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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 유기동물 발생 통계를 통해 유기견이 매년 증가함을 알 수있다. 유기견의 발생 건수를 이는 

것을 목표로 ESP32 모듈과 GPS센서를 이용해 실시간 치추  시스템을 기반으로 스마트 애완견 어깨 을 

구 하 다. 블루투스 모듈이 내장된 ESP32모듈로 각종센서를 이용해 MCU로 입력시켜 최종 으로 스마트폰 

어 로 출력하여, 내장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통신한다. 추가 으로 네오픽셀을 이용해 야간에 취약한 을 

LED 발 을 통해 보완하고, 경고거리를 설정해 자동으로 LED 멸효과와 MP3모듈을 통한 음악재생 시스템

을 설계한다. 한 자이로센서를 통해 활동량 측정해 애완견의 헬스 어에도 도움을  수 있는 스마트 애완

견 어깨 을 설계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it can be seen that the number of abandoned dogs increases every year through the statistics on the 

occurrence of abandoned animals. With the goal of reducing the number of stray dogs, a smart pet dog shoulder strap 

is implemented based on a real-time location tracking system using the ESP32 module and GPS sensor. It is an ESP32 

module with a built-in Bluetooth module. It is input to the MCU using various sensors, and finally outputs to a 

smart-phone application, and communicates through the built-in blue-tooth module. In addition, it uses Neopixels to 

compensate the weaknesses at night through LED light emission, and automatically sets the warning distance to design 

a music playback system through the LED flashing effect and MP3 module. In addition, a smart pet dog shoulder strap 

was designed to help pet dog health care by measuring the moving distance according to the amount of activity 

through the gyro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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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해마다 유기동물 발생 통계를 보면 유기견의 수가 나

날이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통

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만 버려진 반려동물의 수가 

13만5791마리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지자체에

서 리하는 보호소 황을 집계한 것으로, 사실상 더 많

은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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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된 유기견은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사망하거나, 운 

좋게 포획되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보호받더라도 한 달

조차 넘기지 못하고 안락사되는 것이 태반이다. 지 이 

순간에도 유기되어 버려진 동물들은 한없이 고통받으며, 

죽어간다. 이 게 고통받는 동물들을 이기 해서 유기

동물의 발생 원인을 찾아 사 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유기견이 발생하는 부분의 이유는 주인의 유기나, 주인

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다. 를 들면 인 이유로 

애완견을 유기하거나, 질병의 이유로 유기하는 경우도 종

종 발생한다. 하지만 유기만이 아닌 주인의 부주 로 반

려견이 실종되어 유기견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를 

들면 산책  을 놓치거나, 형견의 경우 자신의 힘으

로 을 뜯어 도망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러한 이

유로 실종된 반려견들은 1시간 이내에 찾아내지 못한다

면, 실종 던 반려견들은 유기견이 될 확률이 높다. 

그림 1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유기동물 발생 

건수이다. 통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난 4년간 반려동

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증가 되었다. 따라서 그만큼 유기동

물의 발생건수도 증가 으며, 2020년 이후 유기동물 발생 

통계도 계속해서 증가함을 측 할 수 있다. 따라서 반려

동물을 키우는 견주들은 유기견이 발생되는 이유  하나

인 유기견의 실종을 미리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 듯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시 에 유기동물의 발생을 이

기 한 제도나, 제품들이 많이 등장하는 추세이다. 재 

반려동물의 실종을 방지하는 제품에는 강아지 인식표와 

마이크로칩 등이 있으며,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 반려동물

의 몸 속에 주입하는 것으로, 부작용의 걱정으로 많은 반

려인들이 활용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각종 자센서

를 통해 외부 으로 반려견들을 실종으로부터 보호할 제

품을 구성하는 것이 본 논문에 목표이며, 그에 따른 작품

을 설계할 때 ESP32를 MCU로서 사용해 작품을 구성한

다. 그 외 야간에 취약한 을 보완하기 해 네오픽셀 

통해 LED를 발 하며, 반려견의 재 치를 실시간으로 

추 하기 한 GPS 센서, 실종방지를 한 경고명령으로 

본 작품을 설계한다. 추가 으로 반려견의 산책 활동량을 

측정하기 한 시스템으로 자이로센서를 통해 산책 시 반

려견의 활동량을 측정하는 시스템도 구성한다. 한 앱 

인벤터를 통해 각각의 명령버튼과 지도, 마커 등으로 어

을 구성하여, ESP32에 내장된 블루투스모듈을 통해 스마

트폰과 통신한다. 최종 으로 본 작품을 통해 많은 반려견

들이 실종으로부터 방지되는 것을 목표로 둔다.

