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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화폐에 가격이 고정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발행량의 팽창과 더불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 역시 높아졌다. 게다가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 약세와 높은 변동성이 이어짐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찾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극도의 공포

와 불확실성이 만연한 시장에 ‘안전자산 선호·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나날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해, 범국가적 합의를 이끌기 위한 논의와 분

석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지난 테라 사태 이후 스테이블코인은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었고, 각 금융당국

은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하여 가상자산의 조속한 규제 마련과 제도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작년 11월 재무부·백악관·연준이 합동으로 작성했으며, Coinbase·Circle·Visa·Tether 등 유관 

기업도 발간에 참여하였다. 보고서는 급성장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다루고 있으

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인 ‘리스크’(준비금 미보유·뱅크런·신뢰 상실·시장 독점 등)부터, 구체적인 ‘입법 

권고안’(보험 가입·유동성 조건,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과 금지 사항 등)까지 세밀하게 분석·제시하고 있다. 또

한 본 보고서는 원문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지만, 독자의 세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제정법 

및 권고사항 요약 차트’를 추가적으로 첨부하였다.

이 같은  보고서 탐독을 통해, 투자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의 현황과 위험 요소를 완연하게 인지하여 더욱 현명한 시

선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는 우리 당국의 규제기관 역시 참고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 향후 당국의 정책 논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질의 분석 보고서라고 여겨진다. 해당 보

고서가 투자자들의 성숙한 투자 시각 육성을 돕고, 당국의 가상자산 산업 규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이정표

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고팍스가 원문 보고서를 최대한 직역하여 작성했으나, 일부 의역으로 인해 원문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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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은 국가통화처럼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이다. 오늘날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의 거래나 대출, 차입의 편리성을 위해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에서 사용된다. 

스테이블코인의 지지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가정과 기업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잘 

설계되고, 적절히 규제만 이루어진다면 스테이블코인은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포용적인 결제 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존 사용자 기반의 네트워크 효과, 플랫폼간 관계 등으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으로서 더욱 빠르게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은 다양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 먼저, 투기적 디지털 자산 거래1는 시장 완전성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위험을 내포한다. 해당 거래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간, 혹은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DeFi) 형태로 쉽게 

이동하기 위한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포함한다. 시장 완전성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위험은 시장 조작을 비롯해 

내부자 거래, 선행매매, 가격 투명성 부족 등 디지털 자산 거래와 관련한 각종 사기와 위법 행위를 아우른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복잡한 관계에 얽혀 있거나 과도한 레버리지를 포함하는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에 위험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과 시장 참여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접근성과 시장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이들 두 기관이 일부 위법 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광범위한 집행 및 규칙 제정,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10p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및 디파이’ 참조).

또한 스테이블코인은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금지(CFT) 및 확산 방지 규칙 등 불법적인 금융 문제 

및 금융 건전성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다. 스테이블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이 불법적인 행위자에 의해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주축으로 국제적 AML/CFT 표준을 

구현하고, 국내 AML/CFT 규정의 관리•감독을 독려할 것이다. 불법적인 금융 문제 및 이 같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권장 사항은 20p ‘불법 금융 위험’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시장 완전성 및 투자자 보호, 불법적인 금융 문제 외에도, 결제 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증가 가능성은 

여러 건전성 우려를 야기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해당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상환 요청을 거부하거나, 

발행사의 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경우, 스테이블코인 사용자뿐 아니라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더 나아가,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시스템적 위험도 야기할 수 있다. 만약 스테이블코인 

전송을 지원하는 체인이 중단된다면 이는 경제 기능, 결제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저해한다.

결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 간의 건전성 규제에는 중요한 격차가 존재한다. 본 보고서는 결제 

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이 제기하는 건전성 위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제안한다2. 이러한 권고사항은 ‘결제 스테이블코인,’ 즉 법정화폐에 관련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광범위한 결제 수단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된다. 대부분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1:1로 상환될 수 있다는 약속을 특징으로 한다.

요약

1. 본 보고서는 고팍스가 원문 보고서를 최대한 직역하여 작성했으나, 일부 의역으로 인해 원문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2.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대출, 차입에 사용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가정과 기업의 결제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 디지털 자산 거래 플
랫폼, 디파이, 스테이블코인 또는 스테이블코인 양식과 관련한 연방 증권법이나 상품거래법(CEA)에 따른 문제나 위험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안하지 않는다. 더불
어 건전성 프레임워크 권고사항은 연방 증권법이나 CEA에 따른 분석에 영향을 미치고자 의도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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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스테이블코인의 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관한 대통령 실무그룹(PWG)3은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통화감독청(OCC)과 함께 의회가 결제 스테이블코인 및 결제 스테이블코인 양식

(Stablecoin Arrangement)이 일관되고 포괄적인 기준 하에서 연방정부의 건전성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받도록, 

관련법의 즉시 제정을 권고한다. 결제 스테이블코인은 급속히 발전하는 신흥 금융 상품이므로, 제정될 법안은 

규제기관이 ‘미래 발전과 조직 구조 전반의 다양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한다. 이러한 새 

제정법은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주요 건전성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현재 이들 기관은 각 관할권 내에서 각종 위험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기에는 스테이블코인 및 

관련 활동이 기존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활동과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지속적인 조정 및 협력이 

포함된다. 

결제 스테이블코인에 내재된 건전성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PWG, FDIC, OCC는 금융안정성감독위원회(FSOC)가 자체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고려해 본 보고서에 명시된 각종 위험에 대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방법은 스테이블코인 양식 내에서 

수행되는 특정 활동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결제 및 청산, 합의 활동으로 지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성장은 본 작업, ‘스테이블코인 건전성 위험 분석’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결제 스테이블코인은 사용자 및 금융 시스템, 광범위한 경제의 측면에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마구잡이로 커 나갈 위험이 있다. 반대로 안정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될 경우, 업계 분위기에 상관없이 결제 

스테이블코인은 탄탄한 신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결제 옵션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본 보고서의 권고사항은 

금융안정위원회(FSB)를 포함해 여러 국제 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 양식에 대해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22p ‘국제 표준’을 참고하기 바란다. 

•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사용자 위험을 해소하고, 지급 불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법은 예금기관 및 

지주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감독과 규제를 받는 보험에 가입된 예금기관(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s, 

이하 IDI)만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요구사항 외, 결제 시스템 위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법은 수탁 지갑 

제공사4가 연방정부로부터 적절한 감독을 받도록 요구해야 한다. 적절한 위험관리 기준 충족을 위해 의회는, 

연방정부 감독기구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측에게 ‘스테이블코인 양식 기능 참여 주체’의 공개를 요구할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 

• 시스템 위험 및 경제력 집중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상업적 

주체와의 제휴를 제한하는, 활동 제한 항목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간 상호운용성 촉진을 

위해 감독기구는, 표준을 구현할 권한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이에 더해, 의회는 상업적 주체와의 제휴나 

사용자의 트랜잭션 데이터 이용에 대한 제한 등 수탁 지갑 제공사에 대한 별도의 표준 마련을 고려할 수도 

있다.

3.  1988년 3월 18일 제정된 행정명령 12631(Executive Order 12631)으로 PWG가 꾸려졌다. 의장은 재무장관 또는 그 지명자가 맡고, 구성원으로는 연방
준비제도(Fed)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SEC 위원장, CFTC 위원장, 또는 그 지명자가 포함된다. OCC 및 FDIC도 본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4.  디지털 ‘지갑’은 스테이블코인 간 전송을 용이하게 하는 등 사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탁 지갑 제공사’는 사용자를 대신해 스테이블코인 보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6

 

본 보고서의 범위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암호화 기술 및 분산원장 기술과 관련된 디지털 자산, 

기타 혁신에 대한 검토 작업 또한 행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이다. 행정부와 금융 규제기관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여 책임있는 금융 혁신을 육성하고, 일관된 규제 접근법을 마련하며, 혁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이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배경, 스테이블코인의 생성 및 상환을 

지원하는 메커니즘, 스테이블코인의 전송 및 보관, 스테이블코인 양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활동 및 참여자에 

관해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데 따르는 주요 건전성 위험 및 건전성 규제 

격차에 대해 기술한다. 제3장에서는 건전성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각 기관의 권고사항을 언급한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발행사가 사용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는 법정화폐와 교환하여 ‘발행’된다. 

법정화폐처럼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스테이블코인은 사용자 요청 시 해당 코인이 액면가로 

상환될 수 있다는 약속을 제공한다. 이런 형태의 스테이블코인은 대개 다양한 종류의 ‘지급준비금’을 통해 든든히 

지원된다고 홍보한다5.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지급준비금 구성의 제도적 기준은 전무하다. 또한 지급준비금 

관련으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내용, 형식, 발표 주기에 있어 일관된 기준이 없다. 따라서 지급준비금의 

위험도 역시 스테이블코인 종류에 따라 제 각각이다. 거의 모든 지급준비금을 IDI6에 예치하거나 미국 재무부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이 있는 반면, 상업어음을 비롯해 회사채, 지방채, 기타 디지털 자산 등 

비교적 위험한 형태로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도 있다.

스테이블코인 상환 권리는, 상환할 수 있는 코인 수량 제한 여부와 누가 발행사에게 스테이블코인을 제시할 

것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7. 일부 발행사는 양식 조건에 따라 상환금 지급을 7일 동안 연기하거나, 심지어는 

언제든지 상환을 중단할 수 있어 상환 시기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별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채권의 성격도 제 각각이다. 일부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에 대한 채권을 제공하면서도,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상환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도 있다8. 나아가 사용자의 스테이블코인 상환 

능력은, 상환 대금을 은행 시스템으로 이체할 수 있는 능력 등 서로 다른 스테이블코인 양식 측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제1장. 배경

스테이블코인의 생성 및 상환

5. 기본 법정화폐로 전환된다고 알려진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상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스테이블코인(이들은 보통 ‘합성’ 또는 ‘알
고리듬’ 스테이블코인으로 일컬어진다), 또는 기타 다른 자산으로 전환 가능한 스테이블코인과는 구별된다. 현재 법정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이 좀 
더 광범위하게 채택돼 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6. 일부 스테이블코인 양식에서 지급준비금은 IDI의 예금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것은 예금 보험이 스테이블코인 사용자에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스
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법정화폐 지급준비금을 FDIC에 가입된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 그래서 예금 보험 보장에 대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예금은 보통 
각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최대 25만달러까지 보장된다. 그러나 요구 사항을 온전히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만 최대 25만달러까
지 보장된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연방규칙(12 C.F.R. § 330.5.)을 참고하기 바란다. 

