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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가상통화의 특성을 활용한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분석하기 위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테러자금조달 위협과 가상통화 관련법 및 제도를 분석하고 가

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사례를 통해 잠재적 위협을 도출하였다.

가상통화가 등장하기 이전 국내에서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 위협은 높지 않으

나, 가상통화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ʼ15년 이후 많은 해외 테러조직과 북한 등 테러지원국에

서는 가상통화를 간접적으로 모금하거나 해킹 등을 통해 직접 테러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는 가상통화의 근거법이 부재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현재 법령과 제

도 그리고 실질적 대응 체계에 분명한 문제가 식별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

서는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고, 분석된 사례들을 토대로 제도적 대응방안과 기술적 대응방

안을 제시하였다. 가상통화는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 기존 제도권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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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

  * 경찰청 장비담당관실 (제1저자)

 ** 경찰청 경비국 대테러과 (공동저자)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신저자)



12 한국경호경비학회 - 제62호(2020)

목  차

Ⅰ. 서 론

Ⅱ. 가상통화의 테러자금조달 사례 및 위협분석

Ⅲ.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국내 대

응방안

Ⅳ. 결 론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16년부터 가상통화의 대장격인 ‘비트코인’의 국내 거래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

승하였고 ’18. 1. 4. 역대 최고 가격인 2,660만원을 기록1)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16

년 이후 오늘날까지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3위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에서는 가상통화 투자의 여러 위험성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

게 적극적으로 경고하면서 부분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가상통화의 활용에 

대해서는 규제에 나서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가상통화의 활용은 금융제재로 

인해 정상적 금융활동이 어려운 테러집단과 테러지정국 등에 대한 제재 없이 무방비

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테러자금조달 위협을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위협 분석

과 대응방안 강구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1) 가상통화란?

Wei Dai(1998)는 정부 혹은 정부가 지정한 개체에 의하지 않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디지털 화폐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후 S. Nakamoto(2009)에 의해서 Wei Dai가 제

1) 한국 가상통화 거래소 Bithumb(www.bithumb.com) 기준(마지막 접속일 ʼ1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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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개념과 부합하는 비트코인이 최초로 구현되었다. 비트코인을 포함해 현재 거래

되는 가상통화의 수는 2,000여개가 넘고 전체 시가총액이 260조에 다다르고 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통화에 대한 하나의 공통된 정의는 부재한 실정이다. 국내에

서는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과 제윤경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가상통화란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용도가 제한되거나, 게임물 이용을 

위한 것 혹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닌 것을 말한다.

국외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 뉴욕 주의 BitLicense 규정인 ‘23 CRR-NY | 200 

Notes Title 23. Financial Services Part 200. Virtual Currencies’에서는 가상통화를 “교환

의 수단 또는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 가치로서 디지털 단위의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일본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자금결제법)｣에서는 가상통화를 “물품구매･대
여･용역제공 등의 대가로 불특정다수에게 사용할 수 있고, 불특정다수에게 매수 및 

매도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전자기기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에 한하고, 통화 및 

통화표시자산 제외)이면서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정

의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정의된 가상통화의 공통점들을 살펴보면 전자적 형태로 저

장되고, 불특정 다수에게 이전이 가능하며 교환을 매개로 하거나 가치 저장의 수단

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가상통화의 특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8)에 따르면, 가상통화는 탈중

앙성과 익명성, 거래의 신속성 그리고 이중지불방지의 특성을 갖는다. 이 중 가상통

화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은 탈중앙성과 이에서 비롯된 익명성이다. 가상통화는 블록

체인3)을 활용해 거래기록이 담긴 원장을 정부, 공공기관 혹은 은행과 같은 인증된 

제3자에게 맡기지 않고, 참여자들이 직접 검증, 합의와 승인 등의 활동을 하며 만들

고 관리한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가상통화는 근본적으로 통제 혹은 관리감독을 전

제로 하고 있지 않다. 대신 가상통화의 새로운 블록은 생성되는 동시에 모든 참여자

2) https://kr.investing.com/crypto/ (마지막 접속일 ’19. 10. 11.)

3) 블록체인이란, 일정 주기로 데이터가 담긴 블록을 생성한 후 이전 블록에 체인처럼 연결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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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전송되어 공유된다. 따라서 블록의 거래 기록은 참여자들 누구나 볼 수 있다. 

