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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혼자서 유아를 돌볼 때 아이 을 비우고 일을 처리하게 된다. 이 때 아이를 신경 쓰며 추가 인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게 된다. 이러한 부재를 해결하기 해 아이돌  보조가 필요하게 되었고 IoT를 

통해 해결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확장성의 제한으로 실효성 문제가 발생하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SNS 채 과 결합하여 확장성과 사용자에게 친근감을  수 있는 IoT 스
마트모빌을 설계  구 하 다. 본 IoT 스마트모빌은 원격에서도 사진, 온습도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아기가 울거나 환경이 불쾌해지면 알람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1. 서론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부모는 아기를 돌보고 가사를 

분담한다. 하지만 맞벌이의 증가로 육아휴가를 통해 한명

만 아이를 돌보게 되어 아기 을 비워야하는 상황이 발

생하면 아기를 확인할 수 없다는 불안감으로 방 끝낼 

수 있는 일도 수시로 아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요 시

간이 길어지고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아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추가로 소비한다. 부모 신 에서 신 있으며 

원격으로 상황을 알 수 있는 육아도움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을 통

해 꾸 히 해결하려 했으나 확장성의 부족으로 특정 기능

에만 국한되어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IoT

와 Social Networking Service(이하 SNS)의 채 을 결

합하여 기능의 확장이 쉽고 사용자에게 친근감을  수 

있는 IoT 시스템을 제안한다.

 

2. 련연구

   IoT는 여러 사물들이 네트워크상에서 연결되어 사물 

상호간의 통신 는 사람과 사물간의 통신을 통해 서비스

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며 원격으로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

게 해 다. SNS는 사용자간의 다양한 계와 의사소통, 

정보공유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표 인 아이돌 과 련

된 IoT 연구들은 아래와 같다.

2-1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아기돌  서비스

   해당 논문은 베이비 어 시스템 ‘오구오구’를 제안한

다. 아이가 깬다면 스마트폰 알람을 울려주는 것과 음악재

생, 실시간 모니터링, 버튼을 이용한 제어  수유등(조명) 

조  기능을 제안한다 [1].  재 목표로 하는 시스템은 

서버가 여러 사용자를 상으로 하여 실시간 상은 서버

에 무리가 있고 음성의 경우 오히려 간단하게 분석 없이 

소리만 제공한다. 음성 련 기능에서 비 학습 방식은 정확

도가 많이 떨어진다. 재 논문에서는 소음과 구분하고 

[2] 울음소리를 분류하는 [3] 공정을 거치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울음소리 분류모듈을 제거하고 소음과 구분하

는 기능만을 사용하여 아이돌  서비스처럼 간략화 된 정

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2-2 청각장애인을 한 Raspberry Pi3 기반의 아

기울음소리 감지기  무선 알림 시스템 연구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들을 해 오 소

스인 Baby-Cry-Detection을 활용하여 울음소리를 분석하

여 알리는 시스템이다 [4].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울음소

리 련 기능들은 모두 비 학습방식으로 간단한 값들을 분

석하여 결과로 사용하는 반면 학습 모듈을 사용하여 정확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오구오구’가 알람만을 제공하

는 것과는 반 로 사용자가 청각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세한 분석과 알람을 맞춰 제공한다. 이는 일반

사용자를 기 으로 할 때, 편리한 기능이긴 하지만 학습과 

분석을 반드시 포함될 필요는 없어 추 후 고려해볼 사항

이다. 

2-3 Rasberry Pi를 이용한 Home Automation활용

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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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홈 내에서 모바일을 통해서 많은 기능들을 통

합 제어하도록 개선하는 논문이다 [5]. 모바일을 통해서 

제어하는 은 같으나 집을 상으로 내부의 센서나 동작

들을 통합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어 아이를 한 모빌

과는 거리가 있다. 단편 인 로, 아이를 재우는 곳은 모

든 가정이 다른데 그곳에 원하는 센서가 반드시 있지 않

아 데이터를 받을 수 없는 공간  요소가 발생한다. 때문

에 독립 인 모빌이 필요하다.

