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회적금융
강의안(2014.1.20)

공동체 금융의 이해
(지역기금 & 지역화폐)

SF : 개념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자본을 조성하고 가용한 금융서비스를
개발 적용하는 “윤리적인” 금융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가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으로 구분 가능

Social Finance :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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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Finance : Market

SF : 종류

 마이크로 금융 (Micro-finance)
 사회목적 투자 (Impact-investing)
 공동체 금융 (Community Finance)
 협동 금융 (Cooperative Finance)

@ 공동체 금융 : Community라는 표현을 지역(Local)이란 말로도 사용함
Social Finance : Style

사회적금융
생태계
@ 협동조합 조직들에게 제공된 자금규모

@ 영리 부문 기부금 액수

@ MF기관들의 누적대출 금액

@ 지역재단 등 지역 금융기관들의
투자 및 대출총액
사회적금융 발전 비교 (영국-한국)

공동체 경제

호혜적 관계망을 회복하는
협동사회경제 커뮤니티 구축
협동사회경제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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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경제 : 성공함수

일본, 마을 만들기
금융지원 체계

まちづくり

@ 마치즈쿠리(마을 만들기) 과정에서 기금은 중요한 한 “축”을 형성

CB 금융지원체계 : 일본

공동체 금융
생태계
수요자 (마을주민)
목표

공급자 (금융기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착한 금융 실현

기대치
- 포용적인 금융질서
- 유리한 조건의 투,융자 기준
-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
(동일 기준 적용 등 경직성 탈피)

- 높은 전문성
- 재무적 안정성
- 원활한 소통 및 친밀감

- 원활한 공급을 위한 인프라
- 지원기관의 전문성
- 지방정부의 실천 의지
(공동체 금융에 대한 우호적 태도)

- 투자자의 수익률에 대한 태도
- 이해당사자 간 협업 기반
- 탈 도덕적 해이 문화

공동체 금융 (수요&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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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수요&공급

마을 기금
: 이해관계자
공급자
그룹

수요자
그룹

마을기금 : 이해관계자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풀뿌리기금 (Community Root Fund)
융자기금 (Community Loan Fund)
재단 (Community Foundation)
화폐 (Community Currency)
발전기금 (Community Development Fund)
크라우드펀딩 (Community Crowd Funding)
채권 (Community Bond)
발전 신용협동조합 (CD Credit Union)
은행 (Community Bank)

Coop & Community Finance : Style

공동체 금융
생태계 조성

공동체금융 생태계 조성 전략

마을 기금
3가지 접근전략

1

자체 기금 조성

2

지.자.체 협력

3

기존 금융기관 활용

Approach Strategy

공동체금융
접근전략(Ⅰ)

자체 기금 조성







자조금융 기반 확립
Bottom-up 방식의 가장 이상적인 전략
구성단위(Unit)의 크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짐
자원 빈곤으로 인한 규모화의 한계 큼
공동유대(Common Bond) 활성화 정도가 관건임
-

자치구 내에 풀뿌리 기금을 모을 잠재력이 존재하는가?
기금 조성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무엇인가?
자치구를 기금 조성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자치구 영역을 넘는 연대기금을 조성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Approach Strategy (1)

마을기금
: 수요예측

@ 공급역량에 따른 지원 우선순위 및 재배치 전략이 필요
마을기금 : 수요예측

풀뿌리 금융

개인 (계원)
PERSON
2
대부

500만
(Max)

개인적립
DEPOSIT
BANK

@ 대부 종류에 따라 이자율 차등 적용
@ 대부 순서는 자율적으로 정함
@ 만약의 경우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

회사 (회원)
COMPANY
2

1

상호부조
제 경비

공동적립
COST

운영비

1

제 경비
COST

대여

500만
(Max)

적립금
DEPOSIT
BANK

2 채권발행
1,3,5,7
대동계

동네금고

3,5,7,9

10∼100
3

예치

@ 대동계 : 80명 (누적 130명) + 동네금고 : 14개 기업 참여
@ 소.행.주
성미산 마을 : 대동계, 동네금고

풀뿌리 금융

(비)조합원
대상

조합원
대상

6-12%

조합원
대상

0-?%

주거대출
SPACE

6-12%

사업대출
S.BIZ

개인대출
PERSON

외부단체
대상
6%
공동체대출
COM

채권발행
BANK

빈고 (출자금+차입금)

