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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은 학생 캡스톤디자인 작품제작의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기울기센서와 블루투스 통신모듈을 이용하여 기울기에 따라 자
율이동 장치를 직관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무선 조정장치의 구현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본 조종장치를 이용하면 기울기를 이용해 누구나 별도의
학습과정 없이 직관적으로 이동장치를 조종할 수 있다.

1. 서    론

본 작품은 기존의 로봇청소기와 무인 경비로봇 및 매직 리모컨 등에
서 아이디어를 착안하였다. 기존의 로봇청소기나 무인 경비로봇은 기본
적으로 자율주행을 하나 경우에 따라서 작업자가 원격에서 수동으로 조
작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기존의 버튼식 또는 레버식 리모
컨은 직관적인 조작에 한계가 있어 불편하였다. 본 작품에서는 기울기
센서를 활용하여 사람의 손동작에 따라 자율 이동장치의 동작을 제어하
는 무선 조작기를 제작하였다. 직관적인 조작기를 이용해 남녀노소 누구
나 따로 학습하지 않고도 자율 이동장치를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또한 자율 이동장치에는 충돌방지 거리센서를 부착하여 이동
장치의 파손을 방지하고, 이동장치에 적재된 화물의 파손 및 충돌에 의
한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양방향 블루투스 무선통신 기능을 적
용하여 이동장치의 상태를 리모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본    론

  2.1 개념설계
본 작품은 <그림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조종장치와 구동부 제어장
치로 구성된다. 조종장치에는 2개의 기울기 센서와 블루투스 통신모듈을
장착하여 전후, 좌우 기울기를 측정하고 블루투스 통신모듈을 이용해 구
동부 제어장치에 모터제어 명령을 전송한다. 구동부 제어장치에는 충돌
방지 거리센서와 블루투스 통신모듈이 장착된다.

<그림 1> 기울기 센서를 이용한 무선 조종장치 개념도

<그림 2>는 본 작품의 전체 동작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무선 조종장치와 구동부 제어장치는 블루투스 양방향 통신을 수행한다.
무선조종 장치와 구동장치 간에 통신 거리가 멀어질 경우 블루투스 통
신이 끊기거나 오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오작동을 방지하고 두 장치 간
양방향 통신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를 보장하기 위해 조종장치
는 0.5초마다 Heartbeat 신호를 구동장치에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무선통
신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만일 1초 이상 Heartbeat 신호가 수신되지
않을 경우 구동부 제어장치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모터의 동작을
멈추고 Heartbeat 신호가 수신될 때까지 대기한다. 무선 조종장치는 전
후좌우 기울기를 측정하여 전진/후진, 좌측/우측 동작을 판단하고 그 명

령값을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구동부 제어장치에 전송한다. 구동부 제어
장치에는 전방 좌측과 우측 및 후방에 3개의 충돌방지 거리센서가 장착
된다. 만일 이동 중 20Cm 이내에 물체가 감지되면 구동부 제어장치는
이동장치의 동작을 멈추고 충돌감지 신호를 조정장치에 전송한다.

<그림 2> 전체 동작 시나리오

  2.2 조종장치
본 작품에서는 ATmega128 AVR MCU를 장착한 모듈형 제어기인
JMOD-128-1 MCU모듈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1]의 MCU모듈은 기
본적으로 16MHz 시스템 클록 신호로 동작하며 별도의 ISP 다운로더
없이 컴퓨터의 USB포트를 통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MCU모듈에 장착된 ATmega128 MCU에는 기본적으로 128KB 내부플
래시 메모리와 4KB의 내부 SRAM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으며 본 작품
에서 구현되는 소프트웨어의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외부
RAM 없이 4KB의 내부 SRAM만을 이용해 구현이 가능하다.
ATmega128에는 각각 8채널의 10bit ADC와 8채널의 10bit DAC기능
을 내장하고 있다. 무선 조종장치는 <그림 3>과 같이 좌우 롤링 기울
기와 상하 피치 기울기를 측정하여 동작한다. 이를 위해 <그림 4>와 같
이 2개의 기울기 센서가 각각 ADC0과 ADC1을 통해 장치에 연결된다.
또한 UART1을 통해 연결된 [2]의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구동부 제어장
치와의 양방향으로 통신한다. 통신단절을 방지하고 양방향 통신을 보장
하기 위해 조정장치는 매 0.5초마다 Heartbeat신호를 구동부 제어장치에
전송한다. 또한 조정장치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ON/OFF 버튼이 눌
린 상태에서만 조종이 가능하며 ON/OFF 버튼이 눌리지 않은 상태에서
는 조종기능이 수행되지 않는다. <그림 4>는 무선 조종장치의 외부 입
출력 연결을 보여준다.

