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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한 소프트웨어로 구현 가능한 모바일 컨트롤러 컨텐츠를 제안 개발한다.

개발된 시스템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과 노트북과의 통신은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였다. 클라이언
트와 서버 두 가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클라이언트 측에서 블루투스 통신을 요청하고 서버 측에서 응답을 허락하도
록 하였다. 이전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컨트롤이 가능하며, GUI 환경으로 구현하여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성능평가 결과 제안 개발된 방법은 가격, 기능 및 휴대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d develop software controllable mobile controller contents using bluetooth 
concepts. The main features of the propsed system are as follows. Bluetooth communication is used for between 
smart phone and bluetooth. We develop two kinds of programs, clients and server, in which  clients requests 
bluetooth communication and server responds.  It's controllable to move toward the previous page and next 
page, and GUI environments can give efficient user oriented services. The results of  performance evaluation 
show relatively good performances  in view points of prices, functions, and portability.

Key Words : Bluetooth controller contents, Mobile phone, Piconet, Windows CE

Ⅰ. 서  론
1994년 세계적인 통신 회사 에릭슨이 휴대폰과 주변

기기의 연결을 위한 무선 솔루션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소비전력은 적으면서 값싼 인터페이스 개발이 목적이었

던 이 연구는 이후에 노키아, IBM, 도시바, 인텔 등의 참

여로 블루투스 [1-4] SIG (Special Interest Group)이 발

족하면서 폭발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현재 대부분의 휴

대폰과 노트북에는 블루투스 모듈이 탑재되어 시판되고

있으며, 유용한 블루투스 장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핸드폰에 탑재된 블루투스 모듈의 이용분

야는 핸드폰 OS에서 지원하는 핸즈프리, 데이터 전송 등

간단한 기능에만 머물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모바일 컨

텐츠[5-8]는 모바일 게임 등 극히 일부분에만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본 논문에서는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로 구현 가능한 모바일 컨트롤러 컨텐츠[5-8]를 개발하

였다. 프레젠테이션 컨트롤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레

이저 포인터의 기능 중 컴퓨터의 컨트롤 기능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하여 파워포인트 페이지를 컨트

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핸드폰과 레

이저 포인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또한, 별도로 레이저 포인터를 구비하지

않아도 핸드폰만 소지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편리하게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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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젠테이션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편리성과

보다 편안한 휴대성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처

럼 구성되어 있다. II 장에서는 관련연구에 대해서 설명

하고, III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바일 컨트롤러

컨텐츠에 대해서 설명한다. IV 장에서는 제안된 방법의

성능평가를 하며, V장은 본 눈문의 결론을 맺는다.

II. 관련 연구
블루투스[1-4]는 1MHz의 대역폭으로 79개의 채널로

나누어 각 채널을 호핑하는 FHSS (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방식을 택하였다. 블루투스 초기에는

일부국가에서 내부규제로 23개의 채널 밖에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TDD

(Time Division Duplex) 방식으로 625㎲의 타임 슬롯을

기반으로 하며,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디바이스 패킷을

교환한다. 또 각 타임 슬롯은 Pseudo Random방식으로

초당 1600번 주파수를 호핑한다.

블루투스는 ACL 링크와 SCO 링크라는두개의 물리

링크를 제공하여 데이터와 음성을 모두 지원한 이러한

링크는 다수의 디바이스 사이에 네트워크로 구성될 수

있는 데 이것을피코넷 (Piconet)이라 한다. 피코넷은 ‘마

스터 (Master) - 슬레이브 (Slave)' 방식의 네트워크로

마스터 한당 7개의 슬레이브를 연결할 수 있다. 또 이러

한 피코넷이 여러 개가 계층적으로 연결되어 스캐터넷

(Scatternet)이라는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도 있

다.

블루투스의 특성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l 블루투스는 No Line 시대의 지향에 따라 등장한

기술이며, 명칭은 10 세기 스웨덴의 바이킹의 이름

을 따왔다.

l 블루투스는 핸드폰, PDA, 노트북과 같은 정보기

기들 간의 양방향 근거리 통신 기술을 가능하게

했다.

l 2.4GHz 대역의 ISM 대역을 사용한다.

l 주파수 호핑 방식으로 운용, 79개의 1 MHz 채널

을 1600번씩동일한절차에 따라 채널을 바꿔가면

서 통신한다.

l ISM 대역에서존재하는마이크로오븐등 간섭원

으로부터 영향을 적게 받는다.

