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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currency with Santa Vision
This is a business proposal for a valuable donation ecosystem.
I think we can develop the donation ecosystem with cryptocurrency.
So we have invested a lot of time and passion for this.
Do you want to do something worthwhile?
Now, please review this proposal.

Proposal : Santa Vision Projec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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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생활이나 초상권을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전면에
등장시키고 자극적인 연출로 고통을 극대화하는 건 ‘빈곤 포르노(Poverty
Pornography)’라고 한다. 국제적으로 자선 캠페인이 급증한 1980년대
서구에서 생겨난 말이다. 고통의 현장을 생생히 전달한 뒤 “OOO원이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기부를
유도하는 데 분명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유럽 등 기부문화
선진국에서는 인간을 도구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한다.
한 기부금품 모집단체 관계자는 “흑백 화면, 긴장감을 유발하는
배경음악, 고통에 처한 사람들의 모습 등을 통해 시청자를 집중하게
한 뒤 침착한 내레이션으로 후원을 유도하는 스타일의 광고가 요즘
너무 많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는 얘기까지 듣는다”며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성숙되면 관련 단체들도 보는 이의 죄책감을 자극해
기부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벗어나 좀 더 즐겁고 자연스럽게 타인을
돕도록 하는 캠페인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비교하면 기부 문화는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게 현실. 영국에 본부를 둔 자선구호재단(CAF)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기부참여지수’는 세계 139개 국가 중 62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비교 범위를 좁히면 35개국 중
21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2013년 전체 순위 45위였던 것과 비교할 때
기부문화가 오히려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난다. 우리 국민 기부참여
율은 2009년 32.2%, 2011년 36%로 상승하다 2013년 하락세(34.5%)로
바뀌었다. 2017년엔 26.7%까지 떨어졌다.

Poverty Pornography

◇"내가 낸 기부금은 어디로?"…'못 믿을' 기부 단체
기부가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불신'(不信)으로 분석된다. 최근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유용하는 사건이 잇따르며 기부 단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 딸의 수술비로 기부받은 후원금 12억원으로 호화 생활을 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기부 단체가 결손 가정 아동 기부금 127억원을 횡령한
'새희망씨앗'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앞서 국내 최대 법정 모금단체인 공동모금회도 내부 비리 사건이 터지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2010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경기지회 한 간부가
3300만원의 국민 성금을 유흥비로 탕진한 사실 등 공동모금회 관련 각종
비위가 밝혀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깜깜이 기부' 역시 기부 문화 위축을 부추기고 있다. 기부금을 낸 사람들은
기부금이 실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나눔 실태 및 인식 현황'에 따르면 기부자 중
61.7%가 기부금 사용처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기부금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60.7%에 달했다.
현행법상 기부 단체의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 정보는 제한적으로 공개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단체는
결산서류를 공시할 의무가 없다.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 장학재단 등은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공시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공익법인 3만4000여 곳 중 공시의무가 있는 곳은 8900여 곳.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부자들은 규모가 큰 단체에 기부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불투명한 기부금 운용과 이에 대한 불신은 기부에 대한 거부감까지 불러일으킨다.
[ 머니투데이 2018. 12.16 기사발췌 ]

필란트로피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세계가 100명으로 이뤄진 마을이라면 31명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유엔개발계획(UND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의 ‘2013년도 인간개발보고서’를 보면 건강과 교육, 삶의 질 등 다양한 부문에서
빈곤 상태에 있는 인구를 모두 합치면 22억 명에 이릅니다. 12억 명은 하루 소득이 1,290원(1.25달러) 이하로
살아가며 15억 명은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8억 명은 절대빈곤 상태는 벗어났지만 언제 빈곤의
나락에 떨어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태입니다.
개발도상국 어린이들 100명 중 50명은 출생신고가 안 돼 있고, 17명은 초등교육도 못 받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절대빈곤 인구는 다소 줄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계인구의 3분의 1은 빈곤과
싸우며 살고 있습니다.
빈곤과 분쟁으로 얼룩진 땅에 희망을 심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해
가려는 현지 주민, 뜻있는 현지의 관료와 교육자, 유엔 등 국제기구. 그리고 이들과 협력해 모든 과정 곳곳에
깊숙이 개입해 일하는 활동가들이 오늘도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 인간은 ‘얻음(what we get)’으로써 생계를 꾸려나간다. 그러나 삶은 ‘줌(what we give)’으로써 만들어간다. – 윈스턴 처칠

