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했습니다. 엘살바도

르에서는 이제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처럼 비트코인도 일상에서 결제가 가능한 하

나의 통화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엘살바도르 전역에 비트코인을 출금할 수 있는 

현금인출기(ATM)도 설치됐습니다. 

 

물론 기대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엘살바도르의 센트럴 아메리칸 대학

교(UCA)가 엘살바도르 국민 1,2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 68%가 비

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엘살바도르가 새로운 실험을 하면서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엘

살바도르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축적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엘살바도르

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 6일 트위터를 통해 자국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이 임박했음을 알리면서 비트코인 400개를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8일

에는 비트코인 150개를 추가 매입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550개를 보유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엘살바도르처럼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보유하는 

나라는 아직 없지만, 매입 외의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축적한 제3 국 나라들은 있

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로 불가리아는 2017년부터 비트코인을 21만 3,519개 보유

하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범죄 조직으로부터 불가리아 정부가 압

수한 것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개당 4만 5,000달러라고 가정하면, 불가리아 정부가 축적한 21

만 3,519개의 비트코인은 약 96억 달러의 가치를 지닙니다. 21년 6월 기준으로 

불가리아의 정부 부채는 약 182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 부채의 절반을 넘는 금액

을 갚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물론 압수 이후 불가리아 정부가 자국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을 공식적으로 밝히

지 않고 있어 최근 축적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외신들은 불가리아 정부가 여전히 압수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합법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우크라이나도 비

트코인을 4만 6,351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매입 외의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번 우크라이나의 비트코인 

합법화 법안에는 엘살바도르처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드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듯 제3 국을 위주로 비트코인이 하나의 자산으로서 국가의 창고에 축적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엘살바도르를 주시하면서 비트코인을 비

롯한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들이려는 제3 국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들 

국가의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사분석 자료는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회사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