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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bstract

1.1 Background

과거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일방적으로 보고 즐기는 장난감 같은 존재이거나 유희의 대상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인간과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친밀한 존재, 가족이나 친구와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은 2010년 17.4%에서 

2020년 29.7%로 증가하였고 반려인의 수는 20년 기준 1,0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 APPA(America Pet 

Product Association)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 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비중은 68%(8,490만)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수준의 향상,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의 개체 수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입·분양업, 의류 등 사료·용품 업, 병원, 보험, 미용, 

호텔, 카페 등 서비스업)의 규모도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1.2 Problems 

반려동물 시장 성장의 이면에는 분양받은 반려동물의 폐사, 과도한 의료비 부담, 이로 인해 유기되는 반려동물의 증가 등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 간 정보의 비대칭(분양되는 반려동물의 연령, 건강 상태, 진료 사항 등)으로 인해 분양된 반려동물이 질병으로 폐사하는 소비자의 피해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유기되는 반려동물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1999년 정부는 동물병원 간 담합을 억제하고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목적에서 ‘동물등록 수가제’를 폐지하였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동물병원 의료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져 반려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하고 있으나 등록 시 번거로운 등록절차 

(동물병원 방문시술), 시간 소요(2주) 및 비용 부담(3~5만 원) 등으로 반려인의 외면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등록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동물 등록률이 낮다 

보니 개체 식별이 어렵게 되고 반려동물의 개체별, 품종별 손해율 추정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반려동물 보험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과도한 치료비 부담이 유기 동물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1.3 Solution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강력한 유인체계가 필요하다. 즉, 반려동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손쉬운 동물등록 방법과 등록에 따른 보상, 그리고 획득된 반려동물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원스탑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펫컴퍼니 서비스 플랫폼은 회원등록 단계에서부터 반려동물의 안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개체정보를 간편하게 등록하는 인공지능기반의 

PetFace ID 기술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획득된 개체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개체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또한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펫컴퍼니 커뮤니티를 통해 반려인들 간의 공유와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며, 커뮤니티의 참여 정도에 따라 보상을 지급한다.

따라서 본 백서는 이와 같은 펫컴퍼니 서비스 플랫폼의 생태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이어서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인 펫컴퍼니의 구성 및 적용 기술, 그리고 생태계를 움직이는 토큰 이코노미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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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rket Analysis

2.1 Market Status  

1인 가구의 확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2017년 2조3천억에서 2032년에는 

7조원(출처: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10)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해외시장 중 특히 미국의 경우 2017

년 460억 달러에서 2020년 990억 달러(출처 :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자료, 2021.02.02, 삼성증권 Global Research, 2020.07.14)로 2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반려동물산업은 사료시장이 가장 규모가 크고 의료 및 보건 용품, 펫서비스 순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반려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의 변화, 소득 수준의 향상과 기술의 발전,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육성 정책에 따라 펫테크 기술과 연계된 펫케어, 보험서비스 등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반려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에 대한 연구 용역을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 

(출처: 국가 R&D 과제)하는 등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PetFace ID와 같은 바이오 정보를 활용하는 동물등록방법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처: 국가 R&D 과제, 2021년 경제정책 방향, 2020.12.1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2 Issue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이 일상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장도 빠른 추세로 

확대되고 있다. 

반려동물이라는 용어에서도 나타나듯이 최근 들어 개, 고양이는 단순히 애완동물이 아닌 정서적 친밀감을 주는 ‘가족’의  일원이라는 인식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과는 달리 반려동물 관련하여 생산 → 유통 → 반려 → 사후관리(장례 등)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사회적 문제 

및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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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립수의과학원검역원, 한국펫산압협회, 통계청(2017) * 출처: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자료, 2021.02.02. 자료, 

반려동물 아마존, 삼성증권 Global Research. 2020.07.14

오사카 무역관 자료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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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Problem by Market Participant

지난 3년간(2013.1.1~2016.11.30) 반려동물 거래에 관한 소비자 피해액은 3억9천만원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를 기반으로 

추정한 2015년도 소비자 피해금액은 1,329억에 이른다.

