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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o develop a Bluetooth Health Device Profile (HDP)-based smartphone 

system to utilize it for early detection of urinary tracts diseases that occur a lot in cats. Therefore, 

based on Bluetooth HDP, we developed a device and mobile application system (Mycatner®) that can 

monitor cat activity, toilet usage, urinary disease, and health status, and evaluated its availability to 

monitor cat health status. The specific feature of this system is that it can measure the number of cat 

urination frequencies to identify abnormal conditions suspected of urinary tract diseases early, and 

second, it can be tested with urine test paper and shared with animal hospitals, reducing time and cost. 

As a result, it is evaluated that the developed device capable of wireless monitoring the urinary system 

health status of cats is the first in our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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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에서는 블루투스 건강기기 프로파일(HDP) 기반 스마트폰 시스템을 개발하여 고양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비뇨기계 질환의 조기 발견에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블루투스 

HDP를 기반으로 소변검사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고양이 활동, 화장실 사용, 요로 질환 및 건강 상

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스템(Mycatner®)을 개발하였고 고양이의 

건강 상태 모니터링에 활용 가능함을 평가하였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첫째, 고양이 배뇨 횟수를 측

정하여 요로계 질병이 의심되는 비정상 상태를 조기에 감별할 수 있고, 둘째, 소변 검사지로 미리 검

사하여 동물병원과 공유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셋째, 이 기술을 당뇨병 등 다른 

다양한 고양이 질환에 응용 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로써 고양이의 비뇨기 건강 상태를 무선

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는 우리의 식견으로는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제어: 고양이 건강 모니터링, 사물 인터넷, 비뇨기 질환, 활동성, 화장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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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사람에

서는 이미 IT 기술과 의료서비스가 접목되면서 환자들의 

원격 진료가 가능한 기술의 접목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고양이는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큰 스트레스의 

하나이고, 진료를 위한 보정이나 시료 채취가 매우 어렵다. 

이에 자신의 영역인 집에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

스템이 개발된다면 고양이와 주인에게는 시간과 비용을 절

감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고성능 스마트폰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별도의 기기 없이도 건강 상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 application) 형태

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도 충분한 배경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양이에 간단한 장치와 주인의 스마트폰을 이

용하여 동물병원과 공유되는 고양이건강 상태를 효과적으

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Cat Characteristics

고양이의 먼 조상은 주로 사막에서 생활하였다고 추정

하며 이와 관련하여 고양이는 음수량이 적어서 소변량이 

많지 않으며 특히 체중의 20%까지도 체액을 손실하더라

도 수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소변에 노폐물이 더 농축되는 태생적인 습성이 있다[2]. 이

러한 특성으로 고양이는 요로계 질환의 발생비율이 높다. 

고양이의 생식기를 비롯한, 요관, 방광 및 요도 등에서 발

생하는 질환을 고양이 하부 요로계 질환(FLUTD: Feline 

lower urinary tract disease)으로 명명하여 이 질환을 

조기에 모니터링하고 이 질병의 원인 분석, 조기진단 및 

예방 등에 대한 연구는 수의학계의 관심사 중 하나이다.

1.2 Relevant research trends

고양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동물에 비해 하부 요로계 문

제에 취약하기에 이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

서는 화장실 방문 빈도, 활동량 및 소변검사 결과 등을 모

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반려동물 용품 시장에서 배설

물 자동 청소, 몸무게 측정, 화장실 사용 빈도 확인 등의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고양이 화장실이 출시되었다. 하지

만 스마트 화장실은 가격이 비싸고 부피가 큰 단점과 고양

이의 하부 요로계 질환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고양이의 하부 요로계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제품이나 모바일 APP의 개발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블루투스 무선 기술을 적용하여 고

양이의 활동량, 화장실 이용 횟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Source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스마트폰 등의 ‘Sink (장

치)’에 연결하여 보호자가 실시간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스

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고양이의 소변검사지 결과를 

분석하고 연계된 동물병원에 내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wifi 등을 통해 고양이의 

건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블루투스 기반 건강 모니터링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개발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확인 가

능한지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

된 모바일 APP 및 장치는 ‘냥이동행(Mycatner®)’이라고 

명명하였다. 

