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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물인터넷 기술은 다양한 제품 서비스를 통해 우리생활 곳곳에서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 홈 분

야에서의 제품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스마트 홈 제품들을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러는 대부분 스

마트폰 앱을 사용한다. 그러나 스마트폰 앱은 지능화와 편의성을 강조하는 스마트 홈 서비스와 상반되어 스마트 홈 

컨트롤러로 적절하지 않다. 지능적인 스마트 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의 통합적인 제어가 가능하면

서 보다 직관적인 형태의 컨트롤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및 서비스를 제

어할 수 있는 스마트 홈 리모컨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스마트 홈 리모컨은 IFTTT(If This Then That) 자동화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서비스를 구축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ABSTRACT 

Internet of Things technology is rapidly becoming a reality in many parts of our lives through various product services, 
and product development especially in the field of smart home is being actively carried out. Most controllers for 
controlling various smart home products use smart phone applications. However, smart phone applications are not suitable 
as smart home controllers, contrary to smart home services that emphasize intelligence and convenience. In order to 
provide intelligent smart home service, intuitive form of smart home controller is needed, which enables integrated control 
of smart home device.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smart home remote control that can control the Internet devices 
and services of objects. The proposed smart home remote control provides an environment where users can build a smart 
home service through the IFTTT(If This Then That) automated service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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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기술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우리생활 곳곳에서 빠르게 현실

화되고 있다. 현재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보

편화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들이 사물인터넷 기기들

을 구매할 의향이 높아지기 시작함에 따라 최근 사물인

터넷 시장은 기능성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스마트 서비

스 등 B2C(Business to Consumer)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2]. 
특히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홈 분야의 잠재적 경제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들이 하루 평균 12.3시간을 집

에서 보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주거시설 및 가정생

활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편안한 삶으로 인식하

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홈 분야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글로벌 제조사들은 스

마트 홈 서비스를 주축으로 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제품

들을 출시하고 있는 중이다[3-4]. 
그러나 현재의 스마트 홈 서비스 제품은 제조사마다 

독립적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에 연동되는 특정 디바

이스 및 서비스만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폐쇄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 중심의 스마트 

홈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물 또는 서비스 간 연계를 통해 

보다 지능적인 스마트 홈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환

경이 필요하다. 또한, 늘어나는 스마트 홈 제품들을 스

마트하게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스마트 홈 및 사물인터넷 제품들을 제어하는 컨트

롤러는 대부분 스마트폰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된 

스마트 전구를 예로 들면 방의 전구 하나를 직접 켜기 

위해 스마트폰을 열고, 앱을 찾고, 실행된 앱을 조작해

야 한다. 스마트 홈 제품이 늘어날수록 매번 제어하고자 

하는 디바이스의 앱을 찾는 것도, 제각기 다른 조작 방

법에 익숙해지는 것도 매우 어렵고 불편하다[5-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능적인 스마트홈 서비스 환

경을 제공하기 위한 IFTTT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홈 리

모컨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스마트홈 리모컨은 단순한 

디바이스 제어뿐만 아니라 IFTTT 자동화 서비스를 통

한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정보를 연동한 자동화 서비스

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다양한 스마트 홈 서비스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서비스 환경까지 제공한다.

Ⅱ. 관련연구

IFTTT는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거나 사용자가 특정 

명령을 내릴 때, 자주 사용하는 동작을 실행시켜 주는 

체계이며, ‘이 조건에서는 저 동작을 해라’ 라는 뜻이 있

고, 필요하다면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을 조합하여 새로운 

동작을 만들 수 있는 자동화 도구이다[7-8]. 

Fig. 1 Examples of using IFTTT service

그림1은 IFTTT 서비스를 사용한 예이며 사용자가 임

의로 기존 서비스나 동작을 선택한 후 조건이나 동작에 

대응하는 사물의 어떤 기능과 연결하여 설정하는 것이

다. IFTTT는 서비스나 동작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와도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의 ‘더 스위치’, 필
립스 휴의 LED 전구, 벨킨 위모 등의 전원 제어 하드웨

