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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 등 암호키로 접근통제되는 데이터에 관한 법제의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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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암호자산 등 암호키로 접근통제되는 데이터에 관한 재산권·계약·체화 제도의 

설계 방안을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첫째, 암호자산 등에 대한 소유권 설정, 

특히 대물적 반환은 (1) 공시수단이 부재하고 거래가 가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권

원측정비용 등 거래비용을 부담시키고, (2) 투자수단으로서의 생성에 과도한 유인을 제공하

며, (3) 지급·체화수단으로서의 유통을 저해하므로 부정해야 함을 살펴보면서, 기타 재산권

으로서의 규율 내지 법익으로서의 보호 방안을 검토한다. 둘째, 암호자산을 목적으로 한 계

약과 관련해서는 교섭의 촉진을 위한 계약법의 방향성 및 암호자산 거래업자의 도산 시 이

용자 환취의 보장 방안을 검토한다. 셋째, 암호자산의 지급수단과 유가증권으로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체화제도의 구현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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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블록체인 기반 암호자산(cryptoasset)1)의 규율에 초점을 맞춘 입법들이 빠르게 추진 중이

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2019. 7. 1. 이래 수차 개정되어 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

달방지(AML/CFT)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어 EU의 암호자산시장법안(MiCA)의 일부 조항

을 참고하여 (향후 자본시장법으로 규율될 증권형 암호자산을 제외한) 차액형 암호자산의 

발행·유통의 규제에 초점을 둔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디지털자산법안)이 2022. 10. 31., ｢가상자산 불공정거

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이 11. 10. 발의되었다.

디지털자산법안 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규제공백과 규제차익을 해결하여 투자자 보호

를 위한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나, 기초 법제들을 함께 다지지 못하면 사상누각이 될 

우려가 있다. 현 민법 제98조의 통상의 해석상 데이터는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오감에 의하여 지각할 수 있는 물질”인 유체물(res corporalis)도 아니고(김병재, 1992, p. 

28) 물리적 전기신호 자체가 아닌 그 내용에 재산적 가치가 있어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아니므로 “물건”이 아니어서 물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형법 제346조의 해석상으로

도 같은 이유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해당하지 않아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특히, 비트코인(BTC)에 대해 법원은 주로 물리적 실체의 결여를 근거로 민사사건에서 물건

성(물권대상성)2)을, 형사사건에서 사기3)와 횡령4)의 객체로서의 재물성을 부인하였다. 도쿄

1) 특정금융정보법은 FATF 권고를 참고하여 가상자산(virtual asset)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

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 정의하고(제2조 제3호), 디지털자산

법안은 이를 준용하여 디지털자산(digital asset)을 정의한다. MiCA 안은 암호자산(crypto-asset)을 “분산원장기술 

또는 유사한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체 및 저장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증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or rights)”로 정의한다(art. 3(1), pt. (2)). 이 글은 암호키로 접근통제되는 데이터를 논

하므로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서울고법 2021. 12. 8. 2021나2010775 (확정, 빗썸 2차 해킹 사건) (“비트코인은 물리적인 실체 없이 경제적 가

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화폐의 일종으로서 디지털 정보에  

해당하므로, 현행법상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서울중앙지법 2020. 1. 31. 2019고합420 (대법원 2021. 11. 11. 2021도9855로 확정, 보스코인 사기 사건)(검사는 

BTC를 재물로 보아 “약 197억 7,383만 원 상당의 6,000 BTC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전자정보로서 유체물과 동일한 정도의 물리적 관리가 불가능하

여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직권으로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공소사

실을 변경하여 유죄를 선고).

4) 수원고법 2020. 7. 2. 2020노171 (대법원 2021. 12. 16. 2020도9789로 확정, BTC 착오이체 사건)(“이 사건 비트

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으므로 유체물이 아니고, 또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한 것이어서, 

물리적으로 관리되는 자연력 이용에 의한 에너지를 의미하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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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판소는 2015년 마운트곡스(Mt. Gox) 파산 사건에서 BTC는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는 

유체물이 아니고 트랜잭션(Tx)5)은 “송부되는 비트코인을 표상하는 전자적 기록의 송부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실현에는 송부 당사자 이외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

인키 소지자의 배타적 지배 가능성도 없다며 물건성을 부인하였다.6)

실제 블록체인은 기술적 본질이 상태전이(state transition) 시스템이다(Buterin, 2014, pp. 

5-6). BTC의 Tx 시 이체액수에 해당하는 미지출거래출력(unspent transaction output: 

UTXO)이 생성되고, 이체를 위해 소비(spent)된 Tx 출력들은 이중지불을 막기 위해 채굴자

의 Tx 검증 과정에서 UTXO 집합(UTXO set)으로부터 제외되어 접근 불가해지며, 그 내역조

차 저장공간 절감을 위해 블록에 포함된 머클트리(Merkle Tree)로부터 삭제(prune)될 수 있

다(Nakamoto, 2008, p. 4). BTC의 경우 잔액(balance) 개념도 없고 지갑 앱 등이 UTXO 집

합 내의 UTXO들을 취합하여 표시해 줄 뿐이다. 도쿄지방재판소의 위 판결도 UTXO의 이러

한 특성을 상세히 적시하며 배타적 지배 가능성을 부인하는 논거로 삼았다. 이시리엄(ETH)

의 경우 UTXO가 아닌 계정(account) 기반으로서 (외부소유계정(EOA)에서의) Tx나 (계약계

정(CA)에서의) 메시지에 의해 기존 상태(state)가 새로운 상태로 전이되는 구조이고 잔액 개

념도 있으나 Tx 시 역시 기존 상태는 접근 불가해지고, 그 내역조차 블록에 포함된 머클패

트리샤트리(Merkle Patricia Trie)로부터 삭제될 수 있다(Buterin, 2014, pp. 5-13). 이러한 

암호자산을 상태가 고정된 물건처럼 간주하는 것은 일반 데이터 이상으로 요원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법 제98조의 물건의 정의에 데이터를 편입하려는 민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다.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023867)은 “데이터 등 관리 가능한 무체물”을 물

건의 정의에 추가하고 데이터계약을 전형계약으로 규정하였다. 이 안은 물건으로서의 데이

터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진 않았는데, 암호키의 정당한 보유자에 대한 암호자산 등의 귀

속은 개인정보 주체나 데이터셋 구축자에 대한 데이터 귀속7)과는 이질적이어서 이들이 함

께 취급되면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조정훈 의원 대표발

의안(의안번호 2104799)은 “법률 또는 기술에 의해 배타적 지배권과 독립성이 확보된 정보”

를 물건의 정의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는 좀 더 암호자산과 같이 접근통제(access control)

가 가상화폐는 가치 변동성이 크고, 법적 통화로서 강제 통용력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예금 채권처럼 일

정한 화폐가치를 지닌 돈을 법률상 지배하고 있다고도 할 수 없어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

5) 사법상 거래와 구분하기 위해 이하 Tx로 표기한다.

6) 東京地裁平成27年8月5日, 平成26年(ワ)第33320号 (마운트곡스 파산 사건).

7) 개인정보 주체로의 귀속을 전제한 것이었다면, 해당 주체의 입장에서 자신에 관한 데이터는 모발·혈액 등 재생 

가능한 장기처럼 일상적·비의식적으로 생성된다는 점에서, 양의 외부성이 있는 발명·창작 등의 과소생산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소유권화란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실익이 없다(박상철, 2018, p. 267). 한편, 데이터셋 구

축자로의 귀속도 전제한 것이었다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요건에 미달하는 

데이터셋을 위해 별권을 창설할 실익이 명확하지 않다(Id., pp. 27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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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뤄지는 데이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이에 법제의 정비 과정에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암호자산 등과 

관련한 재산권·계약·체화 제도의 설계 방안을 검토한다. 단, 자본시장법과 디지털자산법

안상 발행·유통 규제 관련 논의는 금융법학에 맡기고, 민·형사법제의 경제학적 토대의 검

토에 집중한다.

 재산권8)

암호키로 암호화되어 암호키 소지자가 복호화(decrypt)하기 전에는 서버관리자가 읽을 수 

없는 데이터는 (동형암호 등을 제외하면) 서버관리자가 암호키를 전달받기 전에는 제대로 

처리할 수 없게 되고, 서버관리자의 해당 데이터에 대한 지배는 약화되며, 암호키 소지자의 

지배가 강화된다. 특히, BTC 이래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공개키 암호(public-key 

cryptography)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개인키(private key)를 타원곡선알고리듬(ECDSA)으로 

일방향 암호화하여 공개키(public key)를 생성하고, 공개키를 해시함수로 일방향 암호화하

여 주소(address)를 생성한다. 지갑(wallet)은 암호자산 자체가 아닌 개인키를 저장한다. 암

호자산 보유자는 Tx에 저장된 구 수령인의 공개키에 상응하는 개인키가 있어야 (BTC의 경

우) UTXO 또는 (ETH의 경우) EOA의 잠금을 해제하여 새 Tx를 할 수 있고, 새 수령인은 

공개키를 전달받아 해당 Tx에 대한 전자서명의 유효성을 검증한다(Nakamoto, 2008, p. 2; 

Buterin, 2014, pp. 13-14). 이로 인해 암호자산 등 암호키로 접근 통제되는 데이터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이루어지고, 경제적 가치까지 생기자, 이에 어떠한 권리를 부여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게 되었다.

1. 소유권 인정 여부

암호자산 등이 Ⅳ장에서 살펴보듯이 불법행위, 부당이득으로 보호되는 상황에서 대륙법

적 절대원리(Absolutheitsprinzip)9)와 대세효에 입각한 소유권(Eigentum; propriété)을 추가

로 인정할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무권리자에 넘어가기 전에는 

8) 이 단락에서는 법적 의미에서의 재산권보다는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재산원리(Calabresi and Melamed, 1972)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아 검토한다. 불법행위는 대법원 2010. 8. 25. 2008카1541을 계기로 책임원리(liability rules)

가 아닌 재산원리로 이행되었고, 금지청구뿐 아니라 형사제재도 재산원리의 실현수단이므로(Id., pp. 1124-1127), 

이 단락에서 다룬다.

9) 소유권의 절대성은 특히 프랑스 민법 제544조에 강렬하고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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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의 배제·예방이, 넘어간 후에는 반환이, 반환의무자의 채권자가 나타나 집행을 하게 

되면 제3자 이의와 환취권이, 제3자에 넘어가면 대물적 반환이 핵심적 쟁점이다. 하나씩 살

펴보면 이하와 같다.

