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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 기부 환경의 변화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모금단체의 전략 수정 필요

• 비대면, 온라인, SNS, 광고 접목 방식으로 모금 전략 수정

• 기술의 발전과 대중의 관심
• 블록체인, 가상화폐, NFT, 메타버스 등

• 새로운 기부 채널 확대를 위한 기술활용방법 공유 및 제시
• 블록체인, 가상화폐, NFT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기술 활용에 어려움

• 실제 사례 공유를 통한 활용방안 제시

• 기술 환경, 규제, 가상자산 서비스 등을 소개하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방
법 제시



이해관계자별연구의필요성

• NPO 생태계
• 투명한 생태계를 만들어 평판 리스크 감소, 기부문화의 확산, 다양한

NPO 참가자의 확대
• 혁신적 자금 조달 방법을 통한 기부의 증가로 인한 생태계 확장

• NPO
• 새로운 기부 채널 확보
• 건강한 기부 거버넌스 확립
• NPO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의 투명한 경력관리

• 기부자
• 기부부터 운영까지 확인 가능
• 가상자산을 쉽게 기부하고 필요시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음

• 익명성 유지 가능



연구방법론

• 사례 연구
• 국내외 블록체인, 가상자산을 기부에 활용하는 사례를 논문, 연구보고서
및 기사를 토대로 검색

• 각 웹사이트를 통해 재확인

• 유튜브를 포함한 미디어 발표 내용도 포함하여 사례 자료 구축

• 전문가 인터뷰
• 국내외 출간 연구 및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조사 후 가상자산 기부와 관
련하여 국내외 전문가 인터뷰 시행

• 크라우드 기부 플랫폼, 가상자산 기부를 준비중인 NPO담당자

• 가상자산 거래소 및 수탁 서비스 담당자

• 주요 인터뷰 질문: 가상자산 기부 트렌드, 가상자산 기부이 필요한 인프라 구
축 방법 및 절차



PART ONE.

NPO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 사례



1. 블록체인크라우드기부플랫폼

• 블록체인기반 기부 플랫폼은 2016년 이후로 지속적으로생겨나고 있

으며 국내에서도서비스를 시작하여점차 영역을 확대

• 블록체인기술의 본질인 P2P 네트워크의분산형 디지털 원장의 장점

을 활용

• 기부관련정보의 위변조 방지, 투명성, 신뢰성 구축

• 복지시스템, 기부금 관리, 기부 조직 운영 등 서비스와 행정 분야로 확대

예상



주요 사례
해외: 비트기브, 기빙블록, 에이드 체인 등
국내: 체리, 기브스퀘어 등
The Giving Block : https://thegivingblock.com/



2-1. 가상자산을활용한기부
-가상자산을법정화폐로현금화하여기부

• 국내에서많이 사용하는방법으로 가상자산을법정화폐로환전 후 기

부를 받는 방법

• 기부자: 가상자산 기부라는 실제 활동, 세제 효과, 및 마케팅 효과

• 기부 단체: 기부 재원 확대, 가상자산 기부를 받기 위한 행정적 부담 감소, 

가상자산의 변동성 위험에 대한 우려

• 가장 큰 이유로는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시장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

• 가상자산 자체를 기부 받았지만 이를 기부금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

도 발생



주요 사례
T&C재단 NFT아트 경매 | 페이퍼 칠드런 |코빗의 푸르메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 병원 기부

NFT로거래된‘너와내가만든세상’작품. 출처: 매거진한경



2-2. 가상자산을활용한기부
-가상자산자체를기부
• 가상자산자체 기부의 유인

• 가상자산 거래에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고 가상자산 기부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가상자산을 바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는 가상자산 가치의 전액을 기부금으
로 인정받음

• 현금으로 전환 후 기부하면 수익이 확정되면서 같은 금액의 가상자산이라도
세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기부하고, 기부금으로 인정 받음

• 단 한국의 경우 개인에 대한 양도 소득세 부과가 유예된 상태임.

•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기부금의 송금이 어려운 지역에 기부

• 주요 사례
• 컴백얼라이브, 피델리티 자선기금, 세이브더칠드런호들호프, 우크라이
나 크립토 도네이션, 유니세프 크립토 펀드, 포더리움 동물 보호 지원 모
금 등

• 위메이드의 고려대 위믹스 기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 협회

• https://hodlhope.org/home





2-3.가상자산을활용한기부
- NFT 판매대금을가상화폐로기부

• NFT시장이빠르게 성장하면서 NFT 판매를 통한 기부 활동이 증가
• 판매 후 판매대금의 일부를 기부
• 스마트 계약에 재 판매 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단체의 가상자산 지갑으
로 송부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기부를 약정

• NFT자체를 기부 받는 경우는 독립적인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초자산
의 등기권리증의역할을 수행하므로사용권, 거래권, 소유권, 저작권
등의 이슈를 따져보거나명확히 명시해야 함
• 가치산정 문제, 보관 및 관리 문제 등 또한 명확히 규정하고 발행, 기부를
받는 것이 필요