그림 1은 블루투스의 간단한네트워킹 개요도를 설명

하고 있다. Piconet은 서로간의 통신영역안에 있는 블루

투스 장치는 Ad-Hoc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통신할 수

있다. 하나의 채널을 공유하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블

루투스 장치는 하나의 Piconet을 형성하고 채널 상의 트

래픽을 제어하기 위해 통신에 참여하는 장치 중의 하나

가마스 터가 된다. Scatter net은 여러 개의 Piconet이 서

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중첩될 때 형성되는 그룹을

Scatter net이라고 부른다. Scatter net에서는 무선 매개

체가 공유되고 Piconet에서는 채널과 정보를 공유한다.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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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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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블루투스 네트워킹 개요도
Fig.1. Bluetooth Networks

표 1은 블루투스의특성을 설명하고, 표 2는 블루투스

기술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블루투스 특성
Table 1. Bluetooth Characteristics

구분 내용

주파수 대역 2.4GHz대

변조 방식 GFSK (m=0.5)

확산 방식 FHSS (1600회/초)

복신 방식 TDD (마스터: 짝수슬롯, 슬리브: 홀수슬롯)

접속 방식
동기 (대칭:432.6Kbps)

비동기 (비대칭: 721Kbps)

에러 정정 부호화율 1/3, 부호화율 2/3, ARQ

전송 거리 10~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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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LE hComm = CreateFile(TEXT("COM4:"),
GENERIC_READ|GENERIC_WRITE,

0, NULL, OPEN_EXISTING, 0, NULL);
if(hComm == INVALID_HANDLE_VALUE) {

MessageBox(hWnd,_T("CreateFile()"),_T("error"),MB_OK);
exit(-1);
//LocalFree(lpMsgBuf);

}
// 포트 설정값 얻기
DCB dcb;
if(!GetCommState(hComm, &dcb)) {

MessageBox(hWnd,_T("GetCommState()"),_T("error"),MB_
OK);

exit(-1);
}
// 포트 설정값 변경
dcb.BaudRate = CBR_57600;

표 2. 블루투스 기술의 비교
Table2. Comparisons of Bluetooth Technology

구분 블루투스 IEEE802.11 SWAP

주파수

(대역폭)

2.4GHz

(79MHz)

2.4GHz

(20MHz)

2.4GHz

(75MHz)

전송 속도
1Mbps

(721Kbps)

2Mbps~52Mb

ps

0.8Mbps

1.6Mbps

변조 방식 FHSS
DSSS

FHSS
FHSS

전송 거리

10M

(1mW)

100M

(100mw)

100m 100m

변조 방식 GFSK
BPSK/QPSK

GFSK
GFSK

주용도 W-PAN W-PAN W-PAN

III. 모바일 컨트롤러 컨텐츠 설계
초기 프로젝트의 목표는 WIPI 환경에서 사용가능한

모바일 컨트롤러를 제작하려 하였으나 개발업체가 아닌

개인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

하여 Windows Mobile[6-10]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이

용하여 개발하였다. 표 3은 개발환경을 설명하고 있다.

표3. 개발 환경
Table 3. Development Environments

블루투스 V1,2 이상

서버
Visual studio 6.0

Windows XP

클라이언트
Embedded Visual C++

Windows Mobile 5.0

Smart Phone SCH-M620

그림 2는 프리젠테이션 시 페이지넘김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안된 모바일 컨트롤러의알고리즘이다. 클라이언

트에서 연결을 시도하고 연결이 성공하면실행할 명령을

선택하고 이에 대한 메시지를 서버에 전송 한다. 그리고

이 명령을받은 서버는 이를실행하여 페이지 이동을실

행 시킨다.

그림 2. 제안된 모바일 컨트롤러 컨텐츠 알고리즘
Fig. 2. Proposed Mobile Controller Contents 

Algorithm

다음은 제안된알고리즘의 프로그램밍과정을 설명한

다. 클라이언트는 Embedded Visual C++ 4.0 SP4를 이용

하여 제작하였고 서버는 Visual Studio 6.0 을 이용 하여

제작 하였다. 프로그램은 먼저 블루투스를 이용한 PC에

서 PC를 제어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고 이를 Window

Mobile 5.0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코딩 하였다.

