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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에서는 휴 폰의 무선 인터넷 랫폼(WIPI) 어 리 이션을 통해 화재  가스 출 등 각종 

험을 통보해 주는 지능형 홈서비스 로 을 구 하 다. 지능형 홈서비스 로 은 세 가지 구성요소(로 부, 

미들웨어부, 모바일부)로 이루어진다. 로 부는 가스 센서, 화재 감지 센서, 음  센서, 모터, 카메라, 블

루투스 모듈로 구성되며, 각종  상황을 감지한다. 미들웨어부는 미들웨어 어 리 이션을 통해 로

부와 모바일부를 연결하고, 로 을 모니터링하며 SMS 모듈을 이용하여 응 상황을 통지한다. 모바일부

는 TCP/IP 로토콜을 이용하여 미들웨어부와 통신하며 로 에 각종 명령을 내려주고 행동을 제어한다. 

제안된 방식은 Atmega 128 로세서로 로 부의 모듈들을 제어하며 로 부와 미들웨어부는 가정 내에 

설치되며 외부에서 모바일부를 통하여 제어한다.

 
 ■ 중심어 :∣홈서비스 로봇∣무선 인터넷 플랫폼∣블루투스∣

Abstract

In this paper, we implemented an intelligent home service robot system which alerts users to 

danger by wireless internet platforms for interoperability(WIPI) of a cellular phone. This paper 

discusses the three parts of the system: robot, middleware and mobile system.

First, the robot consists of a gas sensor, a fire detector, ultrasonic sensors, motors, a camera 

and a Bluetooth module. The robot perceives various danger circumstances.

Second, the middleware connects the robot and the mobile system. It monitors the robot and 

sends emergency notification SMS message to the user's cellular phone if in danger.

Third, the mobile system sends commands which control the robot using TCP/IP protocol. 

The proposed scheme is to control the sensors of the robot part through Atmega 128 processor, 

and the robot and middleware parts will be installed in the household, and will be controled by 

mobile part from the outside.

 ■ keyword :∣Home Service Robot∣WIPI∣Blueto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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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자  컴퓨터 기술의 격한 발 에 따라 이

들 기술과 기계기술을 결합한 로 산업이 부시게 발

하고 있다. 특히 기존 로 에 네트워크를 부가한 지

능형 홈서비스 로 이 본격 으로 연구․개발되고 있

어 우리의 실생활에서 로 이 사용되는 범 가 더욱 다

양해지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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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측되고 있다[1].

1980년  반, 개인용 컴퓨터(PC)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당시 가격으로 200만원이 넘었던 비싼 기

계 덩어리가 인간에게 어떤 이로움을 가져다 지 이해

하지 못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  이제 PC는 

인의 필수품이 되었고, 집집마다 1  이상씩 PC를 보유

하고 있다. 로 도 마찬가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많은 문가들이 측하고 있다[2].

지능형 로 은 주변 환경의 변화나 작업의 변경에 

한 인식이 없이 사람의 지령에 의해 피동 , 반복  작

업을 수행하던 과거의 통  로  개념과는 달리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단하여 자율 으로 

동작하거나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는 로 으로 상품화

를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 

재 청소, 감시, 간호, 교육, 오락 등과 같이 다양한 

용도의 홈서비스 로 이 개발되어 제품화되고 있지만

[4], 가격이 200만 원  가 넘는 고가인 계로 화

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가형 홈서비스 로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5].

본 논문에서는 가스 출, 화재 등과 같은 가정 내에

서의 각종 재해를 방하기 하여 Atmega 128 로세

서와 각종 센서 모듈, 카메라 모듈이 장착된 로 과 휴

폰의 무선 인터넷 랫폼(WIPI) 어 리 이션을 통

해 가정 내의 각종 험을 통보해 주는 지능형 홈서비

스 로 을 구 하 다. 구 한 지능형 홈서비스 로 은 

서버와 RS-232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블루투스 모듈로 

송․수신한다. Atmega 128 로세서의 PWM(Pulse 

Width Modulation) 신호를 통해 17개의 서보모터를 제

어함으로써 로 의 동작(performance)을 구 하 으

며, 로 의 이동은 모바일부에서 미들웨어부로 송된 

명령을 다시 로 에 송하여 이동하거나 로 에 장착

되어있는 6조의 음  센서를 통해 주변물체와의 거

리를 측정하고 이동 경로를 확보하여 자율 이동한다.

