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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주소가 필요한데, 이 주소는 실 사용자의 정보를 연결하지 

않는다는 익명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익명성을 악용하여,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불법 거래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피해가 막심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거래와 관련된 비트코인 주소의 특성을 파

악하고 주소의 분류를 예측하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여러 서비스 (거래소, 마이닝 풀, 믹서, 겜블링, 암거

래 시장 - 실크로드)에 활용된 트랜잭션을 카테고리 별로 수집하고, 수집된 트랜잭션으로부터 연관된 비

트코인 주소와 80 개의 특징을 추출한다. 그리고 머신 러닝 모델을 이용해 특정 비트코인 주소가 어떤 카

테고리에 속하는지 분류해보았고 최고 약 84%의 분류 정확도를 가짐을 확인했다.  

 
I. 서 론 

비트코인 [1]은 P2P 네트워크 구조의 탈 중앙화 시

스템으로, 제 3 자의 개입 없이 암호 화폐의 거래가 가능

하다. 참여자가 동일한 데이터를 유지함으로써 투명한 거

래가 가능하며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전송 받을 비트코인 주소가 필요하며, 한 명

의 유저 또는 entity 는 여러 개의 주소를 소유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비트코인 주소는 실 소유주의 현실 

정보와 연결되지 않는 익명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익명

성을 악용하여,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불법 거래

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피해가 막심하다 [2, 3]. 

대표적인 암거래 사이트인 실크로드를 통해 불법 무기, 

불법 마약, 도난품, 악성 코드 등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거래되었으며 그 거래 금액은 사이트가 폐쇄되기 전까지 

약 707M 달러에 달한다 [4]. 실제로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에서는 다크넷을 통한 불법 물품 거래 뿐 아니라, 자금 

세탁, 스캐밍과 같은 불법적인 활동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암호 화폐 관련 법 제정을 저해

하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따라서 네트워크 상에서 일어나

는 불법 거래들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하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5], 모네로 [6] 등은 다크넷 

상에서의 불법 거래에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본 연구에

서는 다크넷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비트코인에 초점을 

맞춘다. 악성 유저들은 반복해서 불법 거래를 발생시키며, 

그 과정에서 한 명의 유저는 여러 개의 비트코인 주소를 

활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법 거래를 탐지하기에 

앞서, 특정 비트코인 주소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분류해보았다. 비트코인 

거래와 관련한 비트코인 주소와 특징들을 추출하고, 지도

학습 기반의 머신 러닝 분류 모델 [7]을 이용해 특징들

을 학습시킴으로써 비트코인 주소가 어느 클래스에 속하

는지 파악해보았다.  

 

II. 관련 연구 

Toyota [8]는 트랜잭션 패턴을 분석하여 HYIP 

(High Yielding Investment Program)인지 아닌지를 식

별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동적으로 HYIP 와 non-

HYIP 주소를 식별하고 비트코인 주소와 연관된 트랜잭

션의 수, 채굴된 블록의 수 등의 특징을 추출하였다. 비

트코인 주소를 HYIP 또는 non-HYIP 로 라벨링 하여 

supervised 학습을 통해 사이버범죄 집단을 분류하였다. 

83%의 분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Kanemura [9]는 다크넷 [10]과 관련된 비트코인 

트랜잭션과 주소들을 분석하였고 하나의 Entity 에 속하

는 여러 개의 주소들의 라벨을 결정하기 위해 voting-

based 시스템을 제안했다. 다크넷 마켓과 관련한 73 개의 

특징들을 추출하고 supervised 분류기를 이용해 데이터

를 학습시킨 후, 특정 주소가 DNM 에 속하는 주소인지 

non-DNM 에 속하는 주소인지 분류를 결정하였다. 논문

에서 제안한 Majority voting 기반의 voting method 를 

통해 81%에 해당하는 분류 정확도를 도출했다.  

본 논문의 저자는 이전 연구를 통해, 비트코인 트랜

잭션의 특징만을 이용해 불법 거래를 탐지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11]. 불법 활동과 연관된 비트코인 주소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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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코인 클러스터를 분류하는 연구는 사전에 여러 차례 

진행되어 왔지만 트랜잭션의 특징만을 이용해 불법 거래

를 탐지한 사전 연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트랜잭션

으로부터 9 개의 특징을 추출하고, 하나의 라벨을 붙여 

10 개의 특징을 이용해 머신러닝 분류 모델을 학습시켰

다. 실험 결과 0.9 에 달하는 F1 score 를 얻을 수 있었

지만 테스트 셋이 overfitting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트

랜잭션의 불법 여부를 결정짓기에 특징의 수가 너무 적

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전 연구에 이어, 비트코인 트랜잭션의 특

징에서 비트코인 주소의 특징으로 범위를 확장하였고, 특

징의 수를 늘려 어떤 특징들이 분류 모델에 영향을 끼치

는지 확인해보았다.  