■ 산출 근거 : 연평균 소비자 피해금액 추정식 = 2015년도 반려동물 보유가구(511만 가구) × 2015년 반려동물에 관한 소비자 피해 경험율(3.6%) × 

2015년 반려동물 피해 건당 평균소비자 피해 금액 (약 722,850원)

한국소비자연맹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동물병원 피해 사례 총 575건에 대한 분석 자료에 

의하면  동물병원간 진료비의 편차가 크고  진료에 대한 사전 정보의 부족 및 과잉 진료로 인한 진료비 과다 청구로 인해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기동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정부 등의 관련 비용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생산업장이 미신고 상태(187개), 비위생적으로 운영되고 많게는 1년에 3번씩 번식 유도

번식을 위해 발정유도제, 인공수정기구, 불법 마약류 사용 등 동물 학대 발생, 폐사, 질병 등의 문제 야기
동물생산업자

판매자와 구매자간 정보 비대칭(품종, 연령, 건강 상태, 진료 이력 등)으로 구매자는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

분양된 반려동물의 폐사와 질병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빈번하며 폐사와 질병 발생 시 보상을 거절하는 등 

판매업자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 

동물판매업자

동물 의료수가제 폐지로 인한 동일한 진료 행위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 상이하며 이로 인한 진료 기회 상실로 

수익성 악화, 병원간 진료정보에 대한 미공유로 중복진료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 
동물병원

반려동물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보험 가입율 저조, 이는 반려동물의 정확한 개체식별 및 

수가 책정의 어려움으로 수익성이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 보험 가입율: ’20년 기준 영국 20%, 미국 10%, 한국 0.2%

- 시장규모:  ’20년 기준 영국 2조4천억, 미국 1조2천억, 한국 112억 

펫보험

매년 유기되는 반려동물의 증가로 직접 처리비용 부담이 증가, 유기동물 직접처리 비용 ‘18년 200억원,

’19년 232억원 반려동물 데이터 부족으로 관련산업으로의 구체적인 성장 연계 정책 및 법적근거 수립에 어려움
정부 등

번거러운 동물등록 절차 및 비용의 부담으로 동물등록을 기피하며 양육 중 경제적인 사유 및 병원비 부담 등으로 

반려동물 유기 증가 추세, 유기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 야기(’18년 12만1천 마리, ‘19년 13만5천 마리) 
반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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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Vision of the PetCompany platform

 반려동물 개체식별의 출발점인 등록 단계부터 저조한 동물 등록률과 이로 인한 개체식별의 어려움으로 보험회사의 펫보험 상품은 유명무실화된 

상태로 반려인의 과도한 “치료비 부담”은 동물 유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매년 많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동물병원 및 판매자와 반려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반려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속출하며 관련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펫컴퍼니 서비스 플랫폼은 현재 반려동물 생태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한다. 먼저, 반려동물의 등록 단계부터 반려인의 

부담과 번거로운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 PetFace ID를 활용하는 새로운 개체정보 등록방법을 제공하며 콘텐츠의 생성과 정보의 등록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반려동물과 관련된 반려인의 자발적인 반려동물 정보 등록을 촉진한다. 또한, 등록된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관리하여 반려동물의 

생애주기 정보의 축적을 통해 향후 AI와 Big Data 기술을 활용하여 반려산업 시장 참여자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반려산업 전체를 통합하고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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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Why Blockch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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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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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컨트랙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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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Business Model

펫컴퍼니 서비스 플랫폼은 PetFace ID와 블록체인기술 외에도 향후 빅데이터 처리기술 등을 접목한 “반려동물 비즈니스 통합 서비스 플랫폼” 으로 

확대 성장하고자 한다. 반려인은 펫컴퍼니 플랫폼이 제공하는 PetFace ID를 통해 편리하게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양육과정에서 생성된 개체 이력에 관한 각종 정보(진료 정보 등)를 블록체인에 저장·관리 축적할 수 있다.

