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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세탁 방지를 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 메커니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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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 for anti-money laun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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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내의 모든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검증함으로서 데이터의 조작을 방지하고 무결성  신뢰성을 보

장하는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보안성  확장성·투명성을 특징으로 하며  세계에서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송 을 포함하여 

물류·유통, Io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 에서도 최근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자동화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면 계약 사항을 미리 로그래

하여 작성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디지털 데이터에 한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설계에 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의 불법  자  악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스마트 컨트랙트 설계 방안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이를 통해 고객확인(KYC:Know Your Customer)과 자 세탁방지 과정을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 용해 보았으며, 자 세탁방지의 가능성을 확인  ASM(AML SmartContract mechanism) 설계 방안을 제시해보

고자 한다.

☞ 주제어 :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자 세탁방지, 보안

ABSTRACT

The Blockchain is a technique that prevents data from being manipulated and guarantees the integrity and reliability of the data 

by all participants in the network jointly owning and validating the data. Since the Blockchain characterized by security, scalability and 

transparency, it is used in a variety of fields including logistics, distribution, IoT and healthcare, including remittance. In particular,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smart contract that can create different forms of contracts and automate implementation based on Blockchain. 

Smart Contract can be used to pre-programme contracts and are implemented immediately when conditions are met. As a result, 

digital data can be more reliable. In this paper, we are conducting a study on the smart contract design as a way to solve such 

problems as illegal misuse of funds on virtual currency, which has become an issue recently. Through this process, we applied the 

customer identification and money laundering prevention process using smart contract, and then check the possibility of preventing 

money laundering and propose the ASM (AML SmartContract Mechan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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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블록체인은 다수의 참여자가 데이터를 공동으로 소유

하여 기존의 신뢰할 수 있는 간자(TTP·Trusted Third 

Party) 없이도 신뢰성을 보장한다.[1]  블록체인 기술 활용 

시, 수수료  유지비용을 감 할 수 있으며 높은 보안성

과 같은 특징으로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컨트랙트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에 계약을 로그래 하여 실행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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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함으로써 제 3자의 개입 없이도 강제력 있는 계

약의 이행을 담보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계약과 련된 

다른 거래 비용을 일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융거래, 

부동산 계약  공증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에 스마트 컨

트랙트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불

법 인 자  세탁  테러 자  조달 같은 신종 범죄에 

가상화폐가 이용되는 문제에 한 해결 방안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 보고자 연구를 진행하 다. 가상화폐

는 단일국가가 아닌  세계에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로 송 이 가능한데 이는 재 외국환 거래법등  

법령에 반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환치기  자 세

탁을 하는 사례가 계속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시

 은행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해외 송 에 해 모니터

링 강화  차단하고 있다.[2, 3]하지만 무조건 으로 송

을 막을 수 없으며 가상화폐는 기존 해외송 과는 완

히 다른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에는 한계 이 

존재한다. 한, 블록체인은 다수의 노드들이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는 형태로 앙의 제어하는 사람이 없기 때

문에 통제가 어렵고 익명성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자

추 에 어려움이 있다.[4]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가상화폐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화폐가 불법  용도로 악용되는 문제에 한 

해결 방안으로써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 보고자 하

고, 그 용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련 연구

2.1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 을 두어 신뢰성

을 보장하던 기존 앙 집 형 시스템에서 벗어나 다수

의 참여자에 의해 신뢰성을 보장함으로서 간의 불필요

한 수수료 감  투명성을 특징으로 한다. 블록체인은 

정보를 다수가 공동 소유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있기 매문

에 일부 시스템의 성능 하  오류가 체 시스템에 큰 

향을 주지 않아 기존 시스템보다 안정성이 높다. 한, 

데이터 조작  해킹을 하려면 엄청난 컴퓨  워가 필

요하기 때문에 외부의 악의  공격이 어려워 기존의 

앙 집 형 시스템 보다 보안성이 높다. 그림 1은 기존 

앙집 형 시스템과 블록체인 방식을 비교한 그림이다.[5]

(그림 1) 앙집 형 시스템과 블록체인 방식 비교

(Figure 1) Comparison of Centralized Systems 

and Blockchain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사람이 네트워크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실제 사용자 정보와 시스템 상의 사용자 정

보의 연 성이 없기 때문에 익명성을 특징으로 한다.[6] 