ASSET(2.7억)

비용
COST
잉여금
PROFIT

@ 융자 중심 : 대부 종류에 따라 이자율 차등 적용
@ 잉여금 사용처 (배분 기준 존재) : 지구분담금, 배당금, 적립금
@ 대손충당금 적립규정 (?)
해방촌 : 빈마을 금고

공동체기금

(Community Fund)

 지원기간 (3.6년) : 6개월 거치, 3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연리 4%)
 지원금액 : 기금 당 1,500만 원 대출
 지원대상 : 신규로 공동체기금 형성하려는 조직
(소규모 신용조합, 사회연대 형 자립금고)
공동체기금 : 사회투자지원재단

방법(1) :
비영리 재단법인






근거 : 민법 제 32조 (비영리법인 규정)
실체 : 재산의 집단
기본요소 : 설립자의 의지와 기본재산
업무소관 : 중앙정부 혹은 서울시

 비영리 재단법인이 갖는 의의 및 장점
- 사업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조직형태
- 비과세 혜택 (비영리법인 과세특례조항)
- 융자행위 가능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 예외조항)
- 투자행위 자격획득 용이 (상.증법 49조, 공익기여도가 높은 법인)
- (공동체)채권 발행 가능성 확보 (장학재단 등 특수목적법인 사례

비영리 재단법인 : 한국

방법(2) :
비영리 대부업체

 근거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실체 : 대부 & 대부중개업
 등록요건 : 영업소 + 출자자
 업무소관 : 주소지 관할 구청
 대부업 미등록 예외조항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
-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 비영리 사단법인 등록(서울시) + 대부업체 미등록
비영리 대부업체 : 한국

방법(3) :
비영리 사단법인

 근거 : 민법 제 32조 (비영리법인 규정)
 실체 : 사람의 집단
 기본요소 : 구성원의 단체의사와 목적에
따른 공동사업
 업무소관 : 중앙정부 혹은 서울시
 비영리 사단법인이 갖는 의의 및 장점
- 사업목적에 비교적 부합하는 조직형태 (비영리 MC기관)
- 기본재산 외 자금출연 불필요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회원사업 용이
- 비과세 혜택 (비영리법인 과세특례조항)
- 융자행위 가능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 예외조항)
- 투자행위 자격획득 용이 (상.증법 49조, 공익기여도가 높은 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 한국

공동체금융
접근전략(Ⅱ)

지.자.체 협력







로컬 거버넌스 기반 조성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협력적 연대 방식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짐
행정력의 관성에 끌려 다닐 개연성 큼
사회경제 등 시민사회 영역의 힘 보유가 관건임
-

협력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회투자기금의 운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정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시민사회 영역의 힘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Approach Strategy (2)

민.관 협력기금

자치구 중심 금융 생태계 조성
(자치구를 중심으로 마을과 광역을 묶는 구조)
마을, 자치구, 서울시 관계도

S시, 사회투자기금

(2012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용도







사회적기업, 사회적 벤처기업, 사회적 활동가
사회 환경 문화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투자사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 및 사람
소셜 커뮤니티, 마을기업, 공동체기업 및 마을공동체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그 외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공모사업

- 사업, 사업체(법인) 및 개인에게도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미
- 기금 위탁을 받은 기관의 필요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는 근거
-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 사실상 제한규정 없음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S시, 사회투자기금

(2013 실적)

 조성 : 목표(500억) 대비 0.2% (9,600만원. 민간 조달 기준)
 집행 : 목표(1,000억) 대비 6.6% (66억, 집행예정 미포함, 민관 합산 기준)
 주 집행내역 :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아이쿱, 쏘카 등 5개 기관)
소셜 하우징 (1건), 사회혁신채권(3개 기관), 기타 (국제 심포지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2013)

로컬 거버넌스
좁은 의미의 로컬 거버넌스

지방정부
넓은 의미의 로컬 거버넌스
@ 서울시의 경우, 거버넌스 지수는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로컬 거버넌스

