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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선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 이 유비쿼터스 시 를 앞당기고 있다. 스마트 TV와 

스마트 에어컨 등 네트워크 기반의 가  기기들이 등장 하면서 모든 제품들을 네트워크 환경으로 묶

어 사용하는 시 가 열린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 기기들이 등장함과 동시에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유

비쿼터스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어 리 이션들도 많이 등장하 다. PC를 제어하거나 스마트 TV를 제

어하는 어 리 이션은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애  스토어에서 킬러 앱으로 각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아직은 많이 보 되지 않았다. 아직도 각 가정에서는 스마트 TV가 아닌 보

통 TV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에어컨의 경우 수명이 더 길어 스마트 에어컨 등이 보 되기 까지는 

더욱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증강 실과 외선 모듈을 이용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에 포함되지 못한 디바이스들을 스마트 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AR Remote System을 제안한다. 

1. 서론

  무선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 이 유비쿼

터스 시 를 앞당기고 있다. 스마트 TV와 스마트 에어컨 

등 네트워크 기반의 가  기기들이 등장함과 동시에 스마

트 폰을 활용하여 유비쿼터스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어

리 이션들도 많이 등장하 다. PC를 제어하거나 스마트 

TV를 제어하는 어 리 이션은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애

 스토어에서 킬러 앱으로 각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아직은 많이 보 되지 않았다. 아

직도 각 가정에서는 스마트 TV가 아닌 보통 TV를 사용

하는 경우가 많고, 에어컨의 경우 수명이 더 길어 스마트 

에어컨 등이 보 되기 까지는 더욱 더 시간이 걸릴 것으

로 보인다. 실제로 iSuppli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07년 

세계 IPTV가입자 수는 2010년 630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측하 다 [1]. 이는 아직도 외선을 기반으로 컨트롤해

야 하는 디바이스가 가  디바이스에서 상당부분을 차지

하고 있음을 알려 다. 최근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하여 

외선 신호를 송수신하는 외부 모듈에 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부분의 디바이스를 제어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 될 것이다.

  스마트 폰을 활용한 어 리 이션에서 사용자는 검색 

목 성이 분명하고 즉각 인 답을 원한다. 그러나 스마트

폰 어 리 이션은 입력이 불편하고 제한 이다 [2]. 이러

한 스마트 폰 어 리 이션의 편의성에 부합하는 것이 증

강 실이다. 증강 실을 통하여 사용자가 디바이스를 빠르

게 선택 할 수 있고, 선택한 디바이스에서 다른 디바이스

로 옮겨가는 과정도 간소화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증강 실과 외선 모듈을 이용하여 유

비쿼터스 환경에 포함되지 못한 디바이스들을 스마트 폰

으로 제어할 수 있는 AR Remote System을 제안한다. 

AR Remote System은 PC에 외선 모듈을 연결하여 신

호를 송하여 외선 장비들을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통

합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기반 기술로서 증강 실을 소개하

고 3장에서는 AR Remote System이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AR Remote System의 사용

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해 설명하고 5장에서는 AR 

Remote System의 구  내용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6장

에서는 AR Remote System 연구의 의미와 개선 방안에 

해 설명한다.

2. 증강 실

  증강 실은 실 세계에 정보를 가상의 오 젝트를 활

용하여 사용자가 직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기술로서, 

실세계에 의미를 부여한 일종의 가상 실이다.

  로 드 아즈마는 증강 실에 해 가상 실의 확장이라

고 정의하 다 [3]. 그러나 가상 실이 가상의 세계 속에 

사용자를 가두어 놓는 형태의 세계라면, 증강 실은 실제

의 세계에 가상의 물체들이 놓여 가상의 세계를 구성하는 

형태이다. 증강 실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

- 161 -



제36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8권 제2호 (2011. 11)

 1) Combines Real and Virtual : 가상의 것과 실제의 것

이 혼재해 있는 특징을 가진다.

 2) Interactive in Real Time : 사용자의 시각을 통해 증

강된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움직임 혹은 

실의 변화에 실시간으로 반응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Registered in 3-D : 실의 세계에 가상의 정보를 시

각 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3차원으로 가상의 물체들이 

배치되어야 한다. 이는 실 세계는 3차원이기 때문이다.

  증강 실은 실의 세계와 반응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제자리에서 가상의 세계를 탐색하는 가상 실과

는 달리 이동성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모바일 기기와 

증강 실의 조합을 통해 사용자에게 직 이고, 근성이 

나아진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3. AR Remote System의 디바이스 제어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외부 디바이스와 통신하는 방

법에는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법과,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네트워크를 이용한 방법은 여러 디바이스와의 연결이 

가능하고, 거리의 제한이 없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IP

와 포트 등의 추가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단 이 있다. 블

루투스를 이용한 방법은 추가 정보 없이 페어링만으로 연

결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거리의 제한이 있고 

일 일 연결만이 가능하다는 단 이 있다.

  AR Remote System은 여러 디바이스를 컨트롤 하는 것

을 목 으로 하므로 네트워크 방식을 이용하여 컨트롤 모

듈을 설계하 다.