III. The Proposed scheme

3. APP development for cat health monitoring

3.1 Composition of development APP

이 연구에서 개발된 APP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고양이의 일일 활동량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트

래커, 둘째, 고양이의 화장실 이용 횟수 및 시간을 확인하

는 스마트 화장실 그리고 세 번째, 소변검사의 3가지로 구

성된다(Fig 1). 스마트 트래커와 스마트 화장실의 측정을 

위한 하드웨어 상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

였다. 블루투스 저전력 프로토콜(BLE: Bluetooth low 

energy)과 wifi CP module을 사용하여, 스마트 트래커는 

고양이의 목둘레에 목걸이 또는 넥칼라와 비슷하게 장착

함으로써 고양이의 움직임에 따라 관성측정장치(IMU 

sensor: inertion measurement unit sensor)의 데이터

를 획득하여 고양이의 활동 데이터를 기록한다. 스마트 화

장실은 적외선감지장치(IR sensor: infrared sensor)를 

이용하여 고양이가 사용하는 화장실(litterbox 또는 toilet)

의 벽에 부착하여 화장실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스마트 트래커와 스마트 화장실은 블루투스 

저전력 프로토콜(BLE: Bluetooth low energy) 기술을 이

용하여 연결하고 wifi를 통해 websocket protocol를 사

용해 통신이 이뤄지며 데이터 서버로 송신되게 되고 서버

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APP의 실행 시 데이터값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변검사를 위해 본 APP에

서는 인식 가능한 소변 검사지로 1) URiSCAN 10 S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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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p, 2) HEALTH MATE VET-10의 두 종류의 제품을 

선정하였다. 고양이의 FLUTD에서 질환 상태를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잠혈, 단백질, 백혈구 등 10가지

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소변 검사지로서 최소한의 개수

를 반영한 것이라 하였다[5]. 고양이의 소변검사지 스캔 범

위를 설정한 부분의 2,500개의 총 픽셀을 기준으로 음성 

또는 양성 컬러에 부합하는 컬러의 수와 비율을 비교하여 

‘음성’ 또는 ‘양성’이 높은 수치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APP 개발에 적용하였다.

Fig. 1. A flowchart of the proposed system of Mycatner®

3.2 Evaluation of development APP 

개발된 APP의 고양이에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 스마트 트래커와 스마트 화장실은 사람이 실제 착용하

여 작동 및 결과를 평가하였다. 고양이의 물리적인 행동에 

따라서 1초를 주기로 하여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 실시간 

소모 칼로리 및 이동 거리를 계산하였다. 즉 측정 시간대

별 X, Y, Z축의 가속도를 수치 적분하여 속도를 구하고 

이를 다시 수치 적분하여 이동 거리를 구하는 방식이다

[12]. 누적된 이동 거리를 계산하고 고양이의 평균 보폭에 

따라 걸음 수를 계산하였다[3]. 고양이의 일일 활동량 확인

을 위한 목걸이 모니터링은 보행의 횟수(걸음 수), 거리, 

하루 활동 에너지(단위 kcal)로 산정하였다. 이러한 값을 

바탕으로 일일 활동량은 주, 월, 년 단위로 기간을 설정하

여 특정 기간 내의 평균 활동량도 산출하였다. 스마트 트

래커는 사람이 착용(허리 위치)하고 일정 시간 동안 움직

임 기록 여부를 확인하였다. 스마트 화장실은 기기를 책상 

위에 올려 두고 고양이가 화장실에 근접하게 되는 상황을 

설정하기 위해 스마트 트래커를 스마트 화장실에 접근하

였을 때 20초 이하로 머물 때와 20초 이상 머물 때를 체크

하여 기록이 남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후 고양이가 화

장실을 떠난 것처럼 스마트 트래커를 스마트 화장실 장치

에서 멀리 두어서 나타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스마트 화

장실은 20초 미만인 경우는 소변, 20~45초인 경우는 대변

으로 판정하였으며 이 시간은 McGowan 등[7]과 Yang 등

[11] 연구 결과를 참고로 하였다. 소변검사지 양성 반응 판

단을 위해 단백질 함량이 0.22~0.063 g/ml에 해당하는 음

료 4종류를 이용하였고((프로틴 스파클링 레몬&라임, 단백

질 14g/240ml; 셀렉스 SPORTS 웨이프로틴 복숭아: 단백

질 20g/330ml; 베지밀 고단백 두유: 단백질 12g/190ml; 