II. 기존 연구

지능형 서비스 로 은 산업용 로 과는 달리 하드웨

어 인 구동기술보다는 인공지능, 휴먼인터페이스, 유

비쿼터스 N/W, 음성, 상인식  감성인식 등 IT기술

이 집 된 Fusion System으로서 인간과 서로 상호작용

하면서 가사지원,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 지향  로 으로[4][8], 1990년 

말부터 서비스 로 이 본격 출시되면서 지능형 서비스 

로 의 성능 개선  표 화를 한 공통 핵심기술  

요소기술 심으로 지 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4-7]. 

재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여 로 을 제어하거나 로

이 수집한 정보를 외부로 송하는 연구는 다음과 같

은 것이 있다. 곽 욱[9] 등은 카메라로 포착한 동 상

을 무선인터넷을 통하여 원격지의 클라이언트로 송

할 수 있으며, 원격에서 로  로그램을 무선 인터넷

을 통하여 Upload하여 작업 인 로 의 자율 동작을 

변경시킬 수도 있는 Argos라 명명된 무선 인터넷 기반

의 자율 탐색 로 을 개발하 다. Argos는 개방되고 표

화된 상용 기술  시스템을 채용하 으며, 개발 

로세스의 일 성 유지를 해 제품자료모델을 기반으

로 상업용 PDM(Product Data Management)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발되었다. 로보엔[10]은 무선 인

터넷 기반의 가정용 로 으로써 Argos와 유사한 무선 

인터넷을 통한 로  제어와 동 상 송신 기능을 제공한

다. 하지만 용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로  로그램 

Upload 기능이 없다. 마루[11]는 네트워크 기반 휴머노

이드 로 으로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로  제어에 

필요한 외부 컴퓨터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Rocky7[12]은 화성탐사용 Rover의 시제품으로써 

제어  정보 달을 하여 무선인터넷을 사용하고 있

다. 이 두 로 도 일반 PC가 아닌 용 하드웨어를 사

용하고 있다. PC를 기반으로 한 로  제어의 로 

PC-BOT[13]이 있다. 표  PC를 기반으로 함으로써 유

연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고, 많은 수의 주변기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무선 인터넷에 한 기

능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 구 한 지능형 홈서비스 로 은 무선 인

터넷을 사용함으로써 특별한 장치나 비용을 추가하지 

않고 로 을 원격 제어할 수 있으며, 로 의 제어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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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하여 인터넷이 가능한 일반 PC를 사용함으로써 

고가의 셋톱박스와 같은 하드웨어 장비의 구입 없이  

응용 로그램을 로  제어에 사용할 수 있게 하 다.  

한 로 의 구동부와 제어 부분을 직  제작․구 함

으로써 제작비용을 낮추어, 련 기능을 경제 으로 구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로 의 

무게로 인한 이동 속도와 배터리의 용량  수명 등은 

홈서비스 로 의 상용화를 해 풀어야 할 과제이다.

III. 시스템 구성

1. 홈서비스 로봇의 시스템 구성 
홈서비스 로 의 체 시스템 구성은 [그림 1]과 같

이 휴 폰에 탑재된 모바일 어 리 이션은 미들웨어 

어 리 이션에 로  행동 명령을 송하고 미들웨어 

어 리 이션은 다시 그 명령을 로 에게 송하여 로

이 명령을 수행한다.