참여자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실명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참여자를 특정할 수 없는 ‘익명성’이라는 특징도 갖는다.

또한, 가상통화의 데이터는 모든 참여 노드에 분산 저장되므로, 그 중 어느 하나가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전체 시스템이 유지되며 24시간 중단되지 않는다. 시스템의 일

부가 잘못된다고 해도 나머지 노드가 존재하므로 시스템은 계속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블록이 순차적으로 연결되면, 일단 연결된 블록은 수정하거

나 삭제하기 어렵다. 새로 블록을 만들 때는 앞 블록의 해시가 이용되기 때문에 중간

에 있는 어느 한 블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려면 모든 참여자의 컴퓨터에 있는 모든 

블록 내용을 한꺼번에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이중지불이 방지되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3) 가상통화가 갖는 문제점

가상통화는 탈중앙화되어 있어, 신뢰를 갖는 중개인(Trusted Third Party)없이 거래

가 가능하다. M. Moser과 R. Bohme(2018)에 따르면 이런 특성을 기반으로 정부 등 

중앙개체에 의한 통제 없이 개인 간 익명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지급 역시 보장된다. 

그림 1과 같이 기존 제도권 내에서의 모든 금융거래는 개인의 신원(Identification)을 

확인하고, 상대방에 대한 지급보증이 은행 등 신뢰를 갖는 특정 집단에 의해 이루어

져왔다.

※ 출처 : S. Nakamoto(2009)의 “Bitcoin: A peer-to-peer eletronic cash system” 재구성

<그림 1> 가상통화의 거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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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상통화의 경우 기본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제도권 내 금융 

거래와 같이 추적이 쉽지는 않다. 개인이 가상통화를 거래하기 위한 별도의 신고 

혹은 정부의 허가가 요구되지 않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정보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임의의 주소만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래정보 자체만으로는 참여자를 특정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익명성

을 가진다 할 수 있다.

가상통화가 갖는 익명성 등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이외에도 현재 

국내법에서는 가상통화를 정의조차 하고 있지 않아 금융거래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감독이 부재한 실정이다. ’18년 7월 마련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에 역시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고객으로 둔 은행을 규제하는 방식의 간접 규제를 하

고 있어 실제 개인이 가상통화 가상통화를 활용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에 

활용할 경우 감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처럼, 가상통화는 제도권 내에 속하지 않

고, 거래의 익명성･신속성･이중지불 방지 등 사용 편의성이 이미 보장되어 있어 테

러자금조달에 악용될 잠재적 위협을 상시 내포하고 있다.

2. 연구방법

금번 논문의 연구방법은 기존 제도권 아래서의 테러자금조달 위협을 분석하고, 

2009년 새롭게 등장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가상통화와 관련된 국내외

의 제도와 실제 테러자금조달 위협 관련 사례를 통계분석, 세계 주요국가의 법령 

등 문헌조사연구를 통해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잠재적 위협과 이

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Ⅱ. 가상통화의 테러자금조달 사례 및 위협분석

국내는 많은 테러집단이 활동 중인 중동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문

화적 특성 때문에 테러가 빈발하지는 않지만, 점차 국제화되고 개방된 경제 환경을 

가지고 있어 테러자금조달의 위협에는 항상 노출되어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2019)에 따르면 ’19년 8월 31일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체류자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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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198명이며, 이 중 15.5%에 해당되는 375,510명이 불법체류 중이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13년 대비 총 체류자는 153% 증가하였

고, 불법체류자는 325% 증가하였다. 더욱 문제는 전체 외국인의 체류 비율이 증가함

에 따라 테러위험지역4) 국적의 체류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테러위험지

역으로의 송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불법체류자 수가 함께 증가함에 따라 테러자

금조달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표 1> 테러위험지역 국적의 체류자 연도별 변화추이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체류외국인 1,576,034 1,797,618 1,899,519 2,049,441 2,180,498

의심국적 체류외국인 3,980 4,412 4,935 5,214 5,846

A국 테러위험국 1,370 1,434 1,549 1,587 1,760

B국 테러위험국/IS가입국 633 758 1,125 1,308 1,398

C국 IS지배국 327 390 418 433 516

D국 IS지배국 294 308 287 316 368

E국 IS지배국 523 511 525 348 475

F국 IS가입국 413 463 426 438 443

G국 IS지배국 159 287 318 415 511

H국 테러위험국 215 215 245 323 326

J국 ISIL가입국 46 46 42 46 49

※ 출처 : 관계부처 합동 제시 통계자료(2018) 재구성

1. 국내 테러자금조달 관련 현 상황

국내는 현재 테러조직과 직접 연계되거나 테러자금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

는 조직이나, NPO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국내 관계부처합동 연구(2018)에 따르면 

