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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글로벌ㆍIT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2017 국세행정포
럼(주최 : 국세행정개혁위원회ㆍ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12.5, 63~123면의 내용을 수정ㆍ요약정리한 것이다.

Ⅰ. 서 론
제4차 산업혁명 : Fintech, Block chain, IoT, Big data, AI
○ 디지털화의 물결이 통화의 세계에서 급속히 확산
- 신 결제수단 가상화폐의 큰 특징의 하나는 중앙은행 관리가 불필요
- 핀테크(Fintech)로 대변되는 전 세계적인 ITㆍ금융융합 트렌드와 모바일 기술의 성장으로 편
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욕구 증가
○ 전 세계 공통 거래수단으로 활용 가능성
- 국가별 거래 시 환전 불필요, 금융회사의 중개 없이 전 세계 어디서든 P2P로 거래가 이루
어지므로 거래수수료 부담이 낮음
- 보유자의 개인정보가 기록되지 않는 익명성으로 인해 사용자 확산 및 지불․통화가치 수단
으로서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
-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 중
- 전자지갑(비트페이)을 이용해 전 세계 가맹점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거래규
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희소성을 가진 투자수단
- 비트코인의 경우 한정된 수량만을 발행(2145년까지 총 2,100만 비트코인 채굴이 가능)하기
때문에 희소성을 가진 투자수단으로 인식

▢

* 국내 대표적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17.4.27. 현재 1비트코인 당 거래가격은 약 140만원, ’18.1.6. 최고가인
2598.8만원, 18.2.13 10시 15분 기준 1,017만원으로 거래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불법행위 및 세무상 문제점 대두
○ 비트코인 거래를 통한 불법행위
- 투기성 자금의 유입에 의한 가격왜곡현상 발생, 국내자금 해외밀반출 수단으로 이용 가능성
- 가상화폐의 익명성으로 인해 자금세탁,2)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있어
제도적 장치 필요

▢

* 2018.1.23 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발표3)

○ 가상화폐의 법적지위 및 세제상의 법 적용 불분명
-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이 국가별로 상이하고 그 법적성격에 대한 판단에 따라 과세쟁점이
달라지는 상황
- 현재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에 따른 채굴업자, 가상통화거래소 및 투자자에 대한
과세논리, 가상화폐를 이용한 탈세행위 등 범법행위에 대한 규제책 등 포괄적 사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 중
▢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과세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가상화폐 주요 이슈와
관련한 적정한 과세제도 마련 및 조세회피 대응방안을 모색
2)

3)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 FATF)는 2015년에 가상 화폐와 법정통화
를 맞교환하는 교환소에 대한 등록ㆍ면허제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침을 공개한바 있으며,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제29기 1차
FATF 총회(2017.10.29~11.3)에서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2018.5월 개최될 민관 전문가
회의(Joint Experts' Meeting : JEM)를 통해서 가상통화와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금융위원회,보도자료 :
제29기 제1차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결과, 2017.11.7).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17.12.28)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 2018.1.23.

Ⅱ.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과 주요 쟁점사항
1. 가상화폐의 개념 및 특성
가.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정의
▢ 가상통화 내지 가상화폐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주요 국제기구 등에 따르면 중앙은행ㆍ금
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발행한 “가치의 전자적 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를 의미4)
○ 가상화폐는 전자화폐(electronic money)의 일종으로 이른바 네트워크형 디지털화폐로 분류
○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
치가 매겨지고, 실제 화폐로 교환될 수 있다는 전제로 유통
▢ 최근 P2P 방식의 탈(脫)중앙집권적 분산형 시스템을 갖춘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를
암호화 화폐(Cryptocurrency)로도 칭함
○ 미국 국세청( IRS)은 과세대상 가상화폐를 ‘Convertible Virtual Curreny'로 정의하는 등 그 용
도와 원리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정의5)
나. 가상화폐의 특성
(1) 익명성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제공하는 익명성과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은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함
○ 이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므로 자금세탁이나 마약거래에 악용될 수 있으며, 탈세수단으로
활용되어 세금 징수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음
(2) 리스크
▢ 해킹 등 사이버 테러에 취약
○ 2011.6월 해커가 마운트 곡스의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하여 BTC 40만이 들어 있는 전자지갑을 해
킹, 그 사건의 충격으로 2014.4월 파산 개시 결정6)
○ 비트코인 소지자가 해킹 등 사이버 테러로 비트코인을 분실하면 익명성 때문에 분실한 비트코
인을 전적으로 복구하여 되찾는 것은 쉽지 않음7)
4)

5)

6)

용어의 출처는 불분명하나, 디지털통화(digital currency)ㆍ암호화통화(crypto currency) 등의 용어가 혼용되다가 최근 가상
통화(virtual currency)로 통용하는 것이 일반적임(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별첨 :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현황 및 대응
방향, 2017.9.4, 1면). 본고에서는 가상화폐 또는 가상통화로 혼용하고자 함.
Virtual currency is a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that functions as a medium of exchange, a unit of account,
and/or a store of value. Virtual currency that has an equivalent value in real currency, or that acts as a substitute
for real currency, is referred to as “convertible” virtual currency. Bitcoin is one example of a convertible virtual
currency(IRS, Notice 2014-21; https://www.irs.gov/pub/irs-drop /n-14-21.pdf).
2014.2.28 도쿄지방법원에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 4.16 도쿄지방법원은 채권자가 대부분 해외에 있고, 실태조사가 진행되
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사재생법 적용신청을 기각, 재산보전명령을 내리고 같은 달 24일 파산절차개시를 결정, 2015.9월 파
산관재인은 고객들 약 2만 4700명이 신고한 채권총액이 약 2조 6,630억엔이라고 발표(日本経済新聞,ビットコイン運営会
社への債権届出、2.6兆円に、2015.9.9.)

(3) 디플레이션 특성
▢ 비트코인은 매 4년마다 새로운 공급량이 줄어들어 궁극적으로는 공급량 증가가 중지되도록
설계되어 디플레이션을 유발하여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8)
(4) 다단계 거래
▢ 비트코인은 다단계 거래의 성격을 지님
○ 금이나 은과 같이 내재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폭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다. 가상화폐 발행구조
(1) 블록체인 기술(Block Chain Security Technology)
▢ 블록체인 시스템은 거래 기록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중앙기관 없이 분산하여 불록(blo
ck)으로 기록 및 관리하는 기술
○ 10분 간격으로 새로운 거래정보를 담은 블록이 시간 순으로 연결되고 이 과정에서 유효성을
검증 정보의 위ㆍ변조 방지
○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중앙서버에 모든 것을 보관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안성을 유지
▢ 정보의 분산저장과 공유는 불필요한 거래수수료 및 복잡한 프로세스와 인프라 비용을 줄
일 수 있음
▢ 전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의 가능성에 주목한 연구와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
○ 국내 5대 은행(IBK기업은행 등)도 지난해 R3 CEV9) 컨소시엄에 순차적으로 가입하여 공
동연구와 프로젝트 추진
○ 2017. 11월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 출범(16개 주요은행 참여)10)
(2) 채굴(Mining) 및 거래(Transaction) 원리
▢ 가상화폐의 채굴원리
○ 작업증명(Proof Of Work : POW)
- 거래정보의 블록을 검증하는 작업을 채굴자들이 실시 검증을 마친 채굴업자에 대한 보상으
로 비트코인 지급11)
김태오,가상화페의 이용현황과 시사점 : Bitcoin과 Linden Dollar를 중심으로,『지급 결제와 정보기술』제53호,
2013.7,49면.
8) 전주용,비트코인의 이해와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p.5. ; 2009년 도입 초기에는 10분당 50개의 속도로 비
트코인이 생성되도록 설계되었으며, 2145년에 총 2,100만개의 비트코인만이 유통되는 시점에서 공급량 증가가 중지됨.
9) 세계 최대 블록체인 컨소시엄으로 BOA, 씨티, 골드만삭스 등 50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 블록체인 업체인 R3와
제휴해 블록체인 표준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고 있음(전지산문,블록체인 시대가 온다, 2017.10.31) ; 블록체인 스타트업
으로 출발해 금융회사들의 연합체가 된 R3 CEV(뉴욕에 본사)는 지금은 블록체인이라는 단어 사용을 피해 자신의 회사를 ‘분
산된 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기업이라 부르고 있음(서울경제,블록체인 광풍, 2017.11.13).
10) 매일경제신문, ‘은행 블록체인 컨소시엄 첫 사업, 공인인증서 대체 시스템 구축’, 2017.4.28.
11)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가상화폐(블록체인) 시스템의 ‘작업증명(POW: Proof Of Work)’ 과정이라 하며 이에 참여해 비트코인
7)

- 작업증명 과정은 비트코인의 발행과 보증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 기술의 핵심
○ 이더리움 또한 작업증명방식으로 발행되고 있으나, 점차 지분증명방식(Proof Of Stake
: POS)으로의 전환을 예고함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원리
○ 비트코인 등의 거래는 블록체인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거래를 위해서는 지갑(Walet)과 주
소(Address)가 필요
- 비트코인 지갑은 PC용 지갑, 거래소 및 모바일 형태로 존재
- 지갑에는 개인키와 공개키의 쌍으로 구성된 키가 있고 키를 이용하여 결제에 서명함으로
써 비트코인 소유를 입증12)
라. 가상화폐 거래시장
▢ 채굴난이도 증가로 일반 컴퓨터의 연산능력으로 채굴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가 대중화
○ 거래 시 거래액의 0.15%의 기본수수료(trading fees)13)와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할
때 내는 출금 수수료(withdrawal fees)로 한화 천원 가량을 징수14) (‘빗썸’ 거래소 기준)
▢ 거래소는 편리하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거래소 자체의 해킹
에 대한 우려 있음15)
2.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
가. 화폐
▢ 화폐(money)는 상품의 교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반적 교환수단(예: 소금, 금, 은행권
등)으로, 3가지 본질적 기능16)을 지님
을 얻는 행위를 채굴(Mining)이라 함.
이때 개인키에서 일방향 암호함수인 타원곡선 덧셈함수를 이용 임의의 공개키가 생성되고 공개키는 다시 일방향 암호학적 해
시함수를 이용 비트코인의 거래시 사용되는 주소(Address)가 됨.
13) 증권사의 주식 거래 수수료에 비해 10배가량 비싸며, 특히 출금 수수료를 가상통화로 떼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음. 2017.11.12 하루 동안 빗썸에서는 6조 5,000억원어치의 가상통화가 거래돼 유가증권시장의 거래 규모를 넘어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4/
2017111402927.html(2017.11.18 방문).
14) http://hw99336.tistory.com/131(2017.11.18 방문). 비트코인을 외부로 출금시 출금수수료는 0.0005 비트코인임.
15)국내 ‘야피존’이라는 거래소사이트가 지갑이 해킹당해 3,831비트코인(당시 시세 55억여원)을 도난당한 사건 및 국내최대 거래
소 빗썸의 개인정보 유출 해킹사태가 대표적이고 국내외 다수 사례. 2017.11.12.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Bithumb)의 서버다운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 집단소송 준비(2017.11.12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캐시’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한꺼번에 몰려 서버가 다운, 12일 오후 283만 9천800원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캐시 가격은 서버가 복구된지 한
시간 반 만에 168만원으로 폭락(연합뉴스 TV, 2017.11.14 21:34:34): SBS 뉴스,〔취재파일] "개입하면 불난 데 기름
붓는 격"…빗썸 사태에 선 그은 당국,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금융당국 개입 근거 없어 지켜보기만,
2017.11.14.).
16) 화폐의 3가지 본질적 기능: ① 교환의 매개(medium of exchange) : 화폐는 임의의 재화와의 교환에서 반드시 수령된다고
하는 일반적 구매력을 보유 → 가상통화는 지급수단으로의 활용 사례 및 거래규모가 제한되어 교환의 매개체로 한계가 있으
며, 거래목적보다는 주로 투기목적으로 보유되고 있음 ② 가치척도(unit of account) : 화폐는 개개의 상품과 가치를 통일적
으로 표현하는 재료가 됨. 즉, 모든 재화·서비스의 가치를 가격으로 표시하는 역할을 수행 → 가상통화는 높은 가격 변동성,
불확실한 시장가치 등으로 가치척도로 사용 곤란 ③ 가치저장(store of value) : 화폐는 언제, 어떤 재화·서비스에 대해서도
대가로 수령될 것이 기대되므로, 가치저장수단으로 기능하며 자산의 한 형태로 보유됨 → 가상통화는 가격변동성이 매우 높
고, 향후 거래에 활용될 것이라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존하므로 장기적으로 가치를 저장하는데 한계.
12)

○ ‘교환의 매개물’로 별도의 결제ㆍ청산을 거치지 않고 지급만으로 거래가 종료 (수표,
주식 등과 차이)
▢ 가상통화는 ① 지급의 제한, ② 높은 변동성, ③ 불확실한 가치 등으로 화폐의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
한 것으로 평가17)
○ 별도 청산〮결제과정을 거치지 않고(설계에 따라서 청산 결제 가능) ‘교환의 매개물’로서
사용되는 점에서 금전과 비슷하나, 한국은행 등 특정한 발행주체가 존재하지 않고, 국가에
의한 강제통용력이 인정되지 않으며,18) 전자화된 형태로만 존재하는 점에서 통상적인 금전과
차이19)
나. 통화
▢ 통화(currency)20)는 거래에서 지급ㆍ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지닌 은행권과 주화를 의미(현금
통화 외 예금통화도 포함)
○ 통화는 법률에 따라 법화의 지위가 부여되고 강제통용력을 가짐
▢ 가상통화는 민간에 의해 개발되고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이용21)
○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화폐로서 기능
○ 발행주체가 없고 미리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발행
다. 유가증권
▢ 유가증권은 사권(私權)이 화체되어 있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증권의 소지가 필
요(주권, 선하증권, 창고증권, 상품권, 어음, 수표 등)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그 자체가 ‘교환의 매개물’이고 별도의 권리나 청구권이 화체되어
있지 않음22)
○ 비트코인으로 가격을 표시한 상품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것은 계약의 본지에 따
른 지급이고, 지급에 갈음하거나, 지급을 위하거나, 지급을 담보하여 건네주는 것이 아님

17)

18)

19)
20)

21)

22)

IMF staff team, Virtual Currencies and Beyond: Initial Considerations, Jan.2016, p.17. At present, VCs do not
completely fulfill the three economic roles associated with money : High price volatility of VCs limits their ability
to serve as a reliable store of value. The current small size and limited acceptance network of VCs significantly
restricts their use as a medium of exchange. As of now, there is little evidence that VCs are used as an
independent unit of account.
한국은행법 제47조(화폐의 발행)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동법 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 한국은행이 발행
한 한국은행권은 법화(法貨)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김홍기,가상화폐의 법적 쟁점과 규제방향,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7년 정책심포지움, 2017.10.27, 35면.
소재가치(素材價値)를 중시했던 금속주의와 달리, ‘일반적 교환 내지 유통수단’으로의 화폐의 본질을 중시하는 명목주의에서 화
폐와 통화의 개념은 구별하기 어려움.
VCs(Virtual Currencies) are digital representations of value, issued by private developers and denominated in their
own unit of account(IMF staff team, p.7).
김홍기, 상게논문, 36면.