3 시스템 구성

(그림 1) 체 시스템 구조, 1 요청 수 , 2 결과응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SNS 채 을 통해 IoT 

기기를 제어하여 사진을 거나 미리 녹음하여 장해둔 

음성  동요를 재생하고 기기의 화면에서 아이가 사라지

거나 재 측 인 온도와 습도 같은 환경이 불쾌해지면 

알람으로 상황을 알려  수 있다. 나아가 IoT 기기를 효

율 으로 제어할 수 있는 SNS 채 을 결합하여 시스템을 

연결하는 서버구조로 (그림 1) 구성하 다. IoT 시스템은 

SNS메신 와 결합되어 채 을 통해 기능을 제어되기 

때문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모바일을 통해 SNS 채

으로 지원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기능을 제어하고 결과를 볼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일반 인 IoT는 기능이 추가될 때 사

용자에게 제공되는 인터페이스의 변경을 필수로 동반하며 

직 성이 떨어져 설명서가 필요할 만큼 복잡하고 사용자

의 실수를 유발하여 원하지 않는 실행 결과를 야기한다. 

하지만 SNS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면 간단한 설명만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기능을 확장하여도 사용자 입장에서

는 같은 화면(인터페이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SNS 

메신 는 타 메신  보다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이미지 

송에서 크기나 픽셀에 제한이 은 Naver Talk Talk을 

사용한다. 

  서버는 공인 IP를 사용하므로 지역망 내의 기기에서 쉽

게 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반 로 공인 IP를 갖고 있는 

서버가 가상 IP에 값을 보내는 것은 가상 IP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네트워크 설정을 해야한다.

 본 시스템은 (그림 2)과 같이 동작하여 SNS의 요청을 

서버가 DB에 장하고, 주기 으로 IoT 기기가 서버에 

요청하여 이 내용을 수신하는 형태로 구 한다.

(그림 2) 요청의 흐름

3-1 SNS를 사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SNS에서 제공하는 채 의 경우 다수 입력만을 받

고 해당 내용의 처리나 응신을 모두 서버에게 맡기는 형

식이다. 그러므로  (그림 2)의 요청 흐름처럼 사용자로부

터 받은 입력(문장)의 처리와 응신은 모두 서버에서 다루

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단순하게 요청을 보내고 결과를 

받는 뷰어의 역할로 사용한다. 

 
3-2 서버 구조

   서버는 리 스 Ubuntu 16.04LTS에서 동작하며, IoT에

서 센서 간의 정보교환에 주로 쓰이는 웹서버를 Phyton3 

언어의 Flask 모듈을 통해 지원하고 네이버 Talk Talk에

서 요구하는 https 로토콜로 운 한다. 사용자와 모빌에 

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DB: Data base-MySQL 5.7)

를 이용하여 장한다. 

   서버는 모빌과 SMS메신 가 보내는 데이터를 각각 구

분할 수 있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리 약속한 URL을 

사용하여 송신 상을 구분한다. URL은 흔히 웹 주소로 

서버에 필요한 일을 요청할 때 경로를 표 하는 방법이

다. 서버에 근할 때는 보통 IP와 port를 통해서 근하

는데 이를 하나의 문자열로 묶는 것을 도메인이라고 한다. 

도메인이 https://kit-iot-system이라고 가정하면, a.html이

라는 일의 URL은 https://kit-iot-system/a.html 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요청은 https://kit-iot-system에 

직  근하고 그림이나 사진을 보거나 모빌이 근하는 

것은 https://kit-iot-system/~ 의 형태로 처리한다.

