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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 강아지인식표 등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기술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의 건강

리를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기기가 개발되고 수요 한 증가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용 IoT 기기들은 복잡한 처리가 

어렵고, 단순히 센서 정보을 이용 건강상태를 악하기 때문에 고 기능을 구 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통계

 분석을 활용하여 맞춤형 사료제작, 의약품제작, 반려동물 건강 리 등의 반려동물에게 맞춤형 개인화서비스가 

가능한 통합 랫폼을 설계한다.  반려동물이 착용하고 있는 IoT기기로부터의 센서 정보와 쇼핑몰에서의 고객의 

구매 패턴 정보, 소셜미디어(SNS) 정보를 수집하는 미들웨어를 설계 한다. 한 이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개인화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집된 정보를 정제하고 분석  추론 가능한 분석기를 설계 한다.

• 주제어 : 추천 시스템, 사물인터넷, 데이터 수집, 데이터 처리, 데이터 분석 리 

Abstract   Nowadays, real-time devices that provide health care for a companion animal is being 

developed by IoT technology and its demand such as smart puppy tag is increasing. However, it is difficult 

for IoT devices of companion animals to process complex nature due to miniaturized hardware and 

constructive nature. There is a clear limit to custom advanced features like health care implementation. 

This paper designs an integrated platform with statistical analysis which makes it possible to customized 

services such as feed production, pharmaceutical production, and health care for each companion animal. 

Middleware that collects sensor information, customer’s spending pattern and information from Social 

Network Service is also designed by making use of IoT devices which companion animals wear. 

Furthermore, the paper designed data analyzer which analyzes and refines data from collected information 

that can be applied to personalize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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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소득수  향상 등

에 따라 반려동물 가구 수  련시장 산업이 크게 성장

하고 있고 이미 강아지와 고양이는 애완동물의 의미를 

넘어 인간과 한평생을 살아가는 반려동물로서 치를 잡

아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최근 스마트 강아지인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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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술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의 건강 리를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기기가 개

발되고 있으며 수요 한 증가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용 

사물인터넷기기들은 소형화된 하드웨어  특성상 복잡

한 처리가 불가능하고, 단순히 센서 정보만을 이용하여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악하기 때문에 맞춤형 건강

리 등의 고 기능을 구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다양한 정보들을 복합 으로 분

석할 수 있는 반려동물 련 데이터분석 랫폼의 개발

이 시 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기기의 다양한 정보 

등을 체계 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데이터의 연

계를 복합 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반려동물 련 데이터

분석 랫폼을 설계하여 반려동물의 개인화서비스에 활

용하고 앞으로 분석된 정보를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 가

능하도록 공유 오 API를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반려동물이 착용하고 있는 다양한 IoT기기로부터의 센

서정보, 쇼핑몰로부터의 고객의 구매 패턴정보, 소셜 미

디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미들웨어를 설계하고 개인

화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집된 정보를 정제하고 

분석  추론 가능한 분석기  분석된 정보를 맞춤형 사

료  의약품 제작 등의 동물 건강 리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화서비스 기능을 설계 한다.

2. 국내·외 기술현황
국내에서는 반려동물용 디바이스 개발에 집 할 뿐 

데이터 랫폼을 활용한 개인화서비스를 시도하는 기술

은 부재한데 그 이유는 기술 인 문제보다는 반려동물 

산업에 한 요성이 최근에서야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

이라 단되고, 반려동물을 한 데이터 기반의 개인화

서비스는 아직 미개발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쇼핑몰 분

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화서비스를 수행하고 기

술이 있으나 이러한 기술들은 산업분야가 다르고, 개인

회사에 특화된 개인화서비스이기 때문에 타 분야에서의 

활용이 어려고 반려동물 상의 데이터 랫폼을 해서

는 반려동물이 착용하고 있는 IoT기기로부터의 센서정

보를 포함한 분석 랫폼이 필요하다. 국내와 마찬가지

로 국외에서도 반려동물을 한 개인화서비스를 시도하

지는 않고 있으며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활용할 수 있

는 데이터 분석 랫폼을 개발하여 각각의 산업에서 개

인화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

3. 개인화 서비스 통합 플랫폼 설계
3.1 반려동물 개인화 서비스 플랫폼 개요

기존 반려동물 업체들의 부분은 IoT 기기 개발에 

집 하고 있으나, IoT기기의 특성상 다양한 기능을 제공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본 논문에서는 다음 그림 1과 같이 

개인화서비스 제공을 한 분석 랫폼을 활용하여 IoT

기기에 용할 경우 한 번 사용되고 소멸되어지던 기존 

센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다양한 기능을 복합

으로 제공 하고자 한다[1,2].

