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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등록제가 제정되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주인은 동물등록을 통해 더 큰 책임

감을 가지며 공식적인 복지도 제공받게 되었다. 동물등록제가 제공하는 이점 중 하나는 유실 동물 발생 시, 정보 조회

를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정보 조

회 과정에서 현행 법령과 상충하는 부분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제도가 원활하게 동작하지 않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등록된 정보를 일부만 배포 및 조회하는 것으로 유실 동물을 찾는 기능을 원활하게 동작

할 것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정보를 일부만 공개하는 것으로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제거하며, 정보 접근성을 높

여 정보 조회의 가용 인력을 증원한다. 또한 기존 동물등록제와 호환이 되도록 RFID 값을 통해 조회하는 부분은 그

대로 사용하며, 스마트 컨트랙트 쿼리를 통해 정보 조회를 하는 것으로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기법이 개선하지 못한 부분과 제안 기법을 비교하여 개선점을 확인한다.

ABSTRACT

For systematic pet management, the pet registration system has established. It makes the owner of the pet is given 
greater responsibility through the pet registration system but it also provided with welfare. One of the advantages of the 
pet registration system is that prepare system what return to owner quickly and safety through information inquiry when 
the pets are lost. But there are some conflict with the law in the information inquiry, so it occurs interfere the system. 
In this paper, we propose using the Smart Contract to finding the missing animal effectively. Proposed method discloses 
only the partially information. Thus it will be eliminated conflict parts, and increases the information accessibility to 
increase the number of people who can inquiry information. In addition, keeping the RFID inquired feature for compatible 
with the existing system. The smart contract querying enables quickly and precision access to information. Lastly, 
compare the proposed method with existing method to see th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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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애완동물은 현대 사회에서 인간과 떼놓을 수 없는 존

재로, 인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 2016년 서

울시의 애완동물 보유가구 비율은 20.4%로 2004년 17.2%
였던 것에 비해 3.2%p 증가하였다. 또한 동일 기간에 전

국 범위로는 18~23% 비율로 증가 경향을 보였다. 표 1
에서 시간 흐름에 따른 경향을 정리한다.

Table. 1 Pet owning rate table[1]

Year
Owning percentage (unit: %)

Seoul Nationwide

2016 20.4 -

2015
21.5 21.8

18.0 19.0

2013 16.7 -

2012 21.7 17.9

2010 20.1 17.4

2006 22.9 22.6

2004 17.2 -

이와 같이 애완동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

였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애완동물 산업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애완동물 산업은 2014년 약 1조 5,684억 원

의 규모를 가졌으나 2017년 약 2조, 3,322억 원으로, 연
평균 약 14.5%씩 성장하였다. 2020년에는 더욱 성장하

여 약 6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2].
즉 애완동물은 인간과 매우 밀접한 관계로 동반성장

중이라 할 수 있다. 애완동물은 단순히 키우는 것뿐 아

니라, 주인에게 강한 책임감을 부여한다. 하지만 일부 

주인들의 애완동물 학대, 방치, 유기 등의 문제가 사회

적 이슈로 떠오른다. 특히 애완동물 유기의 경우, 유기

된 동물을 확보하고 동물의 보호자를 찾을 때까지 지속

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인 비

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문제, 사회현상을 넘어서 경

제적인 문제로 다가온다. 애완동물 유기 문제는 2015년
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약 12만 마리에 

이르렀다. 유기동물의 증가 추세는 그림 1에서 그래프

로 확인할 수 있다. 

Fig. 1 The Graph for number of abandoned pets[3]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동물등록제가 시행

되었다. 동물등록제는 애완동물 주인이 자신의 애완동

물 정보를 등록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고 분실, 유기 등의 상황 발생 시 조속하게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하지만 법령과 상충하는 부분 때문에 분실 또는 유기

된 동물의 주인을 동물등록제를 통해서 찾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

반의 동물 구조 시스템을 제안 및 구현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블록체인, 스

