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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제결제은행(BIS)의 화폐 분류와 디지털 Ⅲ. 시사점
화폐의 유형
Ⅱ. 디지털 화폐의 유형별 개요 및 특징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에서는 암호화폐 등 다양한 디지털 화폐의 등장에 대응하여 화폐
역사상 의미가 있는 주요 특징을 구분 기준으로 한 화폐의 분류도표를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최근 등장한 다양한 디지털 화폐들을 크게 非중앙은행 토큰형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非중앙은행 계정형 디지털 화폐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특징을 알아보았다.
첫 번째 유형인 非중앙은행 토큰형 디지털 화폐는 암호화폐와 준암호화폐로 구분된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시스템을 토대로 중앙은행이 아닌 누구나 발행
가능하며 중개기관 없이 누구나 직거래(P2P) 가능한 디지털 화폐이다. 준암호화폐 역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지만, 암호화폐의 개발취지(개방화, 탈중앙화)보다는 블록체인
응용을 통한 기술적 편익을 추구하며, 기존 통화체제와의 타협을 추구한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명목화폐이자 법정
통화이며 본원통화이다. 이중 중앙은행 지불준비금 형태를 제외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토큰형 CBDC 및 개인 앞 직접 발행되는 소매용 계정형 CBDC가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주요 논의대상이 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인 非중앙은행 계정형 디지털 화폐는
민간기업, 지자체 등 중앙은행 이외의 주체가 발행하고 중앙집중적으로 거래되는 디지털
파생통화로서 블록체인과는 무관한 모바일 머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디지털 화폐의 유형에 따른 체계적 분류는 최근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들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디지털 화폐들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최근 다양한 디지털 화폐의 등장을 산업생태계 및 경제
전체의 활력 제고를 위한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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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제결제은행(BIS)의 화폐 분류와 디지털 화폐의 유형
1. 국제기구들의 화폐 분류 시도

❑ 화폐는

사회적 필요성과 역사적 발전경로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될 수 있으므로,

오늘날의 다양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명확한
분류를 통한 접근이 필요
❍ 최근 여러 디지털 화폐의 등장*으로 인해 화폐의 개념･실체 등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의 잦은 변화와 불확실한 영향에 대한 불안심리 상존
* 암호화폐(비트코인, 알트코인1)),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금융기관 디지털 코인, 디지털 지역화폐
등

❍ 화폐는 화폐 통용권을 전제하는 역사적 발전의 산물이므로, 오늘날의 다양한 화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들의 특징이나 차이점 등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분류를 통한 접근이 필요
* 화폐의 기능과 유통은 중앙집권적 정부의 등장 이전부터 인간사회의 필요에 따라 인정되고
존재해왔으므로, 신용통화2)를 근간으로 삼는 現 통화체제의 관점만으로는 다양한 화폐의
이해에 한계

❑ 최근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BIS)은 다양한 화폐에

대하여 화폐 역사상 의미가 있는 주요 특징을 구분 기준으로 삼은 체계적인 분류를
시도
❍ 최근 BIS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3)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화폐에 대한
분류도표를 제시4)
1) 암호화폐 시장의 선구자인 비트코인 이후에 등장한 Ethereum, Ripple 등 후발 암호화폐들을 총칭
(ALTernative coins)
2) 신용통화(credit monies) :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통화와 은행예금･고유동성 유가증권 등에 기초한 은행의
신용창조(credit creation)를 통해 창출되는 파생통화의 합계. 즉, 통화정책 당국(중앙은행)이 관리하는 협의
및 광의의 통화 일체를 의미
3)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암호화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여 CBCC(Central Bank Crypto Currency)
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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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기관은 현존하는 다양한 화폐들에 대해 분류학(taxonomy)*적 접근을 통한 체계적
분류를 시도5)
* 분류학(taxonomy): 생물학의 한 분과로서, 현존하는 생물다양성이 과거로부터의 진화의 산물
임을 전제로 진화의 분기점이 될만한 주요 형질을 기준으로 분류함으로써 다양한 생물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추구

