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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애완로봇은 전기모터를 구비하고 있어서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적외선 발광기와 센서를 장착하고 있어서, 
이동시에 장애물을 피해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마련한 이동궤적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소리감지
부를 구비하여 사용자의 소리를 감지할 수 있다. 사용자의 소리로는 박수가 사용될 수 있다. 사용자는 박수를 쳐서 애완
로봇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편, 다양한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모드설정부를 구비하여, 여러 가지 동작모드를 설
정할 수 있다. 동작모드로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기본 모드 이외에도 경주모드, 구역탈출모드, 송 앤드 런 모드, 밀어
내기 모드 등이 있다. 또한, 암컷과 수컷의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일정한 조건하에서 짝짓기를 할 수 있다. 특정 모드에 
대해서는 애완로봇의 파워나 나이 등의 조건이 맞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애완로봇은 데이터통신 
인터페이스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인터넷상의 서버에 접속하여 데이터나 게임프로그램, 노래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짝짓기 시에 상대방이 이성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도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로봇, 게임, 경주, 감지, 적외선, 모터, 짝짓기, 통신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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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애완로봇의 내부 구성을 보여주는 개략 블록도이다.

도 2는 애완로봇의 동작모드를 선택하는 절차를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3은 기본모드에서의 동작 흐름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4는 경주모드에서의 동작 흐름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5는 구역탈출모드에서의 동작 흐름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6은 송 앤드 런 모드에서의 동작 흐름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7은 짝짓기 모드에서의 동작흐름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8은 밀어내기 모드에서의 동작흐름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9는 애완로봇을 앞에서 바라본 모습으로서, (a)는 애완로봇을 앞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적외선 램프와 적외선 센서가 
설치된 모습을 보여주는 도면이고, (b)는 앞에 물체가 있을 때 각 적외선 센서에서 감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도면이며, 
(c)는 물체가 좌측으로 이동하였을 때 각 적외선 센서에서 감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0은 적외선 센서가 두 개만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물체의 이동에 따라 적외선 센서에서 감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1은 애완로봇이 성장하는 알고리즘의 일예를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12는 인터넷을 통해 애완로봇 서버에 접속하여 애완로봇에게 먹이나 앰플을 주거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
는 예를 설명하기 위한 망구성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지능형 애완로봇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단독으로 또는 여러 로봇이 어울려서 다양한 게임과 동작을 할 수 있
는 애완로봇에 관한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장난감에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장난감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이
른바 '다마고찌'라는 게임기로서, 가상의 애완동물이 게임기 안에서 성장하는 장난감이다.

그러나, 게임기 내에서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애완동물과의 교감 형성이 어렵고, 따라서 마음 먹은대로 성장
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상애완동물을 죽도록 만든 다음 다시 처음부터 양육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생
명경시 풍조를 낳는다고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또한, 가상애완동물을 양육하는 게임만 할 수 있을 뿐 다른 놀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흥미를 잃게 된다고 하는 단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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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육한 가상애완동물끼리 서로 겨룰 수 있는 게임기가 등장하였다. 이 게임기는 가상애완
동물을 성장시킨 결과에 따라 파워가 달라져서 두 개의 게임기를 연결하면 양 게임기의 가상애완동물의 파워값에 따라 
파워가 높은 쪽이 이기도록 함으로써 사용자들의 흥미를 배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 게임기의 단점은 애완동물이 가상공간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애완동물 사이의 교감이 적을 수 
밖에 없고, 즐길 수 있는 게임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애완로봇이 등장하였다. 소니사에서 발매한 애완로봇은 상당한 지능을 가지고 
실제 애완동물처럼 동작을 함으로써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러한 애완로봇은 그 가격이 수백만원을 넘어서는 
고가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상공간이 아닌 실제 세상에서 존재하는 애완로봇을 저렴한 가격
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다양한 게임을 할 수 있는 애완로봇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여러개의 애완로봇끼리 게임을 하거나 짝짓기를 할 수 있는 애완로봇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애완로봇은 전기모터를 구비하고 있어서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적외선 발광기와 센서를 장착하고 있어서, 
이동시에 장애물을 피해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마련한 이동궤적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소리감지
부를 구비하여 사용자의 소리를 감지할 수 있다. 사용자의 소리로는 박수가 사용될 수 있다. 사용자는 박수를 쳐서 애완
로봇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편, 다양한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모드설정부를 구비하여, 여러 가지 동작모드를 설
정할 수 있다. 동작모드로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기본 모드 이외에도 경주모드, 구역탈출모드, 송 앤드 런 모드, 밀어
내기 모드 등이 있다. 또한, 암컷과 수컷의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일정한 조건하에서 짝짓기를 할 수 있다. 특정 모드에 
대해서는 애완로봇의 파워나 나이 등의 조건이 맞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애완로봇은 데이터통신 
인터페이스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인터넷상의 서버에 접속하여 데이터나 게임프로그램, 노래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짝짓기 시에 상대방이 이성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도 있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애완로봇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1. 애완로봇의 구성

애완로봇(100)의 구성에 대해서 도 1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애완로봇(100)에는 각종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애완로봇(100)의 ID, 현재의 파워 등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190)가 
마련되어 있다. 메모리(190)로는 ROM(Read Only Memory), EEPROM(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O
M), 플레시 메모리 등의 비휘발성 메모리와,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SRAM(Static Random 
Access Memory) 등의 휘발성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보조 기억장치로서 CD-ROM이나 자기기억장치(mag
netic memory device)를 사용할 수도 있다.
    

