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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과 같은 현대사회를 융합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동통신 단말기 산업계는 모바일 컨버전

스 시대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폰 이용자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

며 지식정보화 사회로 가속화 될수록 스마트폰의 새로운 역할과 가치가 증대되어 생활 전반에 미치

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컨버전스는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제공한

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생활가전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Today's modern society can be called the era of convergence. Mobile communication industry has become a 
rapid transformation to the era of mobile convergence. Smart phone users increasingly rapidly and the new role 
and value of smart phones is increasing in all walks of life, the impact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to accelerate the more recent case of Korea, determined to become more. The convergence of these, provided 
the creation of new value of the smart phone. It is intended to provide the ability to control television, set-top 
box, multimedia devices by using a smart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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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과 같은 현대사회를 융합의 시대라고 한

다. 컨버전스는 산업, 제품, 서비스는 매체의 통합

을 의미하며 기존의 가치 저하 없이 새로운 가치

를 창출하는 영역확대와 기능의 통합이 이루어지

는 현상으로 정보기술의 융합현상을 포함한 일반

적인 사회현상의 융합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수많은 생활가전기

기를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적외선 리모컨 2-3개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기기를 제조한 회사마다 고유의

코드 테이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타사) 리
모컨으로는 원천적으로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것

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누구나 한번쯤 TV 리모컨

을 찾지 못하거나 고장이 나서 수동으로 채널을

넘기는 것은 정말 불편하다는 것을 경험해 보았

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함을 적외선 기능

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응용 앱을 개발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기기, 
블루레이, 컴퓨터, 오디오, 에어컨 등 모든 생활가

전기기를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다면 정말

편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적외선 리모컨 기

술과 동작원리를 알아보고 국내 출시된 적외선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과 적외선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스마트폰 적외

선 리모컨 앱의 현황과 활용도도 알아보고자 한

다. 

Ⅱ. 관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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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적외선 리모컨 원리

적외선 리모컨의 송수신 원리는 리모컨 키패드

가 누르는 함수의 값을 집적회로가 입력을 받아

각 키에 해당하는 코드 값을 생성하여 적외선

LED를 통해 송신하게 되고 수신된 코드 값에 해

당하는 명령을 수행하게 된다. 적외선 리모컨 송

수신 원리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적외선 리모컨 송수신 원리[1]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적외선 신호발생 리

모컨은 TV, VCR, DVD, IPTV SETTOP BOX, 블루

레이, 컴퓨터, 오디오, 에어컨 등 가전기기는 물론

자동차, 카메라, 노래방 전등 등 수많은 전기 전

자제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들 적외선 신호발생

리모컨은 각각 기기와의 오동작 방지를 위하여

특정한 코드 값을 가진 기기만 서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 즉, TV 리모컨은 TV에만 작동하고, 
오디오는 오디오만 작동 하도록 되어 있어 같은

TV 리모컨이라도 제조 회사별, 제품 모델별로 다

른 코드 값을 가지고 있어 각 가정과 사무실 등

여러 곳에 별도로 1-2개 혹은 그 이상의 리모컨

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2]. 한편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나의 리모컨으로 여러 기기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통합 리모컨이 사용

되고 있으나 통합 리모컨 역시 제품마다의 특정

코드를 리모컨에 입력시켜 저장한 후 여기에 해

당하는 특정 코드 값의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기

기를 제어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러한

통합 리모컨을 작동하기 위하여서 각 기기 마다

의 코드 값에 맞도록 일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야 비로소 통합 리모컨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림 2. M58480P 송신용 칩 응용회로[3]
일반적으로 리모컨 회로는 송신 측과 수신 측

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수신용 칩은 거의 사용하

지 않는 것이 추세이다. 그 이유는 수신 측에는

대부분의 경우 Mi-COM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

가 절감을 위하여 Mi-COM에서 프로그램으로 수

신된 리모컨의 신호를 해독하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에 송신용 칩은 전문화 되어 있는 칩을 사용

한다. 송신기는 리모컨을 뜻하며 리모컨은 건전지

를 사용하는 구조이므로 전력소모가 매우 적어야

한다. 따라서 리모컨에서는 일반적으로 송신 전용

칩을 사용하여 설계하는 것이 보통이다[3]. 아래

그림 2는 M58480P 송신용 칩을 이용한 송신회로

이다. 

