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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USN 기반에 의한 무선 홈 네트워크 기술 중 ZigBee를 사용하여, 최근 보급이 확대 되

고 있는 스마트 폰과 연계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실시간 홈 서비스를 제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설

계 및 구현한다. 또한, 스마트 폰을 포함하는 모바일 기기에서 무선 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임베디드

시스템을 제어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한다. 네트워크를 통한 제어 신호 전송에 따른 비교 등 연

구 결과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1. 서론

현재는 유선환경에서 제공된 다양한 컨텐츠가 무선

환경으로 이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기

기의 이용률 증가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지능형 홈 네

트워크 기반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

고 정부에서 추진한 u-IT839 정책, 차세대 10대 성장

동력 산업에서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기

술력 확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홈 네트워크 서비스,

지능형 홈 네트워크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현재 홈 네트워크에서 적용하는 제어방식은 기존 전

화망을 통해 제어하는 방식과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

여 제어하는 방식으로 문자 기반의 제어방식이 주류

를 이루고 있다. 기존 전화망을 통해 음성 모드로 연결

하는 경우는 음성변환 모듈 및 제어 신호를 아날로그

방식 전송을 위한 부가적인 모듈이 필요하고, 전화망

을 이용하므로 전화요금 체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

며 음성 메시지와 키를 이용하여 제어한다. 그리고 무

선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는 홈 제어 서버와 연

결하여 HTML 문자 기반의 메뉴를 선택하는 방식으

로 홈 기기를 제어하며, 모바일 기기는 별도의 프로그

램이 필요치 않으나, 서버가 모든 제어를 담당하고 기

기와의 제어 신호와 메시지를 송수신하게 된다. 그러

나 이 경우 메시지 송수신 등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문

제점이 있다. 그리고 스마트 폰과 같은 무선기기를 이

용한 웹페이지의 정보 송·수신시에는 상태정보 및 제

어신호 외에 웹페이지와 관련된 페이지 정보, 헤드 정

보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므로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무선 전송 시 고속전송의 어려움이 발생되

며, 전송비용도 증가된다. 하지만 전용 프로그램을 통

한 직접연결 방식을 이용하면 네트워크 전송 시 불필

요한 정보가 제거되어 데이터 트래픽 감소 등의 효율

성 증대를 기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USN 기반에 의한 무선 홈 네트

워크 기술 중 ZigBee를 사용하여, 앞으로 보급이 확대

될 스마트 폰과 연계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실시간 지

능형 홈서비스를 제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설계

및 구현하여 스마트 폰을 포함하는 모바일 기기에서

무선 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임베디드 시스템을 제

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한다.

2. 기반기술

2.1 홈 네트워크 기술

홈 네트워크 기술은 디지털가전과 정보기기를 하나

의 네트워크로 결합한 기술로 크게 유선과 무선으로

나누어지고 무선은 새로운 선로의 포설이 필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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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이동성이 보장되는 된다는 측면에서 향후

홈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며, 무선 기술에 대

한 서비스와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1][2]. 대표적

인 유선 홈 네트워크 기술은 Ethernet, HomePNA,

PLC(Power Line Carrier), IEEE 1394,

USB(Universal Serial Bus), DVI(Digital Visual

Interface) 및 HDMI(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등을 들 수 있다[3].

무선 홈 네트워크 기술로는 무선 Lan과 Bluetooth,

ZigBee, UWB, 무선1394, HomeRF 등을 들 수 있다

[4].

2.2 임베디드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이란 정해진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전자 제어 시

스템을 말한다. 즉, 단순 회로만으로 구성 된 장치가

아닌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고, 이러한 마이

크로프로세서를 운용하여 원하는 작업을 수행 및 관

리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된 시스템을 의미한다[5]. 최

근 IC 설계 및 제조 기술의 급격한 진보에 따라 PC 보

급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가전제품으로서 첨단을

자랑하던 PC가 TV의 과정을 그대로 밟아 일반 가전

용품으로 대중화 되어가고 있다.