    
애완로봇(100)에는 또한 전기모터를 포함하는 모터구동부(120)가 마련되어 있어서, 전후좌우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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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모터에는 바퀴가 연결되어 있어서 모터의 회전에 의해 이동이 가능하며, 모터의 정회전 또는 역회전에 의해 전진 
또는 후진하게 된다. 또한 모터구동부(120)는 바퀴의 각도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하고 있어서 좌우로의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 모터의 구동은 일반적인 전기모터의 구동 방식을 사용하면 되며, PWM(pulse width modulation) 
발생기를 사용하여 이동거리를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외선발생 및 감지부(130)는 애완로봇이 이동함에 있어서 자동으로 물체를 감지하여 충돌을 방지하거나 원하는 장소
로 이동하는데 사용된다.

전방에 위치한 장애물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애완로봇(100)의 앞부분에 적외선 램프와 적외선 센서를 마련해야 한다. 
어떠한 형태의 장애물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적외선 램프와 적외선 센서를 가능한 한 많이 설치하여야 하지만, 비
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적절한 수의 램프와 센서를 설치한다. 도 9의 (a)에 적외선 램프와 센서(131)를 일렬로 6개 설
치한 예가 도시되어 있다.

앞에 물체가 있는 경우에는 도 9의 (b)와 같이 6개의 모든 센서(a,b,c,d,e,f)가 물체를 감지하게 되지만, 물체가 왼쪽
으로 이동하게 되면 애완로봇(100)의 맨왼쪽(도면의 맨오른쪽)에 위치한 센서(a)는 물체를 감지할 수 없게 된다. 따
라서, 어떤 센서에 물체가 감지되는지를 가지고 물체가 어느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바닥에 검은 띠를 그려 놓고 그 위를 달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애완로봇(100)의 바닥면의 좌우측에 적외
선 램프와 적외선 센서를 마련해야 한다. 도 10에서처럼 애완로봇(100)이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애완
로봇(100)이 검은 띠(R) 위를 제대로 달리고 있는 도중에는 양쪽의 센서가 모두 검은 띠를 감지하게 된다(도 10의 t
1 및 t2 시점). 그러나, 가령 도면의 t3 시점에서와 같이 우측의 센서(131b)에서는 검은 띠가 감지되었지만 좌측의 센
서(131a)에서는 검은 띠가 감지되지 않았다면 이동궤적을 나타내는 검은 띠(R)가 우측으로 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
하므로, 제어부(110)는 애완로봇(100)이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모터구동부(130)를 제어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검은 띠(R)를 따라서 애완로봇(100)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검은 띠를 따라서 좀더 민감하게 움직이도록 하려면, 바닥에 설치되는 적외선 센서 및 램프의 수를 증가시키면 된다. 즉, 
도 10에서는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모두 두 개의 램프와 센서를 마련하고 있지만, 도 9의 (b)와 같이 좌측에 3개, 
우측에 3개와 같이 설치하면, 센서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므로 좀더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센서의 수가 
많아지면 검은 띠(R)의 폭이 좁은 경우에도 궤적을 따라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는 장점이 있다.

    
소리감지부(140)는 애완로봇(100)이 소리를 감지하여 그에 따라 반응을 보이는 기능을 위하여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박수를 치면 그에 따라 이동을 하거나 멈추거나 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소리감지부(140)는 음향
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주는 마이크(microphone)와, 마이크로부터의 전기적 신호를 증폭하는 증폭기와, 증폭기로
부터의 신호를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이 감지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하여 주는 적분회로나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A/
D 컨버터)를 포함한다.
    

또한 소리감지부(140)에 음성인식 기능을 마련하면, 사람이 내리는 명령에 따라서 반응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를 위해서는 A/D 컨버터를 통해 입력되는 디지털 신호를 연산처리하여 음성인식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어부에 장착하
거나 또는 별도의 음성인식 하드웨어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박수를 감지하여 동작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박수는 사람의 목소리와는 달리 높은 주파
수대의 파찰음으로 이루어지므로 소리감지부(140)에 고역통과 필터(high-pass filter)를 마련하여 높은 주파수 대역
만을 통과시켜서 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박수는 그 소리가 0.05초에서 1초 사이의 한정된 시간 동안만 발생
하므로 이보다 짧거나 긴 시간동안 감지되는 소리는 제외하도록 하면 주변의 잡음에 의한 오동작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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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설정부(150)는 애완로봇(100)의 동작모드를 설정하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면, 대전게임모드로 설정하여 두고 다
른 애완로봇과 대전게임을 하도록 하거나, 운동모드로 설정하여 두고 혼자 놀게 하도록 하거나 하는 설정을 하는데 사
용된다. 모드설정부(150)는 일반적인 버튼을 사용하여 구현하거나, 또는 표시부(160)와 함께 터치스크린을 사용하여 
구현하거나 또는 적외선 방식의 리모콘을 마련하여 리모콘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할 수 있으며, 특정 구현방식
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어부(110)는 미리 프로그램된 내용에 따라 애완로봇(100)의 각 구성부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제어부(110)는 마
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 논리소자를 사용하여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애완로봇(100)은 애완로봇(100)의 상태를 나타내거나 사용자가 기능을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
거나 할 수 있는 표시부(160)를 구비할 수 있다. 표시부(160)로는 LED(light emitting diode)나 LCD(liquid cryst
al display) 등의 소자가 사용될 수 있다. 한 개의 LED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애완로봇이 배가 고픈 경우나 아픈 경우에
는 빠른 속도로 깜박거리게 하고, 기분이 좋으면 천천히 깜박거리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애완동물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LCD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좀더 많은 양의 메시지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도움말을 보여주거나 애완로봇(100)과 
사용자와의 대화에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애완로봇(100)은 음악이나 음향을 내는 소리발생부(17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소리발생부(170)는 애완로봇(
100)이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애완로봇(100)이 배가 고프면 낑낑거리는 소리를 
낸다거나 기분이 좋으면 노래를 부른다거나 할 때 사용된다. 소리발생부(170)는 부저나 피에조(piezo) 소자, 스피커 
등의 음향발생기기와, 멜로디 IC 등의 음원(音源) 소자를 포함한다.

