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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규제방법의세가지분류: bespoke, retrofitted, existing

프랑스, 독일, 아부다비

새로운 규제 형성 기존 규제 체제 확장 및 개정 기존 규제를 그대로 적용

한국, 영국, 캐나다, 일본 중국

Source : CCAF Global Cryptoasset Regulatory Landscape Study (2019), 언론보도 (Coindeskkorea)

“Bespoke” regulation

ICO를 무허가 증권발행으로 간주

ICO 및 ICO 관련 사업 금지

프랑스 금융시장 감독청(AMF)의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에

대한 감독규정 및 지침

금융 당국의 허가 받아야만

가상자산 사업 가능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 개정

• 거래소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사전 신고 의무화

• 가상자산 시세 조종 행위 금지

• 가상 자산 관련 허위 소문 유포 금지

“Retrofitted” regulation “Existing” regulation

일본은기존의규제체제를확장및개정하여가상자산규제에이용
가상자산규제의 분류



대규모해킹사고이후일본규제본격화
2018년 1월, Coincheck에서 580억엔상당의 NEM이해킹당하는사고가규제를촉발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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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등록제 도입 Coincheck 580억엔

상당의 NEM 해킹 사건발생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를

대상으로 보안검사 실시 결과 통보

7곳이 처벌통지, 2곳은 30일간 영업 중지

2018-04

JVCEA(일본암호자산거래업협회) 출범

금융상품거래법 및

자금결제법 개정안 통과

금융상품거래법 및

자금결제법 개정안 시행

(2020-05-01)

• 가상자산 마진 거래 규제

• 금융상품거래법 규제 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 회사 자산과 고객 자산의 분리 보관 의무화

• 가상자산 콜드월렛 보관 의무화

• 취급 가상자산 사전 통지 의무화

• 가상자산 명칭 ‘암호자산’으로 통일

2018-10

JVCEA 자율 규제 기구로 승인

일본 금융청(FSA)의 승인

Source : 암호화폐과세제도및과세인프라연구(2018), 언론보도 (blockinpress.com)

일본의가상자산규제도입배경

2019-07

Bitpoint 35억엔

상당의 해킹 사건 발생



거래소, 프로젝트, 투자자등다양한시장참여자규제
규제 결과 일본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이 둔화됨

거래소에 대한 규제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투자자에 대한 규제

토큰 상장 시 FSA, 거래소, JVCEA 규제

• FSA: 일본 금융청의 심사

• 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 심사

• JVCEA: 거래소의 평가 결과 확인

• 높은 세율 적용

• 투자 수익 신고 의무

• 마진 거래 배수 (4X → 2X) 축소 예정

거래소 등록제 시행 및

거래소에 다양한 의무 (상장심사, 자산 분리 보관

및 콜드월렛 보관) 부과

• 익명성을 강조한 프로젝트 상장 폐지 (Coincheck)
- 일본 금융청: 사이버 범죄 리스크 주시

• 엄격한 상장심사 및 절차: 2019년에 일본 내에서
FSA의 승인을 받아 처음으로 거래가 시작된
프로젝트는 Stellar Lumen(XLM)이 유일

마진 트레이딩에 대한 규제 강화로

알트 코인의 신규상장에 대한 기대감 상존

(2020년 6월 기준, 3개 프로젝트 추가)

2017년 4월부터 자금결제법에 따라 거래소의

FSA 라이센스 취득 및 등록 의무화 이후

일본 내 운영되는 거래소 수 대폭 감소

규제 영향 규제 영향 규제 영향

Source : 암호화폐과세제도및과세인프라연구(2018)

일본의시장참여자별규제및영향



거래소등록전과후모두계속되는일본금융청의규제
설문지에대한 100쪽분량의답변서작성을포함해총 5단계에걸친등록제실시. 거래소등록후에도 FSA의규제는계속됨

Step 1 

설문지에 대한 100쪽
분량의 답변서 작성

Step 2 Step 3 Step 4

일본 금융청(FSA) 
핀테크 모니터링실의

보정 요구 및 승인

신청 예정자의 계획 청취:
대화 또는 서면 확인

실사 방문 및
실효성 확인

Step 5

등록 신청 및
등록여부 판단

• 거래소 등록절차

• 사업모델

• 암호자산 상장 심사규칙

• 경영위험 관리

• 내부 감사

• 이용자 자산과 회사자산의 분리

• 이용자 정보 관리

• 외부위탁(아웃소싱) 관리

• 보안 관리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AML/CFT)

