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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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제어 기능과 자율

이동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각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이러한 지능형 로봇은 의료용, 교육용, 국방용, 건설용, 가정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형태와 용도 및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 될 수 있다. 인간형 로봇(Humanoid)을 사용하여 로봇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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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지능형 로봇 중에서도 인간형 로봇(Humanoid)에 관한 것이다. 

�

1.2.1 경제적 관점 

지능형 로봇이 인간이 기피하는 분야(3D 분야)를 대체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에서 노동력 

공급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크고 작은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세계 최고의 유무선 인프라를 보유한 

국내외 여러 국가들은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차세대 핵심사업인 미래 로봇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지능형 로봇이 수천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기업 구글은 

최근 6개월동안 8개의 로봇 관련 회사를 인수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투자를 하고 있다. 지능형 로봇산업은 

첨단기술의 복합체로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수익이 큰 기대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

1.2.2 기술적 관점 

지능형 로봇 고유기술은 경량, 유연, 환경인식, 협조제어, 원격조작, 인간로봇 상호작용,로봇 지능 등이다. 

지능형 로봇산업은 현재 시장형성단계로, 기술선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며, 로봇 고유기술은 타 

산업 분야에서도 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신기술 분야의 기술융합에 따라 새로운 상품과 다양한 산업의 등장이 예상되며, 로봇 기술은 이러한 신

기술 분야의 필수적인 인프라에 해당된다. 지능형 로봇 기술은 지능화, 시스템화 기술로서 타 분야에 대한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임무를 수행하는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 

팀 명 별그들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4-SEP-18 

 

캡스톤 디자인 I Page 6 of 28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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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신기술 분야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지능형 로봇을 국가전략사업

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자국의 기술력을 과시 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지능형 로봇은 첨단 신기술의 복합체

로, 국가 미래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고 산업전체가 로봇화되는 로봇 융합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1.2.3 사회, 문화적 관점 

인터넷에서 네비게이션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신기술 개발에 기여해온 미국 국방부 고등기술개발국 다르

파(DARPA)는 최근 2013년 12월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DRC Trials)를 제안하고 이 대회를 통해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가정한 재난구조로봇대회로, 로봇이 사회적 이슈의 해결 방안으로서 큰 가

능성을 제시하였다. 현대 사회가 출산율 감소, 1인가구 증가 및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력 대체 및 

노인복지, 생활, 재활지원 로봇 등 미래 생산과 국민 복지 차원의 유일한 수요 대응책으로 인간과의 협업 

등 그 밖에도 일자리 창출 및 지속적 경제성장 면에서도 지능형로봇이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로봇은 인간과 같은 생활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 하므로 인간에게 친화적인 지능형 로봇이 출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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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개발목표는 각 주어진 미션에 대한 과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수행하는 것이다. 각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서 아래와 같은 세부 목표를 가진다. 

 

-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 제공되는 로봇들간 무선 통신 기술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 로봇의 다양한 동작을 하기 위해 모터 제어 

- 제공되는 로봇으로 미션을 수행하는 적합한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 개발 

-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

2.2 연구/개발 내용 

2.2.1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일반 Laptop 이나 Desktop 이 아닌 SOC 환경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다.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 환경은 Raspberry Pi 를 사용하며, Debian LINUX 기반의 Raspberry Pi 전용 운

영체제인 Raspbian 을 사용한다. Raspbian OS 를 Micro SD 카드에 포팅하여 사용한다. 

 

 
그림 1. Raspberry Pi Model B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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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pberry Pi 는 ARM 기반의 보드이다. 그 때문에 ARM 보드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

해서 Cross compiler를 사용한다. Laptop 에서 프로그래밍한 코드를 ARM LINUX Compile 하여 ARM 보드

의 Instruction Set 에서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변장치를 Raspberry Pi 와 연결하기 

위해서 각 장치의 IO핀을 GPIO핀에 연결을 한다. GIPO로 연결된 각 장치의 경로를 설정해준다면, 다른 

LINUX 계열 OS 를 사용하는 것처럼 입출력은 파일을 읽고, 쓰는 형태로 이루어 진다.  

이처럼 Embedded 장치에서의 개발은 많은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존재한다.. 

 

- Embedded 보드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해선 LINUX Kernel 에 대해서 연구하고 필요한 설정 

등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 외부 하드웨어를 주변장치로 사용하며 이를 위한 여러 API 들에 대해 연구 하여야 한다.  

