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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인가?
사례 및 이슈점검

변호사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국내 가상자산 관련 규제 경과

2021. 3. 25.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2018. 1. 30.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시행

2018. 7. 10.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

2020. 3. 24.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2020. 11. 3.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 2. 1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2021. 9. 25.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도과 (신고수리 이후 AML 의무 이행)

2021. 3. 1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고

2021. 3. 16.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 3. 25. 가상자산사업자 Travel Rule 유예기간 도과



국내 기존 자금세탁방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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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존 자금세탁방지제도

금융제도

- 특정금융정보법

• 금융기관의 내부보고체제 구축

• 혐의거래보고제도(STR)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 고객주의의무제도(CDD)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FIU 설치

• 기록보존

- 금융실명법

사법제도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자금세탁의 범죄화

• 조직범죄(13종)

• 경제범죄(18종)

• 부패범죄(3종) 등

• 은닉행위 금지, 범죄자금 몰수

- 마약거래방지법

- 테러자금금지법

국제협력

- 범죄인 인도, 국가간 사법공조

- 일반정보 및 혐의거래정보 교환

- 각국의 FIU간 협력

불법재산과 자금세탁행위 등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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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정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3호, 2020. 3. 24., 일부 개정)

제2조(정의)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

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안)

제3조 (금융거래)

③ 법 제2조 제3호 사목에서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선불카드

2.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및 같은 항 제8의2호에 따른 모바일 상품권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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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정의

•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한 뒤 열거적으로 배제 (used for payment or investment purpose 요건 x)

• 선불전자지급수단, 모바일상품권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가상자산을 활용하려는 핀테크 기업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되며

이에 따른 시스템 구축 필요

• 화폐ㆍ재화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분산원장 기반 신원확인(Decentralized Identity) 등은 가상자산의 대상이 아님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3호, 2020. 3. 24., 일부 개정)

제2조(정의)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상자산사업

자”라 한다)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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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안)

제2조 (금융회사등)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고객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 및 보관 내역을 기록하기 위해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한 식별번

호(이하 “가상자산 주소”라 한다)에서 다른 가상자산 주소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이하 “가상자산이전”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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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 보도자료 등에 의하면 법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사업자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시작하고자 함

➢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예시) 제외될 수 있는 범위

가상자산 거래업자

• 단순히 매수, 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만을 제공하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을 제공하

는 경우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 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

공할 뿐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

아 가상자산의 이전, 보관, 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제한범위 포함

• 콜드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제조자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 ‘보도자료’로 인한 오해

• 시행령이 법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사업자로 제한할 수 있는가?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이외의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음

• 가상자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은 대부분 지갑서비스를 영위하므로, 지갑서비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

➢ 기업용 지갑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레이어들에게 이목 집중

➢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는 경우에 관한 해석 문제 (ISMS 인증 관련 다중서명 이슈)

• 결제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의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 PG / 가상자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을

영위할 필요 있음

• 운영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 서비스(ex.De-Fi)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능성 논란

➢ 개발자 및 거버넌스 토큰 발행자 등에게 규제를 가하려는 시도 등 다양한 시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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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O관련 사업자의 VASP 해당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들

➢ 토큰 발행과 판매의 분리 여부

➢ 토큰 판매의 기간 및 횟수 (private – pubic / n차 sale)

➢ 토큰 판매의 방식 (판매 플랫폼 이용, 거래소에 유통시키는 방식)

➢ 토큰 분배의 방식 (플러그인방식 지갑 이용, 지갑서비스 제공하는 VASP 이용)

➢ 다중서명방식 이용시(ISMS 인증), 키 보관 및 관리 여부

➢ 토큰 판매 이후 토큰이 사용되는 플랫폼의 운영 여부

영업성

각 호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 ICO



Ex) 차이페이와 테라

• 테라(Tera)는 IMF의 특별인출권(SDR)등 여러 법정화폐에 페깅되어 있는 스테이블코인

• 차이코퍼레이션의 선불전자지급수단 Chai와 연동하여 거래에 사용중

• 결제를 위해 Tera를 보유할 필요는 없으나, Chai를 이용한 거래에 해당 블록체인 이용하

여 결제비용 절감

• 차이코퍼레이션은 가상자산사업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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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다날핀테크의 페이코인(PCI) 결제서비스

