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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키우기 까다로운 열대어를 좀더 관리 하기 쉽게 수족관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프로젝트이다.  

다른 반려 동물에 비해 열대어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에 따라 열대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가 하고 있다. “Smart Aquarium”은 아두이노와 ph센서, 방수 

온도센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용자는 언제든지 수족관 내부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

록 하고 일정 주기 또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 했을 경우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개와 고양이 중심이던 국내 반려동물 시장에서 최근 열대어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

국 관상어 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관상어 시장 규모는 4000억원 정도로, 연간 10%의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소셜커머스 티몬의 경우 올해 상반기 관상어를 비롯한 작은 동

물 매출이 작년 하반기에 비해 27배 늘었다. 어항 풀 패키지가 5000개 이상 팔려 나가면

서 '관상어·소동물' 카테고리를 신설하기도 했다 

  

열대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여 키우는 사람이 많지만 다른 반려 동물에 비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여과기는 물론, 물의 ph, 겨울에는 히터가 필요할 정도로 온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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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하게 반응한다. 수족관 내부의 물고기 숫자도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무턱대고 열대어

를 기르기 시작한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따

라서 초보자들도 열대어를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주변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열대어를 키울 때 사용자에게 수족관의 현재 환경과 상태

를 보여줌으로써 좀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Smart Aquarium”을 개발한

다. 사용자는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수족관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추가적

으로 물의 PH와 온도 정보도 확인 할 수 있다. 또 수족관 내부에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 했

을 경우에 사용자에게 알려주어 빠르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한다. 

 

2.2 연구/개발 내용 

1. 실시간 영상 제공 

 아두이노 카메라 모듈(TTL 시리얼 JPEG 카메라 모듈)을 이용해서 수족관의 내부를 실시 

간으로 촬영하여 사용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아두이노와 

휴대전화 간의 통신은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한다. 

 

(TTL 시리얼 JPEG 카메라 모듈, 블루투스 모듈) 

 

2. 수족관 내부 정보 확인 

 아두이노 ph 센서(Analog pH Meter Pro)와 방수 온도센서(Temperature sensor with steel 

head)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수족관 내부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ph 또는 

온도가 급변할 시에 사용자에게 변화 내용을 알려주어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Smart Aquarium 

팀 명 우웅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3 2016-SEP-21 

 

캡스톤 디자인 I Page 6 of 13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ph 센서와 방수 온도센서) 

3. 모바일 앱 

 모바일 앱은 아두이노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사용자가 수족관의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아두이노와의 통신은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한다. 

 

 

 

2.3 개발 결과 

2.3.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은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형태로 서술하되, 가급적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사용한다.  

 

2.3.2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1. 정확성(accuracy) 

Ph와 온도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다.   

2. 성능(Performance) 

Ph의 경우 0.5변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리고 온도는 1도 이상 변할 경우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3. 사용성(usability) 

사용자는 수족관 앞까지 가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통해 수족관의 실시간 모습과 상태

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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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시스템 구조 

 

카메라 모듈, 방수 온도센서, ph센서를 아두이노와 연결하여 하드웨어를 구축한다. 여러

개의 센서가 연결되기 때문에 전력과 연결 공간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을 감안 해서 하드

웨어를 구축해야 한다. 스마트 폰과 연결은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연결한다. 

 

2.3.4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아두이노 Ph 측정 물의 ph 농도를 측정한다. 모듈  

 온도 측정 물의 온도 변화를 측정한다. 모듈  

 카메라 수족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모듈  

Android 앱 화면 수족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Java  

HardWare 제작 아두이노와 센서 연결 모듈  

 

 

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Smart Aquarium”을 사용함으로써 열대어를 처음 기르는 사람도 좀더 손쉽게 열대어를 

기를 수 있게 되고 열대어를 기르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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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수족관의 상태를 확인 하는 것에서 나아가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좀더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1. 개발 환경 

운영체제 : Window 7, Mac 

개발언어 : C, Android Java 

하드웨어 : 아두이노 우노, 블루투스 센서, ph센서, 방수 온도센서, 카메라 

 

2. 결과물 확인 환경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아

두이노와 휴대전화가 블루투스 연결이 되어야 한다. 

 

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ph센서와 방수 온도센서가 물속에서 동작해야 하지만 카메라는 물 밖에서 동작해야 한다. 

방수가 되지 않는 센서가 물에 빠지게 되면 고장이나 감전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센서들을 연결할 때 센서들이 서로 방해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이웅 
- Software Project Leader 

-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하드웨어 제작 

양승우 -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하드웨어 제작 

윤형일 -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하드웨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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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주제 선정 20 

하드웨어 개발 60 

어플리케이션 개발 60 

  

합 140 

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시장 조사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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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프로젝트 구상 프로젝트 주제 선정 2016-08-20 2016-09-10 

설계완료 1. 시스템 설계 완료 2016-09-10 2016-09-16 

계획서 발표 

개발 환경 완성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016-09-16 2016-09-22 

1 차 중간 보고 

하드웨어 개발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2-09-22 2016-10-20 

2 차 중간 보고 

어플리케이션 구현, 하드웨어 성능 보완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016-10-21 2016-11-10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센서와 어플리케이션 동작 
2016-10-05 2016-11-05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Smart Aquarium 
2016-11-11 2016-11-20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최종보고서, 발표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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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전원 프로젝트 주제 선정 2016-08-20 2016-09-10 20 

이웅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하드웨어 제작 2016-09-22 2016-11-22 60 

윤형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하드웨어 제작 2016-09-22 2016-11-22 60 

양승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하드웨어 제작 2016-09-22 2016-11-22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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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아두이노 OEM 2016-09-22 2016-11-22  

개발용 PC 3 대 삼성, 애플 2016-09-22 2016-11-22  

스마트폰 3 대  삼성, 엘지 2016-09-22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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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 문헌 

 

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년도 저자 기타 

1 기사 50.60 대 중년, 열대어에 빠지다 조선일보 
2016-

08.24 

정유진 

기자 
 

2 기사 
‘억 소리 나는 관상어… 연간 20 조원 

중국시장 ‘입질’ 
JTBC 뉴스 

2016-06-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