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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마트홈 분야에서의 제품 개발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늘어나는 제품들을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러는 스마트폰 앱이 유일하다. 그러나 스마
트폰 앱은 스마트와 편의성을 강조하는 스마트홈 
서비스와 상반되어 컨트롤러로 적절하지 않다. 따
라서 스마트홈 서비스를 위해 가장 익숙하고 직
관적인 형태의 컨트롤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홈 환경에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혹은 서비스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사
물인터넷 리모컨을 제안한다. 그리고 사물인터넷 
리모컨과 애플리케이션 간의 연동을 위한 AP 모
드 및 정보 전송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Ⅱ. 사물인터넷 리모컨 전체 시스템 구성

본 논문의 최종 목표는 사물인터넷 리모컨을 
WiFi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하고 서비스 서버를 
통해 버튼 입력 이벤트를 다른 디바이스 혹은 서
비스로 전송하여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사물인터
넷 리모컨를 개발하고자 한다. 사물인터넷 리모컨
의 전체 시스템 구성은 그림1과 같다. 

사물인터넷 리모컨 디바이스는 WiFi를 통해 직
접 리모컨 서비스 서버에 연결되어 6개의 푸쉬 
버튼으로 18가지의 입력 이벤트를 통해 사물인터

넷 제품 혹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어 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 리모컨 서비스 서버는 oneM2M 표
준 구조의 오픈 플랫폼 서버로 사물인터넷 서비
스를 제공하고, IFTTT를 연동하여 자동화된 스마
트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서버이다.

사물인터넷 리모컨 앱은 리모컨의 네트워크 설
정, 리모컨 관리, 버튼 등의 설정을 위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림 1. 전체 시스템 구성도

Ⅲ. 사물인터넷 리모컨 하드웨어와 
애플리케이션 연동

앞서 제안한 사물인터넷 리모컨 시스템에서 초
기에 리모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모컨과 스마
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하여 네트워크 설정, 디
바이스 등록과 같은 설정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테스트 보드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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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부분의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어하고 있어 제조사가 다른 디바이
스를 사용할 경우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홈 환경에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와 서비스를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리모컨을 제안한다. 그리고 사물인
터넷 리모컨의 초기 설정을 위한 애플리케이션과의 연동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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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물인터넷 리모컨 하드웨어와 애플리케이
션 간의 연동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테스
트 보드는 그림2와 같이 노드 MCU를 내장한 
Wi-Fi 모듈(ESP8266)과 버튼 6개, 상태 등을 표시
하는 LED로 구성하였다.

그림 2. 사물인터넷 리모컨 테스트 보드

테스트의 진행은 먼저 스마트폰 앱 연결을 위
한 하드웨어의 AP 모드 전환 기능에 대한 테스
트를 하고,  사물인터넷 리모컨 하드웨어와 애플
리케이션 간 연동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림3은 스마트 홈 리모컨의 Wi-Fi 모듈이 AP

모드로 실행되어 자체 서버 소캣을 생성 후 오픈
된 상태를 출력한 화면이다. 이때 listen 함수를 
호출하여 요청 대기 상태가 되고 클라이언트(스마
트폰 앱)의 요청에만 응답하게 된다.

그림 3. AP 모드 실행 결과 

다음으로 AP모드로 전환된 사물인터넷 리모컨
과 애플리케이션 간의 연동을 확인하기 위해 클
라이언트 연결 및 정보교환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림4는 클라이언트 연결 요청에 따른 소캣 연
결 출력 화면으로, 송수신 데이터는 SSID(AP 명
칭), BSSID(MAC address), password이다. 스마트 
홈 리모컨과 스마트폰 앱 간 통신은 표1과 같이 
정의된 프로토콜에 따라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그림 4. 사물인터넷 리모컨과 스마트폰 앱 연결

표 1. 스마트 홈 리모컨과 스마트폰 앱 간 통신 프로토콜 

필드명 의미 값 길이

STX 시작 코드 0x02 1

Version 버젼 정보 0xa0 1

CMD 명령어(S,P,U…) ASCII 1

LEN 데이터의 길이 ASCII 2

DATA 데이터 ASCII N

ETX 종료 코드 0x03 1

그림5는 스마트 홈 리모컨에 접속된 클라이언
트와 정의된 프로토콜 방식에 따라 데이터를 송
수신한 결과이며, USERID(aaa@aa.aa),  deviceID 

(10affd)데이터가 성공적으로 송수신됨을 확인하
였다.

그림 5. 데이터 송수신 결과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홈 환경에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와 서비스를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사물인
터넷 리모컨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사물인터넷 리모
컨 시스템에서 초기에 리모컨을 사용하기 위해 리
모컨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연동하는 테스트
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Wi-Fi 모듈, 버튼 6개, 

LED를 활용한 테스트 보드를 구성하였다. 테스트 
결과 사물인터넷 리모컨의 AP 모드 전환, 애플리케
이션과의 연동, 데이터의 송수신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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