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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09년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통화(virtual currency)가 등장한 이후, 각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에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와 연구
가 활발하다.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① 발행 주체의 모호에
따른 책임 주체의 불명 및 ② 공적 안전성(public safety)의 결여에 따른 평판
위험(reputation risk)의 급증 등, 가상통화의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고, 최신의 기술혁신에 부응하여 장기적으로 실물화폐를 대체함으로써 화
폐제도 발전의 촉진이 가능할 것이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란 기존의 실물화폐가 전자적인 형태의 화
폐(e-cash)로 전환 또는 대체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화폐이다. 따라서 실
물화폐와는 전혀 내용과 속성을 달리하는 디지털화폐의 경우 기존의 실물화
폐에 적용되어 온 법률과 제도로 포섭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
은 부분이 발견될 것이다. 법률이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실물화폐와 본질을 달리하는 디지털화폐의
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디지털화폐의 제도권 내 연착륙을
도모하려면 관련 법률과 제도를 사전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법정화폐로서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며 이
용자 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현금과 같이 지급(payment)과 동시에 결제
(settlement)가 완료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디지털화폐로 전면적인 패러다임
이 전환될 경우, 기존의 실물화폐를 전제로 한 지급결제시스템에서 매우 중추
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온 상업은행(commercial bank)과 같은 금융중개기관
(financial intermediary)의 역할이 사실상 배제될 수도 있다. 한편 중앙은행의 디
지털화폐 발행은 현재 상업은행에 한정되어 있는 중앙은행 계정(부채)에 대한
접근범위를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기업, 개인 등으로 확장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은 단순히 실물화폐를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기존 상업은행들이 담당하던 지급결제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뿐 아니라 상업은행을 매개체로 활용하던 기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이나 금리결정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으며, 이는 은행의 건전성
(soundness) 및 금융제도의 안전성(safety)에도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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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현 시점에서 디지털화폐 발행과 관련하여 법학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법률적 쟁점을 두루 검토하고자 하는 바, 특히 한국은행이 디지털화
폐를 발행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에 관한 검토를 주목적으로 한다.
첫째, 현재의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이 개인이나 비은행 금융기관 등 기업들
을 상대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둘째는 디지털
화폐 발행 후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재산권 침해 등에 해당할 우
려가 있는지에 관하여 고찰한다. 셋째는 그 밖에 법률적으로 발생가능한 쟁
점들을 망라하여 다루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① 디지털화폐와 전자화폐의 차
이점에 기인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여부, ② 디지털화폐는 법정 화폐로서
상업은행에 전자적으로 예치될 경우 예금자보호법의 부보대상이 되어야 한
다는 점에서 실물화폐의 예치를 전제로 한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지 여부, ③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한국은행이 개인의 정보를 독점하여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자로 등장할 것이고 이는 George Orwell의 소설
“1984년”에서 말하는 Big Brother에 해당하는바, 이때에는 이러한 권력 남용
을 적절히 제약할 수 기제가 제도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지 여부, ④ 정보독
점의 폐해를 우려하여 앞의 ③과는 완전히 반대로 디지털화폐 거래의 익명
성과 비밀성을 보장할 경우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거래가 많
아질 위험성이 높은데, 이러한 위험을 적절히 예방하려면 결국 헌법상으로
보장된 사적인 비밀(privacy)을 어느 정도 포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⑤ 기존에
중앙은행이 상업은행들을 한은금융망(BOK-Wire+) 네트워크에 가입시켜 지급
결제시스템의 안전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급결제망운영규정을 운영했
는데,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상업은행들의 간접계좌 관리방
식이 무의미해지면서 은행법상 은행의 고유업무가 변질될 수밖에 없고 지급
결제망운영규정도 불필요해지는지 여부 등이다.
이 연구는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 제 ‧ 개
정 사항을 다룬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기존에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전혀 없으므로, 여기서의 논의가 실천
적이지 못하고 다소 가정적이며 시론적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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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 외 이 연구는 실무적 측면에서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에 따른
장 · 단점을 분석하면서도, 향후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디지털화폐를 독점적
으로 발행 · 유통하도록 할 경우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전체 은행시스템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정책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
안하였다. 이 연구가 앞으로 중앙은행의 디지털발행에 대한 후속 연구들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II.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2.1. 기본개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법정화폐로서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며
이용자 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현금과 같이 지급(payment)과 동시에 결제
1)

(settlement)가 완료되는 특징을 지닌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실물화폐인 현금과 함께 화폐발행액을 구성하며, 비트코인 등과 달리 기존
법정화폐와 동일한 화폐단위를 사용하고 교환비율도 1:1로 고정된다.
비트코인 등과 같이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발행인은 발행규모를 조절할 필
2)

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가상통화가 법정 통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대

조적으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은 물가 조절과 금리 조정을 위하
여 디지털화폐의 발행규모를 적절하게 조절하기 마련이다. 디지털화폐를 발
행할 때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이하 DLT라 한다)을
활용하는 경우, 거래검증 업무를 인가된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permissioned block chain).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의 효과는 접근대상의 확장에 있다. 즉,
현재 중앙은행계정(부채)에 대한 접근대상은 상업은행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으로 동 계정에 대한 접근대상을 비은행 금융기
관이나 기업, 개인 등으로 확산시키는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1) 이하 ‘기본개념’의 상세는 최진만 · 김동섭, “주요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논의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연구보고서, 2016. 8. 참조.
2) 물론 비트코인과 같이 가치보존 등의 목적으로 발행물량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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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방식으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크게 “account-based”와 “value-based”(또는 “token-based”)로 구분할 수 있다.

3)

“account-based”는 기존 중앙은행 예금 또는 시중은행 예금과 마찬가지로 이용
4)

자 들이 중앙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디지털화폐를 사용하게 되고, 중앙은행은
동 계좌를 통해 이용자별 보유 및 거래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의
미한다. 반면 “value-based” 방식에서는 이용자들이 중앙은행에 계좌를 개설하
지 않으므로 현금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이용자별 보유 및 거래내역을 계
좌를 통해 집중하여 기록 및 관리하지 않는다. 실물이 없고 전자적 정보로만
존재하는 화폐 또는 지급수단을 “value-based”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존
교통카드와 같이 IC칩을 카드나 전자기기 등에 내장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
고 있다. 최근 주목 받고 있는 DLT를 활용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는데,
DLT는 “account-based”와 “value-based” 방식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 이 경우
중앙은행 또는 여타 특정 기관이 보유 및 거래 정보를 집중하여 계좌 형태로
관리하지 않고 비트코인과 같이 다수 참가자에 분산된 블록체인 형태로 처리
및 기록하는 경우에는 “value-based”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2.2. 발행검토의 배경

2.2.1 지급결제 관련 IT기술의 발전
가. 디지털화폐 수요 및 공급의 여건
현금 없는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술 발전의 혜택이다. 이미 많은 분
야에서 전자화 된 금융거래가 활발하다. 그 중에서 특히 블록체인을 활용한 분
산원장 기법(DLT)이 가장 고도화되고 안정적인 기술로 여겨지는데, 그 때문에
디지털화폐 발행에 있어서도 DLT가 각국 중앙은행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지급결제 관련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P2P를 기반으로 한 DLT의 활용가능
성이 높아지면서, 공급측면에서 디지털화폐 발행에 필요한 효율적인 시스템

3) ECB, Digital Base Money : An Assessment from the ECB’s Perspective, 2017. 1.
4) 중앙은행이 직접관리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기존의 금융기관 외에 일반 국민들도 중앙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디지털화폐를 이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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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여건이 조성되었다. 한편 수요측면에서는 모바일기기의 보급과 무선인터
넷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을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었다.

나. DLT의 개념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은 인터넷에서 서로 알지 못하는 다수의 상대방과 거
래를 할 때 중개기관의 개입 없이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탈중앙화
된 정보공유 저장기술(Decentralized shared-information storing technology)이다.
분산원장 기술은 신용도가 높은 제3자인 ‘금융중개기관(상업은행)의 도움 없이
도 자금이체를 가능’하도록 하여준다. 즉 분산원장 기술의 등장은 전통적으로 다
자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자금이체시스템에서 금융중개기관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5)

으로써, 큰 폭의 원가절감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전통적인 중앙집중형 금
융시스템은 신용도가 높은 금융중개기관 만이 원장(Ledger)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금융거래방식인 반면에, DLT는 모든 개인 간의 거래를 포함하는 원장을 모든 구
성원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분산저장시스템’인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언제
든지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장부를 갖고 있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변조가 불가능하
다는 점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변조불가능성을 달성하는 과정을 상술하
면 다음과 같다. DLT는 특정시간 단위로 블록이라는 단위의 거래장부를 생성한다.
이후 이를 모든 구성원에게 전송하여 다수의 구성원이 거래타당성을 검증하고 전
송된 블록의 유효성을 승인할 경우 모든 구성원이 각자 분산관리하는 원장 즉 기
존의 블록더미에 새로운 블록을 체인의 형태로 연결해 준다. 이러한 연쇄적인 과
정을 소위 블록체인(block chain)이라 하는데, 이와 같이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내용의 분산원장을 갖게 하면 변조불가능성이 달성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중앙집중형 금융시스템에서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을 설립하
고 운영하는 비용이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DLT에서는 이 비용이
배제되므로 비용절감의 효과가 상당하다. DLT는 신뢰가 없는 네트워크상에
서 신뢰비용을 최소화하고 익명의 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는 기반기술이라고
6)

할 수 있다.

5) Speech given by Ben Brodbent, Deputy Governor for Monetary Policy, Bank of England, Central Banks
and Digital Currencies, London School of Economics (2 March 2016).

6) 이영환,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 적용분야 및 사례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보고서, 2016. 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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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LT의 성질 :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
DLT는 신뢰가 없는 네트워크상에서 신뢰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익명의 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는 기반기술이므로, 본질적으로 금융중개기관을 배제하는 탈중개화
의 성질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DLT의 탈중개화 특성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
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증권매매 후 청산과 결제에서 DLT를 사용하게 되면 거의 실시간 결
제가 가능하므로, 결제시간과 거래상대방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예치증
거금이나 담보 관련 비용의 절감도 가능하다. 한편 증권의 거래 시 증권회사,
청산기관인 한국거래소, 중앙예탁/결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등 복수의 중개
기관에 나뉘어져 있는 복수의 개별적인 원장들이 사실상 불필요해진다. 이는
DLT가 기존의 중앙집중형 중개기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DLT가 거래의 즉시결제를 실현하는 경우,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
7)

험이 사라지므로 중앙 청산기관과 결제기관의 역할도 사라지게 된다.

2.2.2 효율성 제고 및 원가절감 가능성
가. 현금거래의 비효율성
현재 세계적으로 ‘현금 없는 사회’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상점에서 현금
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덴마크 등 북유럽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다가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선적으로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를 목표로 현
8)

금 없는 사회 대열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첫째로 현금거래의 비효율성이 있다. 나라별로 차
이가 있지만 현금거래로 발생하는 직접비용만 해도 통상 GDP의 1~2%에 달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결국 기술발전에 따라서 더욱 효율적인 화폐가 나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둘째, 저성장 · 저물가 · 저금리 시대에 효
과적인 거시정책의 수립을 돕는다는 점이다.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중앙은행
9)

이 전통적인 통화정책 틀 안에서 마이너스 금리 를 설정할 수 있어서, 저성
7) 한국은행 금융결제국,「분산원장 기술의 현황 및 주요 이슈」연구보고서, 2016. 12, 91면.
8)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게보고서, 253면.
9) 시장의 명목금리가 0보다 낮다면 사람들은 현금을 은행에 맡기는 대신 각자 집안에 보관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주체들이 현금을 가치저장수단으로 보유할 수 있는 한, 중앙은행은 명목이자율을 0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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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저물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셋째, 지하경제가 양성화될 수 있어서
세율인상 없이도 재정적자폭의 완화 또는 해소가 가능하다.

10)

결론적으로 현금 없는 사회는 현금거래의 비효율성을 배제하면서, 중앙은
행이 시행하는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대폭적으로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 원가절감 가능성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현금거래에 소요되는 건당 거래비용
은 카드를 이용했을 때의 건당 거래비용보다 73%나 더 많다고 한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도 2012년 한 해 동안 소비자가 현금 사용으로 인해 부담하는
비용이 430억 달러에 이르고,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도 550억 달러에 이르러,
민간부문에서만 1,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한다. 이에
더해 미국정부의 세수손실과 지폐 인쇄비용이 최소 1,000억 달러로 추정되므
로, 정부부문의 비용을 합하면 미국의 현금거래 비용은 2012년 미국 GDP의
11)

1.2%에 달하였다고 한다.

특히 가장 큰 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동전과 고액권이다. 동전은 발행과 유
통의 양쪽에서 고비용의 문제를 갖고 있고, 고액권은 지하경제로의 유입에
기인한 유통상의 비효율이란 문제를 갖고 있다. 예컨대 한국은행에서 2015년
동전 6억 개를 제조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539억원에 달하였지만, 동전의 환
수율은 10%에 불과할 정도로 발행과 유통 측면에서 모두 비효율적이었다.
한편 5만원권은 환수율이 40.1%로 1만원권의 환수율이 95.3%인 것에 비하여 절반
12)

에도 못 미쳤는데 , 5만원권의 상당액은 지하경제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금 없는 사회는 이러한 기존 실물화폐에서의 비효율적인 비용을 제거하여,
통화의 발행과 유통 측면에서 상당 폭의 원가절감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준
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디지털화폐의 발행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서 선택할 수 없는 제약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금 없는 경제에서는, 경제주체들이 현금을 가치저장
수단으로 보유할 수 없으므로,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가능하다.
10) 김성훈, “현금 없는 경제 : 의미와 가능성”, KERI Brief 16-28, 한국경제연구원, 2016. 10. 7.
11) 김성훈, 전게보고서, 2면.
12)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게보고서, 2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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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디지털화폐에 내재된 장점
중앙은행은 디지털화폐 발행으로 실물화폐의 발행 및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플레이션에 대응하여 마이너스 금리나 헬리콥터머니
(helicopter drop of money)와 같은 통화정책도 효과적으로 구사가 가능하다.
일반 경제주체는 디지털화폐를 사용함으로써 현금의 안전성과 P2P송금을
통한 자금결제의 편의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고 현금보관의 부담을 갖지 않
게 된다. 한편 정부도 일반국민에 대한 세금징수나 보조금 지원을 보다 효율
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디지털화폐 거래내역의 투명성으로 인해 자금세탁
13)

거래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2.2.4. 디지털화폐가 수반하는 단점
현재에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가 과연 안전하며 해킹의 문제
에서 자유로울지에 대해 많은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상의 문제
이외에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달리
완전한 P2P 방식의 블록체인으로 설계할 수 없다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완전한 P2P 방식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디지털화폐
를 발행한다고 가정하자. 그 때에는 디지털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전통적인 금융중개기관의 역할을 완전히 도외시함에 따라 중앙은행이
명실상부하게 상업은행과 경쟁자적인 지위에 서게 된다. 연쇄적으로 고객들
의 예금을 매개체로 하여 기존의 통화정책이나 지급결제망 제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던 상업은행들의 역할이 미비해짐에 따라 고객인 은행
이용자들의 은행에 대한 신뢰가 점차 약화되고 상업은행의 영리 기반이 잠
식됨에 따라 상업은행의 건전성도 취약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하나
의 은행에서 발견된 위험이 다른 은행에게로 전파될 것이고(시스템리스크),
전체 은행 시스템과 일국의 금융제도가 붕괴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접
어들 수도 있다. 이러한 파국을 막으려면 완전한 P2P 방식의 디지털화폐를

13) 최진만 ․ 김동섭, “주요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논의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연구보고서, 2016. 8,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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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할 수 없다는 정책적인 고민이 따르게 된다. 그 때에는 완전한 P2P 방식
이 갖는 장점을 구현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위와 반대로 이러한 정책적인 고민에 휘둘리지 않고 완전한 P2P 방식으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기로 결정한다고 가정하자. 전체 은행시스템 내에서 상
업은행들을 완전히 배제하게 된 중앙은행이 자신의 독점력을 강화하면서 디
지털화폐를 보유하는 국민개별주체의 정보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때로는
헌법상의 공공복리(예: 물가조절과 금리안정)라는 미명 하에 중앙은행이 금
융소비자들의 사적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매우 충격적인 정책을 단행
할 수도 있다.

