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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암호화 화폐이자 일종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subprime) 모기지 사태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인 금융위
기 조짐이 현실화되면서 기존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최
고조에 달한 시점에 ‘사토시 나카모토’ 라는 익명의 컴퓨터 프로그
래머(또는 집단)가 창안하였다. 이후 통화가치 안정과 거래 비용 절
감을 위한 방편이자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대안화폐로 주목받기 시
작했다.
비트코인은 실제 유통되는 과정이 P2P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상에서 현금거래와 유사하게 익명으로 국경과 시간에 관계없이 개
인 간 거래가 처리되고, 정부나 금융당국의 규제나 감독으로부터 자
유로운 특성을 가진 디지털 화폐로서 그 활용도가 부각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이 인터넷 도박, 마약, 포르
노 등 불법거래 수단이나 범죄조직, 국제테러조직 등의 불법자금세
탁, 탈세 등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폐단으로 발생하였고, 2012
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 시스템이 국내에 본격 도입되면서 이러한
폐단에 대한 정부 당국의 규제와 더불어 범죄 수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트코인을 선행 연구한 각종 국내외 문헌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수사사례, 언론에서 보도되
는 범죄 내용들을 참고하여 비트코인 악용 범죄 사례들을 유사한
범죄 행태별로 유형화하여 범죄 과정을 분석한 후, 비트코인 악용
범죄 수사 관점에서 기술적․제도적 문제점과 이에 대응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비트코인 악용 범죄 수사에서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점으로
비트코인의 전형적인 특성인 ① 비트코인 익명성 ② 중개기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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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시간 자금이체 편리성 ④ 사이버 범죄에 적합한 환경(분산 네
트워크를 통한 처리가능성 등) 등인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중
의 핵심은 비트코인의 거래내역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트코인 특유의 익명성으로 인해 비트코인 거래 추적의 어려움임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범죄 수사에 있어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
결방안의 핵심은 비트코인의 익명성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동원한
탈익명화의 시도’ 라고 볼 수 있다. 즉, 암호학적 기술뿐만 아니라
‘OSINT(공개출처정보)1)’ 라고도 불리는 ‘오픈 소스 인텔리전트(open
source intelligent)’ 기법이나 사이버범죄 수사기법 등 총동원 가능
한 기법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 구체적인 기술
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①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통한 거
래정보 등 획득 가능성 ②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 및 가입정
보 등 획득 가능성 ③ 비트코인 거래내역의 패턴 분석으로 연관 정
보 추적 가능성 ④ IP 주소 및 도메인 추적 기법, 웹사이트 추적기
법, 네트워크 침해 및 DoS 추적 기법, 악성코드추적 기법, 로그 분
석 기법 등 사이버범죄 추적 기법의 병행을 제안하였다.
둘째, 비트코인 악용 범죄 수사에서 있어서 제도적인 문제점은 ①
비트코인 법적 성격 미규정 ② 비트코인 거래 관리감독 부서 부재
③ 비트코인 거래 규제 정책 부재 ④ 자금세탁방지 제도 연계 방안
부재 ⑤ 비트코인 세법상 분류 방향 부재 ⑥ 해외송금 규제 방안
부재 등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한 핵심은 특정 국가에 기반을
두지 않은 탈집중화된 P2P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거래시스템이기
1) 공개출처정보(공개출처정보, open source intelligence, OSINT)는 공개된
출처에서 얻은 정보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 FBI의 정의에 따르면 오픈
소스 인텔리전트는 일종의 기밀정보 수집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위키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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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국가별로 비트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 부재’ 및 ‘중개(규
제)기관 부재’ 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비트코인 관련 산업
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는 국제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지닐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산업에 대한 규제는 큰 틀에서는 하나의
국제적인 규제안을 따라가면서 각국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로 구성
될 것이다.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한 특별한 규제안이 마련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비트코인 산업이 상대적으로 발전한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국가들에서 도입한 비트코인 관련 규제를 심도 있게 검
토한 뒤 이를 향후 규제안에 선별적으로 반영하는 작업을 통해 제
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근거에 의
해, 구체적인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① 비트코인 거
래소 면허제 도입 ② 비트코인 거래상황 금융당국 확인·의심거래,
고액거래 부여(거래 모니터링 강화) ③ 사이버범죄수사 관련 기관에
신고 센터 연계 방안 ④ 비트코인 거래소 등 본인인증강화 ⑤ 자산
으로 인식하여 소득세, 부가가치세 부여 ⑥ 과세신고 모델 구축 등
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비트코인 악용 범죄에 대한 수사 관점에서 최선
의 기술적·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보완장치를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
써 신종 범죄에 대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종
국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와 더불어 건전한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자
금융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다.
주요어 : 암호화 화폐, 비트코인 범죄 수사, 비트코인 규제, 자금
세탁방지, 비트코인 거래추적
학 번 : 2014-2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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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서론
1. 문제정의
비트코인은 미국 발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사토시 나카모
토’ 라는 익명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또는 집단)가 창안한 이후 디지
털 시대의 대안 화폐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의 기원은 ‘사
토시 나카모토’ 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인터넷에 올린 한 논문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논문은 중앙관리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익명의 참여자들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모형을 제시하
였고, 이는 다수의 개발자가 참여하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의 형태로
2009년 1월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1) 예측할 수 없는 통화정책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이 연구는 분산화된 사용자들 간의 네트워크
(Peer-to-Peer)를 통한 하나의 화폐 시스템으로 발전하였고, 지지자
들과 개발자들에 의해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소수의 이용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비트코인이 점차 언론과 일
반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용자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1) 비트코인의 탄생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계 금융의 중심지
월스트리트에 금융위기의 조짐이 현실화되고 있던 2008년 8월 18일, 비트
코인 도메인(bitcoin.org)이 어노니머스스피치(www.anonymousspeech.co
m)를 통해 등록되었다. 어노니머스스피치는 이용자들에게 익명 이메일,
익명 도메인 등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그로부터 두 달 반 뒤인
2008년 10월 31일 저녁 6시 10분에 ‘암호화 기술’ 메일링 리스트인 메인
(Gmane)에 ‘사토시 나카모토’ 라는 필명으로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이라는 논문 한편이 게시되었고, 2008년 11월 9
일에는 가장 널리 알려진 오픈 소스 프로그램 디렉터리인 소스포지
(sourceforge.net)에 비트코인 프로젝트가 등록되면서 비트코인의 실체가
세상에 최초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로부터 50여 일 뒤인 2009년 1월 3일
그리니치 표준시 18시 15분 5초에 최초의 비트코인 블록이 생성됨으로써
최초의 P2P기반 디지털 화폐가 역사적인 가동을 시작하게 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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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양한 서비스
또한 등장 하면서 현재의 비트코인은 글로벌 영역에서 계좌 숫자만
9백만(추정치)개 가까이 되고 있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신개념 금
융거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비트코인은 익명성의 활용으로 인한 사생활보호, 저렴한 거래비용
과 국경․시간의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편리성 등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이점에 의해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으
며,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중요한 신용거래의 한
축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다양한 이점
을 오히려 악용하여 인터넷 도박, 마약, 포르노 등 불법거래 수단이
나 범죄조직, 국제테러조직 등의 자금세탁, 탈세 등 각종 신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폐단도 더불어 발생하고 있다.
2012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 시스템이 국내에 본격 도입되면서
이러한 비트코인의 부정적인 측면이 국내에서도 발생하기 시작하였
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비트코인과 관련한 범죄사건으로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10억 원 상당의 대마를 밀수해 비트코인으로 대
금 결제를 하고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대마밀수범이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사들인 개인정보와 카드복제기로 신용
카드를 만들어 수억 원을 사용한 혐의로 중학생(15세)이 구속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 당국의 규제의 필요성과 더불
어 비트코인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수사 관점에서의 대응방안 연구
가 현실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2. 문제 해결 접근방법
본 연구는 암호화 화폐이자 디지털 가상화폐의 한 종류인 비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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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거래 실태 및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범죄 수사 관점에서 기술적·제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신종 범죄 대응체계 구축 및 디지털 화폐의 올바른 거
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
구문제(문제의식)를 제시하였다.
첫째, 비트코인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수사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비트코인에 대한 범
죄 수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이 가능한가? 이다.
이에 대한 연구 접근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비트코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선행 연구한 각종 국내외 문헌과 범죄사례 및 국내 검
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수사사례, 언론에서 보도되는 범
죄 내용들을 참고하여 비트코인 악용 범죄 사례들을 유사한 범죄
행태별로 ① 인터넷 도박, 마약밀매 등 불법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는
유형 ②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유형 ③조세회피 등 탈세유형
④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등 비트코인 획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
는 유형 등으로 유형화한 후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유형별 범죄과정 분석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악용한 범죄
에 대한 수사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문제점은
무엇인지 각각 살펴보았고, 이에 대응되는 기술적․제도적 해결방안
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3. 문제 해결방안 도출
첫째, 비트코인 악용 범죄 수사에서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점으로
비트코인의 전형적인 특성인 ① 비트코인 익명성 ② 중개기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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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시간 자금이체 편리성 ④ 사이버 범죄에 적합한 환경(분산 네
트워크를 통한 처리가능성 등) 등인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중
의 핵심은 비트코인의 거래내역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트코인 특유의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트코인 거래 추적의
어려움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범죄 수사에 있어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
결방안의 핵심은 비트코인의 익명성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동원한
탈익명화의 시도’ 라고 볼 수 있다. 즉, 암호학적 기술뿐만 아니라
‘OSINT(공개출처정보)’ 라고도 불리는 ‘오픈 소스 인텔리전트(open
source intelligent)’ 기법이나 사이버범죄 수사기법 등 총동원 가능
한 기법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 구체적인 기술
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①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통한 거
래정보 등 획득 가능성 ②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 및 가입정
보 등 획득 가능성 ③ 비트코인 거래내역의 패턴 분석으로 연관 정
보 추적 가능성 ④ IP 주소 및 도메인 추적 기법, 웹사이트 추적기
법, 네트워크 침해 및 DoS 추적 기법, 악성코드추적 기법, 로그 분
석 기법 등 사이버범죄 추적 기법의 병행을 제안하였다.
둘째, 비트코인 악용 범죄 수사에서 있어서 제도적인 문제점은 ①
비트코인 법적 성격 미규정 ② 비트코인 거래 관리감독 부서 부재
③ 비트코인 거래 규제 정책 부재 ④ 자금세탁방지 제도 연계 방안
부재 ⑤ 비트코인 세법상 분류 방향 부재 ⑥ 해외송금 규제 방안
부재 등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한 핵심은 특정 국가에 기반을
두지 않은 탈집중화된 P2P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거래시스템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비트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 부재’ 및 ‘중개(규
제)기관 부재’ 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비트코인 관련 산업
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는 국제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지닐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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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산업에 대한 규제는 큰 틀에서는 하나의
국제적인 규제안을 따라가면서 각국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로 구성
될 것이다.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한 특별한 규제안이 마련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비트코인 산업이 상대적으로 발전한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국가들에서 도입한 비트코인 관련 규제를 심도있게 검토
한 뒤 이를 향후 규제안에 선별적으로 반영하는 작업을 통해 제도
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
구체적인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① 비트코인 거래
소 면허제 도입 ② 비트코인 거래상황 금융당국 확인·의심거래, 고
액거래 부여(거래 모니터링 강화) ③ 사이버범죄수사 관련 기관에
신고 센터 연계 방안 ④ 비트코인 거래소 등 본인인증강화 ⑤ 자산
으로 인식하여 소득세, 부가가치세 부여 ⑥ 과세신고 모델 구축 등
을 제안하였다.

4. 추가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비트코인이 신용거래의 한 축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상
황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
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비트코인 악용 범죄에
대한 수사 관점에서 기술적·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최선의 보완장치
를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종 범죄에 대한 효율적이고 능동적
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편
의성·익명성 등 여러 가지 장점과 함께 거래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디
지털 화폐 사용을 촉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국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와 더불어 건전한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자금융거래의 활
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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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를 시대·환경 변화에 맞게 추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럼 본 연구의 대상인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를 위하여
먼저 비트코인의 개념, 비트코인 시스템 구성, 비트코인 취득과 거
래,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는 등 비트코인의 거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부터 차례대로 논의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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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 시스템
1. 비트코인
1.1. 비트코인의 등장
비트코인은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필명으로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보고서가 발간되면서
세상에 등장했다. 비트코인이란 넓게는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이
자 ‘중개기관의 개입이 없는 형태(분산화된)의 전자적 P2P 지급 네
트워크’를 의미하고, 좁게는 ‘비트코인 단위(BTC)로 거래되는 일종
의 디지털 가상화폐’를 가리킨다.[4] 즉, 비트코인 거래정보를 블록체
인2) 형태로 저장하여 중앙서버의 개입 없이 거래의 최종 승인 등을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이른바 P2P를 활용하여
개인 간 익명거래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중앙기관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그림 1>과 같이 클라이언트(서비스 요청자)
나 서버(정보나 자원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자)라는 기존의 분리된 틀을 벗어나서 동등한 참가가(peer
nodes)로서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데이터나
주변 장치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2) 블록체인(blockchain)은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성장
하는 데이터 기록 리스트로서 분산 노드의 운영자에 의한 임의 조작이 불
가능하도록 고안되었다. 잘 알려진 블록체인의 응용사례는 암호화폐의 거
래과정을 기록하는 탈중앙화된 전자장부로서 비트코인이 있다. 이 거래 기
록은 의무적으로 암호화되고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컴퓨터상에
서 운영된다. https://bitcoin.org/en/how-it-works, Bitcoin.org. 2016. 1. 15.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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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네트워크 개념도[16]
1.2. 비트코인의 생태계

<그림 2> 비트코인과 실물경제 / 현실세계 관계[25]
일종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실물경제 및 현실세계간의 관계를
<그림2>의 개념적 모델에서처럼 핵심적인 비트코인 시스템과 주변
의 생태계로 구별해 볼 수 있다. 핵심 시스템은 비트코인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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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전 세계적으로 분산화된 합의 시스템 상태
안의 데이터로 이루어진다. 이 상태는 공공 블록체인에 저장되고 비
트코인 P2P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모든 클라이언트에 의해 업데이트
된다. 핵심 시스템은 중앙 존재에 의한 제어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분산돼 설계됐다.
비트코인 생태계는 비트코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시장 운영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는 비트코인 거래소, 마이닝 풀, 리모
트 월렛 같은 비트코인에 특유한 금융 중개자 또는 익명거래 서비
스가 포함된다.

2. 비트코인 시스템의 구성
비트코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부문으로는 비트코인 클라이언
트 소프트웨어, 블록체인, 마이닝, 비트코인 키(주소 포함), 비트코인
전자지갑 및 거래소, 비트코인을 받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맹점
등이 있다.
2.1. 비트코인 클라이언트(bitcoin client)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가입해서 비트코인을 쓰려는 사용자라면 어
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거나 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된다. 비
트코인은 표준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 대한
여러 가지 구현 버전과 참조 구현(reference implementation)이 있
다. 참조 구현의 경우 사토시 클라이언트(Satoshi client)로 알려져
있으며,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기본 구현(original implementation)
을 근간으로 개발팀이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운영하고 있다. 비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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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클라이언트의 유형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다.[22]
2.1.1. 풀 클라이언트(Full client)
풀 클라이언트 혹은 ‘풀 노드(full node)’ 는 비트코인 거래 정보를
전부(모든 사용자가 현재까지 진행한 거래내역 전부) 저장하고 비트
코인 사용자들이 지갑을 관리하며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으로 직접
거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어떤 서버나 제3자의 서
비스와 관계없이 프로토콜의 모든 측면을 처리하는 독립형 이메일
서버와 유사하다.
2.1.2. 라이트웨이트 클라이언트(Lightweight client)
라이트웨이트 클라이언트는 사용자의 지갑을 저장하긴 하지만 비
트코인 거래나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소유한 서버
에 의존한다. 라이트웨이트 클라이언트의 경우 거래내역 전부에 대
한 복제본을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 검증을 위해서는 제3자 서
버에 의존해야 한다. 이는 네트워크가 소통하기 위해 제3자에게 의
존하고 메일함 사용을 위해 메일 서버에 접속하는 독립형 이메일
클라이언트와 유사하다.
2.1.3. 웹 클라이언트(Web client)
웹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하며 제3자가 소유한
서버상에서 사용자의 지갑을 저장한다. 이는 전적으로 제3자 서버에
의존하는 웹 메일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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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비트코인
스마트폰,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체제를 사용하는 모바일 클
라이언트는 풀 클라이언트나 라이트웨이트 클라이언트 혹은
웹 클라이언트 중 한 가지를 이용해 운영할 수 있다. 어떤 모
바일 클라이언트들은 웹 클라이언트 혹은 데스크톱 클라이언
트와 동기화되면서 여러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멀티플랫
폼 지갑을 제공하지만 지갑에 들어 있는 돈의 출처는 하나다.
2.1.4. 클라이언트 선택
어떤 비트코인 클라이언트를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용자들이
자금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를 원하느냐에 달려 있다. 풀 클라이언
트의 경우 사용자들을 위해 최고 수준의 통제와 독립성을 제공하지
만 그에 따라 사용자들은 백업과 보안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된다. 웹
클라이언트를 선택하는 경우, 설치와 사용이 가장 쉽지만 보안과 통
제와 대한 문제를 사용자와 웹 서비스 소유주가 공유해야 하는 위
험이 있다. 많은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웹 지갑 서비스가
공격을 받는 경우 사용자들은 자금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다. 반대
로 적절한 백업 없이 풀 클라이언트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컴퓨터
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금을 잃을 수 있다.
2.2. 블록체인(block chain)
블록체인은 분산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한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
는 구조체 리스트로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데이터를 저장·검증하므로
임의조작이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 3>과 같이 블록체인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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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구조는 거래가 담겨 있는 블록이 그 이전 블록과 연결되어 있
는 형태의 정돈된 목록이다. 블록체인은 플랫(flat)파일의3) 형태로
저장되거나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될 수 있다.

<그림 3> 블록체인 개념도[6]
블록체인 내에 있는 블록 각각은 해시(hash)를4) 이용해서 식별된
다.5) 해시는 블록의 헤더에서 SHA256 암호화 해시 알고리즘을 이
용해서 생성된다. <그림 4>와 같이 각 블록은 블록 헤더에 있는 ‘이
전 블록 해시’ 필드를 통해 부모블럭이라고 알려진 이전 블록을 참
3) 플랫파일은 테이프나 카드에 수록된 단순한 레코드의 집합으로, 계층적 또
는 네트워크 구조를 갖지 않고 단순히 같은 형식의 레코드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파일이다.
4) 해시(hash value)란 해시함수를 이용해 임의의 데이터로부터 고정된 길이
의 난수(일종의 짧은 전자지문) 를 만들어 내는 방법을 의미한다. 해시 함
수의 결과는 미리 정해질 수도 없고 특정 해시값을 생산하는 패턴이 먼저
생성될 수도 없다. 해시 함수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특정 목표에 일치하
는 해시 결과를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계속 도전해서 만족하는 해시
결과가 우연히 나타날 때까지 입력값을 임의로 수정해 나가는 것이다.[22]
5) 블록의 주요 식별자는 디지털 지문 역할을 하는 암호화 해시로, SHA256
알고리즘을 통해 블록 헤더를 2회 해싱해서 얻어진다. 결과값으로 나온 32
바이트 크기의 해시를 블록 해시라고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블록
헤더 해시다. 왜냐하면 블록 헤더만이 해시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
이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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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다. 즉, 각 블록은 자신의 헤더 내에 있는 부모블럭의 해시를
포함하고 있다. 각 블록과 그 부모블럭을 연결해 주는 해시의 배열은
최초블록이라고6) 알려진 첫 생성 블록까지 이어지는 체인을 만든다.

