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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웨어러블 컴퓨터와 같은 차세대 PC 의 진화 방향은 

인간이 느끼는 색상, 빛의 밝기, 소리, 향기, 맛, 감촉 

등의 오감 정보의 효과적인 융합과 재현 및 사용자 

중심의 인간-기계 관계의 형성으로 정의 된다. 그러나, 

기능의 다양함과는 별개로, 휴대의 편이를 위한 

착용형태의 H/W 플랫폼 개발은 효율적인 5 감 정보의 

융합 및 재현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현재 

연구 개발중인 차세대 PC 플랫폼 기반에서의 효율적인 

5 감 정보의 융합 및 재현이 가능한 S/W 플랫폼을 

구현하며, 보다 효율적인 융합 및 재현을 위한 새로운 

제어 메시지 형태를 제안한다.

1. 서론

사회, 경제 환경의 변화 및 IT 기술 진화에 따른 IT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는 다양한 형태의 사용자 욕구를 

창출해 내었다. 이러한 “IT 산업의 외형적 성장”이라는 

성과에 반하여 우리 IT 산업은 구조적 취약이라는 

문제점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대처 방안으로 정보, 통신, 방송을 융합하는 

광 대역 통합 망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IT 신 

성장 동력을 집중 육성하게 되었다.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9 대 IT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는 파급효과가 

크며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분야, IT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기반이 되는 분야, 지능화, 광 대역화 등 미래 IT 

기술의 진화를 선도하여 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분야 

등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차세대 PC 란 9 대 IT 신 성장 동력 산업중, 신 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 

분야로, 문서작성, 인터넷 검색, 데이터 관리 등 

종합정보기기 개념의 PC 와는 달리 정보 이용 환경과 

사용 목적에 따라 특화된 기능과 형태를 가지는 

네트워크 기반의 차세대 컴퓨터를 의미한다. 즉, 목적에 

따라 휴대형, 착용형, 고정형 등 다양한 형태의 차세대 

PC 제품 군으로 분류 가능하며, 편이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새로운 개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을 

특징으로 한다. 현재 연구개발 진행 중인 차세대 PC 의 

발전 방향을 간략하게 정의하면 소형화, 착용화, 실감화 

및 지능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2]. 또한, 이를 

위하여 음성 명령, 펜 인식, 동작인식 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과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등 인간의 오감 메커니즘을 이용한 정보 입력 및 표현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 신 성장 동력산업의 일환인 

차세대 PC 기반에서 효율적인 오감 융합 및 재현을 

위한 플랫폼 구성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111 —

mailto:onlv4vou@chol.com
mailto:kshona@skku.ac.kr


2. 차세대 PC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9 대 IT 신성장 동력산업의 

일환인 차세대 PC 의 기술발전 전망을 간략히 

도시하면 그림 1 과 같다[1]. 즉, 음성명령어, 펜 인식 

위주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등 “인간의 오감 메커니즘을 이용한 정보 입력과 

표현이 가능한 차세대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로의 

진화”로 요약될 수 있다.

겨인으君鼻텽기기 、

Horizontal Market 丄
职*진*財장备. ■ \
Emejlng Market /'거踏移茹血 g 7

그림 1. 차세대 PC 기술발전 전망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개발중인 차세대 PC

플랫폼상에서 효율적인 5 감 융합 및 재현이 가능한

S/W 플랫폼 구현 및 H/W 플랫폼 검증을 위하여 현재

개발중인 차세대 PC 의 프로토타입 격인 모토롤라

사의 i.MX21 ADS 보드 기반에서 플랫폼의 구현 및

검증을 하였다.

2.1 H/W 플랫폼

현재 개발중인 차세대 PC 플랫폼은 개발 일정의 

단축을 위하여 “참조 모델 시스템”과 "손목시계형 

시스템”으로 구분 개발되어지고 있으며, 두 시스템은 

모두 모토롤라사에서 개발한 i.MX21 ADS 보드를 

프로토타입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2 에 현재 

개발중인 차세대 PC 의 구조를, 표 1 에 하드웨어 

사양을 나타낸다[2].

그림 2. 차세대 PC 구성도

표 1）. 차세대 PC 하드웨어 사양

참조모델 시스템 손목시계형 시스템

CPU i.MX21

좌동
주메모리 SDRAM 64MB

시스템 설치 NOR Flash 32MB

보조저장장치 NANDFlash32MB

LCD
Color TFT-LCD

640 x 480

Color TFT-LCD

160 x 128

CMOS Camera VGA 급（30 만 화소）

좌동무선 통신
Bluetooth vl.l

via UART4

Console UART1

USB
USB OTG,

USB Host
USB OTG

Sound Microphone/SP Bluetooth Headset

Buzzer Yes

좌동Vibrator Yes

Battery Li-Ion 3.7V300mAh

VGA Port NTSC RCA Jack Mone

Adaptor 5V/1A Poser Jack USB OTG 포트

2.2 S/W 플랫폼

개발중인 차세대 PC "참조 모델 시스템” 및 

"손목시계형 시스템'은 기본 OS 를 Linux 로 채택하고 

있으며, GUI 개발을 위해 Embedded QT 2.3.7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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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고 있다. 표 2 에 소프트웨어 상세 사양을 

나타내었다.