(1) 배제·예방청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청구(actio negatoria)와 불법행위에 기

한 침해금지·예방청구 간의 차이는 좁혀졌다. 대법원이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침해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

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금지·예방청구권을 인정

하였기 때문이다.10) 그리고 제Ⅳ절에서 살펴보듯이 침해 시 다각적인 형법상 보호가 

강구되어 있다. 즉,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법익에만 해당해도 Calabresi and 

Melamed (1972)가 말한 재산원리(property rules)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2) 대인적 반환청구: 이에 대해서는 소유물반환청구는 부당이득 내지 계약상 반환청구와 

소멸시효 미적용 등 이외에 본질적 차이는 없다. 급부부당이득은 소유물반환청구와 

달리 반환청구자에게 권원 없음의 증명책임이 있으나, 침해부당이득은 이 차이도 없

다.11)

(3) (전전양수인 등에 대한) 대물적 반환청구12): 이에 대해서는 대물적(in rem), 대세적

(erga omnes)인 소유물반환청구(rei vindicatio)와 대인적(in personam)인 부당이득반

환청구 간 본질적 차이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도 악의의 무상전득자에 대한 반환청구

는 허용되고(민법 제747조 제2항), 전자의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 보호13), 동산 선의

취득(민법 제249조)이 반환을 저지하므로 차이가 좁혀지나, 여전히 범위에는 격차가 

있다.

(4) 반환의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대항: 집행절차에서의 제3자 이의(민사집행법 제48조)와 

도산절차에서의 환취권(회생파산법 제70조, 제407조)은 주로 “채권을 깨뜨리는” 소유

권자의 권능처럼 여겨진다. 도쿄지방재판소의 2015년 마운트곡스 판결도 암호자산의 

소유권 인정을 환취권(取戻権) 인정의 전제로 보았다. 실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으

로는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나, 처분법적 귀속에 관한 것이어

서 환취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시된다(이동진, 2018). 권원에 의한 점유권은 

10) 대법원 2010. 8. 25. 2008카1541.

11) 대법원 2018. 1. 24. 2017다37324.

12) 흔히 추급이라 칭하나, 물상대위 등 추급(tracing)과 혼동의 우려가 있어 피한다.

13) 민법 제107조 제2항, 제108조 제2항, 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3항, 제12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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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취권의 기초가 되므로(전병서, 2019, p. 318), 제Ⅲ절에서 검토하듯이 준점유가 인

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환취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 제3자 이의는 판례상 부당이득

을 근거로는 부인되나,14) 채권의 귀속 침해를 근거로는 인정된다.15) 이들을 종합하면 

암호자산의 귀속을 인정하는 이상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 보아 환취권

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나, 법적 불확실성이 있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대항력이 명

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 이의를 인정하는 것은 더 까다롭다. 단, 핵심 쟁점인 거

래업자 도산 시 이용자 환취권은 묵시적 신탁 등 여타 법리로서 인정될 여지가 있고 

결국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면이 있음을 제III절 제2항에서 살펴볼 것이다. 결국 실제 

차이는 온체인 Tx에서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불법행위, 부당이득 등 보호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추가로 인정 시 증

분적으로 부여되는 권능의 핵심은 대물적 반환청구와 (특히, 온체인 Tx에서의) 제3자 이의 

및 환취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타적 지배권과 독립성이 확보된 정보”를 소유권의 대

상으로 추가하는 조정훈 의원안은 백대열(2020)의 논증을 문구 그대로 가져와 입안되었다. 

동 논문의 요지는 암호자산이 이미 경합성·배제성이 있어 소유권을 인정한다 해도 경쟁·

혁신 저해나 과소활용 등 문제가 없고(p. 148), 물권법 질서에 조화롭게 편입되므로(pp. 

143-146)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창기의 의미 있는 논의이나, “비경합적·비배

제적 재화(공공재)는 (무임승차 및 과소생산 문제로 인해) 소유권보다는 정부 개입으로 해결

해야 한다”는 명제(p → q)로부터 “경합적 또는 배제적 재화는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裏

(inverse)(~p → ~q)를 도출할 수는 없다. 어떤 재화가 경합적 또는 배제적이라도 소유권화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p^q)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1) 소유권화가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을 줄이기보다는 늘리거나(공시수단의 부재), (2) 생산의 양의 외부성

(positive externalities)보다 음의 외부성(negative externalities)이 크거나(위조통화 등 금제

품), (3) 생산의 양의 외부성보다 소비의 양의 외부성이 큰 경우(필수설비(essential 

facilities), 공정이용(fair use) 등)가 그러한데, 암호자산은 이 모두에 해당하여 소유권은 부

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1) 거래비용: 암호자산에 대한 대물적 반환은 거래비용을 줄이기보다 도리어 늘릴 가능

성이 높다. 이는 거래계의 제3자들이 반환을 피하고자 권원(title; iusta causa)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지불하는 측정비용(measurement cost)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14) 대법원 2007. 11. 29. 2007다51239.

15) 대법원 1997. 8. 26. 97다4401, 대법원 1999. 6. 11. 98다5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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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 있는데(Merill and Smith, 2000, pp. 26-33), (물권법정주의(numerus clausus)가 

제공하는 표준화(standardization)(Id., pp. 33-34) 및 선의취득이나 금반언(estoppel) 

등 외관법리도 측정비용을 줄여주지만) 대체로 등기·등록(recordation) 등 공시

(notice) 제도의 가용성이 관건이다(Epstein, 1982). 그런데 암호키로 접근 통제되는 

데이터는 암호키의 사실상 지배 외에 마땅한 공시수단이 없다. 모든 온체인 Tx는 노

드들에 전파(broadcast)되어 모두가 열람할 수 있지만 거래 주체의 가명화된 정보만 

공개(Nakamoto, 2008, p. 6)되므로 권원심사에 별 도움이 안 되고, 다크코인(dark 

coin)은 Tx조차 은닉되어 있다.16) 결국 공시 대신 암호키 보유자가 암호키의 누설·

도용에 대한 최소비용회피자(least cost avoider)로서 암호키를 온전히 관리한다는 점

에 대한 신뢰에 기해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특허와 달리 비닉(祕匿)이 공시

를 대체하는 영업비밀(trade secret)은 대물적 반환을 불허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권원측정비용뿐 아니라 대물적 반환의 집행비용(enforcement cost)도 문제이다. 가명

성 때문에 (주요 암호자산사업자의 주소 등을 통해 보유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누가 보유 중인지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 암호자산 같이 국경을 거리낌 없이 넘나

드는 가치이전수단은 인류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서, 수많은 법역들의 충돌

(conflict of laws) 속에서 대물적 반환을 한다는 것도 요원하다. 이처럼 집행비용이 

높을 경우 흔히 법과 현실의 괴리가 초래된다.

(2) 생산의 외부성: 암호자산의 투자수단성에 먼저 주목하면 (소유권의 근거인 노동과 투

자, 지식재산권의 근거인 발명과 창작처럼)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는지 보아야 한다. 그러나 채굴·검증 등의 암호자산 생성활동은 네트워크 

내에서 부여되는 사적 보상을 넘는 양의 외부성이 희박하며 투기의 조장, 채굴의 탄

소발생 등 음의 외부성만 뚜렷하다. 더욱이 상당수 암호자산 발행자들은 혁신도 채굴

조차도 없이 공개된 스마트계약 코드를 이용해서 ERC-20 토큰을 순식간에 찍어내어 

발행예정물량의 일부를 자신과 지인들이 무상배정 받은 후 백서와 로고로 치장하고 

ICO 등으로 매출하며 주조차익(seigniorage)을 누려왔는데, 법제도가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에 대물적 반환까지 보장하는 것은 과하다. 나아가 온체인 보유자들은 암호자

산의 거래구조에 대한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어 환취권 등으로 보호할 긴요한 필요성

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加毛明, 2019, p. 30). 거래업자의 이용자들은 거래업자로부

16) 단,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 시행령 제10조의20 제6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감독규정｣ 제28조 제2호는 다

크코인을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되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라 칭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의 취급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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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도산절연의 필요성이 크나, 이를 위해 소유권을 무리하게 설정하여 다른 부작

용을 초래하기보다는, 제III절 제2항에서와 같은 핀셋형 법리 구성이 필요하다.

(3) 소비의 외부성: 암호자산의 사회적 가치는 결국 투기수단성보다는 (나카모토의 본래 

의도대로) 지급수단성(정순섭, 2018, p. 10)에서 모색해야 하는데, 지급수단의 사회적 

가치는 생산(민팅)보다는 소비(범용성, 유통성)에서 나오므로, 장부금전(Buchgeld)에 

물권적 권리를 부인하는 것(최준규, 2009, pp. 95, 102)과 마찬가지로 암호자산의 대

물적 반환도 불허하여 지급수단화를 촉진해야 한다. 아울러 증권형 암호자산(security 

token; ST)이 블록체인의 탈중앙원장(decentralized ledger)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자

산과 영업에 대한 권리를 체화함으로써 유통과 유동화를 촉진한다면 또 다른 가치가 

창출될 것인데, 증서에 대한 소유권의 강조는 발목만 잡을 뿐이다.17)

2. 채권 인정 여부

서버에 저장되어 보유자가 ID와 패스워드 등을 통해 접근 통제되는 데이터가 거래에 놓

이며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경우가 먼저 생겨났으며, 대표적 예가 전자지급수단과 게임아이

템·게임머니이다. 이들은 데이터를 지배하는 서버운영자에 대한 청구를 통해 실현되므로 

채권으로 간주되어 왔다. 블록체인의 경우에도 풀노드(full node)들이 체인을 저장하는 복수

의 서버 역할을 하나, 암호자산 보유자의 권리를 노드들에 대한 채권으로 구성하기에는 무

리가 따른다.

단, 사례별 분석을 요한다. BTC는 탈중앙 구조이나, 알트코인 중 상당수는 중앙집중성이 

강하고, 자산준거토큰(asset-referenced token; ART)은 발행인이 각 보유자에 대한 기초자산 

반환의무18)를 진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2020년 기준 15대 탈중앙화금융(DeFi) 

프로토콜 중 12건에서 참여자들의 계정에 임의 접근하는 관리자키(admin key)의 존재가 드

러났고,19) 다른 블록체인에서도 지배구조 결정, 프로토콜 변경, 시장가격 관리를 위한 관리

자키가 널리 쓰이며 암호자산사업자들이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이 점을 공시하기도 한다.20) 

17) 민법상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에 해당하면 선의취득 규정의 보호를 받으나(제524, 514조), 후술하듯이 증서의 

존재를 전제하므로 ST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

18) ART의 경우 보유자는 발행자에게 (1) 단일통화준거형은 금전지급청구권, (2) 복수통화준거형은 외국통화지급청

구권, (3) 실물자산준거형은 실물자산인도청구권, (4) 암호자산준거형은 암호자산지급청구권을 가지고, ART가 

이들 채권적 권리를 체화할 수 있다(최지영, 2022).

