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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트코인으로 불법거래를 할 경우 해당 거래에 사용된 모든 비트코인을 추 하여 압수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범

죄자가 여러 비트코인 주소에 분산하여 불법거래를 한다면, 일부 비트코인을 압수하더라도 압수한 비트코인 이외에 

추 되지 않고 감춰진 비트코인을 악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은 불법거래로 의심되는 비트코인 거래를 추 하고 모

니터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을 통해 범죄 의가 있는 비트코인 주소 리스트를 기반으로 해당 주소와 거래

한 모든 비트코인 주소 에서 범죄와 련성이 높은 비트코인 주소를 추정하고, 이 주소와 련된 거래를 지속 으

로 추 하여 불법 비트코인 거래 수사에 도움을 다. 

ABSTRACT

When illegal transactions are made with bitcoin, it’s not easy to track all the bitcoins used in the transaction and seize 

them. Especially, if criminals distribute illegal transactions by spreading them to several bitcoin addresses, it’s difficult to 

track hidden bitcoins other than confiscated bitcoins even if some bitcoins are confiscated.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for 

tracking and monitoring all bitcoin transactions suspected of illegal transactions. This method estimates bitcoin addresses that 

are highly relevant to crime among all bitcoin addresses that dealing with the address based on the bitcoin address list of 

the alleged crime, and keeps track of addresses that are relevant to crime and help to investigate illegal bitcoin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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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투자 풍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그 다

고 하여 들의 비트코인에 한 심이 식은 것은 

아니다. 특히 기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큰 돈을 벌

었다는 언론의 보도 이후에 투자 상으로서의 비트코

인에 한 사람들의 심은 아직 유효하다. 한편, 비

트코인을 이용한 범죄도 꾸 히 증가하 는데, 이는 

비트코인이 여타의 결제수단과 달리 추 이 어렵다는

익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비트코인은 앙 

통제기 의 개입 없이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고 비트

코인 거래에 사용되는 주소가 개인정보와 어떠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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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lockchain of Bitcoin

계도 없기 때문에 익명성을 가진다. 이러한 익명

성을 악용하여 범죄자들은 불법 인 목 의 거래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범죄자가 IP 주소를 

추 하기 어려운 익명 웹인 Tor(The Onion 

Router) 기반의 다크웹(Dark Web)에서 비트코인

을 사용하여 불법거래를 하면 비트코인의 추  가능

성은 더욱 더 어든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불법거래로 의심되는 비트코인 

거래를 추 하고 모니터링하는 도구(TxMon)를 제안

하 다. TxMon은 불법거래로 의심되는 비트코인 주

소리스트를 기반으로 이들 주소의 거래 내역을 분석

한다. 분석을 통해 불법거래와 연 성이 높은  비트

코인 주소를 측하여 추가 으로 확보하고, 이를 불

법거래로 의심되는 비트코인 주소와 함께 Unnamed 

List1)로 리한다. 한 TxMon은 Unnamed 

List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Unnamed List의 신

원 추   식별이 가능한 시 에는 TxMon 운 자

가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범죄 수사를 진행할 수 있

도록 알람 기능을 제공한다. TxMon의 유효성을 검

증하기 해서 우리는 DPR2)의 거래내역을 기반으

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 불법거래로 추정되는 비트코

인 주소 가운데 40%가 실제 DPR이었고, 재 율은 

67%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TxMon은 

범죄 의가 있는 비트코인 주소 리스트를 기반으로 

해당 주소와 거래한 모든 비트코인 주소 에서 범죄

와 련성이 높은 비트코인 주소를 추정하고, 이 주

소와 련된 거래를 지속 으로 추 하여 비트코인 

범죄수사에 도움을  수 있다. 

Ⅱ. 배경지식  련 연구

2.1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소개

된 암호화폐로 Fig. 1은 비트코인의 각 블록을 나타

낸 것이다[1]. 비트코인은 P2P 기반으로 거래정보를 

블록체인에 장하고,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PoW 

(Proof of Work, 작업증명)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 

1) Unnamed List는 비트코인 주소 에서 신원정보를 

알 수 없는 비트코인 주소이다. 

