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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시스템은 스마트폰에서 사용자의 음성을 이용해 집 안이나 밖에서 IoT 단말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식된 음성에 맞춰 가전제품 기동, 조명 조절 등 IoT 단말을 컨트롤한다. 사용자의 음성은 Json 형태의 

명령으로 변환되어 에지 컴퓨팅 기술을 통해 저사양 단말이 고사양 단말의 유휴자원을 활용하며 명령에 따른 IoT 단말 

컨트롤이 진행된다. 이러한 아키텍처는 IoT 단말 데이터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1. 서론 

 현대 사회는 COVID-19의 영향으로 업무, 여가,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거 공간에 대한 중요성과 

서비스 수요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1] 더불어 

저출산과 비혼 주의 증가로 인해 1인 가구가 

급증하며 주거 환경과 IT를 융합한 ‘스마트홈' 

시장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2] 

 현재 스마트홈 서비스는 인공지능 접목과 센서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달로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지만, 자원 관리와 보안 면에서 

여전히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사용자 입력에 의존한 서비스로 주거 공간 내부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것과 단말 간 리소스를 

공유하지 않은 자원 낭비가 있다.[3]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과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는 ‘에지 컴퓨팅’ 

활용 개발 연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에 인식된 음성 명령을 

해석해 저사양 단말이 고사양 단말의 유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IoT 단말을 제어하는 스마트홈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한다. 이를 통해 주거 공간 

내부 IoT 단말만을 이용해 서비스 로직을 처리하는 

온 디바이스 모델을 채택하여 반응 시간 절감과 

보안을 향상한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본론 

2.1 시스템 구성도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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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5] 음성을 인식하여 문자 형태로 

변환하는 스마트폰과 문자 형태의 명령을 집 내부의 

단말에 전달하기 위한 MQTT 통신 Broker를 실행하는 

Cloud, 컴퓨팅 능력이 다른 IoT 단말보다 뛰어나 

유휴자원이 많은 고사양 Device와 설계된 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해 컴퓨팅 능력이 낮은 저사양 

Device들은 Home Edge를 컨테이너 형태로 실행한다. 

또한 단말들을 제어하는 SmartThings로 구성된다. 

 

● Smart Phone : 인식된 음성을 통해 명령한다.  

● Cloud : 문자 형태의 명령을 집 내부의 단말에 

전달하는 MQTT 통신을 위해 Broker 역할을 한다. 

● Low-End Device : MQTT 통신으로 명령을 받아 

HomeEdge 오픈소스로 오프로딩을 요청한다. 

●  High-End Device :  자연어 명령을 파싱 하여 

Json 형태의 데이터 모델로 바꾸고, 해당 명령의 

IoT 단말 제어 Command를 만든다. 

● SmartThings : 스마트 전구와 공기청정기 등 IoT 

단말을 제어한다. 

● HomeEdge : 오픈소스와 오프로딩(Offloading)을 

통해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5] 

 

2.2 시스템 기능  

 

(그림 2) 전체 시스템 기능 흐름도 

그림 2는 전체 시스템 기능 흐름도이다. 본 논문의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을 통해 집 내부의 

스마트 전구, 공기청정기 등 IoT 단말을 제어한다. 

 첫째, 스마트폰을 통해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하면 음성인식 모델을 통해 문자 형태로 

변환된다. 

 둘째, 인지할 수 있는 명령의 경우 컨테이너 형태로 

MQTT Broker가 실행 중인 AWS EC2에 연결하여 

문자화된 명령을 전달한다. 

 셋째, Home Edge 오픈소스를 활용해 고사양 단말로 

오프로딩을 요청한다. 

 넷째, 자연어를 파싱 하여 정형화된 Json 형태의 

데이터 모델로 변환하여 전달한다. 

 다섯째, 전달받은 Json 형태의 데이터 모델을 

분석하여 실행 가능한 명령어 인지 확인한 뒤, 해당 

명령에 맞게 SmartThings의 IoT 단말을 제어한다.  

 

2.3 구현 

2.3.1 자연어 파싱 

Algorithm 자연어 파싱 

Input : String(Natural Language) 

Output : Json Data Model 

1 : charList ← for(inputString[i])) 

2 : location ← if(charList[i] == location) then 

           find(location) or find(device) 

3 : deviceList ←if(charList[i] == device) then 

           find(device) or find(order) 

4 : if(charList[i] == condition) then 

           find(order) 

5 : order ← if(charList[i] == order) 

6 : json ← make(location, device, condition, 

order) 

 
 전달받은 문자형 자연어 명령을 파싱해 Json형태의 

Data Model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이다. 문자형 

자연어 명령을 1어절 단위로 토큰화하여 분리된 

토큰에서 유효한 값을 지니는 파라미터를 찾아 

인덱싱한 후 배열에 저장한다. 재귀를 이용하여 

장소가 나온 뒤 다음 장소가 나오기 전까지 토큰을 

1개의 명령으로 지정하여 번들링한다. 각각의 

번들링된 명령을 Json 형식으로 변환 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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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IoT 단말 제어 

Algorithm IoT 단말 제어 

Input : Json Data Model 

Output : SmartThings Command 

1 : deviceList ← if(device.category == 

inputCategory) then 

 deviceList ← add(device) 

2 : location ← if(device.location == 

inputLocation) 

3 : device ← for(deviceList.get.location == 

location) 

4 : command ← if(action == inputAction) 

5 : smartThings.action(device command) 

 Json 형태로 받은 데이터 모델을 분석해 

SmartThings Core SDK[4]를 이용해 IoT 단말을 

제어하는 알고리즘이다. 입력받은 카테고리로 전체 

기기에서 같은 카테고리의 기기들을 리스트 형태로 

저장한 뒤 기기 리스트에서 위치가 일치한 기기를 

찾아내 저장한다. 또한 Action에 맞는 Command와 

함께 특정한 기기에 명령을 전달한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마트홈 시스템의 

구현 결과이다.[5] 

 

<그림3> 제어한 IoT 기기들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어하는 IoT 기기들을 

통해 조명 색을 변화시키고 공기청정기 전원을 

조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3.3 Offloading 

Algorithm Home Edge Offloading 

Input : Command 

Output : Device IP 

1 : deviceList ← search(deviceList) 

2 : stateList ← for(getState(deviceList[i])) 

3 : selectedDevice ← 

if(highComputing(stateList[i])) 

4 : offLoading(selectedDevice) 

 Home Edge 오픈소스의 작동 방식의 순서이다. 

디바이스에서 Home Edge Orchestration container를 

실행하면 컴퓨팅 능력을 점수화하여 비교하고 가장 

높은 점수의 Device에서 서비스를 실행한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음성명령을 인식하여 

MQTT 통신을 통해 Home Edge 컨테이너를 실행 중인 

라즈베리파이와 통신한다. 그리고 오프로딩으로 

고사양 단말에 자연어를 파싱하여 Json 데이터 

모델로 변환한 뒤, 해당 명령을 분석해 IoT 단말을 

제어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제어 서비스 로직이 집 내부의 IoT 단말에서만 

처리되어 보안성을 향상하고, 클라우드 모델 대비 

사생활 보호에 장점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Docker를 활용한 컨테이너 기술로 리눅스 기반의 

다양한 IoT 단말에 적합한 플랫폼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고사양 단말로 PC를 이용하였던 

한계가 존재하며 SmartThings에서 사용 가능한 

기기들만 제어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한다. 

추후의 연구에서 Google Home, Apple HomeKit과 

같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단말을 제어하여 

범용성을 향상시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내 상황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외의 날씨나 온도 등을 제공하는 외부 

API와의 연동을 통해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킨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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