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사회의 변화를 초래하고, 상응하는 법과 제도의 대응을 촉구
합니다. 정보기술은 우리에게 많은 편익을 주지만, 동시에 범죄자에게도 편리한 수단
이 됩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과 이를
활용한 암호화폐는 초국가적 거래에 있어서 이른바 ‘분산원장’ 개념을 바탕으로 탈중
앙집중적 화폐시스템의 작동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그 이용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
다. 반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암호화
폐와 관련된 범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 피해의 심각성도 함께 높아졌습
니다. 특히 암호화폐와 다크웹의 결합은 범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었고,
익명성이 강한 암호화폐는 범죄수익을 현실화하는 편리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법집행기관에게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수사가 새로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수사기관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제
도의 변화는 언제나 기술발전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현상에 필연적으로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최신의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서는 신속하고도 적절한 법정책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범죄에 실효적 대응하기 위한 형사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려
면 이로 인하여 실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기술적 쟁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분석이 규범적
판단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선행연구가 충분히 누적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블록체인의 작동원리를 비롯한 최신의 암호화폐 관련 정보기술에 관하여
깊이 있게 논의하는 형사정책분야 실무와 학계의 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
입니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실무적, 학문적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
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선행연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
고, 형사정책 연구자와 정보기술 전문가의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암호화폐 관련 정보
기술을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쟁점을 구체화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면

서도 관련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장려할 수 있는 법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하
여 노력하였습니다. 후속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기술적
작동원리와 범죄적 문제상황을 정리하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의 법제도적 대응
현황을 정리하여 분석하였으며, 형사정책적 대응 수단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하여 검
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국 인민대학교 법학원의 유능한 연구자를
초빙하여 암호화폐 관련 형사정책에 관한 중국의 학계와 실무의 최신 동향을 조사한
결과와 그 번역문을 부록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은 암호화
폐 관련 범죄 피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로 중국 정부는 가장 강력한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연구성과를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 언어의 장벽으로 인하여 중국의 암호화폐 관련 법정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 전부입
니다. 그래서 이 과제의 연구진은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관련 법정책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을 위한 후속연구를 위하여 특히 중국의
관련 법정책 현황을 충실히 조사하고 적절하게 번역하여 소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관련기술의 형사정책적 분석,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을 포함
한 주요국가의 법정책 현황, 암호화폐에 관한 형사정책의 기본 방향 등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기술의 발전을 장려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국가
형사정책의 발전을 위한 보다 깊은 논의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7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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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요소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과 이를 활용한
암호화폐는 ‘분산원장’ 개념을 바탕으로 실제 탈중앙집중적 화폐시스템의 작동가능성
을 보여줌으로써 정보기술의 혁신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오늘날 암호화폐에 대한 폭
발적인 관심의 확산은 주요한 사회적 현상의 하나가 되고 있다. 학술논문이나 언론,
정부정책 등에서는 전자화폐(Electronic Currency), 가상화폐 또는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암호화폐(Crypto Currency)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암호화폐란

블록체인 기술 등을 이용한 P2P 방식의 탈중앙집중적 전자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특히 암호기술을 이용하는 디지털화된 가치를 총칭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는 발행과 유통을 담당하는 중앙기관이 없고, 최초 발행 주체가
설정한 규칙에 따라 발행량과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자화폐와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암호화폐의 일반적인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P2P 방식으로 거래를
매개하는 제3자 또는 중앙시스템이 없다. 그러나 최근 암호화폐를 현실의 통화로
환전해주는 거래소가 등장하면서 이른바 암호화폐의 중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익명성을 추구한다. 개인정보 없이도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현실의 통화로 환전하기 위하여 거래소를 이용하
는 경우 익명성이 점차 완화되는 현상도 동시에 발생한다. 셋째, 지갑의 소유자는
중앙시스템에 의한 증명이 아니라 오로지 비밀키의 소유 여부로만 확인된다. 따라서
비밀키의 유출은 바로 암호화폐의 손실로 이어진다. 넷째, 중앙 관리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로 인한 거래를 되돌리거나 분쟁을 조정해 줄 주체도 없다. 다섯째,
원칙적으로 첫 번째 블록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에 공개된다. 이를
통하여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투명성과 회계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암호화폐가 현실의 통화로 환전될 수 있음이 분명하게 되자, 암호화폐의 익명성은
바로 범죄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이미 2011년 경부터 토르(Tor)에 만들어진 다크
웹(Darkweb)인 “실크로드(Silk Road)”에서 마약, 위조여권, 청부해킹 등이 비트코인을
매개로 거래되기 시작하였다. 거대 거래소가 등장하면서 해커들의 공격이 거래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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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기 시작하였다. 복잡한 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자들에 의하여 암호화폐발행자금조달(Initial Coin Offering, ICO)을 미끼로 한 유
사수신행위와 투자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본 보고서의 연구진은 인터넷 검색,
다수의 언론보도, 경찰의 수사자료 등을 통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범죄를 실증적으
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암호화폐 및 그 운용 시스템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암호화폐 침해범죄”와 암호화폐를 범죄의 수단으로 삼는 “암호화폐
이용범죄”로 크게 분류하였다. 암호화폐 침해범죄는 대체로 해킹이나 악성코드 범죄
로 분류할 수 있다.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해킹하거나 취약점을 공격하여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등 암호화폐 및 관련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암호화폐 이용범죄는 암호화폐를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로 마약·총기 등
금제품 거래, 랜섬웨어, 불법콘텐츠의 이용, 유사수신 및 사기, 자금세탁, 시세조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책에 관한 논의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구동원리와 특징을 살펴보고, 암호화
폐 범죄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며, 국내외 범죄동향과 범죄전망을 조망하면서
법률적·기술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후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를
단계별, 부처별로 살펴보고 대안으로 제시된 정부 입법안과 박용진 의원 입법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암호화폐의 행정규제에 관하여 화폐성 인정 여부, ICO, 외국환거래,
정보보호,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법제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형사법제에 관하여
불법자금 규제, 강제수사 대상으로서 수사절차, 몰수와 추징, 국제공조수사를 분석하
였다. 이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암호화폐 규제입법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법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의 기술적 우수성을 고려하
여 육성정책과 함께 규제정책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입법방향으로는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법률에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대안으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입법안보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한 박용진 의원 입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ICO는
금지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면 허용하는 것으로 봤고, 거래소는 등록
제를 도입하고 고객확인 및 혐의거래신고 등의 의무를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문요약

형사법 및 범죄수사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암호
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및 시세조종 행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형사정책적 수단
이 투입되어야 하며, 특히 범죄 목적 믹싱 서비스 제공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되
어야 한다. 수사기관이 거래소로부터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취득할 경우 영장제도보다
는 법원의 허가절차를 상세하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암호화폐 정보분석 체계
구축과 국제공조수사 역량도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을 비롯한 범정부차원에
서 암호화폐 추적 및 분석을 위한 연구개발, 특히 다크넷에서의 추적기법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발행 및 규제에 관한 국제기준 및 기구의
신설방안을 제안하여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
하였다. 이처럼 암호화폐에 대한 체계적 규제를 통해서 각종 범죄와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3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1장

서 론
연성진 ․ 김기범

제1장

서 론

제1절 논의의 출발점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사회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과 제도의 대응을
촉구한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기술은 우리에게 많은 편익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범죄자에게도 매우 편리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른바 4차 산업
혁명의 주요 요소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과 이를 활용한 암호화폐는 ‘분산원
장’ 개념을 바탕으로 실제 탈중앙집중적 화폐시스템의 작동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정보기술의 혁신으로 인정받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의 확산은 최근
주요한 사회적 현상의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관한 법정책적 논의는 이제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각종
범죄들 또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 피해의 심각성도 따라서 높아지고
있다. 비트코인 광풍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현상 속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그
활용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그 경제적 가치가 현실의 화폐 이상
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암호화폐들이 범죄자에게 불법적인 수익을 현
실화하는 편리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으로 인하여, 암호화
폐는 초국가성과 익명성을 본질적인 특징으로 하며, 따라서 국가의 법적 규율로부터
벗어나 불법적인 이익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범죄자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도구가
되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이미 그 자체가 각종 투기나 해킹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유사수신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며, 다양한 범죄의 결과를 금전적 이익으로
연결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다. 암호화폐의 등장과 확산으로 인하여 온라인상의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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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1)과 마약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사실상 이론상의 범죄에 불과했던 랜섬
웨어가 해커들의 주요한 범죄수익 창출 수단으로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암호화폐 기술은 범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법집행기관에게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수사가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에 내재된 탈중앙성, 초국가성 등의 특징은 네트워크
우회 및 익명화를 통해 추적을 회피할 수 있게 해주는 이른바 다크웹 기술과 만나
국가의 법집행을 위한 범죄수사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크
웹은 그 자체가 익명성을 활용한 범죄적 정보교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비트
코인 등 암호화폐의 거래내역을 세탁하는 통로가 됨으로써 수사 및 범죄 입증에 어려
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익명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암호화폐가 속속 개발되고
있으며, 암호화폐와 결합한 악성코드와 피싱·파밍 등 전자금융사기범죄도 더욱 지능
화되고 있다. 이제 암호화폐와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2009년 처음으로
블록이 생성된 이래 지난 9년간 단 한 번도 해킹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암호화폐 작동원리의 근간을 이루는 블록체인 기술은
단순한 금융거래수단을 넘어서,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관련 법제를 정비
하여 암호화폐를 화폐 또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거래소에 범죄혐의거래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등 범죄적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ICO를 촉진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선물거래를 시작하는 등, 암호화폐의 부작용을 최소

화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
고 있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형사정책분야의 연구 및 법제, 실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여전
히 다양한 논의가 혼란스럽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라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형사정책적 분야의 선행연구를 찾기도
1) 최근의 연구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이 온라인 도박을 혁명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Gainsbury, Sally M./Blaszczynski, Alex., How blockchain and cyryptocurrency technology
could revolutionize online gambling, Gaming Law Review 21.7, 2017, pp. 482-492.

제1장 서 론

쉽지 않으며, 법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형사법적 수단들은 실효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하여
암호화폐의 기술적 구조와 실제 암호화폐가 범죄에 활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형사정
책적 관점에서 개관하고 정리하여, 이후 어떠한 논의가 더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분석을 제시하고, 앞으로 논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즉,
암호화폐 관련 기술에 대한 형사정책 분야의 이해를 촉진함으로써, 기술발전이 초래
하는 문제상황에 대하여 관련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활용을 장려할 수 있는
법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학문적, 실무적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우선 암호화폐의 개념과 원리를 정리하였다. 형사정책
분야에서 앞으로의 논의가 전개될 수 있도록 기술전문가와 형사정책 연구자의 학제간
연구를 바탕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보기술적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고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우선 암호화폐와 관련된 개념 및 용어를 정리하고,
수많은 암호화폐의 종류 중에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들을 선별하여 설명하였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를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하였으며, 특히 형사정책적 논의가 확산
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보이는 기술용어들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제3장에서는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범죄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관련 연구 및 자료가 많지 않은 관계로, 국내외의 인터넷 및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범죄 사례와, 최근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관한 경찰 내부자료
및 수사전문가의 자문을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범죄들을 조사하였
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암호화폐 침해범죄와 암호화폐 이용범죄로 유형화하였으
며, 각각의 유형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내외의 실제 범죄 및 수사사례를
제시하고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9

10

암호화폐(Cryptocurrency) 관련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

제4장에서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암호화폐의 법적 개념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
및 주요 국가의 법제현황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리하였으며2), 이러한 논의들을
근거로 하여 암호화폐 관련 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면서도 활용을 과도하
게 억제하지 않기 위한 법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 우리 정부의
법정책적 대응 현황을 최근에 이르기까지 확인하여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수단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암호화폐가 범죄자들의 수익 실현 수단으로 이용되
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몰수 및 추징, 자금세탁 방지 관련 형사정책 수단을
살펴보았으며, 수사실무상 강제수사의 객체로서 암호화폐의 문제와 관련된 형사절차
법적 쟁점들을 정리하고 개선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검토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법정책 방안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암호화폐에
관련 범죄 및 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선행연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본 보고서
에서 정리하여 제시하는 암호화폐 기술 및 관련 범죄에 관한 분석들이, 앞으로 암호화
폐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연구 및 실무의 논의가 발전해 나가기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최근 중국 정부는 점차 심각해지는 자국 내 암호화폐 관련 범죄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가장 강력한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중국 형사정책학계에서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활
발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정책과 연구는 국내의 일부 언론보도를 통하여 단편
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진은 중국 인민대학교
법학원의 초청을 받아 암호화폐 관련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그 과정
에서 중국 인민대학교 법학원측으로부터 관련 분야의 유능한 연구진을 추천받아 중국의 암호화
폐 관련 형사정책 분야에 관한 조사를 부탁할 수 있었다. 그 조사 결과가 매우 상세하고 중국의
암호화폐 관련 형사정책 및 형사법 체계 전반에 관한 깊이 있는 정보를 담고 있어, 이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여 전문을 연구보고서의 부록 형태로 수록하기로 하였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규
제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의 관련 법정책 현황을 충실히 조사하고 적절하게 번역하여 소개하는
노력이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을 위한 후속연구를 위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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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현황
이미 1990년대부터 다수의 암호학자들에 의해서 디지 캐쉬(Digi Cash), 이골드
(E-gold), 해쉬 캐쉬(HashCash), 비머니(B-Money) 등 다양한 암호화폐의 개념들이 제시

된 바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가 오늘날과 같이 발달하지 않았기
에 사이버 공간의 화폐라는 개념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암호화폐의 개념이
실제 거래 가능한 방식으로 구현되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초기 암호화폐의 작동 원리들
이 대부분 중앙시스템에 기반한 환전방식에 머물러 있었고, 따라서 중앙 서버에 대한
해커의 공격 위험이나 관리자의 신뢰성 문제라는 전통적인 가상화폐의 본질적인 한계
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3)
그러나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 이하 “사토시”라고 칭함)라는
필명을 쓰는 저자가 “Bitcoin :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논문에서
비트코인이라는 P2P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탈중앙집중적인 암호화폐 시스템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 구현해 내면서 암호화폐 기술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4) 사토시
의 비트코인은 물론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며, 1998년 암호학자인 웨이 다이(Wei
Dai;戴维)가 구상했던 비머니(B-Money)5)의 개념에 기초한 것6)이다. 익명의 참여자들

이 화폐의 소유자 및 거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종래의 정부
3) 전통적인 가상화폐와 암호화폐의 구분은 본장 제2절 참조.
4) Satoshi Nakamoto,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2008.
5) Wei Dai, b-money, an anonymous, distributed electronic cash system, 1998, 원문은
http://www.weidai.com/bmoney.txt(최종확인: 2018. 1. 9.) 참조.
6) 비트코인의 등장배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김태오, 가상화폐의 이용현황과 시사점: Bitcoin과
Linden Dollar를 중심으로,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3호, 20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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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 화폐와는 달리 탈중앙집중적 화폐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다이의 구상은 이후 거의
모든 암호화폐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게 된다. 특히 미국에서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한
바로 그 해인 2008년에 중앙시스템에 의한 금융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다이의 구상
이 사토시에 의하여 P2P 방식의 블록체인으로 구체화되어 등장하였다는 점은 시사하
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와 웨이 다이의 구상이 실제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암호화폐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2011년
라이트코인(Litecoin), 2013년 컬러드코인(Coloredcoin), 2015년 이더리움(Ethereum)
등, 목적과 서비스 유형을 달리하여 다양한 암호화폐가 개발되면서 2017년 12월 6일
기준으로 출시된 암호화폐의 종류는 총 1,326개에 이른다.7) 관련 기술 또한 지속적으
로 발전하여 단순히 화폐거래의 기능만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이른바 ‘허가형 분산원장(Permissioned Distributed Ledger)8)’의 기능까지 수행하는 암
호화폐가 등장하면서 그 활용에 있어서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
12월 시점에서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종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Bitcoin)을 시작으로

이더리움(Ethereum), 비트코인캐시(Bitcoin Cash), 아이오타(IOTA), 리플(Ripple), 대시
(Dash), 라이트코인(Litecoin), 비트코인골드(Bitcoin Gold), 모네로(Monerro), 카다노
(Cardano)의 순으로 확인된다. 다만 시세의 변동이 극히 심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가총액은 계속하여 변화하고 있다.9)

[그림 2-1] 2017년 12월 6일 당시 암호화폐 Market Cap Top 10
7) Cryptocurrency Market Capitalizations, https://coinmarketcap.com/(최종확인: 2018. 1. 9.).
8) 암호화폐의 탈중앙집중성을 완화하는 기술적 방식을 의미한다. 이에 관해서는 제2장 제2절 2. 다.
리플의 설명 참조.
9) [그림 2-1]의 출처는 Cryptocurrency Market Capitalizations(2017. 12. 6.), https://coinmarketcap.com/
(최종확인: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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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암호화폐간, 또는 암호화폐와 통상화폐간 환전 서
비스를 제공해 주는 업체)는 약 300여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글로벌
거래소 정보 제공업체인 “익스체인지워닷인포(exchangewar.info)”에 따르면 2017년
12월 7일 24시간 거래량은 빗썸이 2위, 코인원이 10위, 코빗이 16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의 거래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10)

<표 2-1>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상위 20위 현황
구분

Name

Total Vol. 24h

구분

Name

Total Vol. 24h

1

BITFINEX

178,100.62 BTC

11

Bitstamp

31,509.90 BTC

2

bitthumb

143,101.04 BTC

12

btcmarkets

26,166.39 BTC

3

BitMEX

138,642.78 BTC

13

bitFlyer

22,628.31 BTC

4

GDAX

130,638.28 BTC

14

kraken

19,621.81 BTC

5

BITTREX

92,169.04 BTC

15

GEMINI

17,466.74 BTC

6

BINANCE

80,951.91 BTC

16

KORBIT

15,760.28 BTC

7

POLONIEX

63,243.31 BTC

17

LakeBTC

15,191.93 BTC

8

coincheck

63,241.40 BTC

18

Vaultoro

13,994.66 BTC

9

HitBTC

41,564.85 BTC

19

WEX

7,337.38 BTC

10

coinone

36,302.60 BTC

20

EXMO

5,232.26 BTC

제2절 개념, 종류 및 특징
1. 개념 및 용어
상술한 바와 같이 암호화폐는 매우 새로운 개념으로 이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직
통일되어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20년 전 다이에 의하여 개념이 처음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학술논문이나 언론, 정부정책 등에서는 전자화폐(Electronic Currency), 가상
화폐(Virtual Currency), 암호화폐(Crypto Currency)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정부는 관련 정책 등을 발표할 때 “가상통화”라는 단어를
10) [표 2-1]의 출처는 익스체인지워닷인포(2017. 12. 7.), https://exchangewar.info/(최종확인: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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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보고서에서는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암호화폐라는 용어가 비트코인
등 신종 가상화폐와 관련된 개념만을 배타적으로 완벽하게 담아내는 것이라고는 하기
는 어렵지만,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등을 지칭하는 용어 중 지금의 현상 및 기본적인
작동원리 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개념 및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사한
용어들의 용례 및 개념정의 등을 비교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전자화폐
우리나라의 법령에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11)라는 용어가 사용된 예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현행 법령상 이와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는 “전자화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자화폐”12)는 “이
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② 제14호 가목의 요건(발행인 외의 제3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을 충족
할 것, ③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④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⑤ 발행자
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화폐를 말한다.
이 법에 따르면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전자화폐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접근매체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가상의 화폐”라는 용례가 확인되나, 이는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
한 것”만을 의미하는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사용된다. 이 외에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서도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법률용어라고 보기 어렵다.
12) 2000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당시 법정화폐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다른
지급수단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활성화하는데 실패하였다(김태오, 가상화폐의
이용현황과 시사점: Bitcoin과 Linden Dollar를 중심으로,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3호, 2013,
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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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실지명의 또는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관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전자화폐 발행자는 전자화폐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제4항). 이처럼 현행법령상 전자화
폐는 일반적으로 현실세계의 통화를 디지털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단순히 진정한
통화로 표시되는 가치를 전자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13) 이러한 관점에서 전자화폐는 본질적으로 중앙집중적 발행 및 관리자를
전제로 한 개념이며,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현행법상 전자화폐라는 개념은 이 보고
서에서 검토하고자하는 암호화폐, 즉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탈중앙화된 P2P 방식을
전제로 하는 비트코인 등을 포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가상화폐
전자화폐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가상화폐(Virtual Currency)”가 있다. 비록 우리나
라의 현행 법령에 가상화폐라는 용어가 사용된 예는 찾을 수 없으나, 가상 공간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의미를 갖는 가상화폐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개념 중 가장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실제 가상화폐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
서 학계와 실무는 물론 언론과 인터넷상에서 비트코인 등을 포괄해서 언급하고자
할 때 현실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4)
일반적으로 가상화폐는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 가치 또는 교환 수단으로 이용되는
디지털 단위(digital unit)를 의미한다. 컴퓨팅 또는 생산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산출된
것을 말하며, 중앙 저장소나 관리자의 유무를 불문한다.15) 맥락에 따라서는 “디지털화
폐(Digital Currency)”라는 용어가 혼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상화폐는 중앙
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와 달리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 이전 또는
13) 전자화폐의 개념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적 정의는 UNODC, Basic Manual on the
Detection And Investigation of the Laundering of Crime Proceeds Using Virtual Currencies,
2014, p. 10 참조.
14) 연합뉴스,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통화?…명칭도 혼선, 2018. 1. 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09/0200000000AKR20180109084400002.HTML
(최종확인: 2018. 1. 9.).
15) 이는 2015년 뉴욕주의 BitLicense 규정에 따른 가상화폐의 정의를 요약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은 배승욱, 비트코인(Bitcoin)의 화폐성을 인정한 미국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자본
시장포커스 2017-02호, 2017, 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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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화된 민간통화’로 정의되기도 한다.16)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는 가상화폐에 대해 “법정화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에서 교환수단, 거래단위 및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7) 이처럼 가상화폐의 개념은 현실의
화폐와 달리 디지털화 되어 인터넷상에서 유통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가치 저장
또는 교환 매개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스펙트럼은 매우 넓고 다양하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가상화폐를 크게 폐쇄형, 단방향, 양방향 등 3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18) 이 구분에 따르면 폐쇄형 가상화폐란 가상화폐와 법정화폐 간에 환전이
되지 않는 경우로 가상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용될 뿐 실제 물품과 서비스는
구매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게임머니가 대표적이다. 단방향 가상화폐는 가상
화폐를 법정화폐로 전환할 수는 없지만 법정화폐를 가상화폐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
고,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가상뿐만 아니라 실제 물품과 서비스도 구매할 수 있는
유형을 의미한다. 예컨대 Amazon Coins, 페이스북 Credits, 닌텐도 포인트 등이 대표적
이다. 마지막으로 양방향 가상화폐는 가상화폐와 법정화폐 간 환전이 가능하고 가상
뿐만 아니라 실제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가상화폐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가상화폐를 금, 달러, 유로로 환전해주었던 리버티 리저브(Liberty Reserve)나
비트코인 등을 들 수 있다.19)

16) 황종모/한승우, 해외 주요국 디지털화폐 관련 제도 및 시장현황,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제7호,
2017, 26면.
17) 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 Report), Virtual currencies: key definitions and potential
AML/CFT risks, 2014, p. 4.
18) European Central Bank, Virtual Currency Schemes, 2012, p. 15; 김태오, 가상화폐의 이용현
황과 시사점: Bitcoin과 Linden Dollar를 중심으로,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3호, 2013, 40-41
면; 황종모/한승우, 해외 주요국 디지털화폐 관련 제도 및 시장현황,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제7
호, 2017, 27면 등 3가지 보고서 및 논문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림 2-2]의 출처는 European Central Bank, Virtual Currency Schemes, 2012, p. 15.
19) PayPal 등 에스크로 서비스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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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

<단방향>

<쌍방향>

[그림 2-2] 가상화폐의 분류

다. 암호화폐
쌍방향 가상화폐 중 해시함수와 블록체인 등 암호학적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특히 “암호화폐”라고 하여 일반적인 가상화폐와 구별할 수 있다. 중앙집중적 관리시스
템에 기반한 환전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기존의 가상화폐가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취약성이나 신뢰성 문제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익명의 전체 참여자들
이 화폐의 소유 및 거래정보를 블록체인의 형태로 공유하여 참여자 서로가 서로를
인증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신종 가상화폐의 기본적인
작동원리이며, 이를 위해서는 해쉬함수 및 블록체인 등의 암호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앙집중적인 인증 및 확인절차가 없어 화폐 소유자 모두가 상대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각 참여자는 마치 전자서명처럼 각자의 주소와
암호키를 이용해야 하며, 소유 및 거래내역을 암호화하여 모두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
다. 가장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개발자 사토시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일련의 전자서명의 체인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20) 전자서명이란 “서명자
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21)를 말하는
20) Paul Vigna/Michael J. Casey(유현재/김지연 역),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 미래의창,
2017,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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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비대면이 원칙인 가상공간에서 상대방을 인증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이며,
그 인증 방식으로 “전자서명생성정보”22)와 “전자서명검증정보”23)라는 공개키 방식의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암호화폐의 기술적 작동 원리에 관해서는 본 장 제3절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결국 암호화폐는 교환수단, 회계단위 및 가치저장 등 가상공간에서 일반적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디지털 유닛이라는 점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가상화폐의 일종이
라고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가상화폐와는 달리 탈중앙집중적 처리를 위하여 암호기
술을 필수적으로 이용한다는 차이를 갖는다.24) 논의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 가상화폐와 구별되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암호화폐라는 용어가 (형사)정책적 논의를 위하여 보다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등 다양한 신종 가상화폐를 포괄하는 개념
으로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25) 세계적으로는 가상화폐를
의미하는 Virtual Currency에 비하여 암호화폐를 의미하는 Crypto Currency라는 용어
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26)
정리하자면, 암호화폐란 블록체인 기술 등을 이용한 P2P 방식의 탈중앙집중적 전자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특히 암호기술을 이용하는 디지털화된 가치를 총칭하
는 것이고 정의할 수 있다.27)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암호화폐는 발행과 유통을
담당하는 중앙기관이 없고, 최초 발행 주체가 설정한 규칙에 따라 발행량과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술한 전자화폐와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28) 그래서 실물화폐, 전자

21)
22)
23)
24)

25)
26)
27)
28)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
전자서명법 제2조 제5호.
물론 종래의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암호기술이 이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화폐를 구성하는 개념의 본질이 바로 암호기술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구글 트렌드(https://trends.google.co.kr/trends/explore?geo=KR&q=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최종확인: 2018. 1. 9.) 검색결과.
구글 트렌드(https://trends.google.co.kr/trends/explore?q=crypto%20currency,virtual%20currency
최종확인: 2018. 1. 9.) 검색결과.
이윤석, 가상화폐 거래시 자금세탁위험과 정책적 시사점, 금융브리프 제25권 제38호, 2016, 10
면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길성원,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시장의 동향 및 시사점, 제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파워 이슈리포
트 2017-제19호, 20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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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와 비교하면 법적 근거, 발행기관, 자금보호, 화폐단위, 리스크 등에서 아래 표29)
를 통해 정리한 바와 같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
등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고자하는 신종 가상화폐의 유형을 포괄하는 용어로 암호화폐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법률안 및 정부정책 등 공식적인 자료에서 사용하
는 용어가 이와 다를 경우에는 “가상통화”30) 등 원문의 단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표 2-2> 실물화폐, 전자화폐 및 암호화폐의 비교
실물화폐

전자화폐

암호화폐

(Fiat Currency)

(Electronic Currency)

(Crypto Currency)

종 류

지폐, 주화

전자화폐(K-Cash)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법적근거

한국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없음

발행기관

중앙은행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없음

감시·감독

중앙은행

금융위원회

없음

자금보호

국가보증

발행업체 보증

없음

화폐단위

법정통화

법화와 동일

독자적 화폐단위

리스크

국가부도 등

운영리스크(해킹 등)

법률·신용 등

구

분

2. 암호화폐의 종류
2017년 12월 20일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11위31)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을 시작으로 리플, 라이트코인, 아이오타 등의 순으로 확인된다.32) 이 중 거래량이
많고 기술적·형사법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7가지 즉, 비트코인, 이더리
움, 리플, 라이트코인, 아이오타, 대시, 모네로 등의 특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다.33)

29) European Central Bank, Virtual Currency Schemes, 2012, p. 16; 황종모/한승우, 해외 주요국
디지털화폐 관련 제도 및 시장현황,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제7호, 2017, 26면; 맹수석, 일본의
지급결제제도의 최근 규제 동향과 시사점, 비교사법 제23권 제2호, 2016, 454면의 내용을 분석
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30) Currency는 화폐라기보다는 통화에 가깝게 번역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1) 11위에 해당하는 모네로는 특히 익명성 강화 등을 표방하고 있어 설명 대상에 포함하였다.
32) [표 2-3]의 출처는 Cryptocurrency Market Capitalizations(2017. 12. 20.),
https://coinmarketcap.com/(최종확인: 2018. 1. 9.).
33)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 되어 생성된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등은 비트코인과 그 작동원
리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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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2017년 12월 20일 현재 시가총액 상위 암호화폐의 개요
연번

국문명

기호

도입일

개발자

시가총액
(달러)

최대
발행량

1

비트코인

BTC

2009.1

Satoshi Nakamoto

299,048,972,835

2,100만

2

이더리움

ETH

2015.7

Vialik Buterin

81,289,197,322

무제한

3

비트코인캐시

BCH

2017.8

Bitmain사

56,007,875,644

2,100만

4

리플

XRP

2013.5

Jed McCaleb

30,321,632,281

1,000억

5

라이트코인

LTC

2011.10

Charles Lee

18,740,498,402

8,400만

6

아이오타

MIOTA

2015.10

David Sønstebø
등 4명

15,093,044,004

27억

7

카르다노

ADA

2017.10.1

Charles Hoskinson

13,008,077,976

450억

8

대시

DASH

2014.1

Evan Duffield

11,732,378,458

2,250만

9

넴

XEM

2015.3

UtopianFuture

8,982,782,999

90억

10

비트코인골드

BTG

2017.10

Jack Liao

7,110,335,995

2100만

11

모네로

XMR

2014.4

Nicolas van
Saberhagen

6,840,345,705

무제한

가. 비트코인(Bitcoin)
비트코인은 사토시가 2008년에 고안한 암호화폐로 가장 기본이 되는 암호화폐이며,
대중적인 인지도와 시가총액이 가장 높다. UN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는 비트코
인에 대해 “분산화된 P2P 네트워크로 중앙기구 또는 매개자 없이 이용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암호화폐”라고 정의한 바 있다.34) 비트코인은 통상의 화폐처럼 거래를 매개
하고 가치를 저장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 암호화폐로, 이를 통해 블록체인의 원리가
처음으로 실제 구현되었다. 현재 다른 암호화폐의 개발자들이 전 세계 투자자를 대상
으로 암호화폐발행자금조달(Initial Coin Offering, ICO)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할 때
각 국가의 화폐 대신 비트코인을 투자금으로 받고 있어, 다양한 암호화폐 내에서
일종의 “기축통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2140년까지 총 2,100만개(정
확히는 2,099만 999.98개)가 발행될 예정이고, 2017년 12월 현재 약 1,670만개 이상이
발행되었으며 시가총액은 무려 300조를 넘어서고 있다. 가장 기초적인 암호화폐로
34) UNODC, Basic Manual on the Detection And Investigation of the Laundering of Crime
Proceeds Using Virtual Currencies, 2014,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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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술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단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일종의
선점 효과로 인하여 현재 여러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상당수의
형사정책적 문제가 주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나. 이더리움(Ethereum)
이더리움35)은 2015년 비탈리크 부테린(Vitalik Buterin)이 개발한 암호화폐로 블록
체인 위에 서비스를 추가하여 개발할 수 있는 일종의 개발 플랫폼이다.36) 비트코인이
화폐거래라는 금융서비스 하나만을 제공하기 위한 목표로 개발된 것이라면, 이더리움
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거래’가 결국 참여자간 상호작용이라는 점에 착안
하여 상호인증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분산 애플리케이션(decentralized
application; DApp)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토콜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이더리움을 통

하여 금융서비스는 물론이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즉, 기술적으로 중앙시스템 없이 P2P 네트워크 위에서 페이스북과
같은 SNS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으며,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이
될 수도 있므로 이베이와 같은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구현할 수도 있다.37) 여기에
사전에 정해진 약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에 수반하여 자동으로 이더리움
의 화폐적 가치를 통한 결제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는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거래와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실행할 수
있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38) 비트코인을 블록체인 버전 1.0으로, 이더리움
을 블록체인 버전 2.0으로 분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더리움 역시 블록체인에
기반한 채굴형 암호화폐로 최대 발행화폐 수는 무제한이고 2017년 12월 기준 발행화
폐량은 약 9,630만개에 이르고 있다.
35) Ethereum의 한글표기와 관련하여 혼란이 있었으나 한국 이더리움 그룹(https://www.meetup.com/
ko-KR/Seoul-Ethereum-Meetup/ 최종확인: 2018. 1. 9.)에서 이더리움으로 정한 후 이더리움
이라는 표기가 확산되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36) 전명산, 블록체인 거번먼트, 알마, 2017, 203면.
37) 전명산, 블록체인 거번먼트, 알마, 2017, 203면. 2017년 12월에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가상의
고양이를 교배하여 증식하고, 사고 팔기도 하는 “크립토 키티”라는 일종의 게임 서비스가 출시
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38) 다만 중앙집중적 서비스에 비하여 블록체인 방식으로 인한 상호작용의 상대적인 처리속도 저
하라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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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리플(Ripple)
리플은 2013년 리플사(옛 Opencoin)의 제드 맥칼렙(Jed McCaleb)이 개발한 암호화
폐로 초국가적 은행간 이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리플을 이용
할 경우 각국 은행 간 결제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정(SWIFT)39)보다 빠르고 낮은 수수
료로 국가간 송금을 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는 블록체인 방식으로 인하여 SWIFT40)
에 비하여 해킹 위험이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 원화를 리플로 환전한
다음 미국으로 전송하여 달러로 환전하면 거래가 완료되기 때문에 결제시간과 수수료
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리플은 초기에 은행 간 이체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
었기 때문에 단위당 가격이 저렴하고, 실시간 정산이 가능하며 자체적으로 최적의
환율을 찾아서 환전이 진행되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 외환거래가 많은
은행이나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다.41) 결국 리플은 전형적인 암호화폐라기보다는 암호
화폐의 형식을 이용한 블록체인 기반 국제 송금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리플은
빠른 정산을 위하여 암호화폐의 특징인 탈중앙화를 일정부분 포기하고 사전에 검증된
특정 소수의 참여자(노드)에게만 거래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프라
이빗 블록체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42)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경우 참여자를 승인하
는 중앙 주체가 필요하며, 소수의 참여자가 검증과 관련된 의사결정 권한을 독점한다
는 점에서 전형적인 탈중앙집중적 시스템이라고 하기 어렵다. 리플은 화폐 발행당시
총 통화량인 1,000억 개의 코인을 모두 발행하여 유통하였다.

39) 국제은행간통신협정(SWIFT)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로, 현재 전 세계 약 200개국의 1만1천여
개 금융기관이 매일 SWIFT망을 통해 돈을 지불하거나 무역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40) 국제은행간통신협정(SWIFT) 시스템은 높은 수준의 보안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실제로 악성
코드를 이용한 해킹을 당한 바 있으며, 이때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해 둔 약 1억 1,000만 달러가 해커에게 넘어가 버렸다.
41) 길성원,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시장의 동향 및 시사점, 제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파워 이슈리포트
2017-제19호, 2017, 9면.
42) 거래 검증을 위한 참여가 누구나 가능한 형태의 블록체인을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고, 미리
승인된 한정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블록체인을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한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경우 장부를 나누어 갖는 노드가 사전에 허가를 받은 주체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허가형 분산원장(Permissioned Distributed Ledger)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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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라이트코인(Litecoin)
라이트코인은 2011년에 개발된 화폐로 비트코인처럼 매년 일정한 코인이 채굴되어
2140년까지 총 8,400만 코인이 발행된다. 기술적으로는 비트코인과 흡사하나 비트코

인 개발 이후 발전된 정보처리 및 정보전송기술의 효율성을 반영하여 처리속도를
높인 것이다. 라이트모인은 블록 갱신 속도를 비트코인(10분)에 비하여 1/4(2.5분)로
단축하고 암호 알고리즘을 효율화하여 비트코인의 단점인 느린 전산 속도를 보완하였
으며, 따라서 최대 채굴량과 거래 속도도 약 4배가량 개선하였다.43) 2017년 12월까지
약 5400만개가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다.

마. 아이오타(Iota)
아이오타는 2015년에 등장한 암호화폐로 사물인터넷 기반의 상호인증 및 소액결제
에 특화된 형태로 만들어졌다. 비트코인 등 기존의 블록체인 시스템은 거래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소액 거래를 위주로 하는 사물인터넷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개발된 것이다. 아이오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제3세대 암호화폐 기술이라고 하는 “탱글(Tangle)”이라는 방식을 도입하
여 거래 인증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없애 주목을 받고 있다. 블록체인은 채굴자의
합의와 검증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증에 참여하는 채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
야 하지만, 탱글에서는 각 이용자들이 거래마다 합의와 검증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즉 종래의 블록체인 방식의 경우 거래하려는 자 이외의
다른 참여자들이 거래를 확인하고 블록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므로 이들에게 수수
료가 지급되어야 하나44), 아이오타의 경우 거래하려는 자가 이전 2건의 거래를 확인하
는 방식으로 거래를 발생시킨다. 아이오타는 초기에 약 27억 개를 모두 발행하여
유통하였고 추가 발행은 없다.

43) 길성원,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시장의 동향 및 시사점, 제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파워 이슈리포트
2017-제19호, 2017, 9면.
44) 비트코인 등 전형적인 블록체인 방식 암호화폐의 거래 인증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이에 관해서는 본장 제3절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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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대시(Dash)
대시는 2014년에 에반 두필드(Evan Duffield)가 개발한 암호화폐로 총 1890만개가
발행될 예정으로 2017년 12월 기준 약 780만개가 유통되고 있다. 개발 당시 엑스코인
(Xcoin)으로 출발하였고, 익명성이 강하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다크코인(Darkcoin)으로

이름을 변경했으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에 대시로 변경하였
다. 익명성을 강화한 지불수단 용도로 특화되어 있고 초당 거래건수가 가장 높은
화폐로 알려져 있다. 코인조인(Coinjoi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최소 3개 이상의 거래
를 하나로 묶은 후에 거래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기 때문에 개별 거래의 추적이
어렵다. 예컨대 비트코인과 같은 일반적 암호화폐는 A가 B에게 1BTC를, C가 D에게
2BTC를, E가 F에게 3BTC를 보낸다면 각각의 거래가 블록체인에 개별적으로 기록되지

만 대시는 위 3개 거래를 하나로 묶어서 기록하기 때문에 각각의 거래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확인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사. 모네로(Monero)
모네로는 2014년 4월에 니콜라스 반 사버하겐(Nicolas van Saberhagen)으로 알려진
개발자에 의해 개발되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익명성이 강화된 암호화폐로,
기존의 비트코인 등과는 다른 CryptoNote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거래의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트코인의 경우 이론적으로 거래자의 주소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 내역을 사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네로는 특정
그룹 내에서 거래정보를 섞는 방법(ring signature)을 동원하여 모든 거래에서 보낸
사람, 금액 및 수신자 등의 정보를 숨겨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한다. 2017년 12월
현재까지 약 1500만개가 발행되었다.

3. 암호화폐의 특성
지금까지 살펴본 암호화폐의 일반적인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P2P
방식으로 거래를 매개하는 제3자 또는 중앙시스템이 없다. 중앙시스템이 없어 이론적
으로는 해커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고, 국경의 개념도 없다. 예컨대 블록체인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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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으로 분류되는 이더리움의 경우 “블록체인 위에 조직 운영과 관련한 핵심적인 규약

들을 올려놓고 그 규약에 자발적으로 합의한 개인들이 블록체인을 매개로 교류하고
협업하는 조직”45)인 분산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The
DAO)에 의해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확산됨

에 따라 암호화폐를 현실의 통화로 환전해주는 거래소가 비즈니스 모델로 등장하고
또 그 규모가 계속 확대되면서,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거나 거래소에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암호화폐 등장 초기에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컴퓨터에 블록체인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지금은 거래소 등의 업체
가 이를 보관하고 사용자는 단지 거래소에 계정을 열어 이를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지
고 있어 이른바 암호화폐의 중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분산거래소(Decentralized Exchange)가 등장하여 해킹의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등 거래소로 인한 중앙화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둘째, 익명성을 추구한다. 암호화폐의 거래를 위한 주소는 보통 해시값으로 표시되
고, 개인정보 없이도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통해 주소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중앙화
된 관리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 지갑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대상조차 없다.
더 나아가 블록체인에서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암호화폐
까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현실의 통화로 환전하기 위하여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거래소의 정책상 이름, 휴대폰번호, 금융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익명성이 점차 완화되는 현상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셋째, 암호 기술을 이용한다. 주소와 비밀키를 생성할 때 해시함수를 사용하고,
송신자와 수신자 간 전자서명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지갑의 소유자는 중앙시스템에
의한 증명이 아니라 오로지 비밀키의 소유 여부로만 확인된다. 따라서 비밀키의 유출
은 바로 암호화폐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넷째, 불가역적이다. 한번 거래가 이루어지면 취소할 수 없다. 은행과 같은 제3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로 인한 거래를 되돌리거나 분쟁을 조정해 줄 주체도 없다.
45) 전명산, 블록체인 거번먼트, 알마, 20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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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분쟁해결에 취약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사전에 거래규칙이 공지되었고, 중앙
시스템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취약점이 없다는 장점이 더 크므로 오히려 합리적
인 거래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다섯째, 원칙적으로 모든 거래가 공개된다. 첫 번째 블록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거래
가 블록체인에 공개된다. 이를 통하여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투명성과 회계 책임
성을 확보할 수 있다.46) 송·수신자의 주소, 거래시간, 거래금액 등이 공개되지만 주소
의 명의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는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최근에 빅데이터 분석기법와 블록체인 분석기술이 개발되고, 내외부의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시나 모네로와 같이 익명성을 보다 강화하는 형태의 암호화폐가 개발
되었고, 강화된 익명성은 범죄자를 유혹하고 있다.
여섯째, 총 화폐량이 제한되어 있다. 비트코인은 약 2,100만 개, 리플은 약 1,000억
개로 총 화폐량을 제한해 인플레이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화폐가치를 유지한다.
비트코인의 경우 채굴량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경우 반감되도록 하여 희소성을
유지하며,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도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화폐가치가 인위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47) 다만
최근에 개발된 이더리움이나 모네로 등의 경우는 발행량에 제한을 두지 않아 앞으로
의 전개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제3절 작동 원리
암호화폐의 작동원리는 각각의 암호화폐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때문에 가장 처음
개발되어 가장 널리 알려진 암호화폐이자 가장 기본적인 작동구조를 갖고 있는 비트
코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46) Paul Vigna/Michael J. Casey(유현재/김지연 역),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 미래의창,
2017, 18면.
47) Paul Vigna/Michael J. Casey(유현재/김지연 역),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 미래의창,
2017, 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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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
비트코인은 크게 구매, 거래, 채굴 등 3가지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다. 비트코인의
구매는 거래소에 현금을 송금하거나 ATM 기기에 현금을 입금하고 PIN 번호를 발급받
아 거래소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 등을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다. 거래는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으로부터 비
트코인을 직접 양도받거나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고 반대급부로 받는 방법을 말한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상점이 많지 않아 정상적인 재화나 용역의
거래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취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채굴은 채굴자가 거래
내역을 블록화한 다음 블록체인을 만드는 봉사활동에 대해 암호화폐 시스템으로부터
지급받는 인센티브로 블록보상(Reward)과 블록 내 모든 거래의 총 수수료(Transaction
Fees)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나 기업이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나 그래픽

처리장치(GPU), 또는 암호화폐 채굴에 특화된 주문형 반도체(ASIC)를 구매하여 채굴장
을 운영하는 것은 바로 블록보상과 거래 수수료를 얻기 위한 것이다.

2. 지갑의 발급과 구성
가. 지갑의 발급
코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갑(Wallet)이 필요하다. 지갑은 비트코인 주소(Bitcoin
Address)와 비밀키(Private Key)의 관리도구(S/W)로 한 개의 지갑에 여러 개의 주소와

비밀키의 쌍을 등록할 수 있다. 지갑은 기능적 측면에서 환전기능이 있는 거래소
지갑과 단지 거래기능만 있는 일반지갑으로 나눌 수 있고, 기술적 측면에서 웹(Web)
지갑과 앱(App) 지갑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거래소가 웹 지갑으로
서비스하고 있고 최근에 앱(App) 지갑까지 출시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주소
는 공개해 주지만, 대체로 비밀키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용자가 설정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비밀키의 입력이 시스템적으로 처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만약
거래소 이용자가 자신의 비밀키를 알게 되면 이를 복사하여 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다른 회사의 지갑으로 옮겨 등록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고객 이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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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여 향후 거래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소에 손실이 발생한다. 일반지갑은
거래기능만 있는 것으로 블록체인인포(Blockchain.info) 등과 같은 이른바 블록체인
탐색기 사이트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개별적으로 개발하여 공개한 비트코인 관리도구를
말한다.

나. 주소와 비밀키
비트코인의 거래를 위해서는 비트코인 주소(Bitcoin Address)와 비밀키(Private Key)
가 필요하다. 주소는 은행의 계좌번호와, 그리고 비밀키는 패스워드와 유사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비트코인 주소 및 비밀키 생성 원리는 다음과 같다. 우선 난수생성기를
이용하여 임의의 숫자를 산출한 다음 SHA256 해시함수를 이용하여 비밀키를 생성한
다. 비밀키를 다른 해시함수로 계산하여 공개키(Public Key)를 생성하고, 이를 다시
무결성 보장 장치가 내재된 Base58 Check 알고리즘으로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비트코
인 주소를 생성한다. 논리적으로 비트코인 주소는   개, 비밀키는 256bit로   개
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마치 공개키와 비밀키를 이용하는 전자서명과 유사한 원리라고 할
수 있으며, 비트코인 주소가 바로 전자서명의 공개키에 해당한다. 다만 비트코인에서
공개키가 아닌 별도의 비트코인 주소를 이용하는 이유는 표준화된 공개키 문자열이
55byte이므로 너무 길어 계좌번호처럼 거래목적으로 이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비트코인 주소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개키를 Base58 Check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160bit로 줄인 것이다. 아울러 Base58 Check 알고리즘을 통해 비트코
인 주소의 값을 산출하는 것이 주소를 식별하는데 혼동을 줄여주기 위한 장치라는
해석도 있다. 실제 위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비트코인 주소에 시각적 모호성이
발생할 수 있는 대문자 O, I, 소문자 l, 숫자 0이 등장하지 않게 된다.
비트코인 주소는 통상 26∼35자리, 비밀키는 52자리의 숫자와 영어 알파벳으로
구성된 문자열로 존재한다. 비트코인 주소는 첫 자리가 1 또는 3으로 시작하고, 비밀키
는 5로 시작한다. 2013년 Bitcoin QT Client 0.6 도입 이후에는 비밀키가 L 또는 K로
시작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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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 원리 및 절차
가. 거래 원리
비트코인은 전자서명과 유사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기반으로 지갑 소지자 간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48) 송신자의 지갑에서 수신
자의 주소와 송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전송하면 수신자에게 코인이 이전된다. 송신자
가 과거의 거래내역 해시값과 수신자의 공개키에 자신의 비밀키를 이용하여 전자서명
하면 코인의 소유권이 수신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49) 즉, 송신자(소지자2)는
이전까지 거래의 해시값과 수신자(소유자1)의 공개키인 비트코인 주소를 자신의 비밀
키로 전자서명하고, 수신자가 송신자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검증하면 수신자에게 코인
의 소유권이 이동하고, 거래는 종료된다.50)

[그림 2-3] 비트코인 거래원리 및 절차

나. 거래 검증절차
다만 이 거래에 관련된 정보는 단지 비트코인의 수신자와 송신자 사이에만 전송되
는 것이 아니고 전체 참여 노드로 전송되어 블록화 과정을 통해 검증되는 절차를
48) 김태오, 가상화폐의 이용현황과 시사점: Bitcoin과 Linden Dollar를 중심으로, 지급결제와 정보
기술 제53호, 2013, 45면.
49) Paul Vigna/Michael J. Casey(유현재/김지연 역),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 미래의창,
2017, 56면.
50) [그림 2-3]은 김태오, 가상화폐의 이용현황과 시사점: Bitcoin과 Linden Dollar를 중심으로, 지
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3호, 2013,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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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게 된다. 예컨대 이용자가 인터넷에서 비행기를 예약하고 비트코인을 지불한 경
우 해당 거래로 인하여 비트코인의 소유권은 예약자로부터 서비스 제공자에게로 넘어
가지만, 해당 거래가 발생했다는 정보는 참여한 전체 채굴자들에게 전송되는 것이다.
채굴자들은 해당거래를 비롯하여 아직 블록체인에 기록되지 않은 다수의 거래정보
를 모아 블록화 대상에 포함시킨 다음 블록화 권한을 획득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시스
템에서 제시하는 수학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이 문제는 블록에 더하여 특정한
공식에 따라 연산하여 특정한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미지의 숫자를 찾는 것이다. 가장
먼저 수학퍼즐을 맞춘 채굴자가 만든 블록 및 수학문제의 답을 전체 노드에 전파하여
다른 채굴자들이 블록과 답을 함께 연산하여 적합성을 검증하고 다수의 노드가 이를
정상거래라고 확정하면, 거래 검증절차가 완료되고 현재까지 만들어진 가장 긴 블록
체인에 새롭게 만들어진 블록을 연결함으로써 거래가 종료된다.51) 비트코인 시스템은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여 블록체인에 연결한 채굴자의 비트코인 주소에 블록보상과
거래 수수료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전송한다.52) 채굴과 블록에 관하여는 목차를 바
꿔 4. 이하에서 상술한다.
비트코인의 거래는 단일출력거래, 단일입출력거래, 다중입력거래, 다중출력거래
등 크게 4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단일출력거래는 채굴을 통해서 비트코인 시스템으
로부터 받는 것으로 입력주소는 없고, 출력주소만 있다. 단일입출력거래는 하나의
주소에서 하나의 주소로 송금되는 가장 일반적인 거래를 말한다. 다중입력거래는 다
수의 주소에서 1∼N개의 주소로 송금하는 경우를 말하고, 다중출력거래는 1∼N개의
주소에서 다수의 주소로 송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인 비트코인 송금 거래에서
다중입력거래와 다중출력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만약 거래내역
추적 과정에서 다중입출력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금세탁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51) Paul Vigna/Michael J. Casey(유현재/김지연 역),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 미래의창,
2017, 181면.
52) 전명산, 블록체인 거번먼트, 알마, 2017, 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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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굴과 블록화 방법
가. 채굴
2009년 1월 3일 처음으로 50BTC이 채굴되고, 이는 첫 번째 블록(블록#0)이 되어

블록체인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를 제네시스 블록(Genesis Block)이라고도 한다. 사토
시는 첫 번째 블록(블록#0)에서 170번째 블록(블록#169)까지는 하드코딩 방식으로
50BTC씩을 부여하였으며, 171번째 블록(블록#170)에서 할 핀니(Hal Finney)에게
10BTC를 전송하면서 첫 번째 거래가 기록되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채굴은 비트코인 시스템에서 거래를 기록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과정을 말한다.53) 채굴 과정을 통해 블록을 생산하고 이를 연결하여 블록체인을 형성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채굴 과정에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채굴자
에게 비트코인으로 보상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동시에 채굴자에게 부여되는 비
트코인 공급량이 적정하게 통제되어 인플레이션을 차단할 수 있도록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이 설계되었다.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3일부터 시작하여 2140년까지 총 약
2,100만개가 채굴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채굴자에게 주어지는 블록보상은
2009년 50BTC를 시작으로 4년마다 50%씩 반감하여 2012년 25BTC, 2016년 이후에는
12.5BTC가 지급되고 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채굴에 참여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을

예상하여 인센티브를 줄여 나가는 것이다. 아울러 더 많은 채굴자들이 참여할 경우
분산처리를 통한 연산능력이 높아져 채굴이 과도하게 빨리 진행되고 2140년 이전에
채굴이 끝날 수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별로 채굴량을 미리 설정하고 비트코인 코어
프로그램에서 수학퍼즐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전체 채굴량을 조절한다.54)
모든 채굴자의 채굴 파워(연산 능력), 현 시점 생성코인 등 과거의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블록에 대한 예상 생성시각을 고려해서 수학 퍼즐의 난이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채굴은 2주 동안 총 2,016회(24시간*6회*14일)가 일어나고, 1회당 평균 10분이
소요된다.

53) 이제영,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동향 및 시사점, 동향과 이슈 제34호, 2017, 5면.
54) Paul Vigna/Michael J. Casey(유현재/김지연 역),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 미래의창,
2017, 96면.

33

34

암호화폐(Cryptocurrency) 관련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

하나의 블록이 블록체인에 연결되면 채굴자들은 블록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거래
들을 모아 새로운 블록을 만들기 시작한다. 각 거래의 수수료를 보고 블록화 대상에
포함시킬 거래를 선정한 다음 수학퍼즐을 푸는 것이다. 수수료를 많이 지급하기로
한 거래가 우선 블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각 채굴자마다 블록화
대상에 포함하려고 시도하는 거래들이 서로 다르게 된다.

나. 채굴자 확정
만약 중앙시스템이 있다면 특정한 채굴자를 지정하여 그가 만든 블록을 체인에
연결하도록 지시하면 된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분산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를
지시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개발자인 사토시는 거래내역을
블록화 하는 채굴자를 선발하기 위해 수학문제를 풀어야 하는 로직을 개발하였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답을 찾아낸 채굴자에게 블록화 권한과 그 보상으로 비트코인
을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비트코인 시스템이 출제하는 수학문제는 이전
블록의 해시값과 당해 블록에 포함되어 봉인될 전체 거래내역에 임의의 값(Nonce)를
넣어서 다시 해시함수에 따라 해시값을 산출했을 때 그 해시값의 앞자리가 일정한
개수 이상으로 “0”이 나오는 임의의 값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해시함수의 특성으로 인하여 임의의 값은 산출되어야 하는 해시값을 역산하는
방법으로는 구할 수 없으며, 결과가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임의의 값을 대입하여
해시값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반복하여 연산해야 한다. 따라서 채굴 난이도를 낮추려면
해시값 앞자리의 “0”의 개수를 줄이는 문제가 출제되고, 난이도를 높여야 하면 “0”의
개수를 늘리는 문제가 출제된다. 많은 숫자의 “0”을 맞춰야 할수록 그만큼 해당하는 임의
의 값을 발견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채굴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표 2-4> 채굴난이도에 따른 해시값의 형태(예시)
채굴 난이도

해시값

낮춰야 할 때

00000000000012983836f41298379f9d61c9e6fd146f03bd9f04d2f5be3882a4

높여야 할 때

00000000000000000006f41298379f9d61c9e6fd146f03bd9f04d2f5be3882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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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채굴자보다 임의의 값 K(Nonce)를 빨리 찾기
위해 강력한 연산능력을 갖춘 컴퓨터가 필요하다. 초기에는 개인 컴퓨터도 가능했지
만 점차 개인은 확률적으로 어려워지고 개인의 연합체인 마이닝풀(Mining Pool)에
참여하여 자신이 기여한 컴퓨팅 파워의 비율만큼의 이익을 나누어 받는다. 최근에는
채굴을 위한 연산의 특성상 GPU가 CPU보다 채굴 성능이 약 800배 이상 빠르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GPU를 중심으로 채굴경쟁이 일어나고 있다.55)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블록체인의
작동 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목차를 바꿔 비트코인에서 블록체인의
작동 원리를 설명한다.

5. 블록체인
초기에 비트코인이 등장했을 때 일반인들은 가격에 관심을 갖는 반면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구동되는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졌다.56) 비트코인의 핵심기술은 P2P 방식
의 블록체인 기술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식의 블록보상 알고리즘이다.57)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거래내역을 암호화하여 해당 네트워크 구성원
간 공유하는 디지털 원장(ledger)이 된다.58) 상술한 바와 같이 블록보상은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채굴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블록체인이 정합성을 유지
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생성되게 하여 정당한 장부가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59)
개별 노드가 생성한 블록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유효한 것으로 승인되면 현재의
블록체인에 연결되며60) 이러한 방법으로 블록체인은 과거 기록에 대한 합법성을 부여
55) Paul Vigna/Michael J. Casey(유현재/김지연 역),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 미래의창, 2017,
193면.
56) 전명산, 블록체인 거번먼트, 알마, 2017, 182면.
57) Paul Vigna/Michael J. Casey(유현재/김지연 역),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 미래의창,
2017, 93면.
58) Buehler, K., et al. Beyond the Hype: Blockchains in Capital Markets. No. 12. McKinsey
Working Papers on Corporate & Investment Banking, 2015.
59) Paul Vigna/Michael J. Casey(유현재/김지연 역),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 미래의창, 2017,
173면.
60) Paul Vigna/Michael J. Casey(유현재/김지연 역),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 미래의창, 2017,
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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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시간 순서로 거래내역에 대한 기록과 일종의 영수증을 만들어서 모든 이용자의
잔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61) 이때 노드는 “채굴자”를 의미하며 일반적인 비트
코인 이용자 등은 노드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네트워크상의 문제로 인하여 비슷한
시간에 A와 B노드가 동시에 블록을 생성했다면 가장 먼저 전체 노드의 51%에 저장된
것이 진본으로 확정되고 51%에 이르지 못한 블록은 버려진다.62)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든 노드가 동일한 장부를 나눠가짐으로써 오로지 장부에 기록된 하나의 거래만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블록체인이 서로 경쟁적으로 블록을 생성하여 먼저 긴 블록
체인에 연결한 것만이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고 뒤늦게 이중 지불한 거래는 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폐기되는 것이다. 이처럼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탈중앙집
중적 방법으로 이중지불(Double Spending) 또는 장부조작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63)
블록체인이 암호화폐 역사에서 최고의 혁신으로 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인센티브를 얻기 위하여 채굴에 참여한 사람들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이기적
행동이 네트워크 전체의 안전성을 높이는 이타적 결과를 낳는 방식이다.64)
다만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 채굴에 참여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경우 채굴을 위한
전체 연산능력이 점점 강화되어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블록화가 과도하게 빨리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만들어진 블록이 전 지구적 네트워크로 전파되기도
전에 지구의 반대편에서 다른 블록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서로 다른
블록에 기반하여 연쇄적인 블록체인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다수가 지지하는
블록, 또는 경우에 따라 별도로 설정된 알고리즘(예컨대 연산 난이도 등)에 의하여
우월한 것으로 판단된 블록이 정당한 것으로 유지되고 나머지는 버려지겠지만, 이렇
게 버려지는 블록이 많을 경우에는 무의미한 연산력의 낭비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버려진 블록에 기록된 거래내역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취소되어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거래 매개수단으로서의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
61) Paul Vigna/Michael J. Casey(유현재/김지연 역),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 미래의창, 2017,
174면.
62) 전명산, 블록체인 거번먼트, 알마, 2017, 38면.
63) 김형중, [시론] 블록체인, 아직 시기상조다, 디지털타임스, 2017. 3. 1.,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30202103951607001(최종확인: 2018. 1. 9.).
64) Tapscott, Don/Tapscott Alex., Blockchain Revolution: How the technology behind Bitcoin
is changing money, business, and the world, Penguin, 2016. p. 37; Paul Vigna/Michael J.
Casey(유현재/김지연 역),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 미래의창, 2017,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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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블록체인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리고 비트코인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채굴 난이도는 참여하는 사람, 정확히는 채굴에 현재 이용되고 있는 연산력에
비례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 개발될 당시의 정보전송기술을 고려하여
비트코인은 블록화가 10분에 한 번씩 이루어지도록 자동으로 난이도가 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채굴 난이도가 현재 네트워크에서 이용되는 연산력에 비례하여 높아지도록
하면 악의를 가진 참여자의 블록 위조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블록체
인을 위조하려 한다면 즉, 아래 그림에서 Block 1의 내용을 위조하려면 Hash 1이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Block 2에서 Block N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변경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불록을 채굴하기 위해서 풀어야 하는 수학문제를 모두 풀어내
야 한다. 이것도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지기 전인 평균 10분 내에 신속하게 변경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설령 이를 모두
변경하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현재 참여하고 있는 채굴자의 과반수가 저장하고 있
는 블록체인을 모두 위조된 블록체인으로 변경해야만 한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의 위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65)

[그림 2-4] 블록체인 위변조 가능성 검토

다만 채굴자들은 2140년이 되면 더 이상 비트코인이 생성되지 않아 새로운 비트코
인으로 블록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트코인 시스템은

65) [그림 2-4]는 발행된 수표의 보관과 블록체인의 위조 방지,
http://d2.naver.com/helloworld/8237898(최종확인: 2018. 1.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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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모든 거래에 소액의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여 채굴자들이 블록보상뿐만 아니
라 블록 내 모든 거래의 총 수수료까지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2140년 이후에는
채굴자들은 블록보상은 없더라도 블록 내 모든 거래의 총 수수료는 받을 수 있어
채굴자들의 기여를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의 유지가 가능하다.