또한, 반려인은 직접적이고 강력한 유인체계인 암호화폐 보상 알고리즘으로 Community내에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으로 유인되어 더 많은 

정보(소비자의 취향, 니즈 등)와 콘텐츠(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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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되어진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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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에 기록·저장함으로써 향후 다른 반려인의 소비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처럼 펫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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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etCompany Platform Solution

반려동물 통합 서비스 플랫폼

반려인(소비자) 펫컴퍼니 정부

반려동물 정보

반려동물 진료정보

이미지, 영상 컨텐츠

Blockchain

PetFace ID

AI·Big data용품, 서비스 등 이용정보

유기 분실에 대한 비용 절감, 반려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 수립 가능

고객 신뢰 회복, 수익성 제고, 펫보험 등 

관련 서비스 활성화 (장례, 펫시터 등)

반려동물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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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PetComapany Platform ECO-System

반려인은 펫컴퍼니 서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PetFace ID를 통해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한 개체 정보를 등록함과 동시에 지갑이 생성되고 블록체인 

펫토큰(Blockchain Pet Token: BPT)을 지급받는다. 또한 펫컴퍼니 플랫폼 내 Community에서의 콘텐츠 및 정보 생성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역시 BPT을 지급받게 되며, 지급받은 BPT는 역시 펫컴퍼니 플랫폼 내에 있는 Marketplace(현재 펫컴퍼니 DApp 내 복지몰로 운영 중)에서 반려동물 

용품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할인의 용도로 사용되어진다.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자신의 서비스 및 재화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외부거래소에서 BPC를 구매하거나 법정화폐를 사용하여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다. 지급한 BPC는 일정량의 BPT를 보유한 사용자들에게 배분되고 일부는 플랫폼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어 진다. 

 3.4 PetCompany Community

반려인은 누구나 자유롭게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즐길 수 있으며, 해당 콘텐츠에 투표 (“좋아요” 클릭) 및 댓글 등으로 참여 할 수 있다. 반려인은 

콘텐츠를 업로드 할 때마다 플랫폼 생태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BPT를 지급 받으며 또한 다른 사용자로부터 얻은 투표는 우수한 콘텐츠의 대한 

평가로 인정되어 정해진 보상 알고리즘에 따라 BPT를 지급 받게 된다. 콘텐츠를 소비한 사용자도 BPT를 보상으로 받게 된다.

07

<펫컴퍼니 플랫폼 에코시스템>

* Pet Information

* AI facial recognition

   data 

* Pet Information

* AI facial recognition

   data 

- Medical records

- Transaction record

- Reviews

Using the service

Reward for participation 

in advertising

Pet
recognition
technology
based on AI

PetFace ID

Authentication 

by PetFace ID 

when using the 

service

FIAT

Pet Insurance

Animal hospital

Pet Product

Service

PetCompany

Community

Pet owner

Content sharing

Reward for community

activities
Crypto Exchange

BPC 

BPC 

BPT

BPT

Blockchain

PetCompany service platform



  3.5 PetCompany Cryptocurrency wallet & Pet Face ID

펫컴퍼니 서비스 플랫폼의 핵심기술요소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체등록과 식별기술인 PetFace ID와 안면 이미지 정보로 Key 값을 생성하여 월렛을 

만드는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플랫폼에서 사용자는 안면을 촬영하여 프라이빗키를 생성하게 된다. 이때 반려동물의 이름, 성별, 품종, 나이, 중성화 여부, 습성 정보 및 반려인의 정보 

등을 펫컴퍼니 플랫폼에 등록하면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펫컴퍼니 지갑이 각각 생성된다. 생성된 지갑은 커뮤니티의 활동을 통해 보상으로 얻는 BPT를 

운용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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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번호 제10-2018-0160421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동물 관련 서비스 방법 및 이러한 방법을 수행하는 장치

<반려동물 안면정보 등록> <반려동물 정보> <생체정보 등록> <반려동물 지갑생성>

입사 지원

GS 100%9:41 AM

이름

생년월일

성별

품종

중성화여부

인증촬영 인증 진행중

아니요

남

80.01.01

럭키

시베리안허스키

다음

사원증에 들어갈 입사지원 사진을 찍어보세요.

?