어도 특정 조건에서 명령을 받아 작동될 수 있다. 이 기

술의 주요 특징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사용자가 자신에

게 특화된 독창적인 서비스 혹은 특정 주변 환경에 적합

한 수없이 많은 명령과 조합을 자신만의 요구에 맞춰 구

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9-10]. 이는 사물이 자신만의 판

단과 경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조건

부 제어의 한계로 단순하고 정교함이 떨어져, 작고 간단

한 지능으로 만들어지지만 일반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나 사용 시나리오들의 발굴에는 

충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사물에 가장 쉽게 적

용할 수 있고, 컴퓨팅 자원이 가용한 범위 내에 인공지

능 기술 기반 서비스나 행위가 수용될 수 있다면 더욱 

더 다양한 확장도 가능하다[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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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스마트 홈 리모컨 설계

그림2는 스마트 홈 리모컨의 전체 시스템 구성도이

며, 리모컨 디바이스, 스마트 홈 서비스 서버, 스마트 홈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다.

Fig. 2 Smart home remote control system configuration

3.1. 스마트 홈 리모컨 서비스 서버 설계

스마트 홈 리모컨 서비스 서버는 oneM2M(Machine 
to Machine) 표준 구조의 오픈 플랫폼 서버로 사물인터

넷 리모컨 서비스를 제공하고, IFTTT를 연동하여 자동

화된 스마트 홈 서비스를 제공한다.

Fig. 3 Service server configuration

그림3은 스마트 홈 리모컨 서비스 서버의 구성도이

다. 그림3의 Communication Setting Manager는 서버의 

기능 동작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모듈 간의 연결을 지원

하는 모듈로써, 서비스 서버 구동 시, Mosuqitto 및 

MySQL과 연동하고 Nodejs 기반의 서버 구동을 위한 

모듈들의 동작을 수행한다.

Router Module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

스 서버 간의 API 통신을 지원하는 모듈로써, 애플리케

이션의 API Request에 따라 수신되는 Parameter 값을 기

준으로 사용자 또는 리모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하거나 수정한다.
MQTT(Message Queuing Telemetry Transport) Control 

Module은 스마트 홈 리모컨으로부터 수신되는 MQTT 
Publish 메시지를 수신하고 등록된 리모컨의 버튼의 

Action에 따라 MQTT 또는 IFTTT를 통해 해당 디바이

스를 메시지를 전송하는 모듈이다.

3.2. 스마트 홈 리모컨 하드웨어 설계

스마트 홈 리모컨 하드웨어는 스마트 홈 디바이스 혹

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러이다. 하드

웨어의 구성은 노드 MCU(Micro Controller Unit)를 내

장한 Wi-Fi 모듈, 동작 및 네트워크 연결 상태 확인을 위

한 LED 모듈, 충전형 배터리 및 제어 입력을 위한 6개의 

버튼으로 구성하였다.

Fig. 4 Hardware configuration

리모컨의 버튼들은 그림4와 같이 I/O 인터럽트 방식

으로 각각의 GPIO에 연결하여 통신하며, 마이크로 

USB 포트로 연결된 충전형 배터리(Lithium Ion Polymer 
Battery 3.7v 2500mAh)를 통해 노드 MCU 및 LED에 전

원을 공급한다.
그림5는 스마트 홈 리모컨의 펌웨어 구성도로, AP 

Communication Module은 스마트 홈 리모컨의 WiFi 연
결 및 MQTT 연결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 모듈이며, 
WiFi Connect Manager, MQTT Connect Manager, WiFi 
Switch Manager로 구성된다. WiFi Connect Manager는 

EEPROM 또는 TCP 통신을 통해 획득한 WiFi의 SSID
와 Password를 통해 해당 WiFi의 AP에 스마트 홈 리모

컨을 연결한다. MQTT Connect Manager는 WiFi 연결 

이후 서비스 서버의 MQTT Broker와 연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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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Switch Manager는 WiFi 연결 정보(SSID, Password)
의 유무에 따라 ESP8266 WiFi의 모드의 스위칭 기능을 

지원한다. WiFi 연결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WiFi와 AP 
연결이 가능한 Station모드로 변경하고, WiFi 연결 정보

가 없을 경우 App 연결 및 TCP 통신을 위한 AP 모드로 

변경한다.
EEPROM Module은 WiFi 연결 정보를 EEPROM으

로 관리하기 위한 모듈이며, Button Action Module 은 

스마트 홈 리모컨의 버튼 클릭 이벤트를 획득/처리하기 

위한 모듈이다. 