7. 예를 들어, 기존의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보유자(최종 사용자든 디지털 자산 플랫폼이든 관계없음)가 법정화폐로 상환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양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상당수는 발행사가 상환 요청을 처리하기 전, 최소한의 상환 금액을 설정해 둔다. 이 같은 최소 상환 금액은 경우에 따라 일반 사용자가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보다 훨씬 클 수 있다.

8. 또한 시중에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지급준비금의 가치와 동일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지급준비금과 경쟁하는 지급준비
금에 대해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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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결제 수단으로 유용하게 쓰이려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고 메커니즘으로 

전송돼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양식은 대개 발행사와 다른 참여자가 지갑 제공자(동일한 지갑 제공자의 사용자 간 

거래9)의 ‘장부’ 또는 분산원장(서로 다른 지갑 사용자간 거래도 포함) 전송 내역을 기록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 

양식의 사용자 간에 코인을 전송한다10. 이런 의미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시스템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치의 

이전을 만들어낸다11.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산원장과 기존 결제 시스템의 결제 절차는 모두 다음과 같은 

개념적 단계를 공유한다. (1) 결제 네트워크에 대한 메시지 전송으로 결제 절차 시작 (2) 메시지 및 결제 조건(예: 

충분한 자금)의 완전성에 대한 검증 (3) 가치 이전 및 의무 이행을 통한 거래 결제

현재 유통 중인 대다수 스테이블코인은 ‘개방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12. 이러한 유형의 

스테이블코인 양식에는 모든 분산형 네트워크 기술에 내재된 장단점이 공존한다. 개방형 원장에서 제공하는 

투명성도 그중 하나다. 특히, 개방형 블록체인이 원장 업데이트에 대해 합의하는 절차에는 대개 노드 운영자가 

트랜잭션을 통신하고 검증한 다음 새로운 버전의 원장에 동의하는 과정이 포함된다(보통 ‘합의’로 지칭)13. 기존의 

중앙집중식 시스템에 비해 개방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합의 달성에 있어 더 많은 연산 리소스가 필요하도록 

설계되었다. 그 결과 트랜잭션 처리량(즉, 초당 처리할 수 있는 최대 트랜잭션 수)에 대한 네트워크 용량 이 제한돼 

있어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보다 비싸고 에너지 집약적이다14. 개방형 블록체인과 달리 ‘허가형 블록체인’은 

분산원장에 대한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15. 허가형 블록체인은 공개형 블록체인에 비해 

네트워크 감시 및 네트워크 규칙 준수에 대한 책임(예: 유효한 트랜잭션만 처리)이 누구에게 있는지 더 분명히 

밝힐 수 있기에, 결제 절차가 훨씬 빠르고 예측 가능하다. 그러나 설계 방식에 따라 투명성과 보안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와 달리 IDI에 예치된 요구불 예금은 발행 은행에 대한 채권으로, 요청 시 미국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예금자에게 제공한다. 이 채권의 가치는 가입된 보험을 통해 일정 금액까지 보장받으며, 모든 권한은 예금자에게 

우선으로 주어진다. 나아가 발행 은행은 비상시를 위해 마련된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으며, 발행사의 대차대조표 

및 운영상의 위험을 제한하는 규제 하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받는다. 

스테이블코인의 전송 및 보관

9. 분산원장이 아닌 지갑 제공자나 기타 디지털 자산 보유자의 장부에 기록된 거래를 보통 ‘오프체인’ 거래라고 지칭한다.

10. 스테이블코인 양식 참여자는 내부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전송을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갑 제공사는 고객을 대신하여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할 수 있고, 
고객이 분산원장과 상호작용하지 않고 스테이블코인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스테이블코인 양식은 이 같은 참여자의 내부 송금 방법에 대한 규칙을 설정
할 수 있다. 

11. 전송 절차의 여러 가지 단계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적인 전송 여부는 지갑 제공사 및 노드 운영자, 기타 다양한 중간 매개체 및 기술에 따라 달라진다.

12. 이 같은 유형의 양식에서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노드 운영자’가 되어 다음 기능 중 한 가지 이상을 수행할 수 있다. (1) 다른 참여자와 거래 관련 의사소통에 참
여 (2) 스테이블코인 거래 및 처리에 참여. 개방형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설계상 당사자가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데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대체로 양식
의 완전성은 기본적인 합의 메커니즘(예: 작업증명, 또는 지분증명)에 의해 보장된다. 

13. 합의 기반 결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아래 제2장 ‘결제 시스템 위험’을 참고하기 바란다. 

14. 본 보고서에서는 이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재무부 및 FSOC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와 관련된 금융 위험을 해결하고자 적극적
으로 나서고 있다. FSOC가 발간한 기후 관련 금융 위험에 관한 보고서(2021년 10월)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261/
FSOC-Climate-Report.pdf

15. ‘허가형 블록체인’이란 참여자가 허가를 받아야 블록체인에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일컫는다. 따라서 블록체인 위에 별도의 제어 계층을 만들어 허가 받
은 참여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통제한다.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261/FSOC-Climate-Report.pdf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261/FSOC-Climate-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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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스테이블코인 양식의 경우 개별 사용자가 제3의 수탁자나 수탁 지갑 제공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16. 이러한 경우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주소를 

유지하는 사람 간에 P2P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는 무기명 자산의 형태와 유사하다. 이와 달리 어떤 유형의 

스테이블코인 양식은 지갑 제공사를 통한 계정을 갖고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다. 이들 양식에서는 제한된 참여자 

그룹이 계정 소유자를 대신해 자산을 전송할 책임이 있다. 

대다수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전통적인 소매 형태의 비 현금 결제 시스템, 즉 수표나 자동결제시스템(ACH),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거래는 모두 결제 절차의 상당 부분을 금융기관에 의존한다. 그리고 이들 

금융기관은 다른 금융 및 중개기관이 보유한 원장과 비교하여 자체적인 거래 원장을 유지 및 관리한다. 이들 

시스템은 모두 합쳐 하루에 6억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처리한다17. 2018년 소비자와 기업의 비 현금 결제 건수는 

모두 1742억 건으로 결제 대금의 총 가치는 97조4000억달러에 달한다18. 이들 시스템과 관련된 사기, 과실의 

위험은 주법 및 연방법의 관할 아래 있다. 이러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결제 네트워크 참여를 통제하는 투명한 

규칙은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게 손실을 할당한다19. 예를 들어, 결제 네트워크 규칙은 거래가 

처리되는 순서를 통제하고, 승인되지 않은 거래에 대한 고객의 법적 책임을 제한한다.  

16. 이 같은 기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용자는 자발적으로 수탁 업체에 의존한다.

17. 밀스, 데이비드 등이 공저한 결제, 청산, 합의에 관한 분산원장 기술(Fed 이사회의 금융 및 경제 논의 시리즈 2016-05, 2016년 12월 발간)을 참고하기 바란
다. https://doi.org/10.17016/FEDS.2016.095 

18. 이 금액에는 선불 직불카드, 비 선불 직불카드, 신용카드, ACH 입금이체 및 출금이체, 수표 사용 내역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이는 오늘날 미국 소비자 및 기업
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 현금 결제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Fed 이사회의 2019 Fed 결제 연구(2019년 12월)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s://www.federalre-
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files/2019-payments-study-20191219.pdf

19.  자세한 내용은 미국 연방규칙(U.C.C. Article 4, 12 C.F.R. § 1005 (Reg. E)), 전국자동청산소협회(NACHA) 운영 규칙을 참고하기 바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테이블코인 양식에 의해 수행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스테이블코인의 생성 

및 상환 (2) 당사자 간 전송 (3) 사용자의 스테이블코인 보관(대개 다양한 활동을 수반). 스테이블코인 양식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위와 같은 주요 기능은 일반적으로 아래 활동에 의해 지원된다.

스테이블코인 양식의 활동 및 참여자

• 거버넌스 - 거버넌스 기능은 스테이블코인의 구매, 상환, 보유 및 전송과 관련된 표준을 정의하고 준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 지급준비금 관리 - 지급준비금으로 지원되는 스테이블코인 양식은 일반적으로 지급준비금과 스테이블자산 

구성에 대한 표준을 정의하고, 지급준비금과 아직 처리되지 못한 스테이블코인의 액면가 간 1:1 비율을 

보장한다. 지급준비금 관리에는 자산의 위험성 측면을 고려한 지급준비금에 대한 투자 결정이 포함된다. 

• 지급준비금 수탁 - 지급준비금으로 지원되는 스테이블코인 양식은 위에 언급된 지급준비금의 표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지급준비금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산의 취득 및 보유, 거래 실행을 위한 수탁자나 

신탁자를 필요로 한다.  

• 합의 - 분산원장에서 스테이블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을 전송하려면 제3의 당사자가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처리하고(예: 인증 및 검증 과정 참여), 온체인 거래의 경우 기본 절차에 따라 원장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 배포 - 일반 소비자 및 기업 등 사용자에게 스테이블코인을 배포하는 것에는 접근 채널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획득 및 보유,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https://doi.org/10.17016/FEDS.2016.095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files/2019-payments-study-20191219.pdf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files/2019-payments-study-201912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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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활동은 고도로 분산되고 복잡한 활동일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당사자 한 명(또는 당사자 집합)

은 거버넌스 측면을 담당하고, 다른 당사자는 코인의 채굴과 소각을, 다른 당사자는 분산원장의 운영 및 검증과 

결제를, 또 다른 당사자는 지급준비금 관리를, 나머지 당사자는 스테이블코인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식이다. 이러한 활동의 대부분은 보통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그 대리인이 수행하지만, 일부 영역은 제3자가 

수행하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스테이블코인 보유 및 거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갑 제공사나 

거래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용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유 및 전송을 수탁 지갑 제공사에 일임할 

수 있다. 그러나 양식 및 조건에 따라 결제 스테이블코인 사용자는 지극히 제한된 권리만을 갖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의 상환은 수탁 지갑 제공사로 제한될 수 있다. 