2.3 디바이스 드라이버

2.3.1 USN

USN은 어느 곳에서나 부착된 태그와 센서노드로부

터 사물 및 환경 정보를 감지, 저장, 가공, 통합하고 상

황인식 정보 및 지식 콘텐츠 생성을 통하여 언제, 어디

서, 누구나 원하는 맞춤형 지식 서비스를 자유로이 이

용할 수 있는 첨단 지능형 사회의 기반 인프라이다

[6][7]. USN은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가장 유망

한 차세대 성장 동력이자 사회 전반의 일대 혁신을 가

져올 수 있는 중요한 미래 기술이다. 또한 USN의 특

성상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의 정보기술 산업은 물론

비 정보기술 산업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중요한 산업이며,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어 향후 산업 전반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8].

2.3.2 ZigBee

ZigBee란 IEEE 802.15.4 기반으로 저전력과 저가격

을 목표하는 저속 근거리 개인 무선통신의 국제 표준

이다. ZigBee는 전력소모가 적고 칩 가격이 저렴하며

통신의 안정성이 높아 최근 가장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는 기술이다. ZigBee는 IEEE 802.15.4 표준의 물리

와 매체 접근제어 맥 계층 위에 그 상위계층으로 네트

워크계층, 응용지원계층과 보안 및 응용을 규격화하였

다. ZigBee의 물리 계층은 간단한 구조이며, 맥 계층은

전력소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연구되었다

[9][10][11][12]. ZigBee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배터

리 하나로 수년을 견딜 수 있고, 시스템 구조가 간결하

여 8비트 마이컴으로 구현이 가능하며, 유선의 단점인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백본이나 인프라가 필요 없어

설치나 관리가 쉽다. 근거리 무선통신이 가능하며, 국

제표준기반, 제품의 상호운용성의 보장, 다양한 주파

수 대역제공, 대량 노드를 지원, 여러 네트워크 형태

지원 등의 특징으로 무선 감지와 제어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며, 홈오토메이션과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

환경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신기술이다.

3. 선행연구

3.1 모바일 기반의 XML 문서 전송 시스템

J2ME를 이용한 모바일 기반의 XML 텍스트 기반의

전송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구현을 위해

J2ME 기반에 오픈소스로 배포되는 kXML 파서

(parser)를 이용하였다[13].

모바일 기반의 XML 문서 전송 시스템은 각종 태그

를 이용하여 문서 또는 화면을 디자인하는 것이 매우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XML의 경우 데

이터 부분과 스키마, 스타일 시트 등으로 분리되어 있

어 HTML에 비해 데이터의 처리가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무선 애플리케이션에서 XML을 이용하면

데이터의 공용성과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XML 데이터를 전송, 저장, 파싱하는 것은 무선 네트

워크 환경에서는 대역폭의 부하를 가중시킨다.

이 연구에서는 자원이 아주 제한적인 모바일 기기와

서버가 PC가 아닌 제어용 셋톱박스라는 점에서 볼 때

서버에 부하를 주게 되고, 과도한 트래픽의 발생으로

순수 제어신호를 추출하는 부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며,

파서의 기능이 추가되므로 모바일 기기의 부하가 많

이 발생하게 된다.

3.2 35평형 아파트의 유비쿼터스 홈오토메이션 설계

제3세대 유비쿼터스 가정자동화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능 환경, 월드모델, 위치기반 서비스, 개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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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및 자동행위 등 다섯 가지 필수 요소를 충족시키는

가정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하여, 우리나라 중산층의

표준 거주 형태인 35평 아파트에 적용함으로써, 차세

대 유비쿼터스 환경을 지향하는 가정 자동화의 새로

운 모델을 제안하였다[14]. 국내 35평형 아파트의 유비

쿼터스 홈오토메이션 설계 는 사용자의 동선 및 행동

을 예측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앞서 예측 수행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ZigBee를 이용해 USN을 이

용하므로 네트워크 구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단지 동선만이 고려됨으로 인해 생기는 잘

못된 예측, 그리고 잘못된 수행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보다 섬세한 행

동 예측을 위해 고도의 영상처리 알고리즘이 동원되

어야 한다.

