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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네트워크 기반의 원격제어 애완견관리시스템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Remote Controlled Pet Management System

Based on Home Network
권순량

동명대학교 전자공학과

Soon-Ryang Kwon(srkwon@tu.ac.kr)
 요약

본 논문은 집안에 주인의 부재 시 원격지에서 모바일 단말기 또는 PC와 같은 클라이언트를 통해 자신의

집에 있는 애완견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애완견관리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이 시

스템을 통해 애완견의 상태를 관찰하거나, 애완견에게 먹이를 주거나, 온/습도 감지, 환풍기 및 전등 작동

등을 통해 애완견의 쾌적한 환경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애완견의 짖는 소리를 감지하여 주인에

게 SMS 문자를 보내는 등의 일련의 모니터링 및 제어 기능을 통해 애완견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중심어 :∣애완견 관리∣무선원격 제어시스템∣홈 네트워크∣

Abstract
This paper is to propose design and implementation methods of a pet dog management system

that can effectively manage the pet dog in home through client such as a mobile terminal or

a PC from remote location, in the absence of the owner in the house. Through this system, we

can manage the dog efficiently via a series of monitoring and control functionalities of the dog

such as observing of the dog's status, or feeding the dog, or taking the necessary measures on

maintaining a healthy environment such as temperature/humidity sensing and turn on/off fans

and lights, or sending SMS text to the owner from detection of the barking of the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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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핵가족화와 독립적인 주거 활동의 생활방식 등

의 사회적 변화로 인해 가족의 구성원 수가 줄어들고

인간적 공허함은 증가되고 있다. 심리적 공허함을 채우

고자 애완견과 같은 애완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

며 사랑으로 기르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만큼

애완견 관련 산업도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다.

애완견을 기르고자 할 때는 많은 정성과 노력이 요구

되지만 돌볼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여, 애완견을 관리하

는데 있어 큰 어려움이 따른다. 애완견을 기르는 가구

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은 가구 구성원의 활발

한 사회활동이나 여행 등으로 인해 집을 비울 경우의

애완견 관리이다. 이 경우 애완견을 동물병원에 맡기거

나 이웃이나 친지에 부탁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이

러한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간과 애완견 모두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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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겪게 되고, 심지어 애완견이 버려지기도 하여 사회

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집을 비울 경우 발생하는 애완견 관리의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서 관련 기술과 장치들이 연구 및 개발되고

있다.

애완견 관리와 관련되어 출시된 제품으로 자동급식

기가 있으나 외출할 때마다 타이머를 설정해두어야 하

는 불편과 타이머 시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1].

종래의 논문으로 제안된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

한 무선관리 시스템은 센서동작에 의한 자동 작동으로

주인의 의지를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2].

이처럼 집을 비울 경우 발생하는 애완견 관리의 문제

점을 해결하고 나아가 방범 및 방화 기능까지도 충족시

킬 수 있는 애완견관리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단말기나 PC를 이용하여 장기

간 집을 비울 경우에도 원격에서 애완견을 관리하고 애

완견의 짖는 소리를 이용하여 방범 및 방화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는 애완견관리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의 서론에 이어 2

장에서는 관련 연구에 대해 알아본다. 3장에서는 구현

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애완견관리시스템의 구조도와 시스템을 구

성하는 요소장치간의 제어절차를 설계한다. 4장에서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5장에서는 구현된 시스템을 시험하

고 기존 시스템과 장단점을 비교분석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II. 관련 연구
애완견 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에 출시된 제품으로서

는 타이머를 이용한 자동급식기가 있고, 진행된 연구로

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애완견관리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애완견 관리를 위한 기반 시스템이 되는

홈 네트워크 관련 연구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

다.

1. 타이머를 이용한 자동급식기
현재 일반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

다. 4개～ 6개칸으로 나누어진급식기의빈공간에 먹

이를 채워넣고 타이머 동작에 따라뚜껑이 회전하면서

먹이를 공급한다[1]. 이 제품은 열대어 먹이 공급 장치

를응용한 것으로 원하지않아도 자동으로 작동하거나,

매번 외출할 때마다 타이머를 설정해두어야 하는 불편

함이 따르고, 최대 4~6회 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에는 해결책이 될 수 없

다.

2.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방식
현재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논문으로 제안된 기술

로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무선 관리 시스템이

있다[2].

이 시스템에서의 먹이 공급 방식은 먹이 공급기 부근

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가 애완견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먹이 공급기 근처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먹이가배출

되는 방식이다.

