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를 법적화폐에서 노동화폐로 바꿔야 합니다
화폐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

법적화폐는 부자를 더욱 부자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간이란 존재의 대부분을

가난하게 합니다. 이 화폐는 만기일도 없는 백지수표와 같습니다. 이 화폐는 사실상 아무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사용이 가능한 것은 뭣뭣에 대한 댓가를 돈으로 받는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때문입니다. 만약 실제가치가 있는것이라면 법으로 정할 필요도 없지요. 이 법적화폐의 3 퍼센트 미만만이
실제로 상거래 교환에 사용되며 나머지는 전부 금융거래에 사용됩니다.
달러, 유러, 파운드, 엔 등 모든 화폐는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며 국가라는 조직에서 조절하며 은행을 통해,
경제, 금융, 경제, 문화, 싸이언스, 정보를 조절해 아주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부가 축척되게 합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세계를 장악하며, 전쟁을 도발하며 자원을 착취하고, 인류 발전을 좌지우지합니다. 이 엘리트들은 각
국가의 정부, 국제기구, 국가 관료, 국제 조직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 화폐의 발생은 물물교환을 대신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현재의
법적화폐가 대신할수 있는 가치는 오직 물질을 생산하는 노동력 뿐입니다. 그 외엔 아무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화폐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것은 무지에 원인이 있습니다. 현재의 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법적
화폐를 누가 발행하는지 누가 조절하는지도 모르며 돈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사기입니다. 유일하게 부를
골고루 나눌수 있는것은 노동력에 제값을 부여하고 실제 값을 가진 화폐를 사용하며 노동자를 위한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며 이것만이 가난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Dhana (www.dhana.org)는 이 목적을 위해
발행한 화폐입니다.
그럼 어떻게 노동화폐를 사용하는지 보겠습니다. 노동자들이 댓가를 받을때 다나화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회사나 기업에서는 봉급을 지불하기 위해 다나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한사람앞에 100 다나만
지급합니다. 회사에서는 다나를 사기위해서는 회사의 재산이나 서비스를 다나로 팔아 다나를 월급지불로
사용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해만 하면 실행에 옮기기가 간단합니다!
다나는 두라Dhura (www.dhura.org)에서 발행하는데, 지구 공화국(www.asmad.org) 에서 관장하며,
여기에는 지구 주민들이 직접 뽑은 세계 통합 정부가 있습니다. 다나는 실제로 1그램의 플라티늄의 가치가
있습니다. 다나는 실제 화폐, 전자화폐 그리고 텔레메틱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나는 천 단위의khanaDhana (카나-다나)로 나뉘며 1,5,10, 50, 100 다나권이 있으며, 1,5,10,25,50,100,250 카나-다나 권이
있습니다. 지구상의 주민으로 16세 이상의 사람에게는 발행비용을 제하고 100 다나를 분배합니다. 환율은 각
나라마다 다른데 각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에 비례하거나, 100 다나를 받은 뒤 5년이내에 한번 혹은 여러번에
걸쳐 100시간 노동에 해당합니다 (노동비용은 시간당 1 다나).
5천억 다나 이상은 발행하지 않으며 (16세 이상 50억의 사람에게 100 다나씩) 인류구조활동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위해 250억 (5 퍼센트)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이를 위해 1000 다나 화폐권을 발행합니다. 화폐발행을
제한하는 이유는 화폐가치 하락을 막기위해서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환이 늘어나면 화폐의 발행양을 증가하지
않아도 다나 화폐의 요구량을 맞출수 있으며 다나의 가치도 오르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이해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나는 Holos Global System (홀로스 글로발) 시스템의 (www.hgsp.org)의 한가지 사업인데 인류의 급박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위한 프로그램중의 하나입니다. 더 늦기전에 실시해야만 합니다.
100다나를 받으려면 www.dhana.org 의 포맷을 사용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