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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디지털 화폐 논의에 불을 지피다
현금 사용 감소와 비대면 결제 증가

현 금융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

현금 사용으로 인한 코로나 19 확산 우려 (WHO)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문제, 미국 의회에서 디지털달러 논쟁 유발

ü 현금에 코로나 19가 잔류할 수 있어, 현금을 만지고 난 뒤 손 씻기를 권장
ü 비대면 결제수단을 사용할 것을 권유
ü 중국에서는 2월, 코로나 19 영향이 컸던 지역의 병원, 교통수단 및 시장
등에서 사용된 현금을 소각하고 소독하겠다고 밝힘

ü 지난 3월 몇몇 의원은 연준(Fed)이 디지털달러와 지갑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
ü 불필요한 절차와 시스템으로 지원금 수령이 시급한 개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 근거
ü 은행계좌가 없거나 국세청 등록 계좌가 없는 경우, 이민자와 결혼한 경우
수령 지연

주요국 결제수단의 변화

각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통화정책으로 법정 화폐의 가치에
의구심 제기

ü 영국 제 1의 ATM 기기 운영사 LINK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영국 국민의
현금 사용이 약 50% 감소함
ü 한국, 2020년 3월 전년 동월 대비 식음료품의 온라인 거래액 약 59% 증가
ü 미국, 2020년 3월 한 달 간 식음료품의 온라인 거래액 약 100% 증가

ü 미국: 2020년 3월 15일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 결정에 이어
3월 23일 무제한 양적완화 결정
ü 중국: 2020년 2월 13일 42억 달러 규모의 역외 위안화 채권 발행
ü 한국: 2020년 3월 19일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왑 체결,
3월 26일 103억 달러 규모의 RP 매입제도 도입

코로나 19 이후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개
공격적인
통화정책의
문제점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통화정책

환율 상승

인플레이션

급격한 자본 유출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의 양적완화는
통화가치의 하락을 유발함

통화가치 급락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음

시중에 풀렸던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음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양적 완화 이후 통
화가 대부분 국내에 머물러 통화가치가
하락, 환율이 상승하게 됨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마찬가지로, 제
로금리에 통화유통량을 늘려도 돈이 돌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음

2013년 연준 의장이 재정 지출을 축소하
겠다고 발언하자 신흥국의 통화가치와 채
권/주식은 트리플 약세를 보였음

국가

발표 기준월

통화정책

국가

미국

3월

양적완화 (7천억 달러 규모)

2월

중국

무제한 양적완화

3월

100억 위안 규모의 역외 위안화 채권 발행

4월

LPR 10~20bp 인하

유럽

3월
4월

* 출처

기준금리 0.5%p 인하

PPPLF 신설
연간 양적완화 규모 1.2조 달러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PEPP) 신규 도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에 대해 담보 조건 완화

1) 아시아경제, ‘0%대 기준금리+양적완화’… 환율,인플레는?’, 2020.03.27
2) KDB 미래전략연구소, <코로나19 관련 주요국의 경제정책 대응 및 시사점>, 2020.04

역외 위안화 채권 발행 (42억 달러 규모)
LPR 5~10bp 인하

FIMA Repo Facility 신설
4월

통화정책
그린채널 제도 도입

기준금리 50bp, 100bp 두 차례 인하
RP 운용 규모 확대, PDCF 재도입

발표 기준월

한국

3월

한미 통화스왑 체결 (600억 달러 규모)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25% 확대
RP 매입제도 도입 (103억 달러 규모)

4월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제공 비율 인하 (20bp)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현금 사용이 확연히 감소 중
최근 10년 간 결제 수단으로서 현금 사용 비중은 꾸준히 감소 중이며, 코로나 19 이후 가속화 됨

스웨덴

영국

영국

가장 최근 소비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소비자의 비중

총 소매 매출 중 인터넷 매출 비중

ATM 총 현금 인출액

2010년 39%에서 2018년 13%로 감소

22% 이상 기록하며 신기록 경신

2020년 2월부터 현금 인출액 80억 파운드 이하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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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결제 증가
현금 사용 감소와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중국과 한국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식음료품 소매 매출이 증가함
중국

