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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lockchain is a distributed network in a decentralized P2P infrastructure. In this paper, we propose and 

implement a blockchain-based pet trade service DApp(Decentralized Application). In the existing trading 

services, there is no way to know the status of dogs in interpersonal transactions and an additional distribution 

cost has been incurred.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we introduce a blockchain technology for a pet trade 

service where users can check whether an individual pet is healthy or not by its registered biometric data 

in order to have an efficient and confident trade service. The registered users can purchase puppies or 

registering information for their dogs to sell through a pet trade service DApp. It is also possible to make 

a reliable trade by verifying whether the dog is actually the same one through an inscription information 

of a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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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반려견을 기르는 인구가 꾸 히 증가하여 2020년

에는 2,0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기를 

것으로 측된다. 그러나 재는 반려견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반려견의 생활환경과 사육환경에 

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결과 으로 비인도

인 환경에서 애완견을 양산하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

이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해 반려견 구입 생태를 이해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리할 수 있는 한 솔루션이 요구된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돼 있는 시스템 환경에서 합의

에 의해 거래를 분산 복제해서 리하는 분산원장기술이

며, 데이터의 삭제나 조작이 어렵고 모든 참여자가 투명

하게 정보를 조회 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Akahane, 2017]. 최근에는 블록체인 에서 계약 

내용을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이행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와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탈 앙화 응용을 포 하는 

DApp(Decentralized Application)이 활성화 되

고 있다[Ko, 2018].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에 등록된 생체 리듬 데이

터와 비문(코 주름 무늬)을 활용한 반려견 거래 서비

스 DApp을 제안한다. 반려견의 조도량, 걸음 수, 운

동량 등의 반려견의 생체리듬 데이터를 블록체인 네트

워크에 등록하면, 소비자는 해당 강아지의 생활습 과 

건강 상태 등을 쉽게 확인 하고 매매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비문과 함께 생체리듬 데

이터를 수집하기 해 제이엠스마트사의 반려견 웨어

러블 디바이스인 Bingo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블록체인 랫폼으로는 카카오에서 개발한 클

이튼을 이용한다[Lim, 2019]. 클 이튼 랫폼은 

이더리움 랫폼에 비해 좋은 확장성(Scalability)과 

확정성(Finality)을 갖고 있으며 엔터 라이즈  성

능과 안정성을 보장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반

려견 거래 서비스와 련된 비문(鼻紋)과 블록체인, 

DApp 등의 기반 연구들에 해 소개하며, 제3장은 

반려견 거래 서비스 시스템에 한 설계를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제안하는 반려견 거래 DApp을 클 이

튼 랫폼에서 구 하고, 이더리움 랫폼과의 성능 

평가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본 연구의 결

론과 향후 과제에 해서 언 한다. 

2. 련 연구

2.1 비문 도입

잃어버린 반려견을 쉽게 찾기 해 재는 크게 세 

가지 등록 방법(외장형 자태그, 내장형 자 칩, 인식

표)이 사용된다. 외장형은 잃어버리거나 외부 충격에 

손될 험이 있고, 내장형은 칩이 개의 을 타고 

몸속을 돌아다니는 부작용이 있다. 이런 부작용을 우려

하여 최근에는 비문(鼻紋)이라는 방식이 주목 받고 있다

[Lee, 2014]. 비문은 1921년 아메리칸 지의 O. H. 

베이커에 의해 소들의 개체 식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 되었다[Petersen, 1922]. 사람마다 손

가락 끝에 있는 지문이 다른 것처럼 동물의 코 주름 무늬

가 각기 다르다는 에 착안해 비문을 개체 식별에 이용

한다. 개 주인이 개의 비문을 촬 해 서버에 등록하면, 

이 개를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보호소에서 비문 정보를 

확인해 견주에게 문자로 통보하는 방식이다.  

2.2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2008년 암호화 화폐인 비트코인에서 

처음 용된 기술로, 발생하는 트랜잭션을 장하는 

분산원장이다[Nakamoto, 2008]. 블록체인은 데이

터를 장  리하기 한 앙 서버를 두는 앙 집

형 방식을 지양하고 P2P 네트워크의 형태를 갖는

다. 분산 P2P 네트워크상의 모든 참여자는 데이터를 

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갖기 

해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 한다. 