 

III. 비트코인 주소 분류 방법론 

비트코인 주소의 카테고리를 분류하기 활용한 4 단

계의 방법론을 소개한다. 1. 트랜잭션 수집, 2. 비트코인 

주소 및 특징 추출, 3. 기계학습 분류 모델 학습, 4. 실험 

및 검증 단계가 이에 해당하며 그림 1 과 같은 절차를 따

른다. 

 
그림 1 불법거래 탐지 절차 

 

1. 트랜잭션 수집 

기계학습 모델을 구현하기에 앞서, 공개되어있는 

포럼 사이트로부터 트랜잭션의 해시 리스트를 수집한

다. WalletExplorer.com [12]은 트랜잭션의 해시를 카

테고리 별(거래소, 마이닝 풀, 서비스 등)로 공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믹서, 거래소, 겜블링, 마이닝 풀, 

실크로드의 총 5 개 카테고리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였

다. 각 카테고리 별로 2016 년 1 월 1 일부터 2019 년 

10 월 16 일까지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실크로드의 

경우는 사이트가 폐쇄되기 전까지의 데이터만을 포함

한다. 

 

2. 비트코인 주소 및 특징 추출 

수집된 트랜잭션 해시로부터 하나 이상의 전송 주

소와 하나 이상의 수신 주소를 추출할 수 있다. 수집한 

트랜잭션 해시를 인자로 하여 JSON-RPC [13]를 요

청한 결과 트랜잭션의 디테일한 정보를 비트코인 클라

이언트 [14]로부터 얻어올 수 있다. 특정 비트코인 주

소는 오직 전송 주소로만 사용되거나 수신 주소로만 

사용되며, 전송과 수신을 위해 모두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아래의 표 1 과 그림 2 는 카테고리 별 수집된 트

랜잭션의 수와 추출한 수신/송신/총 비트코인 주소의 

분포를 보여준다. 마이닝 풀과 믹서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의 주소들이 추출되었고, 이를 통해 특정 주

소가 해당 서비스를 위해 트랜잭션에 여러 번 등장했

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비트코인 주소를 추출한 후, 불법 거래들이 띠는 

공통적인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주소들로부터 특징을 

추출한다. 28 개의 특징을 선정하였고, 일부 특징들은 

평균값, 총합, 최소값, 최대값의 4 개의 값들을 포함한

다. 특정 비트코인 주소는 우리가 수집한 트랜잭션에 

여러 번 등장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비트코인 주소가 

발견될 시 해당 값들을 업데이트한다. 전송 주소와 수

신 주소 별로 특징이 추출되며, 0 의 값이 중복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전송 주소의 경우엔 비트코인 수신

과 관련한 필드들이 -1 로, 수신 주소의 경우엔 전송

과 관련한 필드들이 -1 로 세팅된다. 다시 말해, 추출

된 특징의 모든 값들이 -1 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소는 전송과 수신 모두를 위해 사용된 주소이다. 4

개의 값(평균값, 총합, 최소값, 최대값)을 갖는 일부 

특징들을 포함해 총 80 개의 특징을 추출하였고 각 카

테고리 별로 0 에서 4 까지의 라벨을 부여하였다. 표 2

와 표 3 은 카테고리 별 라벨값과 추출한 특징에 대한 

설명을 명시한다. 

 

표 1 카테고리 별 추출된 거래 및 주소의 분포 

 
 

 
그림 2 카테고리 별 데이터 셋의 분포 비교 

 

표 2 카테고리 별 라벨 

 
 

3. 기계학습 분류모델 학습 

수집된 주소들의 카테고리 분류를 위해 Random 

forest [15]와 DNN [16]두 가지의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한다. 두 모델은 sklearn [17]과 tensorflow [18]

를 이용해 구현하였으며 DNN 모델은 80 개의 특징을 

학습시키기 위해 50 개의 노드를 가진 하나의 히든 레

이어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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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추출된 특징과 Description

  
 

4. 모델 학습 및 테스트 

학습이 완료되고 나면, test set 을 이용해 기계학습 

모델이 제대로 구현되었는지 검증한다(그림 3). 구현

이 잘 되었다면, 해당 모델을 활용해 주어진 특정 비트

코인 주소가 어느 카테고리를 위해 사용되었는지 분류

할 수 있다. 각 주소의 실제 라벨값과 예측값을 비교하

여 모델이 얼마나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테스트 셋의 예측 결과 

 

IV. 실험 및 결과 

그림 4 는 카테고리 별 추출된 트랜잭션과 주소의 분

포를 나타낸다. 추출한 총 주소의 수는 18M 에 달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자원의 한계로 모든 데이터를 학습해 

활용할 수 없다. 또한 각 카테고리 별로 불균형한 데이터 

분포를 이루므로 실험을 위해서 데이터 셋을 카테고리 

별로 랜덤하게 선정한다. 데이터 셋의 크기를 달리하여 

여러 번 실험을 진행하며, 총 데이터 셋을 60:40 의 비율

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었다. 

