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시장이 지난 2018년 이후처럼 큰 상승 뒤에 곧바로 큰 하락이 나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상자산 겨울’은 지난 2018년 이후 하락장과는 다르다는 의견이 많습니

다. 2018년 이후 하락장과 올해 하락장이 다른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거론되지만, 가장 주요한 근

거로는 ‘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 의사 표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규제기관’의 ‘가상자산 규

제 프로세스 구체화’는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의 화두입니다. 

 

규제기관의 가상자산 규제 프로세스 구체화는 지난 2018년에는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주

제입니다. 당시에도 가상자산을 규제한다는 규제기관은 많았지만, 정확히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

겠다는 실질적인 내용은 부족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아직 정의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 법제화가 어려운 측면도 한 몫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가상자산 시장도 2018년에 비해서는 정의가 확립된 부분이 늘어났고, 지난

해 상승장으로 가상자산의 덩치가 급격히 커지자 규제기관도 규제 프로세스 구체화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의 초국경성을 염두에 두고 각국 규제기관이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 국제 협력을 

강조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예컨대 130여개 국가의 금융 규제기관과 103개 유관기관을 회원으

로 삼고 있는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비롯해 가상자산 규제 전반을 

논의하는 초국적인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지난 7월에 밝혔습니다. IOSCO 이사회에는 미국, 한

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33개국의 금융기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 금융기관에는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영국 금융감독청(FCA), 한국 금융감독원(FSS)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IOSCO는 이번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를 통해 전체 워킹그룹을 가상자산 시장 공정성 분야와 디파

이(DeFi, 탈중앙화금융) 분야 2가지로 나누고 오는 2023년까지 초국적인 가상자산 규제 어젠다를 

논의·연구할 예정입니다. IOSCO에 따르면, 연구 결과에 대한 공개 보고서는 2023년 4분기에 발간

된다고 합니다.  

 

또한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각국 개별 규제기관에서도 가상자산 규제 프로세스 확립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16일 디지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의 이번 규제 프레임워크 발표는 지난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가상자산 행정명령 서명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딸린 팩트시트를 보면, 정부

의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 방향성은 미국의 이익 보호, 세계 금융안정 보호, 불법 이용 방지, 

책임 있는 혁신 촉진, 금융포용, 미국의 리더십 등 6가지를 핵심 우선순위로 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 프레임워크도 투자자와 기업 보호, 미국을 기반으로 한 CBDC(중앙은행디지털

통화) 탐색,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 금융 퇴출, 글로벌 금융 경쟁력 강화, 책임 있는 혁신, 재무

안정성 확보,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 이용 촉진을 화두로 내세웠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면서 라이선스가 없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의 가

상자산 송금 금지법 개정을 의회에 요청, 미국 재무부의 디파이에 대한 불법 금융 위험 평가

(2023년 2월까지 완료 예정) 및 NFT(대체불가능토큰)에 대한 위험 평가(2023년 7월까지 완료 예

정) 진행, 가상자산 불법 행위 해결, 신기술 혁신 장려를 위한 민간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거시경제가 출렁일 때마다 주목을 받고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부의장

인 레이얼 브레이너드도 디지털자산 서비스는 연준이 아닌 민간에 맡기고 이들의 디지털자산 서

비스 추진을 장려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지난 7일 은행정책연구소가 

뉴욕에서 주최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연준보다는 민간은행이 디지털달러 기반의 서비스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중앙은행은 디지털 결제나 다른 영역에서 민간 사업을 몰아내지 않

을 것"이라는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미국

달러 등에 1:1로 연동되는 형태로 가치를 고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상자산을 의미합니다. USDT(테

더), USDC(USD 코인) 등이 가상자산 시장의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스테이블 코인은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큰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규제기관에서도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한 발걸음이 한 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3층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 및 유통체계 정비 방향’ 세

미나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

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도 증권형 토큰을 키워드로 보다 체계가 잡힌 

규제 프로세스를 마련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기인 만큼, 산업 혁신 촉진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가상자산 규제가 근시일 내에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를 유도하거나 권장할 목적이 없으며,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 투자 여부, 종목 선택, 투자 시기 등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주)빗썸코리아에 있으며,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리목적

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