19) Mapperson, Joshua, “How many Defi projects still have ‘God Mode’ admin key? More than you think” 

(Cointelegraph, 2020). 관리자키의 존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도현호 학생님의 수업과제물인 “탈중앙

화금융(DeFi)의 구조와 규제 방향”을 통해 인지하였다.

20) 예컨대, Coinbase Global, Inc.의 2021. 2. 25.자 SEC 제출 Form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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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서버 관리자와 마찬가지로 보유자에 대해 이용관계와 관련한 채무를 진다고 해석

될 여지가 있고,21) 또한 이들이 일차적 책임을 지는 것이 대리인 문제의 완화에 기여할 것

이다.

3. 재산성과 재산권대상성

대법원이 BTC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 판시22)한 이래 법원은 암호자산

을 재산(patrimonium)23) 및 형사상 재산상 이익(Vermögensinteresse)24)으로 보고 있다. 

(금제품 등 예외를 제외하면) 재산개념은 경제적 가치에 따라 판단할 사항25)이고 재산성이 

인정되면 법익(Rechtsgut)에 해당한다. 형사법과 불법행위는 권리보다 범위가 넓은 법익을 

보호하고,26)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어 손해를 가하면 부당이득(제

741조)이 성립된다(단, 후술하듯이 침해부당이득의 성립은 명확하지 않다).27) 따라서 재산

으로서의 법적 보호는 이하 제Ⅳ절에서 살펴보듯이 불법행위, 부당이득, 형사제재를 통해 

실현할 수 있고, 재산권대상성은 법적 보호의 필연적 전제가 아니다. 다만 이 장에서는 암호

키로 접근통제되는 데이터가 경제적 가치를 지닐 경우 재산성에서 더 나아가 재산권

(property right)까지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짚고 넘어간다.

민법상 특히 준점유(제210조)·준공동소유(제278조)·권리질권(제345조)의 대상, 매매·

교환의 목적물(제563, 596조), 소멸·취득시효의 대상(제162, 248조)은 재산이 아닌 “재산

권”이다. 이는 메이지민법(明治民法) 이래의 일본 민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독일 민법의 

경우 재산권(Vermögensrecht) 개념이 학계에서는 논의되지만 민법전(BGB)에는 명시되어 

21) 자본시장법상 발행인(제9조 제10항),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제2조 제5호)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아

진다.

22) 대법원 2018. 5. 30. 2018도3619.

23) 재산성에 기해 본문에서 논의된 사항에서 더 나아가 상속재산, 파산재단, 신탁재산을 구성할 수 있고(박준·한

민, 2022, p. 1200), 책임재산을 구성할 수 있으나, 상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금전채권을 위한 책임재산에 해당

할 경우, “그 밖의 재산권”의 집행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권리처분 금지 명령을 송달하여 압류하고(민사집행

법 제251조 제1, 2항),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으로 현금화할 수 있다(제241조 제1항 제1, 2호).

24)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

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2. 16. 2020도9789, BTC 착오송금 사건).

25) “경제적 재산개념”은 독일제국법원(Reichsgericht)이 1910년 재산개념(Vermögensbegriff)이 주로 “경제적 삶의 개

념”(ein Begriff des wirtschaflichen Lebens)이라 판시한 이래(RG, Beschluss vom 14. Dezember 1910-II 

1214/10, RGSt 44, 230) 확립된 견해이다.

26) “소유권을 비롯한 절대권을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침

해행위의 양태,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그 정도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대

법원 2021. 6. 30. 2019다268061).

27) BGB의 경우 §823는 “…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 Eigentum oder ein sonstiges Recht)”를 불법행위의 보호법

익으로, §812는 타인의 “손실”(Kosten)로 무언가를 얻은 때를 부당이득의 요건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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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고, 단지 “권리”(Recht)나 다른 세부 권리 항목으로 기술되어 있다.28) 프랑스 민법의 

번안에 가까운 일본 구민법(旧民法)에도 재산권 개념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메이지

민법이 독자적으로 재산권(財産権) 개념을 둔 것은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분권·

인격권을 제외한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를 칭하는 것에 불과함이 사료를 통해 확인된다.29) 

그런데 대륙법계의 문헌에 따르면 재산(Vermögen; patrimoine)은 특정인에 귀속된 자산 자

체가 아닌 자산에 대한 권리(Recht; droit)의 총체(Zusammenfassung; universalité) 개념이어

서,30) 재산성으로부터 재산권대상성을 도출하는 것이 체계에 어긋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리 헌법 제23조는 소유권만이 아닌 “재산권”을 보장하는데, 헌재 판례상 민법상 

권리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및 경제활동 일반을 포함할 정도로 보장범위가 매우 넓다

(전종익, 2005). 헌법학계의 계속적 연구가 기대되나 대체로 전후 연합군최고사령부(GHQ)

의 주도로 제정된 일본국헌법을 매개하여 들어온 미국법상 재산권 개념이 투영된 것으로 짐

작할 수 있고,31) 대륙법계 민법의 절대적 소유권과는 “대단히 다른” 개념으로 설정되었음을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2) 커먼로상 재산권(property right) 개념은 근대시민혁명의 결

28) 예컨대 (1) 권리질권: 권리(Recht)가 대상임(§1273); (2) 매매: 물건(Sache)과 그에 대한 소유권(Eigentum)이 대

상이나(§433 I), 물건매매를 “권리 및 기타 목적물”(Rechte und sonstige Gegenstände)의 매매에 준용(§453); 

(3) 시효: 소멸시효의 대상을 청구권(Anspruch)(§194 I)으로, 취득시효의 대상을 동산(bewegliche Sache), 부동

산(토지)(Grundstück)(§937 I, §§900 I, 927)으로 규정; (4) 준점유: 지역권(Grunddienstbarkeit)(§1029)과 제한적 

인역권(Beschränkte persönliche Dienstbarkeit)(§1090 II)만 대상임.

29) 법전조사회 민법정리회 제8회 의사속기록(1895. 12. 24.)에서 의장이 1894년 정리안(整理案)까지 “권리”(権利)로 

기재되어 있던 조항들 중 상당수가 1895년 정리안에서 “재산권”(財産権)으로 수정된 경위를 묻자, 도쿄대 법학

부 교수 호즈미 노부시게(穂積陳重)가 “이것은 단지 ‘권리’라고 써두면 더 넓어져 곤란합니다. 처음부터 재산권
만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적은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法典調査会　民法整理会議事速記録第参
卷, 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https://dl.ndl.go.jp/pid/1367601).

30) 독일에서는 재산(Vermögen)을 “(특히 그것이 귀속되는 특정인에 대한) 권리와 법률관계의 합계·총합(“[e]ine 

Summe, eine Zusammenfassung von Rechten under Rechtsverhältnissen, und zwar im Hinblick auf eine 

bestimmte Person, der sie zustehen)”으로 정의하고, 개별 자산이 아닌 자산에 대한 권리(Recht)가 재산을 구

성한다는 점을 강조한다(Larenz, 1977, p. 263). 프랑스의 전통적 견해도 재산(patrimoine)을 “그것이 귀속되는 

사람의 단일한 실체, 즉 법적 총합에 따라 물건으로 구성된다는 의미에서의 권리의 총체(“une universalité de 

droit, en ce sens que les biens forment, en vertu de l’unité même de la personne à laquelle ils 

appartiennent, un ensemble juridique”)”로 파악한다(Aubry et Rau, 1897, p. 8).

31) 독일기본법(GG) §14는 소유권·상속권만 보장하고, 메이지헌법 제27조도 소유권만 보장하였다. 그런데 전후 일

본 헌법(1946. 11. 공포)은 미국 수정헌법 제5조의 재산(property) 보호 조항에 근간한 GHQ의 초안에 따라 제

29조가 “재산권”을 보장하게 되었다(박청일, 2021, p. 4). 우리 제헌 과정을 보면 유진오 선생의 제1회 초고

(1948. 4.)부터 이미 “재산권”의 보장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제15조)(고려대학교 박물관 편, 현민 유진오 제헌

헌법관계자료집, 고려대학교출판부, 2009, p. 146), 바이마르 헌법, 중화민국 5권 헌법도 재산권 개념의 출처

는 아니므로, 대체로 전후 일본 헌법을 매개하여 들어온 미국 수정헌법 제5조의 재산권 개념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32) 유진오 선생은 헌법안 제1독회(1948. 6. 26.)에서 재산권 개념이 일본 민법상 절대권으로서의 재산권(소유권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과는 다름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국회도서관, 헌정사자료 제1집 - 헌법제정회의록 [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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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유권의 절대성과 불가침성을 추구한 대륙법계와 달리 봉건시대 이래의 진화 경로를 유

지하면서 (본래 군주만이 소유하였던) 사물을 수익하는 여러 사람들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한 다발의 권리”(a bundle of rights)로 관념된다(Chang and Smith, 2012, pp. 21-26). 데이

터의 재산성을 인정하는 판결들33)이 나오던 중, 암호자산의 등장을 계기로 통일상법전

(UCC)이 2022. 7. 13. 개정되어 일반무형재산(general intangible)의 일종으로 “통제 가능 전

자기록”(controllable electronic record; CER), 즉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전자적 매체에 저

장된 기록”의 요건을 정하고(§12), 해당할 경우 통제의 이전을 통해 담보권(security interest)

을 설정할 수 있게 하였다(§9). 요건을 좀 더 살펴보면, 사람이 (1) CER의 “실질적으로 모든 

편익”(substantially all the benefit)을 향수하고, (2) 타인의 CER의 “실질적으로 모든 편익”의 

향수를 배타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3) CER의 통제를 배타적으로 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CER의 통제를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12-105). 결국 유형재산의 점유

(possession) 개념을 암호키 등을 통한 통제(control) 개념으로 대체한 것으로 읽힌다. 영미

법상 재산권에도 물론 대세적 반환청구가 인정되는 등 소유권=대륙법, 재산권=영미법의 도

식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만, 재산권을 인정할 때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 중요한 참고

가 된다.

