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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삼성전자 갤럭시S10 ‘블록체인 키스토어’가 암호화폐 지갑 기능을 지원하고 국내 4,400만여명이 사용

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도 암호화폐 지갑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온다.  

실생활에서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증권의 성격을 가진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이 등장했으며 나아가 비트코인 ETF 승인 결과에 따른 자본 유입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달

아올랐다. 이처럼 암호화폐가 재테크 수단으로 대중화에 한걸음 더 가까워 지면서 업계에서는 대중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은 동기는 암호화폐 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관심 가져볼 만한 커스터디 서비스의 시작과 현재 그리고 그 성장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기존 금융시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암호화폐 자산 관리를 

위해 더해져야 하는 기능들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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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커스터디 업무의 법적 정의

커스터디란 증권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대리인으로서 유가증권의 보관 · 수취결제 · 권리보전 · 의결권

행사 등의 폭넓은 업무를 제공하는 상임대리인 업무를 말한다. 간단하게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금융 자산

을 대신 보관 및 관리해주는 것으로 자산보관과 더불어 매입·매도를 대행하기도 한다. 막대한 규모의 자

금을 다루는 기관일수록 자산관리 위험에 민감하기 때문에 커스터디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투

자자들 입장에서는 직접 자산을 관리할 필요가 없고 외부 도난과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자는 유가증권을 예탁하는 보관기관과 상임대리인을 별도로 정할 수 있지만, 동일인이 보관기관과 

상임대리인을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이들을 총칭하여 커스터디언이라고 한다.  

상임대리인의 선임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선임하는 이유는 실무상 주권의 운반비용

과 보험의 문제, 나아가서는 명의개서와 배당금 지급방법 등과 관련 번잡한 절차와 신청문제가 있기 때

문이다. 특히 투자자가 해외에 있을 시 외환법상 제반 제도, 조세조약에 기한 원천징수세 등의 법규정에 

있어서의 신청, 신고가 필요한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숙지한 대리인이 필요하다.  

I. 전통금융 커스터디(Custody in Finance)

1. 커스터디 서비스(Custody Service)의 탄생

커스터디(수탁) 서비스는 고객의 자산을 위임 받아 운용하는 전통 금융시장에서 발달했다. 미국 금융 발전

의 역사 속에서 커스터디 서비스가 시작된 배경을 살펴보자.  

증권시장 초기에는 종이로 인쇄된 증권을 투자자 개인들이 직접 교환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는 거래에 있어 신뢰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증권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종이증권을 제시함으

로써 실물확인 및 위조증권 여부 판단을 했다. 1929년 이후 신탁사 및 기타 금융 중개 기관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종이증권을 신뢰할 만한 중개기관에 맡기고 그 증권의 존재를 중개기관

이 보증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중개기관들 사이에 발생한 거래를 정산 후 배달해야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면 결제 지

연과 종이증권을 직접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증권 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1965년에서 

1968년 4년 사이 뉴욕 증권 거래소의 거래량이 하루 500만주에서 1,200만주로 급증했다. 이에 중개기

관들은 다시 상위의 중앙화 된 기관을 만들어 종이증권의 이동없이 증권의 보관과 결제를 빠르게 처리

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관이 1973년 설립된 중앙예탁청산기관(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이다.  

이후 커스터디 시장은 1974년 퇴직소득보장법 (ERISA) 법률화로 미국 연금 펀드가 투자금을 관리할 

때 투자가 계획된 자산과 투자자산의 보관과 관리를 분리하도록 하면서 그 규모가 확대됐다. 뮤추얼 펀

드 투자가 가속화된 1980년대에 들어 글로벌 커스터디 서비스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오늘날 대형 수탁

은행 4사(뉴욕멜론, JP모건, 스테이트스트리트, 씨티그룹)는 114조 달러 규모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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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커스터디 업무 범위 

커스터디의 권한과 업무 범위는 어떠한 것일까? 현재 행하여 지고 있는 권한 · 업무 범위에 관하여는 일

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지시에 근거한 증권의 취득 · 처분 · 이전 및 그와 같은 거래와 관련된 자금결제
2. 예탁금의 관리와 증권의 명의 변경과 당해 증권의 관리
3. 보관증권과 관련되는 원리금의 추심, 배당금의 수입처리와 이러한 이자 · 배당에 관한 신고
4. 신주예약권 및 신주예약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
5. 지시에 따라 (외국)주주를 대신하여 행하는 의결권 행사
6. 기타 제반 통지의 수령 및 증권보유 보고서 등의 송부