아몬드브리즈 프로틴: 단백질 4.2g/190ml) 음성 용액으로

는 수돗물을 이용하여 총 52회 시험하였다. 스마트폰은 2

종류, 조명 2조건, 및 바닥 2조건 등을 교차하면서 시험하

였다.(LGV35, LG전자, 대한민국 / 갤럭시 20 FE, 삼성전

자, 대한민국), 조명으로는 형광등과 주황색 전구 2조건으

로 구분하였고 소변 검사지를 놓는 바닥은 A4용지와 밝은 

아이보리 색상의 책상면으로 2조건으로 시험하였다. 시험 

방법으로는 소변 검사지에 단백질 성분이 있는 음료를 단

백질 시험지에 묻히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변 검사지

를 촬영하였다. 촬영한 이미지를 APP에서 스캔 및 분석하

여 양성, 음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음성으로는 수돗물을 

소변 검사지에 묻혀서 APP을 통해 검사하여 음성 결과값

이 나오는지 확인하였다. 총 시행 횟수는 52회로 결과값은 

민감도(sensitivity), 특이도(specificity), 정밀도

(precision) 및 정확도(accuracy)를 계산하였다. 또한 정

도관리물질인 Control DROP LQ Urine Dipstick(Audit 

MicroControls, 미국)의 양성 및 음성 표준 시약을 이용

하였다. 소변검사지 2종류(URiSCAN 10 SGL strip, 

Everything Birth LLC, 미국 / HEALTH MATE 

VET-10, ㈜디에프아이, 대한민국), 시험 기기 3종류(갤럭

시 S21, 갤럭시 S21+, 갤럭시 Z flip, 삼성전자, 대한민

국), 및 조명 2종류(LED 조명, 형광등)로 각 시약에 따른 

12회 반복 시험을 각 항목당 총 24번의 시험을 거쳐서 이

에 대한 민감도, 특이도, 정밀도를 계산하였다. 

고양이의 활동량은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된 

것으로 24초 동안의 측정 예를 제시한다면 1초 주기로 각 

축에 대한 가속도를 계산하고 적분 계산법을 통해 가속도

에서 속도를, 속도에서 각각 이동한 거리를 계산하였다. 

이러한 총 이동한 거리와 고양이의 체중, 보폭 등을 고려

하여 자동으로 하루 활동량, 걸음 수, 거리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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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4. Application and implementation results of APP

4.1 Smart tracker 

총 이동한 거리와 고양이의 체중, 보폭 등을 고려하여 

하루 활동량, 걸음 수, 거리를 계산하였으며, 이러한 데이

터는 주, 월, 연도별로 기간을 설정하여 확인한 결과는 그

림 2(Fig 2)와 같다.

Fig. 2. Activity measurement using 3 axial acceleration 

calculator. (A) during 24 seconds, acceleration was measured 

and turned into (B) velocity. By integral calculation, (C) motion 

could be automatically calculated and (D) total distance could 

be identified. Using these consequences, (E) total energy 

(kcal), stride number including total distance could be 

suggested. (F) these data can be displayed by setting a period 

of time by week, month or year. 

4.2 Smart toilet

스마트 화장실의 경우, 실제 고양이가 화장실에 간 시

각, 횟수 및 화장실 내에서 머무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는 

그림 3A와 같다. 중 화장실에 간 시각, 횟수 및 화장실 내

에서 머무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는 그림 3A와 같다. 이를 

월별 및 주별로 기간을 선정하여 얻은 일 평균 횟수를 구

하였다(Fig 3B, 3C).

Fig. 3. Contents checked on the mobile phone using the 

smart toilet. (A) the visiting time of toilet, number of 

times for your cat during the day, and the amount of 

time they stay in the toilet could be checked. If users set 

the period as (B) monthly or (C) weekly, the average 

number of visiting the toilet per day could be identified.

4.3 Urine test 

소변검사에 사용한 urine stick 제품의 검사 항목이 순

서대로 표시된다(Fig 4A). 그리고 ‘소변검사지 스캔’을 실

시하여 화면에 나타나는 칸에 소변 검사지를 맞춰서 사진

을 촬영한 결과이다(Fig 4B). 그러면 자동으로 결과를 인

식하여 양성인 항목은 ‘이상’으로, 음성인 항목은 ‘정상’으

로 나타난다(Fig 4C).

