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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IT분야에서는 URC(Ubiqutious Robotic Companion)라는 새로운 개념의 로  시스템에 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NXT Mindstorm을 이용한 길안내 네트워크 로  시스템을 제안한

다. LEGO brick을 이용해 이동 가능한 로 을 제작하고 RFID 시스템을 장착한다. 로 의 이동은 네트

워크 서버를 통해 NXT Mindstorm으로 직  달하여 제어한다. 한 로 의 경로이탈이 발생하면 

RFID 리더는 Tag의 정보를 읽어 네트워크 서버로 달하며, 네트워크 서버는 달받은 데이터 처리 

후 NXT Mindstorm으로 명령을 달하여 제어한다. 

1. 서론

   최근 URC(Ubiquitous Robotic Companion)라는 네트

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로 이 등장하

다[1]. 그 동안 주류를 이루던 산업용 로 과는 달리 오

늘날의 로 에는 소 트컴퓨 , 인간친화 인터페이스, 상

화작용기술, 음성 인식, 물체 인식, 사용자의 의도 악 등 

갖가지 최첨단 기술들이 요구된다[2]. 유비쿼터스 환경에

서 로 을 이용한 분야는 국ㆍ내외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한국은 차세  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능형 로 을 

선정하여 집 하고 있다. 한, 일본도 서비스 로 을 

심으로 차세  지능형 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로  에서 길안내 로 을 

상으로 연구한다. 로 의 치추정에 한 연구에는 각

각의 다른 기법을 통해 많이 이루어졌다. D. Hahnel은 

이  스캔 센서를 이용해 로 의 치이동을 담당하고 

RFID Tag를 이용해 치를 추정하 다[4]. D. Fox는 로

에 몬테카를로 치추정기법(Monte Carlo localization)

을 용하고 RFID Tag를 바닥에 부착하여 로 의 치 

 방향을 추정하 다[5, 6, 7]. J.Bohn은 RFID Tag의 부

착방식을 달리하고 LEGO Mindstorm[8]으로 이동 로 을 

제작하여 치추정에 활용을 하기도 하 다[9]. 한, V. 

Kulyukin나 O. Kubitz은 RFID Tag를  특정 지역에 부착

하여 안표로 활용하여 로 의 치를 악 하 다[10, 11].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특정기 연구(R01-2006-000-10555-0)지

원으로 수행되었음.

   기존의 연구들에서의 지능형 로 은 자체 지능 시스템

을 통해 이동  치 악과 서비스를 로  자체에서 담

당한다. 그 로 시각 장애인들을 상으로 하는 안내 로

이 연구되었다[12, 13]. 하지만, 로  자체의 지능을 통

해 올바른 치에 도달하기 해서는 고가의 장비가 사용

되는 경우가 부분이다. 한, 로  자체 지능만으로는 

효율 인 데이터 처리에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본 논문에서는 NXT Mindstorm을 이용한 길안내 네트

워크 로  시스템을 제안한다. 길안내 네트워크 로 은 

URC 개념의 로 으로써 네트워크 서버와 RFID 시스템, 

이동로 으로 구성된다. 길안내 네트워크 로  시스템은 

기존의 네비게이션을 통한 로 의 이동이 아닌 실시간 데

이터 처리에 의해 로 을 제어한다. 네트워크 서버는 모든 

로세싱을 담당하며,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RFID 리더가 

읽어들인 Tag의 정보를 받아 로 의 이동명령을 달한

다. 길안내 로 은 장착된 NXT Mindstorm 컨트롤러를 

통해 서버와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명령을 달받아 이동

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길안내 로  시스템의 구성에 

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을 통해 실험  

테스트에 해 이야기 하며,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시스템 구성

2.1. URC의 개념 

   URC(Ubiquitous Robotic Companion)는 “언제 어디서

나 나와 함께 하며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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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한다. 즉 로 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로 이 

제공할 수 있는 응용 서비스를 확장하고, 지능 로 의 모

든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 제약성을 네트워크를 통해 기능

을 분담한다[14]. 로  자체의 센싱 기능과 로세싱 기능

을 고기능 서버를 활용하여 단순하던 로세싱 기능을 강

화할 수 있다.  

2.2. 시스템 설계

   본 논문의 NXT Mindstorm을 이용한 길안내 네트워크 

로  시스템은 네트워크 서버와 길안내 로 , RFID 시스

템으로 구성된다. 네트워크 서버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RFID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처리  길안내 로

의 제어명령을 담당한다. 길안내 로 은 LEGO brick을 

통해 제작하 고, RFID 리더와 NXT Mindstorm을 장착

하 다. RFID Tag는 길안내 로 의 치 악을 해 바

닥에 부착하 다. 네트워크 서버와 RFID 시스템, 데이터

베이스 서버의 통신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네트워크 서버와 NXT Mindstorm 컨트롤러의 통신은 블

루투스 통신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 시스템의 구성은 (그

림 1)과 같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길안내 네트워크 로  시스템의 구성은 NXT Mindst-

orm 컨트롤러, RFID 리더  안테나, PDA, RFID Tag, 

무선 네트워크 AP, 블루투스 동 이, 네트워크 서버, 데이

터베이스 서버가 있다. (그림 2)는 로 의 구성요소이다.