Fig. 5 Firmware configuration

3.3. 스마트 홈 리모컨 애플리케이션 설계

스마트 홈 리모컨 애플리케이션은 리모컨의 버튼 기

능, 네트워크 연결을 설정하고, 서비스 서버로 장치 및 

계정을 등록하는 역할은 한다. 스마트 홈 리모컨 애플리

케이션의 기능 모듈 구성은 다음과 같다.

Fig. 6 Remote control application configuration

그림6의 HTTP Request Module은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서버 간의 사용자 로그인, 리모컨 정보 추가/수
정 등의 API 통신을 지원한다. 지정된 API에 따라 서비

스 서버로 정보를 요청하고 수신된 응답 메시지를 요청 

모듈 또는 인터페이스로 전송한다.
AP Module은 스마트 홈 리모컨과 AP 연결을 수행하

고 TCP/IP를 통해 해당 디바이스가 연결할 AP 정보를 

전송하는 모듈이다. 스마트 홈 리모컨과 완전 연결에 성

공하면 설계한 AP 정보 송수신 프로토콜 및 프로세싱에 

따라 통신을 수행한다.
User Access Module은 사용자 등록 및 인증을 위해 

해당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받고 이를 기반으로 서버로 

사용자의 등록 또는 인증을 요청한다.
그림7은 스마트 홈 리모컨 애플리케이션의 UI 설계

도이며, 앞서 설계한 기능에 따라 8개의 액티비티를 구

성하였다.

Fig. 7 Remote control application activity

Ⅳ. 스마트 홈 리모컨 구현

4.1. 스마트 홈 리모컨 서비스 서버 구현

스마트 홈 리모컨 서비스 서버는 AWS(Amazon Web 
Server)의 EC2 모델 기반으로 Windows 서버를 구축하

였으며, 스마트 홈 리모컨 서비스를 위한 MQTT Broker 
및 DataBase 등 관련 프로그램 및 모듈 설치/연동 하였

다. 상세한 서버 구축 환경은 다음과 같다.

•OS : Windows Server 2012 R2
•MQTT Broker : Mosquitto 1.4.15
•Software Platform : Node js 8.11.3
•DataBase : MySQL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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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서비스 서버와 애플리케이션 간 연동 테스트

서비스 서버와 애플리케이션 간의 연동 및 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해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기능을 동작하고 수행 결과를 서비스 서버의 콘솔 창으

로 출력하여 확인하였다. 동작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설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새로운 사용자를 등록

2. 등록한 사용자 정보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고 새

로운 스마트 홈 리모컨을 등록

3. 등록된 스마트 홈 리모컨의 버튼 정보를 등록

4. 등록된 Action 버튼을 수정 및 삭제

5. 서비스 서버의 API 기능 수행 결과를 코드 값으로 

출력(기능 동작 성공 – 1001, 에러 코드 – 1002 ~ 
2023)

그림8은 동작 시나리오의 1~2에 해당하는 사용자 등

록(User Sign Up), 로그인(User Sign In), 리모컨 디바이

스 등록(Register New Remote Device) 기능을 수행한 

결과이며, 각 기능에 대한 결과로 기능 동작 성공 코드

(Result:1001)가 출력되었다.

Fig. 8 User registration / login function and remote 
control device registration result

그림9는 동작 시나리오 4에 해당하는 스마트 홈 리모

컨의 버튼 Action 정보를 등록한 결과로 기능 동작 성공 

코드(그림9의 Result:1001)가 출력되었다.

Fig. 9 Remote control button Action information 
Registration result

주어진 시나리오에 따라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안드

로이드 기반의 설정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서버 간의 

API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4.2. 스마트 홈 리모컨 하드웨어 구현

그림10은 스마트 홈 리모컨 제어기를 나타내며 스마

트 홈 리모컨 하드웨어는 전면에 6개의 버튼, 버튼 입력 

및 상태 확인을 위한 LED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후면에

는 마이크로 USB로 충전이 가능한 전원부, 배터리 및 

충전회로부, 메인 MCU와 통신모듈 각각의 칩 드라이버 

및 펌웨어 업로드를 위한 UART/ISP 회로부, 통신모듈

부로 구성하였다.