❍ 이처럼 역사적 의미가 있는 주요 특징들을 기준으로 다양한 화폐들을 분류해보려는
노력은 현존하는 다양한 화폐들의 특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에 유용
- 화폐 역사상 의미 있는 기준들로는 발행자(정부/민간), 부채(負債)성6) 여부, 중개금융
기관 필요 여부, 화폐 형태(실물/디지털) 등이 있음
<표 1>

화폐의 분류 기준들과 역사적 변화
발 행 자

민간의 분권적 발행
→
정부(중앙은행)의
법정화폐7) 발행

부 채 성

중개기관 존재여부

부채성이 없는 상품화폐8)
당사자 간 직거래(P2P)
→
→
중앙은행 등의 부채인
은행망
거래
명목화폐9)

화폐 형태
실물화폐
→
디지털 화폐

2. BIS의 화폐 분류에 따른 디지털 화폐의 유형

❑ BIS는

중앙은행 발행 여부, 범용성 여부, 디지털 형태 여부, 직거래 가능 여부

(중개기관 필요 여부)의 4가지 기준에 따라 화폐를 분류한 ‘money flower’를
제시10)
4)
5)
6)
7)

BIS(September 2017), “Central Bank Cryptocurrencies”
‘The money flower: a taxonomy of money’
현금이나 예금 등의 통화가 중앙은행이나 민간은행의 부채인 것과 같은 성격을 의미
법정화폐(legal tender): 정부나 중앙은행이 실정법에 의거하여 발행하고 그 관할권 내에서 가치와 통용을
법적으로 강제. 미 연준이나 영란은행 역시 유력한 민간은행이 정부로부터 법정화폐 발행권을 부여받아
중앙은행으로 발전함.
8) 상품화폐(commodity currencies): 명목가치(표시가치)와 소재가치(화폐를 구성하는 소재 자체의 시장가치)가
일치하거나 괴리가 적은 화폐
9) 명목화폐(fiat currencies): 정부나 민간은행이 발행하며 그 가치와 통용을 보증하는 채권으로서 명목가치와
소재가치의 괴리가 큰 것이 특징이며, 원활한 통용을 위해서는 발행자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신뢰가 필수
10) 전게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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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 flower’는 중앙은행 발행 여부, 범용성 여부, 디지털 형태 여부, 직거래 가능
여부(중개기관 필요 여부)에 따라 4개의 화폐들의 집합을 중첩적으로 도시
<그림 1>

The money flower : a taxonomy of money (BIS)

밑줄･이탤릭: 연구개발 중

❍ 본고에서는 최근 등장한 디지털 화폐를 위 BIS의 ‘money flower’를 기초로 하여
非중앙은행 토큰형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非중앙은행 계정형 디지털
화폐의 3가지로 유형화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함
<그림 2>

BIS money flower 상의 3가지 디지털 화폐 유형11)

非중앙은행
계정형
디지털 화폐

밑줄･이탤릭:
연구개발 중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非중앙은행
토큰형
디지털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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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非중앙은행 토큰형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非중앙은행 계정형 디지털
화폐의 3가지 유형은 다시 아래와 같이 세분화 가능
<표 2>
非중앙은행
토큰형
디지털 화폐

3가지 디지털 화폐 유형의 세분화
암호화폐
준암호화폐

준암호화폐 (토큰형)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非암호화폐 (계정형)

非중앙은행
계정형
디지털 화폐

범용화폐

특수목적용

누구나 발행 가능, 직거래 가능한 非법정화폐 (비트코인 등)
법정화폐에 가치 의존 (스테이블 코인)
한정된 주체만 발행 및 거래 가능한 코인 (JPM Coin, USC)
도매용 CBDC (CADcoin)
소매용 CBDC (Fedcoin)
도매용 CBDC (지불준비금 계좌)
소매용 CBDC (Dinero electrónico)
전통적 디지털 화폐 (은행예금)
은행예금 담보 디지털 화폐 (M-pesa 등 모바일 머니)
법정통화 표시 (쿠폰, 상품권, 지역화폐)
자체단위 표시 (포인트, 마일리지, 게임머니)

