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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휴 폰과 LEGO Mindstorms NXT를 이용한 원격제어로  개발 모델을 제안하고 이

를 기반으로 원격제어 로 을 설계하 다. 제안하는 원격제어로  개발 방법은 LEGO Mindstorms 

NXT를 이용한 하드웨어 설계, 다양한 Tool을 이용한 소 트웨어 설계,  Host System의 응용 로그

램 개발로 구성되며, Host System으로는 WPAN Platform을 탑재한 휴 폰을, 통신 방식으로는 블루

투스를 용한다.

1. 서론

   최근 로 은 산업, 군사, 의료, 탐사, 가정, 엔터테인먼

트 등 범 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로 의 

개발을 해서는 로 의 응용분야  목 에 따라 독립

인 하드웨어 와 소 트웨어의 설계가 요구된다. LEGO사

에서 출시한 Mindstorms는 로  개발에 일반 으로 사용

되는 요구사항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기존 LEGO 부품들

과 완벽한 호환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로  개발 시 하

드웨어 제작에 한 노력을 감할 수 있으며, 로 의 응

용분야  목 에 계없이 동일한 하드웨어 랫폼을 이

용할 수 있다.[1] 최근 이러한 장 을 이용하여 로 에 

한 연구에 LEGO Mindstorms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

고 있다. 만의 치아오텅 학에서는 Mindstorms에 

WebCam과 WLAN card를 장착하여 원격지를 탐색하고 

Host PC에 상정보를 송하는 로 을 구 하 다.[2] 

울산 학교에서는 Mindstorms를 이용하여 다수의 이동 

로 을 이용하여 넓은 범 를 효율 으로 탐색하는 군집

로  시스템을 구 하 다.[3] 이러한 연구들은 알고리즘

의 성  효율성을 악하기 한 연구로 하드웨어의 

특성이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한 로 의 경우 인간이 작업하기 부 합한 환경에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여 다양한 

환경에서의 실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험실과 같은 일반

인 환경이 아닌 다양한 환경에서의 실험이 필요한 경우 

휴 성이 뛰어난 별도의 Host System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SK Telecom에서 발표한 WPAN 

Platform은 개발자가 WPAN 테크놀로지에 한 상세한 

지식 없이도 개발이 가능하게 하여 휴 폰을 기반으로 다

양한 WPAN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LEGO Mindstorms와 WPAN Platform을 탑

재한 휴 폰을 이용한 로 원격제어 개발 모델을 제안하

고 이를 기반으로 원격제어로 을 설계하 다.

2. 련 연구

2.1 WPAN Platform

   SK 텔 콤에서 최근 발표한 WPAN Platform은 다양

한 Physical Layer에 동일한 어 리 이션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한 WPAN Platform은 개발자를 해 WPAN 

API를 제공한다. 따라서 개발자는 cellular network API와 

WPAN API 모두 사용하여 어 리 이션을 개발할 수 있

다. WPAN API는 WPAN 테크놀로지에 해 독립 인 

개발이 가능하게 하여, 개발자가 WPAN 테크놀로지에 

한 상세한 지식 없이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WPAN Platform의 간단한 이어 구조는 그림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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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WPAN Platform의 이어 구조

재 WPAN Platform은 블루투스 심으로 설계되어 있

으나 향후 Zigbee, UWB 등에도 Platform을 확  용해 

나갈 계획이다.[5]

2.2 LEGO Mindstorms NXT

   1998년에 LEGO 사에서 출시된 Mindstorms는 MIT 

미디어랩과 10여 년간의 공동 연구로 개발되었다. 

Mindstorms는 1998년 출시된 RCX와 2006년 출시된 

NXT가 있으며, NXT는 RCX에 비하여 향상된 ARM 기

반의 임베디드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NXT는 

로  설계를 한 자율 이동형 랫폼으로 표1과 같은 특

징을 지닌다.

<표1> Hardware Specification for the NXT Brick

Main Processor 32-bit ARM7(Atmel)

Co-Processor 8-bit AVR(Atmel)

Memory 256KB Flash / 64KB RAM

Input 4 Ports(1-4)

Output 3 Ports(A-C)

Communication
Bluetooth v2.0+EDR - Supporting SPP

USB 2.0(12Mbit/s)
 

 입력 포트  출력 포트는 6핀 커넥터를 통해 다양한 센

서  모터 등을 간단히 연결할 수 있으며,  음  센서, 

량 센서, 터치센서, 온도 센서 등을 지원하여 그림 2와 

같이 목 에 맞는 다양한 하드웨어를 쉽게 구  가능하다.