그림 1. 홈서비스 로봇 전체 시스템 구성도

모바일부와 미들웨어부는 TCP/IP 로토콜을 이용

한 소켓 통신으로 패킷을 주고받으며, 미들웨어부와 로

은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패킷을 주고받는다. 카

메라 모듈의 비  시스템은 2.4GHz 무선통신을 통하여 

미들웨어부와 직  통신한다. 로 은 음  센서, 화재 

감지 센서, 가스 센서를 통해 상황을 감지하며 미

들웨어 어 리 이션으로 감지된 결과를 송하며 미

들웨어 어 리 이션은 모바일 어 리 이션으로 그 

결과를 송한다. 

본 논문에서 구 한 무선 인터넷 기반의 지능형 홈서

비스 로 은 다음의 기능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첫째, 

로 에 장착된 무선 카메라를 통하여 원격 화면 송이 

가능하다. 둘째, 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제어가 가

능하다. 셋째, 다양한 센서와 구동장치 그리고 로  

로그램을 통한 자율 운행[14]이 가능하다.  

표 1. 제안된 시스템의 사양

CPUs
Intel pentium4 processor
ATmel ATmega 128
Qualcomm MSM6000(ARM 9core) 

Memory 1GB
Graphic Device NVIDIA GeForce 8600 GT
Operating System Windows XP

User Interfaces

blue-tooth module * 2
Camera module * 1, fire sensor * 1
ultrasonic sensor * 6
gas sensor * 1, smoke sensor * 1
digital servo motor * 17
4cell battery * 1, 6cell battery * 1

Peripherals Serial Port * 1, USB Port * 1

본 논문에서 구 한 지능형 홈서비스 로 의 시스템 

구성은 모바일부, 미들웨어부, 로 부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제2 에서는 모바일부 어 리 이션 구  내

용과 주요 기능에 해 설명하고 제3 에서는 미들웨

어부 어 리 이션의 시스템 구조에 해 기술하며, 제

4 에서는 로 부의 구성  각종 센서에 해 기술한

다.

2. 모바일부
2.1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메뉴 구성
모바일 어 리 이션의 메뉴 구성도는 [그림 2]와 같

다. 

그림 2.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메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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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yJ let

+handyMainShell:  HandyMa inShell
+handyC lient: Handy Clien t
+handyO peningShe ll: HandyO peningShe ll

+sta rtApp(String args [])
+pauseA pp()
+resumeApp()
+destroy App(boo lean  b)

Handy OpeningShell

+imgC omp: BGIma geComponent
+handyMenuShe ll: HandyMenuShell

#keyNot if y(int  t ype,  int chr): boo le an

BGIma geComponent

+btn: ButtonComponent
+bg: Image
+t itle: Image
+t itle2: Image

+paintContent(Graph ics g)

HandyMenuShe ll

+backShell: ShellComponent
+innerFormC ompone nt: InnerFormComponent
+handyMa inShell: HandyMa inShell
+handyConf igureShe ll: HandyC onfigureShell

#keyNot ify (int  ty pe,  int  chr): boo lean
-gotoBack()

Inne rFormComponent1

+shell: She llComponent
+imgComp: ButtonComponent
+menuImg: int
+menu_f lag: int

+lay out()
+show Not ify (boo lean b)
#keyNot ify (int  ty pe,  int  chr): bookean
+act ion(Component cmp,  O bject obj)

HandyMainShell

+ backShe ll: She llC omponent
+ inne rFormComponent: InnerFormComponent1
+ handy Came ra Shell: Handy CameraShell
+ handy Clie nt: Ha ndyClient

+ connectSe rv er()
# key Notif y(int type , int  chr): boolea n
-gotoBack()
+ showNotif y(boolean b)

InnerFormComponent2

+imgComp: ImageComponent
+tf: Tex tF ieldC omponent
+img: Image
+button_f lag: int
+key_ flag: int

+lay out()
#keyNot ify (int  ty pe,  int  chr): boo lean
+paintConte nt(Graphics g)

Handy CameraShell

+ backShe ll: She llC omponent
+ inne rFormComponent: InnerFormComponent1
+ handy Clie nt: Ha ndyClient

+ key Notif y(int type , int  chr): boolea n
+ gotoBack()
+ showNotif y(boolean b)