이상의 검토를 종합해 볼 때, 물권도 채권도 아닌 재산권의 예로 흔히 지식재산권, 준물

권34)을 드나 기타 법령이나 판례상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에 대한 권리들35)도 해당될 

여지가 있는데, 암호자산 등에 대한 권리를 큰 틀에서 이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그 실질은 절대성이 강조되며 파편화(fragmentation)를 막고자 “모 아니면 도”(all or 

의회], 1967, p. 147):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 재산권에 관한 생각이 가령 그전 일본 민법에 있던 돈, 재산권에 관한 생각과는 대단
히 다르다는 점을 한마디 말씀드려 두겠습니다. 그 전에는 재산권은 절대적으로 해가지고 그랬지마는 지금은 공공필
요에 의해서 불가불 이것을 수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불함으로써 행한다. 
…… 그래서 재산권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고 법률로써 재산권의 내용을 정하고 법률로써 그 한계를 정해 가지

고 그 법률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재산권은 용인이 된다는 그 규정입니다.”

33) 참고로 연방제9항소법원은 2003년 도메인명의 사용권은 보유자가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배타적 이익을 갖

고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Kremen v. Cohen, 337 F.3d 1024 (9th Cir. 

2003)).

34) 정우형(2011)은 광업권(광업법 제10조 제1항), 조광권(광업법 제47조 제1항), 댐사용권(댐건설관리법 제29조), 마

리나항만시설관리권(마리나항만법 제21조 제2항),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민간투자법 제27조 제1항), 어업권(수

산업법 제16조 제2항), 어항시설관리운영권(어촌·어항법 제30조), 유료도로관리권(유료도로법 제11조), 철도시

설관리권(철도산업법 제27조), 농업기반시설관리권(한국농어촌공사법 제46조), 수도시설관리권(한국수자원공사법 

제20조 제1항), 공항시설관리권(공항시설법 제26조 제3항), 항만시설관리권(항만법 제24조 제2항)을 열거하는데, 

여기에 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 제28조 제2항), 새만금매립면허권(새만금사업법 제36조의4 제4항)을 추가할 수 

있다.

35) 예컨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열거된 영업권(goodwill), 해저조광권(해저광물자원법 제

5-21조), 주파수이용권(전파법 제14조), 수리권(허가수리권(하천법 제50조)과 관행수리권(대법원 2001. 6. 26. 

2001도404, 대법원 1968. 2. 20. 67도167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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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hing) 식으로 운용되는 대륙법계의 소유권과는 거리가 있는 (영미법상 재산권이나 저작

권법상 저작권과 비슷한) 권능(entitlement)의 다발로서 경제적 효율에 이바지하는 한도 내

에서 부여·제약·조정되는 권리로 설계되어야 한다. 바로 그 이유로 각각의 권능의 인정 

여부에 대한 개별적 평가가 필요한데, 향후 민법학계의 본격적인 검토를 기대하나, “재산권”

을 명시하는 조항들의 암호자산에 대한 적용이 경제적 효율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시

론적으로 살펴보면 이하와 같다.

(1) 준점유: 2022년 UCC 개정은 개인키 소지 등에 의한 암호자산의 통제(control)로써 점

유(possession)를 대체하는데, 우리의 경우에도 이를 재산권의 사실상 행사, 즉 준점

유(Quasibesitz)로 보아야 할지 쟁점을 던진다. 준점유를 권리점유(Rechtsbesitz)로서 

물건점유(Sachbesitz)와 준별하는 입장에서는 물건점유에 가까운 개인키 소지를 준점

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36) 그러나 암호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서는 지배권에 해당하고, 지배권의 행사는 사람에 대한 이행청구를 요하는 청구권의 

행사와 달리 해당 재산의 사용(usus)만으로 달성된다. 따라서 개인키를 통한 투자수

단 등으로서의 소지, 즉 데이터의 통제를 재산권의 사실상 행사로 구성하는 것이 무

리가 아니라 생각된다(권영준, 2021, pp. 25-26). 또한 예금통장과 인영의 소지자를 

채권의 준점유자37)로 본다면, 통장번호, 인영에 각각 잘 대응하는 주소, 개인키의 소

지자를 준점유자로 구성해야 적절하다. 다만, 준점유의 경우 직접점유가 관념상 불가

능하다는 이유로 간접점유를 부정하는 견해가 유력한데(최병조, 1992, p. 472), 현실

의 공간을 점유하는 동산에 대해서도 높은 거래비용을 유발하는 간접점유를 거래가 

가명화된 암호자산에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간접점유를 전제한 점유개정, 목적

물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이전도 부인해야 한다.

(2) 매매·교환의 목적: 암호자산 온체인 거래의 절대다수는 매매이고 교환(swap)도 빈번

하다. 재산권의 인정을 통해, 민법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와 교환에 대한 조

항들의 적용 방식을 명확히 하여 거래를 촉진할 수 있고, 실제 제III절 제1항의 논의

를 통해 이를 확인할 것이다.

(3) 담보의 목적: 대륙법계의 담보물권에는 경직된 대세효가 있고, 특히 동산담보물권의 

부작용은 주로 동산선의취득이 상쇄해 주는데, 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이 균형이 깨져 

버림이 고려되어야 한다. 2022년 개정 UCC가 CER에 대한 담보(security interest)를 

36) 익명의 심사위원님의 의견이었음.

37) 단, 2017년 개정 일본 민법(2020. 4. 1. 시행)은 “채권의 준점유자”를 “수령권자 이외의 자로서 거래상의 사회통

념에 비추어 수령권자로서의 외관을 가진 자”(제478조)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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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면서 (선의의 취득자(qualifying purchaser)가 담보의 부담 없이 취득하게 해주

는) 선의취득(take-free rule)(§12-104(e))뿐 아니라 (선의의 취득자로부터의 악의의 전

전취득자까지 보호하는) 엄폐원리(shelter principle)(§12-104(d))까지 병행하는 것도, 

담보 설정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를 상쇄하기 위함이다. 특히. 권리질권의 경우 권리

의 담보로 구성하는 것이 암호자산 자체를 담보제공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데, 현실의 암호자산 렌딩을 설명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재산권이 아닌 재산으로

서의 암호자산 자체의 담보 관계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첫째, 양도담보는 

(재산권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으로서의 암호자산에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준점

유개정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점유개정 방식의 양도담보는 부정해야 한다(이 경우 

비점유동산담보 제도인 동산양도담보보다는 동산질권에 유사해진다). 이는 경제적 효

율성 상으로도 중요한데, ① 신탁적 양도설하에서 점유개정에 의하지 않는 양도담보

의 경우 담보권자로부터 암호자산을 이전받은 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한 

재산권을 취득하므로 문제가 없으나, ②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의 경우 설정자로

부터 암호자산을 이전받은 자는 선의취득에 의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데 동산에 해

당하지 않아 이러한 보호가 어렵고 거래비용을 지나치게 높이기 때문이다. 거래계에

서 암호자산 담보제공의 대부분은 암호자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니 이러한 

해석은 현실에도 부합한다. 둘째, 담보신탁의 합의가 있다면 신탁의 법리에 따르면 

된다. 셋째, UCC의 최근 개정을 계기로 UCC 9장에 뿌리를 둔 동산채권담보법의 적

용 대상에 암호자산을 편입할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다만 2022년 개정 UCC 9장에 

따르면, CER에 대한 담보는 여전히 (동산채권담보법상 담보등기에 해당하는) 금융명

세서(financing statement)로써도 대항력을 갖추지만(perfection), 통제(control)로써 

대항력을 갖춘 담보가 이에 우선(priority)한다(§9-326A)는 점을 참조할 수 있다.

(4) 준공동소유: 개인키의 공동소지를 준공유, 암호자산의 다중서명(multisig)을 준합유로 

구성함으로써 소지자들 간의 법률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5) 취득시효: 다크코인을 제외하면 모든 Tx는 노드들에 전파되어 누구든 열람할 수 있어 

최종 주소를 가진 자의 보유에 공연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이 공연히 10년간(선의·

무과실 개시의 경우 5년간) 최종 주소에 대응하는 개인키를 소지하는 방식으로 권리

를 행사할 경우 암호자산 재산권에 대한 취득시효를 인정(제248조)함으로써 사실 상

태와 권원  간의 괴리를 제거하고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다.38) 입법론적으로는 기간

38) 공연성에 관한 이 설명이 앞서 공시수단의 부재에 대한 주장과 일견 모순되어 보일 수 있으나, 공개되는 것은 

가명화된 주소에 대해 이루어진 모든 Tx의 내역이다. 이로써 해당 주소를 가진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매각 

없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이나 이전의 소지자들이 정당한 권원을 



박 상 철

을 단축해야 하며, 이 논의가 정말 실익이 있는지, 즉 노드들이 5년, 10년 뒤에도 남

아 있을지는 알 수 없다.

(6) 소멸시효: 논의할 실익이 없다. 재산권이 인정되어도 암호키의 소지만으로 투자수단 

등으로서의 사용·수익권을 행사 중이라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시효소멸되었다 한들 

그 이후의 법적 처리도 불가능하다.

추가하면, 대법원은 양창수(2005, pp. 247-248)에 입각하여 침해부당이득의 요건을 “타인

의 재산권 등”의 침해로 보고 있고,39) 법익 일반이 “등”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재산권의 인정은 동 요건의 판단도 명확화할 수 있다.

4. 법익으로서의 보호

힘이 곧 정의가 되어 자력구제가 난무하는 사회가 치러야 할 상상하기 어려운 비용을 고

려하면 재산의 법익으로서의 보호의 효율성은 자명하다. 법익으로서의 보호와 별도로 범죄 

등에 의해 하자 있는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급부를 되돌릴 필요도 있다. 각 법령에서 도출

되는 침해 등에 대한 보호 장치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접근통제에 대한 조력

우리 현행법은 접근통제를 방해하는 행위에 형사제재를 가한다. 먼저 정보통신망법은 정

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

한다(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9호). 이메일 서버 접근통제를 위한 ID/비밀번호에 관

한 판례40)를 적용하면, 정당한 권한이 없거나 권한을 넘어 타인의 개인키를 사용하여 

UTXO 등에 접근하여 노드들에 침입하면 위 조항 위반이다.

나아가 공개키암호 구조에서 개인키는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생성정보(“전자서명을 생성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에 해당하고(제2조 제3호), 공개키암호에 기반한 블록체

인 개인키도 물론 이에 해당한다. 전자서명법은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제19조 제1항)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제24조 제1항 

가진 자들인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실명확인을 한 거래업자 등을 제외하면 

그들의 신원확인조차 거의 불가능하다.