2) Dread Pirate Roberts의 실제 이름은 Ross 

William Ulbricht로 익명 웹인 다크웹에서 온라인 마

켓인 Silk Road를 운 하 으며, 물품 거래를 비트코

인으로 하여 수익을 벌어들 다.

거래 내역이 포함된 블록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비트

코인의 각 노드는 네트워크 운 의 동등한 참가가로

서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비

트코인의 개별 거래정보는 블록 단 로 결합하여 앞

의 블록정보를 포함해 해시를 만들어 불가역 인 데

이터 블록을 만들고 체인으로 연결하 으며, 네트워

크에서 공유한다. 따라서 기존의 앙 서버 구조에서 

제3의 신뢰 기 이 수행하는 보증을 네트워크를 구성

하는 모든 노드에서 담당하여 과거의 모든 이력을 검

증함으로써 이  사용 문제를 해결하 다. 비트코인

은 공개키(Public Key Infrastructure) 암호화 

방식을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비트코인 소

유자는 주소 역할을 하는 공개키와 거래 승인 시 디

지털 서명에 이용하는 개인키로 구성된 한 의 키 

값을 갖고 있다[2]. 특히, 비트코인 시스템에서 비트

코인 주소는 은행에서의 계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

다.

2.2 다크웹 & Silk Road

다크웹은 우리가 통상 이용하는 웹과 다르게, 

Tor(The Onion Router)와 같이 추 이 어려운 

네트워크를 통해서 액세스할 수 있다. 일반 으로 다

크웹은 Tor 라우 를 통해 “.onion” 도메인으로 

속한다. Tor는 데이터 패킷을 양 껍질처럼 겹겹이 

암호화 해서 보냄으로 모든 노드를 장악하지 않는 한 

데이터 패킷의 출발지와 최종 목 지를 알아낼 수 없

는 구조이다. 따라서 Tor 기반의 라우 를 통해 

속한 다크웹 사용자는 신원과 치가 익명으로 유지

되며, 추 이 불가능하게 된다[3]. 

Silk Road는 매자와 구매자가 인터넷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인 라를 제공하는 온라인 마켓 시

장으로 DPR에 의해 2011년 2월부터 운 되었다. 

매되는 다수의 상품들이 불법 인 것이었기에  

Silk Road는 매자와 구매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해 실제 IP 주소 추 이 제한되는 Tor를 통해서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8. 6) 719

속이 가능하게 하 으며, 해당 사이트에서는 비트

코인으로만 결제하게 하 다. 거래가 발생하면, Silk 

Road가 운 하는 에스크로 계좌로 비트코인을 먼  

송 하고 거래가 마무리되면 매자의 계좌로 송 하

다. DPR은 각각의 거래에 하여 수수료를 받았

는데, 거래되는 비트코인 크기에 따라 최  10%에서 

1,000$를 넘어서는 것은 1.5%까지 수수료를 다양하

게 책정하 다. 2013년 10월 1일 미 범죄수사기  

FBI는 DPR로 추정되는 Ross William Ulbricht

를 체포하 으며, Silk Road 웹사이트를 폐쇄하

다. 조사결과 Silk Road의 총 매출은 950만 BTC 

이상이며, 수수료 수입으로 60만 BTC를 벌어들 는

데, 이는 당시 비트코인 가치로 총 매출액 12억$, 수

수료 수입 8,000만$와 같았다[4]. 한편 DPR이 운

한 Silk Road는 폐쇄되었으나 지  재도 Tor에

서는 Silk Road 3.1이 Fig.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운  이다.