2.2.5. BIS 및 각국 중앙은행의 동향
위에서

언급한

단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이하 BIS라고 한다)은 2015년 분산원장기술의 금융서
비스 적용확대 및 가상통화의 성장 등에 따른 중앙은행의 역할 축소에 대응
하여, 중앙은행이 직접 DLT에 기반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 왜냐하면 BIS는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FinTech
혁명이 진전됨에 따라 은행의 역할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민간 업자들의 역할은 은행을 완전히 대체하고 배
격하는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대될 것으로 진단하였기 때문이다. 그 때에는
중앙은행의 지위 및 역할도 동반하여 감소할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보니 각국의 중앙은행은 디지털화폐의 발행에 대해 매우 능동
적인 연구를 개시하였다.
가장 대표적으로 영란은행은 DLT 기반의 디지털화폐 발행과 관련하여 매
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연구를 진행 중이며 다양한 기술적, 법률적 쟁점을
발굴한 후 이에 대한 세부 쟁점을 더욱 파고들고 있다. 중국인민은행도 2014
년부터 디지털화폐 연구팀을 운영하면서 디지털화폐 발행을 적극 검토 중이
다. 에콰도르중앙은행은 DLT가 아닌 중앙집중형 방식(account-based) 으로 세
계최초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2015년 2월부터 개인이 중앙은행에 가상계
좌를 개설하여 개인 간 자금을 이체하거나 저장 ․ 인출할 수 있는 “전자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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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Electronic Money System)”을 가동 중이다. 그 밖에도 호주중앙은행
(2016.2.)과 러시아중앙은행(2016.4.)이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 중앙은행
14)

의 디지털화폐 발행 가능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를 개시하였다.

III. 현행법상 쟁점

3.1. 서설
경제적인 관점에서 화폐는 상품 교환의 가치척도로서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
15)

는 일반화된 수단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화폐
16)

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소재에 따라 물품화폐, 금속화폐 그리고 명목화폐

순으로 발전해 왔으며 오늘날의 명목화폐는 이를 다시 은행권(지폐)과 그 보
17)

조화폐인 주화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법률적 관점에서의 ‘화폐’는 국가 또

14) 최진만 · 김동섭, 상게연구보고서, 8-18면.
15) 이하 서설부분은 한국은행 법규실,「한국은행법 해설」, 한국은행, 2012. 4, 209면 참조. 경
제적인 관점에서 화폐는 본질적으로 다음 4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① 교환의 매개(medium of exchange) 또는 지급수단 : 화폐는 재화 및 용역의 교환을
매개하는 특수 재화로서 상행위 등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일반적 교환수단이다. 이
는 화폐가 발생하게 된 최초의 동기이면서 본질적 기능이다.
② 가치척도(measure of value)의 수단 : 화폐는 경제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로 이용된다. 재화 및 용역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측정할 수 있
게 됨에 따라 서로 다른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손쉽게 비교하거나 합산할 수 있다.
③ 가치저장(store of value)의 수단 : 사람들은 미래의 소비나 투자를 위하여 현재의 소
득과 재산을 화폐로 바꾸어 저장함으로써 미래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화폐를 미래의 소비나 투자를 위해 저장할 수 있는 것은 화
폐가 언제든지 거래에 대한 결제수단으로서 즉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
치의 저장에 따른 시간이나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이다.
④ 이연지급(deferred payment)의 수단 : 장래의 지급의무 등 대부분의 채무는 화폐로 표시할 수
있다. 장래의 채무를 노동력의 제공이나 물품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 그 노동력이나 물품
의 가치는 소멸 또는 변질될 수 있으나 화폐의 액면가치는 소멸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
16) 명목화폐(fiat money)는 그 자체가 가치를 가져서 화폐가 된 것이 아니라, 국가법률의 권
위를 배경으로 또는 역사적인 관습이 그대로 사회적 신임을 받게 되어 교환의 도구로서 통
용되게 된 화폐를 말한다. 그러므로 명목화폐를 법화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17) 최근에는 정보통신 및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신용카드, 전자자금이체 등 현금대체 결제
수단의 이용이 더욱 보편화되면서 전자화폐가 현재의 은행권과 주화의 상당부분을 대체
하여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하지만, 지급수단으로서 현금의
존재 의미는 여전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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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에 의하여 발행권한이 부여된 기관에 의하여 금액이 표시된 지급수단
18)

으로서 법적 강제통용력이 인정된 통화 즉, 법화(legal tender)만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기존의 실물화폐가 전자적인 형태의
화폐(e-cash)로 전환 또는 대체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화폐이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화폐는 기존의 법률과 제도로서 포섭할 수 없거나 기존의 법
률과 제도에 정면으로 상충될 위험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디지털화폐 발행
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3.2. 한국은행법상 쟁점
3.2.1. 디지털화폐 발행의 법적 근거
한국은행법 제49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금융통화위
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떠한 규격 · 모양’ 및 권종(券種)의 한국은행권
도 발행할 수 있는데, 디지털화폐가 ‘어떠한 규격 ․ 모양’에 포섭되는 것인지
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행법 해설책자에 따르면 동 조항을 “한국은행권의 도안과 권
종에 관한 규정”으로 좁게 해석함으로써, 디지털화폐가 ‘어떠한 규격․모양’에
19)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해석을 이해할 수도 있다. 왜냐하

면 특정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는 입법 당시의 동기와 목적, 사회 여건 및 제
반의 환경 등을 두루 살펴야 할 것인데, 1950년 한국은행법 제49조를 제정할
당시에 디지털화폐를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디
지털화폐가 동 조항의 ‘어떠한 규격 ․ 모양’에 포섭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
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에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야 할 것
이다. 그러나 특정 조항의 해석을 함에 있어서 정태적으로 입법 당시의 상황
만을 살필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동태적으로 진행된 사회, 기술의 발전과 환경
의 변화 및 국민 의식의 함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적극설을 취하게 된다
18) 한국은행 법규실, 전게해설서, 201면.
19) 한국은행 법규실, 상게해설서, 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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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한국은행법 제49조에는 디지털화폐를 당연히 포섭할 수 있다고 넓게 해석
할 여지가 있다. 그 때에는 디지털화폐가 ‘어떠한 규격 ․ 모양’에 포섭되는 것
으로 해석함에 따라, 동 조항을 근거로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직접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이 개인이나 비금융기업을 상대로 디지털화
폐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디지털화폐를 한국은행법 제49조 상의 ‘어떠
한 규격․모양’에 포섭시킬 수 있는지의 쟁점으로 귀결될 것이다.

3.2.2. 물가안정 및 시장기능의 중시와의 조화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통화
20)

신용정책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려는 한국은행법 제3조 에 전적으로 부합
21)

한다고 본다. 물론 동법 제4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자율성
을 갖더라도 중앙은행으로서 당연히 물가안정을 해쳐서는 안 되고 시장기능
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제약을 받으므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한국은행은 물가안정 및 시장기능과의 조화를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은 물가안정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은행법 제1조 제1항).

22)

중앙은행이 물가안정과 시장기능의 중시라는 내재적인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민간 업자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 이러한
민간 업자들은 단지 가치저장기능을 수행하는 가상통화를 발행할 뿐이고 이
들이 발행한 가상통화는 물가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주식이나 선물과 같이 상시적으로 가치가 변동하는 속성을 갖는다. 그 결과

20) 한국은행법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
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6.3.29.]
21) 한국은행법 제4조(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①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시장기능을 중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3.29.]
22) 이하 한국은행법을 인용하는 경우, 조문번호만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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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일반적인 화폐와 비교할 때 가치변동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만일 한국은행이 실물화폐를 대체하는 디지털화폐를 발행한 이후 기존
의 화폐가치 체계가 왜곡되고 실물화폐의 가치와 디지털화폐의 가치가 괴리되
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물가안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로서 중앙은
행이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을 행한 셈이 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디지털화폐의 가치를 고정화시키면서 실물화폐와 1:1로 교환할 수 있는 안정적
인 발행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조와 제3조 및 제
4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한 것으로 평가받게 된다.
한편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목적 중 하
나는 마이너스 금리 적용을 통한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이다. 한국은행의
존재 이유인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한국은행이 디지
털화폐를 발행하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전격적으로 단행하더라도 물가안
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시장기능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통화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방책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
을 것이다.

3.2.3 법인 및 개인과의 직접거래
23)

한국은행법 제79조 는 한국은행과 민간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바, 이
조항에서 ‘민간’이란 ‘정부 · 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
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한의 내용은 ① 민간과 예금 또는 대출의 거래,
② 민간의 채무를 표시하는 증권의 매입으로 명기하고 있다.
①은 민간과의 금전의 소비임치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고 ②
는 민간으로부터 債券의 매수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
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직접유통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의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현행법상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려고 할 때에 가장 큰 장애물로
23) 한국은행법 제79조(민간과의 거래 제한) 한국은행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과 예금 또는 대출의 거래를 하거나
정부·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의 채무를 표시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법인과 예금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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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할 수 있는 조항은 바로 한국은행법 제79조이다. 왜냐하면 동 조항은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과 예금 또는 대출 등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
24)

는데, 이는 디지털화폐의 직접유통 을 사실상 금지하고 간접유통만을 허용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디
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에는 그 발행의 상대방이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나
개인으로 확대될 수 있고 그러한 발행 대상의 확대가 오히려 자연스럽기까
지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법 제79조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금융중개기관을 거쳐야 하
는 간접유통 방식을 취해야 한다면, 이는 발행의 효율성을 제한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금융기관 외 법인이나 개
인에게 직접유통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한국은행법 제79조를 개정하여야 한다.
즉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외의 개인이나 법인과도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편으로 디지털화폐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경우,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발
행을 전통적인 상업은행의 예금과 동일시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을 상대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
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보관(민법상
의 전형계약인 임치에 해당)해주는 수치인으로서 보관료를 징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디지털화폐의 처분권한을 누가 갖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예금의 법적 성격이 소비임치로서 그 금전 소유권
이 은행에게 이전되므로 은행이 동 예금을 기초로 대출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발행의 법적 성격을 소비임치
로 보아 디지털화폐의 소유권이 한국은행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 때에는 소비임치의 형태로 처분권한을 자유롭게 이전 받은 중앙은행이
그 권한을 넘어서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가
능한지에 대해 논란이 격화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의와 별개로,

24)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동 디지털화폐의 유통방법은 ‘직접유통’과 ‘간접유통’
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에콰도르의 경우처럼 중앙은행에 개인 등이 계좌를 개설한 경우는 ‘직접
유통’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기존 상
업은행 등에 이미 개설된 개인 등의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은 ‘간접유통’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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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한국은행의 부수 업무영역에 디지털화폐의 ‘보호예수’(은행법 제27조의 2)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은행의 계정에 유치된 디지털화폐에 대하여 마이
너스 금리의 적용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일반 디지털화폐를
소유한 국민들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견 가능성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바
람직한 조치라고 분석된다.

3.2.4. 디지털화폐의 기술적 안전성
한국은행은 화폐발행권자로서 한국은행권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고 위ㆍ변조 방
지대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을 집중 관리할 수 있
다(제49조의2). 그러나 동조는 실물화폐를 전제로 제정된 것인 바, 디지털화폐 위
․ 변조의 태양은 실물화폐의 경우와는 다르므로, 디지털화폐 유통질서를 보호하
기 위한 수단이 실물화폐 유통질서 보호수단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물화폐인 한국은행권의 경우 위 ․ 변조를 집중관리 할 수 있는 근거는,
일반적으로 위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이 전체 발행물량과 비교하여 일부에 불
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디지털화폐의 경우에는 발행물량의 일부
뿐만 아니라 전체가 위 ․ 변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실물화폐의 경우와 사정이 전혀 다르다.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때 도입하려고 하는 DLT에 관하
여도 아직 그 기술적인 안전성과 보안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이하 ECB라고 한다)은 DLT가 아직 발전 초기단계에 있을 뿐
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높은 수준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보장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회원국들로 하여금 디지털화폐를 공식적인
26)

화폐제도로 도입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중앙발행기관 없이 분산화 된 네트워크상에서 개개인의 당사자들 간에 통
용되는 비트코인과 같은 사적 가상통화는, 거래당사자인 개인을 직접적으로
25) 은행법 제2조의 2 제2항 제4호는 은행의 부수업무로서 ‘보호예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상 임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6) Yves Mersch,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Role and Relevance of the ECB, Speech at the
Banking Technologies Conference, 2016.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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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규제하기가 힘들다.

반면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비트코

인 보다 거래당사자에 대한 규제는 용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비트코인과 같은 P2P 방식
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전면적인 P2P 방식의 도입은 기존의 은행제도를 근본적으로 부
정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고 과거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은행업을 전면적으
로 부정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중앙은행의 디지
털화폐 발행은 기존의 은행업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절충적인 형태의 완화된
P2P 방식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 때에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시 비트코인과 유사한 해킹 사건 등 관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완전한 P2P 방식을 채용하지 못함에 따라 보안상의 취약으로 인한 피해도 발
행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기술적 안전성과 보안성은 한국은행이 디지
털화폐를 발행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다.

