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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지능형 로봇(Intelligent Robots)은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로봇을 의미한다. 기존의 로봇과의 가장 큰 차별은 ‘상황판단기능’과 ‘자율동작기능’이 추가 

된다는 것이다. 상황판단 기능은 다시 환경인식 기능과 위치인식 기능으로 나뉘고, 자율동작 기능은 조

작제어 기능과 자율 이동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각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지능형 로봇은 의료용, 교육용, 국방용, 건설용, 가정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형

태와 용도 및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 될 수 있다. 인간형 로봇(Humanoid)을 사용하여 로봇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스마트폰과 로봇의 연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지능형 로봇은 전투용 로봇, 가정용 로봇, 애완용 로봇, 교육용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연구개발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크게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는 지능형 로봇 중에서도 인간형 로봇(Humanoid)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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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목표 

개발목표는 몇몇 로봇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다. 대회에서 주로 요구하는 

몇몇 임무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여러 환경의 변화와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로봇이 임무를 항상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많은 시행

착오를 수정 및 보완하여 성공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한다. 

 

각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세부 목표를 가진다. 

 

-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 무선 통신 기술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 로봇 모터 제어 모듈 개발 

- 제공되는 로봇으로 미션을 수행하는 적합한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 개발 

-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1  연구/개발 내용 

1.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 환경은 Raspberry Pi 를 사용하였고, 운영체제로는 Debian LINUX 기반의 

Raspberry Pi 전용 운영체제인 Raspbian 을 사용하였다. Raspbian OS 를 Micro SD 카드에 포팅하였

고, 이것이 주 저장장치이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임무를 수행하는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 

팀 명 별그들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2.0 2014-MAY-27 

 

캡스톤디자인 I Page 6 of 23 결과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그림 1. Raspberry Pi Model B 모형 

로봇의 시야 확보를 위한 카메라로는 Pi Cam 을 사용하였다. Pi Cam은 Raspberry Pi 전용 카메라로서 

손쉽게 연동이 가능하다. 

 

 
그림 2. Pi CAM 

 

위와 같은 환경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하여 몇몇 과정을 수행하였다.  

파이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커널 업데이트 및 UV4L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였다. 또한 

V4L2 기반의 OpenCV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에서 카메라 사용 

및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있다. 

다른 기기들과 통신하기 위해 무선 인터넷 환경을 구성하였다. 무선 환경 조성을 위해 외장 무선LAN 

동글을 추가적으로 장착하였으며, 이를 사용하여 무선랜을 사용할 수 있도록, Linux 무선 설정 문서인 

/etc/network/interfaces 문서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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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충격 및 플래시 메모리 사용에 따른 손실을 대비하여 커널 이미지를 백업하였다. 실제로 프로젝

트 진행 중, 커널 이미지가 손상된 적이 있으며, 커널 이미지를 통해서 이를 복구할 수 있었다. 

   

 

 

2. 무선 통신 기술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로봇과 Desktop PC 간 또는 로봇과 Android App 간에 통신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TCP/IP 의 Socket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이를 구현하였다.  

우선 모든 기기들이 동일한 네트워크상에 위치시키기 위하여 Egg 단말 또는 스마트폰 hotspot 기능을 

이용하였다. 각 기기들은 동일한 네트워크 선상에서 IP를 부여 받아 Server, Client 간 연결을 한다. 

 

로봇의�제어보드인�라즈베리파이에는�무선랜카드가�포함되어있지�않으므로,�무선랜�연결을�위해�외

장�무선랜카드를�추가로�장착하여야�한다.� �

�

� � � � � � � � � � �
그림� 3.�USB�동글� –�IPTIME�n100�mini�

�

기기로는 USB동글인 IPTIME n100mini 를 사용하였다. [그림 3] 와 같이 로봇에 장착하여 사용하게 된

다.  

