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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지역화폐는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지역공동체로 인식된다. 그러나 지역 화폐는 지역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

히, 마을공동체는 주민 중심 생활자치, 주민자치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화폐의 수행 방식에 있어서도 근본적 변화

를 예고하고 있다. 지자체 주도의 지역경제활성화를 마을공동체가 함께 지역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적 공동체로 개편과 발전이 

요구된다. 하지만, 마을공동체가 일상화되고 공동체의 유형이 다양화 되는 주민자치시대에는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인 지역화폐를 시

민들에게 알리고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마을 공동체 측면에서 지역화폐 운영 방안을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인 공급자, 마케터, 수요자 등의 플랫폼을 제시한다. 이 제안 플랫폼 모델은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제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유관기업의 지역 정보 자원을 통합 운용하기 위한 ICT 기반의 통합 지역화폐 서비스 제

공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플랫폼이 서비스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갖는다. 첫째, 공동체가 구성원간에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

는 과정에서 사회적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경영전략으로써 상호간에 공유가치가 창출된다. 둘째, 공동체 구성원의 파편화된 정보를 

통합화하여 공동체와 경제적,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된다. 셋째, 개인과 공동체간 상호 작용을 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측면

에서 공동의 이익으로 변화된다.

Local currency is recognized as a local economy revitalization or local community. However, local money is made up of a means of 

realizing local communities. In particular, the paradigm of the village community is changing to resident-centered living autonomy and 

resident autonomy, which predicts a fundamental change in the way local currency is performed. Local government-led local economy 

activation is required to be reorganized and developed into a leading community in which the village community solves problems of 

the local economy together. However, in the era of resident autonomy, when village communities become commonplace and the types 

of communities become diversified, it is not desirable to inform citizens of local currency, which is a policy of activating the local 

economy, to use.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esent a platform for suppliers, marketers, consumers, etc. that constitutes the community

based on local currency management plans in terms of village communities. This proposed platform model provides an ICT-based 

integrated local currency service to integrate and operate local information resources of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companies so that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can be formed based on the income generation of local residents. When the platform 

proposed in this paper is serviced, it has the following advantages. First, as a management strategy that simultaneously creates social 

values   in the process of creating economic values   among members of the community, shared values   are created with each other. Second,

it is possible to interact economically and socially with the community by integrating fragmented information of community members. 

Third, the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s and communities changes into common interests in terms of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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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마을은 일상생활이 구현되는 장이며 관계를 맺는 장으로 마을공동체가 복원되는 과정은 해체된 마을구성원들의 관계망을 회

복시켜 기능별 ‧ 계층별 분절화를 극복하고 재생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바, 도시 안에서 무너진 공동체의 가치를 구축하고 실

현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주민들의 갈증이 증가하고 있다[1]. 또한, 우리나라의 마을 공동체는 일제 강점기에 무연고토

지를 국유화하고 재정을 확보, 모든 자원과 조세 원천 파악을 통해 수탈경제로 식민통치를 하면서 마을의 물질적 토대가 유명무

실화되어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었다. 근대화, 산업화 시기에는 마을공동체의 개념이 변질되었다. 토지는 상품화되고 상

행위의 대상이 되어 공동체와 개인, 자연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것은 물론 그 생명력조차 상실하게 되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2]

는 대안화폐로 그 특성상 법정화폐를 나두고 지역화폐를 사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이 정책에 대한 지식과 

기술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으며 이것을 배우기만 하면 되는 시대는 종료된 것이다[3]. 마을의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위해 

가입하고 개설하고 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관중심의 일방적 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이점에서 

마을공동체 거버넌스 체제로 근본적 개혁과 구축이 필요하다[4]. 공동체가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역화폐를 

운영, 관리하는 것이 공동의 목표 의식이 되고 주도적 공동체를 지원하는 근본적 개혁과 구축이 필요하다[5]. 

