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빗샌드의 법적 지위

요약

대시의 거래 규칙은 비트코인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적 목적과 관련
하여 대시와 비트코인은 동일하게 취급되어
야 합니다.

개요

암호화폐 시장이 발달하고 주류화되어감에 따라, 여러 관할권의 규제 기관에서는 암호화폐가 돈 세탁 등 불법
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입법 기관 및 집행 기관은 범죄자
들이 이른바 '프라이버시 중심' 암호화폐를 선호하리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거래소 및 기타 시장 참여자들이 이
들 프라이버시 암호화폐를 통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정된 금지
는 기술적 측면이 아닌 브랜드 평판에 기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시가 미디어에서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 중심' 암호화폐로 분류됨에 따라, 대시 역시 이 '금지 리스트'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규제 및 법적 측면 모두에서 잘못된 취급입니다. 이 문서는 대시의 거래 규칙이
사실상 비트코인과 동일하며, 이에 따라 대시에 적용되는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는 비트코인과 동일해야 함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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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시 지갑이 사용자들에게 향상된 프라이버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프라이버시와 익명 기
능은 흑백 논리가 아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집니다. 이 스펙트럼에는 거래의 완전한 차폐 (주소 및 금액이 완전
히 가려져 제3자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래의 선택적 차폐, 그리고 완전히 투명한 거래 등이 포함됩니다. 예
컨대 지캐시의 경우 차폐된 주소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차폐된 주소간의 거래에서는 그 주소, 거래 금액 혹은 암
호화된 메모란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대시 거래는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완전히 투명한 감사가
가능하며, 그 내용에는 금액과 거래 당사자의 주소가 포함됩니다. 앞으로 살펴볼 대시의 프라이버시 기능은 현
재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기능과 그 성질 면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분류하자면, 대시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지불 중심의 디지털 통화로써 그 데스크톱 지갑에
프라이버시 기능을 추가한 공공 블록체인입니다. 대시는 확장성, 속도, 거래 비용 및 사용자 경험을 절충해야
하는 기술을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프라이버시에 완전히 최적화된 코인은 아닙니다. 예컨대 최대 프라이버시에
최적화된 많은 암호화폐의 경우, 확장된 데이터 스토리지와 그 처리를 위한 요구 조건으로 인하여 모바일
환경에서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시의 경우 프라이버시 외 속도, 신뢰성, 확장성, 보안 및 비용 등
다양한 사용자의 니즈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어떻게 이를 묘사하는지와 관계없이, 대시는
비슷한 특징을 가진 다른 네트워크와 다르게 취급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시의 시장 인식

다수의 암호화폐 미디어는 대시를 '프라이버시 중심'
통화로 분류하고 고정 관념을 부여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분류는 대시 역사의 초기 단계 내 개발자들이
그 첫 번째 기능으로서 프라이빗샌드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것에서 기인합니다. 대시 프로젝트가
지난 사 년에 걸쳐 전반적 사용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을 펼친 결과, '프라이버시 중심' 통화라는
분류는 오늘날에 있어 매우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시는 비트코인보다 빠른 거래
속도 및 더 나은 보안 환경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시는 전반적 사용자 경험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로써 주류 사용자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접근이 쉬운
암호화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후 주요
릴리즈에서는 사용자 이름, 연락처 및 데이터 저장 기능
등을 포함하게 될 것이며, 이로써 보다 쉬운 사용자
맞춤형 거래가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대시는 개발자인 에반 듀필드에 의해 2014년 런칭되었습니다. 듀필드가 추구한 첫 번째 개선점 중 하나는
대시의 데스크톱 지갑에 코인조인(CoinJoin)을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코인조인은 다중의 송금자가 전송하는
여러 지불을 하나의 거래 혹은 일련의 거래로 합치고, 이로써 누가, 얼마나, 누구에게 송금했는 지를 외부
당사자가 추적하기 어렵게 하는 기술입니다. 코인조인 거래는 다른 프라이버시 솔루션과는 달리 비트코인
프로토콜에 어떠한 수정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거래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 목적지의 주소 및 금액을
포함한 모든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상에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따라서 이들 거래는 제3의 관찰자를 포함한 어떤
관찰자에 의해서도 쉽게 식별될 수 있으며, 컴플라이언스 소프트웨어를 통해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2014년 초, 대시 창립 팀은 Xcoin을 '다크코인(Darkcoin)' 으로 리브랜딩하고 프라이빗샌드가 가진 차별화
전략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대시의 명성은 여지 없이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즉시 거래와 같은 새로운 기능을 도입함에 따라 다크코인이라는 브랜딩은
암시장을 떠올리는 부정적인 함축적 의미로 인해 채택에 지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네트워크는 2015년 초
'대시(Dash)' 라는 이름으로 재브랜딩하였으나, 다크코인이라는 이름으로부터 파생된 오명은 특히 언론인들 사
이에서 끈질기게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바로 대시가 계속해서 '프라이버시 중심'으로 불리게 되는 주
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브랜드의 역사는 오늘날의 법적 취급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한편 비트코인과 기타 선두 프로젝트들은 대시의 프라이빗샌드와 거의 유사한 방식, 즉 자체적 방식의
코인조인을 활용하여 각 코인 고유의 프라이버시 기능을 향상시켜왔습니다. 이러한 코인조인 방식은 대시가
2014년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활용하였던 기술과 동일한 것임에 주목해주십시오.
대시가 구현한 코인조인은 비트코인 지갑을 통해 가능한 유사한 옵션에 비하여 보다 빠르고, 쉬우며, 비용이
저렴하지만, 다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결과가 되는 거래에 있어 양자 사이에 법적으로 구별할 만한
차이점은 없습니다. 비트코인과 비교할 때 대시의 개선점(예컨대 사용의 용이성, 속도, 보안 및 비용)은
비트코인과 비교하여 모든 대시 거래가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며, 대시의 코인조인 구현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징이 아닙니다.