부의 재분배는 세계적 흐름
- 전 세계 필란트로피 재단 : 39개국, 26만 곳
- 재단의 위치 : 유럽 60%, 북미 35%
- 재단의 역사 : 전 세계 약 8만개의 재단 중 72%에 달하는 재단이 지난 25년 사이에 설립됐으며, 전체 재단의
절반 가까이(44%)는 2000년대 이후 설립된 것으로 드러남.
- 필란트로피 재단의 자산 규모 : 1조5000억 달러(약 1602조 5600억원) 전 세계 24개 국가 공개된 액수만 집계
자산 대부분이 북미(60%)와 유럽(37%)에 편중
- 전 세계 재단 지출금액 : 연간 1500억 달러(약160조 2750억원) 추정
- 기금 사용처 : 교육(35%), 사회 복지(21%), 건강(20%), 예술 문화(18%) 분야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임팩트를 키우기 위해선 여러 주체간의 협력(COLLABORATION)과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는 곳은 늘고 있지만, 실제 협력했던 사례는 드물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42%의 재단이
다른 필란트로피 기관과 협력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절반 이상인 58%는 다른 기관과 협력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 http://futurechosun.com/archives/33342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하우저 시민사회연구소(THE HAUSER INSTITUTE FOR CIVIL
SOCIETY)에서 내놓은 ‘글로벌 필란트로피 리포트(GLOBAL PHILANTHROPY REPORT)’에서 참고