6. 하드포크
하드포크(Hardfork)란 암호화폐들이 자신의 기술정책에 따라 운영하다가 블록의
양, 채굴방식 등에 있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기존 정책에 반대하는 채굴자들이
블록체인의 특정 블록에서 가지치기를 하여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드는 과정을 말한
다. 예를 들어 현재 1,000번째 블록까지 쌓여 있는데 900번째 블록에서 하드포크가
일어난다면 기존의 블록체인은 그대로 유지되고, 900번부터 900-1, 900-2번 등과 같
이 곁가지로 새로운 블록들이 쌓이면서 새로운 코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66) 포크의
유형은 소프트포크(Soft-Fork)와 하드포크(Hard-Fork)로 나눌 수 있다. 소프트포크는
지금까지 진행된 블록체인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새롭
게 포크된 블록과 기존 블록이 여전히 이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다만 채굴 규칙 등이 변경되기 때문에 채굴자들은 소프트웨어의 업데
이트 등을 해야 한다. 반면 하드포크는 블록체인 기록방식 자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새롭게 분기된 블록체인은 기존의 블록체인과 별개의 것이 되며 따라서 상호 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 채굴자 및 사용자 모두 변경된 블록체인 규칙에 맞도록 소프트웨어
를 업데이트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접근이 불가능하다.67)

[그림 2-5] 암호화폐 하드포크(Hard Fork) 개요
66) 전명산, 블록체인 거번먼트, 알마, 2017, 284면.
67) [그림 2-5]의 출처: 거래소 코빗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orbitinc&logNo=220846062108 최종확인: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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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캐시(BCH)와 비트코인 골드(BTG)가 하드포크 되어
별도의 암호화폐로 자리잡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지금도 크고 작은 하드포크가 일어나
고 있다. 블록체인은 순차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기록으로 볼 수 있지만 거래가 불완전
하거나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명이 짧은 포크가 생기기도 하고, 고아(Orphan)가
된 블록도 만들어지기도 한다.68) 대표적인 하드포크 사례는 이더리움 재단의 The
DAO 사건이다. 2016년 이더리움의 분산자율조직(The DAO)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사

업을 위해 DAO Token을 판매하여 펀딩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해커의 공격으로
이더리움 펀딩 주소가 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69) 사용자들에게 거래 중지를
요구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프트포크를 시도하였으나 DDoS 공격 등 해커의
또 다른 공격이 예견되어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하드포크를 시도하여 블록체인을
분기하였다. 그런데 하드포크 과정에서 채굴자와 사용자 간의 의견이 충돌하여 새롭
게 구성된 블록체인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기존의 블록체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하드포크 후 운영하는 블록체인은 이더리움으
로 불리고, 기존의 블록체인은 이더리움 클랙식으로 명명되고 있다. 포크는 커뮤니티
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하드포크가 계속될 경우 암호화폐의 가치
를 급락시킬 수 있어 함부로 시도되지는 않는다.

제4절 한계와 전망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방식에 관하여, 특히 개발 당시의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현재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술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70) 첫째, 블록의 용량이
제한적이어서 일정 기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거래 건수가 많지 않다. 둘째, 송금버튼
을 누른 후 거래가 확정될 때까지 승인과정에 최소 약 10분이 소요된다. 실제로는
바로 다음 블록에 거래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2017년 12월 현재 거래가 승인되
68) Paul Vigna/Michael J. Casey(유현재/김지연 역),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 미래의창, 2017, 210면.
69) 전명산, 블록체인 거번먼트, 알마, 2017, 283면.
70) 김형중, [시론] 블록체인, 아직 시기상조다, 디지털타임스, 2017. 3. 1.,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30202103951607001(최종확인: 2018. 1.
9.)의 내용을 추가·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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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평균 43분이 걸리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원히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거래수수료가 납부될 때까지 기다리느라 지연되기도 한다. 그래서 마감시간에 임박하
여 송금하였으나 승인이 늦어져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나 연체료 등이 발생하
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셋째, 블록체인이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내역이
기록된 장부를 전체 참여자가 공유함에 따라 거래내역, 매출액 등이 모두에게 공개된
다. 이러한 특성은 불법자금 추적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넷째,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강력한 연산력을 가진 채굴자들이 합의한다면 특정 거래
를 부당하게 먼저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블록체인을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 계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길고 복잡한 주소를 잘못 입력하
는 경우 이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 여섯째, 블록체인이 분산형이 아니라 점차 중앙형으
로 변해가고 있어 더 이상 분산시스템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기업형 채굴자들이
등장하면서 컴퓨팅 비중이 한 곳에 과다하게 집중되는 등 블록체인을 조작할 위험성
이 커지고 있다. 일곱째, 블록체인 역사가 아직 10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기술적
보안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렵다. 특히 국제표준도 미비하여 각종 시스
템 환경에 잘 어울릴지 알 수가 없다. 여덟째, 블록체인의 특성상 자신의 거래와 무관
한 모든 블록체인까지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원 투입이 발생하여 비효율
적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지갑을 저장한 저장장치를 분실하면 자산이
영원히 소멸한다. 사전에 주소와 비밀키를 별도로 기록해 두지 않는다면 다른 예비적
방법이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다. 20세기
이후 국제사회는 독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스 등 수많은 나라에서 자국의 화폐가
치가 추락하는 경험을 하였다. 2008년 미국의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직후에 비트코
인이 등장했고, 2013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유럽의 재정위기가 발생했을 때
각각의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서 해당 국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구글
검색 빈도가 높아졌다.71) 이처럼 국가 보증에 기반을 둔 통화가 불안해질 때마다

71) 김태오, 가상화폐의 이용현황과 시사점: Bitcoin과 Linden Dollar를 중심으로, 지급결제와 정보
기술 제53호, 2013, 43-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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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는 조명을 받았다. 암호화폐는 정부나 은행이 아닌 P2P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
인에 의해 보증을 받는다. 중앙정부 개입 없이 국경을 가로질러 전 세계 누구와도
거래할 수 있고, 거래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발행 총량을 통제함으로써 나름의 인플레
이션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보스 포럼은 2016년에 2027년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에 보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72) 미국은 2017년 11월경 상품선

물거래위원회(CFTC)가 세계 최대 선물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시카고옵
션거래소(CBOE)에서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승인한데 이어 미국 3대 증권거래소인 나
스닥에서 2018년 2월부터 선물거래를 출시한다고 발표하였다.73) 이로 인하여 비트코
인 가격이 2017년 12월 8일에 23,900,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암호화폐가 혁신의 현장으로 주목받으면서 많은 개발자들이 뛰어들고
있다. 2017년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50년을 맞아 지능형 정부를 이끌
어갈 10대 기술 트렌드 중 하나로 블록체인을 선정했다.74) 빗썸 거래소는 2017년
6월 28일 암호화폐 거래량 22만7천644건(7,100억원 상당)을 기록하며 전 세계 거래소

의 거래량 중 1위를 차지했고,75) 8월 19일에는 하루 거래량이 2조6천18억원으로 코스
닥의 하루 거래대금인 2조4천300억원(18일 장 마감 기준)보다 많았다.76)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발을 맞추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시장과 기술이 계속하여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까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가격변동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마약거래와 자금세탁
에 활용되고,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는가 하면 암호화폐 발행자금 조달(Initial Coin
Offering, ICO)을 미끼로 유사수신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 등 암호화폐와 관련된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범죄의 실태 및 현재의 법적 대응의 한계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형사)정책적 대응의 기본 방향에 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72) 전명산, 블록체인 거번먼트, 알마, 2017, 31면.
73) 코인원 위클리클립, 미국 CFTC 비트코인 선물 거래 최종 승인, 나스닥도 내년 2분기 출시 계획,
https://coinone.co.kr/talk/coinclip/290/(최종확인: 2018. 1. 9.).
74)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첨단기술 융합으로 더욱 똑똑해진다, 2017. 1. 12.자 보도자료.
75) 뉴스와이어, 빗썸,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중 거래량 1위 기록, 2017. 6. 28.,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52219(최종확인: 2018. 1. 9.).
76) 머니투데이, 비트코인, 코스닥 거래대금 넘어서고 여의도엔 객장까지, 2017. 9. 13.,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91313402375291(최종확인: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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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암호화폐 관련 범죄의 유형
1. 개관
비트코인이 2009년부터 채굴을 시작하고, 곧이어 2010년 일본 도쿄에 마운트곡스
(Mt.Gox)라는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가 설립되면서 암호화폐가 거래되기 시작

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가 현실의 통화로 환전될 수 있음이 분명하게 되자, 암호화폐
의 익명성은 바로 범죄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이미 2011년 경 토르(Tor)에 만들어
진 다크웹(Darkweb)인 “실크로드(Silk Road)”에서 마약(엑스터시 등), 위조여권, 청부해
킹 등이 비트코인을 매개로 거래되기 시작하였다.77) 2013년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실크로드 운영자를 검거하고, 약 173,991BTC(당시 기준 3,360만 달러)를 압수하였
고,78) 동시에 자금세탁, 비인가 자금이체, 자금세탁방지기구(FinCEN)에 대한 혐의거래
사실 미보고 등의 혐의로 거래소 중 하나인 비트인스턴트(BitInstant)의 최고경영자를
검거하였다.79) 2013년에는 비트코인 채굴과 클릭사기(Click Fraud)를 목적으로 한 제
로엑세스(ZeroAccess) 봇넷이 전 세계적으로 200만대 이상의 컴퓨터를 감염80)시키는
77) Ron, Dorit/Shamir, Adi., How did dread pirate roberts acquire and protect his bitcoin
weal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al Cryptography and Data Security,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14, pp. 1-2.
78) U.S. Attorney’s Offic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Manhattan U.S. Attorney Announces
The Indictment Of Ross Ulbricht, The Creator And Owner Of The “Silk Road” Website,
2015. 5. 18., https://www.justice.gov/usao-sdny/pr/manhattan-us-attorney-announces-indictment
–ross-ulbricht-creator-and-owner-silk-road(최종확인: 2018. 1. 9.).
79) U.S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HSI)에서 법원에 신청하여 발부받은 압수영장 참조. 원문은
http://cdn.arstechnica.net/wp-content/uploads/2013/05/Mt-Gox-Dwolla-Warrant-5-14-13.
pdf(최종확인: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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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비트코인과 관련된 범죄는 계속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거대 거래소가 등장되면서 해커들의 공격이 거래소를 향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
상술한 마운트곡스(Mt.Gox)가 해킹을 당해 파산하였고, 용의자는 2017년에야 검거되
었다.81) 이어 비트스탬프(Bitstamp), 비트파이넥스(Bitfinex), 크립트시(Cryptsy), 쉐이
프시프트(Shapeshift), 게이트코인(Gatecoin)을 비롯하여 다수의 거래소가 잇따라 해킹
을 당한 바 있다. 2016년에는 해킹그룹인 “DD4BC”가 전 세계 약 35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을 한 다음 공격 중지를 조건으로 1∼100BTC를 요구82)하는
등 암호화폐가 범죄자들의 수익을 현실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폰지사기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마
약·총기거래, 도박사이트 등에서 신용카드 거래나 무통장입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요
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성인들의 일탈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덜트프렌드파인
더(AdultfriendFinder)나 에슐리 매디슨(Ashley Madison) 등의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내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이를 이용하여 협박해 비트코인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
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영진이 납치당했다가 1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풀려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크립토락커(CryptoLocker),
테슬라크립토(TeslaCrypto), 워너크라이(WannaCry) 등 랜섬웨어가 비트코인과 결합하
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무차별적으로 잠재적인 범행대상이 되었다. 더
나아가 ISIS 등의 테러단체가 테러자금 조달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모금하기도 하는
등 암호화폐의 익명성은 범죄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스마트폰에 있는 개인지갑이 해킹을 당해 비트코인이 인출
된 사건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최초의 범죄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후 도박사이트에서

80) Operation: Disruption of the ZeroAccess botnet, https://www.unodc.org/cld/case-law-doc/
cybercrimecrimetype/xxx/2013/operation_disruption_of_the_zeroaccess_botnet.html?lng=e
n(최종확인: 2018. 1. 9.).
81) Wired, Mt. Gox Bitcoin criminal charges, the official statement, 2017. 7. 27.,
https://www.wired.com/beyond-the-beyond/2017/07/mt-gox-bitcoin-criminal-charges-offi
cial-statement/(최종확인: 2018. 1. 9.).
82) Europol, International Action Against DD4BC Cybercriminal Group, 2016. 1. 12.,
https://www.europol.europa.eu/newsroom/news/international-action-against-dd4bc-cyberc
riminal-group(최종확인: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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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활용하고,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구매하여 현금
을 인출한 청소년들이 검거되기도 하였다. 2016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다크웹에서 마약 등을 거래한 매수자들이 다수 검거되기 시작하였으며, 아
울러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비트코인으로 광고료를 지불한 사례도
발생하였다. 특히 북한이 인터파크를 해킹한 후 개인정보를 유포하지 않는다는 조건
으로 약 3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한 바 있으며, 해당 사건을 통하여 통해 북한이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2017년 4월에는
야피존 거래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킹을 당해 약 55억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는
데, 이후 유빗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영업을 계속하던 중 12월에 또다시 해킹을 당해
현재 파산신청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전국민
적인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복잡한 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가 쉽지 않다
는 점을 악용한 범죄자들에 의하여 암호화폐발행자금조달(Initial Coin Offering, ICO)
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행위와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 암호화폐 관련 범죄의 개념 및 유형화
암호화폐가 2010년 이후 범죄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그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는 찾기 어려우며, 따라서
관련 범죄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범죄를 유형화하기 위한 이론적·실
무적 연구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관련하여 UNODC가 2014년에 발간한 ｢Basic
Manual on the Detection And Investigation of the Laundering of Crime Proceeds
Using Virtual Currencies｣에서도 자금세탁 등에 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뿐

관련범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거나 이를 범죄 유형화하기 위한 시도는 찾을 수 없다.83)
따라서 본 보고서의 연구진은 인터넷 검색, 다수의 언론보도, 경찰의 수사자료 등을
통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범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로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암호화폐 및 그 운용 시스템84)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암호화폐 침해범죄”와
83) UNODC, Basic Manual on the Detection And Investigation of the Laundering of Crime
Proceeds Using Virtual Currencies, 2014, pp. 76-136.
84) 암호화폐 “시스템”은 네트워크, 프로토콜, 시스템, 소프트웨어, 통신방식, 암호·해시함수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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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범죄의 수단으로 삼는 “암호화폐 이용범죄”로 크게 분류하고자 한다.
우선 이와 같은 분류에 따른 우선 개념 정의 및 유형화는 사이버범죄를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불법콘텐츠범죄로 유형화하는 데에서 착안하였다.85)
암호화폐 침해범죄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침해범죄와 유사하
고, 암호화폐 이용범죄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정보통신망이용범죄와 맥락
을 같이 한다. 다만 현행법상 암호화폐는 존재 그 자체가 불법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콘텐츠범죄와 관련된 유형은 별도로 분류하지 않았다. 암호화폐 범죄 역시 시스템
과 네트워크를 근간으로 하는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데에 논란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시스템을 대상으로 삼는 암호화폐 침해범
죄는 대체로 해킹이나 악성코드 범죄로 분류할 수 있다.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해킹하거나
취약점을 공격하여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등 암호화폐 및 관련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암호화폐 이용범죄는 암호화폐를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로 마약·총기 등 금제품 거래, 랜섬웨어, 불법콘텐츠의 이용, 유사수신 및 사기,
자금세탁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자본시장법’등에 비추어 불법이 확인되는 시세조종범죄 등을 포함하고자 한다.

<표 3-1> 암호화폐 범죄 분류체계
구 분
암호화폐
침해범죄

유 형
해킹범죄
악성코드 유포범죄
마약·총기거래 범죄
랜섬웨어 범죄
불법콘텐츠 범죄

암호화폐
이용범죄

유사수신 및 사기범죄
자금세탁 범죄
시세조종 범죄
기타

개 념
거래소, 개인지갑 등을 해킹하여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행위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암호화폐를 탈취하거나
타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채굴하는 행위
마약·총기 등 금제품 거래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행위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감염자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암호화한 후 공갈하여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행위
암호화폐를 대가로 도박·음란물 등 불법콘텐츠 서비스를
운용하거나 불법콘텐츠를 이용하는 행위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하여 유사수신을 하거나
투자사기를 하는 행위
범죄수익 등 자금세탁이나 불법환전을 위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행위
암호화폐의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암호화폐의 시세를 임의적으로 조종하는 행위
기타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범죄행위

85)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http://cyberbureau.police.go.kr/index.do)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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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암호화폐 침해범죄
1. 해킹범죄
가. 거래소 해킹
거래소에 상장되는 암호화폐가 증가하고, 암호화폐 이용자들이 거래소 지갑을 일반적
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거래소가 보유하는 암호화폐가 해킹범죄의 주요한 타겟이
되고 있다. 사토시는 본래 비트코인을 분산시스템으로 설계하였으나 거래소라는 시스
템이 등장하면서 다시 중앙집중적 관리체계로 진화(또는 변질)되었고, 결국 거래소에
존재하는 수많은 지갑들이 취약점이 되어 범죄자들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영업하고 있는 거래소는 약
24개에 이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거래소가 등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신고 없이 암호화폐를 환전해주는 영업장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86)
거래소의 해킹피해 사례는, 국제적으로는 2014년 일본 소재 마운틴곡스(Mt.Gox)를
시작으로 비트스탬프(Bitstamp), 비트피넥스(Bitfinex), 크립티시(Cryptsy), 쉐이프시프
트(Shapeshift), 게이트코인(Gatecoin) 등의 경우가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도 2017년
에 야피존, 코인이즈, 빗썸에 이어 유빗이 해커들에게 공격당한 바 있다.

<표 3-2>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피해 현황
연번

연도

국가

회사명

피해금

특이사항

1

2014

일본

마운트곡스

744,408BTC

전 세계 최초 피해사례

2

2015

슬로베니아

비트스탬프

19,000BTC

3

2016

홍콩

비트피넥스

119,756BTC

4

2016

미국

크립티시

13,000BTC

6

2017

한국

야피존

3,816BTC

7

2017

한국

코인이즈

21억원

8

2017

한국

빗썸

31억원 보상

개인정보 36,487건 유출

9

2017

한국

유빗

약 170억

야피존에서 상호변경

86) 경찰청 내부자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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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주요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비트스템프는 슬로베니아에
본사를 둔 거래소로 2015년 1월 해킹 공격으로 1만9,000BTC(당시 약 55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87) 사건 발생 직후 고객 비트코인은 “콜드 월렛(Cold Wallet)” 또는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라는 저장소88)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

다 발표하였지만 추후에 시스템이 해킹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비트스탬프 해킹 사
건 이후 일부 암호화폐 전문가는 비트코인 주소생성을 위한 난수 발생 원리를 공격한
해킹 사건이며 비트코인에 내제된 취약점이 있다고 주장89)하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해킹 수법은 확인된 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야피존 거래소가 2017년 해킹을 당해 총 3,831BTC(당시 약 55억
원 상당)가 인출된 바 있다.90) 인터넷망에 연결된 핫 월렛(Hot Wallet) 4개가 탈취당한
것으로 피해규모는 회사의 암호화폐 자산 중 약 37%에 해당하였다. 거래소는 모든
고객의 자산을 일괄적으로 37%씩 감액하여 피해를 공동 부담시켰고, 손실에 대해서는
야피존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인 ‘Fei’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하여
거래소의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 논의가 처음으로 촉발되었다. 야피존은 유빗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영업을 재개하였으나 2017년 12월 19일 또 다시 해킹을 당하여 전체
자산의 약 17%(약 170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코인 손실이 발생하였고 결국 거래중단,
입출금 정지조치를 하고, 파산 절차를 앞두고 있다. 경찰도 피해규모를 고려하여 신속
하게 유빗에 대한 해킹 피해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형 거래소인 빗썸도 2017년에 북한 소재로 추정되는 해커에 의해 고객정보 총
36,487건이 유출되는 해킹공격을 받았다.91) 범죄자들은 수시채용 방식으로 직원을
87) CNN, Hackers steal $5 million in attack on European bitcoin exchange, 2015. 1. 6.,
http://money.cnn.com/2015/01/06/technology/security/bitcoin-bitstamp-hacked/index.html
(최종확인: 2018. 1. 9.).
88) 코인지갑은 핫 월렛(Hot Wallet)과 같이 인터넷에 연결된 지갑과 인터넷과 단절된 즉 폐쇄망에
연결된 콜드 월렛(Cold-Wallet) 또는 안전지갑으로 나뉜다.
89) 암호화폐 전문가인 도기코인(dogecoin) 개발자 잭슨 팔머는 과거 블록체인닷인포(blockchain.
info)에서 800비트코인을 빼돌렸다 돌려준 해커가 사용했던 공격기법으로 해킹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90) 보안뉴스, 한국 비트코인 거래소 ‘야피존’ 해킹!...55억 규모 탈취, 2017. 4. 26.,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4483(최종확인: 2018. 1. 9.).
91) 동아일보, [단독]‘빗썸’ 3만명 고객정보 해킹은 北소행, 2017. 10. 16.,
http://news.donga.com/3/all/20171016/86762345/1(최종확인: 2018. 1. 9.);
뉴스원, 비트코인거래소 '빗썸' 해킹으로 고객돈 무더기 인출, 2017.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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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는다는 점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첨부한 입사지원서를 빗썸 직원의 이메일로 보내
감염시킨 후 사용자 계정 정보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범죄자는 약 3,434개 IP에서
약 2백만 번의 사전 대입공격(Dictionary attack)92)을 수행하여 총 4,981개의 탈취된
사용자 계정 중 총 266개 계정에서 로그인에 성공하여 암호화폐를 출금하였다.93)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결과94) 빗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 및 탐지시
스템 설치 및 운영에 소홀한 점,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개인용PC에
저장한 점, 백신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을 파기하고, USB 또는 파일서버를 통해 개인정보파일을 전달한
기록 등을 남기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빗썸에 대해 과징금
4,350만원, 과태료 1,500만원, 책임자 징계권고,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에 관한 행정처분을 의결하였다.

나. 개인 지갑계정 해킹
지갑계정 해킹은 범죄자가 지갑이 설치된 개인의 컴퓨터·스마트폰 등을 해킹하거
나 사회공학적(Social Engineering) 방법 등으로 침입하여 개인지갑이나 거래소의 접속
계정(ID)과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사이버범죄
에서 말하는 계정도용(ID Theft)과 유사한 범죄다. 최근에는 정보보안 정책이 강화되어
계정과 비밀번호 탈취 외에 이체비밀번호, SMS, OTP 등 다양한 인증수단까지 우회해
야 범행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개인지갑은 거래소 지갑과는 달리 각각의 개발자들
이 개별적·독립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구매나 환전 서비스 기능이
없으며, 이용자가 스스로 비밀키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거래소 지갑은
개인이 접속계정(ID)과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거래소가 비밀키를 관리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
http://news1.kr/articles/?3036861(최종확인: 2018. 1. 9.).
92) 암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암호 목록(사전)의 암호들을 암호 입력란에 순차적
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
93) 방송통신위원회,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빗썸> 개인정보 유출사고, 과징금 4,350만원, 과태료
1,500만원, 시정명령 처분, 2017. 12. 12.자 보도자료 참조.
94) 방송통신위원회,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빗썸> 개인정보 유출사고, 과징금 4,350만원, 과태료
1,500만원, 시정명령 처분, 2017. 12. 12.자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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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비트코어 거래소의 고객 스마트폰에서 비트코인이 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

다.95) 당시 비트코인 거래를 위해서는 별도로 휴대폰 인증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피해
자 휴대폰에 인증번호가 전송되지 않았음에도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경찰에서 수사
에 착수하였으나 용의자는 검거하지 못했다. 2016년 5월 12일에는 이더리움 지갑의
취약점을 공격한 해커에 의하여 한국인의 이더리움 지갑에서 7,218개의 이더리움(당
시 기준 약 1억원)이 해킹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96) 이더리움 개발진은 소프트포크를
통해 취약점에 대한 긴급 패치를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이더리움 재단이 2016년
분산자율조직(The DAO)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펀딩을 받았
던 지갑 역시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으로 인하여 금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97) 클라우드 펀딩용 이더리움 지갑의 환불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 약 243만 이더
(당시 약 750억 원)가 해커의 계정으로 반복적으로 환불되는 방식으로 인출되는 사건

이 발생한 것이다.98) 이 사건은 결국 이더리움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하드포크되는
원인이 되었다.

다. 시사점
개인지갑의 접속계정과 비밀번호가 유출될 경우에는 그 피해가 원칙적으로는 개인
에게 한정되지만, 만약 암호화폐의 프로토콜과 소프트웨어에 자체 취약점이 발견되어
공격당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 개발자들이
프로토콜이나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사전에 탐지하는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에 이더리움 모바일 지갑 회사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버그바운티 상금으로 100만
달러를 제시하기도 하였다.99)

95) 코리아헤럴드, 국내 첫 비트코인 해킹 사례 발생, 2014. 12. 8.,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41208001040(최종확인: 2018. 1. 9.).
96) 허핑턴포스트, 미래 IT 기술의 기반, 블록체인, 2017. 7. 1.,
http://www.huffingtonpost.kr/pakghun/story_b_10727922.html(최종확인: 2018. 1. 9.).
97) 전명산, 블록체인 거번먼트, 알마, 2017, 282면.
98) 허핑턴포스트, 미래 IT 기술의 기반, 블록체인, 2017. 7. 1.,
http://www.huffingtonpost.kr/pakghun/story_b_10727922.html(최종확인: 2018. 1. 9.).
99) Blockchain News, “버그 신고하면 100만달러 준다”...이더리움 지갑업체의 자신감, 2017. 11.
3., http://blockchainnews.co.kr/news/view.php?idx=189(최종확인: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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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거래소는 향후에도 계속하여 해킹공격의 표적이 될 것이다. 수많은 코인이
상장되고, 다수의 지갑이 저장되어 자금이 몰리면서 당연히 금전적 이익을 노리는
해커들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거래소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거래량
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협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래소에 대한 법적 규율 및 민형사상 책임 부과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현행법상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변조·훼
손될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처
리자)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 더 나아가 일본에
서 마운트곡스의 파산 이후 이용자 보호가 현안으로 떠올랐듯이100) 우리나라도 이용
자 보호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악성코드 유포범죄
범죄자들은 암호화폐 시스템이나 이용자의 컴퓨터를 대상으로 악성코드를 유포하
여 지갑 관련 정보를 탈취하거나 타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굴하고 전기료를 전가
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범죄는 주로 스피어피싱(Spear-Phishing)101)의 방식으로 이루
어지는데, 암호화폐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인 ICO, 채굴기 판매,
시세홍보 등의 제목의 이메일에 악성코드를 첨부하여 이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2011∼2013년 간 제로액세스(ZeroAccess Botnet) 봇넷을 이용하여 약 200만대 이상

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타인의 컴퓨터를 채굴에 이용한 사건이 발생했다.102) 악성코드
를 유포하여 타인의 컴퓨터를 자신의 채굴을 위해 활용한 것이다. 2016년에도 모네로
코인(Monero Coin)을 채굴할 수 있는 악성코드 “photo.scr”가 유포되었다.103) 이러한
악성코드는 감염이 되면 채굴을 실행함과 동시에 다시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자동으로
100) 맹수석, 블록체인방식의 가상화폐의 합리적 규제 방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
35권 제4호, 2017, 146면.
101) 일반적인 피싱은 보통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속임수 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스피어피싱은 수신자를 타겟팅하여 수신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낸다는 차이가 있다.
102) Wyke, James., The zeroaccess botnet: Mining and fraud for massive financial gain, Sophos
Technical Paper, 2012, pp. 44-49.
103) 잉카인터넷, [악성코드 분석]사용자 자원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가상 화폐 채굴 악성코드,
2016. 8. 19., http://erteam.nprotect.com/547(최종확인: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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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3의 좀비컴퓨터를 만들어 내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악성코드에 감염된
이른바 좀비컴퓨터는 이용자가 모르게 채굴작업에 동원되고, 채굴된 암호화폐는 해커
의 지갑으로 자동적으로 전송된다. 이와 달리 웹사이트에 방문만 해도 방문자의 컴퓨
터가 채굴에 동원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특정 사이트 접속자 5억명의
컴퓨터가 채굴에 동원되기도 하였다.104) 스크립트 로딩 방식으로 웹사이트 방문자가
그들의 웹 브라우저로 특정 페이지를 로딩만 하더라도 해커의 채굴을 돕게 되는
것이다.105)
2016년경 부터는 북한에 의해서 비트코인을 탈취하기 위한 악성코드가 본격적으로

유포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김정은 악성코드106)가 유포되어 메모리 해킹107)을 통해
비트코인을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108) 해당 악성코드는 드라이브 바이 다운
로드(Drive-by-Download)109) 방식으로 감염되어 비트코인 지갑에 담긴 파일을 탈취하
였으며, 또한 이용자가 암호화폐를 전송하려 할 때 해커가 미리 준비한 정보를 사용자
의 클립보드에 강제로 입력하여 해커의 주소나 제3의 주소로 전송되게 하기도 하였다.
해당 악성코드를 분석하여 제작자의 비트코인 지갑의 거래내역을 추적한 결과 약
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탈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110)
2017년 7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에는 거래소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탈취를 목적으

로 하는 북한의 스피어피싱 공격이 있었다.111) 거래소 직원 등 25명에게 금융·국가기
104) ZDNet, 500 million PCs are being used for stealth cryptocurrency mining online, 2017.
10. 13., http://www.zdnet.com/article/500-million-pcs-are-being-used-for-stealth-cryptocurrency
–mining-online/(최종확인: 2018. 1. 9.).
105) CoinHive나 JSEcoin 같은 곳에서 웹사이트 방문자 자원을 암호화폐 채굴에 동원하는 스크립
트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106) 이 악성코드에서는 북한 김정은의 러시아식 영문 표기법인 ‘KimChenIn’이라는 문자열이 발견
되었다.
107) 메모리해킹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컴퓨터 메모리에 있는 금융거래정보의 데이터를 위·
변조하는 수법으로 메모리에 있는 전송계좌의 비밀번호를 탈취하거나 수취계좌 또는 수취계
좌의 송금액을 변작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근/임석순/강상욱/김기범, 신종금
융사기범죄의 실태 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110면 참조.
108) 하우리 보안이슈분석, 비트코인 지갑 정보를 탈취하는 김정은 악성코드, 2016. 2. 17.,
https://www.hauri.co.kr/security/issue_view.html?intSeq=277&page=6&article_num=218
(최종확인: 2018. 1. 9.) 참조.
109) 웹브라우저의 보안취약점을 이용하여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접속자 모르게 접속자
의 컴퓨터에 악성코드가 다운로드되어 설치되는 공격방법이다.
110) 연합뉴스, ‘비트코인 지갑 주소 바꿔치기로 1억 탈취’악성코드주의보, 2017. 7. 2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6/0200000000AKR20170726065400017.HTML
(최종확인: 2018. 1.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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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등을 사칭한 악성코드가 첨부된 이메일이 10여회 발송되었는데, 경유서버나 명령
제어서버(C&C Server)에서 발견된 악성코드를 분석한 결과 과거 북한이 한국수력원자
력 해킹사건(2014년)과 청와대 사칭 전자우편 발송사건(2016년)에서 사용하였던 IP와
동일한 대역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12) 이 외에도 북한의 해커그룹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른바 ‘템프허밋(TEMP.Hermit)’113)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시기 및 거래소 직원의 흥미를 유발하는 ‘세무조사준비서류’,
‘법인(개인)혐의거래보고내역’, ‘납세담보변경요구서’, ‘국내가상화폐의유형별현황및

향후전망’ 등의 제목을 이용한 문서에 악성코드를 심어 유포한 바 있다.114) 이처럼
북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스피어피싱 공격은 더욱 지능화되면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아직 북한이 보유 중인 암호화폐의 종류와 자산, 북한 내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
채굴 현황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지만 북한 방문 관광객이 자신의 레딧
(reddit)115)에 비트코인을 사용했다는 글을 게시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암호

화폐가 이미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116) 북한 평양에도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 업소가 2017년 10월 24일 기준으로 5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7)
살펴보면 악성코드는 정보통신망 침해, 장애유발, 정보의 삭제·변경 등 모든 형태의
범죄에서 기초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특히 암호화폐와 관련될 경우 그 위험
111) 경찰청, 비트코인 거래소 상대 악성메일 유포, 북 소행 확인, 2017. 9. 27.,
https://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Id=B0000011&nttId=19696&menuNo=200
067(최종확인: 2018. 1. 9.).
112) 경찰청, 비트코인 거래소 상대 악성메일 유포, 북 소행 확인, 2017. 9. 27.,
https://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Id=B0000011&nttId=19696&menuNo=200
067(최종확인: 2018. 1. 9.).
113) ‘템프허밋(TEMP.Hermit)’은 2014년 소니픽쳐스 해킹 사건,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등의 주범으로 지목된 북한 해커그룹을 말한다.
114) IT Daily, 가상화폐 서비스 대상 북한 사이버 공격 포착, 2017. 9. 13.,
http://news878.ndsof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930(최종확인: 2019. 1. 9.).
115) 미국 어드밴스 퍼블리케이션에서 운영 중인 소셜 뉴스 웹사이트이다. 자신이 쓴 글을 등록하
고 다른 사용자들의 투표에 의해 높은 점수를 얻게 되면 주제별 섹션이나 메인페이지에 올라
가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116) The Next Web, North Korea may have seen its very first Bitcoin transaction this month,
2014. 1. 21, https://thenextweb.com/asia/2014/01/21/north-korea-may-just-seen-firstbitcoin –transaction-month/(최종확인: 2018. 1. 9.).
117) 비트코인 이용이 가능한 상점 정보를 제공하는 coinmap.org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10,220의 업소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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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욱 가중된다. 북한을 비롯한 해커들은 스피어피싱을 통해 유포된 악성코드를
이용한 암호화폐 탈취 행위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채굴 목적의 악성코드는 당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여전히 계속 발생
하고 있다. 채굴자들이 연산 작용에 특화된 GPU나 특정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ASCI을
이용하여 채굴하기 때문에 악성코드로 개인 컴퓨터를 감염시켜 채굴하는 것은 일반적
으로 큰 수익을 가져다주기 어렵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시장 거래가격이 계속 상승하
면서 채굴용 악성코드 범죄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3절 암호화폐 이용범죄
1. 마약 · 총기거래 범죄
암호화폐의 익명성과 초국가성으로 인하여, 암호화폐는 마약, 총기, 폭발물, 야생동
물, 아동음란물을, 악성코드, 해킹청부 등에 대한 불법적인 거래에 있어서 결제 수단으
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른바 다크웹에서 금제품을 거래할 때 과거에 신용카
드를 사용하였지만 이제는 암호화폐를 병행하여 사용한다. 우리나라도 최근 마약거래
에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2016년에는 처음으로 다크웹인
‘하이코리아’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용의자를 검거하기도 하였다. 과거 적발된 바 있는

초국가적 다크웹인 실크로드에서는 암호화폐 중에서 비트코인만 거래 수단으로 활용
되었지만, 2017년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이 검거한 세계 최대의 다크웹 알파베이
(Alpha Bay) 검거사건에서는 이더리움과 모네로까지 활용된 것이 확인되면서 암호화

폐의 거래량뿐만 아니라 종류까지 확대되고 있다.118)
우리나라의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2월 딥웹에서 대량의 대마초를 국내에
반입하여 비트코인을 받고 유통한 판매자 4명이 구속·입건되고 이를 구매한 66명이
경찰에 검거되었다.119) 판매자는 딥웹에서 구매한 대마를 구글이나 유튜브 등에 판매
118) U.S. Department of Justice, AlphaBay, the Largest Online 'Dark Market,' Shut Down, 2017.
7. 20., https://www.justice.gov/opa/pr/alphabay-largest-online-dark-market-shut-down
(최종확인: 2018. 1. 9.).
119) 경향신문, 비트코인 이용 대마 판매·매수사범 70명 검거, 2017.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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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구매자에게 자신의 비트코인 주소를 알려주는 방식
으로 거래를 하였다. 판매자들은 대마구매, 판매광고, 배달 등으로 역할을 구분하고,
결제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
션, 그리고 대포폰을 이용하여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그림 3-1] 다크웹 하이코리아 내 비트코인을 이용한 마약거래 실태

이 외에도 2017년에는 하이코리아(High Korea) 마켓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마약
을 거래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하였다.120) 미국 LA 한인 갱단 조직원이 국내로 입국하
여 마약판매 국내총책을 포섭한 다음 2016년 7월에서 2017년 2월까지 필로폰 등을
국제우편 등으로 밀반입하여 매수자 55명에게 판매한 것이다. 범죄자들은 국제우편
등을 이용하여 대마 10kg, 필로폰 350g, 엑스터시 80g을 국내로 반입하였고, 하이코리
아(High Korea) 등에 광고 글을 게시하고, 암호 알고리즘(GPG)을 이용하여 구매자와
댓글로 통신하면서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아 속칭 “던지기”수법121)으로 마약을 전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241346001(최종확인:
2018. 1. 9.).
120) [그림 3-1] 출처: 서울경찰청 내부자료(2017).
121) 공급책들이 임의의 장소에 투척한 다음 해당 장소를 수요자에게 알려주는 마약거래 방식을
말한다. 수요자와 상면할 경우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수사관들이 수요자로 위장하는 경
우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만남 없이 거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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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경찰은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주소 4개를 확보한 뒤 암호화폐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거래내역을 분석하였고,122)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마약 구매자
인 송금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검거하였다. 이후 경찰은 범죄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38BTC(당시 약 6천만원 상당)에 대해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
법(제34조 제1항)상 몰수대상재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기소 전 몰수보존조치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림 3-2] 암호화폐 분석도구(Chainalysis.com)를 이용한 거래내역 분석방법

이와 관련하여, 적발된 가장 큰 사례으로는 실크로드(Silk Road)와 알파베이(Alpha
Bay) 마켓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는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마약,

총기 등 금제품을 거래한 다크웹 실크로드와 알파베이를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하였
다. 실크로드 사건 당시 미국 남부지검의 기소장123)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의 사용실태
를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다.
2011년 1월 경 온라인상의 아이디 “Dread Pirate Roberts,” 또는 “DPR” 또는 “Silk
Road”로 알려진 Ross William Ulbricht는 불법 마약 및 기타 불법 물품과 서비스를

122) [그림 3-2] 출처: 서울경찰청 내부자료(2017).
123) United States of America v. Ross William Urbricht,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Criminal No. 14 Cr. 68(K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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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기관의 감시를 피해 익명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지하 웹사이트인 “Silk Road”를 개발하였다. 2011년 1월부터 법집행기관에 의해서
폐쇄조치가 된 2013년 10월 경까지 Ross William Ulbricht는 Silk Road를 소유하고
운영하였다. 그 기간 동안 Silk Road는 인터넷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광범위한 범죄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Ross William Ulbricht는 Silk Road를 통해 마약 중개상들이
Silk Road를 통해서 마약을 거래할 수 있도록 조장하였다. 그 웹사이트는 수천 명의

마약 중개인 및 다른 불법 물품 판매자들에 의해서 사용되면서 수 백 킬로그램의 불법
마약 및 다른 불법 판매 물품과 서비스들이 전 세계의 수십만 구매자들에게 제공되었
고, 이러한 불법 거래로 얻은 수억 달러가 돈세탁이 되었다. Ross William Ulbricht에
의해서 판매되고 판매를 위해서 소유된 규제물품들 또한 1키로 이상의 헤로인 혼합물
질, 5키로 이상의 코카인 혼합물질, 10그램 이상의 LSD 혼합물질, 500그램 이상의
메스암페타민 등 혼합물질 등이 있었다.

특히 항소심 판결문에는 해당 사례의 범죄방식이 보다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124)
Silk Road는 매우 추적이 어려운 Tor 브라우져를 사용하였고, 사용자들이 서로 간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개인 메시지 시스템과 Silk Road 관련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공 포럼, 그리고 사이트 사용 관련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백과사전과 같은 “wiki”를
구축하였다. 특히 Silk Road에서의 모든 거래는 오로지 익명성이 보장되나 추적이
가능한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에 의해서만 이뤄졌다. 예를 들어, Silk Road 수사를
위해서 투입되었으나 후에 정부자금횡령 등으로 기소된 DEA 요원인 Force는 언더커
버를 위해 허가받은 아이디인 Nob라는 계정을 이용하여 DPR에게 위조신원증명서를
40,000달러 어치의 비트코인으로 매매를 하였고, 또한 Silk Road 관련 법집행기관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50,000달러의 비트코인을 수수하였다. 그리고 언더커버
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아이디인 French Maid라는 계정을 사용하여 정부의 Silk Road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100,000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수수하였다.
정부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Silk Road에서 수천명의 판매자
들은 대략 1억8천3백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 마약, 그리고 다른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

124) United States Of America, Appellee, v. Carlos SEVILLA-OYOLA, a/k/a Carlitos Caridad,
a/k/a Viejo, Defendant, Appellant., No. NOS.12-1264, 12-1463, 2014 WL 5315113 (1st
Cir. 201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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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리고 Ross William Ulbricht는 Silk Road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만으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Ross William Ulbricht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지갑에서
1,800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발견하여 압수하였고, 그 중의 89%가 아일랜드에

소재한 Silk Road 서버로부터 왔다고 한다.
또한, Ross William Ulbricht는 Silk Road의 사업의 근간인 사용자들의 익명성을 지키기
위하여,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그의 사업의 근간을 해치는 자들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였
다.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사용자 계정 FriendlyChemist,
그리고 또 다른 사용자 계정인 Tony76과 관련 공모자 3명에 대한 살인을 사용자
계정 Redandwhite에게 청부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각 150,000 달러 그리고
500,000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Redandwhite에게 지불하였다.

실크로드가 폐쇄되자 마약 판매상과 수요자들은 다른 다크웹인 알파베이로 옮겨갔
고,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7년에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도 폐쇄하였다. 그러
자 판매상과 수요자들은 또 다시, 한자(Hansa), 드림마켓 등으로 옮겨가는 등 범죄행위
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125) 다행이 한자는 알파베이 폐쇄 전에 유로폴에서 수사
중이었던 상태로 알파베이의 판매상과 수요자가 한자로 대규모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
하고 몇 주 뒤 이를 폐쇄하였다.126) 드림마켓 또한 2017년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의해 적발되어 폐쇄되었다.127) 하지만 2014년 Operation Onymous를 통해 당시 다크
웹 상위 6개의 거래 사이트를 폐쇄하고 미국 연방수사국(FBI)에서도 계속하여 범죄자
들을 검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이트가 생겨나 그 자리를 대체하는 등
다크웹 내에서 마약거래는 계속되고 있다.
종합해 보면 마약·총기 거래에 있어 암호화폐가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서 이러한 불법적인 거래들이 오프라인에서 다크웹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음을 알
125) Wired, The Biggest Dark Web Takedown Yet Sends Black Markets Reeling, 2017. 7. 14.,
https://www.wired.com/story/alphabay-takedown-dark-web-chaos/(최종확인: 2018. 1. 9.).
126) 인터폴 Rob Wainwright에 따르면 “Alphabay의 폐쇄 조치 이후 Hansa로의 새로운 사용자들
의 유입은 8배가 증가했다”고 한다. 대규로 유입으로 인해 Hansa는 더 이상 새로운 사용자
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공지를 하였다고 한다(Greenberg, Andy., The Biggest Dark Web
Takedown Yet Sends Black Markets Reeling, Wired, 2017. 7. 14.).
127) The Guardian, Trip to world beard competition ends in arrest for alleged dark web drug
dealer, 2017. 9. 28.,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17/sep/28/world-beardmoustache-competition-drug-dealer(최종확인: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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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이후 다크웹에서 마약거래를 하기
시작하였고, 미국에서도 실크로드, 알파베이, 한자, 드림마켓 등에서 대규모의 마약거
래가 이루어졌다. 유럽의 조사에 따르면 마약사용자가 다크웹에서 마약을 구매한 비
율이 핀란드(41%), 덴마크(27.2%), 영국(25.3%), 웨일즈(25%), 스웨덴(24.5%) 등의 순서
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128) 더 나아가 암호화폐는 전 세계 국가와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할 수 있는 새로운 불법적 거래의 장을 열어주었다. 초기에 범죄조직은 자국
화폐로 결제하여 환전과 자금세탁에 번거로움이 있었고, 범행대상도 제한적이었다.
그러다가 신용카드가 등장하여 전 세계적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신용카드사의
모니터링과 수사기관의 추적이 용이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익명성이 강조된 암호화폐
가 등장하여 범죄자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주었으며, 초국가성으로 인하여 국
경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어 거래 대상이 전 세계로 확장된 것이다.
특히 다크웹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로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도 모네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네로는
대시와 함께 특히 익명성이 강한 화폐로 거래내역의 사후적 추적이 어렵다. 범죄자들
이 초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현금화가 유리한 유명 암호화폐를 사용하였지만
다양한 암호화폐가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환전과 자금세탁도 용이해지자 이제
는 더욱 익명성이 강한 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2. 랜섬웨어 범죄
랜섬웨어(Ransomware)란 Ransom(몸값)과 Ware(제품,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컴
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문서·사진·동영상 등을 암호화한 다음 이를 복호화 해주는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범죄를 말하며129) 최근 암호화폐가 대가 지급 수단으로
렌섬웨어와 결합하면서 그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랜섬웨어는 1995년
AIDS.trojan 바이러스를 기원130)으로 하며 2000년대 후반에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128) Bitcoin.com, 1 in 4 UK Drug Users Have Purchased Narcotics via Rak Web Marketplaces
in the Last Year, 2017. 6. 16., https://news.bitcoin.com/1-in-4-uk-drug-users-havepurchased-narcotics-via-dark-web-marketplaces-in-the-last-year/(최종확인: 2018. 1. 9.).
129)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예방수칙 랜섬웨어,
http://cyberbureau.police.go.kr/prevention/prevention11.jsp?mid=020311(최종확인: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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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다가 암호화폐가 이용되기 시작한 201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대체로 개인
컴퓨터가 피해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기업의 서버까지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클리앙(www.clien.net) 사이트에서 처음 발생했다. 당시 클
리앙 사이트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이에 접속한 회원들의 컴퓨터에 랜섬웨어가 전파
된 것이다. 당시 랜섬웨어는 크립토로커(Crypt0L0cker)라는 신종 악성코드로 과거 이
메일에 문서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이 아닌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Drive by download)
즉, 웹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활용하여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방식을 활용
하여 피해가 컸다.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있는 웹사이트에 접속하기만 하면 이용자
자신의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기 때문이다. 당시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복호화키
를 받은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전체 파일의 3% 정도만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다.131)
최근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기도 하였다.
2017년 웹호스팅 업체 나야나(www.nayana.com) 서버 153대가 에레버스(Erebus) 랜섬

웨어에 감염되어 약 5천여 사이트의 고객자료가 암호화되었다.132) 범죄자들은 복구
대가로 총 826.2BTC(당시 한화 26억원 상당)을 요구하였고, 피해업체는 관련부처와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나 복호화 할 수 없자, 5천여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 결국 13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범죄자에게 지불하고 복호화키를 받았다.133) 이 사건을 계기로
페이스북 등 온라인에서는 범죄자의 협박에 비트코인을 지불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향후 우리나라 시스템만이 랜섬웨어 공격의 주요 타겟이 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도 2016년 2월에 미국 HPHMC라는 의료기관 시스템이 록키(locky)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의료 업무가 마비된 바 있다. 긴급환자를 인근병원으로 후송하
130) Young, Adam/Yung, Moti., Cryptovirology: Extortion-based security threats and countermeasures,
Security and Privacy, 1996. Proceedings., 1996 IEEE Symposium on. IEEE, 1996, p. 131.
131) 스타엔, 랜섬웨어 의미에 클리앙 한글버전 악성코드 유포...사용자 주의 당부, 2015. 4. 22.,
http://www.starnnews.com/news/index.html?no=374290(최종확인: 2018. 1. 9.).
132) 경찰청의 MLAT 이용 국제공조수사요청 내부자료(2017).
133) 조선pub, 랜섬웨어 피해 나야나, 해커 요구에 굴복...13억 비트코인 지불키로, 2017. 6. 15.,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3&nNewsNumb=20170
625049&nidx=25050(최종확인: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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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긴급 대응을 하였으나, 그 피해가 심각하여 결국 10일 만에 40BTC(당시 약
17,000달러)를 지불하고 시스템 내 파일을 복원하였다.134) 이처럼 랜섬웨어가 개인이

나 기업의 컴퓨터를 넘어 의료 등 공공기관으로 공격대상을 확대하고 있다.135)
랜섬웨어는 초국가적 범죄로 악성코드와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고, 데이ㅣ터를 복호
화시켜주는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암호화폐를 받기 때문에 범죄자를 검거하기가
쉽지 않다. 암호해독도 고도의 수학적인 연산이 필요한 것이어서 피해자나 수사기관
등이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며 따라서 피해복구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랜섬웨어 범죄에 대하여 단순한 정보보호의 문제가 아닌, 개인과 기업에 대한 협박
범죄로 인식하여 수사기관도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3. 불법콘텐츠 범죄
도박, 음란 등 불법콘텐츠 관련 범죄도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하
였으며, 더 나아가 암호화폐가 범죄수익에 대한 자금세탁 수단이 되기도 한다. 우선
도박사이트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에는 판돈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스포츠토토, 슬롯머신, 룰렛 등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범죄자 약 30명이
경찰에 단속되었다.136) 경찰은 도박사이트와 연계하고 있는 해외 결제대행업체를 찾
아내어 2013년부터 약 4년간 결제한 800여명을 확인하여 37명을 형사처벌하고, 결제
된 도박금액이 약 160억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137) 범죄자들은 신용카드로 비
트코인을 구매한 다음 도박사이트에 판돈으로 충전하거나 포인트로 환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도박사이트에서 입출금을 수차례 반복하거나 암호화폐 간 교환을 통해 자금
세탁을 하기도 하였다. 즉, 비트코인 구매 후 도박사이트에서 활용이 가능한 넷텔러머
니 등의 유명하지 않은 알트코인으로 교환하여 사실상 믹싱(mixing) 효과를 보는 것이다.

134) IT World, 랜섬웨어의 표적은 누구인가, 2016. 5. 12., http://www.itworld.co.kr/news/99198
(최종확인: 2018. 1. 9.).
135) 김대근/임석순/강상욱/김기범, 신종금융사기범죄의 실태 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128면.
136) 서울경찰청 내부자료(2017년).
137) 한국일보, 교수ㆍ의사… 비트코인 판돈 상습도박 37명 입건, 2016. 6. 5.,
http://www.hankookilbo.com/v/967b5bfa5fae4830be7ead1b949a9fe6(최종확인: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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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도박사이트 암호화폐 이용 입·출금 환전 방식

2017년에는 음란·성매매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료를 비트코인으로 받은 사건이 발

생했다. 음란·성매매 사이트인 꿀밤은 홈페이지에 성매매 광고를 하려는 업자 458명
으로부터 2015년부터 약 15개월 동안 광고를 게시해주는 대가로 비트코인 약 15억
원 상당을 받았다.138) 해당 사이트의 회원 수만 42만명에 달했고 하루 평균 접속자가
중복을 포함하여 약 5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139) 범죄자들은 더 많은 광고료를 받을
목적으로 음란사이트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음란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많은 추천을 받은 회원에게 상금으로 5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콘텐츠 범죄는 온라인게임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상용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복제한 사설게임서버인 “프리서버”를 해외에 구축
하고 암호화폐로 이용료를 받는 수법으로 게임 개발회사에 커다란 손실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2017년 6월 온라인게임회사 웹젠의 모바일 게임 “뮤오리진”의 게임 소스
코드를 이용한 프리서버를 해외에 구축한 사건에서는 게임 서비스 이용요금을 암호화
폐로만 받았다. 사설게임서버는 정상적인 게임서버와 클라이언트의 통신내용을 스니
핑(Sniffing)140)하여 역공학 기법(Reverse Engineering)으로 소스코드를 복원한 다음
어셈블리어 조작으로 작동방식을 변경한 게임의 서버를 말한다.141) 정품 게임의 규칙
을 임의로 수정할 수도 있고, 이용료도 낮거나 무료로 제공할 수 있어 게임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에 사설서버 게임 등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배급, 제공 등 유통하는 사람을
138) 부산경찰청 내부자료(2017년).
139) 부산경찰청 내부자료(2017년).
140) “패킷 가로채기”로 정의할 수 있으며 주로 네트워크 통신 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으
로 알려져 있다.
141) 서은비/김지홍/강태운/유창석/김휘강, 불법사설서버 현황 및 대응방안, 정보보호학회지 제27
권 제4호, 20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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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에도 관련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법사설서버는 약 46개의 게임물에서 발생하고 있고,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게임에
서만 연간 최소 600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피해의 약 67%를
자치하고 있다.142) 게임회사, 저작권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수사기관이 협력하여
사설 게임서버의 IP나 도메인을 차단하지만 계속 변경하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는데다
가 암호화폐까지 사용하면서 단속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향후 불법콘텐츠 서비스에 암호화폐의 활용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더리
움의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기술이 불법콘텐츠 서비스에 적용된다면 범죄의
편의성까지 확보되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된다. 불법콘텐츠 시장 특히 도박
사이트는 많은 돈이 거래되기 때문에 자금세탁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4. 유사수신 및 사기범죄
암호화폐가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주자 중의 하나로 등장하고, 거래가격이 급증하
자 신규 암호화폐 발행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과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새롭게 개발된 암호화폐를 구매하면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고 원금
까지 보장해 준다고 현혹하거나 실제 개발하지 않았거나 작동조차 되지 않은 암호화
폐에 대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이름뿐인 속칭 “먹튀” 코인
들이 등장하는 것이다. 2017년 하반기에 경찰청에서 암호화폐 투자사기에 대한 단속
을 실시하였는데 불과 2주 만에(2017.9.1.∼9.15.) 10건을 적발하였고, 피해금이 1천억
을 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143)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7년에 “헷지비트코인” 조직이 검거되었다.
범죄자들은 필리핀 마닐라 등 국내외에 거점을 마련하고 전국에 투자센터를 두어
유통이 불가능한 “헷지비트코인”을 만들어 사기행각을 벌였다.144) 6∼7개월 만에 2배

142) 한경닷컴, ‘리니지’, 불법사설서버 ‘풍선효과’…피해액 600억원↑, 2017. 9. 26.,
http://gametoc.han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5257(최종확인: 2018. 1. 9.).
143) 경찰청, 경찰청, 가상화폐 다단계·유사수신 사기 뿌리 뽑는다, 2017. 7. 11.,
https://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Id=B0000011&nttId=19504&menuNo=200
067(최종확인: 2018. 1. 9.).
144)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가짜 가상화폐 투자사기범 29명 검거, 2017. 8. 24.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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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수익을 보장해주고 외국은행 명의의 지급 보증서를 발행해 주겠다고 속여 총
35,974명으로부터 약 1,552억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K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만들어

총 1,500명을 상대로 약 178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145) 이들은 “지금
K코인에 투자하면 현재의 액면가 10원이 연말에는 100원까지 오르는 10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현금으로 100% 환전이 가능하다”, “K코인은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였고, 기존의 투자자가 신규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활용하여 규모를 확장해 나갔다. 실제
암호화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고객들이 환전을 신청했을 때 자체적으로
유보금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코알코인”이라는 허위의 암호화폐를 소개
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총 5,704명으로부터 약 191억 원을 편취한 범죄조직도 검거
되었다.146) 범죄자들은 코알집(coalzip.com)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코알(coal)”
의 가치가 수개월 내에 100배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속였다. 하지만 코인은 블록
체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고, 단지 전산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값에 불과하였으며
따라서 시중에서 거래나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6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이더리움을 생성할 수 있는 채굴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주겠

다고 속여 투자자 1만8천여 명으로부터 2천7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마이닝맥스
계열사 임직원 및 최상위 투자자가 구속되기도 하였다.147)
2010년대 중반에 들어 암호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 범죄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서도 성행하였다. 2017년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거래가격이 급등하면서 투기심리가
최고조에 이르렀고, ICD가 우후죽순으로 이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기술성과 건전성
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 점을 범죄자들이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145) 서울강남경찰서 내부자료(2017).
146)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브리핑 자료(2017).
147) 연합뉴스, ‘2천억원대 가상화폐' 사기업체 적발…가수 박정운도 가담(종합), 2017. 12. 2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0/0200000000AKR20171220094251065.
HTML(최종확인: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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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금세탁 범죄
범죄자들은 범죄수익을 암호화폐로 전환하거나 수많은 허위거래를 통해 자금세탁
을 한다. 자금세탁은 현금을 암호화폐로 전환하여 거래소를 통해 출금하는 단순한
방법과 믹싱(mixing)이라 다소 복잡한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암호화폐는 블록
체인에서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지만 주소 그 자체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
에 일단 현실의 통화가 암호화폐로 환전되기만 하여도 추적이 다소 어려워지는 측면
이 발생한다. 따라서 상술한 바와 같이 다크웹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 범죄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믹싱은 중개자 방식과 P2P방식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개자
방식은 중개자가 세탁을 원하는 주소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은 다음 거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다시 되돌려 주는 방식을 말한다. 국내에서 제공하는 믹싱서비스
를 살펴보면 ① 범죄자가 업체의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면 ② 업체는 자신이 보유
하는 마이닝풀 지갑148)으로 분할전송을 한다. ③ 시간대별로 섞은 코인을 새로운 업체
소유의 중간지갑으로 전송하고, ④ 업체가 무작위적으로 다시 알트코인149)으로 전송
한다. 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으로 재 변환(암호화폐간 세탁)하여 ⑥ 최종적으로 고객
에게 전송된다. 실제 믹싱은 ③번에서 일어나는데 대부분 일회용 지갑을 사용하고
회사마다 각자의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 P2P방식은 믹싱 희망자들이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P2P 클라이언트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섞는 프로토콜을
말한다. 일정 기간 동안 비트코인 거래를 원하는 다수의 리스트를 금액만 맞춘 다음
무작위로 섞어서 거래하는 방법이다. 일반인 주소에서 범죄자 주소로 송금되고, 범죄
자 주소에서 일반인 주소로 송금되기 때문에 추적이 매우 어렵다. 실제 다크웹에서는
헬릭스(Helix), 그램스(Grams), 비트코인 블랜더(Bitcoin Blender) 등 다양한 믹서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150) 믹싱 업체는 통상 수수료 명목으로 약 10% 정도를 수수하였는
데, 수사기관의 비트코인 믹싱 추적기술이 발전하면서 비트믹서가 2017년 7월 서비스
를 중단하는 등 주로 비트코인 믹싱 업체들이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51)

148)
149)
150)
151)

마이닝풀지갑은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믹싱을 위한 여러 개의 지갑을 말한다.
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를 통칭한다.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등이 있다.
경찰청 내부자료(2017).
[그림 3-4]는 What is Bitcoin Mixing Service?, https://coinmixer.se/en/(최종확인: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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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해외 믹싱서비스 “CoinMixer”의 믹싱 흐름

암호화폐 자금세탁의 대표적인 사례로 비트인스턴트(BitInstant) 사건을 들 수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실크로드 1.0에서 사용자들이 수월하게 마약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비트코인을 판매하여 불법적인 거래를 조장하고, 거래대금에 대한 자금세탁,
비인가 자금이체, 자금세탁방지기구(FinCEN)에 대한 혐의거래 보고누락 등의 혐의로
로버트 페이엘라(Robert M. Faiella)와 비트인스턴트 거래소의 CEO인 찰스 슈렘
(Charles Shrem)을 기소하였고152),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4년과 2년형의 징역을 선고

하였다.153)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자금세탁한 혐의로 처벌된 최초의 사례라
고 볼 수 있다. 당시 실크로드 1.0154)에서는 마약, 무기, 개인정보 등의 판매를 통해
약 173,991BTC(당시 3,360만달러) 상당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6년에 발생한 리버티 리저브(Liberty Reserve) 자금세탁 사건이 있다. 코스
타리카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한 리버티 리저브 대표 아서 버돕스키(Arthur
Budovsky)와 관련자들이 돈세탁 모의 혐의와 무허가송금사업으로 기소되어 징역 20년
152) FBI, Bitcoin Exchanger Sentenced in Manhattan Federal Court to Four Years in Prison for
Selling Nearly $1 Million in Bitcoins for Drug Buys on Silk Road, 2015. 1. 20.,
https://www.fbi.gov/contact-us/field-offices/newyork/news/press-releases/bitcoin-exchanger
-sentenced-in-manhattan-federal-court-to-four-years-in-prison-for-selling-nearly-1-millionin-bitcoins-for-drug-buys-on-silk-road(최종확인: 2018. 1. 9.).
153) FBI, Bitcoin Exchanger Sentenced in Manhattan Federal Court to Four Years in Prison for
Selling Nearly $1 Million in Bitcoins for Drug Buys on Silk Road, 2015. 1. 20.,
https://www.fbi.gov/contact-us/field-offices/newyork/news/press-releases/bitcoin-exchangersentenced-in-manhattan-federal-court-to-four-years-in-prison-for-selling-nearly-1-millionin-bitcoins-for-drug-buys-on-silk-road(최종확인: 2018. 1. 9.).
154) 2013년 10월 FBI에 의해 폐쇄 조치된 실크로드 사이트는 Silk Road1.0이라 불리며, 이후
Blake Benthall에 의해 2013년 12월부터 운영된 사이트를 Silk Road2.0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마저도 운영 1년만인 2014년 11월 6일에 운영자가 체포되며 다시 폐쇄조치 되었다(FBI,
Operator of Silk Road 2.0 Website Charged in Manhattan Federal Court, 2014. 11. 6.,
https://www.fbi.gov/contact-us/field-offices/newyork/news/press-releases/operator-of-silk
-road-2.0-website-charged-in-manhattan-federal-court(최종확인: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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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고받았다.155) 리버티 리저브는 전 세계에 약 100만 명이 넘는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대규모 금융회사로 LR이라는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60억 달러 상당을 자금세탁
하였다. 공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행위를 자세히 알 수 있다.156)
Liberty Reserve 시스템은 범죄자들이 금전 거래에 있어 고도화된 익명성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범죄자들은 사법 기관의 감시와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Liberty Reserve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
었으며, 범죄자들의 지하 시장에서 효과적인 거래처로서 사용되었다. Liberty Reserve
의 사용자들은 주기적으로 허위의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었으며, 그 중에는 ‘Russia
Hacker’, ‘Hacker Account’ 등과 같이 노골적으로 사용한 별명들도 있었다. Liberty
Reserve의 사용자들은 고도의 익명성으로부터 자신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였

고, 합법적인 거래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불법 거래들을 처벌 받지 않고 계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Liberty Reserve에서는 범죄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쇼핑 카트 인터페
이스(shopping cart interface)’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쇼핑 카트는 LR을 거래 수단
의 한 종류로서 허용하는 일부 상인들이 Liberty Reserve를 통한 LR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상인들은 압도적으로 범죄적 성향을 띄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도난 신용카드 정보 혹은 도난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사람이거나,
폰지사기 혹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기에 가담한 사람이거나, 고용된 컴퓨터 해커이거
나, 불법 도박 사업 혹은 마약 밀매 사업과 연관된 사람들이었다.