본 논문에서는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을 네트워크 시키고 공동체의 접점에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도

움을 주며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모바일 중심의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구성원에 맞춤화되 공동체 서비스가 가능한 플랫폼을 제안

한다. 제안 플랫폼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상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를 서비스에 다시 활용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효율적인 방식의 지역화폐 활성화 운영을 위한 마을공동체 서비스 플랫폼이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마을 공동체 측면에서 지

역화폐 운영 방안을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인 공급자, 마케터, 수요자 등의 플랫폼을 제시한다. 이 제안 플랫폼 모델은 지역주

민들의 소득창출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제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유관기업의 지역 정보 자원을 통합 운용하기 

위한 ICT 기반의 통합 지역화폐 서비스 제공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관련 연구를 기술하고, 3장에서 제안 플랫폼 모델을 

기술한다. 4장은 결론을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2.1 지역화페 현황

2019년 국내 기초자치단체 245개의 지역화폐 현황을 직접 조사해 본 결과 발행방식, 발행액, 가맹점수, 거래량, 사용자수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6]. 국내 245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발행방식은 지류 34.3%로 제일 많았으며 카드가 11.8%, 복

합형 6.1%, 모바일 1.6%로 나타났다. 발행액의 경우 10억 이하가 8.2%, 30억 이하가 14.7%로 제일 많았으며 규모로는 2,000억 

이상~3,000억 이하가 제일 컸다. 가맹점수의 경우는 100개 이하가 0.4%로 제일 작았으며 1만 개소 이상의 경우가 6.7%로 제일 

규모가 컸다. 또한 1천 개소 이상이 제일 많은 12.7%를 차지했다. 거래량의 경우 10억 이하가 14.3%로 제일 많았으며 500억 이

하가 제일 적었다. 사용자수의 경우 1만 명 이상 5만 명 이하가 제일 많았으며, 규모로는 50만 명 이상이 제일 컸다[6]. 지역화폐는 

한국 ‧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전 세계에서 3,000종 이상이 사용되고 있다. 발행 목적, 방식 등 

지역의 상황과 커뮤니티 성격에 따라 종류도 다양하다. 이 가운데 영국의 브리스틀파운드는 대표적인 지역화폐 성공 사례로 꼽

힌다[7].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쳐 지역경제가 위축되자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매점과 시장에 돈을 돌게 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한 브리스틀파운드는 소규모 공동체가 아닌 시 차원의 지역화폐다. 브리스틀시의 인구는 외곽지역을 포함할 

경우 100만 명가량 된다. 지역화폐 운영은 우리나라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형태인 지역공동체기업이 담당한다. 민간이 자율적

으로 운영하고 시 정부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브리스틀 시장은 급여 전액을, 시 직원들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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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지역화폐로 받고, 지방세와 에너지 요금의 일부를 브리스틀파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됐다. 

2.2 지역화페 플랫폼 사례

노원구 지역화폐[8]는 GDP에 산정되지 않는 자원봉사, 기부, 자원순환과 같은 사회적 가치에 지역화폐 노원이라는 경제적 가

치를 부여하여 사회적 가치를 더욱 확산시키고 나아가 마을공동체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사업목표로 하였다. 지역

화폐 ‘노원’은 경제적가 치보다 사회적 가치로 이용되고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노원구의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에 대

한 내용근거에 의한 자치회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평생교육진 흥, 여성교실, 도서관, 주차장, 목공예체험장 등에 대한 관련 정

보 등을 노원구청의 연구자료를 참고하여 평가분석을 하였다.

지역화폐 ‘레츠’는 자본주의에 맞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 자립경제 구축하고자 설립되어 예전부터 계속되어온 두루 

사용처의 확대, 그리고 회원들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마을에 중심을 두었다[7]. 특정 지역 내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회원 사이

에만 통용되는 화폐를 통해 노동과 물품을 교환하는 제도로 거래자 자신이 스스로 계정에 기록되는 가상의 화폐를 발행 운영하

여 연대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에 큰 효과가 있으나 초기 공동체 기반이 없으면 시스템 운영이 어려움다고 판단하였다. 다른 지

역통화에 비해 경제적 효과는 미흡하나 레츠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경제운동을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밭

레츠의 사업은 아래 Table 1과 같다. 