그림 1 연도별 유기동물 수 추이
Fig. 1 Number of abandoned animals by year

Ⅱ. 시스템 구성

2.1 체 시스템 구성도

그림 2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낸

다. 제어부인 ESP32를 기반으로 센서부인 GPS센서와 자

이로 센서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 데이터를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출력부인 스마트폰 어 로 송신한다. 수신받

은 데이터를 어 을 통해 가시화 하며, 야간에 활용할 

LED와 스피커의 동작을 결정해 다시 제어부인 ESP32로 

송하여 각종 센서를 동작한다.

그림 2. 시스템 구성도 
Fig. 2 System diagram 

2.2 하드웨어 구성

2.2.1 제어부

(1) ESP32-WROOM-32 (MCU)

그림 3 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제어부로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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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ESP32-WROOM-32이다. ESP32는 Espressif 

Systems에서 개발한 일련의 Soc's (System on Chip) 시

리즈  하나이며, 구형버 인 ESP8266보다 GPIO(집

회로), PWM 디지털 핀 개수가 2배로 증가했으며, 래쉬

메모리도 4MB에서 16MB까지 늘리고 SRAM도 160KB

에서 540KB로 늘어났으며, 기존에 WiFi만 가능했던것에 

비해 블루투스, 터치센서, 온도센서까지 가능해지면서 기

본 인 성능들이 더 좋아진 모델이다. 아두이노처럼 쓸 

수 있지만 와이 이와 블루투스가 포함 되어있어서 IOT

를 구 할 때 편하고, 속도가 빨라서 고성능이 필요할 때

는 사용하기 좋다. 우리가 사용한 모델인 

ESP32-WROOM-32가 기본 이며, 개발용 보드 종류가 

다양하다.. 한 본 논문은 반려견의 치추 을 기반으

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ESP32모듈은 반드시 내장 안테나

가 포함된 제품으로 활용해야 하며, 외부 안테나를 설치

해 블루투스 통신거리를 늘릴 수 있다. 

그림 3. ESP32-WROOM-32
Fig. 3 ESP32-WROOM-32

(2) 앱 인벤터 (APP INVENTOR)

앱 인벤터는 MIT가 리하며, 오 소스로 이루어진 

앱개발 로그램이다. 공자가 아닌 비 공자나 로그

래 에 지식이 미흡한 사람들이 쉽게 안드로이드 응용 

소 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해 다.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므로 개발자가 직  블록을 끌어당겨 붙여서 어  

장치로 실행할 수 있는 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비 공

자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Java언어와 SDK를 다루

지 않고도 앱 개발이 가능하기에 본 논문에서 사용하여 

앱 개발 단계 과정에 사용한다. 제어부의 아두이노 우노

에서 블루투스 모듈로 출력 시킬 때 필요한 스마트 어

을 만드는 과정에 사용되며, 그에 따른 코딩은 Arduino 

IDE 로그램을 이용한다. 최종 으로 어 을 개발해 본 

논문에 맞는 버튼과 시스템을 구성한다.

