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is paper proposes a more advanced livestock insurance product by comparing the status of livestock management

in Korea with Netherlands case. The project focused on blockchain technology, IoT based management manual and

planned livestock insurance related to Insurtech. The livestock insurance policy automatically stores information on

each block through sensors attached to livestock, so that the livestock manager carries out follow-up manual for each

livestock. Blockchain technology contains numerous advantages such as distributed ledger and irreversibility. However,

the sharing of transparent information can be a burden to the policyholder. To compensate it, new business model

needs to be proposed to provide incentives to the policyholder. We focused on the data of Gyeonggi Province, which

suffered the most from African swine fever (ASF) in Korea. The corresponding Insurtech based livestock insurance

can enable policyholders and insurers to build trust by sharing objective and transparent information, and maximize

their respective profits by enabling mutu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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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7년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에 처음 소개된 이

후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주목

받는 기술로 발전해왔다. 최근에는 이더리움(Ethe-

reum)의 성장과 함께 블록체인 2.0시대를 맞이하

게 되면서 블록체인의 활용분야가 보다 넓어지고

있다. 다양한 업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및 상품을 선보이려고 하고 있고 보험업계

도 그 중 하나이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한번 저

장된 정보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용자간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 공유

를 가능하게 하여 공유경제의 중요한 기술중 하나

로도 각광받고 있다. 이를 보험에 적용한다면 보

험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 완화되어

상호견제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험업계

에서 대두되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과 보험이 결합된 인슈어테크(Insur-

tech)는 그 효과가 가장 기대되는 산업 중 하나라

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슈어테크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나라와 해외의 가축관리 현황을 사례를 통해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존 가축보험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슈어테크를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가축보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축관리에 적용되는 IoT

생태계 기술이 접목된 블록체인 기반의 가축보험

을 통해, 가축 관련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구

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구조화된 가축관리 및 가

축관리 질병예병시스템의 개발가능성을 시사한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이 침체되어있던 가

축질병을 대상으로 한 가축보험 영역에 혁신을 도

모할 수 있고, 인슈어테크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

스 모델을 통해 우리나라 가축관리 현황을 보다

선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 볼 수 있다.

1.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기술

하였으며 인슈어테크와 관련하여 선행된 연구를

분석하였다.

제 2장은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가축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가축질병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네덜란드의 사례와 사후적으

로 대처하는 우리나라의 사례를 비교하여 우리나

라 가축관리를 보다 선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

성을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전반적인 인슈어테크 산업에 대해

서 살펴보고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인슈어테크 기

반 가축보험의 구체적인 시스템과 비즈니스 모델

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4장에서는 가축관리 매뉴얼을 기술적인 내용

의 서술과 함께 제시한다.

제 5장은 결론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가축

보험의 기대효과와 한계를 언급하며 마무리한다.

1.3 선행연구

보험 분야에 핀테크 기술이 적용된 것은 그리 오

래된 일이 아니다. 박소정, 박지윤(2017)에 의하면

인슈어테크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2015년부터 급

격히 커졌다. 인슈어테크 산업의 벤처 투자 규모도

성장했는데 큰 규모의 자금 조달은 주로 미국을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 내에서의 인슈어테

크 기업들도 건강보험에 관련한 것들이 대부분이라

고 한다. 인슈어테크의 유형으로는 온라인 채널을

통한 디지털 판매(Digital distribution), 익명의 다

수와 보험사 간에 맺어지는 P2P보험, 사물인터넷

(IoT : Internet of Things)을 기반으로 한 보험

등이 있다. 김현수,권혁준(2018)은 보험 산업에 활

용되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로 인공지

능(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Blockchai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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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다. 이중 사용 가능한 빅데이터(Big Data)가

확보되었을 때 인공지능(AI)가 보험 산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하였다. 블록체인 기

술의 경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많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필요하겠

지만, 활성화되면 기존 보험시장에 혁신적이고 예

측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으

로 전망했다.