Fig. 4. The process of reading of urine test strips using 

Mycatner® APP. (A) the product of the urine stick used for 

the urine test is set, and the test items of each displayed 

in order. Then perform a ‘urine test strip scan’ and (B) take 

a picture by aligning the urine test strips with the box that 

appears on the screen. The result is automatically 

recognized and (C) positive items are displayed as 

‘abnormal’ and negative items as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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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2회의 시험 결과 민감도(sensitivity)는 92.5%, 특

이도 (specificity)는 100%로 확인되었다(Table 1). 또한 

단백질 음료로 측정한 정밀도(precision)는 100%이고 정

확도(accuracy)는 94.2%이다. 12회의 수돗물은 모두 음

성으로 확인되었지만 단백질 음료를 이용하여 실시한 것

은 4가지 종류 중 단백질 농도가 가장 낮은 음료(아몬드 

브리즈, 0.022g/ml)가 2회 음성, 가장 단백질 농도가 높은 

음료(베지밀 0.063g)가 1회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음성과 양성이 명확한 정도관리물질을 이용하여 양성과 

음성 여부를 검사하였을 때 pH와 백혈구 항목을 제외한 8

개 항목(우로빌리노겐, 포도당, 빌리루빈, 케톤체, 비중, 

잠혈, 단백질, 아질산염)은 민감도, 특이도, 정밀도 모두 

100%였다(Table 1). pH와 백혈구는 특이도가 각각 

91.7%, 83.3%이고 정밀도(precision)는 92.3%, 백혈구는 

85.7%이다. 정확도(accuracy)는 95.8%, 91.7%이다. 

Materials 

for 

examination

Protein drink 

(range of 

protein 

0.022~0.063

g/ml)

General control for quality control 

(Control DROP LQ Urine Dipstick)

Urobilinogen, 

glucose, 

bilirubin, ketone 

body, specific 

gravity, blood, 

protein, nitrite

pH leukocytes

sensitivity 92.5 100.0 100.0 100.0

specificity 100.0 100.0 91.7 83.3

precision 100.0 100.0 92.3 85.7

accuracy 94.2 100.0 95.8 91.7

Table 1. Interpretation of urine test strips examined 

using various materials

4.4 Comprehensive evaluation 

배뇨곤란, 혈뇨(hematuria, 혈액성 소변), 빈뇨

(frequent urination, 조금씩 자주 배뇨), 핍뇨(oliguria, 

소량씩 배뇨), 무뇨(anuria, 극단적으로 소량), 다뇨

(polyuria, 비정상적 많은 요량) 등의 임상 증상으로 나타

나는 고양이 하부 요로계 질환은 고양이에게 흔하며 이러

한 질환으로 인해 주인이 치료를 포기하고 많은 수의 고양

이가 보호소에 버려지거나 안락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6, 7, 8]. 또한 재발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호

자가 고양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예방 및 관

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반려

동물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고양이의 호흡 상태나 운동량, 

칼로리 측정에 대해서 IoT 기기를 통해 무선으로 개발한 

보고는 있으나 고양이의 일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걸음 수, 이동 거리 등의 활동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화장실 이용 횟수, 화장실 이용 시간, 소변검사 등을 통해 

고양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하부 요로계 질환과 관

련된 건강 상태를 모두 평가할 수 있는 모바일 장치가 거

의 보고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양이의 

활동과 요로계 질환의 모니터링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의 

구조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구현 및 개발하고 

이를 평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에 탑재된 애플리케이션과 고양

이 활동량 및 화장실 이용 측정 기기를 통해 많은 양의 데

이터를 수집하는데 데이터를 조직화하여 사용자에게 이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 트래커, 고양이의 화장실 이

용 횟수 및 시간을 확인하는 스마트 화장실 그리고 소변검

사의 3가지로 구성하였으며 스마트 트래커와 스마트 화장

실은 서로 데이터를 연동하여 각종 그래프에 관련된 오픈

소스를 활용해 데이터를 수치화하여 사용자가 특정 기간

을 설정하여 변화량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스마트 트래커는 적분 계산법을 이용하여 총 소모 칼

로리, 걸음 수 및 이동 거리를 제시할 수 있으며, 스마트 

화장실은 스마트 트래커와 연동하여 화장실의 방문 횟수, 

방문하는 시간 및 화장실에 머무르는 총 시간 등을 평가할 

수 있었다. 또한 이는 주별, 월별 관찰을 통해 특정 기간 

내의 결과도 관찰할 수 있었다. 한 연구에 의하면 FLUTD

가 발생한 고양이의 임상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실내 

또는 실외 사육을 포함하는 고양이의 생활양식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9]. 특히, 임상 증상을 관찰하는 보호