공동체금융
접근전략(Ⅲ)

기존 금융기관 활용







기존 금융인프라 최대 활용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역량을 축적해 나가는 전략
제도, 법률 개혁 등 문제제기 병행
제도권 금융의 한계로 인해 효과가 약할 개연성 존재
우호적 금융기관과의 연대 협력이 관건임
-

신협, 마을금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금융기관의 우호적 협력을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반 조성을 위해 단체장에게 무엇을 요청할 것인가?
제도, 법률 개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

Approach Strategy

신.협 & 금고

신용협동조합법
공통점

새마을금고법

협동조직(비영리 법인) / 중앙회 설치 / 타 협동조합과의 협력의무

차이점
- 조합원 (비조합원 거래 제한)
- 공동유대 규정 존재 (시,군,구)
- 지역사회 개발사업 한정
(지역기업에 대한 출자 불가)
- 총회 (최고 의결기관)

- 금융위원회 감독
- 자치단체 권한위임 규정 없음
- 설립 출자금 최저한도 (지역조합)
(광역시 3억, 시 2억)

- 회원 (비회원 거래 자율규제)
- 영업구역 제한 없음
- 지역사회 개발사업 포괄규정
-

(지역기업에 대한 출자 가능)

총회와 대의원회 존재
주무부처(안.행.부) 감독
자치단체 권한위임 가능
설립 출자금 최저한도 (지역금고)
(광역시 5억, 시 3억)

@ 신협법 시행령 (지역사회개발사업) : 공동구매,판매사업/창고업/장의업 등
신협 법 & 새마을금고 법

신용협동조합

현황 및 추이







빠른 자산 증가 (예탁금 48조 원, 2009년도 14조 원)
연체율 상승 (6.38%, 2013.10월 기준, 시중은행 1% 내외)
예금자 보호기금 규모 미흡 (예수금 대비 1% 내외)
부실 신.협 처리방안 고심 : 인수합병(?)
수익개선 및 사업 다각화 : 알뜰phone 시장 진입
-

단위 신.협의 자산운용 전문성 미흡 (회사채 투자손실 큼)
금감원의 자산건전성 강화 Drive 예상
신규 신.협 인가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요원해 보임
신용협동조합 필요 시, 기존 신.협 인수방안 검토 요

@ 자산 규모 : 신.협 (55조) & 새마을금고 (105조)
@ 예수금 (장차 돌려줄 것을 전제로 한 채무 =고객예탁금)
신용협동조합

공동체금융
통합전략

융합과 통섭






어느 것도 자기 완결적이지 못함
각각의 전략 수행과정에서 축적된 결과물을 응집해야 함
우선순위 및 집중도는 객관적 조건에 따라 다름
경험적으로 2번(지.자.체 협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
-

무엇을 최우선 전략으로 가져갈 것인가?
결과물을 응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외국의 성공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한국의 경우, 선행 사례나 축적된 경험이 있는가?

Approach Strategy

공동체금융
방향성
금융기관
활용

Z

X

이상적인
방향

자치단체
협력

Y

@ 세 개의 좌표축이 교차되는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함
(어느 한 쪽으로의 쏠림은 전체적인 균형을 무너뜨릴 개연성이 큼)

자체기금
조성

공동체 금융 : 방향성 (Vector)

공동체금융
기반 분석

3

금융기관
협력

3

자조기금
형성기반

3

자치구
정책의지

기대치
S구

사회적 경제
수준&역량

S구
3

공동체 금융기반 분석

공동체금융
생태계

금융기관 및 지원조직의 이원화
- 금융기관 : 마을기금 + 자치구기금 + 서울시 기금 (상향식)
- 지원조직 : 자치구센터 + 서울시 센터 (하향식)

서울 : 공동체금융 생태계

기금 운용
& 걸림돌

아일랜드 기금

1

정보
비대칭

2

도덕적
해이

3

비용
구조

S시, 마을 기금

관계금융 실천 (밀착형 조직)
공동유대 존재 (신용정보 파악)
저축은행 (예금자=대출자)