미국

한국

소매 매출
(총 매출 & 전자상거래 매출)

식음료품 온라인 소매 매출
누적 성장률

소매 매출 중 전자상거래 비중 지속적 상승

2020년 3월 전년 동월 대비 +8.1%p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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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전년 동월 대비 +59.4%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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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품 온라인 매출

업계 관계자들의 말

코로나19 이후 주목받는 디지털화폐

CBDC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코로나19 보다 진전된 CBDC 논의

Li Lihui

BIS

Former President of the Bank of China

“CBDC는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나 사이

“케냐의 디지털화폐 M-Pesa가 최근 거래 한도를 증액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접촉 전자결제 확산이 중국에서

버 공격 등 광범위한 충격에 대한 복원력, 그리고 대중에 대

고 일정 금액 이하 거래 시 수수료 부과를 보류한 조치가

한 높은 접근성을 감안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의 디지털화폐 발행 및 사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
Blockchain.news, 2020-05-06

BIS Bulletin No.3, 2020-04-03

Michael Novograts

Daniel Haudenschild

CEO of Galaxy Digital

President of Crypto Valley Association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Blockchain Valley, 2020-04-11

Vitalik Buterin

Co-founder of Ethereum

“현재 위기(코로나19)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부와 연계한

“CBDC는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을 인정하는 새로운 시대

“CBDC보다는 탈중앙화된 민간 통화가 선호될 것이다. CBDC

디지털지갑이 얼마나 필요한지 시사한다.”

의 정부와 전통 금융업을 대변한다. 다가오는 금융 디지털

와 기업 통화의 주된 문제점은 권력과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어

화의 시대에서도 화폐 주권을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최우

서 중앙의 중재자에게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Michael Novograts Twitter, 2020-04-09

선 과제일 수 밖에 없다.”

Cointelegraph, 2020-03-06

Cointelegraph Korea, 2020-03-06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란?
[정의]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로,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

등장 배경
1. 분산원장기술(DLT)의 등장: 지급 결제 관련 IT 기술의 발전
2. 현금거래의 비효율성

특징

1. 법정화폐로서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고 저장됨
2. 현금처럼 지급과 동시에 결제가 완료됨

발행 방식
1. 중앙집중형(Account based): 이용자들이 중앙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CBDC 사용, 중앙은행 연동 계좌를 통해
보유 및 거래 내역 관리 (예금과 유사)
2. 분산형(Value based): 이용자들이 중앙은행에 계좌를

3. 실물화폐인 현금과 함께 ‘화폐발행액’을 구성함
4. 가상자산과 달리 기존 법정화폐와 동일한 화폐단위를 사용하고
교환비율도 1:1로 고정됨
5. 가상자산과 달리 ‘법정통화’에 속하기 때문에 발행기관은 발행
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6. 자기 보관 선택권의 여지 없음 (마이너스 금리 시)

개설하지 않음, IC칩을 카드나 전자기기 등에 내장하는 방식
(현금과 유사)
* 출처: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2019.01.25

분류
이용
목적

소액결제용 CBDC

거액결제용 CBDC

모든 경제주체 간
일반적인 거래

은행 등
금융기관 간 거래

구현
방식

단일원장방식

분산원장방식

중앙은행이 CBDC 계좌 및
거래 정보 보관/관리

다수의 거래 참가자가
동일한 거래 기록 관리

도입의 장점과 우려사항
도입의
장점

탈현금사회

금융적 함의

금융혁신

소액결제에서의
지급의 효율성

거액결제에서의
지급의 효율성

법정화폐
접근권의 대중화

디지털화폐
글로벌 경쟁력 확보

재정정책 보완

* 출처

도입의
우려사항

보안과
프라이버시

중앙은행의
중재권 약화

뱅크런
(Bankrun)