Fig. 10 Smart home remote control

4.2.1. MQTT Publish 기능 테스트

스마트 홈 리모컨의 버튼 입력에 따라 action 상태값

을 지정하고, 지정된 Action의 동작이 올바르게 동작하

는지 시리얼 모니터 및 MQTT Broker 로그를 통해 확인

하였다. Action에 대한 상태값은 표1과 같으며 상태값 

1~6은 해당 버튼을 클릭 이벤트로 MQTT 브로커로 

Publish를 전송하고, 상태값 7은 WiFi 모드 스위칭 

Action으로 STA모드에서 AP모드로 변경하는 기능을 

설정하였다.

Value 1 2 3 4 5 6 7

Action Btn1 
Click

Btn2 
Click

Btn3 
Click

Btn4 
Click

Btn5 
Click

Btn6 
Click

Btn
1+2

Click

Table. 1 Button click event

그림11은 스마트 홈 리모컨 시리얼 모니터 결과 로그

이며 버튼1, 버튼2의 입력이 있었으며 이후 버튼1+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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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력으로 WiFi-AP모드로 전환 기능이 수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1 Serial monitor

그림12는 MQTT Broker의 결과 로그 화면으로 스마

트 홈 리모컨에서 버튼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였고 지정 

프로토콜에 따라 MQTT Broker로 Publish 메시지가 전

송된 것을 확인하였다 (Receive Button Action). 이는 버

튼 클릭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였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스마트 홈 리모컨의 WiFi 모드가 AP로 전환

하기 위해 기존 WiFi 연결이 종료되었다 (Disconnected 
IoT Remote).

Fig. 12 MQTT broker log

4.3. 스마트 홈 서비스 구현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홈 리모컨과 IFTTT 서비스를 

활용하여 LED 조명을 제어하는 스마트 홈 서비스를 구

현하였다. IFTTT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

으로 IFTTT 서비스에 스마트 홈 리모컨이 사용할 수 있

는 채널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스마트 홈 리모컨이 

채널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림 13과 같이 

WebHook으로 MAKER 라는 URL을 호출해주는 채널

을 가상의 스마트 홈 리모컨 채널을 활용한다. WebHook
은 특정 이벤트와 액션 데이터를 외부에 메시지 형태로 

전송하는 기능으로 상호 연관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앱과 

서비스를 연결 할 수 있다.

Fig. 13 Webhook access to IFTTT service 

트리거로는 스마트 홈 리모컨의 URL을 호출하는 

MAKER 채널을 등록하고 액션으로는 LIFX 사의 LED 
조명 제어 값을 등록하였다. IFTTT서비스 동작을 위한 

레시피는 버튼 입력이 들어오면 조명의 색상을 변경하

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테스트 결과 그림14와 같이 LED 
조명의 색상이 변경됨을 확인하였다. 

Fig. 14 LED lighting control

그리고 버튼 입력에 대한 응답시간을 확인하였다. 응
답시간은 그림 15와 같이 리모컨의 버튼 입력신호와 

LED의 제어신호를 오실로스코프를 통해 확인하였다. 
총 100번의 버튼 입력을 하였고 평균 응답시간은 약 

21.06ms로 리모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 무

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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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Response time test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능적인 스마트 홈 서비스 환경을 제

공하기 위해 IFTTT 자동화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홈 리

모컨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스마트 홈 리모컨은 스마트 

홈 리모컨 서비스 서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리모컨 

하드웨어로 구성된다. 스마트 홈 리모컨 서비스 서버는 

AWS 기반으로 Windows 서버를 구축하고, 스마트 홈 리

모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MQTT Broker를 연동하였

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리모컨의 버튼 기능, 네트

워크 연결 등을 설정한다. 스마트 홈 리모컨 하드웨어는 

6개의 버튼으로 스마트 홈 디바이스 및 서비스를 제어 한

다. 또한, 제안하는 스마트 홈 리모컨을 이용하여 LED 
조명을 제어하는 간단한 스마트 홈 서비스를 구현해 보

았다. IFTTT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가상의 스마트 홈 

리모컨 채널을 이용하고, 버튼 입력이 들어오면 조명의 

색상을 변경하는 레시피를 작성하였다. 테스트 결과 버

튼 입력 후 약 2초가 경과되었을 때 조명의 색상이 변경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안하는 스마트 홈 리모컨은 스

마트 홈 디바이스 및 서비스를 사용자가 직접 조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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