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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원격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원격 PC조정리모콘 등의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를 편리성

의 측면으로 이용한 제품들이 생겨나고 있다. 본 논문은 PC를 하드웨어 없이 원격에서 조작하기 하

여 앱에서의 간단한 조작으로 PC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리고 즐겨찾기라는 독특한 기능을 추

가하여 스마트폰에서 즐겨찾기 항목을 선택하여 PC에서 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 다.

1. 서론

   PC를 제어하기 한 하드웨어를 이용한 제품들은 시

에 많이 출시되어 매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어 리 이션을 통하여 PC를 제어하는 어 은 많이 마

켓에 비교  활성화 되어있지 않고, 불편한 이 많이 

있어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때문에 우리는 스

마트폰 앱으로 PC를 제어하고, 유 의 편의성을 으

로 두려고 한다. 

   재 마켓에 출시되어 매되고 있는 앱들은 사용하

기에 불편한 오류들이 있다. 를 들어 스마트폰 화면을 

꺼버리면 다시 PC와 연결하기 하여 처음부터 다시 연

결을 시도하여야 하거나, 키보드 등의 사용자 인터페이

스가 편리하지 않다는 문제 이 있고, 어떤 앱은 블루투

스 는 와이 이를 통한 제어만을 가능하도록 하 다던

가 고에 과다하게 노출되어서 사용하다가 잘못 터치하

게 되면 고 페이지가 나타나버리는 불편함 등의 문제

가 있다. 꽤 많은 사용자들이 블로그 는 카페나 홈페

이지 등에 리뷰를 통하여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

에 이 로젝트를 생각하게 되어 개발을 계획하게 되었

다.

2. 연구개발의 범

   로젝트의 체 인 순서는 (그림 1)에 있듯이 먼  

PC에서 클라이언트를 다운받아 연결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번호가 나타난다. 스마트폰 앱으로 해당하는 인증번

호를 입력하여 속하게 되면 사용자는 터치패드, 키보

드, 즐겨찾기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각 기능을 사

용하려고 터치하거나 클릭하면 앱에서 해당 명령에 한 

명령 메시지가 UDP통신으로 계 서버를 통하여 사용

자의 PC클라이언트로 달된다. 달된 명령이 키보드 

는 마우스 제어에 한 명령이면 PC클라이언트는 

user32.dll 이라는  도우즈 라이 러리를 통하여 마우

스 는 키보드 제어하는 함수를 이용하여 PC의 인터페

이스를 제어한다. 달된 명령이 즐겨찾기 실행에 한 

명령이라면 경로를 메시지를 통하여 받아서 PC클라이언

트에서는 로세스 클래스의 경로 실행 함수를 이용하여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만약 해당되는 경로의 로그램

이 없다면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고 다른 명령을 기다린

다. 

   

(그림 1) 개발 Flow

3.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본 로젝트의 각 기능을 Activity Diagram으로 표

하면 (그림 2)와 같다.

   앱에서의 각 기능 동작에 하여 서버로 메시지를 

달하고 서버는 인증 번호가 같은 클라이언트에게 해당 

메시지를 달하여 명령을 구분하고 그에 하여 수행하

도록 한다. 그리고 즐겨찾기 리 페이지는 DB를 이용

하여 구 되었으며 즐겨찾기 리 페이지에 들어가서 각 

- 894 -



2016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3권 제2호(2016. 11)

즐겨찾기의 이름과 경로에 하여 입력해 놓으면 DB에 

데이터를 추가 는 삭제할 수 있고 이러한 작업을 한 

후에 리 창을 종료하면 슬라이딩 메뉴에 이를 반 하

도록 하 다. 

(그림 2) 각 기능에 한 Activity Diagram

   마우스와 키보드의 제어는 도우즈 라이 러리 

user32.dll에 들어있는 함수를 이용하여 제어할 수 있다. 

앱에서 동작(이동, 좌클릭, 우클릭, 키보드 키다운, 키업 

등)을 하면 이를 계 서버로 명령 메시지를 보낸다. 그

러면 계 서버는 인증번호가 같은 클라이언트로 메시지

를 그 로 송해 주는데 클라이언트에서 명령 메시지가 

어떤 명령 메시지인지 단하고 명령을 수행한다. 터치

패드의 좌표를 1마다 메시지를 송하면 로그램이 터

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좌표 2이동마다 메시

지를 송하도록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 다. 터치패드

에서는 좌표 값을 읽어오데 을 두기 때문에 클릭 이

벤트는 발생시키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클릭 

이벤트는 버튼을 따로 클릭하도록 하여 클릭하도록 하

다. 

   다른 앱과는 차별성을 두기 하여 즐겨찾기를 구

하 는데 즐겨찾기의 경우 앱에서의 즐겨찾기 리 페이

지를 이용하여 DB로 각 즐겨찾기 메뉴에 하여 이름과 

경로를 설정하여 DB에 추가 혹은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하 다.((그림 3) 참조)

(그림 3) 즐겨찾기 리 페이지 화면

   즐겨찾기 리 페이지에서 추가하거나 삭제했었던 메

뉴에 해서 메인 페이지로 돌아오면 이를 반 하여 슬

라이딩 메뉴가 갱신된다. 그리고 이를 클릭하면 선택한 

이름을 받아서 DB에서 등록되어있는 이름의 경로를 가

져와서 계 서버로 송해 다. 그러면 계 서버는 

클라이언트로 송하고 이를 로세스의 실행 함수를 이

용하여 해당 경로의 로그램을 실행한다. 만약 해당 경

로의 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으면 즐겨찾기 클릭은 동작

하지 않고 다음 명령을 기한다. 

4. 결론

   본 로젝트 개발로 발표를 할 때 이를 보조하여 슬

라이드를 넘기거나, 발표 도  필요한 상이나 사이트

의 즐겨찾기를 미리 해놓을 수 있어 이를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고 깔끔하게 PPT발표를 할 수 있다.  리젠테이

션 보조 도구인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PPT를 제어하는 

리젠터를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단순 앱과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비용이 감되

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컴퓨터로 동 상을 본다던가, 화를 보거나 능 등

을 볼 때 멀리 워서 편하게 볼 수 있고, 다른 상을 

켜거나 컴퓨터를 끄려고 할 때 앱을 이용하면 멀리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데스크탑 사용 등의 

이유로 블루투스 는 와이 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

고 LTE나 3G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데이터 한 많이 

들지 않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컴퓨터를 제어하면서 마우스와 키보드로 할 수 있는 

각종 모든 기능을 앱을 통하여 구 된 마우스 터치 패드

와 키보드 항목을 사용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를 

들어 조이스틱이나 리젠터, PC 원격 제어 리모콘, 오

락기기 등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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