InnerFormComponent3

+imgComp: ImageComponent
+img: Image
+button_f lag: int
+key_ flag: int

+lay out()
#keyNot ify (int  ty pe,  int  chr): boo lean
+paintConte nt(Graphics g)

HandyConfigureShell

+backShe ll: She llC omponent
+inne rFormComponent:  Inne rFormComponent1

#keyNotif y(int  type,  int chr): boolean
-gotoBack()

InnerFormComponent4

+lb: Labe lC ompone nt
+tfc: Tex tF ie ldComponent
+bt: But tonC omponent

+layout()
#key Not ify (int ty pe , int  chr): boolean
+act ion(Component cmp,  Object obj)

Ne tworkT im e rTa sk

+run()

HandyClient

+ SEND_PACKET: by te
+ REC V_PACKET: by te
+ GO: byte
+ BAC K: byte
+ LEFT_TUR N: byte
+ RIGHT_TURN: byte
+ LEFT_TUR N_90: byte
+ RIGHT_TURN_90: byte
+ TUR N_180: by te
+ STO P: byte
+ HEA D_LEF T: byte
+ HEA D_R IGHT: byte
+ HEA D_LEF T_90: byte
+ HEA D_R IGHT_90: byte
+ HEA D_FRONT: byte
+ SHOT: byte
+ FREE: byte
+ REQ_LO CATION: by te
+ CONNECT_PACKET: byte
+ OBSTAC LE: by te
+ GAS: by te
+ FIRE: byte
+ PICTURE: byte
+ LOC ATION: byte
+ handy Client: HandyClient
+ netStatus: int
+ socke t: Socket
+ serve rIP: String
+ port : String
+ out:  OutputStream
+ in: InputStream
+ t: Thread
+ re cv_1: int
+ tt: Time rTask
+ time r: Timer
+ dlc: DialogComponent
+ re sult : int
+ shot_ img: Image
+ imgComp: Image Component

+ getInstance ():  HandyClient
+ connect()
+ run()
+ send(by te [] sendPacket)
+ send(by te  hea d,  byte orde r)
+ re cv()
+ ana lysis(byte head_1,  byte head_2,  by te [] data)
+ disconnect()
+ byteA rrToInt(by te  [] a rr, int  of fset)

Se rve rInfo

+REA D: byte
+WRITE: by te
+file: File
+fileName: FileName
+se rv erIP: Str ing
+po rt: String

+load()
+se tIPandPort(String ip,  String port)
+ge tIP(): String
+ge tPort(): String
+split (String str,  cha r regex,  int limit): String

HandyHe lpShe ll

+ imgComp: BGImageC omponent
+ handy MenuShell: HandyMenuShe ll

+ key Notif y(int type , int  chr): boolea n

그림 3.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클래스 구성도

로 제어 메뉴에서는 로  행동  카메라 제어를 담

당하고, 홈네트워킹 메뉴에서는 가정 내에 있는 다른 

홈네트워킹 모듈과 연동할 수 있는 추가 확장 메뉴이

고, 환경설정 메뉴에서는 해당 미들웨어의 IP주소에 맞

게 설정할 수 있으며 도움말 메뉴에서는 on/off라인으

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 되어있다.

2.2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클래스 구성
모바일 어 리 이션 클래스의 구성은 HandyJlet을 

시작으로 startApp()메소드가 호출된다. startApp()메

소드에서 OpeningShell 클래스를 호출하고 이미지  

각종 리소스를 loading 한 후 기화면을 보여  후 메

인메뉴로 근하여 메뉴의 선택을 통해 동작하게 된다. 

미들웨어와의 속은 설정된 해당 IP에 WIPI API에 정

의되어 있는 소켓 속방식을 사용하며 InputStream과 

OutputStream을 통하여 데이터를 송수신 하게 된다. 

HandyJlet 객체는 로그램 구동시 가장 먼  호출되

는 클래스이고 HandyOpeningShell 객체를 호출한다. 