산타클로스(Santa Claus)는 주로 기독교 문화권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와 성탄절 이른 아침에 착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인물로 크리스마스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4세기 터키 지역의
주교였던 성 니콜라스(Saint Nicholas)라는 실존 인물로서 그는
남몰래 많은 선행을 했는데, 그가 죽은 후 그의 이야기는 유럽으로
전해졌고 12세기 초 프랑스의 수녀들이 니콜라스의 축일(12월
6일)의 하루 전날인 12월 5일에 과거 성 니콜라스의 선행을
기념해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고, 그 풍습이 유럽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7세기쯤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선을
베푸는 사람을 성 니콜라스라는 이름 대신 산테 클라스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발음이 그대로 영어가 되었고, 19세기경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오늘날의 산타클로스로
불리게 되었다. 유럽에서는 ‘파더 크리스마스’( Father
Christmas)라고 불렸으며, 지금도 영어권 밖의 지역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순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다니는 산타클로스가 등장한 것은
1822년 즈음에 뉴욕에서 활동하던 신학자 클레멘트 클라크
무어가 발표한 시 ‘성 니콜라스의 방문 (A Visit From St.
Nocholas)’ 에서 여덟 마리의 순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다니는
산타클로스가 묘사되었던 것에서 비롯 되었숩니다.
오늘날의 붉은 모자를 쓰고 붉은 옷을 입은 모습은 1931년, 미국의
음료 회사 코카콜라가 겨울철 콜라 제품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자 이를 막기 위해 홍보 전략으로 코카콜라의 상징적인 색,
붉은 색을 산타클로스에게 입히면서, 백화점 홍보에 나선 것에
크게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산타의 모습은 코카콜라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굴뚝을 타고 내려와 양말 속에 산물을 넣고 가는 것은 아나톨리아에 너무
가난해서 결혼도 못하고 설던 세 자매가 있었는데 선행을 베풀던 니콜라스 주교가 세
자매를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아무도 모르게 금 주머니를 그 집 굴뚝으로 떨어트렸는데
이때 금덩이는 신기하게도 벽에 걸어 둔 양말 속으로 들어갔고 금을 받은 세 자매는 그
돈으로 결혼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후세에 전해져 그런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한편 1850년 얀 솅크만이라는 암스테르담의 초등학교 교사가 "성 니콜라스와 그의
하인"이라는 동화책을 만들면서 네덜란드에서는 원조 산타격인 신터클라스(Sinterklaas)가
11월 16일에 스페인에서 배를 타고 암스테르담으로 오는데 키가 크고 마른 모습으로 검은
피터(Zwarte Piet)라는 조수를 데리고 다니며 스페인으로 돌아갈 때까지 착한 아이에게는
선물을 나눠주지만 나쁜 아이는 막대기로 때리고 간다는 식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엔 북유럽의 신화가 더해지면서 주로 붉은 옷과 곱슬거리고 덥수룩한 흰수염이
특징인 뚱뚱한 백인 노인으로 뷱극에 살고 있으며, 자기집 작업장(santa's workshop)에서
엘프들이 아이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만드는 것으로 덧붙여 졌으며 일부에서는 산타
할머니(Mrs. Claus)와 함께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S
이렇듯 산타클로스 이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덧붙여지기도 했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려운 이들을 돕는 자비의 정신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손을 잡아주는 좋은 이웃이
되고자 했던 성 리콜라스의 정신을 되살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산타클로스의 새로운 이야기를 더하고자 합니다.
“산타클로스와 함께 선물을 만들며 살던 엘프(Elf) 중에 어느날 개구쟁이 루크15(Luke.15)가 지나치게 장난을 치다가 그만
선물을 만드는 어떤 기계장치를 망가뜨리게 되고 크게 혼날 것이 두려워서 세상 밖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동심을 읽어서 세상을 떠돌게 됩니다. 의지할 곳이 없던 루크15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갖가지 고난을
겪으면서도 착한 이들의 도움을 받아 슬기롭게 곤경을 헤쳐나가면서 차츰 잃어버렸던 동심을 회복하게 되고 결국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산타클로스의 집으로 되돌아 온다.”는 모험이야기입니다.
대단원 부분에서 “루크15가 동심의 눈을 되찾고 돌아오는 길에 강속에서 빛나는 돌을 발견하고 이것으로 새로운 기계
장치를 만들어 산타클로스와 함께 굶주리고 헐벗은 아이들을 구제하는 일을 이어간다.”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습니다.

기부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돕는 시스템
기부자의 후원금 잘 사용되는가?

투명한 회계 시스템 도입

노후되고 불투명한 회계 시스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사용처 투명공개

자금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믿을 수 있나?

기부주권을 기부자에게

필란트로피
생태계

현명한 기부(wise giving)
똑똑한 모금(smart fundraising)

공정무역 지원

저개발 및 개발도상국에서 만든 제품을 공정무역의 형태로 한국과 선진국으로 유통·판매합니다. 저소득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통과장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다시 기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커피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 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고 저개발국 원주민의
자립을 돕습니다.
자선기부의 축과 공정무역의 축을 연결시켜서 일상의 소비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자선문화
생태계의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게 합니다.

자선 여행 지원

자선여행은 개인의 휴식과 즐거움과 더블어 여향지의 주민들과 지역
공동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착한 목적을 가진 여행입니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여행지에서 봉사활동 및 재능기부 등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자선단체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의미있는 자선여행을 통해서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고
건강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한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저개발국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위해서 넓은 세상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여행프로그램과 모든 제반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세계 어린이 예술축제

어린이합창제와 연주회, 미술전시회 및 자선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해서 친근한 기부문화의 확산을 도모합니다.
어린이들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고 재능 있는 이들을 조기 발굴하여
후원자와 연결하고 또 다른 내일을 꿈꾸게 도와줍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지속적인 교류와 문화행사를 통해서 국경과
지역을 넘어서 문화와 관습의 차이와 인종차별의 장벽을 극복하고
세계의 어린이들이 행복한 꿈을 꾸며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합니다.