블록체인은 블록의 연결로 <Figure 1>과 같은 구조

를 갖고 있다. 블록은 헤더와 바디로 구분되며 블록헤더

는 로토콜 버 , 이  블록의 해시 값, 채굴의 난이도, 

블록 생성 시간, 채굴에 사용된 스 값, 각 블록의 해시 

값을 결합하여 계산하는 머클 루트의 해시 값으로 구성된

다. 블록의 바디는 발생한 트랜잭션들로 구성된다. 따라

서 블록체인은 시간 순으로 쌓인 블록들의 연결로 변경 

불가능한 트랜잭션 장소를 제공하고, 기존 트랜잭션을 

갱신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채굴을 통해 트랜잭션을 추가

하게 된다. 각 블록은 유일하게 식별해주는 SHA-256 

기반의 암호화 해시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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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Blockchain Structure

블록체인 랫폼은 크게 퍼블릭(Public), 라이

빗(Private),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분류된

다[Lim, 2015]. 퍼블릭 블록체인은 완  탈 앙식 

구조로, 어떠한 피어라도 합의 과정에 참여하여 트랜

잭션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고, 블록을 생성하고 체

인에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할 수 있다. 주로 암

호 화폐에서 많이 용하는 구조로 비트코인과 이더리

움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라이빗 블록체인은 완  

앙집 식 구조로 하나의 엔터 라이즈가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지며 모든 트랜잭션 유효성 검증은 이 엔터

라이즈가 제어한다. 해시 경쟁 없어 속도가 매우 빠

르나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인 탈 앙화에 반하는 

성질을 가지며, 하이퍼  패 릭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몇몇 소수의 피어들만 트랜

잭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체인에 

블록을 등록하기 해서 권한을 가진 피어들 간의 합

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해당하는 클 이튼은 퍼블

릭 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라이빗 

블록체인의 성능을 달성한다.

2.3 스마트 계약 

최근에는 블록체인을 단순한 가상화폐의 개념에서 

확장해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

는, 이른바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을 실행

하는 환경으로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

인에 존재하고 고유한 주소로 식별되는 로그램으로. 

계약서를 만들면 주소를 암호화 알고리즘에 따라 생성

하고, 그 블록체인의 주소에 업로드 된다. 그러면 블록

체인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참여자가 계약을 사용할 

수 있으며 거래를 계약서로 보내면 네트워크에 참여하

는 각 노드에서 채굴이 되고 실행된다[Lee, 2017]. 

따라서 네트워크상에서 합의 로토콜에 따라 계약 확

인, 이행 반 등을 통합 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매우 

안 한 거래를 보장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한, 

계약 과정에서 불필요한 단계를 축소하여 시간  비

용을 감소시킬 수 있어 지역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Min, 2019; Noh, 2019]. 

2.4 DApp (Decentralized Application)

DApp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포함하여, 분산 장

소(Swarm, IPFS), 분산 메시징(Whisper), 런

트엔드 등을 포함한 포 인 탈 앙화 된 응용을 의

미한다[Antonopoulos and Gavin, 2019]. DApp

은 탈 앙화 뿐 아니라 블록체인의 장 인 투명성, 비

가역성, 보안성, 안정성 등의 추가 인 장 도 갖는다. 

따라서 최근에 이러한 장 들을 활용하기 한 다양한 

분야의 DApp들이 개발 되고 있다. Noh[2019]은 

DApp을 이용한 부동산 법원 경매 시스템을 개발하

여, 매각 기일부터  납부까지 약 44일 걸리는 시

간을 폭 단축하 으며, 기존 시스템의 익명성 보장

을 못하는 을 블라인드 경매로 진행해 익명성을 보

장하 다. 한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가 데이터 기

록과 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부동산 경매 정보를 확

인, 검증, 기록, 보  할 수 있어 보안성도 개선하

다. Lee[2019]는 자 투표 DApp을 개발하여 기존 

앙 집 식 시스템과 달리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 마

비나 앙서버 시스템 장악으로 인한 거래 데이터의 

변조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고 시스템 안 성을 보

장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보다 안 한 투표를 시행

하기 해 법 , 기술  운 에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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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외에 기부 시스템, 여행객 공유 랫폼, 쿠폰 

랫폼, 반려동물 생애 리 등에 DApp 기술을 용

하여 시간  비용 감소, 시스템의 안 성 보장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An, 2018; Min, 2019; 

Han, 2018; Allpet, 2019].

