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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 반려동물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직접 반려묘의 상태 데이터를 입력하여 관리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IoT 기기를 이용하여반려묘를 모니터링 하는 IoT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하고 구현한다. 제안된 애플리케이션의클라이언트는 모바

일 기반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되며 서버는 MYSQL과 node.js로 개발된다. IoT 기기에서 수신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사용자에게 8가지

항목(운동, 걷기, 휴식, 햇빛 노출, 빛 공해, 자외선, 칼로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Ⅰ. 서 론

현재까지 개발된 반려동물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반려동물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보살핌에 초점을 둔 시스템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고

양이 전용서비스의 부재로 인해 개체 특성을고려하지않은서비스가상

당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반려동

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IoT 기기 기반의 반려묘 일상활동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 구현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8가지 항목(운동량,

산책량, 휴식량, 햇빛 노출량, 빛공해량, 자외선량, 칼로리)에 대한 반려묘

의 활동량을 정량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IoT 기기

를통해무선으로반려동물을모니터링할수있는시스템을구현한다. 구

체적으로, IoT 기기와 어플리케이션의 구조 및사용자인터페이스를 중심

으로 구현 및 개발한다.

Ⅱ. 본론

Ⅱ-1. 소프트웨어 구조

서버는 MYSQL과 node.js로 구축하며, 반려묘와사용자정보관리, 클라

이언트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가공 및 저장하여 반려묘의 건강 데이터를

클라우드 형식으로 관리하도록 구현한다. 클라이언트는 모바일 기반으로

안드로이드 플랫폼으로 구축하며, 반려묘 건강 증진을 위한 솔루션을 제

공하고, IoT 기기로부터받은데이터를서버로전송하는역할을수행한다.

또한, IoT 기기는 10분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하며, 이를 클라이언트로 전

송한다. 그림 1은 IoT 기기, 서버,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전체 소프트웨어

구조를 나타낸다.

Ⅱ-2. 데이터 가공

IoT 기기는 반려묘에 대한 표 1의 데이터들을 서버로 전송한다.

그림 1. IoT 기기, 서버,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전체 소프트웨어 구조

Type Name Info
int s_tick 정보의 시작 시각
int e_tick 정보의 마지막 시간
short steps 걸음 수
int t_lux 누적 조도량
short avg_lux 평균 조도량
short avg_k 평균 색온도
short vector_x 운동량
short vector_y 산책량
short vector_z 휴식량

표 1. IoT 기기가 전송하는 데이터



이중조도량을햇빛노출량과빛공해량, 자외선데이터로 가공하며 걸음

수를 이용하여 칼로리를 계산하여 사용자에게제공한다. 그림 2는 IoT 기

기에서 전송된 데이터 로그를 나타낸다.

Ⅲ. 결론 및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는 IoT 기기를 통해 많은 양의 데이터가 수집되므로 데이터

를조직화하여 사용자에게직관적으로보여줄수 있는사용자인터페이스

구현한다. 따라서 각종 그래프에 관련된 오픈소스를 활용해 사용자가 직

관적으로데이터를 확인할 수있도록 그림 3과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또한, FastBLE 오픈소스를활용하여단순히 기기스캔및연결기능만제

공하던 API에 advertisement 기능을 추가하여 다양한 블루투스기기와의

확장성을 추가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 2와 같이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포함한

다.

이 서비스는 IoT 기기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그림 4와

같이 데이터와 수치에 기반한 반려묘 양육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또

한, 다양한 블루투스기기와의확장또한 가능하며,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

된스마트기기가 출시되고연동됨에따라어플리케이션의 발전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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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oT 기기에서 전송된 데이터 로그

그림 3 어플리케이션 홈 화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홈

데이터 그래프

설정

기기 관리
데일리 리포트 개인 정보 관리
날짜 변경 기능 반려묘 정보 관리
기기 자동 연결 체중계 연동 기능

일정
카테고리 관리

분석
기간별 데이터 제공

일정 추가 및 삭제 날짜 변경 기능
날짜 변경 기능 목표량 달성 확인

표 2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적 요구사항

그림 4. 데일리 리포트를 통한

양육 솔루션 제공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