이 기술은 애완견이 먹이 공급기기 근처로 반드시 가

야만 하는 제약 조건이 따른다. 또한 무조건적인 센서

감지에 의해 자동적으로 동작하므로 주인의 의지를 반

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3. 홈 네트워크 시스템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홈에존재

하는각종 제어 기기들을 제어하는 제어 기능과 CCTV,

웹카메라, 각종 센서를 활용한 모니터링 기능과 관련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3-7]. 따라서 애완견 관리

에초점을맞춘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못하는 문제

점이 있다.

III. 시스템 설계
1. 기능 요구사항

관련 연구에서 살펴본 기존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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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구현하고자 하는 애완견관리시스템은 주

인이 외부에 있거나 집안에 있거나에 상관없이 언제 어

디에서든자유로이 애완견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과 애

완견의 짖는 소리를 감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

도록 하는 기능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애완견관리시스템은

모바일 단말기 또는 PC와 같은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원격에서 홈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집안에 있는 애완견

을 관찰하는 모니터링 기능과 먹이를 주기위해 먹이 공

급 밸브를 동작시키거나 배변, 배뇨 등에 의한 혼탁한

실내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환풍기를 작동시키거나 야

간에 애완견의 심적 안정 도모와 관찰용으로 조명을밝

힐수 있도록하는 제어 기능이 요구된다. 그리고 화재

발생 및 외부인의 무단침입 시 애완견의 짖는 소리를

감지하여[8][9] 주인의 모바일 단말기로 SMS 문자를

보내 주인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할 수 있는 방범

및 화재 예방 기능이 요구된다[10][11].

애완견관리시스템의 제어 기능은 원격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원격제어 기능뿐만 아니라 센서가읽어 들

인 기준값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어될수 있도록하는

자동제어 기능 또한 요구된다. 이때 센서 기준값은 사

용자의 요구에 따라달라질수 있으므로 가변되도록설

정할 수 있다.

이상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기능 요구사항은 [표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

다.

표 1. 애완견관리시스템의 기능 요구사항
기능 기능 요구사항

웹 카메라 실내를 모니터링하여 애완견의 상태나 낯선 이의 침입, 실내 
재해 등의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

먹이 공급 홈 네트워킹 기술을 이용하여 주인이 원할 때 애완견에게 먹
이를 공급할 수 있다.

온/습도 조
절

온/습도 센서를 이용하여 실내의 온/습도를 측정한 후 적정 
온/습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통풍
웹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내의 배설물을 확인했을 경우, 온/습
도 센서를 통해 기준치를 벗어날 경우 공기의 순환을 위해 환
풍기를 동작시킨다.

불빛 밤이 되었거나 실내가 어두울 경우 전등을 동작시킨다.
방범
및 방화

음성 센서를 이용하여 애완견이 짖었을 경우 주인에게 SMS
로 이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표 1]의 기능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기능을 정의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애완견관리시스템의 기능 정의
기능 적용 대상

주인측 요구에 의한 제어 먹이공급기, 환풍기, 전등
주인측 요구에 의한 모니터링 웹카메라
애완견측 요구에 의한 제어 SMS
온/습도 센서 감지에 의한 자동제어 환풍기
온/습도 상태 정보 표시 클라이언트, AVR 임베디드 보드제어기기 동작상태 정보 표시

2. 시스템 구조 설계
본 논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클라이언

트를 이용하여 원격지에서 홈 네트워크에 접근하여 애

완견 관리장치를 동작시켜야 한다. 구현하고자 하는홈

네트워크 기반의 애완견관리시스템의 전체 구조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홈 네트워크 기반 애완

견관리시스템은 클라이언트와 홈 네트워크로 구성된

다. 클라이언트는 무선랜 또는 이동통신망과 연결되는

모바일 단말기와 인터넷에 연결되는 PC가 될 수 있다.

그림 1. 홈 네트워크 기반 애완견관리시스템의 구조도

홈네트워크는 또다시홈네트워크를 제어하는홈서

버와 PLC(Power Line Communication) 망을 통해 연

결되어 애완견 관리장치를 제어하는 AVR 임베디드보

드, 그리고 애완견 관리장치로 구성된다. 애완견 관리장

치는 음성센서, 온/습도 센서로 구성되는 입력센서, 환

풍기, 전등, 먹이공급기 등으로 구성되는 제어기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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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웹 카메라로 또다시 구성된다.