3. 반려견 거래 서비스 설계

3.1 서비스 구성 요소  계

반려견 거래 서비스는 이용자(구매자, 매자), 

Bingo 기기, Bingo 서비스, DApp으로 구성되며 서

로 간의 계는 <Figure 2>와 같다. 반려견은 Bingo 

기기를 착용하며, 기기가 수집한 반려견의 생체리듬 

데이터는 Bingo 서비스의 서버에 동기화 된다. 

DApp은 반려견의 데이터를 Bingo 서비스를 통해 

가져오고, 이용자는 DApp을 통해 반려견 거래 서비

스를 진행할 수 있다.

<Figure 2> Service Configuration Diagram

<Figure 2> Service Components and their Relationship

3.2 서비스 과정

반려견 거래 서비스의 과정은 크게 데이터 등록 과

정과 반려견 거래 과정으로 구성된다. 데이터 등록 과

정은 사용자 정보 등록과 반려견 정보  생체리듬 데

이터 등록 과정으로 구성되며, <Figure 3>과 같은 과

정을 거친다. 사용자 정보 등록 과정은 반려견 거래 시

에 송 을 해 사용자의 클 이튼 지갑 계정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으로, 사용자는 시스템에 사용자 정보 

등록 요청을 하면, 시스템은 사용자 정보를 검증하고 

블록체인에 등록한다. 반려견 정보  생체리듬 데이

터 등록 과정은 제이엠스마트 사의 반려견 생체리듬 

리 서비스인 Bingo를 통해 반려견 정보  생체리

듬 데이터를 등록하는 과정으로 사용자는 시스템에 사

용자의 Bingo 계정 정보를 등록 요청하면, 시스템은 

정보를 블록체인에 등록한다. 이 후 시스템은 Bingo 

서비스에 사용자 반려견의 정보와 생체리듬 데이터를 

요청하고 반환받은 정보를 블록체인에 등록한다. 

<Figure 3> Register User and Pet’s Data

반려견 거래 과정은 비문  매 가격 등록, 구매, 

인계  비문 검증 과정으로 구성되며, <Figure 4>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비문  매 가격 등록 과정은 

매자가 반려견의 비문  가격 등록으로 반려견 목

록에 등록하는 과정이다. 매자는 매할 반려견의 

비문과 매가를 시스템에 등록 요청하면, 시스템은 

이 정보를 블록체인에 등록한다. 구매 과정은 구매자

가 매 인 반려견 목록에서 구매할 반려견을 선택

하고, 매자에게 송 하는 과정이다. 구매자는 시스

템에 매 인 반려견 목록을 요청하고 반환받는다. 

구매자는 목록에서 구매할 반려견을 선택하여 시스템

을 통해 매자에게 송 을 요청하면, 시스템은 송

을 하고,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등록한다. 인계  

비문 검증 과정은 구매자가 매자에게 반려견을 인계

받고, 반려견의 비문으로 동일한 반려견인지 검증하는 

과정이다. 구매자는 매자로부터 반려견을 인계받으

면, 구매자는 인계받은 반려견의 비문을 시스템에 검

증 요청한다. 시스템은 블록체인에 등록되어 있는 비

문 정보를 통해 사용자가 요청한 비문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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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Blockchain System Structure

<Figure 4> Process of Pet Trading

4. 구   성능 평가

4.1 블록체인 시스템 구성도

구 한 반려견 거래 서비스는 <Figure 5>와 같이 

런트엔드인 웹 서버와 백엔드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포함한 블록체인 부분이 있고, 별도로 일 서버가 있다. 

웹 서버와 일 서버는 Node.js를 사용하며, 블록체인

은 클 이튼 랫폼을 사용한다. 사용자는 Chrome과 

같은 웹 라우 를 통해 웹 서버에 근할 수 있으며, 

웹서버는 사용자와 일 서버, 블록체인에 한 근

을 제어한다. 웹서버와 클 이튼 랫폼 간의 연결을 

해서 Web3.js와 같은 역할을 하는 Caver-js 라이

러리를 사용한다. 일 서버는 비문 사진 일을 

장하고, 비문 일 해시 생성, 비문 검증 기능을 한다. 

