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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장애인을 위한 IT 접근성 향상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IT 사용자를 위하여 
음성 인식, 영상 인식, TTS 등과 같은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홈 네트
워크 제어에 있어서 장애인 IT 접근성 향상 기술의 적용 방안에 대하여 서술한 후, 장애인이 쉽게 홈 네트워크를 제
어할 수 있도록 음성 인식 및 애니메이션 UI (User interfaces)등과 같은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기반의 홈 네트워크 제
어 시스템 모델을 구현하였다.

주제어 : IT 접근성,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음성 인식, 애니메이션, 홈 네트워크

Abstract  The needs for IT accessibility for disabled persons has increased for recent years. So, it is very 
important to support multi-modal interfaces, such as voice and vision recognition, TTS, etc. for disabled 
persons. In this paper, we deal with IT accessibility issues of home networks and show our implemented home 
network control system model with multi-modal interfaces including voice recognition and animated user 
inte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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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IT 기술의 발 과 더불어 장애인  노약자들도 

차별 없이 보편  IT 서비스를 릴 수 있도록 하기 한 

IT 근성 향상 기술에 한 요구가 증 되고 있다 [1, 

2]. 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장애인의 비율이 증하자 

세계 각국은 IT 기술을 활용하여 복지비용을 감하려는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하

여 IT 기기나 서비스에 근이 어렵기 때문에 정보화 격

차뿐만 아니라 보편 인 IT 서비를 릴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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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네트워크 서비스는 보편  IT 서비스의 표 인 

라 할 수 있다. UN이 정의한 ‘주거권’에는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에 한 

사회  차별의 극복’을 포함하고 있는데 [4], 이는 홈 네

트워크 기기  서비스 역시 최근의 주거생활에 꼭 필요

한 시설임을 고려할 때 노인, 어린이, 장애인들이 일반인

들과 차별 없이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장애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어린이들이 쉽게 홈 네트워크를 제어하고 그 결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음성인식, 음성합성,  애니메니션 기

반의 멀티모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홈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 모델을 구 하 다.

2. 관련 연구

2.1 홈 네트워크 기술 및 장애인 접근성

홈 네트워크 기술은 집안의 가 기기  시스템들 간

에 상호 통신이 가능하고 외부 인터넷상의 정보기기와 

연결하여 가정 안 에서 각각의 기기  시스템에 한 

원격 근과 제어뿐만 아니라 음악, 비디오, 데이터 등과 

같은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양방향 통신 서비스 환

경을 구 하는 기술이다. 궁극 으로 홈 네트워크 기술

들이 추구하는 바는 가정 내외에 머물고 있는 사용자들

이 편안하게 내의 디바이스들을 제어  리하고 다

양한 서비스를 공 받고자 하는데 있다. 그 요소 기술로

는 Ethernet, HomePNA, RF(Radio Frequency), 

PLC(Power Line Communication) 등 물리 인 네트워크

를 구성하는 기술과 가 , 센서, 액추에이터 등과 같은 홈

네트워크 구성 단말들 간의 통신 로토콜 기술, 구성된 

홈네트워크 상에서 단말간의 상호 발견, 구성, 리를 

한 미들웨어 기술, 그리고 이러한 미들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기술들로 구분할 수 있다 [5, 6].

국내 홈 네트워크  스마트워크 분야의 장애인 근

성 제공 기술의 경우, 법률로써 강제 시 될 것으로 견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 되어야 할 기술이다.  연방정부 

 산하기 , 연방정부의 산지원을 받는 모든 기 은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구매, 유지, 사용 시 장애인이 비장

애인과 동등하게 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는 미국 재활법 508조를 고려하 을 때, 국내의 경우에도 

유사한 강제 조항이 생길 것으로 상되며, 아울러 련 

장비 시장에도 상당한 부분이 반 될 것으로 망된다. 

이러한 환경을 반 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 회(TTA)의 

표 화 략맵에서는 스마트 홈  스마트 워크 기술 분

야에서 장애인 근성을 기본 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

다 [7].