로봇의 임베디드 보드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Server 역할을 하며, Desktop 과 Android App 은 

Client가 된다. Server 프로그램이 각각의 Client 를 구분하기 위하여, 각 Client는 통신을 시도할 때 

고유 식별자를 포함하여 Data 를 전송한다. Server 는 Data를 수신하면서 식별자를 분석하여, 어떤 

Peer 로부터의 연락인지 분석하고, 그에 맡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구현된 사항으로는 Desktop PC를 통한 영상처리 위임, Android App 을 통한 

영상 스트리밍, 로봇 원격 제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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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봇 모터 제어 모듈 개발 

1) 로봇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동작의 연구 및 개발  

휴머노이드 로봇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임무 수행을 위한 신체 동작 들을 연

구 및 개발한다. 동작을 개발할 때, 동작의 단위를 최소화하여 개발하도록 하였다. 동작의 목적이 분명

하고 간결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동작은 단 하나의 역할만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여러 동작을 조합함

에 따라 로봇이 좀 더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또한 로봇의 모터 제어 프로그램을 모듈화하여 손쉽게 컴포넌트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로봇 

동작을 개발하기 위하여 ㈜미니로봇 에서 제공되는 ‘Robobasic’ 언어를 사용하였다. 로봇 동작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한 후, 별도의 프로세스에서 작동시킨다. 개발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서 이 

프로세스와 통신하여 로봇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임무 수행을 위해 개발한 동작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동작 이름 목적 비고 

전진 달리기 로봇이 정면으로 빠른속도로 주행  

전진 걷기 로봇이 정면으로 주행  

왼쪽 회전 10도 로봇이 왼쪽 방향으로 회전함 10도 

왼쪽 회전 20도 로봇이 왼쪽 방향으로 회전함 20도 

왼쪽 회전 40도 로봇이 왼쪽 방향으로 회전함 40도 

오른쪽 회전 10도 로봇이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함 10도 

오른쪽 회전 20도 로봇이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함 20도 

오른쪽 회전 40도 로봇이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함 40도 

왼쪽 수평이동1 로봇이 왼쪽 방향으로 수평이동 함 3cm 

왼쪽 수평이동2 로봇이 왼쪽 방향으로 수평이동 함 5cm 

오른쪽 수평이동1 로봇이 오른쪽 방향으로 수평이동 함 3cm 

오른쪽 수평이동2 로봇이 오른쪽 방향으로 수평이동 함 5cm 

머리 이동 15가지 로봇이 고개각도를 조절하여 다양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음. 각각 세로로 3가지 방향, 

가로 5가지 방향을 조합하여 총 15가지 방향. 

 

앞으로 일어나기 로봇이 앞으로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남  

뒤로 일어나기 로봇이 뒤로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남  

왼발 공차기 로봇이 왼발로 공을 참  

오른발 공차기 로봇이 오른발로 공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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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발 계단 오르기 로봇이 왼발로 계단을 오름  

오른발 계단 오르기 로봇이 오른발로 계단을 오름  

왼발 계단 내려가기 로봇이 왼발로 계단을 내려감  

오른발 계단 내려가기 로봇이 오른발로 계단을 내려감  

왼발 한 걸음 전진 로봇이 왼발로 한 걸음 전진  

오른발 한 걸음 전진 로봇이 오른발로 한 걸음 전진  

   

   

   

 

2) 엔터테인먼트 동작 연구 및 개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요구하는 공모전 및 대회에 출전하기 위하여,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포함한 

동작을 연구 및 개발하였다. 로봇의 여러 관절을 섬세하게 조작하여 주어진 음악에 어울리는 연속된 

동작들을 개발하였다. 현재 개발된 동작은 ‘국민체조’ 동작이며 국민체조 음악과 함께 로봇이 국민체조

를 연속동작으로 표현한다. 

  

4. 제공되는 로봇으로 미션을 수행하는 적합한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 개발 

1) 로봇이 지능적으로 임무 수행을 위한 AI 모듈 개발 

로봇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때, 주어진 상황과 계획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게 하였다. 이를 구현

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Rule Based System 에 대해서 연구하고, 프로젝트에 유사하게 적용하였다. 

 

2) 영상처리를 위한 영상처리 모듈 개발 

 

- 로봇 내에서의 영상 처리 

OpenCV를 통한 Matrix 데이터를 카메라로부터 받아온다. 

이 후 Marix 데이터의 RGB 값을 통하여 색검출을 한다. 

검출된 색상을 통하여 AI모듈을 통한 동작을 구현한다. 

 

- 데스크탑에서의 영상 처리 

소켓을 생성한다. 

로봇과 소켓을 통하여 TCP/IP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소켓을 통하여 영상 데이터의 프레임을 전송 받는다. 

전송 받은 영상 데이터 프레임을 통하여 템플릿 매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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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된 결과의 중점 좌표를 소켓을 통하여 로봇에게 전송한다. 

이후 결과를 데스크탑의 화면에 가시화하여 띄워준다. 