위에 밝힌 바와 같이, 코인조인은 비트코인 내 다수의 지갑, 도구 및 프로토콜 혹은 기타 비트코인에서 포크된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Joinmarket

Dark Wallet

CoinJumble

CoinMux

CoinShuffle++

Zero Link

Samourai Wallet

Wasabi Wallet

CashShuffle (비트코인캐시용 지갑)
이들 옵션 중 상당수는 2015년 이래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대시의 프라이빗샌드가 도입된 2014년으로부터 1
년 후에 불과합니다. 또한 다수의 제3자 비트코인 서비스가 사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코인조인 믹싱 기법을
거친 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텀블비트(TumbleBit) 및 코인스왑(CoinSwap)과 같이 유사한
프라이버시적 이점을 제공하는 기술이 상당수 존재하나, 이들은 코인조인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은 계속해서 프라이버시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구현한 코인조인에도 주목할 만한
개선점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 가운데 차움식 코인조인(Chaumian CoinJoin)이 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
사용자간 거래를 조정하는 서버에서 어떤 주소가 어떤 거래 당사자에게 속하는 지 확인하는 것이 방지되게
되며, 이로써 거래를 조정하는 서버조차도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오프체인 거래 방식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구축되었는데, 여기에는 라이트닝 네트워크(LN)가 포함됩니다.
개개의 LN 거래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전혀 기록되지 않으며, 오직 거래 당사자만이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N 내에서도 라우팅 서버(이른바 '노드')는 해당 거래의 시작점부터 끝까지 가시성을 전혀 가지지
않습니다.
프라이버시 도구의 향상된 고도화, 접근성 및 사용자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현재
코인조인 거래는 비트코인 및 대시의 전 거래에서 1% 미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LN 수용 역시 그 개발이 더딘
상황입니다. 사용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과 대시를 법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다수의 유사 구현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부당합니다. 프라이빗샌드는 대시의 데스크톱 지갑에 구현된 특정
코인조인을 부르는 브랜드명일 뿐입니다.

동일한거래 규칙

또한, 비트코인과 대시 거래의 규칙 세트는 상호 포괄적입니다.1 이는 유효한 비트코인 거래는 역시 대시
네트워크에서도 유효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유효하지 않은 비트코인 거래는
대시 네트워크에서도 유효하지 않으며 그 역도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대시 주소와 이들 사이의 거래는 대시
블록체인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방식은 대시 주소를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유효한 사용자 거래를 결정하는 규칙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대시가
컴플라이언스 혹은 규제적 목적에서 비트코인과 왜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는 지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대시는 비트코인의 코드베이스에서 개선된 점을 지니고 있는 코인인 만큼, 비트코인과의 상위 호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시와 비트코인 거래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프라이빗샌드 거래는 비트코인 거래 장부에서도 수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는 증명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두 거래는 대시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각각 수행된
것입니다. 이들 거래 모두 각 0.0100001 수량에서 20의 입력값과 출력값을 가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시와
비트코인 거래는 유사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동일합니다.2

1 기술적으로 보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사이에는 미세한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이는 법적 견지에서 양자를 구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예컨대, 대시는 그 성질상 경제성이 없는 '특별 거래' (블록체인
상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거래 등) 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거래 유형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분리된 증인(Segregated witness)'을 도입하여 거래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양을 줄이고자 거래 데이터의 일부를 제거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세한 차이점은 통화 거래의 기본적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두 네트워크 모두 입력 주소, 출력 주소, 거래량을
열거하며, 이들 정보를 네트워크에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2 https://chainz.cryptoid.info/dash/tx.dws?a8656b7655c14445c652d8e5e27a6155e8a39aa792f99210607437737999a945.htm
https://chainz.cryptoid.info/btc/tx.dws?2e9aa4e7c7aa704055adc7ce396533164a097515189a30f1e9c8fa73b21dc174.htm

프라이버시는 왜 중요한가요?