※ 인생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 빅토르 위고 -

세계 자선 활동가 시상
Award

세계적인 자선활동가로는 52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병들고 가난한 이들을 돌본 슈바이처 박사나 한평생을 인도의
가난한 아이들과 죽어가는 이들을 돌본 테레사 수녀가 대표적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슈바이처 박사나 테레사 수녀같이 빈곤과 분쟁으로 얼룩진 땅에 희망을 심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해 가려는 현지 주민, 뜻있는 현지의 관료와 교육자, 유엔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모든 과정 곳곳에 깊숙이 개입해 활동하는 ‘자선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남을 돕는 활동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아이들을 구제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이들 자선 활동가에 대한
이야기를 알리고 노고를 격려하면서 다양하고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는 장을 만들어 갑니다.
이를 통해서 가장 낮은 자세로 소외된 이웃과 그늘진 모든 곳에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자선 활동가들에게 존경을
표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활동가로 나서는데 용기를 주며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자선 생태계 발전을 위한 포럼

해마다 자선단체와 봉사단체 활동가, 기부후원자와 재능기부자, 자선활동과 관련된 이들이 모여서 자선 생태계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보고서를 발표하는 포럼을 개최합니다.
자선활동과 캠페인의 경험을 공유하고 구호사업과 복지사업에서 인도적 지원사업과 해외자원봉사 및 교육사업
등의 다양한 자선활동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를 함께 기획하고 공동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나눔은 우리를 진정한 부자로 만들며 나누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 마더 테레사

자선단체 활동평가
해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기부금 모금자의 말만 믿고 들어 본
적도 없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선의의 마음으로 각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자선단체는 적절한 피드백 경로가 없어서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많은 자선단체들이 과도한 행사비용과 인건비 지출에 대부분의 기부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부할 자선단체를 선택하기 위한 기초 평가지표를 제공해
줌으로서 남을 도우려는 이들의 선의가 실패하지 않도록 합니다.
※ 참고 : 한국 가이드스타 - http://www.guidestar.or.kr

자선활동을 위한 이벤트

집에서 잠자는 외화 잔돈 기부 이벤트
여행이나 출장 다녀온 뒤 집에서 잠자고 있는 외화 잔돈을 기부 받아서 현지 구호단체에 전달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특정 국가의 동전이 아니면 환전이 어려운데다 대부분 소액인 만큼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손쉽게 기부할 수 있고 동참 의사를 이끌어 내기도 좋습니다.

행복한 나눔 & 풍요한 미래

후원자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후원자의 이름을 남겨서 선한 일을 기억케 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후원자가 나서도록 돕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앱을 만들어 후원자의 이름을 기록해서 후원의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기부와 봉사라는 선한 행위를 부모에서 자녀에게로 자연스레 이어가도록 합니다.
※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앱을 만들어 자선단체와 사회에 제공합니다.

※ 남을 위한 인생을 살 때, 가장 감동적인 인생이 되는 것을 나는 발견하였다.

- 헬렌겔러 -

산타의 희망 편지

해마다 남을 돕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지만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다는게 현실입니다.
산타의 희망편지는 삶에 의욕을 잃은 사람들에게 작은 용기를 북돋아 쥽니다.
자선단체와 봉사단체 활동가, 기부후원자와 재능기부자, 자선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뉴스들을 전해 줍니다.
희망을 전하는 한 통의 편지가 실의에 빠진 사람들을 응원해 주고 자선과 봉사에
동참케 하여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줍니다.
나아가 도움을 받던 어린이가 훌륭하게 성장하여 빈곤을 극복하고 나중에 자신과
같은 가난한 어린이를 돕게 하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살아 숨쉬는 기부 생태계를
지향합니다.
※ 참고사이트 : 따뜻한 하루 - http://www.onday.or.kr

※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다,

- 넬슨 만델라 -

산타비전 콘서트

단꿈을 꾸다 !