<그림 4> 블록체인의 연결구조[6]

6) 블록체인 내의 첫 번째 블록을 최초블록이라고 하며 2009년에 생성되었다.
최초블록은 비트코인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내에서 고정적으로 인코딩되
어 있기 때문에 모든 노드는 적어도 하나의 블록으로 구성된 블록체인으
로 시작하며, 이러한 이유로 최초블록은 변경이 가능하지 않다. 모든 노드
는 최초블록의 해시와 구조, 최초 블록의 생성 시간, 심지어는 최초블록
내에 있는 단일 거래까지도 항상 ‘알고’ 있다. 따라서 모든 노드는 블록체
인을 생성하는 데 있어 시작점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즉, 최초 블록은 신
뢰받는 블록체인을 만드는 기반이 되는 안전한 ‘루트’인 것이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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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제3자가 블록체인 시스템 자체가 그 안에 담긴 기록의 무결성을
없는 신뢰성 증명·보증하므로, 은행·신용카드사 등에서 신뢰성을 담
보장
보할 중앙 집중적 조직이나 제3자가 필요 없음
블록체인의 신뢰성을 담보할 중앙집중적 조직이나 구조
경제성 가 필요 없어,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이 적어 금
융거래 비용절감효과 가짐
모든 사용자(노드)가 거래장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트
일부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블록체인에 영향이 없
안전성 워크
으며, 인터넷처럼 분산된 구조로 중앙집중적인 기존 금
융 시스템보다 안전함
기존 금융거래는 금융회사와 거래 당사자 사이 비밀이
나,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내역을 기록, 공유하며 기존
금융시스템보다 투명함
거래내역의 (※ 여기서 거래내역이란 고유한 식별번호인 비트코인
투명성 주소들 사이의 연결·흐름만을 의미하고, 거래와 연계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나와있지 않는 특유의 익명성을
가진다. 따라서 범죄수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추적은 어
렵고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 휴대폰만 있어도 블록체인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보호
수 있어, 금융회사는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유출의 부담
(익명성) 이 줄어듦
<표 1> 블록체인의 특징[7]

2.2.1. 블록과 블록헤더의 구조
블록과 블록헤더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블록은 공개 장부인 블록
체인에 거래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한데 합쳐 놓은 컨테이너 데이터
구조다. 블록은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헤더와 그 뒤에 블록 크기
를 결정하는 거래 목록이 길게 나열되어 있다. 블록 헤더의 크기는
80바이트인 반면 거래의 평균 크기는 최소 250바이트다. 평균적으로
블록에는 500개 이상의 거래가 담겨 있다. 따라서 모든 거래가 포함
된 후 완성된 블록은 블록 헤더의 크기보다 1,000배 정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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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4바이트
80바이트
1∼9바이트
(Varlnt)
가변적

필드
블록 크기
블록 헤더
거래 카운
터
거래

설명
필드 뒤에 따라 나오는 블록의 크기
(단위:바이트)
여러 필드가 블록 헤더를 생성
거래의 개수
블록에 기록된 거래
<표 2> 블록구조[22]

블록 헤더는 블록 메타데이터의 3가지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의 블록이 블록체인에 있는 이전 블록과 연결되었음을 나타내
는 이전 블록 해시값이 있다. 메타데이터의 두 번째 집합은 난이도,
타임스탬프, 논스(nonce)이며 마이닝 경쟁과 연관된다. 세 번째 부분
은 머클 트리 루트다. 머클 트리 루트는 블록 내에서 거래 전부를
효율적으로 요약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다.[22]
크기
4바이트
32바이트
32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필드
버전
이전 블록
해시
머클 루트

설명
소프트웨어/프로토콜 업그레이드 추적을 위한
버전 번호
체인 내 이전(부모)블록의 해시에 대한 참조값
해당 블록에 포함된 거래로부터 생성된 머클
트리의 루트에 대한 해시
대략적인 생성 시간
타임스탬프 블록의
(유닉스 기준일로부터 초단위로 계산)
작업증명 알고리즘에 대한 난이도
난이도 목표 블록의
목표
논스
작업증명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카운터
<표 3> 블록헤더의 구조[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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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블록체인의 저장
비트코인 풀 노드7)는 최초블록에서 시작된 블록체인의 로컬 복사
본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블록을 발견하고 체인을 늘리기 위해 새
블록이 사용되면서 블록체인의 로컬 복사본은 끊임없이 업데이트된
다. 노드가 네트워크로부터 새로 생성된 블록들을 전송받고 나면,
수신된 블록의 유효성 검사 후에 유효하다고 검증되면 기존의 블록
체인에 블록들을 연결시킨다.
비트코인은 중앙 통제 기관이 없지만 모든 풀 노드가 권위 있는
기록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개 장부 완본을 보유하고 있다. 블록
체인은 중앙 통제 기관에 의해서 생성되지 않고 네트워크 내에 있
는 모든 노드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집된다. 불안정한 네트워크 연결
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에 따라 움직이는 노드 전부는 네트워크 내
에서 어떻게든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모두 똑같은 공개장
부 복사본을 수집한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주요 발명품은 합의도출(emergent consensus)
을 위한 분산화 메커니즘이다. 투표와 같이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도출적(emergent)’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이
는 합의가 일어나는 정확한 시점이나 선출 과정이 없다는 것을 의
미한다. 대신 합의는 독립적인 노드 수천 개가 모두 간단한 규칙을
따르면서 만들어 낸 비동기 상호작용의 도출적 결과물이다. 통화,
7)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풀 블록체인 노드(full blockchain node)’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은 모든 거래가 담겨 있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최신 완성
본을 보관하고 있다. 풀 블록체인 노드는 제일 첫 블록(최초블록)부터 시
작해서 가장 최근에 알려진 네트워크 내의 블록까지 독립적으로 거래를
구성하고 검증한다. 즉, 다른 시스템에 대한 의존이나 신뢰 없이 모든 거
래에 대해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풀 블록체인 노
드를 시행하게 되면 풀 블록체인을 저장하기 위해 20기가바이트 이상의
영구 저장 영역(디스크 공간)과 네트워크 동기화를 위해 2~3일 정도의 시
간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중앙 통제로부터 완전한 독립과 자유를 보장받
는 것에 대한 대가이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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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지불, 중앙 통제기관이나 신뢰에 의존하지 않는 보안 모델 등
비트코인의 모든 특성은 이 신행 합의에서 시작된다. 비트코인의 분
산화된 합의는 네트워크상에 있는 노드에게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네 가지 프로세스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진다.[22]

<그림 5> 분산 합의 과정[8]
① 포괄적인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모든 풀 노드가 각 거래마다 독
립된 검증 실시
② 작업증명 알고리즘을 통해 증명된 계산법을 사용하여 마이닝 노
드들이 검증된 거래들을 새로운 블록에 독립적으로 추가
③ 모든 노드들이 새 블록을 독립적으로 검증한 후 체인에 블록을
연결
④ 모든 노드가 작업증명을 통해 이루어진 최고 누적 연산 체인을
독립적으로 선택
즉 위와 같은 모든 탈중앙화된 비트코인 사용자의 노드는 어떤
비트코인 클라이언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부분 또는 전체의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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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페이팔과 같은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중앙집중형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게 한다.[22]
2.2.3. 블록체인과 머클 트리(merkle tree)
비트코인 블록체인 내에 있는 블록 각각은 머클 트리를 이용해서
해당 블록에 들어 있는 모든 거래의 요약본을 가지고 있다. 머클 트
리는 이진 해시 트리(binary hash tree)라고도 하는데, 규모가 큰 데
이터 집합의 완전성을 효율적으로 요약하고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다. 머클 트리는 블록 내에 있는 모든 거래를 요약하기
위해 비트코인에서 사용되며, 거래의 전체 집합에 대한 모든 디지털
지문을 만들어 내고, 특정 거래가 블록 내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루트 혹은 머클 루
트라고 부르는 해시 하나가 남을 때까지 노드 쌍을 반복적으로 해
싱해서 머클 트리를 만든다. 비트코인의 머클 트리에 사용되는 암호
해시 알고리즘은 SHA256이며, 두 번 적용되기 때문에 ‘더블 SHA256’
이라고도 한다. 머클 트리 내에서 N개의 데이터 요소가 해시되고
요약되면 특정 데이터 요소가 트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최대 2*log₂(N)번의 연산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효
율적인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 준다.[22]
거래건수
16건
512건
2,048건
65,535건

블록의 대략적
크기
4킬로바이트
128킬로바이트
512킬로바이트
16메가바이트

경로
크기(해시)8)
해시4개
해시9개
해시11개
해시16개

<표 4> 머클 트리의 효율성[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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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크기(바이트)
128바이트
288바이트
352바이트
512바이트

표에서 보았듯이 블록 크기가 16건의 거래에서 4KB에서 65,535건
의 거래에 16MB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동안 거래가 블록에 포함되
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머클 경로는 128바이트에서 겨
우 512바이트로 완만하게 증가했다. 머클 트리를 사용하면 노드는
단지 블록 헤더(블록당 80바이트)를 다운로드 받고, 수십 기가바이
트가 될지도 모르는 거대 규모의 블록체인을 저장하거나 전송할 필
요 없이 풀 노드로부터 작은 크기의 머클 경로를 검색함으로써 거
래의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풀 블록체인을 보관하지 않는 노
드인 단순지블검증(SPV)9) 노드는 머클 경로를 이용해서 풀 블록을
다운로드받지 않고서도 거래를 검증할 수 있다.[22]
2.3. 마이닝(mining)
비트코인 시스템은 P2P 네트워크상에서 암호화 알고리즘에 따라
비트코인의 계좌이체 거래기록 집합인 블록을 승인하는 작업이 이
루어진다. 즉, 네트워크상에서 10분간 발생한 거래가 담긴 블록을
8) 특정 거래가 블록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노드가 log₂
(N)개의 32바이트 해시를 생성해서 특정 거래와 트리의 루트를 연결하는
인증 경로(authentication path)나 머클 경로(merkle path)를 구성하기만
하면 된다. 이 방법은 거래의 건수가 증가할 때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log₂(N)의 값이 훨씬 더 완만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트코
인 노드가 10개 혹은 12개의 해시(320∼384바이트)의 경로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의 건수가 증가를 통해 메가바이트 크기의 블록 내에서 1,000개가
넘는 거래 중 1건의 거래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게 된다.[22]
9) 모든 노드가 다 풀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수의 비트코인 클라이언트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내장형 시스템 등 공
간 제약이 있거나 전력 제한이 있는 기기에서 가동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기기에서는 단순지불검증(SPV) 방법을 이용해서 풀 블록체인을
저장하지 않고도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다. SPV노드는 블록 헤더만 다
운로드하고 가가 블록에 들어 있는 거래들은 다운로드하지 않는다. 비트
코인의 채택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SPV노드가 비트코인 노드 특히 비
트코인 지갑에서 가장 흔한 형태가 되고 있다.[22]
- 19 -

특정조건에 따라 공인함으로써 그 블록속의 거래를 모두 공인하는
효과를 주는 것이며, 그 이후에 또 블록을 만드는 같은 과정을 반복
함으로써 이러한 블록들을 연속으로 이어지게 하는 블록체인을 유
지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한다. 여기서 일단 두 가지 점을 살펴보아
야 하는데 공신력(proof of work)을 주는 주체와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먼저 공신력을 주는 주체는 비트코인 시스템에서
마이너(miner)라고 부른다. 그리고 공신력을 주는 방법을 마이닝
(mining, 채굴)이라고 부르며, 이들을 컴퓨터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노드(node)라고 칭하며, 그 기능적인 면을 타임서버(timeserver)라고
부른다.[1] 분산화된 P2P 네트워크인 비트코인 프로토콜에는 전 네
트워크에 걸쳐 마이닝 작업 기능을 규정하는 내장 알고리즘이 포함
되어 있다. 마이너가 수행해야 하는 처리작업에 대한 난이도는 비트
코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거래들로 구성되어 있는 블록을 성공
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동적으로 조절된다. 즉, 언제 어디서 얼마
나 많은 마이너(와 CPU)가 마이닝 작업을 벌이고 있는지 여부와 상
관없이 평균적으로 10분마다 누군가가 마이닝에 성공하게 된다.10)
네트워크로 전송된 거래는 전 세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장부인 블
록체인에 올라가기 전에는 검증되지 않는다.
2.3.1. 마이너(miner)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에 있는 몇몇 노드는 위에서 언급한 마이너
라 불리는 특수 노드들이다. 예를 들자면 ‘A’라는 마이너가 비트코
인 마이닝을 목적으로 고안된 전문 컴퓨터 하드웨어 시스템인 ‘마이
10) 비트코인의 블록 생성 간격인 10분은 신속한 승인 시간(거래 정산)과 두
개의 후보 블록들이 최장 블록체인을 형성하기 위해 경쟁할 때마다 발생
하는 ‘분기’가 발생할 가능성 사이에서 절충해서 설계한 것이다. 블록 생
성 기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거래 처리 속도는 빨라지지만 블록체인 분기
가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블록 생성 시간이 느려지면 분기 수는 줄
어들지만 거래 정산 시간도 느려진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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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 리그’ 를 가동해서 비트코인을 마이닝한다고 가정하자. A마이너
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 마이닝 하드웨어는 풀 비트코인 노드를 가
동하는 서버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A마이너의 노드는 2009년 비
트코인 시스템의 시작 시기부터 생성된 블록 전체 목록인 블록체인
의 로컬 복사본을 보관하고 있다. 만약 현재 A마이너의 노드가 ‘블
록#277314’ 까지의 블록으로 체인을 구성했다면, A마이너의 노드는
거래들을 수집하여 ‘블록#277315’ 라는 새로운 블록에 대한 유효한
작업증명, 즉 공신력(proof of work)을 부여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솔루션(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해시값)을 찾기 위한 마이닝을 하면
서 다른 마이너의 노드들이 발견한 블록이 있는지 체크를 한다. 여
기서 A마이너의 노드가 ‘블록#277315’ 를 유효하게 생성하기 전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에 전파된 새로운 유효한 ‘블록#277315’ 를 수신
하게 된다면 마이너들에 있어 해당 경쟁에서 다른 누군가가 승리하
고 A는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경쟁의 끝은 새로운 경
쟁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렇게 블록이 도착하고 나면 ‘블록#277315’
에 대한 경쟁이 끝나고 ‘블록#277316’ 이 생성되는 경쟁이 시작하게
된다.
이전 10분 동안 A마이너의 노드가 ‘블록#277315’ 에 대한 솔루션
을 찾는 동시에 다음 블록을 대비하여 거래들을 수집하고 있었기에
이미 수백 개의 기존 블록에 포함되지 않는 거래는 A마이너의 메모리
풀(memory pool)에 수집되어 있다. 타인이 마이닝한 ‘블록#277315’
가 도착해서 유효한 블록으로 검증된다면 A마이너의 노드는 메모리
풀 내에 있는 모든 거래를 체크해서 ‘블록#277315’ 에 포함되어 있는
거래들을 A마이너의 메모리 풀에서 없앨 것이다.
비트코인 노드는 검증된 거래들을 메모리 풀 또는 거래 풀에 추
가한다. 거래 풀은 거래들이 블록 내에 포함될 수(마이닝될 수) 있
을 때까지 기다리는 장소이다. A마이너의 노드는 다른 노드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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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수집하고 검증하며 전송한다. 하지만 여느 노드들과 달리 A
마이너의 노드는 해당 거래들을 후보 블록(candidate block)에 추가
하게 된다.
따라서 A마이너의 노드는 즉시 비어 있는 블록을 새로 만들며,
이 블록이 ‘블록#277316’ 의 후보가 된다. 이 블록은 유효한 작업증
명을 담고 있지 않아서 아직 유효한 블록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 블
록이라고 한다. 이 후보 블록은 마이너가 작업증명 알고리즘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데 성공한 경우에만 유효화(마이닝)된다.
물론 이렇게 경쟁이 심한 환경에서 혼자 활동하는 개인 마이너는
거의 기회가 없다. 현재 마이너들은 서로 협력해서 마이닝 풀을 만
들고 구성원들의 해싱 파워를 합쳐서 작업을 하고 수천 명의 참가
자들끼리 보상금을 나누어 가진다.[22]
2.3.2. 마이닝 성공과 블록 생성
마이닝이 성공하면 마이닝 과정에서 이용된 거래기록들이 승인되
며 마이닝이 성공하기 전까지의 거래는 미확정 상태가 지속되어, 거
래 미확정 상태에서 수취자는 계좌이체로 받은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없다. 마이너는 새로운 블록을 형성하기 위해 비트코인 시스템이
요구하는 특정한 작업을 수행한다. 이 특정한 작업은, 예를 들면
26×35=910인데 답이 91000000처럼 91 다음에 0의 개수가 6개 이상
나오게 하되 26에다 35가 들어있는 숫자(즉 1243547 이던지 35014
이던지 여하튼 35의 3이라는 숫자와 5라는 숫자가 인접하게 해서
만든 숫자)의 곱으로 만들어 보라는 식이다. 이는 특정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35가 연속으로 들어가 있는 숫자를 임의적으로 만들어
계속적으로 곱해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승인에
앞서 특정량의 노력이 들어가게끔 하는 의도로서 거래의 취소방지
및 기타 비트코인 시스템의 안정성을 부여하는 중요 역할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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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런 과정을 좀 더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마이너는 직전 블록
의 해시값, 미승인 거래기록(암호화된 메시지) 및 논스(nonce)라11)
불리는 임의의 숫자를 입력하여 새로운 블록의 해시값을 계산한다.
논스를 다르게 입력하면서 계산된 해시값이 시스템의 요구조건, 즉
설정된 임계치12)보다 낮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데
시스템의 임계치는 마이너가 많아질수록 난이도가 높게 조정된다.
마이너중 한명이 조건을 충족하는 해시값을 구하면 거래 블록이 형
성되고 보상으로 비트코인(현재는 한 블록당 25BTC)이 지급된다.13)
현재 초당 7,000조 가량의 해시값을 계산할 수 있는 기기(또는 집
단)로 약 10분 정도에 한 개의 블록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PC CPU(20Mh/s미만)의 경우 약 10년 이상 소요된다. 마이너의 성
공 보수가 약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어 총 발행
량은 2,100만BTC로 제한된다. 전체 마이닝량이 2,100만BTC에 근접
하여 비트코인이 추가로 발행되지 않는 경우 마이너는 계좌이체 거
래자들로부터 수수료만을 수취한다. 거래기록이 승인되면 거래자들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건당 0.0001BTC 정도의 수수료를 마이너에게
지급된다.

11) 논스는 해시값의 앞부분에 특정한 개수의 0의 수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로
서 블록생성이 평균적으로 10분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기술적 장
치이다.
12) 어떤 물리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계의 값을 의미한다.
13) 각 마이너는 자신의 블록 안에 특별한 거래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는 자신 소유의 비트코인 주소에 새롭게 생성된 비트코인을 보상(25BTC)
으로 받는 거래다. 블록을 유효하게 만드는 솔루션을 마이너가 찾게 되
면 상금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솔루션을 찾은 블록이 전 세계 블
록체인에 더해져서 블록에 포함된 보상 거래를 소비할 수 있게 되기 때
문이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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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마이닝(채굴)14)
2.3.3. 블록 생성 주기
비트코인의 블록은 평균적으로 10분마다 생성된다. 이것이 비트코
인의 심박이며, 이 생성 주기를 바탕으로 통화 발행 빈도와 거래 정
산 속도가 정해진다. 이 기간 동안 컴퓨터의 능력은 빠른 속도로 계
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마이닝에 참가하는 참가자와 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수 또한 계속적으로 변경될 것이다. 해당 블록의
생성 시간을 10분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마이닝의 난이도는 위 변경
사항을 고려해서 조정되어야 한다. 사실상 난이도는 동적인 매개변
수로, 10분마다 생성되는 블록의 목표값을 충족하기 위해 주기적으
로 조정될 것이다. 즉, 난이도 목표값은 마이닝 능력이 블록 생성
시간을 10분으로 하는 값으로 설정된다.
하지만 완벽하게 분산화된 네트워크 내에서 어떻게 위와 같은 조
정이 이루어질까?
난이도 재설정은 자동적으로 풀 노드 전부에서 독립적으로 실행
된다. 2,016개의 블록마다 노드는 전부 작업증명 난이도 목표값을
재설정한다. 난이도를 재설정하기 위한 방정식을 통해 마지막 2,016
번째 블록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고 측정 시간과 20,160분
(블록 간격 10분을 기준으로 2주의 시간)이라는 예상 시간을 비교한
다. 실제 시간과 원하는 시간 사이의 비율이 계산되고 대응되는 조
14) 1 : 해시함수, 2 : 네트워크의 컴퓨팅 파워를 고려하여 자동 조정[16]
- 24 -

