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doi.org/10.5392/JKCA.2017.17.08.463

애완견 모니터링 로봇 디자인 연구
A Study on Pet-monitoring Robot Design

정용진

청운 학교 융합기술경 학부

Yong-Jin Chung(simplegon@hanmail.net)

요약

최근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애완동물 련 시장이 지속 으로 성장

하고 있으며 애완동물 련 용품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애완동물시장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는 애

완견시장에는 다양한 애완견용품들이 존재하지만 애완견용품에 한 디자인가이드라인이 없어 사람의 

단에 의한 무분별한 애완견용품의 디자인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애완견용품  애완견

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심으로 애완견용품의 디자인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혼자 남아 있

는 애완견을 여행지 등 어떠한 곳에서도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신호 제어

가 가능한 먹이통을 통해 먹이를  수 있는 애완견 모니터링 로 이다.  

본 연구는 기존 IP Camera의 종류  기능을 악하고 애완견의 행태  애완견의 신체 특징을 반 하여 

애완견용 모니터링 제품으로써 필요한 최소한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다.  디자인 가이드를 

용한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제품 작동에 한 애완견의 행동을 찰하여 문제 을 악하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 상이 애견으로 다양한 애견의 만족도를 단하기 한 데이터 확보  연구기간의 한계가 

있었으며, 더 많은 데이터 확보를 해 향후 지속 인 찰과 문제  개선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중심어 :∣애완견 제품디자인∣애완견 모니터링 시스템∣로봇디자인∣모니터링 로봇∣사용자 중심디자인∣

Abstract

Recently, the number of pet-owning households drastically increased and many people took 

their pets as lifelong companion animals and look after them like their children. Pet business has 
continued to increase gradually and the need for pet supplies has increased, too. Though there 
are a variety of pet supplies in pet dog market which takes up many parts in the pet market, 

there is no design guideline on pet supplies. Thus, there are many wrong pet supplies design 
created by wrong idea of peopl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guideline on pet 
supplies design focusing on the pet-monitoring system among the various pet products. So, the 

pet-monitoring robot was designed to monitor pet simply using smartphone anywhere on the trip 
and feed by using bowl that control the signal. This study figured out types and function of 
existing IP camera, reflected the behavior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pets and suggested the 

design guideline which is minimum required as pet-monitoring products. Also, trial product for 
which design guide was applied was produced to observe the pet behavior and identify problems 
while operating trial product. However, there was limit in securing data and study period to 

examine the satisfaction of various pets since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dog and it’s required 
to conduct follow-up study by observing continuously and improving the problems in future to 
secure more data. 

■ keyword :∣Pets Product Design∣Pets Monitering System∣Robot Design∣Monitering Robot∣UCD (User 
Centere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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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1인 가구가 격히 늘어나고 있고, 2015년 기

으로 체가구의 27.1%에 해당하는 1364만 가구가 1인 

가구[1] 라는 조사가 있었다. 이러한 1인 가구 구성원의 

가장 큰 어려움이 심리  불안과 외로움으로 조사되었

다. 심리  불안과 외로움을 해결하기 해 많은 수의 

1인가정이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고, 애완동물  애완

견을 키우는 가구의 비 이 가장 높았다. 애완견은 반

려동물로 핵가족과 1인가구의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애완견을 키우는 세 수가 국내에만 1995년 

100만 가구, 2003년 220만 가구, 2014년엔 400~500만 가

구로 늘어났다[2]. 애완견 보유 가정의 양 성장으로 인

해 련 시장인 애완동물용품 시장도 격히 늘어나 

2020년에는 국내시장규모가 5조 8100억1)으로 늘어날 

것으로 망하고 있다. 하지만 애완견 용품 디자인에 

한 연구나 학문  고찰이 부족해 용품의 사용 상인 

애완견을 고려하지 못한 용품 디자인이 개발되고 있다. 

