.

지역화폐를 일시적으로 도입하였다가 중단한 지자체가 있기 때문

에 시간적 범위는 주로 2017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잠시 추

진했다가 몇 달만에 중지한 정책은 해당 지자체가 정책을 완전히

도입했다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9년 현재

지역화폐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지자체만을 ‘지역화폐를 도입한

기초자치단체’라고 보아 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의 대상으로 다루는 화폐는 일정한 지역적 범

위 내 거래와 소비의 순환효과를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Lietaer & Hallsmith, 2006:2) 하는 공동체형 대안화폐 중 상품권

형태로 플라스틱 카드, 모바일 카드, 혹은 종이로 발급되는 ‘고향사

랑상품권’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은 제 2장 이론적 논

의에서는 지역화폐의 이론적 논의와 발행 현황을 제시한다. 제 3

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정책확산을 다룬 선행연구와 함께 온누리상

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의 선행연구 또한 살펴보았다. 제 4장에서는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제 5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정

책 채택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

는 결론과 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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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 1 절 지역화폐 이론적 논의

① 지역화폐의 근원

지역화폐의 역사적인 근원은 1820년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유토

피아 사회주의 이념과 협동조합 운동의 창시자였던 로버트 오웬이

노동바우처(Labour Voucher)를 도입했다. 노동바우처는 협동조합

적 생산과 소비를 기반으로 경제적 자립능력을 가진 공동체에서

공동생산에 참여하는 구성원 간 노동을 서로 교환하기로 한 약속

증서로 활용되었다. 여기서 교환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노동시

간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노동바우처는 시간기반의 화폐라고 할

수 있다.(이철선, 김윤수, 조혜경, 허대원, 2018)

1970년대 전 후로 브라이튼우즈 체제의 붕괴와 함께 임플레이션

을 동반한 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적 지역화폐운동이 다시 등장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는 1983년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코목스밸리에서 시행된 지

역교환거래소(LETs;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이다.

LETS는 오늘날 전세계적인 지역화폐운동을 대표하며, 가상의 공

동화폐를 활용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양적

완화 등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달러화

가치가 폭락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지역화폐가 더욱 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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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블록체인기술 기반

의 암호화폐를 지역화폐의 종류 중 하나라고 인식는 경우도 있었

으나, 암호화폐는 화폐창조 자체를 사업의 목적으로 두며, 암호화

폐를 금융상품으로 취급하여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통해

가격상승을 목표로 하기에 지역화폐 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

견이 더욱 지배적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지역화폐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Pazaitis, Filippi, Kostakis, 2017)이다. 현재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화폐 명칭과 유형은 제2절의 ① 해외지역화폐

발행현황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우리나라에서의 지역화폐 운동은 1990년대 말부터 일부 지역에

서 민간주도로 도입되어 운영되어 왔다. 그 예시로, 우리나라 최초

의 지역화폐인 한밭레츠를 들 수 있다. 한밭레츠는 1999년 대전에

서 출범한 지역품앗이 화폐로,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

려움을 지역주민의 힘을 모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그림 1 > 대전 품앗이 화폐 한밭레츠 지류 상품권

출처: 한밭레츠 홈페이지

이처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민 중심의 지역 공동체가

지역화폐 운동을 주도하기도 하였지만, 오늘날 우리나라는 지자체

가 지역화폐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 중 바



- 8 -

우처형 보조화폐인 ‘고향사랑상품권’을 지역경제 육성 정책 사업으

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가 지역화폐의 발행기관으

로 지역예산을 투입하여 공동체를 직접 조직하고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다.

② 지역화폐의 개념과 목적

지역화폐에 대한 개념과 상위 범위에 대한 개념은 국내 선행연구

마다 다르나, 경제학에서는 보조화폐, 보완화폐 혹은 대안화폐로

분류할 수 있다. 대안화폐는 국가적인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화폐를 의미한다(Lietaer & Hallsmith, 2006:2). 즉,

법적이 아닌 사용자간 합의에 의한 통화로서, 그 목적은 지역경제

를 보호하고 촉진시키며 적절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함이거나 특

정한 사회적, 환경적,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되기도 한

다.(Jerome, 2011)

대안화폐는 크게 공동체화폐(Community Currency), 광역화폐

(Regional Currency), 그리고 전통적인 물물교환(Barter)로 나눠지

는데(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이 중 공동체 화폐가 지역화폐라

고 볼 수 있다.

공동체 화폐는 일정한 지역적 범위나 특정한 이해당사자 집단으

로서의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해당 목적에 충실한

범위 내에서만 통용된다. 여기서 전자의 일정 지역내에서만 통용

하는 화폐를 지역화폐라고 부른다. 광역화폐란 보다 큰 광역의 범

위에서 통용되는 대안화폐로, 업종화폐 혹은 특성서비스화폐는 특

정 산업이나 서비스부문 내에서의 결제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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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이다. 마지막으로, 물물교환 또한 다른 형태의 대안화폐로 구분

되며, 거래나 교환이 이루어지되 국가적인 화폐금융 시스템으로는

직결되지 않는 지불수단이나 포인트거래, 신용거래 등도 대안화폐

로 볼 수 있다. 대안화폐 유형을 요약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 표 1 > 대안화폐의 유형

유형 개념 예시

공동체

화폐

일정한 지역적 범위(혹은 공동체 집단)

내 거래와 소비의 순환효과를 제고시

키는 것을 목적4)으로 하는 대안화폐

지역사랑상품권

광역화폐

지역적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특정 업종(식품, 교육, 보건복지 등)내

에서의 결제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대안화폐

온누리상품권

물물교환

전통적인 개념의 대안화폐로, 국가적인

화폐금융시스템으로 직결되지 않은 지

불수단이나 포인트 거래 혹은 물건을

직접 교환하는 형태의 대안화폐

기타

상호신용거래상품

국내에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는 지역화폐제도는 주로 두 가지의

목적을 갖는다. 먼저,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사업 확대(Lietaer &

Hallsmith, 2006:2)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지역상권을 활성

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후자가 지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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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초기 지역화폐 운동이 전통적인 상부상

조 정신에 입각한 소규모 단위 공동체 운동이었다면, 골목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정책으로 지역상권 보존과 지역순환경제의

관점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정치경제연구소, 2018)

이처럼 지역화폐는 지역 내 결제를 촉진시킴으로써 거래와 소비

의 순환효과를 제고시킨다는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지역공동체의

경제협력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진흥을 목표로 활용된다. 특히,

지역화폐는 경기 침체시 활발히 통용되며 경기 호황시 통용이 위

축된다는 점에서 경기 역행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Stodder & Lietaer 2016)

③ 지역화폐의 유형

1997년 이후 국내에 도입된 지역화폐는 현재 다양한 형태가 있

으며, 그에 따라 분류기준 또한 다양하다. 그러나 다수의 분류기준

은 화폐의 형태를 기준으로 하는 실정이고, 매년 새로운 지역화폐

의 발행사례가 생기고 있지만 명확하게 분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분류를 취합하고

뉴스기사를 참고하여 지역화폐를 발행 주체(지역주민, 지자체,

중앙정부)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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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지역화폐의 유형 구분

주: 대안화폐의 기존 선행연구와 최근 보도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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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역주민이 주도로 발행하는 폐쇄형 지역화폐의 유형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전 한밭레츠라는 노동화폐로, 주민 자

발성을 바탕으로 공동부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한

밭레츠는 가입한 가맹점과 회원을 대상으로 상품과 서비스가 상호

교환되는 내부 순환적 구성이다. 운영은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가

맡고 있으며, 대전지역의 주민 중 공동체에 가입한 사람만이 활용

이 가능한 폐쇄형 화폐이다. 한밭레츠는 중앙정부와는 무관하게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유통하며, 법정화폐와 교환비율이 같다. 화폐

의 단위는 ‘두루’이다.

해당 유형의 지역화폐는 민간이 주도하기 때문에 사용자끼리 자

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맞춤형 서비스를 가장 정확

하게 제공한다는 평이 있다. 특히 지역민간단체가 직접 회원을 모

으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연관성이 매우 강한특성이 있

다. 그러나 시스템 운영비를 지역민간단체 내에서 운영비를 통해

충당해야하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또한 공신력이 부족한 화폐이기

때문에 가맹점 수 확보에 애로사항이 타 지역화폐보다 크다.

두 번째로, 오늘날 가장 많이 확산되고 있는 유형의 지역화폐며,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기도 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로 하는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있다. 시군구단위의 지자체에서 주도하

며, 일반적인 지역에 특화되어 법정화폐와 교환이 되는 성격이 있

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성남사랑상품권이 있는데, 이런 상품권형

지역화폐는 폐쇄형 지역화폐와는 다르게 해당지역 주민이라면 별

도의 가입절차 없이 사용가능하다. 한밭레츠와는 달리 지방자치단

체의 행정망과 재정적 지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시스템이 구축되

어 있어 관리와 운영이 일부 수활한 면이 있다. 그러나 발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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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된다는 특성이 있어서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따르지 못하는 경

우가 종종 발견된다. 성남사랑상품권의 경우 발행 시 6%를 할인받

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이 상당부분 투입이 되는 성격이 강하다.

이 뿐만 아니라 지자체 주도의 지역화폐의 경우 지류형태로만

발급되는 성남사랑상품권 외에 모바일/카드 형태로만 발급되는 지

역상품권과 지류와 모바일/카드 형태를 동시에 지원하는 혼합형

지역상품권이 있다. 그러나 모바일/카드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은

최초 도입일이 5년 미만으로 현 시점에서 분석에 적절하지 않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발행 형태 중 지류형 상품권

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

< 그림 3 > 지자체 주도 지역화폐 예시(형태별)

<지류형>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주도의 폐쇄형 지역화폐보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 된

다. 또한, 어느정도 지역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신력이 있다

는 평이다. 그러나 발행 역사가 가장 짧은 유형인만큼 지자체 지

원과 공무원 소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다. 또

한 가맹점 수 확보가 더딘 상황으로 활용성이 낮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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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발행하는 지역개방형 화폐가

있다. 이는 지역주민을 포함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

국 단위의 상품권을 특정대상에게 한정된 화폐를 공급하는 경우이

다. 대표적인 예시는 온누리상품권이다. 사용자와 소비자는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전국 어디에서든 특정 가맹점을 방문하면 큰 제

한 없이 사용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

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으나, 지급과 기획

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고향사랑상품권보다 긴 발행사를 가지고

있기에 고향사랑상품권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다. 법정화폐와 교환비율은 1:1로 설정되어 있으나, 고향사랑상

품권과 같이 민간시장 내에서 거래시 할인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설날과 추석 등 명절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계절

적 특성이 관측되며,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을 통해 대량 구매되기

도 한다.