테러자금조달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 테러조직 또는 테러리스트와 연계 2) 테러 준

비 훈련 프로그램 3) 테러자금조달 목적의 활동이 가능한 NPO(비영리조직, Non 

Profit Organization) 등 발달된 조직 4) 모금 등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그램 등이 갖추

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인 환경이다.

4) 미국 국무부의 분류에 따라 ’18. 11. 27.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시한 통계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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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는 위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테러 청정지역임을 오히려 악용하여 

테러자금조달의 중계지로 활용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실제로 국내에 입국해있던 인

도네시아인 A씨가 ’14년부터 11차례에 걸쳐 지하드 자금 모금책으로 추정되는 계좌

에 2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자금은 시리아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인 사업가를 거쳐 시리아 내전에 참여하는 인물에게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에도 ’16년 국내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에서 ‘IS홍보대사’라는 닉네임으로 다수

의 ISIS 참수 동영상과 관련기사를 게시하는 등 선전활동을 했던 20대 B씨는 ISIS대

원 및 지지자들에게만 비공식으로 배포되는 ‘아마크 뉴스’5) 앱(App)을 설치하고 활

동을 지속하였다. 이후 ’19년 7월, 군 입대 후 폭발물 점화장치를 훔치는 등 자생적 

테러를 하려다 적발되었다. 또한, ʼ16년 한국에 입국한 카자흐스탄인 C씨는 해외에 

있는 테러 관련 단체에 자금 118만원을 송금하였고, ʼ19년 11월 체포 당시 A씨는 불

법체류자 신분이었다.6) 이처럼 테러의 주체가 테러조직(Terrorist group)에서 자생적 

테러(Lone-actor Terrorist)로 변모하고, IS 등 조직이 온라인을 통해 선동함에 따라 

테러청정국으로 일컫어지는 대한민국에도 테러위협 뿐만 아니라 테러자금조달 위협

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당국은 테러자금조달 

위협에 대해 실제 테러자금조달 시도나 자금조달의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위협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선제적 조치인 “사전 차단 전략”을 통해 테러자금조달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적극 방지하고 있다. 국내 관계부처합동 연구(2018)에서는, 이런 전략

을 통해 관계당국은 한국의 테러자금조달 위협은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아직 실현되

지 못한 이전 단계의 위협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와 해외 설립 법인의 증가로 테러위험국으로의 송금액이 ’16년 5.9억달러에서 

’17년 19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는 등 잠재적인 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될 가능성은 배

제해서는 안된다.

5) ‘아마크 뉴스’ 앱은 ʼ14. 8월 등장하여 IS가 글기사, 사진, 동영상 전송 등을 통해 선전하는 매체임
6) 테러 관련 해외단체에 ‘테러자금’ 보낸 외국인 불법체류자 구속, ʼ19. 11. 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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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 형태

이처럼 국내를 포함하여 현재 테러지정국 또는 테러집단에서 테러자금을 조달하

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여겨진다. 그러나 가상통화의 등장과 함께 현행법의 사각

지대를 이용해 테러자금조달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식별된 테러자금조달 사례

는 1) 테러조직이 인터넷, SNS 등을 활용한 모금 활동인 간접 테러자금조달 사례와 

2) 테러지정국이 자국의 해커들을 동원하여 가상통화 거래소를 공격하거나 램섬웨

어(ransomware)7)를 배포하여 가상통화를 탈취하는 등 직접 테러자금조달 사례가 있

다. 미국, 일본 등 국가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토대로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

달 방지를 위해 제도화하여 감독하고 있다.

