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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매일경제, ’17.1.27일자(가판) 「가상통화‘비트코인’
연내 법정화폐 무산」제하 기사 관련
기사 내용
매일경제
일자 가판
제하 기사에서

가상통화 비트코인 연내 법정화폐 무산

비트코인 등 등 가상화폐를 공식 화폐로 인정하는 가상통화
합법화 조치가 사실상 무산됐으며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활성화보다는 이용자 보호 강화 쪽으로
방향을 튼 데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간 정책 엇박자가
한몫했다 라고 보도
해명 내용
금융위는
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의 일환으로 가상통화
검토중이나 가상통화를 법정화폐로
취급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규율체계
인정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다만 전세계적으로 가상통화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가상통화의 건전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거래
지속 제기 함에 따라
적절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필요성
* 업계는 가상통화 취급업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건전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 금감원 학계 법률전문가 및 업계
등이
팀을 구성
월 하여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관련
협력
이슈를 심도 있게 검토 중임
금융위는 금년도 업무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트코인 등
거래투명성 확보방안을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규율근거와
규율근거
확보방안
금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
참고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가 법정화폐 가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이견이 없는 상황
아니라는 점에는
점
미국 일본 등은 특정한 상황에서 교환의 매개체 또는 가치
활용되는 것 으로 보아 일부 화폐적 성격을
저장의 수단으로
수단
인정하고 있으나 법정화폐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일례로 일본은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
의
개정
정의하면서 본국통화 및 외국통화는 제외한다 고
개념 을 정의
명시하여 법정통화는 아님
아님을 명확히 밝힌 바 있음
* “불특정인을 상대로 사용, 구입, 매각, 상호 교환이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전자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 가능한 것”

전세계적으로 가상통화 관련 규율체계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법적 성격 화폐 금융상품 일반상품 등 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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