자의 능력은 실외에서 활동하는 고양이에 대한 접근 가능

성 및 보호자가 접근 시 고양이가 행동하는 반응 형태, 양

육하는 고양이의 전체 수 및 보호자의 근무(직업 관련) 일

정을 포함한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9]. 그리고 

고양이 FLUTD의 임상 증상으로 요도 폐쇄(55.1%)의 다음 

순서로 혈뇨(23.1%), 핍뇨(21.8%), 빈뇨(15.4%)의 순서로 

하부 요로계 질환의 임상 증상이 나타난다[9]. 이 연구에서 

개발한 장치를 이용하면 혈뇨에 대한 소변검사 결과, 핍뇨 

및 빈뇨에 대한 스마트 화장실 결과를 보호자가 고양이와 

함께하지 않은 시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무선으로 모니

터링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호자들이 언급한 주된 증상으로 핍뇨(39.8%), 

감뇨/무뇨(31.3%), 구토(24.8%), 혈뇨(24.3%), 빈뇨

(21.5%), 부적절한 곳으로의 배뇨(20.1%), 기면 상태

(20.1%)가 보고[5]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스마트 트

래커로 활동 상태를 분석하면, 스마트 화장실을 통해 핍

뇨, 감뇨, 무뇨, 빈뇨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혈뇨를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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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소변검사로 확인할 수 있어 FLUTD를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1차로 발생한 FLUTD의 근본 원인

과 관계없이 50% 이상이 재발(recurrence rate)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발하는 경우 고양이의 절반 이상이 

최소 2회의 재발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되었

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장치를 이용한다면 보호

자가 가정에서도 쉽게 고양이 하부 요로계 질환의 모니터

링이 가능하고 동물병원과 공유하여 증상이 악화되거나 

치료가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단기법에서 민감도와 특이도는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용되는데 민감도는 ‘질병이 있는 환자

를 얼마나 잘 찾아내는가’에 대한 기준이고 특이도는 ‘정

상인 경우를 얼마나 잘 찾아내는가’에 대한 기준이다. 최

근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가 도입되면서 진단 장치의 민

감도와 특이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FDA의 

기준에 따르면 신속진단키트의 기준은 민감도 90%, 특이

도 95%이다. 혈액 및 단백질 등 혈뇨나 단백뇨 등을 민감

도 100%, 특이도 100%로 검사할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

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APP은 의료기기로서의 기준은 

충족한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검증을 위해 사용

한 정도관리 물질이 사람의 것으로 고양이 소변 검사지와

의 반응이 기존에 제시된 바 없다. 단, 고양이가 FLUTD로 

진단받은 모든 개체가 소변검사지 결과상에서 각 항목이 

항상 +1 이상의 양성을 띤다고는 할 수 없다[5]. 개발된 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화장실의 이용 횟수, 시간과 더불

어 모바일 장치를 이용하여 카메라를 통해 소변검사지 결

과를 추가하여 해석하면 이상 여부를 좀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 개발된 장치의 단백

질 음료와 정도관리 물질을 이용한 검증 결과는 상당히 고

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모바일 장치 기반 이미지 처

리 기능을 사용한 소변검사 스트립을 분석하는 방법이 저

렴하고 손쉽게 가정환경에서 현장 진료를 지원하는 방법

으로 제시되고 있다[10].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술을 활용

할 경우 고양이의 하부 요로계 질병을 예측 또는 모니터링

하는 하여 예방 및 조기에 치료법을 적용하면 고양이, 보

호자 및 수의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체계가 확립될 것이

다. 즉, 고양이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보호자는 의

료비의 부담완화 및 중병이나 고양이를 잃게 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소할 수 있고, 수의사는 정기적인 검사와 조

기 치료를 통한 진료영역의 확대 및 보호자의 지속적 확보

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 개발한 ‘냥이동행’은 모바일 카메라 장치와 

IoT 기능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고양이 하부 요로계 질

환 모니터링을 위한 국내의 최초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연구 결과는 시중에 상업적으

로 판매하는 단백질 음료와 10개 항목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정도관리 물질을 이용하여 제시한 소수의 예비 데이

터이다. 추가 실험을 통해 이 모바일 장치의 백혈구 및 PH

항목의 검출을 개선하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향

후 이 장치를 혈당계, 심전도, 체중계와 같은 의료기기로 

구현하여 하부 요로계 질환에 대한 축적 자료를 포함하여 

동물병원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

비스 모델 개발 등으로도 확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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