Ⅲ. 적외선 기능 스마트폰 국내동향

3.1 적외선 기능 휴대폰

리모컨 기능이 내장된 단말기는 국내 삼성전

자, LG전자, 모토로라, 브이케이 등에서 생산하여

출시 하였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삼성전자

SCH-V410, SCH-E370이 있고, 브이케이 VK-100이
있다. 아래 그림 3은 삼성전자가 생산한 리모컨

기능을 내장한 휴대폰 단말기이다.

그림 3. 삼성전자 리모컨 기능 휴대폰

3.2 스마트 리모컨

그림 4. 스마트 리모컨 장치 모형도[4]
스마트폰을 이용한 별도의 적외선 변환 발신

장치를 활용한 스마트폰 리모컨 설계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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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4와 같이 설계하면 모든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가 있다. 설계모형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에서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적외선 변환장치

와 연결하게하고 변환장치에서 적외선 신호를 발

생시켜 모든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형태이므로 스

마트 리모컨 장치를 구입해야 이용 가능하다.

3.3 만능 스마트 리모컨

라온솔루션은 스마트폰에 부착해 리모컨 기능

을 수행하는 동글과 앱 아라를 아래 그림 5와 같

이 출시하였다. 이어폰 잭을 이용한 스마트 리모

컨에 관한 특허 취득을 완료하였다고 한다. 기존

스마트폰 전용 리모컨은 높은 가격으로 사용자

구매가 제한적이고, 동글 타입은 특정 스마트폰에

한하여 동작되는 제품이 대부분이었다. 이번에 출

시된 아라 리모컨은 모든 안드로이드와 iOS 채용

기기에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주요 브랜드의

TV, SETTOP BOX, 에어컨, 디지털 카메라를 리모

컨으로 구동할 수 있다. 추후 노래방, 프로젝트

등의 리모컨 적용 제품으로도 확대 지원할 계획

이다. 아라 리모컨은 기능적으로 유저 위주의 편

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호채널 자동 선택기능, 
위치인식을 통한 선호방송 자동 채널선정 기능, 
Easy Drag 기능, 사용자 설정 매크로 기능, 실시

간 알림기능을 구현했으며, 전국 지역 케이블 채

널을 DB화해 전국 어디에서도 별도 조작 없이 위

치 인식에 의한 선호방송 채널을 시청할 수 있다

[5].

그림 5. 리모컨 하나로[6]
3.4 LG전자 옵티머스 뷰2
LG전자가 2012년 8월에 출시한 옵티머스 뷰2

에는 적외선 리모컨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Q리
모트 기능으로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들을 제어할

수 있다. 한번만 등록하면 적외선 신호로 TV 셋
톱박스, 오디오, 에어컨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조

종할 수 있는 올인원 리모컨이 되는 셈이다. 전세

계 300여 제조사의 TV와 100여 브랜드의 오디오

80여 종류의 방송용 셋톱박스를 지원한다고 한다. 
또한 집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를 인식해 귀가하

는 순간 잠금 화면에서 리모컨 자판을 표시하는

Home Detecting 기능과 다른 작업을 하면서 리모

컨 기능을 쓸 수 있는 편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 

아래 그림 6은 Q리모트 앱을 실행한 화면이다.

그림 6. LG전자 옵티머스 뷰2
3.5 삼성전자 갤럭시 S4
삼성전자에서 2013년 4월에 출시한 갤럭시 S4

에는 적외선 리모컨 기능인 워치온이 있다. 본인

에게 맞는 TV 프로그램을 추천 받거나 검색할 수

있고, 통합 리모컨 기능도 갖추고 있어 한 번의

터치로 원하는 채널로 이동할 수도 있다. 또한 케

이블 TV, 셋톱박스, 홈 스테레오, DVD, 블루레이

등도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다. 아래 그림 7은
워치온 앱을 실행한 화면이다.

그림 7. 워치온 앱 실행 화면[8]

Ⅳ. 결 론

적외선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은 LG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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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뷰2와 삼성전자의 갤럭시 S4 두 가지

모델이 최근 출시되었다. 앞으로 생산될 다양한

제품군에서도 적외선 기능을 내장하여 출시될 것

으로 판단된다. 스마트폰 적외선 리모컨은 TV뿐
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가전기기를 제어할 수 있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새로운 기기가 나

타나면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터만으로 새로운 기

기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용도로의 전

환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이익과 사용 편의성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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