4. 시스템구현

4.1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는 무선기기인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외

부에서 가정 내의 시스템을 제어한다. 홈 네트워크 제

어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4-1>과 같다. 제어 요소는

현관, 가스차단기, 방(1), 방(2), 냉장고, 에어컨, TV,

환풍기 8곳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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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홈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 구성도

4.2 시스템 구현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는 클라이언트를 담당하는 모

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무선 인터넷을 통해 서버와 연

결하여 제어 정보를 바이너리 스트링 형태로 전송하

고 상태 정보를 역시 바이너리 스트링 형태로 수신한

다. 서버에서는 ZigBee 컨트롤러와 시리얼로 연결하

여 바이너리 스트링 형태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

해 명령어를 전송하고, 상태정보를 바이너리 스트링

형태로 수신한다.

4.2.1 모바일 클라이언트 구현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접속하여 실제 UbiHouse 상의

가전 기기들을 제어하는 원격제어기 역할을 한다. 윈

도우 임베디드CE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Pocket PC

2003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서버와 연결

되지 않았으므로 환경정보는 출력되지 않으며, <그림

4-2>과 같이 화면 상단의 연결 설정을 터치하여 서버

주소(IP)를 입력하여 “확인” 버튼을 터치하여 연결하

면 마지막 접속 시 위치의 환경정보가 표시된다. 화면

하단의 “설정” 창의 각 버튼을 터치하여 상태확인 및

켜고 끄는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버튼을 터치함에 따

라 “상태정보 확인” -> “켜기” -> “끄기” 형태로 명령

상태가 전환되며 명령을 전송하게 된다.

[그림 4-2] 상태정보 화면

4.2.2 서버 구현 화면

홈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에서 서버는 전체 시스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먼저 서버는 클라이언트 측에

서 전송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ZigBee 컨트롤러로 전

송을 해주며, ZigBee 컨트롤러에서 수신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한다. 또한 클라이언

트가 데이터의 동기화를 위하여 UbiHouse 상의 가전

기기들이 상태 데이터를 요청할 경우 데이터를 전송

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림 4-3] 모든 제어기기의 켜기 상태 정보와 수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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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모든 제어기기의 끄기 상태 정보와 서비스 종료

4.2.3 홈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 구현 화면

본 논문에서 구현한 제어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위

해 모바일 프로그램을 PC에서 Microsoft Pocket PC

2003 에뮬레이터를 통해 구동했다. 한편 서버는 표준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여 PC에서 구동시켰

다. 그리고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과 서버 응용 프로그

램 간 인터페이스는 TCP/IP 기반 소켓을 통해 연결하

고 서버와 UbiHouse와는 RF 리더를 통해 연결하였

다. <그림 4-5>는 방 및 환풍기, 에어컨, 냉장고 등을

USN을 통해 제어하는 화면이다.

[그림 4-5] 모든 제어기기 작동

5. 연구결과의 비교 분석

5.1 네트워크를 통한 제어 신호 전송에 따른 비교

웹페이지를 이용한 상태정보 수신 및 제어신호 전송

의 경우 Http 헤드 및 웹페이지 데이터를 수신 헤드

정보와 함께 제어신호를 서버로 전송하게 된다. 이 경

우 상태정보 및 제어신호 외에 불필요한 웹페이지 정

보, 헤드 정보가 전송 된다. 한편 전용 프로그램을 통

한 직접 연결 방식은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으

므로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결 방식

에 따른 송수신 데이터와 크기를 <표 5-1>과 같이 비

교해 보면, 상태정보 및 명령어 집합은 본 논문의 주

장비인 ZigBee 컨트롤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제어

용 C++ 기반의 CGI 프로그램으로 하였다. 데이터는

제어 및 상태정보 수신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을 예로 든 것이다. 화면 디자인 등은 고려되지 않았

다.