라. 금융투자상품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financial instruments)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분류23)
○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분산장부에 불과하므로 금융투자상품과 같은 계약상
의 권리라고 보기 어려우며 자본시장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24)
▢ 다만,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규제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펀드 등은 증권이나 집합투자 규제의 적용가능성이 높음
마. 기타 일반상품, 지식재산권 등
▢ 상품(commodity)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무형의 모든 재산
○ 상품은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용가치, 교환가치 등 실질적 가치를 가짐
○ 금(gold)은 화폐, 통화에 준해서 사용되지만 내재가치(intrinsic value)도 존재하므로 일반상품
▢ 비트코인은 금을 모델로 설계
○ 실물자산인 금과 비슷하나 교환의 매개 또는 거래의 단위로서의 기능을 위주로 하고, 별도의
내재가치나 사용가치 등은 없는 것이 일반상품과 차이
-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및 운용방안은 이러한 특수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
바. 소결
▢ 불록체인을 이용한 분산장부
○ 통화, 유가증권, 상품 등의 속성을 함께 가지는 새로운 유형의 ‘복합적 상품(hybrid
product)’
▢ 거래의 목적, 내용 등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서 관련법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25)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이익 : 세법
○ 지급수단, 외환거래 : 외환거래법 등 지급관련 법규
○ 가상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거래 : 자본시장법
○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항 : 특정금융정보법
○ 형사 문제 : 형법
○ 일반적인 상품거래 : 민법과 상법 적용 등

23)
24)
25)

자본시장법 제3조 제2항.
김홍기, 전게논문, 36면.
상게논문, 34면 및 37면.

2. 가상화폐에 대한 영역별 규제의 필요성
□ 익명성으로 인한 범죄ㆍ탈세 도구로 악용 가능성
□ 거래소 및 개인 PC에 대한 해킹으로 인한 이용자의 금전적 손실 우려26)
□ 비트코인 거래소 운영자의 횡령 문제 등27)
3. 국내 가상화폐 관련 쟁점사항
□ 가상화폐의 법적성격 문제
□ 세무상 문제
○ 세목별(부가가치세, 소득세ㆍ법인세, 상속․증여세) 과세문제
○ 비트코인 압류ㆍ공매 등 국세징수법 문제
○ 과세인프라 구축 문제
□ 기타 금융관련 법 등
○ 가상화폐 투기근절, 자금세탁 등에 대한 대응방안

Ⅲ. 주요국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 및 과세제도
1. 주요국의 가상통화 관련 정책 및 과세제도
가. 미국
▢ 2014년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가이드라인을 공표
○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화폐가 아닌 주식과 같은 자산으로 규정
○ 가상화폐의 교환 및 판매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목적이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사업 활동일 경우 소득세 부과
▢ 화폐성 인정여부에 대하여 주별 해석 상이하나, 현금으로 인식 또는 무형자산으로 간주하여
비트코인에 대한 판매세는 비과세(무형자산 비과세)
▢ 미연방세법 제1031조의 동종자산교환(like-kind exchange)28)을 부동산 거래로만 한정하여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간의 거래 즉 가상통화 간 거래는 과세대상29)
26)

27)

28)

’16.5월 홍콩의 거래소 ‘비트피넥스’가 6,500만달러(당시 시세 약 72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해킹으로 도난, 이더리움은
'16.5월 DAO(Distributed Autonomous Organization)라는 펀딩 프로젝트 계좌의 해킹 사건 발생(Bloomberg.com. Ether
Thief
Remains
Mystery
Year
After
$55
Million
Digital
Heist
by
Matt
Leising,
2017.6.13(https://www.bloomberg.com/features/2017-the-ether-thief/).
과거 전세계 최대 거래소라 불렸던 ‘마운트곡스’ 거래소는 ‘14.2월 85만BTC(당시 시세 한화 5,000억원)이 해킹으로 사라졌
다고 밝혔으나 이후 '15.8월 마운트곡스의 대표 마크 카팰레스가 횡령 등의 혐의로 일본경찰에 체포(글로벌이코노미, ‘일본
경찰, 비트코인 거래소 카펠라스 CEO 횡령 혐의로 체포’, 2015.8.12).
미국에서 동종의 자산을 교환한 경우는 그 자산을 매각하기까지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제도를 말한다.

▢

고용주가 가상통화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 있음

나. 영국
▢ 비트코인을 세계 최초로 법정통화로 인정, ‘민간통화(Private Currency)'로 분류
▢ 2014년 영국 세입관세청(HMRC)은 국세청 정책 지도서30)를 발간하여 가상화폐에 대한 과
세 방향 제시
○ 비트코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채굴활동이 부가세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채굴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가세 과
세 안함
- 비트코인과 외국화폐(달러)간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도 비트코인 가치에 대한 부가세는 부과되지
않음
○ 개인사업자의 가상통화 거래 차익은 일반적인 소득세 규정에 따라 과세하고, 가상통화 교환 손익은
외국환 및 차입에 대한 일반적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
▢ 맨 섬(Isle of Man)31)을 디지털화폐 정책지구로 선정
○ 수익세, 법인세, 자본이득세, 대인세(Personal Tax) 등의 세금에 대해 파격적인 세금우대 정
책 실시
▢ 비트코인 사업체들을 규제하기 위해 범죄수익환수법(2010) 개정
다. 호주
▢ 가상화폐를 자산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거래에는 물물교환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구매 및 사용 시 GST(Goods and Services Tax)를 부과하였으나,
○ 2017.7월부터 화폐적 성격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라. 일본
▢ 2014년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통화 규제방침 발표
○ 비트코인을 귀금속 등과 같은 일반 상품으로 취급한다고 명시
29)

30)

31)

https://news.bitcoin.com/trading-bitcoin-for-an-altcoin-wont-shield-you-from-the-irs-anymore/ The issue arises
from the IRS categorizing bitcoin as property, which can be argued makes crypto to crypto trades “like kind”
exchanges under Section 1031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The new tax bill defines “like kind” exchanges to
pertain only to real estate deals. To make things as clear as possible, this means that if you trade bitcoin for
tether (USDT) for example, that is a taxable event.
Revenue and Customs Brief 9(2014) :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ies, 2014.3.3(https://www.gov.uk /government
/publications/revenue-and-customs-brief-9-2014-bitcoin-and-other-cryptocurrencies/revenue-and-customs-brief-9
-2014-bitcoin-and-other-cryptocurrencies).
영국 왕실령의 자치국가로 영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국제 관계와 국가 방위는 영국이 책임지고 있음.

2016.5월 가상화폐에 전자결제, 송금 등 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여 가상화폐 거래
에 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자금결제법」개정(안) 가결
○ 가상화폐를 자산과 같은 가치(Asset-like values)로 인정
○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등록제 신설, 일정 필요조건 충족 시 등록 허가
▢ 2017.4월 전자화폐를 정식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
○ 일본정부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소비세(8%) 면제를 승인하고 소비세법시행령 제9
조 등의 개정을 통하여 2017.7.1.부터 시행32)
○ 가상화폐로 얻은 소득이 개인수준에서 벌어들인 경우에는 소득세 부과, 기업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으로 취급하여 법인세 과세
▢

마. 독일
▢ 2013년 은행법에 있는 금융상품의 개념에 관한 가이드라인 수정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금융자산(financial instruments)으로 봄
○ 주식 또는 채권처럼 투기목적(비트코인 보유기간 1년 미만)으로 구매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
과
○ 채굴이나 개인 간의 사적인 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제외
▢ 재화 및 서비스와의 거래를 기본적으로 물물교환으로 취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 유럽사법법원의 가상화폐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에 따라 독일 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
연합 국가들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될 전망
▢ 2015년 비트코인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
▢ 비트코인 취급업체들은 금융기관에 준하는 강력한 규제를 받음
○ 비트코인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독일 연방은행법에 따른 금융당국의 허가 필요,
무허가 시 형사처벌 대상
바. 싱가포르 등
▢ 가상화폐를 상품 및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비 물리적 가치로 정의
○ 가상화폐 판매로 인한 이익(단기투자이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장기적인 투자목적(자
본이득세)의 일부로서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
* 싱가포르는 자본이득세 과세 안함

○ 가상화폐를 현금 또는 물품의 대가로서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가상화폐가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014.3월 가상화폐
32)

http://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7/seirei/index.html.

거래소에 대한 규제 계획 발표
2. 정책적 시사점
▢ 각국의 과세지침을 살펴보면 크게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분류, 그리고 비트코인 관
련 개별 거래들에 대한 과세지침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과세지침의 경우 소득세, 자본이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으로 세분화하여 과세규정이
정해지고 있음33)
▢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로 자산으로서의 성격과 거래의 매개체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인정하는
방식으로 미국, 영국 등의 국가들이 이러한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경우 IRS에서 비트코인을 조세체계 하에서 ‘자산’으로 취급한다고 발표하였으나, 각
주별 소비세 과세에 있어서는 비트코인의 성격을 화폐 혹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소비
세과세를 면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규정이 정립되고 있는 추세임
○ 영국의 경우, 비트코인의 거래의 매개체적 성격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비트코인 보유 및
매각에 따른 차액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어 비트코인 거래 성격에 따라 이
를 해당 세법에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비트코인의 자산으로서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
○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여 과세기준을 마련한 국가들은 독일,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로
이들 국가들은 비트코인을 각종 자산 중 하나로 규정하고, 이에 적용되는 과세기준을 비트
코인이 거래의 매개체로 사용된 거래에 까지 적용
▢ 미국의 경우 IRS 규정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이 자산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이를 자산으
로 취급하여 소비세를 과세하는 주는 존재하지 않음.
○ 영국 역시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거래들에 있어서 비트코인의 역할을 통화의 그것과 동
일하게 취급하여 비트코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 한편,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에서는 비트코인을 매개체로 하는 거래들에 있어 거래되는 재화
혹은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에까지 소비세 혹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 입장
- 독일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지침을 두고 있음
▢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앞으로 비트코인의 세무상의 취급이 공표될 것으로 생각되며 부가가치
세에 관한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각국의 동향을 주목할 필요
○ 유럽사법법원의 비트코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판정에 따라 향후 독일뿐만 아니
라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에서는 비트코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게 될 것으
로 예상

Ⅳ.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
1. 과세기준 마련 기본 원칙
33)

신상화ㆍ강성훈, 전게서, 84~86면 참조.