3.3. 재산법상의 쟁점
3.3.1. 마이너스 금리 도입의 배경
2007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디플레이션 위협에 직면해 있
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금리가 제로라도 현금을 갖고 있으면 그 가치는
나날이 높아지게 되므로 투자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시 실질금리를 제로 이하로 낮출 경우 소비와 투자
28)

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하려는 근거는 요컨대, 디플레
이션 상황이 도래하여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실질금리를 마이
너스로 유지하면 소비와 투자가 진작될 수 있다’는 기존 경제학이론에 대한
27) 대부분의 사적 디지털화폐의 기초가 되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 원장은 네트워크 이용자
에게 가명 또는 경우에 따라 익명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익명성은 사업자 관리감독, 법
정통화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디지털화폐를 자금세탁, 마약거래 등의 불법적인 거래에
악용될 수 있으며 탈세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28) 윤석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함정”, 이코노미 인사이트(인터넷판), 2016. 1. 1. 기사,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1 (최종검색일, 2017.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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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일례로 일본은행은(Bank of Japan)은 2016년 2월 일본 금융기관이 신규 예치
하는 자금(당좌예금)에 대해 연 0.1%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마이너스금리를 시행
29)

했다.

일본은행의 마이너스금리 제도의 취지도, 기존 경제학 이론에 대한 신뢰

를 바탕으로, 부동자금에 수수료를 물리면 투자가 활성화되어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기대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제도 시행의 결과 재산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개인들이 현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는 현상(장롱예금)을 확산시켰
고, 이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가 디플레이션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가 현실화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부작용으로
30)

지적되는 이른바 ‘장롱예금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물로 유통되는 현금
31)

량을 줄이는 ‘현금폐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나오게 되었다.

3.3.2. 마이너스 금리와 재산권 침해
중앙은행이 기존의 실물화폐를 완전히 대체할 목적으로 디지털화폐를 발
행하면서, 이후 통화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마이너스 금리를 전면적으로 시행
할 경우, 헌법상 보장되어야 할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
다. 이와 대조적으로 실물화폐 체제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할 경우 ‘장
롱예금’ 등 뱅크런(bank run) 현상은 있을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재산권 침
해의 시비에서는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금리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경제의 주체인 예금주’는 안전한 보관을 목적으로
29) 이하 각국의 마이너스 금리 적용에 관한 내용은, 조선일보(인터넷판) 2016.2.24. 기사,
“日 마이너스금리에 ‘장롱에금’ 부작용...보완책으로 현금페지 주장” 참조. http://biz.chosu
n.com/site/data/html_dir/2016/02/23/2016022303196.html(최종검색일 2017.7.22).
30) 예금을 인출해 지폐나 동전 등 현물로 보유하는 것을 이른다.
31) 한편 일본에 앞서 마이너스 금리 제도를 도입한 스웨덴과 덴마크 등 북유럽에선 무(無)
현금 거래가 일상화되었는데, 스웨덴에선 모바일 앱과 신용카드가 실제 화폐인 지폐와
동전 대신 지불 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전체 소비 과정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비중은
20%로 전세계 평균(75%)을 크게 밑돈다고 한다. 예컨대,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필라
델피아 교회의 신도들은 주일 예배 때 헌금(십일조)을 스마트폰으로 낸다. 신도들은 파
견 성가가 시작되면 스마트폰을 꺼내 교회의 은행 계좌번호로 십일조를 이체한다. 이
교회는 지난 2014년 접수한 헌금 약 2000만 크로네(약 21억원) 중 85%를 전자화폐로 거
뒀다. 한편, SEB(스칸디나비아 엔스킬다은행), 스웨드뱅크, 노르웨이2대 은행인 노르데아
뱅크 등 북유럽 주요 은행의 지점 절반은 아예 현금을 받지 않는다. 스웨덴 시중은행들
은 거리에 있는 현금 출납기도 대부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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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적 경제의 주체인 상업은행’에 실물화폐를 예치하기 때문이다. 계
약 자유의 원칙에 의할 때 예금주와 상업은행간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계약
조건을 합의한 후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실물화폐의 체제에서 마이너스 금리에 동의하고 예금하는 자는 은행에 보
관료를 지급하고라도 예금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개별경제주
체로서 평가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현
금을 인출하여 스스로 자택의 금고에 보관할 수 있는 ‘자기보관 선택권’을
보장받은 자로서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에서 예금주에 대한 재산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달리 디지털화폐의 경우 예금과 유사한 ‘중앙집중형’ 발행(account32)

based)방식이든, 현금과 유사한 DLT 발행(value-based)방식 이든, 중앙은행으
로부터 디지털화폐를 발행 받은 자는 ‘자기보관 선택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
다. 이렇게 자기보관 선택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디지털화폐를 수동적으로 보유하게
된 국민들은 ① 디지털 화폐를 인출하여 사용할 것인지(‘소비 선택권’ 또는
‘투자 선택권’) 또는 ② 마이너스 금리를 감수하고 디지털화폐를 유지할 것
인지 양자택일을 하여야 한다. 더욱이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및 마이
너스 금리의 시행은 은행의 예금과는 성격을 완전히 달리한다. 왜냐하면 중
앙은행은 효과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마이
너스 금리를 실행할 것인바, 이러한 마이너스 금리의 실행은 국가 전체의 공
공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예외적으로 사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적법한
행정작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과 사경
제 주체인 상업은행의 예금통장 발급은 완전히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과 마이너스 금리의 전격 시행이 헌법상으로
명문화된 국민의 재산권 보장 조항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
은 세부 쟁점들이 문제될 수 있는데, 순차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32) 디지털화폐 발행방식의 상세는 최진만 · 김동섭, 전게보고서, 19-2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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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헌법상의 쟁점: 재산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로 논의를 국한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제
한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재산권
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법률로써 제한할 것을 규정하며 제한할 때에
도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
법 제23조 제1항과 관련하여 이 조항의 근본취지는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이
라는 기조 위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재산권의 자유로운 이용 ․ 수익
․ 처분을 보장하면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은 헌
33)

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적법
한 재산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디지털화폐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 적
용이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려면 이용 ․ 수익 ․ 처분에 있어서 재산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로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은행이 모든 재산권자들로부터 동의(사전의 포괄적인 동의도 가능할 수 있
음)를 받을 경우 이후 디지털화폐를 대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또는 제한으로서 헌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대체로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산권자의 동의가 없는 때
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한국은
행법이나 ‘(가칭) 디지털화폐 발행에 관한 특별법’에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형식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근
거 조항을 두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마이너스 금리 적용은 헌
법 제2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나. 디지털화폐의 발행은 전통적인 실물화폐의 소비임치계약과는
성격을 완전히 달리함
우리 민법 제693조는 당사자 일방(임치인)이 상대방(수치인)에 대하여 금전
등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경우를 임치로 규정하고 있다.
임치의 특수한 형태로 소비임치와 혼장임치가 있는데, ① 소비임치는 수치인
33) 헌재 전원재판부 1998. 12. 24. 결정, 97헌마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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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치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이전받아 임치물을 소비하고 나중에 임치인에
게 동종 · 동질 · 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하는 것이며, ② 혼장임치는 수치인이
복수의 임치인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물건을 수취하여 혼합 보관하다가 반환
할 때에는 임치한 물건 자체가 아니라 임치한 물건과 동종 · 동질 · 동량의
34)

물건으로 반환하는 것이다.

예금은 예금주가 은행에 대하여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은행은 동 금
전을 대출 등에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으며 예금주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
환을 청구할 경우 은행은 예금주에게 동종 · 동질 · 동량이지만 최소의 운용
에 대한 대가로서 이자를 덧붙여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으로서, 임치의 특수
한 형태인 소비임치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실물화폐를 전제로
한 것이고 사경제 주체인 예금주와 은행간의 사적인 계약에서 마이너스 금
리의 적용가능성을 논의한 것이다. 앞에서 잠시 고찰한 바와 같이 중앙은행
의 디지털화폐 발행과 마이너스 금리의 시행은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다. 디지털화폐와 실물화폐의 병용 및 마이너스 금리의 시행
디지털화폐와 실물화폐가 동시에 자유롭게 통용되는 경우 디지털화폐의
사용에 동의한 개인이나 법인만을 상대로 하여 편면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35)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마이너스

금리의 실행이 국가 전체 경제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통화정책을 수행
하기 위한 행정 작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디지털화폐를 보유하는 자와
실물화폐를 보유하는 자를 상대로 차별적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의
시행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도 전혀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디지
털화폐를 보유하는 자가 실물화폐로의 교환을 청구하면서 시간과 비용의 낭비
라는 혼란이 발생할 것이고 교환된 실물화폐는 경제 전체에 소비나 투자로 건
전하게 환입되지 못한 채 소위 장롱예금으로 숨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4) 명순구, 「민법학원론」, 박영사, 2015, 284면.
35) 디지털화폐의 발행 시 실물화폐가 동시에 통용되는 상황 하에서 디지털화폐가 얼마나
사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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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디지털화폐 만의 통용과 마이너스 금리의 시행
결국 마이너스 금리의 실행은 중앙은행이 기존의 실물화폐를 모두 디지털
화폐로 대체하였을 경우에 의미를 갖게 된다. 그 때에는 중앙은행과 상업은
행에 개설되거나 예치된 모든 디지털화폐를 대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실행
36)

할 수 있게 되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쟁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중앙은행에 개설된 디지털화폐의 법적 성격은 실물화폐와 동일하고 디지
털화폐의 잔고를 가지고 있는 자는 언제든지 동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업은행에 예치된 예금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중앙은행에 개설된 디지털화
폐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디지털화폐의 명목가치를
절하시키는 효과를 갖게 되는데, 이는 국민경제적으로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실물화폐를 가치절상 또는 가치절하 하는 조치와 다를 바 없다. 물론 이 때
에는 중앙은행에 디지털화폐 계좌 잔고를 갖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재산
권을 침해받게 되므로 특별한 법률에 의한 근거 조항의 부여 등 헌법상 재
산권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상업은행에 예치된 디지털화폐의 법적 성격은 기존 실물화폐를 예입한 것
과 동일하므로 예금에 관한 소비임치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중앙
은행이 디지털화폐 전체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할 경우 은행에 예치
된 디지털화폐라고 하여도 예외가 아니다. 이 때에는 예금자에 대한 약정 이
자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제하고 예금채권을 반환하게 될 것인데, 예금자는
예치한 원금액보다 반환액을 적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디플레이션 체제에서 마이너스 금리의 실행은
사경제 주체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서 국가의 정
당한 행정작용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금리를 공제한다는 약관
이 미리 삽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36) 물론 디지털화폐가 실물화폐를 완전히 대체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선택의 여지없이 사
용하게 되는 경우 현금보관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의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가
치의 척도가 되는 통화 자체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로써 우리 민법 제2조
상 신의칙에 위배되는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은 재산
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 매우 기교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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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디지털화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여부 검토
3.4.1.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며 전자금융
서비스 제공자에도 해당되지 않음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
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국민의 금융편의 도모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
정된 법률이다(동법 제1조). 동법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
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
는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항).
여기서 금융회사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부터
37)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인데(동법 제2조 제3호 가목),
한국은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나 전자지급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38)

다.

더욱이 향후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더라도, 한국은행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자에도 해당
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업자나 전자금융업보
3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
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38)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전자지급거래와 관
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
는데, 동 조항을 보더라도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 및 전자
금융업자와는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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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자가 아닌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나 전
자지급거래를 상행위로서 반복하는 영리행위의 주체인 상법상의 상인에 해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법상으로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이고
(제2조),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
며(제4조 제1항), 한국은행의 업무수행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즉 한국은행은 사경제 주체인 상인으로서의
전자금융업자와는 전혀 차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행하
는 디지털화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전자화폐와 본질적으로 그 취급
을 달리하는데, 전자는 법정 통화에 해당하지만 후자는 상인이 상행위의 일
환으로서 발행한 가치저장수단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전자금융
거래법상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잘 분석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자의 권한과 책임 중 한국은
행에게 직 · 간접적으로 준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즉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여러 조항들을 심도있
게 연구한 후 디지털화폐가 발행될 경우 금융거래의 모든 부문에서 발생가
능한 법적 쟁점을 추려 한국은행에게 적용가능한 내용들을 적출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4.2. 한국은행법상 디지털화폐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 이외에도 전자화폐와 전자지급거래에 대
한 정의 조항을 두고 있다. 우선 전자화폐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
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되는데,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화폐가 가치저장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39)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또한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

39)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15. "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
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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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
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
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혹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가 기존의 전자화폐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것이라고 속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화폐는 전자화폐와
전혀 다르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선 디지털화폐는 기존의 실물화폐인
한국은행권이나 주화를 대체하는 법정 화폐로서 그 발행권자는 한국은행만
으로 제한된다(한국은행법 제47조).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법화
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될 수 있는 범용성을 갖는다(한국은행법 제48
조). 이와 대조적으로 전자화폐는 법화가 아니고 범용성을 갖지 않으므로 제
한된 사용자들만이 제한된 영역에서 사용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리고 전자
화폐는 발행자만이 실물화폐나 예금으로 교환해줄 수 있을 뿐이고, 그 외의
제3자가 교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디지
털화폐는 법정 통화이므로 디지털화폐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실물화폐 또
는 예금으로 교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전자화폐와 차별화된다. 그리
고 디지털화폐가 범용성을 갖고 모든 이용자들이 교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에서 완벽한 수준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구비하여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
가 없다. 따라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가장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디지털화폐
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은 손해를 입
은 자에게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전
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보다 약한 정도의 안전성 및 보안성에 대한 규제가 가
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은 금융회사나 전자금
융업자 등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에 관한 선관의무를 규정하고 있
40)

을 뿐이다.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40)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 보조
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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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가 한국은행만이 독점적으로 발행하는 법정통화라는 측면에서
한국은행법이나 디지털화폐 발행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을
이미 적시하였다. 이는 특허주의에 따른 것인데, 디지털화폐의 발행이 중앙
은행의 효과적인 물가조절 및 적시의 통화정책 수행을 위한 국가 행정작용
의 일환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에 비하여 전자화폐의 발행은 그보
다 낮은 단계의 허가주의에 의하고 있다. 즉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는 전자
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금융위원회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
41)

외적으로 일부의 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허가

주의는 전자화폐의 발행이 국가사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디지털화폐의 발행
과는 차원이 다르며, 단지 전자거래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기술적인 가치저
장수단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행법이나 특
별법으로 특허주의에 따른 디지털화폐의 독점 발행권을 한국은행에게 인정
한 이상, 다시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 허가주의에 따라 한국은행에게 전자금
융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부여할 실익은 전혀 없다.