Fig. 2. Silk Road 3.1 found in Tor3)

 

2.3 련연구

비트코인 탈익명화(deanonymization)에 한 

연구는 공개된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된 

주소를 획득하고, 이를 개인 신원과 연계시키는 

ATC(Analysis of Transaction Chain, ATC) 

분석에 을 두고 있다 [5, 6, 7, 8]. ATC를 통

해 비트코인 주소를 실제 사용자 신원 정보와 연결하

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9]. 그러나 코인 믹싱(Coin 

Mixing)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 거래의 입력과 출력

간의  상 계를 분리하고 거래량을 숨겨 ATC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10 11,12]. 코인 믹싱은 

3) silkroad7rn2puhj.onion('18.6.15. 기 )

공유 지갑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코인 믹

서의 주소로 비트코인을 보내고, 비트코인은 코인 믹

서가 개설한 다른 주소로 보내어 해당 주소는 더 이

상 사용자와 연결되지 않게 된다[9]. 코인 믹싱을 이

용하면, ATC 분석이 무의미해질 수 있으므로 우리의 

연구에서 코인 믹싱이 의심되는 거래는 거래 분석에

서 제외하 다. 그러나 코인 믹싱이 의심되는 거래를 

제외하 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외되는 거래는 많

지 않았으며, 이는 추가 인 비용을 지불하고 코인 

믹싱을 이용하는 거래가 많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Dorit Ron 등[4]은 2014년 그들의 논문에서 

DPR이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Silk Road에서 벌

어들 으며, 그가 보유한 비트코인 주소로 송 하

는지 추 하 다. 해당 연구는 DPR이 운용한 비트

코인에 을 맞춘 반면에 우리의 연구는 범죄 의

가 있는 비트코인 주소가 식별될 경우에 그 주소와 

거래한 모든 비트코인 주소 에서 범죄와 련성이 

높은 비트코인 주소를 추정하고, 이를 Unnamed 

List에 추가하여 추 하기 한 사례로 DPR을 활용

하 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비트코인 범죄 련 국내 연구로는 송 [13]가 

2017년 비트코인 련 범죄 유형별 사례분석  세

계 각국의 규제 황, 비트코인 련 범죄의 응방

안을 제시하 으며, 정재원[2]은 2016년 비트코인 

범죄 수사에 있어 기술 인 문제 에 한 해결방안

의 핵심은 비트코인의 익명성에 한 ‘모든 가능성을 

동원한 탈익명화의 시도’ 라고 말하면서 해결방안으로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정보 등 획득 가능성,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  가입정보 등 획득 

가능성 등의 방법을 제안하 다. 그러나 비트코인 범

죄 련 국내 연구는 주로 정책 인 측면에 주안 을 

두었을 뿐, 탈익명화를 한 구체 인 방안을 제시하

지는 못하 다.

비트코인 범죄수사와 련하여 국내외 수사기 에

서는 chainalysis에서 제공하는 블록체인 분석 툴을 

이용하여 범죄에 사용되는 비트코인 거래내역을 모니

터링하고, 련 데이터를 제공받고 있으나 구체 인 

방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14].

지 까지 련 연구를 살펴보면 비트코인의 익명성 

 탈익명화에 한 연구는 많으나 불법거래로 의심

되는 비트코인 주소 식별시 이를 실제로 추 하는 방

법을 구체 으로 개발하여 공개 으로 제시한 연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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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계  구

3.1 문제

비트코인으로 불법거래를 할 경우에 해당 거래에 

사용된 모든 비트코인을 추 하여 압수하기는 쉽지 

않다. 비트코인은 P2P 분산시스템으로 특정 운  주

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비트코인 주소를 개인정보와 

연 시킬 정보도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Silk Road와 같이 불법거래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찾아내고, 해당 시스템에 한 디지털 포 식을 수행

하여 비트코인 정보를 추 하여야 한다. 하지만 불법

거래를 의도 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자의 모든 비

트코인을 압수하기가 어렵다. 범죄자가 여러 비트코

인 주소에 분산하여 불법거래를 한다면, 일부 비트코

인을 압수하더라도 압수한 비트코인 이외에 추 되지 

않고 감춰진 비트코인을 악하기는 어렵다. 