공평성(응능부담의 원칙), 경제적 효율, 단순ㆍ명료성, 경쟁국의 세제 등 글로벌 규범과의 조화
○ 특히 가상화폐 거래는 익명성이 높고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와 가상통화 간 교환
등의 거래이력을 모두 파악하기 매우 어려움
- 즉 소득과세에 관한 거래 및 자산과세에 관련 재산 등의 파악이 용이하지 않을 것임
○ 따라서 가상화폐 내지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제도 설계 시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 가상화폐 이용 증가 등 현실적인 문제 고려
○ 가상화폐는 전자상거래와 같이 국경에 상관없이 24시간 365일 언제라도 거래가 가능
- 앞으로 전자상거래에서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가상화폐 관련 거래형태별 과세기준
가. 가상화폐 채굴업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 채굴 활동을 통해 획득한 가상화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 ☞ (사업․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판매 이익이 대하여 사업소득 또
는 법인세 과세
○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개인은 그 시세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법인은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고 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
나. 가상화폐 거래소
▢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 거래시 증권거래소와 같이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시장으로
주로 수수료 수입이 과세대상임 ☞ 사업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
○ 거래소가 제3자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가상화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
한 가상화폐는 투자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다. 가상화폐 구입ㆍ판매거래
▢ P2P 방식이나 거래소를 통해 구입한 가상화폐를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투자자산의 양도로
보아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 ☞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라. 가상화폐의 무상이전
▢ 가상화폐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사망으로 인해 상속한 경우 그 가치에 대하여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3. 주요 세목별 과세기준 및 과세방향
가. 부가가치세
▢

(1) 가상통화와 법정통화 교환거래에 대한 유럽사법법원의 입장
(가) 사안의 개요 및 유럽사법법원의 판단
▢ 스웨덴의 사업자가 행하는 비트코인과 스웨덴의 법정통화(스웨덴 크로나)와의 교환거래(이하
"본건 교환거래"라 함)에 관련된 VAT상 취급에 대한 판단사항임34)
○ 유럽사법법원은 ① 본건 교환거래는 대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제공(supply of
service for consideration)에 해당하며, ② 비트코인에 관한 교환은 지불수단에 관한 거래
로서, 비과세거래를 규정한 부가가치세 지령(VAT Directive)(이하, "지령"이라고 한다) 제
135조 제1항(e)에 해당하므로, 본건 교환거래를 비과세로 판단35)
○ 비트코인과 관련된 거래는 지령 135조 1항(d)의 예금(deposit)과 당좌예금(current
account) 등의 거래로 간주할 수 없으며, 지령 135조 1항(e)의 "법정통화(legal tender)로
서 사용되는 통화(currency), 은행권(bank notes) 및 화폐(coins)"에 관한 거래를 의미하
는 것으로 정리
(나) Hedqvist 판결의 평가
▢ Hedqvist판결의 핵심은 VAT상 가상화폐의 사용(the use of bitcoin)이 어떤 다른 지급수
단의 사용(the use of any other means of payment)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
○ 다만, Hedqvist 판결에 관하여, ① 달러 등 각국 통화(national currencies)는 직관적으로
그 가치는 명확하지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각국 통화와는 다르다는 점, ② 비트코인의 구입 목적이 재화ㆍ서비스의 구입을 위한 것
이라는 점은 의심스러우며 투기 때문이라는 점, ③ 비트코인의 이전이 전기통신이용 서비
스의 제공(supplies of electronic services)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검토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36)
○ 또한 해당 지적 등은 호주 과세당국이 ① 비트코인에 관련되는 거래는 물물교환거래
(barter arrangement)이고, ② 비트코인은 통화나 외국통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자
에 의한 비트코인에 관련된 거래는 물품서비스세(GST)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
한 사실(2G)도 언급하고 있음
○ VAT상, 본건 교환거래를 비과세라고 판시한 Hedqvist 판결의 의미는 매우 중요
(2)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
▢ 가상통화를 상품 내지 재산 등 자산으로 분류하는 즉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수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투자자산으로서의 성격으로 파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34)
35)

36)

Skatteverket v. David Hedqvist, Case C-264/14.
In Skatteverket v David Hedqvist (Case C-264/14),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held that the
purchase and sale of Bitcoins were exempt from VAT since the exchange of Bitcoin for traditional currency was
considered to be a supply of services. By means of this conclusion, the Court is giving this cryptocurrency the
status of a means of ‘payment’ rather than a form of ‘property’ and thus accordingly, the legal tender exemption
should apply (Council Directive 2006/112/EC of 28 November 2006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
Article 135(1)(e))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4b53ac69-bdab-4967-afa3-90576dc436f3
Aleksandra Bal, Bitcoin Transactions : Recent Tax Developments and Regulatory Responses, 17(5) Derivative &
Financial Instruments, 19 August 2015.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의미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
하고 있는바, 가상화폐의 경우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
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다만, 가상통화를 거래매체적 성격 즉 상품 및 용역의 대가 지급을 위한 매개체로서 지급수
단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유가증권 등〕상 화폐대용증권으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될
여지도 있을 것임.
○ 일본, 영국의 경우에도 가상화폐를 사적통화 또는 결제수단으로 보아소비세 내지 부가가치
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가상통화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는 법적 성격을 먼저 규명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
되는 지 등을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임37)
○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38)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음.39) 즉 상품 등 유체물과 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
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한편,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0) 즉「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
수업무로서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내국환·외국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외국환거래
법」에 따른 환전업 등은 과세되지 않음
(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능성 판단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재산가치를 표상하는 지급수단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증서는 아
니며,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41)에도 해당하지 않음42)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3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
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40)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4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생략).
3.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37)
38)

○ 현행 부가세법상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재화)으로 보는 경
우 사업자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공급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비트코인을 저작권에서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 경우에도 저작권이 부가가치세법상 재
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43)
▢ 한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사업자가 일반 재화를 공급받은 대가로 가상화폐를 재
화를 공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단순히 지급(송금)수단으로서 가상화폐를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
지 않아야 함44)
(다)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 및 해석기준 마련
▢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
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시급
○ 가상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보아 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가상화폐를 매매하
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가상화폐를 재화나 용역의 구입을 위한 지급수단으로 사
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세법령을 개정하거나 기본통칙에서 명확한 해석을 내릴
필요가 있을 것임
* 국세청은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서면법규과-920, 2014.08.25)

* 대법원 판결에서 가상화폐와 비교적 유사한 성격의 게임머니에 대하여 사업성을 갖고 반복적으로 매매한다면 부
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
-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로서 재화에 해당하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게임머니를 매수하여 이윤을 남
기고 판매한 경우 사업자에 해당됨(대법원 2011두30281, ’12.4.13.)

다만, 전 세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추세이므로 가상화폐를 면세재화로 규정하거
나, 화폐와 같은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
(라) 가상화폐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방안별 검토
▢ 1안 : 가상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새로운 유형의 무형자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전면 과세하는 방안
▢

(일본․영국 사례 참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다.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
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
수단을 말한다.
5. "내국지급수단"이란 대외지급수단 외의 지급수단을 말한다.
42) 홍도현ㆍ김병일,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문제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 『조세연구』제15권 제1집, 2015.4, 134면.
43) 상게논문, 135면.
44)片岡義廣,ビットコイン等のいわゆる假想通貨に關する法的諸問題についての試論,『金融法務事情』No.1998,
2014.7.25,
p.45.

○ 가상화폐 성격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볼 가능성45)
○ 사업자가 가상화폐를 매매ㆍ교환하거나 일반 재화 및 용역 공급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모두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
○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거래를 과세거래로 보는 경우 하나의 거래에 대해 이중으로
부가세를 과세하게 되는 문제점 발생
▢ 2안 : 가상화폐를 통화 내지 화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
○ 유럽사법법원의 입장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통화간 교환거래 : 면세
- 각국의 세법 등 법체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가상화폐는 당사자들이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여 그들 간에만 사용되는 것이
므로 국가가 강제통용력을 인정하는 법화 또는 법정통화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현재 우리
나라 법체계상 가상화폐를 화폐나 통화의 일종으로 받아들이는 어려운 측면
▢ 3안 : 가상화폐를 지급수단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
○ 일본·호주 과세당국 입장
- 자금결제법 개정 등으로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보아 2017.7월부터 판매세 또는 소비세
비과세 전환
○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의 발전가능성 고려 필요46)
- 가상통화를 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금융규제 대상인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
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문제
* 가상통화는 발행자에 의하여 사용잔액을 환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지 않으며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해당되지 않음47)

- 전자금융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의 편입은 대상 가상통화의 범용성과 안전성 요건을 고려
하여 금융당국에서 사전 결정할 필요
▢ 4안 : 가상화폐가 연계된 거래내용에 따른 유형별 접근 방안48)
○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가상화폐를 지급수단으로 제공받는 경우
- 사업자는 공급하는 재화 등의 시가(환산된 현실통화의 가치)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
준 계산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로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경우
- 가상화폐를 지급수단 목적으로만 활용한 것으로 가상화폐 공급(결제)거래를 별개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
- 가상화폐를 신종 무형자산으로 보아 재화간 교환거래로 볼 여지가 있으나 동일 거래에 대해
이중과세로 볼 수 있고 과세실익도 크지 않음
45)

46)

47)

48)

국세청 질의회신 부가, 서면법규과-920(2014.08.25): 대법원 2012.4.13.선고 대법원2011두30281판결(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게
임머니를 매수하고 이를 다시 다른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게임머니를 재화로 분류).
정순섭,가상통화 규제의 기본방향,『박용진 의원실 :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공청회 - 가상통화 화폐인가 ?
재화인가 ?』, 2017.7.18, 14~15면.
이재인,가상통화와 금융규제 - 지급결제법의 관점에서,『기술발전과 금융규제 : 산업육성과 금융소비자보호의 관점에
서』, 국회입법조사처ㆍ서울대학교 금융법센타ㆍKSDㆍ한국예탁결제원, 2017.11.10, 13면.
정승영,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조세학술논집』제32집 제1호, 2016, 78~86면 참조.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현실의 통화 간의 교환거래의 경우
- 가상통화 채굴업자, 매매업자, 중개업자(교환업자)가 가상화폐를 매매하거나 법정통화 또
는 다른 가상화폐와 교환하는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세
제당국의 정책적 판단 필요
- 가상화폐와 법정통화 또는 다른 가상화폐와의 교환거래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금융거래 성
격에 해당되지만 가상화폐를 신종 무형자산인 재화로 규정한다면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로 보아야 함
- 그러나, 해외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가상화폐의 통화 교환거래를 대부분 면세 또는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고 전 세계 어느 거래소에서나 가상화폐를 매매할 수 있는 글로벌 거래
환경을 감안할 때 국내 거래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므로 국내 가상통화 매
매(교환)거래에 대해 면세거래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가상화폐 자체를 통화로 해석하는 방안
· 가상화폐의 통화 교환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거래로 열거하는 방안
- 다만, 이 경우에도 면세대상인 가상화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음
▢ 소결
○ 가상화폐 법적 성격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입장이 없고 국가별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취급이 다르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통화적 성격 또는 결제수단적 성격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비과세 하는 추세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체계하에서 가상화폐 이용 거래를 일률적으로 과세 또는 비과세로 단정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거래내용에 따른 유형별 접근방법(4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
부를 판단함이 바람직
○ 다만, 현행 세법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유형별 과·면세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법령 개정 또는 세법 해석 등을 통해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
나. 종합소득세(사업소득 등)
(1)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에서는 사업소득의 종류를 열거
○ 영리목적성, 독립성, 사업 활동의 계속성 등을 충족하는 경우 동조 제1항 제20호 규정49)
에 따라 사업소득 과세 가능
- 일시성 또는 일회성을 특질로 하는 기타소득 및 양도소득과는 구별
○ 다만, 동조 제1항 제20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할 경우 제1호부터 19호까지 규정된 소득과
유사한 경우인지에 대한 논란 제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 “가상화폐 채굴업”, “가상화폐 중개(교환)업”,가상화폐의 매매업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을 사업소득 과세대상으로 열거함으로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
소득세법 제19조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
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49)

익명성이 높은 가상화폐의 등장과 소득파악의 어려움
○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Zcash"이라는 가상화폐가 최근 개
발. 이는 완전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각 거래의 가상화폐 양과 금액을 완전히 비공개
로 하고 완전히 비밀을 담보할 수 있는 높은 익명성을 가지고 있어 거래추적이 어려움50)
- "Zcash"는 "제로지식증명"51)라는 암호 기술을 바탕으로 설계됨
○ 향후 가상화폐 거래가 보급되고 특히 "Zcash"와 같은 매우 익명성 높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가 늘어 가는 경우 점점 거래의 파악이 어렵고, 악의의 납세자에 의한 탈세 등이 예
상됨
-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세무상의 불평등 발생 및 종전 거래
와의 사이에 과세상 중립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

▢

국내 모든 거래의 슈퍼컴퓨터에 의한 게이트 웨이52) 서버 경유에 의한 거래파악 필요
○ 모든 거래에 대하여 슈퍼컴퓨터를 경유토록 하는 것은 헌법 제17조,53) 제18조54) 및 제37
조 제2항55)의 규정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국외 상거래나 해외자산 정보는 파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 기타 랜섬웨어(ransomware)56) 및 사이버 테러의 위험에도 대비할 필요
(2) 근로소득
▢ 급여를 현금이 아닌 가상화폐로 받은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산입되어야 할 것임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57)
▢

50)
51)

52)

53)
54)
55)

56)

57)