이에 사용 상인 애완견의 신체 구조와 크기, 감각기 , 

습성  행동을 고려한 애완견 용품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그 목 으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인터넷 자료조사, 찰을 

통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디자인 요소를 연구하 다. 

국내와 해외의 애완견 사육환경이 다른 과 사육 시 

선호 애완견의 크기가 다른 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는 국내를 심으로 애견별 신체 데이터, 가정내 활동 

환경, 애완견의 감각기 을 고려한 애완견 용품 디자인

에 해 연구하고자 하 다.

본 연구는 다양한 애완견 용품  최근 수요가 증

하고 있는 애완견 모니터링 시스템을 심으로 기존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을 해결하고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애완견 용품 디자인 요소를 용하

여 애완견 용품의 디자인 개발원칙을 제시하는 데 의의

1) 농 경제연구소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애완견의 신체  특성, 사육환경 등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고 이를 통해 시제품을 제작하여 테스트과정을 진행하

고 애완견의 반응을 찰하는 과정으로 본 연구를 검증

한다. 

3. 연구대상

연구의 상은 다양한 기술이 집약되어 있고 최근 구

매율이 늘고 있는 애완견 모니터링 제품을 상으로 하

다. 그 이유는 1인가구의 비율  20~30 의 비율이 

37.5%로 가장 높으며[3],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정

도 다른 1인 가구 연령층에 비해 높고 평균 근로시간 

한 9시간 30분[4]으로 가장 많아 사실상 애완견이 혼

자 있는 시간도 길기 때문이다.

애완견을 기르며 가장 힘든 부분에 한 설문도 

62.4%가 애완견을 혼자 두고 외출하기 힘들다고.2) 답

하 고, 실제로 이러한 가구에서 애완견의 분리불안에 

의한 스트 스로 아무런 곳에서 배변을 보거나 주인의 

물건을 물어뜯는 등의 불안 행 를 보 다.

이러한 해결책으로 돌  서비스(애완견 호텔)가 운  

되고 있지만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85.8%의 가구가 한

번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5], 안

으로 애완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매하는 애완견 사육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Ⅱ. 이론적 고찰 

1. 애완견

1.1 애완견의 생태기관 연구

애완견은 1만 5천년 이상 길러져 오면서 환경  요인

이나 기능  역할에 따라 외모와 행동이 구분되어져 왔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백 종의 다양한 견종으로 발

해 왔고 애완견은 형태 , 행동  특성에 있어서 지

구상의 어떤 포유동물보다 다양성을 보여 다. 애완견

2) 엠 인 트 드모니터 ’09년-12년’ 3,000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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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육식동물이며, 다른 육식 포유류처럼 근육질에 

로 연결된 를 가지고 있으며, 순발력과 지구력을 겸

비한 심장과 물고 쥐어뜯을 수 있는 이빨을 가지고 있

다. 각각의 감각기 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2 애완견의 감각기관 특성

① 시각

애완견의 감각기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 시

각이다. 애완견은 색을 구별하지 못하고 사물을 흑백으

로 본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지 않다. 부분

의 포유동물과 마찬가지로 개는 2색형 색각자

(Dichromats)이다. 사람의 경우에도 녹 색맹이 있는

데 개가 바로 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녹 색

맹이다. 애완견의 시각은 과거 사냥을 하던 습성에 의

해 진화하여 아직 까지 그러한 습성이 남아 있다. 시각

 섬세함은 떨어지는 반면 움직이는 사물에 한 분별

력은 고도로 발달해 있다.