정값(상승 혹은 하락)이 난이도를 결정한다. 즉, 해당 네트워크가 10
분보다 빠르게 블록을 찾아내면 난이도는 올라간다. 블록 발견 시간
이 10분보다 느리면 난이도는 줄어든다.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New Difficulty = Old Difficulty * (Actual Time of Last
2016 Block / 2016 minutes)
2.3.4. 블록체인 분기
블록체인은 분산화된 데이터 구조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복사본
들의 내용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블록들이 다른 시간에 다른
노드에 도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드들은 블록체인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된다.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각 노드는 항상 작업
증명을 가장 많이 시행한 블록체인을 선택해서 연장하려고 한다. 이
러한 체인을 최장 체인(longest chain) 혹은 최고 누적 난이도 체인
(greatest cumulative difficulty chain)이라고 한다. 체인 내의 각 블
록에 기록된 난이도를 합해서 노드는 해당 체인을 생성하기 위해
확장되었던 작업증명의 총량을 계산할 수 있다. 모든 노드가 최장
누적난이도 체인을 선택하는 한, 전 세계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결국
일관된 상태로 수렴하게 된다. 블록체인의 버전 사이에서 불일치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면서 체인의 분기가 생기게 되는데, 더 많은 블록
이 여러 분기 중 한 곳에 추가되면 결국 재수렴이 발생하면서 이
현상이 해결된다.
‘분기’ 는 두 개의 후보 블록들이 최장 블록체인을 형성하기 위해
경쟁할 때마다 발생한다. 또한 이러한 분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두
명의 마이너가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작업증명 알고리즘의 솔루션
을 찾았을 때 발생한다. 두 마이너가 각자의 후보 블록에 대한 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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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발견하게 되면 ‘마이닝에 성공한’ 블록을 바로 옆에 있는 이웃
노드로 즉시 전송하고 이웃 노드들은 해당 블록을 네트워크에 전파
하기 시작한다. 유효한 블록을 전송 받은 노드 각각은 해당 블록을
블록체인에 추가해서 블록체인을 한 블록만큼 연장시킨다. 이 노드
가 나중에 동일한 부모 블록을 연장한 또 다른 후보 블록을 만나게
되면 이 두 번째 후보 블록을 2차 체인에 연결시킨다. 결과적으로
몇몇 노드는 하나의 후보 블록을 우선 ‘만나게’ 되고 다른 노드들은
나머지 후보 블록을 만나게 되는데, 이 두 후보 블록으로 인해 경쟁
하는 블록체인 두 가지가 나오게 된다.
2.4. 개인키, 공개키 및 주소
비트코인 거래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15) 기반으로 비트코인 전
자지갑 소지자간 매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모든 비트
코인 이용자는 주소 역할을 하는 공개키와 거래 승인 시 디지털 서
명에 이용하는 개인키로 구성된 한 쌍의 키 값을 갖고 있다. 개인키
(k)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개 무작위로 숫자를 추출한다. 개
인키를 생성하는 과정 중 가장 첫 단계이자 중요한 단계는 보안이
철저한 엔트로피소스(entropy source), 즉 무작위성을 찾는 일이다.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인 운영체제의 난수생성기(random
number generator)16)를 이용해서 256비트의 엔트로피(무작위성)를
15) 공개키 암호법은 1970년대에 발명되어 컴퓨터와 정보 보안의 수학적 토
대가 되었다. 공개키의 암호법이 발명된 이후 소수지수 함수, 타원곡선
덧셈함수 등 몇 가지 적합한 수학 함수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수학 함수
들은 실제로는 불가역성을 보인다. 즉, 한 방향으로 계산하는 것은 쉽지
만 반대 방향으로 계산하는 것은 실행 불가능하다. 이러한 수학 함수들
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암호법은 디지털 비밀번호와 위조가 불가능한 디
지털 서명을 가능하게 한다. 비트코인은 사용하는 공개키 암호법으로 타
원곡선 덧셈함수를 기본 토대로 삼고 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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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낸다. 즉, 비트코인 키를 생성하는 작업은 예를 들어 동전을
256회 위로 던져서 비트코인 지갑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작위
개인키를 구성하는 2진수를 결정하는 식이다.
해당 개인키에 대한 소유권 및 통제 여부는 해당 개인키에 대응
하는 비트코인 주소와 연관된 모든 돈에 대한 사용자 통제의 핵심
이다. 거래에서 사용되는 돈의 소유권을 증명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소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서명을 하기 위해서 개인키를
사용한다. 개인키는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제3자에게 개인키를 공개하는 것은 해당 개인키로 보안이
걸려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공개키(K)는 일방향 암호함수인 타원곡선 덧셈함수를 이용해서
개인키로부터 생성된다.17) 계산이 오직 한 방향으로만 작용하기 때
문에 개인키는 공개키로 전환될 수 있지만 공개키는 개인키로 전환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일방향 암호학적 해시함수를 이용해서 공개
키(K)로부터 비트코인 주소(A)를 생성하게 된다.18)
16) 난수(random number)는 임의의 수, 예측불가능한 수이다.
17) 타원곡선 암호(楕圓曲線暗號, Elliptic curve cryptography)는 타원곡선 이
론에 기반한 공개키 암호 방식으로, 특정한 점에 대한 무작위 타원 곡선
의 이산로그를 찾는 것이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착안하였다. 암호화 목적
으로 타원곡선은 평면곡선의 한 종류로 y²=x³+ax+b 형태의 방정식을 만
족하는 점(무한 원점포함)들의 집합이다. 즉 K=k*G라는 식에서 k는 개인
키, G는 생성 포인트라는 이름의 상수이며 K는 계산 결과로 나온 공개
키다. ‘이산로그(discrete logarithm)찾기’ 로도 알려져 있는 역계산법은 K
값을 안다는 가정 하에 k값을 계산하는 과정인데, 가능한 k값을 모두 대
입해 보는 것만큼 어렵다.[22]
18) 비트코인 주소를 공개키로부터 생성할 때는 일방 암호학적 해싱을 사용
한다. ‘해시 알고리즘’은 임의 크기의 입력값으로부터 지문 혹은 ‘해시’값
을 생성해 내는 일방함수다. 공개키로부터 비트코인 주소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보안 해시 알고리즘(SHA)’과 ‘RACE Integrity
Primitives Evaluation Message Digest(RIPEMD)’이다. 예를 들면
SHA256이나 RIPEMD160 등이 있다. 공개키 K를 가지고 SHA256 해시
를 산출한 후 그 결과값의 RIPEMD160 해시를 산출하면 160비트(20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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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키로부터 생성된 주소는 임의의 숫자와 글자의 조합의 형태
로19) 식별되며 각 주소마다 잔액이 있다. 비트코인 주소는 이메일
주소처럼 비트코인을 거래 상대방의 지갑 속으로 바로 송금하기 위
해 비트코인 주소를 사용하는 비트코인 사용자들과 이 주소를 공유
할 수 있다. 이메일 주소와의 차이점은 사용자는 원하는 만큼 새 주
소를 만들 수 있고, 생성된 모든 비트코인 주소로 돈을 송금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만들 수 있는 주소의 개수
에는 제한이 없다.[22]
2.5. 비트코인 지갑 및 거래소
비트코인 전자지갑은 사용자가 보유 비트코인을 확인하고 이체거
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MultiBit, 비트코인-Qt
등 PC용 지갑 및 Coinbase 등 모바일 지갑 등이 사용된다. 비트코
인 전자지갑은 쌍으로 구성된 키가 여러 개 들어 있고, 각각의 쌍은
개인키와 공개키로 구성되어 있다. 키 값은 실제로 네트워크상에 저
장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파일 속, 즉 대개 구조화된 파일이나 간
단한 데이터베이스에 파일 형태로 전자지갑 속에 생성해서 저장해
둔다. 사용자의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키는 비트코인 프로토콜과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블록체인에 대한 참조나 인터넷 접근 없이
사용자의 지갑 소프트웨어가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실제로 지갑
들은 개인/공개키 쌍이 담겨 있는 열쇠고리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
들은 키를 이용해서 거래에 서명함으로써 자신들이 거래 출력값(비
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비트코인은 거래 출력값(흔히
vout 혹은 txout로 알려져 있음)의 형태로 블록체인 내에 저장되어
트) 크기의 숫자가 생성된다. 즉 A=RIPEMD160(SHA256(K))라는 식에서
K는 공개키이고 A는 계산의 결과값으로 나온 비트코인 주소다.[22]
19) 예를 들면 “1Cdid9KFAaatwczBwBttQcwXYCpvK8h7FK”와 같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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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여기서 키는 분산화된 신뢰 및 관리, 소유권 입증, 암호증
명(cryptographic-proof) 보안 모델 등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흥미
로운 특성을 가능하게 한다.[22]
비트코인 거래소는 비트코인 구매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규모에 의해 달러 유로 위안화
등 법정통화와의 교환비율이 정해진다. 대표적인 거래소로 BTC
China(중국), 비트코인.de(독일)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Korbit이
2013년 7월부터 비트코인 원화거래를 중개하기 시작하였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Korbit은 2013년 7월 설립되어 비트코인 원
화거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orbit은 회원에게 비트코인
및 원화 두 가지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비트코인 또는 원화의 예
치 금액 범위 내에서 매매주문을 중개하여 호가가 일치하는 매수
및 매도 주문이 나오면 거래를 성립시키고 회원 계좌 간 대체 방식
으로 비트코인 및 원화를 이체한다.
Korbit 이후로 코인플러그, 빗썸, 코인원, 코인피아 등의 다수의
국내 거래소가 설립되어 현재 운영중이다. 코인플러그의 경우 모바
일 앱을 통한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4년 3월 국내
기술로 처음 개발한 비트코인 전용 현금자동입출금기 ‘코인플러그
ATM기기’를 설치하고, okBitcard(비트코인 기프트카드)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한다.20)
2.6. 비트코인 가맹점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아직 많지 않
으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주로 WorldPress, Wikileaks, The
Pirate Bay와 같은 온라인 사이트들이 지불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수
20) 국내․외 비트코인 거래소 현황 <부록1,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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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가맹점도 점차 늘
어나고 있다. 높은 익명성, 편리한 자금이체, 낮은 수수료 및 상승중
인 비트코인 가격 등 경제적인 이유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진 사
람들에게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가맹점 증가의 원인이다.
Bitpay와 같은 상점들이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도 등장하고 있다. 또한 선불카드
판매 서비스인 Gyft 등이 지급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인정함에 따라
비트코인을 보유한 소비자가 Amazon, Groupon 등의 선불카드 가맹
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의 경우 비트코인 결제 가능 첫 점포인 2013년 파리바케트
인천시청역점 등장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비트코인
을 환전할 수 있는 ATM도 설치되었다. 온라인 게임을 비롯한 가상
콘텐츠, 커피전문점이나 음식점, 병원 등에서도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 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다.21)

3. 비트코인의 취득과 거래
3.1. 비트코인 취득
비트코인은 2,100만 개라는 한정된 양만 존재하는데, 이를 취득하
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을 마이닝하는
것인데, 마이너는 고도의 수학적 암호를 푸는 계산 과정을 마쳐야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수학적 암호를 풀기 위해서는 초
21) 국내 비트코인 가맹점 현황 <부록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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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7,000조 가량의 해시를 계산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타인이 마이
닝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구매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마이닝을
위해 소요되는 많은 시간을 고려할 때 가장 손쉽게 얻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물건을 판매하면서 그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받는 것이다.
현재 비트코인을 현금 대신 받는 상점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얻는
다.[10]
3.2. 비트코인 거래
비트코인은 암호화 화폐(cryptocurrency)로서의 특징을 갖고, 개인
키와 공개키의 암호화 방식을 비롯하여 디지털 서명 등을 통하여 생
성되고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계좌 대신에 전자지갑을 이용하
며 이러한 전자지갑을 소지한 자들끼리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방식
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이렇게 비트코인은 정보가 화폐를 대행하는
네트워크상에서 다뤄지고 있고, 비트코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만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각자 주소 역할을 하는 공개키와
거래를 위해 필요한 자신의 암호인 개인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래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을 이전하는 자는 상
대방의 공개키 또는 자신의 개인키로 암호화를 하여, 이를 수령하는
사람은 각각 자신의 개인키 또는 이전하는 자의 공개키를 가지고
수신한 정보를 해독하여 비트코인을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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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2P 방식의 거래 메커니즘[16]
3.3. P2P 방식의 거래 메커니즘
비트코인 이용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 쌍의 키 값을 비트코
인 전자지갑에 저장하여 이용한다. 만약 키 값이 저장된 파일이 삭
제되거나 없어지면 그 키 값으로 거래된 비트코인을 찾지 못하게
된다. 비트코인 지갑 어플리케이션 대부분은 지갑 소유주가 보유한
키로 잠겨 있는(지출이 예상되는) ‘소비되지 않은 거래 출력값
(unspent transaction output)' 에 대한 소용량의 데이터베이스를 보
유하고 있다.22) 이때 키 값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비트코인 이용자는 익명성을 보장받는다.
비트코인 구매자는 주소 역할을 하는 자신의 공개키를 비트코인
판매자에게 보내야 한다. 비트코인 판매자는 모든 거래이력이 포함
되어 있는 해시와 비트코인 구매자의 공개키에 자신의 비밀키를 이
용하여 디지털 서명을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판매자의
22) 비트코인의 소유권은 디지털 키, 비트코인 주소, 디지털 서명 등을 통해
성립하게 된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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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갑에서 구매자의 전자지갑으로 이동되고 거래는 완료된다. 비
트코인 내부에 있는 해시에는 최근 거래이력을 포함한 거래대상 비
트코인의 모든 거래이력이 저장되어 있다.23) 또한 비트코인 네트워
크에서 발생한 모든 비트코인 거래는 블록체인(block chain)에 기록
되고 이는 모든 비트코인 이용자에게 공개된다.
즉 송금되는 비트코인의 금액(입력값) 각각에 대한 소유권을 소유
주의 디지털 서명을 통해 증명하는 과정이 거래에 포함되며 누구든
지 독립적으로 거래를 검증할 수 있다. 즉, 비트코인 용어로 ‘소비
(spending)'라 함은 이전 거래에서 송금되었던 돈이 비트코인 주소
에 의해 확인된 새로운 소유주에게로 전송되는 거래에 서명을 함으
로써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한다.24)
3.4. 비트코인 디지털 서명
이처럼 비트코인은 디지털 서명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
에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연속적인 디지털 서명(digital
23) 처음에는 거래가 ‘미승인(Unconfirmed)' 이라고 나올 것이다. 이는 해당
거래가 네트워크에 전송은 되었지만 블록체인이라는 비트코인 거래 장부
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거래가 블록체인에 포함되기 위
해서는 마이너가 ’마이닝‘을 해야 한다. 새로운 블록이 약 10분 만에 형
성되면 블록 내에 있는 거래내역들은 네트워크상에서 ’확인(confirmed)'
의 형태로 승인될 것이고, 그 후 소비가 가능해진다. 거래는 발생하자마
자 모두가 볼 수 있지만 새롭게 마이닝된 블록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모
두가 ‘신뢰’한다.[22]
24) 거래를 통해 거래 입력값에서 거래 출력값으로 가치가 이동한다. 입력값
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발생하는 지점으로, 주로 이전 거래의 출력값이다.
거래 출력값은 키를 이용해서 새로운 소유주에게 비트코인의 가치를 넘
겨준다. 예상지출(encumbrance)이라고 불리는 목적지 키는 향후 거래에
서 돈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명을 만들 때 사용된다. 한 거래에서
나온 출력값은 새로운 거래에서 입력값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유권 사슬을 생성함으로써 가치가 비트코인 주소들 간을 이동하게 된
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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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으로 정의하였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비트로 되어있기 때
문에 복사나 위변조되어 이중사용(double spending)될 수 있는 리스
크가 존재한다. 이중사용이란 동일한 거래기록을 입력값으로 하여
서로 다른 거래를 요청하는 행위이다. 비트코인은 이중사용을 막기
위하여 타임스탬프(time stamp)를 이용한다.

<그림 8> 타임스탬프 서버에 의한 거래기록[16]
타임스탬프는 거래시점에 비트코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마지막 거
래 이후에 비트코인의 거래정보를 저장한 블록체인이 변경되지 않
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메커니즘이다. 비트코인 거래시스템은 타임
스탬프를 이용하여 블록체인의 비트코인과 관련된 모든 거래이력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비트코인 거래를 승인한다. 거래가
승인되면 해시는 거래정보가 담긴 블록체인과 타임스탬프의 확인
내역을 저장한다. 비트코인의 거래시스템은 타임스탬프를 통한 확인
메커니즘에 문제가 없어야 거래를 승인하기 때문에 이중사용을 예
방할 수 있다. 타임스탬프의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은 수분에서 수
십분 정도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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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비트코인 디지털 서명[8]
① Alice는 Bob에게 1BTC를 보내기 위한 거래 전문과 해시값을
생성한 후 Alice의 개인키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함.
② 거래 전문과 전자서명된 전문의 해시값을 Bob에게 전송.
③ Bob은 거래 전문 정보로 해시값을 만들고, 전자서명된 해시값
을 Alice의 공개키로 복호화 한 후, 생성된 해시값과 비교하여
무결성을 검증함.
3.5. 비트코인 소유권 증명
비트코인은 디지털서명을 활용하여 실제 공개주소의 소유주가 해
당 주소로부터 자금을 이체하는 거래를 요청한 것인지 확인한다.
공개주소에 나타난 비트코인 잔액은 해당 주소를 목적지로 지정한
과거 거래기록의 합으로 표시되는데 이들을 입력값(input)으로 사용
하여 출금(output)을 요청하고 거래기록(암호화된 메시지)을 네트워
크 참가자들에게 전파한다.
암호화된 거래기록은 마이너가 실소유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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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며 수취인의 경우 자신의 비밀키를 입력하여 이체된 비트코인
을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면, 아래 표에서 ① 지급인의 주소 1은 합이 4BTC인 4개
의 과거 거래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소 2에 3.5BTC를 이

<그림 10> 비트코인 거래 기록[16]
체를 한다. ② 지급인은 비트코인 이체 시 거래기록에 디지털 서명
을 첨부하는데 디지털 서명은 거래기록마다 다른 값으로 암호화된
다. 디지털 서명은 자신의 비밀키와 거래기록을 아래와 같이 특정한
함수에 입력하여 생성하게 된다.
비밀키 거래기록  디지털 서명

③ 네트워크 참가자들은 지급인의 디지털 서명 거래기록 공개주소
를 아래와 같이 특정한 함수에 입력하면 실소유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서명 거래기록 공개주소  참 또는 거짓

3.6. 비트코인 이중사용 방지
전자서명은 비트코인이 실제 소유주에 의해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서만 확인할 뿐 해당 비트코인이 이중사용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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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비트코인 시스템은 복수의 블록체인이 존재할 경우 더 긴 블
록체인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중사용을 성공시키기
위해 <그림 11>과 같이 이용자는 기존의 블록체인보다 더 긴 블록
체인을 만들어야 한다.

<그림 11> 블록체인과 이중사용(double spending)[8]
따라서 해커가 비트코인을 이중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마
이너보다 빠른 속도로 마이닝에 성공하여야 한다. 비트코인 시스템
은 복수의 블록체인이 존재할 경우 더 긴 블록체인을 유효한 것으
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중사용을 성공시키기 위해 해커는 기존의 블
록체인보다 더 긴 블록체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블록체인보다 더 긴 블록체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모든 컴퓨터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컴퓨터 연산능력이
필요하므로 이중사용은 사실상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 참가자에게 상당한 양의 컴퓨터 연산능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요구함으로써 네트워크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
- 37 -

을 억제하는 방법을 작업증명(proof of work) 이라고 한다.
타임스탬프(거래 각각에 실시간 거래시간이 기록된 것)를 가지고
거래의 정당성(최초 거래임을 입증)을 검증하는 작업증명(proof of
work)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블록 해시 결과 0비트들을 갖도록 하는 해시값을 찾을 때까지
블록에 임시값(nonce)을 증가시킴.
② 한번 작업증명 조건에 도달하게 되면 그 블록은 다시 과정을
번복하지 않는 한 고정됨.
③ 그 다음 블록들이 체인을 형성함으로써 하나의 블록을 변경하
기 위해서는 그 블록을 포함한 다음 모든 블록들에 대한 작업
증명 과정을 다시 수행해야 함.