Table 1. Hanbat Lets operation program

구분 사업명 활용내용

품앗이 만찬 커뮤니티
가까운 이웃, 회원간의 다양한 만남을 주제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상호 소통과 

거래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진행

품앗이 교실 배움터
교육을 테마로 품앗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육과 더불어 지역화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계절활동 순화방문 운영위원들이 회원업소를 순회방문하고 회원업소의 어려움을 듣고 격려하기 위해 한 활동

레츠시스템 교육과 홍보 지역화폐홍보 지속적인 지역 방송, 언론을 통한 지역화폐 홍보 및 활동 운영

연대활동 네트워크 지역내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대를 통한 지역화페 네트워크 연대 확대

3. 제안 플랫폼 모델

3.1 지역화폐 활성화 플랫폼 모형

본 논문에서는 마을공동체 측면에서 지역화폐 운영 방안을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인 공급자, 마케터, 수요자, 콘텐츠 등의 

플랫폼 구성에 필요한 기능과 프로세스들을 통합하기 위한 지역화폐 플랫폼의 구현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지역화폐 플랫폼 모형은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제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유관기업

의 지역 정보 자원을 통합 운용하기 위한 ICT 기반의 통합 지역화폐 서비스 제공 플랫폼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Fig. 1은 플랫폼

의 이해관계자와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핵심적인 기능을 도식화하여 보여준다. 상품데이터의 생산 주체가 지역화폐기반 유통체

계를 통해 서비스 혹은 상품콘텐츠를 플랫폼으로 제공하면 데이터는 상품 데이터웨어하우스에 쌓인다. 이러한 콘텐츠와 서비스

는 지역화폐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거래될 수 있으며, 지역화폐 멤버십을 통해서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고객ID를 부여하여 개인

화된 서비스와 혜택이 제공한다. 또한 고객데이터의 생산주체가 고객의 데이터를 플랫폼의 고객 연동시스템에 연동 ‧ 제공하면 

데이터는 고객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쌓인다. 이러한 고객정보는 고객이 다른 상점의 상품을 구매할 때 고객인증을 통해 고객 서

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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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l currency activation platform model for community activation

3.2 플랫폼 구현 모델

Fig. 2는 플랫폼 구현 모델로써 플랫폼의 기반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과 같은 서비스 인프라들이다. 플랫폼을 구성

하는 핵심 서비스는 거버넌스, 사용자 관리, 시스템 관리, 성능과 통계 관리 등의 관리 시스템 계층과 플랫폼의 멤버십을 위해서 

ID 체계를 통한 고객관리시스템의 마일리지 혜택, 할인혜택, 고객 인증, 고객 ID 등의 멤버십 서비스, 플랫폼을 구성하는 상품 

Fig. 2. Proposed platform implement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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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테이터는 상품 데이터웨어하우스에서 관리되고 고객 데이터는 고객 데이터웨어하우스에서 관리되며 그 위에 콘텐츠와 

고객이 거래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등록, 결제, 정산, 거래하는 마켓 플레이스가 있다. 최상단에는 플랫폼에서 상품 콘텐츠 데이터

를 생산하는 상품 판매처의 상점정보로 상점일반정보, 상점위치, 상점 할인, 상점커뮤니티를 제공하며 또한, 다수의 상품을 분류

하는 카테고리/커스텀이 있는데 이들은 플랫폼 내부에 탑재되어 작동하는 내부 컨텐츠와 외부 컨텐츠로 나뉘어진다. 모든 서비

스와 플랫폼 기능들은 UI 계층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웹이나 앱으로 다양한 스마트 기기로 표출된다. 그리고 상품 콘텐츠 데이터

를 생산하는 상품판매처와 고객 데이터를 생산하는 상품판매처 간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거래된 금액의 수익을 분배하는 수익

분배 시스템이 있다. 상품 콘텐츠 생산하는 상품판매처의 온라인 몰과 상호 작용하기 위한 API 계층의 요소들이 제공되며 서비

스에서 생산하는 로그 데이터들은 빅데이터 처리 계층을 통해서 관리된다.

