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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 사업 추진

□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부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
ㅇ 동 사업을 통해 CBDC 업무프로세스 및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여, 내년 중 추진 예정인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에 활용할 계획
□ 컨설팅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8.31일 공개* 예정
* 한국은행(www.bok.or.kr) 및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홈페이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문의처 :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연구팀 팀장 윤성관, 과장 김보람
디지털화폐기술반 반장 유희준, 과장 박준석
Tel : (02) 750-6603, 6638

Fax : 750-6519

E-mail : bokcbdc@bok.or.kr

공보실 : Tel : (02) 759-4016, 4022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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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배경

□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제도적, 기술적 필요
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자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등을 포함한 CBDC 연구 추진 계획을 수립·추진 중*
* ‘[보도참고자료]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파일럿 테스트 추진(2020.4월)‘ 참조

□ 금년 7월, 동 계획의 1단계 목표인 ‘CBDC 기반업무(설계 및 요건
정의와 구현기술 검토)’를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2단계 목표인
‘CBDC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추진하게 됨
CBDC 연구 추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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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범위

□ 금번 컨설팅 사업에서는 1단계 연구결과를 기초로 CBDC 업무프로세스
및 시스템 아키텍처 *를 설계하고, 내년 중 추진 예정인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 전산시스템의 구조, 동작방식, 구성요소 간 관계 등을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관리,
구현기술, 보안 등의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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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 사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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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방법 등

□ (입찰 방법) 제한경쟁(총액)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여 방법) 동 사업의 수행을 희망하며 입찰 참여 자격을 갖춘
기관은 제안서를 포함한 필요 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
* 요구사항, 최소 요구조건, 제안 안내사항, 제안서 작성 요령 등 자세한 내용과 제출
서류 양식은 한국은행(www.bok.or.kr) 및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CBDC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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