3. 제어 절차 설계
홈네트워크 기반의 애완견 관리 시스템을 통해 애완

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제어절차는 애

완견 주인이 클라이언트를 통해먼저 요청하는 절차인

‘주인측 요구에 의한 제어 및 모니터링 절차’와 애완견

의 짖는 소리에 의해 요청되는 ‘애완견측 요구에 의한

제어 절차’, 그리고 ‘온/습도 센서 감지에 의한 환풍기

자동제어 절차‘로 나눌 수 있다.

[그림 2]는 주인측 요구에 의한 제어 및 모니터링 절

차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는 무선랜/

이동통신망및 인터넷을 통해홈서버에접속하여 사용

자 인증을 요청하면 정상적인 경우 사용자 인증 수락을

받게 된다. 수락된 사용자가 사용자 명령 수행을 요청

하면 홈 서버는 모니터링 모드인지, 제어 모드인지를

확인한다.

확인결과 모니터링 모드일 경우에는홈서버가웹카

메라 동작을 웹 카메라에게 요청하면 웹 카메라는 홈

서버에게 웹 카메라 동작 결과를 보고한다.

그림 2. 주인측 요구에 의한 제어 및 모니터링 절차

제어 모드일 경우에는 홈 서버가 AVR 임베디드 보

드로 제어기기 제어를 요청하면 해당 제어기기를 동작

하기 위한 신호를 발생시킨 후 AVR 임베디드 보드는

홈 서버로 제어 결과를 보고한다. 제어기기에 대한 장

치 제어 요청시에는 제어기기에 대한 정보(환풍기와 전

등의 ON/OFF, 먹이공급기 OPEN/CLOSE 등)가 포함

된다.

제어 모드 또는 모니터링 모드 수행이 완료되면 홈

서버는 사용자 명령 수행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보고

한다.

[그림 3]은 애완견측 요구에 의한 제어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애완견측 요구에 의한 제어 절차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애완견이 외부로부터

낯선 이의 침입이 있거나 화재나 가스누출 등 집 안의

위급 상황을 인식하여 짖게 되면, 음성 센서는 애완견

의 짖는 소리를 감지한다. 홈 서버는 음성센서로부터

감지된 신호를 통해, 사전에 프로그램에 의해 미리 설

정된 주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음성 신호 감지

SMS 문자를 주인의 모바일 단말기로 보낸다.

[그림 4]는 ‘온/습도 센서 감지에 의한 환풍기 자동제

어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온/습도 센서 감지에 의한 환풍기 자동제어 절차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창을 통한 복사열 등으

로 인해 실내 온도 및 습도가미리 정해놓은 기준값을

벗어나면 온/습도센서를 통해 이를 감지하여 환풍기를

자동으로 동작시키고 기준값범위 내에 도달하면 정지

시킨다.

IV. 시스템 구현
1.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는 PC 또는 모바일 단말기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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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는 인터넷을 통해홈서버와접속되며 노우트북이

될수도 있다. 모바일 단말기로는홈서버와 3G이동통

신망또는 무선랜을 통해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으나 구현 및 실험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모바일 단말기 에뮬레이터를 이용하였다.

클라이언트 PC를 이용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을 위

한 GUI(Graphic User Interface) 화면은 [그림 5]와 같

이좌측에는 원격제어용 화면, 우측에는 모니터링 화면

이 나오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5. 클라이언트 PC 상의 원격 제어 및 모니터링을 위한 
GUI 화면

우측 화면에 웹 카메라의 IP와 사용자 인증을 물어

보는 창이 나오는데, 인증이 끝나게 되면 우측 화면에

웹 카메라로 촬영한 실시간 영상이 나타난다.

좌측 화면상의 ‘Get Commend‘ 영역에표시된 정보를

통해 애완견이 있는 주변환경의 온도 및 습도 값을 알

수 있다. 또한 ’Complex Command‘ 영역에표시된 제어

기기의 동작요구를 통해 먹이공급기의밸브, 환풍기, 전

등을 제어할 수 있다.

구현된 모바일 단말기 에뮬레이터상의 센서 데이터

및 현재 기기상태의 모니터링 및 기기제어를 위한 GUI

화면은 [그림 5]의 좌측화면과 동일하다.