4.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
비트코인은 중개기관의 개입이 없는 P2P 지급네트워크 또는 디지
털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환경에서 새로
이 등장한 것으로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고 어떠한 법
령을 적용할 것인지도 모호한 상태이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은 비트코인 정책과 운영방향, 원화
나 달러 등 법정통화와의 관계, 영업행위의 규제와 소비자보호 방안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악용한 탈세
및 범죄적 악용에 대한 수사 대응관점에서도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법정 성격과 쟁점에 대한 선행 연구된 국내
논문을 참조하여, 비트코인을 ‘화폐’, ‘증권’, ‘상품’, ‘복합적 상품’ 혹
은 ‘금융상품’ 중에서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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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금전(money)과의 비교
금전이란 재화의 교환의 매개물로서 국가가 정한 물건을 가리킨
다. 금전은 ‘교환의 매개물’이므로 어음이나 수표, 주식 등의 거래와
는 달리 별도의 결제와 청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급만으로 거래
가 종료된다. 비트코인은 별도의 청산 및 결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환의 매개물로서 사용되는 점에서 금전과 비슷하다. 예를 들어,
甲이라는 상인이 가방을 5BTC에 파는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금전으
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한국은행 등 특정한 발행
주체가 존재하지 않고, 국가에 의해서 강제적인 통용력이 인정되지
않으며(한국은행법 제47조, 제48조, 제53조), 전자화된 정보의 형태
로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개념의 금전으로 볼 수 없다. 따
라서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규를 직접 적용하기 곤란하다. 다만, 금
융투자상품이나 투자계약의 개념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금전
의 개념에는 포함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등25)).
4.2. 화폐(currency)와의 비교
화폐란 상품의 교환⋅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반적인 교환
수단 내지 지급수단을 말한다. 금전과 화폐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
되는 경우가 많지만 별도의 결제와 청산절차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전과 구별된다. 화폐는 실물화폐, 디지털화폐, 가상화폐, 법
25)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라고 규정
하는데(제3조 제1항), 비트코인은 여기에서 말하는 ‘금전 등’에 해당할 것
이다. 미국의 법원은 비트코인이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상 금전
(money)의 개념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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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비트코인은 디지털형태로 저
장되고, 일반적인 교환수단 내지 지급수단으로 수수되므로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의 일종이다. 또한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마이
닝 절차를 통해서 발행되고 P2P 네트워크상에서 이용자들 사이에
지급수단으로 수수되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금융기관 등 발행 주체가 없으며 미리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발행되는 점에서 기존의 디지털화폐 및 가
상화폐와는 구별이26) 되므로 전자금융거래법과27) 같은 관련법의 규
제를 받지 않는다.
게임머니
Amazon Coins28)
비트코인
구분 (폐쇄형
가상화폐) (단방향 가상화폐) (양방향 가상화폐)
환전가능
환전불가
법정화폐→가상화폐 법정화폐↔가상화폐
여부
발행주체
게임업체
Amazon
없음
신용제공
발행 주체
없음
사용범위 발행 주체(기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 국가, 목적 무관
<표 5> 가상화폐 유형 사례[5]

26) 기존의 가상화폐는 발행 주체가 기업이고 마케팅 차원에서 활용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나, 비트코인은 다른 가상화폐
와는 달리 지리적 국경이나 사용목적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글로벌화폐로
서의 잠재성과 대안화폐로서의 가능성에 주목받고 있다.
27)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5호 “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
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28) 2013년 2월 아마존(Amazon.com)은 아마존 코인(Amazon Coin)이라 불리
는 아마존 내에서 통용되는 사실상의 고유 화폐를 도입했으며, 미국의 아
- 40 -

4.3. 유가증권(security)과의 비교
유가증권(有價證券)은 사권(私權)이 화체되어 있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증권의 소지가 필요
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유가증권은 상법상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주권, 어음, 수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트코인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에 이용할 수 있는 결제수
단이라는 점에서 상품권 등과 비슷한 측면이 있으나, 그 자체가 교
환의 매개물이고 별도의 권리나 청구권이 화체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유가증권으로 보기도 어렵다.
4.4. 상품(commodity)과의 비교
상품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무형의 모든 재산을 의미
한다. 예를 들어, 금은 금전이나 통화에 준해서 사용되지만 일정 부
분 내재가치(intrinsic value)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실
물자산의 일종이다.
비트코인은 금을 모델로 설계된 것으로서 실물자산인 금과 매우
비슷하다. 특히, 일종의 ‘물건’ 으로서 거래대상이 되는 점에서도 상
품과 비슷하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교환의 매개로서의 기능만을 가
지고 별도의 내재가치는 없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상품과는 차이가
있다.
4.5. 금융투자상품(financial instruments)과의 비교
금융투자상품이란 i)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ii)

마존 이용자들은 킨들(Kindle)에서 이용되는 앱 및 컨텐츠에 대해 아마존
코인을 이용하여 결제가 가능하다.(위키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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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금전 등”)을 iii)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iv)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
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본문).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크게 분류된다(동법 제3조 제2항).
하지만 비트코인은 지급수단의 일종이지, 금융투자상품과 같이 약
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증권⋅파생상품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는 힘들다.
4.6. 소결
비트코인은 위에서 언급한 거래대상으로서의 상품, 지급수단으로
서의 금전과 화폐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그 중 특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비트코인은 화폐, 유가
증권, 상품, 금융투자상품 등의 속성을 함께 가지는 ‘복합적 상
품’(hybrid product)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상품과
화폐의 속성을 모두 가지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기관과 적절한 적용법규를 찾는 것이 어렵
다.
정부당국은 어떠한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것인지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나 정책적 관점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관점에서도 구체적인 거래상황이나 사정에
따라서 관련 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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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금(법정통화) 전자화폐
주화(금속)
화폐
또는
디지털
형태
지폐(종이)
화폐
법정통화
법정통화
단위
적용
ㅇ
ㅇ
법규
사용처 모든 거래
가맹점

가상화폐

비트코인

디지털

디지털

가상화폐

가상화폐

x

x

가상공간

가맹점

발행기관

비금융기관

x

중앙은행

금융기관

법정통화로 가상화폐를 법정통화와
충전,
잔액은 법정통화로
법정통화로 교환할 수 자유로이
교환됨
환급가능
없음
<표 6> 현금, 전자화폐, 가상화폐 및 비트코인의 비교[16]

법정통화
와의
교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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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비트코인 악용 범죄의 유형별 사례와 문제점
1. 비트코인의 범죄 악용 가능성
1.1. 비트코인의 익명성 악용
비트코인이 여타의 결제수단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익명성을 꼽을 수 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 기술에 기반을 둔 일종
의 암호화 화폐이다. 암호화 기술을 통해 한 사용자가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는 것은 블록체인 상에 올라와 있는 공개키를 사용할 수
있는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기에 추가적인 개인정보
의 노출이 없이도 해당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트
코인은 일정 수준의 익명성을 사용자들에게 보장하고 있다.[11] 이용
자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고유의 식별번호(unique identity)’를 통
해서 거래하기 때문이다. 이용자의 식별번호를 포함한 비트코인의
모든 거래기록은 암호화되어 블록체인에 보관되며, 개인정보는 공개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익명성을 통해 상당수준의 개인정보나 프라이
버시가 보호되는 측면도 있지만, 익명성을 악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측면도 있게 된다.29)
1.2. 비트코인의 사이버 환경을 통한 악용
29) 다만, 이용자들의 정체를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비트코인 거래는 완전한 익명성이라기보다는 가명성
(pseudonymous)을 의미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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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분산된 네트워크를 통해 P2P 방식으로 간편한 지급방
식과 편리한 자금이체라는 최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가상
화폐이다. 따라서 금융기관보다 훨씬 신속한 거래가 가능하여, 국가
간 자금이체의 경우 통상 거래 완료까지 수일이 걸릴 수 있는 거래
를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약 10분 정도면 충분하다. 이용자들은 국경
과 시간에 관계없이 자유로이 실시간으로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
고,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인터넷 접속만으로 원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비트코인 거래
는 중개기관을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페이팔(PayPal), 비자(Visa)
등 전통적인 금융네트워크를 통한 자금거래보다 훨씬 저렴하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거래의 익명성과 더불어 신속 및 간편성, 경제
성 등의 이유로 네트워크에서 가상화폐로서 점차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네트워크와 연
결된 사이버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형적인 사이버 범죄와 쉽
게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유럽은행감독청(EBA)에는 2013년 12월, 비트코인 관련된 다음과
같은 경고를 발표하였다.
▪ 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 거래 시 동 기관의 파산, 해킹 등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법적 보호 장치 미비
▪ 전자 지갑(digital wallet) 형태의 가상계좌는 보안에 취약
▪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이용 시 반환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거래 상대방의 계약이행 등의 보장여부도 불명확
▪ 비트코인을 대체할 여타 가상화폐가 부각될 경우 가치가 급락할 가
능성이 있는 등 가격변동성이 높음
▪ 계좌추적이 불가능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자금세탁 등과 같은 범
죄, 불법거래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
▪ 가상화폐 이용 거래 시 국가별로 부가가치세나 자본소득세 등이 부
과되는 등 예상치 못한 조세부담 가능성이 있음

<표 7> 유럽은행감독청 비트코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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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트코인 악용 범죄 유형별 사례
2.1. 불법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는 유형
비트코인은 인터넷 블랙마켓에서 인터넷 도박, 마약, 포르노 등
불법거래에 정부 당국의 감시를 피해 거래가 가능하고, 실제 많은
사례가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인터넷 암시장에서 불법거래와 관련된 대표적인 국외 비트코인
악용 사례는 미국에서 마약, 총기류 등 불법거래 사이트인 실크로드
(Silk Road)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1. 해외 사례(현황)
실크로드는 로스 윌리엄 울브릭트(Ross William Ulbricht)가 운영
하던 웹사이트(암시장)로, 마리화나, LSD, 헤로인, 코카인 등 금지
약물판매를 주축으로 하고 있었다. 약물뿐만 아니라, 악성 코드, 불
법 콘텐츠, 도난 계정, 신용 카드 정보, 해킹 기술도 판매하고 있었
다. 심층 웹30)을 이용하여, 일반 인터넷에서의 접근은 불가능하며,
토르(The Onion Router의 약자)31)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30) 심층 웹(深層-) 또는 딥 웹(Deep Web)은 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는 드
러나지 않는, 표층 웹에 속하지 않는 월드 와이드 웹 컨텐츠를 말한다.
인터넷으로 더 이상 연결할 수 없는 컴퓨터를 말하는 다크 인터넷, 파일
공유 시스템의 일종인 다크넷과 혼동하기 쉽다. Deep Web에 접속 하려
면 Tor project의 Tor Browser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
이다. 또한, 구글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의 접속을 위한 전용 앱인 Orbot가
존재한다.(위키 백과)
31) 토르(Tor)는 자유 소프트웨어 이며 온라인상에서의 익명을 보장하고 검
열을 피할수 있게 해준다. 미국 해군 연구소에서 최초로 시작하여 현재
는 EFF 프로젝트에서 관리되고 있다. EFF는 2005년 11월까지 토르를 재
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었고, 현재도 웹 호스팅을 지원하고 있다.(위키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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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실크로드 사이트와 압수된 FBI 계정[24]
2013년 7월까지 95만 7,079명의 이용자가 있었으며 미국 달러 대신
비트코인으로만 거래할 수 있었다.
실크로드의 결제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내부 비트코인 ‘은행’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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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이용자는 웹사이트에서 거래를 실행하기 위
해서는 이 은행의 계좌를 적어도 하나가 있어야 한다. 이 계좌들은
실크로드가 통제하는 서버로 관리되는 전자 지갑에 보관되고, 각 이
용자는 실크로드 계좌에 미리 비트코인을 예치해야지만 상품구입이
가능하다. 구입이 이루어졌을 때, 적정량의 비트코인이 실크로드에
의해 관리되는 에스크로32) 계정(조건부 계정)에 먼저 이체되어 거래
의 대기 완료 상태가 되고, 거래가 완료되었으면 구매자의 비트코인
은 에스크로 계정에서 판매와 관련된 판매자의 실크로드 비트코인
주소로 이체된다.[24]
2013년 7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실크로드 서버에 접근 가능
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서버를 압수하였으며 소유자 로스 윌리엄
울브릭트를 체포했다.33) 또한 FBI는 실크로드에서 불법거래의 자금
세탁 수단으로 활용된 비트코인 14만 4,000여 개를 압수하였고, 미
금융당국은 실크로드의 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바로 폐쇄하는 강력
한 제재를 취했다.

32) 에스크로(escrow)는 상거래 시에,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삼자가 중개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말한다.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
된다.(위키 백과)
33)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불법 암시장 실크로드의 재판을 맡은 뉴
욕주 캐서린 포레스트 판사는 2015. 5. 29.(현지시각) 실크로드 운영자 로스
윌리엄 울브릭트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마약 판매와 불법
수익 사업 혐의에 각각 가석방 조건 없는 종신형 선고와 함께 1억830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http://www.bloter.net/archives/229152, 블로
터뉴스, 2015. 10. 18.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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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뉴 실크로드 사이트[24]
이후, 기존 지하 범죄 시장인 실크로드를 대체하기 위한 실크로드
2.0이 운영되다가 FBI와 유로폴이 공조해 실크로드 2.0을 비롯해 실
제 IP 주소를 숨기는 기술을 사용한 웹 사이트 400여 개를 폐쇄시
켰다. 이들 웹 사이트들 역시 토르(Tor:The Onion Router) 네트워
크의 특수 기능을 사용해 구축되어 있었다. 토르 기술은 전문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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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암호화된 브라우징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방법
으로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을 은폐해 준다. 토르는 또한 .onion
URL을 사용해 숨겨진 웹 사이트를 호스팅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이를 통해 웹 사이트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FBI와 유로
폴은 이들 웹 사이트가 어디에서 호스팅되고 있는지를 찾아낼 방법
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토르 네트워크의 이런 결함은 마약이나
무기를 판매하는 웹 사이트를 구동하지 않는 선량한 토르 사용자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34) 이렇게 실크로드가 폐쇄된 이후에도 비
트코인을 이용하는 온라인 암시장은 계속 성행하고 있다.
2.3.2. 국내 사례(현황)
국내에서도 2013년 이후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악용한 범죄가 지
하 암시장 웹사이트인 실크로드를 비롯한 여러 심층 웹을 통해 마
약 거래를 중심으로 다양한 범죄와 연계되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대마 매수사범 15명을 적발하여 2014년 3
월부터 4월까지 불구속 기소한 사례가 있었다. 대마 매수사범들은
카카오톡, BBM 메신저35) 등 SNS를 통해 대마판매자와 실시간으로
거래방법을 결정하고, 인터넷 결제서비스인 페이팔(PayPal)36)과 비
트코인 등을 이용하여 대마 대금을 결제하였고, 입금을 확인한 대마
판매자는 캐나다에서 재배한 대마를 약 1∼10g 단위로 비닐봉지로
34) http://www.itworld.co.kr/news/90441, Jeremy Kirk, IT WORLD, 2015.
10. 18. 방문
35) BBM 메신저 : 미국 구글(Google)에서 제작한 메신저
36)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인터넷 결제서비스인 페이
팔(PayPal)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거래하고, 결제자의 신분 노출 위험을 줄임
※ 페이팔(PayPal) : 미국 인터넷 경매사이트 ‘이베이’에서 제작한 인터넷
결제시스템, 신용카드와 연계되어 신용카드에서 결제한 금액이 페이팔
계좌로 입금되어 페이팔 계좌를 통해 해외 사이트에서 물품 대금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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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착 포장한 상태로 수개의 서류봉투에 넣고 밀봉한 다음, 국제특송
화물 봉투에 넣어 국내로 보냈다.
이후 대마 판매자는 국내 지인을 이용해 대마가 들어있는 밀봉된
서류봉투들을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나 강남전철역에 있는 물품보관
함에 보관하도록 하고, 대마 매수자들은 판매자로부터 SNS로 물품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 찾아가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단
속을 피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국내로 밀수입된 대마를 김포공항에
서 적발하여 그 대마를 판매자가 지정하는 물품보관함까지 통제배
달37)한 후, 그 대마를 찾으러 온 대마 매수자들 15명을 현장에서 순
차 검거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해 사들인 개인정
보와 카드복제기로 가짜 신용카드를 만들어 수억 원을 사용한 협의
로 중학생(15세)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4년
10월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카드 복제기와 비트코인으로 구매
한 외국인들의 카드 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 60장을 복제했다. 그
뒤 위조한 카드로 최근까지 2억 원 상당을 사용했고, 위조한 카드로
컴퓨터 부품을 구매한 뒤 되팔아 약 6,000만원을 현금으로 바꾸기도
하였다.
10대인 이들은 'QQ'38)와 'ICQ'39)라는 글로벌 메신저에 접속하여
37) 마약이나 총기 등 금제품의 부정거래가 행하여지는 경우 이를 감독하는
기관이 그 사정을 알면서 바로 검거하지 않고 감독기관의 감시 하에 당
해 금제품의 운반 등을 허용·추적하여 부정거래의 관련자를 특정하여 일
거에 검거하려는 특수한 수사방법이다.[15]
38) 중국의 메신저 클라이언트(위키 백과)
39) ICQ는 "I seek you"("난 널 찾는다"의 뜻)의 구문을 인용한 것으로 이스
라엘 회사 미라빌리스가 처음으로 개발한 인스턴트 메신저 프로그램이며
나중에 타임 워너의 AOL의 자사 소유가 되었다. ICQ는 문자 메시지, 오
프라인 지원, 다중 사용자 대화, 하루 무제한 SMS 보내기, 파일 이어서
전송, 초대, 멀티플레이 게임, 사용자 디렉터리 검색 등의 기능을 제공한
다.(위키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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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리에 개인 정보 판매자와 친구를 맺고 외국인들의 카드정보 구
매 의사가 있음을 알렸고, 이에 판매자는 결제를 ‘비트코인’ 으로 요
구하였다. 그러자 이들은 결제를 위해 국내 한 비트코인 거래소에
성인인 자신의 누나 명의로 본인 인증을 받게 한 다음 비트코인 계
좌를 개설하였고40), 이후 비트코인 지갑에 돈을 충전해서 상대방에
게 비트코인을 보낸 후 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받은 것이다.
이 사례의 경우는 이들의 범죄를 수사하다 피의자들의 자백을 통
해서 비트코인의 사용을 알게 된 내용으로 만약 비트코인 계좌를
개설한 명의가 역시나 도용된 정보라면 누군지 알 수 없는 확률이
높았을 것이다.41)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캐
나다와 미국에서 10억 상당의 대마(약 20Kg)를 밀수하고 비트코인
을 대마 대금 결제 및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한 사건을 수사하여
대마 밀수범, 판매알선책 및 대량 대마매수자 등 8명을 구속기소,
대마매수자 및 흡연자 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캐나다 거주 대마 밀
수범 1명에 대하여는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에 캐나다 마약수사당국
과의 검거공조 지원요청을 한 상태이다.
특히, 창원지검 수사 사례가 의미가 있는 것은 비트코인 악용 범
죄와 관련된 비트코인 거래내역을 <표 8>과 같이 추적하여 대마
밀수자, 판매알선책, 매수자 등 각 거래단계별 관련자 전원을 특정
한 후, 기소한 국내 최초의 수사 사례라는 것이다.

40) 비트코인 계좌를 개설할 때 미성년자는 할 수 없음
41)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3039231 “[디·퍼] 범죄의
지능화? 비트코인으로 개인정보·마약 샀다!”, KBS, 2015. 10. 17.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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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비트코인을 악용한 마약 밀매 범행개요도[23]
(대마 구매자 체포 과정)
- 밀수자 → 구매자 : 국제특송화물로 미국산 대마 4.5g 배송
구매자 → 밀수자 : 거래소 '코빗' 통해 0.5BTC(당시 30만원) 이체
- 밀수자의 판매알선책 → 구매자 : 고속버스 수화물로 대마 3g 배송
구매자 → 판매알선책 : 0.9 BTC(당시 45만원) 이체

⇩

(비트코인 거래내역 추적 과정)
① 대마구매자의 비트코인 거래내역 임의 제출
(임의 제출 거부시 압수영장 청구 가능)
② 블록체인(https://blockchain.info) 사이트 거래내역 검색
③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법원 발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 대마구매자, 판매알선책, 대마 밀수자 간 비트코인 거래내역 확보
☞ 판매알선자 인적사항 확보
<표 8> 대마 구매자 체포 및 비트코인 거래 추적 흐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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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사례뿐만 아니라 실크로드나 기타 불법거래사이트
를 통해 마약이나 불법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거래 수
단으로 악용한 다수의 범죄사례에서 나타난 공통된 범죄수법은 인
터넷 및 SNS 서비스를 통해 판매자와 매수자가 접촉하여 마약이나
개인정보 등 거래물품과 수량 및 거래방법을 정하고, 비트코인을 이
용해 대금을 결제한 후 국제특송 화물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 거래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다.[23]
2.2. 자금세탁 수단으로 사용되는 유형
앞서 언급한 비트코인의 익명성이라는 특징은 온라인 거래에서의
‘현금’과 같은 성격을 비트코인에 부여하게 된다. 비트코인이 거래의
익명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익
명성이라는 특성에 기인한다. 2013년 초반까지의 비트코인을 결제수
단으로 인정한 상점들 중 다수가 온라인 게임, 도박, 혹은 불법거래
와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실크로드(Silkroad.com)42)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실크로드가 FBI에 의해 폐쇄된 이후에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거래사이트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등 비트코
인의 높은 익명성 수준을 이용한 불법거래의 활용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익명성을 이용한 불법거래 범죄 유형은 자금세탁범죄 유형
과 연계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4년 1월 미
42) 2011년 문을 연 뒤 2013년 FBI에 의해 폐쇄된 실크로드는 비트코인을 매
개로 다양한 물품들의 거래를 중개하였다. 2013년 3월 기준으로 총 1만여
개의 물품이 이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었고, 이 중 약 7,000여 개의 상품
이 마약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FBI에 따르면 실크로드는 운영기간 중 약
120만 건의 거래를 중개하였으며 총매출은 950만BTC(당시 비트코인 시
세로 약 12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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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연방정부는 BitInstant라는 비트코인 거래소의 CEO인 찰리 슈렘
을 자금세탁, 미인가 자금이체, FinCEN에 대한 의심거래행위보고의
고의적 누락 등의 관련 혐의로 체포한 사건이다. 그의 주요 혐의는
자금세탁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현금을 익명
으로 중개하는 불법거래소 운영자와의 거래를 유지한 것이었다. 즉,
익명성 온라인 블랙마켓인 실크로드 등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비트코인 재매매업자가 현금을 교환하는 것을 도운 혐의이
다. 자금세탁을 원하는 개인이나 조직이 이 불법거래소 운영자에게
현금을 제시하면 그가 그 현금을 바탕으로 BitInstant와 같은 거래
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다. 이를 다시 자금세탁을 의뢰한 개인이
나 조직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매우 큰 규
모의 현금 거래를 진행시켜 자금세탁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2.2.1. 해외 사례(현황)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와는 달리 익명성을 갖고 있어서, 기업의 불
법 비자금, 불법 정치자금이나 범죄조직 등의 범죄자금을 합법적으
로 자금세탁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테러단체 자금 모금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
생하고 있다.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 방송에 따르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가 추적이 어려운 디지털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활발
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단순한 무장단체에서 이슬람 국가 건설을 표방하는 IS가 학교나
병원 설립을 넘어 2015년 6월 자체 화폐를 발행한 시점을 전후해
비트코인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예로 IS의 영문 홍보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비트코인은 샤리아(이슬람 율법)에도 맞고
서방 정보당국의 추적을 피하면서 세계 어디서든 바로 지하드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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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머니에 수백만 달러를 보낼 수 있다”고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
다.
위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안보연구소(EUISS)에서 최근 발간한 보
고서에서도 전 세계 지지자들의 기부가 IS 주 수입원 중 하나며, 이
들은 당국에 포착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송금하기 위해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화폐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반(反)IS 해커그룹인 고스트섹은 최근 300만 달러 상당의 비
트코인이 입금된 계좌를 발견했는데 이는 IS와 관계있는 것으로 알
려진 계좌들에서 수천 달러씩 송금되는 연쇄구조로 되어 있고, 아직
이 계좌들의 소유주 또한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서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이슬람
국가들의 재무상황을 보고 이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만, 비트
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를 악용한 자금세탁이 이루어질 경우 개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43)
2.2.2. 국내 사례(현황)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악용한 자금세탁 사례가 적발되
진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
국내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거래 목
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징후를 미국 재무부가
포착해 최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가상화폐를 통한 제재 우회 가능성을 주목한 것은 거래기록
이 남지 않는 형식으로 개발된 가상화폐가 갖는 익명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마약 거래나 가짜담배 판매, 위조지폐 유통 등 불법행위
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북한에서 비트코인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송
43)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01410220468926, 삼성
사장단 만난 핀테크 전문가(인호) "기존 아날로그 은행 해체된다", 아시
아경제, 2015. 11. 3. 방문
- 56 -