    
또한, 애완로봇(100)은 다른 애완로봇(100) 또는 컴퓨터와의 데이터 통신을 위한 데이터통신 인터페이스(180)를 구
비할 수 있다. 데이터통신 인터페이스(180)로는 적외선 통신 인터페이스, 음향결합(acoustic coupled) 통신 인터페이
스, 블루투스(Blue tooth) 등의 무선통신 인터페이스, RS-232C, USB 등의 유선 접속수단을 이용한 유선통신 인터페
이스, 광감지(light sense)를 이용한 통신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애완로봇(100)은 이들 
수단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컴퓨터나 휴대전화, PDA, TV 등의 인터넷 접속 단말기에 접속될 수 있으며, 
인터넷 접속 단말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데이터통신 인터페이스(180)를 구비한 애완로봇(100)은, 데이터통신 인터페이스(180)를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
해 애완로봇(100)을 관리하는 서버에 접속하여, 서버로부터 다양한 게임프로그램이나 오디오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애완로봇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가상 먹이나 사이버 치료약 등을 다운로드 받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나 휴대전화, PDA, TV 등을 사용하지 않고 애완로봇(100)에 직접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모뎀, 랜(LA
N) 인터페이스 등의 통신 수단을 마련하여 직접 인터넷을 거쳐 서버에 접속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적외선 통신 인터페이스, 무선통신 인터페이스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컴퓨터나 휴대전화, PDA, TV 등의 인터넷 접
속 단말기에 적외선 통신 인터페이스, 무선통신 인터페이스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사용자가 인터넷 접속 단
말기를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서버에 접속한 상태에서 인터넷 접속 단말기에 데이터통신 인터페이스(180)를 통해 데
이터 송수신을 하고, 다시 인터넷 접속 단말기를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서버와 데이터 송수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적외선 통신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애물 감지용으로 사용되는 적외선 램프와 센서 중의 적어도 하나에 적
외선 통신용 모뎀을 연결하여 장애물 감지용으로 사용되는 적외선 램프와 센서를 데이터 통신용으로 공용하는 것도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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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로봇(100)은 또한 진동모터(175)를 구비할 수도 있다. 진동모터(175)가 구비된 애완로봇(100)은 기분이 좋을 
때라든가 또는 반대로 기분이 나쁠 때,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 몸을 부르르 떨도록 할 수 있다.

2. 애완로봇의 기능

2-1 모드 선택

애완로봇(100)은 여러 가지의 동작 모드가 있어서, 각 모드에 따라서 동작하는 내용이 다르다. 모드의 선택은 모드설
정부(150)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전술한 것처럼, 모드설정부(150)는 일반적인 버튼을 사용하여 구현하거나, 또는 표시부(160)와 함께 터치스크린을 사
용하여 구현하거나 또는 적외선 방식의 리모콘을 마련하여 리모콘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할 수 있다.

가령, 일반적인 버튼을 사용하여 구현한 경우에는 버튼을 누르는 횟수에 의해 모드가 결정되도록 할 수 있다. 터치스크
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시부(160)에 선택할 수 있는 모드를 표시하면, 사용자가 표시된 모드 중에서 하나를 눌러서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적외선 방식의 리모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리모콘의 특정 모드 버튼을 눌러서 설정하거나, 또
는 리모콘의 모드설정버튼을 누른 횟수에 따라 결정되도록 할 수 있다.

도 2를 참조하여 모드 선택 절차에 대해서 설명한다.

먼저, 사용자는 모드설정부(150)를 사용하여 모드를 선택한다(단계 S10). 모드의 선택 수단은 위에서 설명한 버튼, 터
치스크린, 리모콘 등을 사용할 수도 있고, 기타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본 발명은 특정 모드설정수단에 한정
되는 것은 아니다.

각 동작 모드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경주 모드는 애완로봇(10
0)의 파워가 일정한 수준이 되어야 게임을 즐길 수 있다든지, 또는 짝짓기 모드는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만 할 수 있다
든지 하는 것처럼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모드를 선택하면 애완로봇(100)은 해당 모드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단계 S20).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모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단계 S30), 조건을 만족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부(160)에 에러메시지를 표시하거나, 소리발생부(170)를 사용하여 에러음을 발생시킨다(단계 S40). 또는,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는 대신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2-2 각 모드에서의 동작

선택할 수 있는 모드의 종류는 다양하게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하, 예시적으로 몇가지 모드의 예를 설명하도록 하
겠다. 이하의 설명에서는 애완로봇(100)에게 동작 명령을 내리는 방법으로 박수를 사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거나 리모콘을 사용하여 명령을 내리는 등의 다양한 방법
을 사용할 수 있다.

2-2-1 기본 모드

    
기본모드에서는 박수를 한번 치면 왼쪽으로 이동하고, 박수를 두 번 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장애물을 만나면 장애
물을 피해서 이동하게 된다. 또한, 일정 시간 이상 박수를 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작을 멈추고 슬립모드로 들어가게 된
다. 슬립모드에서 박수를 치면 다시 기본 모드로 들어가서 동작을 하게 된다. 그러나, 슬립모드로 들어가고 나서도 일정
시간 이상 박수를 치지 않으면 기본모드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기본모드에서 빠져나간 다음에는 다시 모드설정부(150)
를 사용하여 모드선택을 해야만 애완로봇(100)을 작동시킬 수 있다.