또 다른 모바일 단말기에서의 기능으로 웹 카메라를

통한 영상 모니터링 기능이 있다. 영상 모니터링 기능

을 위해웹카메라를 인터넷또는홈서버에 연결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이 제공되는 모든 공간에서 영상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그림 6]은 모바일 단말기 에뮬레이터에서 시험대상

애완견의 모니터링 영상을 보여주는 화면이다.

그림 6.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한 영상 모니터링 화면

2. 홈 서버
홈서버는임베디드보드형태 또는 PC로 구현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3.0GHz CPU를 탑재한 Pentium

4 PC 환경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홈 서버는 AVR 임베디드 보드와 전력선 시리얼 변

환 보드를 통해 PLC 로 접속된다. 클라이언트의 요구

에 의해 제어기기를 제어하거나웹카메라를 통해 모니

터링 할 수 있게 하며[4], 실시간으로 센서 데이터를 감

지하여 정해놓은 기준값과의 비교를 통해 제어기기를

자동으로 제어하기도 한다.

3. AVR 임베디드 보드
[그림 7]은 AVR 임베디드 보드를 나타낸 것이며 규

격은 [표 3]과 같다.

그림 7. AVR 임베디드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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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AVR 임베디드 보드 규격
항목 규격

CPU Atmega128-16AI(16MHz)
ROM CPU에 내장된 128KB의 플래시 메모리
RAM 62256(32 KB)

I/O

(1) 2개의 RS-232C직렬포트
(2) 4개의 고정 LED/키입력 스위치 
(3) 8개의 사용자 핀 설정, LED/키 입력 스위치
(4) +5V용 부져
(5) ADC 입력 8포트
(6) 외부 SSR 출력 2포트
(7) 온도/습도센서, 음성센서용 입력 2포트
(8) 외부신호 입력 1포트 (12V 신호 입력용)
(9) 먹이공급기용 밸브 전용 출력 1포트(12V 신호출력용)
(10) RS-485 입력/출력 포트
(11) 16*2 TEXT LCD 출력
(12) 외부 전원 출력 포트(+12V, +5V)
(13) PORTB 외부출력 8포트
(14) TWI 직렬통신 포트

4. PLC 통신용 전력선 시리얼 변환 보드

그림 8. 전력선 시리얼 변환 보드

[그림 8]은 PLC 통신을 위한 전력선 시리얼 변환 보

드를 나타낸 것이며 규격은 [표 4]와 같으며 프로그램

컴파일러, 프로그램언어, 바인딩툴은 애쉴론(Echelon)

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표 4. 전력선 시리얼 변환 보드 규격
항 목 규 격

CPU PL3120-E4T10, 10 MHz
ROM CPU에 내장된 EEPROM 4KB, ROM 24KB
RAM CPU에 내장된 RAM 2KB
시리얼통신 속도 4,800bps
전원 AC220V 입력, 내부전원(+5V, +12V)
컴파일러 Node Builder
프로그램 언어 Neuron C
바인딩 툴 Echelon사의 LonMaker S/W

5. 웹 카메라
클라이언트는 원격지에서 가정에 설치된 웹 카메라

를 통해 내부 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웹 카메라(모델명: MNC-V100)를 망에 연결하는 방

법은 별도의 IP를 할당하여 인터넷에 직접 연결하거나

IP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인터넷과 연결된 홈 서버에

연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6. 제어기기
온/습도 센서 1개, 음성 센서 1개로 입력센서를 구성

하였고, 제어기기로는 먹이공급기용 전동밸브 1개, 환

풍기 1개, 전등 1개로 구성하였다.

먹이공급기는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전동밸브를 열

고닫는 동작을 통해 먹이 공급이 가능하므로 전동밸브

장치로 대체하였다.

V. 시험 및 결과 비교
1. 시험 항목

구현된 기능을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험항목

을 설정하였다.

가. 주인측 요구에 의한 제어 기능
본 시험은 클라이언트를 통해 이루어지며 클라이언

트인 모바일 단말기 에뮬레이터와 PC에 시험항목이 동

일하게 적용된다. 전체제어기기에 대해 여러 조합별로

시험항목을 설정할 수 있으나 데이트 비트에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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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기가 한 번에 동작되는 구조로 시스템이 설계되

어 있어 다음과 같이 한 번에 시험이 이루어지도록 하

였다.

l 전체 제어기기(먹이공급기, 환풍기, 전등) 동작

개시 요구에 의한 제어 기능

l 전체제어기기 동작중지 요구에 의한 제어 기능

나. 주인측 요구에 의한 모니터링 기능
본 시험 또한 클라이언트인 모바일 단말기 에뮬레이

터와 PC에 다음과 같은 시험항목이 동일하게 적용된

다.