39) 대법원 2018. 1. 24. 2017다37324.

40) 대법원 2005. 11. 25. 2005도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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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41) 나아가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전자서명생성정보인 개인키는 전

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도 해당하고(제2조 제10호 나목), 동법은 분실·도난·강취·횡

령·편취·갈취된 접근매체의 사용 등을 처벌한다(제49조 제2항 제3-5호). (덧붙여 EU의 다

수설은 공개키가 일반정보보호법(GDPR)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어서(EPRS, 2019, 

pp. 26-28; CNIL, 2018, p. 6),42) 특히 공개키의 유출을 개인정보 보호법상 다른 사람의 개

인정보의 유출로 보아 형사처벌(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실제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출”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43))

이처럼 암호키(특히, 개인키)의 도용·누설 등이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암호키의 정당한 소지자는 손해배상과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암호키 소지를 준점유로 구성할 수 있다면, 암호키의 도

용·누설 등을 준점유의 침탈로 보아 부정 Tx 이전에도 준점유회수·보유·보전청구(민법 

제204-206조)를 인정할 수 있다.

2) 암호자산 등 접근통제된 데이터 자체의 보호

앞서 살펴본 접근통제 관련 각종 형사처벌 조항들은 접근통제된 데이터의 보유를 보장함

으로써 데이터도 보호하게 된다. 다만 경제적 가치 있는 데이터, 특히 암호자산의 경우 법적

으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이체·생성·상실에 대해 법이 다음 방식으로 보다 직접 개

입할 수 있다.

(1) 트랜잭션(Tx) 또는 원인행위의 하자

제3자가 분실·도난·강취·횡령·편취·갈취된 개인키를 이용하여 UTXO나 EOA에 접

41) 개인키를 입수하기 위해 지갑에 침입(니모닉(mnemonic)을 도용해서 지갑을 여는 경우 포함)할 경우 정보통신

망법 제48조 제1항(키로거(key logger) 등 악성프로그램(malware) 방식이면 동 조 제2항) 위반 및 형법 제316

조 제2항의 비밀침해죄에도 해당할 것이다.

42) 개인키의 경우 소지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하여 다른 식별성 있는 정보와 결합되는 등의 매우 이례적인 상황을 

배제하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3) 공개키는 특정 개인과 1 : 1 대응(single out)은 되지만 특유의 가명성으로 인해 연결가능성(linkability)과 추론가

능성(inferability)이 없는 경우도 많아 항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Tx 전후를 나누어 살펴보면, Tx 

전에는 다수의 Tx 이력으로 인해 공개키를 소지한 개인이 재식별되는 등의 예외적 사정(Reid and Harrigan, 

2012, pp. 15-25)이 있으면 개인정보의 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 Tx 후에는 해당 Tx에 대한 공개키는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되는 관계로, 공개키만 제공된 것을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하긴 어렵고, 예컨대 Tx 과정

에서 거래업자가 지갑을 소지한 개인에게 1백만 원 이상 온체인 이체 시 특정금융정보법 준수를 위해 고객확

인(CDD)(제5조의2 제3항 가목, 제1항 제1호)을 하는 과정에서 공개키가 식별성 있는 정보와 결합(EPRS, 2019, 

p. 27)되고 그렇게 결합된 상태에서 유출되는 경우 등에만 개인정보의 유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자서명법상 

개인키와 달리 공개키의 도용·누설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우연도 불비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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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여 암호자산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주소로 이체하거나, 정당한 보유자에 대한 사기나 강

박으로 암호자산을 이체하도록 하는 경우, 형사상 암호자산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경우에 따라 각종 재산범으로 처벌하거나, 민사상 사기·강박을 이유로 원인행위나 이전행

위를 취소하거나 착오이체 등 원인행위의 부존재를 주장하면서 급부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

거나, 분실·도난 등의 경우 침해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불법행위에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 금지·예방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BTC의 착오이체의 경우 대법원은 배임의 

객체성은 인정하였으나, 신임관계의 부재, 일반 자산과의 차이, 법화가 아닌 점, 죄형법정주

의를 근거로 타인사무처리를 부정하며 배임의 성립을 부정하였는데,44) 예금 착오송금에 대

한 기존 판례의 재검토의 성격이 커 보인다.

부당이득 반환 시 “받은 목적물”(원물)의 반환이 원칙이고 그럴 수 없는 땐 가액을 반환해

야 한다(민법 제747조 제1항). 암호자산이 “물건”이 아니며 기술적으로도 온체인 Tx이 이루

어지면 상태전이로 인해 “원물”에 해당할 만한 것이 남아 있지 않으나, 원물반환에 대위물반

환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45) 해당 Tx로 취득한 암호자산 또는 그 대위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강제집행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대위물 반환청구 시 집행이 불능인 때의 

장래이행의 소로서 가액반환청구도 함께 하는 것은 실무상 필수에 가까울 것이다. 형사상 

재산범죄에 해당하면 암호자산을 압수하여 피해자에게 (가)환부하는 것이 신속한 구제수단

이 될 수 있는데, 압수나 (가)환부가 원칙적으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형사소송법 제106

조 제1항, 제133-134조, 제218조의2)이 한계라,46) 법개정으로 근거를 확충해야 한다.

나아가 이중지불(double spending), 즉 이미 이체한 암호자산을 자기나 제3자에 중복 이

체하는 경우 법이 사안에 따라 개입해야 한다. Tx들은 채굴이 완료된 블록에 들어가기 전엔 

멤풀(mempool)에 임시로 자리하며 검증을 기다리는데, 정직한 노드들이 검증하는 이상 이

중지불 Tx는 블록에 들어갈 수 없다. 나카모토는 가장 많은 PoW 노력이 투자되어 있는 최

장체인(longest chain)이 우세하도록 BTC를 설계하였는데(Nakamoto, 2008, p. 3), 정직한 

44) 대법원 2021. 12. 16. 2020도9789.

45) 대법원 2004. 1. 16. 2003다47218.

46) 하드월렛을 물건으로 압수하거나 하드·소프트월렛에 보관된 개인키를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로 출력하

거나 복사하여 제출받을 수는 있으나(제106조 제3항), 이것만으로 암호자산 자체가 압수된 것은 아니다. 국(國)

이 개인키를 만들어 주소로 이체를 받는 방식으로 압수하는 것도 “정보저장매체등”(노드들의 보조기억장치)을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복제하여 제출받는 것(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이고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이체하는 것을 “압수물”의 (가)환부(동법 제133조, 제218조의2)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으나, 무리가 있다. 제106

조는 어차피 “정보저장매체등”이 아닌 정보 자체의 압수(서버 리모트 접속에 따른 압수 포함)를 허용하는 방향

으로 개정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 검찰이 음란물·성매매알선사이트 운영자로부터 

BTC를 압수하고 법원이 이를 범죄수익으로 인정하여 몰수(대법원 2018. 5. 30. 2018도3619)한 후 개정 특정금

융정보법 시행 첫날 암호자산 거래업자에서 매각하여 국고에 귀속한 사례가 있으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

수 특례에 의한 것이라 형사소송법상 몰수와는 차이가 있다.



암호자산 등 암호키로 접근통제되는 데이터에 관한 법제의 토대 

노드들이 최장체인을 쌓은 이상 공격자가 부정한 Tx가 담긴 체인을 포크(fork)하여 따라잡

기가 체인 길이의 차이에 따라 지수함수적으로 어려워질 것임을 보였다(Id., pp. 6-8). 단, 

해시파워(hash power)의 과반을 장악한 노드들이 과반수공격(소위 51% 공격)을 하면 정직

한 노드들의 체인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나카모토는 과반수 노드들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안정적 유지가 이익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Id., p. 4),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여러 사례가 관측되었다. 과반수에 이르지 않더라도 일정

한 해시파워를 갖춘 노드가, 채굴 결과를 전파하지 않고 계속 채굴하다 블록들을 한꺼번에 

전파하여 기존 Tx가 담긴 체인을 무력화하는 블록보류공격(block withholding attack)을 하

거나, 특정 노드들의 정보수신만을 차단하고 격리하여 부정 체인을 만드는 이클립스공격

(eclipse attack)을 하기도 한다. 이들 공격들이 전체적으로 기존 Tx를 되돌려 수령인에게 손

해를 끼치고 이득을 취하기 위한 행위(예컨대, 해당 Tx로 물건을 인도받거나, 해당 Tx로 거

래업자에 이체하고 다른 암호자산으로 스왑하여 인출한 후, 해당 Tx를 무효화)의 수단이라

면 사기 내지 컴퓨터등 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에 해당하고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의 문

제가 발생할 것이다. 컴퓨터장애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2항)는 이클립스공격의 경우 성

립되나, 과반수공격과 블록보류공격은 블록체인의 구조에 내재한 작동 방식이므로 이들 공

격이 Tx 승인을 방해할 의도와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2) 생성과 소멸

작업증명(PoW)에서 채굴자(miner)가 채굴에 대한 보상으로, 지분증명(PoS)에서 검증자

(validator)가 스테이킹(staking)에 대한 보상으로 새 코인을 받는 Tx을 코인베이스 트랜잭션

(coinbase Tx)이라 한다. 각 블록마다의 최초 Tx이며, 암호자산의 원시취득이다. 관련하여 

PoW에서 채굴풀(mining pool)이나 PoS에서 위임스테이킹(delegated staking)이나 유동스테

이킹(liquid staking)에 참여했는데 정당한 몫의 암호자산을 분배받지 못할 경우 법적 구제

는 약관, 스마트계약 사용 시 그 작동 방식 등의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47) 제3자의 장치에 

침입하여 채굴기로 무단 이용하는 크립토재킹(cryptojacking)(Eskandari et al., 2018)의 경

우, 하드웨어 사용절도는 처벌 불가하나 전기 절도는 성립하고,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의 침입 내지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며, 채굴한 암호자산은 하드웨어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기적 채굴(selfish mining)48)의 경우 노드들이 채굴한 블록

47) 법원은 외국회사들이 국내에서 채굴풀 참여자를 모집하면서 참여 조건으로 채굴기 임대료 명목의 BTC를 계좌

에 입고하도록 한 사안에서 “투자금 및 수익금을 산정하거나 수수하는 단위 내지 매개로서” BTC를 활용하였을 

뿐 그 실질은 “금전의 거래”라 보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을 인정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9. 