2.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 사례

1) 모금활동을 통한 간접 테러자금조달

현재까지 모금활동을 통한 간접 테러자금조달 사례는 총 5건이다. 확인된 최초의 

사례는 15년 가자지구에서 이슬람 테러집단을 대변하고 선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

립되어 활동하는 ITMC(Ibn Taymiyaa Media Center)에 의해 시작된 가상통화 모금활

동인 ‘Jahezona’이다. ITMC가 2년 간 모금한 총액은 약 $2,500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상통화를 활용한 첫 공개적 테러자금조달 사례로 큰 금액이 모금

된 것은 아니나 익명성 기반의 가상통화가 테러자금조달에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

는 사례이다. 이외에도 이슬람 테러집단을 지원하기 위해 Al-Sadaqa, Hamas 등이 트

위터, 텔레그램 등 SNS기반으로 가상통화를 모금하고 있고, 가상통화에 익숙하지 

7) 랜섬웨어란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하고 일종의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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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대중들을 위해 모금방법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

하고 있다. 최근 무자헤딘8)을 위한 크라우드펀딩9) 형태의 테러자금을 모금하는 

Sadaqa Coins의 경우, 비트코인 이외의 추적 방지 기능이 강화된 모네로 등을 활용하

여 모금하고 있다.

구 분 기간 모금수단 종류 모금금액 비 고

Jahezona ’15∼
텔레그램 등 

SNS
BTC USD 2,500 가자지구 이슬람 테러집단 대변

Al-sadaqa ’18∼
텔레그램 등 

SNS
BTC USD 1,000

시리아 이슬람 테러집단 대변, 

남아프리카 유소년 납치 범죄와 연관

Hamas ’19∼
텔레그램 등 

SNS
BTC USD 5,500

비트코인 구매 및 기부 방법 등 

홍보영상 제작･배포

ISIS ’17∼ 다크넷 활용 BTC USD 4백만불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 자금조달에 활용 

정황 확인

Sadaqa Coins ’19∼
텔레그램 등 

SNS
Monero 추산불가

추적 방지 기능이 강화된 모네로 등 

가상통화 모금

<표 2> 모금활동을 통한 간접테러자금조달 현황

Jahezona 등 4개의 모금활동은 대부분 범죄와 관련된 정황들이 확인되긴했으나, 

모금액이 소액이고 테러활용에 대한 직접적 연관성이 없었다. 그러나 2017년부터 모

금활동을 시작한 ISIS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ISIS는 2017년부터 다크넷10)을 활

용하여 모금활동을 시작하였다. 특히 2019년 4월 21일 253명의 민간인을 살상한 스

리랑카 테러 이후 급격히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블록체인 정보수집 회사

인 Whitestream11)에 따르면,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에서 비트코인이 중요한 테러자금

조달원으로 사용되었다. ISIS는 당시 캐나다에 서버를 둔 CoinPayments를 활용하여 

비트코인을 실물화폐로 환전했으며 부활절 테러 하루 전날 4백만불 상당의 비트코

인이 거래되었고 공격 이후 즉시 비트코인이 지불되었다고 밝혔다. Whitestream은 

8) 무자헤딘이란 무자히드의 복수이며, 성전에서 싸우는 “전사”를 의미한다.

9) 크라우드펀딩이란 소규모의 후원 혹은 투자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10) 다크넷(DarkNet)이란 비표준 통신 프로토콜과 포트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로 특정 소프트웨어나 네
트워크 허가나 설정이 있어야 접속할 수 있는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말한다.

11) Itsik Levy와 Uri Bornstein이 공동 창업한 이스라엘의 블록체인 정보 수집, 추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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ʼ17년부터 2년 간 ISIS와 연관된 비트코인 지갑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왔고, 각기 다

른 기간 동안 모금을 통해 모여진 비트코인 지갑에서 두 번에 걸친 거래를 통해 

CoinPayments의 지갑으로 비트코인이 보내졌다고 한다.

2) 사이버 테러활동을 통한 직접 테러자금조달(’17년∼현재)

가상통화 직접 모집하거나 이를 홍보하기 보다는 타국의 가상통화 거래소를 공격

하여 가상통화를 탈취하거나 랜섬웨어 등 사이버 테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

로부터 가상통화를 직접 테러자금에 조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고, 이 중 대표적

인 사례가 북한이다.