황정환, 강현중(2009)은 RFID/USD을 기반으로

하여 돈가 환경 관리 및 돼지 생체 정보를 모니터

링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돈사의 실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온도, 습도, 조도, 암모니아 등을 감지

할 수 있는 센서와 돈사의 외부 환경을 감지할 수

있는 진동, 불꽃 감지 센서 등을 통해 수집한 데이

터들을 GUI를 통해 돈사 관리자에게 보여주고 열

화상 카메라와 CCTV 등을 이용해 돼지의 상태를

측정하는 서비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방식을

참고하여 블록체인을 활용한 축사 관리 및 가축

관리 시스템의 기술적인 부분을 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앞선 방식처럼 축사에서는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해 IoT 데이터들을 생성하고 저장하게 되는데

이 경우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송민정(2017)은 블록체인의 방식을 사

용하면 디바이스들 자체가 블록체인의 각 노드가 되

기 때문에 분산 네트워크화 되어 중앙서버가 필요

없어지고 비용이 줄어들고 데이터들을 수정, 조작할

수없게되어안정적이고보안을유지하기쉬워진다고

하였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디바이스들의 인증키(public key)를 블록체인에 저

장해서 디바이스를 등록, 갱신 폐기 등 키의 관리가

용이해지며 IoT 디바이스 간 상호 인증이 필요할

경우에도 블록체인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고 한다.

데이터 수집과 활용, 이를 통한 축사, 가축 관리부터

스마트 계약까지 가축재해보험에서의 이러한 블록

체인의 활용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Koontz(2006)은 가축 보험 잠재 시장이 크며 가

축 관련 보험 상품을 구축하기 위해 가축사망 데

이터와 보험사가 합리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보험료 결정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전망

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가

축 보험상품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보험회사인 Nationwide는 일반 농가를 위한 가축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존 보험사와 시

스템의 차별성이 없으며, 가축질병으로 인한 가축

사망에 대해서는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조연현, 이혜은(2018)은 50대 선도 핀테크 기업 및

이머징(Emerging)스타 기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주

요 인슈어테크 회사들이 맞춤형 손해보험,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 및 헬스케어 그리고 모바일 보험판

매 및 중개에 집중되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상품 및 서비스는 기존에도 존재하였던 것이고 인

슈어테크에 대한 높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보험시장의 흐름 뒤바꿀만한 인슈어테크 기

업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 등 많은 지역에서 인슈어테

크와 블록체인 기반의 IT기술 접목과 관련하여 활

발한 논의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

슈어테크는 잠재력이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블록체인 기술이 적극적으로 보험 시스템 내에

도입된 사례는 적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가축질

병에 적용되는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사례도 적고

아직까지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축산농가에서 가축관리 시스

템과 관련된 기술접목 사례가 특히 가축보험의 경

우 인슈어테크가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가축 운영관리체계 비교

2.1 우리나라 가축 운영관리체계 현황

대부분의 농가가 밀집형 축사방식을 채택하고 있

는 우리나라의 경우 면적 내 인접한 농가의 수가

많아 가축전염병의 확산속도가 비교적 빠르다. 따

라서농가에가축전염병이발생하면더이상의확산

을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2019)는 기존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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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0년 2002년
2010년
(1～5월)

2011년
(2010. 11～2011. 4)

발생축 한우, 젖소 돼지 한우, 젖소, 돼지 모든 우제류

살처분 농가 182 162 17 6,245

살처분 두수 2,216 160,155 55,830 340만두

(직접)손실액 300.6십억 원 143.4십억 원 235.7십억 원 3조원 추정

<표 1> 구제역으로 인한 직접 손실액

축종
사육현황

(2010. 12. 1. 현재)
매몰 현황

(2011. 4. 5. 현재) 살처분 비율
농장 두수 농장 두수

소 181,000 3,352,000 3,749 150,871 4.5%

돼지 73,000 9,881,000 2,113 3,317,864 33.0%

계 254,000 13,233,000 5,862 3,468,735

<표 2>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두수 가축별 비교(2011년 4.5 기준)

*지자체 : 12개시도, 81개시군, 양돈협회 발표자료.

대상인 전염병 발생농가 반경 3km 내의 가축뿐만

아니라 수매되지 않은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해서

도 예방적 살처분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해당 조치로 인해 수많은 농가가 경제적 측면

을 포함, 다양한 측면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 2019

년 10월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아직 병의 전염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돼지농가의 정확한 직접 손실액을 구할 수는 없으

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국으로 확산할 경

우 최대 400만 마리가 살처분 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박기락, 2020).