국경 간 결제
실효성

이자율 변동

헬리콥터 머니
리스크

현금 사용 감소

정책 금리 하한의
실효성 감소

1)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2019.01.25
2) Central Banking, <Th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Survey 2020 – debunking some myths>, 2020.05.14

주요국 CBDC 논의 진행 현황

BIS*에 의하면 CBDC 연구 진행 중인 국가는 2017는 65%에서 2019년 80% 이상으로 증가
초기 연구 단계

개념 증명 단계

시범운영 준비

스위스

싱가포르

중국

: 연방의회와 중앙은행은
소액결제용/거액결제용 CBDC의
이점과 리스크를 모두 염두에 두고
연구 진행 중

영국
: API 방식의 접근 허용하는
CBDC 플랫폼 모델 고려 중

노르웨이
: 전자결제수단의 독과점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CBDC 연구
진행

미국
: 각국 CBDC 동향 모니터링 및
소규모 기술 실험 진행

*출처:

: 총 5단계의 Project Ubin 중,
2020년 상반기에 5단계 보고서
공개 예정

유럽연합
: 개념 증명 결과 관련 보고서 발간
이후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 중

프랑스

: 거액결제 시스템 관련 IT 공모
진행 중

: 2022년 동계올림픽을 기준으로
시범지역에서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

스웨덴
: 2021년 2월까지 파일럿 테스트
를 통해 분산형(value-based)
e-krona의 시제품(prototype)
을 개발할 예정

캐나다
: DLT 기술로 거액결제용 CBDC
발행 가능성 확인

한국
: 2020년 3월부터 22개월 간
CBDC 파일럿 테스트 추진

1) 각국 중앙은행이 발간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보고서
2) *BIS, <Impending arrival- a sequel to the survey o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2020.01

시범 운영
바하마
: 민간업체를 CBDC 솔루션
공급자로 선정, 거액결제와
소액결제 모두 개발함

미국: 초기 연구 단계

CBDC 발행 계획은 없지만 소규모 테스트, 전문가 채용 등을 통해 연구를 강화할 예정
배경 및 목적
• 페이스북 리브라(Libra)* 발행계획 발표와 중국 인민은행의 CBDC 발행
추진으로, 미국의 CBDC에 이목 집중
*2019년 10월 청문회 실시;
주요 안건 1) 보안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2) 달러화 패권 3)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
** 부록(페이스북 리브라 2.0) 참고

추진 상황
• 연준은 현재 CBDC 발행계획 없음
• 최근 지급결제 부문 관리자 인력 채용하면서 디지털 화폐 관련 업무를
담당업무에 명시

전망
• 각국 중앙은행 및 민간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CBDC 발행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분석할 전망
• CBDC 관련 소규모 기술 테스트를 진행할 전망

최근 이슈
• JP모건 이자율 파생상품 전략부서 팀장 조시 영거와 미 수석 경제학자
마이클 페롤리, “미국보다 디지털 화폐의 파괴적 잠재력에 타격을 받을
나라는 없어.”
- Bloomberg, 2020-05-22

*출처: 한국은행,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대응 현황> 2020.02.05

영국: 초기 연구 단계

CBDC 발행 계획은 없지만 관련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며, 최근 CBDC 정보공유그룹 운영 시작
배경 및 목적

• 탄력적인 지급 환경과 그것의 경쟁력 및 효율성 지원
• 새로운 형태의 민간 자금 창출의 위험 방지
• 디지털 경제에서 미래의 지불 요구 사항 충족
• 중앙은행 현금의 가용성 및 사용성 개선
• 국경 간 지급 결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지원자 역할

추진 상황
• 현재 영란은행은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연구 진행중
• 모든 경제 주체가 사용하는 CBDC의 발행은 통화정책 및 재정 안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 BIS와 6개국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CBDC 정보공유그룹을 신설함
• 2020년 3월, ‘CBDC 기회와 난제, 그리고 설계’라는 제목의 보고서 공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안정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CBDC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힘