블루투스는 무선으로 연결된 직렬통신이다. 그러므로

프로그래밍시직렬통신을 할 수 있도록구현 하였다. 그

림 2-그림 5 는 블루투스의 연결, 클라이언트, 서버에 대

한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3은 블루투스 연결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다. 시리얼포트 4번을 통하여 블루

투스로 연결되고 블루투스에 연결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

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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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b.fParity = FALSE;
dcb.fNull = FALSE;
dcb.ByteSize = 8;
dcb.Parity = NOPARITY;
dcb.StopBits = ONESTOPBIT;
if(!SetCommState(hComm, &dcb)) {

MessageBox(hWnd,_T("SetCommState()"),_T("error"),MB_
OK);

exit(-1);
}
//읽기와 쓰기 타임아웃 설정
COMMTIMEOUTS timeouts;
timeouts.ReadIntervalTimeout = 0;
timeouts.ReadTotalTimeoutMultiplier = 1;
timeouts.ReadTotalTimeoutConstant = 0;
timeouts.WriteTotalTimeoutMultiplier = 0;
timeouts.WriteTotalTimeoutConstant = 0;
if(!SetCommTimeouts(hComm, &timeouts)) {

MessageBox(hWnd,_T("SetCommTimeouts()"),_T("error"),
MB_OK);

exit(-1);

제안 구현한 방법 프리젠터

가격
저가

(소프트웨어)

고가

(하드웨어)

사용 환경

Windows와

Windows Mobile

탑재 스마트폰, PDA

송신부, 수신부 자체

컨트롤러

구동 방법 블루투스
2.4GHz GFSK,

RF변조 방식 등

그림 3. 블루투스 연결
Fig. 3. Bluetooth Connection

그림4는클라이언트에서좌우버튼클릭 시버퍼에특

정값을 넣고 이 버퍼를 서버 쪽으로 전송한다.

ZeroMemory(buf,sizeof(buf));
buf[0]=78;
retval = WriteFile(hComm, buf, BUFSIZE,

&BytesWritten, NULL);

그림 4. 클라이언트
Fig. 4. Clients

그림5는 서버 측에서 받은 데이터를 읽고 이에 따른

명령을 키보드 이벤트 함수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f(buf[0]==89){
DisplayText("[받은 데이터] 다음페이지\r\n");
keybd_event(39,0,0,0);
keybd_event(39,0,KEYEVENTF_KEYUP,0);

그림 5. 서버
Fig. 5. Server

IⅤ. 성능평가
그림 6 은 프로그램의 실행 화면이다. 스마트폰의 ←

→를 클릭하면 프리젠테이션 시 페이지 넘김 기능을 수

행한다.

그림 6. PPT제어 컨트롤러 실행 화면
Fig. 6. Implementation View of PPT Controller

그림 7은 PPT 컨트롤러를응용하여 만든곰플레이어

컨트롤러 이다. 곰플레이어의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능

을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제작하였고 소리, 앞, 뒤

이동, 전체화면, 일시정지, 화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림 7. 곰플레이어 제어 컨트롤러 실행 화면
Fig. 7. Implementation View of Complayer 

Controller

표 4는 제안 구현한 방법과 프리젠터와의정성적인 비

교를 설명한다. 표 4에서 보여주는것처럼 가격, 기능및

휴대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알수 있다.

표 4. 제안된 방법의 정성적인 비교
Table 4. Comparison (Qualitative) of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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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성 편리 불편

기능

PPT 페이지 이동 및

응용프로그램에 따른

전용 컨트롤러 제작

가능

PPT 페이지 이동

레이저 포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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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블루투스 모듈을 탑재한 핸드폰과 노

트북을 이용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할때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컨트롤러의 설계 및 제작을 하였다. 프리젠테이션

시 페이지 넘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바일 컨트롤러의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프로그램을

응용하면 키보드, 마우스로 제어해야만 했던 PC를 무선

으로조정할 수 있어 휴대성및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PPT, 곰플레이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플리케

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컨트롤러를 제작할 수 있

다. 국내의 경우 PDA나 스마트폰의 보급률이낮은 관계

로 향후 본 프로그램을WIPI 환경에서 제작하면 사용자

들에게 보다 편리한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고 휴대성및

경제적 측면에서도 기존 하드웨워적인 제품들보다 우수

하다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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