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5.24(월)

제목

현 지 정 보

북경사무소

중국의 암호자산 규제 강화와 시사점

◈ 최근 중국에서는 암호자산(가상화폐, 虚拟货币) 거래 위험성 경고(5.18일)

및 암호자산 채굴기업 신고 조치(5.18일)에 이어 류허(刘鹤) 부총리가
암호자산 단속방침(5.21일)을 천명하는 등 규제를 강화
ㅇ 중국은 2013년부터 암호자산 발행과 거래가 불법임을 고지하고
2017.9월에는 인민은행이 단속에 나선 바 있음
ㅇ 중국정부가 규제를 채굴행위까지 확대한 데다 글로벌 주요국들의
암호자산 관련 규제조치도 강화되고 있어 향후 암호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1

최근 중국의 관련 규제 조치

( 암호자산 거래 위험성 경고 )
□ 5.18일 중국은행협회‧중국인터넷금융협회‧중국지급결제협회 등 3개 금융
협회는 공동으로 암호자산(가상화폐, 虚拟货币) 거래와 관련 위험성을 경고*
* 중국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을 우리말 가상화폐에 해당하는 虚拟货币
로 부르고 있음. <참고 1> ‘최근 중국은행협회 등의 암호자산 거래 및 투기 위험
방지에 관한 공고문 ’참조

ㅇ 주요 내용은 중국금융기관이 암호자산 매매, 결제, 교환, 발행 및
투자 등 암호자산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소비자 교육 및 회원사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위반사항 발생시 감독
당국 및 사법기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
( 암호자산 채굴기업 신고 )
□ 5.18일 내몽고(内蒙古) 자치정부는 에너지절약과 암호자산 채굴기업의
대대적 정리(全面清理)를 위해 암호자산 채굴기업 신고플랫폼을 개설하고,
신고를 독려하는 공고문*을 발표
* <참고 2> ‘내몽고 자치정부의 암호자산 채굴기업 신고관련 공고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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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암호자산을 직접 채굴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로 위장된 기업,
기타 채굴기업에 사업장 대여 및 서비스제공 기업까지도 신고 대상(즉,
암호자산 채굴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에 포함
* 중국내 암호자산 채굴기업들은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세금감면, 전기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기위해‘데이터센터’로 신고하고 암호자산을 채굴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짐

( 류허 부총리, 비트코인 단속 방침 강조 )
□ 5.21일 류허(刘鹤) 부총리는 제51차 금융안정발전위원회에서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행위를 강력히 단속(打击比特币挖矿和交易行为)하고 개인의 위험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발언(坚决防范个体风险向社会领域传递)
ㅇ 아울러 이 자리에서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역할 강화, 금융리스크 예방,
개혁개방 심화 등 향후 금융부문의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
* 자세한 내용은 <참고 3> ‘제51차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주요 내용’참조

2

시사점

□ 중국정부는 이미 2013년부터 암호자산 발행과 거래가 불법임과 위험성을
금융기관에 고지하였으며, 2017.9월에는 인민은행이 단속에 나서는 등
중국내 암호자산 발행과 거래 등의 행위를 금지해 왔음
ㅇ 3개 금융협회의 조치가 기존 규제보다 강화된 것이라기보다는 과거
인민은행 등이 발표*한 암호자산 관련 금지행위를 보다 상세히 규정
하고 위험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 ‘비트코인 관련 위험방지에 관한 통지(2013.12.3일, 关于防范比特币风险的通知)’,
‘대체화폐 발행에 따른 금융위험방지에 대한 공고(2017.9.4일, 关于防范代币发行
融资风险的公告)’→ 자세한 내용은 <참고 4> 참조

ㅇ 이번 조치는 암호자산 거래에 핵심적인 은행과 지급결제기관이 공동
으로 발표하여 민간 자율규제의 형식을 취한 것이나
중국내 암호자산 거래로 인한 금융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확실히
차단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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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인민은행 리보(李波) 부총재는 최근 개최된 2021년 보아오아시아
포럼(博鳌亚洲论坛)에서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라 일종의 대체 투자자산*
(另类投资)에 불과하며

중국정부는 이러한 암호자산으로 인한 금융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규제방안을 연구중(中国正研究其监管环境)이라고 언급하였음(4.18일)
* 리보 부총재의 발언이 알려진 후 일부 언론에서는 인민은행이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음