자선단체와 재능기부자들이 모여서 자선콘서트를 합니다. 산타클로스를 캐릭터로 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구성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산타의 비전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회에 전합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뮤지컬을 기획공연하고 기부와 봉사라는 자선문화에 자연스럽게 다가가게 합니다.
산타콘서트를 통해 아이들이 희망의 단끔을 꿀 수 있게 도와줍니다.

※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 헬렌켈러 -

S
코인형태 : 컨소시엄 블록체인 기반의 채굴형 코인
발행한도 : 2,000,000,000 STC
블록생성주기 : 2분
채굴보상량 : 120 CASH
합의알고리즘 : 작업증명방식(PoW)

1초에 1 CASH를 만들어 내는 구조입니다. (시간은 곧 금이다)
1일 = 86,400 CASH
30일 = 2,592,000 CASH
365일 =

31,536,000 CASH

100년 = 3,153,600,000 CASH
※ 경우에 따라서 하드포크를 통해서 블록생성 주기와 보상량을 바꿀 수도 았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s）: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거래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사람들의 통제를 받거나 소유하지 못하는 '완전히 분산'된 블록체인입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s） :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조직 내에서 개발된 내부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로
조직이나 기관의 제어를 받아 노드 참여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완전한 개인이나 단체 소유의 블록체인이다. 변조할 수
없으며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오류의 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컨소시엄 블록체인(Consortium blockchains) :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사이의 블록체인으로 개방성과
탈중앙화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컨소시엄 블록체인의 각 노드에는 이에 대응하는 오프라인 기구와 조직이
있으며, 권한 부여 후 네트워크 가입 및 탈퇴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요 목적은 전체 비용을 감소시키고 효율성을
상승시키데 있습니다.

산타캐시 사용처
Total Volume 2,000,000,000 SANTA Cash
200,000,000 Santa Cash
200,000,000 Santa Cash

800,000,000 Santa Cash
Project Fund

200,000,000 Santa Cash
200,000,000 Santa Cash
200,000,000 Santa Cash

200,000,000 Santa Cash

산타캐시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산타비전재단의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재단준비 사무국에서 채굴하여 재단설립에 충당하고
재단설립 후 일정시점에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각 단체들과 함께 노드를
분산하여 블록체인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S
코인형태 : 산타비전 블록체인의 발행형 코인
발행한도 : 입금된 법정화폐 만큼 발행

( USD & KRW )

사용처 : 각국 기부단체의 해외 송금 및 결제 대행
발행목적 : 선진 기부문화의 확산 수단으로 활용
발행주체 : 산타비전 재단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MASSAGE
성공적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산타페이(SantaPay)은 언제든 법정화폐와 1:1 교환되도록 입금된 금액
만큼 발행 예정이며 세계 각국의 기부단체에서 사용되는 기축통화로서
자리매김할 것 입니다.“
산타페이(Santa Pay)는 달러(Dollar)와 교환 가능하도록 각 단체에서 위탁한 기부금을 담보로 발행하여 전세계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기부통화

S

S

쇼핑몰 지원

착한 가격

산타몰을 통하여 기부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쇼핑몰 지원
수익금 기부

산타몰을 통하여 소비생활에서 자연스런 기부를 실천하게 돕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받던 아이들이 자라서 기꺼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착한 어른이 되도록
이끄는 산타비전의 정신을 실천합니다.