Fig. 1: 수탁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구분 내용

안전관리
Safe Keeping CSD와 연계해 증권을 안전하게 보관

결제
Settlement 증권의 지급 및 수령 지시를 CSD 및 상위 보관기관에 전달하고 관련되는 지급을 행함

자산서비스
Asset servicing

보관 증권에서 파생하는 권리 및 의무 이행 
-예) 이자 및 배당의 수령, 세금업무 수행, 투표대리인, 기업행위(유상증자, 재발행 등) 통지, 증권보관수량 통지 등

펀드 서비스
Fund services 성과측정, 자산평가, 유상증자 신청, 상환서비스 등의 자금 관련 업무 수행

뱅킹
Banking 은행예금 및 잔고관리, 일중신용도 유지, 자금 · 증권 대여, 담보관리, 청산 · 결제 시 대금지급

지급 대행
Paying agent 발행회사 및 참가자를 위해 배당 · 이자 · 원금 등의 분배

출처: 증권예탁결제원 연구용역보고서 “역내예탁결제기구 설립 및 국내예탁결제인프라의 국제화 방안”, 헥슬란트(Hexlant Labs)

Fig. 2: 증권 서비스 개요

출처: Oliver Wyman, 헥슬란트(Hexlant La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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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커스터디에 대한 SEC 법적해석 및 업무 

구분 내용

적용가능 법률 Rule 206(4)-2,  Custody Rule

정의 고객의 자금 또는 증권을 소유하거나 직접 소유 할 권한을 가진 직간접 적으로 보유하는 것

커스터디안
자격

① 은행, 저축조합
(연방 예금 보험법 / Advisers법 202(a)(2)조 / 연방 예금 보험법 제 3 조 b(1)항)
② 브로커-딜러
(1934 년 증권 거래법 15 (b) (1)) 
③ 선물거래 중개사
([4 USC 6f (a)]의 4f (a) 항)
④ 외국 금융 기관
(자문 고객의 자산을 독점 자산과 분리 된 고객 계정에 보관하는 경우)

SEC
Custody Rule
준수사항

① 적격 커스터디언(qualified custodians) 이용 
: SEC 등록된 커스터디언만 가능, 적격 커스터디언은 개별 투자자의 금융자산을 분리·보관해야 함 
*투자자 또는 RIA명의로 커스터디 가능, 투자자별로 분리 보관
② RIA의 계좌보고서(account statement) 발송
: 커스터디언 이름, 주소, 커스터디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중요사항의 변경시마다 발송
③ 커스터디언의 계좌보고서 발송 
: 모든 계좌거래 내역, IFA의 보수 차감 내역이 포함되며, 투자자에게 매분기 직접 발송
*RIA는 자신이 보낸 계좌보고서와 커스터디언이 발송한 계좌보고서를 투자자가 비교 확인하도록 권고 해야 
할 의무 有
④ 서프라이즈 회계검사(surprise exam) 실시 
: 독립 공인회계사로부터 서프라이즈 회계검사를 매년 받아야 함
⑤ 자체 또는 계열사 커스터디에 대한 감독 강화
: 매년 회계사로부터 커스터디 절차·방법 등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 제출해야 함

주요 서비스

① 청산, 결제, 보관, 거래체결 등
② 고객계좌 개설 및 유지
③ Investment Solution(대체투자·연금·펀드·대출·자산관리 솔루션)
④ Managed Investment Solution(브로커-딜러, RIA 상대 플랫폼 서비스)
⑤ 마케팅 및 경영실무 지원
⑥ 프라임브로커 서비스
⑦ 은퇴·퇴직연금 서비스 지원
⑧ IT기술지원, 데이터관리

서비스 이용대상 RIA, Advisor, Alternative Investment Managers, 자산운용사, 브로커-딜러, 
Investment Managers, Wealth Managers 등 

출처: SEC, 금융투자협회, 헥슬란트(Hexlant Labs)



    

