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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  사회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
나면서 더욱 다양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시점
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집에 있는 견주들도 저마
다 개인 일이나 가사 일을 겸하느라 바빠져 종
종 강아지에 해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이 같
은 사례에서 착안하여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감
각 모듈을 연동해 강아지 배변패드를 실시간으
로 세척 및 신속히 처를 하고, 자동배변패드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편리하게 이뤄지도록 하였습
니다. 인체감지 센서 모듈은 강아지 움직임을 감
지하여 강아지가 배변패드에서 내려올시 자동펌
프가 작동하여 배변패드가 자동으로 세척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해당 프로젝트를 
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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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 사회에서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반려견 시장의 증가와 더불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우
리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추세를 따라 최근에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배변패드 자동세척 시스템이라는 기능적 측면으로 아직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
은 것으로 생각된다. 일상생활에서 현 인들의 바쁜 사회생활로 인하여 시간, 비용, 환경적 측면으로 
반려견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문제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고자 아듀
이노와 적외선센서 모듈, 자동펌프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를 배변패드 자동세척기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더욱 편의를 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ABSTRACT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dog markets in modern society, dog owners are deeply rooted in our lives 

and affecting society. Following this trend, a variety of products have recently been introduced, and it is 

believed that they have not yet developed much in functional aspect of the post-cleaning system. Due to the 

busy social life of modern people in everyday life, there is no room to manage dogs in terms of time, cost 

and environment, which is causing problems. In order to avoid these problems, we are going to develop 

Eduardo, infrared sensor modules, and automatic pump systems. It is also designed to make it more 

convenient for users through a laxation pad automatic washing machine.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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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동작과정)

1) 우선적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당
위성을 파악하여 해당 개발을 확정하기 위한 사
전조사를 실시한다.

- 시판된 관련 제품 비교 및 의견 수렴.

2) 필요 중점 사항으로는 인체감지센서를 이용
하여 강아지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자동 펌프가 
작동..

- 기본 동작 구현을 위해 인체감지센서와 자
동펌프 센서를 필요로 함.

3) 해당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한 본체인 아듀
이노와 연결하여 동작을 수행할 센서들을 조사하
고 세부기능 및 연동가능성 확인

- a. 인체감지센서, 자동펌프센서, 적외선 센서 
등 조사

- b. 구체적인 기기의 동작을 알고리즘화

4) 인체감지센서를 이용하여 강아지의 움직임
을 인식

- a. 적외선센서 동작판별
- b. 구현 동작 토 로 코드 작성

5) 제작된 배변패드 자동세척기와 자동펌프와
의 연동을 확인.

- 연결된 아두이노와의 조작 여부 확인 및 세
부 동작 코드 확인

6) 센서와 연결된 아두이노 본체를 설치할 수 
있는 하드웨어 제작.

- 제작간편성, 이동성, 내구성 등을 파악하여 
재료 선별 및 규격 선정

7) 프로젝트 결과물 시험 가동 및 에러 및 오차 
발생 시 개선하여 제작.

- a. 동작에서 발생된 랜덤에러 개선

8) 개발완료 후 결과보고서 기록. 

- 제품청구서 및 과제제안서, 수행계획서 등을 
토 로 결과보고서 작성

Ⅲ. 동작부품 관련사항

1) 해당 요구사항을 동작 구현 가능할 기기 
본체 아두이노를 선정.

2) 인체감지 센서로 강아지를 감지하여 펌프모
터가 작동 할 수 있는 아두이노 관련된 제품으로 
선정.

 

- 펌프모터 (선정 : H2732A)

 - 인체감지 센서 (선정 : HC-SR501) 

3) 그 외 부품
 - 센서와 아두이노를 연결할 점프와이어

4) 하드웨어 구성품
 - 규격에 맞게 설계가 가능하고 비교적 값이 

저렴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선정
 - 아크릴판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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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결 회로도 구성

Ⅳ. 결  론

해당 프로젝트를 통하여 개발을 하게 되어 기
술적 측면으로는 아두이노를 바탕으로 제작하고 
Sensor와 연동하여 현  시 에 적합한 자동시
스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상
용 및 경제적 측면으로는 개발 초기 자본 비용
이 적게 들고, 기기의 부피가 작은 하드웨어이므
로 실생활에서의 사용이 편리하여 수익 창출 효
과까지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인체감지센서로 감지하여 견주가 
집안일 및 그 밖의 여가활동에 한 편의를 걱
정 없이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어 여가 스트레
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하드웨어로 
구현된 실용성을 바탕으로 인체감지센서를 사용
해 반려견을 관리할 수 있어 보다 더 나은 생활
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