<표 2>는 구제역으로 인해 축종 별 살처분 대

상이 된 가축의 구체적 수치를 나타낸 표이다.

가축전염병 발병이 확정되면 감염된 농가의 가축

을 모두 매장하고, 발병농가의 500～3km 지점에

해당하는 농가의 가축도 병의 감염 여부와 상관없

이 모두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을 살처분하여 매몰할 시 매

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구제역 바이러스가 2

차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러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법은 필요이상의 가축을 매장함으로써 농

가가 많은 물질적 피해를 입는 구조이다. 또한 예

방에 초점을 두기보다 사후 대처에 더 초점을 두

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가축

전염병 예방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축재해보험은 수해, 설해, 풍

해, 화재 등 각종 자연재해와 일반 가축 질병, 화

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의 빠른 복구와

축산 경영의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

는 사업이다. 이는 각종 재해와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발생

한 피해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질

적으로 이와 같은 보험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곳

은 농협 밖에 없으며 실질적으로 농가가 부담하는

비용 및 피해가 가장 큰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손

해는 가축재해보험의 보상범위에서 제외되어 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염병이 발

생하여 폐사한 손해와 공공기관의 살처분 역시 보

상 대상이 아니다. 특히 살처분은 예방 차원의 조

처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 외에는 피해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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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브르세라병 소 결핵병 요네병 돼지
콜레라

호흡기생식기
증후군

유행성
설사병 뉴캐슬병 추백리

가축두수 1,185 468 468 9,369 9,369 9,369 11,9164 11,9164

질병발생률 2.13% 0.09% 15% 0.07% 0.04% 0.45% 0.50% 0.01%

질병유병률 50% 50% 50% 100% 100% 100% 100% 100%

피해발생수준 100% 100% 100% 100% 100% 50% 100% 1005

직접피해액 63,800 520 43,900 1,660 950 5,330 860 13

<표 3> 소모성 질병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 추정액
(단위 : 천두, 백만 원)

※ 자료 : 200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가축질병의 경제적 영향분석’.

2.2 네덜란드 가축 운영관리체계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 질병에 감염된 가축들에

대해서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며 감염이 되지 않은

가축들도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다른 국가들은 가축발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과 절차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네덜란드를 들 수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축산업의 비중이 크고 작은 국가 면적에 비해

높은 가축 사육 밀도를 띄고 있어 가축전염병 예방

에 관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가축방역

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농업혁신부를 정부부서로 두

고 국제수역사무국(OIE)와의 협업을 통해 유럽연

합(EU)의 규정을 적용시켜 가축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가축방역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중

앙수의연구소(CVI)에서는 의심되는 어떤 중요 전

염병에 대한 진단 및 조언을 수행할 임무를 수행한

다(송우리, 2015).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농가가 가축전염병 대응을 전담하는 수의사와 계약

을 맺고 2주에 한번 이상 농장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김다정, 2019), 축산 농장주나 수의사는 전

염성 질환의 표지로 보이는 특징적인 임상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정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

를 두고 있다(송우리, 2015). 특히, 축산 및 동물 분

야의 자동화시설 전문 다국적 기업인 네덜란드의

nedap사의 경우 기술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시스

템으로 가축들을 관리하며 질병감염에 대한 예방을

실시하고 있다. 가축들의 활동과 체중, 시간대별 방

문 횟수 등을 기록하여 가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

는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가축의

질병을 관찰하며 적절한 수의 치료 및 컨설팅을 통

해 질병을 예방한다고 한다(정석균, 2013).

nedap사의가축모니터링및관리시스템인Nedap

COWcontrol ™을 통해 소의 활동을 이전의 활동과

비교하였을 때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 낙농

업자또는가축관리인에게경고를주도록하고있다.