프라이버시는 효과적인 비즈니스 운영에 필수적이며, 세계 금융의 표준화된 요구 조건입니다. 만일 암호화폐가
주류 사용자와 비즈니스에 수용되고자 한다면, 기밀 정보(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의 액수, 서비스 제공 조건,
지지 정당 등)를 보호하기 위한 프라이버시 도구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프라이버시를 요구하는 정당한 근거는
다수 존재하며, 특히 공공 블록체인이 물리적 현금이나 심지어 적은 당사자만이 확인할 수 있는 은행 계좌와
비교할 때에도 그 익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특히 사용자 보안은 암호화폐에 특히 더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 이루어진 물리적 공격, 납치, 인질, 해킹 및 불법 행위 사례는 수없이 존재합니다. 또한 자금을 훔치는
것은 단순히 상습범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금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기기에 접근이 가능한 가족, 친구,
동거인 및 기타 지인과의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범죄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대시의 프라이빗샌드는 범죄자가
사용자의 거래 혹은 잔고에 블록체인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주소 (및 잔고)를 확인한
범죄자가 범죄 목표물을 설정하는 것이나 사용자의 동거인의 범죄 충동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기능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프라이버시는 유럽 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나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에 의해 만들어진 기준을 충족히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전세계 규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그 보호를 위한 공공 안전과 불법 목적으로
암호화폐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시의 프라이빗샌드 기능은 대시
블록체인이 공공적 성질을 바탕으로 하는 한편 소비자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옵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컴플라이언스 고려 사항

거래소 등 기타 전통 금융 결사체에 접근하기 위한
포인트에서는 현금 입금과 출금을 위한 규칙과 유사한
엄격한 컴플라이언스 조건이 요구됩니다. 이를 준수하고자
하는 거래소는 거래의 리스크 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를
식별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고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과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시의 기본적 속성으로 인해 대시
거래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요구 조건은 비트코인 거래와
동일합니다. 대시를 통합하고자 하는 거래소 및 기타 금융
서비스 사업체는 비트코인을 위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정책
및 프로세스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거래소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위한 자체적 기술을 개발하기보다 제3자 제공 업체에 의존합니다.
이들 서비스는 비트코인과 대시를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인텔(BlockchainIntel)과 코인펌
(Coinfirm)은 KYC / AML 서비스 제공 업체로, 비트코인 및 대시 블록체인 모두를 다루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적 견지에서 비트코인과 대시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도 없습니다.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돈세탁
방지를 위해 적용되는 메커니즘 및 보호 장치는 대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샌드 거래는
블록체인 상에서 (비트코인 코인조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쉽게 구별할 수 있으며, 모든 거래는 행동 패턴, 문제적
주소와의 유사성, 가치 혹은 기타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기초하여 그 위험도를 매길 수 있습니다.

결론

규제 기관과 거래소는 대시가 미디어 및 업계 해설자 사이에서 '프라이버시 중심' 암호화폐로 자주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시와 비트코인이 법적 및 기술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컴플라이언스
혹은 규제적 목적에서, 대시와 비트코인을 다르게 취급해야 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양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일 뿐만 아니라, 두 거래의 규칙 세트와 포맷이 동일하기
때문에 대시에 다른 컴플라이언스적 견지를 적용하는 것은 규제 기관의 잠재적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은 개별 블록체인이 명성, 브랜딩 혹은 인식에 기초하여 어떻게 분류되는 지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의 특성과 기술에 기초한 규칙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 블록체인은 시간에 따라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대시 코어 그룹은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고 프라이빗샌드를 개선해나감으로써 이와 같은 기능의 속도를
눈에 띄게 향상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룩한 우리의 기술적 발전(LLMQs)을 통해 프라이빗샌드를
모바일 지갑에 추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곧 현실화될 것입니다. 프라이버시가 향상됨에 따라, 우리는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이라는 렌즈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불 네트워크의
기타 중요한 역량을 희생하여 프라이버시를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시 프로젝트는 사용자와
판매자에게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척해나가는 데 선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러한 과정을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대시의 규제적 취급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찾는 거래소,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입법체 및 수행 기관이라면
누구나 대시 네트워크의 니즈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결사체 중 하나인 대시 코어 그룹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시 코어 그룹의 본사는 미국 아리조나의 스콧츠데일에 위치해 있는 델라웨어의
회사입니다. 대시 코어 그룹은 대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대시 DAO 신탁이 100% 소유합니다.
대시 코어 그룹은 대시 네트워크를 대표하여 SEC, 일본 금융청, EU 위원회 및 EU 의회와 같은 규제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대시 코어 그룹에 연락하시려면 다음의 이메일
주소를 참고하십시오 support@das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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