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가 비트코인을 사라지게 만들 것인가`라는 궁금증

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일반투자자나 전문가들 사이에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입니다. 이는 지폐나 

주화(동전)처럼 실물이 있지 않고 디지털 상에서만 표시되는 화폐라는 점에서 CBDC와 비트코인

이 가지는 공통점 때문에 나온 질문입니다.  

 

사실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와중에서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이 논쟁

에 직접 뛰어든 적이 없었는데요. 얼마 전 미국 하원이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들이 연구 중인 CBDC가 비트코인을 퇴출시킬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았

습니다.  



 

자신들이 준비하고 있는 CBDC, 즉 디지털 달러화의 밑그림을 담은 연구 보고서를 9월쯤 공개하

겠다고 밝힌 파월 의장은 "암호화폐는 적어도 미국 내에서는 주요한 결제수단이 되기 어려울 것"

이라고 전망하면서 "특히 미국에서 디지털 화폐가 나온다면 스테이블 코인도, 암호화폐도 필요가 

없어질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디지털 화폐에 찬성하는 강한 논거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

습니다.  

 

CBDC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화폐라는 점에서 비트코인과 유사하지만, 이는 형태의 차이일 

뿐 개념적으로는 종전 법정화폐와 동일한 성질을 가집니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발행하는 

것도 같고, 이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세금을 내고 빌린 돈을 갚거나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활

용도가 매우 높겠죠.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 거래가 

늘다 보니 CBDC는 법정화폐보다 편리하게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알아야 할 것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CBDC의 액면가는 늘 고정돼 있다는 

겁니다. CBDC를 많은 사람들이 쓴다고 해서 그 가치가 뛰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5만 원짜리 지폐

는 그 액면가인 5만 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어서 매우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5만 원 지

폐를 10만 원에 구입하는 바보는 없을 테니까요. 비트코인이 지급 결제용으로 쓰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높은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가격 변동성은 비트코인 보

유 매력을 높이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CBDC는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기존 지폐에 비해서도 큰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울 겁니다. 

이미 중국은 CBDC를 국민들에게 뿌려서 사용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현금 없는 사회

` 프로젝트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스웨덴도 이미 CBDC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두 나라 모

두 말 그대로 `시범적으로` 소액결제에 한해서만 사용하려 합니다. 기존 법정화폐의 상당수를 이 

CBDC로 대체할 때 생길 수 있는 통화유통속도 저하와 은행 예금 감소 등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도저히 가늠할 수 없기에 함부로 발행과 사용을 늘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꽤 오랜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CBDC가 가지는 약점은 바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비

트코인은 그 자체로 익명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보완해 보다 강한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암호화

폐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폐나 동전도 사용하고 나면 이 돈이 누구 손을 거쳤는지 알 수 없

습니다. 거래내역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면 CBDC는 중앙은행이 가진 원장(거래 장부) 내에 

모든 거래내역이 다 남기 때문에 국민 하나하나가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돈을 쓰고 있는지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방식이지만, 돈을 쓰는 개개인으로서는 받아들이

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CBDC가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파월 의장의 발언 중 스테이블 코인이 위축될 수 있다는 말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알다시

피 스테이블 코인은 지급 결제를 위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 방식의 암호화폐인데요. 그렇다 보니 

CBDC가 늘어나는 만큼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100% 맞

진 않을 겁니다. 한때 리브라(Libra)로 시작했다가 디엠(Diem)으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의 스테이

블 코인 프로젝트처럼, 민간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은 그 나름의 생태계에서 활용도가 훨씬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중국과 미국, 스웨덴 등은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서 CBDC 발행이 늘어난다면 비트코

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CBDC 활용도를 높이는 결제 시스템 

자체가 암호화폐 전반적인 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CBDC를 저장하

는 개인들의 디지털 월렛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민간의 스테이블 코인 등을 담길 수도 있습니

다. 아울러 각국 국민들이 디지털 월렛과 CBDC를 이용한 지급 결제 방식에 익숙해진다면 그 자

체로 암호화폐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고 친밀함을 높이는 날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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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