3.4.3. 소결론
향후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전
혀 받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디지털화폐의 발행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화
폐 발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전자금융거래나 전
자지급거래를 규율하는 조항들은 한국은행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의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시행착오 및 입법 시 고려하였던
제반의 정책적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참조하면서, 향후 디지털화폐의 발행과
유통에 도움이 되고 그 보안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적인 수단들을 한국은행법이나 특별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
야 할 것이다.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2014.10.15.>
4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5.17.,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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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예금자보호법상 쟁점
3.5.1. 예금자보호법과 부보금융회사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
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제1조). 우리나라 예금자보호법의 모델은 전 세계 최초로 예금
자 보호제도를 제정한 미국의 1935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예금자보호
법 제1조의 금융기관에 중앙은행이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1935년법의
제정 이유 및 입법 배경 등을 간략히 고찰하기로 한다.
미국에서의 예금보험제도는 1930년대 대공항의 타개책으로 은행파산을 방지하
기 위한 긴급입법의 산물이었다. 즉 1933년 은행법이라고 불리는 Glass-Steagall 법
은 상업은행의 고객자금이나 고유자금에 의한 증권 투자를 금지하기 위하여 제정
된 긴급입법이었다. 동법이 상업은행업과 투자은행업을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은행이 인수하게 되는 고유 위험이 감소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파산의 위험성이
농후한 은행으로부터 고객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소위 bank
run)를 방지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1935년 전 세계 최초로 예금자보호제도를 시
행하게 되었는데, 예금부보의 대상은 예금자들이 상업은행에 예치한 예금의 일정
상한액으로 정해졌다.
이러한 역사적 유래를 감안해 볼 때, 예금보험제도는 전적으로 상업은행의
파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상업은행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보니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가 상업은행에 예치한 예금반
환청구권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예금반환청구
권까지 그 보호대상을 확대하지는 않았다. ① 중앙은행이 국가와 동일시된다
는 점 그리고 ② 1935년 제정 당시 입법자들은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의
파산을 결코 예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예금보험제도에서 중앙은행의 예금
을 배제한 이유였던 것으로 짐작한다. 그렇다보니 실물화폐 제도를 기반으로
42)

한 종전의 화폐 제도에서도 중앙은행은 예금부보기관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42) 예금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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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어느 나라나 예금보험제도를 설계할 때 중앙은행의 파산을 전혀 염두에 두
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에 따라 P2P 방식으로 디지털화폐를 발
행받는 개인이나 법인은 중앙은행에 계좌를 유지하는 한 중앙은행으로부터 언
제든지 디지털화폐를 수령할 수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화폐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쟁점은 단 한가지이다. 즉 기존의 예금자보호법은 상
업은행에 예치되는 금전이 실물화폐임을 전제로 부보대상인 예금을 규정했
었는데, 여기서의 예금에 중앙은행이 발행하여 상업은행에 예치된 디지털화
폐를 당연히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3.5.2. 실물화폐와 대비할 경우 디지털화폐의 보호 필요성
전통적인 실물화폐의 경우 그 소유자는 발행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금
등 채권과 전혀 관계 없이 자신의 선택으로 ‘개별적 · 독립적 보관’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소위 장롱예금이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디지털화폐의 소유자는 실물화폐의 소유자와 달리 발행자인 중앙은행
43)

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 개별적 · 독립적으로 디지털화폐를 보관할 수 없다.

이

1.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란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바.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은 제외한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 중개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 회사와 예금
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 금융회사
자.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을 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43) 참고로 비트코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금융기관의 중개를 배제한 채 개인 대 개인의
전자가상통화 지급결제를 온라인상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A purely peer-to-peer
version of electronic cash would allow online payments to be sent directly from one part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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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실물화폐와 달리 개별적 ․ 독립적으로 보관하고 싶어도 보관이 불가능
한 디지털화폐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고 할 수 있다.

3.5.3. 디지털화폐도 예금의 대상인 금전에 포섭됨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예금자보호의 대상인 예금을 “(상업은행이)
예금 · 적금 · 부금(賦金)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
로써 조달한 금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원본(元本)이 보전(補塡)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 또한 제2조 제4호는 예금 등 채권을 ‘예금자 등이 예금 등 금융거
래를 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 · 원본 · 이자 · 이익 · 보험금
및 각종 지급금과 그 밖에 약정된 금전의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4호).
디지털화폐가 종전의 실물화폐를 대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화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의 금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대조
적으로 디지털화폐가 실물화폐로서의 특성 보다 전자화폐와 같은 가치저장
수단의 특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면 상업은행에 예치된
디지털화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4호의 채권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입장에 의하든 디지털화폐가 상업은행에 예치될 경우 금전이
나 채권으로서 예금보호의 대상인 예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즉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가 상업은행에 예치된 순간
그 디지털화폐는 본질적으로 적법한 예금으로서 속성을 갖게 되며, 부보금융
기관인 상업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
에 따라 디지털화폐를 예치한 예금주들에게 원리금을 합산하여 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another without going through a financial institution.”, Satoshi Nakamoto, Bitcoin: A Peer-to
Peer Electronic Cash System, https://bitcoin.org/bitcoin.pdf에서 검색(검색일: 2017. 7. 22.) 그
렇지만 이러한 가상통화도 발행자와 관계를 단절한 채 실물화폐를 개별적·독립적으로 보
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디지털화폐와 동일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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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소결론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그 소재지는 한국은행이나 상업은행의 개인 또
는 법인 계좌가 될 것이다. 디지털화폐가 한국은행의 계좌에 있는 경우 예금
자보호법상의 예금부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예금
보험제도에서 중앙은행에 예치한 예금은 배제되는바 그 예금은 국가가 지급
보증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파산하지 않고 화폐제도가
지속되는 한 이러한 디지털화폐의 안전성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한편 디지
털화폐가 예금주 명의로 상업은행의 계좌에 존재하는 경우, 여기서의 디지털
화폐는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의 내용을 구성하는 금전이나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디지털화폐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할 필요 없이
상업은행에 예치된 디지털화폐는 적법하게 예금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3.6. 디지털화폐 발행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쟁점
3.6.1. 디지털화폐와 개인정보보호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직접유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개인정보보호법 등이라고 한다) 등에서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및 금
융거래정보 등(이하 개인정보 등이라고 한다)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들 법률 중 대표적인 예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존
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제1조),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
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44)

수 있는 정보 를 말한다. 한편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제2조 1내지2호).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때 한국은행은 그 상대방인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44)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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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는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사실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개인정보 등 보호의 문제는 실물화폐를
발행할 경우 개인정보 등 보호의 문제보다 더욱 심각하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 보호 대상 개인의 범위가 디지털화폐를 보유하는 국민 전체이므로, 단지
후자의 경우 즉 실물화폐를 예치하는 고객만을 대상으로 할 때와 비교할 때,
너무도 보호의 대상자가 넓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예치된 계좌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 신용정보, 금융거래정보
가 망라된 것으로서 현대 금융자본주의 시대에서 가장 소중한 사적 재산권
에 해당하는데, 한국은행이 직접적으로 디지털화폐를 보유한 모든 예금자(국
민)의 잔고, 거래 행태, 대출현황, 금전상의 지출, 투자 및 소비 형태 등을 모
두 파악할 수 있다면, 한국은행은 George Orwell의 소설 “1984년”에서 말하는
Big Brother로서 개인 정보 등의 독점에 따른 권력을 남용할 위험성이 매우
큰 것이다. 금융거래정보와 관련하여 볼 때에도, 기존의 실물화폐 시대에 국
가가 개인의 계좌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법관이 발행한 영장에 의하는 것이
46)

원칙이었는데,

향후 도래할 디지털화폐 시대에는 영장 없이도 개인의 재산

권 보유 및 행사에 관한 상세한 내역이 중앙은행을 통하여 국가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45) 참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
의하고 있다. 즉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정보
4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
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
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
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
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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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디지털화폐와 민감정보
47)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는 ‘민감정보’의 처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거래 및 실명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도
정보처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이와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디지털화폐 보유 잔액과 거래 현황은 개인의 현금자산 보유 내역 및
재산권의 변동과 현재의 유동성 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에 해
당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틀 내에서만 분석하더라도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건강이나 정치적 견해’ 등 법문에 기재된 민감정보로 취급할 수 있
는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실물화폐가 완전히 사라질 때에는 디지털화폐의 보
유 잔액과 거래 현황의 중요성과 민감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3.6.3. 소결론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서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고 처리할 경
우에는 헌법과 법률의 내재적인 제약에 구속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미 앞에서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에 대해서는 旣述하였다. 이러한 재산권을
침해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하고(헌법 제23조 제3항), 국가안전보
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며 이 때에도 재산권
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디지털화폐를 보유한 국민의 재산권 변동 내역을 추적하여야 하는 소
위 계좌추적의 경우에도, 헌법상 보장받는 재산권을 압수 ·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적법한 절차(due process)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
관이 발부한 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헌법 제12조 제3항). 이러한 헌법상의
이념과 개인정보 등의 침해에 대한 본질적인 제약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
련 법률에 깊숙하게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등을 독점하는 한국은행은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제약으로
47)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
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
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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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미암아 Big Brother가 될 수도 없고 Big Brother가 되기 위한 시도를 해서
도 안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국은행법이나 디지털화폐 발
행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유효적절하게 정보보유의 남용을 사전적으로 막는
장치를 두고, 만일 국민의 귀중한 정보가 남용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한국
은행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추정하는 조항을 두고 손해배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사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7. 디지털화폐 발행 및 유통시 익명성과 비밀성을 강화할 경우 보완
하여야 할 자금세탁방지법 등 관련 법률의 정비(가정적 논의)
3.7.1. 논의의 배경 및 한계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하고 유통할 때 개인정보가 심
각하게 침해된다는 문제점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이와 극단적인 스펙트럼에
서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거래를 모델로 하여 익명성과 비밀성을 제고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때에는 익명성의 제고로 비
밀스러운 거래가 늘어나면서 자금세탁, 무기 거래, 마약 밀수, 매춘 자금 제
공 등 불법거래가 횡행할 수 있고 Anti-Money Laundering 법제 이전의 과거
로 회귀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직접발행’할 경우 개인정보 등
귀중한 민감정보 내역을 독점적으로 수집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때에는 한
국은행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내재적 제약을 잘 준
수하여 정보취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종국적으로 디지털화
폐 시대에는 중앙은행의 의무와 책임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문
에 연구자들은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으며,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되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한국은행의 의
무와 책임을 가중하는 형태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다음의 논의는 디지털화폐의 발행과 유통 시 고도의 익명성을 보장
한다는 다소 비현실적인 상황을 전제로 어떠한 법률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
인지를 일반적으로 논의한 개괄적 서술에 지나지 않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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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일 이렇게도 허술한 체제가 도입된다면, 정보주체인 일반 국민들의 책
임과 의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7.2. 자금세탁의 개념 및 관련 법령
자금세탁은 일반적으로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자산을 합법적인 자산
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나, 각국의 정치 사회적인 환경, 연구목
적, 법령 등에 따라 달리 정의한다. 우리의 경우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자금세탁행위란 불법
재산의 취득 ․ 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 ․ 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하며, ②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란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 ․
제공하거나 이를 운반 ․ 보관하는 행위와 자금 또는 재산의 모집 ․ 제공 ․ 운
48)

반 ․ 보관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현행법령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42호)”(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2호)”(이하 “범죄
수익규제법”이라 한다)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16호)”(이하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법”이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3.7.3. 특정금융정보법의 정비
특정금융정보법은 외국환거래(外國換去來)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
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
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
다(동법 제1조). 동법의 핵심내용은 금융기관 등에게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
48)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금융위원회, 20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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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조달 관련 특정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대상거래는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첫째는 의심되는 거
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STR)이고, 둘째는 고액현금거래보
49)

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 ; CTR)이다.
50)

동법 제2조

제1호는 보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등’에 관하여 규

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한국은행은 제외되어 있다.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
를 발행하여 ‘직접유통’시키는 때에는, 한국은행이 개인 또는 법인의 자금이
체와 직접적인 접점을 갖게 되므로, 동법상 보고의무대상 금융회사에 포섭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3.7.4. 범죄수익규제법의 정비

범죄수익규제법의 목적은 중대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追
徵)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중대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
51)

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이다(동법 제1조 ).
49) 금융정보분석원, 전게자료, 1면.
50)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3.8.13., 2014.5.28., 2016.5.29.>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 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
하.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1) 범죄수익규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犯罪收益)의 취득 등에 관
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
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隱匿)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
수 및 추징(追徵)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
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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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동법의 핵심내용은 중대범죄 에 관련된 자금세탁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금
융기관 등이 동 범죄사실의 인지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53)

동법 제5조

제1항은 신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등’에 관하여 규

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한국은행은 신고의무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디지
털화폐를 발행하여 직접유통시키는 때에는, 한국은행이 개인 또는 법인의 자
금이체와 직접적인 접점을 갖게 되므로, 동법상 신고의무 대상 금융회사에
한국은행을 포섭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3.7.5.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의 정비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의 목적은 공중협박자금과 대량살상무기자금의 확
산방지에 기여하는 것이다. 동법의 핵심내용은 ①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② 금융거래제한대상자를 지정하는 등으로 공중협박자금
조달에 대한 사전예방을 시도하며, ③ 금융회사 등에게 범죄사실 인지 시 신
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동법 역시 한국은행을 적용대상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직접유통시키고자 할 때에는,
동법상 신고의무대상 금융회사에 포섭될 수 있도록 법문을 개정하여야 한다.

3.8. 지급결제제도 운영 ․ 관리규정상 쟁점
3.8.1. 지급결제제도의 개요
“지급결제제도 운영 ․ 관리규정”(이하 “지급결제규정”이라 한다)은 한국은
54)

행법 제81조 를 근거로 하여 제정되었다. 지급결제란 경제주체들이 각종 경
52) 특정범죄 38종(조직, 뇌물범죄), 마약류범죄 2종, 공중협박 범죄.
53) 범죄수익규제법 제5조(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
람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
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제 1부.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시 법률적 쟁점 41

제활동에 따라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채권 · 채무관계를 지급수단
을 이용하여 해소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지급수단에는 금전 및 대체물(예, 어
음, 수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이 있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
이 예금의 내용을 이루는 금전에는 디지털화폐가 포함되듯이 지급결제의 수
단인 금전에도 디지털화폐가 당연히 포함된다.
통상 소액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에서는 현금이 아닌 대체물인 지급
수단이 사용된다. 지급수단이 현금인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지급결제가 마무
리되지만, 대체물인 경우에는 지급, 청산 및 결제의 세 단계를 거쳐 지급결
55)

제가 완료된다.