3.2 근방안

우리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다음과 같

은 추론을 기반으로 불법거래와 연 성이 높은 비트

코인 주소를 추 하 다. 첫째, 이미 불법거래로 식별

된 비트코인 주소들은 소유자가 확인되어 탈익명화 

되었으므로 다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다. 따라서 이들 비트코인 주소로부터 범죄 련성

이 높은 주소들을 추가 으로 식별해 추 할 수 있다

면 범죄자를 검거하거나 추가 범죄를 방할 수 있

다. 둘째, 마약과 같은 불법거래는 사용자들의 독성

으로 인해 주기 으로 비트코인 거래가 발생한다는 

이다. 불법거래를 하는 사용자들이 주기 으로 비

슷한 거래를 한다면, 이로부터 아직 식별되지 않은 

불법거래를 추정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불법거래를 한 비트코인 주소로부터 

불법거래와 연 성이 높은  비트코인 주소를 추출하

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  불법거래를 한 비트코

인 주소는 이미 확보되어 있으므로 해당 주소의 거래 

내역에서 해당 주소를 수신자로 하는 모든 거래 내역

을 블록체인에서 조회한다. 거래 내역에는 해당 주소

가 송신자(sender)나 수신자(receiver)로 나타나는

데, 조회된 거래 내역에서 수신자가 불법거래를 제공

하는 비트코인 주소라면 송신자는 불법거래를 의뢰한 

범죄자의 주소로 볼 수 있다. 비트코인 거래 내역 추

을 피하기 해 코인 믹싱(Coin Mixing)을 수행

한 경우에는 한개의 비트코인 주소에서 비정상 으로 

많은 거래가 발생하거나 한개의 거래 내에 송신자와 

수신자가 지나치게 많이 있는데, 이러한 거래들은 추

을 어렵게 하고 결과에 한 정확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 다. 불법거래를 의뢰한 범

죄자들의 비트코인 주소를 추출한 이후에는 해당 비

트코인 주소에서 수행한 모든 거래 내역을 조회한다. 

그리고 모든 거래 내역을 월별 기 으로 수신 주소 

 가장 많은 빈도수가 있는 비트코인 주소들을 선정

한다. 그 게 되면 불법거래를 의뢰하는 범죄자들이 

공통 으로 거래를 많이 한 비트코인 주소들을 알 수 

있다. 이들 주소들은 불법거래를 제공하는 범죄자들

의 비트코인 주소일 확률이 높다. 마지막으로 불법거

래를 수행한 비트코인 주소 리스트와 함께 불법거래

의 가능성이 높은 비트코인 주소를 Unnamed List

로 모티터링하여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는 단서를 제

공한다. 범죄자를 검거하기 해서는 Unnamed 

List를 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탈익명화된 비트코

인 주소들을 Named List4)에 추가한 후에 

Unnamed List의 거래정보를 모니터링하다가 

Named List와 거래를 수행할 때, 이를 포착한다면 

Unnamed List의 해당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3과 같다.

Fig. 3. TxMon System Overview

3.3 DPR 용

앞 장에서 설명된 내용을 DPR에 용하고자 할 

때, 각각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 불법거래를 수행한 비트코인 주소 리스트는 FBI

에 발된 DPR(Silk Road 운 자)의 비트코인 

4) Named List는 비트코인 주소 에서 신원정보를 알 

수 있는 비트코인 주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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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다. 

② DPR 주소로 비트코인을 송 한 비트코인 주소들

은 DPR User(Silk Road 가입자)의 비트코인 

주소로 DPR은 불법행 의 제공자, DPR User

는 불법행 의 의뢰자가 된다. 실제로 DPR은 거

래의 개자로 불법행 의 제공자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DPR을 불법행 를 

돕는 서비스의 제공자, DPR User는 해당 서비

스 이용자로 분류하 다. 

③ DPR User의 모든 거래 내역을 추출한다. 이 거

래 내역에는 비트코인을 DPR로 송 한 거래뿐만 

아니라 DPR이 아닌 비트코인 주소로 송 한 거

래 내역도 포함한다. 

④ ③에서 추출한 모든 거래 내역을 월별로 분석하

면, DPR User들의 공통 인 특징은 DPR의 비

트코인 주소와 거래 빈도가 높을 것이다. 거래 빈

도가 높은 비트코인 주소 에서 DPR의 비트코

인 주소가 아닌 것들을 DPR 후보군

(Candidate)으로 설정하며, 이 후보군은 불법거

래와 련성이 높은 비트코인 주소로 추정할 수 

있다. 