1. 9. 2018노2816 (대법원 2019. 5. 30. 2019도1462로 확정)). 따라서 채굴풀 또는 스테이킹풀 참여 조건으로 

암호자산을 수수하는 것에 상당한 법적인 위험이 있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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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빨리 전파하는 것은 먼저 찾아낸 노드에 보수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때문일 뿐 법적 작위

의무의 구성은 무리이며 블록체인에 내재한 설계를 이용한 것이라 컴퓨터장애 업무방해로 

처벌하거나 채굴자의 권리를 부인하기 어렵다. 지갑의 파괴 등으로 개인키를 잃게 하여 암

호자산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면 전자기록등 손괴(형법 제366조)에 해당한다(정순섭·정준

혁·이종혁, 2021, p. 89).

 계약

사인끼리 구두로 한 약속까지 국가가 나서 집행(enforce)해 줌으로써 비협조게임을 협조

게임(cooperative game)으로 전환하는 것이 계약제도의 핵심이다(Cooter and Ulen, 2012, 

p. 285). 암호자산은 투기성 및 국가권력과의 긴장관계로 인해 한때 거래금지까지 거론되었

으나, 결국 시장에 편입되어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교섭 및 그에 대한 집행의 보장을 통해 

경제 주체들에 배분하는 것이 그 외부성의 합리적인 해결방식임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향

후 거래업자 도산이 속출하면서 리스크가 증폭될 수 있어, 이를 전체적으로 고려한 거래질

서의 설계가 필요하다.

1. 암호자산을 이전하는 계약: 매매, 교환, 지급 등

민법상 매매의 목적은 재산권(제563, 제568조 제1항)이고 암호자산 재산권도 인정한다면 

이에 포함된다. 최근 판결들은 암호자산을 목적으로 한 매도인의 채무를 인도의무로 구성하

여 주문도 (종류채권일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 [비트코인/이더리움/…토큰] 암호화폐49) 

…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개]을 인도하라”고 기재하는 관행이 대세인 듯하다. 그러

나 물건이 아니니 인도의무가 아니고 법화가 아니니 지급의무도 아니며 “소유권 이전을 위

한 전자적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결도 있는데,50) 블록체인의 등

기·등록부 같은 원장(ledger)적 속성과 상태전이 시스템으로서의 본질, 그리고 민법이 매매

의 효력을 권리이전의무라 규정하는 점(제568조 제1항)을 종합하면 “이전”으로 구성하는 것

48) 일정 해시파워를 갖춘 노드가 채굴 결과를 전파하지 않고 계속 채굴하다가(여기까진 블록보류공격과 동일), 다

른 정직한 노드들이 전파한 체인이 더 길어지는 순간 몰래 쌓은 체인을 한꺼번에 전파하여 정직한 노드들의 

리소스를 낭비시키고 우위를 유지하는 “부정출발” 수법이다(Eyal and Sirer, 2018).

49) 법원이 CBDC를 제외하면 법화가 아닌 암호자산을 암호“화폐”라 칭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50) 서울남부지법 2020. 9. 3. 2019가합112183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를 고집하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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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절하고, 이전은 온체인상에서 채권자의 주소로 암호자산을 이체하여 검증까지 완료함

으로써 통제를 넘기는 방식으로 이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의무의 구체적 실질은 대체적 종류채권인지, 부대체적 특정(물)채권인지에 따라 달

리 보아야 하고 집행방식도 이에 따라 달라진다.51) 당사자 의사 해석 문제이나, (BTC, ETH 

등의) 코인과 (ETH 등 기존 네트워크의 스마트계약을 통해 ERC-20 등 표준에 따라 발행한) 

대체가능토큰(fungible token; FT)이 목적물인 경우에는 종류채권,52) (스마트계약을 통해 

ERC-721 등의 표준에 따라 발행한) 대체불가토큰(NFT)이 목적물인 경우에는 특정채권(단, 

동종 다량 발행 시 종류채권)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우선 종류채권에 해당할 경우, 채무자는 동종 암호자산의 조달의무가 있어 누구나 지갑을 

만들어 이행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집행관이 현장에서 암호자산의 존재 및 채

무자의 이전 의향을 확인하여 특정한 후 “채무자로부터 빼앗”(민사집행법 제257조)을 수 있

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로부터 암호자산 구입비용을 추심하여 이 비용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돈으로 암호자산을 조달하게 하는 대체집행(제260조)을 해야 한다(이혜

정·김정환·서용성, 2022, pp. 272-273).

다음으로 특정채권에 해당할 경우, 통상의 대체적 인도의무(즉,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집

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인도할 수 있는 의무)와 달리 피고의 특정된 암호자산의 자발

적 이체나 개인키 공개 등 협조가 필요한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으

면53) 간접강제로 집행해야 한다(Id., pp. 272-273). 특정된 암호자산의 이전의무는 부동산이

전등기, 채권양도통지, 토지거래허가신청, 건축주명의변경, 수분양자명의변경의 절차이행의

무54)와 같은 권리이전 절차 협력의무이면서도, 이전절차를 국가권력의 바깥에 있는 탈중앙

화된 노드들이 맡다 보니 확정판결에 의한 의사진술 의제로써 집행완료(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될 수는 없는, 결국 채무자의 개인키에 대한 기록·기억 등에 의존해야 하는 부대체

적 절차이행의무55)이다. 이에 대해서는 특정된 유체물 인도청구의 경우 채무자의 비협조(보

51) 독일 법원도 암호자산 이전행위가 대체적이면 대체집행(Ersatzvornahme; § 887 ZPO)(OLG Düsseldorf, Beschl. 

v. 19.1.2021－I-7 W 44/20)에, 부대체적이면 간접강제(Zwangsgeld/Zwangshaft; § 888 ZPO)(LG Berlin, Urt. 

v. 7.4.2021－66 O 20/21)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서용성, 2022).

52) “비트코인 자체에는 고유한 값이나 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각개의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

고에 대한 비트코인 이전 내지 반환의무는 종류채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서울고법 2021. 12. 8. 2021다

2010775, 확정, 빗썸 2차 해킹 사건).

53) 채무자의 협조를 전제한 강제집행 방식에 관한 견해들도 활발히 제시되나, 채무자가 그 정도로 협조할 의향이 

있으면 변제, 변제공탁, 집행공탁을 하게 하면 되므로(단, 법원이 지갑을 만들어 공탁 받는 절차를 정비할 필요 

있음), 집행 관련 논의는 비협조 상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54) 대법원(전합) 1991. 12. 24. 90다12243 (토지거래허가), 대법원 2015. 9. 10. 2012다23863 (건축주명의), 대법원 

1991. 9. 24. 90다8879 (수분양자명의).

55) 주식 등의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추심금의 공탁이행 등 청구, 그 밖에 집행권원에서 명한 각종의 절차이행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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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소 망각, 임의이행 거부 등)는 집행실패 사유일 뿐 간접강제하지 않는 것에 비할 때,56) 

유독 암호자산에 대해서만 채무자의 협력을 부대체적 의무라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반론

이 제기되는바(박영호, 2019, pp. 38-39가 이설로 소개), 날카로운 지적이지만 이는 개인키

의 진술이 유체물의 점유와 달리 형사에서 헌법상 진술거부권과도 관련된 일신전속적, 인격

적 활동임(스마트폰 비밀번호의 해제와 관련하여 허순철, 2019 참조)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

은 것이다.57) 간접강제 시 채무자가 개인키를 잃어버렸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특정된 계약 목적에 대한 선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간접강제금의 총합의 상한을 암

호자산의 시세 대비 과하지 않게 설정하는 정도로도 불합리를 피할 수 있다. 아울러 채무자

가 암호자산을 다른 주소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58)을 한 후, 채무자 주

소로부터 이를 위배한 Tx가 발생(모두가 열람 가능)하면 권리행사방해(형법 제323조)로 의

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종류채권이면 이전의무, 특정채권이면 이전절차이행의무로 정리해야 한다. 

단, 집행은 역시 까다로우니, 장래이행의 소로서 집행이 불가능할 시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

시 시세 환산 금전을 지급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것59)이 실무상 필수일 것이다. 간접강

제는 본안에서도 명할 수 있으니60) 이를 병행할 수 있다.

온체인에서의 교환(swap)은 DeFi 프로토콜(소프트월렛 앱들이 지원)을 통해 스마트계약

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매매와 쟁점은 유사하다. 암호자산은 (CBDC가 향후 법화가 

되기 전까지는) 지급으로 채권청산은 하지 못하며, 암호자산으로 변제한다는 합의는 대물변

제(박준·한민, 2022, p. 1203)의 예약에 해당한다. 매매든 교환이든 대물변제든 스마트계약

으로 이루어지면 당사자가 EOA에 충분한 암호자산 잔고가 있어 이를 계약계정(CA)에 이전

하고 수수료(gas 등)까지 내야 실행(Buterin, 2014, pp. 14-16)되는 요물계약의 구현수단이

라, 이행·집행의 문제는 좀처럼 없을 것이나, 드물게 과반수공격 등의 상황에서 기존 Tx의 

번복이 일어나면 해제·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구는 실무상 간접강제에 의한다(임정윤, 2016, pp. 333-335).

56) “특정물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방법에 따른 집행의 대상이 될 뿐이

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단순히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방법에 따른 강

제집행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2. 1. 27. 

2010마1850).

57) 김형석(2020, p. 261)은 인도채무도 물건이 외국에 소재하거나 채무자의 행위(조달 포함) 의무가 존재하면 간접

강제의 대상이라는 독일의 학설을 소개하고 있다.

58) 대법원 1998. 12. 22. 98다44376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59) 부산지법 서부지원 2018. 10. 23. 2017가단11429; 서울중앙지법 2021. 2. 18. 2019가합556022; 서울고법 2021. 

12. 8. 2021나201075.

60) 대법원(전합) 2021. 7. 22. 2020다24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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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호자산을 맡기는 계약

1) 예치, 스테이킹, 렌딩

암호자산사업자나 DeFi 프로토콜을 통해 암호자산 예치, 스테이킹(staking), 렌딩

(lending) 거래가 이루어지나, 명칭과 법적 본질이 정확히 상호대응하지 않아 당사자 의사

(합의한 스마트계약의 구조를 통해 추단되기도 함)의 해석이 필요하다. 대체로 확정기간부

면 대차, 자유인출이면 임치 쪽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61)(NFT 등 특정성이 강하면 임대차/

임치에 해당할 것이며, 코인/FT 등 대체성이 강하면 소비대차/소비임치에 해당할 여지가 없

지 않으나 은행처럼 임의소비를 허용하는 합의가 명확치 않다면 역시 임대차/혼장임치로 해

석할 필요가 있다.62)) 업으로 할 경우 비은행 사업자나 DeFi 프로토콜의 암호자산 대여·차

입이 각각 금전 여신, 수신을 규제하는 대부업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정수, 2022, pp. 