평가항목 등록이후규제

• (일본 금융청 가상자산 모니터링팀) 등록제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등록

요건 엄격화 진행

• (일본 재무성) 과세 당국이 거래소에 탈루혐의가 있는 고객*의 주소, 성

명 등 개인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신설

• (일본 국세청)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DB 구축

Source : 일본금융청, 암호화폐과세제도및과세인프라연구(2018)

* 정보조회대상 : 연간 1천만엔의과세소득이있는자중절반이상을신고누락한것을분류되는자

1.거래소에대한규제

거래소등록제



Tokyo Gateway

Bit Station

일본금융청거래소등록추이
2020년 5월 15일 기준 총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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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등록을 포기하거나 등록 거부 당한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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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일본금융청, 언론보도 (Business Insider, Nikkei, bitcoin.com)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제 도입

Coincheck

580억엔

상당의 NEM 

해킹 사건발생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

대상으로 보안검사 실시 결과 통보

2018-04

JVCEA 출범

금융상품거래법 및

자금결제법 개정안 통과

금융상품거래법 및

자금결제법 개정안 시행

(2020-05-01)

1.거래소에대한규제

거래소등록제

2019-07

Bitpoint

35억엔 규모 해킹



거래소및 JVCEA, FSA의심사를거쳐야일본거래소상장가능
거래소및 JVCEA, FSA의심사거쳐야상장가능

Source : JVCEA

일본거래소의상장심사 JVCEA의코인화이트리스트심사 최종상장

거래소가상장심사시참고해야하는문서

(1) 등기사항 증명서

(2) 세무신고서

(3) 손익계산서, 사업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4) 현금흐름 계산서

(5) 정관

(6) 관계회사 목록

(7) 관계회사 계산서류 및 사업보고서

(8) 사내 규칙 등 업무 매뉴얼

(9) 중요 계약서

(10) 주주총회,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관의 의사록

(11) 감사역 감사에 관한 자료

(12) 내부감사에 관한 자료

(13) 사업계획서

(14) 계획대차대조표, 계획손익계산서 및 계획

현금흐름계산서

(15) 조달자금의 용도에 관한 자료

(16) 회사개요

(17) 주주명부

(18) 백서

(19) 경리에 관한 자료

(20) 대상사업에 관한 자료

2. 가상자산프로젝트에대한규제

상장심사

거래소의상장심사항목

(1) 발행자의 독립성 및 건전성

(2) 발행자의 거버넌스 및 내부관리체제 상황

(3) 발행자의 재정 상태 및 건전성

(4) 대상 사업의 적격성

(5) 대상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체제

(6) 대상 사업의 전망

(7) 조달 자금 용도의 타당성



주식자본이득대비가상자산자본소득에높은세율부과
가상자산 거래 수익을 잡소득으로 분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누진세율구조 하에서 장기간 축적된 보유이익이 양도시점에 동시에 실현됨으로 인해 과도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현상(결집효과)이 발생

Source : 일본국세청, 암호화폐과세제도및과세인프라연구(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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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가상자산자본이득에대한과세표준및세율

: 종합소득세율 + 주민세 10%
주식자본이득에대한

과세표준및세율

: 양도차익세율 20%
(소득세 15% + 주민세 5%)

3. 투자자규제

높은세율부과

55%



일본은가상자산투자손실을다른자본이득과합산불가능
미국, 독일, 호주, 캐나다등의선진국은가상자산투자이득을자본이득으로분류하여타자본이득 (주식등)과통산가능

과세 여부

타 자본 이득과 손실 공제 가능 여부
가상자산

판매 및 증여
가상자산 매매 및 교환

(가상자산 간 교환)
법정통화로 교환

가상자산으로
재화/서비스 구매

일본 O O O O X
소득세법 상 잡소득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
자본 이득은 타 자본 이득과 손익 통산 불가능