 

 

5.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1) 원격 제어 

로봇을 서버로 하고,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이언트로 하여 로봇과 무선기기간의 소켓통

신을 구현한다. 

�
그림 4. 소켓 통신 과정 

 

[그림 4] 은 로봇과 안드로이드 간의 소켓 통신 과정이다. 로봇이 소켓 생성 후에 안드로이드의 연

결 요청을 기다리고, 안드로이드가 연결 요청을 하면 소켓이 소멸할 때까지 소켓 통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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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안드로이드�어플리케이션� UI�

�

[그림 5] 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실행화면이다. 포트넘버는 고정 되어 있고, Edit Text 부분

에 서버 측 IP를 입력하고, 서버 측에서 소켓을 열면, Connect 버튼을 눌렀을 때 소켓 연결 요청을 할 

수 있다. 소켓이 연결이 되면, 각 각의 버튼을 통해 서버에 명령어를 전송할 수 있다. 

 

2) 영상 스트리밍 

로봇이 카메라를 통해 보는 영상을 무선기기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하기 위해서, 로봇에 달린 라즈

베리파이의 Pi-Cam을 통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VLC를 통하여 실시간 스트리밍 한다. 

VLC를 통해서 스트리밍 영상의 포멧을 영상을 재생할 무선기기의 환경에 맞게 스트리밍할 수 있다. 스

트리밍한 영상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무선기기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리모트 컨트롤러 및 스트리밍 영상 플레이

어의 UI의 틀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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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설계도 

�

1. 임베디드�소프트웨어�구조도�

�

그림 6. 시스템 구조도 

 

로봇 시스템은 그림과 같이 몇 개의 하드웨어와 6개의 소프트웨어 모듈로 구성된다. 각각 모듈은 

독립적으로 동작하며 각 모듈의 세부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AI Module : 로봇의 의사결정을 주로 담당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여러 모듈들에 데이터를 요

청 

- Sensor Module : AI Module의 요청에 따라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 및 전달 

- Action Module : AI Module의 요청에 따라 로봇 모터의 제어를 담당 

- Network Layer : 외부 하드웨어와의 통신시 데이터를 규격화 하여 전달 및 수집 

- Image Processing Module : 영상 데이터를 입력 받아 영상을 처리함. 처리된 결과값을 되돌

려줌 

- Wireless Control Module :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로봇을 원격으로 관리 및 제어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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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흐름도 

 
그림 7. 시스템 Activity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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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ndroid App 구조도 

 

 
그림 8. Android App 구조도 

 

 

2.2.3  활용/개발된 기술 

1. AI 모듈 개발 

로봇이 지능적으로 동작하도록 하기위하여 Artificial Intelligence 의 Rule Based System 을 참조하였

다. 지식 베이스를 구성하고, 로봇이 주어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 지식베이스로부터 적절한 것

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Production Memory 구성 

각 rule 을 수행하는 function 형태 

 

- Working Memory 구성 

Status를 표현하는 방식을 Planning 결과에 대해서 Queue 형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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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ute 방식 

Planning 에 의해 생성된 plan 들을 실행 Queue에 순서대로 저장 

deQue 하여 얻어진 status에 match 되는 rule 을 production Memory 에서 찾아 수행 

 

위 와 같은 과정을 적용한 과정을 Mission Planning이라 명명하였다. 

Mission Planning 이란 미션 경기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미션 수행계획을 생성하는 기능이다. 

Mission Planning은 Global Planning 과 Local Planning으로 나뉘며, Global Planning은 미션 전체의 

수행 계획을 생성하는 것이고, Local Planning은 Global Planning으로부터 생성된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수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수행 계획이라 함은 하나의 단위로 분류할 수 있는 원자적인 

동작들을 순차적으로 수행하고, 그 수행결과 여부를 검사하는 부분까지 포함한다. 

�

그림 9. Global Planning 

�

그림 9의 <물건 배달 임무>는 미션의 예이다. 이 미션을 Global Planning을 통해 요청인식, 물건 

위치 확인, 물건 가져오기, 사용자에 배달 등의 수행계획이 생성 된다. 생성된 수행계획은 스케쥴링 큐

에 저장되어 각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시저가 순차적으로 호출된다. 

 

�

그림 10. Local Planning 

�

그림 10의 <물건 가져오기>는 Global Planning에 의해서 생성된 전체 수행 계획 중 한가지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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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물건 가져오기>를 수행하기 위한 Local Planning의 결과는 탐색, 이동, 획득의 과정으로 구성된

다. 하나의 과정이 복합적인 단위의 크기라면 그 과정을 또 더 작은 단위의 동작들로 구성하여 수행한

다. 