214-215)의 회피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른 암호자산을 렌딩하면서 암호자산을 담보제

공하는 경우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양도담보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2) 거래업자의 이용관계

거래업자(탈중앙화거래업자(DEX) 제외)를 통해 이용자들이 오프체인으로 암호자산을 거

래하는 경우, 온체인으로는 거래업자의 개인키로만 보유되며, 이용자는 지갑을 만들어 자기 

주소로 인출해야만 온체인 Tx가 이루어진다. 이처럼 이용자 자산은 블록체인이 아닌 거래업

자 서버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에 주목하여, 암호자산에 대한 채권적 권리로 구성하여 거래업

자 이용자의 채권자들이 채권으로 (가)압류 집행하는 실무가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특

히 이용자의 예치금전과 예치자산에 대한 환취권이나 제3자 이의가 부인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생긴다. 만약 그렇다면 이용자 자산이 책임재산과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이용자 자산

에 대한 레버리지를 허용하게 되고 뱅크런에 유사한 대량인출사태까지 조장되어 (암호자산

의 급격한 시세변동으로 이미 큰) 리스크가 증폭된다. 이용자와 거래업자 간 계약의 성격이 

먼저 규명되어야 하는바, 서울고등법원은 “유상임치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비전형계약”으로 

보았으나,63) 규제 공백으로 인해 거래업자가 증권사(주선·자기거래), 한국거래소(체결·청

61) 예치라 칭하는 거래는 확정기한부가 많고, 스테이킹이라 칭하는 거래는 (PoS 검증을 위한 스테이킹을 제외하

면) 인출(unstaking)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다.

62) 대법원 1994. 9. 9. 93다40256 (증권신용거래를 위해 고객이 증권회사에게 증권을 예탁 또는 담보로 제공한 법

률관계는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증권회사가 그것과 종목과 권리가 동일한 증권으로 반환할 수 있다

는 약정이 있더라도 소비임치계약이 아닌 임치계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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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상장), 한국예탁결제원(예탁·결제), 은행(결제), 한국증권금융(예치)의 기능을 모조리 

수행하므로(이지언, 2021, pp. 13-14), 분별해 가며 살펴보아야 한다.

(1) 금전의 예치: 이용자가 금전을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64)을 통해 거래업자에 예치

하는 것은 혼장임치이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이를 “예치금”이라 칭하며 거래업자 고유

재산과 분리시킨다(제5조의2 제1항 제3호 마목 1), 제8조, 시행령 제10조의20 제2호). 

은행은 부분지급준비제도에 따라 지급준비금 이외의 예금에 대한 레버리지가 허용되

어 예금이 소비임치에 해당하는 것과 다르다. 금전의 가치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위탁

금전에 대해서는 위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65) 이용자는 금전의 지분권

자로서 환취권을 가진다. 단, 혼화가 이뤄지므로 제3자 이의까지 인정할지 논란이 있

을 수 있으나(최준규, 2009, p. 99), 위탁금전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이상 지분권자의 

보존행위로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2) 암호자산의 예치: 이용자가 암호자산을 거래업자에 예치하는 것은 (증권사에 대한 증

권예탁처럼) 혼장임치의 성질을 가지는 비전형계약66)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부당이

득반환청구(이동진, 2018) 또는 준점유에 근거하여 이용자의 환취권을 적극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준간접점유까지 구성하고 나아가 이를 

근거로 제3자 이의67)까지 구성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3) 암호자산 거래의 주선: 이용자들은 이러한 예치금이나 예치자산을 가지고 주문을 하

며 암호자산을 사고판다. 예치금이나 예치자산의 잔량에 대해서는 기존의 임치 관계

가 지속되나, 거래주문을 통한 암호자산의 거래는 거래업자의 명의(개인키)로써 이용

자의 계산으로 암호자산을 매매하는 위탁매매(상법 제101조)의 성질을 가지는 비전형

계약이다.68) 위탁매매에 준하는 관계는 각 주문별로 성립하며 이용자가 구체적인 매

63) 서울고법 2021. 12. 8. 2021나2010775 (확정, 빗썸 2차 해킹 사건).

64)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2호, 제9항, 시행령 제10조의18.

65) 대법원1997. 4. 22. 96도8, 1997. 9. 26. 97도1520, 2002. 8. 23. 2002도366 등 (용도·목적을 정하여 위탁한 

금전에 대해 위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횡령죄 성립 긍정).

66) 단,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증권형 토큰의 예치는 전형계약으로서의 혼장임치에 해당한다.

67) 대법원 2009. 4. 9. 2009다1894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수인은 정당한 권원 있는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제3

자이의권을 가짐).

68) 증권시장의 경우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자가 증권사 등에 한정되기 때문에(자본시장법 제388조) 위탁매매 

구조를 취하게 되나(송옥렬, 2021, p. 163), 암호자산의 경우 온체인상으로는 거래업자의 명의(개인키)로 거래

되기 때문에 위탁매매에 준하는 구조를 취하게 된다. 아울러 이용자가 매수했는데 거래업자가 그에 해당하는 

온체인 암호자산을 현실 보유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디지털자산법안 제6조 제2항 후단이 이를 금지) 이

때의 법률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임치보다는 위탁매매로 법리 구성하는 것이 유용하다. 아울러,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증권형 토큰의 예치는 전형계약으로서의 위탁매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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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문을 내고 거래업자가 주문을 수령할 때 개시69)하여 이용자가 매수한 암호자산

을 온체인으로, 매각대금을 은행계좌로 인출할 때 종료한다. 거래업자의 파산 시 매

각위탁의 경우 매각할 암호자산(상법 제103조 유추)과 매각대금(대체적 환취권(회생

파산법 제410조 제2항))에 대해, 구입위탁의 경우 매수대금 및 (매수대금의 지급을 

전제로) 매수한 암호자산(각각 상법 제103 조 유추)에 환취권을 인정(전병서, 2019, 

pp. 320-321)할 필요가 있다. 단, 매각·매수대금의 경우 금전의 가치적 특성상 혼화

되면 특정성을 상실하여 환취권을 인정하기에는 무리라는 견해가 다수설이나(최준규, 

2009, pp. 104-107), 역시 위탁금전에 대한 지분권에 기해 환취권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70) 아울러 상법 제103조를 유추해서 제3자 이의도 인정할 필

요가 있다.

그러나 이상의 해석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법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더욱

이 디지털자산법안은 (예치금의 고유재산과 분리보관을 규정할 뿐 아니라) 예치금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신탁하도록 하는데(제5조),71)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제도(자본시

장법 제74조)의 경우 소유권이 수탁자인 한국증권금융에 넘어간다 보아 이용자가 증권사에 

(혼장임치가 아닌) 소비임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정대섭, 2017, pp. 

210-211), 이용자는 거래업자에 채권적 청구권만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도산위험에 더 취

약해지는 역설적 상황이 초래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예치금과 예치자산의 더 명확한 보

호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1) 묵시적 신탁(implied trust): 거래업자가 보유한 예치금이나 예치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보아 거래업자의 채권자로부터 도산절연(신탁법 제24조)하는 방안(加毛明, 2019, pp. 

33-34; 芝章浩, 2019, p. 54; Levitin, 2022)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디지털자산법안 통

과 후엔 예치금에 대해 집합투자신탁(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항)처럼 이중신탁(이용

자 → 거래업자 → 관리기관)72)으로 구성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은 명시적 신탁약정이 

69) 대법원 1993. 12. 28. 93다26632, 26649 (고객이 증권회사와 체결하는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토대로 하여 고

객이 매수주문을 할 때 비로소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이 이루어짐) 참조.

70) 대법원은 위탁매매 시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판매대금은 수령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는 

점을 근거로 위탁매매인의 임의 사용·소비를 횡령으로 본다(대법원 1986. 6. 24. 86도1000, 대법원 1982. 2. 

23. 81도2619).

71) 예탁자산의 경우, 디지털자산법안이 (분리보관과 일정 비율의 하드월렛 보유를 규정할 뿐 아니라) 일정한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다(제6조 제4항)고 규정한다. 보관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고, 비

교 대상인 증권사의 예탁결제원에 대한 투자자 예탁증권 예탁제도(자본시장법 제75조)는 복위탁으로서 소유권

은 투자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므로 예치금 신탁과 같은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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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에도 사채원리금 지급대행계약을 신탁계약으로 본 바 있고,73) 잉글랜드 웨일스 

고등법원(High Court of Justice)도 2022. 6. 사취된 암호자산을 예치 받은 거래업자

의 의제신탁(constructive trust)을 인정하였으니,74) 꼭 무리한 법리구성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만 신탁재산에 해당되면 이용자의 채권자의 집행 가능성까지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75) 따라서 이용자 신탁수익권에 대한 전부·추심채권자에게 신탁

해지권을 보장함으로써 이해를 조정해야 한다.76)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규

제의 정비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신탁재산을 제한하는 제103조 제1항의 배제 등).

(2) 압류금지, 환취 등의 직접 규정: 스위스 연방채무집행·파산법(SchKG)이 2021. 8. 1. 

개정되면서, 파산 시 암호기반자산(kryptobasierte Vermögenswerte)의 보유자에 대한 

반환(Herausgabe)이 규정되었다(Schärli et al., 2021).77) 단 멀리 갈 것 없이, 자본시

장법 제74조는 투자자예탁금의 신탁으로 인한 앞서 살펴본 역설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자예탁금의 상계, (가)압류, 양도, 담보제공을 금하고(제4항), 증권사의 인가

 취소·해산·파산·양도·폐지·정지명령의 경우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한다(제5항). 

생각건대 디지털자산법안상 예치금과 예치자산 양자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74조에 상응하

는 압류금지 및 우선환급 조항을 추가하되, 법안 통과 및 시행 전에 거래업자의 도산이 속

출할 경우 신탁 법리를 적극 구성하여 수습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거래업자들은 암호자

산의 지갑 인출 시 해외업자들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편인데, 대량인출사태 발생

에 대비하여 공정거래법과 약관법으로 미연에 통제78)해야 한다.

추가적인 쟁점으로, 해커가 이용자의 ID·패스워드 등을 알아내 거래업자 시스템에 접속

해 암호자산을 탈취할 경우, 판례는 거래업자의 법령상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와 계약상 주

72) 대법원 2007. 9. 6. 2004다53197.

73) 대법원 2002. 7. 26. 2000다17070. 이 판결에 대한 찬반양론은 최준규(2009, p. 108) 참조.