온누리상품권은 국가차원의 행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타 두 개의

지역화폐 유형보다 공신력이 높고 효율적이다. 그러나 특정 업종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영세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설계 및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맞춤형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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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역화폐의 의의와 한계

지역화폐는 지역 내 생산된 경제적 부가가치를 지역 내에서 재생

산하고 순환되도록 시스템화를 하는 장치이다. 기존 화폐는 전국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요 구매처

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소비재의 주요 구매처 또한 대형

유통업체 등으로 집중이 되었다. 이처럼 기존 화폐는 외부지역으

로 부가가치가 유출되고,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미미(김병조,

2017)하다.

이에 비해 지역화폐는 지역 내의 골목상권·전통시장의 소상공인

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증가를 가져오며, 이에 따른 이윤 증가

는 지역 내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빈부 양

극화, 경제위기, 물가인상, 실업, 지역공동체 의식 약화에 대한 대

안적 효과로 저소득층 지원, 실업자 구제, 물가인상 충격 완화 및

대비, 지역사회 내 상호부조, 지역 주민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된다. 결국

이러한 증가의 재순환이 지역 내에서 반복되어 아래로부터 건전한

지역경제의 토대를 구축하고 경제 볼륨을 확장시키는 기제로 작용

하길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화폐의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우선 지역화폐 거래

시 지역외부에서 조달되는 상품과 서비스는 거래되지 못하여, 시

장에서의 교환 활성화를 저해한다. 이는 지역화폐가 교환의 수단

으로서 역할이 제한되어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화폐는 사용상

에 있어도 문제가 있다. 지역화폐는 시간이 지나도 이자가 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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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유효기간이 지난 화폐는 화폐 사용이 완전히 불가하기 때문

에, 화폐의 보급과 사용에 이용자가 큰 불편을 겼게 된다. 마지막

으로, 사용자는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지역화폐를 활용하기 때문

에, 지방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주민이 지역화폐를 구

입하는 경우, 할인을 해주는 형태가 빈번하다. 또한, 가맹점을 늘

리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지역화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과 행정력이 지속적으로 소요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을 지역상품권

으로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지역상품권 의무 이용이 확대되고 있

다. 이처럼 정부 보조금을 지역 상품권 유통을 확산하는 촉진제로

활용하여 일부 지역상품권 이용이 강제되고 있다고 비판받기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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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지역화폐의 발행 현황

① 해외 지역화폐 발행 현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

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지역화폐운동이

활력을 얻게 되어, 지역화폐는 2016년 기준, 세계 35개국에서 약

3,000여개가 발행(최준규 외, 2016;21)되었다. 해외 지역화폐운동의

형태와 운영방식은 단일한 범주로 포섭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다

양(이철선, 김윤수, 조혜경, & 허대원. 2018)하고 유형 구분과 범주

화 방식도 일원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화폐의 가치

평가 방식, 실물화폐의 존재 여부, 화폐 형태, 한도 여부, 그리고

지향점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지역화폐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전 세계 600여개에 활용중

인 레츠(LETS;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를 들 수 있다.

1983년 캐나다에서 시작된 LETS는 오늘날 가상의 공동체화폐로

발전하 회원 간 서비스와 재화를 교환하는 제도로 P2P상호신용시

스템(소규모 공동체 내부에서 사용하는 내생적 화폐 운영체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1980년대 말 미국에서 시작된 시간

은행(Time Bank)운동은 노동바우처형식(협동조합적 생산과 소비

를 기반으로 경제적 자립능력을 가진 공동체에서 공동생산에 참여

하는 구성원 간 노동을 서로 교환하는 약속증서)의 시간기반 공동

체화페제도로 LETS의 경우와 같이 상호신용제도로 분류된다. 이

외에 해외에서 활용중인 대표적인 지역화폐의 사례와 유형은 아래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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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해외 지역화폐 발행 사례와 유형

구분 LETS
Ithaca

Hours

Time

Bank

Swiss

WIR

Chiem

gauer

Bristol

Pound
SoNantes

발행국 전세계 미국 전세계 스위스 독일 영국 프랑스

가치평가

기준
시간 시간 시간

신용발행

법정화폐

법정화폐

가치절감
법정화폐

신용발행

법정화폐

실물화폐

존재여부
X O X X O O X

화폐형태 계좌거래
계좌거래

지폐
계좌거래

계좌거래

신용카드

계좌거래

및지류

계좌거래

신용카드

계좌거래

신용카드

법정화폐

환전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일부가능 불가능

주: 이수연 외(2014), 최준규 외(2016)에서 재구성

② 국내 유형별 지역화폐 발행 현황

1) 온누리상품권 관련 현황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으로, 2009년 7월 도입 이

후 현재까지 계속 유통되고 있는 대안화폐이다. 사용처가 전통시

장 및 인근 상점가에만 제한이 되었으나, 발행 초기부터 계획대비

초과 판매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큰 인기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이 전통시장 매출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매출

상승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알기위해 2011년, 2012년, 2013년에 실

태조사를 진행했다. 가장 최근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상품권 가맹

점 중 87.9%가 온누리상품권이 매출증대에 효과가 있으며,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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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86.1%가 고객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시장경제진흥원,

2013)

온누리상품권은 2016년 말 기준으로 10,946억원이 판매되었으며,

개인구매가 확대되어 판매량 1조원을 돌파하였다. 상품권의 회수

율 또한 개선되고 있다. 예컨대, 2014년 말 기준으로 총 1.886조

원이 발행되었고 이중 판매액은 1.5399조 원으로 전체 발행액의

81.6%가 판매되었다5). 판매액 중 회수된 상품권은 2014년 말 기준

으로 1.39674조 원으로 회수율이 90.7%에 이르렀다.

< 표 3 > 연도별 온누리상품권 발행, 판매 및 회수 현황6)

(단위: 억 원, 곳)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누계

발행 200 900 2,400 4,000 5,000 6,360 18,860

판매 105 753 2,224 4,258 3,258 4,801 15,399

회수 63 638 1,810 3,862 2,918 4,676.4 13,967.4

누적회수율

(%)
60.4 81.8 81.5 86.8 87.7 90.7 90.0

주체별 온누리상품권 구매 현황을 2012년과 2016년 자료를 비교

한 결과, 개인구매(2012도 27.9%, 2016년도 62.8%)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기업과 공공부문에

서의 단체 구매에 크게 의존하는 성향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행역사가 상대적으로 긴 만큼, 정부와 기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6) 소상공인 마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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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발행량이 형성이 되어, 민간이 자

발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여 소상공인의 경제활성화에 기여

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 그림 4 > 주체별 온누리상품권 구입 현황7)

(단위: %)

2)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현황

지역별 지역화폐(고향사랑상품권) 발행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60개소에서 운영하였으며 발행률이 24.4%였으

나 2019년에는 총 128개 자치단체에서 상품권이 발행할 예정으로

발행률이 56.9%으로 2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다.

구체적인 발행규모는 한국조폐공사에서 공개하는 자료에서의 발

행지역과 행정안전부에서 명시한 발행지역의 수가 일치하지 않아,

7) 한국조폐공사 발표자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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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해당 연구에서는 발행금액을 제시하지 않았

다.

< 표 4 > 연도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현황 광역 비교

주: 각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취합

구분

(광역)

2017 2018 2019

발행지역

(개)

발행률

(%)

발행지역

(개)

발행률

(%)

발행지역

(개)

발행률

(%)

강원 9 50.0% 8 44.4% 11 61.1%

경기 2 6.5% 6 19.4% 29 93.5%

경남 6 33.3% 8 44.4% 11 61.1%

경북 7 30.4% 6 26.1% 16 69.6%

광주 1 20.0% 0 0.0% 0 0.0%

대구 0 0.0% 0 0.0% 0 0.0%

대전 0 0.0% 0 0.0% 1 20.0%

부산 0 0.0% 0 0.0% 1 6.3%

서울 0 0.0% 0 0.0% 1 4.0%

울산 0 0.0% 0 0.0% 5 100.0%

인천 1 11.1% 2 22.2% 0 0.0%

전남 8 36.4% 9 40.9% 17 77.3%

전북 4 28.6% 6 42.9% 13 92.9%

충남 8 53.3% 7 46.7% 12 80.0%

충북 9 81.8% 9 81.8% 11 100.0%

총합계 55 24.4% 61 27.1% 128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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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내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거시적인 흐름

1) 중앙정부 예산 편성 현황

2020년도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

안전부는 최근 3년(2018~2020년)간 매년 큰 폭으로 지역사랑상품

권의 재정적 지원을 매우 큰폭으로 증액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

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 추경산업으로 신규 편성되어

2018년 100억(예비비 포함), 2019년 884억 700만원(특별교부세 포

함), 그리고 2020년 1,203억 3,400백만원(특별교부세 및 사업운영

예산 등 포함)으로 사업액이 증가하고 있다.

< 표 5 > 연도별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사업 예산 현황8)

(단위:백만원)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

체 호응도가 좋고, 2019년 전국 단위로 확대한 이후에도 월별 판

매 비율이 5월 이후 90% 이상을 기록하는 등 사업의 일차적인 효

과가 검증이 되어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예

8)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19.10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예산 4,000 0 74,349

예비비 6,000 53,335 0

특별교부세 0 35,072 45,985

합계 10,000 88,407 12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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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처가 지적한 사업성과에 기반한 사업규모 확대를 보완하기 위

해, 2019년 말과 2020년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제규모를 고려한 적절한 발행액, 할인비율, 발행주체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거시적인 흐름은 본 연구내용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

체의 지역화폐 도입에 있어서 영향을 크게 주었다. 이처럼 지역화

폐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규모 예산 증액이라는 큰 흐름을 고려하

여 본 연구결과의 해석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쉽게도 연구

시점인 2019년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

가 아직 진행 중이기에 중앙정부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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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선행연구의 검토

제 1 절 지역화폐에 대한 연구

지역화폐에 대한 국내 학계의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한 편

이다. 2000년대 중반에 니시베 마코토(2006)가 출간되면서, 일본

공동체 화폐운동이 소개되기 시작하였으나 지난 2015년 이전까지

만 해도 지역화폐 공동체 운동단체들이 발간한 소개자료만 발견이

되었다. 그러다가 2016년 이후 지역화폐에 대한 정치적인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연구자들의 조사연구가 늘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지역화폐 연구는 정책적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효과에

대해 측정하는 정책보고서 형식이 주로 발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지역화폐의 선행연구에만 국한하지

않고, 광역화폐 형식의 대안화폐인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선행연구

를 함께 검토하였다.