‘공동체’ 정신에 따라 모든 이사회 회원은 상호 협력적인 존재로서 산타비전의 정책을 결정할 때
평등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갖습니다.
산타비전팀은 자선단체와 봉사단체 활동가, 기부후원자와 재능기부자, 자선활동과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각종 자선활동과 캠페인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자선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자선문화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갑니다.
산타비전팀은 박애정신을 바탕으로 보편적 인류애를 추구함에 있어서 정치, 종교,
사회문화적 견해차를 인정하고 대안적 비판을 존중합니다.
다만 인류는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정신을 해치는 불평등에 반대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파괴하는 어떠한 편견과 차별도 거부합니다. ,

산타비전 프로젝트 연혁
2017년 12월

㈜ 씽킹블록체인 코하 프로젝트 기획

2018년 2월

씽킹블록체인 ( ThinkingBlockChain co., Ltd ) 프로젝트 참여

2018년 4월

기부 경제 생태계를 위한 블록체인 개발 시작

2018년 4월

태그앤 (TAGn co. Ltd ) 프로젝트 참여

2018년 5월

코하코인 (koha coin) 백서 Open

2018년 7월

코하 (koha.com) 사이트 Open

2018년 8월

한국복지정책개발 연구원 참여

2018년 12월

산타 (Santa) 프로젝트로 이름 변경

2019년 3월

산타 메인넷 Open

2019년 10월

산타캐시 (Santa Cash) 상장 완료

2020년 4월

산타몰 (SantaMall.shop) Open 예정

2020년 12월

산타재단 Open

2021년 1월

산타페이 (Santa Pay) 상장 예정

프로젝트 참여하는 Community Group

http://www.koreassm.org
씽킹블록체인

http://www.thinkingbc.com

태그엔

많은 단체들이 산타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COMPANY
SANTA Fund Project Team
1. 재단명 : 산타비전 재단 (SantaVision Foundation)
2. 소재지 : HighendTower5cha 1103ho, GasanDigital-1ro 226, Geumcheon-gu, Seoul,
Republic of Korea
3. Captain :
4. http://www.thinkingbc.com
TEL : 02-6929-1572 thinkingbc@naver.com
5. 정책지원 : SANTA Pay & SANTA Cash 생태계 지원
6. 한국 기부단체 다수 참여 중

Santa Pay & Santa Cash

COMPANY
Cryptocurrency R&D Team
1. 회사명 : 씽킹블록체인 (Thinking Blockchain)
2. 소재지 : HighendTower5cha 1103ho, GasanDigital-1ro 226, Geumcheon-gu, Seoul,
Republic of Korea
3. C E O :

David Lee

4. http://www.thinkingbc.com
TEL : 02-6929-1572 thinkingbc@naver.com
5. 기술지원 : SANTA Pay & SANTA Cash 블록체인 개발지원
6.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다수 참여 및 투자 중

Santa Pay & Santa Cash

SANTA STAFF
이병배

김00

- Project manager 담당

- 안드로이드 App 백앤드 개발 담당

- 웹 어플리케이션 풀스텍 설계

- Dapp 개발연구

- 現 ㈜태그앤 소속

- 現 ㈜씽킹블록체인 소속

- 보안솔루션 SW 개발 9년차

- 검색엔진 솔루션 개발 4년차

Secret
Project
group

김기성

설

- 블록체인 메인넷 개발

- 복지사업 담당

- Dapp 개발연구

- 컴퓨터공학 (2008년 한양대 졸업)

- 現 ㈜태그앤 소속

- 現 ㈜씽킹블록체인 소속

- 보안솔루션 SW 개발 7년차

- 개발 9년차

이름

이름

- 담당

- 담당

- 現 ㈜ 소속

- 現 ㈜ 소속

- 경력

- 경력

- 경력

- 경력

이름

이름

- 담당

- 담당

- 現 ㈜ 소속

- 現 ㈜ 소속

- 경력

- 경력

- 경력

- 경력

SANTA Adviser
이름

이름

- AI 챗봇 개발 자문

- AI 챗봇 개발 인지심리 자문

- 산업융학과 (한양대 졸업)

- 인지심리 (시카고대 졸업)