山下 學ㆍ酒井 淳,假想通貨と稅務を巡る諸問題の考察(下),『稅務事例』Vol.49 No.9, 2017.9, 12面.
영 지식 상호 증명[zero knowledge interactive proof, 零知識相互證明 ] : 약어 ZKIP/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증명하는 방법. 통상의 패스워드 방식에서는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비밀 패스워드를 그대로 표시하게 되므로 항상 위
험이 따르는데 이러한 결점을 극복한 것이 영 지식 상호 증명이다. 일반 난수와 비밀 정보로부터 연산한 결과를 증명자(본인
임을 주장하는 자)와 검증자 간에 주고받아서 확률적으로 납득시킨다. 이와 같이 주고받는 횟수를 증가시키게 되면 확신도는
높아짐.
게이트웨이(gateway)란 글자 그대로 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IT 분야에서는 통신 네트워크의 출입구를 의미한다. LAN 통신은
게이트웨이를 통해 이루어진다. 게이트웨이의 구성은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다른 통신망과 상호 접속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어, 다른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장비로 이루어져 있다. 게이트웨이의 구성 요소에는 네트워크 내에서 통신을 제어
하는 컴퓨터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컴퓨터 게이트웨이 노드가 있다. 게이트웨이 노드는 종종 프록시 서버(Proxy
Server)나 파이어월(Firewall) 서버로 동작한다. 또한 게이트웨이는 헤더와 포워딩 테이블(Forwarding Table)을 사용해 패
킷을 보낼 곳을 결정하는 라우터이며, 게이트웨이에서 패킷이 들어오고 나가도록 실제적인 통로를 제공하는 스위치가 포함
된다. 이외에도 프로토콜 변환기, 임피던스 매칭 장비, 비율변환기(Rate Converters), 장애 절연장치(Fault Isolators) 혹은 시
스템 호환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신호변환기와 같은 장비가 포함됨.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
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컴퓨터 사용자의 파일들을 암호화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코드. 사용자 자료를 볼모로 돈을 요구하여 ‘랜섬(ransom)’이란
수식어가 붙었다.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잠입해 내부 문서나 스프레드시트, 그림 파일 등을 제멋대로 암호화해 열지 못
하도록 만들고 이메일 주소로 접촉해 돈을 보내 주면 해독용 열쇠 프로그램을 전송해 준다며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용자
는
암호화된
컴퓨터를
포맷하여
공격자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도
함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55XXXXX27160).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급여를 금전 외의 현물로 받는 경우에 그 현물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하는 경우,통화 이외의 것의 평가액을 미리 단체협약에
규정해 둘 필요58)
(3) 기타소득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
는 경제적 이익이나,59)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에는 저작권료 등의 사용료가 저작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시 기타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60)
○ 그러나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에 대한 당국의 입장 정리 필요
(4) 소득세의 포괄주의로의 전환문제
▢ 유형별 포괄주의 내지 열거주의 과세의 한계
○ 법적 안정성 내지 과세 형평성 논란
○ 법률에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조세법률의 공백영역(steuerrechtsfreien Raum)으로서 사실
상 비과세와 다를 바 없음61)
○ 비트코인의 거래와 같이 새로운 상품 내지 재산 등의 거래에 따른 수익에 즉시 대응하기 곤
란62)
▢ 중장기적으로 포괄주의 방식 검토
○ 미국 연방세법(IRC) 제61조(a)63)
○ 일본 소득세법 제35조(잡소득)64)
다. 양도소득세
(1)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58)

59)
60)
61)
62)

63)

64)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
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김완석ㆍ정지선,『소득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17, 62면.
한국세법학회,금융상품을 이용한 Tax Shelter의 현상과 과제 토론문,『2017년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추계국제학술대
회 한국에 있어서 조세회피행위방지』, 2017.10.27, 183~186면 참조.
IRC § 61 - Gross income defined (a) General definition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subtitle, gross
income means all income from whatever source deriv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items: (1)
Compensation for services, including fees, commissions, fringe benefits, and similar items; (2) Gross income
derived from business; (3) Gains derived from dealings in property; (4) Interest; (5) Rents; (6) Royalties; (7)
Dividends; (8) Alimony and separate maintenance payments; (9) Annuities; (10) Income from life insurance and
endowment contracts; (11) Pensions; (12) Income from discharge of indebtedness; (13) Distributive share of
partnership gross income; (14) Income in respect of a decedent; and (15) Income from an interest in an estate or
trust.
日本 所得税法 第35条 1. 雑所得とは、利子所得、配当所得、不動産所得、事業所得、給与所得、退職所得、山林所得、譲渡所
得及び一時所得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所得をいう。

양도 및 양도소득의 범위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함.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환지처분으로 인한
65)
66)
지목변경등 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 양도소득의 범위67)
-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
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이용권·회원권(특정시설물 이
용권), 특정주식 등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

(2) 가상화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 과세가능성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가상적이고 인터넷상으로만 존재하므로 현실의 물품이 아니고 유
가증권이나 채권도 아니지만 현실의 세계에서 거래소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
에 재산이며 자산에 해당
- 아울러 국내 가상화폐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코스닥시장 거래규모를 상회
○ 따라서 개인이 비트코인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하여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익은 양도소득
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68)
- 다만, 소득세법 제94조 상의 항목들과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아 현행법으로는 과세가 어려
울 것임
(3) 소득세법령 개정 등
<1안〉양도소득세 과세
소득세법상 관련 규정 보완
○ 우선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
- 자산(상품ㆍ재산), 지급수단, 화폐 등

▢

65)「도시개발법」이나

66)
67)
68)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및 토
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를 말함.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인터넷상의 장소가 존재하고, 매일 비트코인 가격이 공표되며 공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현금과의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짐. 따라서 비트코인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신상화ㆍ강성훈, 92
면).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보완 필요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으로 규정하는 방안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6호를 신설하는 방안 : (예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화폐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 손익 통산문제 등
- 가상화폐 가격의 급락 폭이 크므로 양도차손의 공제는 가상화폐의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이월공제도 불허
-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양도차손을 공제하는 문제와 이월공
제 허용여부는 신중한 검토 필요
<2안> 가상화폐 거래세 부과
▢ 가상화폐의 특성 및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각 거래별로 간접세 형태인 거래세 과세
○ 향후 가격 급락 시 대거의 양도차손 발생 가능성
○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장주식 소액주주 장내거래 양도차익 등과의
형평성
○ 현금화 전까지는 거래포착에 어려움
라. 법인세
▢ 법인의 경우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포괄적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순자산을 증
가시킨 경우 법인세 과세 가능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채굴업자, 거래소 등 중개업자, 가상화폐 구입ㆍ판매업자 등 가상화
폐 관련 사업을 법인형태로 행하는 자는 그 사업에 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짐
○ 매매목적의 재고자산으로 보유 또는 투자목적으로 보유
▢ 가상화폐는 가격변동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사업연도말에 보유하는 가상화폐의 평가손익의
처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 가상화폐의 회계기준 마련 필요
○ 회계처리 기준이 명확치 않아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비트코인을 유동자산
내 당좌자산으로 분류69)
○ 가상화폐 자산가치 평가 등 회계기준 마련 필요
마. 상속세 및 증여세
(1) 상증세법상 과세대상
69)

조선비즈,비트코인 회계처리, 증권 자산? 파생상품?...법원 "전자파일에 불과", 2017.11.9.

상속세
○ "상속재산" :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70)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증여세
○ "증여"의 개념 :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
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완전
포괄주의)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71)
○ "증여재산" :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의 물
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72)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2) 가상화폐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상증세 과세대상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를 가진 유형ㆍ무형의 재산으로 간주할 경우 비트코인은 상
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
- 이러한 해석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결제수단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며,
결제수단이 된다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존재하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임73)
○ 따라서 거주자가 가상통화를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능
□ 일본 국세청의 입장
○ 2016. 5. 25. 개정 자금결제법에서 가상화폐를 "재산적 가치"를 있는 것으로 정의
○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이나 유증(사인증여 포함)에 의해서 취득했을 경
우에 그 취득한 재산에 부과되는 바 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란 현금, 예적금, 유가증권,
보석, 토지, 가옥 등 외 대출금, 특허권, 저작권 등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
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함
▢

70)
71)
72)
73)

싱증세법 제2조 제3호.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상증세법 제2조 제7호.
신상화ㆍ강성훈,『가상화폐 이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2015.12, 93면.

- 따라서,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가상통화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 현금 및 예
적금 등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에 포함
(3) 가상화폐 상증세 과세시 검토과제
(가) 가상화폐의 평가문제
기본원칙 : 시가주의 원칙
○ 상속 및 증여재산으로서의 가상화폐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
가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할 것임
▢ 평가기준 마련 필요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상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등의 자산가치를 원화로
환산할 필요
- 다만, 비트코인 등의 가치는 시세에 의해서 변동하는 만큼 어떤 rate로 가상화폐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 발생
○ 비트코인 등의 객관적 기준가치 산정
(나) 과세상의 한계
▢ 거래이력의 파악 곤란
○ 가상통화 중 가장 거래량이 많은 비트코인의 경우 이를 취득하는 방법은 ① 채굴(마이닝), ②
거래소에서 거래로 인한 취득, ③ 제3자에게 어떠한 대가로 수취하는 3가지 방법이 있는 바,
이 중 ①은 대규모 컴퓨터 시스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②나 ③의 방
법으로 취득
- ②의 방법에 의해 비트코인 취득시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거래소의 계좌에 자금을 송금하기
때문에, 은행계좌의 거래이력으로 비트코인 취득을 파악 가능
- ③의 경우는 제3자로부터 대가로 송금받은 비트코인을 전용지갑(wallet)에 넣는 경우 거래이
력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짐
▢ 비밀 키 분실
○ 피상속인이 생전에 비트코인 거래를 하고 있음을 상속인이 인식하고 있거나, 유언장에 기
재하여 지갑에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판명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비트코인을 지갑
에서 끌어내기 위한 패스워드인 비밀 키를 모르면74) 비트코인 잔액을 알 수 없고, 지갑에 정말
비트코인이 있는지도 모름. 이 경우 비트코인은 상속재산이 되지 않고 상속할 수 없게 됨
▢

74)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해 지갑(wallet)이란 것이 존재. 이 지갑은 자신의 비트코인을 말 그대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것
으로서 타 서비스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지갑은 사용자에게 본인 인증을 위해 하나의 비밀키를 제공. 그래서 하나의 비밀키를
잃어버리게 되면(혹은 해킹당하게 되면) 자신의 비트코인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
해 가상화폐 거래소(예 : 코인원)에서는 비밀키 3개를 제공하는 멀티시그 지갑을 제공. 하나는 보안을 위해 거래소에서 보관
하고, 나머지 두 개는 멀티시그 사용자가 가지게 됨. 그리고 사용자는 지갑을 이용하기 위해서 두 개의 키가 있어야 하므로
비밀키 하나를 잃어버리더라도 다른 비밀키를 분실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고 함.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pgc_lab&logNo=220310893118).

○ 반대로 상속인이 비밀 키를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나,
상속인이 비밀 키를 정말 모르는지를 제삼자가 증명하는 것은 어려움
▢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파악의 어려움
○ 비트코인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10(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증여)의 대상이 되
는 바, 예를 들어 부모가 비트코인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개인을 특정하여 거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사실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 가상화폐가 널리 거래되는 경우 상속재산이 미지의 컴퓨터 상의 데이터로 남아 버린다든가
증여의 수단으로 ID와 패스워드를 적은 종이를 넘겨준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
는 일은 매우 어려워 과세상의 중립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해외 거래소 이용 등
○ 피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에
도 가상화폐 파악이 용이하지 않음
(4) 상증세 법령 등 개정방향
가상화폐의 평가기준 마련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75)
- 다만, 가상화폐의 변동폭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을 각
3개월로 하는 방안 등 검토
▢ 국세부과 제척기간 조정
○ 블록체인 상의 지갑이 누구의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 이를 현금으로 인출
하는 달의 말일부터 기산하는 방안 등 검토 필요
▢

다른 세목과 공통 :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화
○ 모든 국내거래는 슈퍼 컴퓨터에 의한 게이트 웨이 서버를 경유시켜 파악
- 블록체인 기술만을 상정한 법안 마련은 한계
- 기술의 진화와 익명성을 이용하려고 하는 악의의 자산가에 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 가상화폐 구입시점부터 거래소에 대한 본인확인제도 도입
○ 해외 거래소를 통한 환전의 정보교환을 위한 국가간 협력체제 구축 등
바. 국세징수법 관련 사항
▢ 가상화폐 압류, 몰수 공매 등
▢

75)

상증세법 63조 제1항 제1호 가목.

○ ’17.4월 경찰이 음란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압수한 216BTC76)에 대한 공
매가능 여부
를 두고 논란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동산 및 기타자산’으로 분류하여 공매절차상 공매 가능한 자산으로 볼 수 있
다고 함77)
- 공매여부 결정 주체인 검찰은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중한 입장78)
○ 판례의 동향
압수된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다음, ① 비트코인은 예정
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P2P 네트워크 및 블록체인 기술에 의하여 그 생성, 보관, 거래
가 공인된 점,
② 일반적인 ‘게임머니’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미하는 개념
인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하므로,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이라도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
③ 비트코인은 거래소에서 법정화폐로 환전할 수 있고,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
는 비트코인 가맹점이 존재하는 등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의 대상
인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이를 몰수79)
-

* 대상판결의 1심 : 비트코인의 객관적인 기준가치를 상정할 수 없고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
일의 형태로 돼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수원지방법원 2017.9.8. 선고 2017고단2884판결)

* 미국은 ’13.10월 FBI가 마약 등의 거래사이트 ‘실크로드’를 단속ㆍ압류하여 비트코인 18만여개를 IRS의 지침이후
’14.6월 공매 처분80)

* 일본 하급심판례 :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가상화폐로 표시된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며, 민사집행시 가
상화폐로 표시된 채무자의 재산도 압류의 대상이 됨81)

▢

가상화폐가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임을 명확히 할 필요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5 【 재산의 금전적 가치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
어야 한다. 따라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예 :연주를 하는 것 등) 또는 부작위(예
: 경업금지)를 목적으로 하는채권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가상화폐 관련 조세회피방지 방안
가. 가상통화 교환업 등록제 등 도입
(1) 도입 목적
76)
77)
78)
79)
80)

압류 당시 시세 약 3억원이나 2017.6월 현재 시세로 약 7억원.
데일리한국,압수한 비트코인, 공매 진행한다…자산관리공사 “주식과 유사, 공매 제외대상 아냐”,2017.6.14.
뉴스1,범죄에 이용된 비트코인 첫 압수…공매할까?, 2017.6.17.
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노7120 판결.
Forbes, 'The Feds Are Ready To Sell $25 Million of Bitcoin Seized From The Silk Road', 2014.1.16.