①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연구

온누리상품권에 관련한 국내연구로 김유오 외(2009)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유통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온

누리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인

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용범위를 전통시장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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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2010)은 전통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

과, 소매점 선택속성에서 가격 및 상품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할수

록 방문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때문

에 상품권이 가격왜곡을 시킬 수 있지만 가격에 영향을 줌으로써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하게

해준다.

김준식․김종진(2012)은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에서 온누리상품권 유통확

대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② 고향사랑상품권에 대한 연구

국내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화폐에 대한 선행연구 또한 그동안 많

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

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먼저, 이득연(2000), 김혜진(2010), 한

성일(2013)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서 내수진작, 지역고용 및

산업생산 유발을 제시하며, 지역화폐가 고용증가와 연계되기 위해

서는 연대경제(solidarity economy)의 정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

다. 이민정(2014)은 고향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도입현황과

이용측면(이용기피, 홍보부족, 환전불편 등), 유통측면(불법적 할인

유통, 낮은 회수율, 수수료의 상인부담 등), 그리고 판매측면(공공

및 대기업 판매의존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류기환(2015)은

한밭레츠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은 정성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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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에서는 “고향사랑상품권의 경제

적 효과 분석 및 제도화 방안”을 통해 상품권을 발행한 56개 지자

체 중 3개 대표사례지역에 대해 지역소득증가 효과 분석을 실시하

였다. 여기서는 유사 경제적 효과 관련 선행모델과 사례조사 및

설문분석을 통해 고향사랑상품권의 분석모델을 설계하였다. 지역

내 소득 창출효과는 상품권 사용시 지역내 매출증가로 인한 부가

가치 증가액, 지역내 거래순환에 따른 부가가치 증가액, 지역외 사

용자들의 추가 현금지출에 따른 부가가치 증가액, 낙전 수입의 합

으로 계산하였다. 그 결과 상품권 유통규모에 비해 지역 소상공인

에 대한 소득증대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소상공

인 종사자 수의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에 고향사랑상품권을

도입할 유인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품권 판매액당 지역소득

효과는 외부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부형의 경우도 지

역 내 거래순환효과가 컸다. 또한 고향사랑 상품권은 대도시나 광

역시도 보다는 주민의 지역 애착도와 공동체성이 높은 농⋅산⋅어

촌이나 지방 소도시의 경우가 그 도입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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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 선행연구 분석모형

또한, 이한주·김병조(2017)은 2017년 11월말 국회예산결산특별위

원회에서 발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에 관한

연구: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에서는 소득주도 성장과 상품권형 지

역화폐 정책이 잘 부합됨을 강조하였다. 특히, 기초연금(’14년 기준

4.6241조원)의 30%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수행한 경

우의 지역내 경제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산업연관표 중 지역산업

연관표를 통해 타지역 대체율을 100%와 50%로 가정하고 생산·

부가가치·취업 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기초연금 중

일부분을 지역단위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부가가

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모두 자기지역효과가 상승하였고, 타지

역 효과는 하락하였다. 결국 지역화폐를 사용할 경우 중앙화폐 모

형보다 자기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최근 경기연구원(2018)의 “경기도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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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SLQ방식에 의한 시(군)지역

단위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시(군)지역 단위의 산업연관표를 도출

하여 경기도 청년배당 등을 중심으로 지역화폐사업의 대상지역별

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도출하였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투입산출

(Input-Output Model)에서 부가가치는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고용

자가 받게 되는 보수와 해당기업들의 영업이익, 고정자본감가상각

비, 간접세, 보조금 등을 합한 것이다.

그러나 시(군)단위의 지역산업연관표는 간접추계방식에 의해 도

출된 값으로 경제파급효과분석 결과에 대한 한계점이 지적되어왔

다(이강욱, 2009) 또한, 지역 산업연관분석표를 근거로 한 분석은

승수분석 효과로서 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정량적인 분석 외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정성적인 효과분석이 이루

어지지 않는다. 이에 연구자는 추후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등으로

향후 문제점을 발견하여 정책수단을 보완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기연구원(2018)의 연구는 경기지역의 화폐만을 분석

대상으로 두었다는 연구의 한계가 분명하다.

모든 선행연구의 공통적인 연구의 한계점으로,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역사가 너무 짧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정책은 기초자치단체단위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시군

구 단위로 제공되는 국민통계의 수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정확성 또한 우려된다. 이에 소비승수효과를 지역산업연관표나 설

문조사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지역산업연

관표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수차례 지적되어 왔으며, 설문조사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주민들에게 설문을 받아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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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전국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하기에 공간적 한계점이 뚜렷하다.

이뿐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과는 달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효과를 전국적으로 측정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는 비판

또한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지역사랑상품

권의 도입과정에 초점을 맞춰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전국단위의 기

초자치단체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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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향사랑상품권의 보급 형태에 대한 연구

가장 최근에서야 지역화폐 중 하나인 고향사랑상품권의 보급 형

태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병조(2019)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향사랑상품권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종이 형태에

서 벗어나 카드나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접목한 전자화폐 형태로 보

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뿐만 아니라 전북연구원

(2019)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안정성과

편리성 측면에서 지류화폐보다 전자상품권 형태를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실제로 최근 3여 년 동안 지류 형태보다 카드 모바일카드 형태

의 지역화폐가 많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9

년 9월 말 시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화폐 도입

여부를 지류 및 카드 형태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여기서, 대부분

의 카드 형태 지역화폐는 도입 초기단계로 현 시점에서 분석하기

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때문에 향후 분석결

과에서 지류형 지역화폐 도입 분석결과에 비해 카드형의 설명력이

낮게 나타남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새로운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지자체의 특성에 대한 선

행 연구가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정책 도입이후 충분한 시간이 지

난 후, 지역화폐 보급 형태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여 분석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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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지방정부의 정책채택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지방의 정책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이승종(2004)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정부간 일어나는 정

책혁신의 확산에 관한 설명은 크게 보아 정태적 모형(지역확산모

형, 내부요인모형)그리고 시간적 모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정태적 모형 중 지역확산 모형은 인접한 정부의 정책을

모방하여 정책수용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Berry, 1994). 이처럼

정책확산의 핵심적인 동인은 인접한 정부의 영향력이라고 해석하

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는 정책확산은 전국적 수준이

아니라 지역적 수준에서 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국적으

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지역화폐를 분석하기에는 이론적으로 한

계가 있는 이론이다.

또한, 시간요인 모형은 기존의 정책확산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

하지 못했던 시간요인을 고려하여 확산을 설명한다. 이승종(2004)

의 연구에서 <그림 6>과 같이 시간요인의 혁신 확산 시나리오를

‘점감형’과 ‘부활형’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확산과정을 아래와 같

이 도식화 하였다. 그 후 행정정보공개조례의 확산을 사례로 하여

시간요인이 정책혁신확산에 미치는 효과를 찾아 모형을 검증하였

다. 이처럼 시간요인의 중요성을 드러내주는 본 연구결과는 공간

요인의 주요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지배적인 지역확산모형의 한계

를 드러냈다. 그러나 지역화폐는 정책도입 초기 혹은 중기에 해당

하여 점감형과 부활형의 후기, 부활기 부문에서의 해석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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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에 시간요인모형으로 지역화폐 정책 확산을 설명하기에

너무 이른 시점이다.

< 그림 6 > 시간에 따른 정책도입 시나리오

출처: 이승종 (2004). 지방차원의 정책혁신 확산과 시간

마지막으로, 정태적모형의 내부요인 모형에서는 인접정부의 영

향력보다는 지방정부의 정치, 경제, 사회적 특징에서 정책확산의

동인을 찾는 것이다(Gray, 1973). 지방정부가 갖는 내부적인 특징

에 따라 정책의 채택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

체가 갖는 특징과 정책혁신의 수용간의 상관관계에 관심을 갖게

된다. 국내 가장 대표적인 내부요인모형 연구로는 남궁근(1994)의

연구에서 지방 조례의 확산을 설명함에 있어 내부요인으로 지방의

회의 특성, 투표율, 인구규모, 지방자치단체 유형 등을 설명변수로

들어 정책확산형상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내부적인 설명변수를

찾아 혁신확산현상을 설명하려는 접근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요인을 탐색하는 연구의 접근방식과 동일하며, 본 지역화

폐 도입현상에 관한 연구에 적절한 모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태적 모형 중 내부요인 모형을 통해 정책도입

<점감형> <부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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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추가적으로 내부요인 모형을 연구

한 기존 선행연구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정책채택에 대한 3가지 내부 설명요인을 소개하고 이

를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지역화폐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① 재정적 요인

정책채택을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적

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게다가 몇몇 경우에 새로운 정책의 채택

에는 상당한 재정비용과 시동비용이 요구된다(Feiock & West,

1993).

따라서 지방정부 수준에서 재정력은 정책산출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가 된다(Dye, 1979)는 선행연구가 있다. 지방정부의 성장에 관

한 연구들은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원이 공공부문의 확대를 예측하

는 최선의 변수가 된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Mitchell

& Feiock, 1988). 이러한 재정력은 기초 지방정부수준에서 더 중요

할 수 있다. 경제개발 정책과 달리 재분배 정책은 반드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력은 이러한 재

분배적 성향의 정책의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Dawson & Robinson(1963)과 Saavedra(2000)는 지방정

부의 재정적인 상황이 좋을수록 지역의 사회복지정책의 규모가 커

진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결국, 재정력이 지방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의 채택에 주요 변수

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Feiock & West, 1993). 이러한 논

리에 따르면 부유한 지방정부는 그렇지 못한 지방정부보다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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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가난한 지방정부의 경우, 특정 정책의 개발

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Daley &

Garand, 2005).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적 조건은 정책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Rubin 1987)

지방자체단체의 지역화폐 도입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지방자체단체의 재정적인 상황(재정자립도, 지방세, 세외수입)

에 따라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도입현황을 분석해보자 한

다.

② 정치적 요인

정부가 공공정책을 선택하는데 있어 정당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많다. 그 중 대부분의 정당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

(조근식 2013) 된다.

