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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은 오픈소스 Home Py를 이용해 Telegram Service를 통한 대화방식의 서비스로써 사물과 사람 간 양방향 통신을 가

능하며 상황인식 서비스를 활용하여 홈 시스템 제어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성하였다. 기존 시스템은 스마트 폰으

로 가전을 제어하는 Smart Home이 현실화 되었지만, 조작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들의 불편함

이 있다.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황인식을 통해 상황에 맞는 사물들을 제어함으로써 보다 지능적인 스마트 홈 시스템을 제

안한다.

키워드: 스마트 홈(Smart Home), 홈파이(Home Py), 음성제어(Speech control), 상황인식(Situational awareness)

I. Introduction

현재 IoT가 접목된 상용화된 스마트홈 즉, SKT, KT, LG U+ 
각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IoT Home Service이다. 상용 시스템에서

는 기본적으로 도어락 제어 관련 알림 기능, 가스 밸브 차단기, 플러그, 
스위치 등을 제공한다. 하지만 조작법이 어려워 장애인, 노약자, 어린

이, 임산부들이 사용의 불편함이 있다. 음성인식 또한 단순한 명령어를 

통하여 제어하고 있다. 최근 구글 홈, 아마존 알렉사, 네이버 AI홈비서 

등 음성 인식 등의 인공 지능 기술을 접목한 홈 비서를 발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동향 맞춰 오픈 소스 Home Py, 텔레그램에 

기반 한 저비용의 상황인식 홈 비서를 통하여 대화방식과 음성인식으

로 사물과 사람 간에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며 단순한 단어를 통한 

음성인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언어를 통한 제어와 상황인식을 통한 

제어로 편리성, 에너지 절약, 보안 등 기능의 스마트 홈을 설계한다.

II. Preliminaries

1. 오픈 소스 Home Py

Home Py는 파이썬 위에 각종 센서 등을 쉽게 연동하여 홈 오토메이

션을 구축할 수 있으며, 보안이 강화된 텔레그램 봇을 생성 하여 

들어오는 명령어를 인식한 후 처리한다. 텔레그램이 구동되는 플랫폼

이면 어느 기기든 자유롭게 연동하며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시스템 구조

그림 1은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로, 셋탑박스에 웹서버, DB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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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Py,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 상황인식모듈이 설치되고, 콘트

롤러에 각종 센서와 디바이스가 연결된다. 외부에서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음성이나 메신저를 통해 제어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 셋탑박스는 오픈소스 하드웨어인 라즈베리파

이를, 콘트롤러는 아두이노를 이용하였다.

Fig 1. System Configuration

Home Py, 텔레그램을 통해 사물과 사용자 간의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 집 내부 사물들에게 지정된 메시지를 보낸다면 사물의 

상태 정보가 사용자에게 메시지로 전달되며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마이크와 상황인식을 통해 집 내부의 불필요한 에너지를 제어하며, 
음성인식을 통한 유연한 제어를 통해 사용자의 편리함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손쉽고 흥미 있게 홈을 제어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을 통하여 로그 기록 등을 남는다.

Fig. 2. Sequence Diagram

사용자가 음성인식,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특정한 센서 제어를 요청 

하여 해당 센서를 제어하며 센서의 정보 확인 또한 동일하다. 상황인식 

경우 상황을 인식 후 센서의 정보를 요청 하여 정보를 반환 받은 

후 센서의 정보와 상황에 맞는지 판별 후 센서 제어한다.

2. 상황인식모듈

상황인식을 하기 위해 사용자의 정보, 위치, 행동 상태, 평소 패턴 

등이 필요하며 각 상황에 맞는 자료를 수집과 가공을 통해 해석, 
추론 및 학습 을 거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3과 같이 

상황인식이 발생된 정보를 전달한다. 전달받은 정보를 취득하여 규칙

에 맞게 분석 한다. 분석된 정보를 이용하여 상황을 추론하여 나온 

결과로 해당 상황에 맞는 디바이스를 제어한다.

Fig. 3. Context-awareness Module

다음은 텔레그램을 통해 사용자가 집안의 들어오기 위해 문을 

열었을 경우 문이 열리는 상황을 인식하여 해당 사용자의 방에 전등을 

제어하는 상황 모듈의 일부이다.
 

bot=telebot.TeleBot("225485826:AAHAdlXVruLtqgDNSHicJNi0

pvj1rw2HxhM")

@bot.message_handler(commands=['ledon'])

def send_welcome(message):

            bot.reply_to(message, "Light On")

            os.system('./ledon.sh')

@bot.message_handler(commands=['ledoff'])

def send_welcome(message):

            bot.reply_to(message, "Light Off")

            os.system('./ledoff.sh')

Fig 4. Device Control with Telegram bot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이용해 저비용

으로 편리성과 안전성을 갖고 홈 디바이스 제어를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설정된 상황인식 설정 정보를 통해 자동화 서비스를 

할 수 있어 편리함과 에너지 절약 등을 제공하였다. 향후 가족 구성원의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 정보를 활용해 행동패턴 분석과 구체적인 

상황 서비스를 하여 지능화돤 서비스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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