애완견은 1.6Km떨어진 사람들  주인을 찾아낼 정

도로 멀리 떨어져있는 물체를 인지하는 시각은 발달해 

있다.  사람의 시야각이 180˚인데 반해 부분 긴 주

둥이를 가지는 견종은 270˚로 시야각이 훨씬 넓고 짧은 

주둥이와 큰 머리를 가진 견종은 부분 사람처럼 세

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림 1. 애완견과 인간의 컬러에 대한 시각인지 비교

② 청각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진동 범 는 20Hz에서 20,000Hz

이고, 애완견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 는 40Hz에

서 60,000Hz 이다. 이는 인간보다 3배 가량 멀리에 있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더욱이 애완견은 

소리가 나는 정확한 치를 찾을 수 있는 움직이는 귀

를 가지고 있다. 애완견의 귀는 여러 각도로 기울이거

나, 돌리거나, 세우거나 눕힐 수 있다. 애완견은 사람보

다 4배정도 더 잘 들을 수 있다.

③ 후각

사람의 두뇌가 시각령에 의해 지배받는다면 애완견

의 두뇌는 뇌피질의 후각령에 의해 지배 받는다. 애

완견의 경우 냄새입자를 감지하는 후각망울이 사람에 

비해 40배정도 크고 후각 수용체인 감각기 이 1억2천5

백만개 에서 2억2천만개 정도이다. 이수치는 사람에 비

해 1억배 낮은 농도의 냄새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6].

2. 영상 모니터링 제품

2.1 영상 모니터링 제품의 개념

상 모니터링 제품(Video Monitoring Product)이란 

상을 촬 하여 유, 무선을 통해 상 방이 인지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기의 

상 모니터링 시스템은 차로나 골목길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CCTV 카메라로 유선을 통해 상 신호 데이터를 

달하고 달된 상신호 데이터를 데이터 장 공간

에 장한 후 장 공간에 있는 상데이터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엇으나, 최근 스마트폰의 보 과 무선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인해 무선 IP카메라가 상 모니터링 시

스템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무선 IP카메라의 장

은 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한 상데이터 달로 인해 

카메라에서 상 데이터 장장치까지의 선 연결과 

같은 시공의 어려움이 없이 손쉬운 설치가 가능하고 데

이터의 장도 메모리 카드 는 클라우드 서버 등을 

이용하여 상 데이터에 손쉽게 근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2.2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의 요건

가정용 상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져야할 요건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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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이미지 기능

Samsung
Smart Cam
(보안용)

유,무선 인터넷 
천정,벽 설치
수동 팬&틸트
저장매체 M-SD카드
1920 ×1080 픽셀 
야간 적외선 촬영
마이크, 스피커내장

Belkin
NetCam
(보안용)

유,무선 인터넷 
천정,벽 설치
수동 팬&틸트
1280 ×720 픽셀
야간 적외선 촬영
마이크, 스피커내장

LG
U+홈 CCTV

맘카2
(보안용)

유,무선 인터넷 
탁상용 설치 
전동 팬&틸트
저장매체 M-SD카드
1024 ×768 픽셀
야간 적외선 촬영
마이크, 스피커내장

Varram
Appbot Riley

(다용도)

무선 인터넷 
이동용
전동 틸트
저장매체 M-SD카드
2560 ×1536 픽셀
야간 적외선 촬영
마이크, 스피커내장

거리 있는 피사체를 명확한 시각데이터로 촬 하는 역

할을 하는 기능  측면의 카메라 부 와 사용자가 직

으로 해당 데이터를 인지하는 심미  측면의 화면 

GUI로 나 어진다. 

표 1.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의 요건

구분 요건

기능적 측면

•가독성: 고해상도, 선명도
•외곡성: 외곡이 없는, 표준화각
•조작성: 화각, 이동  
•지속성: 전송속도, 계속, 연결 

심미적 측면

•신뢰감: 확실한, 믿음직한, 안전한
•편리함: 직관적인, 편안한
•쾌적함: 명료한, 깔끔한 

2.3 가정용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의 종류와 기능

많은 가정에서 Pet Camera의 용도로 가정용 상 모

니터링 제품을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능  설

치 환경도 유사하다. 가정용 상 모니터링 시스템은 

기능과 목 에 따라 크게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나 어

지고 그 내용은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가정용 영상 모니터링 제품의 종류와 기능