• 페이코인(PCI: Pay CoIn)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이 세븐일레븐이나 달콤커피 등에서 물건
을 구입하고 현금결제나 신용카드결제 대신 페이코인 앱을 이용하여 PCI로 결제할 수 있
도록 하는 서비스

• PCI 발행 법인 및 페이코인 앱(PayProtocol Wallet) 운영은 PayProtocol AG(스위스 법인)

• ㈜다날은 대가정산업무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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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다날핀테크의 페이코인(PCI) 결제서비스

① 이용자가 결제를 원하는 경우 페이코인 앱에 결제 요청을 하면 결제에 관한 트랜잭션의 인증 정보
가 QR코드 내지 바코드로 생성

② 세븐일레븐의 POS기가 바코드를 인식하는 시점 또는 PCI 사용수량을 입력하고 ‘사용하기’를 누르
는 시점에, 이용자와 가맹점간 거래 목적물의 대가인 원화에 상당하는 이용자 보유 PCI를 ㈜다날에
서 PayProtocol Wallet을 통해 매수

③ 바코드 인식에 성공하면 이용자는 물건을 구매

④ ㈜다날은 PCI 매매대가인 원화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이용자가 기 동의한 전자금융거래약관
에 따라 가맹점으로 직접 지급하여 결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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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야놀자와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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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놀자코인은 야놀자가 발행한 포인트이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지 않음

• 야놀자 코인을 야놀자 앱 내에서 밀크코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 밀크코인으로 야놀자 앱 내에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의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1조(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④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수취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송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

하여 송신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말한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취 가상자산사업자가 법 제4조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취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심사ㆍ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3 영업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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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의심거래보고제도) 의무 이행을 위해 송신 가상자산사업자는 송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핀테크 업계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CI를 활용하여 시스템 구축

•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시 각별히 유의할 필요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 리스크 부담 & KoFIU에서 필요시 의무이행 검사 실시 가능성



Cf. 전자금융업자의 STR 의무 이행방식 – CI 수집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2조의2(실지명의에 관한 사항)

② 영 제10조의4제1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2.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체수단 활용으로 생성된 연계정보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제공한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참조가능한 번호를 말한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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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전자금융업자의 STR 의무 이행 면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고객확인면제 금융거래의 범위) 영 제10조의2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전자화폐의 발행

6.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고객확인의무의 적용범위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이하 “고객확인”이라 한다)에 관한 의무는 금융거래에 적용된다. 다만, 금융

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

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0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의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안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

2.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

3.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고객에 대하여 가상자산거래를 금지

4.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이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과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를 금지

5.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 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

이 내재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

6.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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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의무 위반시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 정지처분 가능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의무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2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영 제13조제6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말한다.

1.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

를 이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에서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 외국 정부가 발행한 인허가등의 증표 사본을 금융정

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할 것

나.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매일 확인ㆍ기록해야 하며, 그 확인 절차 및

방법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사전에 제출할 것 제한적인 오더북공유 허용

2.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되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Dark Coin 거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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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의무 – 오더북 공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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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거래소 B 거래소

오더북(Order Book)
공유

상장토큰

- A 토큰

- B 토큰

- C 토큰

상장토큰

- D 토큰

- E 토큰

- F 토큰

회원 회원

상대방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 거래가능



가상자산의 가격 산정 방식 마련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26조(가상자산의 가격 산정 방식)

①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환산하는 방식”이란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 거래체결 시점 또는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가상자산의 송신 요청을 받거나 가상자

산을 수취한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란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송신을 요청

한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수취한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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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가격 산정 방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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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

➢ 거래소마다 가액이 상이한 문제 발생

➢ 원화를 취급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는?

➢ 거래소 API 연동 등 구심점 발생 가능성 (Xangle?)

➢ 회계투명성 재고 가능성

➢ 재고자산(판매목적), 무형자산(그외 목적)

출처: 빗썸코리아 감사보고서(2020. 4.)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향후 발생 가능 이슈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는 기존 금융기관 vs 가상자산 기반 기업간의 다툼 예상

•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했던 결제, 소액해외송금 등의 영역에서는 핀테크 기업과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협력하여 컨소시움 구축 예상

•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통방식의 투자 가능성 상승

➢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어려움 존재

• ICO를 둘러싼 규제의 모호성은 특금법 시행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

• 외국환거래법 관련 이슈 및 업권법 제정 등의 이슈는 꾸준히 제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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