마트 컨트랙트 및 동물등록제와 관련된 연구와 기법을 

확인한다. 3장에서 동물등록제의 기능인 유실 애완동물 

구조 기능의 한계점을 확인한다. 4장에서는 제안하고자 

하는 기법에 대한 서술과 구현 및 기존 방안과의 대조를 

통해 개선된 부분에 관해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

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2.1.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안한 암호화폐 비

트코인과 함께 등장한 기술이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은 연결 리스트와 유사한 자료구조를 가지며, 해시 값을 

통해 전후 데이터를 연결한다[4]. 해시 함수는 가변 길

이의 입력 값에 대해 고정 길이의 출력 값을 반환하는 

함수로, 입력 값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전체 값은 크게 

바뀌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블록의 내부 데이터가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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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해시 값 역시 크게 변화함을 뜻하며, 해시 값이 바뀐

다면 블록 연결이 성사될 수 없다. 블록체인은 이를 통

해 안정성을 확보한다. 가령 SHA-256을 사용하는 비트

코인은 SHA-256의 안전성에 의존한다. SHA-256에서 

50% 확률로 동일 출력 값이 반환, 즉 충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약 ×개의 해시 값이 필요하다. 이는 매

우 큰 수이므로 블록의 내용을 조작하기는 어렵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상당히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5].
블록체인은 조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특징 외에도 

정보가 공개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블록체인은 데이터

를 중앙 집중 형식으로 저장하지 않는다. 대신에 참여하

는 모든 사용자, 즉 모든 노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

식을 사용한다. 데이터가 모든 사용자들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확

인하는 것으로 모든 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6][7].

2.2. 스마트 컨트랙트[8]

스마트 컨트랙트는 1994년 닉 자보가 주장한 기술로, 
서면 계약을 디지털 형태로 가공한 형태를 의미한다. 스
마트 컨트랙트는 조건과 결과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

으며, 조건이 만족된다면 자동으로 계약의 내용을 이행

하는 기술이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신뢰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1994년 당시에는 기술이 부족하여 실현하기 어려운 기

술이었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등장 이후 블록체인을 통

해서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스마트 컨트랙트의 구현 가능성이 생겼다. 현
재 스마트 컨트랙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으

로 이더리움이 있다[9][10].

2.3. 동물등록제[11]

동물등록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주관으로 2013년부

터 실시한 제도로, 동물의 주인에 대한 정보를 등록 및 

관리하는 것으로 동물을 분실하였을 때 빠르게 주인을 

찾고 유기를 억제하는 등, 애완동물 문화 향상과 동물보

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물등록제의 대상은 3개월 령 이상의 개로 한정되

며 견주는 등록대행업체에 방문하여 동물등록을 진행

해야 한다. 등록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개체 주입이다. 만약 

장치를 주인이 직접 준비해온다면 수수료 만 원이 필요

하며 그렇지 않다면 장치 비용이 포함되어 약 이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두 번째 방법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이다. 애완

동물의 체내에 칩을 삽입하는 형태로 장치 비용은 삼천 

원이다. 삽입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만 오천 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한다.
마지막은 인식표 부착이다. 애완동물과 주인의 정보

를 기록한 인식표를 목걸이 형태로 애완동물에게 장착

하는 것이다. 각각의 방법에 대한 장단점은 표 2에서 확

인할 수 있다.

Table. 2 Type of Pet registration system

Type Cost Complexity Reliability

In. RFID High Complex High

Ex. RFID Middle Normal Semi-High

Id. tag Low Simple Low

2.4. 기존 제안 기법

동물등록제는 아직 완전히 정착한 제도가 아니므로 

다소 불안정한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블록체인을 사

용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12]는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을 사

용한 기법으로 기존의 동물등록제를 블록체인 상으로 

구현한 것이다. [12]의 구조는 그림 2와 같이 구성된다.

