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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1-1.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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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이란 과거 단순히 유희의 대상으로 인식해 온 애완동물을 정서적으로 고독감을 느끼는 현 시대의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 등과 같이 ‘함께 여생을 보낸다’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동물을 일방적으로 보고 즐기는 장난감이 아니라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이처럼 사회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최근 1인가구의 증가,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보고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에서 2010년 17.4%

에서 2015년 21.8%로 증가하였고 반려인의 수는 2017년 기준 1,000만명, 2021년에는 1,500만명을 넘어 서고 있다. 

미국 반려동물산업협회 APPA(America Pet Product Association)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비중은 68%에 육박한다. 이와 같이 향후에도 소득수준의 향상,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관련산업(입·분양업, 의류 등 사료·용품업, 병원, 보험, 미용, 호텔, 카페 등 서비스업)의 

시장규모도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1-2. Problems

  반려동물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유기되는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판매자와 구매자간 정보의 비대칭(분양되는 반려동물의 연령, 건강상태, 진료사항 등)으로 

인해 분양된 반려동물의 폐사·질병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물등록제는 등록 시 번거로운 등록절차 및 시간, 비용의 부담 등에 의한 반려인의 외면으로 등록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게다가 1999년 정부는 동물병원간의 담합을 억제하고 자율경쟁도입을 위하여 ‘동물등록수가제’를 

폐지하였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현재 동물의료비는 동물병원마다 상이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반려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낮은 동물 등록율에서 비롯된 개체 식별의 어려움은 손해율 추정 애로 등으로 반려동물 

보험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과도한 치료비 부담은 동물 유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강력한 유인체계가 

필요하다. 즉, 간편한 반려동물 개체정보 식별을 위한 등록방법과 그에 따른 보상, 그리고 획득된 반려동물의 정보를 위·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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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Problems by Market Particip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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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자

대부분의 생산업장이 미신고 상태(187개)

비위생적으로 운영되고 많게는 1년에 3번씩 번식 유도

번식을 위해 발정제, 인공수정기구, 불법 마약류 사용 등 동물 학대 발생

폐사, 질병 등의 문제 야기

동물판매업자

판매자와 구매자간 정보 비대칭(품종, 연령, 건강상태, 진료이력 등)으로

구매자는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상황

분양된 반려동물의 폐사, 질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빈번

폐사, 질병 발생 시 보상을 거절하는 등 판매업자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

소비자
번거러운 절차(2주) 및 비용(3만원)의 부담 등으로 ‘동물등록’을 기피

양육 중 경제적인 사유 및 병원비 부담 등으로 반려동물 유기 증가 추가

유기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 야기

동물병원

동물 의료수가제 폐지로 인한 동일한 진료 행위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 상이

이로 인한 진료 기회 상실로 수익성 악화

병원간 진료 정보에 대한 미공유로 중복진료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

펫 관련 사업자

반려동물 수익증가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업이 출현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수단 또는 방법의 어려움으로 성장 지체

투명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이력, 평판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채널 부재

펫보험

반려동물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험은 저조

반려동물 보험가입율(2017년)스웨덴 40%, 영국 20%, 미국 10%, 한국 0.2%

반려동물의 정확한 개체 식별 및 수가책정의 어려움으로 수익성이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정부

매년 유기되는 반려동물의 증가로 처리비용 부담의 증가

유기동물 직접 처리 비용 : 2017년 102억원, 2018년 155억원 

반려동물 데이터의 부족으로 관련 산업으로의 구체적인 성장 연계정책

및 법적 근거 수립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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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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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현재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각종 피해 및 문제들의 악순환을 끊을 포괄적인 

해결책으로 Node375(Petcompany2.0)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의 Node375(Petcompany2.0) 플랫폼은 

반려인이 동물 등록에 따른 번거로운 절차와 시간,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기존의 저조한 동물 등록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동물 식별 등록 방법을 제공한다. 