⑤ DPR과 DPR 후보군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주소

들을 모니터링한다.

⑥ 해당 비트코인 주소들이 Named List와 거래를 

할 때, 수사기 은 Named List의 비트코인 주

소의 소유자로부터 단서를 얻어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다. 

3.4 TxMon 구성

TxMon은 비트코인 불법거래 추출기와 Address 

DB, 블록체인 모니터링으로 구성된다. Fig. 4는 

TxMon을 조  더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다.

3.4.1 Address DB

TxMon의 분석  모니터링을 한 입력값은 비

트코인 주소로 Unnamed List와 Named List로 

나뉜다. 먼  Unnamed List를 해 본 논문에서

는 DPR이 소유한 비트코인 주소 리스트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DPR의 경우 FBI가 압수한 비트코인 

주소에서 “DPR Seized Coins”으로 태그되어 있는 

거래의 송신 주소들이다. DPR이 소유한 비트코인 

주소 리스트를 기반으로 Silk Road 사용자의 비트

코인 주소와 추가 으로 불법거래에 사용된 후보군의 

비트코인 주소를 추출하 다. Address DB에 

Named List로 장되는 비트코인 주소는 익명성이 

제거되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소들을 나타낸다. 

를 들면, 정부의 승인을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주소들이나 비트코인 결재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 

 오 라인 상 들로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한 주소

들이 Named List에 해당된다. 본 논문에서는 

TxMon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한 실험용 주소를 

장하 다. 

Fig. 4. TxMon Implementation

3.4.2 비트코인 불법거래 추출기 

비트코인 불법거래 추출기는 Address DB에서 입

력된 불법 비트코인 주소를 기반으로 불법거래와 

련성이 높은 비트코인 주소 후보군을 추출하여 

Unnamed List에 추가한다. 블록체인에서 거래정

보를 직  얻기 하여 비트코인 코어를 자체 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트코인 코어는 오 소스

로 구 된 비트코인의 참조 클라이언트이다. 하지만 

이 게 개발할 경우 데이터 처리를 해 추가 인 개

발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 정보를 

제공하는 blockchain.info에서 Open API 

Service를 이용하여 개발하 다. Open API 조회로 

인해서 개발한 코드의 양이 많이 어들었지만 해당 

서비스로 질의를 요청하는 횟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정보 조회를 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쿼리 요

청에 한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우회하기 한 

외처리를 구 해야 했다.

추출 과정은 3.3에서 설명한 과정과 같이 

① DPR 비트코인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서 조회 

② DPR User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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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DPR User의 모든 거래를 분석하여 DPR 후보

군 추정

④ DPR과 DPR 후보군은 Address DB에 Un- 

named List로 장 

DPR User와 DPR 후보군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코인 믹싱과 련된 거래를 제외하 으며, DPR 후

보군 측에 정확성을 높여 유의미한 threshold를 

구하기 해 체 거래내역에서 필터링 하 으며, 실

험 결과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 

3.4.3 블록체인 모니터링

블록체인 모니터링은 Address DB에 장된 모든 

비트코인 주소를 추 하고, 거래내역이  Named 

List와 Unnamed List 간의 거래인지 확인하기 

하여 블록체인의 모든 거래내역을 모니터링한다. 

Address DB에는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Unnamed 

List와 Named List의 비트코인 주소가 있는데, 

Named List와 Unnamed List 사이에 거래가 발

견되면, TxMon은 해당 거래를 수사기 에 보고한

다. 를 들면 Unnamed List에 있는 비트코인 주

소의 소유자인 범죄자가 Named List에 있는 비트

코인 주소에 해당하는 오 라인 거래소를 통해 비트

코인을 으로 교환하려고 시도하면, 이는 Named 

List와 Unnamed List 사이에 거래가 발생하는 것

이므로 수사기 은 TxMon에서 달받은 험 거래 

내역을 공지받고,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다.

