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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intelligence of robot is developed, consumer of 

robot changes by ordinary people. Intelligent service 

robot is produced to a target of ordinary people. It 

is risen that need the most service robot business. 

Among the control mobile robot because using 

network by real time. Do to appear on mobile phone 

LCD screen being transmitted image from device 

that acquire transmit of mobile phone user interface 

development and real time mobile robot in this 

study. Use the BREW that is Qualcomm's Mobile 

platform for mobile phone user interface 

development. Mobile phone JPEG compression 

function chooses excellent camera phone and display 

transmit image which send connection setting screen 

and mobile robot on LCD screen by real time. At 

the same time, materialize to make screen that can 

process button input that can control transfer of 

robot. Also, Relay Server used to help processing of 

protocol to control direction of mobile robot.

I. 서론 

  최근 메카트로닉스와 컴퓨터  인공지능 기술의 비

약 인 발 과 더불어 일반 사용자를 상으로 하는 

지능형 서비스 로 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이에 따른 

지능형 서비스 로 , 즉 URC(Ubiquitous Robotic 

Companion)사업을 해 가장 필요한 것이 실시간 네

트워크를 이용하여 이동로 의 다양한 제어를 한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내 로  산업

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분야에 따라서는 2~5년 정도 

뒤져 있지만, 국내에 이동통신 인 라  제반시설이 

어느 나라보다도 리 확산되어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용 휴 화가 가장 많이 보 되어 사용

자들에게 이동로 의 제어를 한 익숙한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휴 화 사용자 인

터페이스는 사용자들에게 장소와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로 을 제어할 수 있어 로  활용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로 의 이동 제어를 한 휴

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재 이동통

신 서비스를 하고 있는 휴 화에 용하게 된다. 

II. 련 연구

2.1 모바일 랫폼 BREW

  최근 부상하고 있는 휴 화 개발 업체에서 각종 멀

티미디어 기능을 활용하기 해서 컴(QUALC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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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ARM9 계열 고속 CPU인 MSM6100칩을 내장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합하게 되었다. 컴은 

CDMA 칩  장비 사업에서 차례로 철수하면서 모바

일 분야의 어 리 이션 랫폼 제공업체로 탈바꿈 하

면서 ‘BREW'를 발표했다. BREW (Binary Runtime 

Environment for Wireless)는 모바일용 Java인 J2ME 

보다 고속이고, 로그램 상의 각종 제한을 완화한 휴

화용 랫폼이며, C와 C++로 구 이 가능하고, 휴

화의 음성 신호까지도 제어가 가능하게 되어 있

다. 한, BREW를 탑재한 휴 화는 다양한 어 리

이션을 네트워크 서버로부터 다운로드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일반 인 C 혹은 C++로 어 리

이션을 짜게 되어 있어 로그램 사이즈가 크고 처

리가 무거운 Java 보다 복잡하고 고속의 어 리 이션

을 개발하는데 용이하며, MP3, CMX 기능들을 직  

사용하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III. 시스템 개발 환경

3.1 휴 화 UI Program

  CDMA 1x망을 이용하는 휴 화를 선정하여 이동 

로 의 상을 획득 장치로부터 상을 송받기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사용자로부터 이동 제어를 한 

버튼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

한다. CDMA 1x망을 이용하여 로 과 상시 연결된 상

태의 릴 이 서버(Relay Server)와 무선 네트워크 연

결을 하기 한 로그램이 그림 1에서 네트워크 로

그램 부분이 된다. 어 리 이션이 실행되면, 무선 네

트워크로 로 과의 속을 시도하게 된다. 속이 완

료되면 로 으로부터 상을 송받게 되고, 휴 화

로부터 제어신호를 로 으로 송하게 된다. 로 에서 

송받은 이미지 데이터는 코덱부분에서 코딩하게 되

며, 코덱에 의해서 압축 해제된 상 데이터를 휴

화의 LCD 화면에 표시하기 해 동 상 뷰어 부분이 

필요하다. 휴 화에서 버튼을 입력 받아 로 을 제

어하기 해서는 버튼 입력을 캡처하여 해당 버튼에 

맞는 제어신호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로 으로 송한

다. 그림 2는 이동로 의 이동을 제어하기 한 버튼 

입력 기능을 나타낸 것이다. 2번 버튼과 쪽을 나타

내는 버튼을 르게 되면 로 은 앞으로 진행하게 되

며, 8번 버튼과 아래쪽을 나타내는 버튼을 르게 되

면 로 은 후진하게 된다. 6번과 오른쪽을 방향을 가

리키는 버튼은 오른쪽으로 방향을 환하도록, 4번과 

왼쪽 방향을 가리키는 버튼은 왼쪽으로 방향을 환하

도록 한다.