[표 5-1] 웹기반 연결과 직접 연결의 명령 및 상태정보 데이터 비

교

구분
웹기반 직접연결 기반

내용 크기 내용 크기

제어

명령
GET /?i=3&s=2\r\n

15
Byte 7E 03 04 9D 01 14

8
Byte

상태

수신

HTTP1.1 200 OK
Content-type: text/html
<HTML>
<BODY>
ID:3 STATE:ON TEMP:20
HUM:50 ILL:400
</BODY>
</HTML>

115
Byte 7E 03 04 9D 01 14 8

Byte

5.2 모바일 단말 장비에서 상태정보 갱신에 따른

비교

웹기반 연결의 경우 각 위치/장치의 상태정보를 저

장하기 위해 많은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게 되며, 많은

량의 텍스트 비교 연산을 수행해야 하고, 상태정보 분

석 처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구문 분석 모듈이 필요함

으로 모바일 단말장치와 같은 제한된 자원의 기기에

서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그러나 직접연결 방식에 바

이너리 스트링 형태의 경우에는 매우 효율적이다. <표

5-2>는 기능의 구현에 필요한 메모리 및 구현 후 트

래픽을 비교하였다.

[표 5-2] 트래픽 비교

구분 웹기반 연결 직접 연결
(계층 구조) 직접 연결

트래픽
건수 4회 4회 최초 : 3회

이후 : 1∼2회

송수신
데이터
크기

260
(단위: byte) 32 최초 : 24

이후 : 8~16

위와 같이 현행 웹기반 연결과 계층구조 형태의 직

접연결 방식의 경우 상태정보 요청, 응답, 제어 명령

전송, 결과 상태정보 수신 등 4회의 트래픽이 발생하

며 송수신 데이터의 크기를 보면 웹기반의 경우 계층

구조 형태의 직접연결 방식의 약 8배, 본 논문에서 구

현한 직접연결 방식의 10배가 넘어서고 있다. 한편 계

층구조의 직접연결 방식의 경우 본 논문과 같이 흐름

을 제어할 경우 동일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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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USN 기반에 의한 무선 홈 네트워크

기술 중 ZigBee를 사용하여, 앞으로 보급이 확대 될

스마트 폰과 연계하여, 통신이 가능한 곳이면 언제 어

디서든지 지능형 홈 네트워크를 제어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이 인터페이스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첫째,

ZigBee 네트워크를 통해 신호를 분석하고 제어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명령어 집합을 설정하는 한편, 모바일

기기에 탑재되는 클라이언트 모듈과 서버의 제어신호

및 상태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한 명령어 및 상태정보

포맷을 결정하여 이를 처리하고, ZigBee 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USN 센서를 제어하는 서버 모듈을 구현하

였다. 둘째, 모바일 기기에 탑재되어 사용자에 의해 구

동되는 클라이언트 모듈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Windows CE환경의 Pocket PC 2003 모바일 운영체제

에서 실행 가능하며, 서버와 제어 신호 및 상태정보를

송수신하여 GUI 환경에 맞게 출력 및 제어가 가능하

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

어하는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GUI 환경으로 구성했

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 및 모니터링을 했다. 그리고 모바일 기기에서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하는 스마트폰의 특징에 맞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 제어 인터페이스를 설계 및 구현

하였다. 아울러 플랫폼과 홈 네트워크 시스템 사이에

제어 메시지를 송수신하여 제어 및 모니터링 한다. 이

를 위해 플랫폼에서 소켓 통신을 이용하여 모바일과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연결하였다. 또한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로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하는

기술은 앞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 다가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논문에서 구현

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본 논문의 홈서비스 제어 시스템은 모바일의 작은 화

면에 모든 정보를 표시하다보니 그 내용이 너무 제한

적이다. 특히 제어 요소가 늘어났을 경우 시스템 구현

에서 보여준 경우와 같이 한 화면에 다 표시할 수 없

다. 결국 별도의 리스트 박스 형태의 화면 제어부분이

필요하다. 둘째, 본 논문에 사용되는 USN 기반의

ZigBee 컨트롤을 이용하여 저 전력으로 가능 하지만,

만약의 경우 정전이 발생한 경우 무방비 상태 등의 문

제점이 내재되 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더욱 다양한 모바일 용 홈 네

트워크 시스템 개발과 콘텐츠 개발이 요구되며, 본 논

문에서 구현한 제어 시스템은 모바일 기기의 작은 화

면에 모든 정보를 표시하다보니 그 내용이 너무 제한

적이다. 특히 제어 요소가 늘어났을 경우 시스템 구현

에서 보여준 경우와 같이 한 화면에 다 표시할 수 없

다. 결국 별도의 리스트 박스 형태의 화면 제어부분의

추가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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