• 주요 사례
• 우먼포아프간우먼, 알렉스의 레모네이드재단, 미국정신건강& 블레이즈
캐츠, 넥스트어스, 유니세프 패치워크 킹덤 NFT 판매, WATER.ORG, 
VAYNERNFT, STELLA ARTOIS & ART BLOCKS, 아액스, NFT포
굿, 누라헬스, 세이브티그라이

• 워너비 인터내셔널 &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한국예술조합



3. 기부참여증명및리워드

• NFT는 특정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소유자에게부여하고 고유성과 희
귀성을 디지털 자산에 부여하여소유권 증명

• NFT에 프로젝트내용을 담을 수 있고, 소유와 판매이력이블록체인
상에 기록됨

• 2차 시장에서 거래 시 원저작자 및 지정한 단체에 기부금이가도록 지
정 가능하여 추가적인재원으로활용

• 주요 사례
•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업비트 우크라이나 기부 리워드, 사단법
인 프렌즈, 월드 비전

• https://www.etnews.com/20220516000224



출처: https://www.macys.com/social/macys-parade-
nft/?cache=1669786816855

두나무가우크라이나평화기원디지털자산기부캠페인에참여한회
원에게지급한 NFT 
출처: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640



PART TWO.

가상자산을모금에활용하기 위한실행요건



가상자산기부밸류체인



1. 가상화폐기부

내부 합의

내부 규정 점검

운영 인프라
구축

기부 프로젝트
운영

외부 서비스
제공자 선택

현재 상황, 조직 가치와 목표, 가상자산 기부의 이해

비현금성 기부, 가상자산기부금 관리, 익명기부 관련
규정

법인 가상자산 지갑, 거래소 계정
가상화폐 기부금 관리
- 가상자산 기부금 보관/ 관리
- 가상자산 기부금 환전 관리
- 가상자산 기부 법정 신고 및 회계처리

가상자산 기부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SNS 통한홍보
기존 기부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가상자산 통한 모금 캠페인 목표 설정

가상자산 위젯 제공자/수탁서비스/OTC거래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2. 가상자산의기부: NFT 직접기부

• 가상화폐를기부 받는 경우와 거의 동일한 인프라가구축이 필요.

• NFT 직접 기부의 장점
• NFT 발행 시 일정 판매수익금의 일부가 기부되도록 스마트 계약으로 설
정 가능

• NFT 재판매시에도 미리 설정을 하여 향후 지속적인 기부가 발생할 수
있음

• NFT를 기부 받을 경우 아래와 같은 면을 고려해야 함.
• 가치 측정의 모호함

• 판매채널과 유동성 이슈

• 저작권에 대한 사전 합의 필요



3. NFT를기부증명및리워드로활용

• 가상화폐를기부 받는 경우와 거의 동일한 인프라가구축이 필요.

• 추가적으로기부증명및 리워드 발행을 위한 제3자 서비스 또는 직접
발행, 관리하는 체계 구축 필요

• NFT 기부 증명 및 리워드의 장점
• 기부자들에게 기부의 즐거움을 주고 기부 문화 확대에 영향
• NFT발행 시 다양한 정보를 내장할 수 있음.
• 발행이 쉬움.발행수수료에따라 다르지만 저렴하게 발행 가능함.

• NFT를 리워드로발행할 경우 아래와 같은 면을 고려해야 함.
• NFT에 대한 관련 법 적용 모니터링
• 자금세탁에 악용 우려
• 오프체인 디지털 자산 보관이 중요.



결론

•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을 기부에 활용한 사례 연구
• 블록체인을활용한가상자산 크라우드기부 플랫폼의 확대
• 가상자산가치 상승 및 가상자산의활용 편의성으로가상자산을이용한 기부
사례, 기부금의빠른 증가

• NFT시장이성장하면서 NFT를 기부에 활용하는사례가 증가되고있고 2차
판매시에도추가 기부가 일어날 수 있게 설정하는사례도 있음.

• NFT를 기부 증명과 리워드로활용하는 사례 증가
• 코로나로인한 비대면 채널 확대로 가상자산기부와 관련된 활동들이메타버
스로 확장되고 있음.

• 가상 자산 기부 운영을 위한 필요요소 점검
• 내부/외부요소에 대한 합의 및 설정이필요

• 가상자산관련 규정 및 실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설정과정에서아직 가상자산
기부 체계 구축을 위한 서비스 활용에 한계가 있음

• 하지만 법적으로실행상으로불가능하지않음

• NFT를 직접 기부를 받는 경우, 시장 및 법률적인검토가 필요

• NFT를 리워드나기부 증명에 활용하는 경우도, 법률적 검토, 오프체인디지
털 자산, 시장 유통 모니터링등의 추가적인활동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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