□ 내몽고 자치정부의 채굴기업에 대한 신고 조치는 기존의 암호자산 규제가
발행(ICO)과 거래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으나,
암호자산 채굴(挖矿)까지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제공 등 관련 기업
까지 단속대상에 포함시킨 한층 강화된 규제로 평가
ㅇ 암호자산으로 인한 금융리스크의 확대를 사전에 방지하는 동시에 전력
소모가 큰 암호자산 채굴에 따른 전력낭비를 막고 금년도 중국정부의
중점 추진 사업인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본격화하려는 의도
* 비트코인 채굴로 약 6천만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며 이는 그리스의 배출량에 상당

― 중국내 암호자산 채굴기업은 전력 수요에 비해 수력‧풍력‧석탄 발전소
가 매우 풍부하여 현지 전기요금이 저렴*한 데다 평균 기온이 낮아
채굴에 이점이 있는 신장, 쓰촨, 내몽고 등에 집중되어 있음
* 이 지역의 여유 전력을 북경 등 전력수요가 높은 대도시 지역으로 송전하는
경우 많은 전력이 손실되는 등 현재의 기술로는 송전 효율이 그리 높지 않음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지역
(국가별)

(중국내)
(%)
신장

35.8

쓰촨

9.7

내몽고

8.1

윈난

5.4

북경

1.7

저장

0.9

산시

0.7

깐수

0.5

칭하이

0.3

닝시아

0.3
0

10

자료: 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2020.4/4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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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허 부총리는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주재하여 암호자산 채굴 및 거래
를 엄격히 단속하기로 함에 따라 암호자산으로 인한 금융리스크 방지가
향후 핵심적인 금융정책 과제임을 시사
* 전체 금융업무와 관련된 정책을 조율‧집행, 통화정책과 금융감독 업무 조율, 금융발전에
관한 계획 수립 등 중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류허가 위원장, 이강(易纲)
인민은행 총재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음(2017.11월 출범)

ㅇ 특히 금년들어 암호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투자
를 유도하는 불법 과대광고 등이 늘어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암호
자산을 엄격히 단속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ㅇ 앞으로 감독당국과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방정부도 암호자산과 관련
된 규제조치가 추가로 이루어질 전망
□ 한편 중국정부 뿐만 아니라 미국 등 글로벌 주요국들도 암호자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ㅇ 미 재무부는 암호자산이 탈세 등 불법행위에 사용되고 적발도 어려우
므로 향후 암호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엄격한 감독 조치*를 취할 계획
(5.21일)
* 1만달러를 초과하는 암호자산 거래는 국세청(IRS)에 의무적으로 보고

⇒ 금융전문가들은 금번 조치가 예전에 비해 광범위하고 강력한 것으로 평가
되는 데다 주요국들도 암호자산 관련 규제조치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임
에 따라 향후 암호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ㅇ 다만 일부에서는 중국정부의 암호자산 발행과 거래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60~70% 정도가 중국내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시장반응 등을 좀 더 지켜볼 필요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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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최근 중국은행협회 등의 암호자산 거래 및 투기 위험 방지에 관한 공고문
(2021.5.18일)

□ 중국은행협회‧중국인터넷금융협회‧중국지급결제협회 등 3개 금융협회는 공동
으로 암호자산(虚拟货币) 거래 및 투기의 위험 방지에 관한 공고문*을 발표(5.18일)
* 《关于防范虚拟货币交易炒作风险的公告》

□ (배경) 최근 암호자산 가격의 급등락이 지속되고 투기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투자자 재산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있음
ㅇ 이번 공고문은 인민은행 등 감독당국이 기 발표*한 암호자산 관련 규제
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3개 협회가 공동으로 암호자산 관련
위험성을 재차 강조하기 위함임
* ‘비트코인 관련 위험방지에 관한 통지(2013.12.3일, 关于防范比特币风险的通知)’,
‘코인발행에 따른 금융위험방지에 대한 공고(2017.9.4일, 关于防范代币发行融资
风险的公告)’등

① 암호자산의 본질적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
□ 암호자산은 통화당국이 발행하지 않은 일종의 가상상품(虚拟商品)으로, 법적보장
및 강제 통용력과 같은 법화로서의 성격이 없으므로 시장에서 통화로 유통
및 사용*해서는 안되며 사용할 수도 없음
* 법정통화 및 암호자산간 교환, 암호자산간 거래, 코인발행 및 매매, 암호자산 관련 파생
상품거래 등은 범죄행위를 구성함