표 2). 치-세대 PC 소프트웨어 사양

사양

OS Linux-2.4.18-rmk4-mx2bsp

Device Drivers

Frame Buffer

(160 x 128 Color TFT LCD 지원)

CMOS Camera

BlueZ

UART(Console)

USB Host(참조모델)

Microphone/Speaker(참조모델)

GUI
qt_embedded-2.3.7

QT 기 반 GUI Framework

Cross Compilers

& Tools

arm-linux-gcc3.2.3

binutils-2.13.90.0.20

glibc-2.2,5

RootFile System
JFFS2

busy box-0.60.5

표 2 에 제시된 기본 소프트웨어 플랫폼 상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구현을 위하여 시각, 청각, 촉각, 

후/미각 등의 5 감의 인식/재현이 가능한 엔진을 탑재 

하였다. 또한 각 감각간의 연동 및 프로그램상의 

연동을 위하여 중앙에 5 감 엔진을 제어할수 있는 제어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3. 5감 융합 플랫폼 구현

본 논문에서 구현되어진 5 감 융합 플랫폼의 구조는 

그림 3 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시각 장치, 청각장치, 

후/미각 장치, 촉각장치를 제어하는 제어 엔진과, 각 

감각별 장치제어를 위한 통신 모듈, 각 감각간 연동을 

위한 제어모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3.1 제어 엔진부

제어 엔진부는 차세대 PC 플랫폼상에 연동되어지는 

각 감각별 장치들의 제어 및 통신 모듈, 제어 모듈과의 

통신을 수행한다. 현재 구현되어진 차세대 PC 기반 

제어 엔진으로는 보다 편리한 UKUser Interface) 

제공을 위한 음성 인식 및 합성엔진, 촉각 인식 엔진, 

시각 표현 및 인식 엔진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 및 감시 

제어 기능을 위한 후/미각 인식 및 표현엔진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다. 각 감각별 제어 엔진의 연동은 

통신 모듈 또는 제어 모듈을 경유하여 이루어 진다.

그림 3. 오감융합 플랫폼 구성도

3.2 통신 모듈

본 논문에서 구현 되어진 통신 모듈부는 분산 인식 

및 재현을 위한, 각 감각별 인식 및 표현엔진의 서버 

클라이언트 환경 구축 및 감각별 인식 및 표현 

엔진간의 통신 기능을 수행한다. 통신 모듈의 구현은 

BlueZ 를 이용한 Bluetooth 스택을 이용 구현하였다. 

또한, 구현 되어진 통신 모듈은 차세대 PC 기반에 추가 

장착 되어진 외부 장치들과의 연동 기능도 수행하도록 

구현 하였다.

3.3 제어 모듈

제어 모듈은 각 감각별 연동을 위해 구현 되어졌으며, 

서비스 시나리오에 따른 전체 프로그램 연동을 

관장한다. 제어 모듈에서 사용하는 각 감각별 제어 

메시지는 추후 구현되어질 서비스 및 감각의 

연동을위해 충분한 여유를 두어 구현 하였으며 사용의 

편의성을 위하여 일관된 메시지 타입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현재 구현 되어진 제어 모듈의 기능은 엄격히 

말하면, 단순 연동의 차원으로 구현되어져 있으며, 각 

감각별 완전 융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감각별 융합 및 연동을 위한 제어 

메시지 타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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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융합 환경을 고려한 제어 메시지

제어 메시지 정의시 고려해야할 첫 번째 요소는 

메시지 크기로서. 전송환경을 고려한 선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외 적으로 5 감정보의 융합을 위한 표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며,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향후 

널리 활용되어질 저속 무선 PAN(Personal Area 

Network)환경에서의 전송 크기(127 byte)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제어 메시지 크기는 제공 

서비스의 특성 및 추후 활용되어질 전송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변 가능하다. 그림 4 에 본 논문에서 

사용되어진 융합 환경을 고려한 제어 메시지를 나타 

내었다.

Total Packet Sze 127 bytes

«-------------------------------- »

Service Service Service Ffejdoad HCbytes 

ID2bytes hMi5bytes Caitrcl Ebta ICbytes

그림 4. 융합 환경을 고려한 제어메시지

Service ID 는 2byte 의 크기를 가지며, 5 감 각 

감각별 IByte, 각, 감각내 서비스 종류에 따른 IByte, 

최대 255 개의 Service 제공 가능하다. Service 

Menu 는 제공 서비스 별 제공 가능한 Menu 의 수를 

지정가능하며 최대 255 개의 메뉴 제공이 가능하다. 

Service Control Data 는 Service 독립 제공 및 융합 

측면, 전송 데이터 사이즈의 제한 등의 설정이 가능 

하며 최대 10 개의 제어 메시지가 설정 가능하다. 

Payload Size 는 가변형태이며 최대 115 Bytes 의 

크기를 가지며, Service Control Data 부에서 최대 

Payload Size 의 크기를 설정한다. Payload Size 는 

최대 115 Bytes 크기를 가지며, Bluetooth 를 이용한 

저속 서비스 제공에 효율적인 사이즈로, 가변 설정 

가능하다. 각 서비스 별 ID 및 제어 메시지의 경우 

추후 지속적인 정의 및 추가 가능하다. 현재 

정의되어진 각 감각별 Service ID 는 시각 0x01, 청각 

0x02, 후각 0x03, 미각 0x04, 촉각 0x05 의 형태를 

따른다.

4. 결론

본 논문에서 구현 되어진 “차세대 PC 기반의 5 감 

융합 및 재현 플랫폼”은 상용개발된 차세대 PC 의 

부재로 인하여, 현재 연구 개발중인 차세대 PC 의 

참조모델인 모토롤라 사의 i.MX21 ADS Board 를 이 용 

구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추후 차세대 PC 의 개발 

방향에 따른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 정의된 융합을 고려한 제어 메시지의 형태 

또한, 추후 진화될 차세대 PC 의 방향 및 응용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추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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