 - 6 -



공개특허 특2002-0061961

 
    

도 3에 기본모드에서의 동작 흐름을 보여주는 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3을 참조하여 기본모드에서의 동작 흐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기본모드에 진입하면 슬립타이머의 작동을 개시한다(단계 S110). 슬립타이머는 애완로봇에게 일정 시간 이상 명
령을 내리지 않으면 동작을 중지하도록 하는데 사용된다.

슬립타이머의 작동 개시와 함께 제어부(110)는 모터구동부(120)를 제어하여 애완로봇(100)을 앞으로 일정한 거리만
큼 움직이도록 한다(단계 S111). 또는, 일정한 거리만큼 움직이는 대신에 계속 움직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애완로봇(100)이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하고 멈추었을 때 박수를 1회 치면(단계 S120의 '예'), 제어부(110)는 모터구
동부(120)를 제어하여 이동방향을 왼쪽으로 전환하여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하도록 한다(단계 S121). 그리고, 박수가 
입력되었으므로 슬립타이머를 리셋하여 다시 처음부터 시간을 재도록 한다(단계 S115). 또는, 이동하는 있는 도중에라
도 박수를 한번 치면 방향을 전환하도록 할 수도 있다.

애완로봇(100)이 멈춰있을 때 박수를 2회 치면(단계 S130의 '예'), 제어부(110)는 모터구동부(120)를 제어하여 이
동방향을 오른쪽으로 전환하여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하도록 한다(단계 S131). 그리고, 박수가 입력되었으므로 슬립타
이머를 리셋하여 다시 처음부터 시간을 재도록 한다(단계 S115). 또는, 이동하는 있는 도중에라도 박수를 한번 치면 
방향을 전환하도록 할 수도 있다.

애완로봇(100)이 앞으로 전진하는 도중에 앞에 장애물이 있음을 적외선 발생 및 감지부(130)를 통해 감지한 경우에는
(단계 S140의 '예'), 제어부(110)는 모터구동부(120)를 제어하여 장애물을 회피하도록 한다(단계 S141).

장애물을 회피하는 방법으로는 장애물과 부딪힌 후에 일단 약간 후진한 다음에 임의로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사용할 수
도 있고, 미리 장애물이 있음을 적외선 발생 및 감지부(130)를 사용하여 감지한 다음에, 장애물에 부딪히기 전에 미리 
임의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동작을 하는 도중에 슬립타이머가 소정의 슬립시간을 넘어서게 되면(단계 S150의 '예'), 동작을 정지한다(
단계 S160). 슬립타이머가 슬립시간을 넘어서지 않은 경우에는(단계 S150의 '아니오') 단계 S111로 돌아가서 위의 
동작을 반복한다.

동작을 정지한 후 리셋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단계 S170의 '아니오') 단계 S111로 돌아가서 박수가 입력되기를 기다
린다. 그러나, 동작을 정지한 후에도 소정의 리셋시간이 되도록 박수가 입력되지 않으면(단계 S170의 '예'), 애완로봇
(100)은 기본모드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단계 S180).

    
기본모드에서 빠져나간 다음에는 다시 모드설정부(150)를 사용하여 모드선택을 해야만 애완로봇(100)을 작동시킬 수 
있다. 또한, 기본모드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갈 때에는 전원 절감을 위해 제어부(110)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슬립모드
로 두도록 하고, 사용자가 모드설정부(150)를 사용하여 모드설정을 하려고 하면 인터럽트 등에 의해 마이크로프로세서
를 슬립모드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모드설정부(150)가 가령 버튼으로 되어 있는 경우
에는 사용자가 이 버튼을 누르면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인터럽트가 걸리도록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이상의 동작 이외에도 박수를 세 번 치면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 이동하도록 하거나, 박수를 네 번 이상 치면 노래
를 부르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다양한 동작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2-2-2 경주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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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모드에서는 애완로봇(100)이 바닥에 그려진 검은 띠를 따라서 이동하게 된다. 바닥에 검은 띠를 그리는 방법으로
는 종이 위에 매직펜 등을 사용하여 궤도를 그리거나, 마루바닥에 검은 테이프를 붙여서 궤도를 만드는 방법 등을 사용
할 수 있다.

도 4에 경주모드에서의 동작 흐름을 보여주는 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4를 참조하여 기본모드에서의 동작 흐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경주모드에서 애완로봇(100)을 검은 띠위에 올려놓으면 제어부(110)는 모터구동부(120)를 구동하여 앞으로 전진하
기 시작한다(단계 S210).

    
검은 띠의 감지는 애완로봇(100)에 마련되어 있는 적외선 발생 및 감지부(130)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검은 띠의 감
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개의 적외선 램프 및 센서가 필요하다. 이 두 개의 램프 및 센서는 애완로봇(100)의 좌측 및 
우측에 설치된다. 애완로봇(100)이 앞으로 전진하는 도중에 좌측 또는 우측에 검은 띠가 감지되지 않으면 제어부(11
0)는 검은 띠가 반대 방향으로 휘어져 있다고 판단하고 두 개의 센서에서 모두 감지될 때까지 모터구동부(120)를 구동
하여 방향을 전환한다.
    

즉, 단계 S220에서 왼쪽 센서에서 검은 띠가 감지되면 단계 S230에서 다시 오른쪽 센서에서 검은 띠가 감지되는지를 
확인한다. 양쪽 모두에서 검은 띠가 감지된 경우에는(단계 S230의 '아니오'), 단계 S220으로 되돌아가서 계속 검은 띠
를 감지한다.