② 관련 기관들은 암호자산 관련업무를 취급해서는 안됨
□ 금융기관, 결제기관 및 기타 회원사들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암호자산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취급해서는 안됨
ㅇ 상품 및 서비스 가격책정에 암호자산 사용 금지, 암호자산관련 보험사업을
인수하거나 보험책임범위에 암호자산을 포함해서는 안됨
ㅇ 고객에게 직간접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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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암호자산 등록, 매매, 청산, 결제 및 기타서비스 제공
암호자산 수령 및 암호자산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
암호자산을 위안화 및 외화로 교환
암호자산 예금, 보관 및 담보 업무
암호자산 및 유사 금융상품의 발행
암호자산을 신탁, 기금 등에 투자대상으로 사용

□ 금융기관, 결제기관 및 기타 회원사들은 암호자산 거래자금의 모니터링 강화,
자체규율 메커니즘 확립, 정보공유 확대, 위험예방 및 통제수준을 개선해야 함
ㅇ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즉시 거래 및 서비스 제한조치를
취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암호자산 위험성에 대한 대고객 교육을 강화
ㅇ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은 암호자산과 관련하여 온라인 영업공간, 광고, 전시,
마케팅 홍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관련 조사에 기술적 지원을 적극 제공해야 함
③ 소비자의 위험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재산권 및 권리 손실에 주의
□ 암호자산은 실질가치가 없으며 가격조작이 용이하여 사기피해, 투자실패
등 다양한 위험이 내재되어 있음
ㅇ 현행 중국법에 따르면 암호자산 거래계약은 법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투자 및 거래로 인한 결과와 손실은 모두 당사자가 부담함
□ 소비자의 위험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투자개념을 정립하도록 유도
하며 암호자산 관련 과대광고에 유의하여 소비자의 재산권 및 권리 손실에 유의
ㅇ 개인 은행계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암호자산 입출금 등 불법적으로 이용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
④ 회원사의 자율규제 강화
□ 모든 회원사는 암호자산 관련 규제사항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업계 자율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암호자산과 관련된 어떠한 영업활동에도 참여해서는 안됨
ㅇ 3개 협회는 회원사에 대해 자율적 감독을 강화하고 감독규정 및 자율규제
위반사항 발견시 관련 업계내 통보, 회원권 정지·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위법혐의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에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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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내몽고 자치정부의 암호자산 채굴기업 신고관련 공고문
(2021.5.18일)

□ 내몽고 자치정부(에너지절약 및 통제본부)는 암호자산 채굴기업 신고플랫폼
개설과 관련된 공고문*을 발표(5.18일)
* 《关于设立 虚拟货币“挖矿”企业举报平台的公告》

ㅇ 14‧5계획에서 제시된 내몽고 자치주의 에너지절약 목표를 달성하고 암호
자산 채굴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 및 완전한 정리를 위해 암호자산
채굴기업 신고플랫폼을 개설하고 신고를 접수
(신고대상)
① 암호자산 채굴기업(기타 다양한 종류의 위장된 암호자산 채굴기업 포함)
② 데이터센터로 위장하고 세제, 토지, 전기료 등에서 우대혜택을 누리고
있는 암호자산 채굴기업
③ 암호자산 채굴을 영위하는 기업에 사업장 대여 및 기타 서비스 제공 기업
④ 불법적 방법으로 전기공급을 받고 있는 암호자산 채굴 영위기업
(기타)
□ 암호자산 채굴기업 등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우편,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적극 신고해 주기 바람
ㅇ 내몽고 에너지절약 및 통제본부는 신고내용의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며
신고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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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제51차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주요 내용
(2021.5.21일)

□ 국무원 소속 금융안정발전위원회(위원장 류허 부총리)는 최근의 금융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금융부문의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5.21일)
ㅇ 코로나19 발생 이후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연하면서도 시장주체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
으로 실시
― 시중유동성 규모는 합리적이고 충분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전염병
예방 및 통제와 경제사회 발전에 명백한 성과를 거두었음
ㅇ 향후 통화정책은 온건한 정책기조의 급격한 전환(急转弯)을 자제하고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리스크를 예방하고
경제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통화정책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
ㅇ 아울러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역할 강화, 금융리스크 예방 및 통제, 개혁‧
개방 심화 등을 향후 금융부문의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
향후 금융부문의 핵심 정책과제
분류