20.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은 2020년 10월 19일 215억달러에서 2021년 10월 18일 1279억달러로 증가해 약 495%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블록의 총 스테이블코인 공급량(2021년 10월 18일 발간)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s://www.theblockcrypto.com/data/decentralized-finance/stable-
coins/total-stablecoin-supply-daily

전 세계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2021년 10월 기준 127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 금액은 지난 12개월 동안 거의 500% 증가한 것이다20.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미국 달러에 

연동된 소수의 스테이블코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차트1: 시가총액 기준 상위 스테이블코인(단위: 십억달러)

‘18/7

0

500억 달러

1000억 달러

1500억 달러

USDT(테더) BUSD(바이낸스USD) TUSD(트루USD)
USDC(USD코인) DAI(다이 스테이블코인) USDP(팍스 달러) 및 

GUSD(제미니 달러) 등 기타

‘19/1 ‘19/7 ‘20/1 ‘21/1‘20/7 ‘21/7

출처: 코인메트릭스, 더블록
업데이트: 2021/10/21

https://www.theblockcrypto.com/data/decentralized-finance/stablecoins/total-stablecoin-supply-daily
https://www.theblockcrypto.com/data/decentralized-finance/stablecoins/total-stablecoin-supply-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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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에서 기타 디지털 자산의 거래 및 대출, 차입을 용이하게 

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은 시장 참여자가 투기적 디지털 자산 거래에 참여하도록 

하고, 디지털 자산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 간 이동을 쉽게 하며, 사용자가 분산원장 환경 내에서 디지털 자산의 

거래 및 대출, 차입과 관련된 가치를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게 하여 전통 금융의 필요성을 줄인다. 현재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및 기타 중개업체는 사용자가 스테이블코인에 접근하고 거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스테이블코인 양식의 안정화 메커니즘과 관련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10p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과 디파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디지털 자산 거래를 넘어, 현재 개발 중인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를 보유한 다수의 기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자사가 만든 스테이블코인이 상품 및 서비스 결제에 널리 통용되길 원한다. 상품 및 서비스란 공급망 결제의 

맥락에서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것, 그리고 국제 송금의 관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스테이블코인이 어느 정도로 널리 사용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 사용 정도는 서비스 옵션의 편의성 

및 스테이블코인 거래 비용의 경쟁력,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에 달려 있다. 이 신뢰에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적인 가치 유지 및 상환 조정 문제에 대한 사용자의 확신도 포함된다. 그러나 네트워크 효과, 

혹은 기존 사용자 기반이나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확장하는 스테이블코인 역량으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확대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지금부터는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과 디파이 활동 및 관련 위험, 그리고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디파이 3자간 상호작용 설명에 주력할 것이다.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과 디파이는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해 디지털 자산의 거래 및 대출, 차입을 조정하고 있다. 동시에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과 디파이 또한 기존 

스테이블코인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가운데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과 디파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 집행에 관해 광범위한 질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질문은 CFTC와 SEC에서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본 보고서의 주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스테이블코인은 시장참여자가 변동성이 큰 디지털 자산을 좀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도록 

허용함으로써(혹은 그 반대로) 대규모 디지털 자산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즉, 국가통화를 사용하지 않고 

플랫폼간 전송에 좀 더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필요성은 자연히 

줄어든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은 시장 참여자가 때로 매우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해 대금 차입을 진행할 경우, 담보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시장참여자는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으로 전송하거나 대출 및 증거금 

거래의 담보로 사용함으로써 수익을 얻기도 한다. 총 거래량 비율을 기준으로 스테이블코인은 주요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자산이며, 이 같은 사실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하는 위상을 보여준다.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및 디파이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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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화를 기반으로 한 일부 스테이블코인 양식의 핵심은 시장참여자의 차익거래 활동이다. 당사자 간 

스테이블코인의 적극적 거래는 해당 스테이블코인 가격을 고정된 가치로, 혹은 최대한 그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정화 메커니즘에 속한다.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은 보통 자사 고객을 위해 분리되지 않은 옴니버스형 지갑에 스테이블코인을 보관하고, 

모든 거래를 내부 기록(오프체인)으로 남긴다. 이들 플랫폼과 계열사는 상당한 규모의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때 고객의 스테이블코인과 섞일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과 계열사는 

원칙적으로 마켓메이커로서 독점 거래 활동에 대한 공개나 감독의 제한 없이 자신들이 배포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디파이 거래 및 대출, 차입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디파이는 스마트 

계약 기반의 분산원장 기술이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 활동, 계약 등을 광범위하게 아우른다.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디파이 기술을 이용하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통적인 금융 중개업체나 

중앙집중식 기관의 역할이 줄어든다. 탈중앙화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디파이 내부에서의 운영 및 활동은 

소수의 개발자 및 투자자 그룹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어 대부분 이들에 의해 통제•관리된다. 물론 디파이 양식은 

기존의 전통적인 중앙집중식 금융 상품 및 서비스, 활동과는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나, 디파이는 전통 금융과 

비슷한 수준의 상품과 서비스,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시장 완전성, 정책 관련 문제 등을 

야기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디파이 양식에서 거래를 촉진하거나 대출 및 차입을 위한 담보로 자주 사용되므로 디파이 기능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은 소위 ‘자동화된 시장조성자(Automated Market Maker, AMM)’ 계약에서 

사용되는 한 쌍의 디지털 자산 중 하나인 경우가 많다. AMM은 거래를 실행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유동성을 

생성하도록 설계된 메커니즘이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은 종종 디파이 양식에 ‘고정’되어 레버리지 거래나 

기타 활동을 위한 양식을 통해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빌리는 사람이 지불한 이자로 수익을 얻기도 한다.

검증된 사실은 아니지만, 업계에서 측정한 디파이 현황에는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에 ‘예치된’ 스테이블코인 

비율이 포함된다. 현재 이더리움은 디파이 프로토콜 및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하는 주요 블록체인이다. 아래 

차트는 본 보고서에서 논의된 국가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USDC, USDT)과 함께 알고리듬 스테이블코인(DAI)

도 포함한다.

디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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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2: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에 예치된 스테이블코인 공급 비율>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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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80%

‘20/9‘20/5 ‘21/1 ‘21/7‘20/3 ‘20/11 ‘21/5‘20/7 ‘21/3 ‘21/9

출처: 글래스노드
업데이트: 2021/10/20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및 디파이 양식은 특히 기관, 그 중에서도 SEC, CFTC와 관련된 위험을 안고 있다. 주요 

위험은 다음과 같다.

위험

• 시장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공개, 내부 정보의 오용, 조작된 거래 활동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포함한 

각종 사기, 남용, 이해 충돌의 위험

•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스테이블코인 양식의 지나친 의존으로(예: 스테이블코인 배포 시 사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국가통화로 전환하고 차익거래 메커니즘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에 문제 발생 시 스테이블코인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

•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의 지나친 의존으로(예: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플랫폼 지급준비금을 저장하는 수단으로 사용) 스테이블코인에 문제 발생 시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

•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

•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 플랫폼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담보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킬 위험

•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의 규정 미준수로 인한 위험

• 스테이블코인 소유권(그리고 고객 자금의 혼합)을 포함해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과 스테이블코인이 연동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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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AML/CFT 규정에 더해 스테이블코인 양식 및 활동은 SEC, CFTC의 관할 아래 있다. 스테이블코인, 또는 

스테이블코인 양식의 특정 부분은 그 구조에 따라 증권 및 상품, 파생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거래 

및 대출, 차입 활동은 대부분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의 스테이블코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디파이 영역도 

마찬가지다. 이들 활동 역시 연방 증권법 및 CEA를 준수해야 하는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활동이 SEC, CFTC 관할권에 속하는 한 해당 스테이블코인은 연방 증권법 및 CEA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해 SEC 관할 범주에 속한 디지털 자산의 경우, 연방 증권법은 디지털 자산의 제공 및 판매, 

홍보 활동의 전 범위를 아울러 관장한다. 여기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나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플랫폼이 증권 

투자에 참여하여 ‘투자회사’의 정의를 충족하는 투자회사의 활동, 중개업체 및 거래 플랫폼의 활동, 기업이 증권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투자자문 활동(스테이블코인 수익금 투자 관련 활동 등)이 포함된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해 CFTC 관할 내에서 상품선물, 옵션, 스왑 거래에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의 경우, CEA는 

해당 거래 종사자에 대해 CFTC에 모든 규제 권한을 일임한다. 일례로 CFTC는 상품선물 및 옵션, 스왑은 물론 

레버리지 소매 거래를 제공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모든 중개업체 및 거래소를 관할한다. 이와 함께 CFTC는 미국 

내 주(洲) 간 거래 시 원자재 거래에 대한 사기 및 조작 방지 권한도 갖고 있다. 이 권한에는 CEA에서 상품으로 

정의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도 포함된다. 

디지털 자산 및 디파이 시장이 성장함에 따른 투자자와 시장에 대한 주요 위험, 즉 스테이블코인 양식 및 2차 시장 

활동에서 최종 사용자와 기타 참여자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해야만 한다. 이것은 투자자 홍보 및 시장 보호 

조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특정 사안에 대한 명확하고 완전한 정보 공개 요구와 함께 사기 및 조작, 

기타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활동 등이 포함된다.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및 중개업체에 대한 규제 감독은 적절한 규칙을 제정하고 조사, 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집행기관을 마련함으로써 투자자 및 시장 보호와 관련한 주요 활동을 촉진한다. 감독 행위에는 거래 및 가격 

투명성 제고와 함께 시장 조작, 내부자 거래, 선행매매 등 사기 및 위법 행위에 대한 보호가 포함된다. 

SEC 및 CFTC 규제 당국

• 스테이블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 거래와 관련한 특정 플랫폼에서 부정확하거나 제한적인, 혹은 비 

표준적인 거래 및 가격 보고로 인한 정보 비대칭 및 시장 남용의 위험,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및 거래 플랫폼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 적절한 감독을 받지 않는 거래소에서 조작적이거나 기만적인 거래 활동으로 시장 완전성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위험

• 거버넌스, 상호운용성, 확장성 및 프로토콜과 스마트 계약의 취약성, 사이버 보안, 기타 운영적 문제 등 

분산원장 기반 양식의 고유한 특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표준화 및 품질 관리가 부족한, 새로운 수탁 및 결제 절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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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결제 수단이 신뢰할 수 있는 결제 수단, 혹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역할을 하려면 가격 압박 구간에서도 

사용자가 해당 수단이 지닌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이러한 신뢰는 상환 가능성, 

그리고 이 상환 가능성이 정상적인 구간이나 가격 압박 구간 모두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안정화 메커니즘에 

의해 지원될 거라는 믿음에서 비롯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는 다음 요인에 의해 약화될 

수 있다. (1) 가격이 하락하거나 유동성이 약해질 수 있는 지급준비금의 사용 (2) 지급준비금에 대한 안전한 보호 

실패21 (3)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상환 권리에 대한 명확성 부족22 (4)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수집, 저장, 보호와 

관련된 각종 운영 위험

스테이블코인이 계획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시스템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정 스테이블코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해당 코인의 ‘대규모 매도세’를 

촉발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지급준비금에 대한 상환 및 헐값 처분으로 이러한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굳어지는 

것이다. 지급준비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헐값으로 처분하는 행위는 주요 자금 조달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 같은 매도세는 하나의 스테이블코인에서 다른 스테이블코인으로, 혹은 그와 유사한 

위험을 가진 다른 종류의 금융자산으로 옮겨갈 수 있다.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험도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건전성 표준이 부재한 경우 더욱 그렇다. 이 같은 대규모 매도세의 내부적 역학관계, 그리고 이것이 금융 

시스템 전반 및 경제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은 매도된 지급준비금의 규모, 유동성 특징23 등 광범위한 경제 및 재무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부 스테이블코인 양식은 이미 상당한 규모이며, 그 가운데 다양한 스테이블코인이 

성장하고 있다. 긴장된 시장 상황에서 발행하는 대규모 매도세는 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 대한 충격을 증폭시킬 수 

있다.