전망
• 현행 달러화 중심의 국제 통화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장기 계획으로, 디지털
기반의 합성 기축 통화 도입을 연구할 전망
• CBDC가 새로운 형태의 중앙은행화폐 또는 새로운 결제 인프라의 역할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할 예정
•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과 일반인들에게 전자화폐를 제공함에 있어, 경제의 모든
종류의 지불을 지원,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지불 시스템을 갖도록 보장하고
통화 및 금융 안정을 위한 영국은행의 주요 목표를 뒷받침할 전망

* 영국,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스웨덴, 스위스

최근 이슈
• 전 영란은행 총장 마크 카니, “영란은행은 CBDC를 만들 경우 금융체계 안정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 Reuters, 2020-03-12

• 영란은행 디지털화폐팀 벤 다이슨, “지금이 바로 영란은행이 대중에게
제공하는 화폐의 종류를 고려해야 하는 적기.”

- Forbes, 2020-04-18

*출처: Bank of England,
<Discussion Paper,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Opportunities, challenges and design>, 2020.03

프랑스: 개념 증명 단계
가장 적극적으로 CBDC와 관련된 연구 및 실험을 준비하는 국가 중 하나, 거액결제시스템 개발 제안 공모를 실행 중
추진 상황

배경 및 목적
• 2019년 12월 프랑스 주지사인 프랑수와 빌로레이 드갈로 (François
Villeroy de Galhau)가 2020년 1분기 말에 은행에서

•

2020년 3월 CBDC 관련 IT시스템 개발제안공모를 실시.

•

토큰화된 디지털 자산 시험을 위해 10개의 CBDC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선정할 예정*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 유로화의 국제화를 위한 거액결제시스템 개발을 위해 CBDC 관련 IT 시스템
개발 제안 공모 실시 중

* 5월 15일까지 신청 접수, 7월 10일 최종 선발

전망
• 거액결제 시스템의 경우, 토큰형으로 발행이 가능하며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활용하여 중앙은행의 개입 없는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소액결제 시스템의 경우, 중개기관을 활용하여 토큰형 대비 구축 및 운영
비용이 적고 유연하게 개발이 가능한 계좌형이 유리하며, 보안과 자금세탁
방지 등의 이슈가 남아있다고 언급

* 출처 Banque de Franc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2020.02

최근 이슈

•

프랑스 중앙은행, “성공적으로 거액결제용(Wholesale) CBDC 실험을
완료. 시중 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랄의 협력으로 블록체인 상에서 4400만
달러 상당의 채권을 증권형 토큰으로 등록, 거래 관련 테스트를 진행”
- Central Banking, 2020-05-21

유럽연합: 개념 증명 단계

유럽중앙은행(ECB)은 CBDC 연구를 위한 TF 팀을 조직하고 역내 중앙은행과 함께 CBDC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
배경 및 목적
현금 사용이 감소하고 전자결제가 활성화 되는 상황에서 유럽 차원의

•

CBDC 도입 검토

ECB 내 전문가로 조직된 TF 팀을 구성하여 역내 중앙은행과 협력 후
CBDC의 실현 가능성을 연구할 전망

최근 이슈
• ECB 임원진이자 감독위원회 전 부위원장 이브 메시, “일부 금융 거래처
그룹으로 제한되는 도매 CBDC는 사업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소매 CBDC는 게임체인저 (Game Changer)가 될 것이다.
그래서 소매 CBDC가 이제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 Consensus 2020 virtual conference, 2020-05-11
* 출처

• 2019년 12월, CBDC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개념증명 (PoC)을
구축했다는 연구보고서를 발간 (R3, 액센츄어 공동 개발)

전망
•

추진 상황

1) ECB, <Tiered CBDC and the financial system>, 2020.01
2) ECB, <Exploring anonymity i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2019.12

