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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er keeping system that 
cares and captures every moment of flower

Make Your Life Flowery

Life with Flovie
A beautiful flower bouquet makes everyone 
happy but not for a long time. It not only 
droops quickly but is bothersome to throw out 
as well. Flovie is a subscription service 
supplemented by an IoT vase that helps users 
experience flower bouquets longer and deeper.

Mobile Application

Users can also see every moments of their flowers anytime and anywhere through a 
mobile application. The IoT vase takes photos of the bouquet regularly on a previously set 
interval. Users can see time lapse of the bouquet. By displaying user’s memo or activity 
recorded on linked app at a given time along with the photo of the flowers, users can feel 
as if they are sharing every moment of life with their flowers.

꽃병의 상단에서 카메라가 설정한 시간마다 꽃을 찍으며, 플로비 앱을 통해 언제나 어디서나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꽃을 클릭하면 꽃의 타입랩스를 볼 수 있고, 타임랩스를 드래그하면 꽃이 촬영될 때 남겨놓은 메모나 연동한 앱에서 

활동한 순간들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다발은 받는 이를 미소짓게 합니다. 그러나 꽃은 

관리가 어렵고 빨리 시들며 이를 버리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플로비는 IoT 꽃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꽃 구독 서비스와 

함께, 꽃을 단기간만 소비하는 것이 아닌 생화부터 

드라이플라워까지, 바쁜 일상에서도 꽃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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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비와 함께하는 일상

물 흡수를 돕도록 사선으로 잘린 줄기

Cutted Stem Edge for water absorption

Automatic Rotation for Dry

UV

불필요한 접촉으로 생화가 상하거나 드라이플라워가 
바스라지는 것을 방지

Prevent damage of lively and dry flowers by 

minimizing touch 

자석으로 탈부착이 쉬운 물통

Detachable magnetic water container

벽걸이 IoT 꽃병

사용자가 반경 500m 이외일 경우 
20초간 살균

20 seconds of disinfection when 

user is more than 500 meters away

사용자가 반경 100m 이내일 경우 조명 켜짐

Light on when user is within 100 meters

생화를 충분히 즐기고 드라이할 수 있도록 이미지 분석을 통해 꽃이 시들기 직전에 알림

Alarm right before flower is ready to dry through image analysis

드라이플라워는 collect bar에 모으거나 
홀더 끝의 자석으로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

Store dry flowers on the collect bar or 

utilize as magnetic  interior decoration

드라이플라워가 잘 될 꽃들로 구성된 부케

With Flowers that dry beautifully

Light

물 버릴 때를 알리는 빨간 조명

Red light for discarding water

물 갈아줄 때를 알리는 파란 조명

Blue light for replacing water

Camera

꽃을 주기적으로 촬영

Takes Photos Regulary

이미지 분석으로 꽃의 상태 인식

Image Analysis 

물 관리와 줄기 자르기에 용이함

Easy to manage water and cut stems

홀더가 부착되면 관리 시작

Initiation of care system 

물통

사용자가 물을 버리면 자동으로 180도 회전

Automatic 180 degrees rotation after discarding water 

꽃의 건조가 완료되면 
다시 자동으로 회전

Automatic rotation

after dryng is comp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