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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최근 가정 내 화재나 가스 누출 등을 감지하고, 사용자의 스마트 폰으로 알려주며 사용자가 원격에서 홈 시스템들을 제어 할 

수 있다. 종래의 시스템은 화재, 가스 누출 등을 센서로 감지하여 고가의 셋톱박스에서 수신하여 사용자의 스마트 폰으로 알려

주는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주로 Home Automation의 일환으로서, 화재 감지를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알

려주고 가택 침입 상황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종래의 Home Automation은 구축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셋톱 박스 역시 고가의 장비로서 일반 가정 내에 보급

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간단하고 편리한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보다 많은 가정 내에 홈 시스템이 

이용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홈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과 그 방법에 관한 것을 개발 하였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으로 Actuator 와 스마트 폰을 이용한 홈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하여 Arduino와 Actuator를 이용하여 

IoT기반의 탈부착이 자유로운 홈 원격 제어 시스템 개발하였다.

키워드: 아두이노(Arduino), 엑츄에이터(Actuator),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 센서(sensor)

I. Introduction

최근 IT 기술과 IoT의 발전으로 인간 생활 주변의 휴먼라이프에 

대한 유비쿼터스적 접근이 활발해 지면서 스마트 홈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기술적인 문제와 고비용으로 

인해  일반 서민층이 기술의 혜택을 누리기에는 아직까지 해결해야할 

문제가 남아있는 실정이다[1][2]. 
한편, 환경과 재난방지, 헬스케어 등과 같은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고도화된 IoT 기술은 최근 빌딩, 도시 관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의 설비관리 등 M2M 기술의 활용이 활발해지는 추세다

[3][4].
본 논문에서는 Arduino를 이용한 탈부착이 자유로운 Actuator등 

저비용 기반의 기술력을 이용하여 새로운 홈 시스템 시장창출을 

목표로 기존 시스템과 차별화된 IoT기반의 고효율, 고성능, 저비용의 

시스템을 개발하여 홈 시스템의 대중화,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II. Development of Free Detachable Home 

Remote Control System

본 시스템은 크게 실질적으로 홈에 설치되어 홈을 제어하는 아두이

노 기반의 Home Controller, 원격에서 홈을 제어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는 안드로이드 Application, 엑츄에터와 App의 통신을 연결해주

는 자바기반의 M/W 서버로 크게 3가지로 나뉜다. Fig. 1은 전체 

시스템에 대한 구성도이다.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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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ree Detachable Home Controller

탈부착이 자유로운 홈 컨트롤러는 엑츄에이터 거치대와 서보모터, 
DC모터 등의 엑츄에이터로 구성된다. 엑츄에이터 거치대는 사용자가 

직접 크기를 조절하여 집안의 다양한 가전제품과 스위치 등에 탈부착

을 하며 안드로이드 app 설정을 통해 저비용으로 customized DIY 
홈 시스템을 구성 할 수 있다.

Home Controller는 각 방에 설치된 G/W 와 블루투스로 통신을 

수행하며 다시 여러 개의 G/W는 하나의 M/W 서버와 통신을 통해 

수신한 명령을 수행하며 특이사항을 사용자에게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M/W for Connecting Actuator and App

M/W 서버는 안드로이드 Application과 Home Controller의 통신

을 중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G/W를 통해서 사용자의 명령 메시지를 

엑츄에이터에 송신하여 디바이스를 제어한다. M/W는 자신에게 연결

된 android app의 권한체크를 통해 허가된 사용자인지를 제일 먼저 

판단하며, 허가된 사용자로 인식된 경우 자체 개발한 protocol의 

패킷정보 분석을 통해 해당 G/W와 device정보를 판별할 수 있다.

3. Android App for Home Remote Control

안드로이드 Application은 집안의 각종 디바이스를 원격에서 컨트

롤 하는 Remote Controller 역할을 수행한다. 사용자가 app을 통해 

명령을 내릴 경우 socket 통신을 통해 자신의 집안에 설치된 M/W로 

데이터가 전송 된다. app을 통하여 자신의 집안에 스위치와 디바이스

들의 on/off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환경 설정을 

통해 홈 가전제품 특징이나 전등 스위치 또는 멀티탭 등의 스위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자동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크기가 서로 

다른 전등 스위치나 가스 벨브의 각도 등을 자동으로 측정하여 측정된 

각도를 해당 device정보에 저장시켜 특정 device를 제어할 경우 

설정된 각도만큼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III. Conclusions

현재 IT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IT에 적용되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홈 시스템 분야에서는 고비용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많은 제약사항이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홈 시스템 시장에 새로운 기술력을 도입하여 차별화된 IoT기반의 

고효율, 고성능, 저비용의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서 홈 시스템의 보급화, 
새로운 시장의 진입 기회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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