- 現 MAHA CTO

- 現 미국 OOO 의대 교수

- ㈜DAIB 대표 / DAIOS 풀랫폼 의장

- 인지심리분야 28년 연구

Secret
Project
group
이름

이름

- 아이템 거래소 운영 자문

- 담당

- 現 ㈜ 소속

- 現 ㈜ 소속

- 게임매체 소속

- 경력

- 게임아에텀거래소 운영

- 경력

이름

이름

- 담당

- 담당

- 現 얼리스프링 CEO

- 現 ㈜개울소프트 CEO

- 그라비티, 위메이드 마케터

- 소프트월드 (대만) 한국지사 총괄실장

- 마케터

- 소프트웨어 분야 경력

이름

Mr. Van

- 아이템 거래소 운영 자문

- 비즈니스기획 및 경영전략 자문

- 現 ㈜미라비스 CEO

- 現 퀀텀웍스㈜ 대표

- ㈜폴리큐브 이사

- 블록체인 프로젝트 어드바이저 다수 참여

-

- IT분야 Project manager 20년 경력

산타비전 프로젝트 사무국

준비 사무국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6. 에이스하이엔드5차 1103호
근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공휴일 휴무)

S
산타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착하게 자라고 행복한 꿈을 꾸도록 돕는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산타의 임무는 단 하룻밤 전세계의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 주는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산타의 소망은 언제나 가난한 아이들과 소외된 이웃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손을 잡아주는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굶주리고 헐벗은 아이들을 구제하고 그들이 건강한 웃음을 되찾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가난이란 현실의 장벽 때문에 꿈을 잃은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사회의 공동체 인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산타의 꿈은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기본적인 진리를 실현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더불어 아이들의 웃음으로 가득 찬 세상을 구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하여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아이들이 사랑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든든한 다리가 되겠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전세계 자선단체들과 연계해서 기부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깨끗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공동체 정신으로 사회복지사업과 국제 개발협력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소외된 이웃과 그늘진 모든 곳에 도움의 손길과 따뜻한 온정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받던 아이들이 자라서 기꺼이 어려움이 놓인 이들을 돕는 착한 어른이 되도록 이끌겠습니다.

Santa Vision Foundation

기금사업

복지사업

이사회

정책위원회

이사장

조직위원회

사무국

감사위원회

공동사업

홍보사업

경영지원

▶산타페이 발행

▶장학금지원

▶아동보호

▶홍보기획업무

▶총무업무

▶산타캐시 교환

▶소액대출

▶생계지원

▶마케팅업무

▶인사업무

▶암호자산 스왑

▶공정무역

▶교육지원

▶디자인업무

▶회계업무

▶기금 자산운용

▶자선여행

▶긴급구호사업

▶프로그램업무

▶관리업무

※ 산타비전재단의 이사회 구성은 참여하는 각 자선단체장과 추천받은 사회인사로 구성합니다.

산타 비전 재단 설립
산타페이 & 산타캐시 상장
산타페이 상장

2021년 1Q

2020년 4Q

2020년 2Q
2019년 4Q
2018년 2Q
2018년 1Q

산타비전재단 설립

산타몰 오픈

산타캐시 상장

블록체인 개발시작

산타비전 프로젝트

https://santapay.com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 속에서 산타클로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모스크바
런던베를린
파리
이스탄불

베이징

토론토

서울
상하이
도쿄

아부다비
뉴델리

홍콩

뉴욕

LA
멕시코시티

호치민
싱가폴

마닐라

상파울루
부에노스아이레스

캐아프타운

시드니

※ 산타비전재단의 국제 지부설립 계획도

산타비전, 세계를 품겠습니다.
"My Dream and passion is the heart that keeps me alive"

Thank you
Cryptocurrency with Santa Vision
This is a business proposal for a valuable donation ecosystem.
Although it starts small now, it will be a big deal in the future.
Because I think we can develop the donation ecosystem with cryptocurrency.
Also we have invested a lot of time and passion for this great job.
Do you want to do something worthwhile?
If you think so, you can join us right n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