 생체정보(지문, 홍체)을 등록하고

펫컴퍼니 통장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생체정보 등록

GS 100%9:41 AM

다음

등록나중에 하기

등록된 업무가 없습니다. 아래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업무를 시작해 보세요. 매일매일 BPT를 급여로 드립니다.

사원  |  서울 강남 지사  |  보더콜리  |  8세  |  여아

얌생이

급여통장

500
팔로워

0
팔로잉

0

사원증승진 평가 메세지

업무대기중

마이 페이지

GS 100%9:41 AM

<마이페이지> <내  업무등록하기> <펫동료 업무보기> <펫컴퍼니 복지몰>



인공지능기반의 PetFace ID 기술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반려동물 촬영하여 등록하고 개체인증을 하는 기술로 반려동물 안면영역 검출 및 정렬 자동화 

기술, 고속/고정밀 반려동물 식별 기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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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영상입력
(Pet Face image)

얼굴 검출
(Pet Face Detection)

특징 검출
(Landmark Extraction )

이미지 피라미드
(Image Pyramid : 주요 특징부 위치, 

굴곡 정보 벡터값 추출 )

이목구비 조정 중심 객체 
(Align Image)

Current Face Recognition

안면인식 결과값 스마트폰 앱 전송
(벡터의 특징, 인식함수의 파라미터를 통한 최종 결과)

안면인식 개체 데이터베이스
(PET Face Recognition DB)

흑백 음영전환으로 벡터 영역 위치
(Gray Level Pixel’s intensity)

추출 이미지 유사성 매칭 엔진(알고리즘) 
(Feature Extraction & similarity matching Engin)

Hidden
Convolutional

Layers

Hidden
Convolutional

Layers

Global Average
Pooling Layers

Output
Layers

안면영역 정렬 및 
자동화 기술

이미지맵

매칭엔진

특허번호 제10-2019-0094729호 이미지 기반의 객체 인식 방법 및 이러한 방법을 수행하는 장치 



3.6 Marketplace 

펫컴퍼니 사용자들은 Marketplace에서 법정화폐와 함께 BPT를 사용한다.

즉 Marketplace내에서 반려용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시 할인의 용도로 BPT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펫컴퍼니 DApp내 복지몰에서 BPT를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반려인의 펫서비스 및 용품에 대한 다양한 NEEDS을 충족시키기 위해 복지몰의 카테고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위해 BPC 또는 법정화폐를 사용하여 참여할 수 있다. 이는 플랫폼의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3.7 PetCompany Platform Benefit

펫컴퍼니 플랫폼은 반려인과 반려동물, 그리고 시장의 각 참여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여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는 반려동물 생태계 플랫폼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익을 제공한다.

반려인은 기존의 번거로운 등록절차 및 비용의 부담없이 손쉽게 반려동물 정보(품종, 연령, 성별, 중성화 여부 정보 등)를 등록할 수 있으며, 개체를 

등록함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또한 양육과정에서 생겨나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만들어 내는 콘텐츠(동영상, 사진, 글 등)을 Community에서 다른 

이용자와 공유 할 수 있으며, 콘텐츠의 생성과 커뮤니티의 적극적 활동에 대하여도 보상이 주어진다. 그리고 보상으로 주어진 토큰을 MarketPlace에서 

지불수단으로 사용하여 서비스와 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사업자는 토큰 보유고객을 대상으로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노출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신규 고객의 유입 및 새로운 판매 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반려인들의 사용 및 이용 후기 등 블록체인에 저장된 평판 정보 등으로 별도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수익구조가 개선된다. 또한 보험사들은 보험료 지급 시 개체식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합리적인 손해율 추정이 

가능해짐으로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시장의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정부는 저조한 동물등록을 손쉬운 인공지능 기반의 반려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동물 등록방법으로 동물등록율 제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나아가 건전한 반려동물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수립이 가능해진다

<펫컴퍼니 복지몰 결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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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oken Economy

4.1 Two-Type Token System 

펫컴퍼니 플랫폼에는 두가지 타입의 토큰이 발행된다. 펫컴퍼니 회원의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BPT(Blockchain Pet Token)가 할당되며 