2.4 가정용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요소

상 모니터링 시스템은 카메라 모듈, 상 처리 보

드, 통신모듈, 상 데이터 장장치, 수신디바이스 등

으로 나  수 있는데 상 모니터링 시스템의 가장 

요한 디자인  요소는 카메라 모듈의 외형 디자인, 

래킷과의 연결부, 색상, 컬러조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상 모니터링 시스템의 내구성과 안정성을 결정하

는 구조 요소에는 소재, 형태, 질감이 있다. 한 제품

의 환경  치와 상황에 따라 용 할 수 있는 요소에

는 조명, 마감 등으로 구성된다. 

3. 애완견 용품 디자인

3.1 애완견 용품 디자인의 정의

인간의 디자인행 는 인류의 발생과 함께 시작되어 

생존을 한 도구를 제작하고 주거형태를 제작하는 일

로부터 출발하 으며 오늘날에는 인간의 본질문제에까

지도 한 향을 미치고 있다. 디자인이란[7] 인간을 

하여 디자이 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미지를 형태

를 가진 실체  모델링을 통하여 공통의 인식을 얻어 

하나의 결론으로 이끌어 가는 커뮤니 이션 활동이다. 

디자인은 일반 으로 어떠한 일정한 용도를 가진 것을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이 용도에 잘 맞고 가장 미 인 형

태를 지니도록 하는 것이다.   

애완견을 한 디자인은 “애완견용품 디자인

(Product Design for Dogs)”이란 용어로 정리할 수 있

으며, “애완견 용품 디자인은 애완견을 보살피는 인간

의 편의성과 애완견의 사용성을 한 디자인으로 애완

견의 본연의 욕구를 다루는 디자인을 통하여 애완견 용

품의 최 화된 디자인”이라 정의할 수 있다.

3.2 애완견 용품 디자인의 필요성

애완견 용품 디자인의 필요성은 애완견 용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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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극 화 하기 해 비롯한 편의성, 상호 작용성, 복

합성에 의한 애완견 용품의 증가와 선진국화로 인한 반

려동물의 동질의식의 증가, 애완견 용품에 한 소비자

의 욕구 증가, 인간 심 제품개발에서 애완견 심 제품

개발로의 환, 모방보다는 창조 심의 제품개발 과정

의 사회  변화에 효과 으로 처하기 해서 필요하다. 

   

3.3 애완견 용품 디자인의 범위

애완견 용품디자인(Pets Product Design)에는 애완

견의 상에 따라 ①제품의 크기 ②제품의 형태  ③소

음  냄새 ④컬러  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

① 제품의 크기

제품의 용도에 따라 제품의 크기를 설정하고 상 애

견의 입 크기를 고려하여 삼키거나 물어뜯는 행 를 고

려한 제품 크기설정이 필요하다.

② 제품의 형태 

제품의 용도에 따라 형태를 설정하고 애견이 물어뜯

어 작은 조각으로 불리 될 수 있거나 결합을 통해 분해

가 되는 형태는 분리된 작은 조각을 삼길 수 있어 피한

다. 날카로운 면이나, 각이하의 뾰족한 외형을 가진 

형태는 애견의 피부나 발에 상처를 입힐 수 있고 

③ 소음  냄새 

제품의 지속 인 소음 유발 (모터나 태엽) 는 무 

큰 소음(70 데시벨 이상)을 갑자기 발생시키는 것을 피

한다. 냄새에 민감하여 라스틱 제품에 흔히 묻을 수 

있는 윤활유, 천소재의 석유화합물, 방향제, 등의 인공 

방향용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 

④ 컬러  소재

제품의 컬러는 제품의 용도에 따라 애견이 인지하여

야 하는 인지성 제품은 란색의 명도, 비인지성 제

품은 흰색, 녹색,노란색, 빨간색 순으로 고명도 색상을 

사용하면 비인지성 제품의 컬러로 합하다. 소재의 경

우도 천으로 만든 소재와 표면의 부식이 생기거나 거

나 물어서 박리 될 수 있는 소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애완견 용품 디자인의 범 를 분석하여 디자인개발 

 각 범 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애완견 용품

에 합한 디자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기존의 제

품디자인 로세스에 련 범 의 요소를 용하여 사

용자인 애완견들의 편의성 확보와 고도화 되고 민감한 

감각기 의 고통을 이는 것이 필요하다. 