3.8.2. 디지털화폐의 발행 ․ 유통과 지급결제 규정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첫째는, 한국은행이 기존의 금융중개기관인 상업은행들을 통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던 체제와 동일하게 디지털화폐를 유통시키는 것이
다. 이를 ‘간접유통’ 방식이라 하자. 둘째는 한국은행이 금융중개기관인 상업
은행들을 배제하고 직접 개인 및 법인 등에게 디지털화폐를 유통시키는 방
법이다. 이를 ‘직접유통’ 방식이라고 하자.
직접유통 방식은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직접유통의 경우에는
기존 상업은행의 업무영역과 상충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중앙
은행이 천문학적인 수의 개인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유지 및 관리하는 데
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시스템 한
곳에 개인의 금융정보가 집중되기 때문에 해킹 등 기술적 안전성의 문제에
도 더욱 더 높은 정도의 무결성(integrity)이 요구된다. 중앙은행이 이러한 비
54) 한국은행법 제81조(지급결제업무) ①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55) 여기서 지급(payment)은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음, 수표, 신
용카드, 계좌이체 등 대체물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청산(clearing)이란, 지급
수단이 현금 아닌 대체물인 경우에, 지불인의 금융기관과 수취인의 금융기관이 서로 주고받
을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또한 결제(settlement)는 청산과정을 통하여 산정된 금액을 각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계정 간에 자금이체 등을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해소
하는 과정이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www.bok.or.kr/broadcast.action?menuNaviId=264에서 검색
(검색 일: 2017.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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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부담과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디지털화폐를 직접유통하여야 할 실익을
증명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간접유통 방식은 기존의 실물화폐를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때와 비교
할 때 큰 차이점이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과 상업은행간 기존의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기존의 상업은행과 개인 기업 등의 접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통비용 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더욱이 기존의 검
증된 기술적 안전성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의 유통
에 따른 별도의 해킹 등 위험증가 요인도 없어 보인다. 더욱이 실물화폐에
적용되던 기존의 지급결제규정을 그대로 존치시키더라도 상관없다는 점에서
제도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다.

56)

다음에서는 직접유통 방식을 취할 경우 어떠한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인지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3.8.3. 직접유통 시의 쟁점
직접유통 방식에 의할 때에는, 디지털화폐가 단순히 실물화폐를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기존 상업은행들의 예금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면서 지급결제시스템과 통화정
책 등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좀 더 상술하면 직접유통의 경우 기존의 지
급결제망 운영규정과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관련 조항들을 적절하게 정비하
여야 한다. 예를 들어 동 규정 제21조의 담보증권의 제공, 제23조의 결제부족자금
의 공동분담 등은 한국은행과 한은금융망(BOK-Wire+) 네트워크에 가입된 금융중개
기관 간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청산결제의 완결성 보장 및 사고 방지
등을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중개기관 간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조항들이다. 그런데
직접유통 방식에 의하여 개인과 법인이 한국은행을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경우, 기존의 간접유통 방식을 전제로 설계되었던 담보제공 및 부족자금 공동분담
등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뜨리고 개별 사용자들의 편익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디
지털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비용체제를 새롭게 설계하여야 하는 것이다.
56) 다만, 개인과 법인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실물화폐와 비교할 때 부가적으로 어떠한 편익
을 누릴 수 있는지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디지털화폐의 발행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제도에 집착하는 것은 파괴적 혁신에 의한 진
보를 방해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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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기존의 실물화폐가 전자적인 형태의
화폐(e-cash)로 전환 또는 대체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화폐이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화폐는 기존의 법률과 제도로서 포섭할 수 없거나 기존의 법
률과 제도에 정면으로 상충될 위험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디지털화폐 발행
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본문에서 검토한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1.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가능성 및 유통방식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우선적으
로, 디지털화폐를 한국은행법 제49조 상의 ‘어떠한 규격 ․ 모양’에 포섭시킬
수 있는지의 쟁점으로 귀결될 것이다. 디지털화폐가 동 조항의 ‘어떠한 규격
․ 모양’에 포섭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에 디지털화
폐 발행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 조항의 해석을
함에 있어서 정태적으로 입법 당시의 상황만을 살필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동태적으로 진행된 사회, 기술의 발전과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한국
은행법 제49조에는 디지털화폐를 당연히 포섭할 수 있다고 넓게 해석할 여
지가 있다.
현행법상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려고 할 때에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은 바로 한국은행법 제79조이다. 동 조항은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과 예금 또는 대출 등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화폐의 ‘직접유통’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
술을 바탕으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에는 그 발행의 상대방이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나 개인으로 확대될 수 있고 그러한 발행 대상의 확대가 오히
려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
할 때에는 반드시 금융중개기관을 거쳐야 하는 ‘간접유통’ 방식을 취해야 한
다면, 이는 발행의 효율성을 제한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행이 디지
털화폐를 발행하여 금융기관 외 법인이나 개인에게 직접유통 시키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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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한국은행법 제79조를 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직접유통의 경우에는 기존 상업은행의 업무영역과 상충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중앙은행이 천문학적인 수의 개인계좌를 별도로 개
설하고 유지 및 관리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시스템 한 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해킹 등 기술적 안전성의
문제에도 더욱 더 높은 정도의 무결성(integrity)이 요구된다. 중앙은행이 이러
한 비용부담과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디지털화폐를 직접유통 시켜야 할 실
익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4.2. 블록체인의 제한적 활용에 따르는 문제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함에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물
가안정과 시장기능의 중시라는 내재적인 제약을 받는다는 점 등에서 가상통
화를 발행하는 민간 업자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비트코인과 같은 P2P 방식을 전면적으
로 도입(공개형 블록체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전면적인 P2P 방식의 도입은 기존의 은행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
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고 과거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은행업을 전면적으
로 부정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중앙은행의 디지
털화폐 발행은 기존의 은행업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절충적인 형태의 완화
된 P2P 방식(폐쇄형 블록체인)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폐쇄형 블
록체인 시스템은 ‘비용 대비 효용’ 측면의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 왜냐하
면,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적 비용절감 대상은 ‘탈중개화’인데, 이는 핵심적
비용절감 대상의 존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4.3. 마이너스 금리의 적용에 관한 검토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적법
한 재산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예컨대, 한국은행이 모든 재산권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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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사전의 포괄적인 동의도 가능할 수 있음)를 받을 경우 이후 디지털화폐
를 대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또는 제한으로서 헌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대체로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이다. 그러나 재산권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법이나 ‘(가칭) 디지털화폐 발행
에 관한 특별법’에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형
식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마이너스 금리 적용은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
을 위반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다.
한편,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경우 재
산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는, 재산권자가 사적자치의 자유를 갖는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디지털화폐의 보호예수(임치)
에 대하여 마이너스 금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도, 한국은행
의 독점시장이 아닌 경쟁시장 상황이라면 재산권 침해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디지털화폐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 적용을 재산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 물론 독점시장의 경우에도 투자
또는 소비의 자유가 허용되고 관련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둔다면 재산권 침해
로 볼 수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4.4. 기타 현행법 관련 검토
4.4.1. 전자금융거래법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전혀 받
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디지털화폐의 발행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화폐 발
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전자금융거래나 전자지급
거래를 규율하는 조항들은 한국은행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전자금
융거래법의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시행착오 및 입법 당시 고려하였던 제반
의 정책적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참조하면서, 향후 디지털화폐의 발행과 유통
에 도움이 되고 그 보안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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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들을 한국은행법이나 특별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4.4.2. 예금자보호법
디지털화폐가 한국은행의 계좌에 있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상의 예금부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예금보험제도에서 중앙은행에
예치한 예금은 배제되는바 그 예금은 국가가 지급보증한다고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파산하지 않고 화폐제도가 지속되는 한 이러한 디지
털화폐의 안전성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한편 디지털화폐가 예금주 명의로
상업은행의 계좌에 존재하는 경우, 여기서의 디지털화폐는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의 내용을 구성하는 금전이나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디지털화폐 시대
가 도래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할 필요 없이 상업은행에 예치된 디지
털화폐는 적법하게 예금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4.4.3. 개인정보보호법 등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직접유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 등에서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개인정보 등 보호의 문제
는 실물화폐를 발행할 경우 개인정보 등 보호의 문제보다 더욱 심각하다. 왜
냐하면 전자의 경우 보호 대상 개인의 범위가 디지털화폐를 보유하는 국민
전체이므로, 단지 후자의 경우 즉 실물화폐를 예치하는 고객만을 대상으로
할 때와 비교할 때, 너무도 보호의 대상자가 넓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서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고 처리할 경우에는 헌
법과 법률의 내재적인 제약에 구속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하고 유통할 때 개인정보
가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문제점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이와 극단적인 스펙
트럼에 서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거래를 모델로 하여 익명성과 비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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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때에는 익명성의 제
고로 비밀스러운 거래가 늘어나면서 자금세탁, 무기 거래, 마약 밀수, 매춘
자금 제공 등 불법거래가 횡행할 수 있고 Anti-Money Laundering 법제 이전
의 과거로 회귀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디지털화폐에 대한 익명성 부여 정도는 정책적인 선택의 문제로 생각된다.
익명성 강화는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 발생가능성과는 정의 함수관계에 있는
반면, 사생활침해와는 역의 함수관계에 있다.
예컨대, 소액과 거액을 구분하여 소액거래의 경우 익명성을 보장하여 최대
한 사생활침해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거액거래에는 익명성
이 아닌 투명성을 강조하여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이원화하여 취급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익명성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예컨
대, 양성화된 정상적인 자금은 익명성을 선호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반면,
음성자금은 일반적으로 현금선호와 마찬가지로 익명성을 선호할 것이다. 익
명성 보호의 실익에 관하여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익명성 보호는 가
능한 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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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신통화주의 화폐이론 모형에 금융중개이론을 접목한 일반

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모형경제에서 CBDC를 법정화폐 단위로 표시
된 계좌방식의 중앙은행에 대한 청구권으로 정의하는 한편 은행을 통해 일
반 경제주체에게 공급되며 단기국채와 같은 수준에서 이자가 지급되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환경하에서 은행은 스스로 채무상
환을 확약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CBDC 금리를 조절하여 단기명목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데, CBDC 금리에는
제로금리 하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단기국채와 CBDC를 교환하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는 반면, CBDC 금리를 조정하면서 장기국채
와 CBDC를 교환하는 정책은 유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국채가 단기
국채보다 열등한 담보자산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최적정책은 CBDC 또는
화폐(현금, 지급준비금)를 발행하여 장기국채를 민간부문으로부터 모두 매입
하는 것이다. CBDC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화폐발행을 통해 장기국채
를 매입하고자 하더라도 민간부문이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화폐발행을 보유
할 의사가 없다면 중앙은행이 최적통화정책을 실행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
나 CBDC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적정 이자율 수준으로 단기채무, 즉
CBDC 발행을 통해 장기국채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CBDC가 없는 경우보
다 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점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가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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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examine the role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using a
model of public liquidity which integrates financial intermediation theory
with a New Monetarist monetary model. CBDC is a national currencydenominated, account-based claim on the central bank, which is made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via banks. Also, CBDC is interest bearing with
its rate of return in line with short-term government debt. A bank has a
limited commitment problem with its liabilities, which requires its assets as
collateral. The central bank chooses a short-term nominal interest rate by setting the interest rate on CBDC which is not subject to the zero lower bound.
Conventional open market operations in short-maturity debt–swaps of CBDC
for short-maturity government debt–are irrelevant. However, a change in the
CBDC rate, supported with swap of CBDC for long-term government debt,
matters. Since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is inferior to short-maturity
government debt as collateral, it is optimal for the central bank to purchase all
of the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by issuing CBDC or currency. Without
CBDC, the central bank cannot necessarily implement the optimal monetary
policy since purchase of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relies on the willingness of the private sector to hold additional currency. CBDC is essential in
the sense that any allocation achievable without CBDC is achievable under a
monetary system with CBDC, and in some cases better allocations are available due to the central bank’s ability to issue short-term debt, i.e. CBDC, at
the appropriately chosen interes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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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Central banks around the world have been actively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sovereign digital currencies.1 According to Skingsley (2016), just as the
first banknote was produced with the invention of the printing press in the 17th century, why shouldn’t a central bank be able to launch a new central bank currency
in some electronic form (e.g., CBDC) with access to the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Just like paper currency and coins, CBDC would be fixed
in nominal terms, universally accessible, and valid as legal tender for all public and
private transactions. Thus, CBDC is essentially different from the various forms of
virtual currency (e.g., bitcoin, ethereum, ripple) that have been created by private
entities and whose market prices have shown very high volatility.
Drawing on a long strand of literature in monetary economics, Bordo and Levin
(2017) analyzed the key features of CBDC by considering the following issues (p.2):
(1) Should CBDC payments involve transfers between accounts held at
the central bank, or digital tokens that can be transferred directly from
payer to payee? (2) Should cash be abolished, or should the central
bank establish a schedule of fees for transferring funds between CBDC
and paper currency? (3) Should CBDC be interest-bearing or indexed
to an aggregate price index rather than having a constant nominal value
like cash and coins? (4)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CBDC for the
central banks monetary policy strategy and operating procedures? (5)
How will CBDC affect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central bank and the
fiscal authorities?
1

For example, the Sveriges Riksbank has an accelerated timeframe for deciding whether to
launch a CBDC (Boel 2016 and Skingsley 2016), the Peoples Bank of China is experimenting with
technical specifications (Fan 2016), and the Bank of England is conducting a multiyear investigation
(Broadbent 2016). See also recent perspectives from officials at the European Central Bank (Mersch
2017) and Norges Bank (Nicolaise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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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sidering these issues, they assume that the central bank’s objective is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CBDC in fulfilling the basic functions of any public
currency, namely, its efficiency as a medium of exchange, its security as a store of
value, and its stability as the unit of account for economic and financial transactions.
Using those criteria, they identify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a well-designed
CBDC (p.2):
• An account-based CBDC could serve as a practically costless medium of exchange. Such accounts could be held directly at the central bank itself or made
available via public-private partnerships with commercial banks.
• An interest-bearing CBDC could provide a secure store of value, with a rate
of return in line with other risk-free assets such as short-term government
securities. The CBDC interest rate could serve as the main tool for conducting
monetary policy.
• To facilitate the gradual obsolescence of paper currency, CBDC could be made
widely available to the public, with a graduated schedule of fees on transfers
between cash and CBDC. Consequently, adjustments to the CBDC interest
rate would not be constrained by any effective lower bound.
• The monetary policy framework could foster true price stability, that is, the
real value of CBDC would remain stable over time in terms of a broad consumer
price index. Such a framework would facilitate the systematic and transparent
conduct of monetary polic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build a New Monetarist model of CBDC, in the
spirit of Williamson and Wright (2010, 2011), that captures its desirable features as
identified by Bordo and Levin (2017). That is, CBDC is introduced in the model
economy as a national currency-denominated, account-based claim on the central