(그림 2) 길안내 로 의 구성요소

   NXT Mindstorm 컨트롤러는 네트워크 서버와 블루투

스 통신을 통해 길안내 로 의 모든 동작명령을 받아 처

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PDA는 길안내 로 의 일부이며 RFID 리더  안테나

를 장착하 다. RFID 리더를 통해 RFID Tag를 인식하면 

읽어들인 RFID Tag 정보를 무선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네트워크 서버로 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RFID 리더  안테나는 PDA에 장착되며 길안내 로

의 이동시 바닥에 부착된 RFID Tag를 인식한다.

   RFID Tag는 안테나의 신호에 자동으로 응답하며, 해

당 RFID Tag의 고유 시리얼 번호를 RFID 리더에게 달

한다. RFID Tag는 길안내 로 의 이동경로의 양 과 특

정 포인트에 부착하여 경로이탈 방지  방향 환 안표로

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무선 네트워크 AP는 네트워크 서버와 PDA와의 통신

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블루투스 동 이는 네트워크 서버와 NXT Mindstorm 

컨트롤러와의 통신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네트워크 서버는 길안내 로 의 모든 동작에 한 처

리와 RFID 시스템을 통해 얻은 데이터의 로세싱을 담

당한다. PDA를 통해 달받은 RFID Tag 정보와 데이터

베이스 서버에 정의된 RFID Tag의 정보를 이용해 길안

내 로 의 재 치를 악하고,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NXT Mindstorm 컨트롤러로 로 의 이동을 명령한다.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RFID Tag의 고유 정보와 로

의 이동 방향에 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네트워크 

서버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한다.

   본 시스템의 RFID 시스템 구성에 사용된 PDA는 MS

의 PocketPC 시스템 기반의 HPX4470을 이용하 고, 개발

툴은 EVC++ 4.0을 사용하여 작성하 다. RFID 장비는 

SDIO Type의 확장포트를 통해 Sirit사의 HF 리더와 안테

나 일체형을 사용하 다. 네트워크 서버는 Windows XP 

기반의 XNOTE P2를 사용하 고, 서버 시스템 개발 툴은 

자바를 사용하 다. 길안내 로 은 LEGO brick와 

Mindstorm NXT 컨트롤러를 이용해 제작하 다. 무선 네

트워크 환경을 해 ASUS사의 무선 AP와 블루투스 동

이를 사용하 다. 

3. 실험  테스트

   본 연구의 테스트는 제한된 공간에서 길안내 로 의 

치 이동  목표지  도달을 구 한다.  연구사항은 

길안내 로 의 경로이탈을 보정하여 목표지 까지 로 이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3) 테스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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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환경은 (그림 3)과 같은 1200*2400의 보드에 RFID 

Tag가 부착된 제한된 공간이다.

   테스트 시나리오는 길안내 로 이 이동  경로이탈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 서버에서 데이터를 처리하여 제 로 

된 경로를 실시간으로 달하여 목표지 에 도달하는 것

이다. 길안내 로 이 경로이탈을 하여 RFID Tag를 인식

하게 되면 PDA를 통해 RFID Tag 정보를 네트워크 서버

로 달된다. 네트워크 서버는 NXT Mindstorm에게 정지

명령을 달하고, RFID Tag정보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를 분석하여 로 의 다음 행동에 해 지시한다. 길안내 

로 은 정확한 경로로 이동하면 안표역할을 하는 RFID 

Tag를 인식하게 되고, 방향을 환하는 명령을 받아 목표

지 을 향해 이동하도록 한다. 

   이 테스트를 통해 길안내 네트워크 로 의 경로이탈 

문제가 로 자체 알고리즘이 아닌 네트워크 서버의 지시

를 통해 목 지까지 이동함을 확인하 고, 안표로서 부착

된 RFID Tag를 통해 로 의 교차  이동 문제에 해 

해결하 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지능형 로 의 필요한 모든 기능 

 기술 인 부분을 로 자체해결 함으로써 많은 비용문

제와 기술  제한을 URC 환경을 통한 길안내 네트워크 

로  시스템을 제안하 다.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LEGO brick 과 NXT 

Mindstorm으로 제작된 이동로 과 네트워크 서버  

RFID 시스템을 이용하 다. 길안내 로 은 PDA와 RFID 

시스템을 장착하여 RFID 리더를 통한 RFID Tag의 정보

인식 후 네트워크 서버로 달한다. 네트워크 서버는 달

받은 데이터 처리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처리하여 

실시간 길안내 로 의 이동을 제어할 수 있었다. 한 

RFID 시스템을 도입해 경로이탈  방향 환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존의 지능형 로 에 비해 비용의 감효

과와 네트워크를 통한 기능 분담으로 신속한 실시간 데이

터처리 효율을 높 다. 

   향후 지속 인 련 연구와 상황인식 개념의 도입을 

통해 보다 인간 친화 이고 지능 인 네트워크 로 의 개

발과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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