 

�

그림 11. 동작 수행 흐름 

�

모든 동작의 기본적인 수행흐름은 오른쪽 그림과 같다. 동작에 필요한 직접적인 계획을 준비하여, 

실제로 동작을 수행하고, 그 동작이 올바로 작동하였는지 결과를 검토하여 그 여부에 따라 다음 동작

의 프로시저로 진행될 수도 있고, 동작의 재수행 및 보정의 요구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Global Planning으로 생성된 계획들이 하나하나 수행이 완료되면 미션의 수행이 완료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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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처리 모듈 개발 

 
그림 12. 영상처리 모듈 

 

로봇이 지능적으로 동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된 AI 모듈의 판단 기준으로 영상처리 모듈을 개발한

다. 기본적으로 색 인식의 경우 로봇 내부의 라즈베리파이에서 처리하더라도 속도의 저하나 기타 에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처리하도록 한다. 하지만 패턴 인식의 경우에는 라즈베리파이에서 처리하

기에는 속도 저하 문제가 너무 심하였기 때문에 로봇의 영상을 스트리밍하여 데스크톱으로 전송한 뒤 

데스크톱에서 처리된 영상 처리의 결과를 로봇으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기본적인 데스크톱

의 영상처리 모듈은 그림 10과 같다.  

 

3. 안드로이드 무선제어 UI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서, 각각의 메뉴 액티비티 마다 로

봇과 소켓 통신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중에 서버를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접속

하는 서버의 IP 주소는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로봇과 무선기기가 

소켓통신으로 연결 된 이후에는 그림11과 같이 각각의 기능의 버튼과 로봇이 해당 명령을 수

행하게 하는 명령어(정수형)를 대응하게해서, 해당 버튼을 누르면 버튼에 대응되는 해당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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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안드로이드와 로봇 간 명령어 Sync를 맞춤 

 

 

 

2.2.4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1. 로봇의 임무 성공률 문제 

로봇이 임무를 수행할 때, 항상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로봇은 주어진 환경의 변화에 따

라 또는 예기치 못한 변수에 따라 기존의 성공케이스처럼 동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로봇이 임무를 수행하는 시연 환경은,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곳 뿐만 아니라, 각 대회마다 매번 다를 

수 밖에 없다. 로봇은 이런 환경적 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또한 이런 환경적 

변화에 대비하여도 예기치 못한 변수가 존재하여 그 결과를 바꾸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봇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적으로 각각의 step 들을 최대한 안정화

하는 노력을 하였다. 그에 따라 로봇의 임무 성공률을 최대한 높이는데 주력하게 되었고, 최적의 결과

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번 캡스톤 프로젝트 전시회 장소에서 미리 로봇의 임무수행을 진행하

는 등 환경적 변화에 대비할 것이다. 

 

2. 라즈베리파이에서 패턴 매칭의 속도 문제 

라즈베리파이의 700 MHz ARM1176JZF-S core CPU를 통하여 패턴매칭을 실시할 경우 O(n^3)

으로 매우 느린 처리 결과를 갖게 된다. 때문에 그에 따른 로봇의 판단과 동작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반면 네트워크 소켓 통신을 활용하여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를 데스크톱에서 처리

할 경우 약 15프레임 정도로 훨씬 빠른 영상 처리 속도를 보장할 수 있었다. 때문에 초기 계획과

는 다르게 데스크톱에서 영상 처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데스크톱에서 영상 처리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UI를 디자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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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결과물 목록 

2족 보행 로봇 구동체  

구분 내용 비고 

관절 20관절 2족 보행로봇 
 

제어모터 MRS-D2009SP 서보모터 x 19EA 
 

크기/중량 310x180x90mm / 1.5Kg 
 

콘트롤러 

MR-C3024FX 1EA 로봇제어보드 

24개 서보모터 동시 제어 
 

32개 입출력 포트(I/O), 3개 PWM 신호 포트 
 

8 채널 A/D 변환기능 
 

시리얼 제어 기능(VB,VC++ 제어가능) 
 