HandyOpeningShell 객체는 각종 변수와 시스템 기

화를 담당하고 기화가 끝나면 HandyMenuShell 객체

를 호출한다. HandyMenuShell 객체는 로  행동 제어

를 담당하는 HandyMainShell 객체와 카메라 제어를 담

당하는 HandyCameraShell 객체, 환경설정을 담당하는 

HandyConfigureShell 객체, 도움말을 보여주는 

HandyHelpShell 객체, 미들웨어와 네트워크 송을 담

당하는 HandyClient 객체로 구성되어있다. 

모바일 어 리 이션 클래스는  [그림 3]과 같이 

체 15개의 클래스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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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들웨어부와의 접속 의사 코드*/
function connect to middleware
  netStatus = Network.connect; //네트웍 상태
  if netStatus is OK //네트웍 가능 상태 확인
    socket = URL.find("socket://" + serverIP + ":" + port);        //소캣
을 통하여 목적지 주소로 접속
    out = socket.getOutputStream(); //출력 prot생성
    in = socket.getInputStream(); //입력 port생성
    out.write(connect_pack); //데이터 전송    
    recv_1 = in.read(); // 수신된 데이터를 저장
  end if
end function

/*미들웨어부와의 패킷 송신 의사 코드*/
function send(byte head, byte order) to middleware
  byte send_pack[] = new byte[8]; //8바이트 고정패킷 생성
  send_pack[0] = head; //head패킷정보
  send_pack[1] = order; //내용 패킷정보
  out.write(send_pack); //데이터 전송
end function

/*미들웨어부와의 패킷 수신 의사 코드*/
function receive from middleware

  byte head_pack[] = new byte[8], data_pack[] = null;
  byte head_1, head_2 = 0; 
  int data_length = 0;
  in.read(head_pack, 0, 8); //상위 8비트 패킷을 읽어 들임
  head_1 = head_pack[0]; head_2 = head_pack[1];  
  data_length = byteArrToInt(head_pack, 4);
  data_pack = new byte[data_length];
  if data_length > 0
    in.read(data_pack,0,data_pack.length);
  end if
  analysis(head_1, head_2, data_pack); //data_pack 분석
end function

그림 5. 모바일부 동작 의사코드

2.3 주요 기능
모바일부의 주요 기능은 로 을 제어하고 가정 내의 

상황을 휴 폰을 통해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그림 4]

는 휴 폰으로 송된 각종 상황별 화면을 캡쳐한 것이다. 

그림 4. 모바일부로 전송된 상황별 캡쳐 화면

좌측부터 로 에 부착되어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  후 송받은 사진, 가스가 출되었을 때 사용자

에게 험을 통보해주는 팝업 화면, 수동 제어모드에서 

로 의 방에 장애물이 존재할 경우 더 이상 진 할 

수 없다고 알려주는 팝업 화면, 화재가 발생하 을 때 

발화 지 을 촬  후 송받아 험을 통보해주는 팝업 

화면이다. 

[그림 5]는 모바일부에서 미들웨어부 속  데이터 

송수신 처리 과정에 한 주요 핵심 코드를 의사 코드 

형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3. 미들웨어부
3.1 미들웨어 어플리케이션의 시스템 구조
미들웨어 어 리 이션은 [그림 6]과 같은 구조를 가

지고 있다. 미들웨어 어 리 이션의 UI는 WinApi를 

이용하여 구 하 으며 Main Process는 C++로 구 하

다. UI 트에서는 재 텍스트 박스를 통해 처리되는 

정보, 에러, 경고  카메라로부터 송받은 상을 보

여주며, 로 부와 모바일부의 속 상태  재난 발생 

상태를 표시한다.

그림 6. 미들웨어 어플리케이션 구성도

Main Process는 TCP/IP 로토콜의 소켓통신으로 

모바일부와 속을 담당하는 서버 트와 블루투스 통

신으로 로 부와 속을 담당하는 미들웨어 트로 구

성되어 있고, 각각으로부터 송받은 패킷정보를 분석

하여 처리한다. 패킷정보에 따라 SMS메시지 송, 카

메라로부터 송받은 상 송  장 하는 역할을 

한다.