개인 신용정보 축적
공동유대 회복 (마을공동체)
법 인격 획득 (여&수신)

엄격한 여신관리
- 연체이자, 보증인 제도
- 보유예금 차감

시스템에 의한 밀착관리
- 융자&컨설팅 (Micro-Credit)
- 집단대출 기법 활용

업무절차 간소화, 표준화
자원봉사자 (마을주민) 활용
기금 운용위원회의 역할

운영 매뉴얼 제작
(마을주민) 업무순환제 실시
자치구센터 업무지원

@ 표준화란, 전체 기금이 동일한 운영방식을 가져간다는 의미 (사실상의 Franchising)
기금운용위원회(The Loan Fund Board) : 아일랜드 기금연합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기금 운용 : 3가지 걸림돌

화폐의 기능

 가치 척도 (Unit of Account)
 지불 수단 (Means of Payment)
 교환 매개 (Medium of Exchange)

기본기능
(3가지)

 가치 저장수단 (Store of Value)
 투기 도구 (Tools of Speculation)
 지배 수단 (Means of Rule)

확장기능
(3가지)

@ 화폐는 공동체 내의 무의식적인 합의다. (by 베르나르 리에테르)
화폐의 기능 : 3+3

대안화폐의
필요성






화폐 본연의 기능에 충실 : ‘교환’의 수단
가치저장 기능의 거세 (감가 화폐, 늙어가는 돈)
화폐 유통속도 증가 : (경제적)가치 순환의 확산
양화(무이자 화폐)가 악화(이자 금융)를 구축함
(돈 버는 ‘나쁜’ 일을 없애고 돈 안 되는 ‘좋은’ 일을 늘림)

“돈=돌고 도는 것”

- 돈은 (+)이자가 아니어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 지역이 피폐한 것은 (인적)자원 문제가 아니라 화폐부족 때문이다.

@ 감가화폐(demurrage currency) : 선박의 하역지체에 따른 수수료 징수
대안 화폐 : Alternative Currency

지역화폐
: 효과

 지역화폐는 사람들 간의 소통을 활성화한다.
 지역화폐는 (죽은) 노동을 되살려 가치를 창출한다.
 지역화폐는 (가격에 숨겨진 이자를 제거함으로써) 소득을
증대시킨다.
 지역화폐는 지역사회의 성장, 발전을 촉진한다.
 지역화폐는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창출하는데 기여한다.
@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란, 외부의 자원(특히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기제)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제 생태계를 말함.

지역화폐 : 효과

대안화폐
: 분류법

1 병용화폐







Parallel Currency
성격 : 보완화폐
범위 : 국가 / 지역
인증 : YES
사례 : WIR (스위스)

2

지역화폐







Local Currency
성격 : 독립화폐
범위 : (소) 지역
인증 : YES or Not
사례 : Ithaca Hour

3 공동체화폐







Community Currency
성격 : 독립화폐
범위 : 제한 없음
인증 : No
사례 : LETS

@ 대안화폐 : 법정화폐와 달리 화폐의 “기본” 기능에 충실하도록 만들어진 화폐를 말함.
대안화폐 : 분류법

지역화폐 적용
: 접근법

1

3

감가화폐

내부거래

2

시간화폐

4

기타

지역화폐 적용 : 접근법

지역화폐
접근법(Ⅰ)

1 감가 화폐






화폐 본연의 기능(교환수단)에 충실
유 담보(사용기간 만료 후 청산)
화폐 유통속도를 높일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
새로운 접근법 : 익숙한 것과의 결별
딜레마(규모화) : 소규모(경제 활성화), 대규모(관리의 어려움)

-

늙는 화폐 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세금(스탬프)에 대한 저항이 발생할 개연성은 없는가?
규모화의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소비 외 저축(은행)과의 연계기능을 확보할 방법은 무엇인가?