  즉, 반려동물의 안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개체정보를 간편하게 등록하는 펫신원인증기술 ‘펫키’(PetKey)를 

제공한다. 또한, 플랫폼은 획득된 개체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관리함으로써 개체 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반려동물의 유기·분실 및 입·분양 과정에서 대두되는 사회적 비용과 소비자 피해를 크게 줄임으로써 

반려동물의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는 본 백서를 통해 Node375(Petcompany2.0)플랫폼의 생태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블록체인 기반의 반려동물 플랫폼인 Node375(Petcompany2.0)의 구성 및 적용기술, 그리고 생태계 시스템을 

움직이는 토큰 이코노미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Pet service platform based on Blockchain



2.  NODE375(PetCompany2.0) Platform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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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375(PetCompany2.0)플랫폼은 현재 반려동물 생태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한다. 먼저, 

플랫폼은 반려동물의 등록 단계부터 반려인의 부담과 번거로운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 펫신원인증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개체정보 등록방법을 제공하며 C2E(Care-to-Earn)의 반려인의 돌봄 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함으로 

써 반려동물과 관련된 반려인의 자발적인 정보 제공을 촉진한다. 

  또한, 등록된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관리하여 반려동물의 생애주기정보를 축적하여 향후 Big Data을 통해 반려산업 

시장 참여자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반려산업 전체를 통합하고 지원하는 플랫폼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자 한다.

<PIC 01. NODE375(PetCompany2.0) 플랫폼 생태계의 구축 및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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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Why Blockchain?

06

■ 반려인을 포함한 시장 플레이어들이 생성하는 정보의 투명성 확보 및 활용

    반려동물의 생산→유통→반려→사후 등 반려동물의 Life cycle에서 생성되는 모든 개체에 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의 분산원장에 기록·저장·관리하여 정보의 위·변조를 원천 방지하고 시장 플레이어들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산 및 유통,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경제적 피해와 불신을 제거하여 관련 사업의 성장 및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다. 

 

■ Smart Contract으로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블록체인의 Smart Contract을 통해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게 되면 누구도 원장에 기재된 정보를 수정할 수 없게 되므로 

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참여자들은 누구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투명한 거래가 가능해진다.

 

■ 참여자들의 플랫폼 성장의 기여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체계 

    콘텐츠 및 활동의 주체인 반려인을 비롯한 시장 플레이어들에게 블록체인 지갑과 토큰 기능을 활용한 보상의 지급 및 

사용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관련 정보의 적극적인 등록과 플랫폼 활동을 유도한다. 

<PIC 2. NODE375(PetCompany2.0)플랫폼을 블록체인으로 만드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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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Busin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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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375(PetCompany2.0)플랫폼은 자체 개발한 펫신원인증기술 ‘펫키(PetKey)’와 블록체인 기술 외에도 향후 

빅데이터 처리기술 등을 접목한 “반려동물 비즈니스 통합 서비스 플랫폼”으로 확대 성장하고자 한다. 

   반려인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펫키’(PetKey)를 통해 편리하게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양육과정에서 생성된 개체 이력에 관한 각종 정보(병원 진료정보 등)를 블록체인에 저장·관리 축적한다. 또한, 

반려인은 플랫폼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유인체계인 암호화폐 보상 알고리즘으로 플랫폼내에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으로 유인되어 더 많은 정보(소비자의 취향, 니즈 등)와 콘텐츠(반려동물에 대한 지식, 경험에 관한 내용 등)를 

생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플랫폼에 축적·생성된 정보는 Big Data 프로세스를 거쳐 유의미한 개체정보로 바뀌게 되며,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즉, NODE375(PetCompany2.0)플랫폼은 반려동물의 먹는 

사료, 습성, 연령, 성별, 품종, 질병 정보 등은 물론 반려인의 취향 및 소비 습관 등을 제공한다. 반려인은 자신이 거래한 

사업자의 평판, 취급 상품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등에 기록·저장함으로써 향후 다른 반려인의 소비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처럼 NODE375(PetCompany2.0)플랫폼은 반려인과 사업자들이 서로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거래 