돼지의 경우, nedap에서 개발한 Nedap ProSense

와 Nedap Pig Performance Test를 사용하여 돼지

들의 개별적인 체중, 사료 섭취량 등을 기록하고 그

들의 동태를 파악한다. 이로써 가축 관리인들은 가

축하는 돼지들에 대한 기록을 24시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각 가축에 맞는 관리를 통해 가축들의 질

병 감염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게 된다.

3. 인슈어테크산업의분석과비즈니스
모델 제안

3.1 인슈어테크산업의 정의

인슈어테크(Insurtech)란 핀테크(Fintech)와 같

은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로 기존의 보험서비스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

한 보험서비스의 혁신을 의미한다(최예린, 2017).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인 IAIS(International Asso-

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에 따르면, 인슈

어테크 범위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기술은 디지털 플

랫폼(인터넷, 스마트폰 등); IoT; 빅데이터/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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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블록에 데이터를 저장한 후, 이를 다

른 컴퓨터에도 동일한 데이터를 복제하여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와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데이터 위조나 변

조를 방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블록

체인 1.0과는 달리 최근에는 블록체인 2.0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의 블록체인보다 다양하고 복합적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

다. 블록체인 2.0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더리움

(Ethereum)을 들 수 있다. 이더리움(Ethereum)은

기존의 블록체인 1.0이 지급결제를 중심으로 한 자

금의 이동이중심이 되었던것과 달리, 관련 계약 내

용을 포함한 전체적인 업무처리로 영역이 확산된 스

마트계약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일종의 플랫폼

(Platform)이다. 또한 이더리움(Ethereum)은 디앱

(DApp; Decentralized App의 약자)이라 불리는 분

산형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블록체인 안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혹은 서비스의 작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

로써 이전에는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도입되었던 블

록체인 기술이 보험 및 다른 업계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보

안성, 신뢰성, 다양성, 신속성, 경제성의 특성(김정

은, 2019)을 접목한 수정된 보험상품 모델을 제안하

고자 한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그림 1] 블록체인 거래 과정

3.2 인슈어테크 기반 가축보험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인슈어테크 기반의 가축보

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계약을 맺는 원수보험(元受保

險)에 기반한다. 또한 해당 가축보험에 가입하는 가

축업자는 부보자산인 가축에 자동 센서를 부착하고

보험 대상물인 가축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한

다는 점에서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이 접목된 가축보험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가축업자가 가축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가축업

자는 가축 관리 과정 전부와 가축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와 공유해야하는 의무를 갖는다. 이는 가축

업자가 가축을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기

르도록 만들어 가축 전염병에 대한 위험성을 낮춘

다. 예를 들어 가축바이러스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

거하거나 예방책에 대해 가축업자 차원에서 연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험의 기본 기능을 변동성 완

화에서 위험관리로 재정의(박소정, 박지윤, 2017)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특

성상 한번 기록이 된 데이터는 수정이나 삭제가 불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투명하게 가축들의 데이터를

유지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센서(sensor)에서 감지된 가축들의

활동내역 및 상태가 자동적으로 블록에 기록이 되

면 이후에 해당 데이터는 수정이 가능하지 않으므

로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간에 객관적인 정보 공유

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가축보험에 블록체인이 적용될 경우 스마트계약

을 기반으로 한 사전적인 가축전염병 예방이 가능

해져 가축관리 시스템에 효율성 및 체계성을 더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축관리 선진국

들과는 다르게 가축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사전적 질병예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블록체인의 해당 기능이 유의미하게 활용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는 선행연구에서 살

펴본 네덜란드 nedap사의 가축관리 시스템을 참

고하여 만든 가상의 가축관리 매뉴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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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권혁준 외(2016).
[그림 2] 기존 손해보험금 청구과정

가축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각 가축의 행동이

블록에 자동적으로 기록된다.

① 특정 가축이 다른 가축들과는 다른 이상행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

터를 통해 나타난다.

② 특정 가축의 이상행동이 일정 기간 지속될 경

우 가축업자는 해당 가축에게 후속적인 매뉴얼

을 실시하여 질병감염의 가능성을 낮춘다.

③ 가축관리자가 취하는 관련 매뉴얼과 모든 과정

이 블록에 저장된다.