이러한 특징은 자  추   악의  노드의 구별을 어렵

게 하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에 용하기에 어려움이 있

었다. 이에따라 허가받은 사용자만 근가능하게 하는 컨

소시엄 블록체인과 라이빗 블록체인의 필요성이 두

되었다. 표 1은 블록체인 유형에 따른 특징을 보여주는 

표이다.[7]

퍼블릭 
블록체인

컨소시엄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관리 
주체

모든 거래 
참여자

컨소시엄에 
소속되어 있는 

참여자

한 중앙기관이 
모든 권한 보유

데이터 
접근

누구나
허가받은 
사용자만 

허가받은 
사용자만

식별성 익명성 식별 가능 식별 가능

활용 
사례

비트코인 R3 CEV
나스닥의 
링크(Linq)

(표 1) 블록체인 유형 별 특징

(Table 1) Characteristics by Blockchain Type

2.2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는 Nick Szabo[8]가 최 로 제안한 개

념으로써 조건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합의 

로토콜에 의해 강제 으로 실행되는 로그램을 의미

한다[9]. 스마트 컨트랙트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스크립

트 언어[10]에서의 활용을 시작으로 2013년 비탈릭 부테

린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결제  송  등 

융거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계약을 처리할 수 있

도록 기능을 확장한 이더리움[11]을 발표하며 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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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이더리움 기반에서는 개발자가 직  계약 조건을 

코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이더리움 

랫폼을 활용하여 구 할 수 있다[11]. 이러한 스마트 컨

트랙트의 발 으로 이더리움은 가상화폐이면서도 작

권, 헬스 어, IoT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구동할 

수 있는 랫폼으로 확장되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제3자의 개입 없이도 신뢰할 수 있

는 계약의 이행을 제공하고, 계약과 련된 다른 거래 비

용을 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 사람이 계약서 로 

수행하는 데에는 기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 반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면 명확한 계약 사항을 로그

래  하여 계약을 작성하기 때문에 조건에 충족되면 즉

시 계약을 시행하여 복잡한 로세스를 훨씬 간소화 하

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2.3 자 세탁방지 황

2.3.1 자 세탁 규모 추이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 의 흐름이 과거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커졌을 뿐만 아니라 횟수 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인 자 을 감시하기 

한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지속 으로 단속해왔다. 자 세

탁은 큰 규모의 자 세탁이 발되지 않아 2014년 이후

로 꾸 히 감소하는 추세[12]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가상

화폐를 통한 자 세탁은 포함하지 않는 지표이다. 최근 

가상화폐를 통한 자 세탁 사례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으

며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13]

(그림 2) 외환사범 단속 황[12]

(Figure 2) Status of foreign currency violation

2.3.2 자 세탁방지 로세스

일반 으로는 자 세탁방지 시스템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있다, 자 세탁방지 시스템은 고객확인의무 수

행을 원활히 지원하고 통제하기 한 CDD 시스템, 자

세탁 행 로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는 거래모니터링 시

스템, 의심거래보고  고액 거래보고 시스템, 효과

인 운 을 모니터링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흐름은 그림 3과 같다. 특히 거래 모니터링 시

스템은 거래를 이상거래를 분류하는 것으로 로세스에

서 요한 역할을 한다, 모니터링 분석기법은 아래 표

2[14]와 같다.

(그림 3) 자 세탁방지 업무/시스템 흐름도[14]

(Figure 3) Financial Clearing System Flow Diagram

주요내용

룰 모델
(Rules-Based 
Technology)

• 일정금액 이상, 일정 기간 분할거래 
횟수와 같이 특정 거래 또는 행위
를 기반으로 의심거래 추출

• 금융거래 조건 및 환경등이 변함에 
따라 지속적인 업데이트

이상거래 
패턴분석
(Outlier 

Detection)

• 나이, 직업 등 고객의 성격 및 특성
에 따라 Peer 그룹을 분류한 후 그
룹별 Profile 생성하고, 이후 거래 
발생 시 분석대상 고객과 Peer 그
룹 Profile 비교하여 이상거래 탐지

• 거래패턴 인식을 통해 알려지거나 
또는 알려지지 않은 이상거래 탐지 
가능

스코어링 
모델

(Scoring 
Technology)

거래, 고객, 국가 등 자금세탁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여 스코어링을
수행하고 스코어링 결과에 따라 위험 
파악

Watch List 
필터링

(Watch List 
Filtering)