반려동물 산업의 사업자와 초기 파트너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할당되는 BPC(PetCompany Coin)가 있다. BPC는 펫컴퍼니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유틸리티 코인으로 발행량이 10억개로 고정되며 외부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시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BPT는 플랫폼내에서 포인트처럼 사용이 

가능하며 발행량은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사용자간의 지갑으로 전송이 가능하나 외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4.2 Blockchain Pet Token [BPT]

BPT는 반려인이 펫컴퍼니에서 컨텐츠를 등록하거나 좋아요, 댓글 등의 활동을 통해 획득하게 된다. 이렇게 획득한 BPT는 반려인이 펫컴퍼니에 만든 

반려동물 암호화폐 지갑에 적립된다. BPT의 발행량과 유통량은 매일 커뮤니티에 활동하는 참여자 수와 각 참여자의 기여도를 펫컴퍼니 알고리즘의 계산에 

의해 다르게 분배된다. BPT는 외부거래소에서 거래하는 BPC의 가격과는 관련이 없으며 플랫폼에서 BPT 토큰 자체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가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급량의 조절은 펫컴퍼니가 유동적으로 조절한다. (임의의 프로세스가 아닌 공개할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 수행됨) BPT는 모든 

거래 기록은 블록체인에서 분배되고 기록된다. 사용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며 일반 포인트 사용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펫컴퍼니 복지몰에서 할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펫보험, 펫케어, 펫숙박 등으로 사용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베타 버젼으로 펫컴퍼니 복지몰이 시범 운영 중이다. BPT는 BPC와 교환을 할 수 없으나 플랫폼 내에서 진행하는 사업자의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BPT를 일정 수량 보유함으로써 BPC를 획득할 수 있다.

4.3 PetCompany Coin [BPC]

BPC는 사업자가 펫컴퍼니 플랫폼에서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촉진을 위해 사용하는 암호화폐로 외부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며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사업자는 펫컴퍼니 플랫폼내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활동을 위한 결제 수단으로 BPC를 보유하여야 하며 지정된 

암호화폐 지갑 또는 외부거래소로 전송이 가능하다.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BPC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 펫컴퍼니 플랫폼 생태계의 

유지와 성장에 기여함에 따라 보상으로 BPC를 할당 받게 된다. 할당 받는 BPC의 양과 일정은 서비스 출시 후 플랫폼에 대한 기여도(거래규모, 플랫폼 진입 

시기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사업자가 할당 받는 BPC로 인해 시장에서의 급격한 공급의 증가로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각 파트너사별 

플랫폼 참여일로부터 계상하여 1년의 락업 기간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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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C예시: 사업자가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 토큰의 선순환 과정

PetCompany AD Platform
Pet owner A

Pet owner B

Pet owner C

FIAT

PetCompany
operating

Crypto exchange

Pet service 
partner

Sell BPC

Buy BPC

Advertising

BPC payment BPC distribution

Participating with BPT

Operating fee



5.Benefits for Participating

5. PetCompany financial technology service

펫컴퍼니 플랫폼 재테크 서비스는 사용자와 펫서비스 파트너사를 연결시켜주는 중요 기능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펫서비스 또는 용품에 대한 광고 이벤트를 노출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파트너사는 BPC를 지불하고 회원은 BPT로 참여한다. 

광고 이벤트 완료 후 참여한 회원의 펫컴퍼니 암호화폐 지갑으로 BPC를 전송하게 된다.파트너사는 암호화화폐 거래소에서 BPC를 구매하고 회원은 BPT

로 재테크 이벤트에 참여하여 획득한 BPC를 외부거래소에서 판매를 하여 순환시키는 구조이다. 펫컴퍼니 플랫폼 재테크 서비스는 사업자의 마케팅을 

위한 광고쿠폰 이벤트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정기검진권, 할인 숙박권 등 펫서비스와 용품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Users making profits using BPT 

펫컴퍼니 회원인 반려인들은 반려동물 관련 컨텐츠를 생성하여 공유하거나 댓글 달기, 좋아요 등의 활동을 통해 BPT를 적립받게 된다. 이러한 BPT