Fig. 2 The structure of pet registration using blockchain

그림 2는 애완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제안된 네트워

크 시스템을 보여준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참여자는 

애완동물 주인, 브리더, 출입국 관리소, 동물병원 그리

고 관련 정부 담당부처로 구성된다. 네트워크 참여자는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통해 동물등록제 DB를 설계한다. 
DB를 관리할 때는 SQL 및 DBMS를 사용한다.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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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ID와 패스워드를 사용한 인증을 통해 권한을 획득하

여 권한에 따라 DB의 접근 및 관리를 수행한다. 표 3은 

블록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3 Required information of the block

Class Information

Owner
Name, Addres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Contact

Pet

Animal information 
(species, name, age …ETC),

Vaccination record,
Medical record,

Immigration record,

[12]에서 제안한 기법의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기존 

동물등록제는 개만을 대상으로 반면, [12]는 고양이까

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예방 접종 기록, 진료 및 출

입국 기록까지 포함하며 분산 원장을 사용한다. 기대 효

과로는 분실 동물의 주인을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동물 동반 여행의 절차를 단순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이 있다.

Ⅲ. 애완동물 구조 시스템

3.1. 애완동물 구조 시스템 개요

2.3절에서 확인한 동물등록제의 기능 중 하나는 분실 

동물의 주인을 파악하여 애완동물이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동물 등록이 된 애

완동물은 분실 시, 시스템에 남겨진 데이터를 토대로 주

인을 빠르게 찾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시스템의 동

작 과정은 그림 3과 같이 묘사할 수 있다.

Fig. 3 Missing animal rescue flow

그림 3의 구체적인 과정을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분실 동물을 발견한 사람이 관공서 또는 동물병원에 분

실 동물 신고를 한다. 담당자는 RFID 번호를 조회하는 

것을 통해 동물에 대한 정보를 조회한다. 마지막으로 조

회된 정보를 토대로 동물의 주인에게 연락하여 분실 동

물이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3.2. 제도적 한계

3.1절을 통해 동물등록제를 통해 유실 동물의 주인을 

빠르게 찾아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본 제도는 

법령과 상충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활한 운영

이 어렵다. 이에 대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RFID 번호를 조회하는 과정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번호에 연결된 개인정보

를 조회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부분이 발생

한다. 개인정보 조회에 있어서 동물병원 또는 등록단체

는 제 3자에 해당된다. 만약 제 3자에 해당되는 담당자

가 정보 조회를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처

리 단계별 보호 기준 제 15조부터 제 22조의 항목을 위

반한다. 즉 제 3자의 개인정보 조회 또는 누설은 불법이

므로, 담당 공무원만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 역시 개인정보조회에 대한 동의를 획득해야 하

므로 추가적인 절차와 시간 소요가 발생한다[13].
이처럼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으로 인해 가용 인력이 

제한되며 더 많은 절차와 시간을 요구한다. 이러한 문제

가 발생하는 이유는 동물등록제에 포함된 정보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제도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이지만, 유실 동물을 찾을 때

는 걸림돌이 된다. 특히 정보 열람이 가능한 인원이 매

우 한정되므로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주인을 빠르게 찾

아주기 어렵다.

3.3. 기존 제안 기법 적용

[12]의 기법은 기존 동물등록제를 하이퍼레저 패브

릭을 사용하여 블록체인 상에 구현한 것이다. 현 동물등

록제와의 차이점은 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기록, 출입국 

등의 다양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록한다는 점이다.
3.2절에서 확인한 문제점은 동물 등록 시에 주인에 

대한 다양한 개인정보가 기록되며, 이로 인해 유실 동물

의 주인을 찾을 때 정보 조회에 있어 다수의 절차를 추

가적으로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12]의 기법에서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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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 조회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제안

된 기법을 통해 본 사안을 해결하기란 어렵다.

Ⅳ. 제안 기법

4.1. 제안 기법 설계

3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사용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제안의 구조는 그림 4에
서 묘사한다.

Fig. 4 The Outline of suggested system

2.3절에서 현재 시행중인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확인

하였으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등록하는 정

보들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등록하는 정보의 양을 축소

시키는 것은 동물등록법이 도입된 취지와 맞지 않으므

로 정보의 양을 줄일 수는 없다.
하지만 RFID를 통한 조회 시에 공개되는 정보의 양

은 조절 가능하다. 본 연구진은 이 점에 착안하여 민감 

정보와 같은 다양한 개인정보는 조회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법령과 상충하는 부분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그림 4의 파란색과 빨간색 부분은 이를 묘사한 것이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애완동물의 주인

이 동물등록을 진행하는 과정 및 DB를 구축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 하지만 관공서는 배포용 데이터를 추

가적으로 만들고, 이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배포

된다.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 사용자 또는 동물병원과 

등록대행 기관은 RFID를 통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조회되는 정보는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DB

의 정보가 아닌,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배포된 정보를 

조회하게 된다. 만약 조회한 RFID 번호와 일치하는 데

이터가 없다면 조회에 실패한다. 동물등록제를 통한 유

실 동물 정보 조회 과정은 알고리즘 형태로 그림 5처럼 

표현이 가능하다.