3-2-1 사용자 요청 처리

<표 1> DB 시

naverUser table

- userID - Serial
abc123 SR0001
aasd12 SR0002
q1ea32 SR0002

...

mobile System table

- Serial

SR0001

SR0002

SR0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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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table
- request - requestor(userID) - Serial

camera abc123 SR0001
Voice aasd12 SR0002
INFO aasd12 SR0002
INFO q1ea32 SR0002

   서버가 모빌과 사용자를 연결하여 <표 1>과 같은 테

이블을 형성하기 해 등록이라는 차를 거친다. 이는 채

을 통해 간단하게 “등록:SR0002”와 같이 자신의 모빌

번호를 송하면 서버에서 직  싱하여 DB에 장한다.  

이 때 모빌과 사용자의 계는 1 :다수의 계이고 사용자

와 모빌의 계는 1:1이다. 즉, 사용자는 하나의 모빌만을 

제어 할 수 있고 모빌은 여러 사용자로부터 동작할 수 있

다.

(그림 3) 온도 요청 시

(그림 4) Json 데이터 구조

   등록이 끝난 뒤 일반 인 기능제어는 (그림 3)의 시

처럼 채 에서 문자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

도 좀 알려 래?”라고 “aasd12”라는 유 가 채 을 작성

하게 되면 네이버 API는 [6] 입력된 문자와 유 를 구분

하는 userkey를 (그림 4)의 Json형태로 사용자가 등록한 

서버(URL)에 송한다. 서버는 문자열로 송된 문장의 

뜻을 알 수 없다. 그 기 때문에 문장에서 요구하는 사항

을 서버가 알 수 있는 기능의 형태로 표 해야한다.

<표 2> 각 기능에 한 식별 키워드

기능 명사 동사

INFO 온도, 습도, 먼지, 공기 주, 주고, 알려주

Music 동요, 노래 재생, 들려주

Voice 목소리, 부모, 가족 재생, 들려주

Camera 사진, 모습, 얼굴 보여주, , 알려주

Regist 등록 -

HowToUse 사용법, 도우미, 도움말 -

   본 논문에서는 서버는 각 기능을 하나의 명사로 기억

하고 그것을 <표 2>와 같이 미리 장하고 입력된 문장

을 형태소 단 로 분석하여 사용자가 요청한 기능을 악

한다. 앞에서의 “aasd12”유 가 요청한“온도 좀 알려

래?”를 송받은 서버는 KoNLPy를 [7] 통해서 (원본, 품

사)형태로 분해한다. 분해된 결과는 [('온도', 'NNG'), ('

알려주', 'VV'), ('ㄹ래', 'EFQ'), ('?', 'SF')]로 리스트형

태로 나오게 되며 명사계열(품사에 N이 포함된 것)과 동

사계열(품사에 V가 포함된 것)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 ['

온도', '알려주']를 장한 뒤 미리 장해둔 것들과 비교

하여 실행시킬 기능(INFO)을 문자열로 <표 1>과 같이 

DB의 request테이블에 요청한 userkey와 함께 장한다. 

3-2-2 모빌 요청 처리

   모빌은 1  간격으로 자신의 고유한 번호(SERIAL)를 

https://kit-iot-system/RQST에 송한다. 서버는 이를 

달받으면 유효한지 <표 1>의 mobile System에서 조회한 

후에 request에서 고유번호를 조회하여 사용자가 요청한 

내용을 “요청자 요청내용”의 형태로 문자열로 만들어 

송한다. 만약 다른 요청이 있다면 바꿈(‘\n’)으로 구분하

여 “aasd12 Voice INFO<\n>q1ea32 INFO”과 같은 형태

로 만들어 송한다.

   모빌은 앞서 받은 aasd12 Voice INFO<\n>q1ea32 

INFO”문자열을 잘라서 해당 요청을 처리하고 처리가 끝

나면 요청자에게 개별 push한다. push할 상(aasd12)와 

해당 내용(voice INFO 완료)을 서버의 /push  URL로 

송한다. 서버는 이 내용을 그 로 네이버 API로 송하고 

이를 받은 네이버 API는 해당 사용자의 메신 에 출력한

다.  

