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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FATF의 동향

1. 가상자산에 대한 FATF의 입장

• ’14 7월 가상화폐 보고서(Virtual Currencies: Key Definitions and Potential AML/CFT Risks) 발간

• ’15 6월 가상화폐 관련 지침서(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irtual Currencies)

• ’18 10월 권고사항(Recommendation 15) 및 Glossary 개정

• ’19 2월 가상자산 관련 공개성명서(Public Statement) 채택

• ’19 6월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Interpretive Note) 및 지침서(Guidance)의 확정, 공개성명서(Public 
Statement) 채택

• ’20 6월 G20 제출 스테이블코인의 AML/CFT분야 영향에 대한 보고서(FATF Report to the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on So-called Stablecoins) 작성

• ’20 6월 가상자산 관련 FATF 기준 마련 이후 12개월 간 각 국의 이행현황 점검

• ’21 2월 ‘19 6월 발간된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지침서 개정 및 공개 전환 논의

• ’21 6월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 개정 최종안 채택 예정



I. FATF의 동향

‘19.6 가상자산 관련 주석
서 및 지침서의 확정

‘21.2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
개정 논의

‘20.6 G20제출 스테이블코인의
AML/CFT 분야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각 국의 이행현황 점검

‘18.10 권고사항
(Recommendation 15) 및

Glossary 개정



I. FATF의 동향

2. 2019. 6. 21.자 주석서(Interpretive Note to R.15) 및 지침서(Guidance) 확정

• ’19 6월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Interpretive Note)와 지침서(Guidance)를 확정하고 공개성명서(Public 
Statement)를 채택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상세 범위 및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규정

➢ ‘18.10월 FATF 권고사항(Recommendation.15)을 채택한 FATF 총회 결정의 후속조치

• ’19. 6. 21. 주석서는 가입국들에게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에게 FATF 권고안을 적용하도록
명시함

1.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the FATF Recommendations, countries should consider virtual 
assets as “property,” “proceeds,” “funds,” “funds or other assets,” or other “corresponding 
value”. Countries should apply the relevant measures under the FATF Recommendations to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VASPs).



I. FATF의 동향

3. 2019. 6. 주석서(Interpretive Note to R.15) 및 지침서(Guidance) 의 주요내용

• 인허가(license) 또는 신고ㆍ등록(register)

➢ 가상자산사업자는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을 의무화함.

➢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허가 등은 불인정

•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ㆍ감독(regulation and supervision)

➢ 감독당국에 의해 감독되어야 하고, 감독당국은 효과적인 감독수단을 보유해야 함

➢ 감독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위반시, 등록허가신고를 취소제한중지시킬 수 권한을 포함하여 다양한 징계 및
재정제재를 부과할 권한 보유 필요

➢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금지에 위반한 경우, 효과적비례적억제적 제재를 부과할 권한 필요

• 예방조치(preventive measures) 이행의무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 고객확인의무(CDD), 의심거래보고(STR) 등



I. FATF의 동향

4. 2020. 6.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FATF Report to the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on So-called Stablecoins) 작성 및 FATF 기준 각 국의 이행현황 점검

• FATF는 G20 요청(’19 10월)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분

야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 보고서는 스테이블 코인 및 그 서비스제공자에도 가상자산 관련 FATF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스테

이블 코인으로 인한 기존 FATF 기준의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결론

• FATF는 가상자산 관련 FATF 지침서 제정(‘19.6월) 이후 12개월 간 회원국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행

현황을 점검

• 점검결과, 회원국의 법제 도입 및 민간의 트레블룰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등 현황에 비추어 볼 때 민·

관 모두 발전이 있었고, 현재 시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



I. FATF의 동향

5. 2021. 2.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 개정 논의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등록에 관한 사항, 개인간 거래의 위험성,

트레블룰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개정 논의 및 ’21 3월 중 공개논의로 전환

• ’21 4월 공개논의 완료 및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 개정 최종안 ’21 6월 총회에서 채택 예정

• 두 번째 「가상자산 관련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과 조사방안 합의 도출

• 개정된 국제기준 이행 현황과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의무 준수 여부 등의 내용을 담은 12개월 이행점검보

고서를 ’21 6월 발간 예정



II. 각 국의 규제 동향

1. 미국

기관 또는 법률 규제 내용

미국 통일법위원회,

가상통화업에 관한 통일규제법

(2017)

- 가상화폐 사업활동 규제

- 라이센스 및 등록 의무 규정

- 자금세탁방지규정 준수, 기록보관 및 공개의무

- 로드아일랜드주, 이 법안 채택 2020. 1. 1. 부터 효력발생.

