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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민은행의 디지털위안화에 대한 견해

최근 인민은행 판이페이(范一飞) 부총재는 현재 개발중인 디지털위안화,
즉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가 법적 현금통화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의의와 성격을 명확히 하는 등 공식견해를 밝힘

◈

*

로서 디지털위안화의정책적 함의 분석, 금융시보, 9.15일)

* 关于数字人民币M0定位的政策含义分析(M0

디지털위안화는 시중에 유통중인 현금(지폐 및 동전)과 법적지위와
기능이 동일한 ‘현금통화’(M0)의 지위를 가지며,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를 중앙집중식으로 발행하는 것은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임을
크게 강조
ㅇ 디지털위안화는 현재의 현금과 같이 모든 이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며,
디지털위안화의 대민 유통은 기존 현금과 같이 상업은행이 담당
ㅇ

인민은행은 2014년 디지털화폐(数字货币) 연구를 시작하여 지난해부터
비공식적 테스트를 실시해오다 최근 시범테스트 지역 및 대상분야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위안화 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ㅇ 디지털위안화는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적통화로서
상업은행을 통해 대중에게 공급될 예정으로, 이하에서는 디지털위안화의
의의와 특징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1

인민은행이 디지털위안화를 바라보는 시각

 ‘디지털위안화’ (数字人民币)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
□

인민은행은 글로벌 용어인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대신에 결제기능이 강조된 DCEP (数字货币,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해 왔으며,
이번에 DCEP의 중국어 명칭도 디지털화폐(数字货币)라는 기존의 포괄적 용어
대신에 디지털위안화 (数字人民币)로 명칭에서부터 개념을 명확히 함
*

*

언론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판이페이 부총재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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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위안화 발행은 중앙은행의 본연의 기능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은 국가의 통화주권을
보호하고 재화의 유통과 교환을 위한 지불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이며 민간영역에서 이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
ㅇ 디지털위안화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法定货币)라는 점에서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발행하고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함
ㅇ 디지털위안화의 중앙집중식 관리는 암호화폐 등이 기반하고 있는
분산원장 기술과는 다르며, 이는 중앙은행의 독점적 발행 및 관리를
통해 국가의 통화주권을 지키고 통화가치 및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디지털 형태의 현금통화(M0)로서 기존 현금과 법적지위가 동일

디지털위안화는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로서 유통중인 현금(지폐
및 동전)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지님
ㅇ 디지털위안화는 법적으로 부여된 강제통용력을 바탕으로 중국내 모든
거래의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거래참가자는 디지털위안
화를 이용한 지급결제를 거부할 수 없음
ㅇ 아울러 대규모 현금관리 규정, 자금세탁‧반부패‧반테러 등 관련 법률을 준수
해야하고 거액자금 거래시 중앙은행 보고의무도 현금과 동일함

□

 디지털위안화는 순수 공공재적 성격을 지님
□

디지털위안화가 사적인 전자화폐 등과 다른 점은 M0로서 법정화폐의
디지털 형태이며, 기존 화폐와 똑같이 순수 공공재 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임
*

*

디지털위안화는 공공재가 갖는 불가분성, 비경합성, 비배제성 및 비영리성 등의 특징을 가짐

<참고>

현금과 같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디지털위안화

디지털위안화의 발행‧유통서비스는 사회 전체구
성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분할할 수 없으며, 사회구성원이 공
동으로 이익을 누림
② (비경합성, non-rivalry) 사용자의 증가에 비례하여 디지털위안화의 발행 및
유통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서비스품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③ (비배제성, non-excludability) 어느 누구도 다른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위안
화 서비스 사용을 배제할 수 없음
④ (비영리성, non-profitability) 디지털위안화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며 사회
이익과 복리의 최대화를 추구
① (불가분성, non-divi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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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위안화의 운영상 특징

 기존 화폐처럼 상업은행 인프라를 활용한 2단계 운영방식
□

디지털위안화의 발행은 중앙은행이 전담하고 디지털위안화의 유통, 회수
및 입출금 등 개인서비스는 상업은행 이 담당하게 됨
*

*

비은행금융기관(증권사 등)은 화폐태환업무나 현금예금취급 등의 업무를 할 수 없
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디지털위안화 태환업무가 불가능