Fig. 4: 미국 10대 체결 · 커스터디 회사

커스터디언 이용RIA수 커스터디규모

Schwab Advisor Services 7,100 1조 1,365억 달러

TD Ameritrade Institutional 5,000 -

Interactive Brokers 2,909 108억 달러

Shareholders Service Group 1,411 -

Trade-PMR Inc 1,132 -

Scottrade Advisor Services 1,000 -

Pershing Advisors Solutions 591 1,685억 달러

Folip Institutional 407 -

LPL Financial 342 1,050억 달러

U.S. Bank 230 730억 달러

출처: 금융투자협회 조사연구보고서 ‘ 영국과 미국의 금융상품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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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현황

‘17년 금융투자협회가 발간한 해외금융투자산업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문업자(RIA)의 고객 

금융자산을 보관 · 관리하는 커스터디 업무 시장에서 4대 대형사인 피델리티(Fidelity), 슈왑(Schwab), 

TD 에머리트레이드(TD Ameritrade), 퍼싱(Pershing)의 평균 커스터디 규모는 5,000억 달러(약 565조

원)에 달한다. 서비스업체는 주로 대형 금융회사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 등으로 브로커 라이선스를 보유

하고 있다. 반면 중소형사의 커스터디 규모는 100-200억 달러 사이로 대형사의 시장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다.  

그들의 큰 고객인 투자자문업자는 SEC 또는 주 증권감독당국에 등록된, 보수를 받고 타인에게 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투자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자를 일컫는다. 2016년 기준 관리자산(AUM) 규모는 66.8

조달러에 달하며 기관을 주 고객층으로 보유한 투자자문업자는 주고객의 47.9%가 연금(pension)이다. 

커스터디 시장은 담보 관리 · 청산 및 보고, 연금 · 보험 등 시장확대로 성장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른 전통적 커스터디 사업의 수익 정체 및 영업비용 증가로 그 성장 한계에 직면해 

있다. 



    

Fig. 5: 대형 수탁은행 4사 자산관리 보관액 규모                                                                                   (단위: 조 달러)

AUC/A 2017 Q2 2017 Q3 2017 Q4 2018 1Q 2018 2Q

Bank of New York Mellon 31.1 32.2 33.3 33.5 33.6

State Street 31.0 32.1 33.1 33.3 32.9

JP Morgan 26.2 26.8 27.6 28.1 28.3

Citigroup 18.1 18.7 19.0 19.3 19.4

Top 4 total 106.5 109.8 113.0 114.2 114.2

출처: 헥슬란트(Hexlant Labs), Forbes
주: AUC/A : Asset Under Custody / Administration

Fig. 6: 금융권 및 STO 업체 보관서비스 진출현황

기업 국가 현황

1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Fidelity Investment)

미국 피델리티디지털자산서비스(FDAS) 설립, 비트코인 커스터디 서비스 개시

2 씨티그룹(CITI GROUP) 미국
금융상품 '디지털예탁증서(DARs; Digital Asset Receipts)' 개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리인 역할 수
행 계획

3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미국 ‘18년 4월 업계 최초 암호화폐 트레이딩 데스크 출범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 예정

4 노무라(Nomura) 일본
렛저(Ledger) 및 글로벌 어드바이저(Global Advisors)와 컨소시엄 구성, 
커스터디 서비스 업체 ‘고마이누(Komainu)’ 설립

5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미국 비트코인 연계 복합 파생상품(complex derivatives) 서비스 계획 중

6 본토벨 은행(Vontobel bank) 스위스 은행 최초 기관 대상 커스터디 서비스

7
브이스톡 트렌스퍼 
(Vstock Transfer)

미국 Horizon Globex와 CustodyWare 라이선스 계약

8 토큰소프트(Tokensoft) 미국 Coinbase 파트너십 체결 STO 토큰 보관 솔루션 제공

9 엑스탁(Xstock) 한국 홍콩 레거시 트러스트사와 국내 법인을 설립
글로벌 라이선스를 가지고 암호화폐 및 STO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출처: 헥슬란트(Hexlant 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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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굴지의 금융회사들이 암호화폐 보관 대행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운용자산 규모만 약 7,778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금융회사 피델리티디지털자산서비스(FDAS)는 일부 

고객들에 한해 비트코인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에 이어 골드만 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단시일 내에 암호화폐 상품 제공 할 계획을 밝히고 미국 당국의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자산 규모가 6

억 달러가 넘는 스위스의 온라인 뱅크 그룹인 스위스코트(Swissquote)도 커스터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Fig. 7: 글로벌 금융기관 암호화폐 사업 & 투자 현황