기회 제공 및 제휴, 협력을 통해 소비자–사업자–정부당국–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선순환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 

<PIC 3. 반려동물 통합 서비스 플랫폼 개발 >

반려인(소비자)

Companion animal integrated platform

반려동물 정보

(이름, 나이, 품종, 성별 등)

반려동물 진료정보

(진료기록, 진료비 등)

C2E

(반려동물 케어정보)

사업자의 평판

사업자

NODE375(PetCompany2.0)

펫키(PetKey)

AI / BigData / Blockchain

고객의 신뢰 회복,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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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기 및 분실에 대한 

비용 절감, 반려동물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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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Business Us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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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펫보험 

   반려동물시장의 규모가 매해 급속한 성장세에 있고 특히 관련 동물병원의 매출 및 사업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펫보험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반려동물의 개체 식별 및 의료수가 기준 산정의 

어려움으로 수익성이 낮은 것에 기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NODE375(PetCompany2.0)플랫폼의 원스톱 펫보험 

서비스가 기획되었으며 구현 예는 다음과 같다.

2) 방문 케어서비스

   현재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초보 반려인들이 펫케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Node375(Pet-

company2.0)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특화된 방문 케어서비스를 제공하여 반려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PIC 4. NODE375(PetCompany2.0)펫보험 서비스 프로세스>

NODE375 사용자 NODE375 플랫폼

PetKey

C2E(Care to Earn)

마켓플레이스

펫보험

마켓플레이스

방문케어서비스

펫보험사

반려인 
펫등록

반려동물 동물병원

보험료 납부

BPC 보상

NFT광고쿠폰

NFT광고쿠폰

PetKey 인증

청구내역 확인

1 1

9

펫보험금 지급10

8

1

2

3

진료예약4

청구내역 등록6

BPC 보상7

치료 및 청구서 제출5

<PIC 5. NODE375(PetCompany2.0)방문 케어서비스 프로세스>

NODE375 사용자 NODE375 플랫폼

PetKey

C2E(Care to Earn)

펫케어 전문가

반려인 

방문케어서비스 조회

반려동물 BPC 보상

방문케어서비스 신청

방문케어서비스 지원

계약완료

NFT광고쿠폰

1

2

3

4

66

7 방문케어서비스 제공

Pet service platform based on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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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분양 서비스

① 반려인 간의 입·분양 서비스

   NODE375(PetCompany2.0)플랫폼은 반려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분양 시 반려동물의 이력과 반려동물 지갑에 

저장된 토큰도 같이 이전하여 신규 입양자가 반려동물의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서비스이다.

② 입·분양 사업자(전문브리더) 서비스 

   NODE375(PetCompany2.0)플랫폼은 프리미엄펫 분양 사업자의 반려동물을 반려인이 입양하는 경우 입양 후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사업자에 대한 평판에 대한 후기를 남김으로써 성실한 사업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PIC 6. NODE375(PetCompany2.0)반려인 간 입·분양 서비스 프로세스>

NODE375 플랫폼

PetKey

C2E(Care to Earn)

마켓플레이스

입·분양 서비스

마켓플레이스

입·분양 서비스

입(분)양 보내기

분양인

반려인 

반려동물 

입양인

반려인 

반려동물 

입(분)양 받기 신청 신청자 조회

양육정보 조회 12

8

3 4

BPC 보상 

6 반려동물 인계

입(분)양 계약서 작성5

<PIC 7. NODE375(PetCompany2.0)입·분양 케어서비스 프로세스>

입·분양 사업자NODE375 플랫폼

PetKey

C2E(Care to Earn)

입양인

분양 반려동물 등록

입(분)양 계약서 작성

반려동물 조회

BPC 보상

1

8

NFT광고쿠폰2

3

입분양 예약 신청4

반려동물 변경 등록6 5

7 입분양 완료 및 결제

Pet service platform based on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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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375(PetCompany2.0) Platform은 프리미엄 펫 서비스를 추구하여 동물 복지를 제일 중요시하는 반려인과 

관련 산업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ECO-System을 구축하고자 한다.