금 규제 등의 제재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허
점’으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이 이 같은 특성을 활용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1874·2094호 등과 미국 행정명령으로 해외 금융기관과의 거래
가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불법행위를 통해 벌어
들인 미국 달러($)의 신속한 세탁도 가능하게 된다. ‘전자 지갑’ 이
라고 부르는 비트코인 계좌를 개설하는 데 고유 개인식별정보가 불
필요하고, 무제한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특정 국가나 발행 주체의
관리·감독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는 비트코인이 대북제재의 ‘허점’이 될 가능성
이 농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니 픽처스 해킹’에 성공할 정도로
발달한 북한의 사이버 실력을 감안하면 북한이 ‘돈줄’ 확보 차원에
서 가상화폐 시장에 발을 들여놨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분석이다.
위와 같은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북한에서 비트코인 거
래가 가능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2014년 1월 소셜 뉴스 웹사이트
인 ‘레딧(Reddit)’에 따르면 ‘비트코인DPRK’라는 뉴스란을 운영하는
익명의 한 네티즌은 전날 “북한에서 첫 비트코인 거래”라는 소식을
게재했다. 그는 북한 내에서 미국 플로리다주(州) 펜사콜라에 있는
노숙자 구호단체인 ‘션스 아웃포스트’에 소액의 비트코인을 송금했
고,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린
평양 시내의 한 건물 앞에서 찍은 ‘거래장’ 사진을 함께 올리면서 실
제 거래가 이뤄진 모습을 ‘인증’하기도 했다.44)
이처럼 비트코인에 국경은 아무 의미가 없고, 세계에서 가장 억압
적인 국가에서 국제 송금을 통한 자금세탁을 하는 데 비트코인이
유용하게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44)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203010002106, “북한, 가
상화폐 ‘비트코인’으로 돈세탁 시도하나”, 아시아투데이, 2015. 12. 25.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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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세회피 등 탈세 유형
비트코인은 조세 회피에 이용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비트코인
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최적의 두 가지 조건을 갖
추고 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의 실제 소유자가 누
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 비트코인을 관리·감독할 주
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만일 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수취했다고 한다면 과세 당국이 이러한 소득을 파악하
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조세 회피에 활용되었던 전통적
방식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공조 하에서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이러한 특성들이 앞으로 그것이 조세 회피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11]
2.3.1. 해외 사례(현황)
전 세계 각국 정부는 부가가치세(VAT) 등 간접세를 1회의 매매
거래마다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게 통례이다. 그에 반해 비트코인은
익명성 때문에 그 매매 거래를 한 당사자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기
록이 남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가 없다. 블록체인 안
에서는 해당 비트코인 주소 간 연결된 내용은 투명하게 저장되어
있겠지만, 익명의 실소유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하
였는지에 대한 거래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2014년 3월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간
주하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 국세청(IRS)은 "비트코인이
지불·결제 수단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도 법정통화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면서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물리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
라 소비자가 비트코인으로 2달러짜리 커피 한 잔을 구매할 경우,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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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를 판매한 커피숍은 2달러가 소득으로 분류돼 일정 부분의 소득
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건물
로 받았을 때 해당 건물을 소득으로 인정해 과세하는 것과 같은 방
식이다.
미 국세청의 비트코인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은 2014년
초 내부 감사기구로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기본적 세무기준이 마련
되지 않아 탈세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이
다.45)
이와는 달리 2013년 3월 영국은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에 부과
되는 부가가치세(VAT)를 폐지할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 국세청(HMRC)은 2012년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바우처(상
품권)로 분류해 비트코인 자체 가치에 20%의 VAT를 부과했다. 영
국 산업계는 비트코인에 대한 VAT 과세로 투자자들이 세금이 없는
외국으로 빠져나간다고 반발해왔다. 영국 국세청은 지난주 비트코인
트레이더들과의 회동에서 현재 비트코인 거래에 부과되는 20%의
VAT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다만, 영국 국세청은 VAT 폐지 후에도
법인세 등 다른 세금은 그대로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런 조치에 대
해 영국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분류할 것인지와 관련해 논란의 여지
가 있는 문제를 피해갔지만, 사실상 비트코인을 화폐로 취급한 것으
로 볼 수도 있다.46)
유럽사법당국은 2015년 10월 22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을 통한 거
래가 면세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유럽사법재판소는 “비
45)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32604354853553, “비트
코인은 '통화' 아닌 '재산'…美, 소득세로 과세”, 아시아경제, 2015. 11.
26. 방문
46)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03/2014030301528.html,
“英 비트코인 부가가치세 폐지 방침…사실상 화폐 인정”, 조선비즈, 2015. 11.
3.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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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코인 거래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며 사실상
기존 화폐와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럽연합(EU)
은 현재 유통되는 화폐, 동전, 은행권 등을 법적 통화수단으로 간주
해 거래 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판
결을 두고 유럽이 사실상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2014년 6월 스웨덴은 유럽사법재판소에 가상화폐 거래소들
이 가상 통화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스웨덴 국적의 데
이비드 헤드크비스트는 세무당국에 비트코인 거래소 운영 허가를
신청했으며 이를 두고 스웨덴에서는 비트코인 합법성에 대한 논란
이 거세졌다.
비트코인은 온라인상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이를 통제하는 규제당
국이 없어 탈세나 마약이나 테러는 불법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 세무
당국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분류해 온 반면 스웨덴과 독일은 상품으
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유럽사법당국의 판결로, 세계 최대 경제권 중 하나인 EU에
서 비트코인이 과세가 되는 상품이 아니라 사실상 화폐로 인정받으
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점차 비트코인의 대중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47)
이렇게 탈세나 조세회피 등의 범죄유형은 각 국의 비트코인에 대
한 법적 성격의 규정과 관련 과세정책에 따라 범죄의 성립 유무가
달라질 수 있는 특성이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47)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20968, “논
란 많던 비트코인, 결국 화폐로 인정...유럽 면세 결정”, 이투데이, 2015.
10. 23.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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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내 사례(현황)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세법상 분류 방향에 대해 명확히 규
정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이다. 2015년 12월 국
내에서 개최된 조세관련 학술대회에서 제기된 비트코인의 과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①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로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 현행 세법규정에 따르면 일종
의 무형자산으로만 분류가 가능해 통화로 취급될 수 없다는 점, ②
현행 금융관련 법제 관점에서 봐도 비트코인을 금융자산으로 분류
될 수 없다는 점 등이 있다.48)
2.4. 비트코인 획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유형
2.4.1. 봇넷을 악용한 비트코인 탈취 유형
봇넷(botnet)49)을 악용한 비트코인 불법 탈취 및 비트코인 거래소,
전자 지갑에 대한 해킹을 통한 비트코인 불법 탈취 사례들을 비트
코인 획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포티가드 랩(FortiGuard Labs)50)이 2013년 1/4분기 가장 큰 글로
벌 보안 위협 중 하나로 비트코인을 가로채는 봇넷을 선정할 정도
로, 봇넷을 악용한 비트코인 불법 탈취 사례가 다양하게 일어났다.
48)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12/20151204279844.html, '법인
세, 간편장부, 비트코인’…세수확보 '갑론을박', 조세일보, 2015. 12. 10. 방
문
49) 비트코인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 상에서 타인의 컴퓨팅
자원을 몰래 이용하는 행위. 트로이목마 또는 그 밖의 여러 악성 소프트
웨어를 이용해 타인의 컴퓨터를 좀비 컴퓨터로 만들어 원하는 대로 통제
하고 다수 좀비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구성
50)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보안업체인 포티넷(Fortinet)에서 운영하는 보안위
협 분석 및 탐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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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봇넷으로 비트코인의 탈취를 시도하였던 해커 두 명이 독
일 경찰에게 체포된 사건이 있다. 두 명의 해커가 봇넷을 이용해 다
수의 좀비 컴퓨터를 양산한 뒤 인증서 조작을 통해 탈취를 시도하
였는데 이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한 비트코인만 954,000달러(당시 한
화 10억 500만원)였다.51)
또한, 대규모 봇넷 공격 사례로 사이버범죄자가 ‘포니(Pony)’라는
바이러스를 이용해 비트코인과 다른 디지털 화폐의 계정을 갈취하
기 위해 디지털 화폐 소유자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사례가 있었다.
보안 서비스 업체 트러스트웨이브(Trustwave)에 따르면, 이 공격은
개인 데이터를 갈취하기 위해 중앙 명령 및 제어 서버에서 주문하
는 컴퓨터를 감염시킨 포니 봇넷을 이용해 이루어졌는데, 웹사이트
및 이메일, FTP52)계정 로그인을 포함해 70만 개 이상의 계정이 도
난당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10만에서 20만 명에 속하는 사람들의 컴
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었다고 한다.
포니 봇넷은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의 사이트에서 200만 건의
로그인 정보 도난 등 최근 다른 공격의 소스(source)로도 확인되었
다. 이러한 포니는 비트코인(Bitcoins)과 라이트코인(Litecoins), 프
라임코인(Primecoins) 등 다른 디지털 통화를 저장하는 전자 지갑도
노리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 공격을 받기 쉽다. 그리하여, 2014년 2
월 24일 22만 달러가 담긴 85개의 전자 지갑이 공격당한 것으로 알
려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화폐를 사
용하고 돈을 담기 위해 전자 지갑을 사용하면서 공격자들이 전자
지갑을 공격하는 사례를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지갑을 훔친 동기
51) http://platum.kr/archives/15893, platum, 2015. 12. 9. 방문
52) 파일 전송 프로토콜(File Transfer Protocol)의 약자로 TCP/IP 네트워크
상에서 컴퓨터들이 파일을 교환하기 위해 1971년에 최초로 공개된 통신
규약이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끼리 데이터를 원활하게 교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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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트코인을 다른 화폐로 교환하는 것이 은행에서 돈을 훔치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에 비트코인 절도가 범죄자들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공격받은 전자 지갑들 대부분은 암호화되지 않았던
전자 지갑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비트코인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2013년 비트코인에 관한
다수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 비트코인은 컴퓨터가 거래를 확인하
기 위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다.53) 그리하여
스카이프를 통해 순환하는 일부 악성코드는 비트코인 애플리케이션
에서 실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차 진화하는 악성코드 기술에의 대처방법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중 서명 거래 같은 보안 기능이
더 많이 등장하는 등 전자 지갑 보안이 개선돼야 할 것이다.
2.4.2.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한 해킹 유형
다음은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한 해킹을 통한 주요 비트코인 탈취
사례이다.
덴마크 비트코인 기업인 BIPS(Bitcoin Payment Solutions)는 2013
년 10월 가치로 약 100만 달러(당시 10억 5,000만원) 상당 비트코인
을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커들이 2013년 10월 15일부터 17
일까지 디도스(DDoS) 공격을 하면서 혼란이 야기된 틈을 타 비트코
인이 저장된 서버에 침입하여 1,295BTC를 탈취당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중국 디지털 화폐 거래소 비터(Bter)가 2015년 2월 비트코
인 해킹으로 7,170개(당시 한화 약 19억)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했다.
비터는 도난 사건이 발생한 즉시 거래소 운영을 중단하고 홈페이지
에 도난 사건을 알렸다. 또 해당 거래주소를 게재하며 현상금
53) http://www.ciokorea.com/news/20025, “비트코인 등 디지털 화폐, 대규모
봇넷 공격 받아”, ciokorea, 2015. 10. 16.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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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BTC를 현상금으로 걸었다. 특이한 점은 도난당한 비트코인이 콜
드 월렛(cold wallet)에 보관돼 있었다는 것이다. 콜드 월렛은 비트
코인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오프라인 지갑이다. 비터가 해킹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비터는 2014년 8월에도 거래소를 해킹
당했다. 이 당시 비터는 171만 달러(한화 약 18억 8,749만원)에 달하
는 비트코인을 도난당했으나 잃어버린 비트코인을 거의 회수하였
다.54)
최근에는 소형 거래소가 고객들의 돈을 예치 받고서 잠적해 버린
사건이 있었다. 거래소 서버와 사이트를 만든 운영자가, 고객의 비
트코인을 모조리 가로채 잠적한 사건이다. 비트코인은 암호통화여서
그 암호를 알아야 한다. 이 사건은 사이트 운영자가 고객들의 비트
코인 암호를 모조리 가로채어 돈을 먹고 잠적한 사건이다.
2014년 2월 비트코인 최대 거래소였던 일본의 마운트곡스는 약
85만 비트코인을 분실했으며, 최대 28억엔 상당의 이용자 예치금이
부족하다고 밝힌 이후 4월 일본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일본 경시
청은 마운트곡스에서 2만 7,000개의 비트코인이 부정하게 인출된 것
을 확인했다. 마운트곡스에서 비트코인 인출거래 오류가 발생한 것
으로 처리해 여러 차례 비트코인을 빼내간 것이다. 이 같은 부정인
출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55)
이처럼 P2P(개인 간 직접파일 공유)로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개인
54)
55)

http://bithub.co.kr/n_news/news/view.html?page_code=&area_code=&no=4
015&code=201410 30193423_2405&s_code=20150105134704_7590&ds_code=,
“중국거래소 해킹 19억원 피해”, 비트허브뉴스, 2015. 10. 16. 방문
http://bithub.co.kr/n_news/news/view.html?page_code=&area_code=&no=2
426&code=201410 30193423_2405&s_code=20150105134704_7590&ds_code=,
“마운트곡스, 파산 후 자금횡령의혹”, 비트허브뉴스, 2015. 10. 23.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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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기업 PC가 해킹당해 지갑 주소와 비밀번호를 빼앗긴다면 도둑
맞을 수 있다. 또 지갑을 저장해 놓은 기기가 손상된다면 비트코인
을 못 찾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 거래소가 공격당해 정보
가 유출되고, 이렇게 유출된 정보(개인식별정보 등)가 또 다른 2차
범행에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2.4.3. 비트코인을 새로운 보상수단으로 요구하는 범죄 유형
① 랜섬웨어 유형
랜섬웨어 공격은 사용자의 컴퓨터에 잠입해 내부 문서나 스프레
트시트, 그림파일 등을 암호화해 열지 못하도록 만든 후 돈을 보내
주면 해독용 열쇠 프로그램을 전송해 주는 공격을 말한다. 랜섬웨어
란 악성코드나 바이러스를 이용해 컴퓨터 내부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금전을 요구하는 납치형 범죄다. 2013년 2/4분
기에만 약 30만 건의 랜섬웨어 공격이 자행되었고, 최근 랜섬웨어
공격자는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공격은 이후로도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비트코인의 특징 중의 하나인 익명성으로 인해 비실명 거래가 가능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랜섬웨어를
이용한 공격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어느 기관에서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후 감염된
문서를 복구하기 위해 비트코인으로 750달러를 지불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대표적인 랜섬웨어로 크립토로커(Crypto Locker)와 프리즌로커
(Prison Locker)를 들 수 있다. 맥아피 연구소는 크립토로커 같은
매우 널리 퍼진 툴을 사용한 랜섬웨어 공격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업체들을 상대로 핵심 데이터를 암호화하려는 새로운 형
태의 랜섬웨어 공격도 예고하고 있다. 크립토로커 공격자들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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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비트코인을 통해 돈을 지불하면(일반적으로 300달러 정도)
데이터 암호를 풀 수 있는 키를 주겠다고 제안한다.
이런 랜섬웨어 공격은 국내에서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10월 유럽의 해킹그룹 ‘DD4BC’는 국내 지방은행에 ‘비트코
인’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다. 이에 앞선 26일 국내 지방은행에 디
도스 공격을 감행한 전력이 있는 ‘DD4BC’는 비트코인을 보내지 않
으면 대규모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경고도
잊지 앉았다. 이날 비록 실제로 디도스 공격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해킹을 막는 대가로 달러 등 실물화폐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요구
했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56)
최근에는 기존 랜섬웨어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용자들을 협박
하는 랜섬웨어가 등장했다. 독일 안티-봇넷(Anti-Botnet) 자문센터 ‘봇
프리(Botfrei)’는 새로운 랜섬웨어 변종인 ‘키메라(Chimera)’에 대한 연
구결과를 발표했다. 키메라 랜섬웨어는 일반적인 파일 암호화 작업에
스케어웨어(Scareware) 방식이 결합된 형태다. 스케어웨어는 사용자
를 협박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악성코드를 말한다. 일반적인 랜섬웨
어처럼 파일을 암호화해 사용자를 협박하는 것은 똑같지만 협박 방
식이 일반 랜섬웨어와 차이가 난다. 일반적인 랜섬웨어는 ‘너의 소
중한 파일을 돌려받고 싶으면 돈을 내라’고 하지만 키메라는 ‘돈
을 내지 않으면 너의 소중한 파일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
박하는 방식이다. 키메라 랜섬웨어는 현재까지 독일에서만 유포되
고 있으며, 드롭박스(Dropbox) 웹 링크 페이지가 걸린 이메일을 통
해 배포된다. 링크를 통해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사용자는 키메라 랜
섬웨어에 감염된다. 키메라 랜섬웨어가 요구하는 금액은 2.45BTC로,
694달러(당시 기준) 정도다.57)
56)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710000148, “비트코인, ‘범죄
의 화폐’로 전락하나…마약거래는 물론 카드 위조 등에 악용”, 해럴드경
제 뉴스, 2015. 10. 10.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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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이스피싱 유형

2013년 랜섬웨어를 통한 비트코인 보상요구 범죄와 더불어 보이
스피싱을 통한 신종범죄 사례도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은 불법으로 획득한 타인의 유출된 개인정보를 도용
하여 본인인증용 이메일을 개설하고 휴대폰을 개통한 후, 비트코인
거래소에 본인인증을 통해 가입을 완료한다.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기본적인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한 원화
(KRW) 입출금용 가상계좌(회원별로 은행과 연계됨)를 부여받게 된
다. 이 가상계좌를 통해 원화를 입금하면 현재 비트코인의 시세에
맞추어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을 통해 속은
피해자들이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개설된 가상계좌로 원화를 입금하
게 되면 바로 비트코인으로 교환하여 범죄자의 비트코인 주소로 이
체하여 빼내는 수법을 사용하게 된다.
결국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수사기관의 자금추적이 상대적
으로 어렵고 자금추적 사례가 많지 않은 비트코인을 악용하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비트코
인 딜러’ 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고 이에 속은 제3자를 중간전달책
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범죄과정을 살펴보면 비트코인 딜러 지원자에게는 개미투자자들
의 돈으로 자신들이 매수한 비트코인을 유럽의 비트코인 거래소로
보내면 그 시세차이만큼 수익을 남기는 구조의 사업이라고 속이고,
이에 속은 딜러 지원자는 비트코인 거래소에 본인 명의로 회원에
가입하여 위와 같은 절차로 비트코인 구매용 가상계좌를 만들게 된
다. 이후 딜러 지원자는 본인의 가상계좌로 입금된 돈을 비트코인으
57)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8420&kind=1, “새로운
랜섬웨어 ‘키메라’...개인파일 인터넷 공개 협박”, 보안뉴스, 2015. 11. 3.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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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꿔 지정된 유럽의 비트코인 거래소 주소로 출금하면, 일당 6만
원에 거래금액 일부를 수수료로 받게 된다.