2.2.2 센서부

(1) GPS 센서 (NEO-6m)

NEO-6m은 GPS 수신 모듈은 아두이노와 시리얼 통

신을 통해 비교  간단하게 GPS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듈

이다. 격 압은 3V-5V이다. 기본 baud rate는 9600정

도이며, RS232 통신 기반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인터페이

스는:RS232TTL을 쓰고 있다. 안테나는 25x25mm이고,

모듈은25mmx35mmPCB는 36mmx26mm이다. GPS는 

Global Positioning System의 약어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성으로부터 나온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재 치

의 도와 경도, 시간, 속도 등을 알 수 있다. 오차범 는 

보통 10미터 정도이다. 속도와 방 각은 이동을 해야만 

알 수 있는 데이터이다. 이  도, 경도 데이터와 지 의 

도, 경도 데이터를 비교해서 진행방향(방 각)과 해당

시간동안 이동한 거리인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GPS 

수신 모듈은 지구 밖에서 돌고 있는 GPS 성으로부터 

수신받은 신호를 처리한 후, 모듈과 연결된 MCU를 통해 

센서 치의 도값과 경도값이 실시간으로 출력된다. 센

서를 통해 출력된 값을 MCU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송

이 가능하다. 이것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 을 이용해 

지도상에 마커로 GPS센서의 치가 실시간으로 노출된

다. 

(2) 자이로센서 (MPU-6050)

자이로 센서는 자이로스코 라는 아래가 완 히 

칭인 팽이를 고리를 이용하여 팽이 축에 서로 직각인 방

향의 3개의 고리를 써서 지탱하여 으로써 팽이의 회

이 어떠한 방향으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장치를 내포

하고 있는 센서이다. 센서가 회 운동을 하면 생기는 회

 반발력을 측정하여 기신호로 바꿔주며 3개의 축은 

각각 X, Y, Z축을 심으로 기울어진 각도(기울기)를 측

정하여 방향의 측정 는 유지에 사용되는 기구이다. 우

리가 사용하는 MPU-6050는 가속도 3축, 자이로 3축, 온

도센서를 가지고 있는 6축 기울기 센서이다. 3축 각도변

화율이 (±250, ±500, ±1000, ±2000˚)/sec이며 16bit ADC

가 포함되어 있고 digital LPF(Low Pass Filter)를 사용하

며 I2C 인터페이스를 최  400KHz까지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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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 트웨어 설계

2.3.1 구동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구성한 애완견 목 의 시스템 기능은 크

게 5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네오픽셀을 이용한 LED발 , 

둘째. MP3모듈을 이용한 음악재생, 셋째. GPS센서를 이

용한 실시간 치추 , 넷째. 치추 을 기반으로 구성

한 거리에 따른 경고, 다섯째. 자이로센서를 이용한 애완

견 활동량 체크이다. 이 모든 기능을 최종 으로 앱 인벤

터를 통해 어 로 구 하여, ESP32에 내장된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해 스마트폰과 통신하는 것이 목표이다[1].

(1) LED 구동 알고리즘

그림 4는 논문의 LED를 발 하기 한 네오픽셀 구동 

알고리즘이다. MCU인 ESP32 모듈을 ON시킴과 동시에 

네오픽셀이 ON되며, 발 할 비를 마친다. 이후 

Arduino IDE를 이용해 코딩하여, 각각 색깔을 지정한 뒤 

각 색깔에 맟 춰 명령어를 지정한다. 코딩 후 MCU에 컴

일하여,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 명령어 수행이 올바르게 

되는지 실험한다. 이후 앱인벤터를 통해 각 명령어를 수행

하는 버튼을 구성하고, ESP32에 내장되어있는 블루투스

를 이용해 MCP와 스마트폰과 통신한다. 어 로 명령어를 

수행하는데 있어 블루투스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를 

비해 앱 인벤터를 통해 연결유무를 악하기 쉽게 구성

하며, 연결이 끊어질 시 지속 인 알림을 이용한다.

그림 4. LED 구동 알고리즘 
Fig. 4 LED driving algorithm 

(2) 음악재생 알고리즘

두 번째 기능은 MP3 모듈을 이용한 음악재생이며, 그

에 한 알고리즘은 그림 5 이다. 마찬가지로 MCU를 ON 

시킴과 동시에 MP3모듈이 작동하며, 스피커를 통해 음악

재생을 비한다. Arduino IDE를 이용한 코딩으로 명령

어를 지정한다. 이후 컴 일 후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 명

령어를 입력한 뒤 올바르게 재생되는지 확인한다. 이후 

앱 인벤터를 통한 앱 구성과 ESP 모듈 내부의 블루투스 

통신으로 스마트폰과 연동한다.   