<표 3> 사이터 테러 활동(북한)을 통한 직접 테러자금달 현황

구분 대상 국가 공격 대상 피해 금액

’17
한국(7건), 슬로베니아(1건), 전세계 

불특정 개인(1건)

거래소 5건, 법인 1건, 랜섬웨어 1건, 

불법 채굴 1건
88.135M*

‘18
한국(1건), 인도(1건), 

방글라데시(1건)
거래소 3건 57M

‘19 한국(2건), 태국/싱가폴/홍콩(1건) 거래소 3건 29M

계 15건(한국 대상 10건) 15건(거래소 대상 11건)
174.1M

(약2조원)

* M은 미화 백만불을 의미(88M은 미화 8천 8백만불을 의미)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은 ’17년부터 테러자금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등을 대

상으로 총 35차례에 걸쳐 사이버 공격을 수행했고, 이 중 가상통화와 관련된 공격은 

총 15차례로 확인됐다. UN 안보리(2019)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을 목표로 한 공격이 

10건이었으며, 공격 대상은 가상통화 거래소가 11차례로 3년 간 총 가상통화 피해액

은 약 2조원으로 추산된다. 북한이 가상통화를 테러자금조달의 목표로 삼는 것은 수

많은 금융제재를 피해 전 세계 어느 곳으로든 유통시킬 수 있는 이점 때문이다. 일례

로 2018년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개발 목적의 테러자금조달을 위해 탈취한 가상통화

를 최소한 5,000개 이상의 거래로 분할하여 여러 국가를 거쳐 가상통화를 이동시켜 

자금세탁을 하였고 법정통화로 인출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가상통화 거래소 설

립에 대한 기준이 없거나, 규제가 약한 한국의 가상통화 거래소를 주공격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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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거래소의 한 곳인 Bithumb은 공식적으로 4차례 이상 북한 

해커에 의해 공격당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3. 소결론

’13년부터 5년 간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325% 증가하였고, 테러위험지역 국적의 

체류자들 역시 동기간 146.9% 증가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정화폐 

등 제도권 내에서 국내에서 테러지정국 또는 테러집단에 테러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는 굉장히 어려웠고, 대부분의 경우 선제적 식별을 통해 차단해왔다. 그러나 이를 

우회하기 위해 Jahezona 등 테러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가상통화 모금활동이 ʼ15년부

터 지속되고 있다. 특히, 북한 등 일부 능력이 보유된 집단은 사이버 테러활동을 통

한 적극적인 테러자금조달 수행 중이며, 실제 탈취금은 약 2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처

럼,  기존 제도권 내에서는 테러자금조달이 어려우나, 국내 체류 중인 불법체류자와 

테러위험지역 국적의 체류자들이 지속 증가 추세로 잠재적인 위험은 계속 높아지고 

있음. 특히, UN 등 국제 사회의 제재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테러조직과 테러지

정국은 매우 적극적으로 가상통화를 활용하여 테러자금을 조달하려고 노력 중인 것

으로 확인된다.

Ⅲ.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국내 대응방안

기존 제도권 내에서의 테러자금조달에 대해서는 위험기반의 대응 등 선제적 조치

를 취해오던 우리나라는 위 사례에서 살펴보았듯 테러지정국인 북한으로부터 직접

적인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취된 가상통화에 대해 테러자금조달에 쓰이지 

못하도록 자산을 동결하거나 관련자들의 출입국 금지 등 법적, 제도적 제재와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대응방안이 전무한 실정이다.

1. 제도적 대응 방안

탈중앙화 등 가상통화의 특성으로 인해 개인 간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를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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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거나 감독할 수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통화를 현금화하거나 대

량의 가상통화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가상통화를 취급 및 거래하는 사업자를 거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일본 및 EU 등 외국의 경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최초 가상통화 취급업소 설립 간 허가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금융회

사 수준의 의무와 보안 수준을 달성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상통화가 

자금세탁 이후 테러자금으로 조달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입법하여 규율하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가상통화를 테러자금조달에 활용 또는 활용 시도를 할 경우에도 

출입국을 통제하고 가상통화를 포함한 경제적 자산들을 동결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루어졌다.

국가 관련제도 주요 내용

미국

BSA

(Bank Secrecy Act)

송금업자에 가상통화 거래소(교환업자)와 관리업자를 포함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 추가

Fin-2013-G001
가상통화를 교환의 매개(법정화폐 지위 불인정)로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포괄적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일본

자금결제법
가상통화 교환업을 가상통화의 매매, 교환, 중개 대리 혹은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총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

범죄수익은닉방지법
가상통화 교환업에 기존 금융기관들과 동일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EU

Anti-Money Launder 

Directive 5차 개정안

가상통화와 법정화폐 간 교환 서비스 제공자, 가상통화 보관 및 

관리 등 지갑제공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7299/19
가상통화를 활용하여 테러 또는 테러자금조달행위와 이에 대한 