Fig. 5 The Algorithm of suggested system

배포되는 정보는 동물 주인의 이름과 지역, 동물의 이

름, 종, 나이 그리고 RFID 정보만 포함된다. 스마트 컨

트랙트를 통해 배포된 정보는 퍼블릭 블록체인에 담기

므로 권한이 없는 일반 사용자도 RFID 정보만 있다면 

이를 사용한 쿼리를 통해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유실 동물을 발견한 사람이 동물병원 또는 등록대행 기

관을 통해 정보를 조회하거나 본인이 직접 조회를 할 수 

있다. 조회를 통해 획득한 정보에는 주인의 연락처는 없

지만 지역에 대한 정보는 존재한다. 이를 토대로 해당 

지자체에 연락하는 것으로 주인에게 연락이 가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애완동물을 찾아주는 과정은 그림 6과 

같이 간소화된 형태가 된다.

Fig. 6 Suggested missing animal rescue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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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안 기법 구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을 구현하여 동작을 확인

하였다. 구현 환경에 대해서는 표 4에서 명시한다.

Table. 4 Development environment

OS Windows 10 Pro

IDE Remix IDE v0.9.4

Language Solidity 0.4.22

솔리디티(Solidity) 언어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이다. 솔리디티는 

정적 언어로 C++, 파이썬 등의 다양한 고급 언어에 영향

을 받았다. Remix는 솔리디티 개발 환경을 지원하는 

IDE로, 솔리디티 코드를 손쉽게 컴파일하여 구현물의 

동작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본 

연구진은 크게 세 가지 부분을 구현하였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체를 정의한

다. 구조체는 4.1절의 그림 4에서 표시된 빨간색 부분을 

따르며, 정의된 구조체의 형태는 표 5와 같다.

Table. 5 Variable definition

Data class Data Type Size limit

Host name String 20bytes

Host region String 10bytes

Pet name String 30bytes

Pet species String 30bytes

Pet age uint8 8bits

RFID info. uint32 32bits

구조체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우
선 주인의 이름, 주인의 거주 지역, 동물의 이름, 동물의 

종이 기록되며 이 자료들은 문자열 형태로 관리한다. 또
한 동물의 나이와 RFID 번호도 포함하며 각각 부호 없

는 8비트, 부호 없는 32비트 정수로 관리한다.
두 번째는 신규 데이터를 추가하는 부분을 구현한다. 

신규 데이터 추가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추가가 

가능하다. 신규 데이터 추가가 가능한 이유는 솔리디티

의 배열은 동적 형태를 지니기 때문이다. 동적 형태의 

배열은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면 자동으로 배열의 크

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추가가 용이하다. 하지

만 이러한 특성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솔리디티의 

문자열(String) 자료형은 하나의 자료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이트(byte) 자료형의 배열 형태이다. 때문에 

문자열 역시 동적 형태를 지니므로 사용자가 과도하게 

긴 이름을 입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

해 적정 수준으로 입력 길이를 제한하는 검사 부분을 포

함시킨다. 이는 저장 공간의 과다한 사용을 방지하고 예

기치 못한 사유로 다른 데이터의 저장 공간을 침범하여 

데이터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막는다.
마지막으로 모든 개, 고양이의 나이는 부호 없는 8비

트 정수의 표현 범위인 255보다 작기 때문에 나이에 사

용하는 변수는 부호 없는 8비트 크기로 제한을 둔다. 비
슷한 이유로 RFID 번호도 부호 없는 32비트 정수를 벗

어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크기의 변수를 할당한다. 
데이터를 추가하는 과정은 단순하나, 각각의 데이터

