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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믹싱 서비스
홍영기, 허준범 (고려대 컴퓨터학과) / FIF Arc hite c ture Se c urity WG

Bitcoin은 2008년 Satoshi Nakamoto에 의해 제안된 암호 화폐이다 [1]. Bitcoin은 초창기에 익명성을 가진
암호화폐로 알려졌는데, 그 이유는 비트코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Bitcoin 주소는 한 번만 사용
하는 것이 권장되기 때문에, 각 트랜잭션 마다 새 주소가 생성된다. 또한 Bitcoin 주소는 소유자의 개인키에서
무작위로 생성되어 소유자의 가명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소 자체로 특정 사용자를 식별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트랜잭션 정보는 블록체인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
나 거래 흐름을 투명하게 볼 수 있다. 이는, 관련 주소를 하나의 지갑으로 매핑 시키는 클러스터링 기술을 통해
deanonymization 공격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거래소에는 KYC (고객 파악) 정책이 있
다. 즉, Bitcoin을 구매하기 전에 고객은 휴대폰이나 계좌 인증과 같은 실명 인증 과정을 거쳐야한다. 마지막으
로, 비트코인 주소와 IP 주소를 연결하여 사용자 식별을 시도한 연구가 있다 [4].
이러한 비트코인의 익명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믹싱 서비스가 등장하였다. 믹싱 서비스는, 믹서 (Mixer)라고
불리는 제 3자(third-party)가 여러 Bitcoin 트랜잭션들을 혼합하여 주소간 연결성을 깨트린다. 비트코인 믹싱
서비스의 동작원리는 그림 1과 같다. 믹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Alice가 Eve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하면, Alice
의 주소와 Eve의 주소 사이에 연결성이 생긴다. 왜냐하면 트랜잭션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있기 때문이다. 하
지만 Alice가 믹싱 서비스를 통해 Eve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할 경우, 3명의 참여자 (Alice, Bob, Carol)가 있을
때 누가 Eve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했는지 구분이 불가능 하다.

그림 1. 비트코인 믹싱 서비스
또한, 믹싱 서비스는 추적을 더 어렵게 만드는 3가지 능력이 있다. 첫 번째로 가변 수수료가 있다. 믹싱 서비
스는 수익을 얻기 위해 수수료를 받는데, 이때 수수료가 고정된 금액일 경우 출력 비트코인값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한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믹싱 서비스는 가변 수수료를 취한다. 수수료는 사용자가 정하거나 랜
덤하게 결정된다. 두 번째로 지연 시간이 있다. 만약 지연 시간이 없을 경우 트랜잭션이 생성된 시간을 기반으로
추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믹싱 서비스는 임의로 지연시간을 설정해 이러한 공격을 방지한다. 마지막
으로 출력 주소 분할이 있다. 하나의 입력을 여러 개의 주소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 또한 각 주소마다 다른 금
액, 지연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파라미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사한 믹싱 서비스 목록은 그림 2와
같다. 대부분 믹싱 서비스는 IP주소를 통한 추적을 방지하기 위해 Tor 브라우저를 통한 접근만 허용하며, 믹싱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 비트코인 금액이 정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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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믹싱 서비스 목록
하지만 믹싱 서비스를 통해 얻게 되는 비트코인의 익명성은 불법적인 거래와 같은 범죄 행위로 악용되는 것이
발견됐다. 예를 들어, 실크로드는 마약, 악성 코드, 해킹 기술, 신용 카드 정보 및 도용 계정을 거래했으며, 최근
ransomware 공격은 희생자의 파일을 암호화 한 뒤 Bitcoin을 지불해야만 복호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러한 범죄활동들은 EUROPOL 등의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믹싱 서비스를 사용하여 익명성을 강화한
다.
범죄에 악용되는 비트코인을 추적하기 위해 믹싱 서비스 분석을 시도한 연구가 있었다 [2, 3]. Balthasar [2]의
논문에서는 몇몇 믹싱 서비스가 이용자들의 비트코인을 하나의 주소로 모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비트코인을 하
나의 주소로 모을 경우 어떤 주소가 믹싱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분석된 믹싱 서비스는 현재 서비스 이용이 중지되었으며, 믹싱 알고리즘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
다.
Hong [3]의 논문에서는 믹싱서비스가 이론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익명성과 실제로 구현된 익명성 사이에 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몇몇 서비스는 가변 수수료를 받지 않고 고정 수수료를 받았으며, BitCloak는 출력 주소를
분할할 수 없었다.

Hong은 De-mixing 알고리즘을 설계했으며, 특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Helix 믹싱

서비스를 대상으로 알고리즘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결과는 99.14%의 정확도로 De-mixing에 성공했다. 하지만
제안된 De-mixing 알고리즘은 효율성 향상이 필요하다.
비트코인의 익명성은 양면이 있다. 익명성이 없을 경우,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나누어준다고 가정했을 때, 옆자
리 직장동료의 월급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으로 사생활 보호가 요구되는 물건을 구매하지
못할 것이며, 부채, 이자 등의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다. 또한 비트코인을 이용한 익명의 기부도 불가능하
다. 하지만 반대로 익명성이 있을 경우 앞서 소개했던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비트코인의 익명성이 필
요한지 필요 없는지, 앞으로 만들어지는 암호 화폐는 어떤 방향을 추구해야 하는지 사회적으로 더 깊은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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