는 펫컴퍼니 복지몰에서 펫용품을 구매 시 할인의 용도로 사용되며 또한 파트너사의 광고쿠폰 이벤트, 반려동물 정기검진권, 특별 할인 숙박권 등을 

이용시 해당 파트너사가 제시한  BPT를 량을 보유한 회원은 참가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트너 사업자는 자신이 보유한 BPC로 광고 이벤트를 하고 

해당 광고를 위해 지불된 BPC는 광고 이벤트에 참여한 BPT 보유 회원들에게 배분 된다. 이렇게 획득한 BPC는 외부  암호화화폐 거래소에서 법정화폐로 

교환이 가능하다. (회원에게 분배되는 BPC는 파트너사와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Pet service partner's profit using BPC 

초기 참여 파트너사는 펫컴퍼니와 협력의 댓가로 일정량의 BPC를 배분 받아 펫컴퍼니 회원을 상대로 비지니스를 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 서비스의 

활성화 이후 참여하는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사들도 BPC를 보유하게 되면 플랫폼내에서 비지니스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펫컴퍼니 플랫폼에 더 많은 파트너사들이 참여하게 되면 BPC의 수요는 대규모로 증가하게 될 것이며 회원들의 BPC 보유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결과적으로 BPC의 가격은 안정적이며 수요도 단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 PetCompany platform operating reward

파트너사와 긴밀한 협력을 하는 운영팀은 파트너사들이 펫컴퍼니 플랫폼상에 비지니스를 진행할 때 사용되는 BPC의 일정 부분을  펫컴퍼니 

플랫폼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비용으로 충당하여 펫컴퍼니 플랫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용된다.  (플랫폼팀에게 분배되는 BPC는 파트너사와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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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태크존의 메인 화면 예>

<펫컴퍼니 플랫폼 참여자의 혜택 구조>

PetCompany financial technology service

Partne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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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B
AD 

Partner C
Event

1,000BPC 100BPC 500BPC

Pet owner C

BPC 

BPT

Pet owner A

BPC 

BPT

Pet owner B

BPC 

BPT

BPT

BPC
BPC

BPC

BPC

BPC

BPC

Crypto curruncy or FIAT

Crypto curruncy or FIAT

Crypto curruncy or FIAT

PetCompany operating team

Crypto exchange

Pet service partner A

Pet service partner B

Pet service partner C

BPC 

BPC 

BPC 

BPC 



6. PetCompany Platform Technology
펫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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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서비스,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펫신원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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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Blockchain & Klaytn Mainnet

펫컴퍼니 플랫폼의 블록체인은 Klaytn을 메인넷으로 채택하였다. Klaytn은 (주)카카오의 계열사인 그라운드X가 개발, 운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엔터프라이즈급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디자인으로 

구현되었다.

<펫컴퍼니 플랫폼 아키텍쳐>

Mobile DApp Web Application Layer

Community Marketplace PetFace ID Platform Layer

Database Storage Blockchain Persistence Layer

14

<펫컴퍼니 블록체인 플랫폼 구성>

PetCompany Content Delivery NetworkBlockchain

KOR

REST API

USA EU JPN

External Service

Service A Service B Service C Service D



6.2 Bigdata & AI Deep learning technology

PetFace ID는 AI Deep Learning 기술로 구현된다. 개체식별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는 회원들이 올린 사진, 영상 콘텐츠를 이용한다. 이 데이터는 Deep 

Learning 기법을 통해서 개체식별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 편, 이용자가 등록한 반려동물에 대한 개체정보, 진료기록 등 각종 데이터로부터 

연구, 분석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를 추출, 개발하여 유익한 서비스로 다시 반려인과 반려동물에게 제공될 것이다. 

6-3. Interface with External services

펫컴퍼니는 반려동물에 대한 플랫폼 서비스를 지향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외부서비스와의 협력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하여 펫컴퍼니 플랫폼은 

사용자 인증, 권한 제어, 반려동물 개체 정보, 블록체인 토큰, 각종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한다. 