비문 일을 분리한 이유는 용량이 큰 일을 블록체

인 네트워크에 직  장하는 경우 트랜잭션 수수료인 

GAS의 소모량이 높기 때문에 코인 소비량을 이기 

함이다.

4.2 백엔드(Back end)

백엔드에 해당되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솔리디티 언

어로 작성했고, <Table 1>은 컨트랙트의 일부로 구

조체, 리스트, 함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체는 

사용자의 정보를 리하는 User, 반려견의 정보를 

리하는 Pet, 반려견의 생체 리듬 데이터를 리 

DailyData, 거래 정보를 리하는 Transaction이 

있으며, 리스트는 장되는 구조체 항목을 리하기 

해 사용한다. <Table 1>은 두 개 함수에 한 수도 

코드로, getPet은 반려견 일련번호를 통해 반려견 정

보를 반환하는 함수이고, createTransaction은 거

래 내역 정보를 등록하고 거래된 반려견의 주인을 바

꾸는 함수이다. 

이 게 작성된 컨트랙트는 Node.js 환경에서 Truffle 

Framework를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배포한다. 

Truffle 설정 일에 연결할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정

보를 입력하고, deploy 명령을 통해 컨트랙트를 블록

체인 네트워크에 배포하면 어디서든 컨트랙트 배포에 

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배포된 컨트랙트에 한 정보는 배포하면서 생성되는 

Address 일, ABI(Application Binary Interface) 

일에 기록된다. Address 일에는 블록체인 네트

워크에 등록된 컨트랙트의 등록 주소 번호가 기록되어 

있으며, ABI 일은 런트엔드에서 블록체인 네트워

크의 배포된 컨트랙트를 사용하기 한 인터페이스 역

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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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head>…<script>
import Caver from "caver-js";
// 클 이튼 바오밥 네트워크 정보
const rpcURL = 'https://api.baobab.klaytn.net:8651';
const cav = new Caver(rpcURL);//caver 객체 
//컨트랙트 객체
const pmsContract = new cav.klay.Contract(ABI, 
ADDRESS);
async function handleBuyBtnInModal(){//반려견구매처리
var petId = $('#btn-buy').data('name');//반려견 일련번호
var walletInstance = this.getWallet(); //지갑 주소
// 반려견 정보 가져오기
await pmsContract.methods.getPet(petId).call()
.then(async function(pet){ // pet의 반려견정보
await cav.klay.sendTransaction({ //송
type: 'VALUE_TRANSFER', 
from : walletInstance.address,
to : pet['owner'],gas : '250000',
value : cav.utils.toPeb(pet['price'], 'KLAY')})
.then(async function(receipt){
var ownerAddress = pet['owner'];
…
// 갱신
// 거래결과 등록
await pmsContract.methods.createTransaction(
receipt['transactionHash'],walletInstance.address, 
ownerAddress, petId)
.send({ from : walletInstance.address, gas : 
'500000' })
…
});});}
</script></head><body>
<!-- 매 인 반려견 목록 생략 -->
<!-- Buy Modal -->
<div class="modal" id="buyModal" ...>
…
<div class="modal-body">
<label for="price">구매하시겠습니까? </label>
<input type="button" id='btn-buy' data-name='-1' 
onclick="handleBuyBtnInModal()" value=" ">
…</div></div></body></html>

<Table 2> Code for Pet Purchase & Confirmation

contract PetMarketSystem {
  struct User{
    userAddress, petIds[], txHashs[],…;
  }
  struct Pet{
    …, id, owner, price;
  }
  struct Transaction{
    txHash, consumerAddress, sellerAddress, petId;
  }
  …
  uint numPets; //the number of pet in system
  map(uin, Pet) pets;
  map(address, User) users;
  map(string, Transaction) transactions;
  …
  //pet information return function
  Pet function getPet(petId){ return pets[petId];  }
  //Transaction registration function
  void function createTransaction
     (txHash, consumerAddress, sellerAddress, 
petId){
    //generate and register transaction
    set transactions[txHash] to 
Transaction(txHash, 
       consumerAddress, sellerAddress, petId);
    …
    //change pet master
    push petId on users[consumerAddress].petIds;
    …
    //remove pet from seller’s pet list
     if users[sellerAddress].petIds[i] is petId{
          set users[sellerAddress].petIds[i] to 
             users[sellerAddress].petIds[size – 1];
          delete users[sellerAddress].petIds[size - 
1];
       size--;
}}}}