<그림 15> 거래소를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방법 예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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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딜러 지원자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돈은 파밍,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고, 딜러 지원자
는 그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범죄자들의 비트코인 주소로 중간
전달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결국 피해자일 수 있는 딜러 지원자도
상황에 따라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과 함께 범법자로 처벌을 받
을 가능성도 있게 된다. 위의 사례처럼 신종 범죄수법은 점점 지능
화되고 있다. 비트코인 악용 범죄 유형에 따른 기술적 문제점을 정
리하면 <표 9>와 같다.
기술

범죄유형
불법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는
유형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유형
탈세유형

비트코인
획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유형

대표적 사례
·실크로드 등 다크웹을
통한 불법거래
·국내 마약 등 불법거래
·BitInstant 자금세탁
·IS테러자금세탁
·북한자금세탁(가능성)
·상속세, 증여세 탈세
·국외재산도피(가능성)
·봇넷을 이용한 비트코인
획득
·비트코인 거래소, 전자
지갑 해킹
·랜섬웨어를 통한 비트
코인 획득
·보이스피싱을 통한 비트
코인 획득

기술적 문제점
(악용 가능한 비트코인의
기술적 특성)
·비트코인 익명성
·폐쇄적 네트워크(다크웹 등)
·중개기관 부재
·실시간 자금이체 편리성
(국경·시간 불문)
·비트코인 익명성
·중개기관 부재
·실시간 자금이체 편리성
(국경·시간 불문)
·비트코인 익명성
·중개기관 부재
·실시간 자금이체 편리성
(국경·시간 불문)
·사이버 범죄에 적합한 환경 등
·비트코인 익명성
·비트코인 마이닝 집단의
집중화
·비트코인 거래의 집중화
(거래소)
·중개기관 부재
·실시간 자금이체 편리성
(국경·시간 불문)

<표 9> 비트코인 악용 범죄 유형에 따른 기술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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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트코인에 대한 제도적 규제 현황
3.1. 해외 규제 현황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은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다. 우선 미국의 경
우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규제안은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일부 주 정부에서 비트코인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최근 제시된 뉴욕 주의 비트 라이선스(Bit license)를 꼽을 수
있다. 비트 라이선스는 뉴욕 주 내에 위치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산업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산업들의 보호를 위한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면허를 발급하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의 보관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해당 업체 재무상태와 비
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상황을 정부가 파악해 이용자 재산피해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2015년 9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서는 비트코인이
통화인지 상품인지를 두고 일어나는 논란에 대해 비트코인을 통화
가 아닌 원자재상품으로 공식 규정하였다. 또한 CFTC는 미국의 상
품거래법과 선물거래 규정을 따르지 않는 비트코인 옵션거래 플랫
폼인 코인플립에 대해 즉각 운영을 중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비트
코인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권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권을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려
면 미 당국으로부터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그룹처럼 스와프 거
래 회사로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비트코인 거래의 투명성
을 높이고 해킹으로 몰락한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처럼 도산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58)
58)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317, 미국 CF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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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규정하였다. 상거래
에서 발생하는 부가이득에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개인 간
사적거래에 대해서는 비과세 방침을 밝혔다. 즉 비트코인을 ‘사적화
폐’ 의 하나로 분류하고, 납세나 거래의 수단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14]
프랑스 정부는 2014년 비트코인 거래소가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
거나 허가받은 업체와 함께 일해야 한다는 지도안을 내놓았다.
영국도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를 합법적이라
인정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비트코인 거래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
다. 가령, 영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거래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려는 입장을 취했으나, 최근에는 비트코인 마이닝과 거래소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고,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로 사용
한 물품 거래에 대해서만 판매자에게 부가세를 부가하고 있다.
호주 역시 비트코인을 외환의 일종으로 취급할 수 있는 현행 규
정이 없음을 이유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것에 대해 부
가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개인들의 소액 거래에 대한 면
제 규정을 두었다.
러시아는 가상화폐와 불법 경제활동의 연관 가능성을 근거로 들
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비트코인 마이닝 산업은 인정하고 있으나, 자본유출
에 대한 우려로 아이슬란드 내에서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것을 금지
하고 있다.[11]
“비트코인, 통화 아닌 원자재상품”, 이코노믹 리뷰, 2015. 9. 20.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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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14년 3월 각의에서 인터넷상의 가상통화인 비트코
인에 관한 최초의 공식적인 견해를 결정한 바 있다. 결정 내용의 핵
심은 비트코인은 통화에 해당되지 않으며, 귀금속 등과 동일한 상품
으로 취급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중개 등
본업에서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거래에 수반되는 매매익은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각의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는 비트코인은 외
국환 및 외국무역법 규정에 의한 외국통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비트코인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
고, 비트코인을 대가로서 채무변제 사용 금지 법률은 없음을 서술하
였다.[20]
이후 2015년 8월 일본 금융 당국은 현금과의 교환·매매를 담당하
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에 대한 면허·등록제를 도입하고, 업체 내
부관리 체제 정비, 이용자의 본인 확인 등을 의무화할 것을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59)
미국, 유럽과 함께 비트코인 거래가 매우 활발한 중국에서는 금융
기관이 비트코인 관련 산업과 거래를 하는 것이 불법화되어 있으나
개인들이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행위는 합법화되어
있다.
이처럼 국가마다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이 상이한 것은 각국의 현
행법상에서의 차이점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
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매우 다양한 측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다.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의 여부는 결국 어떠한 법규를 적용해야
하는지의 문제와 더불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전반에 대한 새로운
법규를 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다양한 측면을 지닌 비트코인의 경우 기존의 법규들만으로
59)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80513448,
“日정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규제 법 정비 검토”, 한국경제, 2015. 12.
30.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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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의 포괄적 기능을 아우르는 새로운 규제안 도입 또한 고려될 것으
로 보인다.[11]
규제대상/
금지

국가
중국
원칙적
러시아
금지
아이슬란드
ATM 사용 타이완
금지
자금세탁, 싱가포르
불법금융
등
사용금지
미국
비트코인
과세
특별한
규정 없음
(원칙적
자유)

내용
-은행과 지급시스템은 비트코인 사용 금지
-개인들은 자유롭게 거래 가능
-자연인, 법인 등은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없음
-비트코인을 이용한 외환거래행위는 원칙적
금지
-비트코인 ATM은 승인 필요
-금융중개기관은 그들 고객의 정보를 확인
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보고할 의무 부담
-비트코인 거래소 및 마이너는 연방정부에
의심사항 보고 의무를 부담
-실제 상거래에서 지급을 위한 비트코인의
사용, 교환 보고 의무를 부담
-비트코인 거래·구매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
일본 과세
-은행 및 증권사는 비트코인 거래 금지
통화로 교환되면서 발생한 자본이익에
핀란드 -다른
과세
거래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해서
독일 -마이닝이나
과세(1년 이상 보유시 예외)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음
한국 -비트코인에
-비트코인 거래소들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표 10> 각국의 비트코인 규제 현황60)

3.2. 국내 규제 현황
비트코인에 대해 동향만 살피고 규제안을 내놓지 않은 것에 비해
대부분 국가가 어떠한 형태로든 규제방향을 밝히고 있음에 비교하
60) 유럽의회연구보고서(EPRS)(9면) 참조·수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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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4] 다만,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지급
결제수단으로 성장 가능성 있지만 한계가 분명하다는 전망을 내놓
으며 정부가 규제를 마련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더불어 2015년 7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디지털 화폐의 성격
에 대해 화폐나 금융상품은 아니며 ‘일반상품’ 의 성격으로 규정하
였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은 발행기관이 따로
없어 화폐로 보기 어렵고,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
에 금융상품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실에서 가치를
평가 받아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상품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견해이다. 비트코인의 성격을 규정하였지만, 비트코인에 대해 신고
하거나 거래내역을 알릴 의무 같은 거래상 규제를 만들거나 세금을
부과할 구체적 방법에 대해 부처 간 공유된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는 규제를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트코인
에 대한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
로는 사용자들의 개인 계좌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다수의 비트코인
거래소들의 경우 거래의 매개체가 비트코인일 뿐 그 경제적 기능
측면에서는 기존의 금융기관들과 다를 바 없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의 본질이 이용자 보호라는 측면
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 거래소 또한 이와 유
사한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 설립되어 영업 중인 비트코인 거래소들의 경우는 일
종의 소프트웨어 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하여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국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트코인 거래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자로 신고를 하고 비트코인 거래소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
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관하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전반에 대
한 정책을 입안하고 관장하는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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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마운트곡스(Mt.Gox)나 비트스탬프(BitStamp)와 같이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거래소들에서 발생한 사고들은 이러한 이용자 보호
장치가 존재하지 않아 그 피해가 이용자들에게도 귀속되고 말았다
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1]
따라서 자금세탁방지법상의 의심거래 및 고액거래 보고 의무 등
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 이익 침해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비트코인은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규제 가
능한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를 대상으로 상속세, 증여세 등 탈세의심
거래와 고액거래 중 이상거래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 악용 범죄 유형에 따른 제도적 문제
점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기술
범죄유형
불법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는
유형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유형
탈세 유형

대표적 사례
·실크로드 등 다크웹을 통한
불법거래
·국내 마약 등 불법거래
·BitInstant 자금세탁
·IS테러자금세탁
·북한자금세탁(가능성)
·상속세, 증여세 탈세
·국외재산도피(가능성)
·봇넷을 이용한 비트코인
획득
비트코인 ·비트코인
거래소, 전자지갑
획득
해킹
그 자체를 ·랜섬웨어를 통한 비트코인
목적으로 획득
하는 유형 ·보이스피싱을
통한 비트코인
획득

제도적 문제점
·비트코인 법적 성격 미규정
·비트코인 거래 관리감독
부서 부재
·비트코인 거래 규제 정책
부재
·자금세탁방지 제도 연계
방안 부재
·비트코인 세법상 분류 방향
부재
·과세 모델 부재
·해외송금 규제 방안 부재
·비트코인 법적 성격 미규정
·비트코인 거래 관리감독
부서 부재
·비트코인 거래 규제 정책
부재

<표 11> 비트코인 악용 범죄 유형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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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비트코인 악용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1. 비트코인 악용 범죄에 대한 기술적인 대응방안
1.1. 비트코인 익명성에 대한 탈익명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비트코인 악용 범죄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점의 핵심은 비트코인의 익명성이다. 따라서 우선 비트코인 악용 범
죄에 대한 수사에 필요한 비트코인의 익명성에 대한 기술적인 대응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비트코인은 암호화 화폐로서 가지는 본연의 특성인 익명성을 가
진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핵심원리인 블록체인의 블록 안에 거래내
역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거래소나 가맹점 등을 통해서
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비트코인 거래
를 수반하는 과정에서는 이용자들의 정체를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
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트코인 거래는 완전한 익명
성이라기보다는 가명성(pseudonymous)을 의미한다. 비트코인의 익
명성에 대한 암호학적인 탈익명화를 시도하는 여러 연구들이 있으
나 현재까지 암호학적인 완전한 탈익명화는 힘든 상황이므로, 수사
기관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탈익명화를 시도
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1.1.1. 비트코인 거래 추적의 차별성
2015년 11월 유럽연합(EU) 최고 법률집행기관인 유로폴(Europol)
이 비트코인 거래 추적 기술을 가진 인턴을 구한다는 채용 공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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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이 채용 공고는 유로폴이 사이버첩보팀
을 지원하는 ‘오픈 소스 수집 및 분석’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다. 물
론 지원자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거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하며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이 있어야한다’ 라는 조건이
있지만, 이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유로폴이 비트코인 거래를 ‘OSINT
(공개출처정보)’ 라고도 불리는 ‘오픈 소스 인텔리전트’ 기술을 포함하
는 수사지원을 통해 추적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턴으로 채용
되면 사이버범죄팀의 OSINT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다.61)
유로폴의 공고문에서 알 수 있듯이 범죄수사 관점에서는 비트코
인 특유의 기술적 익명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금융거래추적과는 다
른 추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악용 범
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경우,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관련 범죄
수사의 기초 단계라 할 수 있는 비트코인 거래 추적을 반드시 수행
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거래수단으로 악용한 마약사범들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들 간의 전형적인 범죄자의 행동, 소비/구입 습관,
동일한 범죄자에 속하는 다수의 계좌 간 비트코인의 흐름, 범죄자의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누설된 비트코인 주소, 공공 사회 네트워
크를 포함하는 모든 접근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비트코인
에 대한 거래 추적에 대해 시도가 가능하다.
1.1.2. 비트코인 거래시스템에서 획득할 수 있는 거래정보
비트코인 거래시스템은 완전한 수준의 익명성을 제공하고 있다
61)

http://www.coindesk.com/europol-is-recruiting-an-intern-with-bitcoinskills/, Joon Ian Wong, Europol Seeks Intern With Bitcoin Tracing
Skills, 2015. 11. 23.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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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는 없다. 비트코인 주소와 개인정보를 연결 짓는 고리가 결
여되어 있을 뿐, 블록체인에 등록된 비트코인 주소의 모든 거래는
연결되어 표시되기 때문이다. 즉, 불법적인 목적으로 비트코인이 이용
되기 위해서는 현금과 같이 거래 자체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아야 하
는데 비트코인 간의 거래는 인터넷에 모두 공개되기 때문이다. 어떠
한 형때로든 흔적을 남기는 범죄는 거래 증적의 추적을 통하여 최
초 거래자 혹은 범죄 혐의자를 인지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남겨두
게 된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익명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접근 가능
한 다양한 디지털 흔적이나 노출된 정보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
다.
비트코인 거래내역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주소와 개인정
보를 연결 짓는 고리점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인데, 범죄혐의자가 범
죄 수단으로 사용하는 비트코인 주소들의 관계 분석(비트코인 주소
는 여러 개를 동시에 생성할 수 있으므로)을 통해 거래 흐름의 최종
종착지로 수렴되는 혐의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파악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루트(route)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비트코인 악용 범죄자들은 개인 정보를 최대한 은폐하기 위해 사
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주소를 만들고, 이것은 동일한 사람
과의 거래가 다시 이어지는 것을 어렵게 하는 상황을 자주 살펴볼
수 있다. 만약 더 강력한 개인 정보의 은폐를 원한다면 그 비트코인
들을 한 풀에 모두 넣어 섞은 후 새로운 주소를 뽑아 주는 제3자를
통해 세탁을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블록체인의 마이닝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
정 개인의 주소 목록에 연결을 시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비 습
관을 분석하거나, 한 주소에서 다른 이에게 보내진 거래의 변화 등
블록체인 외의 정보를 사용하여 이러한 주소 목록을 알 수 있다.[13]
1.1.3.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통한 획득 가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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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금융거래내역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명의인인 당사
자의 동의가 있거나 필요시 법원에서 발부된 금융거래내역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통해서 해당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
기존의 금융 업무 및 지불 체계와 달리 비트코인 시스템이 분산
된 신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시스템 내에서
는 거래추적이 필요한 비트코인 주소 중에 한 개만 알고 있어도 그
주소를 기점으로 하여 블록체인을 통해서 역으로 관련 비트코인 주
소를 추적해 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거래 한 건은 분산화
된 합의(distributed consensus)라는 비트코인 메커니즘에 의해 ‘신뢰’
를 얻고 승인을 받은 후 기존의 거래내역 전부가 담긴 분산 장부인
블록체인에 최종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금융거래추적처럼 영장의 발부 없이 비트코인 거래
내역의 검색 엔진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탐색기(block chain
explorer)’ 라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거래내역의 추적은 가능하다. 물론, 익명성을 띤 고유할 식별번호로
이루어진 비트코인 주소들 사이의 거래 연결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
한다.
블록체인 탐색기(block chain explorer)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블
록체인을 통해 거래를 추적하면서 각 단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서
비스를 제공하는데, 비트코인 주소·거래내역·블록 등을 찾아볼 수
있고 이들 간의 관계 및 흐름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블록체인 탐
색기 블록체인 인포(Blcokchain info), 비트코인 블록 익스플로러
(Bitcoin Blcok Explorer), 인사이트(insight), 블록아르 블록리더
(blockr Block Reader) 등이 있다. 각 서비스는 비트코인 주소를 블
록 번호 같은 정보의 검색을 통하여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블록체인
상에서 관련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다.[22]
대표적인 블록체인 탐색기인 블록체인 인포(Blcokchain info)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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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아래 <그림 16>과 같이 실시간으로 모든 비트코인 거래를
기록, 표시해 두기 때문에 모두에게 데이터를 제공가능하다. 블록체
인 웹사이트에서는 현재까지 생성된 블록체인의 수(블록 높이), 각
각 생성된 블록 안에서 거래된 내역 및 거래량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거래내역은 해당 사이트 아래 부분에서 실시간으
로 업로드가 되고 있다. 특정 비트코인 주소가 거래된 내역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 중간부분에 있는 세부거래정보 검색창
을 통해서 특정 비트코인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 특정
비트코인 주소와 연결되는 기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 블록체인 인포 사이트
따라서 비트코인 주소와 개인정보가 연결되는 사례가 나오게 될
경우 해당 비트코인 주소에서 발생한 과거 거래내역이 특정인의 거
래내역으로 공개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가령, 온라인 상점에서 한
사용자가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이 사용자
의 개인정보(배송 주소, 이름 등)가 해당 비트코인 주소와 연계되므
로 이용자의 과거 거래내역 모두가 그 상점 측에 공개되는 것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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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약 및 무기 거래, 자금세탁 등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비트코인 주소를 특정하게 되면 특정된 비트코인 주소를
통해 관련 의심 거래되는 비트코인 거래내역을 획득할 수 있게 된
다. 따라서 그 획득된 주소를 통해 추가적으로 증거력이 있는 거래
내역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마약 구입자가 인터넷검색을 이용하여 마약 관련 판매
광고 게시물을 올린 사이트나 블로그에 접속한 후, SNS를 통해 마
약 판매자와의 연락을 통해 마약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판매사범이
지정하는 비트코인 주소로 비트코인을 입금하는 경우 최초 마약 구
입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블록체인 탐색기를 이용하여 검색하게 된
다면 마약 판매자의 주소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해당 마약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거래 내역을 역으로 계속 추적해 간다면 비트코인 주소들 간의 관
계분석을 통해 특정 마약 범죄에 관련된 다양한 비트코인 주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추가적으로 마약 범죄와 연결되는 거
래로 의심되는 비트코인 주소를 특정하더라도 그 주소의 이용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별도의
확인과정이 필요하다.
1.1.4.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한 획득 가능 정보
일반적으로 마이닝을 통한 비트코인 획득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로 비트코인을 취득하려면 거래소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현 단
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집단이 아닌 개인의 마이닝 과정을
통한 비트코인 축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재화나 용역의 대가
로 비트코인을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사용자 일부에 국한될 것이다.
따라서 범죄자가 비트코인을 거래소를 이용하여 구매 및 환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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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불법 물품을 판매한 뒤 비트코인을 획득하는 방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혹은 물품 판매 공간이 제공하는 익명성 정도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경우 범죄
자를 추적할 중요한 단서가 존재하게 된다. 이는 비트코인이 불법적
거래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을 정책
당국 및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게 된다. 비트코인의 익명성으로 인해
개인 간 불법적 비트코인 거래는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어렵겠지만,
비트코인 산업들을 매개로 하여 불법적 거래 활용의 가능성을 크게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거래소들
이 이용자들의 실명이나 은행계좌를 확인하는 절차 과정에 대해 법
적으로 강제하여 비트코인을 통한 자금세탁, 탈세 등의 불법적 활용
을 큰 폭으로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① 비트코인 사용자의 IP주소
모든 비트코인 거래들은 사용자들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연계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물리적 주소와 비트코인 사용 내역의
연계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인터넷 물품사기, 아이템거래 사기 등의
경우 접속기록을 통하여 IP주소를 확인한 후, 동시간대 당해 IP주소
를 통하여 접속한 다른 사이트(포털 또는 게임 사이트)의 명의자를
확인하여 인적사항을 추적하게 된다.
비트코인 거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IP주소 추적 기법을 사용하
여, 비트코인 거래소의 접속기록에서 불법거래와 연관된 IP주소를
확인한 후, 동시간대 당해 IP주소를 사용하여 접속한 다른 사이트
(포털 또는 게임 사이트)의 기록을 확인하고, 비트코인 거래자를 추
적하여 불법거래자의 신원의 확인이 가능하다.
사용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IP추적 기법을 통하여 추가적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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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사항 확인에 의해 명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 물론 비트코인 악용
사용자들이 나날이 지능화가 되어감에 따라 IDC 센터 등을 이용해
대여한 서버를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추적이 힘들 수도 있지만, 다
른 수사기법들과 병행하여 추적을 위한 시도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
② 비트코인 지갑과 연계된 계좌정보
비트코인 구매 및 거래뿐만 아니라 거래 후 비트코인을 현금화하
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거래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운영되
고 있는 비트코인 거래소들의 다수는 비트코인의 출금이 실제 은행
계좌를 통해 가능하도록 강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 비트코
인 거래소에는 금융기관과 연계된 계좌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거래자를 추적할 수 있으며, 비트코인 사용자와 사용자의
은행계좌의 연계가 가능하다.
연계된 은행계좌는 금융거래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통해서
은행계좌의 명의인을 특정할 수 있고, 명의인이 계좌를 개설할 때
기입하는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연락처, 주소, 직업 등의 고객기본정
보(CIF)를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 가입 당시 은행계좌가 도용된 계
좌이거나 차명계좌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추적을 통하여 실제 거래
자를 특정할 수 있는 수사 단서를 얻을 수 있다.
③ 비트코인 거래소 가입 개인정보
사용자 인증 방식에는 통상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유사하게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 즉 스마트폰, 보안카드, OTP
기기를 통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문,
홍채 등을 통하여 생체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이 중 2가지 이상을 조합하여 인증하는 방식을 이중 인증
(2-factor authentication)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ID, 비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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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OTP(One Time Password) 인증을 결합하는 방식이 있다. 현
재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일회
용 비밀번호(OTP)를 인증 시마다 생성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러한 이중 인증은 One Channel과 Two Channel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자는 인증이 기기 하나를 통해 진행되는 방식이고, 후자는
기기 2개를 통해 인증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이중 인증방
식은 1개의 매체에서 정보를 입력하여 인증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반면 2채널 인증은 인증을 요청하는 기기와 실제 인증을 수행하는
기기가 별도로 존재하여 2개의 인증수단이 분리된 것이며, One
Channel 이중 인증방식과 비교하여 보안이 강화된 형태이다.[12]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인 Korbit의 경우를 보면 가입 시 본인인증
을 통해서만 가입이 이루어진다. 가입자 명의의 인적사항을 기입한
후, 가입자 사용 이메일을 입력하면 해당 거래소에서 가입자의 이메
일로 가입인증 메일을 보냄으로써 가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와
병행하여 가입자 명의 휴대폰을 통해 가입인증 비밀번호를 전송함
으로써 가입자는 최종 거래소 가입을 할 수 있는 Two Channel 방
식으로 인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일반압수수색영장을 통해 국내 개
설되어 있는 국내 거래소(Korbit, 코인플러그, 빗썸, 코인원, 코인피
아 등)에 대해 범죄혐의자의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비트코인 주소에
대한 가입여부, 가입자의 인적사항,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경우와 달리 해외에서 개설된 비트코인 거래
소에 가입된 비트코인 주소인 경우에는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수
사를 통해 확인 요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1.5. 비트코인 거래내역의 패턴 분석
중앙에서 규제하는 청산기관(clearing house)이 없다거나 실명이
드러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이 거래가 비밀스럽게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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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명이 드러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갑의 거래 패턴과 시각, 내역 등을 통
하여 이 지갑의 소유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지갑을 사용하는지, 어느 지갑들이 같은 주인을 가지고 있는지 유추
가 가능하다. 이러한 유추를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유
용한 사이트가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① https://www.blockseer.com/
② https://www.walletexplorer.com/
③ https://chainalysis.com/
④ https://www.elliptic.co/
<표 12> 비트코인 거래 분석 사이트
비트코인의 익명성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법으로 수사기관
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서 추적하고자 하는 비트코인
거래에 이용된 비트코인 거래 지갑 감지, 지갑 이름, 주소, 메타 데
이터, 지갑 사이의 링크의 그래픽을 시각화하여 악의적인 이용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사이트 중 https://www.blockseer.com/를 접속하면 <그림
17>, <그림 18>과 같이 실크로드 관련하여 FBI에서 압수한 비트코
인의 거래 내역을 비트코인 거래 그래프로 표현하여 거래 단계를 비
교적 쉽게 역 추적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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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비트코인 거래 추적 사이트