리버티 리저브는 자금세탁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거래소를 운영하였고, 고객들이
허위의 이름과 주소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쇼핑 카트 인터페이스’라
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할 수 있게 하였다. 미국 법무부는 신용카드절
도, ID도용, 해킹공격 및 폰지사기 등 총 7,800만 건의 거래가 자금세탁 되었다고
확인하였다.157)
155) CNN Tech, Creator of online money Liberty Reserve gets 20 years in prison, 2016. 5. 6.,
http://money.cnn.com/2016/05/06/technology/liberty-reserve-prison/index.html(최종확인:
2018. 1. 9.).
156) Trautman, Lawrence J., Virtual currencies; Bitcoin & what now after Liberty Reserve, Silk
Road, and Mt. Gox?, Richmond Journal of Law & Technology Volume 20 Issue 4, 2014,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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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환치기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10월 경찰관이 비트코인을 이용한 환치기에 가담하여 120억원 상당을 환전한 사건이

발생하였다.158) 중국 환전상이 고객으로부터 위안화를 받아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국
내 환전상(경찰관)에게 전송하면 국내 환전상이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고객이 지정
한 제3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159) 사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
지 않고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환전 등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기 때문에 처벌된
것이다(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160)

[그림 3-5] 비트코인 이용 환치기 범행 흐름도

일반적으로 외환의 지급·영수시 상대국 통화로의 환전절차 없이 “환(換)을 바꿔치
다”는 의미에서 환치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161) 은행회사나 환전업체를 통한 정상적
인 환전 및 송금이 아니라 국가 간 비공식 자금이체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자금세
탁이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데 활용된다.162)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는 기존의 통
157) BBC News, Liberty Reserve digital cash chief jailed for 20 years, 2016. 5. 9.,
http://www.bbc.com/news/technology-36247289(최종확인: 2018. 1. 9.).
158) 한겨레, 현직 경찰관, 120억원대 가상화폐이용 ‘환치기’, 2017. 11. 1.,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17042.html(최종확인: 2018. 1. 9.).
159) 인천지검부천지청,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범행 적발, 2017. 11. 1.자 보도자료.
160) [그림 3-5] 출처: 인천지검부천지청,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범행 적발, 2017. 11. 1.
자 보도자료, 3면.
161) 김종호, 비공식 자금이체 방식인 이른바 환치기 거래의 정산방법 분석과 그 거래규모의 측정
을 통한 정책적 함의의 탐색, 한양법학 제34호, 2011, 179-211면.
162) 김종호, 비공식 자금이체 방식인 이른바 환치기 거래의 정산방법 분석과 그 거래규모의 측정
을 통한 정책적 함의의 탐색, 한양법학 제34호, 2011, 179-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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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환치기보다 훨씬 쉽고 익명성이 보장되어 마약거래, 보이스 피싱, 온라인도박 등을
통한 범죄수익을 해외로 반출하는데 활용될 가능성이 많다. 이처럼 암호화폐를 이용
한 자금세탁은 기존에 금융권을 이용하는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신속하며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 많은 범죄조직이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믹싱을 이용할 경우 프로그램 설계방식에 따라서 수많은 암호화폐 지갑
을 임의로 생성하여 거래를 섞을 수 있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다. 이 경우 블록체인
에 거래내역이 공개되어 있어도 프로그래밍의 믹싱 방법을 알지 못할 경우 그 내용을
분석해 내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는 거래소를 규제하
여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거래소는 거래내역 추
적 및 분석에 필요한 정보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 범죄수익은닉 등의
불법행위를 규제하는데 그 역할이 중요하다.

6. 시세조종 범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세조종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며, 이에 대한
따라서 수사사례도 없다. 다만, 최근에 국내에서 발생한 어느 고등학생의 허위 하드포
크 공지사례를 통해 시세조종 범죄가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163)
2017년 11월 비트코인 플래티넘 트위터 계정에서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플래티넘을

하드포크한다는 계획이 발표된다. 뉴스와 기사에서 보도를 하고, 빗썸 거래소는 이를
공지사항에 게시하였다.164) 그런데 갑자기 트위터 계정에서 하드포크를 11월 28일에서
12월 10일로 연기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이어 트위터 계정에서 치명적 오류로 인해

또 연기되었다 발표를 하였다. 이에 많은 투자자들이 질문과 해명을 요구하자 그간 영어
를 사용하였던 트위터계정이 한글로 비속어를 사용해 답변을 하여 투자자들 사이에서
사기 코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피해자들은 하드포크로 인한 이익을 보기
위해 대폭락장이었음에도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많은 손실을 봤다.
163) 조선일보, 고등학생 사기 논란에 출렁거린 비트코인 시장, 2017. 12. 15.,
http://photo.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5/2017121501299.html(최종확인:
2018. 1. 9.) 등 언론의 내용을 종합하여 기술한 것임.
164) 빗썸, 블록체인 분리로 인해 파생된 신규코인 관련 안내, 2017. 11. 28.,
http://bithumb.cafe/archives/15221(최종확인: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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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인하여 비트코인 가격이 7% 정도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이 50조 원
가량 사라졌다.165) 피해자들은 트위터와 홈페이지를 분석하여 가짜 하드포크 계획을
발표한 운영자가 서울 강남 소재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결국 고등학생
은 트위터에 사과의 글을 올렸고, 500만원을 벌기 위해 허위의 하드포크 계획을 발표
하였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현재 경찰이 고등학생의 신변에 대한 안전을 우려하여
신변보호를 하고 있다. 고등학교 선‧후배 3명이 하드포크를 시작했다가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166) 고등학생의 다소 장난스러운 트위터 글 몇 개가 비트코인 시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폭락한 것이다. 이 사건
은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광풍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생이 암호화폐를 거래
하고, 허위의 하드포크 계획을 공지하여 이익을 취하려 하였으며 언론과 거래소는
아무런 확인 없이 인용하여 공식화한 것이다.

7. 기타
가. 신종금융사기
거래소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도 극성이다. 2017년 4월 빗썸의 유출된
고객정보 3만건을 활용하여 빗썸 직원을 사칭해 “고객정보가 해킹 당하였으니 해외
출금을 막기 위해 인증번호가 필요하다”는 수법으로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이 발생하였다. 나아가 신종금융사기 조직들은 그간 통장의 인출책을 모집하였다면
이제는 비트코인 인출책을 모집하고 있다.167) 구인·구직 사이트에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지정된 주소로 송금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며
비트코인 딜러를 모집하는 광고를 한다. 대포통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이를 확보
하기 어려워지자 암호화폐로 환전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나아가 과거의 파밍
또는 메모리해킹 범죄에서 피해자의 컴퓨터를 악성코드로 감염시킨 후 해커가 지정한
165) BBS불교방송, 비트코인 무간도, 대한민국...잇따르는 범죄들, 2017. 12. 13.,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626(최종확인: 2018. 1. 9.).
166) 헤럴드경제, 고교생 장난에 가상화폐 50조 시장 휘청, 2017. 12. 18.,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1218000565(최종확인: 2018. 1. 9.).
167) 서울경제TV, 비트코인 딜러 모집 신종사기 주의보, 2016. 1. 11.,
http://www.sentv.co.kr/news/view/536963(최종확인: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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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웹사이트로 유도한다던지, 계좌이체의 마지막 순간에 해커가 지정한 계좌번호로
바꾸는 유형의 범죄가 암호화폐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를 이용한 협박
사이버상에서 탈취하거나 또는 다크웹에서 구매한 개인정보 및 신상정보를 이용하
여 상대방을 협박한 후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2015년 8월 미국
의 최대 데이트 사이트인 에슐리 매디슨(Ashley Madison)의 데이터베이스가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를 확보한 범죄자가 결혼이 확인된 남성들에게 협박
메일을 보내 약 1,000 달러의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168) 우리
나라에서도 2015년 피해자만이 알 수 있는 개인정보를 나열하거나 얼굴 등 신체부위
사진을 게시한 다음 삭제를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한 범죄자들이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공갈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169) 지불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메일
을 이용해 다른 내용의 추가 자료를 보내며 협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제4절 소결
1. 전망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범죄는 미국, 일본보다 늦은 2014년경 개인지갑 해킹사건
이 발생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현재는 마약·총기 등 금제품 거래,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거래소 해킹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향후에는 보다 진화된 범죄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168) Independent, Ashley Madison hacking: What happened when married man was exposed,
2017. 1. 16., http://www.independent.co.uk/life-style/love-sex/ashley-madison-hackingaccounts-married-man-expose-cheating-website-infidelity-rick-thomas-a7529356.html
(최종확인: 2018. 1. 9.).
169) 동아일보, 거래 과정 철저히 감춰져… “달러 대신 비트코인 내놔라”, 2017. 6. 17.,
http://news.donga.com/3/all/20170617/84906550/1(최종확인: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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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다크웹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는 각종 금융규제 등 결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실상 그간 다크웹의 활용이 높지
않았으나, 암호화폐가 확산됨에 따라 최근에는 마약거래가 다크웹으로 급속도로 이동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신용카드 정보, 악성코드, 해킹도구, 랜섬웨어,
폭발물 등 금제품의 불법적인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시세조종 속칭 “펌핑”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률상 암호화
폐에 관련된 특별한 규율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실태와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공공연하게 관련 글들이 게시되고 있다. 기관투자자와 헷
지펀드의 자금이 유입되고, 미국처럼 선물거래 등으로 금융상품화될 경우 시장이 커
지면서 시세조종은 심각한 이슈가 될 것이다. 암호화폐는 전 세계적 흐름에 따라
거래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거래시간을 규제하기도 어렵고, 가격변동 폭 제한도 쉽
지 않다. 게다가 신규 암호화폐는 거래량에 한계가 있고,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시세조종에 더욱 취약하다. 셋째, 거래소의 고객예치 금액에 대한 횡령 등의 범죄가
우려된다. 주식은 증권거래소에서 주식거래를 중개하고, 거래대금은 한국예탁결제원
에서 관리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폐와 예치금뿐만 아
니라 거래까지 중개하고 있어 횡령 등의 범죄에 취약하다.170) 넷째, 블록체인이나
지갑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범죄가 등장할 것이다. 블록체인 소프트웨어의 난수생성기
가 취약할 경우 생성되는 키에 대한 무차별 대입공격이 가능해지고, 블록체인의 노드
가 한정되어 있을 경우 노드의 51%를 장악하여 데이터 변조도 할 수 있다.171) 엄청난
연산능력을 보유한 채굴자들이 연합하여 채굴능력이 집중되면 블록체인의 변조가능
성이 높아지고,172) 이는 암호화폐 시스템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다섯째,
암호화폐의 스마트계약과 도박·음란 등 불법서비스가 결합할 가능성이 있다. 스마트
계약은 컴퓨터 코드로 입력된 계약에 적혀진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자동적으
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계약을 의미한다.173) 서비스를 이용하자마자 자동으로
170) 이정훈/김두원, 가상화폐 관련 형사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2017,
50-51면; 맹수석, 블록체인방식의 가상화폐의 합리적 규제 방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상사
법연구 제35권 제4호, 2017, 157면.
171) 민경식, 블록체인 기술의 이해와 활용, 경찰대학 세미나(2017. 6. 26.) 발표자료.
172) 최승주/김종배, ASIC 채굴방식과 GPU 채굴방식의 채굴성능 비교,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
어논문지 제7권 제5호, 2017, 8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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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적 서비스가 손쉽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도박
사이트가 서버에서 운영될 경우 실체가 존재하는 서버를 압수수색할 수 있지만 향후
P2P 기반의 블록체인으로 운영될 경우 전체 암호화폐 처리 시스템 상에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만으로 존재할 수 있어 그 실체를 추적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비트코인에서
알고리즘에 의해 채굴자를 보상하듯이 도박사이트에서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프로그
래밍으로 특정 지갑에 입금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가
탈세, 자금세탁, 불법재산 해외은닉 등의 수단으로 더욱 활용될 것이다.
한편, 암호화폐의 등장이 무조건 범죄의 증가만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다. 블록체인
의 긍정적인 측면이 보다 발전할 경우 증명서 등 (전자)문서의 위변조 범죄는 감소하
고, 스마트계약이 활성화될 경우 콘텐츠 이용과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지 때문에 사기
범죄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블록체인 암호기술을 응용하여 전자상거래에 다중서명
(Multi-Signature) 기능을 활용할 경우에는 에스크로(Escrow) 제도보다 한 단계 진화한

기술로 사기, 횡령 등의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중서명은 거래에 있어서
판매자, 구매자 및 중개자 3명이 전자서명을 하고, 이 중 2명이 동의할 경우에 최종적
으로 거래가 승인되는 기술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할 경우 바로 거래 승인이 이루
어지고, 만약 양자 간 다툼이 발생할 경우 중개자가 결정하게 되어 거래의 신속성
확보와 사기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문제점
가. 암호화폐 관련 범죄의 증가
암호화폐에 거대한 자금이 몰려있고 익명성으로 추적 가능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관련범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살인 등 전통적 범죄는 시·공간적 한계를 가지지만
암호화폐 범죄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갑을 만드는 것도 쉽기 때문에 대포통
장이나 인출책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범행이 더욱 용이하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북한에 의한 공격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내의 거래소 및 개인지갑 등을

173) Lewis, Rebecca/McPartland, John/Ranjan, Rajeev., Blockchain and Financial Market
Innovation, Economic Perspectives 7, 2017, pp.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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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하는 해킹, 악성코드 유포, 그리고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 등이
확인되고 있다.174) 과거에는 슈퍼노트(supernote)를 통해서 달러를 확보했으나 이제는
거래소 해킹이나 랜섬웨어, 도박사이트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확보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다. 특정 비트코인 거래의 블록체인 내역에서 북한에서 사용하는 IP 대역이
확인된 사례도 있다.175)

나. 범죄자 및 자금추적 한계
암호화폐가 토르 기반의 다크웹에서 이용될 경우 추적은 더욱 어려워진다. 범죄자
들이 거래내역이 추적되지 않는 신종 코인을 사용하거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이종
코인 간 믹싱을 하면 추적이 매우 어렵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의 법집행기관
간 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공조 등 국제공조에 있어서도 그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아 실무상 신속한 형사사법공조에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워낙 빠르게 변하
는 기술적 상황으로 인하여, 설령 국제공조를 요청하더라도 요청을 받은 국가에서
거래소에 대한 정보와 규제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회신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 정보보호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 증대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보보호와 소비자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도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파산을 신청하고 있으며, 거래소의 서버 다운으로 거래를 못해
가격이 폭락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거래소가 해킹을 당할
경우 고객들에게 환전해 줄 수 없고, 예치금이 없다면 뱅크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래소 이용자들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받
을 방법도 없다. 게다가 일반금융계좌는 30분 지연출금 정책을 쓰고 있지만 암호화폐
는 사실상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며 거래의 결과는 불가역적이기 때문에 피해를

174) OSEN, 북한의 신종 돈벌이, 비트코인 비롯한 가상화폐 해킹 노린다?, 2017. 9. 13.,
http://osen.mt.co.kr/article/G1110730852(최종확인: 2018. 1. 9.).
175) 최상명, 북한의 비트코인 이용과 대응방안, 경찰대학 ｢비트코인과 범죄수사 전략｣ 학술세미나
(2016),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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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도 어렵다.

라. 형사법적 규제장치 미흡
암호화폐 범죄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아직까지 입법논의가 활발하지 못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통화로 볼 것인지 자산으로 볼 것인지, 거래소에 혐의거래신고 및 고객확
인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거래소에 대한 허가·등록제를 운영할 것인지, 시세조종행위
와 자금세탁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
더 나아가 형사절차법적으로도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어떠한 수사절차에 의해서 취득
해야 하는지, 몰수와 추징은 가능한 것인지, 국제공조는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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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관련 법제 검토
1. 화폐성 인정여부
가. 현행 법률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할 사안은 암호화폐를 화폐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 즉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것이다. 이는 암호화폐의
과세 및 금융규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의 지정이나 권한배
분, 규제정책 및 운영방향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이다.176) 예를 들어 암호화
폐를 법정화폐로 규정하게 되면, 암호화폐는 과세대상이 아닌 금융규제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규정하게 되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금융규제는 상대적으로 약해질 것이다.177) 따라서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한 쟁점은 암호화폐를 금전(화폐), 증권, 상품 중에서 어떠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있으며, 각각의 법적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금전(money)이란 국가가 규정한 재화의 교환 매개물을 말한다. 국가에 의하여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화폐가 대표적인 금전의 예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은 사권(私權)
이 화체되어 있는 증권으로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발생 · 이전 · 행사에 있어서
증권의 소지를 필요로 한다.178) 증권거래법에서 유가증권은 크게 권리의 화체와 증권
176) 원종현, 가상화폐의 특성과 바람직한 규제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361호, 2017.
177) 김경환, 가상통화·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 동향, 파이낸스 이노베이션 컨퍼런스(FIC 2017),
발표자료.
178) 김홍기,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금융법연구 제15권 제3호, 2014, 3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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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지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채증권, 사채권, 출자증권 등이 이에
포함된다(제2조). 상품(commodity)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무형의 모든 재산
을 말한다. 금은 금전이나 통화에 준해서 사용되지만 일정 부분 내재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물 자산의 일종으로 본다.179)
암호화폐는 별도의 청산 및 결제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환의 매개물로 사용되지만,
특정한 발행주체가 존재하지 않고 국가에 의해 강제적인 통용력(한국은행법 제47조
내지 제48조, 제53조)이 없다는 점에서 법정화폐와 다르다.180) 암호화폐는 거래대상으
로서 상품이나 지급수단으로서의 금전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무엇’에 해당하므로, 기존에 존재하는 어떠한 개념으로도 정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181)

나. 해외사례
1) 미국

가) 화폐성 인정
미국 텍사스주 지방법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가 비트코인을 투자대상으로 하여 투자를 한 일반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Shavers를 금융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트코인의 화폐성을 인정하였다.182)
2011년 11월 Shavers는 비트코인 신탁회사(Bitcoin Savings and Trust, 이하 ‘BTCST’라

칭함)를 설립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Shavers
는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하거나 거래관계가 종료하여 더 이상의 수익성이 없어질
때까지 매일 1% 이상의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광고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Shavers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기자본투자(Principal Investments)183)의 명목으로
179)
180)
181)
182)

김홍기,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금융법연구 제15권 제3호, 2014, 395면.
국회사무처, 제354회 국회 제9차 정무위원회 회의록, 2017. 12. 4., 29-30면.
원종현, 가상화폐의 특성과 바람직한 규제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361호, 2017.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v. Trendon T. Shavers and Bitcoin Savings and
Trust, 2013 WL 4028182 (Tex. Dis. Aug. 6. 2013).
183) 금융기관이 자기의 돈을 직접 주식과 채권은 물론 부동산이나 인수ㆍ합병(M&A) 금융 등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돈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통화 등을 거래하는
말을 뜻하는 프랍 트레이딩(prop trading)과 비슷한 용어인데 자기자본투자는 프랍 트레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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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700,467 BTC 또는 (투자자가 투자금을 구매할 당시의 비트코인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4,592,806 정도의 상당액을 거둬들였다. 법원은 “비트코인으로 물품
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다만 비트코인은 법정화폐를 대신하
여 거래를 인정하는 상점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은
미국 달러화,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과 같은 기존의 법정통화로도 환전될 수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통화 또는 금전에 해당하며, 투자자들은 금전의 투자를 위해
BTCST에 투자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판시하며, 화폐성을 인정하

였다.184)
그리고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실크로드 운영자인 Ross Willian Ulbricht를 자금세
탁법 위반으로 체포‧기소하여 종신형을 선고받게 한 사건185)에서도 비트코인은 화폐
로 인정되었다. 해당 사건에서 실크로드 이용자에게 비트코인을 판매한 피고인 Faiella
는 자금세탁법 위반과 무인가 자금송금업체 운영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해당
사건에서 Jed Rakoff 판사는 비트코인을 화폐(money)라고 판시하였다.186) 즉 비트코인
은 화폐(money) 또는 자금(funds)에 해당하고, 실크로드처럼 비트코인 거래를 운영하
는 것은 자금송금(money transmitting)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먼저 비트코인이 화폐나 자금의 법적 정의에 부합된다고 보았다. 비트코인
이 일반적인 통화와의 거래를 통해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가치의 척도로 기능하며,
금융거래를 위해 사용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법원은 이익을 내기 위해 실크로
드에서 서비스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 실크로드가 자금을 송
금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이용자가 Faiella에게 현금을 보내면 그가 현금을 비트코인으
로 교환한 뒤, 이용자의 실크로드 계정에 입금한 것을 거래라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가상화폐 관리 또는 교환은 자금서비스사업(money service business, MSB)에 해당되

과는 달리 투자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투자 대상기업의 경영권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
여하여 기업가치를 적극적으로 올리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점이 다르다(자기기본투자,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9124&cid=50305&categoryId
=50305(최종확인: 2018. 1. 9.)).
184) Lane, Jonathan., Bitcoin, silk road, and the need for a new approach to virtual currency
regulation, Charleston L. Rev. 8, 2013, p. 534; 남기연, Bitcoin의 법적 가치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38권 제3호, 2014, 539면.
185) United States v. Ulbricht, 31 F. Supp. 3d 540, 570(S.D.N.Y. 2014).
186) United States v. Faiella, 39 F. Supp. 3d 544, 545(S.D.N.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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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법률상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자금세탁방지기구(FinCEN)의 가이드라인에 따
라 Faiella는 연방법상 자금송금업자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미국 뉴욕주 남부지방 법원 Alison J. Nathan 판사도 2016년 9월 19일 비트코인을
불법적으로 유통함으로 인해, 연방자금세탁법 규정 위반 및 무인가 자금송금업체 운
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nthony R. Murgio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187) 피고인은
2013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coin.mx라는 불법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 수백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미국 전역에 유통시켰다. 피고인들은 coin.mx를 운영하면서 연방
자금세탁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과 미국 재무부에 자금서비스업(money service
business) 등록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Murgio와

그 외 피고인들은 미국연방법 제18편 제1960조 무인가 자금송금업 금지(Prohibition
of unlicensed money transmitting businesses)규정188)과 미국 연방법 제18편 제215조

대출을 위한 수수료 또는 증여의 수령(Receipt of commissions or gifts for procuring
loans)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Nathan 판사는 비트코인이 일반적으로

187) United States v. Anthony R. Murgio, S2 15 Cr. 769(AJN)(S.D.N.Y. 2015).
188) 18 U.S. Code § 1960 - Prohibition of unlicensed money transmitting businesses
(a) Whoever knowingly conducts, controls, manages, supervises, directs, or owns all or
part of an unlicensed money transmitting business, shall be fined in accordance
with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5 years, or both.
(b) As used in this section—
(1) the term “unlicensed money transmitting business” means a money transmitting
business which affects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in any manner or degree
and—
(A) is operated without an appropriate money transmitting license in a State
where such operation is punishable as a misdemeanor or a felony under
State law, whether or not the defendant knew that the operation was
required to be licensed or that the operation was so punishable;
(B) fails to comply with the money transmitting business registration requirements
under section 5330 of title 31, United States Code, or regulations prescribed
under such section; or
(C) otherwise involves the transportation or transmission of funds that are known
to the defendant to have been derived from a criminal offense or are
intended to be used to promote or support unlawful activity;
(2) the term “money transmitting” includes transferring funds on behalf of the
public by any and all mea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ransfers within this
country or to locations abroad by wire, check, draft, facsimile, or courier; and
(3) the term “State” means any State of the United States, the District of Columbia,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and any commonwealth, territory, or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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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와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은행계좌에서 직접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전적 가치(pecuniary resources), 교환수단(medium of exchange), 지불 수단
(means of payment)”이라는 연방법상의 화폐 및 자금의 개념정의에 부합한다고 판시

하며, 비트코인의 화폐성을 인정하였다.189)

나) 화폐성 부정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2014년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암
호화폐를 연방세법상의 자산(property)으로 개념정의하고 있다.190) 이에 따라, 자산거
래에 적용되는 일반 조세원칙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되게 되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Miami-dade 순회재판관 Teresa Mary Pooler 판사는
2016년 7월 22일, 총 32,000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불법유통하고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Michell Espinoz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191) 비트코인 교환사이트
localbitcoin.com에서 비트코인을 판매한 Espinoza는 마이애미주법 불법자금송금업자
(unlawful money transmitter)규정과 자금세탁(money laundering)규정을 위반한 혐의

로 기소되었다. Pooler 판사는 “비트코인은 일반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고,
현금이나 금과 같이 침대 매트리스 아래 숨길 수 있는 실물자산(tangible wealth)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미국 내에서 법정화폐가 아니라고 처음으로 판결하였다. 법원
은 비트코인은 특정의 가치와 교환될 수 있을 뿐이고 일반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쓰이
지 않으며, 분산원장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중앙기관에 의해 담보되는 법정화폐와
는 다르다고 보았다.192)

2) 일본

일본은 2014년에 비트코인 세계 최대 거래소인 마운트곡스(Mt. Gox)에 대한 해킹범
189) 배승욱, 비트코인(Bitcoin)의 화폐성을 인정한 미국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2017-02호, 2017, 1-2면.
190) 2014. 4. IR-2014-36(IRS virtual currency guidance), Notice 2014-21
191) The State of Florida v Michell Abner Espinoza, Criminal Division Case No. F14- 2923,
(Fla. 11th Cir. Ct. 2016)
192) 배승욱, 비트코인(Bitcoin)의 화폐성을 부인한 미국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자본시장Weekly
2016-31호, 20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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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로 85만 개의 비트코인(당시 약 4억 7,400만 달러)이 손실되는 사건을 경험했다.193)
이를 계기로 일본은 2016년 이용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및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개정안”(이하 “자금결제
법”이라 함)을 공표하였다. 이전에는 일본에도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적 규제가 없었으
나,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를 “자산과 같은 가치(Asset-like values)”로 정의
하고,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소에 등록제를 의무화한 것이다.
자금결제법은 암호화폐를 (1) 물품을 구입하거나 차입하거나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은 경우에, 그 대가의 변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고, 불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구입 및 매각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단, 전자기기 그 밖의 물건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에 한정되며, 통화 및 외국통화, 예금이나 채권 등 통화표시자산을
제외한다.)로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 또는 (2) 불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위 1호와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5항). 개정된 자금결제법의
시행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암호화폐는 지급수단의 하나로 정의되어 통화로 인정
된다.194)

3) 유럽연합(European Union)
2015년 10월 22일에 선고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Hedqvist Case(ECJ C-264/14
Judgment, 2015)의 판결에서는 ‘비트코인과 기존 화폐 간의 교환이 부가가치세의 대상

이 되는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논의되었고, 그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통화로서 인식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내용이 검토되었다.195) EU의 부가가치세 지침
(VAT Directive)196)에 따르면, 회원국 영토 내에서 과세가능한 자에 의한 상품 및 서비

스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지침은 회원국에게 ‘법정
193) 한국금융연구원, 자금결제법 개정안과 가상통화(디지털 통화) 이용 현황, 주간금융브리프 제25
권 제29호, 2016, 20면.
194) 신경희, 일본의 자금결제법에 의한 가상통화 규제, 자본시장포커스 2017-20호, 2017, 2면.
195) 정승영,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조세학술논집 제32집 제1호,
2016, 62면.
196) Directive 2006/112/CE du Conseil, du 28 novembre 2006, relative au système commun
de taxe sur la valeur ajoutée(JO L347,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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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로 사용되는 통화, 지폐 및 동전(currency, bank notes and coins used as legal
tender)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 국적의 David Hedqvist는 비트코인을 전통적인 화폐와 교환해주는 서비스제공
사업을 하고자, 사업 시작 전 스웨덴 세법위원회(Swedish Revenue Law Commission)에
부가가치세 부과여부에 대해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비트코인은
법적 지급수단과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지급 수단이므로 Hedqvist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스웨덴 국세청
(Skatteverket)은 세법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스웨덴의 최고행정법원(Högsta
förvaltningsdomstolen)에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스웨덴 국세청은 ‘Mr Hedqvist가 하고

자 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스웨덴 최고행정법원(Högsta förvaltningsdomstolen)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이러
한 거래가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세금이 면제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과 전통적인 화폐와의 교환을 위한 거래는 부가가치 지침상의 서비스 공급(supply
of service)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197) 재판소는 이러한 거래는 서로 다른 지급수

단 간의 교환을 이루는 것이고, Hedqvist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가 받는 대가 간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그러한 거래는
‘법정화폐로 사용되는 통화, 지폐 및 동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전통적인 통화(traditional currency)
의 역할 및 기능이 대체되고 있고 전통적인 통화가 하는 경제적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면, EU 부가가치세 지침의 입법목적과 동 지침 제135조 제1항 제e호(Article
135(1)(e))의 해석범위 내에 있는 ‘통화’에 해당된다.’고 보았다.198)
197)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The exchange of traditional currencies for units
of the ‘bitcoin’ virtual currency is exempt from VAT, PRESS RELEASE No 128/15, 22
October 2015.
198) Judgment in Hedqvist Case (ECJ Case C-264/14, 2015), Paragraph 49-51. 특히 해당 판결의
Paragraph 51. 한편, EU VAT Directive Article 135(1)(e)에서는 “transactions, including
negotiation, concerning currency, bank notes and coins used as legal tender, with the
exception of collector's items, that is to say, gold, silver, or other metal coins or bank
notes which are not normally used as legal tender or coins of numismatic interest”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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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2014년에 선고된 오버레이셀(Overijssel)주 판결을 보면,199) 2012년
8월 원고(구매자)와 피고(판매자)는 2,750 비트코인(BTC)을 원고(구매자)에게 매도하

기로 합의하면서 1 비트코인의 가격을 8.05유로(Euro)로 책정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지불한 22,137.59 유로에 대하여, 피고가 990 BTC만 지급하고 나머지 1,760 BTC을
지급하지 않자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계약의 종료에 따라 미지급
된 1,760 BTC에 해당하는 14,168 유로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
하였다. 다만, 비트코인은 네덜란드 민법상의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종료 후
비트코인의 가치가 급등한 사실을 미지급된 비트코인 가격 산정에 반영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원고는 비트코인이 네덜란드 민법상 화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면
서 1,760BTC의 미지급에 따른 원금 외에도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다.200)
본 사안에서 다루어진 논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을 네덜란드 민법상의
화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의 개념과 관련하여 유럽중앙
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의 발표를 인용하였다.201) 재판소는 비트코인을 발
행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없고, 그 가치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 비트코인을 “금과 유사한 교환 수단”(Bitcoin is a medium of exchange akin
to gold)으로 정의하였다. 즉 네덜란드 내에서 강제통용력을 갖는 법정통화는 오로지

유럽중앙은행(ECB)에서 발행한 유로화와 기타 주화만이 해당하고 비트코인은 법정화
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202) 이에 따르면 네덜란드 내에서 비트코인은
하면서 통화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주를 두고 있는데, 유럽 사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을 세법상
목적론적ㆍ체계적 해석 방식에 따라 접근한다면 가상화폐가 EU VAT Directive Article
135(1)(e)에서의 ‘Currency’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정승영,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조세학술논집 제32집 제1호, 2016, 75면 참조.
199) Rechtbank Overijssel, Uitspraak, Case No. C/08/140456 / HA ZA 13-255 (May 14, 2014).
200) Coindesk, Dutch Court Declares Bitcoin isn’t Money in Civil Trial, 2014. 5. 19.,
https://www.coindesk.com/dutch-court-declares-bitcoin-isnt-money-in-civil-trial/(최종확인:
2018. 1. 9.).
201) ECB는 2012년 10월에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의 개념과 관련하여, “가상화폐방식은 Peer-to-Peer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며, 공급이나 거래를 관할하는 중앙은행이나 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은 가상공간과 현실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용될 수
있다. 다른 통화와의 교환을 위한 비율은 수요와 공급 및 몇몇 교환정책 등에 의해 결정된다.”라
고 하면서, 현재로서는 가상화폐가 금융시장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그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고하였다(European Central Bank, Virtual Currency Scheme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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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수단으로 이용된다 하더라도 민법상 법정화폐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판단
암호화폐는 통화고권에 의한 발행과 강제통용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정화폐라고 볼 수 없고, 발행인이 없으며 발행인의 신용과 무관하기 때문에 증권으
로도 보기 어렵다. 하지만 실제 지급수단의 일종으로 활용되고, 법령상 지급수단 이외
에도 당사자 간의 사적 합의에 기초한 변제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단지 국가에
의한 가치보장이나 발행인 등 관련자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지급수단으로서의
안전성이 부족하고 법령상 지급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이다.
우리 정부도 암호화폐는 가치의 안정성이 없고, 블록체인 기술 역시 안전한 거래를
보증할 뿐 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화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203) 이는
암호화폐가 사용가치가 있는 실물자산이나 장래에 발생하는 수익흐름이 있는 금융상
품과 구별되고, 거래상황에 따라 가격의 변동 폭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암호화
폐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
할 수 없다고 보았다.204) 암호화폐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현물‧현물지수‧실물화폐
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파생상품거래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세
청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암호화폐는 부
동산이나 증권과 같은 일종의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해야 하고, 법 개정 없이도
사업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205) 나아가 합법
적인 상품이나 자산이 아니더라도 소득에 기여했다면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과세여부는 암호화폐의 법적성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와 관련된 사안이다. 현행
세법 하에서 부가가치세 인정여부는 암호화폐의 통화적 성격 인정여부에 따라 달라지

202) 남기연, Bitcoin의 법적 가치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38권 제3호, 2014, 537면.
203) 이데일리, 정부, ‘가상화폐, 통화 아니다’...거래규제법 제정 착수, 2017. 12. 4.,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342326616155240&mediaCodeNo=
257(최종확인: 2018. 1. 9.).
204) 아시아투데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파생상품 기초자산 될 수 없다, 2017. 12. 6.,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1206010002967(최종확인: 2018. 1. 9.).
205) 헤럴드경제, 비트코인 두고 정부기관 엇박자..국세청 ‘합법자산 아니어도 과세는 가능, 2017.
12. 7.,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207000307(최종확인: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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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암호화폐를 화폐로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보면, 암호화폐의
자산적 성격은 대체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만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사업소득‧법인세와 관련해서 보면,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업으로부터 얻은 수입도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과세가 가능할 것이다. 암호화폐(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유형‧무형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속‧증여세의 과세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암호화폐를 지불한 자에게는 암호화
폐 취득가액과 지불시의 시장가격 간의 차액을 자본이득으로 하는 과세가 가능할
것이다. 채굴로 암호화폐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시의 시장가격으로 암호화폐를 원시
취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채굴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해 과세할 수 있을 것이다.

2. 암호화폐발행자금조달(ICO)
가. 현행 법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선두주자로서 시장에 안착하자, 다양한 신규코인들에 대한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이에 대한 투자유치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차원의 규제여부의 검토 또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수만 명 이상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유사수
신행위나 투자사기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9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
이후, ICO를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관하여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을 육성하는 측면에서는 ICO의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ICO가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행위와 사기거래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는 견해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ICO는 암호화폐 개발 초기 단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로서, 토큰 세일
(token sale) 또는 코인 세일(coin sale)을 진행하여 투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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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는 토큰판매(Token Sale), ITO(Initial Token Offering, 토큰공개), 크라우드세일
(Crowd Sale)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ICO는 투자금의 대가로 증권발행이 아닌 암호화

폐나 암호화폐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권리를 패키지화한 토큰을 지급한다. 주식을 대
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IPO(Initial Public Offering)와 다르다.207) ICO 시장은
이미 전 세계 벤처캐피털의 투자금을 상회하고 있다. 2017년 7월 초까지 블록체인
기업이 IC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3억 2,700만 달러로, 같은 기간에 벤처캐피털을
통해 조달한 자금인 2억 9,500만 달러보다 3,000만 달러 이상 많았다.208)
보스코인은 해외(스위스)에서 처음으로 ICO를 했던 우리나라 기업의 암호화폐로
2017년 5월 10일 ICO가 시작된 지 9분 만에 모든 물량이 판매되었고, 총 6,900BTC(당

시 시세로 157억원)을 모금하는데 성공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209) 이처럼 기업이
ICO를 성공할 경우 충분한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ICO에 대한 규제법이 별도로 없다. 다만 정부는 당초 ‘지분증권‧채무증
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ICO를 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발표했
으나, 이후에 다시 ‘ICO의 형식을 불문하고 모두 규제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하였다.
정부는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 원인이 되는 ICO를 전면금지하겠
다는 입장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하여 블록체인은 육성하되 암호화폐는
규제한다는 방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다.210)

206) 백명훈/이규옥, 블록체인을 활용한 ICO의 이해와 금융법상 쟁점, 금융법연구 제14권 제2호,
2017, 75면.
207) 천창민, ICO(Initial Coin Offering)의 증권법적 평가와 함의, 자본시장포커스 2017-19호,
2017, 1면.
ICO와 IPO, 크라우드펀딩과의 개념 구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백명훈/이규옥, 블록체
인을 활용한 ICO의 이해와 금융법상 쟁점, 금융법연구 제14권 제2호, 2017, 84-87면 참조.
208) 매일경제, 가상화폐로 자금 모으는 ICO 시장 급성장, 2017. 8. 30.,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582458(최종확인: 2018. 1. 9.).
209) 보스코인은 신뢰 계약(Trust Contracts), 합의 알고리즘, 의회(Congress) 네트워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로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 보스코인 지급을 약정하는 방
식으로 운영된다(박한결/박찬기/최예준/최현덕, The BOScoin White Paper, https://boscoin.io/
wp-content/themes/boscoin/src/pdf/BOScoinWhitePaper_KO.pdf(최종확인: 2018. 1. 9.)).
210) 아주경제, 김용범 “가상통화 규제, 블록체인 기술 혁신 저해 아냐”, 2017. 11. 22.,
http://www.ajunews.com/view/20171122140308019(최종확인: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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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사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2017년
7월 27일 1934년 증권거래법 제21조 (a)항에 의거하여 The DAO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211) SEC는 ICO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기존의 연방증권법을
The DAO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용하여 The DAO 토큰이 증권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미국에서 증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그 증권이 암호화폐로 구매되었
는지 또는 블록체인 기술로 배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방증권법의 적용대상이
된다.212) ICO 투자희망자는 투자대상 기업이 SEC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
록 권고하고 있다.213) 싱가포르 금융당국인 MSA(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는
2017년 8월 1일 SEC의 입장과 유사하게, 토큰은 싱가포르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

권 또는 채무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214) 한편, 중국 인민은행은
2017년 9월 4일 중국에서 ICO는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ICO 관련 모든 행위

를 즉시 중지하고,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전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였다.215) 나아
가 ICO를 통해 모집한 금전 내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하였다.

다. 판단
암호화폐 ICO는 자본시장의 IPO와 비교할 때 성공가능성이 낮고, 가격변동성이
높아 투자위험이 크다. 실물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온전히 암호화폐나 프로젝트의 아
이디어에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 국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벤처
케피탈, 클라우드펀딩, 상장주식 거래 등 전통적 방식과도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211) The SEC, Report of Investigation Pursuant to Section 21(a)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The DAO, https://www.sec.gov/litigation/investreport/34-81207.pdf(최종확인:
2018. 1. 9.).
212) 백명훈/이규옥, 블록체인을 활용한 ICO의 이해와 금융법상 쟁점, 금융법연구 제14권 제2호,
2017, 95면.
213) 백명훈/이규옥, 블록체인을 활용한 ICO의 이해와 금융법상 쟁점, 금융법연구 제14권 제2호,
2017, 93면.
214) MAS, mas clarifies regulatory position on the offer of digital tokens in singapore, August
1, 2017
215) 천창민, ICO(Initial Coin Offering)의 증권법적 평가와 함의, 자본시장포커스 2017-19호,
2017, 2면.

제4장 암호화폐에 관한 법정책

유사수신행위 등 범죄와 연결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ICO는 블록체인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내에서 규제할 경우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해외에서 ICO를 하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도 크지 않다. 따라서 ICO에 대한 일정한 기준과 의무를 부과하
여 이를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여 산업과 시장을 키우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면
서 범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ICO 관련 정책은 무엇보다도 암호화폐의 위험성을 발견하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요건을 개발하는 등 전체적인(holistic)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216)
암호화폐 그 자체의 혁신성과 암호화폐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구분되어야 한
다.217) ICO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암호화폐에 대한 선물거래와 파생상품 규제도 무조건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시장상황을 살펴보면서 규제가 필요한 범위를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3. 외국환거래218)
가. 현행법률
‘외국환거래법’의 제정 목적은 외국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

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대외적 안
정을 유지하는 것이다(외국환거래법 제1조). 정부는 법률에 근거하여 외국환 거래시장
을 규율하고 있다.

216) Tu, Kevin V/Meredith. Michael W., Rethinking virtual currency regulation in the Bitcoin
age, Wash. L. Rev. 90, 2015, p. 327.
217) Tu, Kevin V/Meredith. Michael W., Rethinking virtual currency regulation in the Bitcoin
age, Wash. L. Rev. 90, 2015. p. 327.
218) 법무법인 민후, [읽어보기 #41]비트코인거래업의 적법성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슈,
www.minwho.kr/bbs/download.php?bo_table=archive&wr_id=251(최종확인: 2018. 1. 9.) 의
내용을 토대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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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에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국가 간 법정화폐를
환전하거나 자산을 해외로 반출하고, 국내 거래소보다 시세가 저렴한 해외 거래소에
서 암호화폐를 구매하기 위해 외화를 밀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
의 암호화폐 소지자가 한국의 지인에게 암호화폐를 송금하면 한국인이 이를 한화와
위안화로 순차 환전하여 이를 물품대금으로 위장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치기가 기승
을 부리고 있다. 최근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영업을 금지시키자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국내로 전송하여 환전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결국 수출입 거래 없이 위안
화가 중국으로 반출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은 현행 외국환
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금지되는 불법외환 거래에
는 환치기, 외화밀반입 또는 밀수출, 외화 불법지급 또는 불법영수 등이 있다.219)

<표 4-1> 불법 외환거래의 유형
위반 유형

세부 내용

환치기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수령하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출입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국내은행에 개설한 환치기계좌를 통하여 수출입대금 지급․수령

외화밀수출입

1만불 초과의 외화, 원화 등을 수출입하면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불법수출입

무역가장

수출입대금을 가장하여 외환을 지급 수령하거나, 수출입가격을 조작하여 차액을
불법 유출

채권미회수

수출대금을 영수기간내에 국내로 회수하지 않거나, 현지에서 회수하고 해외에
유보하는 방법 등으로 외화를 유출

불법지급
불법영수

지급방법 신고 또는 자본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하여
지급 등을 하는 행위

최근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저렴한 국제송금을 위하여 외화송금업체
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활용한 사례가 외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환거래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바 있었고, 정부는 법률을 개정하여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암호화폐를 활용한 외화송금거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즉 송신자가 원화로 특정
핀테크 업체에 입금을 하면 그 업체는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구매한

219) 김경환,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법무법인 민후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2017.
7. 14.),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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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이를 해외에 있는 비트코인 업체에 송금하고 해외업체가 이를 다시 현지화폐로
환전하여 최종적으로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220)

[그림 4-1] 소액외화송금업체의 비트코인 거래방식

당초 기획재정부 등은 비트코인 중개사업자의 해외 송금업무가 외국환거래법 제8
조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개인 간 비트코인
거래 중개사업을 하는 경우, 중개사업자가 해외로 비트코인 결제 대금을 원화 또는
달러화 등으로 반복적으로 송금하는 경우 비트코인(재화)을 통해 화폐를 송금하는
것으로서 “업(業)으로 외국환업무를 한다.”고 보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외국환업무를 금융회사 등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자본, 시설 등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만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으며, 위반 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즉,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가 외국환 업무를 하기 위해
서는 미리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등록
요건으로는 상법상 회사로서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 비율
200% 이내여야 한다(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전산시설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

축하고 한국은행과 외환전산망을 연결해야 하고 외환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거래
한도도 건당 지급‧수령 한도는 미화 3천불이고, 동일인이 1개 업자를 통해 지급‧수령할
수 있는 연간 누계한도는 각각 미화 2만불이다(시행령 제15조의3 제1항).
그런데 2017년 외국환거래법(제8조 제3항)의 개정으로 외국환업무의 허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금융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회사 등이
220) [그림 4-1]은 머니투데이, 비트코인 뭐기에.. 핀테크업체 외국환거래법 위반 결론, 2017. 1.
11.,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11016324434312(최종확인: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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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어도 일부 외국환업무(환전업무, 외화이체업무 등)에 한해서 일정요건을 갖춰 기
획재정부에 등록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금융회사 등이
아닌 소액해외송금업자들도 정해진 자본금 요건 등 규정을 준수하면 암호화폐를 이용
한 외국환거래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외국환거래법 개정
전과 후의 규정을 신구대조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2> 외국환거래법 신·구조문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환
전업무"라 한다)만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
이 아닌 자가 ------------------------외국환업무를 --------- 경우에는 -------------------------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
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
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이하 “환전업무”라
한다)

2.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2.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및 수령, 이에
수반되는 환전업무(이하 “외화이체업무”라
한다)

<신

3.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설>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

나. 판단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암호화폐 주소에 비트코인을 충전한 다음 해외 거래소
에 있는 제3자에게 송금하여 해외에서 달러 등으로 환전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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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할 수 있다(제32조 제1항 제3호). 시세가 저렴한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하기 위해 외화를 밀반출하는데 이 경우에도 1만 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외국환거
래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앞선 경찰관의 환치기 사례처럼 중국에서 환전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국내로 송금하고 이를 거래소에서 한화로 환전하여 지정된 자에게 교부하
는 행위도 처벌된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단일 국가의 통제를 뛰어넘은 사실상 세계적인 “단일”화폐이므
로, 특정 국가가 자국의 외환 또는 국부의 국외 유출을 차단할 목적으로 처리 주체를
금융기관 등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것으
로 판단된다. 이미 비트코인을 이용한 국내외 개인 간의 거래는 통제가 불가능하다.
외국 거래소에서 이미 달러, 유로화 등 다양한 법정화폐로 교환해주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 거래소도 달러와 위안화 환전에 대한 요구가 제기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도 새로운 외환거래 환경에서 암호화폐를 통한 환전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4. 정보보호
가. 현행 법률
최근 거래소 유빗이 해킹을 당하여 파산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17년 4월
해킹으로 전체 자산의 약 37.5%가 인출되었고, 12월에 또 해킹을 당해 17%가 인출되어
결국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피싱·파
밍 등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하는가 하면 개인지갑 도용 범죄가 발생한다. 따라서 거래
소의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여기에서 거래소를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업자로 볼 것인지 금융회사(또는 전자금융업자)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볼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규제를 받지만, 금융기관(또는
전자금융업자)으로 볼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
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고(제45조 제1항, 제2항),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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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제48조의3).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
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①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②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
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③ 접속기
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④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
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⑤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⑥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제28조 제1항). 만약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제76조 제1항), ②호에서 ⑤호(제
2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3조 제1호).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
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제27조의3).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전자금융회사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
회사 등”이라 칭함)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제21조의2 제1항).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21조3 제1항). 정보
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51조 제2항). 이처럼 전자
금융거래법은 금융기관의 고객 자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보통신망을
보호하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제보다 훨씬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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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거래소가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보통신망법상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
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항 제3호). 거래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
신역무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정보통신
망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하지만 금융기관도 아니고,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상 금융
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아니다. 따라서 현재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거래소는 비록 은행보다는 못하지만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해킹으로 암호화폐 시스템 내에 코인 자체를 이체할 수 있고, 중앙기관이 없어
이를 취소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보보호가 더욱 중요하다. 향후에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거래소까지 규율하도록 법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5. 금융 소비자 보호
가. 현행법률
1)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

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말한다(제2조). 이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제6조 제1항). 현재 수사기관은 ICO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자가 ICO를 직접 발행하는 경우 계속성·반복성을 가지는 업이라고 하기
에 충분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가치상승을 기대하고 참여하지만 대부분의 약관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없어 법적용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221) 물론 원금 또는 원금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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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약속하는 ICO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검찰은 유사
수신행위규제법, 방문판매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서는 방문판매법만을 적용하기도 한다.222) 최근 정부는 ‘원금 또는 원금 초과 금액이
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가상화폐 거래 또는 가상화폐를 가장
한 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영업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에 추가하는 법안을
준비 중으로 관련한 법적 논란은 입법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 예금자보호법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금융기관
을 대신하여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으로 특정위험에 대한 보험이 아니라 예금
지급에 대한 보증의 성격을 지닌다.223) 예금자보호법은 은행법(제8조 제1항) 인가를
받은 은행 등 총 11개 항목의 금융기관을 대상(제2조 제1호)으로 하고 있어 거래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예금·적금·부금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등 “예금 등”만을 보호(제2항 제2호)하고 있어 투자
성격이 있는 암호화폐는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즉, 거래소는 예금자보호법상의 금융
기관이 아니며 거래소의 암호화폐에 대한 환전, 중계 등의 업무는 예금, 적금 등의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용자는 동 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한다. 만약 앞으로 암호화폐를 통화로 인정하고, 금융기관이 암호화폐를
예·적금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한다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있지만, 만약 암호화폐를 금과 같은 자산으로 취급하게 된다면 관련 상품은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221) 백명훈/이규옥, 블록체인을 활용한 ICO의 이해와 금융법상 쟁점, 금융법연구 제14권 제2호,
2017, 113면.
222) 중앙일보, ‘유사코인’피해 막는다…유사수신에 가상화폐도 포함, 2017. 9. 3.,
http://news.joins.com/article/21900647(최종확인: 2018. 1. 9.).
223) 이진호, 금융안전망기구의 지배구조에 관한 소고-예금보험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KBR 제19권
제2호, 2015, 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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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시장법

최근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는 2017년 12월 18일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224) 세계 최대 파생상품거래소 CME 상장은 비트코인의 제도권 진입
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됐다. 미국은 암호화폐를 파생상품으로
보는 반면 우리나라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2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산물·축산
물이나 이를 제조·가공한 일반상품, 신용위험, 자연·환경·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제4조 제10항).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칭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투자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제3조 제1
항). 암호화폐는 거래소에서 법정화폐와 일정한 교환가치 비율로 구입이 가능하고,
실시간 시세가 변동하고 이에 따라 원금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226) 그러나 원금을 초과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고 가치 결정을 위한 기초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파생상품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227)

나. 판단
암호화폐 ICO와 관련한 유사수신행위가 계속되면서 단일 사건의 피해자가 수 만명
에 이르고 피해도 2천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2017년 4월에 야피존 거래소가 해킹
당했을 때 고객 자산이 일률적으로 37.5%가 삭감되었고, 12월에 야피존에서 이름을
변경한 유빗 거래소가 또 해킹을 당해 입출금이 정지되고 이로 인해 파산절차가 진행
224) 연합뉴스, 시카고상품거래소 18일 비트코인 선물 출시... “제도권 진입”, 2017. 12. 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02/0200000000AKR20171202001900072.
HTML(최종확인: 2018. 1. 9.).
225) 조선비즈, [가상화폐 규제] 통화? 파생상품?...비트코인 회계처리도 ‘골치’, 2017. 12. 7.,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6/2017120603240.html(최종확인:
2018. 1. 9.).
226) 백명훈/이규옥, 블록체인을 활용한 ICO의 이해와 금융법상 쟁점, 금융법연구 제14권 제2호,
2017, 102면.
227) 백명훈/이규옥, 블록체인을 활용한 ICO의 이해와 금융법상 쟁점, 금융법연구 제14권 제2호,
2017,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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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서, 다수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은 법률
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다소 어렵고, 예금자보호법은 투기적 자금을 보호
하지 않아 소비자 보호가 어렵다. 따라서 거래소에 대한 자본금이나 투자예치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외국의 거래소 중에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환전해 주지
않고, 다른 암호화폐로만 환전해 주기도 하였다. 실제 비트렉트, 플로닉스 등 세계적인
거래소가 처음에 달러로 환전해 주지 않다가 일정 시점 이후부터 환전해 준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거래소는 처음부터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여 대부분
의 업체가 원화로 인출해주고 있어 그 리스크가 더욱 크다. 거래소에서 소비자들의
출금을 제한하면서 다른 거래소로 암호화폐를 이체시키도록 유도하거나 강제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
하고, 거래소 영업 등록 신청 시에 예치금 등 소비자 보호방안을 강구하도록 입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더라도 거래소를 이용하는 전체
고객에 대한 별도의 소비자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후에 파생상품의 허용여부
를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제2절 우리나라의 대응정책 현황
1. 추진경과
가. 산업육성 차원에서 접근
암호화폐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는 금융위원회가 2015년에 수립한 ｢IT‧금융융합
지원방안｣228)을 시작으로 2016년 2월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기본방향｣229)(이하

228) 금융위원회, ｢IT·금융융합 지원방안｣ 제1차 IT·금융융합협의회 운영결과(2015. 1. 26.), 보도
자료.
229) 금융위원회, ｢금융개혁 주요 추진과제｣ 2017년 업무계획 상세 브리핑자료(2017. 1. 12.),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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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로드맵”이라 칭함)에서 본격화되었다. ｢IT‧금융융합 지원방안｣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핀테크에 대한 사전적·전지적 규제에서 벗어나 금융
및 IT 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후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차
로드맵에서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블록체인, 빅데이터를 3대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암호화폐의 이체‧송금‧보관‧교환 등 취급업자에 대한 규제근거와 자금세탁 방지 등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블록체인을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관련연구와 프로젝트를 추진함과 동시에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후속조치로 2016년 11월 기획재정
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학계‧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 범정부 태스크포스팀(T/F)
을 구성하여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해 암호화폐의 법적 정의, 거래소 등록제, 자금세
탁방지, 외환규제 방안과 동시에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암호화폐의 투명한 거래
를 촉진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230)
금융위원회는 2017년 1분기까지 세부적 방안을 확정하고자 하였으나 비트코인 해
외송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입장차이가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자신들이 주관
한 ‘핀테크 데모데이 인 런던’에서 비트코인 송금업체를 한국의 대표 핀테크 서비스
업체로 소개한 반면 기획재정부는 이들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였던 것이다. 2016년 9월에는 비트코인 해외송금 스타트업이 금융위원
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한 경진대회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아 상장을 받은데 반해 기획
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 하기도 했다.231) 즉, 기획재정부는 외환
송금‧이체 등의 외국환 업무는 금융회사만 할 수 있고, 금융회사가 아닌 곳은 기획재정
부에 등록을 해야 하나 핀테크 업체는 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개정 전 외국환거래법 제8조). 금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육성과제로 민간
주도의 핀테크 혁신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율 체계를 도입
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와 입장 차이가 발생하면서 업계에 많은 혼란을 주었다.
부처간 갈등 끝에 결국 소액해외송급업 등록요건, 업무범위,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230) 금융위원회, MK 뉴스, ’16.11.18일자 「탁상행정 규제에 발목잡힌 핀테크」제하 기사 관련,
2017. 11. 21.자 보도자료.
231) 중앙시사매거진 이코노미스트, [정부 비트코인 정책 엇박자] 금융위는 활성화 기재부는 제동,
2017. 1. 30., https://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15169(최종확인: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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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외환거래 편의 제고 및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 외국환거래법
개정법률안이 2016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이제는 소액해외송급업이 가능해졌
다. 정부는 초기에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암호화폐의 제도화를 촉진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였고, 정책을 구체화하면서 다른 부처와 갈등이
있었지만 원만히 해결해 나갔다.

나. 금융위원회 중심의 규제적 접근
2017년 상반기에 암호화폐 거래규모가 증가하여 시장이 과열되고, 빗썸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암호화폐를 미끼로 한 유사수신
범죄가 기승을 부려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었다. 2017년 7월 금융위원회 주재로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
융정보분석원(FIU) 등 11개 기관이 참여해 ｢가상통화 확대 TF 회의｣를 개최하였고,
여기에서 각 부처별 대응현황과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232)
정부는 2017년 9월에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면서
규제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였다. 합동 TF 회의에서 암호화폐를 “블록체인에
기반하여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정의하고,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
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교환의 매개기능을 넘어 각종 범죄나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단기적으로 현행법령에 따라
이용자 피해예방 및 거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되 암호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과세 등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기로 하였다. 경찰·검찰·금융감독원과 취급
업자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암호화폐 사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범죄수익
을 철저히 환수하기로 하였다. 해외송금 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액해외
송금업 등록 단계에서 송금방식을 등록하고 매일 한국은행에 거래내역을 보고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정산내역 기록·보관, 의심거래 신고, 실명확인 등의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었다.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암호화폐 취급업체 수,
영업형태, 거래규모, 매출액 등을 조사하여 과세문제를 검토하고, 소비자 보호 의무
232) 금융위원회, ｢가상통화 확대 TF 회의｣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 금융위부위원장 주재 비공
개회의(2017.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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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여부 및 납세 현황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해킹 등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될 경우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기로
하였다.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거래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
등 실행 가능한 조치들은 신속하게 추진하되, 사각지대는 보완하고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신설하기로 했다. 과세 및 규제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정부는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고,
신용공여 금지 및 관련 금융회사의 영업‧업무제휴 등을 전면 차단하는 등 규제를 강화
하기로 하였다. 2017년 9월 1일자 회의에서는 증권발행 형식의 ICO만 규제할 계획이
었으나 9월 29일 회의에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는 방침을 확정하였다. 정부는
초기에 금융권과 블록체인 산업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할 계획이었으나
투기열풍과 유사수신범죄가 심각해지자 ICO를 전면금지하는 등 규제하는 쪽으로 방
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블록체인 업체들은 암호화폐 취급업자 전체를
준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였다.233) 업계에서는 규제기관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태스크포스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234)

다. 법무부 중심의 형사적 접근
2017년 11월 27일 비트코인의 가격이 1만 달러를 돌파하자 국무총리가 암호화폐

투기화에 관계부처가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하면서 규제 방침은 더욱 명확해졌다.235)
정부는 태스크포스팀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변경하고, 법무부 주재로
2017년 12월 4일 국무조정실,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 공정위, 경찰청, 국세청 등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기존의 금융위원회 중심의 규제보다 더욱 강력한 형사적 규제
가 요구되었다. 과세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전방위적 규제방안이 논의되었다.
233) 뉴스토마토, 블록체인 업계, ICO 규제에 공동대응 나선다, 2017. 10. 16.,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82076(최종확인: 2018. 1. 9.).
234) 이투데이,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장 “믿을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우선”,
2017. 10. 19.,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51674(최종
확인: 2018. 1. 9.).
235) 국무조정실, [모두말씀] 제50회 국무회의, 2017. 11. 28.자 발표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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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에 부응하여 민간의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2018년 1월부터 암호화폐
거래 시 지정된 투자자 명의 계좌 한 곳에서만 입출금을 할 수 있고, 암호화폐 취급업
자의 금전‧암호화폐 보관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와
이용자의 지갑을 분리·보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236) 교환유보재산 외 재산은 금융회
사에 예치하고,237) 거래소별 이용자보호 총괄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전산설비에 대한 취약점을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기로 하였다. 2017년 9월 T/F 회의에서 금융위
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언급한 “업계의 자율규제안 마련 촉구”에 대한 업계의 반응으
로 소비자 보호 장치에 초점을 두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2017. 12. 8. 빗썸 거래소를 기준으로 24,990,000원까지
치솟아 외국 거래소에 비해 20∼30% 비싸게 거래가 되는 등 투기과열이 식지 않자,
암호화폐를 형법상 ‘유사 통화 거래 행위’이자 사람을 현혹시키는 사기수단으로 보아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238) 법무부는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등록을 취소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2017년 12월 8일 16,240,000원까지 하락하는 등 외국 거래소와 유사하게 거래
되기도 하였다.
고강도 규제 방침에 따라 법무부 등은 암호화폐 거래 자체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
하여 전면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전면금
지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239) 2017년 12월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도 새롭게 참여하여 논의하였

236) 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시 본인명의 계좌 한곳으로 입출금 제한, 2017. 12. 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05/0200000000AKR20171205138700002.
HTML(최종확인: 2018. 1. 9.).
237) 조선비즈,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시 본인명의 계좌 한 곳만 입출금 가능, 2017. 12. 6.,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6/2017120601327.html(최종확인:
2018. 1. 9.).
238) 한국경제, [단독] 정부, 가상화폐 국내 거래 금지 검토, 2017. 12. 8.,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20847521(최종확인: 2018. 1. 9.).
239) 이데일리,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 부처에 이미 통보, 2017. 12. 13.,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551446616158192&mediaCodeNo
=257(최종확인: 2018. 1. 9.).

