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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 research.beautifulfund.org/blog/2018/11/01/2018/
https://research.beautifulfund.org/blog/2022/03/11/issue-paper-2022-1-blockchaindonation/







<연구배경>

•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익목적 사용 : 금융, 난민지원, 기부 등

• 국내 관심은 2018년 절정을 이루다 주목할만한 결실은 미비

Lonate의 기부 플랫폼

사단법인 피난처 비트코인 기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위한 W재단 HOOXI 프로젝트

• 2021년 NFT 관심 폭발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기부, 공익활동 시도



<연구 목적>

• 블록체인 활용, 가상화폐와 NFT 활용 국내사례 정리

• 새로운 기술이 향후 좋은 일을 위해 활용 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

• 모금조직이 이를 활용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조사 방법>

• 조사기간 : 2022년 1월

• 조사방법 : 네이버, 빅카인즈, 구글에서 ‘가상화폐 기부’, ‘NFT 기부’ 를 키워드로

2018년 1월~2022년 1월 기사 검색하여 49개 기사를 활용함.









•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일대일 전자 화폐 시스템 (Bitcon: A Peer-to-Peer 

Election Cash System’ 9쪽의 논문

“완벽한 전자화폐 시스템은 온라인을 통해 일대일로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은 필요하지 않다.”

• 탈중앙화 : 분산 저장 시스템 / 암호화

• 중재자(제3자) 없이 거래 가능 – 비용 절감

• 신뢰 프로토콜



가상화폐

• 탈중앙화 되어 거래기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를 계산하고 기록하는 수

고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코인이 필요

• 코인은 웹3.0에서 플랫폼마다 화폐의 역할 / 플랫폼 참여에 대한 금전적 보상 역할

/ 해당 플랫폼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과 같은 역할/ 플랫폼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참정권의 역할을 한다

• 가장 유명한 것이 이더리움 시스템. 이더리움은 스마트계약 시스템이 있어 이 생

태계 내에서 앱, 서비스, 게임 등을 런칭 할 수 있음.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나 iOS

에 각종 앱을 설치할 수 있는 것과 유사

 암호화폐(cryptocurrency) : 암호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디지털 화폐. 지폐나 동전 같은 실물이

없이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상화폐(virtual money)라고도한다.

 코인 :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더리움과 같이 코인 형태의 암호화폐는 자체 블록체인을 갖고 있

는가상화폐이다.

 토큰 : 자체 블록체인을 갖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로, 다른 코인의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NFT

• Non-Fungbi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Ex)1만원짜리 지폐는 다른 1만원 지폐로 대체 가능. 대체 가능한 토큰도 동일

• 디지털 공간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기술

• 블록체인에 기반한 고유한 디지털 수집품 사람들이 무언가를 수집하는 이유에는

투자, 투기, 애착, 강박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 수집의 핵심은 가치+희소

성

• NFT는 실물에서의 수집을 디지털에서 구현한 것으로, 텍스트, 영상, 음원,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보증

하는 디지털 증표

• 따라서 각각 가치가 다른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거래이력을 블록체인에 저장하

는 기술이 웹 3.0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NFT 사례

•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Jack Patric Dorsy)  CEO 첫 트윗 NFT 250만달러 낙찰. 기브디렉트
리(Give Directly)에 기부



• 미국 라바랩스에서 2017년 6월에 시작

• 지금의 크립토 예술의 원조격 프로젝트

• 1만개의 이미지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자동 생성

• 1000개는 제작사, 9000개는 무료로 배포됨

•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BpE9W2ZI2gI&t=45s

수집용 NFT



수집용 NFT

• Jay Z  Crypto P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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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 2019년 12월 오픈. 

• IT전문업체 이포넷.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정부 과제 선정.

• 2022.2 기준 모금액 32억원. 캠페인 1,157건, 247개 참여

•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다양한 기부단체와 개인에게 직접 지원. 토큰 충전으로 기부 가능



•

•

•



• 월드비전+다국적 전문가 조직 Weave(위브), 온라인 협업 테크 솔류션 개발사인 CAN(캔랩)

• Value(가치)+Make(만들다) 사회문제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자 오픈 커뮤니티 서비스

• 기부 뿐 아니라 액션을 위한 게시판이 마련되어 액션 기획, 진행, 활동이 공유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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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재단
‘너와 내가 만든 세상’ 작품 경매 판매 금액 4억7천만원 굿네이버스에 기부

NFT로 거래된 ‘너와 내가 만든 세상’작품. 출처: 매거진한경



•

• 舊

300
만원

450
만원



•

휠카드. 출처: Binance.com 패럴림픽 카드 출처:동아일보



•

•

강동원 테이블 만들기 영상. 출처: 모노튜브

김병종 작가의 NFT 작품. 출처: NvirWorld



•

•

•

굿히어로(왼쪽), 굿프렌드(오른쪽) NFT 카드. 출처: Open Sea





• 시장의 확대

- 미국 ‘Crypto Giving Tuesday’ 모금액 약 240만 달러. 600% 증가. 

피델리티 채러터블 1년간 5배 급증, 1억 5천만 달러 가상자산 기부

- 한국은 아직 규모파악 어려움

• 세금 혜택

- 피델리티 채러터블-가상화폐 기부경험 투자자 54% ‘세제혜택＇이 기부동기. 

- 우리나라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250만원 이상 가상화폐 수익의 20% 소득세 부가.

• 디지털 자산의 중요성과 확장성

- 기부자 참여, 재미, 리워드 선호 -> NFT 선물 (예술가, 셀럽 협업, 재단 고유)

- 기부자 예우 : 기부자의 벽, 행사 초대권/입장권, NFT+실물

• MZ세대 참여 : 굿워터 캠페인 참여자 57.4%이상이 2030세대



• 가상화폐 기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 가상화폐의 사회 부정적 인식 환기

• 기부자는 기부할 곳이 없음 : ex.이재명 대선 캠프

• 가상화폐 화폐화 VS 직접기부

• 가격변동성 – 언제 환전? 손실방지

• 행정 어려움 – 지갑개설, 의사결정

• 심리적 장벽 – 가상화폐, 받아도 돼?

• 기업 평판

• 모금회 사례 : 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해당 거래소, 

B등급 이상 가상화폐, 수령 즉시 현금화 기준

①현금외기부에대한심리적, 행정적장벽



• 비영리+블록체인=투명성. 프로젝트 한계. 이중 부담. 투명성 이상의 상상력 필요

• 기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VS 블록체인 플랫폼 :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 -> 신뢰

②투명성에대한기대? 오해?

프로젝트 모금 투명성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모금 거래 기록. 출처:https://scope.klaytn.com/체리 : 세이브더칠드런 프로젝트 모금



1) 가상화폐

• 자산 / 수입 처리 – ‘가상자산’ 평가 규정이 상속 및 증여세법에 마련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점 – 기부시점의 자산가액 (다른 자산과 동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이 될 가능성이 높음.

2) NFT

• 소유권VS저작권(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이슈/문화관광부 NFT 거래가이드)

• 현금화 시점

• 탄소배출문제 : 발행, 처리속도를 위해 gas-fee 지급

#BoycottHybeNFT(하이브 NFT 보이콧)’, ‘#ARMYsAgainstNFT(NFT에 반대하는 BTS 팬)

③법제도와환경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