디지털위안화의 발행 및 유통은 기존 현금과 동일한 ‘중앙은행-상업은행’
→ ‘상업은행-개인‧법인’의 2단계 운영방식(双层运营结构)을 채택
― 현금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본원통화의 공급과 유통을 조절하는
역할을 맡고, 상업은행은 화폐의 공급(投放)과 유통, 회수 및 예금입출
금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은행-상업은행’모델을 따름
― 지정 상업은행이 디지털위안화를 수령할 경우 동액의 자금을 인민은행에
준비금(准备金)으로 의무예치하도록 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통화(M0)
총량에는 변화가 없음
ㅇ 한편 디지털위안화 운영 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상업은행중에서 자본
과 기술 측면에서 우위가 있는 상업은행을 ‘디지털위안화 지정운영기관’
으로 지정하여 동 은행이 디지털위안화의 태환업무를 담당토록 함
― 디지털위안화 발행‧유통 시 기존 상업은행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한다는
점에서 디지털위안화가 은행시스템과 독립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탈금융중개화(金融脱媒, disintermediation)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상업은행이 보유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디지털위안화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고 통화정책 전달경로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ㅇ

디지털위안화의 발행 및 유통

자료 : 新时代证券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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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위안화의 취급비용 및 보유이자는 없음

중앙은행이 현금거래에서 수수료를 징구하지 않고 제조, 운반, 보관, 회수
및 폐기비용을 모두 부담하듯이 디지털위안화 또한 순수 공공재로서 현금과
똑같이 취급 및 거래비용을 금융기관 및 이용자 등에게 부과하지 않음
ㅇ 인민은행이 무료 디지털위안화 이전시스템 및 기초설비를 구축하고
상업은행에게 태환이나 유통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
ㅇ 은행도 개인고객에게 디지털위안화로의 수취나 지급과 관련한 비용을
받지 않을 것임
□ 아울러 디지털위안화는 현금과 동일하므로 전자지갑에 아무리 보유하더
라도 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

 네트워크에 관계없이 현금처럼 사용가능하며 익명성을 부분 보장
□

현금을 보유하는 경우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위안화도 전자지갑(통상 휴대전화에 설치)에 저장된 상태에서는 네트
워크 연결과 관계없이 바로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을 수 있음
*

다만 디지털위안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전자지갑(数字钱包)’을 휴대전화에
먼저 설치하여야 함

*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자지갑이 설치된 두 대의 휴대
전화를 접촉(碰一碰)시켜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방식으로 언제든지
자금을 상호 주고받을 수 있음
ㅇ 아울러 디지털위안화는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 등 현재 중국인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형 결제시스템을 통한 지불도 가능

ㅇ

디지털위안화는 거래정보를 암호화하여 기록하므로 권한없는 기관이 이
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 상황에서는 익명성이 보장
ㅇ 다만,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에 연루된 것이 의심될 경우 인민은행 등
권한있는 기관이 자금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제어가능한 익명성,

□

可控匿名机制)

―

인민은행이 전체 거래정보를 보유한 가운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자금흐름을 분석함으로써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활동을 방지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효과적으로 보장
- 4 -

3

시장평가 및 향후전망

(시장 평가)
 분산원장 및 블록체인과는 다른 기술을 활용

디지털위안화는 기존 암호화폐가 기반하고 있는 분산원장 및 블록체인
기술과는 다른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설계 및 개발되고 있음
ㅇ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Stablecoin) 등 일부 암호화폐의 경우 국가의 통
화주권을 약화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개발중인 디지털위안화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현금통화(M0)를 디지
털화하고 기존 결제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

□

*

*

코인의 가치를 안전자산 또는 자산포트폴리오와 연계하여 가격 안정성을 추구

 현금통화(M0) 대체라는 한계

화폐의 디지털화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나 인민은행은 현재 디지털위안화는 현금통화(M0)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며 M1(협의통화)이나 M2(광의통화)까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ㅇ 인민은행은 화폐의 디지털화를 M0에서 M1 및 M2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급
결제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기존 금융시스템의 혼란과
자원낭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

□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 등 네트워크형 결제수단과의 공존

디지털위안화는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 등 네트워크를 이용한 기존 결제수단의
영향력을 일정부분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예상과는 달리 이를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공존할 전망
ㅇ 디지털위안화는 기존 네트워크형 결제시스템상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양자는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기존 지급결제망을 활용하여 유통될 전망
ㅇ 금융전문가들은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 등 기존 네트워크형 결제수단의
편리성, 소비자행동패턴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을
감안하면 네트워크형 결제수단은 자체적인 시장을 유지‧발전시켜 나갈 전망

□

*

- 5 -

*

소비자들은 네트워크형 결제수단을 통해 단순한 결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출,
자산관리 및 단기자금시장내 투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일부에서는 디지털위안화가 네트워크형 결제수단과 지급결제시장에서
서로 대립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지만,
금융전문가들은 디지털위안화가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오히려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

⇒

 위안화 국제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금융제재에도 대비

디지털위안화는 물리적 이동에 제한이 있는 지폐와 달리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도 쉽게 이동이 가능하므로 위안화 국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일부 금융전문가들은 디지털위안화 발행목적중 하나가 위안화를 글로벌
지급결제 통화로 육성하는 데 있다고 분석하고, 향후 디지털위안화가 일대
일로(一帶一路) 사업, 인접국과의 무역결제 등에서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