- 배터리의 세기, 양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Real-time Processing 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한된 성능 내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을 하여야 한다. 

 

임베디드 장치의 특성상 비용, 장치의 크기, 발열문제, 안정성 문제 등도 고려될 수 있으나 소프트웨어 

개발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 하게 되면, 보

통의 Desktop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는 다른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

2.2.2 로봇의 다양한 동작을 하기 위해 모터 제어 

인간과 유사한 관절 구조를 가진 휴머노이드를 이용하여 인간과 비슷한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

한 동작들을 구현 하기 위해서는 각 모터들의 긴밀한 연동이 있어야 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서 베이직 기반의 Robobasic 언어를 이용한다. Robobasic 은 팔 다리에 있는 모터들을 그룹화 하여 제어 

할 수 있으며, 각 그룹 내 Robobasic 으로 움직임을 동기화하여 안정된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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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로봇의 동작제어 그룹별 구조 

�

로봇 동작제어에 사용되는 5가지 GROUP PART는 아래와 같이 5 PART로 그룹화되어 있다. 

 

PART1 – 왼쪽 다리 동작에 사용하는 5개모터 ( S0, S1, S2, S3, S4 ) 

PART2 – 오른쪽 다리 동작에 사용하는 5개모터 ( S18, S19, S20, S21, S22 ) 

PART3 – 왼쪽 팔 동작에 사용하는 3개모터 ( S6, S7, S8 ) 

PART4 – 오른쪽 팔 동작에 사용하는 3개모터 ( S12, S13, S14 ) 

PART5 – 머리 동작에 사용하는 2개모터 ( S10, S11 ) 

 

각 모터의 수치는 관절의 기울기 정도를 의미하며, 이 기울기를 이용하여 수용 범위내의 값을 주어 보

행, 물건 집기, 공 차기 등의 다양한 동작을 만들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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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로봇의 관절 모형 

 

그림 3과 같이 모터의 값을 가감함에 따라 모터가 한쪽 방향으로 돌거나 반대쪽 방향으로 돌게 된다. 

이 때 로봇이 서있는 가장 기본자세를 위한 영점 조정이 필요하다. 영점 조정을 통해 로봇이 서 로봇의 기

본자세를 정확히 구현해 놓아야 다른 여러 동작들의 제어가 정확히 이루어 질 수 있다.  

�

2.2.3 제공되는 로봇으로 미션을 수행하는 적합한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 개발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여 주어진 임무를 지능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이를 

위하여 카메라로부터 얻어진 영상을 분석하고 처리하는 영상처리기법과 이로 얻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지능

적 판단을 위해 인공지능기법을 적용한다. 

영상처리기법으로는 실시간 이미지 프로세싱을 중점으로 둔 라이브러리인 OpenCV를 사용한다. 유사성 

찾기와 최대값 찾기를 이용하여 물체를 인식한다. 임베디드 보드에서는 성능의 제약으로 인하여 OpenCV

라이브러리 처리 속도가 늦어 질 경우, 패턴 인식과 색 인식 등의 비교적 가벼운 알고리즘으로 물체를 인

식 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법으로는 탐색 기법, Logic, Rule Based System, AI Planning 등이 있다. 로봇은 탐색 기법으

로 목적지까지 최단 경로를 탐색하여 간다. Logic은 주어진 정보들로부터 fact를 추출하고 추론하여 판단한

다. 이러한 추론 방법들을 통합하여 Rule Based System의 지식 베이스를 구성한다. AI planning을 통해 로

봇이 스스로 스케쥴링을 할 수 있게 한다. 

 

2.2.4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무선네트워크로 로봇과 무선기기를 연결하고, 무선기기를 통해서 로봇이 카메라를 통해서 스트리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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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고, 로봇의 일부 기능을 원격으로 제어 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Java용 소프트웨어 개발툴 JDK, 안드로이드 개발툴 ADT, Java 개발환

경으로 Eclipse를 사용한다. 또한 안드로이드에서 영상을 스트리밍 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콘텐츠가 H.264 / 

AAC 코덱 Mp4여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오디오 및 비디오 코덱을 지원하며, IPv4 및 IPv6 

네트워크에서 스트리밍 서버로 활동할 수 있는 VLC 플레이어를 사용한다. 