3.3 플랫폼의 물리적 구성

Fig. 3은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스템 구성도이다. 지역화폐플랫폼은 상점정보와 상품 콘텐츠 정보가 고객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보의 공유와 활용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이를 고객 데이터의 경우는 고객 데이터 생산자의 서비스 채널인 홈

페이지, 쇼핑몰, 블로그, 카페와 상호 작용을 하기 위한 API와 상품 콘텐츠 데이터가 고객에게 공급 되어 상품 콘텐츠 공급처의 

서비스채널 외부시스템으로 이동하여 공급처의 고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유와 인증을 하는 고객연동시스템으로 구성

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운영관리, 멤버십, 데이터웨어하우스, 빅데이터 등의 시스템 요소로 구성되며, 모든 시스템들은 클라

우드 기반에서 구동된다.

Fig. 3. Platform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지역화폐플랫폼은 지역의 상품콘텐츠 데이터 와 고객 데이터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이해관계의 시작이 된다. 공급자는 플랫폼

을 공급하는 플랫폼 주체와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점, 유통기업, 생산기업을 말한다. 이들은 공유시스템을 통해서 플랫

폼에 접근할 수 있다. 공급처에서 제공하는 개방형 데이터들 또는 각종 API는 연계 시스템을 통해서 플랫폼에 정보를 제공한다. 

플랫폼을 통해서 모아진 콘텐츠 와 서비스는 활용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 즉, 공급처의 방문 고객들에게 제공된다. 두 가지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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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데,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공급자의 서비스 채널(웹사이트, 모바일사이트, SNS 등)과 연계를 통해

서 고객에게 제공한다. 플랫폼 내부의 상품 컨텐츠 구매 이용 및 분석 정보와 CRM 정보들은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공급자

에게 공개되어 데이터 인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3.4 지역화폐 서비스 제공 방안

- 정보공유서비스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시키고 개인과 공

동체간 상호 작용을 하며 이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거버넌스를 목표로 하는 서비스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UI/UX

를 구현 할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정보공유, 구성원간 상호 작용, 마을공동체 거버넌스 등의 정보제공 방안이 

있다. 

- 구성원간 상호 작용 : 구성원과 구성원간 상호 작용을 위해서는 공유기반의 거래 서비스가 가장 필수적인요소로 공유기반의 

거래 서비스로 구성원은 판매자가 되기도 하고 구매자가 되기도하며 마케팅 제공자가 되기도 한다. 즉 구성원은 개인의 상품정

보를 등록하여 팔기도 하고 마케팅활동으로 고객을 유치하기도 한다. 이때 판매자와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 업체는 상호 수익분

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Fig. 4). 

Fig. 4. Community interaction

- 마을공동체 거버넌스 : 구마을공동체 거버넌스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어플리케이션의 단일 인스턴스

로 여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키텍처를 말한다. 즉 클라우드 기반의 SaaS형태의 하이브리드 멀티테넌시 서비스를 바

탕으로 마을 단위 공동체의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Fig. 5).

 

Fig. 5. Hybrid multi-tenanc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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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적용 예시

4.1 플랫폼의 데이터 흐름도

본 논문에서 제시한 플랫폼 모델 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적용 예시를 제시하였다. Fig. 6은 지역화폐 가입전부터 가입후까지

의 일반적인 서비스 이용 프로세스를 작성한 것이다. 고객은 처음에 오프라인 상점 또는 온라인 상점에 방문하여 쇼핑을 하고 상

품을 구매할 경우 프로모션의 혜택을 받고 모바일 멤버십을 가입하게 된다. 이후 모바일 멤버십 앱에 보여지는 상품 검색기능을 

통해 온라인 구매 ‧ 결제하거나 오프라인에 방문하여 구매 ‧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결제방식은 카드, 현금, 포인트로 결제를 하며 