제4장 암호화폐에 관한 법정책

다. 정부는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고,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등은 계좌개설을 금지하도록 하며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보유‧매입‧담보취득‧
지분투자도 금지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 운영을 위해 고객자산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암호화폐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에 대해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암호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
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2017년 12월 15일 회의를 개최하여 전자금융거래
법, 유사수신규제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취급업자 규제안, 거래 전면 금지 등에
대한 규제안을 논의할 전망이었으나 연기되었다.
한편, 2017년 12월 19일 유빗거래소(舊 야피존)가 해킹피해로 인하여 파산신청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는 즉시 암호화폐 투기의 위험성을 재강조하며 이용자들의 거래참
여의 주의를 촉구하고, 12월 13일 관계차관회의 시 논의하였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
책”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발표하였다.240)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
매업 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운영 중인 거래소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4대 거래소(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에 대해 2018년 ISMS 인증 의무 대상241)임
을 통보하고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ISMS인증 의무대
상에 해당되지 않은 중소규모 거래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242)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Mark)243)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2017년 9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암호화폐 취급사업자에 대해

실시한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합동 실태점검 결과 및 향후 조치를 발표하였
다.244) 조사대상 10개 사업자 대부분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암호화 조치 등 기술

240) 국무조정실,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12.13]」 후속조치 추진, 2017. 12. 20.자 보도자료.
241)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일평균 방문자수 100만 이상이 대상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정보통신
망법 제47조).
242)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파기 등 종합적 관리
체계를 평가하는 자율이증 제도(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3)를 의미한다.
243)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민간 자율적 인증마크 제도를 의미한다.
244)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방통위, 가상통화 취급사업자의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합
동 실태점검 실시, 2017. 9. 26.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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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한 상황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1월 중으로 정보통
신망법 등 법규위반이 있는 거래소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
이다. 이 밖에도 경찰과 검찰의 집중수사, 관세청의 불법 환치기 집중단속, 산업통상자
원부의 채굴기의 산업단지 불법입주 단속,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거래소의 본인확
인 시스템의 구축 등을 점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지속적인 경고에도 암호화폐에 대한 비정상적인 투기현상이 계속되자 정부는
12월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특별대책245)을 추가 발표하였다. 먼저, 암호

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2018년 1월부터 현행 가상계좌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기존서비스를 전환하여 신원이 확인된 이용
자만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다시 신규 거래가 가능해지
나, 은행들이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에는 약 2주~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246) 또한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2017년
12월 말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 점검 결과에 따라 불건전 거래

소에 대해 금융서비스를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의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강화하
기 위해 은행권이 거래소의 입출금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금거래나 분산거
래 등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암호화폐 범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하고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암호화폐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점검하고 관련된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 등 그 대응을 더욱 엄정하게 할 것임을 밝혔다. 관세청 역시 환전상 외환거
래와 출입국 실적 등을 분석하고 있는 중으로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
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관련 온라인 광고도 규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 온라
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를 통해 무차별적인 광고를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기존에 진행하던 주요 거래소에 대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 점검을 조사
가능한 모든 거래소에 대한 직권조사로 확대실시하고 불공정약관을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법무부가 건의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포함한 암호화폐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암호화폐 투기는 단호
245) 국무조정실,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2017. 12. 28.자 보도자료.
246) 파이낸셜 뉴스, “가상통화 시장 신규진입 중단.. 실명확인 절차 도입 후 재개, 2018. 1. 1.,
http://www.fnnews.com/news/201801011735155564(최종확인: 2018. 1. 9.).

제4장 암호화폐에 관한 법정책

히 대처하되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의 발전은 지원예정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
에 대한 분리대응 기조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침들이 기존에 발표했던
정책을 발전시키거나 구체화한 정도로 입법조치보다는 행정지도 등의 형태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정부는 산업육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에서 시장과열에 따라 행정규제와 형사처벌
을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정부부처별 대응동향
가. 규제 관련부처
1)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2017년 9월 TF회의 이후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를 현행법상 법정통화, 지급수단,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 아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암호화폐 취급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신규 암호화폐 발행, 신용공여, 시세조종,
다단계 판매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기로 하였다. 암호화폐 투자 사칭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여 암호화폐의 국내 거래
뿐만 아니라 해외송금업자에게도 의심거래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였다.247) 소액해외송
금업자에 대해서도 금융실명법의 실명확인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유사수신행
위규제법 개정안에 유사수신행위의 정의조항을 정비․확대,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
화, 몰수․추징 규정 신설, ICO․신용공여․시세조종․표시광고 등 금지행위 규정 등을 포함
하여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하였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도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은행에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를 강화하도록 지도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를 유사행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247) 연합뉴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규제 본격화, 정부, 관련법 정비 나선다, 2017. 10. 1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9/0200000000AKR20171019153700002.
HTML(최종확인: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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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제시하였다.248) 개정안은 암호화폐 취득‧교환‧매매‧중개‧알선‧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예치금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
자 실명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암호키 분산보관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암호화폐의 매수매도 주문 가격‧주문량 공개제시 등의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허용하기
로 하였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형량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몰수‧추징 규정도
신설하기로 하였다.249) 나아가 “가상통화 거래 또는 가상통화를 가장한 거래”라는
문구를 넣어 암호화폐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였
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는 암호화폐가 의심거래로 판단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에 신고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경찰과 합동으로 암호화폐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관련범죄를
집중단속하고,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짜 암호화폐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2015년에 13건을,
2016년에 27건을, 2017년 11월까지 31건을 신고한 바 있다.250) 암호화폐 관련 주식매

매 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할 경우 불공정거래로 처벌하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한편, 이상매매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
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자금세탁방지 기반을 마련하고 범죄악용 방지를 위해
시중 은행들로 하여금 이용자 본인확인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와 입출금 거래를 위해서는 1인 1계좌 원칙, 이용자 본인 여부 확인
등을 필수적으로 마련하도록 세부 지침을 은행에 전달하였다. 나아가 마진거래, 신용
카드 결제서비스 등 투기조장 거래행위 자제방안이 업계 자율규제안에 포함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248) 조선비즈, 정부, 가상화폐 규제 놓고 고민..전면금지對예외허용, 2017. 12. 12.,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2/2017121201044.html(최종확인:
2018. 1. 9.).
249) 문화일보, 가상화폐, 자금세탁 방지 등 충족시 거래허용 검토, 2017. 12. 12.,
http://cointalk.co.kr/bbs/board.php?bo_table=coinnews&wr_id=5164(최종확인: 2018. 1. 9.).
250) 금융감독원 내부자료,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2017. 12. 11.자 유선인터뷰;
연합뉴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규제 본격화, 정부, 관련법 정비 나선다, 2017. 10. 1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9/0200000000AKR20171019153700002.
HTML(최종확인: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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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재정부(국세청, 관세청)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과세의 문제와 소액해외송금업 관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먼저 과세와 관련하여 2017년 9월 TF회의 시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암호화폐에 대한 상속‧증여세 등 일부 과세는 가능하나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규정된 이후에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2017년 12월 13일 관계차
관회의 이후에도 암호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위해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하고 세원파악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해외 여행경비를 가장한 암호화폐

구매자금 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신고자에게 사전이용계획을 제출
하도록 하는 등 반출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자금에 대한
환치기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시 검‧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251)
소액해외송금업과 관련해서는 관련법률이 통과된 만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송금방식 및 거래내역,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
록 조치하였다. 은행과 송금업자가 송금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동
인프라 구축을 연내 추진하여 2018년 초에 오픈할 계획이다.252) 이는 2017년 7월에
도입된 소액해외송금업이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송금업자가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송금정보 공유 시스템이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253)

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칭함)상 통신판매업 신고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해당
업종은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 규제할 근거가 마땅치 않고,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요건을 요구하기도 어렵다. 거래소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공정거래
251) 쿠키뉴스, 정부, 가상화폐 사실상 거래 제한...거래소 집중단속‧과세 추진, 2017. 12. 13.,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09040(최종확인: 2018. 1. 9.).
252) 중앙일보, 소액해외송금업 실명확인, 금융권 공동 플랫폼 만든다, 2017. 10. 12.,
http://news.joins.com/article/22003724(최종확인: 2018. 1. 9.).
253) 중앙일보, 소액해외송금업 실명확인, 금융권 공동 플랫폼 만든다, 2017. 10. 12.,
http://news.joins.com/article/22003724(최종확인: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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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영업
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임의적 출금제한
조치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심사 중에 있고,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직권 조사할
방침으로 불공정 약관 사용이 확인되면 시정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4)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칭함)에 따라 암호화폐 취급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과태료·과징금
을 부과한다. 최근 빗썸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여 고객정보 총 36,487건이 유출된 사건
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4,350
만원, 과태료 1,50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254)
또한 2017년 9월 말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통으로 주요 암호화폐 취급업자
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2017년 12월 13일 관계차관
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통부와 함께 서비스 임시중지조치제도 등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법규위반 거래소에 대해 거래 서비스 임시중단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일정 규모 이상 거래소에
대해 2018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입장이다.

5)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암호화폐가 법적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적 지급수단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화폐 또는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디지털 상품에 가깝다
고 해석하고 있다.255) 2017년 11월 개최된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에서도 암호화폐는

254) 방송통신위원회,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빗썸> 개인정보 유출사고, 과징금 4,350만원, 과태료
1,500만원, 시정명령 처분, 2017. 12. 12.자 보도자료 참조.
255) 뉴스핌, 가상화폐, 지금도 향후에도 정식화폐되긴 어렵다, 2017. 9. 20.,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920000205(최종확인: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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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지급수단이 아니고 거래위험도 크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256) 최근에도 한국은행
과 국제결제은행(BIS)은 암호화폐를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화폐 또는 지급수단으로서의 성격은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가 법정통화
로 확장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다만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수요가 존재하는
한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암호화폐가 정착할 것으로 보고, 암호화폐 이용 상점에
게 거래내역을 관계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257) 현재까
지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차원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안에 대해서는 검토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나. 수사관련 부처
1) 법무부(검찰청)

법무부는 ｢암호화폐 관계기관 합동 T/F｣의 주무부처로 형사처벌을 비롯한 전방위
적인 규제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2017년 10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유사수신 개념에 암호화폐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가상통화 거래
또는 가상통화를 가장한 거래”를 이 법에 포함되도록 하여 규제내용을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형량도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258) 암호화폐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을 신설하여 처벌의 실효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2017년 12월 13일 관계차관회의 이후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 구형할 예정이다.

2) 경찰청

경찰청은 2017년 7월 12일부터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
256) 연합뉴스, 한은 “가상통화, 공식 지급수단 아니고 거래위험도 크다”, 2017. 11. 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2/0200000000AKR20171102089300002.
HTML(최종확인: 2018. 1. 9.).
257) 한국은행, 국정감사 정책자료, 2017.
258) 연합뉴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규제 본격화, 정부, 관련법 정비 나선다, 2017. 10. 1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9/0200000000AKR20171019153700002.
HTML(최종확인: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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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정부차원의 ｢가상화폐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
계기관과 함께 모니터링을 비롯하여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여 왔다. 2017년
12월 13일 관계차관회의 이후에는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에 대한 특별 단속도 추진하고 있
다. 나아가 암호화폐 추적기술 개발과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검찰과 함께 압수수색 및 몰수 등 형사소송절차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
원부의 암호화폐 채굴업자의 산업단지 불법입주와 전기료 감면에 대한 단속도 지원할
계획이다.259)

3. 정부정책의 딜레마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
다. 각국의 입법자들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
할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규제해야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시작했고, 각 국가마다
다양한 입법 및 규제가 나타나고 있다.260)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단속
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규제 즉, 거래소 해킹, 유사수신행위, 자금세탁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정부도 암호화폐 시장의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 소비자 피해 및 범죄발생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규제방침을 천명했다. 소관부처를 금융위원회
에서 법무부로 변경까지 하면서 정책기조를 중장기적 정책규제에서 즉각적인 법집행
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였다. 최근 유빗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서 파산절차
를 밟게 되어 수많은 거래 피해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초강경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
그간 시장 상황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정부의 정책기조가 다소 유동적이었고, 관련연
구가 충분하지 않아 법률안 마련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있었다. 또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마련하는데 거래소 등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고,
규제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처럼 정부는 급격한 기술발달과 새로운
259) 쿠키뉴스, 정부, 가상화폐 사실상 거래 제한...거래소 집중단속‧과세 추진, 2017. 12. 13.,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09040(최종확인: 2018. 1. 9.).
260) Tu, Kevin V/Meredith. Michael W., Rethinking virtual currency regulation in the Bitcoin
age, Wash. L. Rev. 90, 2015, p.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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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속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역으로 블록체인을 육성해야 하면서도 암호
화폐 범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제3절 법률안 검토
1. 정부안
2017년 9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범정

부 대책이 발표된 이후 정부의 규제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가상화폐 규제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였고,
12월 중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둘째, 정부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개정해 가상화폐 거래소(가상화폐 취급업자)를
규제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
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형사처벌도 5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함
과 동시에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위반으로 5억원
이 넘는 이익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의
가중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
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ICO와 관련하여 정부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범죄의 위험성이 커진 상황이고,

투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신용공여, 시세조
종,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표시·광고,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등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할 계획이다.261)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성년자 및 비거주자의 계좌개

261) 국무조정실,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수립, 2017. 12. 13.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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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및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넷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임시중지조치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매출액 100억
이상,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이상)의 거래소는 2018년부터 정보통신망법 제47조상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262)

2. 박용진 의원안
박용진 국회의원은 2017년 7월 31일 암호화폐 관련 법률안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8288)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가상
통화의 개념정의, 가상통화취급업의 개념정의 및 인가제,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 등이 포함되었다.
법률안 제2조 제23호는 가상통화를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
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되, 화폐·전자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가상통화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법률안
제2조 제24호는 가상통화취급업을 가상통화매매업, 가상통화거래업, 가상통화중개
업, 가상통화발행업, 가상통화관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각각의 업
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가. 가상통화매매업: 가상통화를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행위(가상통화의 판매를 대행
하거나 구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매매”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것. 다만,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가상통화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상통화거래업: 가상통화의 매매를 위한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영
업으로 하는 것
다. 가상통화중개업: 가상통화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
는 것
라. 가상통화발행업: 가상통화를 발행하거나 고안하여 가상통화의 생성체계 또는
거래체계를 만드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262) 국무조정실,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수립, 2017. 12. 13.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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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상통화관리업: 타인을 위하여 가상통화를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
는 것

법률안 제46조의3 제1항은 “가상통화취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발행하거나 고안하여 생성체계 또는 거래체계가 만들어
진 가상통화를 국내에서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도
록 규정하고 있다.

1.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가상통화를 구입하거나 가상통화취급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가상통화취급업자”
라 한다)를 통하여 가상통화를 중개·교환·매매 등을 하는 자(이하 “가상통화이
용자”라 한다)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가상통화취급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법률안 제46조의4에서 위와 같은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를 받고자 하면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가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
안 제46조의5에서는 가상통화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통화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통화 예치금, 즉 가상통화이용자로부터 가상통화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
여 예치 받은 금전을 예치기관에 예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법률안 제46조의
6에서는 보험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과 같은 가상통화이용자 피해보상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 제46조의7 및 제46조의8에서 시세조종행위와 자금세탁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각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률안 제46조의7(시세조종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가상통화의 매매·중개·교환·발행·관리(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매매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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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가상통화를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가상통화를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가상통화의 매매등을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등을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가상통화의 매매등을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가상통화의 매매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
세(가상통화를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또는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등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가상통화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
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가상통화의 매매등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
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법률안 제46조의8(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
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
으로 가상통화의 매매·중개·교환·발행·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상통화취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등의 상대방이 본인임
을 확인하여야 한다.

법률안 제46조의9는 가상통화취급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
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통화를
매매·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률안 제46조의10에서는 가상통화취급업자가
가상통화이용자를 상대로 가상통화의 매매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가상통화는 화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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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 사실과 가상통화의 내용, 매매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가상통화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비인가 가상통화취급업자, 자금세탁행위, 다단계판매 등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였다. 시세조종행위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에 요건을 추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3. 비교
정부안은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중심으로 규제에 보다 방점이 있는 반면 박용진
의원안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암호화폐의 육성과 규제를 병행하겠다는 취지
로 보인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이를 불법화하려는 입장이지만
박용진 의원안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 거래소 운영에 대해서 정부는 법적요건이 충족
되면 허용한다는 방침이면서도 원칙적인 금지를 천명하여 인가제의 적극적인 도입에
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용진 의원안은 인가제 도입에 찬성한다.
ICO에 대해서도 정부안은 전면 금지이지만 박용진 의원안은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청소년·비거주자 거래에 대해서 정부안은 전면 금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박용진
의원안은 이 역시 포함하고 있지 않다. 자금세탁방지에 대하여 정부안은 특정금융정
보법을 개정하여 규제할 계획이지만 박용진 의원안은 전자금융거래법에 관련규정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세조종행위와 다단계판매 등에 있어서는 정부안과 박용진
의원안 모두 금지하고 있어 동일하다.
정리하자면 정부안은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중심으로 하여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박용진 의원안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육성과 규제를 종합
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쪽 법률안은 암호화폐 거래 허용과
거래소의 규제방식, ICO의 허용범위 등에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예치금 보유
액 규정, 거래내역 보관, 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등 소비자 보호와 혐의거래 신고의무,
시세조종에 대한 형사처벌 등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육성하면서 규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떠한 방식이건 간에 조속히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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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담은 관련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4-3> 암호화폐 관련 정부안 및 의원입법안 비교
구

분

정부안

의원입법안(박용진 의원)

개정 법률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전자금융거래법

암호화폐거래

원칙적 불법/예외적 허용

합법

거래소 규제

법적요건 충족시 허용

인가제 도입

ICO

금지

-

청소년·비거주자 거래

금지

-

자금세탁방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별도 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

시세조종행위

금지

좌동

다단계판매

금지

좌동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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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형사정책적 규제수단을 통한 범죄예방
제3장에서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크게 암호화폐 침해범죄와 암호화폐 이용범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하여 유사수신 또는 투자사기를 범하는 예
외적인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암호화폐 관련범죄의 경우, 암호화폐는
범죄행위를 통한 획득되는 수익 그 자체가 되거나, 범죄행위의 대가 또는 범죄행위로
발생하는 수익을 현실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암호화폐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탈중
심성과 초국가성 그리고 익명성으로 인하여 암호화폐가 범죄자들에게 매력적인 수익
실현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암호화폐 관련 범죄 및 이로 인한
피해발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범죄자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하
여 불법적인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
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강력한 형사정책적 수단은 바로 범죄수익의 박탈과 자금세탁
방지이다. 현행 법률에 규정된 범죄수익 박탈 제도로는 ‘형법’과 형사특별법인 ‘범죄수
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몰수 및 추징 제도가 있다. 자금세탁
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특별법으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2001년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른바 자금세탁방지법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으며, 실제 이를
근거로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이 출범하였다.263) 그러나

263) 이보영, 자금세탁방지법제에 대한 형법적 검토, 형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2009, 4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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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현행 형사법적 수단이 암호화폐의 경우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

1. 암호화폐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가. 현행 법률상 몰수 및 추징
범죄수익의 몰수란 범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재산을 범죄자로부터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고, 범죄수익의 추징이란 범죄수익 몰수를 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때에 범죄자에게 그 가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처분을
말한다.264) 몰수는 형법(제48조)에 규정되어 있는 몰수265)와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몰수로 이원화되어 있다.266) 형법상 몰수·추징은 그 법문의 해석상 물건을 그 대상으
로 하는 것267)임에 비하여, 특별법에서는 기존 형법상의 몰수제도를 보완하여 그 대상
을 범죄로 얻은 금품, 재산, 이익, 재산상 이익, 경제적 이익 및 이로부터 유래한 재산까
지 확대하였다. 몰수와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
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는데, 각각 특정한 개별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그 규제대상이 다르다.268) 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특별법은 바로
264) 홍찬기, 범죄수익 몰수․추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2014, 194면.
265)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266) 상세한 분석은 정웅석, 특례법상 범죄수익의 몰수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8권
제2호, 2016, 199면 참조.
267) 형법 제4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형법 제48조 제1항은 몰수대상을 유체물뿐만 아
니라 권리, 재산상 이익 등의 무체물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한 적이 있으나(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도2607 판결), 학계에서는 법문언이나 입법자의 의사, 그간의 몰수 특례법 제정과정에
비추어 형법상 몰수대상은 유체물에 한정된다고 보고 있다.
268) 정웅석, 특례법상 범죄수익의 몰수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8권 제2호, 2016, 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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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조직범죄․뇌물범죄 등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성된 불법자금
의 세탁행위를 범죄화 하여 처벌하고, 그와 같은 불법자금을 몰수․추징함에 있어서
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사특례법적 성격을 가진다.269) 이 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사실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는 행위
를 규제하고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
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으며(제1조), 자금세탁의 전제범
죄로 인정되는 특정범죄의 범위(제2조),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 및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제3조 및 제4조), 금융기관의 신고의무(제5조), 범죄수익 등의 몰수 또는 추징
요건(제8조 내지 제10조), 그리고 국제공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이 법이 입법되기 전에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해당 특별법이 규율하고자하는 개별 범죄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몰수 및 추징의 특례가 규정되었으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통해 36종의
범죄를 중대범죄로 새롭게 지정하여 특례의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나아가 금
융기관 등 종사자가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였다(제5조). 형법상 몰수의 대상(제
48조)이 법조문상 여전히 물건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금융

기관 예금ㆍ대출채권ㆍ무체재산권 등 무형적 이익을 포함한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 및 특정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전환ㆍ변형된 경우도 추적이 가능한
한 몰수의 대상이 되도록 그 대상을 명시적으로 확대하였다(제8조).270)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ㆍ사용상황ㆍ그 재산에 관한 범인 이외의 자의 권리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제10조).

269) 한영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법제, 2001, 52면.
270) 이동수, 우리나라 자금세탁 방지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제51집, 2010, 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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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암호화폐의 몰수에 관한 상반된 법원의 판단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비트코인 등으로 회원들의 결제
를 유도해 총 19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271) 이 판례에서 법원은 검찰의 몰수청구에 대하여
"216 비트코인 중 위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비트코인이 전자화된 파일로 되어 있어 물건
이 아니기 때문에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반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마약거래방지법(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 지갑에 있
는 38BTC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하자 법원은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위 재산
이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위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그 처분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결정하였다.272)

라. 암호화폐의 몰수 대상성
1) 형법상 몰수

따라서 우선 형법상 몰수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의 범위에 비트코인이 포함되는지
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물리적 실체 없는 전자화된 파일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의미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몰수의 대상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형법은 몰수 대상으로 물건을 규정(제48조 제1항)하고 있으나 몰수
의 방법에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고 규정(제48조의 제3항)하여 정보가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273) 몰수 관련 특별법의 제정과정을 비추어
271) 수원지법 2017. 9. 7. 선고 2017고단2884 판결.
272) 서울중앙지법 2017.3.7. 선고 2017초기584 결정; 최진영, 비트코인 추적수사 및 압수수색, 형
사정책연구원·경찰대학 공동주관 암호화폐 관련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 전문가 초청 세미나
(2017. 11. 22.).
273) 김기범/이관희, 전기통신사업자 보관 몰수 대상 정보의 압수실태 및 개선방안, 경찰학연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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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형법상 몰수는 유체물에 한정해야 한다는 견해274)와 제48조 제3항에서 “전자기
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일부를 폐기하도록 규정하여 이미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견해275)가 존재한다. 형법상 몰수에서 의미하는 물건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권리와
이익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대한 몰수방법이 규정되
어 있는 현행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암호화폐에 대한 몰수 대상성은 충분히 인정된
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정보를 몰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276)

2) 특별법상 몰수

암호화폐 관련 범죄로 얻은 암호화폐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하여 몰수 또는
추징하기 위해서는 해당 암호화폐 관련 범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 및 추징
대상 특정범죄에 포함되어야 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는 몰수 및 추징
대상 특정범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특정범죄 중, 우선 중대범죄는 별표에
열거되어 있으며, 열거된 중대범죄의 경우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이 몰수 및 추징 대상이 된다. 따라서 열거된 중대범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통해 암호화폐를 얻은 경우 해당 암호화폐는 몰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77) 이 외에도 제2조 제2호 나목은 중대범죄 이외의 범죄 중
성매매알선을 위해 자금 등을 제공하는 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죄), 재산 국외도피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테러 등을 위한 자금 조달 범죄(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죄 및 그 미수범) 등 6개 법률
조항을 위반하는 범죄의 경우, 단순히 이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까지도 범죄수익

16권 제3호, 2016, 12면.
274) 정현미, 몰수·추징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및 개선방안, 형사법개정연구자료집Ⅱ, 법무부, 2009, 21면.
275) 오기두, 전자증거법, 박영사, 2015, 44면.
276) 김기범/이관희, 전기통신사업자 보관 몰수 대상 정보의 압수실태 및 개선방안, 경찰학연구 제
16권 제3호, 2016, 12면.
277) 다만 열거된 중대범죄에 형법상 통화에 관한 죄가 포함되어 있으나, 암호화폐는 형법 제207조
가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화폐나 외국의 화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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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와 관계된 암호화폐의 경우 폭넓게 몰수의 대상이
된다. 다만 거래소 해킹, 개인지갑 도용, 피싱·파밍 등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내용은
몰수 및 추징 대상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야피존
해킹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약 5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해킹·디도스·악성코드 및 이로 인한 피싱·파밍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가 암호화폐와 결합하여 그 피해의 심각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법상 몰수 및 추징 대상범죄에 이를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폭넓게 열거하여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방지
가. 특정금융정보법
특정금융정보법은 외국환거래(外國換去來)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이 법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설치(제3
조), 혐의거래보고제도 도입(제4조), 금융기관들의 고액현금거래보고(제4조의2), 고객
확인 의무(제5조의2), 수사기관 등에 정보제공(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 설치되었으며, 그 독립성과 중립성
이 보장된다(제3조).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 등이 보고하는 불법자금의 거래에
관련된 금융정보를 접수하고, 관련 정부기관 또는 외국의 금융정보기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입수하여 금융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다음, 범죄와의 연관성이
포착된 거래에 대하여 법집행기관 및 수사기관에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수사의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78)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收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
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더 나아가 금융회사 등은 금융
278) 한영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법제, 2001,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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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제5조의2). 국내 관련
부처 외에도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특
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제8조 제1항).

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적용
따라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혐의거래 신고
대상 기관인 “금융회사 등”에 거래소를 포함시킬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고 영업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를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가 정의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금융거래에 비하여 훨씬 용이
하며 실제 범죄자에게 암호화폐가 아주 매력적인 자금세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거래소를 혐의거래 신고대상 기관으로 지정하여 보다 엄격하게 관리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꼭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여 이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는 없으며, 입법적 결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거래소가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5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에게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 등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또는 거래 상대방이 범죄수익
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물론 거래소
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행법상 신고의무가 없지만
거래소가 범죄수익은닉 및 자금세탁의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고의무
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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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외의 사례
1) 미국

가)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미국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법체계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구성하고 있다.
하나는 자금세탁을 범죄화하여 통제하기 위한 자금세탁규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 18 U.S.C. §1956, §1957)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자금세탁을 예방하기 위한 은행비밀법(The Currency and Foreign
Transaction Reporting Act, 통칭 Bank Secrecy Act, 31 U.S.C.)이다.279) 본 보고서에서

는 특히 거래소의 규제와 밀접한 것으로 판단되는 은행비밀법을 중심으로 미국 법제
를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의 은행비밀법은 테러리스트 또는 불법 행위자들의 자금세탁 및 자금모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서비스 제공업자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이다. 의심거래를
법집행기관에 보고하도록 법제화하고, 의심거래보고를 통해 자금세탁 범죄자들을 기
소하는데 입법의 목적이 있다. 이 법은 금융기관에게 (1) 법집행기관에 대한 의심거래
신고의무, (2) 대량 또는 의심거래 기록 유지의무, (3)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대한 준수
사항 보고서 제출의무, (4) 잠재적 위험 고객 확인 방법 개발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종전에는 거래소 등 암호화폐 교환 및 송금업자에 대하여 은행비밀법상
송금 서비스업자(money transmitter)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은행
비밀법상 암호화폐를 화폐로 볼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들은
송금서비스업자 규제는 미국 내에서 연방 및 주 차원에서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의 법률을 암호화폐 거래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는 가이드라
인에 은행비밀법과 시행규정은 법정통화에만 적용되므로 거래의 수단으로 인정되고
통용되는 진화(real currency)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하였다.28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279) 김대근/임석순/강상욱/김기범, 신종금융사기범죄의 실태 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242면.
280) FinCEN, Application of FinCEN's Regulations to Persons Administering, Exchanging, or
Using Virtual Currencies, FIN-2013-G001, March 18, 2013; FinCEN’s regulations de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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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가이드라인에서는 단순히 비트코인을 획득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용
자의 경우 송금서비스업(money service businesses, MSB)281)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거래소 등 교환 및 송금업자에 대해서는 은행비밀법상 교환거래업자(exchanger)와
송금업자(money transmitter)의 정의를 넓게 해석하여 동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선언하였다.282) 또한 자금세탁방지기구(FinCEN)의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 이용자 및
관리자 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관리자가 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
금세탁방지기구(FinCEN)에 자금서비스업을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고, 고객확인 의무
(know your customer)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엄격한 자금세탁방

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의심거래행위는 보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283)

나) 뉴욕 주(州) 입법
미국 뉴욕 주 금융서비스국(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은 2015년 암호화폐
거래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전성 감독규정”에 가상화폐 관련 조항(Title 23, 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Part 200. Virtual Currencies)”을 신설하였

고, 비트라이센스(BitLicense) 제도를 도입하여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였
다.284) 동법에서는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는 교환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의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단위의 모든 유형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285)

281)

282)
283)
284)
285)

currency (also referred to as “real” currency) as “the coin and paper money of the United
States or of any other country that [i] is designated as legal tender and that [ii] circulates
and [iii] is customarily used and accepted as a medium of exchange in the country of
issuance.” In contrast to real currency, “virtual” currency is a medium of exchange that
operates like a currency in some environments, but does not have all the attributes of
real currency. In particular, virtual currency does not have legal tender status in any
jurisdiction.
The term “money transmission services” means “the acceptance of currency, funds, or
other value that substitutes for currency from one person and the transmission of
currency, funds, or other value that substitutes for currency to another location or
person by any means.”
이현정, 가상화폐의 금융법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법연
구 제21집 제3호, 309면.
황종모/한승우, 해외 주요국 디지털화폐 관련 제도 및 시장현황,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제7호,
2017, 32면.
23 NYCRR Part 200 Virtual currencies, June 3, 2015.
23 NYCRR Part 200.2(p) Virtual Currency means any type of digital unit that is used as
a medium of exchange or a form of digitally stored value. Virtual Currency shall be

131

132

암호화폐(Cryptocurrency) 관련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

동법은 가상통화영업행위(virtual currency business activity)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표 5-1> 미국 뉴욕주 “건전성 감독규정”상 가상통화영업행위의 주요내용
가상통화영업행위
• 가상화폐의 송금 또는 수신을 위하여 가상화폐를 받는 행위(다만 금융거래 이외의 목적으로 가상화
폐를 거래하거나 매우 적은 금액의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은 가상화폐업에 포함되지 아니함)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가상화폐를 저장, 유지, 관리, 지배하는 행위
• 소매사업자로서 가상화폐를 매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 소매사업자로서 가상화폐를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 가상통화의 지배, 관리 또는 발행을 하는 행위

등록의무는 금융 중개기관으로 기능하는 자에게만 부여하고, 소프트웨어개발업자,
채굴자 등에게는 부여하지 않았다. 암호화폐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감독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비트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 비트라이센스 허가를 위해서는 고객
자산보호, 가상화폐 거래 영수증 발급, 거래 위험성에 대한 고지, 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 등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등록업자는 감독기
관에서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본금을 유치286)해야 하고, 엄격한 장부 및
기록유지의무를 부담한다. 모든 장부와 기록은 최소 7년간 보존해야 한다.287) 비트라
broadly construed to include digital units of exchange that (i) have a centralized
repository or administrator; (ii) are decentralized and have no centralized repository or
administrator; or (iii) may be created or obtained by computing or manufacturing effort.
Virtual Currency shall not be construed to include any of the following:
(1) digital units that (i) are used solely within online gaming platforms, (ii) have no market
or application outside of those gaming platforms, (iii) cannot be converted into, or
redeemed for, Fiat Currency or Virtual Currency, and (iv) may or may not be
redeemable for real-world goods, services, discounts, or purchases.
(2) digital units that can be redeemed for goods, services, discounts, or purchases as part
of a customer affinity or rewards program with the issuer and/or other designated
merchants or can be redeemed for digital units in another customer affinity or rewards
program, but cannot be converted into, or redeemed for, Fiat Currency or Virtual
Currency; or
(3) digital units used as part of Prepaid Cards;
286) 23 NYCRR Part 200, Section 8 Capital Requirements
(a) Each Licensee shall maintain at all times such capital in an amount and form as the
superintendent determines is sufficient to ensure the financial integrity of the
Licensee and its ongoing operations based on an assessment of the specific risks
applicable to each Licensee.(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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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센스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다루는 맞춤형 규제방식으로 비트라이센스를 취득
하기 위해서는 등록비 5,000달러를 지불해야 하고, 금융서비스국의 결정에 따라 등록
비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비트라이센스를 최초로 부여받은 업체는 보스턴에 본사
를 둔 서클(Circle Internet Financial, 2015년 9월)이고, 이후 리플(Ripple Labs Inc.,
2016년 8월)이 추가로 승인을 받았다.288)289)

<표 5-2>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비트라이센스
규제

주요 내용

라이선스 신청서

신청인 이름, 사업체명, 설립일, 기업 지배구조, 재무제표 등 사업 전반의
내용을 기재

컴플라이언스

연방법, 주법 및 사기 방지, 자금세탁방지, 개인정보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내부 규정으로 시행

최저 자본금 요건

감독기관은 신청인의 총 자산, 자산 유동성, 위험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 자본금을 유지

소비자 자산보호

소비자가 언제든지 달러로 환전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이 지정한 금액을
보증증서 또는 신탁계좌에 유지

사업변경내용 보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서비스, 사업 등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의 세부 내용과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보고

장부와 기록 의무

신청인은 가상화폐에 관련된 장부를 만들고 사업활동을 기록해야 하며 작성 후
7년간 보관

감독기관의 조사권

감독기관이 조사의 필요성을 판단, 필요성이 인정되면 신청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적어도 2년에 한 번 재무상태, 안정성, 정책, 법규 준수사항 등을 조사

재무보고서 제출

신청인은 매분기 재무보고서를 감독기관에 제출

소비자 보호조치

영어 또는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 모든 위험, 일반약관, 계약조건을
공시

2) 일본

287) 23 NYCRR Part 200, Section 12 Books and records
(a) Each Licensee shall, in connection with its Virtual Currency Business Activity, make,
keep, and preserve all of its books and records in their original form or native file
format for a period of at least seven years from the date of their creation and in
a condition that will allow the superintendent to determine whether the Licensee is
complying with all applicable laws, rules, and regulations.(후략)
288) 황종모/한승우, 해외 주요국 디지털화폐 관련 제도 및 시장현황,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제7호,
2017, 31면.
289) [표 5-2] 출처: 배승욱, 뉴욕 주의 BitLicense, 자본시장Weekly 2016-07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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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4년에 비트코인 세계 최대 거래소인 마운트곡스(Mt. Gox)에 대한 해킹범
죄로 85만 개의 비트코인(당시 약 4억 7,400만 달러)이 손실되는 사건을 경험했다.290)
이를 계기로 일본은 2016년 이용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및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개정안”(이하 “자금결제
법”이라 함)을 공표하였다. 이전에는 일본에도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적 규제가 없었으
나,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를 “자산과 같은 가치(Asset-like values)”로 정의
하고,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소에 등록제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암호화폐가 테러자금으로 유입되거나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
되지 않도록 입법적 방안을 강구하였다. 개정 자금결제법에는 크게 (1) 자금세탁방지
와 이용자보호, (2) 암호화폐와 법정통화의 교환업자에 대하여 등록의무와 행위규제,
(3) 이용자가 예탁한 금전이나 암호화폐 등의 분별관리의무, (4)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의무 등 자금세탁방지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291)
또한 암호화폐가 발행인이나 관리인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암호화폐와 법정통화의
매매 등을 업으로 하는 교환업자에 대하여 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암호화폐교환업은 “암호화폐의 매매 또는 그 밖의 암호화폐와의
교환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교환 등”은 (1) 가상통화의 매매 또는 그 밖의
암호화폐와의 교환, (2) 이러한 행위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 (3)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
여 이용자의 금전 또는 암호화폐의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 및 교환”은 이용자
의 매매의 상대방이 되어 직접 판매 등을 하는 판매인의 업무를, “중개, 주선 또는
대리”는 이용자들에게 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거래소업무를, 암호화폐의 “관리”란
이러한 업무에 관한 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각각 의미한다. 이외에도 교환업자
는 일본 내각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면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상 규제의 적용대상
이 된다. 등록을 위해 제출된 문서가 내각부에 의해 검증되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등록리스트에 추가되며, 리스트는 대중에게 공개된다. 거래소는 주기적인 회계 감사
를 받아야 하며, 회계 감사 보고서는 매년 의무적으로 국무조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290) 한국금융연구원, 자금결제법 개정안과 가상통화(디지털 통화) 이용 현황, 주간금융브리프 제25
권 제29호, 2016, 20면.
291) 한국금융연구원, 자금결제법 개정안과 가상통화(디지털 통화) 이용 현황, 주간금융브리프 제25
권 제29호, 20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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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거래소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거래소 등록이 취소되며, 관리 중이던 자산을
고객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292)
암호화폐 교환업을 수행하려면 자본, 순자산 등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제
63조의3). 즉, 자본금 1,000만엔 이상과 순자산액이 마이너스가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다(암호화폐 교환업자에 대한 내각부령 제9조).293) 동법 제63조의8에 의하여 암호화
폐 교환업자는 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제63조의10에 의거
하여 암호화폐와 본국 통화 또는 외국 통화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설명 및 수수료
기타 내용의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보호, 자금세탁 방지, 결제시스템 안정성
제고 도모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294) 이외에도 암호화폐 교환업자는 암호
화폐교환업 이용자의 금전 또는 암호화폐를 자기의 금전 또는 암호화폐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거래내용 및 수수료 등의 정보, 시스템의 안전 등 관리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제63조의11).
또한 금융청(FSA)을 거래업자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감독 및 벌칙규
정을 신설하였는데, 금융청은 거래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행정명령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제63조의2에 따라 암호화폐 통화교환업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이를 업으로 하는 자와 제63조의7에 따른 명의대여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
게 암호화폐 통화교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7조 제2호 및 제5호). 마지막으로 암호
화폐 교환업자는 범죄수익이전방지법상 특정사업자로 지정되어 거래시 확인의무, 확
인기록 및 거래기록의 작성·보존의무, 의심거래의 신고의무, 태세정비의무가 부과된
다.295)
<표 5-3> 일본의 가상화폐 관련 주요 규제

292) 한국금융연구원, 자금결제법 개정안과 가상통화(디지털 통화) 이용 현황, 주간금융브리프 제25
권 제29호, 2016, 21면.
293) 신경희, 일본의 자금결제법에 의한 가상통화 규제, 자본시장포커스 2017-20호, 2017, 2면.
294) 교환업자는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1) 업자가 취급하는 가상통화와 국내통화 및 외국통화의 오
인을 방지하기 위한 설명, (2) 수수료 그 밖의 가상통화교환업에 관한 계약의 내용에 관한 정
보의 제공, (3) 수취증서의 교부, (4) 이체사기 등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의 거래정지 등의 조치,
(5) 인터넷거래를 활 경우의 오인방지 및 과오방지조치, (6) 사내규칙 등의 정비 등이 요구된다
(가상통화교환업자에 관한 내각부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95) [표 5-3] 출처: Masakazu Masujima, New Virtual Currency Regulation in Japan, 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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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컴플라이언스

주요 내용
- 가상통화 사업자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KYC(Know
Your Customer) 제도를 준수
- 의심스러운 거래 발견시 감독당국에 신고
- 가상통화 거래에 관련한 기업 내부 정책과 교육 등을 마련하고, 조직운영

상 발생하는 문제는 감독기관에 보고
사업변경내용 보고
장부와 기록의무
감독기관 조사권
재무보고서 제출

- 서비스, 사업 등을 변경할 경우 감독기관에 보고
- 사업자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회계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
- 감독기관은 사업자를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조사, 사업정지, 수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감독기관에 매년 감사 보고서를 제출
- 일본에서 해외 가상화폐 사업자가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내에

광고·마케팅 제한

소비자 보호조치
및 자산보호

분쟁해결정책

사무소를 설립
- 설립된 사무소는 일본인을 대표자로 지정
- 등록 완료 전까지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마케팅 불가
-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성적인 기준을 마련
- 외부 감사자에 대한 회계감사 및 관련 보고서 작성
- 가상화폐 거래문서 및 거래내역, 거래 수수료 등을 고객에게 공개
- 고객정보보호 / 아웃소싱 관리 기준 마련
- 분쟁해결을 위해 금융청으로부터 검증받은 자율규제 조직을 기업 내부에

설립

일본 재무성과 금융청은 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6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시
이용자에게 부과하던 암호화폐 거래 소비세(8%)를 2017년 7월 1일부터 폐지하였
다.296) 그러나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은 여전히 유효하고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잡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297) 따라서
암호화폐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액에 따라 5∼45%의 누진세율이 적용
되게 된다.298)

라. 소결

296) 이투데이, [비트코인] 일본, 비트코인 거래 ‘8% 소비세’ 폐지, 2017. 7. 3.,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09834(최종확인: 2018. 1. 9.).
297) 매일경제, 日, 비트코인에 세금 물리기로…中규제 이어 가상화폐 악재, 2017. 9. 12.,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613030(최종확인: 2018. 1. 9.).
298) 매일경제, 日, 비트코인에 세금 물리기로…中규제 이어 가상화폐 악재, 2017. 9. 12.,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613030(최종확인: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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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모집에 악용되고, 금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범죄
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299) 이는 미국의 실크로드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미국에 이어 일본도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즉, 2017년 4월 11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하고,
암호화폐를 지급결제수단으로 법제화함과 동시에 “암호화폐교환업”을 규정하여 양성
화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거래소 감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300) 각
국가는 자국의 법률 체계를 고려하여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거래소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위험성과 국제사회
의 흐름을 고려하여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수사실무상 강제수사 대상으로서 암호화폐 관련 문제
1. 현행법률 및 수사실무
가. 현행법률
실제 거래소는 가입자 성명, 이메일, 휴대폰번호, 금융계좌번호, 암호화폐 구매현황
및 종류(현금, 신용카드, 문화상품권 등), 암호화폐 주소 및 비밀키, 그리고 거래내역까
지 다양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 다만, 컴퓨터 등 디바이스의 맥주소, 국제모바일단말
장비식별자(IMEI), 메인보드 시리얼 번호 등은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과거
수사기관은 경찰관서장 명의의 공문서에 근거하여 거래소로부터 해당정보를 취득하
여 왔으나 최근에는 압수수색영장(일반영장)에 의하여 취득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
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영장(금융실명법 제4조)은 집행할 수 없다. 또한 통신비밀법상 규정된 통신사실확
인자료제공요청 절차를 따를 경우 접속기록에 대한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지만 압수수
299) Tu, Kevin V/Meredith. Michael W., Rethinking virtual currency regulation in the Bitcoin
age, Wash. L. Rev. 90, 2015. p. 326.
300) 글로벌경제신문, [글로벌마켓분석-일본]금융청, 10월부터 가상화폐거래소 감시 본격화, 2017.
9. 25., http://www.getnews.co.kr/view.php?ud=BI251140528051481065a1d6_16(최종확인: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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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영장에 의하기 때문에 실시간 추적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수사실무
현장에서는 가입자정보, 접속기록, 거래내역을 개별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암호화폐를
포함하여 관련정보를 한 번에 취득하기 위해, 모든 필요를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집행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압수수색 수사실무
경기남부경찰청은 2017년 5월경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용의자를 검거하고, 216BTC
를 압수하였다.301) 당시 수사팀은 범죄자의 비트코인 주소에 있는 코인을 수사기관이
USB형 지갑으로 이체하고 이를 압수물 금고에 보관하다가 검찰에 송치하였다. 당초

거래소에 지갑을 만들어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범죄자가 거래소 계정을 해킹하여 이체
하거나 이체 수수료 지불로 인한 압수금의 손실 등의 문제가 있어 실행하지 않았다.
암호화폐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용의자의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코인지갑을 확보해야 한다. 코인지갑을 인증할 수 있는 암호와
지갑에 존재하는 범죄자의 비밀키, 12∼24개의 문자열로 이루어진 복구 시드도 함께
확보해야 하며, 또한 범죄자 지갑에 등록된 모든 비트코인 주소를 찾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에서 비트코인 주소를 찾기도 한다.
비트코인 지갑의 ‘거래’탭을 사용하여 날짜와 금액, 거래ID 등 모든 거래를 파일로
내보내는 방법으로 주소 목록을 생성하여 회수해야 한다. 범죄자가 개인지갑을 사용
하는 경우 압수수색 현장에서 수사기관의 주소로 이체하고, 거래소를 사용하는 경우
범죄자의 주소에서 출금이 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다. 압수할 때에는 범죄에 사용된
코인지갑의 비밀키와 복구시드(12∼24개 임의단어)를 확보해야 한다. 범죄자로부터
개인지갑 접근을 위한 비밀번호에 대한 진술도 받아야 한다. 수사기관이 지갑 주소를
생성할 때 거래소의 코인지갑이나 USB 형태의 하드웨어 지갑의 형태로 만들게 된다.
거래소 코인지갑은 이체비밀번호를 잊을 경우 휴대폰 또는 OTP 등의 인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블록체인 탐색기(Blockchain.info) 등에서 생성한 코인지갑은 접속

301) 경기경찰청 내부자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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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 비밀번호, 비밀키, 복구시드 등을 분실할 경우에는 해결방안이 없다. 반면
거래소 코인지갑은 압수·보관할 때 1회 전송 수량에 제한이 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에서는 압수한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물리적인 USB 형태의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암호화폐 송금은 수수료를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설정한
송금액보다 적게 전송된다. 이를 문서화하여 압수금액의 감소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P2P 기반으로 암호화폐가 운영된다면 수사기관은 블록체인에서 거래내역을 분석해

야 한다. 거래소가 있으면 거래소로부터 이용자의 거래내역을 받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분석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거래소 내에서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 간 거래를 하거나, 코인을 현금화할 때 거래소의 데이터베이스에
만 남기고 블록체인에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범죄사실
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블록체인 정보만 가지고는 필요한 사실을 모두 확인할 수 없다.
블록체인인포(Blockchain.info), 비트코인톡(Bitcointalk.org) 등 블록체인 관련사이트
에서 암호화폐 주소별 거래내역, 송·수신 정보, 총 송·수신량, 거래건수,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범죄자가 이용한 암호화폐 주소를 알 경우에는 해당주소에 송금
되어 있는 범죄수익의 총량을 추정할 수 있다. 구글 검색을 통해서 암호화폐의 주소가
페이스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정보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오픈소스
인텔리젼스(Open Source Intelligence, OSINT) 방법도 활용된다. 종전에 수사기관은
블록체인 탐색기 등에 있는 공개원장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체인애널
리시스(Chainanalysis), 블록시어(Blockseer) 등 블록체인 거래내역을 시각적으로 분석
하는 서비스가 등장하여 보다 효과적인 추적이 가능해졌다. 경찰청도 관련 서비스
(Chainalysis.com)를 도입하여 전국 경찰관서 수사관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판매책

지갑주소, 거래내역, 상대지갑, 접속IP 등에 대한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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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Chainalysis를 이용한 거래내역 분석 현황

2. 주요쟁점
가. 거래내역의 영장주의 적용여부
암호화폐 거래내역은 블록체인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와 거래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정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암호화폐의 특성상 모든 불록체인에 기록된 거래내
용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고, 해당 정보만으로 암호화폐 주소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장주의를 통해 보호해야할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거래소
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내역은 금융거래내역과 유사한 성격이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서는 영장이 필요하다. 거래소의 거래내역은 각 거래소의 정책에 따라서 블록체인에
공개되는 경우도 있고 거래소의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
면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에는 없지만 거래소의 데이터
베이스에만 존재하는 거래내역이 존재할 수 있다. 설령 이미 블록체인에 거래가 공개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해당 거래와 명의자를
연결하기에 충분하고, 더 나아가 명의자를 중심으로 거래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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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영장주의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다만 현행 금융실명법이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때 필요한 영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소가 “금융
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에 의하고 있다.

나. 거래소 대상 지급정지 요청
수사기관이 거래소를 대상으로 특정 주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수사실무에서는 금융계좌가 범죄와 관련이 있을 경우
공문을 발송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공무소 기타 공사단
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한다(제199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수사기관 등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금융기관은 즉시 지급정지를 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제4조). 금융회사 스스로도 피해의심거래계좌로 확인될 경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제2조의5). 하지만 거래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
는 금융회사에 포함되지 않고, 암호화폐 주소는 사기이용계좌(“피해자의 자금이 송금
ㆍ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 제2조 제4호)에 해당
하지 않기 때문에 동법의 절차를 따를 수 없다. 따라서 암호화폐 관련 범죄가 랜섬웨어
를 이용한 협박,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302)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거래소가 수사기관에 비교적 적극적
으로 협조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면책규정이 거래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소지가 있다. 수사협조 근거규정 및 면책규정의 적용 대상에 거래소를 포함
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향후 암호화폐 범죄가 급증하고 다양한 형태로
30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
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
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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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형사소송법상 공사단체 조회에 근거한 지급정지 보다는 통신
사기피해환급법처럼 법률에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한 지급정지는 범죄자들이 거래소를 이용할 때에만 가능
하며,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의 지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거래소는 이용자의 접속계정 또는 암호화폐 주소의 비밀키로 통제할 수 있지만 개인
지갑은 지급정지를 요청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거래소가 아닌 개발자들
이 코인지갑 앱을 만들어 서비스하는 경우에도 결국 개인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주소
와 비밀키를 보관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급정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암호화폐의 특성상 개인지갑이건 거래소지갑이건 관계없이 특정지갑으로부
터 코인이 입금되는 것은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범죄자의 주소로 송금할 경우 범죄자의 주소에서 입금을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범죄자의 암호화폐 주소가 거래소에서 발급한 지갑이라
하더라도 출금은 규제할 수 있지만, 해당 주소로 송금되는 입금은 막을 방법이 없다.

다. 압수방법으로 수사기관 주소로의 이체 허용 여부
수사기관이 거래소나 개인지갑에서 암호화폐를 압수할 때 수사기관 주소로 코인을
전송하는 것이 압수수색 방법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통상의 화폐
인 경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에 대해서 지급정지나
기소 전 몰수 보전조치만 할 뿐 수사기관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은 지급정지 등의 조치로 압수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으므로 이체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래소는 법적 근거나 신뢰관계가 미흡하여 지급정지하면 압
수목적이 달성되는지 의문이 있으며, 따라서 수사기관 주소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다.
거래소는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되어 법적 근거가 취약하고, 범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범죄자가
개인지갑을 사용하는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지급을 정지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영세한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주소로 이체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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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압수대상에 물건 더 나아가 정보까지 포함된다고 할 때 과연 암호화
폐의 코인까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더 나아가 포함된다고 하여 이를
수사기관의 지갑으로 무조건적으로 이체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 것인지에 대하여는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실무에서
압수하지 않을 경우 범죄자 또는 원격지에 있는 공범이 거래소 또는 개인지갑을 이용
하여 다른 주소로 이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수사기관의 지갑으로
이체해야 한다. 미국 연방수사국(FBI)도 실크로드의 운영자 주소에서 수사기관의 주소
로 비트코인을 이체하여 압수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라. 이중지불과 압수수색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범죄자 주소에서 수사기관 주소로 암호화폐를 이체
하더라도 만약 채굴자들에 의한 작업증명(Proof of work)을 통해서 거래가 확정되기
전에 범죄자가 똑같은 암호화폐를 제3의 주소로 이체할 수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집행하러 주거지에 도착하자마자 범죄자가 송금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똑같은 금액을 다시 수사기관의 주소로 송금하여 이체할
수 있는지도 역시 확인될 필요가 있다. 이를 기술적으로 이중지불(Double Spending)의
문제라고 한다. 만약 암호화폐 시스템에서 기술적으로 이중지불이 허용된다면 수사기
관은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한 후에 작업증명을 통해서 송금이 확정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현장을 떠나야한다. ‘제2장 제3절 작동 원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약 거의
동시에 블록이 만들어진 경우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블록은 폐기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의 경우 거래확정(Confirmation)에 평균 10분이 소요되
지만, 작동 알고리즘상 블록이 만들어져 작업증명이 진행되는 동안 거래확정이 최소
6회 이상 이루어지면 확률적으로 이중지불(Double Spending)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거래확정이 한번만 이루어져도 사실상 이중지불을 할 수 없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먼저 이체된 거래가 정상거래로 승인되어 블록체인에 연결되
면 나중에 이중 지불했던 거래는 부정거래로 인식되어 블록체인에 연결되지 못하고
탈락하게 된다.
한편, 암호화폐 시스템에서 채굴자들이 블록대상을 선정할 때 수수료가 높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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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주소로 이체할 때 거래 수수료를 높여 조기에 거래
확정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과 강력한 연산력을 갖춘 특정
채굴자 간 협의를 통해 수사기관의 거래를 먼저 거래 확정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더 나아가, 만약 범죄자가 먼저 암호화폐를 전송해버려 압수에 실패한 경우라도 기술
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채굴 파워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채굴자 등과 협의하면 해당
거래를 블록체인에서 탈락시킬 수 있지만 특정 국가의 수사기관이 평균 10분 이내에
전 세계의 채굴자의 51% 이상을 섭외하여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할 것이다.

마. P2P 기반 블록체인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
블록체인은 크게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컨소시엄 블록체인으로 나
눌 수 있다.303) 중앙의 통제장치가 없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압수수색이 어려
울 수 있다. 블록체인이 비트코인과 같이 화폐거래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다양한 서비스를 전개하여 많은 정보를 보관하게 되면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빈도가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블록체인이 온전히 P2P(Peer to Peer) 방식을 기반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관련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중앙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식별된 개별 이용자를 통해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이때 범죄자들이 패스워드를
진술하지 않거나, 경찰관이 이를 해독하지 못할 경우에는 압수는 어렵다.
또한, 블록체인 내의 정보가 증거가 되었을 경우 증거법상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블록체인을 상업장부의 일종으로 보아 전문법칙의 예외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해당 정보의 성격에 따라서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관련하여
2016년 미국의 버몬트 주 상·하원은 블록체인에 저장된 기록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
303) 공개 블록체인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모든 거래 참여자가 알고리즘을 통해 거래내역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고, 현재 대다수 암호화폐가 활용 중인 모델이다. 개
인 블록체인은 중앙기관에서 통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형태로 효율성과 처리속도는 높으나
보안성이 다소 떨어진다.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참여자들의 합의에 따라 거래내역 검증이 가능
하고, 허가에 따라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공개 블록체인에 비해 처리속도는 높으나
투명성과 보안성은 낮다(길성원,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시장의 동향 및 시사점, 제4차 산업혁
명과 소프트파워 이슈리포트 2017-제19호, 20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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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304)

제3절 국제공조수사
1. 현행 법률
암호화폐 거래의 국제성 또는 초국가적 성격은 오늘날 수사기관에게 중요한 도전과
제가 되고 있다. 마약·테러를 비롯하여 다양한 범죄조직들이 이미 암호화폐를 사용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에서 리버티 리저브(Liberty Reserve)를 수사할 때 총 17개
국가의 법집행기관이 함께 참여하였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러한 문제 상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305)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서는 공조의 대상이 되는 공조범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외국과 양자조약 또는 다자조약의 형태로 체결한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참고해야 한다. 일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살펴보면, 조약의 부속서에서 “양 체약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행위와
관련된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에 있어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의 대상인 행위가
피요청국의 법상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공조대상 범죄를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 마약범죄, 자금세탁범죄, 항공기
납치범죄, 아동학대범죄, 컴퓨터범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터폴 공조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8조와 ‘국제형사경찰기구 대한민국국가중
앙사무국운영규칙(경찰청 예규 제514호)’에서 규정하고 있다.306) 인터폴 공조는 범죄
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 회원국 간 가능한 다방면에 걸쳐 인터폴 헌장과 각 회원국의

304) Coindesk, Vermont is Close to Passing a Law That Would Make Blockchain Records
Admissible in Court, 2016. 5. 17., https://www.coindesk.com/vermont-blockchain-timestampsapproval/(최종확인: 2018. 1. 9.).
305) Trautman, Lawrence J., Virtual currencies; Bitcoin & what now after Liberty Reserve, Silk
Road, and Mt. Gox?, Richmond Journal of Law & Technology Volume 20 Issue 4, 2014.
p. 40.
306) 전현욱 외, 사이버범죄의 수사 효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1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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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국제성 범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범죄자 체포
및 인도에 대해서 상호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07) 인터폴 공조의 대상범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인터폴이 대응하는 범죄 분야를 살펴보면 국제성 범죄 중 테러,
부패범죄, 환경범죄, 전쟁범죄, 마약범죄, 사이버범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
다.308) 국제형사사법공조(MLA)는 법률상 근거와 절차가 명확하고, 상대국이 이행에
협조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식적 절차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행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외국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가입자 정보, 거래내역 및 지급정지 등을 신속하
게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309) 반면 인터폴 또는 해당국 법집행기관 및 거래소와
협력하는 경우는 신속한 협조가 가능하지만 해당국에서 응대할 의무가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310) 나아가 해외 거래소는 담당자 및 연락처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인터폴(Interpol)과 유로폴(Europol)은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범죄를 척결하고 이를 추적 및 몰수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결의하였다.311) 양 기관
은 2016년에 암호화폐 자금세탁 워킹그룹을 신설하여 암호화폐 정보를 수집, 분석,
교환하고 관련 범죄를 함께 수사하는 등, 암호화폐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
시켜 나가고 있다.312) 인터폴 글로벌 혁신단지(Interpol Global Complex for Innovation,
IGCI)는 2015년 비트코인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관의 이해를 돕고자 인터폴 내의 자체

307) 국제형사경찰기구헌장(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Interpol)
Article 2
1. To ensure and promote the widest possible mutual assistance between all criminal
police authorities within the limits of the laws existing in the different countries and
in the spirit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2. To establish and develop all institutions likely to contribute effectively to 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ordinary law crimes.
308) Wikopedia, Interpol, https://en.wikipedia.org/wiki/Interpol(최종확인: 2018. 1. 9.).
309) 김대근/임석순/강상욱/김기범, 신종금융사기범죄의 실태 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444면.
310) 김대근/임석순/강상욱/김기범, 신종금융사기범죄의 실태 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445면.
311) 이정훈/김두원, 가상화폐 관련 형사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2017,
47면; Coindesk, Europol and Interpol Partner to Fight Digital Currency ‘Abuse', October
5, 2015
312) Europol, Money Laundering with Digital Currencies: Working Group Established, 2016. 9. 9,
https://www.europol.europa.eu/newsroom/news/money-laundering-digital-currencies-working
-group-established(최종확인: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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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암호화폐를 제작한 바도 있다.313) 유로폴(EUROPOL)의 경우 암호화폐와 관련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314) 주요 해외 거래소에 컨택포인트를 지정하여 법집행기관 간
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있다.