발행과 상환 사이에 존재하는 스테이블코인 양식의 전송 메커니즘(그리고 양식 내 활동의 기타 잠재적 측면)

은 효과적인 결제 처리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참여자 및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결제 스테이블코인은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과 유사한 기본적인 위험에 직면한다. 여기에는 신용 위험을 

비롯해 유동성 위험, 운영상 위험, 부적절하거나 비효율적인 시스템 거버넌스에서 발생하는 위험, 결제 위험 등이 

포함된다24. 이 같은 위험이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면 결제 시스템의 가용성 및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재정적 

충격을 촉발한다.

제2장. 위험 및 규제 격차

가치 손실: 스테이블코인 사용자 및 운영에 대한 위험

가치 손실: 스테이블코인 사용자 및 운영에 대한 위험

21. 이 같은 위험은 지급준비금 구성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허용 가능한 지급준비금 투자에 대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 간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 증폭될 수 있다. 

22.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지급준비금에 대한 직접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또는 지급준비금에 대해 경쟁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
해 명확성이 부족할 수 있다. 

23. 스테이블코인 매도세의 재무 안정성 위험은 고품질의 유동성 자산에 의해 1:1로 지원되는 스테이블코인보다 잠재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비 유동성 자산에 의
해 지원되는 스테이블코인이 더 클 것이다. 

24. 자세한 내용은 결제 및 합의 시스템 위원회, 국제증권위원회 산하 기술위원회의 금융시장 인프라 원리(국제결제은행, 2012년 4월 발간) 부록 H 174쪽을 확
인하기 바란다. https://www.bis.org/cpmi/publ/d101a.pdf

https://www.bis.org/cpmi/publ/d101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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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상의 위험’은 정보 시스템 혹은 내부 절차, 인적 오류, 관리 실패, 혹은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 결함으로 인해 

각종 서비스의 감소, 악화, 혹은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다. 결제 시스템 내 운영상의 문제는 사용자의 

결제 능력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경제 활동 자체를 방해할 수 있다. 운영상의 문제로 결제 오류나 사기 결제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돈을 잃을 수 있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 양식은 기존의 결제 시스템과 동일한 유형의 

운영 위험에 처해 있으나, 어떤 면에서는 운영상 더 탄력적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양식은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검증 및 확인, 분산원장의 관리 및 완전성과 관련해 새로운 운영상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래 검증을 위한 인센티브가 참여자에게 거래 처리 요청에 응답하도록 적절한 동기 부여를 하지 

못함으로써 네트워크의 혼잡을 촉발할 수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양식에서 운영상의 위험을 관리, 감독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지원 인프라가 특정 조직(스테이블코인 양식에 관련된 주체 포함)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거나 규제 주체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결제 위험’은 결제 시스템 내에서 결제가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을 말한다.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문제없이 운영되는 결제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거래가 안정적으로 완료되어 대금 결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 

확실하게 종료될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그러나 규칙과 절차에서 결제 완료 시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 양식은, 불확실성을 높일 뿐 아니라 참여자에게 신뢰도 문제 및 유동성 압박을 가한다. 예를 들어, 

상당수 분산원장 네트워크는 비 허가형이므로 새로운 사용자가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는 데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개방형 네트워크에 합의 기반 컨센서스가 결합하면, 법적 합의의 완결성을 책임지고 정의하거나 

보장할 단일 주체가 없으므로 기술적 합의가 불확실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의 

신뢰성 및 완결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된다.

‘유동성 위험’은 스테이블코인 양식과 다른 시스템간 합의 시기 및 절차의 불일치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양식 

내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다(예: 스테이블코인 양식은 24시간 운영되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금 조달 및 

스테이블코인 상환 시 법정화폐 반환에 사용되는 결제 시스템은 정규 영업 시간으로 운영). 이는 결제 시스템에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일시적인 수량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위험은 양식 간 일관된 위험 관리 표준이 없고, 양식에 관여하는 주요 당사자가 제각각인 점 등 복잡한 운영 

방식으로 인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할 수 있다25. 더욱이 전송이 이루어지는 인프라 운영에 많은 주체가 관여하는 

경우, 발행사의 감독기구 입장에서는 양식의 규칙이 효과적인 위험 관리 및 거버넌스를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아직 전통적인 형태의 사적 및 공적 자금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2020년부터 스테이블코인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급속한 성장의 잠재력은 규모의 

경제를 반영한다. 즉, 더 많은 기업과 소비자가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면서, 선구자로서의 특권과 수요를 

증가시키는 네트워크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기존 고객 기반이나 최종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함으로써 더욱 신속한 확장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규모의 위험: 시스템 위험 및 경제력의 집중

25.  지갑 제공사는 특정 활동과 관련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주별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주로부터 다양한 수준의 규제 및 감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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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스테이블코인의 빠른 확장 가능성은 세 가지 정책적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스테이블코인 양식(예: 수탁 

지갑 제공사)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나 핵심 참여자는 시스템 전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이들의 실패나 

어려움이 금융 안정성 및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26. 둘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나 

지갑 제공사, 상업회사가 결합한다면 경제적으로 과도한 중앙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우려는 

전통적으로 은행과 상업이 혼합돼 빚어지는 문제와 유사하다. 사용자의 신용을 파악하거나, 혹은 데이터를 

이용해 특정 사용자에게 제품을 홍보하거나 제한할 때 얻는 이점이 대표적이다. 이들 주체의 결합은 경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실물 경제의 일부 영역에서 독과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결제 수단으로 이미 널리 

채택된 스테이블코인은 반경쟁적 효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낼 수 있다. 특정 스테이블코인 사용자가 다른 결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전환하기로 선택했을 때 과도한 마찰이나 비용에 직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반경쟁적 효과에 대한 우려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상호운용성 표준 부재 시 더욱 커질 수 있다.

개별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성장 가능성에 더해,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은 금융 시스템 및 거시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DI가 소매 예금을 스테이블코인에 잃거나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하는 지급준비금이 

신용창조(credit creation, 은행이 예금과 대출업무를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예금통화를 만들어내는 

현상 - 역주)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은 오히려 차입 비용을 증가시키고 실물 

경제의 신용거래 역량을 손상시킬 수 있다. 특히 가격이 압박 받는 시기에는, 예금의 대규모 유입과 유출이 발생할 

수 있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IDI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도 변할 수 있다.

오늘날 스테이블코인 양식은 앞서 언급한 위험을 해결하는, 일관성 있는 건전성 규제 표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게다가 양식에 관여하는 주요 당사자 수가 서로 다르고, 운영 상의 복잡성으로 인해 관리•감독에 

어려움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은행이라고 해도 양식 내 주요 주체의 활동에 대한 시각은 

관계의 구조와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27.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양식의 주요 측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이 다소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규제 격차

26. 이러한 위험은 적절한 회복 및 해결 계획이 부족할 때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양식에 대한 회복 및 해결 방안은 스테이블코인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많은 경우 파산법 제7장, 11장의 항목을 따른다. 

27.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12 U.S.C. § 1867(c); see generally 12 U.S.C. §§ 1861-1867. 은행서비스회사법(BSCA) 제7장은 Fed, 
FDIC, OCC에 예금기관에 대해 제3의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의 결과를 규제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리고 그 권한은 “예금기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은행 관련]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동일한 수준”이다. 다음 자료도 참고하기 바란다. 12 U.S.C. § 1464(d)(7). BSCA 외에도 PWG, FDIC, 
OCC에는 제3의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하고 감독하는 다른 기관이 있다. 예를 들어, 주택소유자대출법(Home Owners’ Loan Act)은 저축 
협회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위 권한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 다른 법적 권한도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권한을 비 은행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를 규제하고 평가하는 데 적용하는 능력은 개별 고객 은행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관계 구조 
및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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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스테이블코인은 다양한 유형의 참여자와 양식을 포함하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그런데 이는 규제와 관련한 여러 문제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스테이블코인 및 스테이블코인 양식은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완전성의 관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양식 및 디지털 자산 거래 활동은 

SEC나 CFTC 관할 아래에 있다. 그러나 각종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은 SEC 관할 아래 있는 증권이나 

상품, 파생상품으로 여겨질 수도, 연방 증권법의 적용, CFTC와 CEA의 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연방 증권법이나 CEA가 스테이블코인 및 스테이블코인 양식, 관련 거래 및 거래 참여자, 각종 파생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SEC 및 CFTC는 각각의 관할권에 속하는 거래 및 참여자에 대해 광범위한 집행 및 규칙 제정, 

감독 권한을 갖고, 앞서 언급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완전성 관련 위험을 해소한다. SEC나 CFTC의 관할 범위 

내에서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대출 및 차입, 기타 활동은 연방 증권법 및 CEA의 해당 조항 및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돼야 한다(10p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및 디파이’ 참조).

제2장에서 논의한대로 스테이블코인은 중요한 건전성 문제도 야기한다. 이 같은 우려는 스테이블코인의 

대규모 매도세 가능성, 결제 시스템 위험, 그리고 일부 스테이블코인이 급속히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양식 내에서 책임이 널리 분산돼 있고, 여러 규제 기관의 관할 범위에 있거나 혹은 완전히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거나 단편적으로 감독될 위험이 있다. 스테이블코인 양식은 이미 빠르게 

성장했으며, 앞으로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양식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아래 제시된 권고사항은 결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 식별된 건전성 위험에 중점을 두고 있다28.