 3.1 Architecture

  네트워크 기반의 디바이스는 소켓 통신으로 설계하고, 

외선 기반의 디바이스는 PC에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메

시지를 송하고, PC에서 외부 모듈을 거쳐 TV를 컨트롤 

하도록 설계하 다. 그 이유는 안드로이드에서 외선 통

신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모듈을 활용하여 외선 

송수신을 구 하여야 때문이다. AR Remote System에서 

외선 기반의 디바이스를 컨트롤 하는 방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AR Remote System의 체 컨트롤 개요

  설계된 외부 Device Control 모듈은 Android Application과 

PC Application으로 크게 나뉘는 구조를 가진다. 체 인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AR Remote System 체 개요

  디바이스 신규 등록은 Device Register가 담당한다. 인

식하고자 하는 디바이스의 사진을 으면 인식한 디바이

스의 가로 세로 비율을 Device Register에서 측정한다. 그 

이후 Device Register에서 사용자에게 추가 정보를 받아 

Device Database에 장한다.

  기존 디바이스를 인식은 Device Detector에서 감지된 

디바이스의 가로 세로 비율을 토 로 Device Database에

서 합한 디바이스 후보를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보여

다. 이후 사용자가 디바이스를 선택하면 Message Generator

와 Device Type Recognizer에 디바이스 정보와 함께 활

성화 신호를 보내 다.

  디바이스의 인식이 이루어지면 디바이스의 컨트롤 메세

지를 PC 어 리 이션에 Connection Manager를 통해 

송한다.

 3.2 Android Application Part

  Device Detector는 디바이스 인식 과정에 련된 서비

스를 제공한다. 인식카메라에 비율에 맞는 직사각형이 인

식되면, 비율에 따라 PC인지 TV인지를 단한다. 기기의 

종류가 인식 되었다면, Device Database에서 같은 종류의 

디바이스 목록을 가져와 사용자에게 선택하게 한다. 디바

이스가 선택 되었다면 Device Type Recognizor와 Message 

Generator를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Message Generator는 Device Detector에서 인식된 디

바이스에 한 정보를 받아들여 해당 디바이스에 맞는 메

시지를 생성해 내는 역할을 한다.

  Device Type Recognizor는 Device Detector에서 인식

된 디바이스의 통신기반 정보를 PC 어 리 이션에 메시

지 형태로 가공하는 역할을 한다. 를 들어, TV의 제조

사에 따른 정보를 받아들여 제조사에 맞는 메시지를 생성

하여 PC 어 리 이션에서 제조사에 맞는 외선 신호를 

생성 할 수 있게 한다.

  Device Type Recognizor는 디바이스의 정보  디바이

스의 종류를 단하여 PC 어 리 이션에 인식된 디바이

스의 통신 기반에 한 정보를 달하는 역할을 한다.

  Device Register는 디바이스의 정보를 Device Database

에 입력하는 모듈이다. Device Register가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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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에 입력하는 정보의 종류에는 디바이스의 종류

(TV, 컴퓨터, 에어콘 등), 디바이스의 이름, 디바이스의 통

신기반(네트워크 혹은 외선), 디바이스 등록번호, 디바이

스의 가로 세로 비율 등을 장한다.

  Connection Manager는 Android 어 리 이션과 PC 어

리 이션의 통신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Message Generator

와 Device Type Recognizor에서 생성된 메시지들을 PC 

어 리 이션으로 송하는 역할을 한다. 한 PC 어 리

이션과 Android 어 리 이션의 세션 연결을 담당하기

도 한다.

 3.2 PC Application Part

  Connection Manager는 Android 어 리 이션에서의 

Connection Manager와 같이 세션 연결을 담당하며, 안드

로이드 어 리 이션으로부터 컨트롤 메시지를 수신받는 

역할을 한다.

  Message Processor는 Message Generator에서 송받

은 메시지를 처리하여 디바이스 컨트롤 시그 을 생성한

다.

  Device Signal Processor는 Device Type Recognizer에

서 송한 메시지를 별하여 외선 신호를 발생 시킬 

것인지 PC를 컨트롤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4. AR Remote System의 인터페이스 디자인

  이 장에서는 Android Application의 User Interface 구

성에 하여 다루도록 한다. 증강 실을 어떤 방식으로 사

용할 것인지와 Gesture와 Button을 어떤 방식으로 배치하

여 사용자 직 성을 높일 것인가에 해 논하도록 할 것

이다.

  반 인 구성은 탭 형식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각 탭

마다 기능을 배치하고, 인식과 등록 부분은 카메라 인터페

이스에 최소한의 버튼만을 활용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4.1 인식부 인터페이스 디자인

  인식부는 디바이스 인식 시와 비인식 시의 UI가 다르게 

구성된다.  디바이스 인식은 디바이스의 형태를 인식하여 

디바이스가 카메라 화면에 들어오면 인식음을 출력하고, 

사용자가 디바이스를 선택하게 된다. (그림 3)은 비인식 

상태에서의 UI 구성을 표시한다.디바이스 인식이 완료되

면 (그림 4)와 같은 상태로 변경이 되며 간단한 디바이스 

컨트롤러가 카메라 화면 로 표시된다.