④ 이상행동이 감지되었다는 정보가 기록이 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가축관리자가 관련 매뉴얼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스마트계약에 기반하여

자동적으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⑤ 블록체인은 투명한 가축 정보 공유 및 가축들의

개별적인 정보 기록을 바탕으로 이상행동을 하는

가축에 대한 집중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우

리나라의 사후대처로 말미암는 불필요한 두수의

살처분을 막아, 보다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가축

생산을도모할 수있게한다. 또한 투명한 데이터

공유를 바탕으로 한 가축의 체계적인 관리는 보

험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의 신뢰를 탄탄히 하여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손해보험에서 거래 체결과 직

접적인 관련 없이 그 이후의 과정이나 기타 지원

따위를 맡는 후선업무(後線業務)를 최적화한다. 특

히 보험금 청구 처리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아래는 현재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험금

청구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그림 2] 참조).

① 보험금 청구 시 보험계약자는 복잡한 청구서를

작성하고 손해규모 증명서를 확보한다.

② 보험중개인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중개 역할

을 하지만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추가된다.

③ 보험회사는 제3의 데이터 제공자로부터 자산,

위험, 손실 등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 개별적인

관계를 설정한다.

④ 보험회사 간에 보험사고 평가에 대한 공유가

불가능하다.

⑤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청구의 하자 여부, 추가

정보 요구, 부보 및 채무 범위 확인, 손해 규모

산정 등을 수작업으로 처리한다.

위와 같은 기존 보험금 청구 절차의 취약점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면서 개선될 수 있다.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정보를 제출하거나 부

보자산에 부착된 센서 등에 의해 자동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② 보험계약자는 스마트계약에 의한 보험약관을

통해 실시간으로 부보 가능범위에 대한 피드백

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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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험계약자가 제출한정보를 이용하여보험금 실

사가 스마트계약에 의해 자동적으로 완성된다.

④ 분산원장 기술이 자동적으로 2차 자료에 접속

하여 손실액과 보험금 규모를 산정한다.

⑤ 스마트계약이 보험약관에 의해 보험회사나 재

보험회사가 부담한 채무범위를 산정한다.

⑥ 미리 합의한 상황하에서

⑦ 스마트계약이 청구된 보험금에 대한 추가 보완

적 평가를 하여 최종부보금액을 산출한다.

⑧ 청구된 보험금이 승인되면 스마트계약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블록체인을 접목한 스마트계약은 보험금 청구 과

정을 단순화시키고 완전자동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시간 및 비

용을 감소시키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특징

을 갖는다. 아래 표는 블록체인 접목 가축손해보험

을 통해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가 얻을 수 있는 효익

을 나타내는 표이다.

[그림 3] 블록체인기반 가축손해보험의 효익

3.3 명확한 관리 기준 제시와 인센티브(incentive)

마련

가축재해보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면 보험

사와 보험 소비자 모두에게 가축에 대한 모든 정

보가 공유된다. 모든 가축 관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보험사와 가축업자(보험 소비자) 모두

에게 납득이 가능한 합리적인 보험금액을 산출해

낼 수 있다. 하지만 가축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러

한 정보 공유 과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

으며, 그들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아 불이익으

로 작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험 소비

자의 정보 공유 동의를 얻어내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의 가축에 대한

명확한 관리 기준 및 메뉴얼을 제시한 뒤, 이를 성

실하게 달성한 축산업자에게 일정 부분 인센티브

(incentive)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적용한 비슷한 사례로 건강보험 분야 스마

트업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뉴욕의 ‘오스카 헬스

(Oscar Health)’가 있다. 이 스타트업은 최신 기술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창출하

고자 한다. 오스카는 보험 가입자에게 운동량과 생

활 습관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미스핏(misfit)’이라

는 웨어러블 기기를 무료로 제공하여 그들이 기준으

로 한 운동량 수준을 넘어서면 온라인 쇼핑몰 상품

권을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

지만 이는 보험 가입자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운동

량 증진 및 웨어러블 기기 착용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가축재해보험에 적용된다면 보험 가입자

의 이익에 보다 직결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

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해당 달 보험료의 일정

부분 (또는 일정 비율) 인하 등의 인센티브가 마

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보험 가입

자들의 선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안 되어야할 것

으로 예상된다. 보험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은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

