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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가정, 사무실 등에서 전력 사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멀티탭을 개발하였다. 멀티탭은 클라우드 웹 서비스로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송신해 사용자가 현재의 사용량과 전기 요금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전력을 절약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또한 멀티탭 제어의 편리성을 위해 음성으로 쉽게 제어

할 수 있게 하였다.

키워드: 스마트 멀티탭(Smart Multitab), 전기절약(Power Saving), 전력측정(power measurement)

I. Introduction

모든 사물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는 사물

인터넷 산업 발전으로 인해 대기 전력 등으로 낭비되는 전력량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1]. 특히,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많은 

IT 디바이스가 항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보다 

쉽게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멀티탭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멀티탭은 전력 측정 데이터를 클라우드 웹 서버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웹 서버의 스위치와 음성을 

통해 멀티탭을 제어 할 수 있도록 한다[2][3].

II. System Implementation

1. System Architecture

그림 1은 AWS, 음성인식 기반 전력량 측정 스마트 멀티탭의 

전체 시스템 구성을 표현한다. 시스템은 멀티탭 구현부와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AWS 제어부로 나뉜다. 멀티탭 구현부에서는 전력측정과 

멀티탭을 제어할 수 있게 구현하고 안드로이드와 AWS 제어부에서는 

멀티탭을 음성인식을 통해 제어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Fig.1. System Architecture

그림 2는 시스템의 주요 기능인 AWS의 Web Server와 스마트 

멀티탭의 MQTT통신 흐름을 표현한다. 멀티탭에 전원이 공급되면 

ESP8266모듈과 AWS가 MQTT 프로토콜에 의해 상호 연결된다. 

이후 멀티탭의 상태를 웹서버에 전달하고 스위치 제어 기술과 음성인

식 제어 기술을 통해 멀티탭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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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quence Diagram

2. Power measurement server experiment

본 실험에선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메시지를 처리하여 AWS 엔드포

인트 및 다른 디바이스로 라우팅할 수 있는 AWS IoT를 사용하였다. 

이 플랫폼은 디바이스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및 다른 디바이스와 

상호 작용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관리형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이를 

활용하여 ESP8266 모듈을 사용하여 전력측정 한 값을 AWS IoT 

Web Server가 MQTT 통신으로 Dynamo Database에 저장하여 

서버에서 전력 값을 환산하여 그래프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형식으로 

실험하였다[4].

Fig. 3. Graph of power consumption

Fig. 4. Graph of power consumption

3. User controlled experiment

웹 서버에서 전력량과 현재 사용중인 디바이스를 확인하더라도 

제어하지 못할 경우, 전기 절약이라는 목표가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스위치 제어 기능과 음성인식을 통한 제어 기술을 사용하였다. 스위치 

제어 기능은 웹 서버에 On/Off 버튼을 만들어 멀티탭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고 음성인식 기술은 음성을 통해 멀티탭을 제어하는 

기술이다. 음성인식 기술 중 Amazon Lex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

는 자동 음성 인식(ASR)과 텍스트의 의도를 이해하는 자연어 처리

(NLP)라는 첨단 딥 러닝 기능을 제공하므로 인식률이 높고 특히 

사물인터넷 분야의 디바이스들과 상호작용을 위해 대화식 사용자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위와 같은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Amazon Lex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제어 기술을 통해 

얻은 결과 값을 esp8266 모듈에 전달하고 그 값에 따라 멀티탭을 

제어하도록 하였다.

Fig. 5. Amazon Lex chat bot

III. Conclusion

IoT 시대에 맞게 낭비되는 전력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전력량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멀티탭을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전력 소모를 최소화함으로써,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AWS 기반의 Web Server를 

구축하여 사용자가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어디서든 멀티탭을 제어할 

수 있고, 스위치를 통한 제어와 Amazon Lex의 음성인식 서비스를 

사용하여 음성을 통한 제어가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편리함이 증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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