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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각 가정의 가전기기들을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의 음성인식과 블루투스 기술

을 사용하여 제어 및 관리하는 방법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1. 서론 

최근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 및 전자기기

들이 종류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실제로 각 
기기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직접 각각의 상태를 확
인해야 하며 더욱이 기기에 익숙하지 않다면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 조차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용 전자제품들이나 조명장치 
등을 쉽게 제어하고 일목요연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점차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또한 그 방
법은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

의 주변에 항상 있는 물건이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항상 휴대가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가
정용 전자제품들을 복잡한 UI 에 의존하지 않고 음성 
인식을 통해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각 가
전제품을 통합 관리할 MCU(Micro Controller Unit)를 
장착한 임베디드 보드가 필요하다. 또한 임베디드 보
드와 스마트폰간의 통신을 위한 어플리케이션도 개발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전제품 제어를 위한 임베디드 보

드의 설계 및 구성과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인 
HNS (Home Network System) 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

한다. HNS 프로그램은 미리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임베디드 보드와 블루투스를 통해 수신과 송신을 하
며 이를 통해 각 기기를 제어하거나 현재 상태를 파
악한다.(그림 1) 

기기 제어를 위한 임베디드 보드 개발을 위해 C 언

어를 사용하였고, MCU 로는 ST 사에서 나온 Arm 
Cortex M3 칩인 STM32F103ZE 를 사용하였다 [1]. 안드

로이드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인 HNS 프로그램 개
발을 위해 Java 언어를 사용하였고, 통합 개발 환경으

로는 Eclipse, 스마트폰은 삼성 갤럭시 S 를 사용하였

다. 
 

 
(그림 1) 홈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조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임

베디드 보드 및 HNS 프로그램의 구성과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3 장에서는 HNS 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해 설
명한다. 마지막으로 4 장에서는 결론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2. 임베디드 보드의 구성 및 HNS프로그램의 구조 

2.1. 임베디드 보드의 구성 
임베디드 보드의 구성은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임베디드 보드의 구성 

 
연결된 기기들의 On/Off 를 제어하기 위하여 달링턴 

트랜지스터를 스위치로 사용하였다 [2]. 스마트폰과의 
연결은 블루투스 모듈로 처리하였고 입력받은 데이터 
처리를 위하여 MCU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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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HNS 의 구조 

 
(그림 3) HNS 의 구조 

 
HNS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입력과 같은 이벤트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너(Listener)와 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함수(Function)로 구성된다. 그림 3 은 대표적인 
리스너와 함수를 표시한 것이다. 각 리스너는 사용자

의 클릭, 터치, 목소리와 같은 입력이 있을 경우 그에 
맞는 처리 함수를 호출한다. 대표적인 처리 함수는 
임베디드 보드와의 연결을 관리하는 함수와 사용자의 
목소리를 분석하는 함수 및 현재 상태를 표시하는 함
수가 있다. 
 
3. HNS 프로그램의 기능 

 

 
(그림 4) HNS 프로그램의 블루투스 연결 

 
3.1. 임베디드 보드와의 연결 

HNS 프로그램은 임베디드 보드와 연결하기 위하여 
블루투스 연결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림 4 의 ‘Connect 
to a device’버튼을 클릭하여 연결할 보드를 선택하거나 
다른 장치들을 검색할 수 있다. 

 
3.2. 각 기기의 제어 

그림 5 는 HNS 프로그램의 음성인식 인터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음성인식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안드

로이드 플랫폼용 음성인식 API 를 사용하였으며 음성 
인식을 통하여 미리 등록된 기기를 제어하게 된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기기는 전구, 선풍기 등이며 제
어방식은 현재 On/Off 만 지원하고 있다. 

 

 
(그림 5) HNS 프로그램의 음성인식 

 
3.3. 현재 상태의 표시 
  각 기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그림 6 과 같이 메인 화면에 있는 미
니맵에 현재 상태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기기가 Off
상태일 경우 아무 표시도 나타나지 않으며 On 상태일 
경우 빨간 원으로 표시한다. 

 

 
(그림 6) HNS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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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가전제품을 쉽게 제어하기 위해 블
루투스와 음성인식 기술을 탑재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임베디드 보드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현재는 간단한 LED 혹은 작은 선풍기를 대상으로 
하고 On/Off 제어만 가능하도록 제작하였으나 향후 지
원 기기 및 제어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한 통
신거리가 짧은 블루투스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WIFI 방식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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