첫 번째는 정당의 이념에 따라 특정한 정책이 수용될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해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유주의 정당이 정

부를 통제할 경우, 주가 새로운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자유주의 정당이 더 지출지향적이라는 신

념에 근거한다(Cameron, 1978; Tufte, 1978). 연구에 따르면, 미국

의 경우 주정부에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공화당보다 더 관대한

예산책정을 승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주의 정당의 정치인들

은 보수주의 정당의 정치인들보다 지출을 지지하는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 지지층을 구성하는 유권자들도 지출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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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관대하다(Berry &Berry, 1992). 이처럼 정치인들의 이념적 정

향은 지방정부의 지출 및 새로운 정책의 채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자유주의 정당은 진보정당(민주당, 정의당, 민주

통합당 등)에 유사하고 공화당은 보수정당(한국당, 바른미래당, 우

리공화당 등)에 유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과 지방의회 대다수 구성이 진보정당일

경우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책인 지역화폐를 채택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제도적 통제와 관련된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주

지사와 의회가 같은 정당에 의해 통제될 경우 지출정책을 도입하

기가 용이하다. 즉 단점정부 형태일 경우 분점정부 형태의 정부보

다 지출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자치단

체장과 지방의회 다수집권 당의 일치여부가 중요하지 어느 이념을

가진 정당이 집권하였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점정부에서는

두 정당 사이의 타협을 필요로 하는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이다(Hansen,1983). 그러므로 단일 정당에 의한 정치제도 통제는

새로운 정책의 채택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결정한다.

특히, Mooney & Lee의 1995년 연구에 따르면, 지역화폐가 포함

이되는 재분배 정책과 같이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덕적 요소가

포함된 정책은 높은 수준의 정당갈등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에 지역화폐 정책도입 또한 정치제도가 단일 정당에서 통제되는

상황이라면 정책의 채택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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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요기반 요인

지방정부가 정책에 대한 객관적 수요에 반응하여 새로운 정책이

나 프로그램을 채택하기 때문에 수요기반요인은 지방정부의 정책

채택에 영향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다. Feiock & West

(1993)의 연구에 따르면, 일정 수준에서 객관적 수요의 증가는 지

방정부가 수요에 반응하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객관

적인 수요란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포함이 될 수 있다. 그 뿐

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책수요의 증가는 지방정치체제를 통해 정

책결정자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을 동원할 수 있는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수요기반 설명은 지방정부의 정책채택을 설명

하는데 유용하다는 선행연구를 다수 찾을 수 있었다.(Feiock &

Clingermayer, 1986; Rubin & Rubin, 1987).

수요기반요인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자 정책의 목표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요인이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화폐

정책의 주요 수요자 (정책 수혜자 및 채택자)의 특성에 주목하여

구체화할 필요를 느꼈다. 이에 수요기반 요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지역화폐관련 선행연구를 찾아보았다.

1) 지역축제와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연구

이한주(2017)에 따르면 지방자체단체의 목적은 해당지역의 산업

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특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들을

상품화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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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화폐를 지역축제와 연관하여 상품화 한

후 특정 축제시기에 활발하게 발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은 강원지역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일부 지자체에서 관광객이 지역축제 시설 입장료에 대한 대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을 판매하고 배부한 현황을 제시하였

다. 그 뿐만 아니라 해당연구의 결론 부문에서는 지역 축제에 활

용된 지역상품권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향후 관광 활성

화와 함께 외지인에 대한 지역화폐 판매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부

가가치 창출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기재했다.

이처럼 외지인이 많이 찾게 되는 이벤트인 지역축제에 대한 지

출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하면정책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지출이 많은 지역에서 적

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고민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축제

에 관심을 크게 두는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수요기반 요인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지역축제에 지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비율이 높을수

록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유인이 클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2) 지역화폐의 정책 수혜자에 대한 연구

최근 지역화폐에 대한 연구에서는 지역화폐의 정책적 수혜자를

지역 내 도·소매, 음식·숙박 및 기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조순(2015)는 지역화폐의 최종적인 정책적

목표를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진으로 정의하고, 김병조(2019)는

지역화폐의 지역 내 소상공인 경제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해당업종의 종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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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지역화폐 정책을 도입할 유인이 클

것이다.

위 산업과 종사자 수에 따른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수요기반 요인에 관련한 가설인 ‘소상공인 종사자 수가 많으면 지

역화폐를 도입할 것이다’를 제기하였다.

3) 인구와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연구

Peterson(1989)는 지방정부는 스스로 자원조달을 해야 하는 구조

적제약 하에서, 복지정책과 같은 재분배 정책을 통해 지역 내의

빈민을 유입, 생산적 노동과 자본을 유출시켜 지역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인 ‘도시한계론’을 주장하였다. Peterson은 지방정부의

정책지향과 인구이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 논문에

서는 지방정부의 목표는 지역의 존치고, 이를 위해 생산적 노동과

자본 유치에 힘써야한다고 주장하며, 지자체 정책에 따라 인구이

동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 같은 재분배정책에 따른 복지수요 인

구의 유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도시빈곤의 역설 등 여러 논의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연경(2018)는 Peterson(1989)의 도시한계론에서 상정하

는 정책유형과 이동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지방정부의 정책지향과

생산가능인구이동 관계에 대해서 다른 분석결론을 내렸다. 본 연

구문제는 공공 정책이 인구이동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주장

하는 Tiebout 모형을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구조적 제약 때문에

지방정부는 성장, 개발지향적일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한 Peterso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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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에 대해 타당성문제를 제기했다. 연구결과, 재분배정책의 정책

대상이 생산능력인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산능력인구가 유입

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에 재분배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

정책 또한 인구의 이동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연경(2018)에서는 복지수요인구가 지방정부의

정책지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지방정부의 복지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지방정부의

복지 기능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이 외에, 지방정부의 정책이나 조세는 Tiebout 모형(1956)이래

인구이동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연구를 다수 찾아

볼 수 있었다.(김보현 외, 2004;김현아, 2008)

위 선행연구 검토에 따라, 인구 이동이 심한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인구와 관련된 가설로 ‘인구이동이 많은 지역

일수록 지역화폐를 도입할 것이다’를 제시하게 되었다. 여기서 인

구이동이란 사람들의 지역 사이의 움직임(권태환 외, 1990)을 의미

하며 본 연구에서 인구이동을 행정구역(시군구)를 넘어서 이주하

는 것으로 정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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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정부의 복지와 지역화폐에 관련한 연구

최근 지역화폐과 지방재정 중 복지예산의 지출수단으로 활용하

는 것을 권장하는 정책보고서가 늘어가고 있다. 이한주와 김병조

(2017)는 지자체 등이 지역화폐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특별한 정

책수단을 통해 발행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중 복지 수당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조순(2015)는

복지화폐는 수요처와 공급처를 찾아 화폐라는 매개체를 통해 연결

하여 지역적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하였

다. 그리고 복지영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으로 분

류되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지역화폐의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복지관련 재정 지출이 높은 지역일수록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지방의 복지에 대한 지출이 많으면 지역화폐를 도입할 것이

다)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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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 수요기반 선행연구 정리표

수요
기반
요인

선행연구

소상

공인

Ÿ Seyfang, Gill(2006)에서는 저소득 종사자에서 지역화폐의

효과가 크게 나타남 “Community Currency benefit those on

the margins of society- those on low incomes and outside

the labor market”

Ÿ 최조순(2015)는 지역화폐의 최종적인 정책적 목표를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진으로 정의하고, 김병조(2019)는 지역화

폐의 지역 내 소상공인 경제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의 질

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

인구

Ÿ Peterson(1989)는 지방정부는 스스로 자원조달을 해야 하는

구조적제약 하에서, 복지정책과 같은 재분배 정책을 통해

지역 내의 빈민을 유입, 생산적 노동과 자본을 유출시켜

지역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인 ‘도시한계론’을 주장.

이에따라, 지방정부의 목표는 지역의 존치고, 이를 위해

생산적 노동과 자본 유치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자

체 정책에 따라 인구이동이 달라진다고 주장

복지

Ÿ 최근 지역화폐과 지방재정 중 복지예산의 지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정책보고서가 느는 추세

Ÿ 최조순(2015)는 복지화폐는 수요처와 공급처를 찾아 화폐

라는 매개체를 통해 연결하여 지역적인 사각지대를 보완

할 수 있는 좋은 수단. 그리고 복지영역에서 기초생활수급

자 등 사회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지역화폐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

지역

축제

Ÿ 이한주(2017)에 따르면 지방자체단체의 목적은 해당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특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발굴

하고, 이들을 상품화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야 한다고 주장

Ÿ 최조순(2015)는 지역화폐의 최종적인 정책적 목표를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진으로 정의하고, 김병조(2019)는 지역화

폐의 지역 내 소상공인 경제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의 질

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

Ÿ 최조순(2015)는 복지영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지역화폐의 필

요성에 대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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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는 지역화폐의 정책확산을 정태적 모형 중 내부요인모

형에 근거하여 실증적인 해석을 하고자 한다. 특히, 내부요인모형

중 재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 수요기반 요인을 구분하여 세부적으

로 정책도입 시 주요 영향을 주는 요인을 비교를 목표로 한다.

지방정부의 내부요인에 따른 지역화폐정책 도입 여부에 대하여

목표로 하며,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도입하는가?”의 질

문에 대해 대답을 얻고자 한다.

이에 대한 데이터는 통계청,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홈페이지, 지방재정365, 선거관리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

권정보시스템 등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로짓(Logit)분석을 실행하였다.

지역화폐 정책의 채택과 관련된 분석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지

역화폐 정책 도입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Logit)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는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을 교정하기 위해 표준오차를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로짓분석은 일반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종

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에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통계기법이다. 그

러나 추정방법이 상이하다. 회귀분석은 모수에 대한 선형모형인

반면, 로짓분석은 비선형 모형이다. 또한, 회귀분석은 최소자승법

을 활용하여 잔차제곱의 합을 최소화 하여 추정치를 계산하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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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로짓분석은 사건발생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최대우도 추정법

을 이용하여 모수 추정치를 계산한다. 로짓분석은 선형회귀분석과

유사하지만 비선형적인 효과를 통합하여 전반적인 진단을 내릴 수

있는 통계기법이다. 보통 종속변수가 본 연구와 같이 더미인형태

에 활용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 3장 제 2절의 선행연구 검토에 서술한 내용에

따라 재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 그리고 수요기반 요인에 각각 따

른 가설을 도출하였다. 또한 제 3장 제 1절의 ③에서 검토한 최근

정책보고서에 따라 지역화폐 발급 형태로 추가적으로 구분하여 분

석에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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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 연구의 가설

재정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할 것이다

1인당 지방세가 높은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할 것이다

1인당 세외수입이 높은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할 것이다

정치

지방정부의 기초의원의 소속정당이 대부분 진보인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여당에 소속된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할 것이다.