미국 O O O O O
가상 자산 투자로 인한 자본손실이 자본이득
초과하는 경우 소득에서 최대 3,000 달러까지
공제 가능

독일 O O O X O

가상 자산 투자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1년
전의 자본이득 또는 미래의 자본 이득과 상계
가능 (미래의 자본이득과의 통산은 기간 제한
없이 가능)

호주 O O O O O
가상 자산 투자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미래의
자본 이득과 상계 가능 (미래의 자본이득과의
통산은 기간 제한 없이 가능)

캐나다 O O O O O
가상 자산 투자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자본
이득과 손실 상계 가능

• 신고의무: 2019년부터납세자에게가상자산의종류별, 용도별, 소재지별재산가액(시가)를국세청에신고의무부과

Source: 암호화폐과세제도및과세인프라연구(2018), bankrate.com, Internal Revenue Service (US), Government of Canada, Australian Government, Federal Central Tax Office (Germany), PwC

3. 투자자규제

신고의무부과및엄격한과세표준적용



타국가대비높은가상자산세율
일본은가상자산투자수익을종합소득에합산하여과세하며다른선진국에비해세율이높은편

종합소득으로 산정하여 누진과세

일본

자본소득으로 산정하여 누진과세

미국*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면세

호주 독일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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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0

AUD

over 3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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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1년미만 보유기간 1년이상 *** 보유기간 1년미만

7.50% 10.25% 13.00% 14.6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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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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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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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5 USD over 9,875
~40,125 USD

over 40,125
~85,525 USD

over 85,525
~163,300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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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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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1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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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44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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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1년초과

Source: 암호화폐과세제도 및과세인프라연구(2018), bankrate.com, Internal Revenue Service (US), Government of Canada, Australian Government, Federal Central Tax Office (Germany), PwC

3. 투자자규제

타선진국에비해높은세율적용

*미혼자기준으로 적용되는 세율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미혼자에대해투자소득의절반에 대해서만과세



2020년일본시장신규상장리스트: QTUM, BAT, HT
최근상장한토큰들의주요특징

QTUM Huobi Token * Basic Attention Token

• 종류: 메인넷토큰

• 시가총액: $174,404,927 USD (#45)

• 프로젝트설명: Qtum은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응용프로그램플랫폼으로, 

PoS 합의모델을사용하여최초의 UTXO 

기반 smart contract 시스템을구축

• 종류: ERC-20

• 시가총액:  $361,046,240 USD (#35)

• 설명: Brave라는무료오픈소스웹

브라우저에서, 광고및웹사이트방문기록

수집을차단하고 BAT 토큰을보상으로지급

하는생태계를운영

• 종류: 거래소토큰 (후오비)

• 시가총액: $970,757,245 USD (#18)

• 설명: 후오비는 2013년설립된암호자산

거래소.  후오비토큰으로거래소에서

제공하는서비스를구매하거나거래소

운영관련투표등에참여가능

* 일본금융청(FSA)이 2020년 4월 23일승인
** 시가총액 (순위): 6월 8일 Coinmarketcap 기준

일본 상장 거래소 및 일시 : Coincheck (2020-03-12) 일본 상장 거래소 및 일시 : GMO Coin (2020-03-18) 일본 상장 거래소 및 일시 : Huobi Japan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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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um*
시가총액기준 45위인 Qtum 네트워크는비트코인의안정적인블록체인과이더리움의스마트계약기능이결합된

퍼블릭블록체인이며, QTUM은 Qtum 네트워크에서발행된 QRC-20 토큰

프로젝트개요

퀀텀(Qtum)은비트코인의 UTXO 모델과 PoS합의메커니즘을결합한최초의퍼블릭
블록체인. 퀀텀은 PoS합의메커니즘을개선하고악성노드가네트워크에미치는
영향을최소화하였으며,계정추상화계층(AAL)을설계하여 UTXO 기반블록체인의
스마트계약사용을가능하게하여비트코인계열코인을기술적으로진일보시킴. 
퀀텀(Qtum)이직접개발하여메인넷에적용한탈중앙화거버넌스프로토콜(DGP)
은포크의위협을줄여더나은탈중앙화합의메커니즘를유지할수있도록함. 