<그림 18> 실크로드 관련 비트코인 압수 거래 그래프
해외의 한 논문에서는 실크로드 사건에서 FBI가 울브릭트(DPR)62)
를 체포하고 그의 컴퓨터를 압수63)했을 때 압수와 관련된 모든 비트
62) 실크로드 운영자는 통칭 ‘무시무시한 해적 로버츠(Dread Pirate Roberts :
DPR)’ 로 호칭되었다.
63)

2013년 10월 1일 체포 당시 울브릭트는 FBI에 의해 압수되었던 노트북
을 사용하고 있었다. 25일 동안 이어진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FBI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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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주소와 액수를 역추적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사이트를 통해 공개
된 거래내역을 다운받아 거래내역을 정리하였고, <그림 19>, <그림
20>과 같이 일정한 거래 패턴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림 19> 압수된 실크로드 공개주소 역추적 과정[24]

원은 약 144,336 비트코인이 들어 있는 비트코인 지갑을 이 노트북에서
발견했다. 직후인 10월 25일 오전 1시 27분 54초에서 6시 50분 27초 사이
에 FBI는 그들이 만들고 관리한 새로운 계좌 하나에 일련의 거래 446건
에 대한 전액(당시 2천 8백만 달러 상당)을 송금했다. <그림 20> 에서
보면 총 445건의 이체 거래가 이루어졌고, 각 한 건마다 정확히 324
BTC를 이체했으며(전화의 키패드에서 “FBI” 와 동등한 숫자를 나타냄),
마지막 한 건은 나머지 156 BTC를 이체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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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압수된 실크로드 비트코인 이체 과정[24]
DPR의 체포에 대한 공판 직후, DPR의 운영 방식, 특히 그가 비트
코인 재산을 어떻게 얻었고 숨기려고 했는지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
해 일반 공개가 가능한 블록체인의 거래 내역을 이용하였는데, 역추
적의 시작점은 FBI가 관리한 주소인 것이다. FBI 주소로 들어온 446
건의 거래 중 48건은 다수의 송금 거래였으며, 나머지 398건은 1-4개
의 송금 거래였다. <그림 19>는 FBI 주소의 바로 이전에 있었던 주
소들의 구조를 요약한다. 녹색 한 개, 빨간색 4개로 이루어진 5개의
화살표들이 주소로 진입하는 모습은 비트코인의 전체 유입 흐름을 나
타낸다.
DPR의 지갑에서 압수된 144,336 비트코인의 89.6%를 포함한 정확
히 19개의 주소가 역추적 대상이다. DPR은 15개의 계좌에 FBI에 의
해 압수된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보관했고, 2013년 4월과 5월에 여러
번에 걸쳐 그의 모든 비트코인을 기존의 계좌 15개에서 일련의 다른
15개의 주소로 동시에 옮겼지만 2013년 10월 1일에 그가 체포되기 전
인 2013년 5월 1일에 개설한 일련의 동일한 15개의 주소에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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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 15개의 주소는 같은 날 특정 계좌에 정확히 50 비트코인을 송
금하기 위해 쓰였다. 좌측에서 우리는 유입하는 모든 거래가 정확히
50 비트코인임을 의미하는 자홍색 별표로 표시된 이러한 5개의 주소
를 보여준다. 이러한 50 비트코인 거래의 일부를 추적하는 것은 수십
만 비트코인에 이르는 막대한 총액과 관련된 수백 건의 거래가 이루
어진 다수의 계좌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최대 규모의 계좌 중 하나에는 100,000 BTC 이상이 유
입되었고 계좌의 최종 거래는 DPR의 체포 직전인 2013년 10월 1일
오전 8시에 이루어졌다. 이 계좌들이 DPR의 소유인지는 확실하지 않
으며, 이 비트코인들은 FBI로부터 전혀 압수되지 않았다. FBI가 DPR
의 소유로 믿고 있는 15개의 주소에 대한 추가 역추적에 관한 내용은
<그림 2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1> DPR 관련 의심 비트코인 거래 역추적[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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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논문에서 제시한 역추적 기법을 활용하여 블록체인 탐색기나
<표 12> 비트코인 거래 분석 사이트를 통해 유의미한 비트코인 거
래내역을 추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2. 사이버범죄 측면에서의 대응방안
일종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관련 범죄는 무수히 많은 인터넷 사
이트들과 그것들을 서로 연계하는 컴퓨터 연결망(인터넷)을 통해 범
행의 수단, 표적 혹은 무대로 일어나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는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있으면 전혀 다른 장
소에서 컴퓨터로 조작 가능하며, IT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전문적이
고 다양한 신종 범죄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비트
코인 악용 범죄 사례들은 비트코인의 익명성 등 다양한 특성과 사
이버 범죄의 특성이 결합되어, 범인의 추적이 더욱 힘들고 그 피해
대상 또한 광범위할 수 있는 신종 사이버범죄의 유형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악용한 범죄 대응에 있어서는 IP 주소 및 도
메인 추적 기법, 웹사이트 추적기법, 네트워크 침해 및 DoS 추적 기
법, 악성코드추적 기법, 로그 분석 기법 등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범
죄 수사기법 적용은 필수적이고,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트코인 악용 범죄 유형에 따른 기술적 대응방안을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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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

기술

기술적 문제점

·비트코인 익명성
·폐쇄적 네트워크
(다크웹 등)
·중개기관 부재
·실시간 자금이체 편리성
(국경·시간 불문)
자금세탁 ·비트코인 익명성
수단으로 ·중개기관 부재
악용되는 ·실시간 자금이체 편리성
유형
(국경·시간 불문)
·비트코인 익명성
부재
탈세유형 ·중개기관
·실시간 자금이체 편리성
(국경·시간 불문)
·사이버 범죄에 적합한
환경 등
·비트코인
익명성
비트코인 ·비트코인 마이닝
집단의
획득
집중화
그 자체를 ·비트코인 거래의 집중화
목적으로 (거래소)
하는 유형 ·중개기관
부재
·실시간 자금이체 편리성
(국경·시간 불문)
불법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는
유형

기술적 대응방안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정보 등 획득 가능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
및 가입정보 등 획득
·비트코인 거래내역의 패턴
분석으로 연관 정보 추적
가능
·IP 주소 및 도메인 추적 기법,
웹사이트 추적기법, 네트워크
침해 및 DoS 추적 기법, 악성
코드추적 기법, 로그 분석
기법 등 사이버범죄 추적
기법 동시 동원

<표 13> 비트코인 악용 범죄 유형에 따른 기술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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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적 관점에서의 대응방안
2.1. 법제도 관점에서의 대응방안
비트코인의 도입 목표가 정부 규제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통화로
서 존재하는 것이란 점에서, 초기부터 세금 회피 및 법적 악용 등을
우려한 정부와의 마찰 및 규제 관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화폐, 금융자산, 소프트웨어의 특성이 모두 혼재된 비트코인의 특성
으로 인해 규제당국들은 비트코인의 성격 및 법적 지위 규정에 대
해 고민해 왔다.
비트코인은 특정 국가에 기반을 두지 않은 탈집중화된 P2P 네트
워크를 바탕으로 한 거래시스템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비트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서 감시와 감독을 한다고 해도 법적
기반이 없는 국가의 통화나 서버를 이용하여 규제를 피해갈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법적 기반은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각 국의 중앙은행이 각 국의 법정화폐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국제결
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64)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법
적 기반인 원칙 중심의 국제기준과 이를 관리하는 산하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국제결재은행 산하기관은 각 국 중앙은행과 금융당국
이동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규칙 중심의 국가별 법적 기반을 만들
도록 하여야 한다. 각 국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이 그에 근거하여 자
국 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관련 산하기관은 내부에 비트코인 이용현황과 관련 정보기술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제결재은행 위원회가 정
64) 국제금융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주요국의 공동출자에 의해
1930년 설립된 국제은행으로,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다. 각국 중앙은행들
사이 조정을 맡는 국제협력기관이라고 하여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이
라고 불리기도 한다.[위키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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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이 필요하다. 산하기관은 필요 시 국가 간 공조를 통하여 비트코인
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규제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적절히 관리하여 비트코인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3]
아울러, 아직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특별한 규제안이 마련되지 않
은 국내의 경우 비트코인 산업이 상대적으로 발전한 미국, 영국, 독
일 등의 국가들에서 도입한 비트코인 관련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
해야 한다. 이를 향후 규제안에 선별적으로 반영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2.2. 금융제도 관점에서의 대응방안
2.2.1 자금세탁 방지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은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재산을
합법재산으로 위장·변환하는 과정으로, 불법적으로 획득한 수익을
합법적인 원천에서 생긴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그 불법적 원천을 은
닉하거나 가장하는 것이다.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위와 같이 이루어
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말한
다.[9]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2001년 관련 법률 제정과 금
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의 출범으
로 시작되었다. 즉, 2001년 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규제법)이 의
결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달 27일 공포됨으로써 자금세탁
방지 제도 시행을 위한 법률을 갖추게 되었다. 아울러 그 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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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동 법률이 시행됨과 동시에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한 정부기관
으로 금융정보분석원65)이 출범하였다.[17]
비트코인이 범죄나 테러 자금의 세탁에 이용될 것을 우려한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66)는 2015년 6월 호주에서 비트코인 등 가
상화폐가 국제 테러 조직의 송금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적극 취해
야 할 가이드라인을 정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각국 통화와 비트코
인을 환전해주는 환전소를 면허제로 운영하고 환전소에서 발생하는
거래 중 테러조직으로 의심되는 것은 곧바로 당국에 알리도록 했고,
계좌를 개설할 때도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철저히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2015년 11월 13일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최근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테러 집단의 자금원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하였다. EU 내무·법무 장관회의는 익명 접근
이 쉽고 당국이 쉽게 추적하기 어려운 속성으로 테러리스트에게는
이상적인 자금 조성 및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 '은
행을 거치지 않는 결제 방식'에 대한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회원국 금융 감독 당국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을
통한 국제 협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67)
65)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로부터 보고 받은 자금세탁 관련 의심거래를
수집·심사·분석하고, 불법거래, 자금세탁 행위 등 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자료를 검찰, 경찰,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
금세탁을 범죄로 처벌하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66)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정부 간 기구로서, 자금세탁과 테러분자
금융에 대항하기 위한 국가 및 국제적 수준의 정책개발 및 증진을 목적
으로 한다. 본 기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국가의 입법 및 규제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데 필요한 정치적 의지를 창출하기 위해 일하는 정책결
정기구이다.
67)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400&key=2
0151123.99002162634, “문화재,비트코인…EU, 테러단체 자금조달원 규제
나서”, 국제신문, 2015. 11. 23.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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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범죄는 세탁된 자금이 지정된 전제범죄(predicate offences)
로부터 얻어진 불법자산으로, 그 범죄수익을 은닉, 가장하는 등 범죄
수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생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 거래소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
한 법률에 의한 신고주체에 해당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과 동시에 비트코인과 현금거래의 중개를 행하는 비트코인 교환소
에 대하여 지불조서를 제출할 의무를 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20]
또한 비트코인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활동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
에서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발생한 범죄수익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관리하고 규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 이행을 효율적으로 집
행하기 위해 불법자금의 조달과 이동 등 불법 위험성이 높은 분야
에서 통제를 강화하고 또한 고의적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의해 그 제재를 엄격히 해야 된다. 한편으로 법규준수 기
업․기관에 대해서는 감독 및 검사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규정들을 동시에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18]
2.2.2. 거래의 모니터링
비트코인이 국내에 한정되어 유통된다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은 미미할 것이다. 비트코인의 가치도 비트코인과 원화의 비율을 통
해 책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사용이 증가하여 국
내에서 거래되는 양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외적인 환경
의 변화에 의해 국내 화폐가치가 그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 등이 외환관리를 하듯이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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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의 거래물량과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일정량 이
상의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국제거래를 할 경우에 이를 관계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개기관(금융기관)이 없고 거래주체의 자발적인 신고나 보
고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
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금융당국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거래 상황을 파악하고 감시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둘 필요성도 있다.
위와 병행하여 이상금융거래방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FDS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단
말기 정보나 접속정보, 거래 내용 등 다양하게 수집된 정보를 종합
적으로 분석해 의심거래를 탐지하고 이상금융거래(Fraud Detection)
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로 판단되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위험도를 미리 예측하거나 사전에 분석하여, 이상 징후
를 포착한다. 고객에게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금융기관이 거래
를 막을 수 있도록 돕는다.
FDS는 그동안 주로 보험사와 증권사에서 보험 사기나 이상거래
를 탐지하거나,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위변조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만 카드를 사용하던 고객이 갑자기
해외에서 사용할 경우 카드 가입자에게 문자로 해외에서의 승인내
역을 통보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도 FDS의 한 영역이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과 부산은행만 적용되어 도입이 활발하지 않
았다. 그러나 최근 앱카드 부정사용을 알아내어 효과를 입증하였고,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IT 인프라 구축 항목에 FDS
구축을 권고하였다.68)[12]
또한, 온라인 게임사에 적용 가능한 연구 사례도 있다. 이 연구에
68) http://www. ajunews.com/view/20141008105026783, “간편결제 보안이슈는
FDS로 해결”, 아주경제, 2015. 10. 30.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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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온라인 게임에서 계정 도용이 이루어진 계정의 로그를 분석하
여 계정 도용 유형의 분류 체계를 구성하고, 접속시간, 캐릭터 레벨,
게임머니 감소율, 게임머니 감소율의 발생 빈도, 아이템 추출유무,
장비 탈착율, 아이템 판매 경로, 게임머니 이동 경로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계정 도용 탐지모델을 제시하였다. 실제 피해 사례의 로그
기록에 적용하여 개선된 성능을 입증함으로써, 게임회사가 계정도용
에 대한 능동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사전에 계정
도용으로 예상되는 증후가 감지될 경우, 서버 차단, 자동 비밀번호
변경, 사용자 알림 등의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등의 보안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조하도록 제안하고 있다.[19]
다만, 이러한 FDS가 도입되어도 탐지된 이상거래에 대하여 비트
코인 거래소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이 제한적이다. 비트코인
은 실물화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동일한 제재 기
반을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사이버범죄 대응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다.
한편,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는 급변하는 IT 기술 환경과 급
속히 지능화되는 범죄 양상에 대응하여 침해차단, 범죄 예방․수사,
국제공조 등 각 분야에서 관련기관 간 유기적 업무 협력을 위한 ‘사
이버범죄 유관기관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비트코인 거래소의 운영
은 사이버공간에 종속적이므로, FDS에서 탐지된 이상거래 및 관련
범죄 정보를 이와 같은 협의체와 함께 논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
면, 사안에 따른 제재 방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트코인 거래 시스템 자체의 법적성격이 화폐인지 금융
상품 인지 불분명한 상태이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거래
상황을 파악하고 감시하기 위한 전담부서도 없는 상황에서 FDS 도
입은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다.
그렇지만 FDS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기타 필요사항(FDS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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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위한 기술적인 어려움과 시간과 비용의 문제 등)이 있더라도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2.2.3. 조세제도 관점에서의 대응방안
비트코인은 도입 초기부터 현실의 경제활동에서도 사용될 수 있
도록 정교하게 고안되었기 때문에 법적·경제적 문제를 가져오는 원
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비트코인은 익명성에 바탕을 두고
개인 암호화를 통한 지급결제수단으로 발전된 까닭에 자금세탁 수
단이나, 테러나 범죄에 관련된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점도 있
다. 불법자금거래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있었던 ‘실크로드 사건
(Silk road case)’에서처럼, 마약이나 청부살인 등에 대한 대가로 비
트코인이 활용된 사례들이 실제로 발생되고 있다. 당초 비트코인의
도입 목적이 정부 규제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통화로 존재하는 것이
라는 점에서 조세 회피 및 범죄 악용 등을 우려한 정부와의 마찰
가능성이 증대하고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논쟁이 불가피하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
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은 2013년 12월 회의를 갖고 비트코
인이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별도의 규제수단
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초적인 방향들만 제시하였다.69)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이 범죄에 악용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이유만으
로 실제 경제적인 가치가 인식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사용을 금지함
으로써 비트코인 악용 범죄를 근절할 근거는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음지의 거래를 양지로 이끌어내어 법규 속에서 포섭하여 양성화함
으로써 그러한 범죄를 억제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9) http://www. 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21033381
“정부 비트코인 투자자 보호 못 받아”, 한국경제신문, 2015. 12. 30. 방문
- 98 -