지방정부 정치제도가 단일정당에 의해 통제될 경우 지역화폐를

도입할 것이다.

수요

기반

소상공인 종사자수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할

것이다.

인구 이동이 많은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할 것이다.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할 것이다.

지역축제관련 지출이 높은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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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와 자료의 수집

모든 데이터는 전국 224개의 기초자치단체구(시·군·구)를 분석단

위로 하였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제주특별자치구의 제주시 및

서귀포시는 일부 통계청 인구데이터가 누락되어 분석에 제외하였

다. 각 변수별로 자료 수집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다.

①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지역화폐 도입을 의미하는 종속변수로는 지역화폐

발행여부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종속변수는 기초자

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한 경우에는 1,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0로 종속변수를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9) 분석의 대상으로 다루는

화폐는 일정한 지역적 범위 내 거래와 소비의 순환효과를 제고시

키는 것을 목적(Lietaer & Hallsmith, 2006:2)으로 하는 공동체형 대안화

폐 중 상품권 형태로 종이로 발급되는 ‘고향사랑상품권’을 대상으

로 분석하였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2019년 4월을 기준으로 발행한 기초

자치단체를 공개하고 있지만, 발행 예정지역 또한 포함하고 있어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2017년과 2018년도 시

점에서 발행여부는 알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공개자료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방문

9) 발표시점 그리고 발표기관에 따라 2017년 지역화폐의 발행금액이 상이하였

다. 이에 정확한 지역화폐 발행금액을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확한 분석

을 위해 발행 규모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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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신문을 찾아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9년

을 기준으로 도입여부를 조사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화폐를 일시적으로 도입하였다가 중단하기

도 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시간적 범위는 2017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잠시 추진했다가 몇 달 만에 중지한 정책은 해

당 지자체가 정책을 완전히 도입했다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

했기 때문이다. 2019년 현재 지역화폐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지자

체만을 ‘지역화폐를 도입한 기초자치단체’라고 정의하였다

지역화폐의 경우, 지역행정 조례가 준비가 되고 정책을 실제로

발행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로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서 공개하는 조례안을 살펴본 결과, 지역화폐 도입에 대해 논의하

고 행정조례가 공개되고 발행하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시점을 2년으로 계산하여 실제 도입여부

인 종속변수의 시점은 2019년, 그 외 도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

정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는 2017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② 독립변수

독립변수 중 재정관련 변수는 지방재정365 홈페이지를 통해 수

집하였다. 본 연구는 세입결산 자료를 통해 각 기초자치단체별 지

방세 수입, 세외수입을 수집하였다. 또한 재정자립도(%)를 수집하

였다. 세입결산 자료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의 재정상

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판단하는 주요

변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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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련 변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통계자료를 기반으

로 수집하였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정치적 성향을 나타

내는 변수로 지방의회 기초의원의 소속정당별 의석수를 기준으로

진보정당의 소속의원비율을 조사하였다. 여기서 진보정당은 민주

당, 정의당, 민주통합당으로 설정하였다.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정당

더미는 당해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에 근거한 변수이다. 분석

에 사용된 기초자치단체장 정당더미의 준거집단은 현 여당인 민주

당이다. 정치제도의 통제형태를 나타내는 단정정부 변수는 기초자

치단체장의 정당과 지방의회 다수당의 일치여부를 의미한다. 정당

이 여당인지와는 무관하게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과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1,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0으로 더

미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요요인에 대한 독립변수는 고용노동부, 통계청, 그리고 지방재

정365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추출하였는데, 이 중, 소상공인 종

사자수를 도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조사 자

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에서는 소상공인 종사자수를 따로 구

분항목으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통계를 기반으로 소상공

인 종사자수를 정의에 맞게 도출하였다. 「중소기업기본법」에는

대분류 기준 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종사자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를 소상공인으로 정

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중소기업기본법의 정의에 따라 제 10

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을 기반으로 제조, 광업, 건설, 운송

업과 그 외 업종을 구분하여 최종적으로 소상공인 종사자수를 도

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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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이동은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의 자료를 활용하였

다. 인구 이동은 행정구역 경계(시도, 시군구, 읍면동)를 넘어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로, 본 연구에서는

활용하는 인구이동 변수는 전입(행정구역 경계(시도, 시군구, 읍면

동)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 이동해 온 경우) - 전출

(행정구역 경계(시도, 시군구, 읍면동)를 넘어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간 경우)를 의미하며 주민등록전입신고 기준으로

집계한다.

복지정책 관심도는 지방재정365에서 공개하는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로 계산하였다. 사회복지비란 지방자치단체가 1년간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등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며 사회복지비비율

산정공식은 (사회복지분야 결산액÷세출결산액)×100으로 단위는 %

로 나타난다.

이와 유사하게 지역축제 관심도 또한 지방재정365에서 공개하는

행사 및 축제 경비비율로 계산하였다. 행사·축제경비란 한 해 동안

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행사관련시설비 등을 지출한 내역을 의미하며 (행사축제경비÷세출

결산액)×100으로 단위는 %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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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 분석변수의 조작적 정의

분야 분석 변수 조작적 정의

재정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지방세 ln(1인당 지방세)

세외수입 ln(1인당 세외수입)

정치

진보율10)
진보정당(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주통합당) 소속 기초의원 비율

지자체장

정치성향
기초자치단체장 여당소속여부

단정정부11)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과 지방의회 다수당의

일치 여부(단점정부 = 1, 분점정부= 0)

수요

기반

정책수혜대상

인구
전체 종사자 수 중 소상공인 종사자수의 비율

인구 이동 인구 순이동으로 전입자 수 – 전출자 수

복지정책 관심도 복지비 지출 비율(%)

지역축제 관심도 지역축제비 지출 비율(%)

10) 정치적인 요인 중 지방의회의 정치적 성향은 기초의회 의원의 소속정당별 의석수를 기

준으로 진보정상 소속의원 비율로 측정

11) 단정정부 여부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과 지방의회 다수당의 일치 여부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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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제변수

각 연구가설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통계청 및 지방자치단체 홈

페이지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분석단위로 하는 인구통

계학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변수를 수집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성비, 평균연령, 인구밀도 변수 등을 투입

하였다. 구체적으로, 여성 100명당 남성의 비율 (Sex, 단위: %), 해

당 지역의 평균 연령(Age, 단위: 세), 그리고 인구분포의 조밀한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인 인구밀도 (Popu Den = 인구(만

명)/국토면적(㎢))를 산출하여 인구통계학적 통제변수를 구성하였

다.

사회경제적 변수로는 지역구별 1인당 GRDP, 주관적인 건강평

가, 기초자치단체의 면적을 투입하였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건강

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으로 인식하는 인구의 비율을 나

타내는 주관적 건강 양호비율 (Health, 단위: %), 그리고 행정구역

기준 동,읍에 해당하고 용도구역기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

역,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 (Area, 단위: km²)의 사회

경제적 변수를 활용하였다.



- 51 -

제 5 장 연구 모형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본 연구모형은 아래와 같다. 본 연

구에서는 로직분석을 활용하여 각 가설마다 지역화폐의 형태별 도

입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 그림 7 > 정책채택모형과 분석 변수

< 그림 8 > 로짓분석 모형

Y= a+b재정자립도+bln(1인당 지방세) +bln(1인당 세외수입)

+b진보율 + b지자체장 정치성향 + b단정정부 + b소상공인 

종사자 비율 + b인구이동 + b복지비 지출 비율 +

b지역축제 지출 비율 + bln’PopuDen`+ b`Age`+b’Sex`+

b`Health`+blnArea`+`bln’GRDP`+bln’siz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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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모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이전에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

를 확인해 보았다. 종속변수가 더미변수인 관계로 변수 간 상관관

계가 모두 0.7이하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지역축제비 지출비율과 복지비 지출비율의 상관관계가

–0.69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 세외수입과 지역축제비 지출비

중(-0.51)와 같이 재정변수의 상관관계가 타 변수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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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 변수 간 상관관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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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분석 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결과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지역화폐 도입여부의

평균값은 0.57으로 전국적으로 57%의 지자체에서 지역화폐가 도입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류형 화폐의 경우 45%, 카드형

화폐의 경우 30%로 지류형이 카드형보다 도입이 많이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 표 9 > 종속변수의 기초통계값

분야 분석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종속

변수

지역화폐 도입 0.57 0.50 1.00 0.00

지류형 도입 0.45 0.50 1.00 0.00

카드형 도입 0.30 0.46 1.00 0.00

도입 형태를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한반도 지도에 표기한

결과, 지류형 화폐의 경우 전국적인 도입률은 높지만 광역시와 수

도권에서 보급률이 떨어지는 한편, 카드형 화폐는 광역시와 수도

권을 중심으로 도입이 되고있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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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 지역화폐 형태별 도입 현황

<지류형 지역화폐>

단위: %

<카드형 지역화폐>

단위: %

주: 각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취합

독립변수의 기초통계 분석을 통하여 전반적인 전국 지자체의 재

정, 정치 그리고 수요기반 세부요인들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27.67%로 나타났는데, 2017년 재

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안산시(72.20%), 가장 낮은 지

역은 전남 신안군(8.60%)이다. 표준편차가 평균에 비해 크게 나타

나 기초자치단체마다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그 외에 1인당 지방세와 세외수입 또한 평균에 비해 표준편

차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국 1인당 지방세 평균은 85,275원, 세외

수입 평균은 140,901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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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요인중 진보율은 지방의회의 정치적 성향으로, 기초의회

의원의 소속정당별 의석수를 기준으로 진보정상 소속의원 비율로

측정하였는데, 전국에서 60.45%로 나타났다. 이 외에 지방자치단체

장 중 67%가 여당이고 60%가 단정정부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종사자 수의 비중이 전국 평균이 18.33%로 나타났으

며, 경기 여주시가 36.71%로 가장 많았고, 전남 장성군이 7.45%로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인구 중

1.57%의 인구이동이 일어났는데, 경기 과천시(-11.02%)에서 인구

유출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 강동구(18.71%)에서 유입이 가장 많았

다. 그 외에 복지비는 전국적으로 전체 예산 중 34.05%를 지출하

고 있는데, 광주 북구에서 지출비중이 가장 높았고 경북 울릉군에

서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지역축제는 0.94%를 평균적으로 지출

했는데, 강원 화천군에서 가장 높고 부산 진구에서 가장 지출비중

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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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 독립변수의 기초통계값