TxMon은 불법거래를 보다 신속하게 탐지하기 

해서 마이닝 풀(Mining Pool)의 정보를 이용한다.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내역은 일단 마이닝 풀에 들어

갔다가 마이 (Miner)에 의해서 블록으로 채굴된 후

에 블록체인에 연결된다. 따라서 마이닝 풀을 모니터

링하면, 불법거래를 블록이 생성되기 이 에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blockchain.info에서 실행되지 

않은 거래내역에 한 쿼리 결과는 가장 최근에 발생

한 10개의 항목만 조회한다. 따라서 요청을 지속 으

로 송하고 요청을 보내는 간격에 따라 락되는 거

래내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로직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blockchain.info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마이닝 풀의 거래내역을 보여주

는 사이트를 후킹하 다. 이를 해 Chrome 확장 

로그램으로 CSP(콘텐츠 보안 정책)를 사용 지하

고, 자바 스크립트 콜백 함수를 overwrite하 다. 

보다 구체 으로, 우리는 미확인 거래내역(Unco-

nfirmed Transaction)을 보여주는 사이트의 자바 

스크립트를 분석하여 신규 거래내역이 추가될 때 수

행되는 콜백 함수을 발견하 다. 콜백 함수는 미확인 

거래내역을 화면에 보여주기 한 함수인데, 해당 콜

백 함수에 우리가 원하는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코

드를 추가함으로써, TxMon의 블록체인 모니터링 기

능을 수행한다. CSP 정책 때문에 해당 

blockchain.info 도메인에서 TxMon 도메인으로 

요청을 보낼 수 없었는데, Chrome 확장 로그램으

로 CSP를 사용 지하여 요청을 송하는데 성공하

다. 이 부분의 데모는 YouTube[15]에서 볼 수 

있다.

Ⅳ. 평  가

4.1 거래내역 추  

우리는 DPR 사례를 통해 불법거래를 한 비트코인 

주소를 식별하 을 때, 해당 비트코인 주소를 기반으

로 불법거래로 의심되는 비트코인 주소를 추 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 다. 

① 우리는 blockchain.info에서 FBI가 DPR로부

터 압수한 비트코인을 “DPR Seized Coins”으

로 기록하여 송 한 주소인 “1FfmbHfnpaZ 

jKFvyi1okTjJJusN455paPH”에서 DPR 리스

트를 Fig. 5와 같이 추출하 으며, DPR 주소는 

총 3,558개 다.

② DPR이 보유한 비트코인 주소인 총 3,558개와의 

거래내역에서 송신자인 DPR User는 총 15,198

개 주소 다. 

③ DPR User가 송신자인 모든 거래내역을 Fig. 6

와 같이 추출하 다. 이 거래 내역에는 DPR로 

비트코인을 송 한 거래와 DPR이 아닌 비트코인 

주소로 송 한 거래 내역도 포함된다. DPR 

User의 모든 거래내역은 총 3,308,194건이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코인 믹싱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제외하 는데, 한 건의 거래내역에서 100개 이상

의 송신자 는 100개 이상의 수신자가 있는 거

래내역은 형 인 코인 믹싱의 사례로 볼 수 있

기 때문이다. 코인 믹싱으로 의심되는 DPR은 20

개 주소 으며, 제외된 송신자는 96개 주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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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al DPR User and Public DPR

Fig. 8. Real DPR User and Real DPR

Fig. 5. DPR and DPR User extract from block-

chain.info

Fig. 6. Extract all transactions with DPR User 

as sender

　Transactions sender receiver DPR number of Txs

DPR User 15,102 960,631 3,538 3,308,194

Real DPR User 7,389 816,381 116 2,880,421

Table 1. DPR User and Real DPR User Transactions

④ DPR User와 월별 10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한 

DPR 주소를 Public DPR로 정의하 다. DPR 

User가 동일한 DPR에게 월별 10건 이상의 거

래를 하 다는 것은 Public DPR이 1회의 거래

에만 사용되고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Silk 

Road 내에서 공개된 비트코인 주소로 단할 수 

있고 그만큼 추 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3,538개

의 DPR 주소 에서 월별 10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한 Public DPR은 총 65개 다. Fig. 7과 

같이 Public DPR과 거래한 DPR User는 

7,389개 주소 으며, 해당 DPR User를 Real 

DPR User로 정의하 다. 