   따라서 진정한 사용자들에게 온전한 보상 체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플랫폼 내의 반려동물의 수는 1백만마리로 제한된다. 

1백만마리 이후에 신규 가입을 원하는 반려인은 기존 반려인들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더 이상 양육하고 

있지 않아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경우 추가 신규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기존 회원은 반려동물을 추가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반려인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펫신원인증기술 ‘펫키’(PetKey)(PetKey)를 통해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한 개체 정보를 

등록하고 C2E(Care to Earn) 형식의 케어 활동을 통해 보상으로 PetCompany Token(BPC)을 지급받게 되며, 지급받은 

BPC는 플랫폼에서 NFT로 제공되는 다양한 컨텐츠나 멤버쉽 또는 쿠폰 구매에 대한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BPC가 상장된 외부거래소에서 매매를 통해 다른 코인이나 FIAT Money(명목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 플랫폼내에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BPC를 보유한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광고 및 홍보의 집행비용으로 BPC를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플랫폼 내부에서는 반드시 BPC(단, 명목화폐도 사용 가능)를 사용해야 하며 BPC를 보유하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외부 거래소에서 BPC를 구매하여 플랫폼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PIC 8. NODE375(PetCompany2.0) 플랫폼 에코시스템>

2-4.  NODE375(PetCompany2.0) Platform ECO-System

펫신원인증 정보 데이터

블록체인 등록

진료기록

거래기록

깋사용후기

블록체인

기록

서비스 이용 

BPC 보상

인공지능기반 

반려동물

안면인식기술

동물정보등록

PetKey QR ID
서비스 이용시 
인증에 사용

블록체인 앱 시스템

펫관련 서비스

NODE375 서비스 플랫폼

Petkey

반려인

반려견 입양케어

C2E

펫케어

펫용품

동물병원

Pet service platform based on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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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인이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의 개체 정보를 바탕으로 플랫폼에서 각종 정보를 NFT 형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NFT로 관리되는 대표적인 정보로는 혈통증명서, 동물등록증, 예방접종증명서 등이 있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자는 자신들의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자 멤버쉽 카드를 NFT로 발행하여 제공할 수 있고 

또한 할인쿠폰을 NFT로 제공하여 고객 확보와 매출 상승을 만들 수 있다. 이외에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가상의 컨텐츠들 (예:Crypto 

Pet Child)을 NFT로 제공하여 거래할 수도 있다. 

  반려인은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에 대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NODE375(PetCompany2.0)플랫폼 

생태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BPC를 획득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도 BPC를 별도로 보상 

받을 수 있다.

2-5. NODE375(PetCompany2.0) NFT

2-6. Node375(Petcompany2.0) Basic Service

Pet service platform based on Blockchain

NFT 상세

상세 정보

위 반려동물은 동물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고유번호

동물등록번호 

반려동물명

성별 

생년월일

보호자명

연락처  

393000

41203041580939112

깜이

남아

20200506

아이유

01022933333

PetCompany NFT Card

Pet Decentralized Identifier

NFT
MINTING
20220222

NFT 디지털 동물등록증

<PIC 9. Node375(Petcompany2.0) NFT>

NFT 디지털 동물등록증 Crypto Pet Virtual Breeding Service

A소유 B소유 분양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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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375(PetCompany2.0)일반 사용자는 PetCompany Token(BPC)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NFT 형태의 각종 컨텐츠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멤버쉽 가입이나 쿠폰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광고, 

판촉 등을 위하여 멤버쉽 가입과 할인 쿠폰 등의 발행을 위해 BPC를 사용할 수 있다.