81) 東京地判 平成27年８月５日.

가상화폐는 쇼핑 등을 할 때에 지급ㆍ자금결제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기회가 넓어지고 있는 이
유 중의 하나로 가상화폐와 법정통화를 맞교환하는 서비스(가상화폐 교환업)를 행하는 업체
가 등장하고 이용자와 가상통화의 접점이 많아진 것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본에서는 "가상화폐 교환업"에 관한 새로운 제도가 2017.4.1부
터 도입82)
○ 미국 뉴욕주에서는 비트코인 거래를 원하는 기업은 ‘비트라이선스’를 받도록 규제

▢

(2) 가상화폐 교환업의 내용
일본 자금결제법에서 가상화폐 교환업은 "가상화폐와 법정통화 또는 가상화폐 간 교환(교환
의 중개 등을 포함)"과 "교환시 이용자의 금전ㆍ가상화폐를 관리하는 업무"를 말함
○ 가상화폐 교환업체에 자본 요건ㆍ재산적 기초 등의 요건을 갖춘 후 내각 총리대신의 등
록을 의무화
▢ 가상화폐 교환업체에 대한 업무 규제(자금결제법 제63조)83)
▢ 가상화폐 교환업체에 대한 감독(동법 제63조)
○ 자금세탁대책으로서의 범죄수익이전 방지법의 의무를 지는 "특정사업자"에 가상화폐 교환사업
자를 추가
-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의무, 의심스러운 거래의 신고의무 등이 적용됨
▢

나. 본인 확인과정 제도화 등
(1) 본인 확인과정 제도화
▢ 2017.3월 중국 인민은행은 비트코인 거래소들에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은행 규제를 준수하
라고 명령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계좌와 지갑 등 개설 시 본인 확인 과정을 강화하여 익명성을
제거
○ 거래소를 통하여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는 경우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실명인증을 거친 은행 계
좌를 통한 원화 입출금만을 가능하도록 제도화
(2) 거래소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가상통화를 현실의 통화로 환금하는 출구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거래소에 대한 모
니터링 실시
82)
83)

http://www.gov-online.go.jp/useful/article/201705/1.html(2017.11.02 방문)
가상화폐 교환업체는 이용자의 거래내용이나 수수료 등의 정보 제공, 시스템의 안전 관리 및 이용자 재산과 자기자산의 분별
관리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공인 회계사 또는 감사 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함(동법 제63조의 11).

(3) 국내 관계부처 간 공조 강화
▢ 소관부처 간 TF 구성
○ 둘 이상의 법에 저촉되는 케이스에 대해 예측하고 소관 부처 간 TF를 구성하여 가상화폐
이슈 논의 및 세부지침 마련
▢ 경찰청과의 공조 및 관련 정보 협조요청
○ 경찰청은 비트코인 거래추적 프로그램(Chainalysis)84)을 2016.12.2.부터 본청 사이버 안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도입
○ 미국 연방수사국(FBI)를 비롯한 유로85)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세금부과에 활용
다. 세무행정 및 국제조세문제에 대한 국제간 협력
(1) 세무행정
▢ 비트코인을 사용한 거래는 실명이 아니고 어드레스에 의해 행하여짐. 따라서 어드레스와
실명을 연결시키는 수단이 없으면 거래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곤란
○ 비트코인 교환소와 고객 간의 자금결제수단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은행계좌 입금을 이
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객의 본인 확인은 고객이 은행계좌를 개설한 때에 본인확인을
행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면 보다 쉬울 것임. 다만, 그 은행계좌가 차명계좌인 경우에는 본인
특정은 곤란
○ 국외의 비트코인 교환소를 이용하여 비트코인과 현금을 교환한 경우에는 거래의 파악이
한층 곤란
▢ 자금세탁방지 및 자료제출 의무 부과
○ 미국, 캐나다,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가상화폐에 자금세탁 관련 규제를 적용
○ 가상화폐 거래의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하고 제3자 송금 시 거래내역을 보관하거나 의심거
래를 보고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 도입
○ 비트코인 교환소가「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5조 제1항86)에 의한 신고주체에 해당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과 동시에
비트코인과 현금거래의 중개를 행하는 비트코인 교환소에 대하여 지불조서를 제출할 의무
부과87)
84)

85)
86)

87)

Chainalysis : 미국 뉴욕 기반의 블록체인 분석기법, 실시간 거래 시각화, IP 정보 및 환전에 이용하는 국내․외 비트코
인 거래소를 파악하여 범인특정, 자금흐름 추적이 가능.
http://v.media.daum.net/v/2016120211145194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
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土屋雅一, 前揭論文, p.83.

☞

우리나라의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제도 등 :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STR)88),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 CTR),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 CDD)

국내에 소재하는 월렛에서 국외에 소재하는 월렛에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것은 용이하고 수
수료도 매우 저렴. 송금은 어드레스만으로 상대방을 특정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높고 거의
포착이 불가능
○ 또한 데스크탑 월렛이나 페이퍼 월렛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도 포착이 곤란.89) 또한 비트
코인을 사용한 온라인쇼핑은 미국 등에서는 상당히 행하여지고 있음
○ 인터넷상에서 소프트웨어 등의 디지털콘텐즈를 판매하는 업자가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로
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금거래 이상으로 익명성이 높음
○ 이 경우 웹사이트 등에서 이러한 업자를 파악하고, 시용매입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들 업자
의 실태를 알아내야 할 것임
▢ 소득은닉을 통하여 얻은 이득이나 상속재산을 은닉하기도 하고 소득처분을 면탈하기도
하기 위하여 비트코인을 악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비트코인의 본체는 P2P 네트워크상의 블록체인이지만 사용자의 비밀키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본체를 파악할 수 있음
○ 월렛을 파악하는 것이 비트코인을 파악하기 위한 첫번째 과제임. 다만, 월렛을 파악하여도
페이퍼 월렛 이외는 패스워드에 의해 보호되고 있고,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명확히 하지 않
은 한 비트코인을 파악할 수 없음
○ 사용자의 퍼스날 컴퓨터 내의 문서파일 등에 패스워드의 비망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조사도 아울러 병행하여야 할 것임
(2) 국제조세문제에 대한 국제간 협력
▢ 세계 각국마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정과 조세기준이 달라 비트코인 업계가 '조세피난처(tax h
aven)'를 찾아 이동
○ 헤지펀드가 케이만군도와 같은 조세피난처에 본사를 두고 세계 무대를 상대로 영업하는 것
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임
- 즉 각국 정부는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 속속 다른 입장을 내놓아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를 지급결제수단으로 나라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투자대상으로 규정한 나라
들은 세금을 부과
- 2014년 12월 1일 호주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자(CoinJar)는 본사를 영국 금융가로 옮기고
회사 이름도 코인자 UK리미티드(CoinJar UK Limited)로 변경. 코인자가 본사를 이전키
로 한 것은 호주 정부의 과세 방침 때문임90)
- 반면 비슷한 시기 영국 세입관세청(HMRC)은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폐지
하고, 거래수익에 대한 세금도 매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91)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거래 등에 의하여 발생된 소득이 과세관청에 신고되지 아니하고,
또한 비트코인의 이용자에게 어느 정도의 익명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조
▢

88)
89)

90)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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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제 조 제 항
중국에서는 국외송금이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용한 위법한 국외송금이 횡행하였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국내의 비트코인 교환소인 BTC China에 의한 비트코인과 중국 위안화의 교환을 금지하였다.
호주 국세청(ATO)은 2014년 8월 비트코인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소득세와 10%의 물품·소비 용역세(GST)를 부과하
겠다고 발표. GST는 일종의 부가가치세임. 그 후 2017년 7월 이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함.
SBSCNBC,비트코인 거래소, 조세피난처 찾아 영국으로, 2014.12.2.

세피난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국가 간 정보교환
○ 가상화폐를 현실의 통화로 환금하는 출구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래소(교환소)
에 대한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보교환 등 각국 간에 조세행정집행의 협력이 절
실히 필요92)
- OECD, FATF93), 외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와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관련 정보 등을 공유
하고 사법공조나 자금세탁 사건의 조사에 있어서 상호협력을 통한 국가간 공조방안을 적극적으
로 모색하여야 할 것임
국가 간 통합대응기구 설치
○ 해외 수사기관이나 과세당국과의 국제적 통합대응기구를 설치하여 가상화폐를 이용한 탈세
행위 차단

▢

Ⅴ. 결 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주요국의 과세기준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상화폐의 자산적
성격과 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 모두를 인정하는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가상화폐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으
며, 일부 국가에서는 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 또한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세운 호주의 경우에도 2017.7부터 부가가치세 면제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유럽사법법원의 부가가치세 면제 판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로 과세기준을 변
경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소득세, 법인세 외에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를 위해서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의 정립과 관련 세법규정의 개
정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임
○ 양도소득세 : 가상화폐는 가상적이고 인터넷상으로만 존재하므로 현실의 물품이 아니고 유가증
권이나 채권도 아니지만 현실의 세계에서 거래소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
이며 자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
- 다만, 현행법으로는 과세가 어려울 것이므로 과세를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관련 규정 보완할 필요
○ 상속세 및 증여세 :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를 가진 유형ㆍ무형의 재산으로 간주할 경우 상증세
의 과세 가능
▢

92)
93)

伊藤公哉, 前揭論文, 166面.
OECD 산하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인 FATF는 회원국 장관들
에 의해 1989년 설립된 정부 간 기구(an inter-governmental body)로서 그 임무는 국제기준을 정립하고, 자금세탁, 테
러자금조달, 확산금융, 그리고 국제금융시스템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다른 관련 위협들과 싸우기 위한 법률적ㆍ규제적ㆍ
운영적 조치의 효과적인 실행을 촉진하는 것임(이귀웅,『FATF국제기준 해설』, 박영사, 2017, 5면.

- 다만, 상증세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의 자산가치를 원화로 환산하기 위한 평가규정 보완 필요
○ 부가가치세 : 가상화폐를 순수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거래로 보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
으로 과세가 가능하나
- 거래 형태가 재화나 용역 구입을 위한 지급수단으로 보는 경우에는 비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령을 개
정하거나 기본통칙에서 명확한 해석기준을 마련할 필요
- 이와 별개로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글로벌 과세기준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비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
▢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산업에 축적되는 거래정보들을 활용
하여 과세대상 거래를 관측할 필요
○ 가상통화 교환업의 등록제 등 중개인들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을 통해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
용한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특정 국가에 속하지 않는 전자적 기록이라는 가상화폐의 성격을 고려할 때, 다른 국가
들과의 공조하에서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요컨대 주요국의 과세기준 및 규제 방안 논의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그 추세에 맞게 우리
나라의 기준 또한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

발제3

가상통화 관련 회계처리 이슈

이 한 상
(고려대학교 교수)

࠶ ੋ۾ӝ߈ ঐഐചತ о࢚ాച
ҙ۲Ѣ ېഥܻ҅
ೠҴ҃ઁোҳਗ
ਗ о࢚ాച
ച ࣁա


 

Ҋ۰Ү
Ү ҃
ೠ࢚

ҾӘૐ
• ਘ ੌ ۽Ӓۄ ݠېझૌ ۽ೞ֠ૉо ֙ ઓझীࢲ ೖ
 ف౸ਸ ࢎҊ ݅ ࠺ੋਸ ࠛೠ զਸ ӝ֛ೞ חr࠺ੋ ೖؘs
ઓझ חӒ զ ߉ ݅ ࠺ੋਸ যڌѱ ഥܻ҅೮ਸө ݅ড ࠁਬೞ
Ҋ ߔࣻ ݶরਗ  ػӘ যڌѱ ഥܻ҅ܳ ೧ঠ ೡө
• դ ਘ ੌ ߨਗ о࢚ചತܳ ҃ઁ оܳ  צਵੋ ۽ೞ ח౸
Ѿਸ ղ۷ ౸Ѿ ഥܻ҅ী  חೱ
• ࡁॉ դ ֙р хࢎࠁҊࢲীࢲ ࠺ੋਸ ਬزੋ ઝਵ ۽౸
ױ೧ ഥܻ҅ ೮ࡁॉ ١ ਃѢࣗېٜ ৻хߨ ࢚ী ನೣغয ਘ݈
ࠗఠ хࢎࠁҊࢲܳ ઁ೧ঠ ೞ ؘחनبࠁ ޙী  ݶܰٮо࢚ചತܳ ޖഋ
ਵܨ࠙ ۽ೡ о֫ ࢿמҊ ೠޖഋ ࠙ ܨद ഥ҅ गח
• о࢚ചತ ઙࣻ חܨୌоо ֈ࠺חੋ ؊ܻۢ Ѣېо ഝߊ
೧ दоܳ ঌ ࣻ  חо࢚ചತ ب݅ ࠙ࠗ Ѣېо ഝߊೞ ঋই
оܳ ݺഛ ঌ ࣻо হѢ ېഝࢿച بী  ۄٮഥܻ҅ܳ ܰѱ
೧ঠ ೞח