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른 관리를 통해 가축질

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축업자는

미래의 불확실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으며, 보험

사는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 적절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가입자들이 보

험사에서 제시하는 행동기준을 철저히 지켰는지

여부는 그들의 처방 및 가축 관리 과정이 모두 블

록에 저장되고 블록체인의 특성상 한번 저장된 데

이터는 다시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힘들다는 점에

서 신뢰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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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근로자

∙양돈농가와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모국의 축산물 휴대와 우편 등으로
반입하지않도록지도(반입제한품목 : 육포,
햄, 만두, 피자, 우유, 버터, 치즈, 애완동물
사료및간식,닭고기,돼지고기, 소고기, 통조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중국, 베트남 등)
여행 자제
※ 부득이하게 여행시, 축산 농가 방문 자제
∙매일 임상증상을 꼼꼼하게 관찰하고 의심축
발견 시 즉시 방역기관 신고
∙주요 임상 증상
- 돼지들이 한데 겹쳐있음.
- 비틀거리거나 급사하는 증상.
- 호흡 곤란, 침울 증상, 식욕 철폐.
- 복부와 피부 말단 부위에 충혈 소견
- 보행장애
- 침흘림

사료
∙사료는 가급적 일반사료로 전환
∙음식불 사료는 심부온도 80℃에서 30분 이상
열처리

접촉관련

∙한 달에 한 번 검역 소독을 진행
∙소독 약제는 희석 배율 등 약제사용 준수
사항을 반드시 지켜서 사용
∙작업복은 2～3일마다 반드시 세탁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 통제
∙야생 멧돼지와의 접촉 금지
∙음식물등을야생멧돼지에게주는행위금지

<표 4> 가축 관리 기준

구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돼지

주
계약 돼지

∙풍, 수해, 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사고 발생 시 동물사체 등 잔존물 처리비용
등 기타 협력 비용

-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95%,
90%, 80% 보상 중 선택

특약

축산휴지위험보장 ∙보통약관 및 특약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인한
경영손실 손해

-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100%까지 보상

전기적장치위험보장 ∙전기장치 고장에 따른 가축 손해
- 가입금액한도내손해액 90%, 80%,
70%, 60%보상 중선택(단, 선택한
자기부담금과 200만원중큰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폭염재해보장추가특약 ∙폭염에 의한 가축 피해 보상

질병위험보장
∙질병(TGE, PED, ROTA)에 의한 손해
※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질병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협정보험가액 ∙협의평가로 보험 가입한 금액을 시가와
관계없이 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평가 -

축사

축사특약 ∙화재, 풍수해, 설해에 의한 손해 - 풍수재, 수재, 설해 50만원 차감
후 보상

설해부담보특약 ∙설해 담보 제외 -

화재대물배상특약 ∙축사 화재로 인접농가 피해 시 손해 보상 -

구내폭발위험보장특약 ∙축사구내에서의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 -

동물복지인증계약특약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농림축산검역본부)시
5% 할인

-

<표 5> 농협가축재해보험 (돼지 기준) 보장 내용

<표 4>, <표 5>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인센

티브를 받기 위한 행동 기준이다. 해당 표는 돼지

들에게만 발생하며 치사율 100%에 육박하는 아프

리카 돼지열병을 기준으로 이 관리 기준이 마련되

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한 국민 행동 요

령 및 예방 수칙을 참고하였다. 돼지와 관련된 바

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임상증상을 꼼꼼하게 관

찰하고 관리 과정을 기록하여 90% 이상 달성 시

다음 년도 보험가입금액을 10% 할인하는 인센티

브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러한 비율이 나온 이유

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중 가장 큰 비율

을 차지하는 것이 보험가입금액이기 때문이다. 아

래에서 설명하는 보험료는 통계청 2015년도 자료

를 기준으로 돼지 농가 및 돼지 마리 수가 충남

다음으로 가장 많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 경기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보험

가입금액이 500만원일 때, 3만 5천원으로 책정됨.

이 중 국고지원보험료가 17,500원 농가부담보험료

가 17,500원임.)