<Table 1> Pseudocode of PetMarketSystem Contract 

4.3 런트엔드(Front end)

본 시스템의 구성에서 HTML, 자바스크립트가 포함된 

웹 서버가 런트엔드에 해당된다. HTML로 웹페이지 

인터페이스를 제작하고,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페이스의 

이벤트를 처리한다. 이벤트 내에서 컨트랙트를 이용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근하는 경우 Caver-js 라이

러리를 사용한다. 

<Figure 6>와 <Figure 7>은 반려견 거래 차  

반려견 구매 인터페이스로 <Figure 6>의 매 인 반

려견 목록에서 원하는 반려견을 선택한 후에 <Figure 

7>에서 구매를 할 수 있다. 

<Figure 6> Pet Purchase Page

<Figure 7> Purchase Confirmation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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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는 반려견 구매 인터페이스에 한 HTML과 

자바스크립트의 일부 코드이다. 웹페이지 실행  자바스

크립트에서 Caver-js 라이 러리를 이용해 컨트랙트를 

사용하기 해 클 이튼 네트워크와 연결해 Caver 객체

(cav)를 만들고, ABI 일, Address 일을 이용해 

컨트랙트 객체(pmsContract)를 생성한다. 사용자가 

<Figure 6>의 매 인 반려견 목록에서 버튼을 른 

후에 <Figure 7>의 구매 확인에서 ‘ ‘ 버튼을 르면 송  

 거래 내역을 등록하는 handleBuyBtnInModal 

함수가 실행된다. 이 함수는 Caver-js 라이 러리의 

sendTransaction 함수로 구매자가 매자에게 송

하고, 컨트랙트의 getPet 함수로 반려견의 정보를 가져

온 후, 컨트랙트의 createTransaction 함수로 거래내

역을 등록하게 된다. 

4.4 성능 평가

블록체인 랫폼인 이더리움은 블록 생성 시간  

검증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서 실시간으로 용

되어야 하는 서비스에 합하지 않은 면이 있었다. 이

더리움은 블록 생성 시간과 확정성이 각각 15 , 6분 

정도 소요된다. 반면에 클 이튼 랫폼을 이용하면 

블록 생성 시간과 확정성이 1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블록 생성 시간  검증 시간 등으로 기해야

하는 시간을 폭 단축할 수 있었다. 

  <Figure 8> Data Registration Time Comparison Graph of 

Etherium/Klaytn

실제의 성능을 확인하기 해 이더리움과 클 이튼 

랫폼 각각에서 같은 컴퓨터와 같은 DApp을 사용하고, 

각 랫폼에 맞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Node.js 라이

러리(이더리움: Web3.js, 클 이튼: Caver-js)를 사

용해 실제로 테스트해 본 결과, <Figure 8>과 같이 블록 

생성 시간 이더리움은 10~15  소요 고, 클 이튼은 

1~3  소요 다. 클 이튼을 사용할 경우 블록 생성과 

동시에 검증이 완료됨을 확인하 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클 이튼 블록체인 랫폼을 이용해 

생체리듬 데이터  비문 데이터를 장하고, 사용자 

간 반려견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반려견 거래 서비스 DApp이 기존 

앙 집  형 웹이나 앱을 충분히 체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더 나아가 탈 앙화, 투명성, 비가역성의 추가

인 장 이 있음을 보 다. 한 클 이튼 블록체인 

랫폼 상에서 개발한 DApp의 빠른 합의 알고리즘으

로 인해, 비트 코인 등 기존 블록체인 랫폼의 문제

인 이 리티 불확실성(Finality Uncertainty)을 

해결하여 빠르면서도 안정 인 거래시스템을 구 할 

수 있다는 것도 실험을 통하여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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