단계 S230에서 오른쪽에 검은 띠가 감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은 띠가 왼쪽으로 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어
부(110)는 애완로봇(100)이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모터구동부(120)를 제어한다.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정도는 현재 진행 속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정하면 된다.

가령 현재 초당 10c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고 방향 전환을 1초에 10번 할 수 있고, 10cm당 최대 45도만큼 회전되는 
궤적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면, 한번에 4.5도 또는 그 이상씩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한번에 전
환되는 양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궤적이 조그만 각도로 휘어지는 경우에 궤적을 쫓아가기 위해서 방향 전환을 여러번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적절한 값을 선택하여야 한다.

한편, 단계 S220에서 왼쪽에 검은 띠가 없는 것으로 감지되면, 단계 S250으로 가서 오른쪽에도 검은 띠가 없는지를 확
인한다. 오른쪽에는 검은 띠가 감지된 경우에는(단계 S250의 '아니오'), 왼쪽에만 검은 띠가 감지되지 않은 것이므로 
검은 띠가 오른쪽으로 휘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어부(110)는 애완로봇(100)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모터구동부(120)를 제어한다.

단계 S250에서 오른쪽에도 검은 띠가 없는 경우에는(단계 S250의 '예'), 경주로가 끝난 것을 의미하므로 동작을 정지
한다(단계 S260). 이때 애완로봇(100)이 자동적으로 경주모드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2-2-3 구역탈출 모드

구역탈출모드는 검은 띠로 일정 구역을 만들어 놓고 이 구역에서 먼저 나가는 로봇이 이기는 게임이다. 구역탈출모드에
서는 박수를 치면 애완로봇(100)은 임의적으로 이동방향을 바꾼다. 또한, 이동중에 장애물을 만나면 장애물을 피해간
다.

도 5에 구역탈출모드에서의 동작 흐름을 보여주는 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5를 참조하여 구역탈출모드에서의 동작 
흐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구역탈출모드가 시작되면 애완로봇(100)은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한다(단계 S310). 이때 박수를 치면(단계 S32
0의 '예'), 애완로봇(100)의 제어부(110)는 애완로봇(100)이 임의의 방향으로 이동방향을 전환하도록 모터구동부(1
20)를 제어한다(단계 S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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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애물이 감지되어도(단계 S330의 '예'), 마찬가지로 임의의 방향으로 전환한다(단계 S340).

이와 같이 이동하는 도중에 검은 띠가 감지되면(단계 S350의 '예'), 구역제한선에 도달한 것이므로 검은 띠를 넘어서
서 또는 검은 띠 위에서 동작을 정지한다(단계 S360). 이로써 구역탈출게임은 종료되므로 자동적으로 구역탈출모드에
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2-2-4 송 앤드 런 모드(Song and run mode)

송 앤드 런 모드에서는 애완로봇(100)을 바닥에 내려놓고 박수를 치면 노래하는 음정이 점차로 올라간다. 노래가 멈추
면 애완로봇은 박수를 기다린다. 이때,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이전과 같은 속도로 음정이 올라간다. 이때 박수를 치면 
그때의 음정 높이에 비례하는 만큼의 거리를 이동한다. 박수를 치지 않고 이전의 노래 시간을 지나치면 에러음이 발생
된다. 원하는 거리에 가장 가까이 이동한 애완로봇이 이기는 게임이다.

도 6에 송 앤드 런 모드에서의 동작 흐름을 보여주는 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6을 참조하여 송 앤드 런 모드에서의 
동작 흐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송 앤드 런 모드에 들어가면 제어부(110)는 소리감지부(140)를 통해 박수가 입력되기를 기다린다(단계 S410).

박수소리가 감지되면, 제어부(110)는 소리발생부(170)를 제어하여 초기 음정으로 소리가 발생되도록 한다(단계 S42
0). 초기 음정은 정해진 음정으로 할 수도 있고, 무작위로 임의의 음정이 나오도록 할 수도 있다. 또는 음정 대신에 단
일 주파수 톤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제어부(110)는 일정 시간마다 음정을 한단계씩 높여나가도록 소리발생부(170)를 제어한다. 여기에서 일정 시
간은 예를 들면 0.5초와 같이 고정된 시간일 수도 있고, 무작위로 정해지는 시간일 수도 있다. 또한, 일정 시간마다 음
정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음정을 높여나가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소리발생부(170)에
서 발생시킬 수 있는 최대 주파수 또는 최대 음정까지 도달한 경우에는 다시 초기 음정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음정을 높
이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정한 시간동안 음을 발생시킨 다음에는 소리를 멈추고 박수를 기다린다. 이때,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이전과 같은 속
도로 음정이 올라간다(단계 S430).

소리를 내지 않고 음정을 올리는 시간은 이전의 음을 발생시킨 시간하고 동일하다. 따라서 음정을 올려가면서 시간이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한다(단계 S440). 시간이 종료되었다면, 즉 소리를 멈추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록 박수가 
입력되지 않았다면 단계 S470으로 가서 소리발생부(170)를 제어하여 에러음을 발생한다.