l 영상 모니터링 기능

다. 온/습도 센서 감지에 의한 자동제어 기능
l 온/습도 센서 감지에 의한 환풍기 자동제어 기능

라. 상태정보 표시 기능
l 온/습도 상태 정보 표시 기능

l 제어기기 동작상태 정보 표시 기능

2. 시험 결과
모바일 단말기 에뮬레이터와 PC 상에서 주인측 요구

에 의한 제어 기능 시험 수행결과 전체 제어기기 동작

개시 요구에 대해 먹이공급기밸브가 OPEN, 환풍기가

ON, 전등이 ON 상태로 정상 동작됨을 확인하였다. 그

리고 동작 중지 요구에 대해 먹이공급기 밸브가

CLOSE, 환풍기가 OFF, 전등이 OFF상태로 정상 동작

함을확인하였다. 모니터링 기능 시험또한 정상적으로

수행됨을 확인하였다.

온/습도 센서 감지에 의한 환풍기 자동제어 기능 시

험은 현재 시점에서의 온/습도 값에 약간 못 미치도록

기준 값을 설정한 후, 히터와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현

재의 온/습도값이 기준값에 도달하도록유도한후기

능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결과 정상 동작됨을 확인하

였다.

제어기기 동작상태 정보 표시 기능과 온/습도 상태

정보표시 기능은 주인측 요구에 의한 제어 기능중전

체제어기기 동작 개시 및 동작중지 요청시에 수행되

는데, 시험결과 상태가 정상적으로표시됨을확인하였

다.

3. 검토 및 분석
애완견 먹이공급기는 본 실험에서는 별도 제작하지

않고 전동밸브의 개폐로 대체하였다. 먹이량은 전동밸

브가 열려 있는 시간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았다. 실제

구현 시에는 전동밸브를 여닫는 동작시간을 가변할 수

있도록 하여 먹이 공급량을 조절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온/습도 센서에 의한 환풍기 제어 기능은 장기간 주

인이 집을 비울 경우 애완견의 배변, 배뇨등으로 인해

혼탁해진공기 정화와 햇빛에 의한복사열로 인해 집

안의 온도가너무올라가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그

러나 환풍기는 배변, 배뇨 등으로 인한 공기의 혼탁함

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더위와 추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못하므로 필요시 히터 또는 에

어컨을 환풍기와 함께가동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온/습도 센서가배변 여부를 감지하

는 센서가될수 없으므로 이를 감지해낼수 있는 애완

견의 대소변 처리장치 개발과 이를 본 시스템과 연계하

는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

4. 타 시스템과 장단점 비교
관련연구에서 제시된 두 가지 기존시스템과 본 논문

을 통해 구현된 시스템의 장단점을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타이머를 이용한 자동급식기 제품은 단순한 구성으

로 조작이 간편하고 5만원 ~ 10만원대의낮은 가격이라

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 횟수가 제한적이고 먹이의 양

조절이 어렵고 애완견 환경제어가 불가하고 애완견을

원격 관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시스템은 조작이 불필

요하며 애완견이 먹이를 원할 때마다 먹이 공급이 가능

하지만 시스템 구축비용이 높고 먹이 배출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도 먹이가 공급될수 있으며 애완견을 원격

관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상의 두 가지 제품에 비해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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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관리시스템은 주인이 원하는 시각에 언제 어디

에서나 애완견 관찰이 가능하고 관찰하면서 먹이공급

과 주변 환경 제어가 가능하다. 화재, 외부인 무단침입

시에는 애완견의 짖는 소리를 통해 문자메시지를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VI. 결 론
최근 소득 수준 향상과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애완견

을 집에서 기르는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바쁜 일

상생활과 가정 내에 애완견을 돌볼 사람이 부족하여 애

완견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인이 집에

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언제라도 애완견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애완견관리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방법

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요구사

항과 구조도를 제시하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치간의

제어절차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설계된 내용을 바탕으

로 시스템을 구현하고, 구현된 시스템을 시험하고 기존

시스템과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

에서 제시한 애완견관리시스템이 기존 시스템에 비해

어떠한 점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과제로는 구현된 기능을 기존의 상용홈네트워

크 서비스와 연계하는 것과 본 시스템과 연계되는 대소

변 장치 개발을 통해 애완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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