가상화폐가 현실 경제에 스며들어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조세제도가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대응하여야 하는 점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세법상으로 어떻게 분류되어 취급되
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에 대해서 조세제도는 어떠한 체계로
발전해나가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다.[17]
먼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는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공
식적인 과세대상으로 양성화하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상의 ‘자산’
이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이익
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으로 정의되고 있다. 미래 경제적
이익이란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미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기업
에의 유입에 기여하게 될 잠재력’ 을 말한다.70) 비트코인은 여러 경
로를 통하여 현실 경제에 사용되는 통화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
이 높으며 시장가치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세법 제40조와 제41조 등에서는 기업회계기준상의 ‘자산’ 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비트코인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자산은 물
론 세법상의 자산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아직 세법이나 기업
회계기준으로 법제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비트코인과 유사한 게임머
니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자산으로서 접근하는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12. 4.13. 선고 2011두30281 판결에서는 게임머니 매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 과세 사안을 다루고 있다. 대상자는 게임 머
니를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자로 게임머니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
래의 객체로서 온라인 게임서비스 상의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
화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로 판단하였다.
비트코인의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 및 유통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
7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4.4,과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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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각 국에서는 법제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입법을 통하여 가상화폐를 자산(property)로 인정하고 있
다. 미국의 연방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는 “IRS
Virtual Currency Guidance”를 통해서 가상화폐가 현실 경제의 통화
에는 해당될 수 없기 때문에 외환거래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그러
므로 가상화폐가 미 연방세법상으로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 되기 때
문에 자산에 관한 세법상의 일반적인 원칙들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발표하였다.[27]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트코인
을 지불한 자에게는 비트코인의 취득가액과 지불시의 시장가격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설정하여 산정된 자본이득이 부과된다. 비트코
인을 수취한 자에 대해서는 수취시의 시장가격에 의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평가하였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를 조세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국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조세회피처(tax havens)가 될 수 있
다.[28] 이는 암호화된 가상화폐의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거래
자와 거래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가 힘들어 불법거래 포착에 어려움
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세법상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조세회피를 용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비트코인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은 조세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조세피난처 이상으로
위협적일 수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현실의 통화로 환금하는 출구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래소(교환소)에 대한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고
정보교환과 같은 각 국 간에 조세행정집행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
다.[20] 비트코인과 같은 방식의 (암호화)가상화폐의 경우, 애초에 익
명성을 보장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관청-납세의무자 간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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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의 과세신고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안내하는 제도적 편입 방식과 거래 결과에 따른 귀납적 접근
방식으로 비정상적 금융거래에 대한 추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간접
적인 정책이 필요하다.[17]
비트코인 악용 범죄 유형에 따른 제도적 대응방안을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기술
제도적 문제점
범죄유형
불법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는 ·비트코인 법적 성격 미규정
유형
·비트코인 거래 관리감독
부서 부재
·비트코인 거래 규제 정책
부재
자금세탁 ·자금세탁방지 제도 연계
수단으로 방안 부재
악용되는
유형

제도적 대응방안
·비트코인 거래소 면허제
도입
·비트코인 거래상황 금융
당국 확인
·의심거래, 고액거래 부여
(거래 모니터링 강화)
·사이버범죄수사 관련 기관
에 신고 센터 연계 방안
·비트코인 거래소 등 본인
인증강화

·자산으로 인식하여 소득세,
부가가치세 부여
탈세유형
·과세신고 모델 구축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추출 시스템 구축
·백신 등 보안 대책 강화
다중서명거래도입
비트코인 ·비트코인 법적 성격 미규정 ·전자지갑
·소비자이익
침해가능성 대비
획득
·비트코인 거래 관리감독 강화
그 자체를 부서 부재
백업 상시화
목적으로 ·비트코인 거래 규제 정책 ·데이터
·의심거래
부여
하는 유형 부재
·거래 모니터링 강화
·본인인증강화
·비트코인 세법상 분류 방향
부재
·과세 모델 부재
·해외송금 규제 방안 부재

<표 14> 비트코인 악용 범죄 유형에 따른 제도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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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비트코인 시스템이 활용된 시점 이후
비트코인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성을 범죄의 수단이나 대상으로 악용한 신종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트코인을 악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범죄 기법의 유사정도에 따라 편의상
자금세탁, 불법거래, 탈세 및 비트코인 획득 등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각 유형별 대표적 사례와 각 유형별 기술적 및 제
도적 대응방안을 정리하였고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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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범죄유형
불법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는
유형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유형

탈세유형

비트코인
획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유형

문제점

대응방안
기술적
제도적
기술적
제도적
·비트코인거래소
·비트코인 익명성 ·비트코인 법적
면허제도입
·폐쇄적 네트워크 성격 미규정
·비트코인거래소
(다크웹 등)
등본인인증강화
·중개기관 부재 ·비트코인 거래
·비트코인
거래
·실시간 자금이체 관리감독 부서
상황
금융당국
편리성(국경·시간 부재
확인
불문)
·의심거래, 고액
·비트코인 거래
거래 고지 의무
규제정책부재
부여(모니터링
·비트코인 익명성
강화)
·중개기관 부재 ·자금세탁방지 ·비트코인 블록체 ·사이버범죄
·실시간 자금이체 제도연계방안 인통한거래정보 수사관련기관
편리성(국경·시간 부재
신고 센터
등획득가능 에연계방안
불문)
·비트코인 거래소 ·자산으로 인식
를 통한 거래 및 하여 소득세․
·비트코인세법상 가입정보등획득 부가가치세 등
·비트코인 익명성 분류방향부재 ·비트코인 거래 부여
·중개기관 부재
모
패턴 분석 ·과세신고
·실시간 자금이체 ·과세 모델 부재 내역
델
구축
으로
연관
정보
편리성(국경·시간
불문)
·해외송금 규 추적 가능 ·비정상적인
제 방안 부재 ·IP 주소․도메 금융거래에
대한 추출
인 추적 기법, 시스템 구축
웹사이트 추적
기법, 네트워크 ·백신 등 보안
침해 및 DoS 대책 강화
추적 기법, ·전자지갑 다중
·사이버 범죄에
악성코드추적 서명거래도입
적합한 환경 등 ·비트코인 법적 기법,
분석 ·소비자이익
·비트코인 익명성 성격 미규정 기법 로그
등
·비트코인 마이닝
사 이 버 범 죄 침해가능성
집단의 집중화 ·비트코인 거래 추적
대비 강화
·비트코인 거래의 관리감독 부서 수행 기법 병행 ·데이터 백업
집중화(거래소) 부재
상시화
·중개기관 부재
·의심거래, 고액
·실시간 자금이체 ·비트코인 거래
거래 고지 의무
편리성(국경·시간 규제정책부재
부여(모니터링
불문)
강화)
·비트코인거래소
등본인인증강화

<표 15> 비트코인 악용 범죄 유형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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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기본개념과 거래의 개요와 방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술적 특성을 확인하고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에 대해 살펴
보았다. 비트코인을 악용한 범죄의 국내외 사례를 불법거래 수단으
로 악용되는 유형,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유형, 탈세유형,
비트코인 획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로 범죄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 유형별로 비트코인을 악용한 범죄 수사에 대한 제도 및
기술적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여 위의
<표 15>와 같이 정리하였다.
비트코인 악용 범죄 수사에서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점으로 비트
코인의 전형적인 특성인 ① 비트코인 익명성 ② 중개기관 부재 ③
실시간 자금이체 편리성 ④ 사이버 범죄에 적합한 환경(분산 네트워
크를 통한 처리가능성 등) 등인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중의 핵
심은 비트코인의 거래내역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트
코인 특유의 익명성으로 인해 비트코인 거래 추적의 어려움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① 비트코인 블
록체인을 통한 거래정보 등 획득 가능성 ②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
한 거래 및 가입정보 등 획득 가능성 ③ 비트코인 거래내역의 패턴
분석으로 연관 정보 추적 가능성 ④ IP 주소 및 도메인 추적 기법,
웹사이트 추적기법, 네트워크 침해 및 DoS 추적 기법, 악성코드추적
기법, 로그 분석 기법 등 사이버범죄 추적 기법의 병행을 제안하였
다.
또한, 비트코인 악용 범죄 수사에서 있어서 제도적인 문제점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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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법적 성격 미규정 ② 비트코인 거래 관리감독 부서 부재
③ 비트코인 거래 규제 정책 부재 ④ 자금세탁방지 제도 연계 방안
부재 ⑤ 비트코인 세법상 분류 방향 부재 ⑥ 해외송금 규제 방안
부재 등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① 비트코인 거
래소 면허제 도입 ② 비트코인 거래상황 금융당국 확인·의심거래,
고액거래 부여(거래 모니터링 강화) ③ 사이버범죄수사 관련 기관에
신고 센터 연계 방안 ④ 비트코인 거래소 등 본인인증강화 ⑤ 자산
으로 인식하여 소득세, 부가가치세 부여 ⑥ 과세신고 모델 구축 등
을 제안하였다.
향후 비트코인으로 표방되고 있는 P2P 및 분산 네트워크 기반의
가상화폐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금융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 발생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국내외적으로
비트코인의 거래체계 정비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아울러 탈세 및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당위성도 커지고
있다.
물론 위에서 확인한 추적기법들이 비트코인 거래내역 추적을 완
전하게 가능하게 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범죄의 지능화 및 신기술
의 발전(익명화를 더욱 강화한 신종 가상화폐 등장과 사용)으로 인
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신총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내역 추적이 더
힘든 환경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사용상의 악용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및
기술개발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악용 범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신종 가상화폐 구상에 대해서도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전적으로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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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소 현황71)

(2015년 2월 현재)

나라
아르헨티나(ARS)

화폐
페소

호주(AUD)

달러

브라질(BRL)

레알

캐나다(CAD)

달러

스위스(CHF)
중국(CNY)
체코(CZK)
덴마트(DKK)

프랑
위안
코루나
크로네

거래소

개수

localbtcARS

1

anxhkAUD, btcmarketsAUD
localbtcAUD
btc2uBRL, localbtcBRL
mrcdBRL
anxhkCAD, localbtcCAD
virtexCAD

3
3
3

anxhkCHF, localbtcCHF

2

anxhkCNY, btcnCNY

2

bitstockCZK, localbtcCZK

2

localbtcDKK

1

anxhkEUR, bcEUR
bitcurexEUR, btcdeEUR

유럽(EUR)

유로

btceEUR, hitbtcEUR
itbitEUR, krakenEUR

12

localbtcEUR, rockEUR
vcxEUR, zyadoEUR

영국(GBP)

파운드

홍콩(HKD)
인도네시아(IDR)
이스라앨(ILS)
인도(INR)
일본(JPY)
맥시코(MXN)
노르웨이(NOK)

달러
루피아
셰캘
루피
앤
페소
크로네

뉴질랜드(NZD)

달러

폴란드(PLN)

즐로티

러시아(RUB)
스웨덴(SEK)

루블
크로나

anxhkGBP, coinfloorGBP
localbtcGBP

3

anxhkHKD, localbtcHKD

2

btcoidIDR

1

bit2cILS

1

localbtcINR

1

anxhkJPY

1

localbtcMXN

1

localbtcNOK

1

anxhkNZD, bitnzNZD
localbtcNZD
bitbayPLN, bitcurexPLN
bitmarketplPLN, localbtcPLN

3
4

btceRUR, localbtcRUB

2

fybseSEK, localbtcSEK

2

71) bitcoincharts 등록,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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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싱가포르(SGD)
시에라(SLL)
태국(THB)
우크라니아(UAH)

화폐
달러

거래소
anxhkSGD, fybsgSGD
itbitSGD, localbtcSGD

Leonea-

4

virwoxSLL

1

localbtcTHB

1

nLeone

바트

개수

ruxumUAH, Hryvnia UAH

2

1coinUSD, anxhkUSD
bitbayUSD, bitfinexUSD
bitkonanUSD, bitstampUSD

미국(USD)

달러

btceUSD, cbxUSD
cotrUSD, hitbtcUSD

16

itbitUSD, krakenUSD
lakeUSD, localbtcUSD
rockUSD, vcxUSD

남아프리카(ZAR)
한국

랜드
원
리플

bitxZAR, localbtcZAR

2

Korbit

1

krakenXRP

1

krakenLTC

1

krakenNMC

1

(XRP)
Litecoin

기타

(LTC)
Namecoin
NMC_

총 개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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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비트코인 국내 거래소 현황72)

(2015년 2월 현재)

거래소 이름

통신판매
신고일자

웹사이트 주소

기타

비트코인
1

코리아

2013.06.04

www.buybitcoin.co.kr

2

코빗

2013.07.18

www.korbit.co.kr

3

코인플러그

2013.11.12

www.coinplug.com

4

비트코인박스

2013.11.27

www.btcbox.kr

5

코코인

2013.12.13

www.cocoin.co.kr

6

엑스코인(빗썸)

2014.01.20

www.xcoin.co.kr

7

야피존

2014.02.11

www.yapizon.com

8

코인피아

2014.03.04

www.coinpia.com

9

비트스퀘어

2014.03.14

www.bitsquare.co.kr

10

코인원

2014.03.14

www.coinone.co.kr

11

아이코인즈

2014.03.18

www.ccnex.com

12

라이트샵

2014.06.05

www.liteshop.co.kr

13

코인플러스

2014.11.03

www.coinplus.kr

14

이야왈렛

2014.12.15

www.eyawallet.com

15

이비트코인

2015.01.15

www.ebit-coin.co.kr

bitcoincharts

72) https://pay.korbit.co.kr/, https://www.coinplug.com/intro/ma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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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국내 비트코인 오프라인 서비스 현황73)

(2015년 2월 현재)

이
1
2
3

름

빙고

서비스 내용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온라인

http://vingo.interest.me

게스트하우스

온라인

http://www.hanintel.com

온라인쇼핑몰

온라인

http://www.edaymall.com

(CJ E&M)

한인텔
오쎄
(정식품)

주 소

오프라인

4

리얼씨리얼

곡물바 판매

온라인

http://realseereal.com

5

코인마켓

온라인쇼핑몰

온라인

http://coinmarket.co.kr

카페

오프라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음식점

오프라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숙박업

오프라인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

89-8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53-8

6
7
8

네스카페
강남역1호점
하노이 아침
Hotel The

1306-5번지

Designers

61

9

교동집
고려대학교

음식업

오프라인

10

(코인플러그

ATM

오프라인

11

동해식당
커피 세도나

음식업

오프라인

12

(코인플러그

ATM

오프라인

13

세종부동산

부동산중개업

오프라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9

미용업

오프라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6-14

음반 판매

오프라인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카페

오프라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

우정정

보통신관

ATM)

ATM)

14
15
16

스타일리쉬
(본점,

지점)

토이레코드
나뚜루
판교테크노벨리점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3동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벤션별관 지하 2층

17

통닭가

음식업

오프라인

성동구 마조로3길

18

주물럭꼼장어

음식업

오프라인

성동구 행당동

19

스시우마이

음식업

오프라인

성동구 마조로7길

음식업

오프라인

임대업

오프라인

20
21

밸런스버거
(한양대병원점)

임대건물

(사근동, 5층

코엑스 컨

159

18호

대원칸타빌
나나빌딩

377-25 1층

5,

지상1층
지하1층

222

한양대학병원본관)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95

73) https://pay.korbit.co.kr/, https://www.coinplug.com/intro/ma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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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8 (행당동, 1층)

19-54

성동구 왕십리로

300-6호

이
22
23
24

25
26
27

28
29

름

청담주니스
성형외과
cong(콩)

에코폰코리아
더블유 내신
수능학원
스튜디오미노
팝콘하우스
펜션
1022 Coffee

서비스 내용

온라인/

의료시설

오프라인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악세사리 판매

오프라인

강남역 지하상가 2번출구

중고
휴대폰판매

·

온 오프라인

6-5,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리츠타워
B-1호

175-1 1층

http://www.ecpkorea.com

교육

오프라인

서울시 송파구 잠살2동 리센츠아파트 내

사진

오프라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65 태원빌딩

숙박업

온 오프라인

·

경기도 가평군 상면 행현리

337-3

www.popcornhouse.net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삼환

음식업

오프라인

수제도시락

오프라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역로 240

음악카페

오프라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컴퓨터 판매

오프라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414

레저스포츠

오프라인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149-33

음십업

오프라인

서울시 성북구 인촌로

음식업

오프라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카페

오프라인

논현동 108번지 논현웰스톤 1층 131호

& Sandwich

예쓰벤또

주 소

오프라인

하이펙스

A동 119호

Blues Alley

30

L.P Music

61-4

Bar

31
32

33
34
35

아이티컴퓨터
조랑말체험공
원
이자카야
동경 구락부
이세타

É 블루

C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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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길 16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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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coin, which is a type of encrypted, virtual currency, was
first founded by an anonymous hacker named “Satoshi
Nakamoto” (or a group of hackers) in the midst of paramount
distrust and anxiety over the signs of global economic turmoil in
2008, triggered by the sub-prime mortgages. Since its foundation,
Bitcoin gained a lot of attention as an alternative currency for
the new digital era and a possible option to reduce the
transaction cost and ensure stability in the values of currency.
Bitcoin and its process of distribution are based on P2P
networks, in a format that is similar to the transaction of cash.
The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s are carried out beyond
national borders between anonymous parties, regardless of the
time of the day and free from the controlling reigns of the
governments or financial authorities. This new digital currency
seemed to have a lot of potential for possible applications.
However, such positive-looking aspects of Bitcoin resulted in
side effects such as being used as the means of transaction for
internet gambling, drugs, porn, money laundering by crime
organizations or international terrorists. Since 2012, the Bit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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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in earnest, which necessitated
the regulation on such side effects by the government and
studies on crime investigations.
Therefore, in this study, it was attempted to categorize the
types of crimes abusing Bitcoin based on the news particles,
crime cases announced by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existing literature, with a view to analyze the crime process.
Then, after examining the possible solutions for the technic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in the perspective of crime investigation on
abusing Bitcoin, the authors reached following conclusions;
Firstly, as for the technical problems involved in investigating
crimes abusing Bitcoin,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Bitcoin, that
is (1) anonymity of Bitcoin, (2) absence of brokering agencies,
(3) convenient in real-time remittance of funds, and (4) the
environment that is friendly to cyber crime (support of
processing via distributed networks), etc., could be identified.
And, it was understood that the most profound one of all was
the anonymity, which is a unique attribute of Bitcoin, that it did
not contain any personal information in the transaction records.
Therefore, the essence of the solutions for the technical
problem in investigating crimes involving Bitcoin can be deemed
as to be ‘an attempt to remove anonymity using all possible
means.’ That is, not only the encryption technologies, the Open
Source intelligent (or OSINT)74), or any other available means of
74) Open Source Intelligence refers to intelligence obtained from open
sources. According to the definition by the FBI, the Open Source
Intelligence is a way of gathering classified information, by gathering
and analyzing a large amount of already-available information (Source: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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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investigation should be used. On such a basis, specific
solutions for technical issues, such as (1) obtaining the
transaction information through Bitcoin block changes, (2)
obtaining transaction and membership information from the
Bitcoin exchange, (3) tracking related information based on the
patterns of Bitcoin transactions, (4) tracking the IP addresses,
domains, websites, network infiltration or DoS tracking, malware
tracking, log analysis, and other cyber-investigation techniques
used in conjunction with one another.
Secondly, the institutional problems in investigating crimes
abusing Bitcoin included (1) the lack of a clear legal
understanding on the nature of Bitcoin, (2) the lack of a
responsible supervising government department, (3) the lack of
regulating policies on Bitcoin, (4) the lack of plans to connect
with anti-laundering schemes, (5) the lack of categorization of
Bitcoin in taxation laws, and (6) the lack of any means to
regulate international remittance of Bitcoin.
The core of the institutional problems is that the it is a
decentralized transaction system that is not based on a specific
country. Therefore, the problem can be seen as the ‘lack of
national laws to regulate Bitcoin’ and the ‘lack of exchanging
authorities.’ Due to such characteristics, the institutional
regulation of the industries related to Bitcoin is designed to be
similar between countries. And, in the long-term, the institutional
regulation will be formed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within a broad, international regulatory system.
Therefore, in case of Korea where there is not any specific
regulatory system for Bitcoin, it would be necessary to clos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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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 the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UK, and Germany,
where the industries involving Bitcoin is better developed and
selectively applying the lessons learned to the future regulatory
plans. On such a basis, specific solutions for institutional
problems may include (1) a licensing scheme for Bitcoin
exchanges, (2) endowing the financial supervision authorities with
the authorities to look into confirmed or suspected transactions
(strengthening the transaction monitoring), (3) connecting the
reporting centers of related Cyber-Crime Investigation Agencies,
(4) strengthening identify authentication requirements for Bitcoin
exchanges (5) charging income taxes and VAT for Bitcoin by
recognizing them as assets, and (6) establishing a tax return
system.
With this study, the best solutions for the technic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originating from crimes abusing Bitcoin will
be presented preemptively in order to provide an efficient and
pro-active response system, which, in the end, will ensure
proliferation and facilitation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using sound Bitcoin practices and preventing crimes.
Keywords : Encrypted currency, Bitcoin crime investigation,
regulation on Bitcoin, Anti-money-laundering,
Tracing Bitcoin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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