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가상자산 규제 소식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또 다른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테더 이슈로 대표되는 미국 당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가능성

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를 비롯한 법정화폐 혹은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가치를 일정하게 고정

시킨 코인을 뜻합니다. 이 가운데 테더가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까닭은, 첫째로 스테이블코인 

중에서 테더가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더는 27일 기준으로 전체 가상자

산 시장 중에서 시가총액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테더가 코인 발행 초창기부터 여러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테더는 스테이블코인 발

행 초기부터 발행을 뒷받침할만한 자금력이 실제로 있는지에 대한 의혹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

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테더사에 회계 감사를 요청했지만, 테더사가 초기에 이들의 요청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의혹이 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4월 뉴욕 검찰총장인 레티샤 제임스가 “비트파이넥스 거래소가 테더 준

비금을 사용해 약 8억 5000만 달러의 손실을 은폐했다”며 “자신들의 가상자산이 언제나 달러화로 

완전히 뒷받침된다는 테더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밝히자 이날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치기도 했

습니다. 참고로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사를 같이 거론한 이유는 두 

회사의 모회사(아이파이넥스)가 같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로 테더사와 비트파이넥스는 2021년 2월 1850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데 합의하게 됩니

다. 물론 이후로도 뉴욕주 검찰은 테더사가 의혹을 결국 해소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고, 테더사는 

2년 반의 조사 결과에서도 테더가 암호화폐 가격을 조작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

습니다. 



 

결국 테더사는 지난 8월 케이맨 제도에 위치해있는 무어 케이맨이라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테더는 발행량만큼의 달러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무어 케이맨이 글로벌 대형 회계법인은 아니라는 점, 테더사가 

아직 규제 당국을 비롯한 외부 기관에 체계적인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아직 의심

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월 11일 블룸버그는 미국 규제당국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테더

를 비롯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조사가 유력하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

한 가상자산 권고안이 몇 주일 이내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7

월 미국 재무부장관인 재닛 옐런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규제당국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권고안을 내고 조사에 착수한다면, 장기

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는 호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도 

높은 규제가 이뤄진다면, 중국의 가상자산 규제 이슈에 이어 시장에 연달아 큰 영향을 끼칠 가능

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당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뉴스가 실제로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할 것으로 전망됩

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상자산 시장의 핵으로 평가받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가 

잡힌다는 점에서 산업 발전이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테더사와 관련한 길

고 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다면 시장의 큰 뇌관 하나가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

올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국에서 이 뇌관이 시장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