• 2020년 1월, CBDC의 장점과 위험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간
• 특히 CBDC와 관련된 1) 중앙은행 내 구조적인 중재의 위험과 과도한
신용의 중앙집중화 위험, 2) 위기상황 시의 현재 시중은행의 시스템적
운영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분석함
• 거액결제용 (Wholesale)보다는 소액결제용 (General Purpose)
CBDC의 실용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
• 주요 가치 저장수단의 역할을 대체하기보다는 현재 통화 시스템에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행되어야 한다고 언급
• 5월 11일에 열린 컨센서스 2020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변화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ECB의 의무 중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CBDC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에 대한 의지를 표명

한국: 개념 증명 단계

최근 CBDC 파일럿 테스트 추진, CBDC 도입에 따른 기술 및 법률적 필요사항 검토 중
배경 및 목적
• 최근 중국, 스웨덴 등이 현금 사용 감소와 민간 디지털 화폐 출현에 대응하여
CBDC 발행 준비에 적극적

추진 상황
• 2017.09-2018.01 분산원장기술 기반 은행간 자금 이체 모의테스트
• 2018.09-2018.12 소액결제 모의테스트

• 최근 지급결제 분야의 기술혁신으로 민간부문의 시장 확장성을 예견하기 힘듦

• 2020.02, 금융결제국 내 디지털화폐연구팀 신설
• 2020.03-2021.12, CBDC 설계부터 파일럿 테스트 시스템 구축 및
실테스트까지 기술 검토 추진

전망
• 기술검토: CBDC 설계 및 요건 정의, 구현기술 검토,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컨설팅,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 법률검토: CBDC 도입 시 예상되는 법적이슈 검토,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 검토
• 대외 교류 및 협력 강화: 각국 중앙은행 간 정보 교류할 전망

최근 이슈
•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파일럿 테스트를 위한 기술 검토에
참고하고자 14개국 중앙은행의 12개 사례 분석 보고서 발행”
- 조선비즈, 2020-05-18

• 한국은행, ”내년 디지털화폐 작동 테스트 실시 예정”
-국민일보, 2020-04-02

* 출처: 한국은행,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 추진>, 2020.04

중국: 시범 운영 준비 단계

일부 특정 지역에서 CBDC 관한 폐쇄식 테스트 진행 중이며 설계, 표준재정, 기능연구개발, 연합 조정 테스트가 완료된 상황
추진상황

배경 및 목적
• 화폐 관리 비용 절감

• 2014년 CBDC 연구팀 신설, 2017년 연구소로 확대 운영

• 화폐 위조 및 불법 자금 세탁 방지

• 2022년 동계올림픽 때까지 디지털화폐 DCEP(Digital Currency

• 본원통화(M0)체계 보완

Electronic Payments) 유통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선전∙쑤저우∙슝안신구∙
청두 그리고 향후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에서 폐쇄식 테스트(Closed Test)를

전망
• 중국의 CBDC는 인민은행(PBoC)이 직접 일반 경제주체에게 CBDC를
제공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2 티어 방식 운영이 될 것으로 전망
• 중국 언론사에 따르면, 쑤저우시의 경우 다음달 공무원과 공공기관

하면서 기능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힘
• 통제 가능 및 익명성이라는 전제하에 상부구조 설계, 표준 제정, 기능 연구개발,
연합 조정 테스트가 기본적으로 완료됐다고 발표
• 다만 현재 진행중인 테스트가 인민은행의 디지털화폐의 정식발행은 아니라고
설명

관계자들에게 교통보조금 명목으로 디지털위안을 지급할 예정
•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민간 지급결제사업자*와 협업할 전망
* 위챗페이(WeChat Pay)와 알리페이(Alipay)의
모바일 결제부문 시장점유율 90% 상회

* 출처

1)
2)
3)

央⾏：数字⼈⺠币封闭测试不会影响⼈⺠币发⾏流通 (www.gov.cn)
Press release (Yahoo finance, Forbes)
한국은행,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대응 현황>, 2020.02