가 유효 범위 내에 있는지 검사가 필요하다. 이를 의사

코드 형식으로 표현하면 표 6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RFID 번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조회, 즉 

쿼리를 진행하는 부분을 구현한다. 쿼리를 진행하는 것

으로 동물의 정보를 매우 손쉽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등록제를 통해 동물의 주인을 찾아주는 기능 구현

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쿼리 진행은 단순히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찾고자 

하는 RFID 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컨트랙트는 DB에 입력한 RFID 번호가 존재한다면 해

당 데이터를 알려주며,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데이터를 

반환하지 않는다. 쿼리에 관한 알고리즘은 4.1절의 그림 

5의 형태를 따라간다. 그림 5는 알고리즘에 관한 설명이

며, 실제 동작을 상세히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추가적으로 진행한다.

Table. 6 The Pseudo code for new data input process

Pet registration data input process

1. create new data

2. Checking the data length through step 3

3-1. if (len(temp._hname) < 20bytes): pass,
if not: raise error

3-2. if (len(temp._hRegion) < 10bytes): pass,
not: raise error

3-3. if (len(temp._pName) < 30bytes): pass,
if not: raise error

3-4. if (len(temp._pSpecies) < 30bytes): pass,
if not: raise error

3-5. if (len(temp._pAge) < 8): pass,
if not: raise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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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물을 테스트하기 위해 임시로 다섯 종류의 동물

등록 데이터를 기록한다. 저장하는 데이터의 종류는 표 

5와 동일하다. 그림 7은 IDE 상에서 전체 데이터를 조회

한 것이다. 그림 7의 전체 데이터 조회는 구현물의 결과

를 보여주기 위함이며, 실제 시스템에서는 제공되지 않

는다.

Fig. 7 All data retrieved result

본 데이터를 가지고 분실 동물이 발생했음을 가정한

다. 기존 동물등록제 상에서 분실 동물이 발생한다면 동

물을 발견한 사람이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하여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FID를 조회하는데 성공하

더라도 법령과 상충되며 정보도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

문이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

에 RFID 값만 있다면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다. 정보 조

회는 스마트 컨트랙트 상에서 쿼리를 보내는 것으로 이

루어진다. 획득한 RFID 값이 ‘0xA682C90D’라고 가정

한다. 해당 값을 사용하여 쿼리를 보낸 결과는 그림 8이
다. 쿼리를 사용하여 조회에 성공한다면 특정 RFID 값
을 보유한 데이터만 조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 Query result using ‘0xA682C90D’ RFID number

조회 결과 분실 동물의 주인과 주인의 거주 지역을 획

득할 수 있다. 이를 단서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

인에게 연락이 가도록 할 수 있다.

4.3. 성능 평가

현행 동물등록제를 통해 유실 동물의 주인을 찾아주

는 과정은 개인정보 조회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한계점

을 지닌다. 첫째는 가용 인력의 축소이다. 동물을 발견

한 일반인이나 동물병원 또는 등록대행 기관은 개인정

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RFID 스캔은 

가능하지만 이를 사용한 정보 조회는 불가능하다. 때문

에 반드시 담당 공무원만을 통해서만 업무 진행이 가능

하다. 둘째는 소요 시간의 증가이다. 담당 공무원에게 

업무를 인계하더라도, 공무원 역시 정보 조회를 즉시 시

행할 수 없다. 공무원도 개인정보 조회를 위해서 동의를 

구해야하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시간 소요가 발생한다. 
기존 제안 기법인 [12]는 확인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

이 없으므로 현행 동물등록제와 동일하다.
제안하는 기법은 가용 인력을 크게 확충하였다. 기존 

제도 및 기존 제안 기법 상에서 정보 조회는 담당 공무

원만이 가능하며, 조회에 드는 시간도 크게 소요되었다. 
하지만 제안하는 기법은 RFID 번호만 있다면 누구나 정

보 조회가 가능하다. 동물병원이나 등록대행 기관은 

RFID 스캔이 가능한 환경이므로 모든 동물병원과 등록

대행 기관이 가용 인력이 된다. 또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일반인이 RFID 리더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병