Ⅲ. 애완견 모니터링 카메라 연구 

1. 애완견 모니터링 카메라

1.1 애완견 모니터링 카메라 이용자 행태

애완동물 모니터링 카메라의 이용자 형태는 부분 

직장인과 같이 부재  애완견의 행태 찰과 사료 는 

물의 유무 확인, 음성을 통한 양방향 커뮤니 이션의 

기능사용이 부분이다. 부가 인 기능으로 방범용 카

메라의 용도 는 자제품의 작동상태 확인, 분실물의 

유무 등 원거리에서 집안의 상태를 악하는 행태를 보

인다.

1.2 애완견 모니터링 카메라의 문제점 분석 

애완견 모니터링 카메라의 문제 은 부분 특정

치에 설치되는 고정식 IP 카메라로 되어있다. 기존의 

보안용 제품과 장착, 고정하는 치가 벽면이나 천정으

로 동일하여 넓은 화각을 유지하는 반면 특정 사물을 

집 으로 찰하기엔 확 로 인한 이미지 화질 하

가 생긴다.  고정식 카메라의 평균 90˚ 정도의 화각을 

넘으면 사각지 가 발생하고 소  뒤나 기둥 뒤 애완견

의 집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나 장착된 해당 공간을 벗

어나면 상 모니터링이 어려운 문제도 발생한다. 

1.3 애완견 모니터링 시스템 비교 

재 시장에는 다양한 애완견 모니터링 카메라가 출

시되어 있으며 크게 범용제품과 용제품으로 나  수 

있으며, 범용 제품의 경우 기존 보안용 IP카메라와 기

능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시 에 출시된 애완

견 용 모니터링 시스템은 크게 3가지로 나 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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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벽면 설치식, 바닥설치 식기 일체식, 애완견 

장착식이다. 용제품의 경우 Pet Camera라고 매되

는데 벽면 부착 치를 애완견의 높이에 설치하고 먹

이를 소량 식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연계하는 제품이 

선호된다. PetChatz의 경우 양방향으로 모니터링 기능

과 반려자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후면 부에 먹이

통을 설치하여 원거리에서 먹이주기 기능구 을 한 제

품도 있다.

고정식으로 각각의 공간마다 영상 
모니터링 카메라가 여러 대 필요

설치장소가 벽면이나 천정으로 대상물의 영상 확대 시 화질 저하 
및 가구 등에 물체 뒤에 있는 경우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발생

그림 2. 문제점 분석

벽면 설치식

 

기능

평균해상도 SD급(740×480) 이상
Wi-Fi 통신 

화각 평균 90˚ 펜& 틸팅 없음 
AC전원

그림 3. Pet Camera 제품 분석 (벽면 설치식)

모니터링 카메라와 바닥 설치 식기 일체식 제품으

로 기존의 애완견 상 모니터링 카메라들이 천정이나, 

벽면상부에 설치되어 애완견을 집 으로 찰하기 

힘들고 방범용 IP카메라의 범용기능 제품에서 애완견 

용 모니터링 제품으로 찰자의 니즈(Need)를 충족

시키는 제품이다. 하지만 설치 치를 실내공간의 상부

에서 애완견의 높이인 바닥 설치 식기로 이동하여 

애완견이 식을 하는 시 과 바닥 설치 식기가 놓여 

진 공간을 벗어나 애완견이 다른 공간으로 이동 하 을 

때의 모니터링 방법에 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

다. 시장에 출시 인 바닥 설치 식기 일체식 모니터

링 제품은 다음 [그림 4]과 같다. 