최근 이슈
• 중국 양회에서 “한국 원화, 일본 엔화, 홍콩 달러 및 중국 위안화를 통합하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제안
- Yahoo Finance, 2020-05-22
• 중국 인민은행 총재, “당국 차원에서 CBDC 연구 강화해야 한다”
- 财新⽹, 2020-05-04

스웨덴: 시범 운영 준비 단계

소액지급용 CBDC 발행의 필요성과 관련 이슈를 검토하여 설계 방향 설정, 2020년 중 시제품 개발 및 테스트 예정
추진상황

배경 및 목적
•

현금 사용 감소 등 지급 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
소매 부문 현금 사용 비중은 2010년 40%에서 2016년 15%로 감소함

•

타국 중앙은행들의 활발한 CBDC 연구:
캐나다, 싱가폴, 일본/유럽 등지에서는 파일럿 테스트를 시작함

•

민간 주도 지급 결제의 디지털화가 낳을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
소수 민간 기업의 지급 서비스 부문의 독과점은 자유시장 경쟁 체제를

E-Krona Project (2017.03~)
•

민간/기업에서 사용하는 소액결제용 CBDC로 화폐 단위는 SEK임

•

365일 24시간 시간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이용 가능함

•

이자를 지급하지 않지만, 추후 이자 지급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기능을 추가할 예정임

•

염두에 두고 있음

약화시키고 사회를 취약하게 만듦

전망
• 2021년 2월까지 디지털 지갑 지원 등 테스트 환경에서 분산형 e-krona의
시제품(prototype)을 개발할 전망
• 스웨덴 Riksbank는 CBDC 발행이 정치적인 이슈라고 간주하여, 기술 및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화폐 연구와 발행을 진행할 예정
* 출처 1) Riksbank, <E-krona project, report 1>(2017), <E-krona project, report 2>(2018)
2) Riksbank, <The Riksbank’s e-krona pilot>, 2020.02

분산형(value-based) 방식과 계좌기반(registered-based) 방식을 모두

최근 이슈
•

Riksbank, “E-krona가 어떻게 구현되고 기능할지를 연구하기 위해
액센츄어와 협업하여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
- Riksbank, 2020-02-20

부록 페이스북 리브라 2.0

페이스북 리브라 2.0: 규제 합치적인 금융 시스템으로의 이행
• 리브라의 통화 주권 침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페이스북의 초국가적 화폐 발행 권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국가적 요구
• 리브라 2.0은 미국 규제에 순응하는 형태로 리브라 발행과 사용 양상을 수정하여 발표됨

타임라인

리브라 1.0 vs 리브라 2.0

리브라 2.0 개정사항

리브라 1.0부터 리브라 2.0까지

3가지 비교 기준

리브라 2.0의 개정 사항은 4가지로 요약됨

2019-06-18
리브라 1.0

2020-04-16
리브라 2.0

디지털화폐

리브라 1.0

리브라 2.0

단일코인 발행
LBR

복수코인 발행
LBR, STABLE
(USD, GBP, JPY)

1. 리브라 1.0 백서에 대한 각국 정부의 거센 반대
(~2019-09)
2. 중국 인민은행 디지털 위안화 발행 가능성 공식 발표

교환비율

리브라 연합이
결정 가능

미정

블록체인 기술

무허가성
블록체인으로
점진적 이행

무허가성
블록체인으로
이행 포기

(2019-09-13)
3. 미 재무부, ‘페이스북이 규제에 따르면 리브라 발행
반대하지 않는다’ (2019-12-05)

*Source: Libra, <White Paper 2.0> 2020.04

1.

단일화폐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추가
(각 국가 화폐의 사용성 최소 한도로 침해)

2.

강건한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리브라
결제 시스템 강화

3.

무허가성 블록체인으로의 이행 포기
(중앙화/폐쇄적 시스템으로 이행)

4.

리브라 리저브 가치 보존을 위한 보호 시스템 마련

Thank you
info@crossangle.io
http://xangle.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