시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출입국 통제 및 관련 경제 자산 동결

이탈리아, 노르웨이, 

핀라드 등 개별법

EU 중 일부 국가들은 EU의 결정과 별도로 개별법을 제정하여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를 법정화폐에 준하는 

지급결제수단으로 규정하여 자금세탁방지 등 규제 감독 수행

<표 4> 주요국가의 가상통화의 테러자금조달 방지 제도 및 주요 내용

현재 국내에서 가상통화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가 ’18년 7월 제시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유일한 규제 수단이다.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입법

이 불비한 상태에서 기존 금융회사등이 가상통화 취급업소, 가상통화 관련법인과 금

융거래에 국한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이 규제의 내용으로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경우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에 속하지 않아,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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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등 법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가상

통화는 현행 법정화폐에 비해 국제거래가 굉장히 자유롭고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 전 세계 어느 곳으로든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는 

심각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상통화 거래 흐름 내에서의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당국

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상통화의 보유, 거래 등 이해관계자들

은 개인, 법인을 포함하는 사업자, 금융기관등과 가상통화 거래소가 있다. 가상통화

와 관련된 제도적 대응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별 준수 의무를 규정하

고, 이해관계자들의 의무 불이행 시 처벌방안과 규제기관의 감독방안을 신설할 필요

가 있다.

<그림 3> 가상통화의 제도적 대응 방안 및 규제･감독 방안

1) 이해관계자(Stakeholder) 준수 의무 [신설]

이해관계자 준수 의무는 가상통화를 소유･보관･거래하는 개인과 법인의 신고의

무를 중심으로, 법정화폐로 변환하기 위해 금융기관, 거래소를 거칠 때 신원확인, 거

래확인을 의무화하여 거래 전반에 걸쳐 법집행기관에서 관리･감독하는 포괄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상통화는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한 점을 

비추어 기존 금융시장 대비 타국 정부와의 협력관계와 FATF 비협조국 등 테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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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는 임의거래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 규제가 요구된다.

(1) 가상통화 보유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는 취득, 양도, 상속 및 

거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사업자는 특정 금액 이

상 보유 가상통화에 대한 자산을 신고하는 자산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일정 기간 내 고액현금거래 금액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거래 신

고제를 도입하여 현재 국외 테러조직에서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에 

가장 많이 노출된 개인과 사업자에 대한 가상통화 악용방지를 도모할 수 있다. 

이 때, 법인의 경우 가상통화를 취득 시 신고 이후 정상적인 자산으로서 관리

하여야 한다. 국제 회계기준을 소관 하는 IFRS 해석 위원회(2019)에서는 가상

통화를 금융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으로 해석하였으나, 금융자산과 유사한 거래

편의성을 가져 해킹 등 외부의 공격 또는 거래로 인한 현금의 발생 등을 고려

했을 때 금융자산과 동일한 형태의 보호와 처리가 요구된다.

(2) 가상통화 취급업소, 소위 가상통화 거래소의 경우 설치 간 현행 신고제에서 

금융기관등과 같이 법인 설립 시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

록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분류를 ｢전자상거래 등

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12)상 통신판매업자로 되어 있어 단순 신고제

를 통해 등록･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화폐13)를 포함하여 안전성과 신뢰성

이 확보되어야 하는 거래에 관해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14)에 따르면 전자

화폐의 발행, 관리와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

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허가와 등록을 득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①자본금과 

기본재산의 보유 ②이용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③재무건전성 충족 ④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건전성 ⑤주요 출자자의 능

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가상통화 거래소의 인허가제는 단순한 관

리･감독을 넘어 안전성의 확보를 의무화하고 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를 통해 북한을 포함한 테러지원국 및 테러조직에서 직접적으로 가상통화 취

급업소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통해 가상통화를 탈취하여 테러자금조달 등 불

12) 일반법률 제15698호, ’18. 12. 13 시행
13) 전자화폐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가상통화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함
14) 일반법률 제14828호, ’17. 10.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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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에 대한 사용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인허가

제 이후 운영 간에는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KYC와 유사하게 가상통화의 특

성을 반영한 KYT(Know Your Transaction)15) 시행이 필요하다. KYT는 거래 

고객을 확인하는 KYC와 달리 가상통화 거래 간 거래 쌍방 모두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거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다. 특히 다음의 네 가지 유