기업 국가 현황

1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Fidelity Investment)

미국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 에리스엑스(ErisX)에 투자

2 나스닥(Nasdaq) 미국 ‘19년 1Q, 비트코인 선물 취급예정, 백트(bakkt)에 투자
나스닥벤처스는 에리스엑스에 투자

3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써클(OTC, 디지털 자산 종합 플랫폼), 빗고(지갑), 액소니(기업
용 블록체인 솔루션), 빔(비트코인 결제 및 송금) 등에 투자

4 인터콘티넨탈익스체인지(ICE) 미국
‘19년 1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백트(Bakkt) 출시.  
비트코인 선물 상품 승인 신청

5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미국 ‘17년 12월 비트코인 선물 출시 / 6월 만기

6
시카고상품거래소 
(CME Group)

미국 ‘17년 12월 비트코인 선물 출시

7
슈투트가르트 증권거래소

(Boerse Stuttgart)
독일 ‘19년 상반기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출시 예정

출처: 헥슬란트(Hexlant 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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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암호화금융 커스터디(Custody in CryptoFinance)

1. 암호화폐 커스터디 필요성 대두

암호화폐 시장은 큰 변동성에 따라 단기간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서 큰 규모의 자금이 빠르게 유입됐다. 

새로운 투자자산의 등장은 일반 투자자 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기관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거대자

본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제도,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하다.  

투자자들은 시장이 공정하다고 인식될 때 시장에 참여한다.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한 규제와 

미흡한 투자자 보호제도는 주요 자산관리사 및 금융 기관들에게 큰 진입장벽이 된다. 또한, 암호화폐는 

추적이 불가능 해 고객 자산에 대한 관리 책임부담이 증가했고 해킹사고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어렵

다. 

이러한 리스크는 개인 투자자에게도 마찬가지다. 투자자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부분의 자산을 암호

화폐 거래소에 보관한다. 하지만, 매년 거래소 자산 관리 미흡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안전하게 자

산 관리를 하고 싶은 니즈는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언급되는 것이 규제된 투자 방법과 커스터디 서비스다. 즉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기준(방법)과 그 투자금액에 대한 헤지 방안을 의미한다.  

커스터디 서비스는 암호화폐 및 증권형 토큰 거래소, OTC, 자산관리 등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걸쳐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기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추가하고 있고 기존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파트너십 또는 자체 개발을 통해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Fig. 8: 암호화폐 시장 참가자별 커스터디의 필요성

대상 배경 커스터디 서비스

기관 투자자
증권형 토큰, 암호화폐 ETF
포트폴리오 다양화 암호화폐 자산 보관, 거래 중개, 투자 대행, 증권형 토큰 지분 관리

거래소
거래소 해킹 문제, 

인프라 구축 비용, 자산 관리 미흡 자산 보관 인프라 비용 절감, 암호화폐 자산 보관

ICO/STO 투자자 유치, 투자금 관리, 지급관리 투자자 유치, 투자금 관리, 거래 중개, 증권형 토큰 지분 관리

개인 투자자 안전한 자산 관리 암호화폐 자산 보관, 거래 중개, 투자 대행, 증권형 토큰 지분 관리

기업
블록체인 신사업, 
포트폴리오 다양화

자산 보관 인프라 비용 절감, 암호화폐 자산 보관, 투자 대행

출처: 헥슬란트(Hexlant 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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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커스터디 서비스 현황

현재 시도되고 있는 커스터디 서비스는 기관투자자들을 대신해 암호화폐를 구입하고 개인 키를 보관해 

주는 수준이다. 돈을 은행에 예금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서비스들은 대체로 안전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커스터디 서비스는 자신이 키를 직접 보관하는 셀프형, 다른 계좌에 이체해서 맡기는 거래

소형, 대행자를 두는 커스터디 등 3가지 방식으로 구현된다.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48시간 정도의 출금 

지연, 다중 사용자 합의 출금절차와 네트워크가 차단된 콜드월렛에 안전하게 보관함을 강조한다. 보관

수수료와 출금수수료가 주된 수익구조로 보통 대규모 자금을 수탁하기 때문에 대부분 비용은 저렴하지 

않다. B사의 커스터디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암호화폐 자산을 최소 100만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

다. C사는 최소 자산 예치금이 천만달러 이상으로 초기 수수료 1억원 이상과 월 수수료가 천만원 이상 

과금 된다. 이 서비스들의 기술적 특성으로는 Multi-sig, Cold Wallet, Vault 등이 있다.