<그림 3> 롤-피치 기울기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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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조종장치의 입출력 연결

  2.3 구동부 제어장치
구동부 제어장치 역시 [1]의 MCU모듈을 활용하여 제작하였으며 <그
림 5>와 같이 외부 입출력 장치가 연결된다. 전방좌측, 전방우측, 후방
충돌방지를 위한 3개의 적외선 거리센서가 각각 ADC0, ADC1, ADC2를
통해 연결된다. 20Cm이내에 물체가 감지되면 구동부 제어장치는 동작
을 멈추고 충동감지 신호를 조정장치에 전송한다. 전진/후진 및 좌회전/
우회전을 제어하기 위해 BA6208 모터드라이브를 통해 전진/후진 구동
모터와, 좌우 조형모터를 제어한다. 구동부 제어장치 역시 UART1을 통
해 연결된 블루투스 통신모듈을 통해 조정장치와 양방향 통신을 수행한
다.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구동부 제어장치는 1초 이상 조정장치로 부
터 Heartbeat신호를 수신하지 않을 경우 동작을 멈추고 조정장치로 부
터 Heartbeat신호가 수신되기를 기다린다.

<그림 5> 구동부 제어장치의 입출력 연결

<그림 6>은 본 작품을 통해 완성된 무선 조종장치와 구동부 제어장
치의 모습을 보여준다. 무선 조정장치는 손으로 잡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바(Bar)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구동부 제어장치는 이동장치에 부착된다.
  

 

<그림 6> 완성된 무선 조종장치(좌)와 구동부 제어장치(우)

<그림 7>은 본 작품을 통해 완성된 무선 조종장치와 구동부 제어장
치를 실제 RC카에 장착한 모습을 보여준다. RC카의 전방에 2개의 충돌
감지 거리센서와 후방 거리감지 센서가 부착되어 있다.

<그림 7> 실제 RC카에 장착한 모습

  2.4 작품 시연 및 튜닝
<그림 8>은 완성된 작품의 시연 모습을 보여준다. 사용자는 별도의

훈련과정 없이 조정장치의 기울기를 조절하여 직관적으로 이동장치를
조종할 수 있다. 조종장치의 ON/OFF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손목을 밑
으로 숙이면 이동장치가 전진하며 손목을 들어 각도를 높일 경우 후진
한다. 마찬가지로 손목을 왼쪽으로 튼 상태에서 각도를 숙이면 좌회전
하고 반대로 손목을 오른쪽으로 틀면 우회전 한다. 수평상태에서는 멈춰
있게 된다. 오랜 반복 시연을 통해 자연스러운 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울
기 센서 값의 범위를 찾아 조정장치의 감도를 튜닝하였으며 본 작품의
실제 동작 및 시연모습은 http://cafe.naver.com/dduauto/1960에서 동영
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완성된 작품의 시연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ATmega128 MCU와 기울기센서 및 블루투스 통신모
듈을 활용하여 직관적으로 이동장치를 조종할 수 있는 무선 조종장치의
구현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본 작품을 통해 사용자는 별도의 훈련과정
없이 손목의 기울기를 통해 직관적으로 이동장치를 조종할 수 있다. 조
종장치의 기울기에 따른 전진/후진 및 좌회전/우회전은 구현하였으나
기울기 각도에 따른 이동장치의 속도제어 부분을 구현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기구적 안정성과 제어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한
다면 보다 정교하고 안정적인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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