세부 내용

▪실물경제
지원역할 강화

‣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연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하게 실시
‣ 실물경제에 직접 도달되는 정책도구 구현
‣ 기업 및 고용 안정 등 미시경제주체의 활력 제고
‣ 농촌경제 지원 등 금융포용정책 강화
‣ 과학기술, 혁신기업 및 녹색발전 지원

▪금융리스크
예방‧통제

‣ 금융위험에 대한 조기경보 강화
‣ 중소 금융기관 개혁 촉진
‣ 신용위험 확대에 유의
‣ 인터넷 플랫폼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
‣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 개별 위험이 전체 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
‣ 주식‧채권‧외환 시장의 안정적 운영
‣ 금융 및 증권시장 위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
‣ 외부충격의 국내 유입 방지
‣ 수입인플레이션에 대처
‣ 시장기대 관리 강화 ‣ 시장감독 강화
‣ 비상시 대안 및 정책여력 확보

▪금융개혁‧개방 심화

‣ 시장중심의 금리 및 환율개혁 촉진
‣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적 수준에서 유지
‣ 자본시장개혁 가속화, 채권시장의 고품질 발전 촉진
‣ 금융기관 개혁 심화
‣ 녹색발전 이념에 의거 투자 및 자금조달 활동 수행
‣ 높은 수준의 금융개방 지속적 확대

자료 : 인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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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대체화폐 발행에 따른 금융위험방지에 대한 공고
(2017.9.4일)

□ 최근 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포함한 대체화폐(代币) 발행을 통한
금융거래가 크게 증가
ㅇ 불법적인 금융거래로 의심되는 투기적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 및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음
⇒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은행법”,“사이버
보안법”,“불법금융제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공고*
* 인민은행, 중앙인터넷안전영도소조(中央网信办), 공업정보부(工业和信息化部), 공상
총국, 은감회, 증감회 및 보감회 등과 공동 발표((2017.9.4.일)

① 대체화폐의 속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准确认识代币发行融资活动的本质属性)
▪ 암호자산(虚拟货币)으로 통칭되며, 발행, 투자, 유통은 본질적으로 불법적 공개금
융행위, 불법적 어음판매, 불법적 증권발행, 불법적 자금모집, 금융사기 및 기타
피라미드 판매에 해당
▪ 관련 거래를 주의깊게 모니터링 하여 시장혼란을 방지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사법기관으로 이첩(移送)
▪ 대체화폐는 통화당국에서 발행된 것이 아니므로 법적인 지위가 없으며 통화대용
으로 시장에서 유통되어서는 안됨

② 모든 조직과 개인은 대체화폐 발행 등의 금융행위를 중단(任何组织和个
人不得非法从事代币发行融资活动)
▪ 대체화폐의 발행 및 관련 금융활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
▪ 대체화폐의 발행기관 및 발행자는 관련 활동을 즉시 중단한 이후 거래를 청산하
고 투자자의 보호 및 금융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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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체화폐를 통한 융자거래 플랫폼에 대한 관리강화(加强代币融资交易平
台的管理)
▪ 공고일 이후 모든 대체화폐 융자거래 플랫폼(代币融资交易平台)이 법정화폐 및 등
가물을 암호자산과 교환하거나, 암호자산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금지
▪ 관련 부서는 현재 존재하는 플랫폼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폐쇄
하고 영업허가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④ 금융기관 및 비은행 지급결제기구의 암호자산 관련 거래 처리 금지
(各金融机构和非银行支付机构不得开展与代币发行融资交易相关的业务)
▪ 대체화폐 또는 암호자산과 관련된 계좌개설, 등록, 거래 및 청산결제 및 보험업
무를 수행해서는 안되며, 의심거래가 있을 경우 이를 즉시 관련기관에 신고

⑤ 사회대중에게 대체화폐의 발행, 거래 및 융자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 고취
(社会公众应当高度警惕代币发行融资与交易的风险隐患)
▪ 대체화폐의 발행, 융자와 관련하여 허위자산 리스크(虚假资产风险), 사업실패위험
(经营失败风险), 투기위험(投资炒作风险) 등 다양한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투자자 스스로에게 귀속됨
▪ 화폐의 이름을 가장한 모든 불법적인 금융거래에 대해 사회대중 스스로가 내포
된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함

⑥ 업계의 자정작용을 충분히 발휘(充分发挥行业组织的自律作用)
▪ 모든 금융기관들은 정부정책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구성원들이 이러한 불법적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 시장혼란을 막고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여
정상적 금융질서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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