55

56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bank, which is made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via commercial banks. CBDC
is also interest bearing with its rate of return in line with short-term government
debt. The model is then used to explain the working of the CBDC interest rate
as the main monetary policy instrument in comparison with that of the traditional
tool for conducting monetary policy such as open market operstions in short-term
government debt. Finally, we show that the well-designed CBDC as idenfied by
Bordo and Levin (2017) is indeed essential in the sense that any allocation achievable
without CBDC is also achievable under a monetary system with CBDC, and in some
cases superior allocations are available.
The model is a version of Williamson (2012, 2016) which integrates financial
intermediation theory with a New Monetarist monetary framework. Specifically,
private financial intermediaries perform a liquidity transformation role as in Diamond and Dybvig (1983). But these financial intermediaries or banks are inherently
untrustworthy in the sense that intermediary liabilities are subject to limited commitment, and their assets must serve as collateral. As in Kiyotaki and Moore (2005),
different assets have different degrees of “pledgeability” such that CBDC and shortmaturity government debt have a greater degree of pledgeability than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In the model, there is a role for exchange using currency issued by
the central bank, and exchange with secured credit due to limited commitment and
incomplete record-keeping or memory. Banks act to efficiently allocate liquid assets–
currency and collateralizable wealth (i.e. CBDC, short-maturity and long-maturity
government debt)–to the appropriate transactions.
In the model, the central bank issues currency and CBDC as liabilities, and
holds a portfolio of short-maturity and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The fiscal
authority or government is assumed to adjust lump-sum taxes over time so that the
real value of outstanding government debt (i.e. the debt held by the privat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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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central bank) is constant. Then, as long as the value of the outstanding
government debt is sufficiently small, collateralizable wealth is scarce in the economy.
The central bank conducts monetary policy by choosing the short-term interest rate
on CBDC which is no longer subject to the zero lower bound, taking fiscal policy as
given.
In a stationary equilibrium with CBDC, a lower CBDC interest rate causes
inflation rate, nominal bond yields, and real bond yields to fall. In order to induce
people to hold more currency at a lower interest rate, its return must rise, i.e. the
inflation rate must fall. This is in contrast to conventional channels for monetary
easing which typically work through declines in real interest rates and increases in
the inflation rate. Further, conventional monetary policy is implemented in a very
different way with CBDC, relative to the traditional one without CBDC, but with
the same effect. Without CBDC, the central bank chooses a short-term nominal
interest rate, supported with open market operations in short-term government debt.
However, in the presence of CBDC, the central bank chooses a short term nominal
interest rate by setting the interest rate on CBDC. Open market operations in shortterm debt, i.e. swaps of CBDC for short-term government debt, have no effect on
the total short-term debt of the consolidated government (CBDC plus short-term
government debt) in equilibrium, and therefore are irrelevant. There is a liquidity
trap with CBDC as in the zero lower bound equilibrium without CBDC. In other
words, there is a sense in which the size of the central bank’s balance sheet does not
matter.
However, a change in the CBDC rate, supported with open market operations
in long-term government debt – swap of CBDC for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matters. In particular, quantitative easing (QE), which is an increase in the value
of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on the central bank’s balance sheet hold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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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rate constant, implies that the term premium (i.e. the difference in yields
between long-maturity and short-maturity government debt) falls, real bond yields
rise, and inflation falls. Intuitively, the incentive constraint for banks binds if and
only if collateral is scarce in the aggregate. Since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is inferior to short-maturity government debt as collateral, QE acts to relax the
incentive constraint by increasing the average quality of the stock of collateral in
the economy, thus increasing the effective quantity of collateral.
As for the welfare implications of CBDC, it is always optimal for the central bank
to purchase all of the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issued by the fiscal authority
by issuing CBDC or currency. This is because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is
inferior to short-maturity government debt as collateral. Further, the CBDC system
allows the central bank to swap CBDC for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at the
appropriately chosen interest rate on CBDC, whereas under a system without CBDC
the central bank must rely on the willingness of the private sector to hold currency,
in order to purchase long-maturity debt. Therefore, CBDC is essential in the sense
that any allocation achievable under a monetary system without CBDC is achievable
under a monetary system with CBDC, and in some cases better allocations are
available due to the central bank’s ability to issue CBDC as a short-term debt.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2 describes the model economy with
CBDC, followed by the characterization of a stationary equilibrium and monetary
policy with CBDC in Section 3. Section 4 describes a stationary equilibrium without CBDC, including the zero lower bound on short-term nominal interest rate
and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Section 5 discusses optimal monetary policy
and the welfare implications of CBDC. Section 7 summarizes the paper with a few
conclud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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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Model
The economic environment is a version of Williamson (2012, 2016) which integrates
the Diamond-Dybvig (1983) type banking model with a New Monetarist monetary
model such as Lagos and Wright (2005) or Rocheteau and Wright (2005). Time is
discrete and indexed by t = 0, 1, 2, .... In each period there are two sub-periods,
the decentralized market (DM) followed by the centralized market (CM). There is a
continuum of buyers and a continuum of sellers, each with unit mass. An individual
buyer has preferences given by

E0

∞
X

β t [−Ht + u(xt )]

t=0

where Ht is labor supply in the CM, xt is consumption in the DM, and 0 < β < 1.
Assume that u(.) is strictly increasing, strictly concave, and twice continuously
differentiable with u0 (0) = ∞, u0 (∞) = 0, and −xu00 (x)/u0 (x) < 1. An individual
seller has preferences given by

E0

∞
X

β t (Xt − ht )

t=0

where Xt is consumption in the CM and ht is labor supply in the DM.
One unit of labor input produces one unit of the perishable consumption good
in either the CM or the DM. Buyers can produce in the CM but not in the DM,
whereas sellers can produce in the DM but not in the CM. Hence, there is a role for
intertemporal exchange. In this economy, the underlying assets used for intertemporal exchange are paper currency (including coins) and digital currency, both issued
by the central bank, and short-maturity and long-maturity government bonds, both
issued by the fiscal authority. In the Walrasian CM, one unit of currency trades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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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ce φt in terms of the CM goods. One unit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denoted mt , acquired as an account balance at the central bank in period
t, is a claim to one unit of money in the CM of period t + 1, and trades at the
price ztm in the CM of period t in units of money. A short-maturity government
bond, denoted bst , is a promise to pay one unit of money in the CM of period t + 1,
and this obligation sells in the CM of period t at the price zts in units of money. A
long-maturity government bond, denoted blt , is a promise to pay one unit of money
in every future CM, and this obligation sells in period t at ztl .
The timing of events in a typical period is as follows. At the beginning of the
DM, there are random matches between buyers and sellers, with each buyer matched
with a seller. All DM matches have the property that there is no memory. Recordkeeping is absent, so that a matched buyer and seller each lack knowledge of the
history of their would-be trading partner. Assume limitations on the information
technology so that currency will be the means of payment in some DM transactions,
and some form of bank credit will be used in other DM transactions.
Specifically, suppose that, in a fraction ρ of DM transactions, called “currency
transactions,” there are no means for verifying that the buyer possesses interestbearing assets such as CBDC and government debt. In these meetings, the seller
can only verify the buyer’s paper currency holdings, and so paper currency is the
only means of payment accepted in exchange. However, in a fraction (1 − ρ) of DM
meetings, called “non-currency transactions,” the seller can verify the entire portfolio
held by the buyer. Also, assume that, while paper currency is portable and can be
exchanged on the spot in the DM, the other assets - CBDC and government debt –
are account balances, whose existence can be verified in non-currency transactions.
But, CBDC and government debt cannot be transferred until the next CM. Assume
that, in any DM meeting, the buyer makes a take-it-or-leave-it offer to the s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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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beginning of the CM, all the debts are paid off to sellers. Each seller
then consumes, while each buyer produces and makes a deposit in a bank which can
be formed and operated by any individual. A bank receives deposits from buyers
and then acquires a portfolio of currency, CBDC, short-maturity and long-maturity
government bonds before depositors (buyers) learn at the end the CM whether
they will be engaged in a currency transaction or non-currency transaction in the
subsequent DM. Assume that type of match (currency or non-currency transaction)
in the subsequent DM is private information. Once a buyer learns his or her type
as a deposit holder at the end of the CM, the deposit-holder can either withdraw
the deposit from the bank at the end of the CM for a quantity of currency specified
in the deposit contract, or the deposit turns into a tradeable claim that will be
redeemed by the bank in the CM in the next period for a specified quantity of CM
consumption goods.2
A bank has a limited commitment problem that any individual agent has, in that
the bank borrows from buyers in the CM, and makes promises to deliver currency
at the end of the period and consumption goods in the CM of the next period. We
assume that a bank’s deposit holders can observe the bank’s currency holdings, and
hence the bank cannot abscond with currency at the end of the current CM. For
example, there is a commitment device like an ATM. However, the bank’s deposit
claims must be backed with collateral, and the collaterals available in the model are
CBDC and government debt.3 Collateral held by the bank has limited pledgeability
as in Kiyotaki and Moore (2005) or Venkateswaran and Wright (2013). That is,
the bank can abscond in the next CM with fraction θs of its holdings of CBDC or
2

Assume that a buyer can meet at most one other agent before the end of the CM. This limits
the tradeability of bank deposits and acts to prevent the type of arbitrage outlined in Jacklin
(1987) and Wallace (1988). Jacklin shows how the tradeability of deposits and arbitrage unravel
the Diamond-Dybivg (1983) banking contracts which are similar to the ones considered here.
3
The bank could in principle hold currency across periods, but this is always weakly dominated
by holding interest-bearing CBDC and government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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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term government debt, and θl fraction of its holdings of long-term government
debt where θl > θs . Different pledgeability parameters for short-maturity and longmaturity assets can be justified by considering that the short-maturity assets all
represent specific payoffs in outside money when the payment on the credit contract
is due, whereas for the long-maturity assets there are two components to what the
debtor can abscond with: the asset’s current payoff and the market value of the
claim to future payoffs.4

2.1.

Banks

In a DM non-currency transaction, a buyer could engage in a collateralized credit
arrangement with a seller using CBDC, short-term and long-term government debt
as collateral. The buyer could even use currency in a non-currency transaction. But,
as in Williamson (2012), there is a banking arrangement that arises endogenously
to efficiently allocate liquid assets to the appropriate transactions. This banking
arrangement provides insurance along the lines of Diamond and Dybvig (1983).
Without banks, individual buyers would acquire a portfolio of currency, CBDC,
and government bonds in the CM, before knowing whether they will be in a currency
transaction or non-currency transaction in the subsequent DM. Then, in a currency
transaction, the buyer would possess CBDC and government debt which the seller
would not accept in exchange. Also, in a non-currency transaction, the buyer would
possess some currency, and could have acquired more consumption goods from the
seller with higher yielding government debt. A banking arrangement essentially
permits currency to be allocated only to currency transactions, and CBDC and
4

As justification for the assumption of differential pledgeability, note that the Federal Reserve
applies different haircuts to short-maturity and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For example, the
Fed will lend, at the discount window, 99% of the market value of government debt with duration
less than 5 years pledged as collateral, and 96% for government debt with duration more than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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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debt to non-currency transactions.
In equilibrium, a bank chooses the deposit contract to maximize the expected
utility of the representative depositor (a buyer in the CM) subject to (i) the bank’s
participation constraint, i.e., it receives a nonnegative net return over the current
CM and the next CM, (ii) the bank’s incentive constraint, and (iii) the nonnegativity
constraints:




βφt+1 ct
max
−kt + ρu
+ (1 − ρ)u(βdt )
φt
kt ,ct ,dt ,mt ,bst ,blt

(1)

subject to


+β −(1 − ρ)dt + mt

φt+1
φt

kt − ρct − ztm mt − zts bst − ztl blt

s φt+1
l φt+1
l
+ bt
+ bt
(1 + zt+1 ) ≥ 0
φt
φt

φt+1
φt+1
φt+1
l
+ bst
+ blt
(1 + zt+1
)
φt
φt
φt

φt+1 
l
≥
θs (mt + bst ) + θl blt (1 + zt+1
)
φt

(2)

−(1 − ρ)dt + mt

kt , ct , mt , dt , bst , blt ≥ 0

(3)

(4)

In (1)-(4), kt denotes the quantity of goods deposited by the representative depositor, ct is the quantity of currency that can be withdrawn by a depositor at the
end of the CM, dt is the quantity of deposit claims to consumption goods in the
next CM that the buyer can trade in the DM if currency is not withdrawn, mt is
the quantity of CBDC, bst and blt are short-maturity and long-maturity government
bonds, respectively, acquired by the bank. All quantities in (1) through (4) are
expressed in units of the CM consumption good in period t (except that dt de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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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s to consumption goods in the CM of period t + 1).
The objective function in (1) follows from the assumption of take-it-or-leave-it
offers by the buyer in the DM. Thus, a buyer in a a currency transaction receives
βφt+1 ct /φt consumption goods in exchange for ct units of currency (in terms of
consumption goods in the CM of period t), and a buyer in a non-currency transaction
receives βdt consumption goods in exchange for claims to dt consumption goods in
the CM of period t + 1.
The quantity on the left-hand side of the bank’s participation constraint (2)
is the net payoff from banking activity. In the CM of period t the bank receives
deposits kt and acquires a portfolio of currency, CBDC, short-maturity and longmaturity government bonds at market prices, ρct , ztm mt , zts bst , ztl blt , respectively. The
bank pays all of its cash holdings to the fraction ρ of depositors who learn they will
need currency and withdraw ct each. The remaining fraction (1 − ρ) of depositors
trades its deposit claims in the DM, and the holders of the deposit claims are paid
off a total of (1 − ρ)dt goods in the CM of period t + 1. Also, the bank receives the
payoffs from the remainder of its asset portfolio in the CM of period t + 1. The total
payoffs on CBDC, short-maturity bonds, and long-maturity bonds are mt φt+1 /φt ,
l
bst φt+1 /φt , and blt φt+1 (1 + zt+1
)/φt , respectively.

Finally, the incentive constraint for the bank, (3), states that the net payoff for
the bank in units of period t + 1 CM goods (on the left-hand side of the inequality)
is at least as large as the payoff the bank would obtain if it absconded with what it
could retain from its asset portfolio. For convenience, the incentive constraint (3)
can be rewritten as

−(1 − ρ)dt + (mt + bst )

φt+1
φt+1
l
(1 − θs ) + blt
(1 + zt+1
)(1 − θl ) ≥ 0
φt
φ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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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he Government: Central Bank and Fiscal Authority

The central bank’s budget constraints are

φ0 (C0 + z0m M0 − z0s B̄0s − z0l B̄0l ) − τ0f = 0

(6)



s
l
φt Ct − Ct−1 + ztm Mt − Mt−1 − zts B̄ts + B̄t−1
− ztl B̄tl + (1 + ztl )B̄t−1
− τtf = 0 (7)
for t = 1, 2, 3, ... Here, we have assumed that the central bank has no assets or
liabilities at the beginning of period 0. In (6) and (7), Ct and Mt denote the nominal
quantities of currency and CBDC, respectively, at the end the CM of period t, and
B̄ts and B̄tl denote, respectively, the nominal quantities of short-term government
debt and long-term government debt, respectively, held by the central bank. The
quantity τtf is the real transfer from the central bank to the fiscal authority in the
CM of period t.
The budget constraints of the fiscal authority are

φ0 [z0s (B̄0s + B0s ) + z0l (B̄0l + B0l )] + τ0f − τ0 = 0

(8)



s
s
l
l
φt zts (B̄ts + Bts ) − (B̄t−1
+ Bt−1
) + ztl (B̄tl + Btl ) − (1 + ztl )(B̄t−1
+ Bt−1
) +τtf −τt = 0
(9)
In (8) and (9), Bts and Btl denote, respectively, the nominal quantities of shortmaturity and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held in the private sector, and τt denotes the real transfer to each buyer in the CM in period t.
We can then consolidate the accounts of the central bank and the fiscal authority
from (6)-(9) to write consolidated government budget constraints as

φ0 (C0 + z0m M0 + z0s B0s + z0l B0l ) − τ0 =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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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l
+ ztl Btl − (1 + ztl )Bt−1
φt Ct − Ct−1 + ztm Mt − Mt−1 + zts Bts − Bt−1
− τt = 0 (11)

2.3.