ಌ࠶ܼ ࠶ੋ۾җ ঐഐചತ
• ಌ࠶ܼ ࠶ ੋ۾vs. ੋ۾࠶ ࡁۄ
í “Who is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network, execute
the consensus protocol and maintain the shared ledger?”
(Praveen Jayachandran, 2017, IBM)

• ঐഐചತ ߊ೯ হ ಌ࠶ܼ ࠶ ੋ۾ਬ ࠛо
í ࠶ ੋ۾ਬ ਤೠ زӝࠗৈܳ ਤ೧ ঐഐചತ ߊ೯ ࣻ
í ঐഐചತ ࠶ ੋ۾ղ ղо(intrinsic value) ח0
í ঐഐചತ ࠁਬ חঐഐചತ ࢎ ېਊо ӝࣻਃ৬ ҕә
ী ೧ оѺ Ѿ חغѢࣗېীࢲ ࠁ࢚ ߉
í അपਵ ۽хةҴ ӏઁܳ ߉ חѢ חࣗېহਵ ݴഅ Ѣ
ܻࠛ ۄࣗې חҔٜ(: ࡁॉ) ాन౸ݒস ۽ѐࣗ/ஂ
ә সࣗী ࠛҗ

• ੋ۾࠶ ࡁۄ
í ղࠗӘ, , ࠄઑ׳١ ా ߑधী ೧ ਬبࣻ ؼ
Ҋ, ష/ੋਸ ߊ೯ೡ ࣻ(بInitial Coin Offering, ICO)

ঐഐചತ ߨ ࢿѺ
• ചತੋо? ചತо  ࣻ ؼח
о?
í ঐഐചತ חѐੋр ࢎ Ѣې
ࣻױ, ࠗо ঐഐചತࣁ ۽
Әਸ ࣻೞੌ ח Ѿ ੌ
যա ঋਸ Ѫ
í ӒۧҊ ঐഐചತ ࢎ ې
ਊоо হ݈ ח ইש

• ঐഐചತ: Ѿઁࣻױ
• ܳ ӘѾઁ ࣻױਵੋ ۽
ೡ Ѫੋо חпҴ Әਲ਼
଼ ߂ ࣁߨ଼ী ো҅ ػ
଼ Ѿ ࢎ೦

ஏ ܐ: ӣച. 2018. ైӝৌೂ রઁ৬ ࠶۾
ੋসߊ,  ܻ݃ فషՙܳ  חঐഐചತ ӏઁߑ
উ. Ҵഥҕഥ. ীࢲ ੋ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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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ࢊػɼۘૢ߾ оଞ ˕ࢽ ࣱ̛ۿվ ؏ۿ˕ ଯ ֻ
ֻۛ ˲ۿଭࢽ૦Ԡ
यо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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ܐ: ӣ߽ੌ. 2017. о࢚ചತী ೠ җࣁӝળ ݀ ߂ җࣁߑೱ ࢝ݽ. Ҵࣁ೯ನۢ  ࣻࠗੌ ܐ

ঐഐചತ ߨࢿѺ ޛӂ, ࣗਬӂ, ъઁ೯
• ਬࢿҗ ߓఋ ߓоࢿמਸ ਃࣗ ۽ೞࣗ חਬӂ 
࢚  ࣻ ؼחо? (ੌࠄߨਗ ౸۹)
í ࠺ੋ Ѣ ࣗېഥࢎ Mt. Goxо ର ѐदѾਸ
߉, ਊо ࠺ੋী ೠ ജஂӂ(ߨ 62ઑ)ਸ 
ೠ ࢎѤ
í t࠺ੋ ࣗਬӂ ёо غӝ ਤ೧ ਃೠ ਬࢿ ߂ ߓఋ
 ߓ оࢿמਸ ыחҊ ੋ ࣻ ؼহu
Æ ࣗਬӂী ӝୡೠ ജஂӂਸ ੋ ೞ ঋ

• ъઁ೯(ࣻށ/҃ੋ࢚ )ݒо? (Ҵ/ೠҴߨਗ ౸۹)
í Ҵ: US v 50.44 Bitcoins ࢎѤ. ࠺ੋਸ োߑߨ࢚ ী
೧ೠҊ ࠁҊ, ޖ١࣠ ۾Әসࠗ۽ఠ ࣻೠ ࠺ੋ
 ܳࣻށӂҊ
í ೠҴ: ߨਗ “അӘҗ ܻޛ ܻ׳ חप হ ച ػੌ
 ഋకغ ۽য য” غ ࢚ ࣻށӝী ೞ ঋҊ
౸द (2017.9.8 ࣻਗߨ ഋࢎ9 ݽ߈ ةױ౸ࢎ. ࠛߨ ࢎ ޛۆੋ
‘AVSNOOP.club’ਸ ೠ ഇ ۽ӝࣗ ػউ(ݽ33)ॿী ೠ ࢶҊҕ౸)

ঐഐചತ ߨࢿѺ ޛӂ, ࣗਬӂ, ъઁ೯
• ਬࢿҗ ߓఋ ߓоࢿמਸ ਃࣗ ۽ೞࣗ חਬӂ 

ࣻਗߨ
ࠗ౸ࢎ
ೞࢿਗ ֙
࢚ഋࢎࠗ
 ࣻ ؼחо?
(ੌࠄߨਗ
౸۹) ਘ ੌ উ  ॿݽ
ী ೠ ೦ࣗब ࢶҊ ҕ౸ীࢲ ߧદࣻਵ ۽ ࠺ੋਸ ށ
í ࠺ੋ Ѣ ࣗېഥࢎ Mt. Goxо ର ѐदѾਸ
ࣻೞҊ রୌ݅ਗਸ
౸ѾӔѢח
62ઑ)ਸ
ੌғо
߉, ਊо୶ೞۄҊ
࠺ੋী ೠ
ജஂӂ(ߨ


ೠ ࢎѤ
˝ ઁೠػ
ߊ೯ࣗ ਬӂ ёо غӝ ਤ೧ ਃೠ ਬࢿ ߂ ߓఋ
í t࠺ੋ
 ߓ ചী
оࢿמਸ
ыחҊ ੋؼ
হu֙ 
˞ ѱبפݠ
೧ೠח
ߨਗࣻ౸Ѿ
Æ ࣗਬӂী
ӝୡೠ
ജஂӂਸ
ੋইש
ೞ ঋ
˟ ࠶ੋ۾
ࠁ јन
ࢿੌز
࢚प

ˠ ѐসܳ
ాೠ ߨചತੋ࢚о?
ജ ߂ әࣻױ
ੋ оݚ౸۹)
ઓ
• ъઁ೯(ࣻށ/҃)ݒ
(Ҵ/ೠҴߨਗ
ˡ Ҵíߑߨਗ
ઑ ࢎѤ. ࠺ੋਸ োߑߨ࢚ ী
Ҵ: US v 50.44ࣻށ
Bitcoins
೧ೠҊ
ࠁҊ,
ޖ١߉ ۾
࣠Әসࠗ۽ఠ
࠺ੋ
ˢ ഥਗীѱ
ನੋܳ
әೞҊ
࠺ੋਸࣻೠ
അӘਵ۽
ജೠ 
 ܳࣻށӂҊ
í ೠҴ: ߨਗ “അӘҗ ܻޛ ܻ׳ חप হ ച ػੌ
 ഋకغ ۽য য” غ ࢚ ࣻށӝী ೞ ঋҊ
౸द (2017.9.8 ࣻਗߨ ഋࢎ9 ݽ߈ ةױ౸ࢎ. ࠛߨ ࢎ ޛۆੋ
‘AVSNOOP.club’ਸ ೠ ഇ ۽ӝࣗ ػউ(ݽ33)ॿী ೠ ࢶҊҕ౸)

ഥܻ҅ दࢎ 1
• пҴ Әਲ਼, ࣁઁ, ࢎ/ߨী  ۄٮঐഐചತܳ
э ա ۄউীࢲࢿ ܲ بѺਵ ۽ঈ
• ࢲۄٮ, ౠ ߨ ܫ೧ࢳ(: ࣁߨ)ী ݒৈ ࠺ੋ
ഥܻ҅ ߑஜਸ ѐߊೡ ਬо হ

• ঐഐചತ חӝઓ Әਲ਼, ࣁઁ, ӂ࢚ Ӓ ܳ 
दః חѐ֛ হ
• IFRS/K-GAAP࢚ ঐഐചತ ܳ ৮߷ೞѱ दఃח
 ೦ ݾઓೞ ঋӝী ഥ଼҅ ѐߊ ࣻ
ӝઓ ೦ݾ

о࢚ചತ ҙ۲ ग

Cash

ߨాചо ইש

Cash equivalents

߸ࢿزҗ ജоࢿ ઁޙ

Financial instruments

Әਲ਼ Үജ ҅ড࢚ ӂܻ হ

Intangible assets

ചࢤ, ਊઁҕ, ఋੋ/ҙܻ ݾী ࠛࠗ

Inventories

࢚ಿࢤ ߂ ਬాӝস ੌ߈࢚ಿҗ  ܲౠࢿ

Fair value measurement

दҙஏ оѺ ߈٘द न ࢿ܉ חஏੋо?

ഥܻ҅ दࢎ 2
• IFRS࢚ ঐഐചತ ܳ ৮߷ೞѱ दః ח೦
 ݾઓೞ ঋӝী ഥ଼҅ ѐߊ ࣻ
• о࢚ചತ ࢤ-ਬా-ࣗࢤ ݷগӝ ҙ ਃ
• о࢚ചತ ޖ-ై-স ١ ӝ ߹מೡ ҙ ਃ
0

о࢚ചತ ࢤগӝ

ੋध/ஏ

ࢤ

ਗо v. ҕо
о࢚ചತ ޖ
ӝ߹מ
ೡ

Әઑ ׳ӝস 1
ICO ߂ Debt
replacement

ై

ਬా

ࣗݷ
Әઑ׳ӝস 

6

3
о࢚ചತై
ࢶޛѢైې

4
স

ҷഝز

2

о࢚ചತѐস
ҙ۲ࢲ࠺झস
ച/ਊ Ѣې؆о

5

7
ѐস , ә
ࠛמ, ೧ఊࣚप
࠶ ੋ۾ӝݷࣗ מ

8

ҾӘૐ
• ਘ ੌ ۽Ӓۄ ݠېझૌ ۽ೞ֠ૉо ֙ ઓझীࢲ ೖ
 ف౸ਸ ࢎҊ ݅ ࠺ੋਸ ࠛೠ զਸ ӝ֛ೞ חr࠺ੋ ೖؘs
ઓझ חӒ զ ߉ ݅ ࠺ੋਸ যڌѱ ഥܻ҅೮ਸө ݅ড ࠁਬೞ
Ҋ ߔࣻ ݶরਗ  ػӘ যڌѱ ഥܻ҅ܳ ೧ঠ ೡө 5 3
• դ ਘ ੌ ߨਗ о࢚ചತܳ ҃ઁ оܳ  צਵੋ ۽ೞ ח౸
Ѿਸ ղ۷ ౸Ѿ ഥܻ҅ী  חೱ 0
• ࡁॉ դ ֙р хࢎࠁҊࢲীࢲ ࠺ੋਸ ਬزੋ ઝਵ ۽౸
ױ೧ ഥܻ҅ ೮ࡁॉ ١ ਃѢࣗېٜ ৻хߨ ࢚ী ನೣغয ਘ݈
ࠗఠ хࢎࠁҊࢲܳ ઁ೧ঠ ೞ ؘחनبࠁ ޙী  ݶܰٮо࢚ചತܳ ޖഋ
ਵܨ࠙ ۽ೡ о֫ ࢿמҊ ೠޖഋ ࠙ ܨद ഥ҅ ग ח4
• о࢚ചತ ઙࣻ חܨୌоо ֈ࠺חੋ ؊ܻۢ Ѣېо ഝߊ
೧ दоܳ ঌ ࣻ  חо࢚ചತ ب݅ ࠙ࠗ Ѣېо ഝߊೞ ঋই
оܳ ݺഛ ঌ ࣻо হѢ ېഝࢿച بী  ۄٮഥܻ҅ܳ ܰѱ
೧ঠ ೞח 0

ഥ҅ ઁޙ0 ੋध/ஏઁޙ
• ঐഐചತ ח(Assets)ੋо?
• ѐসࣗীࢲ Ѣݴغې, ࢎр Үജо 
• ղоী ӝ߈ೞ ঋ оݴ, ҳ  ࢚হ
• ౠ ࢎস؛ݽীࢲ ࢎਊ ࣻ ؼ ח൞ࣗࢿী ೠ ӝ
ࢤߊ ۽ೠ о ۽ইөై חӝ  ࢿѺ 
• ܻա חۄ೧ Ѣࣗېী ೠ ߨ ӏઁب, ైী 
ೠ উޖ بೠ प
• (ग) ࢤਵࢤߊ ۽ೠ Үജо ബઁా بೠҊ
ࠅ ࣻ ਸө?