<외부 서비스와 연결>

Blockchain

AI

Big data

Core Service

User

Pet/Person

Wallet

Transaction

Sale

Funtion

PetCompany Platform

Authentication

Authorizattion

Token

Messaging

Pet ID

Service

Pet Insurance

Pet Sitter

Pet Hotel

External Service

Pet Product

Core

Community

Market

PetFace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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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BPC Coin Allocation
BPC 코인은 10억개가 발행될 예정으로 배분 및 공급 계획은 다음과 같다.

Coin Description

Coin Name PetCompany Coin

Coin Sybol BPC

Coin Platform Klaytn

Total BPC supply 1,000,000,000 B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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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자금 조달(5%)

사업 초기의 자금을 조달하고 초기 개발 및 기타 활동에 소요될 자금에 대해 할당된 코인의 양으로 일시적인 공급의 증가로 BPC 코인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위해 상장일로부터 일정기간을 락업을 설정하였다. 

(2) Partner에 대한 보상(20%)

사업자와 운영회사의 플랫폼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성장, 향상에 기여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코인의 양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는 자신의 서비스나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내 회원을 대상으로 광고나 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 외부거래소에서 BPC를 구매하여 결제함으로 플랫폼의 생태계에 

기여하며, 일정량의 BPT를 보유한 회원들에게 BPC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펫컴퍼니 운영회사는 플랫폼의 지속적인 개선과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함으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 BPC를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받는 코인의 양과 시기는 추후 플랫폼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배포일정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LOCKUP 일정 : 상장일 또는 참여일로부터 1년)

(3) R&D, Operating & Marketing(30%)

이 코인의 양은 장기적으로 플랫폼의 확장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기술 연구 및 개발, 마케팅 및 운영자금을 확보를 위해 할당한 것으로 할당 목적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양만큼 사용될 것이다.

(4) Reserve(45%) 

펫컴퍼니 플랫폼에 거래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코인의 양으로 HUPET이 보유하며, 일시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지만 그 양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외부로 분배되거나 할당되지 않는다.  (Lockup 일정 : 상장일로부터 1년)

Initial Fund

5%

Partner Reward

20%

R&D
Operating
Marketing

30%

Reserve

45%



펫컴퍼니는 2020년 5월 출시되어 현재 블록체인 기반 반려동물 커뮤니티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자회사 클레이튼의 

메인넷에서 펫컴퍼니가 발행하는 BPT가 운영중에 있으며 2021년 BPC를 발행하여 주요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개발중인 PetFace ID의 

실서비스 버젼을 2021년 하반기 출시 예정이다. 향후 펫보험을 비롯한 반려동물산업에 인증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업체들과 협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8. Business Roa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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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블록펫 DApp Alpha 버젼 출시(3월) 

GroundX 파트너쉽 체결(7월)  

3Q 2020
펫컴퍼니 마켓플레이스 베타 오픈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PetFace ID 공동 개발

1Q 2021
펫컴퍼니 DApp Sevice 고도화 작업

펫컴퍼니 DApp Sevice 기능 확장

2Q 2021
마켓플레이스 복지몰로 전환 사용자 확대

반려동물 용품 BPT구매 할인 서비스 구현
3Q 2021
반려동물 안면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셋 구축

PetFace ID 고도화 

2Q 2020
펫컴퍼니 DApp Beta 버젼 출시(5월) 

Kakao Klaytn 온보딩

4Q 2020
카카오 내 클립지갑 BPT 탑재

펫용품 및 서비스 파트너쉽 확대 

1Q 2022
펫컴퍼니 등록 반려동물 NFT 서비스 출시 

복지몰 입점사 BPC 광고 서비스 출시 

2Q 2022
펫컴퍼니 클립토 펫 출시

펫시터, 돌봄서비스, 펫미용, 펫보험 등 입점 

4Q 2022
PetFace ID 해외 시장 진출

펫컴퍼니 글로벌 서비스 확대 

3Q 2022
펫컴퍼니 펫메타버스 베타 테스트

펫컴퍼니 BPC 비지니스 파트너 확대 

4Q 2021
가상자산 거래소  BPC 거래소 상장

DApp 내 BPC 재태크 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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