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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폰의 발달로 우리의 생활은 더욱 편리해 졌으며, 이를 이용하려는 이용자 역시 급격하

게 증가하였다. 이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스마트폰에 내장된 기능들로는 한

계점이 있어, 모바일 단말기와 액세서리를 결합한 앱세서리가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블루투

스 통신을 이용한 리모트 컨트롤 앱세서리를 설계 및 구현하고, 이를 유아용 전동차 시스템에 적용

시켜 모바일 단말기와 시스템 하드웨어의 강인성이나 사용의 편리성에 대해 검증을 하고자 한다. 
ABSTRACT

Our lives are more convenient by development of smart phones recently, and users want to use it also

increased rapidly. But being released by a variety of such applications, the smart phones features include

built-in limitations, so appcessories that combines mobile handsets and accessory is attracting attention. In

this paper, we design and implement Remote Control Appcessories using Bluetooth communication, and by

applying it to the infant car system, we verify the robustness of mobile terminals and system hardware, and

ease of 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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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스마트폰의 발달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 이하 줄여서 ‘앱’)들이 출현하고 있

다. 대표적으로 모바일 뱅킹, 영화나 연극 좌석

예매, GPS를 이용한 내비게이션, 증강 현실 기술

을 적용한 건물 찾기 등 여러 앱이 있는데, 이러

한 앱들로 편리성이 증가하였고, 아울러 스마트폰

의 이용자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문태양 등은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모듈과 기울

기 센서간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GPS를 이용한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 아론 링 치 이 등은 스마트 용접기 시스

템을 위한 하이브리드 앱 소프트웨어 구조를 설

계 개발하였으며,[2] 송성호 등은 스마트폰의 여

러 가지 센서들을 이용하여 사물놀이 어플리케이

션을 구현하였다.[3] 오승준 등은 자전거 커뮤니

티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하여 기존의 어플

리케이션에서 제공했던 경로, 운동량, 속도의 정

보 외에도 사용자간의 경로와 전거정보 공유, 분

실된 자전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기능

을 추가하여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보다 나은 어플

리케이션을 제안한다.[4] 조영호 등은 복잡도가

높은 건물 내에 산재되어 있는 비상등, 소화기 및

스프링클러를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자율무선통신방식을 이용하여 현재 상태 모니터

링, 작동 유무를 관리 할 수 있는 지능형 소방방

재 시스템에서의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

다.[5]

스마트폰 출시 초기의 이용자 연령층이 20~30

대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10~60대까지

이용자 연령층이 매우 다양해 졌다. 이렇게 이용

자 연령층이 다양해지면서 사용자들은 더욱 많은

기능을 요구하고 있으나, 단말기에서 지원하는 기

본적인 기능만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어 구현하기

힘든 점이 많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IT

시장에서는 앱세서리(Appcessories)라는 것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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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앱세서리의 종류를 살

펴보면 스마트폰 사진인화기 ‘LG 포켓포토’와 스

마트폰 프로젝터 ‘Smart i Beam’[6] 그리고 신용

카드 단말기, 바코드 스캐너,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손목밴드 등으로 다양하다.[7] 앱

세서리는 사용법도 간단하여, 스마트폰에 장착 또

는 통신으로 연결하여 다운로드 받은 어플리케이

션을 이용해 기능을 확장해 이용하기만 하면 된

다. 미국 아이디어상품 쇼핑몰에는[8] 원격조종하

며 전방에 달린 카메라로 영상을 스트리밍하거나

녹화 및 사진촬영이 가능한 ‘Rover 2.0

App-Controlled Wireless Spy Tank’, 4개의 팬으

로 구성된 헬리콥터인 ‘The future of RC

helicopters’, 공의 무게 중심을 옮기는 추를 이용

한 ‘Spehro® App-Controlled Wireless Robotic

Ball’, 손바닥 만한 미니카를 블루투스로 원격조종

하는 ‘CarBots Micro RC Cars’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리모트 컨트롤 앱세서리를 위한

요구분석을 한 후 이를 기반으로 리모트 컨트롤

앱세서리를 설계 및 구현하고, 이를 블루투스 통

신과 원격제어를 활용한 시스템에 적용시켜 시스

템의 강인성이나 사용의 편리성에 대해 검증을

하고자 한다.

