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n Money: 복합 경제

지역이나 글로벌 경제의 개혁을 위한 전략

현재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근원적인 문제는, 그 성공을 위해서 무책임한 수탈이 추진되어
그 결과 굶주림, 환경 파괴, 빈곤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 니다. 현재의 글로벌 시장이 이
면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견고한 지역 시장이 본래 가질 책임
이 중요한 해결책이 되어 옵 니다. http://homepage.mac.com/forever.net 로 소개되
고 있는 복합 경제에 서는, 글로벌 통화보다 지역 통화가 사용되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으
로, 그 러한 견고한 지역 시장의 창설을 위해서 지역 통화를 강화합니다.

선호되는 지역 통화

일반적으로 돈의 가치는 희소성으로부터 태어납니다. 바로옆에 있는 돈이 적 으면, 그 만큼
돈은 귀중한 것이 됩니다. 그 때문에, 글로벌 통화가 부족할 때에는, 지역 통화가 나타납니
다. 그러나 거래 시에는 사용하기 쉬운 글로벌 통화가 지역 통화보다 선호되기 위해, 글로벌
통화가 돌아오면 지역 통화는 쓸모없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통화의 활기를 유지하기 위해
서는, 디플레이 션을 막기 위해 지역 통화의 발행량을 줄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글
로벌 통화보다 지역 통화가 선호되도록 하지 않는 한 지역 통화는 이류의 시장에 머물러, 글
로벌인 수탈에 대해서 커뮤니티를 저항할 수 있도록은 되지 않습니다.

지역 통화가 선호되도록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지역 통화로 물이나 전력과 같은 기본재를
직접, 혹은 세금으로 사는 경우에, 대폭적인 할인(예를 들어 50%)을 한다고 하는 방법입니
다. 이 전략에 의해 지역 통화가 자원 담보로 획득하는 가치 이상의 것이 되어, 상품의 재고
에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획득 해, 담보가 필요없게 됩니다. 이러한 내적 가치를 지역 통화에
게 주는 것으 로, 복합 경제가 성립합니다.

상품이 지역에서 관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할인은 법률로 강제당할 필요가 있어, 공급 업자
는 그 경우에 가격을 돌아오는 자유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단위 당 1 미 달러로
제공하고 있던 것의 반분의 50%의 할인을 해 지역 통화로 판매하는 경우, 미 달러로의 가격
은 1.33 미 달러가 되지만, 지 역 통화로의 경우는 0.67 지역 통화 달러로 하는 것으로 손
실을 회수할 수 있 고, 지역의 소비자는 33%의 할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거래가 지역 통
화로 행해지게 되었을 경우, 지역 통화로의 가격은 1 지역 통화 달러가 됩니다. 이 경우 세계
통화로의 가격은 2 미 달러가 되기 때문에, 지역 통화기준으로 의 메리트는 증대해, 지역 통
화 시스템의 성장을 재촉합니다.

물론 지역은, 공급 업자가 지역 통화로 받는 비율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수 도 있습니다. 예
를 들어, 50%의 할인이 적용되는 지역 통화로의 지불액을 반 에 제한해, 나머지는 상승한 세
계 통화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 로, 소비자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역 통화로 물을 샀을 경우의 할인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 통화에 의한 복합 경제가
구축됩니다만, 지역 통화의 성장과 수자원의 지역 관리를 추진하기 때문에, 수대가 생활비 중
에서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는 지역에서는 매우 강력한 어프로치가 됩니다. 더 발전한 지역에
서는, 지역 통화로의 납세 에 대한 할인이 강력한 전략이 되어, 지역 시장을 자극하고 세수입
을 늘려, 세금의 할인 만큼을 되찾게 됩니다.

글로벌 통화에 대한 선호의 다음에 큰, 지역 통화의 발전에의 장벽은 아마, 많은 지역에서는
아무도 지역내에서의 소비를 목적으로 해 재나 서비스의 생 산을 실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지역 시장에 참가하는 방법 도, 아마 동기도 없습니다. 지역 통화는 이 문제
에 대처해, 현지에서 생산된 전력에 근거한 혼합경제를 구축합니다.



지역 통화에 의한 혼합경제로는, 지역의 전력 공급 업자는 지역 통화로의 지 불의 경우 할인
을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력 공급 업자는 발전 사 업자로부터 지역 통화로 전력을
사, 태양 발전이나 풍력 발전기등의 지역내 발전의 촉진을 위해서 보조금을 내게 됩니다. 에
너지에 내재 하고 있는 가치 를 지역 통화에게 주는 것으로, 활력이 있는 지역 시장을 창설해,
에너지의 자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