2-8. MarketPlace 

Pet service platform based on Blockchain

광견병 예방 접종 쿠폰

2022년 10월 11일 광견병 예방 접종기간입니다.

보리의 50% 할인 쿠폰이 도착을 했습니다. 

마를린 동물병원 www.notepet.co.kr

www.notepet.co.kr

2022년 11월 11일 감염 예방 접종기간입니다.

보리의 50% 할인 쿠폰이 도착을 했습니다. 

마를린 동물병원

광견병 예방접종

간염 예방접종

<PIC 10. NODE375(PetCompany2.0)데일리케어 미션과 PetKey를 통한 BPC 보상>

<PIC 11. NODE375(PetCompany2.0) BPC 활용 예>

케어미션(C2E)

마켓플레이스 반려견 NFT NFT 쿠폰

케어일기 PetKey 마이페이지(BPC Wa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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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NODE375(PetCompany2.0) Platform Benefit

<PIC 12. Node375(Petcompany2.0) 플랫폼 기대효과>

  NODE375(PetCompany2.0)플랫폼은 반려인과 반려동물, 그리고 시장의 각 참여자들이 직면한 이슈 해결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사업영역뿐만 아니라 새로운 반려동물 사업의 출현과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반려동물 생태계 플랫폼으로 시장 플레이어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익을 제공한다.

  반려인은 기존 번거로운 등록절차 및 비용의 부담없이 손쉽게 반려동물의 기본 정보(품종, 연령, 성별, 중성화 여부 정보 등)를 

등록함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양육과정에서 생겨나는 반려인과 반려동물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여 다른 사용자나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역시 보상이 주어진다. 그리고 보상으로 획득한 BPC를 NODE375(PetCompany2.0)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BPC가 상장된 거래소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사업자는 코인을 이용하여 NFT 형태의 멤버쉽 카드 발행이나 할인 쿠폰 등을 발행하여 코인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노출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신규 고객의 유입 및 새로운 판매 채널 확보와 매출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반려인들의 사용 

및 이용 후기 등 블록체인에 저장된 평판 정보 등으로 별도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소비자의 Loyalty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수익구조가 개선된다. 이처럼 NODE375(PetCompany2.0)플랫폼은 반려인과 사업자들이 서로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손쉬운 개체정보 등록방법에 따라 유기 등 관련 사회적 비용을 대폭 절감 할 수 있으며, 축적된 반려동물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 진다.

시장참여자

간편한 동물등록

동물변원 이용정보

(질병 및 치료비 정보 등)

펫시터 이용정보

펫호텔 이용정보

입분양 이용정보

반려동물 교육정보

기대효과NODE375플랫폼

블록체인

C2E
(Care to Earn)

마켓플레이스

동물등록율 제고
유기 및 분실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반려동물 식별 데이터 확보

정부 반려동물 관련 정책 수립지원

펫보험 성장에 기여
소비자의 수의료 비율 감소

보험사 펫보험 상품 출시를 통한 수익 기회 확보

동물병원 진료비 및 평판 DB화
중복진료 및 과잉진료 방지 / 반려인 부담 감소

펫용품/서비스업자 평판 DB
판매자는 소비자 로얄티 및 판매 채널 확보

소비자의 판매자 신뢰도 향상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로 피해 사전 방지

Pet service platform based on Blockchain

개체정보 신뢰성 확보
질병 및 치료비 정보

BPC 보상

BPC 사용 



 

 

3. Token Economy 
 

 

 

<PIC 13. Node375(Petcompany) 토큰 이코노미>

3-1. Token Definition 

   NODE375(PetCompany2.0)플랫폼은 블록체인에 의해 PetCompany Token(BPC)으로 운영된다. 