2. 주요쟁점
가. 암호화폐 거래내역 확인절차에 관한 국제공조 방식
암호화폐 주소가 국내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외 거래소를 상대로 국제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 채널이 무엇인지가 논란이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국제공조 방법은
크게 공식적 협력(국제형사사법공조에 따른 공조)과 비공식적 협력(인터폴 채널, 경찰
대 경찰 협력 등)으로 나뉘는데,315) 암호화폐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어떠한
방법을 활용해야하는지 대해서는 국가 간에 보편적인 합의가 없다. 여기에 국가별,
거래소별로 관련 법률 및 정책이 상이하여 수사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실제 사건 수사를 위하여 특정 경찰관서에서 10개 국가에 총 38개 거래
소를 상대로 암호화폐 정보제공에 관한 국제공조를 요청한 사례가 있었다. 이때 수사
관이 직접 영문으로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암호화폐 주소가 해당 거래소에서
발급되었는지와 발급되었다면 그에 대한 가입자정보, 거래내역 등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그 결과 38개 거래소 중에서 11개 거래소에서 응답을 하였으나 이중
9개 거래소는 관련정보가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2개 거래소는 형사사법공조절차를

이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개의 거래소는 모두 미국의 거래소였다. 나머지 27개
거래소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313) Forbes, Interpol Creates Digital Currency To Fight Bitcoin Crimes, 2015. 8. 31.,
https://www.forbes.com/sites/jnylander/2015/08/31/interpol-creates-digital-currency-tofight-bitcoin-crimes/#5dfe81f8195d(최종확인: 2018. 1. 9.).
314) Virtual Currency Task force on SPACE(https://epe.europol.europa.eu/ 최종확인: 2018. 1. 9.)
315)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식의 분류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전현욱 외, 사이버범죄의 수사
효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136-16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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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해외 거래소 대상 국제공조 협조요청 결과 현황

향후 암호화폐 거래내역이 금융거래와 유사하게 평가된다면 형사사법공조절차에
준하여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비공식적 협력으로도 정
보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국제협력 대상의 확대
암호화폐는 국내외 범죄조직 및 테러단체들에게 유용한 자금세탁 및 자금조달 수단
이 되고 있다. 기존의 국제공조수사 방식만으로는 암호화폐가 자금세탁의 수단 및
테러자금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 여기에 아직까지
일부국가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
지 않아 국제공조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인터폴뿐만 아니라 국제자금세
탁방지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각국의 자금세탁 전담기구인 금융정
보분석원(FIU)과 이들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인 에그몽 그룹(Egmont Group)316) 등과의
긴밀한 (비공식적)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나아가 기존의 해외 인터넷 서비스제공자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과의

효율적인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16) 에그몽 그룹은 각국 FIU간 상호주의에 의거한 금융거래정보의 교환 활성화를 위하여 1995년
14개국 FIU 간의 비공식적 협의체로 출범하여 현재 156개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가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네트워크로 우리나라는 2002년 6월에 가입하였다(이규웅,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 FATF 효과성 평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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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규제에 대한 인식전환 및 입법방향
1. 인식전환
오늘날 우리는 암호화폐 해킹범죄로 인하여 거래소가 파산신청을 하고, 고등학생이
장난스럽게 발표한 비트코인 하드포크 계획으로 전세계의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거리
는가 하면, 암호화폐를 구실로 하는 수 만명대의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피해자
가 실제 발생하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등장과 확산으로 인하여 도박사
이트 운영과 마약거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과거에는 사실상 이론상의 범죄
에 불과했던 랜섬웨어가 해커들의 주요한 수익구조로 새롭게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다크웹에서 암호화폐가 마약거래 뿐만 아니라 위조여권 및 신분증, 신용카드정보,
해킹 및 악성코드, 아동음란물 등의 거래대가로 활용되면서 범죄의 무대가 팽창하고
있다. 암호화폐와 결합한 악성코드와 피싱·파밍 등 전자금융사기범죄도 더욱 지능화
되고 있다. 이제 암호화폐와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더 이상 국가가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암호화폐가 수많은 범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시스템 그 자체는 2009년 처음으로
블록을 생성한 이래 지난 9년간 단 한 번도 해킹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
야 한다. 이처럼 암호화폐 작동원리의 근간을 이루는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거래를
넘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는 점도 마찬
가지로 분명하다. 실제 블록체인이 갖는 기술적 혁신성이 그만큼 높은 것이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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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법제를 정비하여 암호화폐를 화폐 또는 자산으로 규정하
고, 거래소에 범죄혐의거래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 강력한 규제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ICO를 촉진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선물거래를 시작하는 등 암호화폐를 제도권
으로 흡수하는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제금융기구(IMF)도 비트코인과 유사한
암호화폐 개발을 준비 중이고, 씨티그룹(씨티코인),317) 골드만삭스(세틀코인)318), 신한
은행(송금 서비스) 등 금융권에서도 비트코인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319) 전
세계는 이미 암호화폐를 둘러싼 새로운 경쟁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국가가 ICO나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금지하는 등 극단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다. 암호화폐를 운영하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고, 암호화폐를 도구로 이용하는 범죄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지, 블록체
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본질적으로 범죄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블록체
인의 가치는 기술적 혁신에 있고, 범죄는 오히려 부작용에 불과한 것이다. 가능성이
매우 큰 혁신적인 새로운 도구에 대하여, 단지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금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단속을 진행하
여야 할 것이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는 전략도 함께 고려하면서 부작
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2. 입법 정책의 기본 방향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암호화폐 및 그 규제와 관련된 법률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외환거래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법, 정보통
신망법 등 행정법적 영역을 비롯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특정금융정보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 형사법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317)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Codename Citicoin: Banking giant built three internal blockchains
to test Bitcoin technology, 2017. 12. 13., http://www.ibtimes.co.uk/codename-citicoinbanking-giant-built-three-internal-blockchains-test-bitcoin-technology-1508759(최종확인:
2018. 1. 9.).
318) ZDNet Korea, 골드만삭스, 주식 거래에 암호화 화폐 활용 시동, 2015. 12. 7.,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51207110201(최종확인: 2018. 1. 9.).
319) 길성원,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시장의 동향 및 시사점, 제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파워 이슈리포
트 2017-제19호, 2017, 10-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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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관련 입법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암
호화폐 관련시장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연관된 법률에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암호화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된 내용을 일괄적이고 체
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혹시 모를 입법의 사각지대나 중첩지대
를 없애고 해석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결국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중심으로 산만한 법률체제를 정비하고자 하
는 정부안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여 규제하고자 법률안을 이미 발의안 박용진
의원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제4장 제3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정부안은 유사수신행
위규제법을 중심으로 하여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박용진 의원안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육성과 규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으로 보인
다. 양쪽 법률안은 암호화폐 거래 허용과 거래소의 규제방식, ICO의 허용범위 등에서
다소간의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며, 예치금 보유액 규정, 거래내역 보관, 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소비자 보호와 혐의거래 신고의무, 시세조종에 대한 형사처벌
등 주요한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육성하면서 규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분명한 것은 조속히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2절 ICO 및 거래소 규제정책 도입
1. ICO의 제한적 허용
암호화폐 거래는 발행(채굴), 유통 그리고 법정화폐와의 교환이라는 3단계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국가가 어느 단계에서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320) 선진국의 입법사례를 볼 때 대부분 현실 경제와의
교차점이 되는 교환단계에서 개입할 뿐 그 이전의 발행․채굴 단계에서는 개입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321) 그러나 정부 입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발행 단계에서 개입하
320) 국회사무처, 제354회 국회 제9차 정무위원회 회의록(2017. 12. 4.), 30면.
321) 국회사무처, 제354회 국회 제9차 정무위원회 회의록(2017. 12. 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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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ICO를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ICO는 유사수신행위와 사기범죄, 투기과열
등에서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나, 동시에 블록체인이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 해당하고, 무궁무진한 확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심사기준을 설
정해 허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ICO가 특정국가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이미 국내 개발자들이 스위스 등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고 있어 국내법을 통해 이를 규제한다 해도 사실상 그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ICO를 진행할 때
기업의 자산공개, 예치금, 코인 환전여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투명
성을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익명성 강화를 이유로 추적 자체를 불가능
하게 설계하는 코인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경찰과 검찰에서 ICO를 미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와 사기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거래소 등록제 도입
암호화폐의 거래소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금융기관처럼 이를 제도권으로 편입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암호화폐는 P2P 기반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규제가 어려운
반면 오히려 거래소는 중앙시스템 형태이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처럼 거래소 영업 자체를 불법화하여 음성적 거래를 키우는 것보다 거래
소를 중심으로 적절하게 규제해 나가는 것이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훨씬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원칙적 불법, 예외적 허용이라는 입장으로 거래소가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허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박용진 의원안은 인가
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조건부 허가라는 점에서 두 견해는 큰 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가 형식적인 심사권을 행사하는 신고제 보다는 일정한 등록요건을 부여하여
실질적 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가 타당해 보인다. 거래규모가 금융권
못지않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등록하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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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하여 규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3. 고객확인 및 혐의거래신고 의무화
거래소에 대해 고객확인과 혐의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특정금융거래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거래소를 통한 마약,
자금세탁, 탈세 및 테러자금 등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전 세계적
으로 거래소가 자금세탁의 온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

제3절 형사법 및 범죄수사 분야 입법방안
1. 자금세탁 및 시세조종행위 형사처벌 규정 신설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와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근거
를 마련해야 한다. 암호화폐는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거래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이미 믹싱이라는 기법이 등장하여 자금세탁이 용이하다. 비트코인의 경우 거래
의 익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주소에서 수신자에게 송금하면 송금 후 잔액이 저장
될 새로운 주소(Shadow Address)가 만들어져 코인이 저장된다. 더 나아가 고도의 알고
리즘을 동원한 믹싱기법이 등장하여 다수의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거래를 무작위적으
로 섞거나 거래소 또는 범죄자가 중개자가 되어 특정 암호화폐에서 다른 암호화폐로
세탁하는 방법도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범죄를 방조할 목적으로 믹싱 서비스를 제공하여 거래내역을 추적하기 위한
기술적 수사기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강력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일반 금융거래는
이체거래를 통해서 자금세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반면 믹싱은
차명계좌가 필요하지 않고, 프로그래밍 설계 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거래내역을 섞을
수 있기 때문에 용이하다. 따라서 범죄 목적으로 믹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는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다만 거래소에서 자신의 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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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거래하는 등의 행위, 즉 거래소 내 자산이동 행위는 범죄 방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암호화폐가 선물거래가 이루어지고, 기관 및 대규모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유혹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신규 코인은 유입자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세조종에 취약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세탁과 시세
조종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 물론 실효적 법집행을 위
해서는 역시 거래소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거래내역 확보를 위한 법원 허가제도 도입
거래소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를 암호화폐 거래정보로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에 의해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거래소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금융실명법, 형사소송법 등 다양한 법률이
연계되어 있어 집행절차가 복잡하다. 이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피처분자의 권리보호
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취득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수수색 영장제도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법원의
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암호화폐와 거래소의 현실 및 기술적 특성에 맞도록 집행방법과
절차, 긴급집행의 사유와 한계, 통지 및 통지유예제도, 실시간 추적, 협조의무 등의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암호화폐 정보분석 체계 구축
수사기관은 블록체인의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범죄자를 추적하고 자금세탁내역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정보분석 체계와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비트코인은 물론 다양한
암호화폐에 대하여 특정 주소에 대한 직전의 연결 주소와 직후의 연결 주소, 그리고
이들 주소에 포함되어 있는 지갑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또 다른 주소를 파악하여
수많은 주소간의 거래행위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암호화폐 거래정보와 공개출처정보 분석시스템(Open Source Intelligence,
OSINT)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도박사이트와 마약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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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나아가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 및 자금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국제공조수사 활성화
국제협력의 첫 출발은 국내협력이라는 말이 있다.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의 요청에
협조하고 싶어도 국내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
제협력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외국의 협조요청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파악하고 컨택포인트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체
계를 구축하여 이를 인터폴 등 국제기구를 통해 공유하는 일이다.
나아가 암호화폐 거래내역에 대한 국제공조요청 절차가 보다 명확히 정립되어야
한다. 일부 국가의 거래소는 형사사법공조절차를 요구하나 이는 신속성에 한계가 있
기 때문에 인터폴, 각 국가 법집행기관 및 거래소 등과도 직접 공조할 수 있는 암호화
폐에 특화된 신속공조절차(fast track)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암호화폐 주소
에 대한 수배 제도를 도입하여 인터폴 및 각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 세계의 거래소
에서 해당 주소와의 거래를 차단하는 기술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국제공조에 있어서 인터폴뿐만 아니라 각국의 자금세탁 전담기구인 금융
정보분석원(FIU), 이들의 국제협의체인 자금세탁조직(FATA), 에그몽 네트워크 등으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블록체인 컨소시엄
인 이더리움 기업연합(Enterprise Ethereum Alliance, EEA) 소속 법률산업워킹그룹
(Legal Industry Working Group) 등 개별 암호화폐 관련 주체와도 적극적으로 협력

하여야 할 것이다. UNODC 등 국제기구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의 수사관 및 거래소에
대한 교육훈련 및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국제협력 역량 자체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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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추적 및 분석기술 개발
1. 암호화폐 익명성에 대한 인식 전환
많은 수사관들은 암호화폐가 익명성이 강하여 추적이 어렵다고 한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개발자인 사토시는 논문에서 블록체인에 거래내
역을 모두 남겨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암호화
폐의 지갑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해당 지갑의 모든 거래내역은 네트워
크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확인이 가능하다. 이처럼 일반적인 암호화폐는 거래 주체의
익명성만 보장할 뿐, 거래 내역의 익명성은 보장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여기에 거래소
가 등장하여 사용자 이름, 휴대폰 번호, 금융계좌, 접속기록 등의 정보를 보유하면서
범죄자 식별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렇게 볼 때 암호화폐라고 해서 무조건 추적이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내역, 휴대폰의 통화내역 그리고 구글ID 추적과 비교해보자.
금융거래내역은 영장을 받을 경우 금융실명법에 의해서 거래 주체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모든 거래주체와 모든 거래내용을 영장으로 받을 수 없다. 휴대폰 통화내역
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확인할 수 있지만 관련된 모든 번호의 통화내역을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확보할 수는 없다. 구글 이메일 ID는 가입 시 인적사항을 요구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접속기록과 관계분석을 통해서 용의자를 추적할 수 있고,
형사사법공조절차를 통해 이메일 내용을 확보할 수도 있다. 결국 암호화폐는 익명성
을 그 본질로 하지만 그렇다고 추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인터넷에 존재하기
때문에 24시간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고, 정규화된 데이터로 존재하여 분석도 용이하
다. 당장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생소하더라도 수사기관의 노력과 기술적 혁신에
따라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2. 암호화폐 추적기법 연구개발 확대
암호화폐는 생성 및 구동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추적 및 분석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최근 개발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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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현금과 금융계좌를 중심으로 자금세탁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국내외 금융기관
과 거래소, 도박사이트, 아이템거래사이트 등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자금세탁이
가능하다. 이에 경찰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에 “정보보호 R&D”
사업에 “다크넷 내 범죄정보 수집·분석”을 제안하여 암호화폐 추적기술을 연구하고
있고, 대검찰청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 추적 기반 연구”에 대한
연구과제를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수사기법의 개발은 빠른 기술의 발전을 사실
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때가 많다. 따라서 암호화폐 분석 및 추적기법을
범정부적 과제로 인식하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군 수사기관, 정보수사
기관, 침해사고 대응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여 관련기법을 연구해야 한다. 특히 익명성
이 강화된 암호화폐에 대한 추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믹싱 서비스를 분석할 있는
기술 등을 개발해야 한다.

3. 다크넷 수사기법 개발
암호화폐 추적을 위해서는 다크웹에 대한 추적기법도 함께 연구해야 한다. 주지하
는 바와 같이 다크웹의 핵심기술인 토르(TOR)의 경우 출구노드가 암호화가 되어 있지
는 않으나 출구노드의 메시지에는 최초 발신자의 IP 정보가 기록되지 않아서 발신자
추적이 쉽지 않다. 즉, 목적지 서버에는 출구노드의 IP만 기록되어 최초 발신지 IP를
알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전체경로에 사용된 모든 중계노드를 장악하면 최초 발신지
IP를 알 수 있으나 중계노드가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고 무작위적으로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크롤링 및 자연어 분석기법 등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
로, 다크웹의 포럼과 범죄자의 행동분석, 일정기간 존재하는 포럼을 중심으로 한 추적
대상 프로파일링,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범죄자들의 행동패턴 분석, 불법 거래
의 방식․시점․수사기관 회피기법 등 데이터 관리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크웹을

․

호스팅하는 서비스 현황(예컨대 ‘17년 2월 프리덤호스팅 폐쇄 사건 등), 도메인 생성 운
영 현황, 실제 서버의 위치(IP) 노출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국방성 고등기술연구소(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에서도 2014년부터 다크웹 검색엔진인 메멕스(Memex) 프로젝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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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여 기계학습으로 딥웹이나 다크웹 등 특정 도메인에 대한 인덱싱 및 검색기술
을 개발하고, Google, Yahoo, Bing과 같은 일반 검색엔진에서 인덱싱 및 검색되지
않는 페이지와 콘텐츠를 보다 지능적으로 검색하고 추출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제5절 국제기준 및 기구 운영
1. 국제기준 마련
암호화폐 발생, 운영 및 블록체인 관리 등에 있어서 다양한 국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미 ITU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수사의 관점에서 기술 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하나 제안
하고자 한다. 규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세계 각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거래 시 여유
공간인 OP_RETURN 문자열(약 70자 가량 기록 가능)에 거래소의 식별번호 등을 부여
한다면 모니터링이 용이해질 것이다. 즉, 해당 거래가 어느 거래소에서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어 범죄수사 및 국제공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거래내역(트렌젝
션)의 크기가 일부(포함 시킨 문자열의 길이) 상승하여 거래 수수료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자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증가하는 용량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국제기구 운영
국제사회에서 암호화폐 발행 및 규제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고 관련 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중남미 국가의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국제적인 문제
가 되자 은행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이하 ‘BIS’)의 산하기관인 바젤위원회에서 1988년 자기자본비율(BIS) 기준(바젤Ⅰ)을
설정하고 회원국들에게 준수하도록 한 바 있다.322) 바젤위원회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

322) 김태오, 가상화폐의 이용현황과 시사점: Bitcoin과 Linden Dollar를 중심으로, 지급결제와 정
보기술 제53호, 2013, 56-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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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설치하고 2004년과 2010년에 바젤Ⅱ와

바젤Ⅲ를 발표하고 회원국이 이를 채택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비회원국에는 채택을
권고하였다.323)
이러한 예를 참고하여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도 국제기구·기관을 설립하여 모니터링
하고, 각종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국의 금융당국과 국제 금융기관에서
암호화폐 발행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324) 국제기구·기관에서 암호화폐
의 가치 안전성과 관련된 평가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평가 및 인증
기관이 암호화폐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325)

제6절 요약 및 정리
형사정책적 논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구동원리와
특징을 설명하였으며,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고 국내외 범죄동향과
범죄전망을 조망하면서 법률적·기술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후 암호화폐의 행정규
제와 관련하여 화폐성 인정 여부, ICO, 외국환거래, 정보보호,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법제의 현황과 쟁점을 검토해 보았으며,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를
최근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부처별로 살펴보고 대안으로 제시된 정부 입법안과 박용
진 의원 입법안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형사정책적 수단과 관련하여 불법자금
규제, 강제수사 대상으로서 수사절차, 몰수와 추징, 국제공조수사 등의 쟁점들을 검토
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형사정책적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입법과 정책적 개선방안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하여 제언하고자 하는 법정책의 기본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23) 김태오, 가상화폐의 이용현황과 시사점: Bitcoin과 Linden Dollar를 중심으로, 지급결제와 정
보기술 제53호, 2013, 56-57면.
324) 김태오, 가상화폐의 이용현황과 시사점: Bitcoin과 Linden Dollar를 중심으로, 지급결제와 정
보기술 제53호, 2013, 62면.
325) 김태오, 가상화폐의 이용현황과 시사점: Bitcoin과 Linden Dollar를 중심으로, 지급결제와 정
보기술 제53호, 2013,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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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의 기술적 우수성과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따라서
규제정책은 육성정책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입법방향으로는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법률에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대안으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입법안보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한 박용진 의원 입법안이 더욱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했
다. ICO나 거래소는 전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면 허용해야
할 것이며, 특히 거래소에 관하여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고객확
인 및 혐의거래신고 등의 의무를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형사법 및 범죄수사와 관련한 형사정책적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암호화폐
의 범죄적 유인을 막기 위하여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및 시세조종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형사정책적 수단이 투입되어야 하며, 범죄 목적 믹싱 서비스 제공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이 거래소로부터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취득할 경우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제도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보다 특별법을 통하여 법원의 허가절차를 상세하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암호화폐 정보분석 체계 구축과 국제공조수사 역량도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을 비롯한 범정부차원에서 암호화폐 추적 및 분석을 위한 연구개발, 특히
다크넷에서의 추적기법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발행 및
규제에 관한 국제기준 및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국제사회가 공동
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암호화폐에 대한 체계적
규제를 통해서 각종 범죄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블록체인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정
보기술 강국으로 다시 한 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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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yptocurrency-related Crime and Criminal Justice
Yeon, Seong-jin ∙ Chun, Hyun-wook ∙ Kim, Gi-bum

Shin, Ji-ho ∙ Choi, Seon-hee

Cryptocurrency and blockchain technology, which is receive attention as the key
factor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recognized as innova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by showing the operational possibility of a decentralized
currency system based on the concept of ‘distributed ledger.’ The great interest
on cryptocurrency is becoming an important social phenomenon. Various terms such
as ‘Electroniccurrency’, ‘Virtualcurrency’ and Cryptocurrency have been used in
academic essays, media and government policy. Cryptocurrency can be defined as a generic
term for the digitalized value using cryptography to establish a decentralized digital
trading system of P2P method using blockchain technology. There is no central
organization in charge of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cryptocurrency and sine
the issued amount and value are determined by the rules set by the initial issuer,
Cryptocurrency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at of digital currency. For this
reason, this study has used the term ‘cryptocurrency.’

The cryptocurrency has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re is no third party or
central system, which mediates trading through P2P method. However, the recent
appearance of exchanges which convert cryptocurrency into actual currency has led
to the centralization of crypto currency. Second, cryptocurrency pursues anonymity.
Anyone can trade cryptocurrency through the internet without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as exchanges are used to convert cryptocurrency into actual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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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ity is decreasing at the same time. Third, the owner of the wallet is not verified
by a central system, but only by the ownership of a secret key. So, the leakage
of secret key leads directly to loss of cryptocurrency. Fourth, because of the absence
of a central manager, transactions made by mistake cannot be undone and there
are no agent to mediate disputes. Fifth, in principle, every transaction from the first
block is made public on blockchain. Through this process, it is possible to prevent
forgery and gain transparency and financial accountability.

As it became clear that cryptocurrency can be was convertible, the anonymity
of cryptocurrency drew interest of criminals. Since 2011, Bitcoin was used to trade
drugs, forged passports, and contract hacking on ‘Silk Road’, Darkweb created on
Tor. Hackers began attacking large-sum exchanges. Recognising that ordinary people
hav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the complicated technology, criminals are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using Initial Coin Offering (ICO). Researchers
of this study have empirically analyzed national and international crimes using
internet searchers, media reports and police investigations. As a result, the study
has classified ‘Cryptocurrency-related Crimes’ into ‘Cryptocurrency Infringement Crime’s,
which use crypto currency and its management system as target of crime, and ‘Crime
Using Cryptocurrency’, which uses cryptocurrency as means of crime. ‘Cryptocurrency
Infringement Crime’ can be classified as hacking or malicious code crime. Crimes
which target cryptocurrency and related systems, hacking or attacking weak points
of exchanges or personal wallets fall into this category. ‘Crime Using Cryptocurrency’ uses
cryptocurrency for trade of drugs and firearms, ransomware, use of illegal contents,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and fraud, money laundering, price manipulation.

However, a discussion on legal policy to deal with such problems are just at a
beginning stage.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crypto
currency and blockchain, attempted the classification of cryptocurrency crimes, and

Abstract

deduced potentray legal and technical problems by analyzing crational and intermatnal
and crime trends and prospects. The study also looked into the government’s
regulations on cryptocurrency at different stages and agencies and examines the
alternatives legislation proposed by Congressman Yong-Jin Park, Especially, sith
espect to administrative regulation of cryptocurrency, it the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and issues on a legislation of monetary recognition, ICO,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information security and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lso,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regulation of illegal funds, procedures of compulsory
investigation, confiscation, and additional collection and mutual legal assistance. The
study proposes regulations and an improvement plan for solving of paease specity.

First, to set the basic direction of legal policy, it indicates that regulatory policy
must be discussed together with promotional policy, taking technological excellence
of cryptocurrency into account. For lawmaking, systematic regulation under one
legislation is seen to be better than providing regulation under separate legislations.
Congressman Yong-Jin Park’s legislation, which concentrates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is more reasonable than the government’s ‘Act of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ICO should not be banned,
raller allowed once it mets certain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exchanges should
introduce a registration system, verify customers and report suspected fraud cases.

Related to criminal law and criminal investigation, it proposes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First, more active criminal justice policy measures should be taken against
money laundering and price manipulation using cryptocurrency. Specially, new
penalties should be imposed for providing mixing service for crime. When investigative
authorities receive cryptocurrency transaction records from exchanges, court permissions
of should be more detailed than warrants. A System for cryptocurrency information
analysis should be established, and mutual legal assistance capacity should als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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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ened. In addition, all Stare agencies, including investigative authorities, ought
to be required conducting research on trace and analysis of cryptocurrency, especially
developing tracing methods in the Darkweb. Lastly, international standard and
organization on issues and regulation of cryptocurrency need to be newly established,
so that the international society can counteract in cooperation. As such, it hopes
for the minimization of crime and side effects and opportunity for Korea to take
a leap forward through a systematic regulation of cryptocurrenc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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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설
비트코인(Bitcoin, 영문약칭 BTC)이란 나가모토 사토시(Satoshi Nakmoto)라는 익명
의 프로그래머가 2009년에 개발한 블록체인(Block Chain)기술에 기반을 둔 디지털
통화이다. 이는 통화를 발행·관리하는 중앙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있으며,
P2P기반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채굴(Mining) 및 타인에게

구매하는 형식으로 획득하며, 공개키 암호 방식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완전한
익명성 하에서 컴퓨터와 인터넷만 된다면 누구나 비트코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거래 수수료도 저렴하며, 전 세계로 유통되어 각각의 법정 화폐로 환전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Coin’이란 단어는 동전·주화의 뜻 뿐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고 주조한다는 뜻도 지니고 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라고만 볼 수 없으며, 부의
재축적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야함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비트코인’이
가장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는 인류의 기묘한 상상(생각)을 실제로 구현하는 가장 대
표적인 것이다. 즉 블록체인, 분포식 데이터베이스, 분포식 장부, 지능계약프로그램
등 새로운 전문용어가 빈번하게 생성되고 있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실물화폐는
화폐의 거래를 담당하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중앙은행이 존재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사용처는 존재하나 발행처 및 통화량을 임의적으로 조절하는 관리기관이 없다. 즉
비트코인은 누구나 발행할 수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화폐구조 및 인플레이션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구조 문제에 대응하여 화폐개혁의 일환
으로 매 4년마다 새로운 통화 공급량이 줄어들어 궁극적으로는 통화량 증가가 중지되
도록 설계되어 2140년까지 총 2100만개 한정으로 양을 한정하여 채굴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나아가 전통적인 화폐지불과정과는 다르게 매 거래를 블록체인이라 불리
는 공개된 장부(Public Ledger)에 기록하며, 이를 공개키(Public Key)방식으로 암호화하
여 저장함으로써 보안과 익명성을 보장하는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에

1) 위키피디아, https://zh.wikipedia.org/wiki/%E6%AF%94%E7%89%B9%E5%B8%81#cite_note-9,
(접속일: 2017년 11월 22일).

부록

대한 신원,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 거래의 목적 등은 전혀 파악이 불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화폐거래 시에는(화폐 이체 및 국가 간 통용화폐로의 전환 등) 수수료를 지불해
야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은행이나 환전소 등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직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거나 없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화폐거래는 당사자 간
쌍무상호신용이나 중앙신용체제에 입각하여 이루어졌으나 비트코인의 경우 참여자들
의 공동신용(共信力)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2)
이처럼 전통적인 화폐시장과는 전혀 다른 기술에 기반하여 발생되고 있는 비트코인
은 사실 최근에 새롭게 나온 개념은 아니다. 1998년 암호학자 웨이다이(Wei Dai)는
가장 먼저 암호화폐의 개념을 ‘B-Money’의 컨셉으로 주장하였다.3) 즉 B-Money란
인터넷에 익명으로 분포된 암호화폐이다. 하지만 암호화폐로써 현실 시장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바로 비트코인이다. 이에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비트코인은 현재까지
기존의 어떠한 디지털 통화보다도 암호화폐의 성공적인 실험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비트코인이 자금세탁, 불법 자금조달, 마약류 등의 불법적
인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서 악용되고 있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술발전의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면서도 동시에 비트코인을 둘러싼 각종
범죄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것이 현 중국의 경제발전과정 중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표 1>

4대 가상화폐 관련 현 정보
명칭

비트코인
(Bitcoin)

이더리움
(Ethereum)

비트코인 캐시
(Bitcoin Cash)

리플
(Ripple)

시가총액

가격

순환 공급량

$137,934,375,565

$8259.63

16,699,825 BTC

$45,440,305,719

$473.64

95,938,286 ETH

$26,979,189,670

$1603.91

16,820,888 BCH

$9,602,031,813

$0.248610

38,622,870,411 XRP

출처: https://coinmarketcap.com/，접속일: 2017년 11월 25일

2) Don Tapscott, Alex Tapscott, “블록체인(Block Chain)의 혁명”, 순밍, 저우친웬역, 북경: 중신출
판그룹유한회사，2017:12.
3) Wei Dai, B-Money, http://www.weidai.com/bmoney.txt, (접속일: 2017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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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현재 중국에서 비트코인이 상용화되는 과정의 특징은 이하와 같다.
먼저 중국시장 내 비트코인의 영향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 2013년 10월 30일
중국 비트코인 거래소인‘비트코인 중국(BTC China)’의 당일 거래 총량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마운트곡스(Mt.Gox)를 뛰어넘었
다.4) 물론 2013년 12월 중국은행 등 5개 기관에서 연합으로 발표한‘비트코인 위험방지
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화폐이기도 하지만 암호화 된 코드 형태로 존재하
여 실물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는 명목화폐(虚拟商品)이다. 이로 인해 당일 중국 내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격하게 약 35%정도 폭락하였다.5) 하지만 2016년 다시 중국 내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 145% 상승하였다. bitcoinity.org에 따르면 위안(人民币)으로
거래된 비트코인이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총량의 98%를 차지한다.6) 두 번째, 중국의
거대한 채굴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채굴은 비트코인을 획득하는 방법 중 하나인
데 중국의 사천성이 바로 세계의 비트코인 채굴자본이 가장 집중된 곳이다. 사천성이
라는 지역은 수력발전소를 이용한 전기자원이 매우 풍부한 곳이다. 이 지역의 전력은
해당 지역 내에서 소비하고도 남는 바 직접 수력발전소 내부에 채굴광산을 건설하여
여분의 전력을 활용하여 낮은 원가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100개의
비트코인이 채굴된다면 그 중 5개는 사천성에서 채굴된다고 볼 수 있다.7)
세 번째, 비트코인을 화폐보다는 금융자산으로 이해하여 비트코인에 투기하여 부를
축척하려는 흐름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가격 변동성이 높은
비트코인의 높은 투자 위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를 성급하게 진행하여 투자에
실패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2013년 11월 19일 중국 토큰(Token)거래소인
‘비트코인 중국(BTC China)’에서 비트코인 1개당 거래가격이 6000위안을 돌파하였다.

당시 평균환율은 ¥5888이었으며, 전 날인 11월 18일에는 1개당 3266위안이었다. 11월
20일 12시경 비트코인의 거래가격은 다시 4900위안의 수준이 되었고 1시간 후 4350위
4) 동방뉴스(东方早报), “비트코인 가격 다시 최고치 도달: 가장 큰 거래처는 이미 중국”,
http://www.bitcoin86.com/news/1490.html, (접속일: 2017년 11월 27일).
5) 증권일보(證券日報), “비트코인의 실체 후 위험을 조심하라”,
http://zqrb.ccstock.cn/html/2017-08/18/content_83302.htm?div=-1, (접속일: 2017년 11월 19일).
6) 영국 금융시보(英國金融時報), “중국중앙은행이 3대 비트코인 거래소”,
http://www.ftchinese.com/story/001070940,（접속일: 2017년 11월 19일).
7) 시나과기(新浪科技)，“가상화폐의 사업성: 채굴에서 ICO융자까지”,
http://tech.sina.com.cn/2017-06-29/doc-ifyhrxtp6301870.shtml, (접속일: 2017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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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저하되었다.8) 이러한 높은 거래가격변동성은 쉽게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게 하기도 하는 커다란 위험성
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2017년 1월 1일 시초가가 1개당 6791.82위안이었던
비트코인이 2017년 8월 17일 1개당 30000위안까지 가격이 상승하면서,9)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실체 없는 환상에 사로잡힌 자들에 의해 중국시장 내 다시 한번 비트코
인 열풍이 불고 있다. 현재 피해를 입은 일부 투자자들에 따르면 그들이 커다란 위험성
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고수했던 이유는 위험성보다는 커다란 수익에 집중
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네 번째, 2017년 9월 4일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중공중앙인터넷보안과 정보
화지도소조판공청(中央网信办), 중국공업화신식화부(工业和信息化部), 공상총국(工商
总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银监会),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保监会) 등은 연
합하여‘토큰(Token)발행 융자 위험 방지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을 발행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활동(융자활동)이 대폭 늘어나고 있음과 동시
에,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치상승을 이유로 비트코인을 투기대상으로 접근하는 투자자
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가장 커다란 문제는 비트코인을 활용한 불법
금융활동행위가 증대됨에 따라 중국경제질서가 심하게 교란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한다. 이에 중국은 국가차원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였고10), 이로 인해
이미 비트코인을 발행한 개인이나 조직은 투자자에게 환불조치를 해야 했다. 그 결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11% 넘게 급격하게 하락하였다.1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9월 4일 발표된 ‘중국 형법상 비트코인 관련 범죄’는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수단(手段型)형 범죄’, 즉 비트코인을 범죄수단으로 삼아서 범죄행위를

8)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비트코인 가격폭등으로 인하여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
http://nanning.pbc.gov.cn/nanning/133415/2929351/133459/2478916/index.html,
(접속일: 2017년 11월 19일).
9) 증권일보(證券日報), “비트코인 실체 후 위험을 조심하라”,
http://zqrb.ccstock.cn/html/2017-08/18/content_83302.htm?div=-1, (접속일: 2017년 11월 19일).
10)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토큰(Token)발행 융자 위험 방지에 관한 공고”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3374222/index.html (접속일: 2017년
11월 19일).
11) 뉴스와 시사프로, “중국은행이 비트코인 자금 활동을 금지하여 비트코인 가격이 11％ 넘게 하락”,
https://www.channel8news.sg/news8/business/20170905-biz-chn-bitcoin/3818148.html,
(접속일: 2017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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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이다. 이는 ‘지불방식범죄’와 ‘기타의 범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마약, 성매매 등의 행위에 지불방식으로 비트코인이 이용되는 경우이고, 후자
의 경우는 자금세탁, 외환범죄, 밀수, 세금범죄 등 경제범죄 행위에 비트코인이 수단으
로 이용되는 경우이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대상(对象型)형 범죄’이다. 즉 비트코인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비트코인 소지자는 손쉽게 재산침범형 범죄(절도, 사기갈
취 등) 및 불법자금모집범죄(불법다단계, 불법민간금융운용, 금융사기 등) 등의 피해자
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해커(Hacker)가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 통장에 있는 비트코인을
점유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의 비트코인을 획득하기 위해 인터넷 바이러스로 타인의
컴퓨터를 공격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특히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로 수단형 범죄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전통적인 범죄행위지만, 대상형 범죄는 그렇
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상형 범죄도 최종적인 죄명이 절도 등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전통적인 범죄행위로 분류될 수 있는 여지를 갖는다. 하지만 해당 범죄가
인터넷 및 사이버공간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단순히 전통적인 범죄
행위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며, 해당 범죄행위가 중국사회에 야기하는 위험성을 간과
해서도 안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중국 형법에 근거할 때 비트코인에 대한 형사상 규제가 매우 애매한
부분이다. 2013년 12월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중공중앙인터넷보안과 정보화
지도소조판공청(中央网信办), 중국공업화신식화부(工业和信息化部), 공상총국(工商总
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银监会),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保监会) 등은 연합
하여 ‘비트코인 위험 방지에 관한 통지(关于防范比特币危险的通知)’를 발표하였다.12)
해당 통지에서 비트코인은 ‘특정 가상상품’으로 지정되어 화폐로써의 법적지위가 부
정되었고, 비트코인과 실물경제와의 연결이 국가차원에서 차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2017년 9월 중국정부는 ICO를 전면 금지하고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명령하였다. 나아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채굴 기업의 전력
공급도 제한하였다. 이러한 중국 당국 현재의 움직임은 비트코인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고 중국국가의 경제발전 및 금융안전을 도모할 수는 있었으나, 비트코
인을 둘러싼 구체적인 범죄현상에 대한 형법적용에 대해서는 해결점을 제시하지 못하
12) 이는 중국 정부의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성질 인정여부에 관한 규범성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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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예컨대, 2017년 9월 4일‘토큰(Token)발행 융자 위험 방지에 관한 공고’가 있기
전, 비트코인과 법정화폐는 토큰(Token)거래플랫폼에서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거래 당사자는 이를 이용해 탈세를 하거나 외환통제를 쉽게 피해갈 수
있었다. 즉 비트코인이 화폐기능이 없는 ‘특정 금융상품’으로 정의되고 있었던바 비트
코인을 이용한 해당 거래행위가 외환·세무관련 범죄의 구성요건에서 제외되었고, 토
큰(Token)거래플랫폼도 국가에서 규제하는 금융기구가 아닌바 중국 금융감독체제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9월 4일 상기의 공고가 발효된 이후 중국 정부
차원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토큰(Token)거래플랫폼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었으므로, 여전히 비트코인을 둘러싼
범죄현상에 대한 형법적용문제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중국사회 내 비트코인의 발전은 매우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중국형사사법시스템분야에도 새로운 도전을 가져다주는바 형사사법의 관점에서 전면
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정보기술 전문가 등에게는
비트코인이라는 개념이 새롭지 않겠지만, 중국 법학계에서는 가상화폐분야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중국 법학계 내 비트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규범적 해석에 기반을 둔 선행연구가 다수이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와 외연(外延)에 대한 정의, 나아가 중국 행정법규로 비트코인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지를 논하고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거래플랫폼을
통해 유발될 수 있는 범죄의 위험성을 제시, 관련 죄명을 해석하는 연구가 바로 그것이
다. 다른 하나는 바로 비교법적 측면에서 외국 사례에서의 비트코인의 법적 성질을
논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조치를 살펴보는 연구이다. 끝으로, 비트코인을 법적으
로 인정한다는 관점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문제현상들을 고찰하고 현행 형법상
적용하기 어려운 실무상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현행법률의 해석을 통해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현행 형법규정과 사법실무의 균형을 찾는 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비트코인에 대한 중국 법학계 내의 선행연구의 흐름들은 각각마다 그 의미
를 갖는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법학적 관점에서 비트코인 가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즉 중국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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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으므로, 비트코인을 둘러싼 형사상 규제 등에 대한 논의가 불충분한 실정이
다. 특히 비트코인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세계화의 흐름에 맞물려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혁신의 결과물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자유주의와 국가주의 국가관의
흐름에서 왜 무정부주의자들이 비트코인을 더욱 선호하는 것인지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지점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비트코인 정의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을 분석해보고자 한
다. 나아가 가상화폐가 중국의 형사사법시스템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미국, 유럽, 한국 등의 가상화폐에 대한 법률규정 및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
에서 발표한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관한 조사 및 구류 기본문서(利用虚拟貨
币洗钱的调查和拘留基本手册)’를 참고하여 비교법적 관점에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 비트코인의 정의
본 장에서는 먼저 비트코인이 중국의 경제와 법제도에 미친 영향력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비트코인의 정의와 그 외연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류의 화폐역
사를 흐름별로 고찰하고, 그 발전흐름에 근거하여 화폐를 둘러싼 규제를 분석하여
그 가운데에서 비트코인의 의미를 살펴봄과 동시에 가상화폐, 디지털캐시, 암호화폐,
법정화폐의 개념과 비교한 비트코인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인류의 화폐의 발전사에 대한 고찰
인류사회 내 ‘화폐’라는 개념의 발단원인은 물물교환의 형식을 대체하기 위해서였
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그의 저서 「정치학」에서 “물물교환은 쌍방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물물교환이 계속될 때 편리한 화폐의 사용은
불가피하다. 즉 화폐제도가 생겨나게 된 이유는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 물물교환 시
쉽게 운반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교환목적을 위해 그
자체로서 쓸모 있는 물자와, 생활필수품을 얻는데 다루기 편리한 물품을 주고받기로
합의한 것이다. 철, 은 등이 대표적이다.”13)라고 밝혔다. 나아가 아담 스미스(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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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th) 역시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시장경제 내지 화폐의 기원은 물물교환이고,

구체적으로 화폐란 누구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교환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서술하였다.14)
이처럼 선물경제에 기반을 둔 화폐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화폐는 경제
의 발전 및 쇠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실물화폐로 발전하였다. 실물화폐의 가치는
금, 은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후에는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교환의 매개로써
금속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었고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신용화폐 역시
점차 보급되었다.15)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금본위제도(Gold Standard)가 와해되
었고,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는 브레튼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가 붕괴되면서
현재 통용되는 법정화폐로 변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화폐의 발전사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화폐는 그 형식에 관계없이
거래당사자 간 혹은 제3자의 신뢰관계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그 화폐성이) 인정되어
왔다는 점이다. 역사적 흐름 속에서 실물화폐 등은 그 자체가 고유의 가치가 있어
쉽게 신뢰관계의 존재(화폐성)를 인정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상품의 성질에서 약간 벗어난 법정화폐를 사회구성원들이 인정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국가의 신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국가차원에서
본원통화(Monetray Base) 발행 시 정부의 재산을 저당하여 민간으로부터 빌리는 형식
이다. 이 때 정부의 자산이 가치있는지의 여부는 민간부분의 정부에 대한 신임 및
신뢰에 달려있는 것이다. 즉 현재 법정화폐에는 국가주의의 이념이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주의란 국가의 주권범위 내에서 국가권력에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
걸친 광범위한 통제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가는 개인과의 관계에서 상명하달의 형
식으로 통치를 하며, 개인은 국가를 존숭(尊崇)하며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지켜나
가야 한다는 사상이다.

16)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국가주의적 사상을 화폐의

13) David Orrell, Roman Krupati, 주경(역), 2017, “인류화폐사”, 중신출판그룹유한회사.
14) Adam Smith, 곽다력, 왕야난(역), 1972, “국민 재부의 성질과 원인에 관한 연구(상권)”, 상무출
판사, pp. 20-21.
15) 임비운, 요우리, “금융경제학”, 중국제정경제출판사,
https://books.google.ca/books?id=qrNUDQAAQBAJ&pg=PT17&lpg=PT17&dq=%E9%87%91%E5%B1%
9E%E4%BB%A3%E7%94%A8%E8%B4%A7%E5%B8%81&source=bl&ots=iTnCvAUYai&sig=2OrYxh–
16) 위호, 2014, “공화국 법치건설에 있어서의 국가주의 입장”, 법치와 사회발전(5):17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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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 적용시켜보면, 국가는 화폐정책을 이용하여 화폐의 수요공급을 조절해 국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지속적으로 외환통제(Foreign Exchange Control)를 실시하
여 국제수지의 균형을 조정해 국가의 환율을 통제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국가주의적 차원의 화폐의 영역을 국가가 부적절하게 운용한다면 통화팽창 등이 도모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학자들은 일부 다른 견해를 제시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는 「화폐의 탈국가화(The Denationalization
of Money)」에서 국가주도로(중앙은행) 화폐를 공급하다보면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화폐공급은 민간 발행 주체들의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밀턴 프리드먼(M.
Friedman)도 그의 저서 「화폐경제학」을 통해 화폐제도는 단지 허구에 불과하지만

사회 내에서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에 존재한다며 법정화폐체계 및 정부의 신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17)
이러한 인류의 화폐제도 발전 및 화폐를 둘러싼 이념의 대립 속에서, 비트코인이라
는 존재는 뜬금없는 산물은 아닐 것이다. 즉 비트코인은 자유주의의 이념 하에서
자유화폐(Free Money)로써 거래의 효율성, 편리성 및 저렴한 원가추구 나아가 통화팽
창을 억제하기 위한 화폐분야에서의 실천적인 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비트코인은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IT기술자들이 블록체인(Blockchain)기술을 이용
하여 사이버공간에서 만든 가상화폐(암호화폐)이다. 이는 공급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떠한 중앙집권적 국가나 중앙은행에 의한 것이 아닌 누구나 채굴(Mining)의 방식으
로 일정한 시간 내에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디지털부호를 계산하는 등 아주 어려운
수학문제(암호)를 풀면 그 대가로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이러한 채굴매커
니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블록체인기술에 입각하여 P2P시스템 내 공개장부가
기록되는바 한정된 시간 내에 장부의 기록권한을 쟁탈하는 것이다.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 발행총량에 대하여 2140년까지 2100만개의 상한을 정해두고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통화팽창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18) 또한, 이를 지불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비트

17) Milton Friedman, 안가(역), 2007, “화폐의 위험”, 상무출판사, p. 242.
18) Girish Gupta, 2014, Venezuelans turn to bitcoins to bypass socialist currency controls, REUTERS
https://uk.reuters.com/article/us-venezuela-bitcoin/venezuelans-turn-to-bitcoins-to-bypass
-socialist-currency-controls-idUKKCN0HX11O20141008（접속일: 2017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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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은 제3자 혹은 제3의 금융기구를 통하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적으로
거래를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비트코인은 모든 거래에 있어서 타임스탬프
(Timestamps)를 생성하여 이중지불 및 위조문제를 방지한다.19) 또한 중앙은행이 아닌

개인이 거래내역장부를 가지고 있으며, 거래내역이 바뀔 때마다 장부가 자동갱신 되
는바 체인처럼 매우 복잡하게 연결된 거래내역을 조작하려면 전 세계의 수많은 참여
자의 장부를 해킹해야하기에 사실상 화폐의 위·변조가 어렵다. 신용체계의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핵심은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이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데이터베이스
혹은 장부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중앙관리자 없이 분산되어 있기에 추가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모든 참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동의를 얻기 위해서
는 채굴이라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반복하면서 일정한 시간마다 서로의
장부내용이 맞는지를 검증하기 때문에 거래기록이 조작되거나 변경되는 일은 불가능
한바 상호 감시·신뢰의 매커니즘이 전제된다는 특징이 있다.20) 따라서 이러한 특징으
로 금융민주, 자유주의자들은 비트코인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예컨대,
배네수엘라(Venezuela)에서 비트코인이 커다란 히트를 쳤던 것은 일반 서민들에게
비트코인은 상류층만이 누릴 수 있는 소비품 등에 대항을 가능케 하는 무기이자 배네
수엘라 내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21)
비트코인은 분명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준다고 볼 수 있다. 비트코인은 전통적
인 선형적 계급구조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탈피해 이상적인 사회구조라고 볼
수 있는 분산화된 사회시스템을 가능케 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류에게 화폐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22)
현재의 화폐제도인 국가주의 이념 하의 법정화폐제도와 혁신에 기반을 둔 새로운
화폐제도인 자유주의 이념 하의 비트코인은 이처럼 본질적·이념적으로 서로 상이하기
19) Satoshi Nakamoto,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https://bitcoin.org/bitcoin.pdf.
20) Don Tapscott, Alex Tapscott, 순밍，저우친웬(역), 2017, “블록체인(Blockchain)의 혁명”, 중신
출판그룹유한회사.
21) Girish Gupta, 2014, Venezuelans turn to bitcoins to bypass socialist currency controls, REUTERS,
https://uk.reuters.com/article/us-venezuela-bitcoin/venezuelans-turn-to-bitcoins-to-bypass
-socialist-currency-controls-idUKKCN0HX11O20141008（접속일: 2017년 12월 1일).
22) David Orrell, Roman Krupati, 주경(역), 2017, “인류화폐사”, 중신출판그룹유한회사,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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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대립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2 비트코인과 유사한 개념에 대한 고찰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과 동시에 인터넷 등이 매우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오늘
날의 시대적 흐름에서 가상화폐, 전자화폐, 디지털화폐, 암호화폐 등의 등장은 놀랍지
않으며, 이는 비트코인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닌 개념들이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은 비트코인과 유사한 개념일 뿐이지 절대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흔히 중국의 학계에서는 비트코인을 연구함에 있어서 상술했던 개념들을 서로 혼동하
며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비트코인 유사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그 의의(정의)에 대하여 보다 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1 비트코인과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1) 외국문헌에 대한 고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이하
‘FATF’로 약칭)에서 2014년에 발표한 ‘가상화폐의 정의 및 자금세탁/테러에의 자금조

달에의 잠재적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고서(关于虚拟货币关键定义及潜在的反洗钱/反
恐怖融资风险的报告)’에 따르면, 가상화폐란 단순히 디지털형식으로 가치를 표현한
것을 넘어서서 본질적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가상화폐는 교환매개,
장부기록, 가치보존 등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다만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어떠한 담보도 제공받을 수 없고, 단지 사용자 간 협의로 상기의
3가지 기능을 실현할 수 있을 뿐이다.23)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환전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환전불가형
(Non-Convertible, or Closed)’과 ‘환전가능형(convertibel, or Open)’으로 구분해볼 수

23) FATF Report, 2014, “Virtual Currencies Key Definitions and Potential AML/CFT Risks”,
http://www.fatf-gafi.org/media/fatf/documents/reports/Virtual-currency-key-definitions-and
-potential-aml-cft-risk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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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전자의 경우는 게임머니, Q머니, 아마존사이트 등과 같이 비트코인이 온라인상
에서의 상거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후자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모든
법정화폐로 환전이 가능한 경우를 뜻한다.
미국의 비트코인감독기구인 미국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은 가상화폐를 e-통화(e-currency)와 e-귀금속(e-precious metal), 중

앙화된 가상화폐(centralized virtual currency), 탈중앙화된 가상화폐(de-centralized
virtual currency)로 분류해서 보고 있다.24) 비트코인은 이 중 세 번째 유형인 탈중앙화

된 가상화폐 중 하나이다.
이러한 가상화폐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절대 화폐로써 인정될 수 없지만, 오늘날
실질적으로 국가 경제 및 금융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감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2) 중국문헌에 대한 고찰

중국 내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정의는 명확치 않다. 다만 일부 규범적 문헌을 참조하
여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수 있다.
협의의 의미로서 가상화폐는 주로 온라인 게임시장에서의 상품구매 시에 사용되는
것 등과 같이 사이버상의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2009년 중국문화부(中国
文化部) 및 상무부(商务部)의‘온라인게임 상 가상화폐 관리 강화를 위한 통지(关于加强
网络游戏虚拟货币管理工作的通知)’에서는 가상화폐를 인터넷온라인게임업체에서 발
행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용자들이 법정화폐를 통해 일정한 비율대로 계산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구매한 것으로서 전자기록의 형식으로 저장되어 인터넷온라인게임
업체에서 제공한 서버에 특정된 숫자단위로 표현되는 가상환전도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는 첫째 인터넷서비스회사가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 특정한
인터넷상의 영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셋째 그 본질은 전자기록에 있고, 넷째 법정
화폐로는 환전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온라인게임상 가상화폐
관리 강화를 위한 통지(关于加强网络游戏虚拟货币管理工作的通知)’에 따른 가상화폐

24) FinCEN Guidance, 유도기(역), 2015, “비트코인감독에 대한 비교연구”, 중국정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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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도 역시 협의의 가상화폐인 온라인상의 게임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바, 협의의 가상화폐 개념에는 비트코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일견에서는 사용자들이 온라인게임을 하며 이용하고 남은 가상화폐 잔액을
법정화폐로 전환해주는(일명 잔액환불제도를 운영하는 것) 인터넷온라인게임업체가
일부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점은 여기에서의 잔액환불은 다음의 내용,
즉 사용자가 법정화폐를 통해 인터넷게임서비스 공급자(이하‘서비스제공자’) 등으로
부터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서비스제공자가 얻은 매출액은 선수금일 뿐이지 완전한
매출수입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서비스제공자의 매출액
은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채무이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자는 사용자에게 가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매출액을 청산할 수 있고,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잔액환불청구를 하면 법정화폐로 환불해주는 방식으로도 청산할 수 있는 것이다. 따
라서 잔액환불제도가 운영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가상화폐는 비트코인과 같은 환전가
능형 가상화폐로 볼 수 없다.
광의의 의미로써 가상화폐는 2017년 9월 4일‘토큰(Token)발행 융자 위험 방지에
관한 공고(关于防范代币发行融资风险的公告)’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토큰(Token)발행 융자란 융자주체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토큰(Token)을 발행·유통하여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를 모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의 가상화폐
가 바로 광의의 개념의 가상화폐이다.25)
물론 여전히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그러나 견해를 달리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환전이 가능하다면 이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2.2 비트코인과 전자화폐(Electronic Money)
전자화폐와 비트코인의 공통점은 모두 어떠한 가치를 디지털화하여 표현한다는 점이
다. 그러나 이 두 개의 개념에는 분명 차이점이 존재하는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5) 이더리움이란 프로그래머 비탈리크 부테린(Vitalik Buterin)이 2014년 개발한 가상화폐이다.
2017년 5월까지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뒤를 이은 두 번째로 시가가 높은 암호화폐였다. 위키
피디아, https://zh.wikipedia.org/wiki/%E4%BB%A5%E5%A4%AA%E5%9D%8A (접속일: 2017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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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단말기를

이용하여 서로 상이한 전자설비 혹은 전자시스템을 통해 선불, 지불 등을 하는 체제를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전자화폐라고 정의내렸다.26) 이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시교통카드, 체크카드 기능이 되는 학생증도 전자화폐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전자화폐란 법정화폐를 디지털화하여 표현한 것을
뜻한다. 즉 마이크로 칩 등이 내장되어 있어 화폐의 본질적 속성은 유지하고 있으나
금액의 정보 등 화폐의 외형이 디지털화되어 저장되어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협의의 의미의 전자화폐이
다.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홈페이지에는 전자화폐를 정보기술 및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신용화폐로서27) 전자데이터 형식으로 은행 컴퓨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다
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 데이터를 전달하고 더 나아가 그로 인해 지불기능이 작동하
는 형태의 화폐28)라고 설시하고 있다. FATF는 2014년에 발표한 ‘가상화폐의 정의
및 자금세탁/테러에의 자금조달에의 잠재적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고서(关于虚拟货
币关键定义及潜在的反洗钱/反恐怖融资风险的报告)’도 역시 전자화폐의 협의의 개념
에 대하여 정의내리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자화폐란 법정화폐를 디지털화하여 표
현한 것으로 법정화폐의 가치를 디지털데이터로 이전하여 법정화폐의 지위를 가지고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29) 이처럼 중국 내 어떠한 법률문서에서도 전자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다루고 있진 않지만 관련 외국문헌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전자화폐의 광의 및 협의의 개념은 위와 같다. 종합해보자면, 전자화폐란 법정화
폐의 전자표현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법정화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양자 간
서로 등가로 환전이 가능하다.
전자화폐를 다른 개념과 비교하여 살펴보자면 전자화폐와 실물화폐는 모두 그 본질

26) 손보문, 왕지혜, 조윤형, 2008, “전자화폐와 가상화폐의 비교연구”, 중앙제정대학교보, pp.
28-32.
27)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천진지사, “전자화폐”,
http://tianjin.pbc.gov.cn/fzhtianjin/2927296/2719133/index.html (접속일: 2017년 11월 24일).
28)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하이커우지사, “전자화폐란?”,
http://haikou.pbc.gov.cn/haikou/2927302/132974/2305864/index.html (접속일: 2017년 11월 24일).
29) FATF Report, 2014, “Virtual Currencies Key Definitions and Potential AML/CFT Risks”,
http://www.fatf-gafi.org/media/fatf/documents/reports/Virtual-currency-key-definitions-andpotential-aml-cft-risk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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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질이 법정화폐로서 화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양자는 화폐결제 흐름에
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전자화폐와 가상화폐는 가치의 표현방식이 디지털화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전자화폐의 경우 법정화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법정화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일부 중국 학계 내의 비트코인 연구자 중 전자화폐의 개념을 사용하여 비트코
인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트코인은 아직 중국 내에서 법정화폐로서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전자화폐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2.3 비트코인과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
현재 학계 내에서는 디지털화폐의 개념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
한 점은 디지털화폐란 인터넷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새롭게 대두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디지털화폐 개념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데, 먼저 광의의 개념으
로서 디지털화폐란 전자화폐와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FATF는 2014
년에 발표한 ‘가상화폐의 정의 및 자금세탁/테러에의 자금조달에의 잠재적 위험성평
가에 관한 보고서(关于虚拟货币关键定义及潜在的反洗钱/反恐怖融资风险的报告)’에
서 디지털화폐란 전자화폐(법정화폐)나 가상화폐(비법정화폐)를 디지털화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내린바 있으며,30) 디지털화폐란 비트코인 등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Cryptocurrency)와 비암호화폐(Non-Cryptocurrency)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

는 견해도 존재한다. 한편 협의의 개념으로서 디지털화폐란 중앙화되어있는 법정암호
화폐이다. 예를 들어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이 2014년에 출범한 디지털화폐연구
팀은 협의의 의미로서 디지털화폐의 핵심기술, 디지털화폐의 발행 및 매커니즘(运算
框架), 디지털화폐가 경제체제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화폐를 둘러싼 법적쟁점, 디지털
화폐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각 국의 제도와의 비교연구 등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중국정부는 추후 중앙은행이 주체가 되어 실물화폐와 디지털화
폐가 서로 공존하는 인민폐체제를 실현할 예정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31)
30) FATF Report, 2014, “Virtual Currencies Key Definitions and Potential AML/CFT Risks”,
http://www.fatf-gafi.org/media/fatf/documents/reports/Virtual-currency-key-definitions-andpotential-aml-cft-risks.pdf.
31) 금양사이트, “중국이 세계최초로 법정화폐로써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사용하는 국가일 수 있다”,

부록

그런데 이처럼 디지털화폐를 협의의 의미로 본다면 이것은 비트코인의 개념과는
별개의 것으로 이해된다. 디지털화폐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화폐의 가치를 디지털화된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이다.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블록체인(BlockChain)기술 및
암호화기법에 기반을 둔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안전칩 등의 선진기술을
이용해 화폐시스템을 실현시키는 것(중앙화가 전제조건인 것)32)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는 점에서, 탈중앙화가 본질인 비트코인과는 상반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정부가 실물화폐와 디지털화폐가 함께 공존하는 인민
폐체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분명 많은 법적쟁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人民币管理条例)’제2조는 인민폐를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이 발행하는 법정화폐로서 지폐, 동전을 포함하는 것이라
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에게 디지털화폐 발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디지털화폐를 인민폐의 또 다른 표현
방식으로서 인정하는 입법적 조치를 통해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에
게 디지털화폐의 발행권을 부여하고, 기타 관계법령상의 중국법정화폐에 대한 정의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에 대하여 2016년 8월 중국인민은행조법사부 유향
민 사장(中国人民银行条法司副 刘向民 司长)은 4가지 방안을 주장한바 있다. 첫 번째,
현행법상의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人民币管理条例)를 부분
수정하여 디지털화폐도 또 다른 인민폐의 표현형식이라는 점을 보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에 특별규정을 두어 중앙은행
인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의 디지털화폐 발행권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디지털
화폐사용에 대한 규정을 두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인민
은행법(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중국인민공화국물권법(中华人民共和国物权
法), 중화인민공화국반자금세탁법(中华人民共和国反洗钱法) 등 관련법령에서 디지털
화폐와 연관된 규정을 전체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별법
으로써 디지털화폐법(数字货币法)을 발효하는 방안이 있다.33)
http://news.ycwb.com/2017-02/06/content_24148326.htm (접속일: 2017년
32) 금양사이트, “중국이 세계최초로 법정화폐로써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사용하는
http://news.ycwb.com/2017-02/06/content_24148326.htm (접속일: 2017년
33) 금양사이트, “중국이 세계최초로 법정화폐로써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사용하는
http://news.ycwb.com/2017-02/06/content_24148326.htm (접속일: 2017년

11월 24일).
국가일 수 있다”,
11월 24일).
국가일 수 있다”,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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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비트코인과 암호화폐(Cryptocurrency)
암호화폐란 탈중앙화된 화폐로 수학연산에 기초한 암호학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져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개하는 화폐이다. 암호화폐는 가상화폐라는 용
어로도 사용된다.34) 즉 암호학의 원리로 전통적인 화폐가 가지고 있는 중앙화라는
속성을 제거하고, 분포식안전정보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화폐인 것이다. 암호화폐의 경우 거래시 공개키와 개인키를 사용하여야하고 매
번 거래장부에 디지털서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거래장부는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참
여자들이 구성한 시스템인 것이다.
2009년에 개발된 비트코인은 전형적인 암호화폐 중 하나이다. 이는 거래시 외형적으

로는 공개되지만 공개 형식이 암호화되어있어서 거래의 본질 및 거래 쌍방의 구체적인
정보는 알 수 없는바 고도의 익명성이 특징이며, 중심화라는 화폐의 속성을 제거하고
당사자들끼리 서로 거래소사이트에서 무료로 오픈소스를 다운받아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참여자 모두가 거래 장부를 통해 감독할 수
있다. 특히 거래가 완료되면 변경할 수 없는 불가역성(不可逆性)이라는 특징이 있으며35)
모든 거래에는 타임스탬프(Timestamps)를 생성하여 이중지불문제를 방지한다.
34) FATF Report, 2014, “Virtual Currencies Key Definitions and Potential AML/CFT Risks”,
http://www.fatf-gafi.org/media/fatf/documents/reports/Virtual-currency-key-definitions-and
-potential-aml-cft-risks.pdf.
35) 2015년 11월 1일 오전 11시 고창건(高昌健)은 본인의 실수로 본인 계좌에 있는 31.659비트코인
(인민폐 약70000원)을 유성빈(刘成宾)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에 고창건은 유성빈에 대하여
산동성 상하현 인민법원에 31.659개의 비트코인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유성빈은 심문 시 원고의 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특히 자신은 비트코인이 무엇인지조
차 모르며 자신의 컴퓨터는 사무실에 있는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에 원고 고창건 자신
의 실수로 인한 손해는 원고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비트코
인 위험 방지에 관한 통지(关于防范比特币危险的通知)’에 명확한 규정이 존재한다며 이에 근거
하여 비트코인은 화폐당국(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적 상환성, 법적
강제성 등 화폐가 지니고 있는 성질도 가지고 있지 않아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그 성질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특정된 가상상품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도 아니며,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될 수 없고 유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일반 시민들
은 본인 스스로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 비트코인 거래 등에 참여할 자유가 있다. 따라
서 비트코인 및 비트코인을 둘러싼 거래에 있어서는 당국의 법률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에 원
고 고창건은 토큰(Token)기술에 입각한 거래 시 본인의 실수로 피고 유성빈의 계좌에 이체하였
는데 동 거래행위는 당국의 법률보호의 범위가 아닌바 원고 본인의 실수로 자신에게 생긴 손해
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고창건 유성빈의 부당이득사건 1심 민사 판결서((산
동성 상하현 인민법원([2015]상민초자 제1531호))(高昌建与刘成宾不当得利纠纷一审民事判决
书, 山东省商河县人民法院 商民初字第 153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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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암호화폐 중 비트코인은 시장 내 인지도가 제일 높으며, 그 영향력 역시 가장
클 뿐 아니라 시장가격 역시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다. 물론 비트코인의 영향으로
암호학원리에 입각해 기타 다른 암호화폐(모조화폐(Altcoin)이라고도 함)가 개발되고
있지만 대부분 그 뿌리는 비트코인에 있는바 암호화폐 분야에 있어서 비트코인의
지위를 대체하거나 초월할 수는 없어 보인다.