Ⅱ. 관련 연구

2.1 앱세서리 정의 및 특징

앱세서리란 모바일 앱(app) 형태의 서비스와

일종의 액세서리(Accessories)인 하드웨어가 결합

된 방식으로 작동하는 모바일 액세서리를 총칭한

다. 이것은 앱과 하드웨어의 결합을 통해 모바일

단말기가 제공하지 못하는 기능을 보완해 주고,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

에서 단순히 모바일 단말기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렀던 기존 액세서리와 차별점을 지닌다. 모바

일 업계에서는 모바일 단말기가 갖추지 못한 특

정 기능을 제공하는 액세서리와 이와 연계된 모

바일 앱을 결합해 작동하는 앱세서리 시장이 두

드러진 성장세를 기록하며 새로운 니치마켓으로

주목 받고 있다. 현재 앱세서리 업계는 헤드셋,

스피커, 프린터 등 컴퓨팅 및 커뮤니케이션 주변

기기,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탁상용 미니카 등 완

구, 디지털 카메라, 리모컨과 같은 소비자 가전,

시계, 혈압 등을 측정하는 신체 모니터링 기기,

로봇, 악기, 자동차, 조명 및 전열 기구, 보안용

단말 등 광범위한 유형의 하드웨어를 모바일 앱

과 연계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블루투스 통신 기반의 앱세서리가

주목받고 있다. 과거 블루투스 통신은 전송속도가

느려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기에 부적합하였으

나, 현재 24Mbps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수년간 사

용할 수 있는 저전력 블루투스 v4.0까지 개발되었

다.[9]

2.2 블루투스 통신

기기 목록 검색 및 연결, 상호 데이터 전달 등

은 블루투스 기반으로 통신하고 페어링 요청 및

수신을 통해 등록기기 정보를 확인한다. 이를 그

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 블루투스 통신

안드로이드에서 블루투스 통신을 하기 위해서

우선 블루투스 통신 모듈인 H/W를 사용하기 위

해 AndroidManifest.xml에 허가를 요청한다. 그

리고 블루투스 어댑터 객체를 통해 API객체를 호

출하며, 블루투스 API를 통해 연결할 디바이스를

검색한다. 디바이스 검색이 시작되면, 관련된 디

바이스들의 정보를 브로드캐스트를 통해 받는다.

받아온 정보들 중 해당 액션을 잡아주기 위해

onCreate()메소드에서 Reciver를 등록하고, 그에

해당하는 값을 등록한다. 리시버에 등록되었다면

디바이스 검색에 대해 성공 한 것이다. 연결할 디

바이스가 검색되면, 검색을 중지하여 메모리 소모

를 줄인다. 연결을 위한 검색된 디바이스의 MAC

Address를 통해 BluetoothDevice를 생성한다.

Android Bluetooth 구조에 따르면 Rfcomm

Socket을 생성한다. 블루투스도 통신 모듈이기에,

이에 해당하는 소켓을 생성한다. 그리고 생성된

소켓에 connect() 메소드를 통해 디바이스를 연결

한다. 여기서 보여지는 UUID는 연결하고자 하는

모듈통신이 가능한 UUID를 사용한다.[10]

2.3 통신 프로토콜

전동차와 App간의 통신을 할 때 데이터 전송

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류 검출 방식 중에 Check Sum을 이용하였다.

이것은 1번째 데이터, 2번째 데이터, 3번째 데이

터를 모두 합을 4번째 데이터로 전송한다. 설정,

진단 요청은 App에서 차량으로 신호를 보내는

경우이고, 경고 메시지(과부하 상태, 제어기 내부

온도 상승)은 차량에서 App으로 신호를 보내는

경우이다. Check Sum 값이 일치 할 경우 일치

신호를 전송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Data 재전

송 요구 신호를 전송한다. 이를 그림 2에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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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heck Sum Error시 Data 재전송 요구

Ⅲ. 설계

3.1 요구사항 분석

모니터링에서는 전동차의 제어기로부터 블루투

스 무선데이터 통신을 통해 전송된 차량의 주행

속도, 주행거리, 위험주행상황, 배터리 잔량, 자동

안전제어 운전 진행 상황 등을 사용자가 스마트

폰 디스플레이 화면 및 음성안내를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며, 원격 운전 제어에서는 차량과