Market-Clearing Conditions

In equilibrium, asset markets clear in the CM and the representative bank holds all
assets in its portfolio:
φt Ct = ρct

(12)

φt Mt = mt

(13)

φt Bts = bst

(14)

φt Btl = blt

(15)

for t = 0, 1, 2, ... Therefore, the supply of currency, CBDC, short-term government
debt, and long-term government debt (in terms of the CM consumption good) are
equal to their respective demands by banks.

Ⅲ. Stationary Equilibrium with CBDC
We consider an equilibrium in which interest is paid on CBDC, i.e. ztm < 1 or
1/ztm − 1 > 0, and a positive stock of CBDC is held by banks in the CM. Also,
zts = ztm must hold in equilibrium since the role played by CBDC in the private
sector is identical to that of short-term government debt.5
The first step is to solve the problem (1) subject to (2), (3) and (4). The bank’s
participation constraint (2) must bind, as the objective function is strictly increasing
in both ct and dt , whereas the left-hand side of (2) is strictly decreasing in ct and dt .
5

This is similar to the monetary regime in place currently in the United States where reserves
- deposits of financial institutions with the central bank - are so plentiful that, at the margin,
reserves play no transactions role during daylight financial trading, and just sit overnight on the
balance sheets of private financial intermed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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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ill restrict attention to the case where the incentive constraint (3) or (5) binds.
Then, substituting (2) in the objective function and letting λt denote the multiplier
associated with the incentive constraint (5), the first-order conditions are
βφt+1 0
u
φt



βφt+1 ct
φt


−1=0

βu0 (βdt ) − β − λt = 0

−ztl + β

(16)

(17)

−ztm + β

φt+1
φt+1
+ λt
(1 − θs ) = 0
φt
φt

(18)

−zts + β

φt+1
φt+1
+ λt
(1 − θs ) = 0
φt
φt

(19)

φt+1
φt+1
l
l
(1 + zt+1
(1 − θl ) = 0
) + λt (1 + zt+1
)
φt
φt

(20)

−(1 − ρ)dt + (mt + bst )

φt+1
φt+1
l
(1 − θs ) + blt
(1 + zt+1
)(1 − θl ) = 0
φt
φt

(21)

If the bank’s incentive constraint binds as in (21), then the bank must receive a
payoff strictly greater than zero in the CM of period t+1 to keep it from absconding.
However, given that (2) binds, the present-value payoff to the bank in the CM of
period t is zero in equilibrium. Hence, deposits that the bank receives in the CM
of period t are less than the value of the assets it acquires. The difference is bank
capital that the bank must acquire to keep itself honest.6
We will confine attention to stationary equilibria in which φt+1 /φt = 1/µ for
all t where µ is the gross inflation rate. Then, (16)-(21) imply the following in a
6
Bank capital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context of limited commitment in models
constructed by Gertler and Kiyotaki (2011) and Monnet and Sanches (2013). An important point
to note is that, in this model, the marginal cost of acquiring bank capital is constant (because
the disutility of supplying labor is constant in the CM for all agents), and the bank’s incentive
constraint (21) will bind in equilibrium because of the aggregate scarcity of collateral, not because
bank capital is scarce, as in Gertler and Kiradi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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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ary equilibrium:
β 0
u
µ
zm = zs =

l

z =

1



βc
µ


−1=0

(22)

β 0
[u (βd)(1 − θs ) + θs ]
µ

(23)

β 0
[u (βd)(1 − θl ) + θl ]
µ
− βµ [u0 (βd)(1 − θl ) + θl ]

(m + bs )(1 − θs )
bl (1 − θl )
−(1 − ρ)d +
+
=0
µ
µ − β[u0 (βd)(1 − θl ) + θl ]

(24)

(25)

Equations (23) and (24) imply the nominal yields on short-maturity and longmaturity bonds

Ri =

µ
−1
− θi ) + θi ]

for i = s, l.

(26)

1
−1
− θi ) + θi ]

for i = s, l.

(27)

β[u0 (βd)(1

This then implies real bond yields

ri =

β[u0 (βd)(1

Let ρc, m, bs , and bl denote the real quantities of currency, CBDC, short-term and
long-term government debt, respectively, held in the private sector in a stationary
equilibrium. Then, assume from (10) and (12)-(15) that the fiscal authority fixes
exogenously the transfer at t = 0

τ0 = V = ρc + z m (m + bs ) + z l bl

(28)

where V > 0 is a constant. This then implies that the total real value of the
outstanding consolidated government debt will be a constant, V , forever. Further,
let Vl and Vs denote, respectively, the values of long-term debt and short-term debt
(including CBDC) issued by the consolidated government, so V = Vs + V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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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28) and (11)-(15), we can determine the lump sum transfer required in
each period t = 1, 2, 3, ... to support a constant value of V for the consolidated
government debt forever

τt = V

1
1−
µ


+

1 m
[(z − 1)(m + bs ) − bl ]
µ

for t = 1, 2, 3, ... Thus, we assume that transfers respond passively to central bank
policy in a manner that holds constant the value of the consolidated government
debt outstanding. Given this assumption, the fiscal authority in general behaves
suboptimally, and we will consider the cases where V is small so that the quantity
of collateralizable wealth is inefficiently low in equilibrium.
A stationary equilibrium with CBDC consists of quantities c, d, m + bs , and bl ,
prices z m = z s and z l , and gross inflation rate µ that solve equations (22)-(25), (28),
and
0 ≤ z m (m + bs ) ≤ Vs

(29)

0 ≤ z l bl ≤ V l

(30)

Inequalities (29) and (30) state, respectively, that the market value of short-maturity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held by the private sector must be nonnegative and
cannot exceed the value of the short-maturity (long-maturity) debt issued by the
consolidated government. The central bank can issue CBDC as a short-maturity
debt as well as currency, but cannot issue long-maturity debt.

3.1.

CBDC and Conventional Open Market Operations

In order to determine a stationary equilibrium in the model, we need to be more
specific about monetary policy. In the conventional monetary policy regim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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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the central bank chooses the nominal interest rate on CBDC, 1/z m − 1.
Also, we assume that the market value of the long-term government debt held by
the private sector is fixed,
z l bl = al

(31)

where al is a constant and 0 ≤ al ≤ Vl from (30). So, the central bank may hold
some of the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issued by the fiscal authority.
Now, given a monetary policy (z m , al ), a stationary equilibrium with CBDC
consists of quantities c, d, m + bs , and bl , prices z m = z s and z l , and gross inflation
rate µ that satisfy (22)-(25), (28), and (31). Now, from (23)-(25) and (28), we obtain
the bank’s incentive constraint in equilibrium as follows:

−(1 − ρ)βd[u0 (βd)(1 − θs ) + θs ] −

al (θl − θs )
+ (V − ρc)(1 − θs ) = 0 (32)
u0 (βd)(1 − θl ) + θl

Letting x1 = (β/µ)c and x2 = βd denote, respectively, consumption in currency
transactions and in non-currency transactions in the DM, (22) and (32), imply

−(1−ρ)x2 [u0 (x2 )(1−θs )+θs ]−

al (θl − θs )
+[V −ρx1 u0 (x1 )](1−θs ) = 0 (33)
)(1
−
θ
)
+
θ
2
l
l

u0 (x

Also, from (23) and (24), we can solve for bond prices in terms of x1 and x2 :
u0 (x2 )(1 − θs ) + θs
z =z =
u0 (x1 )
m

zl =

s

u0 (x2 )(1 − θl ) + θl
u0 (x1 ) − [u0 (x2 )(1 − θl ) + θl ]

(34)

(35)

and from (22) the gross inflation rate is

µ = βu0 (x1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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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from (26) and (36), nominal bond yields for short-maturity and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are

Ri =

u0 (x1 )
−1
u0 (x2 )(1 − θi ) + θi

for i = s, l.

(37)

and real bond yields for short-maturity and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are

ri =

β[u0 (x

1
−1
2 )(1 − θi ) + θi ]

for i = s, l.

(38)

From (22) and (28)-(30), the following must hold in equilibrium:

0 ≤ ρx1 u0 (x1 ) ≤ V − al

(39)

That is, the lower bound on the quantity of currency in circulation, given a market
value al of long-maturity government bonds held in the private sector, is 0. This is
because the central bank can issue CBDC to finance the purchase of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In (33)-(38), for a given choice of z m by the central bank, the equilibrium solution
is expressed in terms of consumption in the DM, (x1 , x2 ).7 Specifically, given the
central bank’s choice of the CBDC rate, 1/z m − 1, (33) and (34) determine x1 and
x2 . Given al , the bank’s incentive constraint in equilibrium, (33), describes a locus
in (x1 , x2 ) space, as depicted by the curve Θ in Figure 1. The CBDC rate equation
(34) can be also depicted by the curve Zm as a locus of (x1 , x2 ) for a given CBDC
price z m . Note from (34) that z m is strictly decreasing in x2 and strictly increasing
in x1 , so there is a unique nominal interest rate associated with each point along Θ
in Figure 1. Also, (39) puts upper and lower bounds on the equilibrium value of x1 ,
7

This is helpful, in part because we can express aggregate welfare in terms of (x1 , x2 ) as we
show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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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ing on the value of al . We will assume that al is chosen so that there exists
a set of choices for the short-term nominal interest rate that do not violate (39) in
equilibrium.
In Figure 1, the choice of a lower CBDC rate or an increase in z m from z1m to
z2m implies a change in equilibrium allocation from A to B, so x1 rises and x2 falls.
Thus, a higher quantity of goods is traded in currency exchange in the DM, and a
lower quantity is traded in non-currency exchange. From (36) and (37), inflation
rate and nominal bond yields fall, and from (38) real bond yields fall as well. In order
to induce people to hold more currency, its return must rise, so the inflation rate
must fall. This is in contrast to conventional channels for monetary easing which
typically work through declines in real interest rates and increases in the inflation
rate. In the case of nominal bond yields, there are two effects: (i) the inflation rate
has fallen, so there is a negative Fisher effect; (ii) real bond yields have gone down.
Given a solution (x1 , x2 ) to (33) and (34) for a given z m , from the consolidated
government budget constraint (28), we obtain

z m (m + bs ) = V − al − ρx1 u0 (x1 )

(40)

which then determines m + bs in equilibrium. Thus, conventional monetary policy
is implemented in a very different way with CBDC, relative to the traditional one
without CBDC, but with the same effect. Without CBDC, the central bank chooses
a short-term nominal interest rate, and can support that choice through open market
operations in short-term government debt. However, in the presence of CBDC, the
central bank chooses a short-term nominal interest rate by setting the interest rate
on CBDC. Open market operations in short-term debt, i.e. swaps of CBDC for
short-term government debt, have no effect on the total of m + bs in equilibrium,
and therefore are irrelevant. Thus, there is a liquidity trap with CBDC, which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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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ly the same characteristics as the liquidity trap at the zero lower bound without
CBDC. In other words, there is a sense in which the size of the central bank’s balance
sheet in the CBDC system does not matter. If the central bank expands the size of
its balance sheet by simply swapping CBDC for short-term government debt, this
has no consequences.
Further, from the bank’s binding participation constraint (2) and the consolidated government budget constraint (28), we obtain the following expression for the
equilibrium quantity of bank deposits:

k=V −

θs [V − al − ρx1 u0 (x1 )]
θl al
+
u0 (x2 )(1 − θs ) + θs
u0 (x2 )(1 − θl ) + θl



Since an increase in z m raises x1 and reduces x2 , deposits increase in equilibrium.
The increased demand for currency outweighs the effect of a decrease in the quantity
of non-currency transactions in equilibrium, so that buyers deposit more with banks
in the CM in equilibrium.
Finally, from the incentive constraint (33) for the bank, an increase in the total
government debt V will shift the Θ curve to the right in Figure 1, and sufficiently
large V will imply that the incentive constraint for the bank will not bind in equilibrium regardless of monetary policy that the central bank chooses. On the other
hand, a sufficiently small V implies that point F , denoting a Friedman-rule allocation under which surplus is maximized in currency and non-currency exchange in
the DM, is not feasible. We assume that V is determined exogenously by the fiscal
authority. In section 5 we will analyze the optimal policy choice of the central bank,
treating fiscal policy as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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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Open Market Operations in Long-Term Government
Bond

Suppose that the central bank conducts open market operations in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Analogous to our analysis of the conventional open market operations, the market value of CBDC and the short-term government debt held in the
private sector is assumed to be fixed

z m m + z s bs = z m (m + bs ) = as

where as is a constant and 0 ≤ as ≤ Vs .
Using the consolidated government budget constraint (28), the bank’s incentive
constraint can be expressed, instead of (33), as

−(1 − ρ)x2 [u0 (x2 )(1 − θs ) + θs ] + as (1 − θs )
+

[V − ρx1 u0 (x1 ) − as ](1 − θl )[u0 (x2 )(1 − θs ) + θs ]
=0
u0 (x2 )(1 − θl ) + θl

(41)

In equilibrium, (41) and (34) determine (x1 , x2 ) given z m . The analogue of (39) is

0 ≤ ρx1 u0 (x1 ) ≤ V − as

(42)

Also, from the consolidated government budget constraint (28), we can determine
the market value of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held in the private sector as

z l bl = V − as − ρx1 u0 (x1 )

(43)

The central bank can choose a price for CBDC, z m , or a short-term nominal interest rate on CBDC, 1/z m − 1, and support that with the appropriate ope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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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in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For example, from (41) and (34), a
lower CBDC rate implies an increase in x1 and a decrease in x2 . Then, from (43),
the market value of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held in the private sector falls,
which can be supported with an open market purchase of long-maturity government
bonds. This can be depicted the same as in Figure 1, except that it is now supported
with open market operations in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3.3.