*

□

일대일로 참여국가 및 동남아국가 등과의 무역결제시 디지털위안화를 사용할 경우
달러화 결제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양국간 대량의 자금결제가 신속하게 가능할 전망

또한 2018년 이후 미‧중 무역 및 외교마찰이 격화되면서 미국에 의한
중국금융기관의 국제결제망(CHIPS 및 SWIFT) 참여제한 등의 금융제재
가능성 이 거론되는 점도 인민은행이 디지털위안화 개발을 가속화하는
한 원인으로 분석
*

*

ㅇ

미‧중 무역분쟁 격화로 미국이 주요 국제결제망인 CHIPS 및 SWIFT에 중국금융기관의
접근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면서 국제결제망을 이용하지 않는 자체적인
결제수단으로서 디지털위안화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

한편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전자결제규모의 급증, 보호주의 정책 확산 등에
대응하여 최근 유럽중앙은행에서도 디지털유로 도입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는 등 각국 중앙은행 에서도 디지털화폐 도입에 대한 연구가 확산
― 디지털화폐 발행 관련 BIS 설문조사 결과(2019년 서베이) 66개 중앙은행중
10%가 3년 안에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신흥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디지털화폐를 적극적으로 발행하려는 움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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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이강(易纲) 인민은행 총재 등 인민은행의 경영층은 디지털위안화 발행일정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시간표는 없다는 점을 계속 밝혀 왔음
ㅇ 중국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디지털위안화의 안정성 및 무결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서둘러 디지털위안화를 발행할 경우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실도 우려되는 만큼 향후 인민은행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집중하는 등 실제 발행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예상
ㅇ 아울러 일부에서는 디지털위안화가 제한된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중앙은행에 막대한 소액결제정보가 집중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법률정비 필요성, 해킹 등으로부터 화폐유통시스템의
안전성을 보다 철저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
□ 다만 지난해부터 일부 지역 및 은행 등을 대상으로 계속되고 있는 디지털위
안화 시범테스트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 개최일정
등을 감안할 경우 발행일정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
ㅇ 최근 디지털위안화의 발행주체인 인민은행뿐만 아니라 상무부, 지방정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디지털위안화의 시범유통과 관련된 정책을 앞다
투어 발표하고 있는 점에서 향후 관련 일정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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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최근 중국의 디지털위안화 개발 관련 움직임

시기

내용

2014

•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팀(数字货币小组) 설치

2015

• 인민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에 관련 연구보고서 발표

2016

• 블록체인과 디지털화폐를 대상으로 상업은행이 참여하는 하는 테스트 최초 실시

2017

•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央行数字货币研究所) 설립

2019.12
~2020.5월

• 상업은행이 참여하는 디지털화폐 유통‧결제에 대한 “폐쇄식 테스트(闭环测试)” 실시

2020.2

• 디지털화폐연구소 및 인민은행 인쇄과학기술연구소, 디지털화폐 특허출원(65건 및 22건)

2020.4

• 이강(易纲) 인민은행 총재,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화폐 ‘비공개 파일
럿테스트(封闭试点测试)’가 진행중이라고 발언

- 4대 국영은행 및 3대 통신사가 공동으로 DC/EP 결제 및 유통기능 테스트

- 션젼(深圳), 쑤저우(苏州), 청두(成都), 슝안특구(雄安特区), 북경동계올림픽 현장 등
2020.5

• 이강(易纲) 인민은행 총재, 일부 지역에서 디지털화폐의 안정성 테스트가 진행
중이나 공식 발행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발언(何时正式推出尚没有时间表)

2020.8.14

• 상무부,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성), 장삼각(상하이와 장쑤성, 저장성, 안
후이성 일대), 웨강아오 대만구(광둥성·홍콩·마카오) 등의 시범지역에서 디
지털위안화 발행 및 유통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

8.19

• 심천시, 디지털화폐 연구와 모바일결제등 금융기술 혁신이 긍정적인 진전을 이
루었다고 밝힘
• 하이난자유무역항, 국경간 무역, 자금이동, 투자 등에 있어서 디지털위안화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

8.25

• 인민은행 통화정책국장(孙国峰), 디지털위안화 파일럿 테스트는 연구개발 과정의
일상적인 작업이며 디지털위안화의 공식 출범시기에 관한 시간표는 없음

9. 5

• 통저우구(通州区), 디지털화폐 유통 및 신형금융상품 판매 등 자산관리분야의
27개 개혁을 달성할 방침

9. 6

• 북경시, 동계올림픽 등을 활용하여 북경에서 디지털화폐를 유통함으로써 첨단
분야에서 북경이 앞서나가도록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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