2.2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기술

멀티모달(multi-modality)은 ‘시스템이 사용자와 최

의 의사소통을 해 여러 다양한 방법을 찾아 그 방법에 

합한 형식으로 정보를 변환하여 달하는 기술’로 여

러 개의 모드, 양상, 감각을 포함하여 인간과 컴퓨터가 2

개 이상의 입출력 모달리티를 이용하여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를 들어 음성(speech), 시각

(visual), 각(tactile) 등과 같은 모달리티를 복합 으로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고 쉽게 컴퓨터와 화할 수 있다. 

이러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의 특징은 특정 인터페이스

에 제약이 있는 환경에서 특정 입출력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입력을 융합하여 신뢰성 높은 입출력 결

과를 얻을 수 있는 장 을 가진다 [8, 9, 10]. 

이러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기술은 최근의 다양한 

IT 기기  서비스들에 있어서 장애인 IT 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 극 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3. 홈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 구현

본 장에서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이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음성 인식  애니메이

션 기반의 멀티모달 유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홈 네트

워크 제어 시스템의 구 에 하여 기술한다. 

3.1 홈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 모델

구 된 홈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 모델은 이를 구성하

는 디바이스와 네트워크의 구조에 따라 Fig. 1에서와 같

이 센서/디바이스 부분, 홈 서버 부분,  모니터링 단말 

부분으로 나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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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model of implemented home network 
control system

센서/디바이스 부분은 조명, 가 제품 등 홈 네트워크

를 구성하는 각종 디바이스  실내 공간의 온도, 습도, 

조도, 외선 등을 센싱하기 한 각종 센서들로 구성되

며, 홈 네트워크 서버와는 Serial, Zigbee, Bluetooth, PLC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홈 서버 부분은 센서  디바이

스들의 동작 상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한 후 모

니터링 단말에 제공하거나 모니터링 단말의 제어 명령에 

따라 센서  디바이스의 동작을 제어한다. 모니터링 단

말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홈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자가 보유한 각종 단말 장치로서, TCP/IP 로토콜 상의 

소켓 통신을 통해 홈 네트워크 서버와 연결된다.

3.1.1 센서/디바이스 부분

본 연구에서 구 된 홈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 모델의 

제어 상 디바이스로는 4개의 조명, 3 의 TV,  3 의 

선풍기(에어컨) 등이 방1, 방2, 거실,  화장실에 분포되

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이들은 릴 이(Relay)를 

통해 홈 네트워크 서버와 연결된다.

사용된 온도, 습도, 조도,  외선 센서들은 실시간

으로 센싱 데이터를 홈 네트워크 서버에 보고할 뿐만 아

니라 홈 네트워크 서버로부터 수신한 제어 명령에 따라 

각종 디바이스를 제어하게 된다. Fig. 2  3은 각각 본 

구 에 사용된 센서 노드  홈 센서 모듈로서, 센서 노

드는 (주)한백 자의 HBE-Ubi-ZigbeX 제품으로, 

ATmel 사의 ATmega128L MCU 를 가지며 Chipcon 사

의 2.4GHz RF-IC CC2420 칩을 사용하여 통신한다. 센서 

노드의 로그래 은 Tiny OS 기반 에서 NesC 언어

를 사용하 다.

[Fig. 2] ZigbeX sensor node configuration

[Fig. 3] Home sensor module

3.1.2 홈 서버 부분

구 된 홈 네트워크 서버는 Windows XP 운 체제 

기반 에 Java 언어로 개발되었으며, DBMS로는 

MySQL을 사용하 다. 구 된 홈 네트워크 서버의 유  

인터페이스 (UI) 화면은 Fig. 4와 같다.

왼쪽 상단의 Port 부분에서 센서의 싱크노드와 연결 

할 수 있도록 포트가 자동으로 검색 된다. Open Port를 

실행하면 온도, 습도, 조도 값 등의 기본 정보 외에 가

제품 각각에 한 상태를 한 에 확인할 수 있다. 구, 

TV, 선풍기 등 각각의 가 제품들을 제어 할 수 있는 컨

트롤 버튼이 있어 클릭 한번으로 가 제품을 쉽게 제어

할 수 있다. 특히, 각종 디바이스 동작 상태를 애니메이션

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친화 인 UI를 구성

하 다.