(그림 2) NXT를 이용한 하드웨어 설계

Mindstorms는 별도의 로그램 없이 USB나 블루투스를 

통하여 특정한 명령을 송하여 지정된 동작을 행하게 하

는 Direct Command를 지원한다. 한 보자도 근하기 

쉬운 Graphic 기반의 로그래  환경을 제공하여 개발 

목 뿐만 아니라 교육 목 으로도 활용된다.[6][7] 

3. 원격제어로  개발 모델 제안

   본 장에서는 우리가 제안하는 원격제어로  개발 모델

을 소개 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원격제어로  개발모델

  먼  그림 2의 1과 같이 Mindstorms NXT를 이용하여 

하드웨어를 설계한다. 다양한 목 의 로 에 하여 동일

한 하드웨어 랫폼을 사용함으로서 하드웨어 설계에 

한 수고를 인다. 다음으로 그림2의 2와 같이 Robolab, 

NXC, LabVIEW toolkit for LEGO Mindstorms NXT 등

을 활용하여 로 의 소 트웨어를 제작한다.[8] NXT를 

Direct Command로 제어할 경우 이 과정은 생략 가능하

다. 마지막으로 로 을 제어할 Host System을 설계한다. 

Host System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실험이 가능하도록 휴

성과 범용성이 높은 휴 폰을 이용한다. 다수의 휴

폰에는 블루투스가 탑재되어 있어, 통신을 한 별도의 회

로 구성없이 Mindstorms에 내장된 블루투스와의 통신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발 모델을 이용하여 원격제어 로

을 구 하 다. 그림3은 구 한 모델의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4) 원격제어 로  구조

   로 은 차량의 형태를 지니며 조향을 한 1개의 

Servo Motor와 구동을 한 2개의 Servo Motor를 지닌

다. 각 Motor는 연결된 포트에서 공 되는 PWM신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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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제어된다. 로 은 음 센서를 탑재하여 장애물과의 

거리를 악하여 Host Controller에 보고한다. Host 

Controller는 로 에 조향명령을 공 한다.

4. 휴 폰과 Mindstorms NXT를 이용한 원격제어

로  구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제안한 모델의 구 에 해 자

세히 소개한다. 3장에서 소개한 차에 따라 Mindstorms 

NXT를 이용하여 그림4와 같이 하드웨어를 구성하 다. 

먼  Processor 역할을 하는 Mindstorms NXT의 I-Brick

을 심으로 3개의 출력포트에 Servo Motor를 연결하

다. 그리고 거리 정보를 얻기 해 입력포트에 음  센

서를 연결하 다. Host System과의 통신을 한 블루투스

는 I-Brick에 내장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하드웨어 구성이 

필요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LEGO 블록을 이용하여 차량

의 형태를 구 하 다. 

(그림 5) 하드웨어 구성

   하드웨어 구성을 완료 후 NXT의 소 트웨어를 설계

하여야 한다. 이 로 의 경우 요구되는 동작이 복잡하지 

않아 Direct Command를 이용하여  제어가 가능하다. 따

라서 별도의 NXT 소 트웨어 설계는 생략하 다. 마지막

으로 Host System의 응용 로그램을 작성하 다. 응용

로그램은 WIPI SDK를 이용하여 작성하 다. 응용 로그

램의 구성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6) 휴 폰 응용 로그램의 구조

   응용 로그램은 기화, 검색과 속, 로 의 제어순서

로 이루어지며 각 상태에 따라 키패드의 입력이 다른 역

할을 한다. 따라서 MAIN, SEARCH, EXECUTE의 3개 

STATE를 두어 각 상태를 구분하 으며 응용 로그램 실

행 시의 STATE는 MAIN STATE이다. MAIN STATE

에서는 InitBT함수를 통해 블루투스를 기화하고, 그림 

6(가)의 화면이 표시된다. 사용자가 키를 입력하게 되면 

SEARCH STATE로 환되며 SDP_OPEN 함수가 실행

된다. SDP_OPEN 함수는 그림 6(나)의 화면을 표시하고, 

주변 블루투스 장치의 검색과 속을 한 SDP(Service 

Discovery Profile)와 SPP의 콜백함수를 등록한다. 