Ⅱ. 디지털 화폐의 유형별 개요 및 특징
1. 非중앙은행 토큰형 디지털 화폐
非중앙은행
토큰형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준암호화폐

❑ 암호화폐(cryptocurrencies)는

누구나 발행 가능, 직거래 가능한 非법정화폐 (비트코인 등)
법정화폐에 가치 의존 (스테이블 코인)
한정된 주체만 발행 및 거래 가능한 코인 (JPM Coin, USC)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시스템(Distributed

Ledger System)을 토대로 중앙은행 아닌 누구나 발행 가능하며, 중개기관(또는
중개기관 제공 계정) 없이 누구나 직거래(P2P) 가능한 디지털 화폐의 일종
❍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은 2009.1월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
11) 전게서 4)에 게재된 ‘The money flower: example’을 본고 목적상 필자가 재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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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인물이 개발12)한 디지털 非법정화폐이며, $, € 등 법정화폐 단위가 아닌 자체
단위(BTC) 사용
- 비트코인은 기존 통화체제에 대한 불신에 입각하여 중앙은행 발행의 명목화폐가 아닌
金과 같은 상품화폐의 유사체(analogue)로 고안됨
- 기존 통화체제의 근간이 되는 중앙은행, 금융기관, 명목화폐 등에 대한 신뢰를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기술13)로써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여 화폐의 분권적
발행 및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안적 통화체제를 이상으로 추구
- 따라서 비트코인과 미 달러화 같은 법정화폐 사이에는 통화 간 환율(예: USD/BTC)이
개재

❑ 이후,

당초 암호화폐 개발 취지(개방화, 탈중앙화)에서 벗어나 기존 통화체제와의

타협을 추구한 여러 유형의 준(準)암호화폐(quasi-cryptocurrencies) 등장
❍ 첫 번째 준암호화폐 유형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극심한 가격변동성14)을 개선할
목적으로 등장한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 등 다른 자산을 담보로 하는 준암호화폐로서, 자신의 가치
안정성을 담보 자산에 의존15)
- 가격변동성 완화라는 목적 달성에 가장 유리한 Tether, True USD 등 법정화폐
담보형의 경우, 특정 법정통화와의 환율고정으로 인해 공동통화나 외국법화의 도입 및
이에 따른 독자적 화폐 발권력의 포기*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므로, 암호화폐로서는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12) 2008.10.31. 신원불명의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을 저자로 한 “Bitcoin :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라는 논문이 공개되었고 이는 비트코인의 백서(white paper)로 간주됨
13)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 DLT)은 중앙서버나 중앙관리자의 제어 없이 분산화된
네트워크의 각 개인(node)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계속 동기화하는 기술로서 블록체인기술 이전
부터 존재해왔으며, 종래의 분산원장시스템에서는 토큰(token)이라는 P2P 디지털 화폐가 거래될 때
동일한 토큰을 재차 지급하는 이중지급을 방지하는 문제가 심각한 난제였음. 비트코인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기술을 통해 이중지급 문제를 해결한 최초의 완전한 P2P 결제시스템임
14) 최근 국제사회는 암호화폐가 고정된 공급량(비트코인의 경우 총 채굴가능량이 2,100만BTC로 한정) 및
투기적 수요 등에 따른 극심한 가격 변동성 등 화폐로서의 핵심 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암호자산(crypto-ass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 (한국은행(2018.7),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15) 담보자산의 종류에 따라 법정화폐 담보형(Fiat-collateralized, 미 달러화 등에 가치 연동), 암호화폐 담보형
(Crypto-collateralized, 여러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를 피담보금액 이상 예치), 무담보형(Non-collateralized,
통화량 조절 알고리즘 적용)으로 구분

