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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사물인터넷 리모콘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어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사가 다른 디바이스를 사용할 경우 여러 애플리케

이션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홈 환경에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와 서비스를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리모컨을 제안한다. 사물인터넷 리모컨을 WiFi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하고 서비스 서버를 통해 버튼 입력 이벤

트를 다른 디바이스 혹은 서비스로 전송하여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리모컨이다. 그리고 사물인터넷 리모컨의 초기 설

정을 위한 애플리케이션과의 연동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키워드: 리모컨 서비스(Remote Control Service),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홈(Smart Home),

컨터롤러(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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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스마트홈 분야에서의 제품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늘어

나는 제품들을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러는 스마트폰 앱이 유일하다. 

그러나 스마트폰 앱은 스마트와 편의성을 강조하는 스마트홈 서비스와 

상반되어 컨트롤러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스마트홈 서비스를 위해 

가장 익숙하고 직관적인 형태의 컨트롤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홈 환경에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혹은 서비

스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리모컨을 제안한다. 그리고 

사물인터넷 리모컨과 애플리케이션 간의 연동을 위한 AP 모드 및 

정보 전송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II. System Configuration

본 논문의 최종 목표는 사물인터넷 리모컨을 WiFi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하고 서비스 서버를 통해 버튼 입력 이벤트를 다른 디바이스 

혹은 서비스로 전송하여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리모컨를 

개발하고자 한다. 사물인터넷 리모컨의 전체 시스템 구성은 그림1과 

같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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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Control Scheme

리모컨 서비스 서버는 IFTTT 자동화 서비스 및 MQTT Broker와 

연동되어 리모컨의 제어 호출과 푸쉬 이벤트를 처리하는 관리 서버로

서 사용자가 설정한 스마트 홈 리모컨의 버튼과 와이파이 정보를 

관리하며 리모컨 디바이스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버이다. 

(1) HW Manager

• 스마트 홈 리모컨를 통해 전송된 버튼 입력 이벤트를 수신한 

후 해당 이벤트 버튼에 연결된 IFTTT 레시피의 액션을 호출하는 

HTTP 프로토콜 데이터를 송신 

• 스마트 홈 리모컨에서 송신되는 Json 형태의 데이터를 수신하고, 

수신에 대한 성공 응답을 출력해주며 실패 시 실패 사유를 송신

(2) Application Manager

• 리모컨 스마트폰 앱에서 스마트 홈 리모컨의 네트워크 설정과 

디바이스 등록을 완료하며 스마트폰 앱은 리모컨과의 연결을 종료하고 

Wi-Fi를 통해 서버에 접속 

• 이후 등록 정보를 HTTP 프로토콜로 서버로 전송

(3) Monitoring Manager

• 리모컨 서비스 서버의 ‘Monitoring Manager’는 스마트 홈 리모

컨과 리모컨 스마트폰 앱을 통해 등록된 정보를 관리자가 모니터링 

• 관리자가 모니터링하는 정보 :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이름, 

가입일, 등록된 스마트 홈 리모컨 명, 등록된 스마트 홈 리모컨 아이디, 

Wi-Fi에 대한 정보 값(SSID, BSSID, PASSWORD), 50분 마다 

기록된 Alive Status Message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홈 환경에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와 

서비스를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리모컨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사물인터넷 리모컨의 초기 설정을 위한 애플리케이션과의 

연동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테스트의 진행은 먼저 스마트폰 앱 연결을 

위한 하드웨어의 AP 모드 전환 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사물인터

넷 리모컨 하드웨어와 애플리케이션 간 연동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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