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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미러간 화상 통화와 메시징 기능을 가진 CoMirror 
시스템 구현

Implementation of CoMirror System with Video Call and 
Messaging Function between Smart Mirrors

황기태*, 김경미**, 김유진**, 박채원**, 유송연**, 정인환**, 이재문**

Kitae Hwang*, Kyung-Mi Kim**, Yu-Jin Kim**, Chae-Wo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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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 미러는 거울에 디스플레이와 임베디드 컴퓨터를 부착하여 거울 기능과 함께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IoT 장치이다. 본 논문은 스마트 미러가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독립형 장치(stand alone device)라
는 개념에서 벗어나 스마트 미러들이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용자들이 다른 스마트 미러 사용자들과 대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CoMirror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CoMirror 시스템은 1개의 CoMirror 서버를 중심으로 여
러 CoMirror 클라이언트들이 연결되는 구조이다. CoMirror 클라이언트는 라즈베리파이와 미러 필름, 터치 패드, 디스
플레이 장치, 웹 카메라 등으로 구성되며, 서버에는 얼굴 학습과 인식, 사용자 관리, 클라이언트들 사이의 메시지 교환을 
위한 중계 역할, 화상 통화 연결 설정 등의 기능이 구현되었다. 사용자들은 서버를 경유하여 다른 CoMirror 사용자들과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뿐 아니라, 1:1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Abstract  Smart mirror is an IoT device that attaches a display and an embedded computer to the mirror
and provides various information to the useer along with the mirror function. This paper went beyond 
the form of dealing with smart mirrors only stand alone device the provide information to users, and 
constructed a network in which smart mirrors are connected, and proposed and implemented a CoMirror
system that allows users to talk and share information with other smart mirror users. The CoMirror 
system has a structure in which several CoMirror clients are connected on one CoMirror server. The 
CoMirror client consists of Raspberry Pi, a mirror film, a touch pad, a display device, an web camera,
etc. The server has functions such as face learning and recognition, user management, a relay role for
exchanging messages between clients, and setting up for video call. Users can communicate with other 
CoMirror users via the server, such as text, image, and audio messages, as well as 1:1 video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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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oT 기술의 발전으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많은 전자제품들에 소형 컴퓨터와 통신 장치가 내장되어 
정보를 주고받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다
[1,2,3]. 한편, 2016년 구글 엔지니어인 Max Brown에 
의해 스마트 미러가 개발되었다[4]. 스마트 미러는 거울
의 안쪽에 디스플레이와 임베디드 컴퓨터를 부착하고 사
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간단한 IoT 장치이다. 그 후 
스마트 미러는 AI 기술을 접목하여 얼굴 인식,  홈 트레
이닝, 홈 헬스케어 등 다양한 기능으로 진화해왔다[5,6]. 
거울 대신 냉장고에 디스플레이를 부착하여 스마트 미러
와 유사한 삼성전자의 냉장고 패밀리 허브가 있다[7]. 이 
제품은 인터넷과 연결하여 요리 방법을 보여주는 등 냉
장고를 IoT 장치로 만든 사례이다. 지금까지 스마트 미
러나 가전제품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
를 제공하거나 홈 내 다른 장치와 연결하는 등 홈 네트워
킹을 구성하는데 주안점이 있어왔다. 

본 논문은 스마트 미러가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독립형 장치에서 벗어나 서버-클라이언트 모델로 스마트 
미러들이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다른 스마트 
미러의 사용자와 대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CoMirror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구체적으로 여러 CoMirror 
클라이언트들이 1개의 CoMirror 서버로 연결되며, 
CoMirror 서버에는 모든 사용자들의 정보가 저장된다. 
사용자들은 서버의 중계를 통해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구
현하였다. 

본 논문은 터치가 가능한 디스플레이 장치를 직접 제
작하고, 카메라와 Raspberry PI를 활용하여 CoMirror 
클라이언트를 구현하였고, 모든 입력은 음성 인식과 터
치로만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음성 출력은 라즈베리파
이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활용하였으며,  높은 처리 능력
이 요구되는 얼굴 학습과 얼굴 인식[8]은 CoMirror 서
버에 구현하였다.

Ⅱ. 연구 배경

1. 스마트 미러
스마트 미러는 필름 거울의 뒷면에 디스플레이를 달고 

인터넷과 연결하여 날씨, 건강, 시사 정보 등을 보여주는 
가전 장치이다[3]. 지금은 가전제품들을 모니터링하거나 

제어하는 스마트 홈뿐 아니라, 쇼핑몰, 화장실, 피트니스 
클럽의 전면 거울, 길거리 디스플레이 광고판 등 다양한 
곳에 응용된다[9]. 최근 들어 AI 기술을 접목하여 AI 헬
스케어, 운동, AI 비서 등 활용성은 더 넓어지고 있으며 
스마트 미러 시장은 2027년까지 미화 5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10].