    
시간이 종료되지 않은 동안에는 박수소리가 입력되는 것을 기다린다. 이와 같이 소리를 내지않고 내부적으로 음정을 높
여가는 도중에 박수소리가 감지되면(단계 S450의 '예'), 제어부(110)는 현재의 음정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이동하도록 
모터구동부(120)를 제어한다(단계 S460). 예를 들면, 발생시킬 수 있는 음정이 낮은 도에서 높은 도까지의 8단계라면, 
낮은 도는 1cm 이동, 레는 2cm 이동 등과 같이 각 음정마다 이동하는 거리를 정해두고, 현재 나오고 있는 음정에 대응
되는 거리만큼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단계 S430에서 단계 S450까지를 반복함으로써 시간이 다 지나가도록 박수가 입력되지 않으면 에러음이 발
생되고, 시간 내에 박수가 입력되면 그때의 음정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2-2-5 짝짓기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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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짓기 모드는 두 개의 애완로봇(100)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 받고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하나의 애완로봇이 다른 애완
로봇을 쫓아가는 동작을 하는 모드이다. 이를 위하여 애완로봇(100)의 메모리(190)에는 해당 애완로봇이 숫컷인지 암
컷인지를 구분하는 코드가 저장된다. 또한, 데이터통신 인터페이스(180)를 이용하여 이 코드를 주고받음으로써 상대 
애완로봇(100)이 이성임을 확인하고 짝짓기 행동을 하게 된다.

도 7에 짝짓기 모드에서의 동작 흐름을 보여주는 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7을 참조하여 짝짓기 모드에서의 동작 흐
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짝짓기 모드에 들어가면 애완로봇(100)은 박수소리가 감지되기를 기다린다(단계 S510). 박수소리가 감지되면 
제어부(110)는 데이터통신 인터페이스(180)를 사용하여 주변의 애완로봇(100)과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단계 S520).

데이터통신 인터페이스(180)로는 적외선 통신 인터페이스, 음향결합(acoustic coupled) 통신 인터페이스, 블루투스
(Blue tooth) 등의 무선통신 인터페이스, RS-232C, USB 등의 유선 접속수단을 이용한 유선통신 인터페이스, 광감지
(light sense)를 이용한 통신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적외선 통신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애물 감지를 위해서 마련된 적외선 램프 및 센서를 적외선 통신을 위해
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도 9에서와 같이 장애물 감지를 위해서 마련된 적외선 램프 및 센서(131) 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사용하여 서로 데이터를 주고 받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맨 왼쪽의 램프에서는 데이터를 송신하고 
맨 오른쪽의 센서로는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하면, 두 애완로봇(100)을 서로 마주보게 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통신 인터페이스(180)를 사용하여 서로 데이터를 주고 받은 다음에는, 수신된 데이터로부터 상대방이 이성(異
性)인지를 확인한다(단계 S530).

상대방이 이성이 아닌 경우에는 짝짓기를 하지 않고 바로 짝짓기 모드에서 빠져나온다. 또는, 이성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진동모터(175)를 사용하여 몸을 부르르 떨게 하거나, 또는 소리발생부(170)를 사용하여 기분 나쁘다는 뜻의 
소리를 내도록 하거나, 또는 표시부(160)를 사용하여 기분 나쁘다는 뜻의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계 S530에서 상대방이 이성임을 확인하면 애완로봇(100)은 소리발생부(170)를 사용하여 노래를 부른다(단계 S5
40). 이때, 서로 데이터를 주고 받으면서 한번씩 번갈아 가면서 노래를 부르도록 하거나, 암컷 애완로봇(100)과 수컷 
애완로봇(100)이 서로 다른 음역을 맡아서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래를 부르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짝짓기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수컷인 애완로봇(100)이 암
컷 애완로봇(100)을 쫓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즉, 단계 S540에서 암컷 애완로봇이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수컷 애
완로봇은 적외선 발생 및 감지부(130)를 사용하여 물체 즉, 암컷 애완로봇을 감지하여 쫓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짝짓기를 할 때 암컷 애완로봇과 수컷 애완로봇을 가까이 놓아서, 수컷 애완로봇이 암컷 애완로봇을 적외선 발생 및 
감지부(130)를 사용하여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짝짓기 모드는, 후술하는 애완로봇의 성장 나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나이 이상이 되었을 때만 짝짓기가 가능하도
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도 2의 단계 S10에서 짝짓기 모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단계 S20에서 애완로봇의 나이가 일
정한 나이, 예를 들면 6살 이상인지를 체크하여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짝짓기 모드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다.

2-2-6 밀어내기 모드

밀어내기 모드는 검은 띠로 구분해 놓은 일정 구역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애완로봇이 서로 밀어내는 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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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에 밀어내기 모드에서의 동작 흐름을 보여주는 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7을 참조하여 밀어내기 모드에서의 동
작 흐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밀어내기 모드에서는 먼저 상대방을 찾게 된다. 상대방을 찾기 위해서 물체가 감지될 때까지 방향을 전환한다(단계 S7
10 및 단계 S720). 또는 두 대의 애완로봇(100)을 서로 마주보게 해 놓고 게임을 하여도 된다.

물체가 감지되면(단계 S710의 '예'), 그 물체가 있는 방향으로 이동한다(단계 S730). 그 물체와 부딪혀도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함으로써 상대방을 밀어내는 것이다.

한편, 이동하는 도중에 검은 띠로 둘러싸인 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은 띠가 감지되는 지를 확인한다(단
계 S740). 검은 띠가 감지되면 방향을 바꿈으로써 구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단계 S750).

방향을 바꾸게 되면 상대 애완로봇(100)을 놓치게 될 수도 있으므로, 방향을 바꾸고 나서는 다시 단계 S710으로 가서 
위의 절차를 반복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검은 띠로 구분해 놓은 일정 구역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애완로봇이 서로 
밀어내게 되며, 가장 나중까지 구역 내에 남아있는 애완로봇이 이기는 것으로 한다.