접근법(1) : 감가화폐

지역화폐
접근법(Ⅱ)

2






시간 화폐
노동(시간)과 화폐(교환수단)의 연계
무 담보(사용기간 및 현금청산 절차 없음)
인적자원 활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
자원 연계의 효율화가 관건임
화폐 구현 방식(Online, Offline)에 따른 장.단점 존재

-

시간화폐의 필요성을 사람들이 동의할 것인가?
공동체 유대가 없는 곳에서의 효과적인 조직화 방법은 무엇인가?
화폐 운용에 따른 경비를 어떻게 조달(처리)할 것인가?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접근법(2) : 시간화폐

지역화폐
접근법(Ⅲ)

3 내부 거래






참여자 간 (상품 및) 서비스 교환
장부 상 거래 (무 담보, 화폐 발행 X)
나눔(상호부조) 공동체 실현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
그룹 구성원 간 상호신뢰 문화가 관건임
구매(교환) 물품 및 서비스의 종류가 한정

-

동호회, 결사체 등의 공제(상호부조)와 다른 차별성은 무엇인가?
실제 거래 가능한 내용(서비스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가?
거래위험(도덕적 해이) 발생시, 극복대안이 있는가?
참여 대상을 어느 영역(지역)으로 설정(한정)할 것인가?

접근법(3) : 내부거래

지역화폐
접근법(Ⅳ)

4 기타 화폐
 화폐 구성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
(교육화폐, 노동화폐, 건강화폐, 탄소화폐, 시간은행 등)
 복합설계 방식 가능 (ex, 시간화폐+상품권 연계)
 (복잡한 구조일 경우) 비용증가 요인 존재
 (이해관계자가 많을 경우) 의사결정 지연 및 충돌 요인 존재

-

기존 대안화폐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새로운 화폐 사용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권장)시킬 것인가?
정부, 금융기관, 지역상인 등과 공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해관계 조정 및 비용 절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접근법(4) : 기타화폐

지역화폐 사례
: 공동체 쿠폰












Community Trading Coupons
지역 소매상들의 공동 협력사업
상품할인권 발행 (기간 한정, 정률 방식)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 도모

할인 대상상품(서비스) 특정 후 쿠폰 거래 (현금거래 병행)
할인율 : 최저 기준 준수 (상한 없음, 동일업종 동률 적용)
적용 대상 : 쿠폰 소지자 (지역상인, 회원, 고객, 마을주민)
사용 기간 : 단기 (3개월 내외, 기간 연장 시 별도 합의)
통상적인 가격할인 상품권과 다름 (판매자, 구매자 모두 이익)
@ 최초 발행인(지역 소매상)이 이 쿠폰을 사용함으로써 유통이 시작됨

지역화폐 사례 : 공동체 쿠폰

지역화폐 사례
: 공동체쿠폰







사용 기간 : 3개월
사용 범위 : 적용품목 사전 합의
할인율 : 최저 20% (품목별 차등 X)
발행자 : 지역 소매 · 유통상인
사용자 : 지역 주민 (또는 소지자)







사용
청산
발생
거래
사용

방법
규칙
비용
관리
보증

:
:
:
:
:

현금과 동일
전량 회수 후 소멸
쿠폰 인쇄비(+홍보비용)
발행인 협의체
기금 구성 (for 손실보전)

@ (가맹점 탈퇴 등) 발행 쿠폰의 부도 방지를 위해 별도 협력기금(또는 보험기구)을 구성, 운영함

지역화폐 사례 : 공동체 쿠폰

지역화폐 사례
: 기부화폐












Good Money (Earth Rescue Receipts)
기부영수증의 화폐화(monetization)
지역화폐 형태의 (임시)영수증 발행, 유통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공동 합의

기부자의 선택 (세금절감 혜택, 화폐수단 활용)
두 가지 효과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문화 확산)
사용처 : 지역 내 가맹점 (발행처, 소매점 등 유통에 동의한 곳)
사용 기간 : 제한 없음 (과다 유통 시 중단, 절세수단으로 전환)
통상적인 영수증과 다름 (일반화폐 형태로 규격화)
@ 기부의 형태는 금전(currency) 혹은 자원봉사 서비스(volunteer service) 모두 가능함.