74) D’Aloia v Binance Holdings & Others [2022] EWHC 1723 (Ch).

75) 신탁으로 구성하면 이용자의 채권자까지 (신탁 전에 이미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발생한 권리를 제

외하면) 신탁재산에 집행하지 못하게 되고(신탁법 제22조 제1항, 대법원 1987. 5. 12. 86다545, 86다카2876), 

집행 시 이용자가 제3자 이의를 할 수 있으며(신탁법 제22조 제2항), 자익신탁으로서 신탁수익권에 집행할 수 

있을 뿐이다.

76) 일반적으로 전부채권자는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으므로 해지권이 인정된다고 해석되고, 대법원은 보험해약환급

금청구권의 추심채권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인정하였으나(대법원 2009. 6. 23. 2007다26165), 신탁계약의 본질

을 근거로 전부·추심채권자의 해지권을 반대하는 견해로 임채웅(2009, pp. 298-299) 참조.

77) 이 개정사항은 이동진 교수님의 조언을 통해 인지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78)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1호(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 3호, 제9조 제4호, 제11조 

제3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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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무 위반을 부정하거나,79) 거래업자의 출금승인을 선의·무과실의 채권 준점유자 변제

로 구성하여 거래업자의 이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나,80) 그 밖의 보안침해 시 대체로 거

래업자에 책임을 묻고 있다.81)

 권리의 체화(Verkörperung)

앞서 암호자산의 사회적 가치는 투기수단보다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형 암호자산(ST)으로

의 활용에서 모색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지급수단성은 가치안정성을 전제하는데, 알고리

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구현할 수 있다는 발상은 2022년 테라-루나 사태로 무너져 각 법역

에서 자산준거토큰(ART)을 중심으로 지급수단성이 모색되고 있으므로, 지급수단이든, ST이

든, (꼭 현행법상 유가증권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권리의 이전·행사가 암호자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즉 권리를 암호자산에 체화하는 체계가 필요해졌다.

특히, 실물자산에 대한 인도·반환청구권 등을 암호자산에 체화하는 채권증권의 구현이 

관건인데, 전자증권법을 정비, 독일 전자유가증권법(eWpG)상 암호유가증권등록부

(Kryptowertpapierregister)(§§16-23)와 같은 체계를 도입하여 ST를 전자증권화하는 방향(김

갑래, 2022, pp. 15-16; 최지웅, 2022)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한 정비 이전에는 민법은 무기

명채권과 지시채권 모두 증서의 존재를 전제하고, 상법 제65조 제2항은 전자등록에 적합한 

유가증권은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 발행하도록 하므로, 현행법상 채권증권

의 구현이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되었다(박준·한민, 2022, p. 1202). 다만, 위 조항들은 다

른 형태의 유통성 있는 채권을 불허하는 취지는 아닐 것이다. 먼저 채권양도에 대한 준거법

을 준거법 약정, 의무이행지 등을 기준으로 확정해야 하겠지만, 만약 우리 법에 준거할 경우

에도, 백서82)가 전문지식 있는(sophisticated) 온체인 투자자들의 발행자에 대한 채권적 권

리의 행사 및 이전요건을 규정하면서 유통성을 전제하면 이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승낙 

79) 서울중앙지법 2018. 12. 18. 2017가단5016023 (확정, 빗썸 1차 해킹 사건).

80) 서울고법 2020. 9. 10. 2019나2004142 (확정, 빗썸 3차 해킹 사건). 이용자가 ID와 패스워드의 관리에 대한 최

소비용회피자로서 일차적 책임을 지는 것은 합리적이나, 통장·인감을 통한 예금 무단인출 시 채권의 준점유를 

인정한 판례(대법원 2004. 4. 23. 2004다5389)는 인출청구의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는데, 이를 그

대로 답습한 것은 문제가 있다. 위 판결은 거래업자가 ID와 패스워드를 기준으로 인출해 주기로 한 약관 해석

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 근거가 더 합리적이다.

81) 서울고법 2021. 12. 8. 2021나2010775 (확정, 빗썸 2차 해킹 사건), 서울고법 2022. 10. 20. 2021나2047876 (계

속 중, 코인레일(리너스) 해킹 사건).

82) MiCA안은 ART 발행자가 백서에 유보자산(reserve asset) 또는 발행인에 대한 직접상환권 등 권리의 본질과 집

행 가능성, 도산 시 취급에 대해 명시하도록 한다(art. 17(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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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암호자산 보유 조건부83)) 포기84)를 추단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암호자산 매수 등

을 통한 네트워크 참여로써 양도방식에 동의까지 함으로써, 네트워크의 테두리 내에서 사적 

자치에 기반하여 유통성이 확보되며 블록체인 특유의 타임스탬프(timestamp) 기능을 통해 

대항력까지 판단할 수 있는 채권관계가 구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무권화

(dematerialization)의 흐름에 부합하는 합목적적 해석일 것이다. 이와 같이 상환청구권을 사

실상 체화하는 암호자산의 Tx로써, 최초 Tx 시에는 점유개정(간접점유의 창설), 이후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간접점유의 이전)에 기하여, 동산인 준거자산에 대한 소유권 변

동도 초래할 수 있으나(화물상환증에 관해 상법 제133조가 확인적으로 규정), 물권변동은 

소재지법(lex rei sitae)이 준거법 약정을 깨뜨리므로(국제사법 제33조) 준거자산의 소재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소유권 이전이 수반된다면, 발행인의 파산 시 환취권의 근거도 된다. 

나아가 포괄주의를 취하는 현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발행인에 대한 권리를 의미(정순섭, 

2021, p. 25)할 뿐이라 유가증권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동법상 발행·유통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나,85) 이 글의 검토 범위를 넘는다.

나아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유동화증권(dABS)의 “조각투자”를 위한 활용도 주목된다. 조

각투자를 위해서는 대상자산에 대한 지분 자체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자본시장법의 적용에

서 제외되거나,86) 특수목적법인(SPC)이 자산을 양수하여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증권(ABS)

이나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87) 또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거나, 신탁업자가 수탁하여 

신탁수익증권88)을 발행하거나, 집합투자기구에 의하는 등의 구조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구조하에서 블록체인이 단순 증빙이 아닌 권리변동을 초래하는 원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83) 대법원 1989. 7. 11. 88다카20866 (“지명채권의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는 이의를 보류하고 할 수 있음은 물론

이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으며 승낙의 성격이 관념의 

통지라고 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84) 대법원 1987. 3. 24. 86다카908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택지를 분양받은 자(수분양자)가 그 택지분양권은 타

에 양도하면서 장래 택지가 분양되면 위 분양권을 전전양수한 자에게 직접 그 분양자명의변경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특약하였다면 이는 위 택지수분양자가 택지분양권이 전전양도되는 경우를 예상하여 그

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거나 그 승낙을 할 이익을 미리 포기하여 그 통지나 승낙없이 그 채권양도를 위 

택지수분양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볼 것이다.”).

85) ART의 경우 (1) 단일통화준거형은 채무증권, (2) 복수통화준거형은 파생결합증권, (3) 실물자산준거형은 투자계

약/파생결합증권, (4) 암호자산준거형은 투자계약증권의 성격이 강하다(최지영, 2022).

86) 금융위원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2022. 4. 29. 단, 특허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 저작권은 지분 이전에 전 지분권자의 동의가 필요(특허권은 특허법 제99조 제2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는 특허법 제37조 제3항, 저작권은 서울고법 2008. 7. 22. 2007나67809 (확정, 저작권법 제48조 유추))하여 

이 구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87) 암호자산 관련 사안은 아니나 증권선물위원회는 2022. 4. 20. ㈜뮤직카우 발행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투

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하였다.

88) 단, 신탁업자 발행 수익증권은 금전신탁에 대해서만 허용되므로(자본시장법 제110조 1항), 부동산 dABS들은 혁

신금융 서비스로서 상기 조항 등의 예외를 적용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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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면, 전자유가증권 내지 물권증권의 도입 등의 돌파구가 필요해 보인다. 단, 동산지분반

환청구권이 체화되어 지분권 이전을 초래하는 dABS를 구현하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

행법상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결론

이상 암호자산 등 암호키로 접근통제되는 데이터에 대해 (1) 소유권은 설정 시 공시수단

의 부재로 권원측정 등 거래비용이 높아지고 투자수단으로서의 생성의 양의 외부성이 희박

하며 지급수단과 유가증권으로서의 소비의 양의 외부성이 커서 이를 부정해야 하는 점, (2) 

기타 재산권은 권능의 묶음으로 파악하여 각 항목별로 비용과 편익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점, (3) 법익으로서의 보호 방안, (4) 계약의 원활한 집행을 통해 교섭을 촉진하는 한편, 암

호자산 거래업자의 도산 시 이용자의 환취를 보장하는 방안, (5) 지급수단과 유가증권으로

서의 효용을 실현하기 위한 체화제도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였다. 향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

어져 암호자산이 경제질서 내에서 제자리를 찾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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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ing Legal Frameworks for Cryptoassets and Other 

Cryptographic Key-Controlled Data: 

Property, Contract, and Asset-Backing

Sangchul Park
*

This paper reviews how to design property, contract, and asset-backing systems involving 

cryptoassets and other cryptographic key-controlled data. Cryptographic key holders, such as 

cryptoasset holders, are generally entitled to tort or restitutionary remedies. On top of that, a 

proposed amendment to the Korean Civil Code is to further entitle them to rei vindicatio 

remedies based on ownership right. However, it lacks sound justifications. First, third party 

purchasers, in the absence of appropriate recordation or notice systems, should be able to 

rely on the key holders’ due control of cryptographic keys without spending excessive title 

measuring costs. Second, the anonymity and cross-border transferability of cryptoassets render 

it excessively costly to inspect title over transactions involving them. Third, the generation of 

cryptoassets including mining and airdropping has scant net positive externalities and is not 

worth propertization akin to intellectual property. Lastly, the law needs to steer the usage of 

cryptoassets towards means of payment or securitization by blocking tracing. Without the 

necessity of affirming ownership, customers of insolvent cryptoasset exchanges can be 

reasonably insulated from the effects of insolvency arrangements based on implied trust 

theories. However, they should be further afforded, by legislation, uninterrupted access to 

cash and cryptoassets in their investment accounts like customers of registered broker-dealers. 

The issuers of asset-backed cryptoassets should be construed as having waived notices of 

transfer of their contractual obligation between cryptoasset holders, before the electronic 

instrument registration system is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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