2.3 소결
중국사회 내‘화폐(货币)’란 전통적 의미로써 국가에서 발행하고, 법적 상환성 및
강제성 등의 속성을 지니는 법정화폐를 뜻한다. 즉 가상화폐, 암호화폐, 디지털화폐
등은 그 단어에 화폐라는 낱말이 사용되었지만 여기서의 화폐는 유사화폐 혹은 준화
폐(准货币)의 개념일 뿐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정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디지
털화폐 등의 개념을 매우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학술적 논의에 있어서 그 한계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인류 화폐의 역사에 있어서 비트코인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
고, 그렇다면 이처럼 오늘날 화폐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비트코인과 유사한 다양한 개념과 비교분석하여
비트코인의 정의와 외연을 살펴보았다.
역동적인 화폐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자유주의적 이념에 입각하여 개발된 비트코인
은 분명 정보통신기술이 매우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인바 현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주의적 이념 하의 법정화폐제도와 어떻게
공존하며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시 오늘날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비트코인’의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비트코인과 유사한 개념인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암호화폐, 법정화폐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비트
코인이란 암호화폐 중 하나로서 환전가능형 가상화폐의 일종이라는 점이다. 전자화폐
는 법정화폐를 디지털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법정화폐의 지위를 지니고 있지 않은
비트코인과는 상반된 개념이며, 디지털화폐의 경우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중앙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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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 탈중앙화가 특성인 비트코인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비트코인이란 환전가능형 암호화폐라고 정의를 하고 연구를
진행한다.

<표 2>

비트코인과 유사한 개념에 대한 분석
전자화폐

디지털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

발행주체

비금융기구
(인터넷게임서비스
공급자, 기업 등)

은행 등의 금용기구

전자화폐 및
가상화폐가 포함 될
수 있는바 발행주체
역시 금융기구,
비금융기구

채굴(Mining)

신용보증

상업신용

국가신용

국가신용, 상업신용
혹은 참여자사이의
신용

참여자사이의 신용

사용범위

특정한 사이버 공간의
영역

국내

상황에 따라 다름

인터넷 네트워크
범위 내

법정화폐
와의 관계

비법정화폐

법정화폐의 디저털화

상황에 따라서 다름

비법정화폐

종류

가상화폐

- 인터넷 사이트 혹은

목적

공급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수단
- 경영관리 방안(마케
팅)으로써 서비스 - 사회 내 더욱 신속하
사용자와 서비스 제 고 편리한 거래를 위
공사이트 간의 관계 한 매개체
밀접도를 증대
- 서비스의 일환으로
사용자에게 가상 상
품을 제공케 하는 매
개체

- 전통적 화폐의 중앙

화적 성격 제거
- 익명성에 기반 하여
안전하고, 저렴한
-

수수료에 기반 하여
효율적이며, 궁극적
으로는 통화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화폐
형성

부록

제3장 중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 및 법규
제2장에서는 인류 화폐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유사개념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즉 비트코인은 자유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암호학원
리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환전가능형 암호화폐로 탈중앙화적 특징을 지닌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현재 중국정부는 어떠한 정책과 법규를 강구
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고, 이후 어떻게 하면 중국정부가 금융감독과 금융혁신사이
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비트코인을 관리할 수 있을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중국사회 내에서 가상화폐가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매우 역동적이다. 2009년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개발되기 전에는 중국사회 내 인지도가 높은 포탈사이트인
‘바이두(Baidu)’의 바이두화폐, 중국게임회사인 ‘텐센트(Tencent)’의 Q화폐, 그 외 각종

온라인 게임의 게임화폐가 대표적인 가상화폐였다. 이 시기 이러한 가상화폐는 온라
인 게임 등 사이버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제공하며, 특정된 영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법정화폐로 환전이 불가능하고 인터넷사이트(온라인게임 등)의 홍
보 및 마케팅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가상화폐라는 특징이 있었다. 즉 비트코인과는 상
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블록체인(Blockchain) 및 분포식데이터베이스, 분포식장부 등 새로운
IT기술이 발전하면서 비트코인이 개발되었고, 이후 금융혁신 중 하나로서 비트코인은

중국사회 내 새로운 화폐발행이념과 신용체제를 도모했으며 궁극적으로는 중국사회
를 디지털화폐의 시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물론 비트코인개발
이후 여타의 암호화폐가 개발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은 부동의 시장가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중국사회 내 새로운 금융혁신열풍을 가지고 온 비트코인은 양날의 검과 같다.
무조건적인 투자열풍을 거세게 가져오고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되는바 거래의 안전성
이 도모되는 반면, 손쉽게 마역거래·자금세탁·도박·테러융자·불법자금모집 등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현재 법률, 규정 등의 미비로 인해 형성된 비트코인 (보호의)
사각지대는 중국사회의 금융질서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토큰(Token)거래소를
런칭할 수 있는 자격 및 관리수준 등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술적 조치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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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하여, 해커들이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즉 비트코인의 특징이
자 전통적 화폐와 비교하여 비트코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이 오히려 범죄
등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중국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한 감독·규제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시간적
분류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개발되기 전
온라인게임화폐, 온라인게임상의 장비 등 사이버상의 가상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이러
한 온라인상의 재산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관리·감
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 법규이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개발된 직후 이러한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고 금융혁신과 시장경제질서의 균형을 도모하며 비트
코인거래소에 대한 정당한 관리·감독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 법규이다. 마지막은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과 도래하는 디지털혁명시대에 기반을 둔 새로운 화폐시스템을 적극
적으로 강구하여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 법규이다.
물론 아직까지 중국사회 내 가상화폐나 비트코인을 둘러싼 전문적인 특별법 등은
존재하지 않아 중국정부의 정확한 가상화폐에 대한 감독·규제입장을 살펴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규범성 문서는 분명 존재하는바 이하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형법은 모든 법률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이므로, 인권을 보장해야하며 이를 위해 비례성(필요성)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즉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중국정부가 규
제관리 함에 있어서 형법개입의 정당성은 매우 중요한바 이하에서는 중국정부의 기본
적인 가상화폐(비트코인)에 대한 관리감독의 입장을 살펴보고, 특히 정당한 형법상의
개입을 어떻게 도모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3.1 맹아기(萌芽期)(2009년 이전): 환전불가형 가상화폐
3.1.1 정책소개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 보급률이 중국사회 내 높아짐에 따라 사이버공간과

현실생활공간의 관계가 매우 밀접해졌으며, 인터넷가상화폐라는 개념도 개발되기에
이르렀다.

부록

2009년 이전 개발되어 활용되었던 인터넷가상화폐는 관련 인터넷사이트를 촉진하

는 마케팅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새로운 사회경제적 흐름을 대두시켰다.
이 시기의 가상화폐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법정화폐를 지불하여 같은
비율로 얻을 수 있는 가상화폐(구매형 가상화폐)와 인터넷게임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가상화폐(참여형 가상화페)가 바로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 중국포탈사이트‘바이두(Baidu)’의 바이두화폐 ‘시나(Sina)’의 U화폐, 중국
게임회사‘텐센트(Tencent)’의 Q화폐 등이 대표적이며 후자의 경우 중국포탈사이트
‘시나(Sina)’의 시나포인트(新浪爱问积分), ‘바이두(Baiud)’의 지식내공(百度知道的财富

值和经验值) 등이 대표적이다. 나아가 구매형 가상화폐의 경우 사용하고 남은 가상화
폐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환전가능형’과 ‘환전불가형’으로 다시 구분
해볼 수 있다. 예컨대 게임회사 ‘텐센트(Tencent)’는 Q화폐 충전규정에서는 ‘이용자는
Q화폐 충전완료 후 양도나 환불이 불가한 바 충전액수 등에 대해 주의의무가 있다’라

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후자인 환전불가형인 것이다.
당시 중국사회 내에는 아직 가상화폐와 관련된 특별법 등 가상화폐를 둘러싼 전문
적인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나 기타 법령 및 정책적 함의를 지니는 규범성 문서를
통해 2009년 이전 중국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 살펴볼 수 있다.
중국정부는 가상화폐라는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금융경제시장에 잠재
적 위험이 초래될 것이라 예상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인민은행법(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
行法)」 제16조에서는 중국의 법정화폐는 인민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0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人民币管理条例)」 제29조에서는
그 어떠한 단체나 개인은 화폐대용권을 인쇄·발행하여 인민폐를 대체로하여 시장에
유통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36) 이러한 중국 현행법은 가상화폐가 법정화폐
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으며 중국 사회 내에서는 인민폐
36)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第十六条 中华人民共和国的法定货币是人民币以人民币支付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一切公共的和私
人的债务,任何单位和个人不得拒收
第二十条 任何单位和个人不得印制发售代币票券,以代替人民币在市场上流通
「中华人民共和国人民币管理条例」
第二十九条 任何单位和个人不得印制发售代币票券以代替人民币在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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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유일한 법정화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입법자들이 역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문화부(中国文化部) 등 14개의 부처에서 2007년 연합으로 발표한‘PC방
및 온라인게임 관리강화를 위한 진일보한 통보(关于进一步加强网吧及网络游戏管理
工作的通知), (문시발(文市发)[2007]10호)37)’에서는 온라인게임 가상화폐가 현 중국사
회 내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정부의 온라인게임가상화폐
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고, 구체적으로는
첫째, 온라인게임운영자들이 가상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총량과 게임유저들이 이를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엄격에 통제해야하고, 둘째로 사이버상의 가상화폐로는 온라
인게임운영자들이 제공하는 가상상품이나 서비스만 구매할 수 있고 실물경제 즉 실물
상품 구매 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 전매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해야하고, 마지막으로 게임유저 등이 자신의 가상화폐를 법정화폐
로 환전할 시 그 금액은 원래 유저가 지급했던 구매액수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9년 중국문화부(中国文化部) 및 상무부(商务部)의 ‘온라인게임 상 가상화폐
관리 강화를 위한 통지(关于加强网络游戏虚拟货币管理工作的通知), (문시발(文市
发)[2009]20호)’에서는 ‘가상화폐란 온라인게임운영자들이 발행하고 게임유저 등이
법정화폐로 일정한 비율대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전자기록의 형식
으로 저장되어 특정한 숫자단위로 표현되는 가상환전도구이다’라고 정의내리고, 이러
한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강력한 규제방침을 명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로 온라인게
임관련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를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하여 설립 전 엄격한
행정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둘째로 온라인게임관련기업은 분기별로 사업소 소재지
를 관할하는 문화행정부처에 가상화폐 발행 상황을 보고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
며, 특히 이를 위해 소비자들(게임유저 등)이 가상화폐를 충전한 기록의 일체를 저장하
여 관리하고 있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게임운영자들과 게임유저 등간의 관계
외에는 가상화폐 거래활동을 할 수 없다(예컨대 게임유저간의 가상화폐거래활동은
전면 금지)고 규정하고 있다.
37)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등을 대상으로 한 중국 상위정부부처의 통지.

부록

나아가 2008년 9월 28일 중국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에서 발표한‘개인이 인터
넷을 통해 가상화폐를 매매한 후 납부해야하는 개인소득세에 관한 답변서(关于个人通
过网络买卖虚拟货币取得收入征收个人所得税问题的批复)(국세함(国税函)[2008]818
호)’에서는 개인이 인터넷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단가를 높여 타인에게 재판매해
이득을 취한 경우 해당 수입은 개인소득세의 과세소득에 속하며, 이는 재산이전소득
항목으로 계산하여 납부해야한다고 명시한바 있다.
즉 이 시기 중국정부가 규제했던 가상화폐는 특정한 발행주체가 있고(즉 온라인게
임운영자 등이 발행주체이며 비트코인과 같이 탈중앙화적 성격은 지니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사용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즉 특정 온라인게임운영자가 제공하는 가
상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등 유통영역에 매우 엄격한 제한
이 있었던 것이다) 실물경제와는 명확한 구분선이 있는 개념인바 법정화폐와 상호
자유롭게 환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는데(즉 가상화폐로 실물경제에서
실물상품을 구매할 수 없으며, 가상화폐를 원구매가로 환전할 수는 있지만 현금 등으
로 환전은 불가하다. 비트코인이 일정한 환율에 따라 일체의 법정화폐로 자유롭게
환전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러한 가상화폐를 철저하게 규제하려
하는 중국정부의 입장을 상기의 규범성 문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이전, 중국정부는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발행주체, 발행총량, 사용범
위, 구매주체 등에 대해 포괄적이고, 명확하게 정부에 지속적으로 신고할 것을 요구하
고 있으며 이러한 방침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중국정부의 관리 하에서 가상화폐와
실물경제와의 관계성을 전면 차단하여 가상화폐가 중국 화폐시스템에 미칠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이 시기의 규범성 문서상에는 단순히‘가상화폐란 온라인게임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기록’이라고 정의내리고 전자기록으로
써 가상화폐의 법적성질과,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형법상 어떠한 함의가 있을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지 않아 그 한계가 존재해 보인다.

3.1.2 정책분석
형법은 침해되는 민사법상 권리(법익)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범죄구성요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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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화폐를 어떻게 정의내리냐에 따라 이후 형법상
의 쟁점은 상이해지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가상화폐를 온라인게임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버에 저장되
어 있는 전자기록이라고 정의 내린다면, 민법상 전자기록의 성질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견해가 대립한다.
“비재산설”의 입장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전자기록”은 민법상 물건의 특성을 가

지고 있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이하 형법」제92조에서 규
정한 “재산”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38) 즉 전자기록이라는 것은 컴퓨터 정보시
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리키는바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한 절도행위는 형법
제28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컴퓨터 정보시스템 데이터 불법 취득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39) 그러나 이 견해는“전자기록”이라는 형식만 고려하고 있으며, 가상화폐의 재산
적 가치 등은 전면 부정하고 있는바 게임유저 등이 법정화폐를 이용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
으로 사이버상의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이를 통해 게임 등 가상화폐운영기업이 제공하는
가상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치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 그 한계가 있다. 특히 온라인게임운영업체 등이 가상화폐를 사업운영 과정에 도입시
킨 이유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이에 가상화폐를 단순히 컴퓨터
정보시스템 데이터로만 보는 비재산설은 타당하지 못해 보인다.
38) 中华人民共和国刑法 第九十二条 【公民私人所有财产的范围 】本法所称公民私人所有的财产，是指
下列财产：
（一）公民的合法收入储蓄房屋和其他生活资料；
（二）依法归个人家庭所有的生产资料；
（三）个体户和私营企业的合法财产；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92조 [국민 개인 소유재산의 범위] 본 법에 규정하고 있는 개인재산은
아래와 같다: 1. 공민의 합법적인 수입, 저축, 부동산 및 기타 생활자료(生活资料)
2. 합법적인 개인, 가족이 소유한 생산자료
3. 자영업자의 합법적인 재산
4. 합법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주식, 채권, 기타 재산
39) 中华人民共和国刑法 二百八十五条 第二款 【非法获取计算机信息系统数据】
违反国家规定，侵入前款规定以外的计算机信息系统或者采用其他技术手段，获取该计算机信息系统
中存储处理或者传输的数据，或者对该计算机信息系统实施非法控制，情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
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罚金；情节特别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285조 제2항 [컴퓨터정보시스템데이터 불법 취득]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항에서 규정한 이외의 컴퓨터정보시스템을 침입하거나 기타 기술수
단으로 동 컴퓨터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거나 전송하는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동 컴퓨터정보시
스템을 불법으로 조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한다. 단 상황이 극히
심각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벌금형을 처한다.

부록

반면“재산설”의 입장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기록”은 그 형식만 봤을 때는
단순한 사이버상의 데이터로써 가치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즉 가상화폐는 가상재산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가상재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법리가 가상화폐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학계에서는 가상재산의 권리속
성에 대해 물권설(物权说)40), 채권설(债权说)41), 지식재산권설(知识产权说)42), 신형권
리설(新型权利说)43), 단계별 권리설(分阶段权利说)44), 분류식 권리설(分类型权利
说)45) 등 다양한 학설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 채권설과 물권설을 지지하는 학자가
가장 많지만, 이 두 학설도 통설이라고 할 수 없다. 주의해야 할 것은 형법이 보호하고
자 하는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관한 법리는 대체로 민법과의 연관성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일일이 대응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가상재
산의 민사법적 속성이 물권인지, 채권인지, 아니면 기타 권리에 속하는지에 대한 논쟁
이 있지만 이는 형사법적 위법성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즉 민법상 가상재산을 침해하
는 행위를 "재산권을 침범하는 민사 불법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면, "가상재산”은 형법
의 재산범죄 중 "재물”의 기본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가상
화폐를 절도, 사기하는 범죄행위를 재산침범죄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이처럼 비트코인이 개발되기 전에는 특정된 시간, 한정된 공간에서 활용되는 가상
화폐에만 주목하여 중국 법학 계 내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물론 가상화폐를 재산으
로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약간의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논의는 궁극
적으로는 가상화폐의 법적성질을 법정화폐로 보지 않는 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며, 단순히 가상화폐를 형법상의 재산으로 보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만 초점을 두고 있는 바 그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중국정부는 가상화폐를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
보고, 가상화폐가 중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가상

40) 양리신, 왕중합, 2006, “인터넷가상재산의 물권적 속성과 기본원칙을 논함[J]”, 국가검찰학원 교
보(6):3-14.
41) 전홍걸, 쇼펑, 주시우, 2015. “인터넷재산의 한계와 형법보호[J]”, 인민검찰(5):54-58.
42) 석선줴, 도군, 호연중, 2005, “가상재산의 법률보호를 논함[J]”, 간숙 정법학원 교보:84.
43) 유회용, 2005,“가상재산의 법률보호체제의 수립[M]”, 법률출판사:84.
44) 수보, 전외화, 2005, “온라인 게임 법률정책연구”, 상해교통대학 출판사:40-42.
45) 장초, 2007,“전자상무법”, 중국인민대학 출판사:25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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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발행 주체 및 유통 영역에 있어서 매우 철저한 관리를 도모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중국정부는 중국 사회 내 가상화폐란 진정한 화폐가 아니라는 보편적 인식
을 심어주었지만 이 후 비트코인이 개발되면서 다시한번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探寻摸索期)(2009년-2017년): 예)비트코인 위험방지에 관한
통보(关于防范比特币风险的通知)

3.2 탐색기(

3.2.1 정책소개
2009년 비트코인이 개발된 이후 가상화폐정의(이념 및 유통시스템 포함)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비트코인이 개발된 이후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비트코인이란
효율적으로 통화팽창을 억제할 수 있고 수수료가 저렴하며, 익명성에 기반하여 사유
재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흐름의 대안화폐라고 칭송하였다. 그러
나 분명 전통적 화폐와는 전혀 성질이 다른 새로운 사물(事物)로써 비트코인의 실용성
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해 보였다.
즉 비트코인의 법적성질 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
여 법정화폐와의 균형을 맞추며 관리감독하고 비트코인과 이의 모조화폐(Altcoin)에
대한 무조건적인 투기현상을 억제하며 관련 범죄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과제
를 해결함으로써 금융혁신과 금융안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중국정부는 2009년 이후 새로운 정책을 강구하기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하와 같다.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중국공업화신식화부(工业和信息化部), 중국은행업감
독관리위원회(银监会),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保监会),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는 2013년 12월 3일‘비트코인 위험방지에 관한 통지(于防范

比特币风险的通知)’를 발표하였다.46) 이 통지는 중국정부가 최초로 비트코인을 전문
적으로 하여 발표한 규범성 문서로, 그 목적은 현 단계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명확한
중국정부의 공식입장 및 이에 기반한 비트코인 관리감독방안의 방향성을 보여주기
46) 이는 중국정부가 비트코인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보는가와 관련된 중요한 규범성 문서이다.

부록

위함이었다. 중국정부는 ‘비트코인 위험방지에 관한 통지(于防范比特币风险的通知)’
를 통해 ‘비트코인 자체’, ‘토큰(Token)거래소’, ‘민간부분’, ‘금융기구’ 총 4개 주체에
대해 규정하였다. 먼저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비트코인이란 한정된 총 발행량이 존재
하고, 익명성이 있으며 특정된 발행주체가 없고, 사용영역이 제한되어있다는 4가지
특징을 지니며, ‘특정 가상상품’으로 지정된 것으로 화폐로써의 법적지위는 명확히
부정되는바 실물경제 내 화폐로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제하였다. 또한
중국 내 각각의 금융기구등과 관련하여서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금융거래 즉 비트코인
을 둘러싼 수신, 여신 일체의 금융서비스를 철저히 금지한다고 명확히 하였으며 특히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각 지사는 관할지역 내에 존재하는 비트코인거래소의
자금세탁위험성 여부를 철저하게 감독할 것을 명시하였다. 세 번째로 토큰(Token)거
래소와 관련하여서는 비트코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업체들은 통신관리기구(电
信管理机构备案)에 필히 등기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업체 대표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원과 관련된 내용이 필수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한다. 나아가 반자금세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함을 명확히 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의 투자위험성을 경고하고 화폐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계몽사업을 추진하여 이성적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
적으로는 투자자위험부담주의를 전제로 하여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함을 명시하였다.

3.2.2 정책분석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비트코인이 개발된 2009년 이후, 중국사회 내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 프레임이 전환되었다. 즉 이전에는 단순히 온라인 게임 등에서만 사용되는
협의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정책이 대부분이었지만, 비트코인이 개발된 이후 중국
정부는 구체적 대상으로써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관리·감독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 시기 중국정부의 정책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지점은 2009년 비트코인이 개발된
이후,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의가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화폐”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로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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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트코인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먼저, 비트코인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비트코인 위험방지에 관한 통지
(于防范比特币风险的通知)’에서는 비트코인을 ‘특정 가상상품’으로 정의내리고 있는

바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비트코인이 화폐라는 환상(货币幻想)을 파괴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상기의 통지를 통해 알 수 있듯, 중국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하여‘위험예방
그리고 금융혁신촉진’의 균형성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
면 이하와 같다.

A. 위험예방

중국정부는 비트코인의 영향력으로 중국금융질서가 파괴될 것을 우려하여 2013년
‘비트코인 위험방지에 관한 통지(于防范比特币风险的通知)’를 통해 비트코인의 화폐

로써의 지위를 전면 부정하고, 각 금융기구로 하여금 비트코인 거래를 차단하도록
하였다. 그 근거는 이하와 같다.
1.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위험이 존재한다. 하지만 일반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투자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군중심리를 바탕으로 맹목적으로 타인의 투자를
따라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바 이러한 투자는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시장은 작으며, 24시간 내내 거래가 가능하고 등락폭의 제한도 받지
않는바 큰돈을 가지고 있는 일부 투자자들이 쉽게 가격을 조정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는
일반투자자들이 합법적 권익을손해 보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47)
일견에서는 오늘날 비트코인이 중국 사회 내 번영(繁荣)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중국정부
의 화폐정책과 관련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중국정부는 현재 역사적으로 가장 엄격한 외환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중국시민들은 자유롭게 인민폐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중에
비트코인라는 새로운 것이 나타남으로써 인민폐와 외환사이에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다. 이에 통지 등을 통해 아무리 중국정부가 비트코인 거래를 예방하고 규제하더라
도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48)

47) 신화사, 2013, “비트코인은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http://www.gov.cn/jrzg/2013-12/05/content_2542876.htm (접속일: 2017년 11월 27일).
48) 주걸, 2014, “비트코인의 특성과 법률대응의 분석”, 공민과법(3):12-31.

부록

2. 비트코인은 잠재적인 범죄위험이 있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익명성인데, 이러한 특징을 악용하여 마약, 자금세탁, 테러융자 등 범죄 활동에 편리를 제공
해주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범죄에 악용되는 자금유동을 파악할 수 없게 한다.
즉 딥웹(deep web)거래에서 대표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데, 딥웹이란 일반적인 포털사이트와
다르게 일반인들에게 검색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을 의미한다. 고의적으로 불법거래를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공간이 되기도 하는데, 노출되지 않는 공간이기에 정부가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바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마약, 총기매매 등 범죄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토큰(Token)거래소 운영기준 등과 관련하여 일관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바 일부
거래소에서는 불법거래를 종용하기도 하고, 혹은 자금을 가지고 도피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49)

B. 금융혁신촉진

앞에서 살펴본 2013년‘비트코인 위험방지에 관한 통지(于防范比特币风险的通知)’
에서는 비트코인을 ‘특정 가상상품’으로 정의하고 국가차원에서 금융기구 등의 비트
코인 거래는 전면 차단하였지만, 투자자부담주의원칙에 기반하여 보통 시민들의 거래는
일부 허용하였다. 이는 개인 간 자유거래원칙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금융혁신촉진도
도모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정부차원의 관리감독을 어느정도는 탈피하고
자아발전의 공간으로 매꿈으로써 금융혁신을 장려하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50)

2) 반자금세탁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중국정부는 ‘비트코인 위험방지에 관한 통지(于防范比特币风险的通知)’를
통해 직접적으로 금융기구, 토큰(Token)거래소, 민간부분 등을 규제하여 비트코인
유통과정에 있어서 반자금세탁의무를 이행케 하였다.
즉 먼저 중국정부는 ‘사전예방단계’로써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및 각 지사로

49) 신화사, 2013, “비트코인은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http://www.gov.cn/jrzg/2013-12/05/content_2542876.htm (접속일: 2017년 11월 27일).
50) 오방옥, 2015, “2차 위법성으로써의 비트코인을 대상으로 한 형법규제연구”, 귀주 경찰직업학원
교보(6):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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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비트코인이나 이의 모조화폐(Altcoin)에 대한 지속적인 추세파악을 하도록 하
였으며, 자금세탁위험성을 분석하여 전문적인 예방조치를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토큰(Token)거래소에게는 철저히 실명제로 등기해야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다음으로 ‘사중감독단계’로써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및 각 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비트코인거래소를 관리감독의 범위로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자금
세탁감축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후처리단계’로
써 각 금융기구 등은 비트코인이나 이의 모조화폐(Altcoin)를 둘러싸고 수상한 거래가
발견되었을 시 즉시 중국반자금세탁감축분석센터(中国反洗钱监测分析中心)에 보고
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이 실시하는 관리감독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함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비트코인이 사기, 도박 등 범죄활동에
사용되었다는 단서를 발견했을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중국정부는 2009년 비트코인이 개발된 이후 2013년‘비트코인 위험방지에
관한 통지(于防范比特币风险的通知)’등을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와 동시에 금융
혁신으로써의 비트코인을 일부 허용하였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중국정부의 정책
에 대하여 자금세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겠지만 금융
기구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금융기구가 토큰(Token)거래소
의 거래행위와 불법자금유통방향을 직접 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실상 금융기구에서 비트코인의 자금세탁위험정도를 예방하는 것은 실무적
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나아가 각각의 금융기구 등에 반자금
세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비트코인을 ‘특정 가상상품’이라고 정의내린 부분과 상반
되는 지점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51)

兴利除弊期)(2017년-현재): 예)토큰(Token)발행 융자 위험
방지에 관한 공고(关于防范代币发行融资风险的公告)

3.3 발전기(

51) 2017년 10월 13일 중국인민대학교 형사법률과학연구센터와 퀸메리 대학교 법학원(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이 동시 주최한 "제5회 중영 형사사법 포럼-인터넷범죄와 국제사법
공조”에서 엽량방(叶良芳)교수가 발표한 관점이다.

부록

3.3.1 정책소개
비트코인이 개발된 이후 중국사회 내 가상화폐의 발전이 매우 빨라졌으며, 이에따
라 중국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도모하기 시작한다.
2017년 1월 6일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상해본부와 북경영업부는 감독부서를

꾸려‘Huobi’, ‘OKCoin’, ‘BTCChina’등 최근 중국 내 대표적인 토큰(Token)거래소 3곳
의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에대해 컨설팅을
진행하였다.52) 이의 영향을 받아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락하여 2017년 1월 5일 최고가
가 9000위안이었지만 다음날인 1월 6일 비트코인 가격은 5500위안에 머물렀다.
이후 본격적으로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영업관리부와 북경시금융국(北京市
金融局), 시공상국(市工商局) 등 관련부서가 연합하여 현장검사팀을 구성하여‘Huobi’,
‘OKCoin’등 토큰(Token)거래소 현장검사를 실시해 비트코인 거래소의 합법성, 안전성

등에 대해 주의를 요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에 신중히 투자할
것을 제시하였다.53)
특히 2017년 2월 8일 오후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영업관리부 검사팀은
‘BTCChina’, ‘BtcTrade’, ‘Haobtc’, ‘Yunbi’, ‘Yuanbao’, ‘BTC100’, ‘Jubi’, ‘Bitbays’,
‘Dahonghuo’ 등 북경지역에 존재하는 거래소의 책임자와 상담을 진행하며 비트코인

거래 시 법률위반위험, 기술적문제로인한 위험, 정책위반위험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인지시켰으며 최종적으로는 각종 규제들을 위반하여 비트코인거래가 이루
어졌을 경우 검사팀에서 관련부서에 신청하여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54)
52)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상해본부, 북경영업부, 영업관리부, 북경시금융공작국(金融工作局)
등관련부서가 연합하여 일부의 토큰(Token)거래소 운영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http://beijing.pbc.gov.cn/beijing/132005/3230072/index.html (접속일: 2017년 11월 19일)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상해본부, 상해시금융국 등 관련부서가 연합하여 상해시 내의 토
큰(Token)거래소 책임자와 상담을 진행하였다,
http://shanghai.pbc.gov.cn/fzhshanghai/113571/3230012/index.html (접속일: 2017년 11월 19일)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상해본부, 상해시금융국 등 관련부서가 연합하여 BTCChina거래
소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였다,
http://shanghai.pbc.gov.cn/fzhshanghai/113571/3233069/index.html (접속일: 2017년 11월 19일).
53)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영업관리부, 토큰(Token)거래소에 대한 현장검사는 지속될 것이다,
http://beijing.pbc.gov.cn/beijing/132005/3245162/index.html (접속일: 2017년 11월 19일).
54)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영업관리부, 인민은행영업관리부에서 북경지역 내 거래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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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2017년 3월 주학동(周学东)전국인민대표(全國人民代表)는 「중국인민은행
법」, 「어음법」, 「반자금세탁법」 등의 법률을 수정하고, 비트코인 거래활성화에 대비하
여 전문적인 특별법으로써 「특정 비금융기구 반자금세탁 반테러 융자관리법」,「비은행
지불기구에서의 지불서비스 관리 조례」 등 총 10개정도의 법안발의를 제출한바 있다
고 밝혔다.55)
2017년 9월 4일에는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중공중앙인터넷보안과 정보화지

도소조판공청(中央网信办), 중국공업화신식화부(工业和信息化部), 공상총국(工商总
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银监会),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保监会) 등이 연합
으로‘토큰(Token)발행 융자 위험 방지에 관한 공고(关于防范代币发行融资风险的公
告)’를 발표함으로써 현 단계에서 토큰(Token)을 악용하여 융자하는 행위는 불법공개
융자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행위임을
강조하였다. 즉 토큰융자행위(ICO)56)의 본질은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불법 화폐대용권
발행, 불법 증권 발행 등인바 관련자들은 일체 토큰거래행위를 정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거래소에서 법정화폐와 가상화폐의 환전업무를 전면 중지해야한다
고 명확히 하였으며, 각 금융기구는 토큰융자행위와 관련된 업무 등이 적발되면 관련부
서에 즉시 신고할 의무를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분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실패
의 위험성 등을 제시하고 이성적으로 투자할지 여부를 결정해야함을 명확히 하였다.57)
물론 이 공고 발행으로 토큰융자행위(ICO) 등은 약간 주춤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동 공고 발행효과는 현재 진행 중인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상담이 지속되고 있다, http://beijing.pbc.gov.cn/beijing/132005/3248926/index.html (접속일:
2017년 11월 19일).
55)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광주지사, 주학동(周学东)전국인민대표(全國人民代表)는 금년 ‘인민
은행법’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져야하고 인터넷금융기구는 금융기구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건의 하였다,
http://guangzhou.pbc.gov.cn/guangzhou/129196/134740/3277266/3277826/index.html
(접속일: 2017년 11월 19일).
56) ICO란 처음 블록체인(Blockchain)모집을 도모하는 것으로,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유지
를 위해 융자하는 것이다. 증권시장에서의 IPO(Initial Public Offering)란 단어에서 파생되어 온
개념이다.
57)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토큰(Token)발행 융자 위험 방지에 관한 공고(关于防范代币发行
融资风险的公告)”,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3374222/index.html (접속일: 2017년
11월 19일).

부록

이러한 정책흐름에 기반하여 최종적으로 중국정부는 2017년 9월 14일 Huobi58),
OKCoin, BTCChina 등의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정지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정부의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국
가인터넷금융안전기술전문가위원회(国家互联网金融安全技术专家委员会)의 통계자
료에 따르면 비트코인 장외거래액(场外交易额)의 경우 2017년 9월 초(비트코인 거래
소가 영업정지하기 전) 5%에서 10월 초(비트코인 거래소가 영업정지한 후) 20%로
상승하였다. 이는 비트코인거래소가 영업정지된 이후에도 중국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거래를 지속하고 있으며, 거래의 장소가 단지 장내거래에서 장외거래로 이전되었을
뿐임을 의미하는 것이다.59)

3.3.2 정책분석
중국정부가 비트코인 등 토큰(Token)거래소를 전면 영업정지 시키고, 토큰융자를
일체 금지시키는 주요 원인은 이하와 같다.

1) 토큰융자(ICO)를 금지시키는 원인
A. 토큰(Token)을 이용하여 융자를 진행하면 상업은행 및 도농신용사(城乡信用

社) 등 간접금융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중국인민은행법에 따르면 중국
내 민간을 대상으로 예금 등을 모집할 수 있는 합법적 주체는 상업은행과
도농신용사뿐이며, 이 외의 금융기구는 허가 없이 공중예금 등을 모집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60) 하지만 토큰거래소의 운영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보
58) 2016년 말까지 Huobi사이트 거래총액은 총 200000억위안이었다. Huobi는 2015년 9월 15일부
터 충전업무를 정지하였고 9월 30일 전까지 가입자들에게 거래를 중지한다는 것을 통보하였으
며 2017년 10월 31일 전까지 점차적으로 모든 디지털재산을 인민폐로 환전하는 업무를 정지
한다고 밝혔다.
59) 영국<금융일보>, “중국의 비트코인거래제한정책 효과는 제한된다”,
http://www.ftchinese.com/story/001074975 (접속일: 2017년 11월 19일).
60) 중국인민은행법 제52조: 본 규정에서 의미하는 금융기구란 중국 국경 내에 설립한 상업은행,
도농신용사, 농촌신용합작사 등 공중예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금융기구와 국책은행을 말한다.
중국상업은행법 제11조: 감독관리기구의 허가 없이 그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서 공중예금을 모
집하는 등 상업은행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체의 상호에 “은행”이란 단어를 사용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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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미 일부 업무에서 이러한 간접금융체제를 무너뜨리는 특징이 발견된다.
거래소의 대차업무가 대표적이다. 대차업무란 불특정한 비트코인 소유자에
게 일정한 비트코인 이용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같다)을 지급하고 분산된
비트코인을 모아 이를 다시 수요자에게 대출해주고 일정한 비트코인 사용료
(대부금에 대한 이자와 같다)를 받는 구조이다. 비트코인을 화폐성을 갖지

않는 특정 가상상품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미 이를 법정통화와 자유롭게 환전
할 수 있으므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모으는 행위는, 실제 대출을 하였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불법자금모집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일부 학자들은 거래소의 이자가 상업은행 적금이자보다 높을 경우 중국시민
들은 분명 비트코인 융자시장에 몰려들 수밖에 없는바 중국 간접금융시장의
질서가 파괴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61)

B. ICO를 이용하여 직접 융자하는 행위는 불법금융활동종사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토큰을 이용하여 융자하는 행위와 관련하여‘불법화폐대용
권 발행’,‘불법증권발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물론 토큰은 가상화폐이지만
그 성질은 신용화폐나 증권에 속한다. 즉 ‘신용화폐’는 어음(票据), 전표(凭证),
표증(票证)이라고 하고, 더 넓은 의미에서 ‘증권’은 주식채권(债权), 영수증(发
票), 인수증(提单) 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ICO의 경우 최종적으로는 주식이
나 채권을 발행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또한 중국 증권법 등에 따르면 조직
이나 개인이 주식이나 채권등을 발행할 경우 증견회(证监会)62)의 비준을 받아
야 한다. 하지만 ICO의 경우 궁극적으로 토큰거래소 자체가 금융기구로서
자격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바 토큰을 공개발행하여 융자하는 것은 분명 비합
법적인 것이다.
사실 2017년 중국정부의 비트코인을 둘러싼 정책의 패러다임이 다시 한번
변화되기 전에는 중국의 ICO시장은 매우 발전적이었다. 예컨대 국내지능계약
혁신플랫폼퀀텀(国内智能合约创新平台量子链Qtum)프로젝트의 경우 ICO를

61) 해걸, 장건, 2014, "중심화 제거: 디지털지불시대의 경제형법의 선택”, 법학(8):87-97.
62) 증견회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약칭이며, 증권법 중 국무원증권감독관리기구를 의미한다.

부록

이용하여 5일 이내에 1500만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모집하였고, 시장예측
을 목적으로 한 Gnosis프로젝트의 경우 ICO를 이용하여 15분만에 필요한 자금
을 모두 모집한바 있다.63) 즉 ‘채굴(Mining)’을 통해 이득을 취득하는 전통적
모델에서 직접융자방식으로 이익을 취하는 새로운 모델로 발전된 것이다. 물
론 어떻게 보면 ICO의 경우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벤처기업 등이 이를 이용
하여 자금을 조달해 커다란 과학혁신을 이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무궁무진하
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중국정부가 ICO를 막는 이유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보다 잠재적인 위험성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

2) 토큰거래소를 엄격히 단속하는 원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정부는 토큰거래소를 대상으로 첫째, 법정화폐와
가상화폐의 환전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둘째, 토큰매매 업무자체를 전면금지하였다.
마지막으로 토큰의 가격 등 정보중개업무를 금지하였다. 또한 관련 법률 등을 위반하
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비금융기구와 비금융업무활동 금지법(非金融机构和非金融业
务活动取缔办法)」에 따라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국정부가 토큰거래
소를 엄격히 단속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A. 토큰거래소는 자금을 세탁할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는 곳이다. 현재 중국

형법 제191조에서는‘자금세탁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규정은
금융기구의 자금세탁 등의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비금융기구에까지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는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분명 토큰거래소는 비금
융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융자, 자금은폐, 자금해외이전 등의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금융기구보다 이러한 행위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 내 거래소를 이용하여 인민폐를 통해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외국의 거래소로 이체하면 바로 외화가 될 수 있고 이 전반적인
과정은 총 5분을 초과하지 않는다.64) 이는 결국 전통적인 화폐밀수에 있어서
63) 시나, “과학기술, 가상화폐의 사업성: 채굴에서 ICO융자까지”,
http://tech.sina.com.cn/2017-06-29/doc-ifyhrxtp6301870.shtml (접속일: 2017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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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거래소를 통해 불법자금이
일명 ‘세탁’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 실정법상으로는 구체적으로
토큰거래소를 대상으로 반자금세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전혀 존재하
지 않는다. 이에 중국정부는 2017년부터 위에서 살펴본 공고 둥을 발행하여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또한 물론 2017 중국정부의 공고 등이 있기 전부터 중국정부는 다양한 통지
등을 통해 거래소를 규제하려고 노력하였다. 2013년의 ‘비트코인 위험방지에
관한 통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의 통지 등은 토큰거래소에 대한
규정이 매우 모호했고 실무에서의 집행력 역시 매우 미약했다. 기본적으로
거액거래나 의심스러운 거래 등이 보일시 즉시 보고의무, 고객신원확인 등의
의무를 거래소에 부과했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매우 높은 자금세탁 등의 위험
이 있고, 지능범죄자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바 단순한 고객신원확인 등으
로는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는 지점인 것이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토큰거래소의 존재 목적은 최대의 이익추구인바 무조건적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할 수는 없으며, 책임감을 부담케하여 규제한다 해도 실질적으
로는 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예컨대 고객신원확인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일부 거래소에서는 회원가입시 이메일 주소만 등록케 하는데 이는
진정한 신분확인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중국정부는 2017년 보다 포괄적이
고 구체적인 통지를 통해 토큰거래소를 규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B. 중국정부는 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고 국민경제의 안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주도의 외환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중국의 「외환관리조례」
에서는 허위 및 무효한 서류로 외환을 사기·구매하는 행위, 불법으로 국내의
외환을 외국으로 이전하거나 불법으로 외국에서 외환을 보존하는 행위, 허가
받지 않고 외환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등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며 위반 시

64) 제일 재정일보, “5분 만에 외환관리 회피가능: 인민폐 하락 중 비트코인의 이동”,
http://www.p5w.net/news/gncj/201611/t20161117_1639247.htm (접속일: 2017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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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에서도 외환관리제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환사기구매죄(骗购外汇罪) 등 외환관련범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토큰거래소는 이러한 외환관리를 회피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통적인 외환사기매매의 경우 서류 등을 위조·변조
하여 범죄행위를 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개발된 이후에는 거래
소에서의 비트코인과 법정화폐의 환전가능성을 악용하여 쉽게 외환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바 기타의 사기수단을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당해 외환
구매 한도를 쉽게 초과할 수 있는 등 국가의 외환관리제도를 간단하게 회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전통적인 해외자산소지방법이 비트코인의
익명성과 자유로운 세계유통성(全球通用性)이라는 특성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65)

C. 토큰거래소는 기술과 정보 안전에 매우 취약한 부분이 존재한다. 2014년 2월

세계에서 가장 큰 토큰거래소인 ‘Mt.Gox’가 85만개의 비트코인을 갈취당하고
파산선고하였다. 사실 이는 ‘Mt.Gox’의 예외적인 사례로 볼 수만은 없다. 중국
의 모든 토큰거래소는 금융기구경영허가증이 존재하지 않는바 선물 및 파생
상품 등의 형식으로 비트코인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거래소
는 합법적인 등록을 전혀 하지 않고 영업을 이룩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이 이루어지다가 혹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피해는 모두 투자자
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일부 거래소들은 안전예방 및 위험방지능
력이 매우 미비해 쉽게 해커공격을 당하거나, 거래소 운영자가 자금을 들고
도피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 역시 결국 모든 피해는 투자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D. 현재 토큰시장에 투자자들의 투기열풍이 매우 거세게 불고 있다. 물론 중국정

부는 비트코인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였지만 투기자들은 계속 민간 혹은 해외
의 토큰거래소를 이용하여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비트코
65) 해걸, 장건, 2014, "중심화 제거: 디지털지불시대의 경제형법의 선택”, 법학(8):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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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투기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66) 이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중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7년 1월 1일 중국의 비트코
인 거래사이트‘OKCoin’의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6791.82위안이었으나 2017년
8월 17일 그 가격이 대폭 상승하여 3만위안 가까이를 기록한바 있다.67)

그런데 이러한 비트코인 투기현상에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바로 비트코인
의 가격과 실 가치에 균형점이 존재하냐는 것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경우 과학적이고 확실한 경제적 평가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가상화폐의 시장은 크지 않는바 몇몇의 투기자들에 의해 그 시세조종이
가능하다. 이에 모든 투자위험부담은 결국 일반 시민들이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제4장 중국의 비트코인과 관련된 범죄 및 관련 판례 소개
형사정책의 의의는 형사입법과 형사사법 영역에 일관되어 있고 그 효과도 현저히
크다. 형사입법은 형사정책의 표현이고 이를 실현하는 도구이다. 형사정책이 형사사
법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최고사법기관은 형사정책을 실현하는 형사사법주체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대한 사법해석이 바로 국가의 기본적인 형사정책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판결에서 판사가 스스로 행하는 사법해석(판결에 적
용되는 형법규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법률해석)도 판사가 형사정책을 실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68)
본 장에서는 주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비트코인 관련
범죄의 유형을 구분하여 소개할 것이다. 형사정책은 형사입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가치를 결정(가치취향)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형벌은 범죄유형에 따라 형사입법정
책을 제시하고 있다. 범죄유형의 구별 후에는 중국법원에서 내린 비트코인 범죄에
대한 판결을 귀납적으로 분석을 할 것이다. 최고사법기관에서 내린 규범적인 사법해

66) 주걸, 2014, “비트코인의 특성과 법률대응의 분석”, 공민과법(3):12-31.
67) 증권일보, “비트코인 실성(疯狂)후 위험을 조심하라”,
http://zqrb.ccstock.cn/html/2017-08/18/content_83302.htm?div=-1 (접속일: 2017년 11월 19일).
68) 시연안, 인건봉, 2005, 형사정책의 형법 유권해석 중에서의 효능, 남도학술지(2):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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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 판사가 개별 사건에서 내린 사법해석 속에 있는 (중요) 가치에 대한 판단은 모두
형사사법정책을 연구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비트코인과 관련된 범죄
의 유형은 크게 ‘수단형 범죄’와 ‘대상형 범죄’로 나눠볼 수 있다. 전자는 비트코인을
범죄의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고, 후자는 비트코인 자체를 범죄대상으로 하
는 것이다. 특히 전자인 ‘수단형 범죄’는 다시 비트코인이 범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지불수단형 범죄’와 ‘기타수단형 범죄’로 나누어질 수 있다.

<표 3>

비트코인과 관련한 범죄 유형

번호

유형

1

수단형

2

자유형(子类型)

구체적인 내용

지불수단형

마약등 금지품거래, 성매매, 인터넷 도박

기타수단형

불법다단계형범죄, ICO프로젝트불법융자, 불법소득은닉죄,
자금세탁죄, 투자사기, 융자범죄

대상형

해커공격, 갈취바이러스공격, 인터넷피싱, 재산침범류 범죄

4.1 수단형 범죄: 지불수단형
4.1.1 마약 등 금지품거래
비트코인 거래 시에는 익명성을 근거로 거래쌍방의 정보를 노출할 수 없기 때문에
마약범들의 지불도구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보면, 마약범들과 그들의
고객들은 2014년 및 2015년 초 며칠 동안의 비트코인 가격하락에 관해, 익명 소프트웨
어 Tor를 통해 bbs를 방문하여 원망의 글을 남겼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면
범죄자들이 최종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축소되며, 심지어 대량의 자금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69)

69) 완비왕사이트, “비트코인 가격이 대폭 하락하여 마약판매자들이 놀랐다”,
http://www.wanbizu.com/news/201501204586.html (접속일: 2017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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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마약판매자가 마약거래의 이윤이 줄어들었다고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원망하는 글
(출처: 완비주사이트(玩币网))

[그림 2]

마약판매자가 마약거래의 이윤이 줄어들었다고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원망하는 글
(출처: 완비주사이트(玩币网))

경제학자 Gwern Branwen는 2013년 말부터 2015년 사이에 진행된 딥웹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 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보 문제는 1.5TB 가까이 되었다. Agora·Evolution
또는 Silk Road 등 많은 딥웹은 약 35만 건의 거래를 완성하였는데 총 거래액이 약
5000만 달러였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지품에 대한 거래는 딥웹에서 이미 4년간

이루어져왔고,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2015년 전세계 마약조사에 의하
면, 영국·미국·호주의 마약흡입자 중 10%-15%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딥웹
에서 마약을 구매한다고 한다. 딥웹 시장은 대부분이 비트코인을 지불방식으로 사용
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가격변동에 따라 가격을 자동으로 조절한다. 상대방은 상당한
액수의 달러 가치와 동등한 비트코인을 지불해야 하고, 그 수량은 구매 당시의 비트코
인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라는 특징이 있다. 비트코인은 중국의 WeChat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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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pay지불 등 제3방 지불플랫폼과 다른 것이다. 중국 국내 3대 토큰거래소 ‘Huobi’,
‘Ok-Coin’, ‘BitChina’는 모두 제3방 지불플랫폼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관리감독부서가

없고, 그로 인해 범죄위험을 즉시 발견할 수 없어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어렵다.

4.1.2 성매매
2017년 유명 대형 온라인 음란사이트(Amateur Canada, Hustler, Xhamster,
Porn.com, Naughty Americae 등)들은 지불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

히 Xhamster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Bacchusent Entertainment에서는 음란영상과 그림을 제공하는데, 비트코인으
로 대금을 지불하는 회원은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Camgial도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
로 사용하였는데, 회원이 일정한 비용을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면 영상통화로 개인쇼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Girls Gone Bitcoin, Strip 4 Bit와 Xotika.tv의 성인채널은 온라인
쇼를 제공함에 있어서 비트코인만을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다수의 음란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비트코인이 가진 익명성으로 인해 성매매 제공자와 고객이 (전통적인 지불수단과는
다르게) 프라이버시 및 수사의 문제를 쉽게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70)

4.2 수단형 범죄: 기타수단형
4.2.1 불법 다단계형 범죄(폰지 사기: Ponzi Scheme)
다단계란 조직자나 경영자가 모집원에게 간접 혹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새로운
구성원의 인원수를 실적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주거나, 신입구성원이 일정한 가맹비용
(加盟费)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이익을 획득하여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기를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주의적 시장질
서의 안정을 위해 중국 현행 「다단계 금지조례」제7조에서는 다단계를 3가지로 나누어
70) 완비왕사이트, 온라인 성매매 산업에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https://cn.bitcoin.com/archives/1482 (접속일: 2017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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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단계는 ①인원수 실적 다단계, 구성원들이 새로운 성원
을 발전하여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인원수를 실적으로 하는 것, ②회비 실적 다단계,
구성원들이 일정한 가입비용이나 일정한 상품을 구매하여 상위 구성인원의 급여로
충당하는 다단계, ③실적 계산 다단계, 하위인원의 판매실적을 의거로 상위판매원의
급여를 주는 것을 말한다. 다음에 소개할 중비코인(中非币) 사건은 회비 실적 다단계에
속한다. 중비코인(中非币) 사건에서 새로운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채굴기계를 임차하
는 형식으로 회원자격을 얻어야 했고, 사실상 회사는 아무런 경영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다단계에 대해 「다단계 금지조례」 제24조는 조직자나 경영자의 소
개, 사기, 협박으로 타인을 참여하게 하여 범죄행위를 구성하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법률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인 형법에 시장경제질
서교란죄중의 하나로 다단계 관련 죄명을 설치하였다. 형법 제224조 중의 조직·영도
다단계죄가 바로 그것이다.71)

1) 관련 판례소개
2009년 비트코인이 탄생 후 가상화폐로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는 신화가 만들어졌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단시간 내에 중국의 가상화폐 시장은 신속히 발전하여
각양각색의 가상화폐가 등장했다. 그와 동시에 가상화폐로 위장한 다단계함정도 많이
나타나 예측할 수 없는 큰 위험이 시장 내에 도사리게 되었다.

A. 다크코인(Darkcoin，暗黑币)사건72)
2014년 8월 피고인 유웅(刘雄)은 다크코인거래사이트(www.onclooud.com)를 만들

71) 형법 제224조에 따른 조직·영도다단계죄: 상품을 마케팅하거나 서비스제공을 한다는 이유로 참
여자들의 비용을 받거나 상품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가입자격을 얻어 일정한 순서로 단계를 나
누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인원수를 발전하여 인원수를 실적으로 하여 급여를 계산하거나 타
인을 유인하거나 협박하여 참가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여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등행위를
조직하거나 영도하는 자는 5년 이하 유기징역 혹은 구역에 벌금형, 상황이 엄중한 경우 5년이
상 유기징역에 벌금형을 처한다.
72) 두령, 진수영 등 조직·영도다단계죄건 2심형사제정서, 강소성 서주시 중급인민법원형사제정서
([2016]소03형종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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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홍콩에서 다강지능과학기술유한회사(이하 다강회사)를 설립하여, 허위 가상화폐인
타크코인을 만들어 투자의 명의로 회원을 모집하여 재물을 수탈하였다. 다강회사는
실제로 아무런 경영활동 없었지만, 높은 이익반환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하여 인터넷을
통해 하위회원을 모집하고 그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 유웅, 오문창(吴文昌)두 사람은
회사의 운영·홍보, 다크코인 판매사이트의 프로그램 설정, 후선부서의 유지를 맡았고,
이를 이용해 전문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등 홍콩과 내륙지방에서 홍보활동을 진행하
였다. 그 외에 두령(杜玲), 진수영(陈淑荣), 화금하(华金河) 등 전국 각 지역 책임자는
홍보, 수강, 소개 등의 방식으로 하위판매자를 모집하고 인터넷 홍보를 하였다. 동
회사는 개업식 등 각종 활동을 하여 인터넷으로 대폭 선전을 하여 중국 내지에서
회원을 모집했다.
2015년 3월 19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다크코인 사이트에 등록된 회원 ID는 34,000여

개였고 단계수는 60여급이었으며, 이러한 단계수를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인원수를
실적으로 조직의 규정대로 급여를 주었다. 사건 적발 전까지 사건에 연류된 금액이
15억 위안 가까이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2014년 4월 강소성 서주시 군산구법원에서 내려졌다.
해당 판결에서 두령 등은 불법다단계 영도·조직죄에 의해 8년 6개월 또는 3년 6개월의
유기징역을 받았고, 30만에서 300만 위안의 벌금형에 처하였다.
2016년 6월 항소심은 두령 등은 상품을 마케팅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한다는 이유로

참여자들에게 비용을 받거나 상품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가입원을 모집하였고, 일정한
순서로 단계를 나누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인원수를 늘렸고, 이를 실적으로 간주하
여 급여를 계산하거나 타인을 유인하거나 협박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불법다단계 영도·조직죄
를 구성하는 것이고, 상황이 엄중하며 공범에 속하기 때문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
결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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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GX-coin 특대 인터넷 다단계 사건73)
2016년 4월, 호남성 상덕시 경찰서에서 GX-coin 특대 인터넷 다단계 사건을 종결하

였다. 동 조직은 중국 내에서 60여명의 구성원이 있었는데, 그 중 9명이 불법다단영도
조직죄 혐의로 검찰의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되었다. 해당 과정에서 경찰은 수억원의
자금을 동결하였다. GX-coin은 2016년 3월 5일 가상화폐 GX-coin 프로젝트가 시작한
후 2개월도 안 된 사이에 회원 수를 13만 명까지 늘렸으며, 불법자금은 대략 20억
위안이었다.
경찰에 의하면 피고인 유모는 거액의 이윤을 얻기 위해 GX-coin에 대하여 허위
홍보를 하였다. 피고인 유모는 GX-coin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证监会)와 은행업관
리감독위원회(银监会)의 비준을 받아 미국 미래성(美国未来城)회사에서 발행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가가 인정한 가상화폐이다. 국제거래소(国际大盘)에서 거래할
수 있고, 현금화가 가능하고 오프라인 쇼핑도 할 수 있어, 이미 20여개 나라의 인정을
받은 것이다. 국내에서도 직영허가를 신청할 것이다고 하였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의하면 가상화폐인 GX-coin이 국내에서 직영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허위 조작이었다.

C. 구아코인(亚欧币) 다단계 사건74)

해남구아온라인경기유한회사는 2016년 4월 27일 해남성 해구시 공상해정관리국에
서 등록을 하였다. 해당 회사의 주요 업무는 온라인게임 가상화폐발행, 판매와 거래업
무, 온라인구기류게임(球类游戏) 등 각 종 카드류 게임 등이었다. 회사는 구아코인을
통해 1년에 회원 4만여 명을 모집하였고, 총 금액이 40.6억 위안의 이익을 얻었다.

73) 텐센트, “GX-coin특대 인터넷 다단계 사건 종결: 연류 금액 약 20억 위안”,
http://finance.qq.com/a/20160805/027680.htm (접속일: 2017년 11월 19일).
74) 소후재정, “구아코인 4만여명을 대상으로 사기쳐 투자자금 40억원 사기”,
http://www.sohu.com/a/156635064_632979 (접속일: 2017년 11월 19일).

부록

D. 중비코인(中非币) 다단계 사건75)
2016년 4월, 장경당(张庆唐)과 자이운경(翟运青)등은 북경은령정복국제투자유한회

사(北京银龄定福国际投资管理有限公司)의 명의로 중비코인이라는 가상화폐(CAC디저
털화폐로 약칭)를 제작하였다고, 해당 중비코인의 가격을 2위안에 1개로 정하였다.
회사는 레벨이 서로 다른 중비코인 채굴기의 임차비용을 내는 방식으로 참여들에게
가입자격을 주었다. 그런데 사실상 회사는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회사가
운영하였던 장려제도 비용의 출처도 회원이 납부한 회비이거나 하위 회원의 회비였
다. 중비코인은 더 많은 회원들을 유치하기 위해, 중비코인은 중국중비은행에서 연구
한 중국과 아프리카와의 대외무역 시 결산으로 사용하는 디지털화폐다 라는 허위사실
을 유포하였고, 북경은령정복국제금융상학원(北京银龄定福国际商学院)을 설립하여
중비코인을 경제 및 학술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비코인에 대해 시민 유모씨는 2016년 8월 15일 헝양시 공상부서에
북경 은령정복국제투자유한회사가 헝양시에서 중비코인 가상화폐업무를 하고 있으며
불법다단계 혐의가 있다는 신고를 하였다.

E. MBI(易物币이물코인) 사건76)
2013년 11월 피고인 A와 B는 타인에게 말레이시아 MBI국제그룹에서 발행한 인터넷

가상화폐(이물코인, M코인이라고도 함)를 구매하게 하였다. 투자액을 100달러부터
5000달러 사이로 정하고, 회원을 피라미드형으로 배열하여 하위회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와 B는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받는 혜택 및 장려금도 많다고 설명했고, 투자
자가 구매한 금액은 M코인(1M코인이 1달러 7위안)을 계산단위로 하여 시스템에서
결산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인 A는 최종적으로 총 117명의 4단계 회원을 모집
하여 2,049,300 위안을, 피고인B는 66명의 7단계 회원을 모집하여 2,659,616 위안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MBI라는 가상화폐 투자를 목적으로 참여자들에게 M코인을
75) 매채경제, “중비코인 불법 다단계혐의로 호남헝양에서 법에 의한 조사”,
http://media.china.com.cn/cmgc/2016-09-06/851012.html (접속일: 2017년 11월 19일).
76) 빈모씨 등 불법 다단계 조직, 영도사건 1심 형사판결서, 광동성 윈부시 운성구 인민법원 ([2016]
외5302 형초3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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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여야 가입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요구하는 등 일정한 순서로 회원의 단계를
나누고, 인원수를 실적이나 이윤반환의 수단으로 삼아 참여자를 계속 모집하는 방법
으로 사기행위를 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24조 중의 불법다단계 조직·영도죄에 속하므로, 피고인A에게는 유기징역
2년 10개월에 벌금 3만 위안을, 피고인B에게는 유기징역 3년에 벌금 3만 위안을 내렸다.77)

2) 소결

상기 5개의 가상화폐 불법다단계사건 관련 판례를 보면, 중국의 가상화폐시장은
투기열풍이 강한 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트코인의 탄생으로 가상화폐 투자
의 문이 열렸지만, 그와 동시에 일부 범죄자들이 블록체인기술이나 채굴 등의 새로운
기술을 꼼수로 허위 가상화폐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시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가상화폐에 대하여 일반 투자자들은 가상화폐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익만을 보고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아 범죄자들이 꾸민 함정에
빠지고 있다. 판례 중의 GX-coin, 다크코인, 구아코인(亚欧币), 중비코인(中非币), MBI
(易物币이물코인)는 모두 범죄도구일 뿐, 환전 가능한 가상화폐가 아니었다. 범죄자들

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해당 코인 관련 사업에 투자시 높은 이익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허위 광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상화폐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유통가치
나 사용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회사와 회사내부의 회원 사이에서만 유통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회원들이 계속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해야만 했다. 그 때문에 회사는 회사운영을 위해 가상화폐 투자명목으로 일정한
비용을 납부한 참여자들에게만 회원자격을 주었고, 이렇게 유치한 회원을 일정한 순
서의 단계로 나누어 이익반환의 근거로 삼았다. 사실상 인터넷금융상의 가상화폐라는
이름으로 사기성과 은밀성을 가진 불법 다단계 활동을 했던 것이었다.

