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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목표

1.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2. 로봇의 다양한 동작을 하기 위해 모터 제어

3. 로봇의 미션 수행에 적합한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 개발

4.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1) 시스템 기능 및 구조도 2.연구/개발 결과

- 로봇 시스템은 그림과 같이 몇 개의 하드웨어와

6개의 소프트웨어 모듈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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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흐름도 2.연구/개발 결과

센서데이터
요청임무 부여 Local Plan

수립
센서데이터

읽음
센서데이터

전송

영상 데이터
스트리밍

영상 처리
결과 전송

제어 신호
발생

동작 제어 영상 처리

End Program

센서 모듈

AI 모듈Action 모듈

Android 
Phone

Host PC

임무 미완수 임무완료

시작

종료

1) 기술적 요구 사항 3.배경 기술

1.개발환경

1) 운영체제
• Windows 7

• Ubuntu

• Raspbian

2) 컴파일 환경 및 언어
• G++

• GCC

• ARM cross compiler

• JAVA (Android SDK)

• 로보 베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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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적 요구 사항 3.배경 기술

2. 테스트 환경
• 메탈파이터

• Raspberry Pi

• 호스트 PC

•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1) 기술적 요구 사항 3.배경 기술

3. 개발 기술
1) Mission Planning

2) Three-Point Search 알고리즘

3) OpenCV 물체 실시간 탐색

4) 거리 측정 알고리즘

5)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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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적 요구 사항 3.배경 기술

1) Mission Planning

- 인공지능 개발기술

1) 기술적 요구 사항 3.배경 기술

2) Three-Point Search 알고리즘

- 로봇의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위한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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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적 요구 사항 3.배경 기술

3) OpenCV 물체 실시간 탐색

- 물체를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 사용

1) 기술적 요구 사항 3.배경 기술

4) 거리 측정 알고리즘

- 로봇이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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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적 요구 사항 3.배경 기술

5)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

2) 현실적 제약 조건과 해결 방안 3.배경 기술

1. 하드웨어
• 무선 인터넷 통신 장애

• 배터리 문제

• 동작 시 예외 상황

• 처리 속도 문제

2. 소프트웨어
• 물체가 중복되어 있을 때 구별하여 인식하기 어려움

• 시뮬레이션의 어려움

• 로봇과 안드로이드의 다른 개발 환경으로 인한 연동 문제

3. 기타
• 조명

• 시연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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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 름 역 할

고동완
§ Software Project Leader

§ Major Algorithm 수정 및 고도화

김문기 § Embedded System Programming

김찬영

§ Process Communication

§ Robot Motor Control Sub Manager

§ 한이음 공모전 출품 담당

노승국
§ Robot Motor Control Manager

§ 한이음 공모전 출품 담당

정하상 § User Interface 수정 및 고도화

5. 프로젝트 비용

항 목 예상치 (MD)

한이음 공모전 출품 20

Embeded System 수정 및 고도화 30

주요 알고리즘 수정 및 고도화 30

로봇 동작 제어 10

UI 수정 및 고도화 30

합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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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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