   모빌이 실행될 시 긴  상황에 push 알람을 하기 하

여 자신을 등록한 user들의 key가 필요하다. 이를 

/bootUp URL을 통해 서버에 요청하면서 본인의 고유번호

를 서버에 송하게 된다. SR0002라는 모빌이 부 되어 

실행되면 서버는 <표 1>의 naverUser table의 userID를 

Serial 값이 SR0002인 유 들을 모아 “aasd12 qlea32”의 

문자열로 송한다.  

 (그림 5) 사진요청

 <표 1>의 ‘abc123’의 사용자가 (그림 5)의 상황처럼 사진

기능을 요청하는 경우, 모빌은 사진을 /<abc123>/imag 의 

URL로 서버에 보내게 된다. 해당 일을 받게 되면 서버

는 이를 SR0001.2018.08.09.13.15.27.png의 형태로 장하

고 /download/<SR0001.2018.08.09.13.15.27.png>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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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URL을 만들어 ‘abc123’사용자에게  Json형태로 

송하게 된다. 해당 URL을 실제 웹 라우 에서 속하게 

되면 화면에 모빌이 은 사진이 표시되게 된다. 이를 받

은 네이버 talk talk API는 해당 URL로 속하여 이미지

를 API의 서버에 업로드하고 해당 내용을 사용자의 메신

에 출력한다.

3-3 모빌 시스템

  

(그림 6) 모빌 시스템 흐름 

               

   모빌시스템의 기능은 요청을 받는 것과 처리, 알람을 

송하는 것으로 나  수 있다. 하지만 이 기능들은 하나

의 스 드에서 구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림 6)과 

같이 멀티스 드 환경으로 구성한다. 요청을 받고 분류하

여 실행하는 main 스 드와 알람을 처리하는 push 스

드로 크게 나 어진다. VI, VO, INFO 스 드는 한 

상황을 알리거나 처리 결과를 통보하기 해 알람발생이 

필요하다. 이를 해 push스 드가 앙에서 각 스 드 

간의 통신을 처리하게 된다. main에서 서버로부터 받은 

요청들은 처리를 해 각 센서에 push를 통해 달하고 

이를 받은 센서들은 작업 후 push를 통해 서버로 달한

다. 이 때 모든 스 드가 같은 메서드를 사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서 각 스 드 간에 자원경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세마포어(semaphore)를 활용하여 처리한다. 

 

(그림 7) Safe Zone

   VI, VO, INFO 스 드의 경우 각 각 센서를 지속 으

로 유한다. VO는 울음소리, INFO는 불쾌지수가 높다면 

알람을 보내고 VI는 (그림 7)에서 (a)의 형태로 Safe 

Zone을 지정하여 만약 아이가 (b)의 형태로 Zone 이내에 

있지 않고 (c)처럼 치를 벗어나려할 때 push를 하게 된

다. 이 때 사진을 거나, 다른 요청을 하게 되면 센서를 

놓고 자원경쟁이 발생한다. 세마포어로 순서 로 센서를 

나눠 쓴다면 속도에서 느려지고 비효율 이므로 지속 으

로 센서를 갖고 있되, 추가 인 요청을 받아 큐에 장하

고 해당 내용을 읽어 다른 기능들을 처리하게 한다. 큐 

한 여러 스 드가 근하나 push와는 달리 요청이 없더라

도 동작할 것이 있기 때문에 sem_using으로 큐의 장과 

읽기를 보호한다. 

4 결 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SNS 메신  채 과 IoT 시스템을 결

합하여 원격 모빌제어 시스템을 제안하 다. 한 모빌의 

사진 기능을 통해 아기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

리를 이탈하거나 잠을 깨서 우는 상황, 쾌 하지 못한 환

경에 한 알람을 받아볼 수 있어 육아 인 부모들의 피

로를 덜어  수 있게 되었다. 차 후 학습 [5]을 통해 더욱 

나은 울음소리를 분석하고, 채 을 통해 육아에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면 더 편리하고 스마트

한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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