77) 형법 제224조에 따른 조직·영도다단계죄: 상품을 마케팅하거나 서비스제공을 한다는 이유로 참
여자들의 비용을 받거나 상품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가입자격을 얻어 일정한 순서로 단계를 나
누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인원수를 발전하여 인원수를 실적으로 하여 급여를 계산하거나 타
인을 유인하거나 협박하여 참가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여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등행위를
조직하거나 영도하는 자는 5년 이하 유기징역 혹은 구역에 벌금형, 상황이 엄중한 경우 5년이
상 유기징역에 벌금형을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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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다단계를 진행하는 사건은 이전의 다단계 사건과
달리 새로운 특징이 있다. 첫째, 판매수단이 새롭다.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사물로
다단계를 하는데, 일반시민들의 금융혁신상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더 쉽게 사
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판매형식이 더 은밀해졌다. 인터넷 통신도구를 이용하여
광고를 한다. 예를 들면 이용자들은 관련 WeChat 기업계정이나 QR코드를 통해 단체
방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보이스 피싱에서 사무실을 설립하는 것과
다르다. 상하급 구성원이 단체방을 이용하여 교류할 뿐, 실제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은밀성이 더 높아졌다. 셋째, 체포와 도피자금회수가 어려워졌다. 일부 사기조직은
본부를 외국에 설립하고 자금을 해외에서 송금한다. 조직자가 외국에서 지시를 내리
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뿌리를 뽑을 수 없다.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투기열풍이 성행하는 현 단계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사기하는 행위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도 교
란하는 것이다. 다단계 사건은 연루되는 사람이 많고 금액이 높아 일단 조직자의
자금줄이 끊어지면 일반 투자자들은 파산하게 되고, 그 규모가 클 경우 사회질서마저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 ‘비트코인 위험방지에 관한 통지’와 2017
년 9월 4일 ‘토큰(Token)발행 융자위험방지에 관한 공고’의 목적은 가상화폐시장의
투기열풍을 억제하고 국민들이 사기위험을 방지하고 사회안정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4.2.2 자금세탁죄
자금세탁이란 각종 수단을 이용하여 불법소득의 성격과 출처를 가리거나 숨겨서
불법소득을 합법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상위범죄(上游犯罪)범위를 표준으로 한다면
자금세탁을 ‘광의의 자금세탁’, ‘협의의 자금세탁’, ‘초협의의 자금세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광의의 자금세탁이란 상위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이 없고 임의의 범죄수익
이 있는 범죄 모두가 자금세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위자가 각종 수단을 이용하여
불법수익을 숨기는 행위를 모두 ‘검은 돈’을 세탁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세탁의 대상은 사기, 절도, 사기갈취(敲诈勒索) 등 재산침범형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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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득이 된다. 광의의 자금세탁은 사실상 장물처분류범죄(销赃犯罪)에도 속한다.
광의의 자금세탁의 입장을 취하는 나라는 러시아, 스위스 등이 있고, 자금세탁죄의
상위범죄에는 모든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78)
다음으로 협의의 자금세탁은 상위범죄 범위를 정하여 자금세탁 범죄대상이 일부
특정범죄에 제한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만에서는 상위범죄의 범위를 최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형을 갖고 있는 범죄로 정하였다. 또한 캐나다의 범죄수
익(자금세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자금세탁죄란 형법 제462조 제1항, 마약공제법 제9
조, 소비세법 제126조 등에 규정된 것을 뜻한다.79)
마지막으로 초협의의 자금세탁은 범죄대상을 마약범죄로만 제한하고 있고 상위범
죄의 범위가 아주 좁은 경우이다. 이런 입법체제를 사용하는 나라로는 일본과 싱가포
르가 있다.80)
중국 형법 제1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금세탁죄는 협의의 자금세탁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금세탁죄의 범죄대상은 마약범죄·폭력조직성질을 띄는
조직범죄·테러활동범죄·밀수범죄·부정부패범죄·금융질서파괴범죄·금융사기범죄 등
7가지 범죄유형에 따른 불법소득으로 제한되어 있고, 행위인이 반드시 상위범죄의

종류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자금세탁죄는
행위주체로 상위범죄를 실시하는 주체를 포함하지 않고, 행위인 본인이 행한 세탁행
위가 상위범죄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自然延伸). 그렇기 때문에 행위인
은 자금세탁범죄가 아닌 상위범죄의 죄명으로만 평가되며, 이로 인해 사후불처분의
형벌처벌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
에서는 광의의 개념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하 소개하는 사건들은 모두 비트코인을 이용
하여 범죄수익의 출처나 성질을 숨기는 특징이 있다. 행위인은 비트코인의 익명성 및
법정화폐와 환전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자이다. 구체적으로
는 행위인의 최종 죄명을 기준으로 세탁활동을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78) 곽건, 안등, 2004, 국외반자금세탁법률법규총법: 법률출판사:71.
79) 유위리, 2007, 인터넷금융환경에서 우리나라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징벌과 예방, 법학잡지
(8):101-108.
80) 유위리, 2007, 인터넷금융환경에서 우리나라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징벌과 예방, 법학잡지
(8):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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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행위자의 행위를 상위범죄로 구성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세탁행위를
절도, 사기 등 상위범죄와 그 후 장물처분의 행위로 보는 것이다. 사후불처분의 원칙으
로 인해 사후의 장물처분행위는 새로운 법익을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장물처분
행위를 단독적인 범죄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상위범죄만으로 행위자의 범죄행위
를 판단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행위자의 행위를 범죄소득을 숨기거나 가리는 죄로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주로 사후에 타인을 방조하여 자금세탁을 하는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행위자가 사기, 절도 등 상위범죄에는 참여하지 않아 상위범죄의 공범으
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형법 제191조에 규정된 자금세탁
죄가 협의의 자금세탁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기, 절도 등 재산침범류범
죄는 자금세탁죄의 상위범죄에 속하지 않고 행위자의 세탁활동이 금융질서를 파괴하
지 않았기 때문에 동 행위는 불법소득 은닉죄로 보아야 한다.
세번째로 행위자의 행위를 자금세탁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현재 검색된 형사판결서
에 의하면, 자금세탁죄로 처벌된 비트코인 관련 형사사건은 없다. 상위범죄의 사건
발생률과 비교하면 자금세탁죄를 적게 인정하는 비율은 심하게 균형을 잃은 것으로
분석해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낮은 인정비율이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상위범죄로 구성하여 처벌된 자금세탁관련판례
A. 판례1: 절도소득으로 비트코인 구매81)
2015년 5월, 피고인 A는 중국 청도 등 지역에서 타인의 은행카드를 복제하고 도용하

는 방식으로 타인의 자금을 획득하였다. 2015년 5월 13일부터 26일 사이에 pos를
이용하여 307,100 위안을 도용하여 얻은 불법소득을 북경 Huobi 천하인터넷기술유한
회사(北京火币天下网络技术有限公司)의 계좌에 충전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 A가 불법점유의 목적으로 수차례 타인의 재물을 절도한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절도죄로서 징역 8년 3개월, 벌금 80,000 위안
81) 이병윤 절도건 2심형사제정서, 안휘성 완후시중국인민법원 ([2016]완02형종 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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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고하였다.

B. 판례2: 사기소득으로 비트코인 구매82)

피고인 A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수화시 화천상무유한회사(绥化市华辰商贸有限公
司)의 재무담당으로 위장하여 화천그룹의 재무담당 갑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였다.
피해자 갑은 그것을 믿고 피고인 A의 계좌로 1,200만 위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그중 500만 위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이를 법정화폐로 환전하였다. 사건

적발 당시에 이미 400만 위안을 현금화 한 상태였다. 2014년 6월 27일 피고인 A는
인터넷에서 QQ채팅 침입프로그램(QQ聊天侵入软件)을 통해 피해자 을의 딸로 위장하
고, 딸의 담당교수가 급히 파운드로 환전해야 할 돈이 필요하고 했다고 하며, 피해자에
게 42.4만 위안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와 C는 이 부당이득을 받아 토큰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현금 34만 위안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 A는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피고인 B·C와 함께 타인의
재물을 사기로 취득하였고, 그 행위는 타인의 합법적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266조83)에 의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는 유기징역 11년에
벌금 20만 위안을 선고하였다.

C. 판례3: 인터넷도박의 불법소득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자금세탁84)
2013년 5, 6월에 피고인 A는 인터넷에서 게임을 검색하다가 비조오락(必兆娱乐)란

도박 사이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 A는 QQ(id:22xxx90)로 이 사이트의 총대리(必兆官
方总代理 QQ:86xxx26)와 대리상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였고, 쌍방 협정에 의해 피고인
A는 플랫폼 수입의 50%을 받기로 하였다.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82) 쇼징호, 루조뤼, 가시건 1심형사 판결서, 흑룡강성 수화시 북림구 인민법원 ([2015]수북형 초자
제197호); 쇼일추, 가시건 1심형사 판결서, 흑룡강성 수화시 북림구 인민법원 ([2016]흑1202형
초384호); 황요민, 가시건, 루융, 유룽준, 1심형사 판결서, 흑룡강성 수화시 북림구 인민법원
([2017] 흑1202초 20호).
83) 형법 제226조 사기죄로써 공사재물(公私财务)을 사기하여 큰 금액을 갈취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한다. 금액이 상당이 높거나 상황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 10년 이상
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벌금형을 동시에 처하거나 재산몰수를 할 수있다. 다만 특별법상
따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84) 주모씨 도박장개설사건 1심 형사판결서, 호남성 융흥현 인민법원 ([2016]향 1023형 초자180호).

부록

비조사이트의 수입을 본인의 huobi사이트 계좌로 이체할 것을 요구하였다.그 후 총대
리는 피고인 A에게 사이트 링크를 주었고 피고인 A는 200-300개의 도박 웹 페이지를
제작하여 본인이 임차한 서버에 저장하였다. 2014년 9월까지 주모씨는 비조오락의
웹페이지를 통해 회원 2,000여명을 모집하였다. 대리금이 증가되면서 피고인 A는 본
인이 지정한 huobi사이트의 계좌로 수입을 이체할 것을 플랫폼에 요구하고, 이를
다시 본인과 여동생 B의 OK토큰거래소의 계좌로 이체하여 비트코인을 판매하여 현금
화 하였다. 사건 적발 전 까지 피고인 A의 불법소득은 6,150,000 위안이었고 체포
후 본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불법소득을 반환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 A이가 한 도박사이트의 대리상은 형법 제303조 제2항85)
의 규정된 도박장 개설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유기징역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0만 위안을 선고하였다.

D. 판례4: 인터넷도박의 불법소득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자금세탁86)
2017년 중국 절강성 태주시 경찰청에서는 인터넷도박행동과 전 절강성지역의 악폐

습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터넷도박을 집중 단속하였다. 태주시 경찰청에서는
인터넷 도박사건을 수사하여 용의자 55명을 체포하였고 불법소득 8억여 위안을 회수
하였다. 특히 태주시 경찰청은 인터넷을 집중 단속하던 중 신조낚시(新版捕鱼)라는
온라인게임이 도박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동 게임플랫폼은 게임의 종류가
자진화(扎金花), 뉴뉴(牛牛), 백가락(百家乐), 낚시(捕鱼)등87) 매우 다양하여 인기가 가
장 많았고, 이에 매일 게임화폐 충전금액 랭킹 50명을 공개했다. 그런데 이 때 높은
랭킹에 카운팅 되기 위해서는 50이상의 게임 화폐를 구매하여야 하는 등 그 구매금액
이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상기 상황을 종합하여 경찰은 동 게임플랫폼의 행위가
도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1개월간의 비밀수사를 거쳐 점차 관련
정보를 획득하였으며 그 결과 동 온라인게임플랫폼은 사천성의 모 인터넷 기술 회사

85) 형법 제303조 도박죄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단체도박(聚众赌博)을 하거나 도박장을 개설하
거나 도박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3년 이하 유기징역 혹은 벌금형을 처한다.
86) 벙배신문, “태주경찰청에서 커다란 인터넷 도박사건 종결: 일당 300만원의 비트코인으로 자금
세탁”, http://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812721 (접속일: 2017년 11월 20일).
87) 중국의 도박게임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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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이며 법인 대표 쇼모씨는 동 게임플랫폼 외에도 당모, 장모씨 등에게 지시하여
구발카드(玖发棋牌), 대어카드(大鱼棋牌)등 여러 개의 도박게임 플랫폼을 개설하여 도
박 참여인원을 전국 각지에서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당들의 이익은 최고 300만
위안에 달했고 불법소득이 8.5억 위안을 초과하였다. 특히 인터넷 도박의 자금유통은
그 규모가 거대하기 때문에 금융부서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으로 이익을
분배하고 보너스를 제공하는 구조였다. 일당은 2017년 1월 전에는 중국 내에 있는
토큰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하고, 1월 후에는 홍콩 등의 비트코인 상인과 오프라인에서
거래를 하였다. 이에 경찰은 이처럼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자금세탁 겸 투자를 한
것은 전형적인 신형 범죄수단이라고 밝혔다.

Sell Bitcoins

Buy Bitcoins

비트코인 판매

비트코인 구매

출처 : 태주시 경찰청

[그림 3]

범죄단체에서 불법소득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자금세탁 한 증거

2) 은닉불법소득죄(隐藏·掩饰非法所得罪)로 구성하여 처벌된 자금세탁관련판례
E. 판례5: 사기소득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자금세탁88)

피고인 A와 B는 동창 사이였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도중 A씨는 남녕시 빈양현에
돈 많은 사기꾼들이 많다는 정보를 B에게 제공하였다. 이에 B는 이 사기꾼들을 활용하
여 돈세탁을 할 수 있고 쉽게 적발될 수도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와 B는
88) 황모등 불법소득 은닉죄 1심 판결서, 흑룡강성 수화시 북림구 인민법원 ([2017]흑1202초자 20호).

부록

사기 친 돈으로 인터넷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두 사람은 온라인 코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찾아보던 중, 마카오의 금사도박작(金莎赌场)비트코인 인출기에서 지하
환전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2014년
7월 18일 두 사람은 마카오에 가서 현장 사전탐색을 진행하였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남녕시로 돌아왔다. 이후 2014년 8월 5일 10시경 피고인 A와 B는
사기범 D를 도와 구체적인 자금세탁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B는 ‘Huobi’, ‘OKcoin’,
‘비트아(比特儿)’등 3개의 토큰거래소에서 1,200여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마카오의 지하 환전소를 통해 이를 홍콩달러로 환전하고 다시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총 408.67만 위안을 이체하였다. 상기 과정 중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B가 현금화하는 과정을 여러 번 도와 준 명목으로 1.5만 위안의 불법

소득을 챙겼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피고인(사기범) D가 자금세탁을 함에 있어서,
직접 사기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D의 행위가 인터넷사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고 보았다. 피고인 D가 사기로 취득한 돈을 현금화 하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 점유하는 의도가 있는 행위이므로, 법원은 피고인 A와 B를 사기범죄의 공범,
즉 형법 제266조89) 사기죄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형을 선고함에 있어
법원은 그 액수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유기징역 11년, 벌금
20만 위안을, 피고인 B에게는 유기징역 11년, 벌금 20만 위안을 선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B의 현금화 과정을 여러 번 도와주고 그 대가로 1.5만 위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C는 현금화한 돈이 사기로 인한 돈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항변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C가 그 돈이 사기로 인한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 C를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 C의 행위(피고인 B의 자금이 불법소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번 현금화 및 이전을 해줌으로서 대가를 얻은 행위)는 형법 제312조90)에 의한
89) 형법 제226조 사기죄로써 공사재물(公私财务)을 사기하여 큰 금액을 갈취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한다. 금액이 상당이 높거나 상황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 10년 이상
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벌금형을 동시에 처하거나 재산몰수를 할 수있다. 다만 특별법상
따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90) 형법 제312조 불법소득은닉죄로써 불법소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이전하거나 숨기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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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득은닉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인 C를 불법소득은닉
죄에 대한 형사책임으로 유기징역 6년에 벌금 10만 위안을 선고하였다.91)

F. 판례6: 사기소득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자금세탁92)
2014년 10월 피고인 A는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14년 11월에 피고인 A는 북경경이인터넷유한회사(北京京易网络
有限公司)라는 토큰거래소의 직원과 연락하여 사기범 B의 불법소득 469,700위안을
동 거래소의 계좌에 충전하고 피고인 A는 아무런 매매를 하지 않고 거래소의 서로
다른 계좌에 이를 이체하고 해당 금액의 대부분을 현금화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 A는 469,700위안이 불법소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도 이를 이체·거래·현금화한 것은 그 죄가 엄중하고, 은닉행위로 인해 해당 범죄의
조사에 방해를 주어 공사재물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동 행위는 형법 제312조93)
의 불법소득은닉죄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유기징역 4년
6개월, 벌금 10만 위안을 선고하였다.

3) 자금세탁죄로 구성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자금세탁관련판례
G. 판례7: 사기소득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자금세탁94)
2014년 10월 피고인 A는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14년 11월에 피고인 A는 북경경이인터넷유한회사(北京京易网络
有限公司)라는 토큰거래소의 직원과 연락하여 사기범 B의 불법소득 469,700위안을
동 거래소의 계좌에 충전하고 피고인 A는 아무런 매매를 하지 않고 거래소의 서로

91)
92)
93)

94)

구매하거나 판매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하거나, 상황이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황모등 불법소득 은닉죄 1심 판결서, 흑룡강성 수화시 북림구 인민법원 ([2017]흑1202초자 20호).
유표융 불법소득 은닉죄 1심 형사판결서, 하남성 뤄하시 조릉구 인민법원형사판결서 ([2015]조
형초자제139호).
형법 제312조 불법소득은닉죄로써 불법소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이전하거나 숨기거나
구매하거나 판매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하거나, 상황이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유표융 등 불법소득 은닉죄 1심 형사판결서, 하남성 뤄하시 조릉구 인민법원형사판결서 ([2015]
조형초자제139호).

부록

다른 계좌에 이를 이체하고 해당 금액의 대부분을 현금화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판례6’에서와 같이 토큰거래소는 객관적으로 피고인 A에게 계좌를 제공하여 피고인
A가 불법소득을 세탁하는데 편리를 제공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그러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토큰거래소를 자금세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주요원인으로는 첫째, 주관적으로 거래소가 피고인 A의 자금이 불법
소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 형법 제191조95)
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자의 행위가 자금세탁죄를 구성하려면 마약범죄, 조직폭력범
죄, 테러범죄, 밀수범죄, 부정부패범죄, 금융질서파괴죄, 금융사기범죄 등의 소득이나
수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그 출처나 성질을 숨기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거래소의 직원과 연락을 하였
지만 해당 거래소 직원은 정상적인 업무범위 내에서 피고인 A에게 계좌를 제공했을
수도 있다. 즉 거래소의 직원이 알고 피고인에게 편리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 객관적으로 거래소가 부작위의 자금세탁죄를 행하였다는 것을 인
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거래소에게 부작위에 의한 자금세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소가 반(反)자금세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차적
으로 위법성의 관점에서 보면, 전치(前置)법에서 규정한 불법행위를 명확히 위반하여
야만 형법의 규제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형법에 명시된 자금세탁죄를 보장하는 전치
(前置)법은 반자금세탁법을 위주로 하여 설립된 반자금세탁관리감독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게 부작위에 의한 자금세탁죄를 확정하기 전, 우선적으로 해당 토큰

95) 형법 제191조 마약범죄·조직폭력범죄·테러활동죄·밀수범죄·부정부패범죄·금융질서파괴죄·금
융사기범죄의 소득이나 수익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처나 성질을 은닉하거나
숨기기 위해 다음 각 항목의 행위 시에는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을 몰수하고 5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세탁금액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처하거나 단독으로 벌금형에
처한다. 죄가 엄중하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5%이상 20%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처할 수 있다.
1. 자금계좌를 제공하는 행위
2. 재산을 현금·금융표증·유가증권으로 전환하는데 협조 해주는 행위
3. 계좌이체나 기타 결산방법으로 자금이전에 협조하는 행위
4. 해외송금에 협조하는 행위
5. 기타의 방법으로 불법소득이나 그 출처와 성질을 숨기고 은닉하는 행위
단체에서 상기의 범죄를 행하였을 때, 단체에는 벌금형을 내리고 단체의 책임자나 기타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상황이 엄중할 시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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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 전치(前置)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
나 현행 중국 반자금세탁법률체제의 중심적인 규제대상은 금융기구이지, 토큰거래소
가 아니다. 토큰거래소는 아직 명확하게 반자금세탁의무를 이행해야 할 주체로 규정
되지 않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반자금세탁법 제3조96)에 따르면, 특정 비금융기구
는 사용자신원확인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객신원자료와 거래기록을 보존하며, 거
액거래 등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는 제도를 규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단지 상징적
인 규정일 뿐이며 구체적으로 특정 비금융기구에게 의무책임을 다하는 방법, 감독방
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조문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즉 토큰거래소 실제
운영 중 어떠한 감독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운영되고 있는 중국 토큰거
래소에게 반자금세탁의무을 이행하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집행력이 없고 전치(前
置)법상의 위법성 요건도 충족되지 못하는바 토큰거래소의 행위를 형사범죄로 인정하
기 매우 곤란한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토큰거래소에서 객관
적으로 피고인 A에게 계좌를 제공해 준 행위는 일상업무의 일부분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기타 자금세탁관련판례

이하에서는 보충적으로 토큰(Token)거래소 직원이 고객신원조사업무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자금세탁관련판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H. 판례8: 거래소의 반자금세탁의무 미비로 인하여 자금세탁97)
2014년 6월 A와 B는 사기범을 도와 자금을 세탁 하는 방법을 모의하고, A씨는

먼저 인터넷에서 2,600위안으로 강모, 임모씨의 주민등록사본을 이용해 은행카드와
전화카드를 구매하였다. 이후 2014년 7월 2일 B씨는 A가 제공한 강모씨의 주민등록사
96) 반자금세탁법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 설립한 금융기구 및 반자금세탁의무를 이행해
야 할 특정 비금융기구는 사용자신원확인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객신원자료와 거래기록을
보존하며, 거액거래 등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는 제도를 규정해야 한다.
97) 북경러쿠다인터넷과학기술유한회사와 수화시 화천상모유한회사 펑췐췐 권리침해건 2심 민사
판결서, 흑룡강성고급인민법원 ([2016]흑민종 274호).

부록

본 및 은행카드와 대응하는 전화번호로 중국 대표 토큰플랫폼‘OKCoin’에 계좌를 만들
었고 2014년 8월 5일 3시 42분에 이어서 임모씨의 주민등록사본 및 은행카드와 대응
하는 전화번호로 ‘OKCoin’에 계좌를 만들었다. 2014년 8월 5일 사기범C는 화천회사를
상대로 사기행위를 범한 후 불법소득 500만 위안을 A와 B에게 나누어주어 자금세탁을
하게 하였다. 이에 B는 QQ를 통해 러쿠다회사(乐酷达公司，OKCoin정식 명칭)의 고객
센터에 즉시 연락하여 충전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때 B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강모씨의 카드로부터 200만 위안을 입금하고 임모씨의 계좌로 충전해줄 것을 요구
하였다. 충전하는 사람과 충전 받는 사람이 전혀 다르고 그 충전금액도 매우 크기
때문에 B로 하여금‘OKCoin’측은 주민등록증 양면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이
에 B는 먼저 사본을 보내겠다고 한 후 사진의 형식으로 임모씨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거래소에 보내 주었다. 이에 고객센터에서는 사본과 등록 당시의 임모씨 신원정보만
정확히 확인하고는 더 이상의 신원정보에 대해 요구하지 않았다. 즉 러쿠다회사(乐酷
达公司，OKCoin정식 명칭)의 고객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고객에 대해 신원조사를 진행
하지 않고 충전을 해준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B는 임모씨의 명의로 충전을 한
후 2014년 8월 5일 12시 34분 58초부터 14시 10분 2초 사이에 그 계좌를 이용하여
34번 자금세탁을 진행하였으며 약 200만 위안정도되는 비트코인 553.0346개를 구매

하였다. 나아가 이와 동시에 B는 13시 26분 6초부터 14시 20분 사이 총 4번에 걸쳐
A가 블록체인(Blockchain)사이트에서 등록한 비트코인 지갑으로 이체하고, A와 B는

마카오 지하 환전소에서 비트코인를 팔고 현금을 인출했으며, 이 현금은 A와 B가
채무를 갚는 등에 사용하여 전부 회수하지 못하였다. 경찰은 아직 1,568,923위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 '화천회사'의 재산손실은 사기범 C의 사기행위와 A와
B의 자금세탁행위 그리고 거래소의 부작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형사절차는

단지 A, B, C가 부담해야 할 형사책임만을 확정할 수 있을 뿐이며 형사불법 이외의
다중성위법성(多重性违法性问题)은 형사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없다고 보았다. 본
사건은 A, B, C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만, 거래소 'OKCoin'의 역할이 없었으면
이러한 손해는 초래될 수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 화천회사는 발생한 손해중 범죄자로
부터 회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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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역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러쿠다회사(乐酷达公司，OKCoin정식 명칭)의 경
우 중국정부가 2013년 발표한 ‘비트코인 위험방지에 관한 통지’등에 따르면 반자금세
탁의무를 명확히 이행해야한다. 즉 고객에 대한 신분확인 등을 정확히 해야하는 것이
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러쿠다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실히 하지 않았다. 먼저
고객의 계좌등록절차에 있어서 실명 등 신원확인을 하지 않고 사본으로도 등록이
가능토록 허용하였고, 둘째로 러쿠다회사는 입금자와 충전자가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200만위안이라는 매우 거액의 자금충전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신분증 사본만을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케 해주었으며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인출절차
에 있어서 단시간에 대량으로 비트코인이 인출되는 이사한 점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즉시 심사,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범죄인으로 하여금 자금세탁을 진행하는데
방임함으로써 범죄인들에게 자금세탁활동에 편리를 제공해주었다. 이에 러쿠다회사
는 화천회사의 손실에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하였다.

4.2.3 투자사기
A. 판례1: 중국 국내 최초 토큰거래소의 사기98)
2013년 4, 5월 토큰거래소 설립과 관련하여 공모하여 피고인 유강, 김해, 황립금은

공동으로 사이트주소가 ‘www.btc-gbl.com’인 비트코인 거래사이트(이하 사이트)를 설
립하였다. 피고인 유강은 사이트의 책임자이고, 김해는 기술부분과 사이트 유지를
책임지는 역할이었으며 황립금은 재무관리 및 사이트 운영 홍보를 책임졌다. 피고인
유강은 투자자들의 신임을 얻어 많은 고객들이 해당 사이트에서 충전을 하고 비트코
인 거래를 진행토록 하기 위해 황립금에게 왕동재, 대휘림 등 사이트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의 신분을 이용하여 홍콩에 ‘gbl(hk)limited’라는 명칭의 실체 없는 회사를 설립
토록 지시하였고, 왕동재, 대휘림을 상무이사로 하는 등 조직구조 및 회사 주소 등을
허위 조작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유강과 황립금은 대휘림의 신분을 이용하여 북경
상챈인터넷지불유한회사(北京双乾网络支付有限公司), 이보지불유한회사(易宝支付有
限公司), 광주시이표련지불유한회사(广州市易票联支付有限公司) 등 제3방 지불회사에
98) 유강, 김해 등 사기건 2심 형사판결서, 절강성 금화시 중급인민법원 ([2016]절 07형종 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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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불계좌를 개설하여 충전, 인출하게 하였다. 동 사이트는 2013년 5월 27일에
공식적으로 정식 운영에 들어갔고, 국제비트코인 거래 정보를 참조로 만들었으며,
회원들은 인민폐와 비트코인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사이트에서 비트코인 매매를 진행
하고 사이트는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다. 특히 이들은 사이트를 공식적으로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아‘VAM(Valuation Adjustment Mechanism)계약모델(对赌模式)’을 내세웠
는데, 이를 통해 처음 3개월동안 대부분의 회원들은 적자였으나 사이트운영자였던
피고인들은 수백만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 이 후 사이트 운영모델에 결함이 생겨
2013년 8월 중순 이후부터 피고인들은 적자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에 유강 등은 자금

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원들로 하여금 자금 및 비트코인인출을 제한하였고 9월에
이르러서는 VAM계약모델을 내세워 주주권취득(股权认购), 주주권증정, 현금증정 등
의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충전을 하도록 유인하였다. 그 사이 피고인 유강, 황립금,
김해 등은 빈번하게 회원들의 비트코인을 판매하여 인민폐로 환전하였다. 2013년
10월 하반기인 사이트 도산 전까지도 피고인 유강 등은 gbl관리부, gbl재무부 등의

명의로 공고나 성명문을 발표하여 회원들의 신임을 받았다. 그러나 당해 10월 26일
새벽, 유강은 김해에게 지시하여 거래소 사이트를 정지시키고 이 사이트가 해킹 당했
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자신도 피해자로 오인하도록 하는 사기행
위를 벌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 유강, 김해, 황립금 등은 허위신분으로 소위 비트코인
거래소를 설립하여 회사 이사구조, 주주권 증정, 충전 시 주주권 증정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신임을 얻어 자신들이 개설한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게 하고 그러한
회원들의 비트코인을 자신들이 현금화하고 결국은 거래소 사이트가 해킹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거래소운영을 정지하고 도피한바 이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 점유
하는 고의가 있고 사기죄를 구성하였으며 그 사기금액이 1,202,339.5위안에 달하기에
피고인 유강은 사기죄로 유기징역 10년, 벌금 50,000위안에 처하고 피고인 김해는
사기죄로 유기징역 5년 6개월, 벌금 15,000위안에 처하며, 피고인 황립금은 사기죄로
유기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00위안에 처한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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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판례2: 인터넷을 통한 사기99)
2016년 6월 17일 8시경 피고인A는‘huobi’거래소사이트의 재무담당자로 위장하여
QQ ID로 비트코인 충전 방법을 위조, QQ를 통해 천진시 빈해신구 당구북로 금수상청

근처에 있는 피해자B에게 QR코드 20개를 보내주어 QR코드를 찍고 비트코인 충전을
하게 지시하여 19,999.8위안을 사기 갈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A가 타인의 재물을 불법점유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인터넷 상에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그 액수역시 상당하여 형법 제266
조100)의 규정대로 사기죄를 구성하여 유기징역 1년 3개월, 벌금 40,000위안에 처한다
고 판결하였다.

4.2.4 불법융자범죄
A. 판례1: 비트코인을 이용한 불법융자101)
2013년 말, 피고인A는 가흥지선전자상무유한회사(嘉兴智轩电子商务有限公司)의

명의로 ‘808비트코인’이라는 거래소사이트를 설립하였고, 회원이 사이트 자체에서
거래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시작하였다. 피고인A는 회원들을 상대로 코인대차(借币)업
무를 개설하여 기타 비트코인 거래사이트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측정해놓고 수수료
를 감면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회원을 유인하였다. 이에 대부분의 회원들은 인민폐를
제3방 지불플랫폼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피고인A가 공제하고 있는 계좌에 입금을 하였
다. 그러나 피고인A의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사회의 불특정대상을 상대로 불법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 후 피고인A는 회원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회원들 계좌에
있는 인민폐와 비트코인을 중국 내 다른 비트코인거래 사이트로 이전하여 인민폐로
환전하여 ‘808비트코인’거래소 운영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2014년 3월 18일 ‘808비
트코인’ 거래소 사이트 운영을 정지하고 피고인A는 다시 회원들의 비트코인을 중국
99) 유모사기건 1심형사 판결서, 천진시 빈해신구 인민법원 ([2017]금 0116형 초자20248호).
100) 형법 제226조 사기죄로써 공사재물(公私财务)을 사기하여 큰 금액을 갈취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한다. 금액이 상당이 높거나 상황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 10년 이상
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벌금형을 동시에 처하거나 재산몰수를 할 수있다. 다만 특별법
상 따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101) 염위만등 자금모집사기건 1심형사 판결서, 절강성가선현 인민법원 ([2015]가선형초자제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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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다른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인민폐로 환전하고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A는 파산상황에 처하게 되어 결국 ‘808비트코인’거래소 회원들의 인민폐와 비
트코인을 회수할 수 없게되었고 총 171.15만 위안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A는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808비트코인’ 거래소 사이트
를 통해 불법자금을 모집하였고, 1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71.15만 위안을 편취하였
으며 그 피해 액수의 규모를 감안하여 형법 제192조102) 자금모집사기죄에 따라 피고
인A를 유기징역 13년, 벌금 250,000위안에 처한다고 판결하였다.103)

4.3 대상형 범죄
4.3.1 절도죄
1) 채굴기(挖矿机) 절도

비트코인의 탄생 초기에는 채굴을 위해 요구되는 연산력의 수준이 높지 않아 채굴
꾼들은 개인 컴퓨터의 그래픽카드 또는 CPU로 비트코인을 직접 채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구되는 연산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처럼 저렴한 원가로 채굴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궁극적으로는 ‘채굴기(矿机)산업’과 ‘마이닝풀(矿池)산업’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여기에서 채굴기 산업은 채굴에 최적화된 최신 채굴칩
및 보조설비에 관한 산업이다. 그런데 채굴기의 가격이 매우 비싸게 거래되므로, 이로
인해 채굴기 절도 사건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2015년 11월, 피고인A는 피고인B를 찾아가 중국 안휘성 마안산 시내에 있는 채굴기

102) 형법 제192조 자금모집사기죄로써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사기의 방법으로 불법자금모집을 하
여 그 액수가 큰 상황에서는 5년 이하 유기징역 혹은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고 액수가 더욱 크거나 기타 엄중한 상황이 있을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거나 죄질이 특별
히 클 때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5만 위안이상 50만 위안이하의 벌금형
이나 재산 몰수를 한다.
103) 비트코인은 특정한 가상상품으로써 화폐적 속성이 구비 되어 있지 않지만, 환전성이라는 특성
은 지니고 있는바 법정화폐로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개설한
코인대차업무는 사실상 도처에 만연한 비트코인 자원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즉 형식적으로는
일종의 불법지폐 행위지만 실질적으로는 지폐를 매개로 하는 불법재물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행위의 실질을 파악하여 죄명해석을 해서 자금모집사기죄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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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훔쳐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A는 준비한 범행도구를 피고인B에게 주고, 피고인B
를 데리고 채굴기를 방치한 공장에 함께 가서 지형까지 살피고 돌아왔다. 2015년
12월 6일 저녁, 피고인B는 피고인C, D, E, F와 함께 범행도구를 휴대하여 해당 공장에

가서 사전에 계획한 바대로 ‘ANTMINER’라는 브랜드의 각 종 채굴기 130개와 전원(电
源) 139개를 절취하였으며, 그 총 피해액이 1,378,130위안에 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A, B, C, D, E, F에게 절도죄를 구성하여 피고A는 유기징역
11년 3개월 및 벌금 2만 위안, 피고B에 대해서는 유기징역12년 및 벌금 2만 위안,

피고C에 대해서는 유기징역 7년 4개월 및 벌금 1만 위안, 피고D에 대해서는 유기징역
6년 4개월 및 벌금 1만 위안, 피고E에 대해서는 유기징역 5년 8개월 및 벌금 1만

위안, 피고F에 대해서는 유기징역 4년 8개월 및 벌금 1만 위안에 처하였다.104)

2) 전력을 절취하여 채굴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바 어떠한 국가중앙기구의 특정 화폐
기에 의존하지 않고 발행가능하고, 모든 사람들이 특정적으로 암호화된 연산규칙을
풀어 채굴할 수 있다. 채굴의 본질은 장부기록권을 서로 간에 다투는 것(争夺记账权)
이다. 비트코인세계에서는 10분 간격으로 전 인터넷상에 공개된 장부에 데이터 블록
(Datablock,数据块)을 기록한다. 해쉬알고리즘(哈希算法)이 우연성을 띄고 있는 바 채

굴꾼들은 제한된 시간 내에 요구에 부합하는 디지털코드를 계산해야 한다. 가장 빨리
결과를 도출해 낸 사람이 동 디지털코드의 확인권을 얻게 된다. 사실 비트코인이
개발된 초창기에는 채굴에 참여하는 사람이 매우 적었고, 요구되는 연산수준도 그리
높지 않아 개인이 컴퓨터 그래픽카드 또는 CPU로 비트코인을 쉽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점차 성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채굴을 시작하였고, 이에 필연적으
로 요구되는 연산수준이 높아지자 채굴에 들어가는 원가도 점점 높아지게 되었다.105)
2017년 5월까지 비트코인 1개를 채굴할 때 필요로 하는 전기세 단가는 1만 위안에

달하였지만 2014년 당시에는 1개를 채굴할 때 전기세 단가는 5,000위안이었던바 약

104) 양모씨, 왕윤등 절도죄, 진모씨 불법소득은닉죄 사건 2심형사판결서, 안휘성 마안산시중급인
민법원 ([2016]완05형종143호).
105) 이균, 장쟈등, 2017, “비트코인: 허황되고도 진실한 금융세계”, 중신출판사:5-6.

부록

2년만에 전기세가 1배 높아진 것이다.106) 이에 보다 저렴한 전력자원을 찾아 단가를

낮추는 것이 비트코인 채굴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매김하였다.
사실 현재 중국 내에는 채굴산업이 매우 활성화되었고, 특히 사천성의 경우 전
세계의 비트코인 채굴자본이 가장 집중된 곳이다. 세계에서 100개의 비트코인이 채굴
된다면 그 중 5개는 사천성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이처럼 사천성이 비트
코인 채굴의 큰 산업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천성 내에 수력발전자원이 풍부하
게 구비되어 있어 수력발전소 내부에 채굴장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107) 그런데
최근 중국 사회 내 일부 채굴꾼들을 중심으로 더더욱 단가를 낮추어 높은 이윤을
얻기 위해 국가전력자원을 절도하는 범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2016년 4월 초 피고인 A는 중국 안휘성 마안산시 시내에 있는 모 공장의
작업장을 임대하여 공장 작업자를 시켜 전력요금미터기를 고쳐 전력을 도취해 610대
의 비트코인 채굴기를 가동하고, B로 하여금 채굴기를 유지하게 하였다. 2016년 4월
21일 오후 전력공급회사에서 검사하러 온 것을 발견하자 즉시 정전시키고 작업장에

연결한 고전압 케이블을 뽑아 증거소멸을 시도하고 수사를 피하려 하였다. 사건 적발
시 피고인A와 B는 총 전력 31,287.84킬로와트를 도용하였고, 그 가치는 31,603위안에
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A와 B를 절도죄로 인정하고 피고인A는 유기징역 9개월
에 벌금 12,000위안, 피고인B는 유기징역 6개월에 벌금 10,000위안에 처하였다. 나아
가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 31,603위안을 전력회사에 반환케하고, 610개의 비트코인
채굴기를 몰수하였다.108)
현재 이러한 피고인A의 범죄행위와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하의
<표 4>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06) 봉황경제, 2017,“전 세계의 75% 비트코인은 중국에서 산출, 1개당 전기세 1만위안”,
http://finance.ifeng.com/a/20170519/15389645_0.shtml (접속일: 2017년 12월 6일).
107) 시나과학기술, 2016, “가상화폐사업：채굴에서 ICO융자까지”,
http://tech.sina.com.cn/2017-06-29/doc-ifyhrxtp6301870.shtml (접속일: 2017년 11월 28일).
108) 이모모등 절도건, 안휘성 마안산시중급인민법원 ([2017]완 05형종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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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전력을 절취하여 채굴을 도모한 사건 판결
벌금액수

자유형
(실형)

이××: 절도죄, 유기징역9개월 및
벌금 12000위안
정××: 절도죄, 유기징역 6개월 및
벌금1000위안

절도한
전력가치의
약 70%

유

(2016)향10종
61호

25760.55 등××: 절도죄, 유기징역 8개월 및
위안
벌금20000위안

절도한
전력가치의
약 78%

무

(2017)완0521
형초108호

3987.02

절도한
전력가치의
약 4.25배

무

봉××: 절도죄, 유기징역 7개월, 집행유예1년
및 벌금6000위안
절도한
웅××: 절도죄, 유기징역8개월, 집행유예1년
전력가치의
및 벌금6000위안
약 1.42배
장××: 절도죄, 유기징역 5개월, 집행유예
6개월 및 벌금4000위안

무

47344.70 이××: 절도죄, 유기징역2년7개월, 집행유예
위안
3년 및 벌금50000위안

절도한
전력가치의
약 1배

무

양××: 절도죄, 유기징역1년2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20000위안

절도한
전력가치의
약 55.5%

무

절도한
하××：절도죄, 유기징역7개월 집행유예1년
전력가치의
및 벌금7000위안
약 50%

무

절도한
유××: 절도죄, 유기징역11개월, 집행유예1년
전력가치의
및 벌금25000위안
약 1배

무

절도한
당××: 절도죄 유기징역11개월 및 벌금1만위안 전력가치의
약 12.5%

유

절도한
이××: 절도죄 유기징역5개월, 집행유예6개월
전력가치의
및 벌금 12000위안
약 2배

무

사건번호

전력가치

1

(2017)완05
형종9호

31603

2

3

위안

위안

판결결과

양××: 절도죄, 벌금7000위안
××군: 절도죄, 벌금7000위안
진××: 절도죄, 벌금3000위안

4

(2017)완0504
형초108호

5

(2017)흑0605
형초35호

6

(2017)완0406
형초49호

36054

7

(2017)완0503
형초17호

14001

8

(2016)완0503
형초371호

24452

9

(2016)향1021
형초253호

83829.09

10

(2016)흑0605
형초192호

6480.96

11

(2016)흑0603
형초217호

31021.87 엽××: 절도죄, 유기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위안
2년 및 벌금10000위안

절도한
전력가치의
약 32%

무

12

(2016)완0503
형초287호

호×갑: 절도죄, 유기징역2년7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10000위안

절도한
전력가치의

무

11267

위안

위안

위안

위안

위안

위안

147544

위안

부록

사건번호

전력가치

13

(2016)완0503
형초288호

31603

14

(2016)완0302
형초75호

89089

(2016)완0503
15
형초290호

7030

(2016)로0522
16
형초112호

3345.1

위안

위안

위안

위안

판결결과

벌금액수

호×을: 절도죄, 유기징역2년7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10000위안

약 1배

자유형
(실형)

절도한
이×: 절도죄, 유기징역9개월 및 벌금12000위안
전력가치의
정×: 절도죄, 유기징역6개월 및 벌금10000위안
약 70%

유

절도한
황××: 절도죄, 유기징역3년, 집행유예5년 및
전력가치의
벌금2만위안
약 22.4%

무

해×갑: 절도죄, 유기징역 4개월, 집행유예
4개월 및 벌금4000위안
해×을: 절도죄, 유기징역 4개월, 집행유예
4개월 및 벌금4000위안

절도한
전력가치의
약 1배

무

이×감: 절도죄, 유기징역 4개월 및
벌금3000위안
이×을: 절도죄, 벌금3000위안

제1피고
절도한
유,
전력가치의
제2피고
약 2배
무

이처럼 <표 4>와 같이 전력을 절도하여 채굴을 도모한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로 대다수 사건에서 법원은 실형판결
을 내리지 않았고 단기 자유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선고를 하였다. 둘째로
절취한 전력가치가 1만 위안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은 절취한 전력가치
의 1배 이상의 벌금액수를 부과하였다. 세 번째로 실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액수가 상대적으로 낮고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건의 경우 벌금
액수가 높다.

그런데 전력자원을 절도하여 채굴하는 사건의 경우 일반 전력자원 절도건과 달리
범죄동기가 절도한 전력가치일 뿐 아니라 거액의 비트코인 거래가격도 포함되어 있는
바 판결을 함에 있어서 특히 형사법적 조치와 관련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현 판결의 흐름이 지속된다면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상의 조치로는 일반
적인 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7년 8월 17일, 1개당
비트코인의 거래 가격이 3만 위안 가까이 올라가 역사상 최고치였다.109) 비트코인
총량의 제한으로 채굴의 난이도와 단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109) 증권일보, “비트코인 실성(疯狂)후 위험을 조심하라”,
http://zqrb.ccstock.cn/html/2017-08/18/content_83302.htm?div=-1 (접속일: 2017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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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올라가는 이익의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채굴에 힘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전력을 절도하여 채굴하는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경향은
실형선고의 비율이 낮고, 벌금액수 역시 낮은바 채굴설비를 몰수하는 조치를 취하여
도 범죄자가 치르는 경제적 대가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원의
판결경향은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의 대가와 이익을 비교교량하게 하여 결국 이익의
유혹에 들어서게 하는 것이다. 둘째로 현재 법원이 전력자원을 절도하여 채굴하는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서 벌금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이 표준화되어있지 못하다. 이에
절취된 전력은 최종적으로 비트코인을 생산하는데 사용되고, 그렇게 생산된 비트코인
의 가격은 전기세보다 훨씬 높은바 단지 절취한 전력가치를 벌금액수의 표준으로
정한다면 범죄의 대가가 범죄로 인해 획득한 불법이익보다 훨씬 낮다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비트코인의 거래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벌금액수
를 산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비트코인의 경우 가격변동성이 매우 큰바
전력을 절취하여 최종적으로 채굴한 비트코인의 생산시가격의 변동성도 크기에 벌금
액수 측정의 기준으로는 적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생산시의 가격을 기준
으로 측정할 것인지 사건 발생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측정할 것인지 그 기준도 매우
애매한 지점이며, 각각의 거래소마다의 비트코인 가격도 상이한바 그 벌금액수의 기
준을 확정하기에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벌금액수의 기준을 어느 정도는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다.

3) 해커공격 등으로 비트코인 절도

현재 중국사회 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타인 계좌의 비트코인을 절취하는 사건
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기본적인 방법은 해킹이다), 하나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타인의 비밀번호
를 해독해 타인의 비트코인을 점유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비트코인거래과정을 조종해 저가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타인에게 재산적 손실을 주는
방식이다. 아래에서 살펴볼 판례1, 판례3, 판례4가 전자의 경우이고 판례2가 후자의
경우이다.

부록

A. 판례:1110)
2016년 2월 22일 저녁 피해자B는 절강성 천태현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A가 원격제어기술로 피해자B의 컴퓨터를 조종하여 B의
m-office.com투자 플랫폼에 있는 계좌 5개의 ID와 비밀번호를 절취하고, 계좌에 있는

비트코인 70.9578개를 절취하여 ‘huobi’거래소에 판매하여 현금화 하였다. 이 때 도난
당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205607.71위안이다. 나아가 2016년 3월 7일 피고인A는 ‘트로
잔(Trojan)바이러스’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C의 mmm-office.com 투자 플랫폼에 있는
ID와 비밀번호도 절취하고 수신주소를 바꾸는 방식으로 계좌에 있는 67,810위안을

절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비트코인 자체는 피해자 B가 대가를 지불하여 구매한 것이기에
비록 비트코인이란 특정 가상상품일지라도 피해자 B가 현실생활 중 향유하는 재산인
바 형법의 보호를 받아야하고, 따라서 피고인A에 대하여 형법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절도죄를 구성하여 유기징역 6년에 벌금 80,000위안을 처하였다.

B. 판례:2111)
2014년 6월 8일, 피고인A는 불법으로 획득한 이메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피해자B

의 이메일을 등록한 후 비밀번호 찾기의 방식으로 피해자B의 ‘huobi’ 거래소 비밀번호
를 자신이 변경, VPN으로 피해자B의 계좌를 등록하여 자동거래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피해자B의 라이트코인(Litecoin)을 고가구입, 저가판매로 설정하고 본인의 계좌에는
저가구입, 고가판매로 설정 후, 자동 거래를 진행케하여 피해자B의 라이트 코인 자산
을 절취하였다. 이를통한 피고인A의 부당이득은 59,000여 위안이었고, 피해자B는 총
245,000위안의 손실을 입었다. 다만 여기에서 피고인이 얻은 부당이득과 피해자의

실제 손실액이 상이한 이유는 피고인A가 자동거래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다른 매매표
준으로 설정해놨기 때문이다. 즉 피해자는 고가구입, 저가판매로, 피고인은 저가구입,
고가판매로 설정해놓으나 그 최종 액수가 각기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A에게 부당이득을 모두를 반환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110) 오홍스, 절도건 절강성 태주시 중급인민법원 ([2016]절 10형종 1043호).
111) 후지계, 절도건 1심형사판결서, 북경시 동성구인민법원형사판결서 ([2015]동 형초자제1252호).

251

252

암호화폐(Cryptocurrency) 관련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

A는 불법점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그 액수가 크고 그 행위는

국민의 재산권리를 침범한바 형법 제264조에서 규정한 절도죄에 해당하여 유기징역2
년 6개월, 벌금 3,000위안에 처하였다.

C. 판례:3112)
2014년 1월 1일 피고인 A는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B의 ‘huobi’ 계좌에 로그인하고

등록되어있는 연락처, 주소, 은행계좌등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나아가 계좌에 있던
1.514개의 비트코인을 팔아 6,583.35위안으로 현금화하였다. 피고인 A는 다음 날
6,500위안을 인출하여 수수료 32.5위안을 빼고 6,467.5위안을 본인의 건설은행 카드로

이체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 A는 불법점유의 목적으로 비밀리에 피해자 B의 6,500위
안을 절취하였으며 그 액수가 큰바 형법 제264조의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판결하였다.

D. 판례:4113)
2014년 3월 3일 2시경 피고인 A는 불법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B의 ‘796’거래소 ID와

비밀번호를 취득하여 계좌에 있는 1.64개의 비트코인을 899.10달러(약 5,501.59위안)
로 환전하고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비트코인은 암호화 계산을 통해 얻은 데이터이기에 컴퓨터시트
템 데이터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 A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피해
자 B의 컴퓨터시스템을 침범하여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취득하였으며
그 상황이 엄중하여 형법 제286조 제2항의 컴퓨터정보시스템 데이터 불법 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판결하였다.114)

112) 진갑, 절도 사기건 1심 형사판결서, 상해시 푸퉈구 인민법원 ([2014]푸형초자제1162).
113) 진모, 컴퓨터정보시스템 데이트 불법 취득건 1심형사판결서, 강소성 금호현인민법원 ([2015]금
초자제00090호).
114) 형법 제286조 제2항 컴퓨터정보시스템 데이터 불법 취득죄란 국가규정에 위반하여 컴퓨터시
스템에 접속, 처리 혹은 전송 중인 데이터나 프로그램에 대해 삭제, 수집 등을 하는 경우, 그
결과가 엄중하면 전항의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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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원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여 비트코인 등을 절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절도죄 또는 컴퓨터정보시스템 데이터 불법 취득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오는 이유는 비트코인을 형법상 ‘재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다른데 있다. 학계에서는 가상재산의 성질에 대해서 서로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긍정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가상재산은 형법에서 규정한 재물의 3가지 특징
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점유하여 관리할 수 있고, 이전 할 수 있고 가치 속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부정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에서 이미 가상
재산의 거래를 금지하였기에 형법상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가상재산을
불법 취득하는 행위는 컴퓨터정보시스템 데이터 불법 취득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가상화폐의 성질을 논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형법
에서 보호하는 재물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분명한 것은 ‘일정한 객관적 가치나 사용
가치가 있는 재물은 원칙적으로 재산죄의 행위객체’라는 점이다. ‘비트코인 위험방지
에 관한 통지’의 규정에 의하면 비트코인은 특정된 가상 상품을 말하는데, 상품이란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하며, 교환될 수 있고, 사용가치가 있는 노동 생산물(产品)이다.
비트코인의 상품으로서의 속성은 재산죄 행위객체의 요건에 부합한다. 우선, 객관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FATF의 2014년 보고’는 가상화폐를 가치의 디지털화된 표현으로
정의한 바 있는데, 그 본질은 가치를 갖는 데이터이며, 기존의 매체와는 상관없이
복제 및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비트코인이 암호학원리에 의한 연산의 결과로 나온
디지털코드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소지하는 것은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법정화
폐를 소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객관적 가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판례 1의 법원 입장과 같다. 즉 ‘비트코인은 특정 가상 상품이기도 하지만 피해자
B가 현실생활에서 실제 향유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형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다. 다음으로, 사용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토큰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거래,
정보중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금지하였지만 비트코인 소지자들은 외국의 거
래소나 비트코인으로 결산할 수 있는 쇼핑사이트에서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사이버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사용
가치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비트코인은 특정 가상 상품이자 형법상 재물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계좌에 있는 비트코인을 절취하는 행위를 절도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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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비트코인 가치평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피해자의 손실 및 피고인의
형량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범죄 피해액을 계산하지 못하면 타인의 비트코
인을 불법 취득하는 행위를 재산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상기 4개의 판례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즉 행위자가 절도한 대상이 모두 피해자가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있는
계좌의 자산이고 법원이 절도액수를 확정 할 때에는 도난당한 당시의 거래가격이나
현금으로 인출한 액수로 하였다. 피해자가 받은 재산 손실이 피고인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받은 부당이득이라고 본 것이다. 이처럼 이러한 유형의 사건 범죄액수는
쉽게 확정될 수 있다. 토큰거래소에서 매일 당일의 비트코인 거래가격을 공시하고
있으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서 2013년에 발표한 ‘절도형사사건 처리 시에
법률적용문제에 관한 해석(关于办理盗窃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제4조에
따르면 절취한 재물은 유효가격증명에 의해 그 여부를 확정하는데, 상기 판례 중
피해자의 계좌정보변동에 관한 상세한 정보들은 모두 거래소에서 증명이 가능한 것이
다. 따라서 특정 거래소 계좌의 비트코인을 절취하면 그 가치평가는 절취 당시의
거래소에서 공시한 거래 가격으로 표준하여 계산할 수 있다. 만약 행위자가 비트코인
을 절취하고 바로 거래를 하지 않거나 현금인출을 하지 않았다면 동 거래소에서 당일
공시한 평균 거래 가격으로 평가하여 재산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의
비트코인 가치평가표준은 전통적 의미의 가상화폐 도난 시의 평가 표준과 유사하다.
전통적 의미의 가상화폐의 가치는 절도의 대상이 이용자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에
서 구매한 가상화폐라면 제공업체가 공시한 공시가격으로 재산 가치를 계산한다. 예
를 들면 텐센트 회사에서 공시한 1Q폐(Q币)/위안의 경우 사용자 계좌의 Q폐 절도사건
중 Q폐는 사용자가 특정된 금액으로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실액수는 서비
스제공업체의 공식가격과 일치하며 따라서 Q폐의 공식가격으로 절도 액수를 계산하
면 되는 것이다.
물론 특정 토큰거래소계좌를 절도하는 것이 아닌 비플랫폼 계좌중의 비트코인을
절도하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누구든 인터넷을 통해 비트코인 클라이언트
(客户端)를 다운받아 본인의 비트코인 지갑을 형성할 수 있는바 임의의 두 주체는공개

키(公匙)와 개인키(私匙)를 이용하여 토큰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간 직접거래(私下
交易)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충분히 타인의 비트코인 지갑 자산을 절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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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의 경우 문제는 금액확정인데, 이 때 재산
평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취득단가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다만 구매하여
얻은 비트코인은 그 단가의 경우 구매 당시의 가격을 참고로 평가를 쉽게 할 수 있지만
채굴하여 얻은 비트코인은 단가를 평가하기 어렵다. 채굴 단가에는 설비, 전기세,
시간, 인력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각 채굴기의 실제 연산력도 상이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시장거래 가격을 표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이 방법도 실무적으로 매우 현실가
능성이 희박하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산업인바 아직 성숙하고 안정적인 시장거래 체
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가격변동성도 크며, 각 거래소의 가격도 같은 상품이
서로 다른 매장에서 가격차이가 있는 것처럼 상이하다. 따라서 비플랫폼 비트코인
사용자에 대해 합리적인 시장거래가격을 찾아 평가하기가 어렵다.115) 세 번째로 장물
처분의 가격(销赃价格)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모든 재산범죄가 장물 처분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불문하고 장물 처분액수가 범죄자의 불법소득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것이 바로 피해자의 재산손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실무 중
범죄자들은 절취한 재산을 가능한 빨리 현금화하기 위하여 장물 처분의 액수가 재산
의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제3의 평가기구(第三方评价机构)
에 의해 평가 하는 방안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익명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비트
코인 지갑 클라이언트를 다운 받을 때에 실명인증이 필요 없고 블록체인(Blockchain)
이 전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지만 비트코인 소지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지갑이 해킹 공격을 당했을 때 피해자는 본인이 도난당한 비트코인
의 합법적인 소지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4.3.2 갈취바이러스공격(勒索病毒攻击)
2017년 5월, ‘WannaCry 바이러스’가 중국을 포함한 150여 나라를 휩쓸었다. 구체적

인 공격대상은 중국대학의 컴퓨터와 영국의 국가의료서비스시스템(NHS) 등이 었다.
이에 중국 텐센트 회사 안전팀에서는 즉각 실태파악에 들어갔고, 중국에 이미 ‘Petya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가 있고 이 바이러스 샘플은 Eternal Blue를 통하여 전파되

115) 장원, 2006, 온라인 게임 가상재산가치의 확정인민사법, 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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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진단하였다. 즉 이는 ‘WannaCry바이러스’의 전파 방식과 동일하다. ‘Petya’와
‘WannaCry’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감염된 사용자로 하여금 비트코인을 지불케

하여 해결토록 한다는 점이며, 그 갈취 목표는 300달러였다.116)
WannaCry(Wanna Decryptor라고도 함)는 웜바이러스식 갈취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이고 그 크기는 3.3MB이며 NSA(National Security Agency)에서 누설된 Eternal Blue의
해 전파된다.117) 이러한 갈취 바이러스로 세계적인 인터넷 재난이라고도 명명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컴퓨터 사용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최신 통계자료에 따르면
100개 국가에서 총 10만대가 넘는 컴퓨터가 갈취 바이러스에 공격, 감염되었다.118)
WannaCry 갈취 바이러스는 세계적으로 최소 150개 나라에서 30만명의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혔고, 손실액은 약 80억 달러이며, 금융, 에너지, 의료 등 여러 산업에 영향을
주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중국의 윈도우시스템 사용자도 감염되었
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실험실 데이터 등이 잠겼고 암호화되었으며 일부 기업의 시스템
과 데이터베이스 문서가 잠겨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손실이 막대하였다.119)
구체적으로 중국 사회에서는 2017년 5월 12일 밤 중국의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이
본인의 컴퓨터가 바이러스 공격을 당해 문서가 암호화 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4학년 졸업 예정자였다. 학생들의 논문, 중요한 실험 데이터, 기타
중요한 문건 등이 잠겼는데 바이러스는 학교 내부 통신망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보였
다. 당시 학생들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갈취 편지가 나타났는데 중국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언어로 선택이 가능했으며, 피해자가 1주일 내에 300달러(약 2,069의안)
의 비트코인을 지불하지 않으면 컴퓨터의 문서를 영원히 열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120)

116) BBC중문사이트, “WannaCry에서 Petya갈취 바이러스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http://www.bbc.com/zhongwen/simp/science-40428457 (접속일: 2017년 11월 19일).
117) 봉황정보, "갈취 바이러스의 배후는 NSA를 노리고 있다”,
http://news.ifeng.com/a/20170516/51097848_0.shtml (접속일: 2017년 11월 20일).
118) 인민정협, “여러 대학이 바이러스 감염에 갈취 당했고 해커는 랜섬을 비트코인으로!”,
http://www.rmzxb.com.cn/c/2017-05-15/1537209.shtml (접속일: 2017년 11월 20).
119) ZOL신문센터, “바이러스 전세계 폭발! 본인의 백업방식 안전한가?”,
http://news.zol.com.cn/640/6403445.html (접속일: 2017년 11월 20일).
120) 왕이뉴스, “여러 대학에서 바이러스 감염에 갈취를 당했고 해커는 랜섬을 비트코인으로”,
http://news.163.com/17/0513/07/CKA37SBQ0001899N_mobile.html (접속일: 2017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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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important files are
encry-toped.
No one can help you to
recover them except me

Send $300 worth of
bitcoin to this address.

[그림 4]

해커의 갈취 편지 (출처: 바이두(百度))

이 후 산동대학, 남참대학, 광서사범대학, 동북재정대학 등 10여개의 중국 내 대학
에서는 학생들에게 예방 및 주의사항에 대한 공지를 띄웠고, 교육망, 교내통신망 외에
시나웨이버(新浪微博) 사용자들과 북경, 상해, 강소, 천친 등 여러 지방의 출입국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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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파출소 등도 공격당할 수 있음을 주의하였다.121)

Guizhou University

It is necessary for teachers
and students to install
anti-virus sorftware and make
files backup to prevent
ransonmware.

[그림 5]

귀주대학 공식웨이보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바이러스를 조심할 것을 경고 (출처:
왕이뉴스(国王新闻))

Shandong University

Recently, many computers of
several universities across our
country have been attacked
by‘ONION’ ransomware
software. Please pay attention!

[그림 6]

산동각대학 공식웨이보를 통해 교내통신망 사용자들로 하여금 바이러스에 조심할
것을 경고 (출처: 왕이뉴스(国王新闻))

121) 텐센트뉴스, “전 세계를 갈취하고 있는 바이러스 폭발! 중국 여러 대학 공격 당함”,
https://news.qq.com/a/20170513/001170.htm (접속일: 2017년 11월 20일).

부록

4.3.3 인터넷피싱
일반적으로 인터넷피싱은 사용자에게 ‘귀하는 비트코인을 획득하였지만 해당 웹링
크를 통해 본인의 계좌를 등록 하여야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고 이를
통해 사용자의 계좌정보를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중국 국내의 토큰거
래소 ‘OKCoin’은 사용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코드가 포함된 인터넷피싱
이메일을 조심하라고 경고한바 있다.

[그림 7]

인터넷피싱 이메일 (출처: 비트코인정보사이트(比特币资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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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거래소 이용자의 정보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OKCoin’거래소에서는 인터
넷피싱 예방코드를 만들어 이용자의 거래플랫폼에서 스스로 인터넷피싱예방코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마련해두었다.

Anti-phishing
code

[그림 7]

이메일피싱 예방코드 설치 (출처: 비트코인정보사이트(比特币资讯网))

이 때 이용자들은 예방코드를 1-20개의 임의의 숫자, 영문자 또는 한자로 설치할
수 있다.

Please set your
anti-phishing code

[그림 8]

이메일피싱 예방코드 설치 (출처: 비트코인정보사이트(比特币资讯网))

부록

설치완료 후에는 ‘OKCoin’거래소에서 이용자에게 보내는 메일에 예방코드가 있다.
이 코드가 없으면 위조, 사기메일인 것이다.122)

Anti-phishing
code set
successfully.

[그림 10]

이메일피싱 예방코드 설치 (출처: 비트코인정보사이트(比特币资讯网))

이외에 중국의 토큰거래소 ‘Huobi’에서도 인터넷피싱이 많이 나타나 비트코인거래
소 이용자에게 아주 큰 위험과 문제를 가져다 주었다. 이에따라 ‘Huobi’거래소 역시
투자자들의 자기정보보호의식을 계몽하기 위하여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로 각
사이트에 등록하지 말고 가능한 각 사이트에 하나의 메일을 사용할 것, 모든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서로 상반되게 할 것,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첨부파일은
다운로드 하지 말 것이며 도메인네임(Domain Name)을 직접 입력하여 사이트에 접속할
것, 비밀번호 강도를 높이며 정기적으로 변경할 것 등 주의사항을 공지하였다.123)

4.4 소결
비트코인은 최근 몇 년간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융혁신 중 하나로서
122) 비트코인정보사이트, “OKCoin기능, 코드 하나로 어떻게 이메일피싱을 해결?”,
http://www.bitcoin86.com/teach/9762.html (접속일: 2017년 11월 20일).
123) 완폐족, “huobi거래소사이트 이메일피싱을 조심하고 비트코인을 잘 보호해야 한다”,
http://www.bitcoin86.com/teach/9762.html (접속일: 2017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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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가상재산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전통적인 가상화폐정
의에 기반한 가상화폐를 둘러싼 범죄의 난점은 단순히 가상재산을 형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있었으나, 오늘날 비트코인과 관련된 범죄는 사회위해성이 더
욱 크며, 마약, 테러활동, 딥웹거래, 자금세탁범죄, 외환범죄, 세무범죄, 융자범죄, 불
법 다단계 범죄, 재산범죄 등 영역별로 그 범위가 매우 넓은바 금융혁신과 금융감독
사이의 균형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최대의 쟁점이다.
본 장에서는 먼저 비트코인 범죄를 ‘대상형 범죄’와 ‘수단형 범죄’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더 나아가 수단형의 경우 ‘지불수단형 범죄’와 ‘기타수단형 범죄’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특히 이러한 비트코인을 둘러싼 범죄유형을 살펴봄에 있어서 관련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법리를 분석하였다.
현 단계에서 중국사회 내에서는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매우 다양한 범죄현상이 발생
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중국정부는 금융혁신보다는 관리 감독측면
을 더욱 강조하여 토큰거래소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즉 2017년 10월 이후
중국정부는 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하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단순한 규제로 거래소와 같은 비금융기구 및 비트코인을 둘러싼 범죄가 완전
히 줄어들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가야
할지 논의가 시급해 보인다.