ഥ҅ ઁޙ0 ੋध/ஏઁޙ
• ঐഐചತ ח(Assets)ੋо?
• ѐসࣗীࢲ Ѣݴغې, ࢎр Үജо 
%FGJOJUJPOPGBOBTTFU
• ղоী ӝ߈ೞ ঋ оݴ, ҳ  ࢚হ
5IF&YQPTVSF%SBGUQSPQPTFTUIFGPMMPXJOHEFGJOJUJPOT
B BOBTTFUJTBQSFTFOUFDPOPNJDSFTPVSDFDPOUSPMMFECZUIF
• ౠ ࢎস؛ݽীࢲ ࢎਊ ࣻ ؼ ח൞ࣗࢿী ೠ ӝ
FOUJUZBTBSFTVMUPGQBTUFWFOUTBOE
ࢤߊ ۽ೠ о ۽ইөై חӝ  ࢿѺ 
C BOFDPOPNJDSFTPVSDFJTBSJHIUUIBUIBTUIFQPUFOUJBMUP
• ܻա חۄ೧ Ѣࣗېী ೠ ߨ ӏઁب, ైী 
QSPEVDFFDPOPNJDCFOFGJUT
ೠ উޖ بೠ प
*'34
• (ग) ࢤਵࢤߊ ۽ೠ Үജо ബઁా بೠҊ
ߊ ױޙചա ਊਸ ࢎਊೡ ࣻ Ѣա ࣗ࠺ೡ ࣻ Ѣա ತ ޛо TDSBQWBMVF ࠁ  Әঘਵ
ࣻ ਸө?
ࣻ Ѣա
Ӓ ߆ী  ઁ҃ ܻ׳ബਸ ହೞߨߑ חਵࠁ ۽ਬೡ ࣻ  ݶҊё ̻ ױޙী
ݒ ۽пೡࠅ

 ۄٮചա ਊীࢲ ബਸ ਸ ࣻ  חѪ
ߊ ױޙী ೠ ాઁ ۆਸ ࢎਊೞ ۾بदೞҊ  աݠ ബ ࠙ࠗਸ ദٙೡ ࣻ
מ ח۱ਸ ݈ೠઁాী ܲ חӝস  ࢎਊਸ दೞҊ Ӓ ীࢲ ബਸ ദٙೞ ޅೞѱ ೞ
מ ח۱ ನೣػ

ഥ҅ ઁޙ0 ஏઁޙ
•  חઁޙन ࢿ܉ѱ ஏೞৈ ઁޖী द
(recognition)ೡ ࣻ חо ৈࠗ
í ഝࢿച ػҕद ҃ חীب
í ஏੌ ҕоо ਬੌೠ ஏӝળੋо?
í ঐഐചತ ҷ ߂ ౸ݒস ҃ ਗо(Lower of Cost or Net
Realizable Value)ਊ Ѩష оמೠо?
í ICO ҃ ੋ ஂٙ ӝ ࠁਬ  חبஏী Ҋ۰غযঠ
ೞ࢚ חടੋо?
í সഝ(زച/ਊ о) ҃ Үജ חغച оѺ नࢿ܉
৬ যڌѱ ࠺Үೡ Ѫੋо?
í ӓबೠ ߸ઁޙ ࢿز৬ ҙ۲ೞৈ ୶о ҕदо ਃೠо?
í ৈ۞ѐ ഝࢿद ҃ ח ‘୭Ҋ-୭ࢶ ࢎਊ’җ ‘о ਬ
ܻೠ द’ ೧ࢳ ߂ ౸ ߸ࢿز, ਬࢿز, ܻ ੋࢿҗ
ҙ۲ೞৈ যڌѱ ೧ࢳغযঠ ೞחо?
í ഝࢿद ઓೞ ঋ҃ ח ҕо ࣻળ 2, ࣻળ 3 ୶
ߑߨ ੋޖо?

ഥ҅ ઁޙ1 ICO
• о࢚ചತܳ ਊೠ ӝসӘ ઑ ׳ҙ۲ ࠗ ੑ
í Ҵ/ೠҴ: Ә, झਤझ/Ҵ/ഐ: ૐӂߨ ӝળ ਊ
í ౠೠ ࢎসݽഋ ҳ୷ਸ ਤ೧ ࠶ ੋ۾ӝࣿਸ ਊೞҊ
 ਸ ਤ೧ ೠࣻ ੋ 100ѐܳ ߊ೯ೞҊ 40ѐ
ܳ ߊ೯ഥࢎо ࠁਬೞҊ 60ѐܳ ౸ݒೞ ݴਬࢎࣻन೯ਤ
(ই ېଵઑ) ୢ ࢎ೦ਸ  فݽഥೖೠ ҃
í ҅ড ҳੋ ղਊী  ۄٮച/ਊ ࢶ౸ ݒӘੋ ҃
ӝઓ ۄ٘ಎ٬ ഋध pre-sales ഥܻ҅
í ࠛ ېౠ ࠶ ੋ۾ӝ߈ ࢲ࠺झী ೠ о ૐоী ۄٮ
о࢚ചತ Ѣࣗېীࢲ ਸ पഅೞݽ חഋ ҃ ై ח
ࢿѺ धഋ ۄ٘ ಎ٬ա ࢎైݽী оөਕ
í ҅ড࢚ ਗӘਸ ߈ജೡ ਃо হਵ חࠗ ۽ইש
í ߓ ডࣘ হҊ, ഥࢎ ࢎѾী ଵৈೡ ࣻ হਵݴ, ਖ਼ৈ
ҳӂ হয ࠄ بই( שѾҴ ࠄৈӘਵ ۽ҍ߄ੋ ۽ध)
ېী Ә ঘ  ܳ חژୡҗೞ חӘঘਸ әೡ Ѫਸ ডೞҊ Әਸ ߉ ח೯ਤ
ېী ਗӘ ঘ  ܳ חژୡҗೞ חӘঘਸ әೡ Ѫਸ ডೞҊ ӘhӘhࠗӘhఌӘ ١ ݾݺਵ ۽Әਸ ߉ ח೯ਤ
ېী ߊ೯оঘ 䉶䢧㏃䶱 ݒ חژоঘ ࢚ਵ ۽ݒੑ 㐑䨗㏾ ೡ Ѫਸ ডೞҊ ࢎ 䍟㎩ ܳ ߊ೯ೞѢա ݒೞ ח೯ਤ
ࣚ ઁ҃ ېपਸ Әա ਬоૐӂਵ ࠁ ۽䣘㚢 ೞৈ  Ѫਸ ডೞҊ ഥ࠺ ١ ݾݺਵ ۽Әਸ ߉ ח೯ਤ

ഥ҅ ઁޙ1 Debt Replacement
• о࢚ചತܳ ߊ೯೧ ࠗܳ ઑ(׳i.e., ਬࢎࣻन೯ਤ,
zero coupon о)
í ਗоറ ࢚п ݽഋ ਊ оמೠо?

• о࢚ചತܳ ਊ/ߊ೯೧ ࠗܳ ࢚ജ
í Dr. ࠗ ҕо(न ࢿ܉ѱ ஏ о)מ
Cr. о࢚ചತ(ҕо ҙஏ о)מ
í ҙ۲ܻ࠙ ࣚ ػ೧ ੋधೡ Ѫੋо?
(1҅ױ: о࢚ചತ ಣо, 2҅ױ: ࢚ജҙ۲ ಣо)

ഥ҅ ઁޙ2 ҷഝز

ഥ҅ ઁޙ2 ҷഝز
• അ ҷҙ۲ ਗо ߂ ࣻ ஏ ݽഋ ݒ Ү
• ౠ সо о࢚ചತ ҷ ߂ ౸ݒী ౠചೞ҃ ח
í Extraction industry  Manufacturing industry 
ۢ ߊࢤਗо ੌࠗܳ /ҕಿ ܻೡ ࣻ ਸ Ѫੋ
о?
í ߊࢤਗоܳ ӝ ࠺ਊܻ ೞ҃ ח ୶റ ࢤߊ ݒद
ݒਗоܳ ӝ۾ೞ ޅೞৈ ࣚ҅ࢲ ৵ҋ
í ݅ড ࠺ਊਸ ӝࣚ ܻೠ ݶо࢚ചತ ҷੌ ഥ҅
ܻੋޖ חо? Dr. C-Coin xxx Cr. ҷ?
í ਤ ࠙ѐীࢲ ҷ ҷੌ അ о࢚ചತ ҕо
৬  ܳѪੋؘ, ܳ द ӘҦ ҃ۢ ҕо ಣ
оೞৈ ࣚী ߈ೞৈঠ ೞח ই ݶפҊۢ
౸ݒदө ਗо(Lower of Cost or Net Realizable
Value) ۽ӝ۾ೞৈঠ ೞח?

ഥ҅ ઁޙ3 ై
• ױӝ ରਸ ݾ ۽о࢚ചತܳ ࠁਬ ߂ Ѣېೞ ח
• ҅ – о࢚ചತ ҅ઝܳ ߹ بഥ଼҅ਵ ۽ѐߊ
• ҅ ౠࢿ – ਬز, IFRSীࢲ ب߹ חઝ
(quick assets) ࠙ܨо হਵա ೧  ઝ
ౠࢿਸ ы חѪਵ ۽೧ ؽÆ пઙ ࠺ਯ ࠙ࢳ द ਃ
í ࢚ޖకੌ ҕо ۽ ࢚҅
í ҕо ਊ (ઁޙ0ߣ ଵઑ)
í ҕо ߸زਵੋ ۽ೠ ࣽ ߸ചࢲ҅ࣚ חী ߈

• ӝ ࠁਬ  ۽ݾо࢚ചತܳ ࠁਬ ߂ Ѣېೞ ח
• ӝࠁਬ ݾী  ۄٮਗоद(റ ࢚ࣚѨష ݽഋ)ਸ ੋ
ೡ Ѫੋо?
• ࢶޛѢా ܳېೠ ഁܳ ೞ҃ ח ഥܻ҅ חഁ য
 ੌ߈۹ܳ  ࣻ ܳٮחо?

ഥ҅ ઁޙ4

ѐস(Ѣܻࠛ ۽ࣗې)

ഥ҅ ઁޙ4 ѐস(Ѣܻࠛ ۽ࣗې)
• ࡁॉ ١ ࣗਤ о࢚ചತ ѐস‘ חѢ(’ࣗې: KRX)о
ইࠁ ߂ ( שૐӝ מহ)
• ੌ߈ੋ ૐӂഥࢎ ҅җ Ә ߂ पޛܴ ܴ
• ૐӂ҃ ݒݒ Ѣࣗې, ఌѾઁਗ, ૐӂӘਲ਼, ૐӂഥࢎ
࠙সਸ ా೧ ైܳ ࠁഐ
• о࢚ചತ ѐস ҃ Ҋ ాनࢎস नҊ ৻ী যځ
ೠ ӏઁ بহ࢚ חട

• ѐসо ై о࢚ചತܳ ࠁҙೞ҃ ח
• ੌࠄ ҃: ೯ ాചࣻஂ৬ э  ߂ ࠗܳ زदী
ҕоী  ۄٮӝ۾. ࣚ োझۣѱ 0.
• ܻա҃ ۄ, ాച৬ э ஂәਸ ೞ ঋӝী ҕदࢎ೦ਵ
 ۽౸(ؽױо࢚ాച߹ ࠁਬഅട, ঘࣻ, Әঘ߸ ࢿز١)

• ѐসо ࣻࣻஂࣻ ۽ܐೠ о࢚ചತ
• ై৬ ݃ଲо ۽ҕо ۽दೞҊ ಣоࣚਸ ࣚ҅
ࢲী ߈ೞ غস৻ࣚਵ ۽द

ഥ҅ ઁޙ5 ച৬ ਊ Ѣېо

ഥ҅ ઁޙ5 ച৬ ਊ Ѣېо
•  1: о࢚ചತ ઁҕೞҊ ਬഋ/ചܳ ஂٙ
• ࢚স प  ח Үജ
• ஂ חઁޙٙೠ җ ઁҕೠ   فݽҕоܳ न
 ࢿ܉ѱ ஏೡ ࣻ חо?
í ই݃ بೖ 2౸ ۢ ஂٙೠ  ҕоо ؊ ߔݺೠ ҃
(1016ഐ  ױޙ26) ೖ 2౸ оѺ ѢېоѺ

•  2: ઙসਗ Әਸ о࢚ചತઁ ۽ҕೞ҃ ח
• ә ؼӘঘ ഛ࢚ ػకীࢲ ೧ о࢚ചತ ۽әೞ
҅ חড ઁޙী חഥ҅गо ઓೞ ঋ (ੌࠄ
GMO Internet  ҃)
• ә ؼӘঘ ഛغ ঋҊ о࢚ചತ ѐࣻо ഛػ
҅ড Ә әੌ അ о࢚ചತ ҕо࠺ ۽ਊܻ
•  ېౠदী о࢚ചತܳ ౠೠ оѺী ҳੑೡ ࣻ
 חӂܻܳ ࠗৈೠ ҃(࠺ੋ ২࣌) 1102ഐ (धӝ
ળࠁ࢚) ৬ ਬࢎೠ ഥܻ҅ܳ ೡ Ѫੋ?