분야 분석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재정

재정자립도(%) 27.67 14.63 72.20 8.60

1인당지방세(원) 85,275 231,967 2,947,713 669

1인당세외수입(원) 140,901 246,644 2,045,251 937

정치

진보율(%) 60.45 25.33 100.00 0.00

지자체장정치성향 0.67 0.47 1.00 0.00

단정정부 0.60 0.49 1.00 0.00

수요

기반

소상공인종사자(%) 18.33 6.32 36.71 7.45

인구 이동(%) 1.57 5.10 18.71 -11.02

복지비 지출(%) 34.05 15.02 70.86 7.92

지역축제지출(%) 0.94 0.54 2.73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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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채택모형 분석결과

① 지역화폐 도입 및 도입 유형에 따른 결과

향후 페이지에 제시되는 표는 지역화폐 정책 채택의 결합모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서 어느 형태든 지역화폐를 도입한 경우와

지류형 지역화페만을 도입한 경우, 그리고 카드형 지역화폐 만을

도입한 경우를 구분하여서 총 3가지의 도입 형태를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재정적인 요인에 대한 영향을 살

펴보면, 전체 지역화폐 도입에서 지방세가 유의미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류형 지역화폐 또한 지방세가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카드형에서는 유의미한

재정적인 요인을 찾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지역화폐 도입은 지방

세를 많이 받는 지역에서 도입을 하는 추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적인 요인에서는 전체 지역화폐 도입이 단정정부 여부에 따

라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 지역화폐 도입의

경우 단정정부일 경우가 양(+)의 영향을 받았다. 여기서는 단점정

부일 경우 정책의 채택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가설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류형 지역화폐나 카드형 지역화폐 도

입은 단정정부를 포함하여 정치요인에 해당하는 가설 중에서 유의

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수요요인의 중 소상공인 종사자 비율은 모든 도입 형태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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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의 수가

정책도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는 지류형 지역화폐 도입과 카드형 지역화폐 도입에서 음

(-)의 관계를 나타났다.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인구 유출이 많은

지역일수록 인구와 자본유입을 촉구하는 지역경제 정책 도입에 적

극적일 것이라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셈이다. 세부적으로

지류형 지역화폐의 경우 상관계수가 –0.24인 반면, 카드형의 경우

–0.08에 그쳤다. 이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류형

지역화폐 도입이 카드형에 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비 지출비중은 모든 지역화폐 도입 형태에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중 전체 지역화폐 도입과 지류형 지역화폐 도입에서

는 음(-)의 영향을 미친 반면, 카드형 지역화폐 도입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미친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즉, 전체 지역화폐와 지

류형 지역화폐의 경우, 복지 지출비중이 낮은 지역일수록 재분배

정책인 지역화폐의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축제지출비중은 지류형 지역화폐 도입에서만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지류형은 모바일과 카드형과

는 다르게 사전에 신청 및 발급받지 않고도 누구나 즉시 사용가능

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외부방문객이 많은 지역축제에서 외

부인을 대상으로 일회성으로 활용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1.11의 큰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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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 모형 추정 결과

지역화폐
지류형

지역화폐

카드형

지역화폐

재정자립도
0.00
(-0,18)

-0.02
(-0.95)

0.02
(1.57)

지방세
0.55**
(2.01)

0.89**
(2.37)

0.27
(1.08)

세외수입
-0.37
(-1.27)

-0.59
(-1.73)

-0.15
(-0.54)

진보율
0.01
(0.8.)

0.01
(0.48)

0.01
(0.53)

지자체장
정치성향

0.52
(1.08)

0.68
(1.35)

0.27
(0.59)

단정정부
1.02*
(1.75)

0.88
(1.27)

-0.05
(-1.10)

소상공인 0.01
(0.38)

-0.01
(-0.44)

0.05
(1.61)

인구 이동
-0.11
(-1.75)

-0.24**
(-2.00)

-0.08
(-1.62)

복지 -0.08***
(-3.74)

-0.16***
(-4.29)

0.05***
(2.26)

지역축제
0.71
(1.48)

1.11**
(2.14)

0.73
(1.54)

1인당 GRDP 0.00
(0.24)

0.00
(0.28)

0.02**
(2.10)

평균 연령
0.00
(0.03)

-0.01
(-0.13)

0.02
(0.30)

지역 면적
0.00
(0.26)

0.00
(-0.14)

0.00
(0.87)

성비 -0.02
(-0.47)

-0.09**
(-2.32)

0.03
(0.86)

건강상태
-0.04
(-1.31)

-0.07*
(-1.91)

-0.04
(-1.10)

인구밀도 -0.06
(-1.22)

-0.01
(-0.11)

0.00
(0.08)

상수
3.31
(0.72)

12.63**
(2.55)

-9.12*
(-1.85)

Chi 107.49 141.54 46.54

Adjusted R2 0.3513 0.4590 0.1703

N 224 224 224

주: 1) 괄호 안은 z값, 2) *, p<0.10;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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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입 유형별 개별 모형의 설명력 비교

추가적으로, 종속변수 별로 개별 설명모형의 설명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표준오차를 적용하지 않은 로짓 분석을 실시하고 Adjusted

R2값을 각 도입형태별로 비교하였다.

먼저, 전반적인 지역화폐 도입 모형에 관한 설명력을 비교한 결

과, 수요모형과 재정모형의 설명력이 각각 0.245와 0.236로 두 값

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다. 반면, 정치모형의 설명력은 0.017 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화폐 도입에 있어서 정치적인 요인보

다 정책 수요요인과 재정요인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화폐 도입의 경우는 수요기반 모형의 설명력이

0.376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재정모형이

0.276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에 비해 정치모형은 0.038의 낮은 설

명력을 보였다. 지류형의 경우 정책을 도입하는데 있어 정책 수요

자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지류형

지역화폐 도입의 모형은 전체 지역화폐와 카드형 지역화폐 도입을

분석한 모형에 비해서 가장 설명력이 높았다. 이는 지류형 지역화

폐가 발급하기가 행정적으로 용이하며, 발급 역사또한 길기 때문

에 설명력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카드형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른 형태

의 도입결과에 비해 매우 낮은 설명력을 보였다. 그 중에서 재정

요인(0.081)과 수요기반요인(0.057)이 정치요인(0.081)에 비해 카드

형 지역화폐 도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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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 지역화폐 도입 전체

재정모형 정치모형
수요기반

모형
통합모형

재정자립도 -0.02
(-1.28)

0.00
(-0,18)

지방세
1.22***
(6.37)

0.55**
(2.01)

세외수입
-1.13***
(-6.26)

-0.37
(-1.27)

진보율
0.13*
(1.78)

0.01
(0.8.)

지자체장
정치성향

-0.43
(-1.25)

0.52
(1.08)

단정정부 0.02
(0.05)

1.02*
(1.75)

소상공인
0.02
(0.84)

0.01
(0.38)

인구 이동 -1.12***
(-2.76)

-0.11
(-1.75)

복지
-0.07***
(-4.42)

-0.08***
(-3.74)

지역축제 0.34
(0.78)

0.71
(1.48)

1인당 GRDP
0.00
(0.24)

평균 연령
0.00
(0.03)

지역 면적
0.00
(0.26)

성비
-0.02
(-0.47)

건강상태 -0.04
(-1.31)

인구밀도
-0.06
(-1.22)

상수 3.31
(0.72)

Chi 72.54 5.23 75.08 107.49

Adjusted R2 0.236 0.017 0.245 0.351

N 224 224 225 224

주: 1) 괄호 안은 z값, 2) *, p<0.10;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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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 지류형 지역화폐

재정모형 정치모형
수요기반

모형
통합모형

재정자립도 -0.06***
(-4.23)

-0.02
(-0.95)

지방세
1.31***
(5.66)

0.89**
(2.37)

세외수입
-1.31***
(-5.92)

-0.59
(-1.73)

진보율
0.02**
(2.46)

0.01
(0.48)

지자체장
정치성향

-0.82**
(-2.40)

0.68
(1.35)

단정정부 -0.57
(-1.43)

0.88
(1.27)

소상공인
-0.02
(-0.73)

-0.01
(-0.44)

인구 이동 -0.20**
(-2.43)

-0.24**
(-2.00)

복지
-0.11***
(-5.66)

-0.16***
(-4.29)

지역축제 0.62
(1.43)

1.11**
(2.14)

1인당 GRDP
0.00
(0.28)

평균 연령
-0.01
(-0.13)

지역 면적
0.00
(-0.14)

성비
-0.09**
(-2.32)

건강상태 -0.07*
(-1.91)

인구밀도
-0.01
(-0.11)

상수 12.63**
(2.55)

Chi 85.59 11.85 115.89 141.54

Adjusted R2 0.276 0.038 0.376 0.4590

N 224 224 225 224

주: 1) 괄호 안은 z값, 2) *, p<0.10;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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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 > 카드형 지역화폐

재정모형 정치모형
수요기반

모형
통합모형

재정자립도 0.03**
(2.52)

0.02
(1.57)

지방세
0.39***
(2.65)

0.27
(1.08)

세외수입
-1.76
(-1.21)

-0.15
(-0.54)

진보율
-0.01
(-0.62)

0.01
(0.53)

지자체장
정치성향

0.54
(1.41)

0.27
(0.59)

단정정부 0.43
(1.00)

-0.05*
(-1.10)

소상공인
0.05**
(1.97)

0.05
(1.61)

인구 이동 -0.08**
(-2.22)

-0.08*
(-1.62)

복지
0.03**
(2.38)

0.05***
(2.26)

지역축제 0.29
(0.74)

0.73
(1.54)

1인당 GRDP
0.02**
(2.10)

평균 연령
0.02
(0.30)

지역 면적
0.00
(0.87)

성비
0.03
(0.86)

건강상태 -0.04
(-1.10)

인구밀도
0.00
(0.08)

상수 -9.12*
(-1.85)

Chi 22.17 4.99 15.49 46.54

Adjusted R2 0.081 0.018 0.057 0.1703

N 224 224 225 224

주: 1) 괄호 안은 z값, 2) *, p<0.10;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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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신규도입/폐지지역 대상 분석결과

① 지역화폐를 신규 도입한 지역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지역화폐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그 해에

신규로 도입한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분석하였다. 이는 2018년도

에 신규 도입한 지역과 2019년에 신규 도입한 지역에서 재정, 정

치, 그리고 수요기반 요인 중에서 어떠한 모형이 설명력이 높은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아래 < 표 14 >에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지

역화폐를 신규로 도입한 지자체수와 도입률을 나타내었다.