• Hot & Cold Wallet

현재 프라이빗 키를 보관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핫월렛'과 '콜드월렛'이라 부른다. 두 월렛

의 차이점은 네트워크의 연결 유무에 있다. 핫월렛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온라인 상태로 존재하며, 자

산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지갑을 뜻한다. 실시간으로 전송이 가능하다보니 'Hot' 하다고 표현되는 것

이다.  

반면에 콜드월렛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오프라인 상태로 존재한다. 콜드월렛에서 자산을 이동하

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걸쳐야 하기 때문에 얼어붙어 있는 표현인 'Cold'를 사용한다.  

핫월렛은 온라인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편리하다. 즉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있어야 하며, 트랜잭션 서명을 위해 프

라이빗 키가 메모리에 로드 되어있어야 한다. 따라서 트랜잭션을 전파하기 전, 서명하는 과정에서 평문화

(decrypt)된 프라이빗 키가 네트워크를 통해 유출되거나 해킹 당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자산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콜드월렛을 사용한다. 흔히 '렛져'라고 불리

고 있는 하드웨어 월렛이 대표적인 콜드월렛이다. 일반적으로 콜드월렛은 프라이빗키가 외부로 유출 되지 않

도록 하드웨어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트랜잭션 서명이 필요한 경우, 서명 할 메세지가 하드웨어로 전달되고, 

컴퓨터는 하드웨어에서 서명한 결과값만 받아 처리하게 된다. 네트워크를 통한 침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

킹 위협으로 부터 자유롭다. 하지만 실시간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

우 불편하다. 

• Multi-Sig

Multi-Signature(다중서명)의 줄임말로 자산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개인키로 서명이 되어야 한다. 

몇 인 이상의 개인키로 서명할지 여부는 개발사와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Multi-Sig Wallet은 기존 지갑

의 보안 강화 목적으로 기능을 추가 하는 것으로 핫월렛, 콜드월렛에 모두 추가 가능하다. 멀티 시그는 한 사

람에게만 프라이빗 키 보안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제 3자에게 모든 책임을 위임하지 않는 보안 

방식이다.



    

Fig.�9:�기관�대상�디지털자산�커스터디�서비스�제공�업체

서비스 업체 법적
소재지

% Stored off-
exchange

출금지연 최소예치금 지원

1 BitGo 캐나다 100% 48시간 $1,000,000 BTC, BCH, ETH 등 11개 디지털 자산

2 LMAX Digital 영국 98% 48시간 $250,000 BTC, ETH, XRP 등 5개 디지털 자산

3 Ledger Vault 프랑스 100% - $250,000 BTC, BCH, HSR 등 17개 디지털자산

4 Coinbase 미국 98% 48시간 $10,000,000 BTC, BCH, ETH, LTC

5 Xapo 홍콩 100% 48시간 - BTC

6 itBit 미국 100% - - BTC, ETH, ZEC

7 Vo1t 영국 Full Cold storage 당일 $1,000,000 BTC, ETH, LTC

8 Block EX 영국 - 24시간 - -

9 Koine 영국 - 48시간 $5,000,000 -

10 Trustology 영국 - - - BTC, ETH

11 Komainu JV
프랑스 저
지, 일본

- - - -

12 Hexlant 한국 98% 48시간 $50,000
BTC, BCH, ETH, NEO, TRON, XRP, 

EOS, QTUM 등 12개 디지털 자산

출처: 헥슬란트(Hexlant Labs), ‘Digital Asset Custodians for Institutions’ CAPCO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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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0:�기관�커스터디�서비스�구성

구분 내용

준수 사항 - 미국, 커스터디안 자격

콜드월렛 - 암호화자산의 체인상 분리(On-chain segregation of crypto assets)

회계/감사
- 엄격한 재무 관리 (Strict financial controls)
- 감사 회계보고서(Audited statements & financials)

계좌 관리 - 콜드 스토리지 감사 및 보고(cold storage auditing and reporting)