2019. 5 제762호 39

이슈분석

* 예) 유로존 회원국 중앙은행 기능의 ECB앞 이양, 일부 국가의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등
** 개개인의 디지털 화폐 발행 권력을 중앙은행 앞 이양

❍ 두 번째 준암호화폐 유형은 암호화폐의 개발취지보다는 블록체인 응용을 통한 기술적
편익 추구 노력에서 비롯된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 기반 준암호화폐
- 개개인에 의한 화폐 발행과 당사자간 직거래를 추구하는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과는 대조적으로, 암호화폐 네트워크 멤버십을 제한하고 암호화폐 발행을
중앙집중화*함으로써 거래속도의 대폭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얻음과 동시에 분산원장에
따른 보안성과 신뢰성은 유지하는 절충안
* 채굴16) 및 작업증명 과정을 생략하고 중앙 시스템 관리주체가 토큰(코인) 발행

- 이 유형의 준암호화폐는 법정화폐 자체이거나(중앙은행 디지털 토큰), 법정화폐를
담보로 발행함으로써 기존 통화체제에 순응하고 기존 대비 효율성이 향상된 차세대
거액결제시스템을 추구하는 화폐(USC, JPM Coin 등)
<참고 1>

USC(Utility Settlement Coin)과 JPM Coin

❍ UBS의 USC 프로젝트 (연구개발 중)
- 2015.9월 스위스의 다국적은행 UBS와 영국 블록체인기술회사 Clearmatics가 은행 간
결제용 디지털 코인(USC) 개념을 제시
-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주요 법정화폐에 의하여 담보된다
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 진정한 암호화폐와 근본적 차이
❍ JPMorgan Chase 은행의 JPM Coin (연구개발 중)
- 2019.2월 미 최대 은행인 JPMorgan Chase가 미국계 은행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은행 간 디지털 코인(JPM Coin) 프로토타입을 개발했음을 발표
- USC와 도입 목적이 동일하며 미 달러화와의 태환성(1:1)을 보유

16) 채굴(mining): 공유된 누적 거래기록인 블록체인의 새 블록(거래기록) 추가형성에 기여했음을 네트워크
전체에 증명(작업증명: proof of work)하고 그 대가로 토큰을 얻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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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암호화폐의 세부 분류

2.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준암호화폐 (토큰형)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非암호화폐 (계정형)

❑ 중앙은행

도매용 CBDC (CADcoin)
소매용 CBDC (Fedcoin)
도매용 CBDC (지불준비금 계좌)
소매용 CBDC (Dinero electrónico)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명목화폐이자 법정통화이며

본원통화임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지폐나 주화 같은 실물 명목화폐(physical fiat currency)를
대체하거나 보완 사용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발행한 전자적 명목화폐(electronic fiat
currency)로 정의17)
17) 한국금융연구원(2019.1), “주요국 CBDC 관련 논의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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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형 CBDC는 준암호화폐의 일종으로 중앙은행 암호화폐(Central Bank Cryptocurrency)
로도 불리며, 민간 금융기관 발행 준암호화폐의 경우와 같이 블록체인 등의 기술적
편익만 추구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 준암호화폐임
* 은행부채인 은행예금과 마찬가지로 법정통화(본원통화) 역시 본질에 있어 중앙은행의 부채(debt)
이므로, 非부채성18)을 핵심속성으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암호화폐가 아님