설립일 2018-10-25

토큰활용방법

퀀텀(Qtum)은오픈소스, 탈중앙화블록체인플랫폼에서가치교환수단으로사용됨. 
QTUM은 Qtum블록체인플랫폼의공식가상자산으로, Qtum네트워크에서거래의
매개체역할을함.

파트너십

China Division

디앱(Dapp)

Vevue
동영상플랫폼

Bodhi
시장예측

HyperPay
결제서비스

BitClave
서치엔진

Source: Xangle, qtumeco.io

정식 출시 9개, 프로토타입 5개

https://xangle.io/project/QTUM/full-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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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Attention Token
시가총액기준 31위인 BAT는 Brave 네트워크의가치교환의매개체

BAT는광고게시자, 광고주, 유저들이사고팔수있는토큰으로, 이를통해디지털광고의효율성을근본적으로향상시키고자함

프로젝트개요

브레이브(Brave)는크롬웹브라우저를기반으로브레이브소프트웨어
(Brave Software, Inc.)가개발한무료오픈소스웹브라우저. 브라우저는광고와
웹사이트추적을차단하고이용자들이웹사이트와콘텐츠제작자에게 Basic 
Attention Token의형태로가상자산리워드를보낼수있도록함.

설립일 2015-05-28

토큰활용방법

BAT 토큰은거래소에서거래할수도있지만, Brave 플랫폼에서다양한광고와
관심기반서비스를통해서도받을수있음. 또한대표적인활용사례가운데
TAP네트워크와의파트너십을통해 BAT 토큰을아메리칸에어라인, 델타, 
호텔스닷컴, 우버, 아마존, 애플, 타겟, 월마트, HBO 등의브랜드에서도 BAT 토큰을
사용할수있음. 

파트너십

도입현황 Brave Browser
• MAU 1540만명 (지난 1년간 2.25배증가)*

• DAU 530만명기록*

• 총 183개국에서 Brave Ad 지원

BAT**
• 전체지갑수 749,456

• 연간지갑수증가율 87.25% YoY

• 월간지갑수증가율 5.11% MoM

Source: Xangle, brave.com

* 2020년 6월 1일발표기준
** 2020년 6월 2일기준

https://xangle.io/project/BAT/full-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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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obi Token
시가총액기준 18위. 후오비토큰은암호자산거래소인후오비에서발행한거래소토큰으로다양한서비스에활용됨

프로젝트개요

후오비글로벌은암호자산거래와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는글로벌디지털자산
금융서비스제공업체. 후오비그룹은 2013년설립이후젠펀드(ZhenFund)와
세쿼이아캐피탈(Sequoia Capital)의투자를받았으며, 누적매출액이 1조 2천억달러
상회함. 후오비글로벌은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디지털자산거래및관리
서비스를 130개이상의국가에서수백만명의사용자에게제공하고있음.

설립일 2013-05-01

토큰활용방법

파트너십

토큰소각

매월 토큰 소각 진행: 누적 소각량 전체 유통량의 41.1%

후오비토큰총공급량

현재유통량
58.90%

100개 사 이상

Source: Xangle, huobi.com

후오비토큰은거래소기반토큰.  후오비토큰을보유한이용자들은
후오비프로의할인된가격으로서비스요금패키지를구매하고, 교환결정에대해
투표하며, 후오비그룹이개최하는특별이벤트에일찍접속하는등다양한혜택을
누릴수있음.후오비는지속적인바이백(buyback)과소각뿐만아니라서브토큰보
상을제공해 HT 보유자에게추가혜택을제공할예정.

https://xangle.io/project/HT/full-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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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UM, BAT, HT이상장될수있었던이유는?