바닥 설치 식기 일체식

기능

평균해상도 HD급(1280×720) 
Wi-Fi 통신 

화각 평균 140˚ 대부분 펜& 틸팅 없음 
AC전원

그림 4. Pet Camera 제품 분석 (바닥 설치식)

모니터링 카메라를 목 에 연결한 방식으로 기존의 

애완견 상 모니터링 카메라들 AC 원공 을 통해 

작동되는 것에 반해 소형의 장착씩 카메라는 배터리를 

통한 원공 방식으로 원의 확보를 한 충 의 불

편함이 존재하며, 목 에 장착되는 특성상 크기와 무게

로 인해 형 애완견을 제외한 . 소형 애완견의 경우 

불편함이 있다. 1인칭 시 의 모니터링으로 애완견의 

입장에서 화면이 보여지며 애완견의 상태 확인이나 

식과 같은 추가 기능 구  보다는 애견의 치 확인이

나 활동경로 확인용으로 사용되어 진다. 시장에 출시

인 장착식 모니터링 제품은 다음 [그림 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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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장착식 (목 형식)

   

기능

평균해상도 SD급(640×480)
M-SD카드 저장

1,5,15분 자동촬영 기능
리튬이온 100mAh 배터리 

그림 5. Pet Camera 제품 분석 (애완견 장착식)

2. 애완견 모니터링 제품의 구성 요소 분석

애완견 모니터링 제품은 설치 환경 에 따른 구조  

요소와 형태  크기에 따른 조형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애완견 모니터링 제품은 환경  요소, 조형  요

소, 심리  요소 등으로 나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애완동물 용품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는 애완견 모니터

링 로 의 연구인만큼 포 인 에서 요소들을 추

출하여 그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 다. 

표 3. 애완견 모니터링 제품의 항목별 구성요소

항 목 방 식 구성 요소

환경적
설치위치
및 방식

애완견의 크기와 화각을 고려한 제품
의 설치방향. 영상 촬영을 위한 카메
라 위치 설정을 위해. 이동식 추천 

조형적
제품크기 및 

형태

제품의 크기는 국내 가정에서 가장 
많이 기르고 있는 중.소형견을 기준
으로 설정하고 애완견이 입 크기를 
고려한 크기설정과 물어 띁기 힘든 
원형 

심리적
CMF 

및 기타

애완견이 인지하기 쉬운 어두운 계열
의 색상을 베이스로 사용 적색과녹색
의 사용을 자제하며, 소음과 냄새를 
고려한 마감처리 필요

 

3. 애완용품디자인 기반 모니터링 로봇 제안

3.1 애완견 모니터링 로봇 개발 원칙         

애완견 모니터링 로 은 모니터링을 사용하는 사람

과 모니터링의 상자인 애완견의 사용 편의성을 원칙

으로 다음과 같이 개발되어야 한다.

1. 애완견의 동물  본능과 신체구조 감각 등이 반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형태, 색상, 소재, 

크기, 질감, 소음 등)   

2. 애완견의 모니터링이 용의한 치에서 작동되어져

야 하고 행동, 습  등을 고려한다. ( 치, 장소, 주야

간 모니터링, 침과 같은 타액에 의한 방수, 충격 등) 

3.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게  제공한다. ( 상, 음성

송, 음성재생, 움직임, 조명 깜박임 등)

4. 다양한 디지털 기술(IOT,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

여 상 모니터링  로  제어를 제공해야 한다. 

(펜, 틸 , 후좌우 로 의 이동 등)

3.2 애완견 모니터링 로봇 디자인

앞서 분석한 애완견 모니터링 시스템의 분석을 토

로 애완견 용품 디자인 요소가 심이 되고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애완견 모니터링 로  디자인을 한 

시스템 구성과 기능구 을 진행하 다.