미국 금융범죄단속반(FinCEN),

가이드라인(2019)

Bank Secrecy Act(BSA)

- 가상화폐 관련 기업과 개인, 플랫폼을 BSA에 따른 자금송금업자

(Money Transmitter)로 간주

- BSA 상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규정(의심거래보고, 거래보고

서제출 , 기록 유지 등 의무 등) 준수

뉴욕주, Bit Licence 의무화

(2015)

- 가상화폐 사업행위(Virtual Currency Business Activity)을 하는

사업자 규제

- 라이센스 의무 규정

- 고객 보호, 자금세탁 방지,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규정

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률 또는 관련기관 현황



II. 각 국의 규제 동향

1. 미국

• FinCEN, 입법예고(2020.12. 23.)

➢ 가상자산거래소가 개인지갑으로 하루에 USD 3,000 이상 전송할 경우, 고객

(송금인)의 신원 확인 후 전송기록 저장해야 함

➢ 고객의 24시간 내 거래액이 합계 USD 10,000 이상인 경우, FinCEN에 거래내

역과 거래자 개인정보 보고할 의무

• FinCEN, 고시(2020. 12. 31.)

➢ 은행비밀법(BSA)개정,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대상에 가상화폐 추가계획

➢ 미국인은 외국 금융계좌에 화폐 등 총 USD 10,000 이상의 자산 보유 시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하는데 현행법 상 가상화폐는 신고대상에 미포함



II. 각 국의 규제 동향

1. 미국

• 미국 통화감독청(COO), 의견서(2021. 1. 4.)

➢ 연방은행과 연방저축협회는 허가된 결제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독자적인 노드

검증 네트워크를 가동할 수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활동에 활용할 수 있

음

➢ 은행들은 고객의 결제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

음

➢ 지급인은 미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하여 수취인에게 이체할 수 있고,

수취인은 이체 받은 스테이블 코인을 미 달러로 전환함



II. 각 국의 규제 동향

2. 유럽연합(EU)
• 유럽연합(EU), 제5차 자금세탁방지 지침(5th EU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 2020. 1. 10. 발효)

➢ 불투명한 구조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지원 방지를 위해 법인

실소유자에 대한 투명성 개선

➢ 유럽 금융 규제기관의 은행 정보 접근성 향상

➢ 암호화폐와 선불 상품 익명 사용과 관련된 테러자금지원 리스크 완화

➢ 자금세탁 감독기구 및 유럽중앙은행 간 공조 및 정보 교류 개선

➢ 고위험 국가 평가 기준 확대 및 금융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적용

➢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에게 고객확인의무 및 자금세탁방지규정 준수

➢ 2020년 1월까지 자국법 마련 의무 부여

• 유럽의회, 디지털 금융 및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 보고서 발표(2020. 9.)

➢ 가상자산 유형과 적용 규칙을 정확히 판단 가능한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

➢ EU는 4년 이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제도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정을

도입할 예정



II. 각 국의 규제 동향

3. 몰타

• 몰타 가상자산 관련 법률

➢ 가상금융자산법(VFAA: Virtual Financial Asset Act)

➢ 몰타 디지털 혁신 기구법(MDIAA: Malta Digital Innovation Authority Act),

➢ 혁신기술방식과 서비스 법(ITASA: Innovative Technology Arrangement and

Services Act)

• 가상금융자산법(VFAA: Virtual Financial Asset Act, 2018. 11. 1. 시행)

➢ 분류: 전자화폐(E-Money), 금융상품(FI), 가상토큰(VT), 가상금융자산(VFA)

가상자산은 가상금융자산(VFA)으로 분류

➢ 가상금융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라이센스 취득의무: VFA Agent 선임,  FIT 

수행, 백서 등록, 그 외(시스템 감사인, 감사, 자금세탁방지책임자, 자금관리인

등 선임)

➢ VFAR 제8조 : 라이센스 분류 Class 1, 2, 3, 4

➢ VFA Rulebook FAQs:  5TH EU AMLD와 달리 VFA와 VFA간 교환을 하는

거래소에도 AML의무 부과



II. 각 국의 규제 동향

4. 프랑스

• 프랑스 가상자산 관련 법률

➢ PACTE(기업성장변환에 관한 법)중 MFC(통화금융법), MFC Decree(시행령)