(그림 3) 디바이스 인식부 화면(비인식 상태)

(그림 4) 디바이스 인식부 화면(인식 상태)

 4.2 등록부 인터페이스 디자인

  등록부는 디바이스 데이터베이스에 장될 데이터들을 

입력하는 필드들로 구성된다. IP필드가 비어 있다면 외

선 기반의 디바이스로 등록된다. (그림 5)은 등록부 인터

페이스의 구성을 표시한다. 

(그림 5) 디바이스 등록부 화면

 4.3 설정부 인터페이스 디자인

  설정부는 재 IP표시 카메라 화면 조정 포트설정 등의 

설정을 담당하며, 구  과정에서 변화가 많으므로 구성 화

면은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

5 . AR Remote System의 구

  Andoird 어 리 이션에서 디바이스 인식은 OpenCV 

라이 러리를 Android에 용하여 구 하 다. (그림 6)과 

같이 사물의 외곽선을 잡은 후 화면의 심 과 가장 가

까운 직사각형의 비율정보를 활용하여 그 비율에 가장 근

하는 디바이스 후보를 리스트 형태로 화면 좌측에 표시

한다. 사용자는 리스트에서 디바이스를 선택하게 되고, 선

택한 디바이스 정보를 토 로 디바이스에 합한 컨트롤

러가 (그림 7)에서와 같이 표시된다.

(그림 6) OpenCV를 이용한 사물의 외곽선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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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디바이스 컨트롤러 표시화면

  Android 어 리 이션에서 입력을 받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방법은 onClickListener함수를 구 하

여 버튼마다 메시지를 바인딩 하여 컨트롤 메시지를 발생

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법은 onGestureListener함수를 구

하여 swipe 제스쳐에 메시지를 바인딩 하여 메시지를 

발생 시키는 방법이다. 버튼을 활용한 방법은 다양한 메시

지를 하나의 화면구성에서 발생 시킬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제스쳐를 활용한 방법은 기 인 메시지 발생만을 

제공 하지만 버튼을 활용한 방법 보다는 좀 더 사용자 직

인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수 있다. Message Generator

와 Device Type Recognizor는 버튼과 제스쳐를 섞어 메

시지를 발생 시켰다. 원버튼이나 설정 버튼과 같이 제스

쳐와 무 한 액션들은 버튼으로 바인딩 하고, 음량이나 채

의 변경과 같이 제스쳐를 통해 사용자가 이해 할 수 있

는 액션은 제스쳐로 바인딩하 다. 송할 메시지의 종류

는 (표 1)과 같다.

Message

Name

Message

Type

Sending

Message

IR Device
Dev. Type

dt_ir

Net. Device dt_net

Dev. ID Dev. Info di_<id>

Power

Control Data

cd_p

Vol. Down cd_vdown

Vol. Up cd_vup

Channel Down cd_cdown

Channel Up cd_cup

(표 1) Message Generator에서 생성하는 메시지 List

  Android 어 리 이션에서 PC를 컨트롤 하는 방식은 

가상 키보드 방식을 활용하 다. Android 어 리 이션에

서 메시지를 송하면 Message Processor가 동작에 맞는  

키보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방식이다. 를 들어, 사용자

가 Android 어 리 이션에 로 쓸어올리는 제스쳐를 입

력하면, PC 어 리 이션의 Message Processor는 키보드

의 ‘+’에 해당하는 이벤트를 발생시켜 액션을 수행한다.

  Android 어 리 이션에서 PC를 거쳐 외선 통신을 

하는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방식은 외부 모듈을 활용하여 

구 하 다. 외선 송수신을 담당하는 외부 모듈을 AVR

기반의 아두이노 라는 제품을 사용하 다.

  아두이노 보드는 작은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이다. 마이

크로컨트롤러 보드란, 작은 칩 안에 컴퓨터 체를 구 한 

부품을 포함하는 자극 회로 기 이다. 아두이노 용의 소

트웨어 IDE가 제공되어 임베디드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편하게 구성이 가능하다 [4].

6 . 결론  향후과제

  본 논문에서 AR Remote System은 외선 통신을 지원

하여 기존의 가  기기들을 통합하여 컨트롤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증강 실을 추가하여 

사용자가 손쉽고 편하게 디바이스를 선택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 다.

  구 은 2011년 5월 10일 구  I/O에서 안드로이드@홈

을 선보 다 [5]. 이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각종 악세

사리 API를 제공하여, 집안의 기기와 연동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드로이드 홈 오토메이션 계획이다. 이러

한 미래환경에 AR Remote System은 증강 실을 이용한 

손쉬운 디바이스 제어 방식으로 합한 한 일 것이다. 

향후 홈 네트워크 서버상의 디바이스 목록을 불러와 홈 

네트워크 장비들을 한 번에 등록하여 통합하여 제어할 수 

있는 연구가 더 진행 된다면 사용자에 의한 디바이스를 

등록없이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한 

홈 네트워크 미들웨어로서의 역할도 수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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