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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이 프로젝트는 반려견 시장의 확대 및 반려견과 함께하는 현대인이 늘어남에 착안하여 시작하였다. 홀로 남겨진 반려견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반려견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둔다. 

키워드: IOT

I. Introduction

위 프로젝트는 반려견 시장의 확대 및 반려견과 함께하는 현대인이 

늘어남에 착안하여 시작하였다. 홀로 남겨진 반려견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반려견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둔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국내 동향

한국 내의 반려견 시장의 성장 상태를 보게 되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홀로 사는 현대인과 반려견이 동거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이 혼자 남겨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 국내 반려동물 시장규모

위 과정에서 착안해보면 홀로 남겨진 반려견이 배식 및 급수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또한 기존의 서비스는 단순하게 반려견의 식사만 

책임지는 형태였다면 여기에 다이어리 기능으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운다.

III. The Proposed Scheme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에서는 반려견에게 사용자가 지정

한 시간에 배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가장 주요한 기능으로 

설정한다. 또한 사료가 일정량 미만이거나 물의 양이 일정량 이하면 

사용자에게 알림을 주어 잊지 않고 채워놓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다이어리에 예방 접종, 식사량, 식사 시간, 산책 시간, 목욕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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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 다이어리 정보를 

바탕으로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반려견을 케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IV. Conclusions

위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따라 반려견에게 정해진 시간에 사료를 

배식하는 것만으로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기에 카메라 

및 스피커를 이용하여 반려견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며, 반려견도 주인의 얼굴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스피커 

기능을 통하여 홀로 남겨진 반려견들이 외롭지 않게 한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확장한다면 반려견 시장에서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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