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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샤프, 애완동물용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웨어러블 센서 개발 중

◾ 샤프는 웨어러블 생체 센서를 통해 애완동물을 측정하고, 획득한 데이터로 애완동물의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를 정량화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 샤프의 R&D 본부는 오사카 대학 부속 수의사 임상센터와 공동으로 애견용 생체 센서를 개발

하고 있음

▸ 수십 마리의 개를 대상으로 생체 데이터를 측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의 두수를 늘려 실험을 

계속할 예정이며 또한 개 이외의 애완동물로도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 측정하는 생체 데이터는 체온, 심박수, 호흡수인데, 지속적인 센서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토대

로 생체나 정신의 상태를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3가지 지표를 정량화한다는 계획

▸ 현재 3가지 지표를 축적·분석하고 동물의 심신 상태 양호 여부 판정 기준을 작성 중이며, 

기준이 마련되면 애완동물의 심신 건강 상태를 정량화 할 수 있게 됨

▸ 생체 센서는 애완동물의 건강 진단을 통해 애완동물의 심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양육 및 

서비스의 제공,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 등으로 연결될 예정

▸ 샤프는 애완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애완동물의 

건강관리 시장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센서 데이터를 통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게 되면 치료비가 절감되므로 애완동물 보험회사와 

제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상용화는 2019년 이후로 잡고 있음

◾ 샤프는 우선 동물병원이나 애완동물 상점 등에 생체 센서 시스템과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이후 일반 가정에도 보급해 나간다는 계획임

▸ 웨어러블 생체 센서는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벨트 형태로 애완동물에게 장착하는데, 개발에 

있어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중시했다고 함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ICT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soma0722@naver.com ☎ 
02-576-2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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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털을 깎지 않고 않고 애완동물을 측정 할 

수 있을 것, ② 애완동물이 스스로 벗을 수 

없어야 하되 행동을 방해 받지 않을 것, ③ 

누가 입혀도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

▸ ①의 조건 만족을 위해 선택한 측정 위치는 

강아지의 경우 겨드랑이인데, 심전도를 감지

하고 심전도에서 심박수와 호흡 수를 측정하

며, 체온은 목 뒤쪽 부근에서 측정함

▸ 측정 데이터는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며, 각 개체를 2박 3일 동안 연속적으

로 측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Sharp, 3. 30. & xTech, 3. 30.)

<자료> Sharp

[그림 1] 애완 동물 헬스케어용 웨어러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