1차원 2차원바코드 또는 NFC센싱을 활용하여 결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Fig. 6. Service use process

Fig. 7은 지역상점의 상점정보, 상품콘텐츠정보가 통합 서비스 제공 과정이다. 고객은 지역의 어느 상점이든 문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인 경우 상점의 멤버십 프로모션의 혜택을 제공한다. 멤버십 앱의 기능에는 회원정보, 상점정보, 상품콘텐츠 정보, 정산정

보, 결제정보가 보여진다. 상품콘텐츠정보의 경우 상점의 상품콘텐츠의등록 또는 API연동을 통해 통합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며 

멤버십 프로모션의 경우 다수의 상점에서 등록한 프로모션 정보가 모든 고객에게 통합해서 제공되어 제휴멤 버십 기능을 가지

게 된다. 제휴 멤버십의 기능은 방문고객이 가입한 상점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제휴 서비스로 고객충성도를 증가시키

고 상품구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고객은 다수의 상점을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다수의 상점 각각마다 멤

버십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점만 가입하면 다수의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어 통합 멤버십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 통합 

멤버십의 기능은 고객에게 통합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상점 및 지역의 충성도를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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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nformation integration service

Fig. 8은 지역화폐 수익배분 프로세스이다. 수익배분은 고객이 가입한 상점의 멤버십앱에 타 상점의 상품 노출과의 관계 설정

이 출발이다. 즉, 고객 데이터생산(고객유치) 상점이 타 상점의 상품을 노출하고 그 댓가로 일정 홍보수수료를 받는다. 이 때의 

비용은 업체의 성격과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1~5% 이내에서 배분설정이 된다. 포인트의 경우 고객은 구매

상품에 대한 일정 포인트를 받게 된다. 고객은 모든 상점에서 상품 구매시 포인트가 적립되며 적립된 포인트는 통합포인트로 사

용할 수 있다. 또한 일부 NGO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게 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전략을 기업 상점에 제공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개선과 더 나아가 UN SDGs로 해외진출 전략을 제공한다.

Fig. 8. Profit allo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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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단계별 서비스 요소

지역화폐는 상품 컨텐츠 공급자와 고객 공급자의 양쪽의 니즈를 충족시켜야한다. 상품 컨텐츠 공급자는 고객시장을 필요로

하며 고객 공급자는 상품시장을 필요로 한다. 즉 상품 컨텐츠와 고객 컨텐츠가 서로 정비례로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품컨텐

츠가 부족하면 고객이용율이 낮아지며 고객이 부족하면 상품 컨텐츠 공급처의 가입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객과 상

품을 정비례로 증가 시킬 수 있는 시장공유 플랫폼을 구현해야 한다(Fig. 9).

Fig. 9. Market sharing platform

Fig. 9는 시장공유 플랫폼으로 시장공유 플랫폼이란 기능적으로는 두 개 이상 의 독립적인 기업이 시장이라는 자원을 멤버십

제도로 공유하여 장기적인 파트너십의 형성 및 상호이익의 결과를 달성하는 양방향 멤버십 플랫폼이다. 이는 개별 기업차원의 

멤버십 서비스의 단점을 극복하고, 대기업 시장중심의 통합 ‧ 개방형 멤버십의 객체로의 단점을 극복한 세계 최초의 양방향 멤버

십 서비스 이다. 이와 같이시장공유 플랫폼을 도입시 기존의 플랫폼의 경우 1:N방식으로 하나의 대형 플랫폼에 다수의 상품 컨

텐츠 공급처가 상품 등록을 통해 위탁판매를 진행하는 형태이다. 시장공유 플랫폼은 N:N방식으로 다수의 중 ‧ 소형 플랫폼이 보

유하고 있는 상품 컨텐츠와 고객 정보를 서로가 공유하게 된다. Table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플랫폼을 공급자 입장과 수요자 

입장으로 타 플랫폼인 수직 플랫폼, 지역플랫폼을 비교한 것이다.