그림 5. Mp3 구동 알고리즘
Fig. 5 Music playing algorithm

(3) GPS 구동 알고리즘

세 번째 기능은 GPS센서를 이용한 실시간 치추 이

다. 최종 으론 스마트폰 어 에 애완견의 치가 실시간

으로 추 되며, 센서를 통해 받은 도 경도를 마커를 통

해 어  지도상에 표시되게 하는 것이다. 본 시스템에 알

고리즘은 그림 6이며, MCU를 ON시킴과 동시에 GPS센

서가 작동한다. 이후 Arduino IDE의 코딩을 통해 GPS 

센서의 실시간 도와 경도를 시리얼모니터를 통해 확인

한다. 만약 GPS센서가 치를 수신하지 못 할경우 지속

으로 센서를 작동시켜 시리얼모니터에 정확한 도 경

도가 맞는지 확인한다. 이때 시리얼 모니터상의 도와 

경도는 실수값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송을 하여 이를 

정수로 변환해야한다. 코딩을 통해 실수 값에 100000을 

곱하여 소수자리 6자리까지인 정수로 달한다. 이후 센

서로부터 받은 도와 경도를 ESP32와 ESP32의 내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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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는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달하는 어 을 

앱 인벤터를 통해 구성한다. 이때 수신받은 도와 경도

는 1000000이 곱해진 상태의 정수이기 때문에 어 을 구

성할 때 수신받은 경도와 도에 1000000을 나 어 장

함으로써 실수 좌표를 원래 로 복원하여 스마트폰 어

에선 정확한 도와 경도가 출력되며, 그에 따른 치는 

어 지도상에 마커로 출력된다[2-4].

그림 6. GPS 구동 알고리즘  
Fig. 6 GPS driving algorithm

(4) 경고거리 이탈시 알림 알고리즘

네 번째 기능은 거리에 따른 경고로 앱 인벤터를 통해 

경고거리를 설정하고, GPS 센서를 기반으로 스마트폰의 

치부터 애완견 치까지의 거리를 계산한다. 거리가 경

고거리 이상이 된다면, 자동 으로 LED가 멸함과 동시

에 경고 음악이 재생되는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을 구성

한 알고리즘은 그림 7이며, 시스템 구성을 해서는 스마

트폰에 치센서가 반드시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한 

GPS센서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성했기에 그림 6 의 알

고리즘이 완성 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 처음으로 

MCU를 ON시킴과 동시에 GPS센서가 작동해 그림 6 의 

알고리즘을 통해 애완견의 치가 출력된다. 한 어 을 

구성할 때 스마트폰의 치센서를 통해 스마트폰의 치

도 어  지도상에 출력되게 어 을 구성한다. 이후 앱 인

벤터 로그램만을 이용해 경고거리 설정  스마트폰으

로부터 GPS센서 치까지의 거리를 계산한다. 계산한 거

리가 경고거리 미만일 경우 명령도 하지 않으며, 경고거

리 이상이 될 시 MCU인 ESP32 모듈이 ESP32 내부의 

블루투스를 이용해 스마트폰과 통신하여, 자동으로 명령

어 5를 ESP모듈에게 송한다. 여기서 명령어5는 그림 

4, 그림 5. 즉 네오픽셀과 음악재생 알고리즘에서 알 수 

있다. 명령어 5를 송할 시 LED가 Flash 즉 멸하며, 

MP3모듈에 스피커를 통해 음악이 재생된다. 이 과정으

로 애완견이 주인과 거리가 멀어지면 자동으로 경고하는 

시스템이 구성된다.

그림 7. 경고거리 이탈 알고리즘 
Fig. 7 Out of warning distance algorithm 

(5) 활동량 측정 알고리즘

 다섯 번째 기능은 자이로 센서를 이용한 애완견 활동

량 측정이다. 최종 으로 스마트폰 어 을 통해 애완견이 

산책 시 도달한 거리를 실시간으로 출력함으로써, 강아지

의 활동량을 측정하는 시스템이다. 그에 따른 알고리즘은 

그림 8와 같다.. MCU가 ON됨과 동시에 자이로센서가 

작동하며, 각축(x,y,z)에 한 활동량이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 출력된다. 하지만 활동량 측정을 해선 각 축마다