2. Electron과 데스크톱 웹 애플리케이션
HTML5, CSS,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웹 서버 없

이 데스크톱에서 실행되는 애플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는 
Electron 프레임워크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11]. 

Electron은 자바스크립트의 실행 엔진인 Node.js와 
크롬 브라우저의 UI 부분에 해당하는 Chromium을 내
장하고 있기 때문에, Electron을 활용하여 개발된 애플
리케이션은 Windows나 리눅스, MacOS 등 운영체제에 
독립적인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행된다. 이런 장
점으로 인해 최근 Electron을 이용한 데스크톱 애플리케
이션 개발이 확산되고 있으며, vscode, Discord, Slack, 
Atom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Electron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CoMirror 클라이언트에서 실행
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3. MQTT
오늘날 IoT 표준 프로토콜로 사용되는 MQTT는 여러 

클라이언트들과 메시지를 중계하는 브로커로 구성된다. 
클라이언트는 subscriber와 publisher로 구분된다. 
subscriber는 브로커에 토픽 문자열을 보내 받고자 하는 
토픽을 등록하면, publisher가 토픽과 메시지를 브로커
에 보낼 때, 브로커는 토픽을 등록한 모든 subscriber에
게 메시지를 보내는 식으로 작동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
듈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MQTT를 
활용하였으며, 이클립스 재단에서 공개 소프트웨어로 개
발한 Mosquitto를 브로커로 사용하였다.

ⅡI. CoMirror 시스템

1.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여러 CoMirror 클라

이언트들이 하나의 CoMirror 서버에 연결되는 구조로 
그림 1과 같다. 지금부터 CoMirror 클라이언트를 간단히 
CoMirror, CoMirror 서버를 서버라고 부른다. 각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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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CoMirror가 있고 서버는 외부에 있다. CoMirror들
은 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한다. 

그림 1. 시스템 개요
Fig. 1. System View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CoMirror 시스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얼굴 인식을 통해 로그인한다. 얼굴 
학습과 얼굴 인식의 실질적인 처리는 서버에서 이루어진
다. 둘째, 모든 입력은 음성인식과 터치로만 이루어진다. 
셋째, 사용자들은 자신을 위한 메모를 남길 수 있다. 메
모 형태는 텍스트, 사진 등의 이미지, 녹음된 음성 혹은 
오디오 등이다. 넷째, 사용자들은 다른 사용자에게 메시
지 형태로 메모를 보낼 수 있다. 동일한 CoMirror의 다
른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메시지는 CoMirror 내
에 보관되지만, 다른 CoMirror 사용자에게 보낸 메시지
는 서버에 의해 임시 보관된 후 서버에 의해 다른 사용자
에게 전송된다. 다섯째, CoMirror 사용자들끼리 화상 
통화를 지원한다.

2. CoMirror 클라이언트와 서버
본 논문에서 구현된 CoMirror 클라이언트는 그림 2

와 같다. 거울 효과를 만들기 위해 아크릴 판에 거울 필
름을 붙이고 디스플레이 위에 아크릴판을 쌓았다. 그리
고 다시 그 위에 적외선 터치 패널을 쌓아 터치 입력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디스플레이는 라즈베리파이의 HDMI에, 터치 패널과 
웹 카메라는 USB 단자에 연결하였다. 라즈베리파 모델
은 Raspberry PI 3 B+이며 Bullseye 리눅스 운영체제
를 탑재하였다.  

서버는 Windows 11 운영체제에 2.30Ghz의 11세대 
인텔 i7-11800H CPU와 16GB RAM을 가진 MSI 노트
북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서버는 다음 3가지 목적으로 
사용된다. 첫째, CoMirror들 사이에 주고받는 메시지의 
임시 저장소의 역할을 한다. 사용자는 다른 CoMirror의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면 서버에 전송한다. 수신자
가 현재 CoMirror를 사용 중이면 서버는 수신자에게 메
시지가 바로 전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서버는 메시
지를 저장해두었다가 수신자가 로그인할 때 전송한다. 
둘째, CoMirror는 사용자의 얼굴을 촬영하여 서버로 보
내는 역할만 하고, 얼굴 학습과 얼굴 인식은 서버에서 처
리한다. 셋째, 서로 다른 CoMirror의 사용자들이 화상 
통화를 할 때 이들을 연결하는 작업은 서버에 의해 이루
어진다.

