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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 디지털위안화의 광범위한 개인사용 실험

인민은행은 2020.10.12일 18:00시 광둥(广东)성 션젼(深圳)시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5만명의 주민들에게 개인당 200위안씩 배포하여 슈퍼마켓,
음식점 등 3천여개 이상의 상점에서 사용토록 하는 등 디지털
위안화 시범업무 가속화
ㅇ 5만명에 달하는 다수의 불특정 주민을 대상으로 디지털위안화가
배포되고 사용된 점을 고려할때 공식발행이 보다 임박한 것으로 평가
◈ 전문가들은 디지털위안화가 위챗페이 등 기존의 핀테크 의존형
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소비자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결제수단 제공 및 관련기술 발전을 통해 금융산업에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ㅇ 다만 노령층 등의 금융소외현상을 완화하고, 개인정보보호, 해킹방지
등의 측면에서 화폐유통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1

최근 디지털위안화 관련 동향

지난해 말부터 인민은행은 션젼(深圳), 쑤저우(苏州), 청두(成都), 슝안특구
(雄安特区),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 개최 현장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화폐(数字货币) 발행을 위한 ‘비공개 파일럿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공식발행을 위한 준비를 꾸준히 진행해 왔음
ㅇ 2020.5월에는 이강(易纲) 인민은행 총재가 디지털화폐(数字货币) 발행을
위한 기본적인 설계 및 테스트가 완료되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8월에는 상무부에서 광동‧홍콩‧마카오, 베이징‧천진‧허베이, 양쯔강
삼각주 등에서 디지털화폐 시범사용 계획을 발표
ㅇ 9월에는 판이페이(范一飞) 부총재가 현재 개발중인 디지털화폐의 명칭을
디지털위안화(数字人民幣)로 명명하고 법정통화로서의 의의와 성격을
명확히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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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은 2020.10.12일 18시 광둥(广东)성 션젼(深圳)시 뤄호(罗湖)구에서
공모 및 추첨 을 거쳐 5만명의 주민들에게 일인당 200위안씩 디지털
위안화를 배포하고 실제 사용토록 하였음

□

*

*

ㅇ

총 191.4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약 38: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

당첨자들이 먼저 스마트폰에 디지털위안화 앱을 다운받아 개별
은행의 디지털지갑 을 설치한 후 200위안의 디지털위안화를 수령
*

*

ㅇ

응모시 공상, 농업, 중국, 건설 은행 등 4대 국유은행중 하나를 지정

주민들이 수령한 디지털위안화는 대형마트, 음식점, 약국 등 3,389개
상점에서 10.18일 24시까지 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음
언론에 공개된 4대 국유은행의 디지털위안화
(공상)

2

(농업)

(건설)

(중국)

디지털위안화의 영향

(기존 핀테크 결제수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디지털위안화 발행이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 등 기존 핀테크 결제수단의
영향력을 일정부분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은 낮으며 기존 결제수단과 공존하게 될 것으로 보여 결제수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ㅇ 디지털위안화는 기존 핀테크 결제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토록 설계되어
양자는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기존 지급결제망을 활용하여 유통될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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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전문가들은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 등 기존 핀테크 결제수단의 편리성,
소비자행동패턴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을
감안하면 기존 결제수단은 자체적인 시장을 유지‧발전시켜 나갈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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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최근 감독당국은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 등 기존 비은행결제
업체들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 한 바 있음
ㅇ 지난 8월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20.10월 인민은행은 6개 소액결제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약 1.8억위안의 벌금을 부과

□

*

(소비자에게 새로운 결제수단 제공)

소비자들은 현금이외에 디지털위안화라는 새로운 결제수단을 갖게 되어
거래의 편의성 및 다양성이 증대
ㅇ 다만 이자지급 등 부가적인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디지털위안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디지털위안화 사용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정책수단 을 사전에 강구할 필요

□

*

*

일정금액 이내의 경우 국가간 송금허용, 고속도로통행요금 및 전기‧가스‧수도
요금 납부시 편의성 제공, 정부보조금의 디지털위안화로의 지급 등

장기적으로는 디지털위안화 생태계 구축 등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거래의 편의성 및 결제시스템의 효울성 제고로 디지털경제가 소비자
삶의 일부가 되면서 디지털위안화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평가
ㅇ 디지털위안화 사용여건 조성 및 시장개발에는 관련 전산 인프라구축
등에 금융기관 및 결제업체의 재원투자가 필요하여 디지털위안화가
공식 출시되더라도 유통 활성화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

디지털위안화와 모바일결제와의 관계는 ‘물고기(鱼)’와 ‘낚시바늘(钩)’
혹은 ‘물(水)’과 ‘바가지(瓢)’에 비유할 수 있으며,
디지털위안화와 현금의 관계는 ‘물(水)’과 ‘얼음(冰)’처럼 본질적
속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현실에서 존재형태가 달라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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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

디지털위안화는 실물화폐를 디지털화함으로써 화폐의 발행, 유통, 투자
등 모든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기술과 결합되어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할 전망

□

디지털위안화 발행 및 유통은 기존 상업은행의 예금통화와 대출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존 상업은행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탈금융중개화(金融脱媒, disintermediation)를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음
ㅇ 또한 국제무역측면에서는 디지털위안화 출시로 향후 디지털화폐로
결제가 가능한 새로운 글로벌 결제시스템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기존 SWIFT 결제시스템의 영향력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가능성
ㅇ

(금융소외 해소, 정보보호강화 등 과제도 상존)

디지털화폐 확산은 노령층, 시골지역 등 디지털화폐의 수용성이 낮은 일부
계층 및 지역에서의 금융소외 현상을 심화하는 부작용도 예상

□

ㅇ

3

아울러 디지털위안화 거래정보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 해킹 등 발생가
능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화폐유통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마련할 필요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션젼(深圳)에서의 디지털위안화 시범사용이 일정
지역에서의 한시적 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5만명에 달하는 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한 일종의 장려금(红包) 형태의
대규모 배포라는 점에서 향후 디지털위안화의 공식발행이 한층 임박한
것으로 평가

□

ㅇ

디지털위안화 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만큼 일부에서는 이번 시범
사용에서 특별한 문제나 보완과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중국정부가
향후 언제라도 디지털위안화를 공식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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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최근 러시아, 일본 등에서도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도 중국이 디지털위안화의 시범사용 확대 및
발행준비를 서두르는 요인으로 작용
*

ㅇ

□

러시아 중앙은행은 최근 디지털루블화 발행가능성을 언급하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일본은행도 디지털엔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

특히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개최 현장을 중심으로
디지털위안화의 사용을 공식화함으로써 중국의 디지털 기술을 국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최근 발행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분석

다만 일부에서는 인민은행의 경영층은 디지털위안화 발행일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시간표는 없다는 점을 여러번 강조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디지털위안화의 안정성 및 무결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발행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신중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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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중국의 디지털위안화 개발 관련 움직임

시기

내용

2014

•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팀(数字货币小组) 설치

2015

• 인민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에 관련 연구보고서 발표

2016

• 블록체인과 디지털화폐를 대상으로 상업은행이 참여하는 하는 테스트 최초 실시

2017

•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央行数字货币研究所) 설립

2019.12
~202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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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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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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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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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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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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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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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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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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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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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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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2

• 션젼(深圳)시 뤄호(罗湖)구에서 공모 및 추첨을 거쳐 5만명의 주민들에게 일인
당 200위안씩 디지털위안화를 시범적으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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