의 활동범 가 아닌 하나의 값으로 변환하여 출력해야한

다. 따라서 코딩을 통해 모든 축의 활동 범 를 통합하여, 

하나의 값으로 출력되게 변환한 뒤, 출력된 값을 ESP32

모듈로 달하여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스마트폰 앱으로 

출력한다. 이때 앱 구성은 앱 인벤터를 통해 활동량을 출

력하는 이블과 기화 버튼으로 구성하며, MCU가 ON

됨과 동시에 스마트폰 어 에서 애완견의 활동량이 출력

된다. 이때 자이로센서로부터 수신한 출력값은 모든 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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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활동량이다. 따라서 앱 인벤터를 통해 자이로센서

로부터 출력된 값을 애완견의 활동량으로 취 하여 스마

트폰 어 로 출력된다[5-7]. 

그림 8. 활동량 측정 알고리즘
Fig. 8 Activity measurement algorithm

2.3.2 어 리 이션 설계

그림 9는 본 논문의 논문을 스마트폰과 통신하기 해 

앱 인벤터를 통해 설계한 어 리 이션의 체화면이다. 

재 블루투스 통신이 연결된 상태이며, 각각의 텍스트는 

센서로부터 수신받은 출력값을 나타낸다. 그림 9상에 ①

의 도와 경도는 GPS센서를 통해 수신받은 값으로, 애

완견에 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데이터는 빨간색 마

커를 통해 어  지도상에 표시된다. 한 ②의 도와 경

도는 스마트폰의 치를 나타내는 것이며[8], 이 데이터

는 란색 마커를 통해 어  지도상에 표시된다. 한 어

상의 거리는 스마트폰으로부터 애완견 치까지의 거

리를 나타나며, 각종 색깔버튼은 터치할 시 LED가 색깔

별로 발 하는 역할을 한다. 한 강아지 알림 자동을 통

하여, 거리가 강아지 멀어짐 경고 거리를 이탈할 경우 

LED와 스피커가 자동으로 작동함과 동시에 스마트폰 어

 상에서의 알람과 진동이 동반된다[9]. 그에 따른 경고

거리 설정은 강아지 멀어짐 경고 거리를 통해 설정할수 

있으며, 설정한 경고 거리가 어 상의 거리 즉 ③ 연결선

과 연동되어 경고하는 시스템이다. 한 강아지 활동량은 

자이로센서를 통해, 강아지의 활동량을 출력하며, 기화

버튼을 통해 강아지 활동량을 기화한다[10].

그림 9. 어 리 이션 화면 
Fig. 9 Application screen

Ⅲ. 실험  고찰

3.1 LED  음악재생 작동  통신거리 실험

 실험은 LED와 음악재생의 정상작동여부와 통신거

리를 알아보는 실험이며, 그림 10은 LED와 음악재생의 

작동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림 10. LED  음악재생 작동 실험
Fig. 10 LED and music playing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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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상에 경고 버튼을 통해 LED의 멸과 음악재

생이 실행되며, 블루투스 통신 후 경고 버튼을 터치함

으로써 실험한다. 이 실험을 통해 LED와 스피커 모두 

정상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스마트폰과 

강아지 사이에 거리를 두고 거리별로 블루투스 통신 

실험을 한 결과 100m까지 정상 으로 통신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에 따른 실험결과는 표 1이며, 통

신거리 실험을 통해 최  통신거리를 알 수 있다. 

표 1. 통신거리 실험 결과표

Length count Success

30m 5 5

50m 5 5

70m 5 5

90m 5 5

100m 5 3

110cm 5 0

Table 1. Communication distance experiment result

3.2 GPS 치추  실험

 실험은 GPS센서를 통해 강아지의 치가 올바르게 

출력되는지 확인하는 실험이다. 그림 11은 GPS 치추  

실험결과를 보여주는 그림이며, 이 실험은 강아지의 실제 

치를 악한 후 어 을 통해 강아지 치가 올바르게 

표시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본  앞에 치

한 강아지는 GPS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도와 경도를 

수신받고 그에 따라 빨간 색상의 마커가 본  앞에 정확

히 출력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림 11. GPS 치추  실험
Fig. 11 GPS Location tracking experiment