< 표 15 > 지역화폐 신규 도입 현황

도입연도 도입 지자체 수 신규 도입률

신규 도입
2018년 13개 23.64%

2019년 74개 45.12%

주: 신규 도입률은 전년도 도입하지 않았던 지자체 중에서 도입한 비율을 계산

한 값으로 (해당연도 신규도입 지자체 수) ÷ (전년도 도입하지 않았던 지자

체 수)로 계산

우선, 2018년도 신규 도입한 지자체에 대한 분석 결과는 < 표

15 >와 같다. 2018년도에 지역화폐를 신규 도입한 지자체는 재정

적인 요인(지방세, 세외수입)과 정치적인 요인(진보율, 기초자치단

체장의 정치성향)에서 유의한 값을 나타냈다. 지방세의 상관계수는

양(+)의 값이 나타난 반면 세외수입의 상관계수는 음(-)의 값이 나

타났다. 정치적인 요인에서는 해당지역의 기초의회 의원이 진보정

당에 소속된 비율이 낮으면 신규 도입한다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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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통합모형의 유의한 상관계수 중 가장 절대값이 높은

요인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당소속여부를 나타내는 독립변수

로 나타났다. 즉, 해당 지역의 리더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당인 민

주당에 소속이 되어 있을수록 2018년도에 지역화폐를 신규 도입했

다는 것이다.

2019년도에 지역화폐를 신규 도입한 지자체는 총 74개로, 2018

년보다 도입한 지역이 많았다. 2019년도 신규 도입한 지자체에

대한 분석 결과는 < 표 16 >와 같다. 2019년도는 2018년도와는 다

르게 재정적인 요인에서 유의한 값이 나타나지 않았고, 정치와 수

요요인에서 유의한 값이 나타났다. 먼저, 정치에서는 단정정부여부

가 양(+)의 값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다수당이 일치한 경우 신규 정책도입에 힘을 얻는다는 앞선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 뿐만 아니라 수요요인 중 복지비

지출비중은 음(-)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앞선 < 표 10 >의

전체 지역화폐와 지류형 지역화폐 도입 결과에 따른 분석과 일치

하는 결과이다.

한편, 2018년과 2019년도의 신규 도입한 지역을 대상으로 앞서

제 2절 ② 도입 유형별 개별 모형의 설명력 비교의 연구방법과 동

일하게 표준오차를 적용하지 않은 로짓 분석을 실시하고 Adjusted

R2값을 각 모형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2018년도에 신규 도입한 13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

석한 각 요인별 모형에 따른 설명력을 비교할 수 있었다. 통합 모

형을 분석한 결과 R2가 0.22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그 중에 재정



- 67 -

모형의 설명력이 0.084로 가장 높게 나탔고, 그 다음으로 정치

(0.026)의 설명력이 높았으며, 수요기반(0.024)은 정치와 비슷한 설

명력을 나타냈다.

2019년도에 신규 도입한 74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요인별 모형

에 따른 설명력을 비교한 결과, 2018년과 설명력의 다르게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2019년도 신규도입에 재정적인 요인을 담은 재정

모형의 설명력은 0.087으로 가장 높았고, 수요요인의 설명력이

0.063으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정치요인의 설명력은 0.006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2018년도와 2019년도의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내부결정요인의

모형별 설명력은 재정요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수요

요인과 재정요인의 설명력 차이는 연도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2018년도는 재정요인과 수요요인의 설명력이 꽤 차이가 나서,

2018년도 지역화폐 신규 도입은 재정적인 요인이 압도적인 설명력

을 지녔다. 그에 반면, 2019년도는 재정요인과 수요요인의 설명력

의 차이가 크지 않아, 2019년도의 지역화폐 신규 도입은 재정적인

요인과 수요요인이 비슷하게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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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 2018년 신규 도입

재정모형 정치모형
수요기반

모형
통합모형

재정자립도 -0.02
(-0.77)

-0.06
(-1.63)

지방세
0.97**
(2.45)

1.66***
(2.94)

세외수입
-0.81**
(-2.15)

-1.38**
(-2.54)

진보율
-0.01
(-0.53)

-0.04*
(-1.77)

지자체장
정치성향

1.16
(-0.53)

2.37*
(1.83)

단정정부 0.21
(0.25)

1.57
(1.26)

소상공인
0.02
(0.55)

0.03
(0.47)

인구 이동 -0.08
(-0.94)

0.04
(0.31)

복지
-0.25
(-0.97)

0.01
(0.13)

지역축제 -0.81
(-1.05)

-1.04
(-1.11)

1인당 GRDP
0.00
(0.33)

평균 연령
-0.07
(-0.68)

지역 면적
0.00
(-0.92)

성비
-0.18*
(-1.7)

건강상태 -0.05
(-0.72)

인구밀도
0.13
(1.52)

상수 19.68
(1.53)

Chi 8.30 2.55 2.39 22.27

Adjusted R2 0.084 0.026 0.024 0.224

N 224 224 225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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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 > 2019년 신규 도입

재정모형 정치모형
수요기반

모형
통합모형

재정자립도 0.001
(0.10)

0.01
(0.70)

지방세
0.72***
(4.30)

0.36
(1.45)

세외수입
-0.49**
(-3.15)

-0.13
(-0.51)

진보율
-0.001
(1.10)

-0.003
(-0.29)

지자체장
정치성향

-0.16
(-0.46)

0.12
(0.28)

단정정부 0.47
(1.11)

0.96*
(1.79)

소상공인
0.04
(1.63)

0.04
(1.29)

인구 이동 0.08**
(-2.03)

-0.08
(-1.48)

복지
-0.04***
(-2.59)

-0.07***
(-3.12)

지역축제 -0.40
(-1.06)

0.14
(0.32)

1인당 GRDP
0.000
(-0.06)

평균 연령
0.02
(0.31)

지역 면적
0.000
(0.15)

성비
-0.08**
(-2.16)

건강상태 -0.08**
(-2.41)

인구밀도
-0.08
(-1.43)

상수 8.62*
(1.84)

Chi 24.73 1.78 18.89 48.30

Adjusted R2 0.087 0.006 0.063 0.170

N 224 224 225 224



- 70 -

② 지역화폐를 폐지한 지역

본 연구에서는 신규로 도입한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역화

폐를 도입해 왔으나 그 해에 지역화폐 발행을 폐지한 지역에 대해

서도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앞서 지역화폐를 신규 도

입한 지역의 분석과 목표가 유사한데, 2018년도에 폐지한 지역과

2019년에 폐지한 지역에서의 재정, 정치, 그리고 수요기반 요인 중

에서 어떠한 모형이 설명력이 높은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아래 <

표 17 >에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지역화폐를 폐지한 기초자치

단체의 수와 폐지율을 나타내었다.

< 표 18 > 지역화폐 폐지 현황

폐지연도 폐지 지자체 수 폐지율

폐지
2018년 7개 4.12%

2019년 7개 4.27%

주: 폐지율은 전년도 도입했던 지자체 중에서 폐지한 비율을 계산한 값으로 (해

당연도에 지역화폐 발급을 중지한 지자체 수) ÷ (전년도에 도입했던 지자체

수)로 계산

지역화폐를 폐지한 지역은 앞서 분석한 지역화폐를 신규 도입한

지역에 비해 그 수가 적게 나타난다. 이에 폐지한 지역을 대상으

로 하는 연구 결과는 신규 도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에 비해 전반적으로 분석결과의 완성도가 부족하고 유의한 변수가

적다. 그 이유로 인해 지역화폐를 폐지한 지역에 대한 결과 해석

은 앞서 분석과는 다르게, 기초통계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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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9 > 2018년과 2019년 폐지한 지역의 주요 기초통계값

요인 변수 (단위)

폐지한 지역과 유지한 지역의 값 차이

18년 19년

재정요인

재정자립도(%) -6.33 -12.00

지방세(원/명) -62,974 -24,985

세외수입(원/명) -54,893 -12,728

정치요인

진보율(%) -12.99 -7.30

지자체장 정치성향(%) -0.10 -0.25

단정정부 -0.18 -0.18

수요기반
요인

소상공인(%) -0.37 -1.47

인구이동(%) -1.50 -0.90

복지(%) -8.84 -8.02

지역축제(%) 0.30 0.12

우선, 지역화폐를 폐지한 지역의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값의 부호

가 18년과 19년도에 모두 일치하여, 유지하는 지역과는 다른, 폐지

한 지역의 재정, 정치 그리고 수요기반 특성이 일관적으로 나타나

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듬해 지역화폐를 폐지한 지자체는 유지판 타지자

체보다 평균 재정자립도, 인당 지방세, 세외수입이 낮았다. 정치요

인의 경우 폐지한 지자체의 평균 정치성향은 유지한 지자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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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성향을 가졌다. 이러한 재정요인과 정치요인의 기초통계값

은, 지자체가 재정적인 상황이 열악할수록 정책을 포기한다는 가

설과, 재분배 정책을 추구하는 진보성향일수록, 단정 정부일수록

정책을 활발하게 도입할 것이라는 가설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수요기반의 요인은 세부 독립변수별로 결과값이 상이하

게 나타났다. 폐지한 지역은 평균 소상공인의 종사자 비율이 낮고,

복지비 지출비중이 유지한 지역보다 낮게 나타나, 기존 가설과 일

치하지 않은 분석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인구유출이 있는 지역과

지역축제의 재정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폐지한다고 나타나, 지역에

거주 및 방문 인구를 더욱 시급하게 유입시켜야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타 요인으로 인해 지역화폐를 폐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통합모형의 분석결과의 경우, 변수별 유의성보다는 재

정, 정치, 수요기반 모형의 설명력 비교에 따른 결과에 초점을 두

어 해석할 필요를 확인하였다.