애완견의 활동 역  선호 공간은 주로 거실

(71%)[8]로 조사되어 주 사용 공간을 거실로 설정하

으며, 제품의 크기는 애완견으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소형  형견에 최 화된 제품크기로 설정하 고, 만

약의 경우 제품을 입으로 물어 올리는 행 를 비하여 

애완견의 입 크기를 고려한 두께로 설정하 다.

그림 6. 애완견 모니터링 로봇시스템 구성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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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통신을 통한 상 송수신 방식과 2개의 모터

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동작 알고리즘을 구성하 다

[9]. 

그림 7. 애완견 모니터링 로봇 크기 설정

3.3 제품 테스트 및 관찰

선행 연구된 애완견 모니터링 로 의 시제품을 활용

하여 제품의 기능성 테스트와 애견들의 심도, 사용성

등의 찰을 진행하 다. 기 실험은 시제품의 성능을 

테스트하 으며 App을 통한 조작성, 구동성  촬 이

미지의 품질, 화각 등에 한 테스트를 진행 하 다.

표 4. 애완견 모니터링 제품의 테스트 항목 및 결과

항   목 결   과

기능성
카메라 시각을  유동적으로 제어 할 수 있
어 애완견 관찰에 용이함. 

관심도(애완견) 초기 관심도 높음 점차 익숙해짐. 

사용성 직관적인 조작을 통한 편리함.

조작성 App을 통한 제어, 초당 15fps 영상전송 

구동성 360° 회전, 속도 0.5m/s 등판능력 15°

촬영 이미지품질 1280*720 

촬영 화각 상하 90° 좌우120°

제품테스트 이후 다양한 견종이 모여 있는 애견카페

를 테스트 베드로 선정하여 애견의 반응을 조사하 고, 

반 제품의 움직임에 반응하여 심을 보 으나, 제품

이 구동 되는 것에 놀라 물러났다 돌아오기를 반복하

으나, 이내 응하여 일상행동에 향을 주지는 않았다. 

기 상했던 제품을 물거나 건드리는 행 는 발견되

지 않았다. 찰을 통해 개선   추가연구 내용 도출

을 계획하고 지속 인 연구를 진행 이다.

 

그림 8. 애완견 모니터링 로봇 테스트 및 관찰

그림 9. 애완견 모니터링 로봇 촬영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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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애완견 용품 시장은 지 까지 지속 으로 발 해왔

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애완견 용품이 새로 개발될 것

이다. 애완견의 반려동물 문화는 국민소득 1만 달러를 

시작으로 2만 달러에는 반려동물 문화가 발 하고 3만 

달러에는 동물의 인격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10]. 이

게 애완견을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며 보살피는 인

구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애완견 용품에 한 니즈

(Need)가 생겨날 것이고 애완견 용품의 디자인에 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본 연구는 애완견 모니터링 로 디자인개발 사례로 

애완견 모니터링 제품에 한 문제 을 악하고 분석

하 으며 이를 통하여 애완견 용품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 로  시스템의 개발범 와 애완견 용품 디

자인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다. 연구 상이 많지 않아 

객 성을 확보하기에는 연구의 한계 이 분명히 있지

만 애완견 모니터링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근방식

과 사람을 한 제품 디자인과 애완견 용품 디자인 에 

한 차이 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하여 애완견 모니터링 제품 개발에 

필요한 것이 일반 인 제품디자인 방법론이 아니라 애

완견의 습성 등을 고려한 애완견 디자인 기반의 애완견 

심 디자인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무엇보다 체계 인 학문  고찰을 통해 애완견  용품디

자인의 가이드 확립은 사용자 심(UCD : User 

Centered Design)으로 개발되어 져야 하며, 이를 통해 

애완견들의 삶의 질 개선  반려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그리고 제 로 개발

된 애완견 용품 디자인은 단기간의 용으로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라 지속 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의식 개선과 애완견들의 지속

 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발 된 연구를 통하여 애완견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 인 사용 상 디자인 기반의 애완견 용품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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