[Fig. 1] Integration platform overview of pet personalized 

services 

3.2 국내 반려동물 개인화서비스 통합플랫폼 설계

반려동물용 IoT기기, 쇼핑몰, SNS에서 생산되는 다양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  모델 기반의 특징과 유사

성을 분석하여 개인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랫

폼을 개발하고자 하며 시스템의 구성은 다음 그림 2와 같

이 데이터의 수집, 처리, 분석, 리 모듈을 포함하는 

데이터 수집  분석 시스템과 개인화서비스, 데이터 공

유서비스,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의 서비스시스템으로 구

성된다.

3.2.1 데이터 수집기(미들웨어) 설계
데이터 수집기(미들웨어)의 모듈의 기능은 다음과 같

다. 쇼핑몰 사용자 정보 수집 모듈은 본 랫폼과 연계된 

쇼핑몰로부터 사용자 정보 는 활동로그 등을 수집할 

수 있는 수집기이다. 사용자 SNS 정보 수집 모듈은 네이



반려동물 개인화서비스를 위한 융합 플랫폼 설계 31

버, 다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로부터 사용자

에 해당하는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기 로 인 크롤러

(crawler) 기능을 수행한다[3]. IoT 센서정보 수집 모듈

은 사용자가 착용 는 사용하고 있는 사물인터넷기기로

부터 실시간으로 센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모듈이고 

한, 소비자 패턴분석 기반마련을 한 정형, 비정형 데

이터 수집을 한 기능을 수행한다[4,5].

[Fig. 2] Integration platform component block diagram 

of pet personalized services

3.2.2 데이터 전처리기 설계
수집기로부터 입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미있는 데

이터를 분석하기 한 데이터 처리 모듈을 다음과 같

이 설계 한다. 데이터 정제 모듈은 입력된 데이터  일

부 결손된 데이터에 해 역상수(global constant), 속

성 평균값(attribute mean), 표본 값의 평균값 등을 용

하여 데이터를 복구한다. 데이터에 포함된 오류 는 잡

음이 포함된 경우 구간화, 단순 는 복합 회귀값, 군집화

를 용하여 데이터 정제한다. 데이터의 일 성 결여, 입

력자 오류 등을 확인하여 데이터 불일치를 정제 처리한

다. 데이터 통합 모듈은 다양한 출처로부터 입수된 데이

터들에 해 메타데이터, 상 성분석, 데이터 충돌 탐지 

등의 통합작업을 통해 데이터들을 결합한다.

데이터 축소 모듈은 불필요하거나 복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웨이블릿 변환 등의 신호처리기법 

는 PCA 등의 주성분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축소한다. 데이터 변환 모듈은 데이터의 불일치 제거를 

해 평활화(smoothing), 집계(aggregation), 일반화

(generalization), 정규화(normalization) 등을 용한다. 

데이터 변환을 해 정형화된 도구인 ETL(extraction / 

tranformation / loading)을 사용한다. 

3.2.3 데이터 분석기 설계
추출된 의미 데이터로부터 아이템의 연 성, 분류, 소

비자의 미래 행동 패턴 등을 측하여 개인화 서비스에 

제공하기 한 분석기를 설계 한다. 데이터 연 성 분석 

모듈(Association Rule)은 데이터가 내제하고 있는 상호 

연 성을 찾아내어 연 도를 측정한다. 데이터 분류 모

듈 (Classification)은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모듈

로써 분류규칙, 의사결정트리, 수학공식 등의 학습모델을 

선정하고, 감독학습(supervised learning) 는 무감독학

습(unsupervised learning)을 활용하여 측 정확도를 측

정한다[6].

측과 경향 분석 모듈(Forecast & Trend)은 입력된 

과거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의 

경향과 행동패턴을 측하는 모듈로서 설명변수

(explanatory variables)와 측변수(predicted variables) 

사이의 계를 악하여 사용자의 미래 행동을 측한다. 

데이터 군집화 모듈(Clustering)은 사용자를 세분화하거

나 아이템의 용도, 크기, 랜드, 맛 등에 따른 상품배합

을 세분화하기 한 모듈로써 분할 기법의 하나인 

k-means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분할을 수행한다[7,8,9].