스테이블코인 건전성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의회의 시급한 조치를 권장한다. PWG, FDIC, OCC 등 결제 

스테이블코인이 일관되고 포괄적인 기준에 따라, 연방정부의 건전성 관련 감독을 적절히 받아야 한다. 결제 

스테이블코인은 새롭게 떠올라 빠르게 발전하는 금융자산이므로 제정법은 규제 기관이 향후 발전에 대응하고, 

조직 구조 전반의 위험을 적절히 다룰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한다.

제정법은 결제 스테이블코인 양식을 위한 연방정부의 건전성 프레임워크를 설정함으로써, 본 보고서에 언급된 

각종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29.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관련하여, 제정법은 통합 기준 및 건전성 표준, 그리고 

연방정부 안전망의 적절한 구성요소에 대한 접근 가능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공해야 한다.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제정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그리고 지급준비금의 상환 및 유지와 관련 활동을 IDI로 제한해야 한다. 따라서 

제정법은 다른 주체의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할 것이다. 또한 제정법은 스테이블코인 간 상호운용성 

촉진을 위해, 감독기관이 표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제3장. 권고사항

제정법

28. 자세한 내용은 supra note 2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29. 스테이블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의 전 세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제정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및 수탁 지갑 제공사, 기타 핵심 주체에 적용돼야 한다. 이때 
핵심 주체란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미국인이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미국과 관련 있는 주요 상품을 제공하는 주체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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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IDI(보험에 가입된 예금기관)’이라는 용어는 연방예금보험법에 정의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12 U.S.C. § 1813(c)(2). 

31.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12 U.S.C. § 1841

32.  지급결제제도위원회, 국제증권협회 산화 기술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supra note 2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33. 스테이블코인 약정 기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에 대해 위험 관리 표준을 수립할 권한은 이들 주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존의 규제나 감독기구에 추
가되지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IDI에는 주정부 및 연방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은행과 저축협회가 포함된다. 이들의 예금은 보험에 가입됐고, 

법적으로 규모가 제한돼 있다. 공인 은행과 저축협회는 또한 비상 시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고 Fed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30. 다른 IDI와 마찬가지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예금기관 역시 기타 예금기관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Fed의 감독 및 규제가 이루어진다. 이와 유사하게 Fed가 지주회사를 관리하는 수준에서 

통합적인 감독 및 규제도 진행된다31. 이들 기관이 적용하는 기준에는 안전 및 재무 건전성을 문제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자본 및 유동성 기준이 포함된다. 나아가 대규모 은행인 경우, 재무 건전성 문제에 한층 강화된 건전성 

표준이 적용된다.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에 따르면, IDI는 파산 시 순조롭게 사태를 

정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특별법의 적용도 받는다. 이때, 다른 무엇보다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일반 채권보다 예금 채권을 우선시하며, 은행 파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여파를 

제한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는 별개로 스테이블코인 양식의 핵심 주체는 결제 수단으로서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며, 스테이블코인의 규모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8p ‘스테이블코인 양식의 활동 및 참여자’ 

참고). 제1장에서 언급했듯, 스테이블코인 양식의 핵심 기능은 (1)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2) 당사자간 전송 (3) 

최종 사용자에 의한 스테이블코인 저장이다(6p ‘스테이블코인의 생성 및 전송, 보관’ 참고). 이 같은 핵심 기능은 

고도로 분산되고 복잡한 양식 내에서 개별 주체의 활동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양식의 활동과 

기능은 여러 당사자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만 초점을 맞춘 건전성 프레임워크는, 자칫 

특정 결제 시스템의 위험을 일관되지 않고 부적절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수탁 지갑 제공사가 스테이블코인 양식 내에서 수행하는 중심적인 역할과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수반되는 위험을 

고려할 때, 의회는 수탁 지갑 제공사가 연방정부로부터 적절한 감독을 받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감독에는 

수탁 서비스 제공사가 고객의 스테이블코인 대출을 제한하는 권한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적절한 위험 관리 및 

유동성, 자본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나아가 금융 집중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는 상업 주체와의 

제휴 및 사용자의 트랜잭션 데이터 이용에 제한을 두는 등 수탁 지갑 제공사에 적용할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및 수탁 지갑 제공사 외에 다른 주체도 스테이블코인 양식이 기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8p ‘스테이블코인 양식의 활동 및 참여자’ 참고). 스테이블코인 양식이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면, 의회는 연방정부 감독기관에 이들이 스테이블코인 양식의 기능에 핵심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에게 스테이블코인 양식에 맞도록 조정된 ‘금융시장 인프라 원칙32’ 같은 위험 관리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33. 또한 제정법은 적절한 기관에 이들 주체의 스테이블코인 활동과 

관련하여 조사 및 집행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 끝으로 감독기관은 스테이블코인 간, 또는 스테이블코인과 기타 

결제 수단 간 상호운용성을 촉진할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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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12 U.S.C. § 378(a)(2)

요컨대, 제정법은 포괄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작성된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기술한 건전성 위험에 관해 

다루어야 한다.

• 사용자 보호 및 대규모 매도세 위험: 예금기관 및 지주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감독과 규제를 받는 IDI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 

• 결제 시스템 위험: 수탁 지갑 제공사가 연방정부의 적절한 감독을 받도록 요구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연방정부 감독기관에 이들이 스테이블코인 양식의 기능에 핵심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에 

위험 관리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

• 시스템 및 경제력 집중 위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상업 주체와의 제휴 제한 같은 각종 제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감독기관은 스테이블코인 간 상호운용성 촉진을 위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수탁 지갑 제공사와 상업 주체의 제휴를 제한하거나 수탁 지갑 제공사의 사용자 트랜잭션 

데이터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PWG, FDIC, OCC는 결제 스테이블코인 양식이 제기하는 건전성 위험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 의회가 결제 스테이블코인 양식 관련 위험의 해결책을 고민하는 동안, PWG, FDIC, OCC는 가능한 

한 기존 권한을 계속 이용해 건전성 위험에 대응하려 할 것이다. 의회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FSOC는 본 

보고서에 기술된 각종 위험을 해결하고자 가능한 방법을 모두 고려할 것이다. 

PWG, FDIC, OCC는 각 기관이 관할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연방 금융기관 전반의 

공통 관심사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서를 검토할 

때 각 기관은 해당 발행업체가 본 보고서에 기술된 각종 위험에 확실히 대응하도록 보장한다. 이들 위험에는 

은행기관 혹은 제3의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수행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기타 관련 서비스 위험을 포함한다. 

이들 스테이블코인이 증권 및 상품, 파생상품 범주에 속한다는 관점에서 연방 증권법과 CEA를 적용하면, 이는 

투자자 및 시장 보호와 관련한 주요 혜택은 물론 투명성 혜택까지 제공할 것이다. 법무부 등 관계당국은 글라스-

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의 제21조(a)(2)항이 특정 스테이블코인 양식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방법에 관해 고민할 것이다34. 이와 함께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과 소비자 금융 보호와 관련한 각종 법률은 

결제 부문에서 다양한 안전 장치를 제공한다. 해당 법에는 전자자금이체법(the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 소비자금융보호법(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ct) 등이 있다35. 끝으로 스테이블코인 양식은 ‘송금 서비스’도 제공해 은행보안법(the Bank Secrecy Act)상 

AML/CFT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은행보안법은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감독하고 

집행한다.

임시조치

A. 규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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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PWG, FDIC, OCC는 FSOC가 본 보고서에 기술된 각종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스테이블코인 양식 내에서 수행되는 특정 활동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결제, 청산, 처리 활동(PCS)으로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36. 이렇게 되면 해당 기관은 지정된 

PCS 활동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위험관리 표준을 수립할 수 있다. 위험관리 표준에는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하는 자산과 관련한 각종 요구사항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양식의 운영과 관련한 요구사항, 기타 건전성 

표준이 포함된다37. 지정된 PCS 활동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조사 및 집행 프레임워크의 대상이 된다. 모든 

지정은 투명한 절차를 따른다.

모든 디지털 자산과 마찬가지로 스테이블코인 역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위험의 크기는 AML/CFT 통제의 적용 여부와 함께 대중 채택 정도, 스테이블코인 양식의 설계방식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불법 행위자가 스테이블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을 오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무부는 FATF를 통해 전 세계 각국이 AML/CFT 표준을 시행하고, 국내 AML/CFT 규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추가 자원을 지원하는 데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미국 내 불법 자금 조달 위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 같은 평가는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핵무기 확산 자금 조달, 불법 자금 전략에 대한 이후의 국가 위험 평가를 통해 가능하다.

스테이블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업체의 규제와 감독을 위한 국제 표준이 전 세계적으로 

합의돼야 한다. 이는 불법 금융 위험 해소를 위해 필요한 중요 요소다. 스테이블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은 

아무리 많은 양이라도 국경을 넘어 매우 빠르게 전송될 수 있다. FATF에서 개발한 국제 AML/CFT 표준의 국가별 

불균등한 이행으로 인해, 국가 간 거래 급증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38. 미국은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AML/CFT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규제하지만, 대부분 국가는 이러한 표준을 규제 

프레임워크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스테이블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에 대한 AML/CFT 규제 및 

감독의 격차로 이어진다. 불법 행위자는 이러한 격차를 악용하여, 규제 및 감독 체제가 허술한 국가에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자금을 세탁하거나 및 범죄 수익을 보관하여 제재를 회피한다.

B. FSOC

35.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15 U.S.C. § 1693, 그램-리치-블라일리법 Pub. L. No. 106-102, 113 Stat. 1338 (1999), 도드-프랭크 금
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Pub. L. No. 111-203, 124 Stat. 1376 (2010).

36. 또한 FSOC는 중요한 금융시장 유틸리티(FMU)를 시스템적으로 지정하는 권한을 사용하여 잠재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약정을 처리할 수 있고, 이러한 약정은 
통합 감독의 대상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12 U.S.C. §§ 5462, 5463. FSOC는 또한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 제1조에 따라 비 은
행 금융기관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으로 지정할 권한도 갖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See 12 U.S.C. § 5323. PCS 
활동은 유가증권의 제공이나 판매, 견적, 주문 입력, 협상 및 기타 거래 전 활동이나 실행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될 수 있다. 

37. 스테이블코인의 대규모 매도세에 대한 안정성 위험은 고품질의 유동적인 자산에 의해 1:1로 지원되는 스테이블코인보다 변동성이 크고 비 유동적인 자산으
로 지원되는 스테이블코인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supra note 23.