다중 사용자

- 암호화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트랜잭션에 서명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분산 된 에이전트의 수에 맞는 서명 필요 : 
여러 사용자의 합의(절차)에 의해서 출금 가능(require a quorum of geographically distributed agents to use 
cryptographic hardware to sign transactions)
- 이중 인증(Two-factor authentication)

출금 제한
- 48시간(24시간) 후 출금 
- 인출한도 설정 가능(set withdrawal limit) 
- 인출 계좌 잠금(Locked withdrawal addresses)

출금 보장
- 자금이체 품질보장 (SLAs on fund transfers)    *SLA : Service Level Agreement
- 주문 처리 시간 보장 (Guaranteed order processing times)

인적 보안 - 전용보험(Dedicated coverage) – 고객이 아닌 직원 실수에 대한 보상보험가입

물리적 보안

- 사이버 및 물리적 보안 제어 (Cyber and physical security controls)
- 다단계 보안 (multiple layers of security)
- VPN 전용 액세스(VPN only access)
- IP 허용목록 (Whitelisting IPs)

출처: 수탁은행, 디지털자산 커스터디서비스 사 홈페이지



    

Fig. 13: 커스터디 서비스 보안 분류

구분 기술

Minimum
- 2개 이상의 메인넷 코인 지원
- 다중 사용자 및 사용자 별 정책 통제
- BIP32 Spec 지원

Medium
- 2 Factor authentication
- KYC / AML
- 멀티시그 지원

Maximum 
- 국제정보보호시스템(ISO27001) 인증 획득 여부
- KMS(Key Management System) 및 HSM(Hardware Security Module) 지원

출처: 헥슬란트(Hexlant 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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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 레벨의 기준

‘커스터디안 자격’의 의미는 자산 손실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며 지켜야할 규제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기술 전문 업체들은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산업에 진입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

만 디지털 자산의 범위, 커스터디안의 역할, 책임 등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단기간 적으로

는 운영 비용 감소 효과와 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겠지만 기존 금융기관의 제도 및 인프라와 동등한 

신뢰도를 구축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헥슬란트는 기술 전문 업체 커스터디안이 경쟁우위로 내세울 수 있는 기술력에 주목했다. 이 분류

는 현재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가 그 구현 범위와 기준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임을 고려해 ‘서비스사가 보

안레벨 상향을 위해서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기준으로 했다.  

커스터디 서비스의 최소 조건은 2개 이상의 메인넷(비트코인, 이더리움) 지원 및 보안 향상을 위해 사용

자별 정책 통제를 위한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KYC/AML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멀티시

그 기능을 통해 안전하게 암호화폐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대 보안 레벨에서는 국제정

보보호시스템(ISO27001) 인증 획득과 내부/외부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키를 만료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되어야 한다.

Fig.�11:�암호화자산�커스터디�솔루션 Fig.�12:�국가별�암호화자산�커스터디�솔루션

출처: 2018 JM3 Capital 출처: 2018 JM3 Capit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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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발전방향

1. ST 중개 OTC 플랫폼

현재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가 지원하는 메인넷은 가장 대중화 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정도다. 가

장 많은 토큰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기타 메인넷 코인은 노드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 대비 

추가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는 대표적인 코인에 대한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이 주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ST(증권형 토큰) 커스터디 서비스는 토큰의 보관서비스 뿐 아니라 결제와 정산 업무까지 모두 처

리 가능한 토탈 자산서비스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금융 커스터디안 뱅크에서 제공하는 ‘자산 

서비스’는 보관한 증권에서 파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대신 이행해주는 것을 말한다. ST 상장 후 주주권

리 행사를 위해서는 KYC/AML 규정에 따라 지정된 플랫폼에 보관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준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증권의 취급, 배당 및 의결권 및 주주총회 소집, 해외투자자에 대한 배당, 배당 시 세금 등 규제를 준수

하면서 사용자 편의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법률은 상당히 복합적이다. 따라서 국

가별 절차를 다 포괄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KYC/AML에 따라 적격 

투자자 여부를 확인해주는 업체는 있으나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커스터디 서비스가 준법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방향은 토큰 OTC 중개 비즈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Tzero와 같은 증권형 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커스터디 서비스가 제공하는 OTC를 통한 장외거래가 자

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증권형 토큰 시장 규모와 기존 증권 시장의 OTC 시장 비율을 고려해 

대입하면 커스터디 OTC 중개 플랫폼 점유율은 증권형 암호화폐 총 시장 규모의 약 15%를 차지할 것으

로 추정 된다. 