금융기관이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의 
이름과 테러리스트 &
범죄자 및 이상거래고객 명단을 비교 
분석

(표 2) 거래모니터링 분석기법[14]

(Table 2) Transaction Monitoring Analysi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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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고객확인 
강화

금융회사등은 취급업소를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고려하여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한 신원사항 확인 및 입출금계정서비
스 이용여부 및 이용계획등을 확인

고객에 
대한 
지속적 
확인

금융회사등은 취급업소를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고려하여 6개월 이하의 주기마다 
지속적으로 확인,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3개월 이하의 주기마다 지속적으로 
확인 

주요 
의심거래 
유형

금융회사등은 취급업소의 금융거래, 금융회사
등의 고객과 취급업소 간 금융거래가 1일 금융거
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7일 동안 합산한 
금융거래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경우
등과 같을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그 사실을 보
고

거래 
모니터링 
강화

금융회사등은 가상통화와 관련한 거래에 금융거
래에 대해 기존 의심거래보고기준 (Rule)에 근거
한 모니터링 강화 및 새로운 의심거래보고 기준 
설립

내부통제 
강화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전사적내부
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이사회⦁경영진 
및 보고책임자에게 다음과 각 호의 역할과 책임
을 부여하고 준수

위험의 
평가 및 
관리

금융회사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대해 
자금 세탁과 같은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
특히, 가상통화와 관련된 금융거래는 상품과 서
비스에 대한 위험을 평가 시, 위험이 높은 상품 
및 서비스로 취급

(표 3) 가상화폐 자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16]

(Table 3)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Washing 

of Virtual Money Funds

2.3.3 가상화폐를 통한 자 세탁문제

자 세탁 문제는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화폐 시

장이 활성화 되면서 더욱 더 두되었다. 정부는 탈세 등 

조세 련 정보   불법 재산 등 범죄와 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해 가상화폐 담부서를 설립[15]하여 가상

화폐를 통한 자 세탁에 한 감시를 강화하 으며  자

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2018.01.30.일부터 시

행을 발표했다. 발표된 자 세탁과 련된 부분의 법률

은 은행에서 가상화폐 사이에 입 되는 자 을 감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은행과 최근 격

히 증가하고 있는 다수의 거래소를 감시하는 것에는 어

려움이 있다. 표 3은 가상화폐 자 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의 주요내용[16]을 정리한 표이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의 송  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한 

정부 정책과 련 법률은 부분 은행에서 가상화폐 사이

에 입 되는 자 을 감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

러한 형태의 자 은 감사히는 형태는 한계 이 존재한다.

첫째, 거래소들은 독자 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재 시스템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오류 

 에러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  에러는 자 세

탁방지에 한 신뢰성을 낮추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시

스템을 해서는 정형화되어 자동 으로 실행되는 시스

템이 필요하다.

둘째, 일일이 거래소들에 입 되는 자 의 출처를 추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최근 생겨난 많은 거래소에 자

을 일일이 감시한다는 것은 비용  시간소모가 많이 

소요된다. 

셋째, 입  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자 세탁방지란 

자 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기 함인데 은행과 거래소

를 리하면 이후 거래소에서 바꾼 가상화폐의 사용처를 

악 할 수 없다.

셋째, 개별  인증  로세스 용의 어려움이 있다. 

사용자는 각각의 거래소마다 다시 인증을 거쳐야하는  

불편함을 겪으며 거래소는 로세스 용에 독자 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재는 거래소가 각

각마다 사용자 인증 로세스를 거쳐 자 세탁방지 로

세스를 용해야한다. 이는 각각의 거래소 마다 구 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많은 비용  시간이 소모된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가상화폐에서 자 세탁을 방지

를 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자 세탁 방지를 한 스마트 컨트랙트 메

커니즘 설계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의 송

 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한 정부 정책은 앞서 언

했듯이 한계 을 갖는다. 가상화폐는 기존 해외송 과

는 완 히 다른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제시된 방식

으로의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 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자

세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한 연구를 진행

하여 사용자와 거래소의 편리성을 확보하며 조  더 신

뢰성 있는 자 세탁 메커니즘을 구 해보고자 하 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자 세탁 방지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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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자 세탁 방지를 한 스마트 컨트랙트 메커니즘

(Figure 4)  AML Smart Contract Mechanism(ASM)

기존 은행에서 실행하고 있는 자 세탁방지와 비교하여 

많은 비용을 감 할 수 있으며,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

개되므로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신뢰성이 증 하게 된다. 