ഥ҅ ઁޙ6,7,8

о࢚ചತ ࣗݷ

ഥ҅ ઁޙ6,7,8

о࢚ചತ ࣗݷ

• Token utility ࠶ੋ۾ী о࢚ചತ ਃࢿ,
Crypto-economics ࠶ࢎ ੋ۾সݽഋҗ प೯מ۱,
Security о࢚ചತ ҙ۲ ࠁউ ઁޙо о࢚ചತ ࣗ ݷ3 ਬ
• ࣁ҅ ୭࠺ ੋ Ѣࣗې ҃ز ؍दࠗঠ ݃
ҋझ
  (2014֙ 4ਘ, ࢎਬ: 4র 5ୌ݅  ࢚ ۞׳85݅ ࠺ੋ ࠙प)
• ੌࠄ ୭ о࢚ ചತ Ѣ‘ ࣗېੋ’
• 1ਘ 26ੌ Ҋё ࠁਬ ড 5600রਗ) ࢚ ֢ݢ࠳ޖ
(NEM) ੋਸ ೧ழٜীѱ ఎஂೣ. 2ਘ 13ੌ Ә ѐ .

• ࠁਬੋ ౠ о࢚ചತо ࠙प/ࣗ҃ ػݷ
• ࣚप/স৻࠺ਊ ܻ

• ౠ ࠶ ߂ ੋ ۾о࢚ചತо ࣗݷೞѢա बпೠ ࣗݷ
ਤӝо Ѽࢎ חغѤ ҃
• ై חঘ ӝࣚप ܻറ ࠁਬ о࢚ചತ ࣻҗ ೧
࠶࢚ ੋ۾కܳ ҕदೡ ਃ 

ഥ଼҅

ഥ଼҅
• ഐഥ҅ӝળਗ 2016֙ ݈ о࢚ചತ ഥܻ҅ ো
ҳࠁҊࢲ ࢿ റ, Ҵઁഥ҅ӝળਤਗഥী  ېোҳ
উѤ ࢚ Ѩష ਃ
• അ উѤਵغ࢚ ۽ ঋও

• Ҵ ҃ ٣ణ ࢚ҕ ഥࣗо 2017֙ 6ਘ 8ੌ
Ҵഥ҅ӝળਤਗഥী о࢚ాച/ঐഐചತ ഥ҅
ܻউਸ ٜ݅য  Ѫਸ ਃҳ
• അ ୡӝ  ҅ױোҳ  ݴউѤਵغ࢚ ۽ ঋও

• ੌࠄ ҃ Әਲ਼ о࢚ചತܳ ӘѾઁ ࣻױ
ਵੋ ۽ೞ ח2016֙ ߨ ѐ റ, ੌࠄഥ҅ӝળਤ
ਗഥо 2017֙ 12ਘ ҕѐୡউਸ ࢿ೧ Ѽਸ ࣻ۴


ഥ଼҅ - ੌࠄࢎ۹

प ޖࠁҊ ҕѐ ୡউ ઁ 53 ഐ |Ә Ѿઁߨ о࢚ ాച ഥ҅ ܻ ١ী ҙೠ ஂ ݶә (উ)} ҕ 2017.12.6

• ஏ(ઁޙ0), ై(3), ѐস(4) ഥܻ҅(উ)
í ӝઓ ೦ݾҗ ߹ بо࢚ചತ ҅ ઁद
í दীࢲ ҙஏ ػҕо ਗ, ҕоо হਸ ҃ ਗ
о, ࠙оѺ ਗоী ׳ೡ Ѫਵ ۽౸ ݶغױӒ оѺ
í о࢚ాചܳ ӝ ࠁ ۽ݺਬೞҊ ҃ ח(, ై)
ഝࢿद ҕоܳ ӝ݈ दೞҊ ҕо ߸࠙زਸ
ࣚী ߈
í ਊ  ݺо࢚ాചܳ ࠁਬೞҊ  חѐস ҃
, о࢚ాചܳ  ߂ ә ࠗ ۽пп ୨ঘ ੋधೞৈ
ࠁҊೡ Ѫਸ ਃҳ(೯ cash deposit ܻߑधҗ )ੌز
ೞৈ, ࣚബҗ ח0 ؽ

ഥ଼҅
• ܻա҃ ۄ ਃ ѐসࣗо ੌ߈ഥ҅ӝળਸ
ܰٮӝী IFRS৬ ߹ ۽ب ഥ҅ӝળ ѐߊ оמ
• Ӓ۞ա, Ҵઁӝળਤਗഥ৬ Ҵഥ҅ӝળਤਗഥ, Ӓ
ܻҊ ೠҴഥ҅ӝળਤਗഥ חই о࢚ాച/ঐഐച
ತо ӝসੌ߈ ҃ઁഝ ز ࠗ࠙ਵ ب߹ ۽ഥ
҅ӝળ ਃҳ݅ ؼఀ ҃ઁ ബ হ חঐޗ
 ౸ױਸ ೞҊ  חѪਵ ۽ҙஏؽ
• , Ѣ ېѐࣗ ߂ о࢚ചತܳ ஂәೞ ݻ חѐ ӝসٸ
ޙী  ߹ بഥ҅ӝળਸ ٜ݅ ঋਸ Ѫਵ ۽࢚
• ࢲۄٮ, ѐ߹ӝস ഥ଼҅ ѐߊ ਃೞݴ,
• ҙ۲ೠ ӝসഥ҅ӝળ -ഥन ਃೠ ӝળਵ ۽ز
(അ ೠҴഥ҅ӝળਗ ҙ۲ ী ೧ ഥन )
• ੌࠄ ҃, Әਲ਼ ঐഐചತী ೠ ۚ ࢶఖী ٮ
ࠄੌ ۄഥ҅ӝળਤਗഥо Әਲ਼ ଼ਸ ّ߉ஜೞ חରਗ

ഥ଼҅
• о࢚ചತ ഥ҅ӝળ ബ о࢚ചತ Ѣ ߂ ࣗېҙ۲ Ѣ
ې/ైীѱ݅ ࢤӝӝী ੌ߈ ഥ҅ӝળࢲܳ  ӝ
ೞӝ חয۰
• ژೠ ଼Ҵ Әਲ਼, ࣁઁ, ഥ҅١ ӏਸ ా೧ ޙݺਵ۽
о࢚ాച/ঐഐചತ ࢿਸ ੋೞৈ Ѣېо טযաࢎ ח
క(ੌࠄ ҃)ܳ ۰ೞ חѪਵ ۽ҙஏؽ
• Ӓ۞ա ై৬ Ѣ ࣗېр ࠁ࠺ட അ ݒ ఀ

•  ࢲۄٮഈഥ١ ਯ חױѐসࣗ/Ѣࣗېо ৻ࠗхࢎ
ܳ ߉Ҋ ߊਵ ۽хࢎࠁҊࢲܳ ઁೡ Ѫਸ ة۰ೡ 
ਃо 
• ଼Ҵ ҃,  ӏઁ(Әਲ਼, ࣁઁ, ഥ҅ ઁࠁ)ب
 חबпೠ ࠁ࠺ட  ܳઁޙҊ۰ೞৈ ѐসࣗ/Ѣࣗې
 ҃ хࢎࠁҊࢲ ઁ ޖച ߂ хࢎੋ ઁب ب
ੑਸ Ѩషೡ ਃо 
•  ҃ ೯ਤӏઁܳ ೞ ঋҊ, ైࢿݺਸ ࠁೞ חബҗ 

ࣗѾ 1
• അ Үജоܳ ੋ ߉Ҋ  חਃ о࢚ాച/ঐഐചತ ҃ ഥ࢚҅ 

• ݅, ӝઓ IFRS/K-GAAP࢚ ౠ  ߂ ࠗ ী ࠗೞ ঋই ࢜۽
 ഥ଼҅ ѐߊ ߂ ਊ ਃೣ
• ҅ݺ ‘о࢚ాച/ঐഐചತ’(ਬز)о ೞ ݴౠ о࢚ചತ ઙܨ, ࣻ,
ಣо Әঘ ҕद ࢎ೦ਵ ۽ౠೡ ਃ

• ഥ଼҅ ѐߊद о࢚ചತ ࢤগӝ(ࢤ-ਬా-ࣗ ߂ )ݷо࢚ചತ ࢎ
ਊ(ݾޖ-ై-স)ਸ Ҋ۰ೞৈ ӝઓ ഥ҅ӝળ ਬࢎೠ ࠗ࠙ਸ ରਊೡ
ਃ 
• ҷ, ICO ҃ ҕಿ/Ҋ ߂ ࠄ(ৈӘ)ܻ оࢿמਸ Ѩషೡ ਃ 

• ై ҃ о࢚ాച/ঐഐചತܳ ਬز/ઝ ਵܨ࠙ ۽ೞҊ ҕо ಣоೞ
 ݴо߸࠙ز ࣚ҅ࢲী ߈೧ঠ
• ܻա҃ ۄ о࢚ചತܳ ాച  ӘѾઁ ࣻױਵੋ ۽ೞӝ ࠁ חоܳ
‘ צૐ’ ۽ঈೞҊ ӝী Ѣࠁ חࣗېҙੋ о࢚ചತܳ ੋधೞ ݶইؽפ
• Ѣݒ ېѐ ۽ਊ҃ חغ җো о࢚ചತ दоѺ Ѣ ࠁޛݾ ې؊ न
 ܉ חҕо ࣻ ࠅ ۽ח Ҋ ਃ
• ҕо ӝળࢲ ҳ ղਊ ਊҗ ҙ۲ೠ प ޖҊ۰ࢎ೦ ઓ

ࣗѾ 2
• അ ܻա ܳۄನೣೠ ݆ ഥ҅ӝળ ઁӝҳٜ о࢚ాച/
ঐഐചತо ੌ߈ӝস Ѣېҙ೯ਵ ۽غ ঋই ҙ۲ ഥ҅
ӝળਸ ٜ݅ ঋҊ 
•  ࢲۄٮѐ߹ӝস ഥ଼҅ ѐߊ ߂ ҙ۲ ഥ҅ ܻ -ഥन
 ݒ ਃೠ प ޖग
• ైٜ ѐসࣗ/Ѣ࠺ࠁ ࣗېடী ҙೠ ۰о  ݅ఀ,
ҙ۲ ഈഥ ח೧ӝসٜীѱ ߊਵࠗ৻ ۽хࢎܳ ߉Ҋ хࢎ
ࠁҊࢲܳ ઁೡ Ѫਸ ة۰ೡ ਃ 
• ଼Ҵ ೯ਤӏઁ(Әਲ਼, ࣁઁ, ഥ҅ ١) द о࢚ചತܳ ઁب
ਵੋ ۽ೞ חѾҗী  ܲٮѢ ېәૐਸ ۰ೞҊ  חѪਵ
ࠁ ۽ӝী, ೯ਤӏઁࠁࢿݺై חӏઁ(хࢎࠁҊࢲ ઁ ޖ
ച ߂ хࢎੋઁ بੑ)ܳ Ҋ۰ೞ חѪ ബҗੌ Ѫ

షۿ
< ࢲޙ>

종합토론

⧖토

론 : 김경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좌장

⧖토

론 : 김병일 (강남대학교 교수)

⧖토

론 : 이군희 (서강대학교 교수)

⧖토

론 : 이한상 (고려대학교 교수)

⧖토

론 : 오정근 (건국대학교 교수)
(가나다 順)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제언
서강대 이군희 교수

배경: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는 건전한 금융시장
발전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당국은 강력한 금지(?) 또는 규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

문제 제기: 최근 금융당국에서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은 취하지 않고 있는 ICO 금
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비트코인 선물 투자 금지와 같은 강력한 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이 왜 이러한 금지와 같은 쉽고 간단한 정책을 취하고 않고 있는
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

※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CFTC)는 12월 1일 CME 및 CFE의 비트코인 선물(futures) 및 Cantor 거래소의
비트코인 옵션(binary option) 상장을 승인하면서 규제에 대한 제도적 정비 진행 및 모니터링.
※ 일본은 가상통화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2016년 5월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 2017년 4월에 시행
하고 있으며 2017년 9월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 승인. 2018년 1월 26일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는 580
억엔(약 5천786억원)에 이르는 NEM 코인을 해킹당해 도난당함. 이후 보다 엄격한 보안체계 요구.
※ 스위스는 대형 헤지펀드 운용사들이 모여있는 도시 추크(Zug)를 가상화폐지역(크립토밸리)으로 정해 가상화
폐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음과 동시에 KYC와 AML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강화.

제언:
□ 가상화폐는 (1)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대한 측면과 (2) 미래 화폐 역할에 대한 가능성 측면
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매우 중요한 기술 및 도구로 취급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위하여 금융당국의 강한 규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 단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고없는 금융’만을 추구하는 단순한 정책을 지양하고,
∘ 다른 선진국들이 제시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다양한 금융정책을 연구하면서 이에 걸맞
은 장기적 비전을 갖는 금융정책 방향이 필요.
□ 정부의 일방적 금지 정책보다는 다음 규율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정비 필요
∘ 국제 규율: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CDD), 고객알기(KYC), 테러자금방지(CTF)
∘ 국내 규율: 투자자 보호, 고객정보 유출사고 방지에 대한 체계, 업권의 자율규제
∘ 과세형평의 기본원칙에 따른 세금 부과 원칙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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