Table 2. Comparison with other platforms

수직 플랫폼 지역 플랫폼 본 플랫폼

공급자

입장

커버리지
설명 활성화 지역 중심 해당 지역 중심 해당 지역 중심

비교 좁음 좁음 넓음

수용

콘텐츠 범위

설명 활성화 지역 상품 콘텐츠 해당 지역 상품 콘텐츠 해당 지역 상품 콘텐츠

비교 좁음 넓음 넓음

활용

데이터

설명 상품 상품, 고객 상품, 고객, 기업 데이터

비교 좁음 좁음 넓음

생태계

참여자

설명 콘텐츠 제공자 지역 콘텐츠 제공자, 지자체, 기업
콘텐츠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 

지자체, 기업, 정부

비교 적음 중간 많음



48 ∙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Vol.9, No.1, 2021

Table 2. Comparison with other platforms (Continue)

수직 플랫폼 지역 플랫폼 본 플랫폼

수요자

입장

고객

수용도

설명 해당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자 지역 방문객 대상 지역 방문객 대상

비교 낮음 보통 높음

개인화 및 

기업 서비스

기술

설명
경험 데이터와 CF에 의한 상품 

추천 위주

경험 데이터와 CF에 의한 상품 

추천 위주

CF + NLP, TM, Item2Vec 등의 

딥러닝 알고리즘 접목

비교 좁음 좁음 넓음

서비스

제공시점

설명 방문에 초점 예약, 방문에 초점 방문, 예약, 온라인 초점

비교 좁음 좁음 넓음

고객관계

관리의 범위

설명 회원제 서비스 + 보상, 개인화 회원제 서비스 + 보상, 개인화
회원제 + 보상, 환대, 개인화, 

Life Cycle 전주기 관리

비교 좁음 보통 넓음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본 논문에서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시스템 모델 연구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지

역화폐 플랫폼 모델이 기존 플랫폼 등의 단위 서비스 플랫폼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결제 서비스가 아닌 

공동체의 상생을 기반으로 상품 콘텐츠와 고객을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것이다. 공동체 지역화폐의 핵심요소인 

다양한 상품 콘텐츠 정보와 고객 정보를 보유한 공급처들이 플랫폼의 콘텐츠 유통체계를 통해서 그들의 콘텐츠를 제공하면 플

랫폼 내부의 콘텐츠 데이터웨어하우스와 고객의 정보를 연동하면 플랫폼 내부의 고객데이터웨어하우스와 가공절차를 거쳐 지

역화폐 멤버십 서비스와 함께 공급처가 큐레이션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이때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 및 

서비스를 통해 거래되는 공급처에게 수익을 제공하고. 고객을 제공하는 고객 공급처에게도 수익을 제공하며, 서비스를 활용하

는 전 과정에서 추적되는 거래정보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 공급처의 인사이트와 정책 개선 요소를 제공한다. 공급처

는 다수의 공급처로부터 고객 제휴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재방문 상승의 효과로 마케팅효과를 

발생이 가능하다. 공급처의 수요자인 고객은 멤버십 서비스를 통하여 모든 가맹점의 통합멤버십혜택을 볼수 있어 통합포인트사

용이 가능하다. 또한 NGO단체에 일정금액이 기부가 되며 공급처는 지속성장전략으로 고객으로부터 이미지 개선 및 UN의 

SDGs 전략으로 기업의 해외진출의 전략 마련이 가능하다. 그러나 킬러 서비스 위주, 영리 사업 위주의 상점의 특성 상 통합 플랫

폼을 통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고객을 연동시키고 이를 통한 서비스 실현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에 대한 의문과 반

론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역화폐 플랫폼 제공 주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지역화폐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국가 차원의 상생, 협력기반의 협업으로 지역 공동체 구축이 활발하게 이뤄지도

록 유도하여야 하며, 수익성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앙 기관이나 대기업, 혹은 산업계 업

합체 등이 주도할 수 있는 지역 통합 지역화폐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과 이를 통한 역할을 중요하게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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