3.2.4 데이터 관리기 설계
분석된 데이터의 결과, 메타데이터 는 분석을 한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등의 데이터  알고리즘 리기를 

설계한다[10,11]. 데이터 변환 모듈은 분석DB에 장되

어 있는 데이터  일부 수정이 필요하거나 외부로부터 

가 치의 용이 필요할 경우를 비한 데이터 변경 모

듈이고, 알고리즘 리 모듈은 데이터 분석기에서 사용

하고 있는 알고리즘의 변경을 리하는 모듈이다.    메

타 데이터 리 모듈은 분석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오류 정정  데이터 리를 한 모듈이다.

3.2.5 개인화 서비스 설계
분석된 소비자의 미래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개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개인화서비스이다. 사용

자별 아이템 추천 서비스는 쇼핑몰에서 사용자에게 필요

한 아이템을 자동으로 추천하여 노출시킬 수 있도록 사

용자와 연 성이 높은 아이템을 선별하여 쇼핑몰에 제공

하는 서비스이다. 사용자 행동 측 서비스는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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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의 행동패턴을 분석하여 활동지속 여부 는 

탈퇴 등의 험요소를 분석하여 쇼핑몰에 제공하는 서비

스이고, 분석정보 검색 서비스는 쇼핑몰에서 분석된 특

정 자료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색 서

비스이다[12,13].

계기  연계 서비스는 쇼핑몰 사용자에게 필요한 

계기 을 연계시켜 시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

록 쇼핑몰에 련 정보를 제공한다. 한 분석된 데이터

를 쇼핑몰 업체 는 유  기 들에게 제공하기 한 공

유 Open-API를 설계 한다[14].

3.3 반려동물 개인화서비스  설계

3.3.1 맞춤형 아이템 추천 서비스 제공
설계된 데이터 수집기를 활용하여 사물인터넷 기기를 

착용한 반려동물로부터 실시간으로 걸음 수 기록과 활동

량을 수집하고 평소 섭취하는 사료의 품종과 배 량을 

연계하여 활동량에 맞는 취득 칼로리 조정 등 반려동물

의 컨디션 조 이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이다[15]. 반려동

물의 섭취 칼로리를 리해주는데 주요 사료 메이커의 

칼로리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 품명과 배 량을 입력하면 

하루에 칼로리를 얼마나 섭취했는지 자동계산하고 걸음 

수 기록과 연동해 활동량에 맞는 취득 칼로리 조정 등 반

려동물의 컨디션 조 이 가능하다.

3.3.2 반려동물 양육지식 서비스 제공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반려동물의 양육지식, 생애주

기별 건강상태 등 정보를 달하는데 효과 인 콘텐츠를 

구성하여 개인에 특화된 반려동물의 양육 지식을 제공하

는 서비스이다.

3.3.2 동물병원 연계를 통한 의료 서비스 제공
반려동물 문가 는 수의사의 지식과 임상 경험을 

기 으로 사료  상품의 추천이 가능하도록 의료서비스

를 제공하고 동물병원과 연계하여 시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동물병원에 화상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소 트웨어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원

격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한다. 다음 그림 3 

은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알고리즘이다.

[Fig. 3] The Algorithm and service flow of pet personalized 

hospital link services

   

[Fig. 4] The data extract algorithm of propensity of interest

다음 그림 5는 재 구매 성향 데이터를 추출하는 알

고리즘이다. 

[Fig. 5] The data extract algorithm of purchasing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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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6은 아이템에 기반하여 필요한 상품을 추천

하는 알고리즘이다.

[Fig. 6] Item based recommendation Algorithms

다음 그림 7은  사용자와 그 그룹에 기반 하여 필요한 

상품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이다.

[Fig. 7] User/Group based recommendation Algorithms

4. 결론
반려동물이 착용하고 있는 다양한 IoT 기기로부터의 

센서정보, 쇼핑몰로부터의 고객의 구매 패턴정보, 소셜미

디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미들웨어와 개인화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집된 정보를 정제하고 분석  추론 

가능한 분석 알고리즘을 설계했다. 이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분석된 정보를 맞춤형 사료  의약품 제작 등의 동

물 건강 리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화서비스 수행을 

한 통합 랫폼을 설계 했다. 본 랫폼을 통해 반려동물

에게 맞춤형 사료제작  의약품제작 등의 개인화서비스

가 가능해지고 반려동물 삶의 주기  건강 리를 통해 

반려동물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반려동물에 한 

데이터 구축  분석을 통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 이 가

능해 졌다. 앞으로 반려동물 분석 정보를 다양한 산업에

서 활용 가능하도록 공유용 Open API 제작할 정이고 

설계된 개인화서비스를 한 통합 랫폼을 구 하여 그 

성능을 측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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