38. 지난 2019년 6월, FATF는 스테이블코인 및 서비스 제공업체를 포함한 가상자산을 아우르도록 표준을 개정했다.

불법 금융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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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적인 가치가 담보되어, 통신이나 기술 제공업체 같은 상업적 주체의 진출과 시너지를 

이루게 된다면 더욱 빠르게 확장될 수 있다. 범죄자들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있어, 범용적이고 유동화 

된 형태의 자산을 선호한다. 따라서 범용화 스테이블코인이나 기타 디지털 자산은 불법 행위자에게 매력적인 

이용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가중시킨다. 반대로 AML/CFT 보호 

기능이 강력히 탑재되어 규제 및 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테이블코인이 대량으로 채택될 경우에는,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투명성이 커지고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다른 디지털 자산과 마찬가지로 스테이블코인도 기본 아키텍처에 따라 익명 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39. 그러나 

어떤 경우 규제기관과 법 집행기관에 의해, 개방형 블록체인의 스테이블코인 주소 및 거래가 주소의 소유주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짝을 이루기도 한다40. 일부 스테이블코인 사용자는 AML/CFT 준수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거래가 가능하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불법 금융 활동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조사 정보 및 

예방 조치의 수집 및 접근이 제한된다. 

AML/CFT 표준의 국제적인 이행을 위해 재무부는 FATF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각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FATF 

표준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2021년 10월 28일, FATF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용 FATF 표준 구현에 대해 업데이트된 지침을 발표했다. 이것은 해당 표준이 디지털 자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고, 국가와 민간부문이 효과적인 표준 이행 방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FATF는 회원국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표준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FATF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각국이 이러한 표준을 충족하도록 협력할 것이다.

미국에서 대부분 스테이블코인은 ‘전환 가능한 가상자산(CVC)’으로 간주되며, FinCEN 규정에 따라 ‘통화를 

대체하는 가치’로 취급한다41. 스테이블코인 관리업체 및 스테이블코인 양식의 기타 참여자를 포함해 송금에 

관여하는 모든 CVC 금융 서비스업체는 반드시 FinCEN에 화폐 서비스 사업자(MSB)로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MSB가 AML 프로그램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BSA의 권한에 따라 발행된 FinCEN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42. 이와 함께 1만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는 반드시 보고하고, 의심되는 불법 활동에 대해서는 불법 활동 

보고서(SAR)를 제출하며, 기타 다양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42. 현행 BSA 규정은 블록체인에서 추론 가능한 

범위를 훨씬 넘는 정보를 요구함으로써, 표준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해외자산통제국(OFAC)

이 트랜잭션 선별 및 고객신원확인(KYC) 등의 내부 통제를 포함해, 가상자산 업계가 위험에 기반한 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구축할 지침을 제공했지만, 블록체인 프로토콜에서 미국의 제재 준수 요구사항(예: 트랜잭션 거부)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들 규정은 스테이블코인 양식 내 관리자 및 기타 참여자를 아우를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하지만, 재무부는 

FinCEN 및 국세청(IRS), 연방 규제기관이 이들 규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원을 확보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 부문의 규정 준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39.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대부분 익명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블록체인에서 운영된다. 이것은 트랜잭션 수신자나 발신자의 신원은 알 수 없지만, 트랜잭션 정
보(예: 전송 금액, 시간, 가치 등)는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0. 스테이블코인은 다른 디지털 자산과 마찬가지로 믹서 및 텀블러 서비스(거래 내역을 숨기기 위한 서비스 - 역주)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 내역의 연결
을 해제하여 거래와 관련된 주소, 발신인 신원, 금액을 식별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스테이블코인에 적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41.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31 C.F.R. § 1010.100(ff)(5)(i)(A). (‘송금인’의 정의는 ‘통화를 대체하는 가치’를 수락하고 전송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헬스 타버트, 케네스 블랑코, 제이 클레이튼이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에 관해 2019년 10월 11일 공동 발표한 다음 자료도 참고하기 바란다. https://
www.fincen.gov/sites/default/files/2019-10/CVC%20Joint%20Policy%20Statement_508%20FINAL_0.pdf

42. 다음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31 C.F.R. § 1022. FinCEN은 MSB라는 용어를 FinCEN 규정이 적용되는 여러 범주의 비즈니스 모델을 지칭하는 데 사용한
다. 그중 하나는 송금업체로, 여기에는 은행이나 중개업체 같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CVC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대부분 거래소, 관리자 및 기타 개인이 
모두 포함된다. 

https://www.fincen.gov/sites/default/files/2019-10/CVC%20Joint%20Policy%20Statement_508%20FINAL_0.pd
https://www.fincen.gov/sites/default/files/2019-10/CVC%20Joint%20Policy%20Statement_508%20FINAL_0.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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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에 대해서는 집행 조치로 이어질 것이다. 집행 조치는 스테이블코인 업계의 관리업체 및 기타 금융기관이 

AML/CFT 및 제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신호의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규정 준수를 장려하고, 일부 해외 관할구역에 대한 후속 압력을 강화할 수 있다. FinCEN의 위임 감독기구 IRS는 

지난 2014년부터 CVC 관리업체 및 거래소에 대한 규정 준수 평가를 수행해왔다. 평가 대상에는 미국에서 사업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수행하지만 본사는 해외에 위치한 MSB도 포함된다43.  

FinCEN은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금융기관을 적발한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17

년에는 BSA 등록, AML 프로그램, 보고 및 기록 보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해외 소재의 CVC 거래소 BTC-e에 

대해 1억1000만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다44. 최근에는 해외 소재의 거래소 비트맥스(BitMEX)에 대해, AML 

프로그램 및 고객 식별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않고 SAR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1억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다
45. CFTC 역시 비트멕스에 1억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다46. 

재무부는 1월에 전국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 평가서를 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해당 평가는 금융 

상품 및 활동 중에서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불법 금융 위험 환경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당 평가는 또한 법 

집행기관, 연방 기능 규제기관 및 정보 기관 등 미국 정부 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공개 

또는 판결 사례 연구를 통해 불법 행위자가 어떤 식으로 금융 자산을 오용하는지 보여준다. 나아가 위험 평가는 

불법 금융 전략도 공표한다. 해당 전략은 미국 금융 시스템 내에서 불법 금융 활동을 막고 우선순위를 식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본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약정에 적용되는 각종 권고사항 및 표준, 원칙, 지침을 탄생시킨 결과를 포함한 여러 

국제 포럼의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지난 2020년 10월, FSB는 책임 있는 혁신을 지원하고 관할 기관의 

국내 규제에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한편,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SC)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및 관리 감독을 

촉진해, 국내외적으로 GSC가 야기하는 금융 안전성 위험 해소를 위한 매우 엄격한 권고사항 10가지를 마련했다.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기구들도 국제 표준 및 원칙, 스테이블코인 약정에 대한 지침 적용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결제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는 스테이블코인 약정에 대한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적용 자문 보고서를 발표했다. 불법 금융과 

관련하여 FATF는 지난 2019년 6월, 스테이블코인 및 서비스 제공업체를 포함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표준을 

개정했다. 지금은 이러한 표준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 중이다. 

PWG, FDIC, OCC는 FSB 및 표준 설정 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스테이블코인 약정에 대해 포괄적인 감독을 

보장하고, 관할 범위 전반에서 공통적인 규제 결과를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규제 차익의 기회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43. 다음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31 C.F.R. § 1010.100(ff)

44. 민사벌금평가, 2017년 7월 27일 FinCEN 발간(No. 2017-03), https://www.fincen.gov/sites/default/files/enforcement_action/2020-05-21/
Assessment%20for%20BTCeVinnik%20FINAL2.pdf

45. 민사벌금평가, 2021년 8월 10일 FinCEN 발간(No. 2021-02), https://www.fincen.gov/sites/default/files/enforcement_action/2021-08-10/
Assessment_BITMEX_508_FINAL.pdf

46. CFTC 발간 HDR Global Trading Limited, 1:20-cv-08132, (S.D. NY, Aug. 10, 2021)

국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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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의 작업을 알리고자 PWG, FDIC, OCC 직원들은 아래 열거한 이해당사자와 함께 토론회를 진행했다. 

직원들은 이해당사자의 각종 정보를 고려했으나 특정 프로젝트나 관점, 상품, 서비스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부록: 각종 조사 참여자 목록

민간영역 참가자

앵커리지 디지털(Anchorage Digital) 제미니(Gemini)

블록파이(BlockFi) 크라켄(Kraken)

서클(Circle) 마스터카드(Mastercard)

코인베이스(Coinbase) 팍소스(Paxos)

컴버랜드 DRW LLC(Cumberland DRW LLC) 스퀘어(Square)

디엠 협회(Diem Association) 스트라이프(Stripe)

스타파이(FIS) 테더(Tether)

파이서브(Fiserv) 비자(Visa)

프날리티 인터내셔널(Fnality International)

전문가 및 지지 단체

미국노동총연맹(AFL-CIO) 개리 고튼(Gary Gorton), 예일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AID 기술(AID-Tech)
하웰 E. 잭슨(Howell E. Jackson), 하버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금융개혁을위한미국인(Americans for Financial Reform)
마르쿠스 브루너마이어(Markus Brunnermeier), 

프린스턴대학교

베터마켓(Better Markets) 모건 릭스(Morgan Ricks), 밴더빌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책임있는대출센터(Center for Responsible Lending)
전국커뮤니티재투자연합(National Community 

Reinvestment Coalition)

코인센터(Coin Center) 전국소비자법률센터(National Consumer Law Center)

댄 오리(Dan Awrey), 코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픈마켓협회(Open Markets Institute)

대럴 더피(Darrell Duffie), 스탠포드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라울 카릴로(Raúl Carrillo), 예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핀레그랩(FinRegLab) 스텔라개발재단(Stellar Development Foundation)

거래 협회

은행정책협회(Bank Policy Institute)
미국독립커뮤니티은행협회(Independent Community 

Bankers of America)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
전미연방보험신용조합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Federally-Insured Credit Unions)

전자거래협회(Electronic Transaction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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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차트: 스테이블코인 제정법 및 권고사항
2022년 4월 18일

본 요약 차트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 속에서 주요 정책적 선택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보여준다. 정책 토론이 이어지면서 이런 선택 사항들을 중심으로 협상 및 대응이 이뤄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요약 차트는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포함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해 가능한 대안을 

보여준다. 경우에 따라 내부적으로 불일치하거나 모호한 제안이 있을 수 있으나 초안이 발전해감에 따라 해결될 

것이다.