�

2.3 개발 결과 

2.3.1 결과물 상세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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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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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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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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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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

�

�

그림 4. 시스템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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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로 동작하며 각 모듈의 세부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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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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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돌려줌 

- Wireless Control Module :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로봇을 원격으로 관리 및 제어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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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시스템 흐름도 

�

그림 5. 시스템 Activity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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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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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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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생활의 수 많은 분야

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고, 앞으로 더욱 널리 공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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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영화 ‘아이로봇’이나 ‘바이센티니얼 맨’ 등에서처럼 로봇들이 인간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파고 들어 지

능형 로봇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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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사회의 삶의 질 향상욕구 등의 현실과 맞물려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

오게 될 것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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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개발 환경 

l 운영체제�

- Windows7�:� 안드로이드와� Robobasic� 개발을�위한�운영체제�

- Ubuntu�:�GNU�리눅스에�기초한�컴퓨터�운영체제.�호스트� PC에�사용�

- Raspbian�:�Raspberry�pi� 에�사용되는�운영체제�

�

l 컴파일�환경�및�언어�

- GCC�:�GNU�C�Compiler,� 로봇�주된�제어는� C언어로�구현된다.�

- G++�:�GNU�C++�Compiler,�OpenCV�코딩�환경�

- ARM�cross�compiler�

- JAVA�

- Robobasic�:� 메탈파이터의�모터제어를�위한� basic�기반의�언어이다.�

�

3.1.2 테스트 환경 

l 메탈파이터�

- SERVO�MOTOR(MRS-D2009SP)�20개�

- SIZE�:�310x180x90�mm�

- WEIGHT�:�MAX�1.2�KG�(�in�6.0V�BATTERY�)�

- TORQUE�:�9kg�/�cm�

- RUNNING�TIME�:�MAX�50�MIN�

�

l Raspberry�pi�

- BCM2835�단일�칩�시스템�

- ARM1176JZF-S�700�MHz�프로세서�

- OS�:�Raspbian�

- 추가�장치� :�wifi� 스마트�USB�동글,�Pi�CAM�

�

l 호스트� PC�

- OS�:�Windows7�/�Ubuntu�

- openCV�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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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안드로이드�어플리케이션�

- 안드로이드 OS기반의 무선 기기 

- OS : Android 4.4 Kitkat 

- Android Developer Tool 

- ADK 

�

3.1.3 기술 연구 

1) Missio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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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수행 계획이라 함은 하나의 단위로 분류할 수 있는 원자적인 동작들을 순

차적으로 수행하고, 그 수행결과 여부를 검사하는 부분까지 포함한다. 

�

그림 6. Global Planning 

�

그림 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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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에 저장되

어 각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시저가 순차적으로 호출된다. 

 

�

그림 7. Loc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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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의 <물건 가져오기>는 Global Planning에 의해서 생성된 전체 수행 계획 중 한가지의 예이다. <

물건 가져오기>를 수행하기 위한 Local Planning의 결과는 탐색, 이동, 획득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하나의 

과정이 복합적인 단위의 크기라면 그 과정을 또 더 작은 단위의 동작들로 구성하여 수행한다. 

 

�

그림 8. 동작 수행 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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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동작을 수행하고, 그 동작이 올바로 작동하였는지 결과를 검토하여 그 여부에 따라 다음 동작의 프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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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적으로 Global Planning으로 생성된 계획들이 하나하나 수행이 완료되면 미션의 수행이 완료되는 

것이다. 

�

2) Three-Point Search 알고리즘 

로봇이 선을 따라 주행할 때, 주어진 선을 효율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Three-Point Search 기법을 사

용한다. Three-Point Search는 로봇이 카메라를 통하여 얻은 영상에서 선을 빠르게 탐색하여 로봇이 정확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알고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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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Three-Point Search 

�

그림 10의 로봇이 카메라로부터 얻는 화면이다. 로봇은 파란색 선을 추적하며 주행하여야 하고 노란색 

선과 빨간색 선은 경계선을 의미한다. 탐색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 화면의�영역에서�먼�곳의�영역은�탐색하지�않음�

- 선�전체가�아닌�일부분만을�탐색�

- 화면을�세로로�몇�구역으로�나누어�탐색할�확률이�높은�영역부터�탐색�

�

탐색 성능이 개선됨에 따라 로봇의 방향 결정이 신속해지고, 이는 로봇이 트랙을 이탈하지 않고 안정적

으로 선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

3) OpenCV 물체 실시간 탐색 

로봇과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어떠한 임무가 있을 때, 공통적인 선행 조건은 로봇이 물체의 앞에 정확하