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한 번 구축하면 모든 사용자가 

사용 할 수 있으며 정형화된 로세스를 제공하기 때문

에 보다 오류  에러의 가능성을 일 수 있으며 하나의 

스마트 컨트랙트만 리하면 되므로 각각의 거래소에서  

유지⦁보수하는 것 보다 효율 이다. 이 기 때문에 기존 

방법보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자 세탁 방지를 

할 경우 많은 이 을 갖는다.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자  세탁 방

지를 한 스마트 컨트랙트 메커니즘이다. 크게 사용자를  

인증하는 KYC기능 부분과 자 세탁 방지 기능을 구 한 

AML기능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 인 로세스

는 그림 5와 같다.

① KYC 등록

고객확인(KYC: Know Your Customer)을 하기 해서

는 KYC 등록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이는 최 에 사용자

가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 자신을 등록하여 고객을 식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이 때, 사용자가 입력하는 기본정보와 개인정보  식

별정보를 분리하여 개인정보  식별정보를 입력한 사용

자는 동의를 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KYC 검증

사용자는 본인이 등록한 정보가 정말 자신이 맞는지에 

한 V&V(Verification & Validation)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융 련 거래에서는 등록한 사용자가 정말 본인인

지 확인하는 과정이 요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ID/PW, 

OTP, SMS, 지문  홍채와 같은 생체인증  최소 두 개 

이상의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하는 MFA( Multi-Factor 

Authentication)을 통해 자신의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한, 더 높은 보안성을 해 사용자가 등록한 기기에

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기 등록과 인증 과정

을 거친다.

③ AML 검증

KYC과정을 마친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자 세탁

이 의심되지 않는지 AML 검증 과정을 거쳐야한다. AML

과정은 크게 External과 Internal로 나눠진다. Internal 과정

에서는 정해진 룰에 어 나지 않은지 Compliance 검 과

정을 거치고 Watch list에 있는 부당한사용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체크한다. 한 무 많은 액을 보내지 않는지 

이상거래 여부를 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Watchlist  이상거래 단 여부와 같은 것은 기존에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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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자 세탁 방지를 한 체 로세스

(Figure 5) Overall process for anti-money laundering

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기 과 력하여 기존

에 평가 여부에 이가 해당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단한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으로 정상 인 거래로 

단되면 사용자의 잔액이 타당한지 Balance Check 후 타당

하면 서비스 이용을 완료 할 수 있다. 

3.1 사용자 인증(KYC) 기능

자 세탁과 같은 문제해결을 해서는 사용자에 한 

명확한 별이 이루어 져야 한다. 사용자가 구이며 어

떠한 사람인지에 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자 세탁 여부

를 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고객확인(KYC) 과정

을 거치도록 하 다. 

KYC란 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 세탁과 

같은 불법행 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거래

목  등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인증 수단으로

는 핀번호, SMS인증, 여권번호, 여권 셀카 사진, 은행 계

좌, 우편 인증 등을 용하며 최근 해킹과 같은 이슈 때문

에 많은 거래소에서 KYC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일일이 고객의 정보를 확인해야하며 고객확인 

정보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마다 고객확인 차

에 한 비용을 각각 지불해야한다는 단 이 있다. 그래

서 본 논문에서는 MFA 인증을 통한 KYC 차를 거쳐 사

용자를 검증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로 리하여 다른 서비

스에도 재사용 가능하도록 설계 하 다. 

앞서 언 했듯이 사용자가 구인지 악이 가능하여

야 자 세탁 여부를 단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은 서

비스 이용 에 고객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며, 고객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갖

게 설계해야한다. 사용자가 송 을 원하면 우선 으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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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KYC 기능 설계

(Figure 6) Design of KYC 

마트 컨트랙트에서 고객 확인 여부를 확인 한다. 확인 되

지 않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사용자에게 

이용이 제한되었다는 알림을 주도록 설계하 다. 따라서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에 성명, 핸드폰번호, 핸

드폰 번호와 같은 식별 가능한 사용자 정보를 입력 [18, 

19]하여 등록을 해야하며 사용자가 거짓으로 정보를 등

록할 경우에 비하여 외부 인증기 을 통해 휴 폰 인

증과 같은 인증이 확인된 사용자만 사용자로 등록된다. 