3.2 미들웨어 어플리케이션의 UI구성
미들웨어 어 리 이션은 [그림 7]과 같은 UI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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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림 7. 미들웨어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화면

[그림 7]에서 ①은 텍스트 박스로 로  속 정보, 모

바일 속 정보, 에러 메시지, 경고 메시지를 텍스트형

태로 보여 다. ②는 상 표시 창으로 로 의 카메라

로부터 실시간으로 송받은 이미지를 보여 다. ③은 

상태 표시 창으로 왼쪽에서부터 휴 폰, 로 , 화재 감

지 센서, 가스센서의 속여부와 동작여부를 확인 시켜

주며 각각의 버튼이 빨간색일 때는 미 속, 미동 작을 

나타내며 연두색일 때는 속, 동작을 나타낸다. ④는 

기능 버튼으로 카메라를 통해 송받은 상을 캡처  

장을 담당한다. ⑤는 센서 값 표시 창으로 센서 값을 

표시하고, 센서 값에 따라 로 과 장애물간의 거리를 

이미지와 숫자로 표 한다.

3.3 주요 기능
미들웨어부는 모바일부와 로 부로부터 패킷을 수신 

받아 상황에 맞게 처리하고, 소방서나 사용자에게 SMS 

 상 송을 담당한다.

1) 미들웨어부-모바일부 통신 시나리오

모바일부와의 통신 시나리오는 [그림 8]과 같이 이루

어진다. 모바일부로부터 송받은 패킷을 버퍼에 복사

한 후 Process가 패킷을 분석하여 상 송 요청   

로 제어 명령을 내린다. 상 송 요청일 경우 상

을 캡처한 후에 다시 모바일부로 상을 송하며 로  

컨트롤일 경우 시리얼 포트로 해당 명령(앞, 뒤, 좌회 , 

우회  등)을 로 에 송하여 로 을 동작시킨다.

그림 8. 모바일부와의 통신 시나리오

2) 미들웨어부-로 부 통신 시나리오

로 부와의 통신 시나리오는 [그림 9]와 같이 이루어

진다. 로 부로부터 송받은 패킷을 버퍼에 복사한 후 

Process가 패킷을 분석하여 음  센서의 패킷 수신일 

경우 데이터를 갱신하여 미들웨어 어 리 이션의 센

서 값 표시창의 UI를 갱신한다. 가스 센서의 패킷 수신

일 경우 소방서로 SMS를 송하고 사용자의 속 여

부에 따라 미 속 상태일 때는 SMS를 송하고 속 

일 때는 재난 알림 팝업창을 송한다. 화재 감지 센

서 패킷 수신일 경우 소방서로 SMS를 송하고 사용

자의 속 여부에 따라 미 속 상태일 때는 SMS를 

송하고, 속 일 때는 화재 상을 캡처하여 재난 알

림 팝업창과 함께 화재 상을 송해 다.

그림 9. 로봇부와의 통신 시나리오

[그림 10]은 미들웨어부에서 로 부  모바일부에 

속하는 과정에 한 주요 핵심 코드이다. 여기서 

WriteComm, ReadComm 함수를 통해서 로 부에서 센

싱된 데이터 값  로 제어 명령어를 송수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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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부와의 데이터 통신 의사 코드*/
function connect to robot
 bool OpenPort(char* szPortName, DWORD dwBaudRate, BYTE 
    btParity, BYTE btStop,BYTE btDataLength, WORD wParam); // 
   Serial Port Open (포트명, 속도, 포트 번호,...)
 ClosePort();
 DWORD WriteComm(BYTE *bufBuffer, DWORD dwWriteLen);
 DWORD ReadComm(BYTE *bufBuffer,DWORD dwReadLen);
 GetQueueSize();
 GetQueueData(BYTE *pbtBuffer);
 friend DWORD WatchCommThread(void *pPalam);
end function
 