2. 디지털자산 담보 스테이블 코인 신탁구조 참여

암호화폐 시장은 증권형 토큰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의 큰 가격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달러나 안정된 자산과 연동해 가격에 대한 낮은 변동성을 구현

하는 데서 시작했다. 이때 담보가 되는 기초자산은 법정화폐 뿐 아니라 암호화폐, 알고리즘 등이 있다.  

기본적인 룰은 은행 계좌에 코인 발행량에 맞먹는 법정화폐 또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확보해야 한다. 결

정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기존 법정화폐 또는 담보로 한 디지

털 자산으로 변환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의 신탁 구조에는 발행자가 기탁한 기금의 

보호권을 가지고 있는 커스터디안과 그 예비비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독립적 감사자가 존재한다. 이때 

발행 기업의 법적 구조나 적용되는 규제 준수 외에도 커스터디안의 자격, 감사자의 평판, 감사 또는 증

언 여부가 전체 신탁구조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  

한편,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들은 암호화폐 수탁 관리 기관을 별도로 포트폴리오에 추가

하기 보다는 주로 재단에서 직접 보관 및 자체인증을 하고 있다. 또, 담보물의 가격변동을 헤지 하기위

한 방안으로 ‘초과담보화(over collateralization)’를 적용해 실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보다 더 많은 양

의 담보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가 신탁 담보물의 관리와 스테이블 코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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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지원 서비스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은행 기관이나 중개 업체에게 의존하던 자산의 직접 통제권이 사용자에게 주어졌

다. 하지만 컨트롤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대중의 접근성이 낮아 개인키 분실, 암호화폐 도난 

등의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있는 거래소에서도 해킹, 키 분실 사고 

소식이 들려오는 걸 보면 기술자라도 보안결함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인다.  

향후 커스터디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이 온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컨트랙트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기술적 지식 없이도 쉽게 쓸 수 있도록 서비스 형

태로 제공하는 컨트랙트 운영 지원,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지원 및 템플릿 제공을 통해 비개발자도 컨트

랙트를 배포하고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뿐 아니라 ST 발행에 따른 배당, 경영권 행사 등 액션 지

원과 다중 서명을 기반으로 한 자금 인출, 에스크로, 인력 변경에 따른 프라이빗 키 파기 등 기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이슈 대응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행을 직접 한다는 점은 신뢰도와 투명성 확보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스테이블 코인의 수탁관리와 증언(attestation) 및 보고(reporting) 역할을 암호화폐 커스터

디 서비스가 하게 될 확률이 높다. 나아가 코인의 발행 주체가 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관

된 자산을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고객에게 보관 증서 형태로 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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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기존 금융 시장에서 커스터디가 발전해온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금융 인프라는 신뢰와 빠른 결제 

및 정산을 위해 중앙 집중화 되었다. 암호화폐 시장은 탈중앙화라는 목적 하에 독자적인 운영 및 감독권 

부재로 시장의 규모는 커졌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준이 필요했다. 이에 등장한 STO는 비즈니스 모

델이 SEC 증권법이나 국내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세법안에서 어떻게 해석되는 지를 고려해야 한

다. 국가 간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암호화폐의 장점을 살린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헤지하기 위

해 달러 등의 화폐를 담보로 한다. 결국 담보로하는 화폐 또는 디지털 자산을 확보해 놔야 하기 때문에 

특정 기관이 관리 감독을 해줘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크립토금융 시장은 암호화폐라는 하나의 파괴적 혁신을 흡수하고 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지난 금융 시

스템의 발달과정을 짧은 시간에 재연하고 있다. 여기서 커스터디 서비스는 블록체인이 혁신과 합리적인 

규제를 바탕으로 성장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블록체인의 이상

이 개인에게 자산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커스터디는 그에 앞서 투자금이 단순 시세 

조작이나 해킹에 의해 가치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시장의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한

다. 크립토 금융시장의 신뢰기반을 다지는 커스터디 서비스가 대형 금융사들을 선두로 확대되는 형세는 

바람직해 보인다. 향후 그 기반이 단단해 지면 모두가 바라는 고래들의 시장 유입이나, 시장의 봄도 자

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다. 



법적 고지서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

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당자료는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

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

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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