<그림 4>

암호화폐의 非부채성

<그림 5>

중앙은행 부채로서의 CBDC

자료 : BIS, 필자 재구성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 지향 하에 현금, 지불준비금에
이은 제3의 본원통화로 도입을 검토 중이며, 신용창조, 통화승수효과 등 여타 디지털
화폐에 비해 기존 금융시스템에 대한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예상19)
- 핀테크의 발달, 비트코인 등장 등에 따라 디지털 화폐의 지급결제 수단 대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부 국가20)에서 현금 사용이 크게 감소
- 디지털 화폐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금융 불안 등을 방지하면서 장점은 극대화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CBDC 구축 논의 진행 (미국의
Fedcoin, 캐나다의 CADcoin, 스웨덴의 e-Krona 등)
18) ‘그 누구의 부채도 아닌 (not the liability of anyone)’ 성질 (BIS, Oliver Wyman 등 사용 표현)
19) 일시인출쇄도(bank run)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기초로 하는 부분준비금제도(partial reserve
system)하에서, 중앙은행이 최초로 발행한 현금인 본원통화가 민간은행의 신용(예금)창조 과정을 통해
(파생통화 창출) 총통화량이 당초 발행액의 몇 배에 달하게 되는 효과 (통화승수효과)
20) 스웨덴의 경우 많은 상점에서 더 이상 현금을 받지 않으며 일부 은행 영업점에서도 실물 현금 입출금을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지난 10여년 간 현금 수요가 급감한 대신 2016년말 기준 5백만명 이상(국민의 절반
이상)이 은행예금 지급결제 앱인 Swish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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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용

CBDC(계정형)는 지불준비금의 형태로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오고 있으나,

최근 논의되는 CBDC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토큰형이거나, 계정형이더라도 개인
앞 직접발행(소매용)인 점이 주목됨
❍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지불준비금(reserve) 등은 도매용 CBDC(비암호화폐)
로서, 이미 은행 간 전산망을 통하여 중앙은행 보유 각 은행 계좌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
❍ 최근 논의 중인 CBDC는 도･소매용 CBDC(준암호화폐)로서,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토큰을 도･소매용으로 개발 중
- 한편, 극히 드문 사례*로는 중앙은행에 일반인이 개인계정을 두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정된 장소에서 충전하여 모바일 머니 등으로 사용(비암호화폐(계정형) 소매용)하는
경우도 있음
* 비암호화폐(계정형) 소매용 CBDC는 기술적으로 예전부터 가능한 모델이었으나 운영 및 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고, 은행예금과 직접 경쟁관계에 있으며, 익명성도 보장되지 않아 향후 개인용
CBDC의 형태로 널리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견해 존재

<그림 6>

CBDC의
개념적 범주

CBDC 유형 분류 개요

<그림 7>

CBDC 유형별 실제 사례

비전통적
CBDC

자료 : 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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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의 중인 CBDC 실제 사례21)

<참고 2>

❍ Fedcoin (소매용 토큰형, 미도입)
- Koning(2014, 2016)에 의해 개념이 도입되었으나 미 연준 차원의 인증이나 관련
프로젝트는 아직 없음
- Fedcoin 발행은 지정 대리기관(예: 은행, 우체국)에서 현금 혹은 예금과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며, Fedcoin으로 교환된 현금은 중앙은행으로 환수되고 예금의 경우는
중앙은행에 예치한 해당 은행의 지불준비금에서 동일금액만큼 차감*
* 본원통화 발행은 본원통화의 환수로 상쇄되어야만 총통화량 왜곡 방지

❍ CADcoin (도매용 토큰형, 미도입)
-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실시간 총액결제(RTGS: Real-Time Gross Settlement) 시스템
구축을 위해 캐나다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 및 핀테크 업체 등과 진행 중인 ‘Jasper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검토 중
- CADcoin은 중앙은행의 통화가 분산원장기술 방식을 통해 은행 간에 거래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의의가 있으니 실제 도입 여부는 미정
❍ E-Krona (소매용 계정형 / 소매용 토큰형, 미도입)
- 민간 현금수요가 급감한 스웨덴에서 중앙은행인 Riksbank는 e-Krona가 계정형 혹은
토큰형으로 모두 발행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관련 연구를 진행
- 향후 발행 여부 및 발행 형태 등은 e-Krona 프로젝트가 종결되는 2019년 하반기
이후에 결정될 예정
❍ Dinero electrónico (소매용 계정형, 기도입)
- 에콰도르 중앙은행이 2015년부터 일반 대중 앞 제공하는 화폐, 계정(모바일앱),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총칭하며 국민은 지정거래센터에서 화폐 입출금 가능
*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 아니며 아래 설명할 M-pesa나 Venmo에 가까운 모바일 머니