/*모바일부와의 데이터 통신 의사 코드*/
function connect to mobile
 InitProcess(int iProcessIndex); //해당 프로세서 호출
 DataBufEnqueue(LPSOCKETCONTEXT lpSocketContext); // 해당 
   소켓 컨텍스트로 데이터 보냄
 DataBufDequeue(LPSOCKETCONTEXT *lpSocketContext); // 해 
   당 소켓 컨텍스트로부터 데이터 얻음
 HandyConnect(LPSOCKETCONTEXT lpSocketContext,
   char *cpPacket); // 모바일부 접속시 동작
 OnHandyCmdGo(LPSOCKETCONTEXT lpSocketContext,
   char *cpPacket); // 모바일부로부터 수신 : 앞,뒤,좌,우,멈춤
 OnHandyCmdH(LPSOCKETCONTEXT lpSocketContext,
   char *cpPacket); // 모바일부로부터 수신 :머리 좌,우로 회전
 OnHandyCmdFree(LPSOCKETCONTEXT SocketContext,    
   char *cpPacket); // 모바일부로부터 수신 : 자율모드
 OnHandyCmdPic(LPSOCKETCONTEXT lpSocketContext,  
   char *cpPacket);// 모바일부로부터 수신 : 사진 전송
 OnHandyCmdLoc(LPSOCKETCONTEXT lpSocketContext,   
   char *cpPacket);// 모바일부로부터 수신 : 위치정보
 __stdcall ThreadProc(void *pParam);  // 데이터 처리 쓰레드
end function

그림 10. 미들웨어부 동작 의사코드

4. 로봇부
4.1 로봇의 구성
본 논문에서 구 한 지능형 홈서비스 로 은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각종 모듈이 장착된 로봇

로 은 Atmega 128을 기반으로 구성된 로세서부, 

블루투스 모듈, 카메라 모듈, 화재 감지 센서 모듈, 가스

센서 모듈, 6개의 음  센서모듈  17개의 서보모터 

모듈로 구성되고 기구부는 자율 인 이동을 해 4족 

임으로 개발하 으며 기구부와 구동부의 원으로 

쓰게 될 배터리 2조로 구성되어있다.

4.2 로봇 시스템 구조
로 의 시스템 구조는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로봇의 시스템 구성도

Atmega 128 로세서는 모듈들을 제어하며 로 과 

미들웨어부는 RS232 기반의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통

신한다. 카메라 모듈은 내를 모니터링하며 화재 감지 

센서 모듈은 불꽃을 감지한다. 한 가연성 가스를 감

지할 수 있는 가스센서 모듈은 A/D컨버터를 통해 가스 

출을 감지하며 6조의 음 센서 모듈은 주변물체와

의 거리를 측정하여 이동경로 확보한다. 

17개의 서보모터 모듈은 PWM 신호를 통해 로 의 

행동을 제어한다. 한 무선 카메라를 탑재하여 상정

보를 미들웨어부에서 직  확보하고 처리한다. 그리고 

구동부와 기구부의 원을 분리하여 보다 강한 토크를 

얻도록 하 다.

4.3 주요 기능
1) 로 행동 시나리오

로 행동 시나리오는 [그림 13]과 같이 블루투스 통

신을 통하여 수신된 패킷을 로세서(process)가 분석

하여 수동모드 는 자유 모드로 동작한다. 자유모드일 

때 음  센서, 가스 센서, 화재 감지 센서가 활성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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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로봇의 행동 시나리오

2) 수동 모드

수동 모드는 [그림 14]와 같이 수동 제어신호를 수신

한 후 로 이 정지된 상태에서 진, 후진, 좌회 , 우회

의 행동 명령을 받아 동작한다. 그리고 좌, 우 각각 90

도 회 , 180도 회   좌, 우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구

하 다.

그림 14. 로봇의 행동 시나리오(수동 모드)

3) 자유 모드

자유 모드는 [그림 15]와 같이 자유 제어신호를 수신

한 후 로 이 자유 보행을 하게 된다. 이때 가스, 화재

를 감지 시에 로 이 움직임을 멈추고 습득한 환경 데

이터를 미들웨어로 송한다.