Quantitative Easing

Quantitative easing (QE) is an increase in the value of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on the central bank’s balance sheet, holding the CBDC rate constant. Hence,
in a stationary equilibrium where (x1 , x2 ) is determined by (33) and (34) given z m ,
QE is a decrease in the market value of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held in the
private sector, i.e. a reduction in al in (33).
In Figure 2, when al falls, the curve Θ1 determined by (33) shifts right to Θ2 .
The curve Zm is the locus described by (34), along which the CBDC rate is constant.
Therefore, both x1 and x2 increase with QE, with the equilibrium allocation shifting
from A to B in Figure 2. From (36)-(38), the term premium (Rl − Rs ) falls, real
bond yields rise, and inflation falls.
Intuitively, the incentive constraint for banks binds if and only if collateral is
scarce in the aggregate. Since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is inferior to shortmaturity government debt as collateral (θl > θs ), QE – swap of CBDC for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 acts to relax the incentive constraint by increasing the
average quality of the stock of collateral in the economy, thus increasing the effective
quantity of colla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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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Stationary Equilibrium without CBDC
We now consider an equilibrium in which no interest is paid on CBDC, i.e. z m =
1 > z s , so it is optimal for banks to hold no CBDC (m = 0). From (34), z s < 1
implies the zero lower bound (ZLB) condition on the short-term nominal interest
rate on government bond as follows:
u0 (x2 )(1 − θs ) + θs
<1
u0 (x1 )

(44)

Also, from (22) and (28)-(30), the counterpart of (39) under conventional monetary
policy is
Vl − al ≤ ρx1 u0 (x1 ) ≤ V − al

(45)

That is, the real value of currency outstanding (the central bank’s liabilities) must
be at least as large as the value of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on the central
bank’s balance sheet, but cannot exceed the value of total consolidated government
debt minus the fixed value of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held in the private
sector.
Given a solution (x1 , x2 ) to (33) and (34) for z m = 1 > z s , we can also solve,
from the consolidated government budget constraint (28) with m = 0, for the value
of short-term government debt held by the central bank

Vs − z s bs = al − Vl + ρx1 u0 (x1 )

(46)

According to (46), the value of short-term government debt on the central bank’s
balance sheet is increasing in x1 , i.e. increasing in the currency under circulation
in real terms. From (33) and (34), higher z s or a lower short-term nominal interest
rate implies that x1 is higher in equilibrium, and hence from (46) the valu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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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term government debt on the central bank’s balance sheet is higher. Thus,
under conventional monetary policy the central bank uses open market operations
in short-term government debt to set the short-term nominal interest rate.
As in a stationary equilibrium with CBDC, a lower nominal interest rate or an
increase in the price of short-term government bond from z1s to z2s can be depicted
in Figure 3 as a move down and to the right along AB so x1 rises and x2 falls.
That is, a higher quantity of goods is traded in currency exchange in the DM, and a
lower quantity is traded in non-currency exchange. However, the zero lower bound
(ZLB) condition on the short-term nominal interest rate, (44), specifies that the
central bank cannot choose (x1 , x2 ) below the curve ZLB in Figure 3. Also, (45)
puts upper and lower bounds on the equilibrium value of x1 . From (37)-(38), both
nominal and real bond yields fall.
It is worth noting that the “monetary easing” associated with a lower nominal
interest rate involves a permanent increase in the size of the central bank’s holdings
of short-maturity government debt in real terms, which must be financed by an
increase in the real quantity of currency held by the public. In order to induce people
to hold more currency, its return must rise, so the inflation rate must fall. This then
produces a negative Fisher effect on nominal bond yields, and real rates fall because
of a decline in the quantity of eligible collateral outstanding in that short-maturity
debt has been transferred from the private sector to the central bank.

4.1.

Zero Lower Bound

At the zero lower bound (ZLB) where z s = z m = 1, banks are willing to hold CBDC
(m > 0). Assuming (31) holds so that the value of long-maturity government bonds
on the central bank’s balance sheet is constant, the bank’s incentive constraint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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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s and, from (34),
1=

u0 (x2 )(1 − θs ) + θs
u0 (x1 )

(47)

Then, in the ZLB equilibrium, (x1 , x2 ) solves (33) and (47).
Note from (33) and (47) that CBDC (m) or short-term government debt held
in the private sector (bs ) does not affect the equilibrium solution. Further, from
(36)-(38), m or bs is irrelevant for the inflation rate and bond yields (both nominal
and real). However, m + bs can be backed out from the consolidated government
budget constraint (28) with z s = z m = 1

m + bs = V − al − ρx1 u0 (x1 )

(48)

Therefore, what matters is the quantity of short-term consolidated government debt,
not whether the debt is issued by the central bank or the fiscal authority. The zero
lower bound is indeed a liquidity trap in the sense that conventional swaps of outside
money for short-term government debt by the central bank have no effect.

4.2.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We now consider open market operations in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at the
zero lower bound (ZLB). As in a stationary equilibrium with CBDC, the market
value of CBDC and short-term government debt held in the private sector is assumed
to be fixed: z s (m+bs ) = as . Then, analogous to (33), the bank’s incentive constraint
can be written as
(m + bs )(θl − θs )
−(1 − ρ)x2 [u (x2 )(1 − θs ) + θs ] + 0
u (x2 )(1 − θl ) + θl
0
0
[V − ρx1 u (x1 )](1 − θl )[u (x2 )(1 − θs ) + θs ]
=0
+
u0 (x2 )(1 − θl ) + θl
0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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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equilibrium (x1 , x2 ) is determined by (49) and (47). Figure 4 depicts the
determination of (x1 , x2 ) at the ZLB equilibrium, as the intersection of Θ1 from (49)
with ZLB from (47). With quantitative easing (QE) which is a swap of CBDC
for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m increases holding bs constant. This shifts
the bank’s incentive constraint from Θ1 to Θ2 . Therefore, in equilibrium, x1 and x2
increase as the equilibrium allocation shifts from A to B in Figure 4. From (36)-(38),
the long-maturity bond yield falls, real bond yields rise, and the inflation rate falls.
More currency is held (x1 increases), and to induce buyers to hold more currency in
real terms, the inflation rate must fall.
Also, from the consolidated government budget constraint (28), the market value
of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held in the private sector becomes

z l bl = V − (m + bs ) − ρx1 u0 (x1 )

(50)

According to (50), Figure 4 indeed illustrates QE in the sense that an increase in m
and x1 u0 (x1 ) imply a decrease in z l bl , the market value of long-maturity government
bonds held in the private sector. Note that QE at the ZLB equilibrium without
CBDC works in exactly the same way as it does in a stationary equilibrium with
CBDC in Figure 2. Therefore, it is not the ZLB on the short-term nominal interest
rate that makes QE matter in general. In particular, QE only matters in (49) if
θl > θs . QE acts to improve the average quality of collateral, as it involves a swap of
good collateral (CBDC as short-term asset) for less-good collateral (long-maturity
government bond). As in a stationary equilibrium with CBDC, QE acts to relax the
banks’ incentive constraints, and real bond yields rise because collateral is now less
scarce in the aggre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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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CBDC and Welfare
Welfare is measured by adding expected utilities across agents in a stationary equilibrium,

W = ρ[u(x1 ) − x1 ] + (1 − ρ)[u(x2 ) − x2 ]

which is the sum of surpluses from trades in currency exchange and non-currency
exchange in the DM. However, as discussed in Williamson (2012), it is important in
evaluating the effects of monetary policy to take account of the costs of operating
a currency system. These costs include direct costs of maintaining the stock of
currency, and the indirect social costs associated with illegal transactions, theft,
and counterfeiting. A simple approach to capturing some of these costs is to assume
that a fraction ω of exchanges involving currency are socially useless. Then, our
welfare measure becomes

Ŵ = ρ[(1 − ω)u(x1 ) − x1 ] + (1 − ρ)[u(x2 ) − x2 ]

(51)

In order to make the optimal policy problem interesting, assume the following

V < (1 − ρ)x∗ +

ρx̂1
1−ω

(52)

where x∗ solves u0 (x∗ ) = 1 and x̂1 solves u0 (x̂1 ) = 1/(1 − ω). Inequality (52) implies
that the total value of the consolidated government debt, V , is too small to support
efficiency, and will guarantee that no DM exchange will be first-best efficient at the
optimum.
Now, monetary policy in a stationary equilibrium with CBDC can be characterized by the short-term nominal interest rate on CBDC, 1/z m − 1, and the valu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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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maturity government bonds held in the private sector, al , which satisfies (39).
Given (z m , al ), a stationary equilibrium is (x1 , x2 ) solving (33) and (34).

5.1.

Optimal Monetary Policy

Choosing (x1 , x2 ) to maximize Ŵ in (51) gives x1 = x̂1 and x2 = x∗ , which can be
achieved as an equilibrium allocation if V is sufficiently large. With V sufficiently
small satisfying (52), however, x1 < x̂1 and x2 < x∗ in a stationary equilibrium.
It is always optimal for the central bank to purchase all of the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issued by the fiscal authority by issuing CBDC or currency, as
this is always preferable to purchasing short-maturity government debt. Intuitively,
since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is inferior to short-maturity government debt
as collateral, the central bank finds it optimal to replace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in the private sector with CBDC or currency, so that al = 0.
In characterizing an optimal monetary policy, we can then confine attention to
monetary policies under which al = 0, i.e. there is no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held in the private sector. Then, from (51), (33), (34), and (39), the monetary
policy problem can be written as

max {ρ[(1 − ω)u(x1 ) − x1 ] + (1 − ρ)[u(x2 ) − x2 ]}

(53)

−(1 − ρ)x2 [u0 (x2 )(1 − θs ) + θs ] + [V − ρx1 u0 (x1 )](1 − θs ) = 0

(54)

x1 ,x2 ,z m

subject to

zm = zs =

u0 (x2 )(1 − θs ) + θs
u0 (x1 )

0 ≤ ρx1 u0 (x1 ) ≤ V

(5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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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in the presence of the currency operation costs, the optimal nominal
interest rate on CBDC is positive or away from the zero lower bound, i.e. 1/z m −1 >
0 or z m < 1. Intuitively, a zero CBDC rate would distort equilibrium allocations in
favor of currency transactions which entail social inefficiency. Figure 5 illustrates a
positive optimal CBDC rate where Θ is the locus of (x1 , x2 ) satisfying (54) and U
denotes an “indiffernce curve” representing a welfare level measured by (51). The
optimal allocation is at A away from the zero lower bound (ZLB), implying a positive
interest rate on CBDC.

5.2.

Welfare Implications of CBDC

With z m = 1 > z s so that no CBDC is held by banks in equilibrium, the central
bank cannot necessarily choose al = 0 (all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on the
central bank’s balance sheet) as an optimal monetary policy even though it wants to.
Without CBDC, the central bank’s purchase of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must
be financed by issuing currency to the private sector, which in general depends on
the willingness of the private sector to hold additional currency. Then, in the central
bank’s optimal monetary policy problem (53)-(56), the bank’s incentive constraint
(54)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when z s < 1, which is similar to (49) with z s = 1:

−(1 − ρ)x2 [u0 (x2 )(1 − θs ) + θs ] + Vs (1 − θs )
+

[Vl − ρx1 u0 (x1 )](1 − θl )[u0 (x2 )(1 − θs ) + θs ]
=0
u0 (x2 )(1 − θl ) + θl

(57)

for Vl − ρx1 u0 (x1 ) > 0 from (45), and (54) for Vl − ρx1 u0 (x1 ) ≤ 0. Further, for z s = 1
(zero lower bound), the monetary system without CBDC is identical to that with
CBDC. So, for Vl − ρx1 u0 (x1 ) ≤ 0 and z s = 1, the central bank faces exactly the
same choice over equilibrium allocations whether there is CBDC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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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consider the case Vl − ρx1 u0 (x1 ) > 0. Then, for any (x̃1 , x̃2 ) that satisfies
Vl − ρx̃1 u0 (x̃1 ) > 0, (57), and (55)
u0 (x̃2 )(1 − θs ) + θs
= z̃ s < 1,
0
u (x̃1 )
there exists an equilibrium allocation with CBDC, (x̃1 , x̄2 ) with x̄2 > x̃2 , which
satisfies (54) and implies a lower price for short-term government debt from (55):

z̄ s =

u0 (x̄2 )(1 − θs ) + θs
< z̃ s < 1
u0 (x̃1 )

Therefore, the central bank faces a superior tradeoff with CBDC. Any allocation
achievable under a monetary system without CBDC is achievable under a monetary
system with CBDC, and in some cases better allocations are available. In order
to purchase long-maturity debt, the CBDC system allows the central bank to swap
CBDC for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at the appropriately chosen interest rate,
whereas under a system without CBDC the central bank must rely on the willingness
of the private sector to hold more currency.
To illustrate some of the possibilities, consider first a case in which the value of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Vl , is small. Then, in Figure 6, the bank’s incentive
constraint (57) in the central bank’s monetary policy problem without CBDC is Θ1 ,
whereas its counterpart with CBDC is Θ2 . In this case, the optimum is at point
A regardless of the existence of CBDC. In this case, the central bank is able to
purchase all of the long-maturity government debt with currency at the optimum,
so a system without CBDC does not constrain it.
A second case is shown in Figure 7 where the central bank chooses A with CBDC,
but that allocation is not feasible without CBDC. The central bank could choose
B away from the zero lower bound, but D is chosen, as this gives higher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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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B, but is still inferior to A which is not feasible. In a third case, in Figure 8, the
central bank chooses A with CBDC, which is preferred to B without CBDC. In the
latter two cases, Vl is sufficiently large as to constrain what the central bank is able to
achieve at the optimum without CBDC. In the presence of CBDC, the central bank
has an extra option – the ability to issue short-term debt, i.e. CBDC, at the
appropriately chosen interest rate – which permits it to take all of the long-term
government debt on to its balance sheet, thus mitigating a collateral-shortage
problem created by the fiscal authority.

Ⅵ. Concluding Remarks
In this paper, we have proposed an economic model of CBDC, using a New Monetarist framework of Williamson (2012, 2016).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is
paper is among the first academic works to bring CBDC under the formal economic
analysis, including Barrdear and Kumhoff (2016). Following Bordo and Levin (2017)
which identified the desirable properties of CBDC, we assumed that CBDC is an
interest-bearing, account-based claim on the central bank, which is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indirectly via banks. We showed that (i) CBDC is likely to function in a
manner quite similar to the interest-bearing bank reserves as in Williamson (2016) or
the short-maturity government debt, and (ii) the introduction of CBDC has a
potential to improve welfare.
However, this paper has some limitations. First, the assumptions on CBDC are
somewhat restrictive, particularly compared to the variety of design options
currently envisioned by many CBDC proponents including Bordo and Levin (2017).
Specifically, we are yet to investigate the desirability of (i) the gradual obsolescence of
paper currency with a graduated schedule of fees on transfers between cash and
CBDC, and (ii) the monetary policy framework with CBDC which could foster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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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stability.
Second, some technical features of a New Monetarist framework we borrowed
from Williamson (2012, 2016) put some restrictions on the scope of our analysis.
In particular, our model, as it currently stands, does not allow us to investigate
some important issues on CBDC: (i) the effect of CBDC on financial stability and
financial intermediation, (ii) the possibility of CBDC replacing physical cash, and
(iii) the introduction of negative interest rate policy. We hope that our model in
this paper will prove to be a useful benchmark which can be extended to address
additional features and issues on CBDC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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