형의 거래에 대해서는 의심거래와 범죄수익 등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해야만 한다: ①외국에 설치된 거래소 ②외환거래법 초과 금액 ③FATF 

비협조국과의 거래 ④기존의 의심거래 보고자

2) 이해관계자 준수의무 불이행 시 처벌 조항과 규제기관의 감독의무 [신설]

이해관계자들 중 테러자금조달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것은 개인과 법인이다. 이

에 따라서 준수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관련 개인과 법인에 대한 가상통화를 포함한 

경제적 자산을 모두 동결시키고, 출국을 금지시키며 해외에서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입국과 경유를 금지토록 제재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를 포함한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거래 정지명령, 자산동결, 허가 취소 및 임직원 해임 등 거래부

터 운영에 걸친 포괄적 처벌이 필요하다.

<그림 4> 가상통화 거래 흐름도 및 참여자별 감독 방안

15) KYT 인증이란, 기존 금융거래가 실명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익명의 가상통화 지갑 주소를 기반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까지 확인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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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은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중앙기관으로서 가상통화 거래 참여자들에 대한 

제도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미국, EU 

등과 같이 기존 금융회사등에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포함시키고, 이를 토대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감독해

야 한다. 세부적으로  KYC(Know Your Customer)인증16), KYT(Know Your 

Transaction)인증, 거래통제 및 의심거래 발생 시 신고 등 필수 조치에 대한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가상통화를 금융자산과 교환

하는 거래 등도 기존 금융거래에 포함시키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대상을 특정함으로서 법정화폐가 가

상통화로 혹은 가상통화를 법정화폐로 바꾸기 위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하

는 것을 핵심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이외에도, 가상통화 보유 개인과 사업자들

에 대한 보유 및 개인/법인 간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감독이 요구된

다. 끝으로, 가상통화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든 범세계적

으로 거래가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FATF와 연계한 국제적 금융감독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한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법집행기관: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은 실제 

금융위원회 등 금융 관련 감독기관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은 탈중앙화 되어 

있는 가상통화의 특성 상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법집행기관에서는 현재와 같이 테러자금조달에 대해 사전적 조치를 유지

하되, 다크웹 등 실질적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첩보수집활동을 

수행함으로서 예방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직･간접적인 가상

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은 모두 SNS를 포함한 인터넷과 특정한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가상

통화는 금융기관 등 중앙통제 개체없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여 사전에 위

험을 차단하고 이를 수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첩보수집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16) KYC인증이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의 현재 상태를 불법 행위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 검증하
는 절차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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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 대응 방안

   그리고 첩보수집활동을 통해 확인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절차를 거쳐 기

소 등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반의 절차에 있어서 수사관

은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러자금조달의 위험, 일련의 수단과 테러자금조달 절

차 등을 명확한 인지를 통해 첩보와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더욱이 이런 일련

의 절차들을 토대로 다크웹 등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잠재적인 위협요소들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과 다크웹은 범국가적으로 접속과 

활동이 가능한 만큼, 국내 관련 기관과의 공조 이외의 인터폴 등 국제적인 기

구들과의 공조가 반드시 요구된다.

2. 기술적 대응방안

M. Moser과 R. Bohme(2018)에 따르면 가상통화는 근본 개념이 익명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추적이 매우 어려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링을 통해 기존 

범죄에 활용되거나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는 계좌들에 대한 감시하는 기술적 대응방

안을 강구해야 한다. 가상통화를 활용한 범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임의의 디지털부호로 구성된 가상통화 주소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잠

재적으로 위협이 되는 주소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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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의의 주소들을 분류하는 군집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클러스터(군집화)의 구조

는 임의의 가상통화 주소를 거래소, 개인, 채굴자 등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6> 클러스터의 구조

클러스터링을 위해서는 국내･외의 거래소와 채굴업자들로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

소를 획득하거나, 거래 내역이 모두 공개되는 가상통화의 특성을 활용해 거래소, 다

크웹 등에서 활용되는 가상통화 주소들을 직접 확인하여 분류할 수 있다.