그림 15. 로봇의 행동 시나리오(자유 모드)

[그림 16]은 로 부의 기화 과정  센싱 처리 루틴

에 한 주요 핵심 코드이다. 타이머, 카운터, 외부 인터

럽트, 시리얼 포트 등을 기화하고, 인터럽트 루틴을 

이용하여 음  센서, 화재 감지 센서, 가스 센서를 제

어한다.

/*로봇 초기화 함수*/
function InitlnSystem to robot
  InitPort();      //포트 세팅
  InitTimer0();    //타이머 0 세팅
  InitTimer1();    //타이머 1 세팅
  InitTimer2();    //타이머 2 세팅
  InitTimer3();    //타이머 3 세팅
  InitCntTmrInt(); //타이머/카운터 인터럽트 세팅
  InitEXtInt();    //외부 인터럽트 세팅
  InitComm0();     //시리얼 세팅
  InitAnalog();    //AD Convertor세팅
  lcd_destents();  //LCD      
end function

/*로봇의 센싱 알고리즘*/
function sensing to robot
  //외부 인터럽트 루틴1 : 초음파 센서값 출력
  interrupt [EXT_INT1] void ext_int1_isr(void){
    ultra_sen= ((TCNT3L-8)*1.088)+3.2;
    if(ultra_sen < 0){back_sen=0;
  }
  //외부 인터럽트 루틴2 : 화재 감지 센서값 출력 
  interrupt [EXT_INT2] void ext_int2_isr(void){
    PORTD = 0xC0;
    servo_center();
    delay_ms(3000);
    PORTD = 0x10;
  }                    
  //외부 인터럽트 루틴3 : 가스 감지 센서값 출력 
  interrupt [EXT_INT3] void ext_int3_isr(void){
    PORTD = 0xC0;
    servo_center();
    delay_ms(3000);
    PORTD = 0x10;
  }
end function

그림 16. 로봇부 초기화 및 동작 의사코드

Ⅳ. 구현 결과

본 논문에서 구 한 무선인터넷 랫폼 기반의 지능

형 홈서비스 로 의 기능을 검증하기 하여 각종  

상황을 연출하여 모의 실험하 다. 그 결과 각종  

상황에서 각 센서들의 동작 여부  로 부, 미들웨어

부, 모바일부의 통신이 성공 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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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은 화재가 발생 했을 경우의 처리 과정을 검

증하기 한 모의실험 장면이다. 

그림 17. 화재 감지 모의실험

[그림 18]은 로 으로부터 화재 감지 정보 패킷을 받

았을 때 미들웨어 어 리 이션 에서 화재 발생 정보를 

처리하여 소방서로 SMS를 송하며 사용자의 휴 폰

에 화재 상을 송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니터링 화면

이다.

그림 18. 미들웨어부 초기 화면

[그림 19]는 로 에서 감지한 화재 상을 모바일 부

로 송하여 사용자가 휴 폰으로 화재 상황을 확인, 

재 상황에 처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화면이다.

그림 19. 휴대폰에 전송된 화재영상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홈서비스 로 을 컨트롤 하기

해 WIPI 어 리 이션, 미들웨어 어 리 이션  

지능형 로 을 개발하 다. 구 된 지능형 홈서비스 로

은 서버와 RS232 기반인 블루투스 모듈로 송․수신

하며 Atmega 128 로세서의 PWM 신호를 통해 17개

의 서보모터를 제어함으로써 로 의 동작을 장하며, 

로 의 이동은 서버의 명령을 받거나 6조의 음  센

서를 통해 주변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여 이동 경로를 

확보하여 자율 인 이동이 가능하고 각종 센서 모듈들

이 환경 데이터를 습득하여 사용자에게 송함으로 

 상황을 빠르게 처 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향후

에는 PC, DTV, 인터넷 정보 가 , 도어폰 등을 제어하

는 기능과 원격에서 로  로그램을 무선 인터넷을 통

해 Upload하여 작업 인 로 의 자율 동작을 변경시킬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는 홈서비스 로 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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