QTUM Huobi TokenBasic Attention Token

일본 상장 거래소 및 일시 : Coincheck (2020-03-12) 일본 상장 거래소 및 일시 : GMO Coin (2020-03-18) 일본 상장 거래소 및 일시 : Huobi Japan (2020-06-16)

• (재무) 정기적지출내역공개

• (컴플라이언스) 일본정부의요구적극

적수용

• (기술) 2017년 9월메인넷출시, 안정적

운영및네트워크의탈중앙화와투명성, 
글로벌노드 1,980개

Source: Xangle, brave.com, huobi.com

• (재무) 정기적토큰소각및

거래소운영을바탕으로안정성확보

• (컴플라이언스) 후오비거래소의일본

진출

• (기술) 2020년 2월테스트넷출시

재무적인안정성과더불어일본시장내컴플라이언스기존충족이주요원인으로작용한것으로분석

• (재무) 지속적광고수익창출
183개국에대해 Brave Ad 지원중

• (컴플라이언스) Brave Software Asia
일본지사설립및자금결제법준수
일본에서는브라우저사용자에게리워드로 BAT 대신 BAT point 지급

2020일본신규상장프로젝트



Appendix: Xangle interview with Coincheck

Qtum이 일본 거래소에 상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Qtum은 일본 거래소 상장의 필수 요건 중, 특히 아래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1. 프로젝트는 JVCEA의 수많은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

2. 프로젝트는 충분한 유동성이 있어야 한다.(예: 대형 거래소에 이미 상장된 상태)

3.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도박 또는 카지노 Dapp이 있어서는 안된다. 

FSA가 중시하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박 DApp 금지: 도박 관련 DApp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각 DApp에 연락하여 일본 IP 접속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익명성 금지: 일본은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가 아직 없어서 상장을 위해서는 익명성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활용 사례: 가상 자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 제공: 토큰 발행자는 프로젝트 로드맵과 예산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이에 관한 많은 질문에 토큰 발행자가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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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Interview with Qtum

Q> Qtum이일본상장을위해한노력은무엇입니까?
A> 일본은그동안가장큰비트코인시장중하나였으며, 일본내컴플라이언스환경도선두에서있습니다. 

우리는 2017년부터일본시장진출을염두에두고있었습니다. 그러나당시 FSA는화이트리스트에새토큰을추가하는것에대해그다지개방적이지않았기때문

에우리는지난몇년동안적절한시기를기다려왔습니다. 2019년에는일본금융청에정책변화가있었습니다. 우리는이를감지하고, 그이후적극적으로프로

모션을진행하면서일본시장에진출할수있는좋은타이밍을기다리고있었습니다. 일본컴플라이언스요건에서도현지기관과적극적으로협력했습니다.

기술측면에서는 Qtum은많은혁신을달성했으며 3년동안안정적으로운영해왔습니다. Qtum 네트워크는매우탈중앙화되어있고투명합니다. 또한 Qtum의

글로벌노드수는블록체인네트워크에서최고수준입니다. 또, 우리는정기적으로지출내역을발표하기도했습니다. 이는당연히일본의정책이나규정과일맥

상통하는것으로, Qtum의일본상장에큰도움이되었다고판단합니다.

Q> Qtum의상장이일본의상장규제완화의신호탄으로볼수있을까요?
A> 일본의상장규제는전세계적으로도봐도가장엄격한편입니다.  신규상장은일본규제당국이가상자산에대해개방적인태도를가지고있다는것을보여주

기는하지만, 여전히일본당국은투자자보호를위해엄격한규제정책을유지하고있다고봅니다. 

Q> Qtum의로드맵을공유해주실수있을까요?
A> 우리는기술이 Qtum의핵심이라고생각합니다. 올해, 개발측면에서는 QTUM 오프라인스테이킹, QTUM 팬텀(QTUM 스마트계약기반의기밀자산솔루션), 

QTUM Neutron(널리쓰이는코딩언어와툴을통해더욱유연하고강력한스마트계약을지원하는 QTUM x86 Virtual Machine Infrastructure) 등을중점적으로연구

할예정입니다. 비즈니스측면에서는컴플라이언스에힘쓰고있으며, 규제를준수하는전세계의거래소와의협력관계도강화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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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rket overview

2. Regulation & Policy 

3. Traditional financial entities entering crypto market (Coming soon)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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