SDP_OPEN 함수 종료 후 사용자가 OK 키를 입력하게 

되면 주변 블루투스 장치에 한 검색을 시작한다.

     (가) 메인화면   (나) 속화면   (다) 실행화면

(그림 7) 휴 폰 응용 로그램의 실행 화면

   SDPOpenCB함수를 통해 주변장치에 한 기본 정보를 

수집한 후, SPPOpenCB함수를 통해 SPP 속을 시도한

다. 속이 성공 으로 완료되면 EXECUTE STATE로 

환되며 그림 6(다)의 화면을 표시한다. EXECUTE 

STATE에서는 로 의 제어가 이루어진다. EXECUTE 

STATE에서는 1ms 주기의 Timer 이벤트가 발생한다. 

Event 발생 시 Direct Command를 이용하여 음  센서

로부터 획득한 거리 정보를 수집한다. 만약 로 과 장애물

과의 거리가 기 치 이상이라면 로 을 정지시킨다.  상기 

과정을 통해 완성된 원격로 제어 시스템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원격로 제어 시스템

5. 실험  결과

   본 장에서는 4장에서 구 한 원격로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실시한 주행 실험에 해 소개

한다. 실험과정은 다음과 같다. Host System인 휴 폰을 

이용하여 로 을 원격제어 한다. 로 은 사용자의 명령에 

제31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6권 제1호 (2009. 4)

- 963 -



따라 진행하며 방의 장애물이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이

를 알리며 정지한다. 실험 환경은 실내, 산악 지형, 모래지

역의 3가지를 선택하 다. 그림 9에 3가지 환경의 차이를 

표 하 다.

 (가) 실내 지역    (나) 산악 지형   (다) 모래 지역

(그림 9) 여러 가지 주행 환경

먼  실내에서의 실험의 경우, 요구되는 동작을 이상 으

로 수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산악 지형에서

의 실험을 수행하 다. 산악지형의 경우 주행  방에 

장애물이 없는 상황에서 로 이 정지하는 상이 발생되

었다. 이는 주행이 가능한 완만한 경사임에도 불구하고, 

음  신호가 경사면에 반사되어 수신됨으로서 거리 계

산에 오차가 발생하 다고 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

래 지역에서의 실험을 수행하 다. 모래지역에서의 실험의 

경우 실내에서 실험한 결과와 같이 요구되는 동작을 안정

으로 수행하 다. 그림 10은 3가지 환경에서의 주행 시

험 모습을 나타낸다.

   (가) 실내 지역    (나) 산악 지형   (다) 모래 지역

(그림 10) 여러 환경에서의 주행 시험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WPAN Platform이 탑재된 휴 폰과 

LEGO Mindstorms NXT를 이용한 원격제어로  개발 모

델을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격제어 로 을 설계하

다. 제안하는 원격제어로  개발 방법은 LEGO 

Mindstorms를 이용한 하드웨어 설계, Robolab 등의 다양

한 Tool을 이용한 소 트웨어 설계,  Host System의 응

용 로그램 개발로 구성된다. Host System으로는 WPAN 

Platform이 탑재된 휴 폰을, 통신 방식으로는 블루투스를 

용한다. 제안하는 방식으로 로 원격제어 시스템을 설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 을 얻을 수 있었다. LEGO 

Mindstorms를 이용하여 하드웨어를 설계함으로서 실험의 

목 에 합한 로 을 손쉽게 구 할 수 있었다. 휴 폰을 

Host System으로 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실험이 가

능하 다. 한 다양한 실험환경이 확보되어 고려하지 못

한 상황에 해 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WPAN 

Platform에서 제공하는 WPAN API를 활용하여 

Mindstorms와 휴 폰간의 블루투스 통신을 손쉽게 제어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원격제어로  개발 모

델은 모터, 센서 등의 특성이 고정되어 하드웨어의 특성이 

요한 시스템 구  시 합하지 않다. 하지만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 등 하드웨어의 비 이 높지 않은 연구의 경우 

하드웨어 설계의 비 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며 다양한 환경에서의 실험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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