3.3 경고거리 이탈 시 경고알림 실험

 실험은 어 상에서 설정한 경고거리를 강아지가 이

탈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의 정상작동여부를 악하기 

한 실험이다. 그림 12는 경고거리 이탈 시 경고 알림 

실험결과이며, 어 상에서 경고거리를 10m로 설정한 뒤 

강아지와 스마트폰의 사이 거리를 늘려가며 실험했다. 실

험결과 강아지로부터 스마트폰까지의 거리가 15m로 출

력될 때 실제 치 한 15m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강아

지가 10m인 경고거리를 이탈하여, 스마트폰에서 지속

인 경고알림과 진동이 동반됬다. 한 경고 버튼이 자동

으로 수행되어 강아지가 착용한 어깨 에서 LED, 멸과 

경고음악이 정상 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림 12. 경고거리 이탈 시 경고거리 실험 
Fig. 12 Out of warning distance experiment

3.4 활동량 측정 실험

 실험은 애완견의 음직임이 감지되었을 때 어 상의 

강아지 활동량이 정상 으로 증가하는지 여부를 악하

기 한 실험이다. 이 실험을 통해 센서로부터 송신받은 

값을 m단 로 나 어 최종 으로 어 에 정상 으로 출

력되는지 악하는 것이 목 이다. 이 실험은 스마트 애

완견 어깨 을 직  애완견에게 착용해 100m만큼 이동

하며 10m단 로 활동량을 측정해 총4번 반복하여 이동

거리에 따른 활동량의 총 평균 값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은 이동거리에 따른 센서값에 평균을 나타내며, 이동거

리가 증가함에 따라 센서 값이 증가되는 것이 확인된다. 

100m 이동 시 센서값은 2661954가 출력되며, 이 값을 100

으로 나 어 으로써 1m 이동 시 활동량을 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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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센서값이 26617가 출력 될 때 어 에서 1로 

변환되어 출력되도록 스 일링 통해 구성된다. 그림 14는 

스 일링된 어 을 통해 실험한 결과이며, 애완견이 10m

를 이동한 결과 10m가 정상 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실제 센서로부터 출력 된 값을 m로 나 어진 

값이 어 로 출력되지만 시인성을 해 m단 로 표 한

다. 이로써 강아지의 활동량을 실시간으로 악해 산책 

시 강아지의 이동거리를 어 을 통해 확인 할 수있다. 

그림 13. 거리에 따른 활동량 증가 그래
Fig. 13 Graph of increase in activity according to 

distance

그림 14 활동량 측정 실험 
Fig. 14 Activity Measurement Experiment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유기견의 발생 건수를 이는 것을 목

표로 ESP32 모듈과 GPS센서를 이용해 실시간 치추  

시스템을 기반으로 스마트 애완견 어깨 을 설계하 다. 

애완견이 흔히 쓰는 목 에 이 모듈을 달아 유기견의 발

생을 방지하기 해 스마트 목 을 구 하 다. ESP32의 

내장 블루투스모듈을 통해 GPS센서값과 자이로센서값

을 앱에 수신하 으며 앱을 통해 LED와 스피커를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산책을 하는 조건에 맞게 개방된 

공간에서 모의실험을 진행하 다. 그 결과 블루투스 모듈

의 통신 거리는 개방된 상황에 90m까지 안정 으로 통신

할 수 있었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알림이 울리는 시간이 

늘어났다. 안정 인 경고거리는 50m로 사용하는 것이 좋

다. 자이로센서를 통해 개의 활동거리를 확인하는 실험으

로 개의 산책을 활동량을 체크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GPS활용과 자이로센서 활용값은 

강아지의 산책 시 일어날 수 있는 유기를 방지하는 방법

과 활동량을 체크하 고, 활동량 체크를 통해 강아지의 

활동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 그러나 실

험에서 90m가 넘어갈 시 통신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생겼다. 향후에는 SK 서비스하고 있는 LoRa를 통해 통신

거리를 국으로 확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을 통해 

재보다 더 유기견을 방지할 수 있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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