2-3 애완로봇의 성장

애완로봇은 사용자가 먹이를 주고 놀아주는 등의 활동을 통해 성장시키도록 할 수도 있다. 도 11을 참조하여 애완로봇
의 성장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다. 애완로봇의 성장은 애완로봇 내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적 기능을 이용하여 자
체적으로 성장하는 알고리즘을 갖도록 할 수도 있으며, 애완로봇 서버에서 애완로봇의 정보를 이용하여 성장을 제어하
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애완로봇의 성장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애완로봇에게 준 먹이의 양과 관련된다. 한편, 정해진 
때에 먹이를 주지 않을 경우, 애완로봇은 병에 걸리고, 병에 걸리면 먹이를 주기 전에 먼저 앰플을 이용하여 애완로봇을 
치료하여야 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애완로봇의 성장은 애완로봇에게 준 앰플의 양과도 관련된다. 즉, 먹이와 
앰플의 양에 따른 값을 갖게 되는 파워를 설정한 후, 파워가 일정한 크기(k)에 도달하면 나이를 증가시키도록 하되, 먹
이를 먹게 되면 파워를 일정한 양(△n)만큼 증가시키고, 앰플을 주사하게 되면 파워를 일정한 양(△m)만큼 감소시키
는 방식을 사용하여 애완로봇의 나이를 제어할 수 있다. 또는, 병에 걸리게 되면, 앰플을 주사하기 전까지 파워를 줄여
나가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먹이와 앰플은 애완로봇의 표시부(160)와 모드설정부(150)를 사용하여 줄 수도 있고, 데이터통신 인터페이스(180)
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애완로봇 서버에 접속한 다음,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받도록 할 수도 있다.

    
즉, 도 12에 도시된 것처럼, 사용자는 자신의 단말기(200)를 이용하여 인터넷(500)을 통해 애완로봇에 대한 먹이와 
앰플 등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애완로봇 서버(300)에 접속할 수 있다. 애완로봇 서버(300)에는 각 로봇 애완동물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400)가 연결되어 있다. 애완로봇 서버(300)와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의 단말기(
200)로는 개인용 컴퓨터,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이동전화, TV 등이 있으며, 사용자는 자신의 애완로봇(
100)의 데이터통신 인터페이스(180)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단말기(200)를 거쳐서 게임 서버(300)에 접속하여 먹이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사용자가 애완로봇 서버에 접속하여 애완로봇의 데이터통신 인터페이스(180)를 사용하여 서버로부터 먹이
나 앰플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즉, 도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용자가 게임 서버에 접속한 후(S610), 필요에 따라 애완로봇을 초기화(S620)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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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먹이를 다운로드한다(S630). 이 때, 먹이 다운로드에 성공하면, 파워에 일정량(△n)을 더한다(S640). 먹이 다운
로드에 성공한다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애완로봇에게 먹이를 다운로드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이미 애완로봇이 최고량
만큼의 먹이를 갖고 있는 경우나, 병에 걸려 먹이를 먹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먹이를 다운로드하더라도 파워를 증가
시키지 않는다.
    

다음, 사용자가 앰플 다운로드에 성공(S650)하면 파워에서 일정량(△m)을 뺀다(S660). 이 때 감해지는 일정량(△m)
은 먹이 다운로드시에 더해지는 일정량(△n)에 비해 큰 것이 바람직하다. 앰플 다운로드의 경우에도 다운로드가 성공
한 경우에만, 파워값이 변경된다. 즉, 애완로봇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앰플을 다운로드하려고 시도하더라도 다운로드가 
되지 않거나, 다운로드하더라도 파워를 감소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변경된 파워값이 나이를 증가시키는 데에 필요한 일정값(k) 이상인지를 판단한다(S670). 판단 결과, 
일정값(k) 이상이 되면, 애완로봇의 나이를 한 살 증가시키고(S680), 그렇지 않은 경우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간다.

나이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애완로봇이 나이 증가에 따른 특별한 동작을 하도록 할 수도 있다. 게임 서버에서 나이를 한 
살 증가시킴과 동시에 이 결과를 애완로봇에게 전송하여 애완로봇 내의 나이를 조정하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른다든지, 
특별한 춤을 춘다든지 하는 동작을 하도록 할 수 있다.

    
한편, 애완로봇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사용자와 애완로봇 간의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빨리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먹이를 다운로드하는 양 외에도 먹이를 다운로드하는 시간 간격을 파라미터로 추가하여 애완로봇
의 나이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게임 서버에서 각 애완로봇이 먹이를 다운로드한 최
종 시각을 보관하고 다음 먹이 다운로드까지의 간격을 계산하여 이 파라미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 애완
로봇은 동작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먹이를 소모하게 되므로, 자주 동작하는 애완로봇의 경우, 즉 사용자가 애완로봇과 
자주 놀아주는 경우에는 애완로봇을 동작시키지 않고 두는 경우에 비해 먹이의 소모량이 늘게 되고, 이에 따라 먹이를 
다운로드하는 간격도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똑같은 양의 먹이를 다운로드하여 일정한 파워에 도달하는 시간이 많은 
활동을 하는 애완로봇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애완로봇의 경우에 비해 짧아지게 되므로, 먹이와 앰플의 다운로드 횟수만
을 이용하여 앞서 설명한 방법에서와 같이 성장을 조절하도록 하더라도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반영되게 된다.
    