3.1.3 모니터링 단말 부분

홈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의 모니터링 단말 부분은  스

마트폰, 태블릿, PC 등 홈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가 보

유한 각종 단말들로서, 홈 네트워크 서버와 TCP/IP 기반

의 소켓 통신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Wi-fi, 이동통신망, 

인터넷 망 등 하부 네트워크 구조와 상 없이 실내외에

서 홈 서버와 통신이 가능하다. 본 구  시스템에서는 안

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에 모니터링 단말 기능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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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ogin and main menu display of a mobile
device

[Fig. 6] Control and monitoring UI for mobile 
devices

[Fig. 4] Home server user interface

하 다.

Fig. 5  6은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의 UI 화면으로 각

각 홈 네트워크 서버로의 로그인  메인메뉴, 모니터링 

화면을 각각 보여 주고 있다. Fig. 5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실외로 외출 일 때에도 실내의 센싱 정

보  가  제품의 동작 상태를 모니터링  제어할 수 있

다. 한 각종 디바이스의 동작을 스마트폰 화면의 터치뿐

만 아니라 음성 인식을 활용하여 제어할 수 있으며, 그 결

과를 음성 합성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3.2 홈 네트워크 제어 기능

구 된 홈 네트워크 제어 모델의 주요 기능은 표 1에

서와 같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구  모델의 

주요 기능은 온도, 습도, 조도 등 실내 환경 정보 센싱  

설정, 조명, TV, 선풍기(에어컨) 등의 가 제품 제어, 외

출 시 외선(PIR) 센서를 활용한 침입감지  방범 등이

다. 그리고 모든 제어  모니터링 기능은 기본 인 화면

터치 외에도 음성 인식  합성, 애니메이션 등의 멀티모

달 유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음성 인식은 홈 서버 는 외부 서버에 장착된 음성 

인식 엔진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구

 (Google) 음성 인식 엔진을 사용하 다. 정해진 로

토콜에 따라 사용자의 음성 제어 명령은 스마트폰을 통

해 구  음성 인식 엔진으로 달된 후 텍스트 명령으로 

변경된다. 이는 다시 홈 서버에 달되어 화면 터치와 동

일하게 처리된다. 한 시각 장애인을 하여 모든 제어 

결과는 TTS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음성으로 

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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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mplemented functions for home 
network monitoring and control

Functions Description

Sensing and 

configuration of 

indoor 

environment 

information

ㆍSensing and report of temperature, 

humidity, illumination, PIR, etc.

ㆍReport sensed data to a server 

ㆍAutomatic configuration of temperature, 

humidity, illumination, etc.

Control of home 

appliances

ㆍAutomatic on-off control of lighting 

fixtures based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persons

ㆍAutomatic on-off control of air conditioner 

based on sensed information of temperature 

and human's presence.

ㆍAutomatic switching off TV when no 

presence of persons during the 

predetermined time.

Surveilance ㆍIntrusion detection alarm

Multi-modal UI

ㆍHome network control with voice 

recognition

ㆍHome network monitoring with voice 

synthesis and animated user interface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 시 보편  IT 

서비스를 해 IT 근성 향상 기술이 반드시 고려되어

야 함을 강조하고, IT 근성 향상 기술 기반의 홈 네트

워크 시스템 모델을 설계하고 구 하 다.

구 된 홈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은 실내 환경 정보 센

싱  설정, 가 제품 제어, 침입 감지  방범 등의 주요 

홈 네트워크 제어 기능을 가지며, 이러한 기능들은 음성 

인식, 음성 합성, 애니메이션 UI 등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동작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제안된 홈 네트워크 시스템 모델을 통하여 장

애인, 노약자,  어린이들이 손쉽게 홈 네트워크 시스템

을 제어하고 그 결과를 인지하게 됨으로써, 일반인들과 

차별 없는 주거권을 릴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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