2022 
스테이블코인 

안전거래법 
(Stablecoin 

TRUST Act of 
20224747) 초안

2022 스테이블코인 
혁신 및 보호법 
(Stablecoin 

Innovation and 
Protection Act of 

202248) 초안 

디지털 시장 구조 
및 투자자 보호법 
(Digital Market 

Structure 
and Investor 

Protection Act49)

스테이블코인 
분류 및 

규제법 2020 
(Stablecoin 

Classification 
and Regulation 
Act of 202050)

스테이블코인 
투명성법 

(Stablecoin 
Transparency 

Act51) 

PWG 
보고서가 

제안한 
제정법 

권고사항52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

질문1)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보험에 
가입된 예금기관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s, 
이하 IDI)으로 
제한되는가?

아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1) IDI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지급준비금 관리 
주체를 별도로 
분리 가능) (2) 
국가 한정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를 
보유한 곳 (3) 주 
은행이나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송금 업체 혹은 
기타 개인

아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1) IDI 
(2) 은행은 아니지만 
새로운 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모두 해당된다. 법안에 
의해 구상된(그리고 
아래에서 논의된) 규제 
체제는 오직 자격을 
갖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만 
적용된다. 

‘적격 스테이블코인’
이 아닌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규제는 
없다53.

아니다.

그렇다. 반드시 
연방준비제도
(Fed)의 
회원사인 IDI여야 
한다.

아니다. 그렇다.

질문2)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위한 
새로운 특수 
목적 헌장을 
고려하고 
있는가?

그렇다. 국가 한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위해 
통화감독청
(OCC)에서 
규제하는 
라이선스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 OCC에서 
규제하는 라이선스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헌장을 
OCC가 발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재무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약관에 
따라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무부는 
해당 약관을 
수정하고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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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스테이블코인 

안전거래법 
(Stablecoin 

TRUST Act of 
2022) 초안

2022 
스테이블코인 

혁신 및 보호법 
(Stablecoin 

Innovation and 
Protection Act 
of 2022) 초안 

디지털 시장 구조 
및 투자자 보호법 
(Digital Market 

Structure 
and Investor 

Protection Act)

스테이블코인 
분류 및 

규제법 2020 
(Stablecoin 

Classification 
and Regulation 

Act of 2020)

스테이블코인 
투명성법 

(Stablecoin 
Transparency 

Act) 

PWG 보고서가 
제안한 제정법 

권고사항

질문3)

연방정부의 
감독 및 조사를 
요구하는가?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법인으로 
한정되는 국가 
한정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감독하고 
조사하는 것이 
OCC의 새로운 
권한에 포함된다.

그렇다
아니다. 발행사 
승인에는 재무부 
약관이 적용된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질문4)

통합 감독을 
요구하는가?

아니다. IDI에 
대한 기존의 통합 
감독 요구사항이 
이미 존재한다.

아니다. 비 은행 
발행사는 통합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다. 
IDI에 대해서는 
기존의 통합 감독 
요구사항이 이미 
존재한다.

아니다. 발행사 
승인에는 재부무 
약관이 적용된다.

그렇다(IDI가 
BHC법에 따라 ‘
은행’의 정의에서 
면제되지 않는 
한).

아니다.

그렇다(IDI
가 BHC법에 
따라 ‘은행’
의 정의에서 
면제되지 않는 
한).

질문5)

상업 주체와의 
제휴를 
금지하는가?

아니다. 비 은행 
발행사는 제휴 
제한이 없다. 
기존의 제휴 
제한은 IDI
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아니다. 비 은행 
발행사는 제휴 
제한이 없다. 
기존의 제휴 
제한은 IDI
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아니다. 발행사 
승인에는 재부무 
약관이 적용된다.

그렇다(IDI가 
BHC법에 따라 ‘
은행’의 정의에서 
면제되지 않는 
한).

아니다.

그렇다(IDI
가 BHC법에 
따라 ‘은행’
의 정의에서 
면제되지 않는 
한).

질문6)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요구하는가?

그렇다. 모든 전환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결제 
스테이블코인 
정의에 
충족하는 대상뿐 
아니라) 특정 
데이터 기반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아니다.
아니다. 발행사 
승인에는 재부무 
약관이 적용된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기존 
법이 적용될 
것이다. 

질문7)

새로운 BSA /
AML 
(은행보안법/
자금세탁방지법)
을 요구하는가?

아니다

그렇다. 비은행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이 
존재한다. IDI는 
기존 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존 
법의 적용 가능성을 
공식화한다.

아니다. 기존 법이 
적용될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기존 
법이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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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스테이블코인 
안전거래법 

(Stablecoin TRUST 
Act of 2022) 초안

2022 
스테이블코인 

혁신 및 보호법 
(Stablecoin 
Innovation 

and 
Protection Act 
of 2022) 초안 

디지털 시장 구조 
및 투자자 보호법 
(Digital Market 

Structure 
and Investor 

Protection 
Act)

스테이블코인 
분류 및 

규제법 2020 
(Stablecoin 

Classification 
and 

Regulation 
Act of 2020)

스테이블코인 
투명성법 

(Stablecoin 
Transparency 

Act) 

PWG 보고서가 
제안한 제정법 

권고사항

질문8)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연방 보험이 
필요한가?

언급하지 않음.

그렇다. DIF           
(예금보험펀드)
나 새로운 SIF            
(스테이블코인 
보험펀드) 
기반의 FDIC(
미국 연방 
예금보험공사) 
보험이 
필요하다.

SIPC(증권투자 
자 보호회사)가 
보호할 것이다.

그렇다. 
FDIC 보험이 
필요하다. 특정 
예금이 보험의 
보장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비 
스테이블코인 
예금이 
스테이블코인 
예금보다 
우선시될 
것이다..

아니다.
언급하지 
않음..

질문9)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Fed
의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가?

아니다. 국가 한정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송금 업체는 제외)
는 마스터 계정 및 
연준 은행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아니다. 
발행사가 IDI
가 아닌 한 필요 
없다.

아니다. 발행사가 
IDI가 아닌 한 
필요 없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질문10)

새로운 
지급준비금 
및 자본을 
요구하는가?

그렇다. 국가 한정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별도의 
주체로 분리한 IDI도 
포함)는 스테이블코인 
지급준비금을 다음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 
(1) 지급준비금은 
결제 스테이블코인 
액면가의 최소 100%
에 해당하는 시장 
가치를 지닌다. (2) 
지급준비금은 현금 및 
현금등가물(머니 마켓 
뮤추얼 펀드 포함)54, 
혹은 미국 달러로 
표시된 1등급 고품질 
유동자산이어야 한다
55.

국가 한정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OCC의 규칙 제정 
권한은 자본 및 유동성,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채택으로 제한한다.

그렇다. 은행이 
아닌 경우 최소 
100% 담보 
수준이 요구되며, 
OCC는 
지급준비금 및 
레버리지 비율에 
대한 규칙을 
채택하도록 
의무화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는 IDI
에 대한 자본 
요구사항을 
수정하지 
않는다.

아니다. 발행사 
승인에는 재부무 
약관이 적용된다.

그렇다. 
스테이블코인의 
액면가를 
유지하기 위한 
요구사항이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지급준비금은 
Fed에 예치돼야 
한다. 연방 
은행기관은 
자본 적정성, 
레버리지, 
유동성 및 
허용된 활동에 
대한 규칙과 
표준을 
채택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렇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 
(1) 만기가 12
개월 이하인 
국채 (2) 100% 
담보 환매조건부 
채권 (3) 미국 
달러, 혹은 
디지털 형태가 
아닌 기타 통화.

언급하지 않음. 
기존의 자본 
관련 법이 
적용된다. 
이들 법은 연방 
은행기관이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일부 
법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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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스테이블코인 

안전거래법 
(Stablecoin 

TRUST Act of 
2022) 초안

2022 
스테이블코인 

혁신 및 보호법 
(Stablecoin 
Innovation 

and 
Protection Act 
of 2022) 초안 

디지털 시장 구조 
및 투자자 보호법 
(Digital Market 

Structure 
and Investor 

Protection Act)

스테이블코인 분류 
및 규제법 2020 

(Stablecoin 
Classification and 
Regulation Act of 

2020)

스테이블코인 
투명성법 

(Stablecoin 
Transparency 

Act) 

PWG 보고서가 
제안한 제정법 

권고사항

질문11)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공시 의무가 
있는가?

그렇다. 세 
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받은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모두 
같은 공시 의무를 
따라야 한다.

그렇다. 
비 은행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이 
존재한다.

그렇다. 스테이블 
코인은 다양한 
종류의 공시 및 
거래 보고 요건에 
해당한다.

그렇다. 스테이블코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에 대한 
새로운 공시 의무가 
존재한다.

그렇다. 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제3의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받은 
지급준비금 
관련 보고서를 
30일마다 자사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언급하지 않음. 
IDI는 특정 
공시 요건 적용 
대상으로 이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질문12)

새로운 감사 
요건이 
있는가?

그렇다. 세 
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받은 결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공시 
의무 일환으로 
공인된 회계법인 
으로부터 분기별 
증명 및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 
비 은행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이 
존재한다.모든 
IDI에 동일한 
감사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아니다. 발행사 
승인에는 재무부 
약관이 적용된다.

아니다. IDI는 연방 
은행기관의 조사 
대상이다..

-

아니다. IDI
는 연방 
은행기관의 
조사 대상이다

질문13)

특별결의안의 
대상인가?

아니다. IDI는 

FDIA (연방예금 
보험 공사법) 
산하 결의안 
대상이다.

그렇다. OCC
는 “발행사가 
채무불이행, 
혹은 채무불이행 
위험에 있는 
경우 연방 
파산법 대신 
질서정연한 청산 
절차에 관한 
규칙 적용”을 
의무화했다.

아니다.
아니다. IDI는 FDIA 산하 
결의안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IDI
는 FDIA 
산하 결의안 
대상이다.