  PetCompany Token(BPC)은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유틸리티 코인이다. 발행량이 10억 개로 고정되어 있으며, 

외부거래소에 상장되어 시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가상화폐이다. NODE375(PetCompany2.0)플랫폼 참여자들은 플랫폼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이나 반려동물 정보 제공 등으로 BPC를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다. 이는 플랫폼의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BPC는 보유 수량에 따라 다양한 할인 혜택 및 차별화된 서비스 등의 이용 혜택을 받게 된다.

3-2. Token Economy

    NODE375(PetCompany2.0)플랫폼을 통해서 반려인이 보상으로 지급 받은 BPC를 활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업자가 

거래소 등에서 구입한 BPC를 활용하여 MarketPlace에서 NFT 형태의 멤버쉽 카드 발행이나 할인 쿠폰 발행을 통한 광고, 판촉, 

매출증대 등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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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Key- 반려동물 등록 정보
- 반려동물 안면인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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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안면인식기술
동물정보등록

반려인

BPC 보상



<PIC 14. Node375(Petcompany2.0) BPC 토큰 획득을 위한 활동 >

 3-3. NODE375(PetCompany2.0) Token Issuance and Rewards

   NODE375(PetCompany2.0)플랫폼은 사용자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이 플랫폼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며 일정한 규정에 

따라 보상으로 PetCompany Token(BPC)을 지급한다. PetCompany Token(BPC)의 발행과 사용자의 획득 및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PetCompany Token(BPC)은 총 10억개가 발행된다. 프리미엄 펫 서비스를 추구하는 NODE375(PetCompany2.0)플랫폼에 

등록되는 반려동물의 수는 1백만마리로 제한된다. 플랫폼 성장에 기여하는 반려인이 양육하는 반려동물 한마리에 대해 보상으로 

지급되는 BPC는 서비스에서 설정된 모든 C2E(Care-to-Earn) 활동 각각에 대해 1BPC가 보상으로 지급되며 가입 후 매 1년마다 최대 

1,000개로 제한된다. 단, NODE375(PetCompany2.0)플랫폼의 빠른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초기 및 운영 중에 정해진 지급 배수에 

따라서 매년 지급되는 최대 물량의 배수만큼 획득이 가능하다. NODE375(PetCompany2.0)플랫폼에 사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등록되는 반려동물의 수가 1만마리가될 때까지 1마리당 지급되는 기준 수량의 5배가 지급된다. NODE375(PetCompany2.0)플랫폼에 

사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등록되는 반려동물의 수가 30만마리가될 때까지 1마리당 지급되는 기준 수량의 2배가 지급된다. 

이후부터는 모든 활동에 대한 보상은 기준 수량으로 지급된다.  

   PetCompany Token(BPC)의 획득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사용자 활동의 예를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Node375(Petcompany) 플랫폼에서 BPC 확득을 위한 C2E(Care-to-Earn) 활동

        (예 : PetKey로 매일 한번 눈맞추기, 나의 반려동물 일기쓰기,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품 및 서비스 이용 구매 영수증 올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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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한컷일기 쓰기 PetKey로 매일 한번 눈맞추기 영수증 올리기



4. NODE375(PetCompany2.0) Platform Technology

 
 

 NODE375(PetCompany2.0)플랫폼은 Application / Platform / Persistence Layer 로 구성되어 있다.

  Application Layer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계층으로 앱, 웹의 형태로 이용자(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된다.

  Platform Layer는 전체 플랫폼의 핵심 계층으로 기본 서비스,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로 이루어진다. 이들 서비스는 각각 기능별로 

세분화되어 API 형태로 외부 서비스와 연결되도록 모듈 단위로 구현되었다. 외부 서비스의 접속은 단위 기능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다수의 기능을 조합하여 효율적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Persistence Layer는 플랫폼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계층으로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스토리지로 이루어진다.

 블록체인에는 토큰 거래 기록, 반려동물 개체 정보 등 투명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정보가 저장된다.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정보를 

제외한 콘텐츠 정보와 이와 연관된 모든 정보는 서비스의 성능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사진, 영상 등 

대용량 데이터는 스토리지에 저장된다.