 

 
 

그림 4 카테고리 별 트랜잭션과 주소의 분포 비율 

 

1. 특징 중요도 

첫 번째 실험에서는 학습에 사용된 80 개의 특징들 

중 분류 성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특징이 무엇인

지 알아보았다. 각 카테고리 별로 2,000 개의 데이터를 

랜덤하게 선택해 총 10,000 개의 데이터 셋을 이용하였

고, 가장 중요도가 높은 Top 20 개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그림 5). 실험 결과, 비트코인 수신과 관련한 특징들의 

중요도가 높으며, 이는 데이터 셋에 수신 관련 주소가 많

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가장 영향

을 많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요소는 Lifetime 으로, 수집

된 트랜잭션 셋에 걸쳐 특정 주소가 얼마나 오랫동안 해

당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특

정 서비스가 동일한 주소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 상

대적으로 긴 Lifetime 을 가진다. 이 외에도 비트코인 주

소가 수신한 총 비트코인의 양, 트랜잭션의 사이즈와 트

랜잭션 수수료가 분류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림 5 카테고리 별 트랜잭션과 주소의 분포 비율 

 

2. 분류 성능 비교 

Random Forest Classifier 분류 성능 비교를 위해 각 카

테고리 별로 1,000 개에서 200,00 개의 데이터를 랜덤하

게 선택하여 여러 번의 실험을 반복하였다. 데이터 셋의 

크기가 커질수록 분류 정확도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최고 

0.84 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표 4). 표 5 의 precision, 

recall, F1 score 는 카테고리 별로 분류가 얼마나 잘 되

었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실크로드와 관련된 주소의 경

우, 모든 지표가 1.0 의 값을 가졌고 이는 실크로드와 관

련된 주소들이 에러 없이 잘 분류되었음을 보여준다. 

 

DNN 각 카테고리 별로 10,000 개에서 30,000 개의 데

이터를 랜덤하게 선택하여 총 세 번의 실험을 반복하였

다. 실험 결과 Random forest classifier 보다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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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낮은 정확도와 F1 score 를 도출했다. 데이터 셋의 크

기와 무관한 실험 결과를 보였으며 최고 정확도는 64%

이다(표 6). 믹서와 겜블링 관련 주소의 경우 단지 50% 

정도만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에 

반해 실크로드 관련 주소는 Random forest classifier 와 

같이 거의 정확히 분류해 줌을 확인해보았다(표 7). 

 

표 4 Random forest classifier 의 정확도 

 
 

표 5 Random forest classifier 의 카테고리 별 정확도 

 
 

표 6 DNN 의 정확도 

 
 

표 7 DNN의 카테고리 별 정확도 

 
 

V.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머신 러닝 기반의 분류 모델을 이용

해 여러 카테고리의 비트코인 주소들을 분류해보았다. 

거래소, 마이닝 풀, 믹서, 겜블링, 암거래 시장(실크로드)

에 활용된 트랜잭션을 카테고리 별로 수집하고, 수집된 

트랜잭션으로부터 연관된 비트코인 주소와 80 개의 특징

을 추출한다. 그리고 머신 러닝 모델을 이용해 특정 비

트코인 주소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분류해보았고 

최고 약 84%의 분류 정확도를 가짐을 확인했다. 

Random forest classifier 가 DNN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고, 두 모델 모두 실크로드와 관

련된 주소를 잘 분류해줌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여러 개선사항들이 존재한다.  DNN 성능 

개선을 위해 다양한 머신 러닝 기법을 적용해 볼 예정이

다. 히든 레이어의 수와 노드의 수를 조정하거나 80 개

의 특징들 중 중요도가 높은 특징만을 이용해 재실험해

본다. 또한 다른 딥러닝 모델을 활용해 분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특정 트랜잭션과 연관된 비

트코인 주소들의 분류를 예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Majority voting 을 적용한다면, 더 나아가 해당 트랜잭

션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실험 

결과, 암거래 시장과 관련된 비트코인 주소가 거의 정확

히 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추후 트랜잭션의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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