스테이블코인 계약의 다른 주체에 대한 규제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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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스테이블코인 

안전거래법 
(Stablecoin 

TRUST Act of 
2022) 초안

2022 
스테이블코인 

혁신 및 보호법 
(Stablecoin 

Innovation and 
Protection Act 
of 2022) 초안 

디지털 시장 구조 
및 투자자 보호법 
(Digital Market 

Structure 
and Investor 

Protection 
Act)

스테이블코인 분류 
및 규제법 2020 

(Stablecoin 
Classification 

and Regulation 
Act of 2020)

스테이블코인 
투명성법 

(Stablecoin 
Transparency 

Act) 

PWG 보고서가 
제안한 제정법 

권고사항

질문14)

연방정부의 
감독 및 규제 
대상인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BSA/AML의 
적용 가능성을 
공식화한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동은 
SEC(미국 증 
권거래위원회) 
및 CFTC              
(미국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등록 기관을 
통해 감독이 
이루어진다.

잠재적으로 
규제 대상 이다. 
스테이블코인을 
받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주, 혹은 연방 
은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에 
관계된 상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관할 연방 
은행기관으로부터 
주기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 
내용 참고). 나아가 
연방 은행기관은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칙을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아니다.

그렇다. 수탁 지갑 
제공업체도 연방 
감독의 대상이다. 
감독 항목에는 
적절한 위험 관리, 
유동성 및 자본 
요건, 사용자 거래 
데이터의 사용에 
관한 요구사항 준수 
등이 포함된다. 

핵심적인 
스테이블코인 계약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는 위험 
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대상일 수 있다.

질문15)

새로운 위험 관리 
표준이 필요한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연방 
은행기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및 
스테이블코인과 
관계된 활동을 
하는 기타 개인의 
자본 적정성, 
레버리지, 유동성, 
허용된 활동에 
관한 규칙과 
기준을 공포한다.

아니다.

그렇다. 연방 
감독기관은 
스테이블코인 
계약의 기능에 
핵심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에 적절한 
위험 관리 표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기타 요건

질문16)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나 상품에 
포함, 혹은 
배제되는가?

‘결제 
스테이블코인’
은 다양한 
연방 증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증권의 
정의에서 
배제된다.

‘적격 
스테이블코인’은 
배제된다. 다른 
스테이블코인은 
포함된다.

 포함된다.
FDIA에 따라 
예금으로 
정의된다.

언급하지 않음. 언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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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스테이블코인 

안전거래법 
(Stablecoin 

TRUST Act of 
2022) 초안

2022 
스테이블코인 

혁신 및 보호법 
(Stablecoin 
Innovation 

and 
Protection 

Act of 2022) 
초안 

디지털 시장 구조 
및 투자자 보호법 
(Digital Market 

Structure 
and Investor 

Protection 
Act)

스테이블코인 분류 및 
규제법 2020 (Stablecoin 

Classification and 
Regulation Act of 2020)

스테이블코인 
투명성법 

(Stablecoin 
Transparency 

Act) 

PWG 보고서가 
제안한 제정법 

권고사항

질문17)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는 
기준이 
필요한가?

아니다.
그렇다. OCC
는 규칙 채택을 
의무화했다.

아니다. 
스테이블코인 
승인에 적용되는 
약관에 의거해 
재무부가 
요구하지 않는 한 
필요하지 않다.

아니다. 새로운 규칙 제정 
권한의 승인에 따라 연방 
은행기관이 채택한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한 필요하지 
않다.

아니다. 그렇다.

스테이블코인 정의

 ‘결제 
스테이블코인’
은 다음과 같은 
전환 가능한 
가상자산으로 
정의한다.

(A)법정화폐나 
통화에 연동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자산

(B)발행사가 
직접 법정화폐로 
변환할 수 있는 
자산

(C)교환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도록 
설계된 자산

(D)중앙화 주체에 
의해 발행되는 
자산

(E)기본적으로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산

(F)개방형 
분산원장에 
기록된 가상자산 

 ‘적격 
스테이블코인’
은 다음과 같은 
모든 가상자산
57, 또는 기타 
민간에서 
발행한 디지털 
금융 상품으로 
정의된다.

(1)요청 시 
미국 달러로 
1:1로 상환할 
수 있는 자산

(2)IDI, 또는 
비 은행 공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발행한 자산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자산’
으로 정의한다.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자산은 
미국 재무부 
장관이 내린 
정의에 따라 
다음 통화에 
연동되거나 
실질적으로 
담보된 디지털 
자산58을 
의미한다.

(1)미국 달러

(2)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법정화폐.

모든 가상자산, 또는 기타 
민간에서 발행한 디지털 
금융 상품으로 다음이 이에 
해당한다. 

(1)직·간접적으로 
투자자, 금융기관, 또는 
일반대중에게 배포되는 
자산

(2)미국 달러로 
표시되거나 미국 달러에 
연동된 자산, 또는 다른 
국가통화나 주 통화로 
표시되거나 이에 연동된 
자산

(3) (i) 고정된 명목 상환 
가치로 발행되는 자산59 

 (ii) 효과적으로 고정될 
만큼 안정적인 명목상 
상환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나 
믿음을 일반 대중에게 
심어줄 목적으로 발행되는 
자산 (iii) 발행 목적과는 
상관없이, 효과적으로 
고정될 만큼 안정적인 
명목상 상환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나 믿음이 자연스레 
일반 대중에게 확산하는 
자산

 ‘법정화폐가 
지원하는 
스테이블코인’
으로 정의한다.

법정화폐가 
지원하는 
스테이블코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A)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디지털 자산이 
발행되는 
것과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비 디지털 
자산으로 
지원함으로써 
가격 안정성을 
유지한다. 

(B)디지털 
자산이 
지원되는 표시 
통화로 1:1로 
상환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국가통화나 기타 
기초자산에 대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모든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한다. 

‘결제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에 대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광범위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신중하게 
권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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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022년 4월 6일 초안 발행.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링크’

48. 2022년 2월 14일 초안 발행.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링크’

49. H.R. 4741, 117th Cong. (1st Sess. 2021).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링크’

50. H.R. 8827, 116th Cong. (2nd Sess. 2020).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링크’

51. S. 3970, 117th Cong. (2nd Sess. 2022).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링크’

52. PWG, FDIC, OCC 공동 발행 보고서.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링크’ 본 요약 차트는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의 제8장에 기술된 FSOC의 권한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 해당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링크’

53. 해당 법안은 법에서 명시한 적격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모든 가상자산을 ‘적격 스테이블코인’으로 간주해 제공하거나 판매, 거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54. ‘현금 및 현금등가물’이라는 용어는 31 U.S.C. § 5103 정의에 따라 미국 동전과 통화를, 12 U.S.C. § 1813 정의에 따라 IDI에 예치된 모든 ‘예금’을, 그리고 
12 CFR 220.2 정의에 따라 모든 ‘현금등가물’을 의미한다. (미국 또는 관련 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유가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미국 은행기관이 발행하고 
미국에서 지불하는 은행인수어음, 머니 마켓 뮤추얼펀드 포함)

55. 1등급 고품질 유동자산은 12 CFR 249.20(a)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연방준비은행 잔고 (2) 해외 인출 준비금 (3)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거나, 원
리금 적시 지급에 대해 미국 재무부가 무조건 보증하는 유가증권 (4) 미국 정부기관(재무부 제외)이 발행하거나 원리금 적시 지급에 대해 미국 정부기관이 무조건 
보증하는 유가증권. 해당 증권이 유동적이고 쉽게 판매 가능한 경우 이 같은 의무는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믿음과 신용에 의해 완전하고 명시적으로 보장된다. (5) 
주권국가, 국제결제은행,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 유럽공동체, 다자개발은행이 발행하거나 원리금 적시 지급에 대해 이들 기관이 무조건 보증하는 유가증권. 
해당 증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i) 계산일 현재 규정 Q 하위 항목 D(12 CFR part 217)에 따라 위험 가중치가 0%로 할당된다 (ii) 유동적이며 쉽게 판매
할 수 있다. (iii) 환매 또는 판매 시장에서 신뢰성 있는 유동성 공급원으로 입증된 채무 기록을 가진 기업이 발행하거나 보증한다. (iv) 금융부문 기업의 의무가 아니
며, 금융부문 기업 자회사의 의무도 아니다. (6) 규정 Q 하위 항목 D(12 CFR part 217)에 따라 위험 가중치가 0%로 할당되지 않은 주권국가가 발행하거나 원리
금 적시 지급에 대해 해당 기업이 무조건 보증하는 유가증권. 주권국가가 자국 통화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증권은 유동적이며 쉽게 판매할 수 있다. 또 관련 
기관은 제249장 하위 항목 D에 따라 주권국가의 관할 내에서 순현금 유출을 충족하기 위해 해당 유가증권을 보유한다. 

56. 예: 수탁 지갑 제공사

57. OCC 정의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암호로 보장되는 분산원장이나 이와 유사한 기술을 통해 그 가치가 디지털로 표현한 자산을 의미한다. 

58. ‘디지털 자산’은 다음과 같은 자산을 의미한다. (A) (i) 소프트웨어 코드를 통해 전자상으로, 또는 디지털로 생성된 자산 (ii) (I) 해당 디지털 자산의 생성 및 공
급, 소유, 사용, 전송하는 규정이 프로그램화된 자산 (II) 단일 개인 또는 공통의 통제 하에 있는 개인이 수정하거나 조작하는 것에 저항하도록 프로그램화된 자산 
(iii) (I) (a) 분산원장 또는 (b) 수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디지털 데이터 구조에 기록된 거래 이력이 있는 자산 (II) 거래 및 소유권 관
련의 디지털 자산 프로그래밍 규칙에 따라 거래 내역이 가능한 빨리 업데이트되는 자산 (III) 합의에 도달한 후, 소유권 또는 거래 이력을 단일 개인 또는 공통의 통
제 하에 있는 개인이 수정하거나 조작하는 것에 저항하도록 프로그램화된 자산 (iv) 중간관리자 없이 분산형 방식을 통해 개인 간 전송이 가능한 자산 (B) 시장 참
여자와 규제 당국이 디지털 자산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어(예: ‘가상자산’, ‘가상화폐,’ ‘전환가능한 통화’)를 포함한다. 

59.  해당 용어는 법안에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다.

https://www.banking.senate.gov/imo/media/doc/the_stablecoin_trust_act.pdf
https://gottheimer.house.gov/uploadedfiles/dd._stablecoin_innovation_and_protection_act_of_2022.pdf
https://www.congress.gov/117/bills/hr4741/BILLS-117hr4741ih.pdf
https://www.congress.gov/116/bills/hr8827/BILLS-116hr8827ih.pdf
https://www.congress.gov/117/bills/s3970/BILLS-117s3970is.pdf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StableCoinReport_Nov1_508.pdf
https://www.cravath.com/news/federal-regulators-recommend-bank-regulation-for-stablecoin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