원이나 기관이 아닌 일반인도 정보 조회가 가능하기 때

3-6. if (len(temp._RFID) < 32): pass,
if not: raise error

4. If satisfaction all, then database.push(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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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기존 제도 또는 기존 제안 기법에 비해 더 많은 인

력 확보가 가능하며, 이는 인력난 해소로 이어진다.
또한 제안하는 기법은 조회되는 정보의 양을 크게 축

소시켜서 대중적으로 공개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으로 

제 3자의 정보 조회에 있어서 개인정보 조회 동의를 구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제도와 기존 제안 기법 상에서

는 담당 공무원만이 정보 조회가 가능했지만, 담겨있는 

다양한 민감 정보로 인해 담당자조차 정보 조회를 위해

서 정보 조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정보 

조회에 드는 시간이 대폭 늘어났으며, 유실된 동물을 빠

르게 찾아준다는 본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다. 제
안하는 기법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물등록제에 필

요한 정보의 양을 줄이지는 않았다. 이는 본디 동물등록

제는 대한민국의 동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필요한 기존 정보들은 유

지한 채, 민감 정보를 제외한 소량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으로 정보 조회 동의 과정을 생략하게 하였다. 이로써 

동물등록제를 통해 유실 동물의 주인을 기존보다 더 빠

르게 찾아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법령과 상충하는 부분을 제거하였다. 제

안하는 기법에서 배포되는 데이터는 주인의 이름, 주인

의 지역, 동물의 이름, 동물의 종, 동물의 나이, 그리고 

RFID 번호가 포함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중에서 개인정

보의 처리 제한의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법률에

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

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

여서는 아니 된다.’로 민감정보에 해당되는 범위가 명시

되어있다[14]. 배포되는 정보에서 법령이 고려되는 정

보는 주인의 이름과 주인의 지역 정도가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정보는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의 제 23조에서 

정의하는 민감정보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정보도 아니다. 따라서 제안 기법은 법령과 상충

하는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정보 조회가 가능한 인원을 

늘리고, 정보 조회에 있어서 정보 조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므로 유실 동물을 찾는데 필요한 가용 인력을 

늘리고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표 7은 현행 동물등록제, 기존 제안 기법, 본 제안 기

법 상에서 유실 동물의 주인을 찾아주는데 필요한 요소

를 비교하였다. 비교하는 요소는 동물의 주인을 찾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 동물의 주인을 찾는데 제공할 수 있

는 인력의 규모, 정보 조회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법

령과의 상충 부분을 정성적으로 평가했다.

Table. 7 Comparison result table

Works Time demand Available 
people

Conflict with 
statute

Present System Long term Officer only Partially illegal

Han et. al.[12] Long term Officer only Partially illegal

This work Short term Everyone Legal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현행 동물등록제에서 제공하는 기능

인 유실 동물 주인 찾기 제도에 주목하였다. 해당 제도

는 좋은 취지를 가지나, 현행법과 상충되는 부분으로 인

해 원활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동물등록

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기존 기법에서는 3장의 문

제점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기에 해결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기법은 기존 동물등록제의 내

용은 수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개되는 정보의 양을 조

절하는 것으로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제거하였다. 이
를 통해 유실 동물의 주인을 찾아주는 기능의 원활한 동

작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을 변경하는 것으로 

공무원 이외의 인물도 정보 조회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
는 가용 인력 규모를 확대시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

록 의도했다. 본 기법이 도입된다면 애완동물을 잃어버

린 주인과 애완동물이 느낄 불안감을 빠르게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제시한 기법은 기존 

DB와 배포용 DB를 이원화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도

에 대한 완벽한 개선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다소 존

재한다. 따라서 현행 제도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 및 개발을 통해 확실한 제도 정착을 이루

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는 

컴퓨터 공학의 기술이다. 하지만 해결한 문제점은 사회

공학적인 문제이다. 이처럼 엔지니어와 연구자는 기술

을 어떻게 사용 및 융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창

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복합적인 시야를 가지는 것은 중

요하며, 지속적으로 연구를 한다면 더 발전된 사회를 이

룩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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