- 도매용 계정형 CBDC인 지불준비금 계좌와 달리 소매용 계정형 CBDC는 중앙은행에
과도한 관리비용을 부담시키므로 일반적으로는 채택이 고려되고 있지 않으나,
에콰도르의 경우 달러라이제이션 통화체제(2000년도 이후 미 달러화가 법정화폐)
이므로 실행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
21) BIS 보고서(2017.9) 및 한국금융연구원(2019.4),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이해: 해외의 주요
논의내용 및 시사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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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非중앙은행 계정형 디지털 화폐

非중앙은행
계정형
디지털 화폐

❑ 非중앙은행

범용화폐

특수목적용

전통적 디지털 화폐 (은행예금)
은행예금 담보 디지털 화폐 (M-pesa 등 모바일 머니)
법정통화 표시 (쿠폰, 상품권, 지역화폐)
자체단위 표시 (포인트, 마일리지, 게임머니)

계정형 디지털 화폐는 민간기업, 지자체 등 중앙은행 이외의 주체가

발행하고 중앙집중적으로 거래되는 디지털 파생통화이며, 블록체인과 무관
❍ 중앙은행 이외의 주체가 발행하며 민간기업의 전산망을 통하여 지급결제되는 디지털
청구권으로서 가상화폐 해당 여부22), 태환성 유무23) 등으로 구분
- 은행예금과 같이 법정화폐로 표시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실물경제의 재화･
용역･여타 화폐와 교환 가능한 유형뿐 아니라, 마일리지, 포인트, 게임머니 등 법정
화폐로 표시되지 않고 태환성에도 제약이 있는 유형까지 존재
- 발행 및 통용, 가치 등이 민간기업이나 지자체 등 발행･운영 주체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는 디지털 차용증(IOU)이라 할 수 있음
❍ 非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현 통화체제에 위협이 가장 낮은 유형의 디지털 화폐라 할 수
있음
- 모바일 머니 등 범용 디지털 화폐는 은행예금 등 법정화폐에 가치가 고정되어 있으며,
주로 지급결제 용도에 한정(이자가 붙지 않음)되어 신용창조의 여지가 적음
- 게임머니 등 특수목적용 디지털 화폐는 가치 변동의 여파가 특정 서비스업계 내부에
한정되므로, 암호화폐와 같이 가치변동으로 인한 영향은 제한됨

22) IMF(January 2016)의 “Virtual Currencies and Beyond : Initial Considerations”에 따르면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디지털 화폐 중 $, ￥ 등 법정화폐로 표시되지 않는 유형을 지칭하며, 게임머니, 포인트,
마일리지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23) 태환성(convertibility)은 화폐 보유자가 해당 화폐를 재화･서비스･여타 화폐 등과 교환할 수 있는 성질을
일컬으며, 게임 밖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게임머니 등 태환성이 전혀 없는 유형에서부터 현금으로
교환불가한 종류의 디지털 상품권 등 태환성이 제한된 유형까지 다양한 디지털 화폐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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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중앙은행 계정형 디지털 화폐의 세부 분류

<그림 8>

❑ 非중앙은행

계정형 디지털 화폐는 특정 지역･산업･서비스 등의 이용 편의 및

활성화라는 도입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지급결제서비스 및 관련 지역･업계와 서로
불가분의 관계
❍ 이들은 재화･서비스･법정화폐와의 태환성, 충전시 은행예금 인출 간편성, 온･오프라인
서비스와의 매끄러운(seamless) 연동 정도 등 편의성과 함께 그 발행 목적에 적합한 비서
기능, 소셜 기능 등 부가서비스와 결합하도록 설계됨
* 게임머니, 포인트, 마일리지 등은 주로 자체 단위를 사용하는 가상화폐이며 법정화폐 등과의
태환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역시 해당 발행주체의 재화･서비스 소비 촉진이라는 도입
목적에 따른 것임