지역화폐 사례 : 기부화폐

지역화폐 사례
: 기부화폐







유효 기간 : 제한 없음
사용 범위 : (수령 승인한) 가맹점
화폐 가치 : 자동 조절 (한계효용 체감)
발행자 : 사회적 가치 추구 기업(단체)
사용자 : 기부자 (또는 소지자)







사용
청산
발생
거래
사용

방법
시점
비용
관리
보증

:
:
:
:
:

현금과 동일
발행처 환수 시 (최종 기부자)
쿠폰 인쇄비(+홍보비용)
발행처
없음 (부도위험 X)

@ 기부화폐는 사회투자기금(Social Investment Fund)에 기부한 사람들에게 화폐 형태의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자는 해당 기금(법인)이 됨.

지역화폐 사례 : 기부화폐

지역화폐 사례
: Community Way












Community Way (Open Money)
Michael Linton (LETS 설립자) 창안
민간 협치(Governance) 모델
지역상인+지역(비영리)단체+지역주민

지역상인 (고객유치, 지역사회단체 지원, 지역사회 공헌)
지역단체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기여)
지역주민 (사회단체 기부, 지역 소비를 통한 경제 활성화 기여)
사용 기간 : 제한 없음 (발행처에 따라 기준 다름)
일종의 할인쿠폰 (판매 활성화를 위한 통상적 할인권과 다름)
@ 사전에 참여자들이 모여 화폐 발행 혜택에 대한 공동 합의 후, 프로그램 런칭

지역화폐 사례 : 공개화폐

지역화폐 사례
: Community Way







유효 기간 : 제한 없음
사용 범위 : (수령 승인한) 가맹점
화폐 가치 : 할인율 적용 (50% Rule)
발행자 : 지역 기업(상인)
사용자 : 지역주민 (또는 비영리단체)







사용
청산
발생
거래
사용

방법
시점
비용
관리
보증

:
:
:
:
:

현금과 동일
발행처 회수 시 (재순환)
쿠폰 인쇄비(+홍보비용)
발행처
없음 (부도위험 X)

@ 사용처 : 1)기부 반대급부 2)비영리단체 주민 자원봉사 대가 3)상품 및 서비스 구매 4)팁

지역화폐 사례 : 공개화폐

지역화폐 사례
: 강원도(KW)








유통
문제
화폐
사용
사용
활용

시점
의식
단위
지역
대상
영역

:
:
:
:
:
:

2016년
(연간) 4조 원 역외유출
GW (법정화폐 1:1 연동)
강원도(지역) 한정
소지자 & 회원가입자
제한 없음 (세출 포함)

 발행 주체 : 지방정부(광역)
 운영 주체 : 지역통화센터 (환전소 기능)
 운영 방식 : 실물화폐+전자화폐
- 실물 화폐 : 2종류(천, 만KW), 5년 한정
- 전자 화폐 : Online, Mobile, Check-C
@ 지역적 장점 : 생산+유통+소비의 순환구조가 지역 내에서 완성될 수 있는 환경 존재

지역화폐 사례 : 강원도(KW)

지역화폐
: 검증된 사실







교환경제에서 최선의 교환수단은 화폐다.
지역화폐가 작동되는 물리적 영역은 한정되어 있다.
지역화폐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크지 않다.
지역화폐는 현 화폐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국영화폐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 이 명제를 극복한다는 것은, 1)경제 구조가 바뀌었거나 2)지금까지 존재했던 것 이상의
새로운 대안통화를 만들어낸 것이라 말할 수 있음.

지역화폐 : 검증된 사실

지역화폐
: 극복과제








자격 : 정식 화폐로서의 공인 및 법적 자격 획득 여부
홍보 및 전파 : 교육훈련 프로그램, 조직화 노력 필요
규모화 : 수요&공급 균형점 찾기 (생산+유통+소비)
운영시스템 : 운영주체 설정, 관리체계 구축
비용 :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운영비 조달 방법
위험 대처 : 정부간섭, 무임승차자, 시스템 위기 등

지역화폐 : 극복과제

화폐의 양면성
: 음양 원리

국가화폐






인위적
경쟁원리
희소성
금융자본
상거래







자연적
협력원리
풍요
사회자본
공동체 교환

대안화폐

@ 음양의 조화 :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조건

화폐의 양면성 : 음양원리

관련서적
안내

금융, 따뜻한 혁명을 꿈꾸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