  

그림 2. CoMirror 클라이언트 하드웨어
Fig. 2. Hardware of CoMirror client

3. 소프트웨어 전체 구성
그림 3은 CoMirror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의 전체 구

성을 보여준다. CoMirror에는 독립적인 4개의 애플리케
이션이 실행된다. 

(a) CoMirror 클라이언트의 소프트웨어 구성

(b) CoMirror 서버의 소프트웨어 구성

그림 3. CoMirror 시스템의 전체 소프트웨어 구성
Fig. 3. Overall software structure of CoMirr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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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CoMirror를 제어하고 GUI를 수행하는  Main 애
플리케이션, 마이크로부터 음성 입력을 받아 텍스트로 
변환하는 STT(Speech To Text) 애플리케이션, 카메라
를 제어하고 영상을 입력받는 Camera Control 애플리
케이션, 마지막으로 3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데이터
를 주고받도록 중계 역할을 하는 Mosquitto 브로커이
다. Mosquitto를 제외한 3개의 애플리케이션은 본 연구
에서 구현되었다.

Main 애플리케이션은 HTML5, CSS3, 자바스크립트
를 사용하여 Electron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되었으며, 
STT 애플리케이션은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개발되어 
Node.js에 의해 실행되고, Camera Control 애플리케이
션은 OpenCV를 활용하며 파이선으로 개발되었다. 화상 
통화는 WebRTC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구현되었다.

서버 소프트웨어는 Communication 애플리케이션
과 Face Recognition 애플리케이션, Mosquitto 브로
커로 구성된다. Face Recognition 애플리케이션은 등
록하는 사용자의 얼굴 학습과 로그인 시 얼굴 인식을 수
행한다. Communication 애플리케이션은 서로 다른 
CoMirror 사용자들끼리 메시지를 보내거나 화상 통화 
시 초기 셋업 작업을 실행한다. Mosquitto 브로커는 
CoMirror의 Main 애플리케이션이 얼굴 학습과 얼굴 인
식을 위해 Face Recognition 애플리케이션에 얼굴 이
미지를 보내고 결과 값을 받을 때와, Main 애플리케이션
과 다른 CoMirror의 Main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메시지
를 중계해주는 Communication 애플리케이션과 메시
지를 주고받을 때 이용된다. 

4. 회원 가입과 얼굴 학습 
그림 4는 회원 가입 과정을 보여준다. CoMirror의 

Main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이름’을 Mosquitto로 
전송한다. Camera Control 애플리케이션이 이 메시지
를 받으면 사용자의 전면 사진을 20장 촬영하고 얼굴 부
분만 파일에 저장한 다음, 사용자 이름과 CoMirror ID
와 함께 서버의 Mosquitto로 전송한다. 

Face Recognition 애플리케이션이 Mosquitto로부
터 얼굴 이미지가 들어 있는 MQTT 메시지를 받으면 얼
굴 이미지를 벡터로 가공하는 전처리 과정을 실행한다. 
이 과정에서 keras의 FaceNet 라이브러리를 사용되며 
얼굴 이미지로부터 얼굴 특징을 추출되며 128개의 특징 
벡터가 생성된다. 그 후 Tensorflow의 SVM(Support 
Vector Machine) 모델을 사용하여 얼굴을 학습시킨다. 
학습이 끝나면 서버의 Mosquitto를 통해  CoMirror의 

Main 애플리케이션에게 알린다. 이후부터 얼굴로 로그
인이 가능해진다. 

그림 4. 회원 가입 시 얼굴 학습 과정
Fig. 4. Process of face learning on sing up

5. 로그인과 얼굴 인식
Camera Control 애플리케이션이 10장의 사진을 찍

고 얼굴 부분만 잘라 파일로 저장한 다음, 서버의 
Mosquitto를 경유하여 Face Recognition 애플리케이
션으로 보낸다. Face Recognition 애플리케이션은 받
은 사진들을 이용해 얼굴을 인식한다. 인식 결과는 서버
의 Mosquitto를 경유하여 CoMirror의 Main 애플리케
이션으로 보내진다. 그림 5는 로그인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5. 얼굴 인식을 이용한 로그인 과정
Fig. 5. Process of login using face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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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메시지 전송
CoMirror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하는 기능은 

Main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루어진다. 