134 Bo Kyung Park․Soo Hyun Yeo․Sua Lee․Hee Dong Yang

4. IoT를 활용한 가축관리 시스템

4.1 우리나라 축산업 정보화 현황

우리나라 축산농가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프

로그램들은 DOS기반의 가축질병 진단 프로그램,

낙농경영관리, 낙농관리, 산란계 농장관리 정보처리

시스템, 산란계 육성방역 프로그램, 산란계 전산처

리 프로그램, 양계농장관리 시스템, 양돈 경영관리,

양돈 농가 경영관리, 양돈관리 시스템, 종돈관리 프

로그램, 젖소관리(사양관리), 착유우 농장관리, 젖소

용 최적사료 배합 프로그램, 젖소 적정사료급여 관

리, 한우 경영성과 분석, 한우 전업농 운영관리, 한

우 사육농가 관리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며, web기반

으로 양계관리, 양계전업농 경영관리, 양돈사양관

리, 한우 종합관리, 양돈종합관리, 낙농 종합관리, 한

우 비육경영관리 프로그램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

프로그램들은 농가수준에 비추어 사용이 복잡하고

자동화 되어 있지 않아 농가의 사용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지 못하다(유관현, 2011). 또한 농가 단

위의 정보시스템사용은 효과가 극히 미미하므로 사

용되지 않으며, 최근에는 시장개방, 정부규제확대,

농업기술의 복잡함 등으로 인하여 생산기술뿐만 아

니라 농업경영자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정보시스

템이 농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술로 대두되고 있다

(이민수, 2005).

4.2 IoT를 기반으로 한 가축관리 시스템의

해외사례

아일랜드의 Moocall은 소의 꼬리에 부착하여

분만 예정 1시간에 어플로 이를 알려주는 제품이

다. 약 60,000 종류의 소 꼬리의 움직임 패턴을 데

이터베이스화하여 분만 상황을 감지한다. 이는 실

제로 송아지 폐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현재는 세계 40개국 약 25,000 농가에서

이를 사용하여 도움을 얻고 있다.

가축 관리뿐만 아니라농산물관리분야에서도 IoT

기술이 접목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IoT 기업인 Telit

에서는 농산물과 가축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작물에 큰 영향을 주는

흙의품질, 수분량, 날씨를감지하여농작물에게적절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비료와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Telit은 동물에 장

착한 센서들을 통해 심장박동과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있으며 동물의 위치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라이크코리아에서는 IoT 센서가

들어있는 바이오캡슐의 형태로 소의 건강을 관리하

는 기술을 선보였다. 소의 반추 위에서 생체데이터

를 수집, 분석하여 소의 질병을 예측하고 발정이나

분만 시기도 예측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현재

소 질병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5억 개 보유할 정도로

우리나라 상당수의 축사에서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농사와 가축 분야에서 IoT 기술의 활용

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실제로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3 IoT 기반의 가축관리 매뉴얼 제시

위와 같이 IoT 기술을 사용하여 가축의 건강 상

태를 파악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센서를 통해 축사의 환경과

가축의 상태를 파악한다고 가정하여 가상의 가축

관리 매뉴얼을 만들었다.

다음은 RFID/UDP를 기반으로 한 돈가 환경과

돼지 생체 정보 모니터링 방식을 참고하여 만든 가

상의 가축관리 매뉴얼이다. 먼저 축사와 가축의 몸

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들이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한다. 서버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관리에

필요한 해시 값 등의 메타데이터들을 블록체인에 저

장한다. 만약 이러한 데이터들이 축사 관리 스마트

계약 조건에 미달하거나 초과하게 되면 축사 시설

관리자에게 제어 신호를 전송한다. 관리자가 제어를

하여 축사에 적합한 조치가 취해지고 모든 과정이

블록에 저장된다. 제어 신호 전송 후정해진시간안

에관리자가관련메뉴얼을이행하지 않을경우 스마

트 계약에 기반하여 자동으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

진다. 축사의 상태와 제어 과정, 내용은 앱이나 웹에

전송되어보험사및축사 소유자 모두에게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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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축사 환경, 가축 상태 모니터링 및 제어 방식

5. 결 론

5.1 기대효과

블록체인을 통해 수집하고 공유되는 정보는 보험

사뿐만 아니라 기타 연계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있다. 이는 가축전염병에 대한신뢰도가큰 정

보로서 백신 확보 물량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한국

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구축할 수 있게 한

다. 데이터가 이러한 산업의 발전은 가축 전염병 예

방체계를 더욱 탄탄히 할 수 있다.

