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4일 중국 당국이 가상자산 서비스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위한 계좌 개설, 송금 제한은 물론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과 광고 규제 및 인터넷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채굴 규제 수위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채굴 

산업을 도태 산업으로 규정하고 신규 채굴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 금지,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 조치를 실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후 중국계 가상자산 거래소, 전자지갑, 채굴 풀 등이 잇따라 중국 내 서비스를 제한한다는 공

지를 발표했습니다. 후오비는 연말까지 중국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

며 바이낸스와 OKEx는 현재 중국 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표

적 가상자산 채굴 풀 F2 Pool과 스파크 풀 등도 연이어 중국 서비스를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

았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를 거느린 알리바바는 가상자산 채굴 장비 판매

를 전격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채굴에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

어, 튜토리얼 등의 판매가 일절 금지됩니다. 그뿐 아니라 코인마켓 캡, 트레이딩 뷰처럼 단순히 

암호화폐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중국 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중국의 고강도 규제가 가상자산의 탈중앙화를 부추긴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상

자산 거래소 바이비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거래소의 중국 서비스 중단으로 중국 이용자들이 

탈중앙화 거래소(DEX)로 옮기고 있다”면서 “이들이 디파이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DEX와 디파이 

시장 가치도 크게 상승하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주기영 크립토퀀트 최고경영자(CEO)도 트위

터를 통해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중국 규제가 탈중앙화를 이끌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중국 입지가 이미 크게 좁혀졌기 때문에 파급력이 예상보다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이번 조치에는 사법기관 등

이 참여해 법적 구속력이 강해졌지만 사실 크게 새로울 건 없다”며 “한때 중국계 거래소가 전 세

계 가상자산 거래의 30% 이상 차지했지만 지금은 10%대로 감소했고 앞선 채굴 금지 조치로 중

국 채굴 기업의 90%는 이미 폐쇄했거나 해외로 이전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

한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CEO도 인터뷰에서 중국 규제에 대해 우려하지 않

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 중국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SNS를 차단했던 때를 회상하며 

“당시 중국의 금지 조치에 따라 이들 주식을 매도했으면 엄청난 돈을 잃었을 것”이라며 “중국은 

이전부터 종종 무언가를 금지했지만, 이러한 시도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부에선 가상자산에 대한 중국의 원천 차단 조치가 미국이나 신흥국에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평가가 어떻든 간에 중국의 기조는 불변합니다. 가상자산에 타격을 가하는 한편, 자체 디

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은 적극 띄우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 당국이 얻고자 하는 것

은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적절히 통제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닙니다. 가상자

산 시장 내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만큼 탈중앙화 플랫폼과 중국 외 시장으로 권력이 분산되

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이번 규제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 자료는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회사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