가. 수신자가 온라인 상태일 때
사용자 A가 온라인 사용자 B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과

정은 그림 6과 같다. A는 송신자 ID, 수신자 ID, 메시지 
타입, 메시지 내용, 보낸 시간으로 구성된 MQTT 메시지
를 만들어 Communication 애플리케이션에게 보낸다. 
Communication 애플리케이션은 받은 MQTT 메시지
를 B에게 보내고, 사용자 B의 Main 애플리케이션은 
MQTT 메시지에서 사용자 A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분리
하여 자신의 DB에 저장해두고, 디스플레이에 메시지가 
왔음을 알려 사용자 B가 메시지를 보게 한다.

그림 6. 온라인 사용자 B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때
Fig. 6. When a message is sent to online user B

나. 수신자가 오프라인 상태일 때
사용자 A가 오프라인 사용자 B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은 그림 7과 같다. 
A는 송신자 ID, 수신자 ID, 메시지 타입, 메시지 내용, 보

낸 시간으로 구성된 MQTT 메시지를 만들어 Communication 
애플리케이션에게 보낸다. Communication 애플리케
이션은 받은 MQTT 메시지에서 메시지를 분리하여 DB
에 저장하고, 임시 보관중인 메시지를 나타내는 DB 테이
블에 B가 수신할 메시지가 대기 중임을 기록해둔다. 사용자 
B가 로그인하면 Main 애플리케이션은 Communication 
애플리케이션에게 대기 중인 메시지를 받아와 DB에 저
장해두고, 디스플레이에 메시지가 왔음을 알려 사용자가 
메시지를 선택해 보게 한다.

그림 7. 오프라인 사용자 B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때
Fig. 7. When a message is sent to offline user B

7. 화상 통화
그림 8은 사용자 A와 B의 화상 통화 과정을 보여준

다. 사용자들이 자신의 CoMirror에 로그인 하면 Main 
애플리케이션이 Communication 애플리케이션에 접속
하고 Mirror ID로 룸(room)이 만들어진다. 

그림 8. 화상 통화 과정
Fig. 8. Process for video call

B가 A와 화상통화를 원하면, A의 ID, 자신의 ID, 통화 
방법(화상 통화인지 단순 전화인지)을 Communication 
애플리케이션에 전송하여 A의 룸에 참가한다. 현재 로그
인된 모든 사용자에 관한 정보는 Communication 애플
리케이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Communication 애플
리케이션은 A에게 B의 통화 요청을 알린다. A가 통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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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을 수락하면 자신의 세션 정보를 서버에게 전달하고, 
서버는  A의 세션 정보를 B에 전달한다. B는 A의 세션 
정보를 받으면, 역시 자신의 세션 정보를 서버에게 전달
하고, 서버는 다시 A에게 B의 세션 정보를 전달한다. 두 
사용자가 서로 세션 정보를 주고받으면, 서로의 ICE(P2P 통
신 식별번호)를 서버를 거쳐 상대에게 전달하며, 이로서 
A와 B는 화상 통화가 진행된다.

8. 시연
그림 9는 메모를 시연하는 과정으로 홈 화면의 하단에

는 화상통화, 메모, 연락처 조회, 메시지 기능을 위한 버튼
들이 있으며, 그림 10(a)은 메시지 함에서 수신한 메시지
를 보는 화면이며 그림 10(b)은 실시간 화상 통화가 작동
중인 화면으로, 작게 보이는 화면이 본인의 카메라 출력 
화면이며, 큰 화면은 상대방 카메라로부터 받은 화면이다.

  

       (a) 터치로 메모 작성                 (b) 메모 보기
그림 9. 메모 시연
Fig. 9. Memo demonstration

 

          (a) 메시지 보기              (b) 화상 통화 화면
그림 10. 메시징과 화상 통화 시연
Fig. 10. Demonstration of messaging and video calling

ⅤI. 결  론 

본 논문은 스마트 미러를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로 구
현하여 스마트 미러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고 화상 통
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 CoMirror를 설계 구현한 내용
을 소개하였다. 클라이언트에는 라즈베리파이를 사용하
고 터치 패드를 붙여 터치 입력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
으며, 서버는 얼굴 학습 및 얼굴 인식, 사용자들 사이의 
메시지 중계, 화상 통신 셋업 등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구
현하였다. 본 논문은 스마트 미러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
하고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아키텍쳐를 보
여주며 실제 구현을 통해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얼굴 학습이나 얼굴 인식, 
메시지 전송, 화상 통화 셋업 등에 걸리는 시간에 대한 
성능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들은 추후 연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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