➢ AMF Notice on AML/CFT Regulation(DASP에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테러

자금조달방지 규제)

➢ AMF(GR), AMF Instruction DOC 2019-23, 2019-24

• DASP(Digital Asset Service Providers)에 대한 규제

➢ 의무등록과 선택적 인가: 제3자를 위한 서비스 중 커스터디, 법정통화로 DA

구매/판매하는 서비스 제공만 AMF 의무 등록

➢ 의무등록 심사요건: 고위 경영진과 주주의 좋은 평판에 관한 정보 및 기술에

관한 정보, AML/CFT에 관한 정보 포함

• 가상자산 규제 강화 예고(2020. 12.)

➢ KYC룰을 가상자산 간 거래하는 거래소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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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 • 금융감독청(FCA), 암호화 자산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19. 8)

➢ 영국 금융감독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암호자산 규제 가이드

라인 발표

➢ 교환 토큰(Exchange Token),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유틸리티 토큰

(Utility Token)으로 분류

• 영국의회, EU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금세탁

방지법 개정안 통과(2020. 1.)

➢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규제대상자’)의 FCA 등록의무

➢ 자금세탁방지의무 절차 준수

➢ 가상자산 거래소 Archax, 자금세탁방지법 개정 후 FCA 최초 등록(2020. 8.)

• 금융감독청(FCA), 미등록 가상자산 사업 서비스 중단 지시(2021. 1)

➢ 미등록 가상자산 사업에 대해 서비스 중단을 지시; 2020. 12. 15.까지 라이선스

신청이 안 됐거나 신청을 철회한 기업들은 2021. 1. 10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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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 • 자금결제법, 범죄수익이전방지법 개정(2016. 5.)

➢ 가상통화의 정의, 가상통화취급업소 등록제

➢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규제 대상에 추가하여 계좌 개설 시 고객확인 등 강화

• 자금결제법 개정(2020. 5. 1. 시행)

➢ 가상자산의 법률상 명칭을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으로 변경

➢ 가상자산교환업자 정의에 가상자산보관업자 포함

➢ 가상자산교환업자, 고객의 금전에 대한 신탁회사 등에 신탁 의무

➢ 가상자산교환업자, 고객 자산의 안정적인 방법으로 보관의무(예: 콜드월렛),

다만, 원활한 가상자산 교환업무 수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예외(예: 핫

월렛)인정. 그 경우에도 고객의 인출권 보호 위해 동종 동량의 ‘이행보증

가상자산’을 보유 및 관리의무

➢ 가상자산교환업자의 허위 광고 및 오인 광고 금지

• 금융상품거래법 개정(2020. 5. 1. 시행)

➢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 일반 금융규제 적용

➢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과 관련 파생상품 매매 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II. 각 국의 규제 동향

7. 중국

• 중국 암호법 시행(2020. 1. 1.)과 중국 인민은행법 개정 초안 발표(2020.

11. 23.)

➢ 중국 암호법은 암호를 핵심암호, 일반암호, 상용암호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달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경제·국민생활과 관련된 상용암호”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국 암호법 상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중국 인민은행법은 법화에 디지털 형식도 포함됨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중국 CBDC에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엄격한

자금세탁 규제 기조



II. 각 국의 규제 동향

8. 싱가폴
• 지급서비스법(PSA, Payment Services Act 2019, 2020. 1. 시행)

➢ 라이센스 취득 의무화

➢ 라이선스 종류: 환전 사업자, 일반 결제기관, 주요 결제기관

➢ 기존 사업자 유예기간: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2021. 1. 28.),

계좌 개설, 송금 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2020. 7. 28.)

• 통화청, Consultation paper on payment services notices on AML/CFT(2019)

➢ AML/CFT 조치는 3종류의 라이선스 소유자 모두 적용

➢ PSA에 따른 지불서비스 활동 구분: A(계좌 발급 서비스), B(싱가포르 내 송금

서비스), C(해외 송금 서비스), D(상품 구매 서비스), E(E-money 발행 서비스),

F(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G(환전서비스)

➢ AML/CFT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지불서비스: A, B, C, F, G

• 통화청, 국외 가상화폐 기업도 라이선스 취득의무화 검토(2020. 7.)

➢ 라이선스의 대상을 싱가폴 국내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 외에 국외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싱가포르 기업으로 확대 검토



Q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