<그림 7> 클러시터링(군집화) 결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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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상통화는 실물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정통화로 교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해 환전을 해야 

한다. 즉, 가상통화 거래 주소를 군집화하고 모니터링 대상 주소들을 확보함으로써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할 때 해당 거래를 동결시키거나 차단함으로써 국내

에서 테러자금조달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Ⅳ. 결 론

금융기술의 혁명으로서, 가상통화와 이를 위해 활용된 블록체인기술은 기존 경제 

시스템의 많은 면에서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무한한 신뢰를 받던 금융기관이 

붕괴될 수 있음을 시사했던 1929년 미국의 대공황,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사태17), 

1998년 러시아 일부 국채 지불유예 선언18)과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19)에 

비추어 볼 때 가상통화는 혁신을 너머선 혁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수많은 기술의 

혁명과 같이, 가상통화 역시 어두운 단면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은 가상통화의 

어두운 면 중 특히 테러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된 사례들과 악용될 수 있는 활동들을 

조명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의 경우 기존 제도권 내에서 200만원 미만의 소액이더라도 테러자금조달에 

활용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의해서 사전에 차단되거나 사후에 조치되는 등 위협에 

대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상통화의 경우 테

러조직이 활동을 위해 모금을 수행하고, 북한 등이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해킹, 

랜섬웨어 배포 등을 통해 직접 테러자금을 조달하는데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자산의 동결조치 혹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 실정이다. 

ISIS가 배후로 지목된 스리랑카 테러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해 사용된 

비용을 가상통화로 조달하고 지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욱 가상통화를 활용한 테

17)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들의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미국 전역에서 869개의 저축대부조합들이 파산
한 사건

18) 1998년 러시아가 국채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서 개발도상국 채권의 가격이 폭락하고 이어 
금융위기가 발생한 사건

19) 2007년 발생한 미국의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들이 파산하면서 시작된, 국제 금융시장에 경색을 
불러온 연쇄적인 경제위기



30 한국경호경비학회 - 제62호(2020)

러자금조달은 가상의 위협이 아닌 현실의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런 위협들에 대해서 본 논문은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금융기관등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한 한계

를 가지고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상통화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

자들에 대한 포괄적 대책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특히, 이해관계자들은 국내에만 국

한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거래가 자유로운 가상통화의 특성 상 국제적인 공조

가 포함된 제도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 가상통화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한 측면으로 인해 범정부적인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하고, 특히 테러자금조달 방

지를 위해서는 인터넷과 다크웹처럼 세계 어느 곳에서든 접속과 활동이 가능한 만큼 

인터폴 등 국제적인 기구들과의 공조 역시 요구된다. 세 번째, 이 논문에서 제시된 

군집화(클러스터링) 기법을 토대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통화의 주소들

을 분류하고 이들 중 의심거래 혹은 테러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주소들을 사전에 

식별하고 테러를 예방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끝으로, 본 논문은 ‘테러리스트가 가상통화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에 대해 답하기 위해 주목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대응방안들이 담겨있다. 

국내에서 가상통화는 비트코인을 필두로 경제적 파급효과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통화가 테러자금조달에 매우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는 취약점이 발견되었고, 실

제 많은 테러조직이 이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 밝혀진 테러자금조

달에 활용되는 가상통화의 양이 많지 않지만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대비하고 더 나

아가 체계적으로 제도화여야 하겠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공개된 자료

들을 기초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다크웹을 기반으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생테러시도,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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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Potential 
FT(Financing of Terrorism) Threat Using 

Virtual Currencies and Its Response

Kang, Taeho⋅Cha, Jang-Hyeon⋅Kim, Gunin

This study presents aspects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using  virtual-currencies. Fisrt 

of all, this introduces the conventional threat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the analysis 

of current legal system regarding virtual-currency in South Korea. Next, the financing of 

terrorism cases are analyzed. With given analysis, the paper deals with its response and future 

extensions by technical and institutional aspects.

The threats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are going higher after the appearance of 

virtual-currencies such as Bitcoin. There are two typical ways to use virtual-currencies by 

terrorist groups. One is to conduct public fund-raising in the social network system and the 

dark web. The other is to hack into virtual-currency exchange network in order to steal 

virtual currencies for developing the weapon of mass destruction. Specifically South Korea 

is top three country of trading virtual currencies and has been subject to virtual-currency 

hacking more than 10 cases. 

However,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deal with virtual currencies as only 

innovative technology and means of investment, not the threats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re a the legal contradiction. This article points this limit and 

absurdity. Also, it shows reasonable alternatives. All in all, given these aspects, the article 

proposes detailed policy directions.

Keywords: Crypto-currency, CFT(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Financing of Terrorism, Terror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