LCD 모듈 구동 명령 기능 
 

적외선 리모콘 입력 기능 
 

고속시리얼통신(UART) 기능 
 

플래시메모리 내장, Serial IF 케이블 다운로딩 
 

프로그램 
Robobasic MF 

 
PC측 운영체제 Windows2000 XP 이상에서 동작 

 
통신방법 PC와 로봇의 통신방법: RS-232C 또는 USB 

 
배터리 수소 니카드 1000mA 

 

센서 

기울기 센서(2축) 모듈 - 1SET탑재 
 

자이로 센서 모듈 - 1SET탑재 
 

적외선 센서 모듈 - 3SET탑재 
 

 

Raspberry Pi 

구분 내용 비고 

프로세서 

데이터시트 
BROADCOM BCM2835 PROCESSOR DATASHEET 

 

메모리 
512MB SDRAM 

 
  SanDisk 4GB Micro SD card  

 
Ethernet Onboard 10/100 Ethernet RJ45 jack on board 

카메라 Pi-cam V4L2 외장형 

USB 2.0 Dual USB Conn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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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비고 

Video Output 
HDMI(rev 1.3 & 1.4) Composite RCA ( PAL and 

NTSC)  

Audio Output 3.5mm jack, HDMI 
 

Onboard Storage SD, MMC, SDIO card slot 
 

Operating 

System 
LINUX  

Dimensions 8.6cm x 5.4cm x 1.7 cm  

 

 

소프트웨어 

구분 내용 비고 

임베디드 소프트

웨어 

임베디드 기기에서 동작할 소프트웨어. 모든 소프트

웨어를 총괄 
 

영상처리 모듈 PC 에서 영상처리만을 위한 소프트웨어  

Android App 로봇과 연동을 위한 App   

Robobasic 로봇 모터 제어를 위한 소프트웨어  

 

 

2.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청소 로봇, 잔디 깎기 로봇 등 현재에도 기능의 일부가 존재하는 로봇들로부터, 어린 아이들을 

교육시켜주는 교육용 로봇,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실버 로봇, 환자의 건강 관리를 

도와주는 의료 로봇, 부재 중에 집안을 감시하거나 방법 효과 등을 볼 수 있는 정찰 로봇 등 우리 실

생활의 수 많은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고, 앞으로 더욱 널리 공급될 것이다. 

미래사회는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지능형 로봇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화 ‘아이로봇’이나 ‘바이센티니얼 맨’ 등에서처럼 로봇들이 인간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파

고 들어 지능형 로봇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 할 것이다. 

이처럼 인간과 교감할 수 있는 수준의 진화된 지능형 로봇산업은 지식산업화와 노동력 부족해결, 

고령화 사회의 삶의 질 향상욕구 등의 현실과 맞물려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

로 들어 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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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평가 

 

3.1 구현 평가 

3.1.1  스마트폰과 연동 

로봇 시스템과 스마트폰 App 을 뎐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목표였던 기능은 크게 스마트폰 App

을 통한 로봇의 원격제어와 로봇이 카메라의 영상을 스마트폰에 스트리밍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기

능을 구현하는 것이다. 두 가지 기능 모두 구현하여 목표를 성취하였다. 

아쉬운 점은 영상을 스트리밍할 때, 영상 전송기법 및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영상의 frame rate가 낮

게 나온다는 것이다. 이 점을 보완한다면 좀 더 좋은 완성도를 가질 것이다. 

 

3.1.2  더 나은 성능의 영상처리 

2013년 지난 프로젝트에서는 하드웨어 사양이 부족하여 좀 더 고급의 영상처리 기법을 사용하지 못하

였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로봇 자체적인 영상처리에 더불어 Laptop PC 와 연동하여 OpenCV 영상

처리 기법을 적용하였다. OpenCV 영상처리 기법이 적용된 부분에 한하여 좀 더 정확하고 우수한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반면 아쉬운 점으로는, 로봇 대회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Laptop PC 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존

재한다. 그럴 경우 현재 구현상황으로는 OpenCV 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한 대안을 강구하여 

항상 안정적인 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생각한다. 

 

3.1.3  Raspberry Pi 에서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최근에 크게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SoC인 Raspberry Pi를 소형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였다. Raspberry Pi를 이용하여 로봇을 제어하기 위하여 Embedded 

Linux를 주로 연구하였다. Embedded Linux 에서 동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고, 필요에 따

라 여러 장치를 사용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Raspberry Pi의 기능 중, 

매우 한정적인 부분만을 다루었지만 목표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구현하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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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향후 계획 

이번 과제 이후로 개최되는 로봇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로봇대회에서 요구하는 미션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이번 

과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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