이상, 본 발명을 몇가지 실시예를 들어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지닌 자라면 본 발명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많은 수정과 변경을 가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것처럼 본 발명에 따르면, 적외선 발생 및 감지부와 모터구동부에 의해 장애물을 자동으로 피해가거나 물
체를 쫓아다니거나 할 수 있으며, 먹이 등을 제 때에 주지 않으면 진동모터(175)를 사용하여 부르르 떠는 등의 지능적
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애완로봇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가상 공간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애완로봇을 육성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여러 대의 애완로봇이 서로 경주를 한다거나 구역을 탈출한다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으므로 애
완로봇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후좌우 이동을 위한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모터구동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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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감지를 위한 적외선 발생 및 감지부와,

소리를 감지하기 위한 소리감지부와,

동작모드를 설정하기 위한 모드설정부와,

동작을 위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와,

상기 모드설정부에 의해 설정된 동작모드에 따라 상기 모터구동부와, 적외선 발생 및 감지부와, 소리감지부와, 모드설
정부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를 구비하고 있는 애완로봇.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터구동부는 정회전 및 역회전이 가능한 모터와, 모터의 축에 연결된 바퀴와, 바퀴의 방향을 바
꿔주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로봇.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설정부는 버튼이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버튼이 눌려진 회수에 따라 애완로봇의 동작모드를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로봇.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리감지부는

음향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주는 마이크와,

마이크로부터의 전기적 신호를 증폭하는 증폭기와,

증폭기로부터의 신호 중에서 고주파 성분만을 통과시키는 하이패스 필터와,

하이패스 필터로부터의 신호를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이 감지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하여 주는 변환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로봇.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소리를 발생할 수 있는 소리발생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로봇.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진동을 일으킬 수 있는 진동모터를 더 구비하고 있는 애완로봇.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일정 시간 동안 사용자가 먹이를 주지 않으면 메모리에 저장된 파워값을 줄여나가고,

상기 파워값이 일정 값 이하가 되면 상기 제어부는 상기 진동모터를 구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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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는 데이터통신 인터페이스를 더 구비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로봇.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통신 인터페이스는 적외선 통신 인터페이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로봇.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에는 애완로봇이 암컷인지 수컷인지를 나타내는 성별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며,

상기 모드설정부로 짝짓기 모드를 설정한 경우에는 상기 제어부는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상기 성별 데이터를 읽어내어 
데이터통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상대방과 주고 받은 다음에 상대방이 이성인 경우에만 짝짓기 동작을 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애완로봇.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짝짓기 동작은 암컷 애완동물은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수컷 애완동물은 감지되는 물체를 
쫓아 다니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로봇.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먹이가 들어올 때마다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파워값을 높여가고, 파워값이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나이값을 증가시키며, 상기 짝짓기 모드를 설정하였을 때에는 상기 나이값이 소정의 값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짝짓기 동작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로봇.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먹이는 상기 데이터통신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로드 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로봇.

청구항 14.

전후좌우 이동을 위한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모터구동부와,

앞면에 마련된 적어도 2개 이상의 적외선 램프 및 적외선 센서와, 바닥에 마련된 적어도 2개 이상의 적외선 램프와 적
외선 센서를 포함하는 적외선 발생 및 감지부와,

동작을 위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와,

상기 모드설정부에 의해 설정된 동작모드에 따라 상기 모터구동부와, 적외선 발생 및 감지부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로봇.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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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이동 도중에 상기 전면에 마련된 상기 적어도 2개 이상의 적외선 센서에 적어도 하나
의 센서에서 물체가 감지되면 상기 모터구동부를 제어하여 이동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로봇.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물체를 쫓아가는 도중에 상기 전면에 마련된 상기 적어도 2개 이상의 적외선 센서 중
의 어느 하나 이상에서 물체가 감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체가 감지되지 않는 센서가 위치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로봇.

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물체를 쫓아가는 도중에 상기 바닥에 마련된 상기 적어도 2개 이상의 적외선 센서 중
의 어느 하나 이상에서 물체가 감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체가 감지되지 않는 센서가 위치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로봇.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적외선 발생 및 감지부의 적외선 센서 및 적외선 램프 중의 적어도 하나에는 적외선 통신 모뎀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주고 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로봇.

청구항 19.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앞면에 마련된 상기 적외선 램프 및 적외선 센서를 통해 물체가 감지될 때까지 상기 모터구동부를 제어하여 방향을 전
환하도록 하며,

물체가 감지되면 그 물체가 있는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상기 모터구동부를 제어하며,

이동 도중에 바닥에 마련된 상기 적외선 램프 및 적외선 센서를 통해 검은 띠가 감지되면 상기 모터구동부를 제어하여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로봇.

청구항 20.

정회전 및 역회전이 가능한 모터와, 모터의 축에 연결된 바퀴를 포함하는 모터구동부와,

음향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주는 마이크와, 마이크로부터의 전기적 신호를 증폭하는 증폭기와, 증폭기로부터의 신
호 중에서 고주파 성분만을 통과시키는 하이패스 필터와, 하이패스 필터로부터의 신호를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이 감지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하여 주는 변환수단을 포함하는 소리감지부와,

음향발생기기와, 음원(音源) 소자를 포함하는 소리발생부와,

동작을 위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와,

상기 모드설정부에 의해 설정된 동작모드에 따라 상기 모터구동부와, 적외선 발생 및 감지부와, 소리감지부와, 모드설
정부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를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제어부는 소리감지부를 통해 소리가 감지되면 상기 소리발생부에서 일정한 속도로 음정을 높여가면서 일정 시간 
동안 소리를 내도록 제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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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 시간 후에는 소리를 멈추고 마찬가지로 일정한 속도로 가상적으로 음정을 높여가다가 상기 소리감지부를 통
해 소리가 감지되면 상기 모터구동부를 구동하여 상기 소리가 감지되었을 때의 음정에 대응되는 거리만큼 이동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완로봇.

도면
도면 1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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