2018년과 2019년도에 지역화폐를 폐지한 지역을 대상으로 앞서

제2절 ② 도입 유형별 개별 모형의 설명력 비교의 연구방법과 동

일하게 표준오차를 적용하지 않은 로짓 분석을 실시하고 Adjusted

R2값을 각 모형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2018년도 통합 모형 결과값의 R2가 0.137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그 중에 재정모형의 설명력이 0.078로 가장 높게 나탔

고, 그 다음으로 수요기반 모형의 설명력이 0.055로 높게 나타났

다. 정치모형의 설명력이 0.029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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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에 폐지한 7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요인별 모형에 따

른 설명력을 비교한 결과, 2018년과 설명력의 순서가 동일하게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2019년도 지역화폐 폐지를 대상으로 재정요인

을 담은 재정모형의 설명력은 0.147으로 가장 높았고, 수요요인의

설명력이 0.050으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치요인의 설

명력은 0.030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지역화폐 페지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내부결정요인의 모형별 설명력은 (재정요인) > (수요요인) > (정

치요인)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모형의 설명력은 연도

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2018년도에는 재정모형의 설명력이

0.078에 그친 반면, 2019년에는 그 두 배인 0.147로 나타나, 2019년

에 폐지한 지자체가 2018년에 폐지한 지자체에 비해 재정적인 문

제가 컸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었다. 수요요인과 재정요인의 설명

력 차이는 연도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종합한 결과, 지역화폐를 폐지한 지역은 유지한 지역에 비해 인

구 유출이 심하여 적극적인 산업 및 인구 육성정책을 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요인 등으로 인해 지역화

폐를 폐지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추가로 분석한 결과에 따라, 지

역화폐를 폐지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재정적인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수요기반 모형의 설명력이 높

게 나타났다. 정치는 지역화폐를 폐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은 영

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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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결과의 종합

본 논문에서는 연구모형 설정 이전에 지역화폐의 해외사례와 국

내사례를 검토하고, 선행연구와 최근 지자체의 보도자료를 종합하

여 기존에 산발되어있는 대안화폐로부터 지역화폐 유형 구조화하

고, 발급 형태별로 현황을 제시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화폐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책확산의 정태적 모형 중 내부요인모형에 근거하여 실증

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지역화폐 도입을 유형별로 비교하였고, 신

규 도입과 폐지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화폐 도입은 재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 그리고

수요 요인에서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재정요인

은 1인당 지방세가 높은 지역에서 지역화폐가 도입된다는 가설이

채택되었고, 정치 요인에서는 지방정부의 정치제도가 단일정당에

의해 통제될 경우 지역화폐를 도입한다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또

한, 복지 지출비중이 높아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지역일수록

지역화폐를 도입한다는 수요기반의 가설이 동시에 채택되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나 세외수입은 지역화폐 도입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세와는 달리 재정자립도와 세

외수입은 지방정부 재정상황을 간접적으로 유추하는 변수이기 때

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기초의원의 소속정당이 진보인 것

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여당에 소속된 요인보다는 지방정부의 정치

제도가 단일정당에 의해 통제된 경우가 지역화폐 정책도입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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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는 앞선 선행연구에서

제시한대로 단점정부에서는 두 정당 사이의 타협을 필요로 하는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Hansen,1983). 그러므로 단일 정

당에 의한 정치제도 통제는 새로운 정책의 채택이라는 목표를 달

성할 가능성을 결정한다는 것을 싱증적으로 증명하였다.

수요기반의 요인 중에서는 소상공인 종사자 수, 인구이동, 그리

고 지역축제요인보다 복지지출에 대한 요인이 지역화폐 도입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

자인 소상공인 종사자 수와 무관하게 정책이 채택이 되는 것은 지

역화폐 정책 목표에 따른 정책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구의 이동도 지역화폐 도입과 무관하

게 나타났다. 그로인해 선행연구 이연경(2018)에서 제시한 인구가

지방정부의 정책지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실증적

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축제와 지역화폐의 효과

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축제의 지출비중과

지역화폐의 도입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찾지 못했다.

한편, 지역화폐 발행 유형별로는 영향을 주는 내부요인이 다르

게 나타났다. 지류형 지역화폐의 경우 재정적인 요인과 수요기반

요인이 동시에 높은 설명력을 주는 반면, 카드형 지역화폐는 수요

기반 요인만이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 지류형 지역화폐의 경우

한국조폐공사에서 공식 발급하고 있는데, 발급비용이 카드형 지역

화폐에 비해 높다(최조순, 2014). 이는 지류화폐는 위 변조의 개연

성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조 및 관리비용이 비교적 높게

소요되기 때문이다(문진수, 2015)

유형별 분석결과를 요약하자면, 지류형 지역화폐의 경우가 카드

형 지역화폐 정책 도입에 있어서 더 많은 요인이 고려된다는 것이

다. 지역화폐를 신규 도입 혹은 폐지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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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모두 재정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는 정

치적 요인, 수요기반 요인보다 지방정부 수준에서 재정력은 정책

산출을 예측하는 주요변수가 된다(Dye, 1979)는 선행연구를 뒷받

침 하는 실증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지역화폐 정책도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요인이 매우 크게

나타나, 최근 급격하게 불어난 중앙정부의 재정 투입이 정책 도입

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향후 정책 효과를

측정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시행을 위해, 재정투입과 성과가 투명

하게 관찰되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정책은 전체적인 사

업규모 파악이 어렵고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절차가 상

이하다는 지적이 다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가 고용위기지역 등

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 사업예산 일부는 특

별 교부세를 활용하여 지원 예정이기 때문이다.

사업예산과 특별교부세를 혼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사

업추진 방식은 여러 우려점을 나타낸다. 먼저, 2019년 10월에 발표

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적인 지원 예산 규

모 파악이 어렵고, 특별교부세의 경우 자치단체 보조사업과는 단

리 보조사업 신청, 보조사업 확정, 대응사업비 마련, 보조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준수할 필요성이 없다. 또한, 특별교부세의 세부

집행 내역은 국회의 확정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예산 확정 이

후에도 지원비율 및 금액이 행정안전부의 검토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사업예산 내에서 지원비

율 등을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거나 전체적인 사업 규모

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여 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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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국회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발행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예산 회계의 명확성을 위하여 보조금 정

산 수행 후에도 국비로 할인발행을 지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

이 완료되었는지에 대해 중 · 장기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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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0 > 연구 가설 검증결과 요약

분류 가설
검증

결과

재정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할

것이다.
X

1인당 지방세가 높은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할

것이다.
O

1인당 세외수입이 높은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할

것이다.
X

정치

지방정부의 기초의원의 소속정당이 대부분 진보인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할 것이다.
X

지방정부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여당에 소속된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할 것이다.
X

지방정부 정치제도가 단일정당에 의해 통제될 경우

지역화폐의 채택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O

수요

기반

소상공인 종사자수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할 것이다.
X

인구 이동이 많은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할

것이다.
X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할

것이다.
O

지역축제관련 지출이 높은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할 것이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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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하여 지역화폐의 도

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비록, 정책 확산을 파악하

는 모형 중 정태적인 모형을 통해 지역화폐의 도입을 유형별로 내

부요인 영향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연구의 한계가 있다.

먼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투

입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역화폐 정책도입의 역사가 길

지 않아 짧은 시간범위의 데이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큰

거시적인 흐름을 고려하기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 보인다. 향

후 중앙정부의 예산이 연도별로 고르게 분포된 상황에서 지역화폐

의 유지 및 폐지 등 도입현황을 분석하면 이러한 거시적인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속변수가 지역화폐 도입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라

는 것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며 데이터를 수집 및 검증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의 2017년도 지역화폐 발행여부가 공

개된 자료별로 상이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예를 들어, 한국조폐공

사에서 공개한 2017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금액과 발행지역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역화

폐 발행금액은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2017년도 지역화폐 여부는

2019년도 자료를 참고하여 2019년 현재 발행을 지속하고 있는 지

역만 지역화폐를 도입하였다고 정의하였다. 이는 지역화폐 확산이

최근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바, 아직 지역화폐의 기초자치단

체별 집계한 정확한 데이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지역화폐의 형

태 별 발행규모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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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자는 각 지역별로 문의하여 도입여부를 발취하였

다. 예를 들어 기존에 지류화폐만 발행하였던 성남사랑상품권의

경우, 최근 모바일 전자화폐 형태의 상품이 출시되었다. 이에 광역

자치구 발표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초자지단체에 문의하거나

지역신문의 최근 발간기사를 참고하여 형태에 대한 데이터를 검증

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재검증이 필요하다.

지역화폐 정책도입의 역사가 짧은 대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는 종속변수 데이터의 제약으로 인해 단 년도 데이터만을 가지고

분석한 한계가 있다. 그 결과로 각 내부요인모형중에 유의한 변수

가 적게 나타났다. 만약, 지역화폐가 활발하게 도입된 2018~ 2019

년이 5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본 연구와는 달리 장기적인 패널 데

이터를 구축하여 동일하게 분석을 진행한다면, 재정, 정치 수요의

내부요인의 영향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정책 도입에 있어서 수요에 따라 정치

재정의 변동이 나타나는지, 정치에 따라 재정이 형성되고 수요를

나타나는지 등 각 독립변수의 상호영향관계 또한 좋은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이처럼 향후 지역화폐의 정책도입역사가 구축이 되고,

기초자치단체별로 데이터가 취합이 된다면 지역화폐 도입요인과

그 효과에 대해서 연구할 주제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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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the financial, political, and

demand-based factors of local government that affect adopting

economic policy. Not only that, this study amplifies academic

boarder of local currency to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since it has been mainly done from sociology field.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reveals the factors that

determines regional policy adoption by local governments.

Among the three explanatory factors of the static model, the

effect of local monetary policy introduction was analyzed. The

three explanatory factors adopted for the analysis a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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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political, and demand-based factors of the internal

factor model, one of the models that explains policy

introduction. The integrated model including these factors was

empirically analyzed and the relative influence between each

factor was proven in this study.

Most policy diffusion studies has analyzed policy acceptance

effects based on regional diffusion models among static models.

Also, the most of existing researches on the spread of multiple

policies are conducted limited to some part of the region, not

the whole country. In contrast, in this study, more than

two-hundreds cities and small districts in South Korea have

been analyzed, which are all in terms of basic level of

self-government. Also this study utilizes Internal Diffusion

Model, which has not been frequently dealt in this field of

study because of the shortage of data.

As a result, the introduction of local currency is affected by

all of the financial, political and demand factors. On the other

hand, internal factors differently affected in accordance with the

types of local currency. In the case of paper-type local

currency, financial and demand-based factors both have had the

effect, while card-type local currencies had only been affected

by the demand-based factor. In addition, financial factors

affected the most, in the regions where new currencies were

introduced or abolished.

In addition, this thesis examines foreign and domestic cases

of local currency before setting up a research mode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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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es previous studies with recent local government press

releases to distinguish local currency types from existing

alternative currencies. By presenting the current status by type,

this researcher has organized the classification of local currency

for use in future local currency research.

keywords : Local Currency, Type of Local Currency, Policy

Adoption, Policy Diffusion, Internal Factor Model, Local

Currency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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