 

4-1. Blockchain & Klaytn Mainnet

   NODE375(PetCompany2.0)플랫폼의 블록체인은 Klaytn을 메인넷으로 채택하였다. Klaytn은 (주)카카오의 계열사인 그라운드X

가 개발, 운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엔터프라이즈급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디자인으로 구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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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 15. Node375 플랫폼 아키텍쳐>

<PIC 16. Node375 개발사 블록펫 클레이튼과 파트너쉽>

App Application Layer

Platform Layer

Persistence Layer

Web

NODE375 PetKey Marketplace

Data base Storage Blockchain



 4-2. Bigdata & Deep learning technology

  펫키(PetKey)는 AI Deep Learning 기술로 구현된다. 펫신원인증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는 회원들이 올린 사진, 영상 콘텐츠를 

이용한다. 이 데이터는 AI Deep Learning 기법을 통해서 펫신원인증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편, 이용자가 등록한 

반려동물에 대한 개체정보, 진료기록 등 각종 데이터로부터 연구, 분석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를 추출, 개발하여 유익한 

서비스로 다시 반려인과 반려동물에게 제공될 것이다.

 
4-3. Interface with External services

   NODE375(PetCompany2.0)는 반려동물에 대한 플랫폼 서비스를 지향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외부서비스와의 협력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하여 Node375 플랫폼은 사용자 인증, 권한제어, 반려동물 개체 정보, 블록체인 토큰, 각종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한다.

 <PIC 17. Node375 블록체인 플랫폼 구성>

 <PIC 18. 외부 서비스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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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Company Token(BPC)은 생태계 참여자의 다양한 활동에 사용되는 생태계 유틸리티 토큰의 기능을 수행한다. PetCompany 

Token(BPC)은 KIP-7기반으로 만들어 졌으며, 총 발행량은 1,000,000,000 BPC이다. 초기 발행을 끝으로 추가발행은 진행하지 

않는다.

5. Token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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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명칭

암호화폐 명칭

심볼

총 발행량

NODE375(PetCompany2.0)

PetCompany

BPC

1,000,000,000

구분

암호화폐 명칭

심볼

총 발행량

초기 유통 물량

유통물량 / 총 발행량

유동성 공급 및 초기 투자자

운영 및 마케팅

개발비용

파트너사

리져브

수량

100,000,000

50,000,000

200,000,000

100,000,000

550,000,000

비율

10%

5%

20%

10%

55%



6. Business Roa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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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Q2
블록펫 설립

2019.Q1
블록펫 Dapp 베타 런칭

2021.Q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2020.Q4
행정안전부 유기동물예방 도전!한국아이디어 선정

2022. Q3
메이플투자파트너스 투자 유치

 Node375(Petcompany2.0) 서비스 베타 오픈

2023. Q4
Node375(Petcompany2.0) 글로벌 버전 출시

Crypto Pet Child 서비스 개발

2022. Q2
펫플러스랩 인수 합병

2023. Q2
Node375(Petcompany2.0) NFT 제공 서비스 런칭

2024. Q3-Q4
Node375(Petcompany2.0) 추가 메인넷 적용

2023. Q3 
Node375(Petcompany2.0) 서비스 고도화

2024. Q2
Crypto Pet Child 서비스 런칭

2023. Q1
Node375(Petcompany2.0) BPC 토큰 적용 

X2E 서비스 정식 버전 런칭

2021.Q3
2021 컴업스타트업 루키리그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기술 언팩쇼 참가

2019.Q2
NIPA 블록체인기술검증(PoC)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2020.Q2
AI기반 반려동물 안면인식기술 개발

Petcompany1.0 베타 런칭

2019.Q3
Klaytn Network ISP(Initial Service Partnership) 체결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투자 유치

Klaytn 메인넷으로 서비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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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isclaimer &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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