제5장 비트코인의 법적위험성에 대한 형법상 대응
‘혁신’과 ‘규제’는 늘 서로 모순되는 주체로써 간주되어 왔다. 2013년 중국인민은행

등 5개 부서에서 연합으로 발표한 ‘비트코인 위험 방지에 관한 통지’에서는 비트코인
을 일종의 가상상품으로 인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비트코인과 실체경제나 금융시장
과의 연결을 차단하는 시도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리감독의 서막을 열었다. 이후 비트
코인의 법적위험성이 가중됨에 따라 2017년 9월 4일 중국인민은행 등 7개 부서에서
연합으로‘토큰(Token)발행 융자 위험 방지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여 중국 내 토큰거래
플랫폼에 대한 엄격한 감독관리 정책을 실시하여 중국에서의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부록

금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트코인과 같은 환전가능한 가상화폐에 대한 철저한 관
리감독이 중국의 금융기술혁신이나 디지털혁명에 따른 도전을 막는다는 의미는 아니
다. 오히려 중국인민은행은 2014년부터 디지털화폐 개발팀을 구성하여 2016년 1월
20일에는 디지털화폐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핵심기술, 유통환경, 법률문제, 경제와

금융체계에 대한 영향, 법정디지털화폐와 민간디지털화폐(私人类数字货币)의 관계,
외국 디지털화폐의 발행사례 등 가상화폐 등과 관련된 연구를 집중적으로 도모하여
디지털화폐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124) 즉 이처럼 현재 비트코인을 둘러싼
중국정부의 정책은 두 가지 방향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중국인민은행을 중심으
로 법정디지털화폐의 연구개발을 도모하고 있는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법적근거를
취득하지 못한 디지털화폐(非法定数字货币)에 대하여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는 흐름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점은 오늘날 비트코인의 개발과 발전은 형사법분야에
있어서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다시한번 성찰과 보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비트코인 등과 같은 탈중앙
화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디지털지불도구의 범죄위험성 방지에 초점을 두고, 그 방법
론적 관점에서 ‘전치법 정성과 형사법 정량의 결합’의 의미와 그 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비트코인의 법적성질과 관련된 논의와 현행 중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결합하여 최대한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도모해 향후 디지털화
폐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비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대응책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5.1 기본이념: 전치법(前置法) 정성(定性)과 형사법 정량(定量)의 결합
비트코인을 둘러싼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치법 정성과 형사법
정량의 결합이론이 전제되어야 한다.125) 여기에서‘전치법’이란 민법, 상법, 경제법,
행정법 등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하거나 조정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즉 이는 법률관계
에 있어서 일차적 보호막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되는 사실관계가 전치법
124) 중국인민은행은 협의의 디지털 화폐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즉 여기에서 디지털 화폐란 블록
체인기술과 암호학 원리에 기반해 개발된 가상화폐이다. 비트코인은 일종의 환전가능형 가상
화폐임과 동시에 비법정디지털화폐이다.
125) 전홍걸, 2013, 행정법의 법적성질과 그 책임, 법학가(3):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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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계약위반책임, 권리침해책임, 행정적 책임 등을 얻게 된다. 또한 전치법은
위법행위에 대해 보충성을 지니기도 한다. 반면 후원법으로써 형사법의 경우 모든
법률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인바 인권을 보장해야하며 이를 위해 비례성(필요성)원칙을
준수해야한다. 즉 형사법은 이차적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종합적으로 전치법
과 후원법이 법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다.126)
법정범(法定犯)의 경우 해당 범죄행위는 전치법 위법성과 형법 위법성의 이중 위법
성을 지니게 된다. 그 중 전치법 위법성은 범죄를 인정하는 기반이 되는데, 이는 범죄
행위성의 인정 또는 범죄행위의 본질에 대한 탐구가 전치법의 규정에 기초하기 때문
이다. 다시 말해 위법성의 시각에서 볼 경우‘형사위법성의 판단은 민사불법성의 성립
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127) 형사위법성의 판단 근거는 형법이지만 여러 가지 행위
가 실질적으로 형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민사불법성에 대한 판단
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형사위법성의 판단이 민사불법성의 판단에 의존하는 관계를
실질적인 종속성이라 부르고 이는 곧 ‘전치법 정성’의 의미가 된다. 통상적으로 위법행
위와 범죄행위의 구분은 ‘불법의 양’의 차이에 의해 좌우되는데, 법질서를 파괴하는
정도의 위법행위만이 범죄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 볼 때 법정범
의 범죄인정체제는 ‘전치법 정성’과 ‘형사법 정량’을 모두 따라야 하며, 이는 즉 범죄행
위의 성격과 위법의 본질은 전치법의 규정에 따르고 불법의 양에 대한 판단은 형법에
기초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의 양에 대한 형법의 판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행위
유형의 범위에 대한 판단이다. 형법의 범죄 인정범위는 전치법에서 규정한 위법범위
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아야 한다. 형법은 수많은 위법행위의 종류에서 위험의 정도
가 큰 행위들만 선별하여 범죄 구성요건의 내용으로 하고, 그 외의 일반적인 위법행위
들은 전치법은 위반하였으나 형사적 위법성을 띄지 않으므로 전치법에서만 규제하면
되는 것이다. 경제영역을 예로 들면, 중국 형법 중 경제범죄는 형법 각론 제3장 ‘사회
주의시장경제질서파괴죄’에 규정되어 있는데 모든 죄목의 4분의 1에 가까운 양이며
이는 경제위법행위의 ‘범죄화(犯罪化)’가 중국 형법발전과정에서 가장 특색 있는 부분

126) 전홍걸, 2013, 행정범의 법적속성과 그 책임, 법학가(3):51-62.
127) 시연안, 2010, 형사위법성과 민사 불법 판단의 관계를 논함, 법학잡지(1):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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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보여주고 있다. 형법 각론 제3장‘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파괴죄’는‘단순규제범(单
纯规制犯)’과‘비단순규제범(非单纯规制犯)’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현행 형법에는
비단순규제범이 단순규제범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다.128) 단순규제범은 단지 전치법만
위반한 경제위법행위로 이러한 위법행위가 범죄로 규정되는 상황은 드물다. 비단순규
제범은 전치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 재산상의 이익 또는 법인이나
국가의 재산적 이익을 위태롭게 하거나 실제 침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다음으로, 적용 기준에 대한 설정인데 금액, 수량, 경위, 피해 결과 등 구성요건
요소별로 구체적인 불법의 양을 세분하여 평가하고 적용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위법행
위와 범죄행위를 구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비단순규제범’은 일반적
으로 재산적 손해와 신체적 손상의 정도를 그 적용 기준으로 하는 반면, ‘단순규제범’
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금액, 수량, 경위에 따라 불법의 양을 판단한다.129)
따라서 향후 비트코인 등의 법적 위험에 대응함에 있어서도 ‘전치법 정성과 형사법
정량의 결합’의 판단 방법에 따라야 하며, 다음 두 가지 시사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은 금융관리법규, 외환관리조례, 증권법 등 전치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고 전치법의 규정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형법적 해석을 함으로써 전치법과 형법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형법의 일부 죄명에 새로운 해석을
부여해야 한다. 다음은 금융 감독과 금융혁신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 위법과 범죄의
한계를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형법이 금융범죄에 개입하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형법필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금융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2 전제조건: 비트코인 법적성질에 대한 분석
앞에서 살펴본‘전치법정성과 형사법 정량의 결합’은 비트코인의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기본이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먼저 구체적으로 ‘전치법정성’
의 요지가 될 수 있는 비트코인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학계 내에서는 비트코인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2013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128) 시연안, 2017, 경제규제행위의 위반에 대한 형법규율의 한계[J]. 중국인민대학 학보(1):
110-119.
129) 시연안, 2017, 경제규제행위의 위반에 대한 형법규율의 한계[J]. 중국인민대학 학보(1):
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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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가장 먼저 중국정부가 비트코인을 ‘특정
가상상품’으로 정의내리는 것부터 제도적 흠결이라고 지적한다. 즉 분명 비트코인의
가치가 있는데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는
채굴기 구매비용, 전기 및 시간 비용 등에서 창출되고, 그 사용가치는 온라인 가상상품
의 구매 혹은 실물경제 속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출되는
바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충분히 화폐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물론 이와
반대론을 펼치는 학자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견해의 대립을 대표적
인 관점을 통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2.1 반대론
관점 1: 비트코인이란 실질적으로 법정화폐를 디지털화하여 표현한 것(디지털매개
체)인 바 이를 현재 중국정부의 견해처럼 일종의 특정된 가상상품으로만
인정할 경우 비트코인 등을 이용해 행한 범죄는 화폐, 외환, 증권, 선물,
세무, 재산, 융자 등의 영역의 죄목으로 인정하기 어려워져 비트코인 발전흐
름 속에서 전례 없는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130)

관점 2: 현재 중국의 비트코인을 둘러싼 정책들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의 법적성질이
매우 애매모호하게 되어있는바 커다란 문제라고 주장한다. 즉 ‘가상 상품’이
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한바 그 개념, 외연, 법적지위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층 더 해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이란 특정된 가상상
품으로 정의한다면 사실상 다시한번 하나의 모호한 개념을 창출해내는 것
이라는 주장이다.131)

관점 3: 현재 중국 국가적으로 비트코인의 화폐적 속성을 전면 부정하고 있지만,
이를 ‘특정한 가상상품’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느정도 민간분야에서 화폐의

130) 해걸, 장건, 2014, "중심화 제거: 디지털지불시대의 경제형법의 선택”, 법학(8):87-97.
131) 번운혜, 리요흠, 2014, “비트코인을 대표적인 예로 디지털화폐에 대한 법적감독을 탐구”, 법률
적용(7):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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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132)
즉‘특정한 가상상품’이라는 형식 하에 ‘화폐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사실상 시민들은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실물 경제 속
용역과 재화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화폐로써 사용되고
있음이 입증되는 것이다.

관점 4: 현재 중국정부의 입장과 달리 실물경제에서 일부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비트코인을 실질적 화폐로 인정할 수 있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거래
당사자들끼리 비트코인을 상품 및 서비스 거래의 지불수단으로 인정한다면
실질적인 화폐로써 인정할 수 있고, 자기부담원칙 하에 비트코인을 이용하
여 투자, 법정화폐로의 환전을 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는 금융상품으로 인정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133)

5.2.2 반대론에 대한 반박
2013년 ‘비트코인 위험 방지에 관한 통지’에서 비트코인이란 특정 가상상품이라고

정의내린 것 등을 통해 중국은 신흥금융상품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기반하여 비트코인이란 ‘특정 가상상품’임을 인정한
후 비트코인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서도 먼저 현행 법규 및 법률해석체계에 근거하여
금융관리규정 등 전치법적 요지를 충분히 이해 한 후, 형법 각론상의 죄목의 구성요건
해석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고 본다.

1) 반대론의 전제조건에 대한 반박
‘상품’이라 함은 사람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교환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가치 및

사용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화폐’라 함은 상품에서 분리되어 나와
고정적인 일반등가물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고정적인 역할’과 ‘일반등가물’이라는

132) 곽택강, 2017, “형사정책관점에서의 디지털화폐 위험 방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중국인민대학.
133) 장건, 2015, “신경제흐름 중 형법평가의 재조명”, 난주대학학보(절학사회과학판)(5):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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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화폐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화폐란 비록 상품
에서 기원되었지만 인류사회의 발전에 따라 이미 일반적인 상품교환형식에서 분리되
어 일반적 등가물의 지위를 얻었으며, 다만 고정적으로 일반등가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품만이 화폐가 될 수 있으며 모든 일반등가물이 전부 화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처럼 ‘상품’그 자체도 가치와 사용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서
의 가치와 사용가치는 화폐 특유의 속성이 아닌 화폐와 상품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속성인바 단순히 비트코인이 가치와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화폐
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또한, 설령 어느 특정한 상황
에서 비트코인이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중 일반등가물의 역할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일반등가물의 역할을 고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바 화폐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비트코인지불시스템이
전 세계 대다수 정부의 인정을 받아 실물경제 속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실거
래에서 고정적으로 일반등가물의 역할을 수행하여야만 그 화폐적 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가치와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화폐의 속성
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으며 비트코인은 단지 하나의 상품이며 이를
이용하여 매매하는 행위는 일종의 물물교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2013년 ‘비트코인 위험방지에 관한 통지’에서 비트코인을 특정가상상품이라
고 정의내리면서‘가상’이라는 단어로 ‘상품’이라는 단어를 수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상’이란 비트코인의 물질적 상태를 규정짓는 단어로써, 비트코인이란 인터넷을 기

초로 하여 본질적으로는 일련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얻어낸 데이터이기 때문에
상품의 실물 형태가 가상상태에 처해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가상상품’에
‘특정’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비트코인을 과거의 환전이 불가능한 가상화폐와는

구별하려는 의미(비트코인은 환전가능형 가상화폐이다)를 지닌다고 본다. 중국어로
‘환전’은 맞바꿈(对换), 교환, 상이한 화폐간의 교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

적인 상품의 경우 구매한 후부터는 판매측이 상환청구를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구매
자를 찾았을 때만 화폐로 전환되는바 즉시 현금화가 불가능하며 이에 일반 상품과
화폐 사이의 전환관계를 ‘환전’이라 하지 않고 ‘매매’라고 한다. 이와 달리 비트코인은
일종의 가상상품이기는 하지만 일반 상품에는 없는 ‘환전가능성’이라는 특징을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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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바 일정한 환율에 따라 단시간 내 그에 상응하는 수량의 법정화폐로 환전이
가능하며 새로운 구매자를 찾거나 판매측이 상환청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릴 필요
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환전가능성’이라는 비트코인의 특징은 비트코인 활용 중에
나타나는 비트코인의 기능 혹은 역할에 불과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상품으로서의 본질
적 속성을 변화시킬 수는 없으며, 비트코인과 법정화폐의 상호작용은 비트코인이 금
융상품에서 화폐로 전환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반대론의 구체적 관점에 대한 반박
<반대론 관점1>에서는 형법적 해석의 어려움의 원인을 ‘비트코인 위험방지에 관한

통지’에서의 비트코인에 대한 정성적 정의에서 찾는다. 그러나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의 탄생은 경제형법체계의 위치와 해석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형법학적 시각에서 비트코인을 둘러
싼 범죄에 대한 법률문제를 금융감독규정, 반자금세탁법, 외환관리조례 등 전치법
및 형법 각론상의 각각의 죄명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특히 2013년의
‘비트코인 위험방지에 관한 통지’의 불합리성을 비판하기 보다는 비트코인이 일종의

특정 가상상품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형법영역에서의 해석학적
난제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론 관점2>에서는 ‘비트코인 위험방지에 관한 통지’에서 비트코인의 정성적

정의규정에 모호함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개념용어 사용의 추상성은
‘통지’라는 전국적 규범문서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며, 특히 이러한 통지는 일반적인

생활 속의 사실들을 추상화시킨 것인바 추상적인 문구들만이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현
실에서 해석의 여지를 줄 수 있다고 본다.
<반대론 관점3>에서는 ‘가치화’, ‘교환매개체’, ‘가격계산의 단위’라는 비트코인의

특성을 비트코인이 화폐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본다. 물론 ‘FATF’
가 2014년 발표한 ‘가상화폐의 정의 및 자금세탁/테러에의 자금조달에의 잠재적 위험
성평가에 관한보고서’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가상화폐는 디지털형식으로 가치를 표현
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데이터로써 복사하거나 이동할 수

269

270

암호화폐(Cryptocurrency) 관련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

있으며, 그것을 저장하는 매개체와는 상관없이 교환 매개체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
다. 그러나 법정화폐의 지위는 취득하지 못해 어떠한 정부당국에서도 이를 담보해
줄 수 없고 오직 사용자간의 협의를 통해 가치화, 교환매개체, 가격계산의 단위라는
세 가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134) 즉 가상화폐가 ‘교환 매개체’, ‘가격계산의 단위’,
‘가치화’라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용자간 협의에 따라 특정한

상황에서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하여 일부 학자들은 비트코
인이 법정화폐로써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할지언정 특정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화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예컨대 비트코인으로 상품, 서비스 거래를 진행할
때 소비자가 비트코인을 지불하는 행위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이고, 판매자가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비트코인을 직접 취득하고 해당 비트
코인의 구체적인 수량에 비례하는 법정화폐를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권한을 갖게 해주
는바 비트코인이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 대표적이다.135) 그러나
이러한 관점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판매자가 비트코인을 취득한 후 법정화
폐로 환전해야만 최종적으로 거래행위가 지향한 경제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판매자는 가격변동의 위험성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행위는 실질적
으로 ‘비트코인-상품 또는 서비스’의 물물교환의 형태를 취한 것이고 판매자 행위
역시 ‘상품 또는 서비스-비트코인-법정화폐’의 물물교환 및 비트코인 환전의 형태를
취한 것인바 비트코인의 지불도구로써의 기능이 화폐적 속성을 증명하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 화폐의 역할을 수행 하였다기보다는
일종의 ‘거래매개체인 상품’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반대론 관점4> 역시 ‘가치화’, ‘교환매개체’, ‘가격계산의 단위’라는 비트코인의 특

성을 비트코인이 화폐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위에
서 살펴본 동일한 논거로 해당 주장은 타당해보이지 않는다.
즉 종합하여 살펴보면 2013년의 ‘비트코인 위험방지에 관한 통지’에서 비트코인을
일종의 가상상품으로 인정한 것은 합리적이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환전할 수 있다

134) FATF Report, Virtual Currencies Key Definitions and Potential AML/CFT Risks, 2014,
http://www.fatf-gafi.org/media/fatf/documents/reports/Virtual-currency-key-definitionsand-potential-aml-cft-risks.pdf.
135) 해걸, 2017, 블록체인기술 하의 금융형법의 위험과 대응, 인민검찰(8):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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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전통적인 ‘환전불가능형 가상화폐’와는 구별되기에 일종의 ‘특정된’ 가상
상품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환전가능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비트코인은 오히려 화
폐가 아닌 금융상품 또는 투자도구로써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 예컨대 2012년경, 중국
국내에서 비트코인 헤지펀드들이 출현하였는데 ‘OKCoin’거래소는 500달러의 A주
(A-Share, 중국 내국인 전용 상장주식) 융자를 취득하였고 캐나다의 ‘Havelock
Investments’와 미국에서 등록한 ‘BitFunder’는 비트코인 주식거래소로 주식과 증권의

거래를 행하도록 하였다.136) 또한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ICO 융자방식은 투자자
가 현금 또는 비트코인으로 ICO 프로젝트에서 발행한 토큰을 구매하여 일정 비례의
프로젝트 이용권을 취득하고 발행인은 조달한 현금 또는 비트코인을 현금화하여 창업
의 기초자금으로 한다. 이처럼 ‘특정 가상상품’은 점점 금융상품 또는 투자도구로
변화되고 있어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5.3 구체적인 적용: 비트코인의 범죄위험성과 형법의 적용
5.3.1 증권, 선물류 범죄의 위험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한 지불도구로써 기능했던 비트코인이 오늘날 경제생
활 속에서 금융상품 또는 투자도구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분명 금융형법
의 일부 죄명에 대해 재조명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일부 학자들에 의해 2017년‘토큰발행 융자 위험 방지에 관한 공고’가 발표되기 전에
는 증권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증권개념의 외연을 넓히고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토큰거래 플랫폼을 증권감독과 관련된 법률체계에 포함시킴으로써 비트코인시장 참
여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이 금융형법의 증권 선물류 범죄조항에 의해 보호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137) 이처럼 된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전치법상의 관리
감독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증권, 선물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전치법과 형법 죄명 사이의
조화를 유지함으로써 금융관리 질서에 대한 위법행위정도가 형법을 적용해야 할 필요

136) 이위, 2015, 비트코인의 위험과 감독, 사회과학가(4):106-110.
137) 해걸, 장건, 2014, "중앙화제거 디지털지불시대의 경제형법의 선택”, 법학(8):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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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까지 야기되었을 경우 증권, 선물류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난
제를 완화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즉 불법으로 비트코인 금융파생상품의 내부거래
정보를 취득하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한 자는 내막거래죄(内幕交易罪)와
미공개정보를이용한거래죄(利用未公开信息交易罪) 해당한다. 자금, 정보 등의 우월성
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매매하거나, 결탁하여 매매하는 등 비트코인 거래시장 가격
이나 거래량을 조종하는 자는 증권, 선물시장 조종죄(操纵证券期货市场罪)에 해당한
다. 또한 국무원증권업감독관리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트코인 금융상품의
증권, 선물류 업무를 경영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엄중히 교란하는 토큰거래 플랫폼은
불법경영죄(非法经营罪)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2017년 ‘공고’가 발표됨에 따라 중국 국내의 토큰거래 플랫폼 업무가 전면적
으로 금지되었고, 이에 따라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증권, 선물류 범죄에 가담하게 될
위험성이 어느 정도는 예방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증권업계와 선
물업계에 새로운 도전들을 가져다줬으며 특히 중국 증권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금융상
품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것을 인식케 하였고, 오늘날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이
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음을 보여주었다.
향후, 금융혁신에 기반한 금융상품으로 야기될 수 있는 범죄의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증권법을 개정하여
그 금융상품의 범위를 넓혀 금융혁신적인 상품이 사회경제질서에 미칠 악영향을 효과
적으로 방지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질서 있는 다
원화된 투자환경을 조성해 주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신흥비트코인파생상품에 대해
증권법 제2조 제3항138)의 규정에 따라 위험감독규칙을 특별법으로써 제정하여 규제하
는 방법이다.

5.3.2 외환 영역에서의 범죄의 위험성
과거 일부 학자들은 비트코인의 화폐적 속성을 부정하면서 비트코인이 외환범죄행
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에는 외환범죄 조항이 적용될 수 없거나
138) 증권법 제2조 제3항 증권파생상품의 발행, 거래에 관한 관리방법 등은 국무원에서 위험감독규
칙을 따로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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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범죄조항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았다.139) 그러나 이와 같
은 주장은 행위대상과 행위방식의 구분을 혼돈한 것이다. 외환범죄행위의 대상은 외
환인데, 중국 외환관리조례 제3조에 따르면 외환은 외국의 화폐로 표시한 현금, 지불
증빙, 유가증권, 특별인출권 등을 포함하며 국제수불, 국제결산의 지불수단을 의미한
다. 나아가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외환관리감독을 피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을 서로 다른 법정화폐간 환전채널로 삼는 것인데, ‘인민폐-비트코인-외환’이라는 환
전방법을 거쳐 외환의 자유로운 매매와 자산의 초국가적 이전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즉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단지 도구로써의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 비트코인이 화폐
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현재 2017년 ‘토큰발행 융자 위험 방지에 관한 공고’이후 중국 국내 토큰거래플랫폼
은 폐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국내의 비트코인이 외국으로 이전되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예컨대 ‘훠비망(火币网)’거래소는 모든 회원들의 디지털 자산(BTC,
LTC, BCC, ETH, ETC)을 전부 자동적으로 ‘훠비국제전문포털(火币全球专业站)’140)

계좌로 이전시켰으며 이에 따라 회원들은 기존의 훠비망 계좌로 화폐국제전문포털에
등록하여 계좌 내의 자산을 조회할 수 있다.141) 즉 국내 회원들은 여전히 인민폐로
‘훠비국제전문포털’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동

플랫폼에‘Tether USD(약칭 USDT)’라는 토큰이 존재하는데 같은 수량의 미화와 등가관
계에 있다는 것이다. 1USDT는 1달러와 상응하며 회원들은 거래플랫폼에서 비트코인
으로 USDT를 환전할 수 있고 수시로 USDT를 1:1 환율로 USD와 환전 가능하다.142)
이는 곧 훠비국제전문포털에서는 2017년 공고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국내사람들이‘인
민폐-비트코인-USDT-미화’의 방법으로 외환을 매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이
다. 따라서 국내토큰플랫폼이 전면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폐쇄된 이후에도 중국사회에
는 여전히 비트코인 등 탈중앙화 디지털 자산을 이용하여 외환을 매매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139) 해걸, 2017, “블록체인기술 배경 하의 금융형법의 위험과 대응”, 인민검찰(8):63-66.
140) Huobi Global Ltd.는 세이셜공화국 관련 법령에 의해 세이결공화국에서 등록하여 설립한 회사
로 포탈 https://www.huobi.pro를 운영한다.
141) 훠비망, “훠비망 회원들의 디지털자산을 훠비국제전문포털에 이전시키는 것에 관한 공고”.
142) 훠비국제전문포털, “디지털 자산 소개”,
https://www.huobi.pro/zh-cn/assetintro/ (접속일: 2017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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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법 측면에서 볼 때,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외환을 매매하는 행위는 개인외환관
리법 제30조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불법외환매매행위를 구성하며, 외환관리조례 제
45조 규정에 따라 외환을 사사로이 매매하거나 위장매매하는 등 외환을 불법으로

매매하는 행위에 대해 외환관리기관에서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상당하고 경위가 엄중한 비트코인의 국제거래는 단순히 행정법적 처벌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형사법 측면에서 볼 때, 현행 형법규정으로는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외환을 매매하
는 행위를 규제할 수 없는데, 이는 현행 법률상의 외환 관련 죄목이 이러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현행법상 규정되어있는 외환도피죄(逃汇罪)는 기관
범죄(单位犯罪)로 그 범죄의 주체는 국유회사, 기업 또는 기타 국유기관인 바 개인이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외화를 도피하는 행위는 외환도피죄로 인정하기 힘들다. 또한
외환사기매매죄(骗购外汇罪)의 행위방식은 해관, 외환관리부서의 증명문서를 위조하
거나 날조하여 외환을 사기매매하는 방법과 해관, 외환관리부서의 증명문서를 반복적
으로 사용하여 외환을 사기매매하는 방법 등으로 나뉘며143),‘기타의 방식으로 외환을
사기매매한’이라는 일반조항으로 입법상 나타날 수 있는 공백을 메워주고 있다. 그러
나 외환사기 매매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상기의 두 가지 유형의 행위와 일치성을
지닌 행위만이 그 일반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바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외환을 구매
하는 행위는 일반조항의 ‘기타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144) 외환사기매매죄는 당사
자가 사기매매하는 행위를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사기’라 함은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사실을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위 증명문서를 이용하거나 반복적으
로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성을 띤 행위로 인정되지만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외환을
구매하는 행위는 상기 두 가지 행위와 동질성이 없다. 마지막으로 불법경영죄와 관련
하여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토큰거래플랫폼이 인가를 받지 않고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행위는 시장질서에 중대한 교란을 가져다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경영죄로 정하여
143) 외환사기매매죄 (1)해관에서 발급한 세관신고서, 수입증명, 외환관리부서의 인허가증명 등 증
빙과 서류를 위조하거나 날조한 경우 (2)해관에서 발급한 세관신고서, 수입증명, 외환관리부서
의 인허가증명 등 증빙과 서류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3)기타의 방식으로 외환을 사기매
매한 경우.
144) 진흥량, 2011, “형법의 명확성문제: 형법 제225조 제4호를 예로 들어 분석”, 중국법학 (4):
1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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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할 수 있다.145) 그러나 개인이 불법으로 외환을 매매하는 행위는 당사자에게 주관
적인 영리의 목적이 결여되었기에 경영행위로 인정할 수 없어 불법경영죄의 구성요건
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최근 사회경제발전에 따라 신기술을 이용하여 외환을 사기매매하는 행위 등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요한 점은 오늘날 이러한 범죄 행위를 행하는 자들의
경우 법률규정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도모하고 있기에 사실상 법조항에서 명시
하고 있는 사건은 극히 드물다.146) 즉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비트코인이 중국의
외환관리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현행 형법상의 죄명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중국형법은 외환영역에 있어서의 전치법보호권에 대한 배려가 미
흡한 바 비트코인이나 기타 금융혁신에 기반한 상품 등을 이용하여 외환을 매매하는
행위를 현행 형사법률체계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3.3 조세범죄의 위험성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둘러싼 조세범죄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비트코인에 대하여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을 조세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재산으
로 보고, 재산거래와 관련된 기본조세원칙이 가상화폐거래에도 적용되어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투자도구처럼 자본이득세를 납부
하여야만 한다.147) 이와 달리 중국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해 엄격한 감독관
리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비트코인의 화폐적 속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구,
지불기구 및 토큰거래플랫폼에서 비트코인과 법정화폐를 환전하는 업무를 전면 금지
하고 있으며 조세체계에도 자본이득세라는 세금 종류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인터
넷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한 중국 사회 내 비트코인 거래를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으며
향후 비트코인 거래는 장외거래(场外交易), 비밀거래(地下交易) 또는 해외거래로 전환
145) 유근동, 왕맹, 2013, “불법경영죄 중 외환불법매매에 대한 이해”, 중국인민공안대학학보(사회
과학판)(2):127-131.
146) 진진, 2017, “새로운 방식의 외환범죄 사법실무문제 연구”, 중국형사법잡지(4):110-130.
147) 북경아침신문, “미국 비트코인거래세 징수예정, 이를 화폐가 아닌 재산으로 인정함”,
http://news.cnr.cn/gjxw/qw/201403/t20140327_515168733.shtml (접속일: 2017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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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사회 내에는 여전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인해
초래되는 조세범죄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중국 형법 제3장 제6절에서는 탈세를 핵심으로 하는 조세피해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조세관리 관련 전치법 위반을 범죄 구성요건의 전제로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비트코인거래가 투자자위험자기부담원칙에 입각한 개인투자행위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하에서는 개인소득세법을 비트코인을 둘러싼 탈세범죄의 전치법으로써 살펴
보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비트코인은 자본채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정 가상 상품인바, 개인소득세법 제2조의 징수범위와 비교분석하여 볼 때 이와
관련된 개인소득세 품목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보유기간 중 자산증대를 징수대상
으로 하는 ‘금리, 주식배당, 주식이익배당’이고 다른 하나는 양도함에 따라 생겨난
재산수익을 징수대상으로 하는 ‘재산양도소득’이다.

1) 보유단계에서의 세금징수의 난점

개인소득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금리, 주식배당, 주식이익배당’은 중국 개인
소득세법의 징수대상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자산 보유기간에 있어서의 증식부분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물론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기간에 발생한
자산증식이 ‘금리, 주식배당, 주식이익배당’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존재
하지 않지만, 동 규정은 비트코인 보유단계에서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가져다주고 이와 동시에 직면할 수 있는 어려운 점이 무엇일지 알려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시장이 조세회피의 천국으로 불리는 이유는 조세관할지를 확
정짓기 어렵고, 비트코인 계좌가 익명성에 기반하기 때문이다.148) 중국 내 토큰거래
플랫폼 운영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이 두 부분이 비트코인을 둘러싼 세금징수의 커다
란 장애물이 되지는 못하였다. 즉 중국 국내 모든 토큰거래플랫폼 계좌를 통해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세금 관할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토큰거래플랫폼 계좌의 실명제
정착으로 비트코인 계좌 익명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토큰거래플
랫폼의 존재 자체가 비트코인을 둘러싼 세금징수의 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는

148) Omri Y. Marian, 2013, “Are cryptocurrencies super tax havens?”, Michigan Law Review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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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금리, 주식배당, 주식이익배당’은 원천징수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 징수의무자
가 대신 납세의무자의 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데 그 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금리, 주식배당, 주식이익배당을 지급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토큰거래플랫폼은
중국의 법정 징수의무자가 아닌바 플랫폼 계좌의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비트코인
보유기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지급할 권한이 없다. 또한 고객의 실명제
도가 확산되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소득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비트코인의 가격변동이 매우 심하고 비트코인과 인민폐 간의 고정적인
환율이 존재하지 않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세액을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비트코인 거래플랫폼은 단지 비트코인 자산을 보관하는데 이용하는데에서
그치고, 장외거래나 비밀거래로 자산증식이 충분히 가능한데 이는 누구든 인터넷에서
비트코인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하여 자신만의 비트코인 지갑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
이며 이러한 거래플랫폼 외의 계좌에 사실상 더 큰 조세범죄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즉 비트코인의 세계통용성에 의해 조세관할지의 확정이 애매할 수 있다. 투자자가
전자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는 그 조세관할지를
확정짓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납세주체를 확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비트
코인 지갑의 생성시 실명인증을 요하지 않는바 비트코인 이용자의 특성상 한 명이
여러 개의 계좌를 생성할 수도 있고 또 그 계좌 간에 연관관계도 전혀 없어 세무기관에
서 비트코인 지갑의 소유자 정보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된 이용자가 몇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게 되어 조세관리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 양도단계에서의 세금징수의 난점

개인소득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양도소득은 중국 내 개인소득세 징수대
상에 포함되며 이는 실질적으로 재산양도 시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
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 비트코인 간 교환, 비트코인과 법정화폐 간교환,
비트코인을 이용한 상품 및 서비스 구매 모두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바
비트코인 양도단계에서 취득한 수익도 세금납부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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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양도단계에서 비트코인을 둘러싼 세금을 징수하려고 해도 익명성으로 인해
매우 곤란하다. 또한 한 명의 이용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전자지갑 수량에
제한이 없는바 탈세자는 비트코인을 여러 개의 지갑에 저장해놓고 여러 번에 나눠서
거래함으로써 개인소득세의 납세기준보다 낮게 하거나 혹은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금액의 선에서만 거래를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나아가
인터넷상에서 임의의 두 주체 간 비트코인 거래가 모두 가능한데 이 때 거래와 관련된
사항이 블록체인에 다 보존된다 하더라도 거래금액과 거래 배후자의 신원정보, 이용
자의 지리적 위치 등은 파악이 불가능하며 비트코인 지갑 속에 누적된 이득과 구체적
인 납세자를 매칭할 수는 없어 세무기관에서 궁극적으로 세무관할지와 납세자를 확정
하는데 큰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그런데 설령 비트코인을 둘러싼 익명성 문제가 해결되어 비트코인 지갑의 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다고 하여도 조세징수에 있어서의 난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비트코인을 양도 함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정부에서 발행하는 화폐로 환전할 때만이
세금징수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비트코인만으로 진행한 거래(즉 법정화폐로
환전하지 않는 거래)는 모두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149)
이처럼 현재 개인소득세법의 규정을 고려해 보면, 당위성 측면에서 가상화폐세
징수의 필요성이 존재하나 실질적 측면에서는 기술적 난제에 부딪히고 있다. 현재
중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을 도모하고 있으
며 이러한 흐름에 기반하여 토큰거래플랫폼을 통한 가상화폐 환전과 거래업무를 전면
금지하였지만 가상화폐를 이용한 탈세의 위험성은 여전히 중국사회 내 존재하며 따라
서 중국이 향후 법정 디지털화폐의 발행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세관리법과 같은
전치법을 통해 디지털화폐의 발행과 유통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규범화함으로써
잠재적인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5.3.4 자금세탁범죄의 위험성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오늘날 자금세탁활동은 과거 자금세탁방식(예컨대, 화폐밀

149) Omri Y. Marian, 2013, “Are cryptocurrencies super tax havens?”, Michigan Law Review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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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나 금융기구, 비금융기구를 통한 방식)에서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방식으로 새
롭게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최근 자금세탁방법의 다양성은 수사·감독활동에
무형의 어려움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반자금세탁 법률체계의 미흡한 부분들
도 자금세탁범죄를 규율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발전은 자금세탁활동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였다. 물론 아직 비트코인
과 자금세탁범죄 간의 관련성에 대한 정확한 통계숫자는 없지만, 익명지불과 전 세계
에 낮은 원가로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특성은 범죄를 통해 얻은 불법소득을 이전하는
데에 비트코인을 수단으로 활용케하고 있다.150) 이에 따라 비트코인이 자금세탁위험
에 노출되고 범죄자들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인민은행 등 7개
부서에서는 2017년 9월 4일 ‘토큰 발행 융자위험방지에 관한 공고’를 연합 발표하여
토큰거래플랫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는데, 이로 인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
용하여 자금세탁을 하는 경로가 일부 차단되었다. 현재 국내의 각 대형거래플랫폼이
운영종료를 선포하였지만, 더 나아가 가상화폐 자금세탁의 시각에서 중국의 반자금세
탁 감독체계를 재검토하고 가상화폐 자금세탁위험 방지 대응책을 모색하여, 미래의
디지털 화폐시대에 반자금세탁에 효과적인 이론을 제공하려는 노력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자금세탁죄의 범죄구성의 난점

중국의 현행 자금세탁 방지 법률체계는 자금세탁 방지법에 따른 행정적 규제를
전치법으로 하고 있으며, 형법은 제191조에서 자금세탁죄를 규정하고 있다. 자금세탁
범죄를 처벌하는 것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는 자금세탁의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할 뿐만 아니라 위법한 자금을 원시적으로 차단하거나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6년 한 해동안 전국인민법원 1심에서 형법 제191조 자금세탁죄를 근거
로 판결 한 사건은 총 28건에 지나지 않았고, 해당 판결과 관련된 범죄자도 17명뿐이라
는 점151)을 고려하면, 실제로 사법실무에서 자금세탁죄를 근거로 처벌받는 사건의
150) 해걸, 2017, “블록체인기술 배경 하의 금융형법의 위험과 대응”, 인민검찰(8):63-66.
151) 중국인민은행, 2016년 전국반자금세탁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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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법 실무에서 자금세탁죄의 낮은 적용률과
상위범죄의 높은 사건발생율이라는 모순되는 현황에 대응하여, 자금세탁죄의 범죄구
성요건을 재조명하고 자금세탁죄의 적용률이 낮은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A. 범죄대상과 관련하여

중국 형법 제1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금세탁죄는 ‘협의의 자금세탁’입장을 취하
고 있는데, 이 경우 자금세탁죄의 범죄대상은 마약범죄, 조직폭력성격의 범죄, 테러활
동범죄, 밀수범죄, 횡령뇌물범죄, 금융관리질서 파괴범죄와 금융사기범죄 등 7개 종류
의 범죄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소득 및 그 수익으로 한정된다. 일부 학자는 자금세탁죄
의 전제가 되는 범죄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한정한 것이 자금세탁죄의 낮은 적용률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아, 자금세탁죄의 범죄대상을 확대시켜 실무 중의 자금세탁죄
적용률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152)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자금세탁
죄의 적용률이 낮다고 하여 기타 자금세탁활동에 적용할 법률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
라는 것이다. 중국인민은행이 2016년도 ‘반자금세탁업무보고’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
르면, 전국 인민법원 1심에서 종결한 사건 중 형법 제312조 ‘범죄소득, 범죄소득수익
은닉, 은폐죄’로 판결한 사건은 5,226건이었고, 해당 판결과 관련된 범죄자는 9,249인
이었다. 그리고 형법 제349조 ‘마약, 마약판매대금 은닉, 이전, 은폐죄’로 판결한 사건
은 55건이었고, 해당 판결과 관련된 범죄자는 101인이었다.153) 즉 중국 형법 제191조
가 자금세탁죄의 전제가 되는 범죄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만, 실무상 자금세탁활동
을 형법 제312조와 제349조 등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자금세탁활동
의 규제에 공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 범죄의 차이는
해당 범죄가 침해하는 대상(범죄의 객체)으로 구별될 수 있다. 형법 제191조에 규정된
범죄의 침해 객체는 금융관리 질서이고, 형법 제312조에 규정된 범죄의 침해 객체는
사법활동의 정상진행이며, 형법 제349조에 규정된 범죄의 침해 객체는 마약규제 질서

http://www.pbc.gov.cn/fanxiqianju/135153/135282/3426896/2017112716371532560.pdf.
152) 유위려, 2017, “인터넷 금융환경 하의 우리나라 자금세탁범죄의 처벌과 예방”, 법학잡지
(8):101-108.
153) 중국인민은행, 2016년 전국반자금세탁 업무보고서,
http://www.pbc.gov.cn/fanxiqianju/135153/135282/3426896/20171127163715325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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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렇게 다른 침해 객체를 가진 세 개의 범죄는 재물에 대한 전통적인 범죄이다.
따라서 자금세탁범죄의 적용률만을 추구하느라 형법의 전체 죄목체계의 논리를 무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대해 자금세탁행위의 금액은 일반적인 범죄소득죄, 범죄소득
수익은닉죄, 은폐죄의 금액보다 높기 때문에, 자금세탁행위가 사회에 끼치는 위해성
을 다른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또한 법정형과
관련하여 자금세탁죄의 법정형은 범죄소득죄, 범죄소득수익은닉죄, 은폐죄보다 높은
바 자금세탁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나날이 규모가 커지는 자금세
탁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즉 범죄소득죄, 범죄소득수익은닉죄,
은폐죄만으로는 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이론적으로 타당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최고인민법원 ‘자금세탁
범죄 등의 형사사건에의 적용 시 법률문제에 관한 해석’(법석[2009]15호) 제3조에서는
‘범죄소득 및 그에 따른 수익인 줄 알면서 이를 감추거나 은폐한 경우, 형법 제312조에

서 규정한 죄에도 해당되고, 제191조 또는 제349조에서 규정한 죄에도 해당되는 경우
그중 중한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특정사건 상황에
근거하여 침해된 범죄객체에 따라 합리적으로 죄명을 정하고, 죄가 경합하는 경우에
는 더 중한 죄로 처벌하여 죄와 형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볼 때 형법의 자금세탁죄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무조건적으로 확대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이다.

B. 범죄객체(또는 법익)와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년 중국 사법실무에서 ‘자금세탁죄’로 판결하는 사건은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자금세탁활동은 형법 제312조 범죄소득을 감추고 은폐한 죄
등으로 처벌받는다. 즉 자금세탁활동과 관련하여 금융관리질서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혹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또는 범죄소득을 추징한다는 이유 등으
로 처벌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자금세탁죄’를 재분류하여야 한다고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 즉 이를 형법 제6장 제2절의 ‘사법방해죄’와 결합시켜 재분류해야한다는 것이
다. 이 견해에 따르면 비교법적 관점에 입각하여 독일형법상의 자금세탁죄의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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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각 죄명이 보호하는 법익의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법권
운영의 보호를 핵심으로 한다는 것이다. 대만 학계 내에서도 자금세탁활동이 사법권
의 운영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자금세탁방지죄가 보호하여야 하는 법익의 범위가
사법권의 운영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54) 또한 이 견해에 따르면
오늘날의 새로운 자금세탁활동은 부동산투자, 보석·쥬얼리 구매, 채권채무관계 허위
구성, 수입 허위보고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며 이러한 행위들은 금융기
구들의 관리활동범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없으나 사법기관에서 범죄를 규명하는
데는 커다란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본다.155) 따라서 사법권의 정상적인 행사가 형법
제191조 자금세탁죄가 보호하여야 하는 주요법익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거의 합리성에 대해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을 실시한 이후 마약범죄, 밀수범죄와 조직폭력성격의 조직범죄가 만연하게 되었고
자금세탁활동과 관련하여서도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진화해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특히 범죄자가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나아가
각종 자금세탁활동이 중국금융관리질서와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을 교란시키고
파괴한바 1997년 개정형법 제191조에 자금세탁죄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자금
세탁죄 신설 배경에 입각하여 해석해보면 오히려 자금세탁죄의 보호의 주요객체는
범죄소득은닉 및 은폐죄와는 별도로 형법 제3장 제4절의‘금융관리질서파괴죄’와 유사
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기의 견해는‘금융관리질서파괴’를 ‘금융기구의 관리
질서 파괴’로 축소해 이해하여 금융의 본질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이란
가치 및 이익의 실현을 위한 자금의 조달, 투자, 융자 등의 경제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를 넓게 이해하면 단순히 금융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정부의 재정,
유사업종기업의 행위, 개인의 재테크 등도 금융활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156)
중국의 개혁·개방 배경과 결부하여 살펴보면‘금융관리질서파괴’를 축소하여 이해한다
면 중국 경제건설의 시대적 배경과 맞지 않을 뿐더러 인위적으로 자금세탁죄의 규제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 되어 자금세탁죄의 보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되기에 합리적
154) 이승걸, 2004, 자금세탁범죄의 형법상 고찰, 월단법학잡지(12):44-55.
155) 유위려, 2017,“인터넷 금융환경 하에서의 중국 내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 법학잡
지(8):101-108.
156) 위키피디아, “금융이란?”, https://zh.wikipedia.org/wiki/%E9%87%91%E8%9E%8D (접속일:
2017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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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못한 것이다. 최고인민법원 ‘자금세탁범죄 등의 형사사건에의 적용 시 법률문제
에 관한 해석’(법석[2009]15호) 제2조에서도 ‘광의의 금융’이란 전당, 임대, 매매, 투자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거나 쇼핑몰, 식당, 오락장소 등 현금밀집형 장소를 이용
하여 경영수익과 불법자금을 혼합하여 거래의 허위구성, 채무관계 허위설정, 허위담
보, 수입 허위보고 등 방식으로 범죄수익에 합법적 명목을 주는 등의 경우 모두 형법
제191조 자금세탁죄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기타 방식으로 범죄소득 또는 범죄소득
수익의 출처와 성격을 감추거나 숨긴 행위’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형법 제191조에서 ‘협의의 자금세탁’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사법실무에서 자금세탁행위를 방임하는 뜻은 결코 아닐 것이다. 서로 다른 죄목이
서로 상이한 형사보호 범위를 담당하고 있는바, 제4장에서 살펴본 비트코인을 둘러싼
자금세탁과 관련된 판례와 같이 범죄행위가 구체적으로 침해한 객체유형에 따라 죄명
을 결정해야하며 현행 형법 체계에서 자금세탁죄의 위치를 변경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C. 범죄주체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자금세탁죄가 적용된 사례는 극히 드문데, 이는 대부분의 자금세탁행위가
범죄소득 은닉으로 귀결되기도 하고, 아울러 자금세탁의 전제범죄의 구성요건으로만
기소하기 때문이다. 중국법상 자금세탁범죄의 행위주체에는 자금세탁 전제범죄의 행
위주체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전제범죄의 정범이 실행한 자금세탁활동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평가되며, 이 자금세탁 행위는 단독으로 자금세탁죄를 구성하지 않고 단
지 전제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평가하게 된다. 제4장에 열거한 비트코인을 이용하
여 자금을 세탁한 사건의 경우 법원은 대부분 전제범죄의 실행범 본인 또는 그 공범이
사후에 실행한 범죄활동에 대하여 모두 그 전제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뿐, 자금세탁범죄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법상 자금세탁죄는 계좌를 제공하
거나 재산을 현금, 어음, 유가증권으로 전환하는데 협조하였거나 계좌이체 또는 다른
결산방식으로 자금이전을 협조하였거나 해외송금 등 범죄소득 및 그 수익의 출처와
성격을 감추고 은폐하는데 협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불법자금을
세탁하는데 ‘제공’ 또는 ‘협조’한 행위로 제3자만이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바 전제범죄
의 정범 본인과 공범은 행위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 전제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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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자금세탁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불가벌적 사후행위’원칙의
적용은 사후행위가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자금
세탁행위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법상 자금세탁죄가 침해
하는 법익은 주로 국가의 금융관리질서이므로, 자금세탁의 전제범죄와 구성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보호법익도 다르다. 또한 자금세탁죄와 그 전제범죄의 범죄목적도
서로 달라 자금세탁죄와 전제범죄는 실무상 반드시 ‘흡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157) 또한 FATF 평가단은 중국이 전제범죄의 주체를 자금세탁죄의 행위주체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자금세탁활동을 규제하는데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예
를 들어 외국에서 전제범죄를 범한 자가 중국에서 자금세탁행위를 할 경우 중국 자금
세탁죄의 구성요건이 전제범죄의 정범을 포함하지 않아 중국 사법기관은 이 자금세탁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며, 이는 바로 법집행기관이 중국 국내에서 발생한 이와
같은 자금세탁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는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위하효과가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158)

2) 전치법 반자금세탁 감독체계의 난점

현재 중국 금융기구의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숙한 반자금세탁감독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비금융기구의 반자금세탁감독관리체계는 미비하다.

A. FATF의 비금융기구 반자금세탁 감독 의무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국제반자금세탁표준을 재정하는 곳으로 2001년부
터 비금융기구의 반자금세탁에 대한 감독을 시작하였다. 2001년 FATF가 테러융자활
동을 대상으로 제정한 ‘8개의 특별권고사항’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비금융기구의
반자금세탁 감독제도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권고사항 6의 경우 대체송금시
감독을 받아야한다는 내용인데, 자금 또는 가치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157) 진제, 장익 등, 2013,“세계화 시각 하의 중국 자금세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중국서적
출판서:28.
158) 조군, 2004,“자금세탁죄 전제범죄에 관한 문제를 논함: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과의 조화”, 법학평론(4):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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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허가 또는 등록제도에 기반한 절차를 마련해야하고 나아가 금융기구와 동일한
반자금세탁표준을 이행해야한다는 것이다.159)
이 후 FATF는 2003년 ‘40개 권고사항’에 대해 재개정을 도모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권고사항 12와 권고사항 16에서‘고객확인 및 기록보관제도’와‘의심거래보고제도’를
규정하여 카지노운영자, 부동산 매매업자, 귀금속 또는 보석거래자, 변호사, 공증인,
기타 법률업계 종사자, 회계사 등으로 하여금 고객확인의무와 기록보관의무 등을 확
실히 이행토록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의심거래 보고업무도 의무화 하였다.160)
나아가 2012년 6월에는 최초로‘40개 권고사항’에‘화폐 또는 가치 이전 서비스
(Money or Value Transfer Service 이하 MVTS)’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반자금

세탁감독의무를 부과하였다. FATF에 따르면 MVTS란 거래 당사자 중 한명이 현금,
수표, 기타의 화폐도구를 통신, 정보 또는 자금전산망을 통해 다른 당사자에게 상응하
는 금액의 현금 또는 기타 형식의 가치단위를 지불하는 것이다.161) 즉 토큰거래플랫폼
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지불업무는 MVTS의 정의에 부합되는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 일종의 특 가상 상품이기는 하지만, 법정화폐로 환전이 가능한 것으로써 온라인을
통해 거래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권고사항 14에서는 모든
MVTS이해관계자들은 주무부서의 허가를 받고, 등록증을 교부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MVTS의 제공자에게
완전한 대리상 리스트를 작성하고 보관하여 검사에 대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모든 MVTS 이해관계자들이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받아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MVTS이해관계자들이 금융기구와 유사한 지불업무를 진행할 시 고객확인의무, 의심

거래 보고, 거래자료 보관 등 반자금세탁과 관련된 내부통제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
하는 것이다.162)
159) FATF, 2001, “IX Special Recommendations”,
http://www.fatf-gafi.org/media/fatf/documents/reports/FATF%20Standards%20-%20IX%20
Special%20Recommendations%20and%20IN%20rc.pdf.
160) FATF, 2012, “40 Recommendations”,
http://www.fatf-gafi.org/media/fatf/documents/FATF%20Standards%20-%2040%20Recomm
endations%20rc.pdf.
161) 펑국평, 2012, “비금융기구 반자금세탁 감독에 관한 고찰”, 지불결산(5):50-60.
162) FATF, 2012, “40 Recommendations”,
http://www.fatf-gafi.org/media/fatf/documents/recommendations/pdfs/FATF%20Recomme
ndations%2020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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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중국정부의 비금융기구 반자금세탁 감독 의무화

중국의 반자금세탁법은 2007년부터 시행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구의 자금
세탁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정 비금융기구의 반자금세탁의무에 대해서는 동
법 제3조에서 상징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163) 제35조에서 특정 비금융기구의 구체
적인 반자금세탁의무와 감독방법은 국무원 반자금세탁행정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제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64)
이에 따라 이후 ‘특정 비금융기구’의 범위와 구체적인 반자금세탁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일부 학자는 중국에서 비금융기구 반자금세탁 감독에
대한 입법공백으로 인해 정책이 추상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지며 규제력에 제한을 받는
다고 주장하며 가시화된 법률개정으로 온라인 지불기구 등 비금융기구를 감독범위에
포함시켜 비금융기구 온라인 지불 반자금세탁 감독의 상위법 결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65) 또한 일부 학자들은 중국이 FATF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전문적인
비금융기구 반자금세탁 법률규정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입법의
방향성은 특정 비금융기구(예컨대 토큰거래 플랫폼)를 대상으로 맞춤형 반자금세탁
운영매뉴얼과 시행규칙을 규정하여 자금세탁 위험을 방지해야한다고 본다.166)
물론 비금융기구는 다양한 업무의 종류, 복잡한 조직 상황 등 매우 동태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바 이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자칫 빈번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법률안정성에 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미 중국정부는 비금융기구에 대한 반자금세탁감독을 꾸준히 시도해오고
있다.
2009년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자금청산센터 반자금세탁과 반테러융자 지침’과
‘지불청산조직 반자금세탁과 반테러융자 지침’은 반자금세탁업무를 진행하는데 정책

163) 반자금세탁법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 설립한 금융기구 및 반자금세탁의무를 이행해
야 할 특정 비금융기구는 사용자신원확인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객신원자료와 거래기록을
보존하며, 거액거래 등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는 제도를 규정해야 한다.
164) 반자금세탁법 제35조 반자금세탁의무가 있는 특정 비금융기구의 범위 및 반자금세탁의무의
이행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은 국무원 반자금세탁 행정주무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에서
협의하여 제정한다.
165) 연해, 동쐉, 2013, “비금융기구 온라인지불의 반자금세탁 감독관리 에대하여 논함”, 화폐시론
(7):25-28.
166) 장효욱, 2014, “비트코인을 둘러싼 반자금세탁에 대한 관리감독 연구”, 금융법원(2):199-217.

부록

적인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으며 2012년 발표한 ‘지불기구대상 반자금세탁 및 반테러
융자 관리방법’은 이러한 반자금세탁업무의 대상의 범위를 최초로 비금융기구로 넓혔
다. 이후 이러한 흐름에 기반하여 중국정부가 주도하는 비금융기구대상 반자금세탁관
리감독정책은 크게는 허가 및 반자금세탁관리의무화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2010년 발표된 ‘비금융기구 지불서비스 관리방법’에 기반하여 허가제도가 설립
되었는데 온라인 지불, 선불카드의 발급과 접수, 은행카드 전표매입업무 등 지불업무
를 담당하는 비금융기구는 중국인민은행에 ‘지불업무허가증’을 신청해야하고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그러한 지불업무에 종사하거나 변칙적으로 종사해서는 안 된다. 또한
2012년 발표된 ‘지불기구 반세탁과 반테러융자 관리방법’에 기반하여 반자금세탁관리

의무화제도가 설립되었는데 ‘지불업무허가증’을 취득한 비금융기구에서 고객확인의
무, 고객신원자료와 거래기록 보관, 의심거래 보고 등 일반적인 반자금세탁업무 도모
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의무화 규정은 비금융기구와 금융기구 사이에
차이가 분명 존재하며, 비금융기구 내부의 각 업무라인 간에도 업무방식, 조직구조,
고객특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는바 차별화하여 제정하였다. 예컨대 업무의 종
류, 거래금액, 위험등급 등에 따라 차별화된 고객신원확인조치를 취하며 소액지불·저
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고객신원확인조치과정을 간소화하여 인적자원의 최적화된 운
용을 가능케 하고 있고 금융기구 대상 고액거래 및 의심거래 기준과 달리 비금융기구
에서는 각각의 고객특성, 거래특성 등 해당 기구의 업무실정에 적합한 의심거래 기준
을 설정케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테러융자 또는 기타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으
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심거래 보고서를 제출케함으로써 비금융기구 의심거래보고
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의심거래보고를 배제하고 있다.167)
비금융기구를 대상으로 한 반자금세탁 규제는 중국의 경우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분명한 점은 토큰거래플랫폼에 대한 전면 규제정책 등을 통해 중국정부가
비금융기구를 대상으로 반자금세탁 관리감독을 매우 적극적으로 도모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인민은행 각 지역의 지점은 2017년 ‘Huobi’, ‘OKCoin’, ‘BTC China’,
‘BtcTrade’, ‘Haobtc’, ‘Yunbi’, ‘Yuanbao’, ‘BTC100’, ‘Jubi’, ‘Bitbays’, ‘Dahonghuo’ 등

중국 내 토큰거래플랫폼을 대상으로 하여 거래소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현장검사 등을
167) 펑국평, 2012, “비금융지불업계의 반자금세탁 감독에 관한 고찰”,지불결산(5):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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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함과 동시에 플랫폼 자체적으로 운영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드백할 것을 요구
함으로써 토큰거래플랫폼의 자금세탁 위험성을 방지하였다.
앞으로도 중국정부는 특정비금융기구의 반자금세탁과 관련된 관리감독방안을 적
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다만 이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 일반화된 원칙에 입각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각각의 비금융기구의 운영상황, 특징 등에 적합하게 차별화된 반자금세탁방지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나아가 서로 다른 비금융기구간 협력을 도모하여 자금세탁위
험이 기구 간에 이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둘째로, 비금융기구의 반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국제협력을 적극 강화하고 비교법적 관점에서 선진적인 대응방안을 적극 받아들
여 실체법, 절차법측면에서의 이론지식교류와 실무측면에서의 전문적 기술 교류를
도모해 보다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전치법 영역에서 ‘특정 비금융기구’라는 주체의 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반자금세탁의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반자금세탁의무를 이행하
지 않거나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한 비금융기구에 대해 엄벌함으로써 그 법적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형법적 측면으로는 죄형법정주의 하에
서 비금융기구의 자금세탁죄를 마련해둠과 동시에 필요성의 원칙 하에서 비금융기구
의 혁신을 보장해주는 여지를 마련해둬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보호체계를 구축
하여 고객신원정보와 거래기록 등이 쉽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즉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비금융기구를 감독함에 있어서 국민 개인 사생활 보호지점과 부딪
히는 지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 사생활보호의 필요성과 반자금세탁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의 균형을 유지해야하는 것이다. 예컨대 감독기관이 거래소의 고객 관
련 정보를 조회할 때는 법정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C. 법정디지털화폐에 대한 반자금세탁 감독체계 구축

중국이 향후 실물화폐와 비트코인 등의 디지털화폐의 공존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입법적 측면에서 디지털화폐를 인민폐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인민폐 관리조례
제2조를 개정하여 디지털화폐란 인민폐의 또 다른 표현의 형식으로써 지폐 및 동전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인민은행법 규정에 따

부록

라 중국인민은행은 인민폐의 발행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법정디지털화폐도 인민폐에
속하는바 그 발행권은 당연히 중국인민은행에서 보유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중국인
민은행은 법정 디지털화폐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고 디지털 화폐의 미래 발전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디지털화폐의
기술적 특성에 기초해 전통적인 고객확인, 고액거래와 의심거래 보고, 고객 신원정보
와 거래기록 보관제도에 기반하여 디지털화폐에 적합한 반자금세탁감독제도를 새롭
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영상자료로 동영상에 기반하여 고객신분확
인을 하고, 신분증 이미지 업로드를 통해 비교, 확인함으로써 디지털화폐를 둘러싼
자금세탁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정디지털화폐의 유통은 반드시 금융
기구와 비금융기구가 함께 연관성을 갖게 되는데 디지털화폐 지불결산을 하는 비금융
기구에 대해서는 엄격한 시장진입제도를 실행하여야 하고, 특히 금융기구와 비금융기
구간의 정보공유플랫폼을 구축하여 양자 간 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함께 반자금세탁
예방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반자금세탁감독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여 금융기구가 비금융기구의 디지털화폐 반자금세탁감독제도 정착에
있어서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시기적절할 때 디지털
화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제6장 결론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폭등과 영향력의 확대로 범죄자나 범죄조직이 비트코인을
마약범죄, 테러범죄, 자금세탁, 외환범죄, 세무범죄, 융자범죄, 다단계범죄, 재산범죄
에 악용할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가상화폐를 둘러싸고 단편적으로‘가상재
산을 형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 비트코인이 다양한 범죄와 연관되어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바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예방은 전치법(前置法) 측
면에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위험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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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현재의 중국 형법 체계를 수정하여 비트코인과 관련된 위법행위가 형법상
범죄로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형사정책상 비트코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먼저 비트코인과 유사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을
비교분석하여 비트코인을 환전가능한 암호화폐라고 정의내린 후, 중국의 비트코인을
둘러싼 정책을‘맹아기-탐색기- 발전기’로 나누어 소개, 분석하였다. 또한 이어서 비트코
인을 둘러싼 범죄를 ‘대상형 범죄’와 ‘수단형 범죄’로 분류해 대표적인 판례를 분석하고,
각 법원이 위와 같은 범죄를 다룰 때 나타내는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비트코인의 법적성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후의 논의가 전혀 달라지는바 그 성질에
대해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깊이 논의하였으며, 현재 중국 법체계에서 비트
코인을 악용한 탈세 및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정보사회에서 가상화폐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연구가 시급함을 강조하
였다. 나아가 중국의 자금세탁관리 체계의 보완점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 내‘전치법정성과 형사법정량의 결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현재 국제사회의 흐름에서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다함께 모색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는 중앙관리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바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해 가상화폐가 범죄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168)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인터넷상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화폐인바
법적 위험성도 국경을 초월해 존재한다. 비트코인을 구매·거래하는 사람들은 재산범
죄와 금융범죄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붕괴되거나
국가의 실체경제나 금융시장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비트코인이 세계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신속히 진단하여 입법, 사법,
법집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에 기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흐름은 궁극적으로 세계경제와 기술혁신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168) 위커핌, 이회빈 역, 2003, 글로벌트렌드 관리이론: 글로벌트렌드와 공민사회, 광서사범대학 출판사: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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