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ART Finance 

Digital Currency War 

산업혁명은 화폐시스템에서도 늘 큰 변화를 일으켜 왔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비트코인, 스타벅스뱅크, 엠페사 모두 간과할 수 없죠. 저희는 스마트 

파이낸스의 미래에 대해서 ① 디지털 기축통화국 다툼은 중국 Vs 미국으로 

시작되었고, ② 플랫폼기업과 그들의 데이터는 새로운 화폐의 신용/신뢰 시스템으로 

진입할 것이며, ③ 테크핀의 압승, 이에 적응치 못하는 핀테크의 몰락을 예상합니다 
 

2020-06-30 

SMART Finance: 화폐의 미래  

화폐본위 시스템은 역사적 산업혁명 때마다 변화되어 왔음. 1 차에서는 패권국이었던 

영국이 금 보유고를 바탕으로 신용을 얻어 금본위제 시행하였고, 2 차에서는 패권국 

미국이 부와 군사력으로 신용을 얻어 지페본위제 시행하였음. 다만 지폐본위제도는 

08’리먼, 20’코로나 때 경제의 주요요인인 부채를 급증시켜 현재 문제되고 있음. 최

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트코인, 스타벅스뱅크, 엠페사(M-Pesa) 등이 등장하고 

있는데, 화폐의 신용을 4 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플랫폼기업과 데이터에 이관시킨 것

이 특징임. 이는 차후 화폐시스템과 기축통화국을 예측하는 데 주요단서가 될 것임 

 

미국 VS 중국의 Digital Currency War 

디지털화폐의 기축통화 지위를 두고 미국과 중국은 치열한 한판승부를 예고.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국가와 플랫폼 기업이 함께하는 주도권 싸움이 전개될 것. 신용 및 

신뢰가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와 연동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  포문을 연 

곳은 중국. 중국은 올해 하반기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를 통해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 앤트파이낸셜(알리바바)을 필두로 한 중국 플랫폼 기업들이 

지원. 반면 미국은 플랫폼 기업들이 전면에 나서며 기축통화 사수에 나설 것. 올해 

하반기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 발행과 그 이후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 

 

이제는 TechFin의 시대 

이 과정에서 디지털화폐의 중요성은 커질 수 밖에 없음. 금융업의 주도권도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시하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위기상황. 바야흐로 

이제는 플랫폼 기업이 중심이 된 금융서비스, 즉 테크핀(TechFin)의 시대가 될 것. 

기존 금융기관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이 필수. 플랫폼 기업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춘 회사가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 해외의 골드만삭스와 

피델리티가 선제적으로 대응 중인데,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바로 

STO(증권형토큰)와 커스터디(Custody). 금융기관은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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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 작성자(손지우,한대훈)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Industry Analysis 

3 

 보고서는 총 138페이지로서, 완본열람을 원하실 경우 

당사 홈페이지(www.sks.co.kr) 접속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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