❍ 따라서 非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그 성패가 해당 지역･산업･서비스의 차별성과 활성화
정도에 좌우되며, 법정화폐를 능가하는 사용유인의 존재 여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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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중앙은행 계정형 디지털 화폐 실제 사례24)

<참고 3>

❍ Venmo
- 미국의 대표적인 간편결제･송금 플랫폼으로 주로 대학생들이 교재 공동구입비, 회비,
식음료대 등을 갹출할 때 사용
* 결제 내역(모임 종류)과 함께 지인의 참석여부 등의 정보도 공유되는 등 소셜기능 부가

- 은행 예금계좌 최초 등록 후 문자메시지와 같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상대방 계정 앞
송금하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송금액을 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
❍ M-pesa (M: 모바일, pesa: 스와힐리어로 ‘돈’)
- 케냐 간편결제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플랫폼
* 현금 지참하고 대리점 방문시 M-pesa 충전 → 상대방 계정으로 문자메시지처럼 전송 →
상대방은 대리점 방문, M-pesa 메시지 제시 및 현금 수령

- 은행망 등 지급결제 인프라 부족을 모바일 머니 플랫폼으로 극복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의 성공사례
❍ J-coin Pay
- 미즈호은행이 출시한 QR코드 기반의 스마트폰 결제서비스 앱이며, J-coin 자체는 은행
예금계좌에서 충전 가능하고 일본 엔화와 1:1 환율로 고정
- 60여개 일본 금융기관 참여, 편의점･음식점･철도･택시회사와 제휴
❍ 디지털 지역화폐
- 지역화폐(local currency, community currency)는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진흥 목적 하에
특정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도록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 대표적인 사례인 영국의 Bristol Pound(￡B, 2012.9월 도입)의 경우 지자체(Bristol市)
가 ￡B표시 보조금 지원, 세금 징수 등 제도적 후원을, 지역신협(Bristol Credit
Union)이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을, 지역공동체기업(Bristol Pound Community Interest
Company)이 사무국 역할을 분담
- 지역화폐 구입시 할인(지자체 보조금), 지역 중소가맹점 홍보 효과 등의 혜택 부여
- 상품권과 같은 실물 지역화폐의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신용카드에 비해 가맹점
수수료도 낮아 디지털 지역화폐가 실물 지역화폐를 점차 대체하는 추세
24) BIS 보고서(2017.9)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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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 최근

등장한 다양한 디지털 화폐들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폐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역사적 발전경로 등을 반영하는 체계적인 분류학적 접근이
유용함
❍ 특히 저널리즘 등에 의한 피상적 이해와 오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체계적인 분류기준에
따른 명확한 구분이 필요
* 생물학에서 상동기관(homologue)25)과 상사기관(analogue)26)을 분별하는 경우와 비슷함

❑ 또한

디지털 화폐들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최근 다양한 디지털

화폐의 등장을 산업생태계 및 경제 전체의 활력 제고를 위한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가장 급진적 패러다임을 가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경우, 기존 통화체제의 규제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준암호화폐라는 거액결제 효율화 수단이 개발되는 계기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디지털 화폐의 등장은 경제･금융･산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 특히 非중앙은행 계정형 디지털 화폐는 특정 지역･산업･서비스 등의 이용 편의 및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클 뿐 아니라, 여타 디지털 화폐(토큰형) 대비 적은 비용
및 낮은 기술개발 부담으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과 같은 효과를 거두기도 하는
등(예: M-pesa)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어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5) 같은 기원 다른 모습 (예: 인간의 팔, 박쥐의 날개, 고래의 지느러미)
26) 다른 기원 비슷한 모습 (예: 조류의 날개(앞다리), 곤충의 날개(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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