⑤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Real DPR User와 

거래한 수신자 주소 에서 DPR은 116개 으

며, 거래내역은 2,880,421개 다. Table. 1은 

원본 데이터인 DPR User와 우리가 분석할 상

인 Real DPR User의 거래내역을 보여 다. 

⑥ Real DPR User의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불법거

래의 가능성이 높은 비트코인 주소, 즉 후보군을 

측하고자 Real DPR User의 거래내역의 타게

 조건을 다르게 실험하 다. 즉, 측의 정확도

를 높이기 해 추 상을 이는 작업을 실시하

다. Real DPR User의 월별  거래횟수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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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recision of real DPR User(2013)

Transactions Sender Receiver DPR number of Txs

Real DPR User 7,389 816,381 116 2,880,421

real DPR user(except sender count>10,000) 7,327 367,726 112 918,196

real DPR user(except sender count>1,000) 7,243 233,466 111 462,992

real DPR user(except sender count>500) 7,185 185,286 107 370,467

real DPR user(except sender count>100) 6,810 76,436 83 172,663

real DPR user(except sender count>50) 5,774 34,675 77 71,258

real DPR user(except sender count>30) 5,291 21,485 77 45,447

real DPR user(except sender count>10) 4,099 11,000 73 21,346

Table 2. Except Real DPR users who have done many transactions per month

정기  이상인 경우 코인 믹싱이나 시스템에서 자

동 으로 생성되는 거래로 단하여 분석 상에

서 제외하 다. 결과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DPR은 산술 으로 어드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월별로 많은 거래를 하는 Real DPR 

User들을 제외시키는 과정을 통해 DPR의 비율이 

상 으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과 으로 

유의미한 DPR User로 여나갔음을 뜻한다.

4.2 정확도(Precision)

Fig. 9는 Table 2의 거래내역을 토 로 2013년 

월별 송신자의 거래횟수가 많은 상  10건의 거래내

역 에서 DPR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분석한 결과이

다. 추 상을 타게 하지 않은 Real DPR User

의 거래내역에서는 월별 평균 으로 상  10건의 거

래내역에서 1.3건으로 13%의 낮은 확률로 DPR이 

포함되었으나, Table. 2에서 설명한 빈도수의 조건

을 부여하 을 경우에는 DPR이 포함되는 확률이 

차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분석결과 월별 DPR 

User의 거래횟수가 10보다 큰 것을 제외하 을 때, 

40%의 확률로 가장 많은 DPR을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3 재 율(Recall)

앞 에서 설명한 정확성과 더불어 재 율을 측정

하 다. 앞에서 가장 높은 정확성을 보인 10건 이하

의 거래를 발생하는 Real DPR User를 기 으로 

수신자의 월별 빈도수를 증가(count(receiver)>1, 

5, 10)시키면서 재 율을 측정할 때, Fig. 10에서와 

같이 수신자의 월별 빈도수가 10 이상인 경우에 재

율이 66.53%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0. Recall of real DPR User(2013)

 

4.4 연도별 추이분석

우리는 DPR이 2013년 10월 체포된 이후에도 

FBI 주소에서 “DPR Seized Coins”이 지속 으로 

압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당하는 비트코

인 주소를 추출하 다. DPR이 검거된 이후에도 어

떻게 지속 으로 DPR 거래가 추가될 수 있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Silk Road가 폐쇄된 

이후에도 재 Silk Road 3.1이 Tor에서 운 되는 

것을 볼 때, FBI가 그와 련된 비트코인을 압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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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Monitoring mining pool and latest block 

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2013년에 측정한 방식

을 이후 DPR의 거래내역에도 동일하게 용할 경우 

Fig.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확성은 떨어졌지만 

재 율은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DPR이 검거된 이후의 정보에 해서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TxMon은 DPR User의 거래내역

으로부터 불법거래를 측하고, 후보군을 모니터링 

할 수 있었으며, 연도별 추이에서 Fig. 11이 보여주

는 것처럼 지속 으로 DPR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출된 DPR의 정확도는 2013년 

40%보다 더 떨어졌지만, 재 율이 더 올라간 것은 

2013년 DPR 체포 이후로 DPR의 비트코인 주소가 

어들었기 때문이다. 