이 게 입력된 사용자 정보는 지갑 주소와 맵핑되어 

리되도록 설계하 다.

이러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KYC과정은 재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각 서비스마다 지불해야했던 인증과정 

시 드는 비용을 폭 감소시킬 수 있으며 사용자도 각 

서비스마다 다시 인증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에서 

가용성을 높여 다. 체 인 KYC 기능 설계는 아래 그

림 6과 같다.

3.2 자 세탁방지(AML) 기능

가상화폐는 기존 자 의 경로를 추 하고 악용되는 것

을 방지하던 메커니즘의 도입이 불가능하다. 가상화폐의 

등장과 더불어 많은 국가에서 자 세탁으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일

본의 경우, 일본 융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6곳에 하여 

자 세탁방지 개선을 요구했다.[17] 하지만 늘어나는 사

용자에 해 지속 으로 자 세탁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

은 매우 어려우며 KYC와 마찬가지로 각 거래소는 자

세탁에 한 비용을 각각 지불해야한다. 그래서 본 논문

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자 세탁 여부를 자동

으로 단하며 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비리가 일

어 날 수 없도록 하 다.

앞서 고객확인이 완료된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으며 이 때, 정해진 자 세탁 룰에 어 나는지 확인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세탁방지 기능을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최 액 이상을 송 하는지, 일정기간 

동안 분할거래를 몇 번 시도했는지 횟수 등을 체크하여 

정해진 룰에 어 나거나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한  Watch List 필터링을 통해 재 거래가 불가능한 

사용자인지 주의해야할 사용자인지와 같은 여부를 확인

한다. Watch List는 추후 사용자의 평 에 따라 업데이트 

될 수 있다.[17] 한 나이, 직업 등 고객의 성격에 어 나

는 거래인지 일반 인 거래 패턴과 다른지와 같은 이상

거래 패턴 여부를 단하고 정상 인 거래라고 단될 

경우 최종 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AML　기능 설계는 아래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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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ML 기능 설계

(Figure 7)  Design of AML

본 논문에서는 모든 자 세탁방지 기능을 구 하는 것

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건으로만 가능성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사용자가 송  서비스 이용

시,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일정 액 이상이 송 되는지, 

사용자가 Watch List에 있는지, 나이에 맞지 않게 무 많

은 돈을 송 하지 않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며 조건

에 맞을 경우 승인 되지만 그 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로 간주되어 사용자에게 알람  승인이 거 된다. 

4. 사례 용

앞서 제시한 설계를 바탕으로 거래소에서 송  하는 

경우에 해 사례를 용해보았다, 사례 용 환경은 아래

표 4와 같다.

구분 내용

웹

OS Ubuntu 16.04

Server Apache tomcat 8.0.42

Language NodeJS

블록체인
Client testRPC

Solidity ^0.4.0

(표 4) 사례 용 환경

(Table 4) Environment Applied Case

사례 용 로세스는 크게 사용자 인증과 자 세탁 방

지로 나  수 있으며, 체 인 로세스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자 세탁 방지를 한 스마트 컨트랙트 로세스

(Figure 8) Smart Contact Process to Prevent 

Financial W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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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사용자 등록

(Figure 9) User registration

(그림 10) 사용자 정보 확인

(Figure 10) User information check

사용자 등록 페이지에서는 사용자는 이름, 핸드폰 번

호, 이메일등 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고객 

확인 정보는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리된다. 그림 9과 그

림 10는 사용자 등록페이지  등록된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페이지이다.

(그림 11) 송  정보 입력

(Figure 11) Transaction information Enter

(그림 12) 송  성공  실패 화면

(Figure 12) Transaction success and failure screen

그림 11은 사용자가 송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고 그

림 12의 성공부분은 문제없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자 세

탁 방지 로세스를 통과했을 때이며 실패부분은 주어진 

조건에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을 때에 한 화면본이다.

5. 결론  향후연구

블록체인은 4차 산업 명의 핵심기술로 평가받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한 

설계 방안의 연구로써, 이를 활용한 가상화폐 악용 문제

를 해결해 보고자 하 다. 이는 가상화폐 이용 증가에 따

라 증가하는 가상화폐의 악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에 의

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 세탁방지를 

한 고도화된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발이 필요하며 실증

을 해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  정량화 된 테스트를 진

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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