그림 1 휴 화 User Interface와 구조

그림 2 버튼 제어

3.2 Relay Server

  휴 화에서 상을 송하기 해서는  MMS 

(Multimedia Messaging Services) 서버를 개발해야 한

다. MMS 서버는 로 에 장착되어 있는 CDMA 

Modem으로부터 상을 송받아서 휴 화 단말기

로 데이터를 정송하는 릴 이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MMS 서버가 릴 이 방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릴 이 서버(Relay Server)라고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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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스템 구성도

로 은 CDMA 모뎀을 통해서 릴 이 서버(Relay 

Server)에 TCP/IP 속을 시도한다. 릴 이 서버는 로

과 상시 인 연결을 설정한 후, 일정시간 간격으로 

Robot과의 연결 상태를 체크하게 된다. 휴 화 사용

자는 로 과 연결하기 해서 릴 이 서버에 속을 

한다. 속 연결 요청을 받은 릴 이 서버는 로 과 

연결 상태를 체크 한 후에 로 의 연결 상태를 휴

화에 송하여 주는 로 과 휴 화와의 계 역할을 

담당한다. 로 에서 송한 상을 릴 이 서버를 통

하여 휴 화로 송을 하게 되고, 휴 화에서 

송한 버튼의 입력 데이터를 로 에 송하게 된다. 

한 로 과 휴 화와의 계 연결을 한 상태 데이

터를 송하는 역할을 릴 이 서버가 담당한다. 

Ⅳ. 구

4.1 개발도구  환경

휴 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한 클라이언트 로

그램 개발은 모바일 랫폼인 BREW를 기반으로 개발

되었다. BREW AEE를 이용하기 한 소 트웨어 개

발 키트인 BREW SDK v102를 사용하고, MSM6100 

칩셋을 용하기 한 컴 일러로 ARM Developer 

Suite Version 1.2(ADS1.2)를 사용하 다. Microsoft 

VC++6.0에서 개발 하 고, 개발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로그램을 업로드 하기 해서 BREW AppLoader를 

사용하 다. 

4.2 휴 화 선정

  본 연구에서 선정한 휴 화는 앞서 설명한 

MSM6100 칩셋을 탑재한 휴 화로 모바일 랫폼 

BREW를 사용할 수 있고, 재 KTF에서 휴 화 

련 무선인터넷 어 리 이션 제작 지원이 가능한 삼성

자의 SPH-S1000 모델이다.

그림 4 SPH-S1000

4.3 휴 화 사용자 인터페이스 로그램

  휴 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주요 클래스는 아래

의 표 1과 같이 3개 이다. 릴 이 서버로부터 수신된 

상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처리하는 JPEG Decoding 

클래스와 릴 이 서버와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데

이터 패킷의 송수신을 담당하는 CNetLib 클래스가 있

고, 휴 화에서 보일 주요 메뉴에 한 이벤트 처리 

 수신된 상을 LCD 화면에 나타내 주는 기능을 하

는 CViewer 클래스가 있다. 

표 1 개발된 클라이언트의 주요 클래스 설명

클래스 설명

CJPEG  JPEG Decoding 클래스

CNetLib  Network 연결  패킷 송수신 클래스

CViewer
 실시간 상을 나타내고 메인 기능을 

 처리하는 클래스

4.4 사용자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 시뮬 이션

  개발된 클라이언트 로그램의 시뮬 이션을 해 

BREW 에뮬 이터를 이용하여 각 메뉴의 기능의 구성

과 버튼 입력 기능의 동작여부를 테스트 해 볼 수 있

었다. KTF의 멀티팩 서비스 개발 가이드를 참조하여 

규정 로 인터페이스를 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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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속 기 화면  메뉴 화면

4.5 휴 화와 로 간의 통신

에 그림 6은 휴 화의 버튼을 사용해서 로 을 이

동시키면서 휴 화에서 상을 송받아 LCD 화면

에 보여주는 것을 캡처한 것이다. 

그림 6 로 을 이동시키면서 휴 화로 상을 

송받음 

Ⅴ. 결론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은 재 상용화된 휴 화 단말기에 

바로 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

동 로 의 제어를 하여 휴 화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구 하는 것이다. 이는 휴 화의 성

능과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채택한 모바일 랫폼

에 따라 개발해야 하므로 각각 다른 모바일 랫

폼을 채택한 이동통신사의 휴 화 기종에 따라 

다르다는 변수가 있다. 향후 CDMA2000 EV-DO

망을 사용한다면 MPEG4 스트리 을 지원하기 

때문에 동 상 스트리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이

다. 이에 련 서비스의 어 리 이션을 한 

랫폼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 이동 로

의 이동 제어를 한 서비스 탑재에 한 이동

통신사와의 CP(Contents Provider)계약을 통해 

가용 메모리 등의 확장등도 논의 되어야 할 것이

다. 본 논문에서 채택한 JPEG 디코딩 방식의 

송 속도는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

만, 략 평균 2~3frame/sec, 최  4~5frame/sec

의 속도로 JPEG 이미지를 디코딩하여 나타내고 

있다. CDMA 1x망의 데이터 송속도가 최  

144kbps 즉, 18KB/sec 이므로 한 장의 상 정

보량이 3~4KB라고 한다면, 디코딩 할 때에 딜

이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EV-DO망은 

최  2.4 Mbps, 략 540Kbps의 송속도를 지

원하므로 EV-DO는 CDMA 2000 1X보다 약 20

배 정도 빠르게 된다. 이후에 EV-DO망이 지원

된다면 휴 화를 이용하여 끊김 상을 거의 

느낄 수 없는 자연스러운 상을 보며 로 을 제

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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