Fig. 11. Precision&Recall, F-1 score
5)
(2013~ 

2017)

5)

4.5 블록체인 모니터링

우리는 TxMon이 마이닝 풀과 최신 블록에서 

Unnamed List가 Named List와 거래할 때, 이

를 제 로 모니터링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 다. 먼

5) F1-score : Precision과 Recall의 조화평균

 우리는 bithumb.com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

코인을 구매한 다음 이 주소를 Unnamed List로 

간주하여 Unnamed List에 추가하 다. 한 우리

가 비트코인을 보내는 주소를 Named List로 간주

하여 Named List에 추가하 다. 이후 Unnamed 

List에서 Named List로 비트코인을 입 하 으며, 

이 불법거래 내역이 발생하고 20  뒤에 TxMon은 

알람을 발생시켜 실시간 추 을 성공 으로 할 수 있

음을 Fig. 12에서와 같이 확인하 다.

Ⅴ. 결  론

우리가 제안하는 TxMon은 불법거래와 연 성이 

높은 비트코인 주소를 측하여 추가 으로 확보하

고, 이를 불법거래로 의심되는 비트코인 주소와 함께 

Unnamed List로 리한다. 한 TxMon은 

Unnamed List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Unnamed 

List의 신원 추   식별이 가능한 시 에는 

TxMon 운 자가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알람 기능

을 제공한다. 우리는 TxMon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해서 DPR 사례의 거래내역을 기반으로 평가를 진

행하 으며, 불법거래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주소 가

운데 40%가 실제 DPR이었고, 재 율은 67%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실제로 비트코인을 송 하

을 때, TxMon은 마이닝 풀에서 해당 거래내역을 탐

지하여 실시간 알람을 발생시켰다. 

이 논문은 TxMon을 표 인 불법 커뮤니티 사

례인 DPR과 련된 비트코인 거래내역에 용하

지만, Silk Road 이외의 다른 불법 커뮤니티에서도 

용 가능하다. 만약 다른 불법 커뮤니티의 비트코인 

거래 내역이 Silk Road의 비트코인 거래 내역과 차

이가 있다면, 정확성과 재 율을 높이기 한 데이터  

필터링 조건의 수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논문이 

제안하는 로세스를 따라서 Real User를 추출하고 

불법거래의 가능성이 높은 후보군을 찾아서 모니터링

하는 근방식은 여 히 유효할 것이다. 만약 다른 

불법 커뮤니티 사례를 추가로 확보한다면, 이 논문에

서 고려하지 못한 데이터의 특성이나 패턴을 찾을 수 

있고, 이를 TxMon에 반 하여 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설계  구 에 있어 Unnamed List

를 확보하는 방법과 달리 Named List를 충분히 확

보하는 것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불법거래를 한 

비트코인 주소는 웹 크롤링으로 얻는 것이 제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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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경우는 범죄신고나 다른 범죄를 수사하다가 

추가 인 범죄단서를 통해서 확보될 것이다. 이 게 

확보된 비트코인 주소들은 Address DB에 

Unnamed List로 들어가게 되며, 이 주소를 기반

으로 불법거래와 련성이 높은 비트코인 주소 후보

군도 역시 Unnamed List로 장된다. 반면에 

Named List는 확보하는데 있어서 기술 으로 어려

움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Named List를 많이 확

보하기 보다는 TxMon이 실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

하는데 을 두었다. 실질 으로 TxMon을 운 하

기 해서는 충분한 Named List를 확보하고 불법

거래의 가능성이 높은 비트코인을 Unnamed List

로 지속 으로 추가할 때, 불법거래 추 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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