블록체인 접목 보험 상품에 가입한 가축업자는자

신의 부보자산을 ‘관리 받는 가축’, ‘품질 좋은 돼지’

등으로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brand image)를

구축할 수 있게 하여 장기적으로 더 나은 효익을 불

러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을 경우 얻게 되는 지원금보

다 사전 관리를 통해 얻게 되는 기대 효익이 더 큰

비즈니스 구조는 보험 가입자인 가축업자뿐만 아니

라 보험사에게도 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눈여겨볼만

하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의 중앙집중형 데이터 관리

방식과는 다르게 분산적인 정보 저장이 가능하여

가축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들과 보험사가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안성, 신뢰성,

다양성, 신속성, 경제성 등의 특징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다. 또한 부보자산, 즉 보험

계약자들의 관리 대상이 되는 가축에 부착된 센서

는 자동으로 가축에 대한 데이터를 블록에 저장한

다. 한 번 입력된 데이터는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투명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

게 된다. 이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정확한 보험금 규

모를 산정할 수 있어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재보험회사에 대한 채무 범위를 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보험계약자는 동일한 보험

에 가입한 다른 보험계약자들의 관리 과정 및 보험

금을 알 수 있어 자신의 보험금 및 본 논문에서 제

시하는 인슈어테크(Insurtech) 기반의 가축보험 비

즈니스 모델의 인센티브(incentive)가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축사 환경에 IoT 기술을 접목시킨 시스템을 적극

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가

축관리를 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가축의 상태를 통해 보다 가축질병 사전적 예방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최근 한국

축산농가에 젊은 2세경영인들이 많아지고 있어 디

지털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

려했을 때, 한국 축산농가에게 새로운 시사점을 제

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세계적으로 각

광받고 있는 축산업 IoT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도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시스템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블록체인을 도입하게 되면 시스템상의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시스템 내적으로는 모두가 동등

한 위치에서 정보를 대할 수 있어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게 정보가 이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가축재해보험과는 차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시스템 외적으로는 보험사가 제공하

는 철저한 보안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해 철저한 보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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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로 보험 가입자로부

터 수수료를 받는다면 자연스럽게 보험사가 부가

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이어져 새로

운 가축보험 모델의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손실을 메꿀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더불어,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기존 인슈어테크

상품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거래적 측면에

서 활용되는 데에 그쳐있었던 반면,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가축보험은 블록체인 기술을 시스템 외

적, 내적인 부분에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보험업계

의 적극적인 핀테크 기술 활용을 도모할 수 있다.

5.2 한계

본 논문은 각 가축의 종류가 다양하고 각 가축별

로 발병하는 질병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가장 최근

에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주목하여 돼

지를 기준으로 제시된 자료가 많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 제안한 인슈어테크 기반의 보험상품을 실제로

적용할 경우, 각 가축별 구체적인 연구가 선행한 뒤

개별적으로 적용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인슈어테크(Insurtech) 적용 보험상품을보다효율

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안한 인센티브(incentive)

의 명확한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각

보험사에서 상품으로 제시하는 가축재해보험의 납

입보험료에 대한 기준은 경영정책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 그 이유이다. 또한 인센티브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

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현재 가축재해보험은 다양한 보험사에서 상품신

고가 되어있는 상태이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곳은

농협과 KB 두 곳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가축재해

보험 자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많은 어려움

이 있어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축의 건강을 측정하는 기술을

포함하지 않아 매뉴얼에서 가축 건강 측정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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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 삼성 SDS 컨설턴트,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조교수, 일본 히또쓰바시 대학, 독일 파더본 대학, 스페인 EADA 방문
교수 경력이 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클라우드 컴퓨팅 가버넌스 및 채택,
스마트 비즈니스 경제성, 공유경제, ICT와 금융 융합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해외 및 국내 학술지에 80여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