의 양방향 무선데이터 통신을 통해 차량의 가속,

감속, 제동, 방향 전환 등을 원격 조종이 가능하

도록 하며, 운전 모드 설정에서는 무선데이터 통

신을 통해 차량의 최고속도, 주행모드, 조향감도,

제동모드, 수동/원격운전 전환 등 차량에 설치된

다양한 모드를 원격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UI는 세로 방향으로 표시하며, 상단에 메뉴를 두

도록 하고, 하단부에 현재 동작하는 내용을 표시

하며, 좌우 혹은 속도 제어는 드래그 혹은 자이로

인터페이스를 선택하여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표시부는 하단부에 기존 자동차 패널 이미지를

두고, 현재 주행속도, 잔여주행가능거리, 배터리

잔량, 현재 설정된 모드 표시, 고장상태, 비상상

태 등을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블루투스 무선데이터 통신을 사용함으로

써 기존 공용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한 Radio

Control 방식에서 발생하는 주파수 혼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조작

중에 전화가 올 경우 임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루팅을 하게 될 경우 폰의 보안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서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이의 처리는 당분간 보류하도록 한다.

3.2 리모트 콘트롤 앱세서리 설계

유아동용 전동차를 원격 조종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기 위하여, 요구사항 분석을 토대로 전동차

의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과 블

루투스 통신을 이용한 전동차 원격 운전 제어기

능,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동 할 수 있게 하는 운

전 모드 설정 등의 기능을 지원하도록 앱세서리

를 설계하였으며 이의 DFD(Data Flow Diagram)

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3. App의 Data flow diagram

Ⅳ. 구현 결과

4.1 메인화면

전동차의 전·후진과 좌우조작은 드래그 조작으

로 하되, 각각의 조작에 5단계를 두어 강도를 조

절한다.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 상태와 전동차 상

태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 경고등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으며 가운데 상단 쪽에는 제한속도와

운행모드, 수동/원격 조종 상태를 표시하는 창이

있고, 좌우에는 현재 속도와 배터리 잔량 표시부

가 있다. 그리고 가운데 하단에는 비상 정지 버튼

이 있다. 왼쪽 상단에는 부가 메뉴를 불러오는 버

튼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 4. 메인화면

4.2 메뉴화면

전동차의 운행에 관련된 제한속도, 운행모드,

원격/수동설정, 수신방식을 설정할 수 있는 설정

메뉴, 전동차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

메뉴, 전동차의 고장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

메뉴, 음악을 지원할 수 있는 MP3 메뉴 및 현장

정보를 기록 저장 할 수 있는 다이어리 메뉴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그림 5. 메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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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상태

전동차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주는 메뉴이다.

배터리 현재전압과 주행 가능 거리, 제어기 내부

온도, 총 주행 거리, 평균 사용 전류가 있으며, 단

순히 확인만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배터리 현재

전압 화면과 소스코드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그림 6. 배터리 현재 전압 화면과 소스 코드

4.2.2 진단

사용자의 지령에도 작동하지 않거나 비정상 작

동하는 부위를 감지하고 이를 메모리에 저장된

사용자의 주행이력과 비교함으로써 차량의 고장

부위를 진단한다. 전동차 진단 결과 중 한 예로

모든 시스템이 정상인 경우의 결과와 소스코드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그림 7. 전동차 진단 결과 화면과 소스코드

Ⅴ. 결 론

모바일 기기의 빠른 발전과 보급으로 인해 모

바일 단말기의 사용용도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단말기의 기능들만으로는 한정되어

있는 기술 및 시스템을 외부 디바이스를 활용하

는 앱세서리가 등장하였고, 그것 또한 빠른 발전

과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

용 전동차를 운전이 미숙한 아이들을 위해 원격

조종이 가능한 앱으로 언제 어디서든 리모컨을

따로 휴대하지 않고도 아이들의 전동차를 원격

조종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원격 조종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상태 까지 파악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전

동차 내부 진단까지 받아와 차량으로 직접 확인

하지 않고도 전동차의 고장 유무를 파악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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