게 도달하는 것이다. 로봇이 물체에 접근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

I. 물체를�탐색한다.�

II. 물체가�위치한�방향으로�몇�걸음�이동한�후�정지한다.�

III. 물체를�재탐색하여�방향을�보정한다.�

IV. II.�–�III.� 의�단계를�반복한다.�

V. 물체에�도달하였다고�판단되면�과정을�마친다.�

�

위 과정은 쉽고 단순한 과정이지만 정확도가 좋지 않고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부분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OpenCV 라이브러리를 활용한다. OpenCV(Open Computer Vision)

는 인텔이 개발한 오픈 소스 컴퓨터 비전 C 라이브러리 이다. 최적화된 C 언어로 작성되어 멀티코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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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실시간 연산이 가능하도록 연산의 효율성이 최대한 고려되었다. OpenCV 

라이브러리는 500개가 넘는 함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활용된다.  물체를 빠르

고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하여 색 추출, 패턴 매칭 등의 기법을 주로 연구한다. 

 

4) 거리 측정 알고리즘 

거리 측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로봇과 특정 지점, 물체와의 거리를 알 수 있다. 거리를 계산해내기 위

해서 카메라로부터 얻은 영상을 가상의 평면에 투영하여 삼각측량 기법을 적용한다. 

�

�

그림 10. 수직 거리 측정 

�

로봇의 키와 카메라와 물체와의 고개각도를 안다면 물체까지의 수직거리를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해 

낼 수 있다. 로봇의 키는 실측이 가능하며 고개의 각도는 물체가 화면에 위치한 픽셀의 좌표를 통해 구할 

수 있다. 픽셀의 좌표에서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 화면의 영상을 가상의 평면 c에 투영시킨다. 코사인 제2법

칙, 피타고라스의 법칙 등을 적용하여 평면 c에서 물체가 투영된 위치까지의 각도를 얻을 수 있으며, 기본 

고개각도와 더하여 총 고개각도를 구할 수 있다. 구한 고개각도와 로봇의 키를 이용하여 물체까지의 수직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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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수평 거리 측정 

�

로봇과 물체와의 수평거리는 삼각비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로봇의 전체 시야에서의 최대 수직거

리와 최대 수평거리를 미리 실측한 뒤, 물체까지의 수직거리에 삼각비를 적용하면 물체가 위치한 지점의 

수평거리를 얻을 수 있다. 얻어낸 수평거리에서 화면에서 물체의 x좌표를 통해서 실체 수평거리를 구할 수 

있다. 

로봇과 물체와의 수직거리, 수평거리를 통해 직선거리를 계산해 낼 수 있다. 

�

5)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목적은 로봇과 무선기기를 무선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무선기기를 통해서 로

봇이 카메라를 통해서 스트리밍 하는 영상을 보고, 로봇의 일부기능을 원격으로 제어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즈베리파이 환경에서 영상을 스트리밍 하기 위해서 VLC 플레이어를 사용할 예정이다. 

VLC 플레이어 리눅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맥 OS X, BeOS, 포켓 PC 등의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한다. 

다른 미디어 플레이어에 비해 하드웨어 요구사항이 낮고 고화질의 비디오 파일을 부드럽게 재생시킬 수 있

다. 또한 VLC는 RAR로 압축된 파일을 풀지 않고도 미디어 파일을 재생할 수도 있으며, 다운로드가 끝나지 

않은 파일의 내용을 미리 볼 수도 있다. VLC가 사용하는 코덱은 운영체제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를 이용해

서 라즈베리파이 환경에서 영상을 스트리밍하고, 이를 무선기기로 접근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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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VLC를 통한 스트리밍 구조도 

�

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l 무선�인터넷�통신�장애�

- 문제점� :�무선�인터넷의�연결�상태가�불안정할�경우� data�corruption과� data�loss�발생�

- 해결�방안� :�블루투스,�ad-hoc,� 와이파이�등�여러�연결방법을�실험하여�가장�신뢰성�있는�연결방법

을�선택�

�

l 배터리�문제�

- 문제점� :� 하드웨어의� 전력� 소모량이� 많아� 배터리의� 지속시간이� 짧으며� 배터리를� 사용할수록� 배터

리가�노후되어�지속시간이�더�짧아질�수�있음�

- 해결� 방안� :� 테스트� 시� 노후화된� 배터리를� 주로�사용하고,� 시연� 및� 전시� 중에는� 새� 배터리를�사용

함�

�

l 동작�시�예외�상황�

- 문제점� :�로봇이�동작하던�중에�무게중심을�잃고�넘어지거나�동작에�오차가�발생할�수�있음�

- 해결�방안� :� 로봇이� 넘어져도�다시�스스로�일어날�수� 있도록�프로그래밍�하며�많은� 실험을�거듭하

여�정밀한�동작을�만들어�오차를�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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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처리�속도�문제�

- 문제점� :� 하드웨어� 사양이� 부족하여� 영상� 처리� 속도가� 지연되어� 전체적인� 성능의� 하락이� 발생할�

수�있음�

- 해결�방안� :�호스트pc�를�배치하여�복잡한�영상처리는�호스트pc에서�처리하는�방법으로�성능�개선�

�

�

3.2.2 소프트웨어 

l 물체가�중복되어�있을�때�구별하여�인식하기�어려움�

- 문제점� :� 카메라에서�두� 물체가�겹쳐� 보일� 경우� 물체� 하나를�인식하지�못하거나�두� 물체를�하나의�

물체로�인식�할�수�있음�

- 해결�방안� :�OpenCV�의�패턴매칭�기법을�활용하여�물체를�구분하고�각각�구별된�물체에� Labeling�

하여�구분된�것을�기억하도록�함�

�

l 시뮬레이션의�어려움�

- 문제점� :�프로그램에�오류가�있을�때,�문제점을�발견하기�어려움�

- 해결�방안� :� 로봇� 모터� 제어� 부분과�프로그램�제어부분�등� 기능별로� 분류하여�프로그램을� 작성� 및�

테스트함�

�

l 로봇과�안드로이드의�다른�개발�환경으로�인한�연동�문제�

- 문제점� :�안드로이드�스마트폰을�통해�로봇의�제어를�위한�소프트웨어�개발시�개발환경이�다름�

- 해결�방안� :� 각각의�프로그램을�독립적으로�작동할� 수� 있도록�모듈화하고�주고받는�신호를�체계화

하도록�설계함�

�

3.2.3 기타 

l 조명�

- 문제점� :�영상처리는�빛의�세기,�반사�등에�민감하여�그�정도에�따라�실험에�영향을�줄�수�있음�

- 해결� 방안� :� 가급적� 테스트� 환경의� 빛의� 세기를� 일정하게� 하도록� 하며,� 카메라� 하드웨어� 설정에서�

노출�조절�기능을�활용함�

�

l 시연�공간�

- 문제점� :� 로봇이� 임무를� 수행하는� 시연� 공간의� 부피와� 그� 구성품의� 무게가� 상당함.� 또임무의� 개수�

만큼�경기장이�필요�

- 해결� 방안� :� 경기장을� 크기가� 작은� 나무판� 여러� 개를� 사용하여� 구성.� 이를� 통해� 휴대� 관리가�

용이하며,�나무판의�조합에�따라�경기장이�다양한�형태를�띌�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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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평가 

 

4.1 구현 평가 

4.1.1 스마트폰과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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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한 로봇의 원격제어와 로봇이 카메라의 영상을 스마트폰에 스트리밍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기능을 구

현하는 것이다. 두 가지 기능 모두 구현하여 목표를 성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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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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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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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처리 

기법을 적용하였다. OpenCV 영상처리 기법이 적용된 부분에 한하여 좀 더 정확하고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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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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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생각한다. 

 

4.1.3 Raspberry Pi 에서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 최근에 크게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SoC 인 Raspberry Pi 를 소형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였다. Raspberry Pi 를 이용하여 로봇을 제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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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에 따라 여러 장치를 사용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Raspberry 

Pi 의 기능 중, 매우 한정적인 부분만을 다루었지만 목표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구현하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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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고동완 
Software Project Leader 

Major Algorithm 수정 및 고도화  

김문기 Embedded System 수정 및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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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 프로젝트 비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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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1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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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7.1 개발 일정 

�

항목 세부내용 8월 9월 10월 11월 비고 

프로젝트 고도화 Embeded System 수정      

주요 알고리즘 수정      

UI 수정      

공모전 출품 공모전 출품      

공모전 심사     ` 

공모전 수상 Test      

�

�

� 개발계획서�

� 1 차�중간�보고서�

� 2 차�중간�보고서�

�

7.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공모전�출품준비�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수행�계획서�

2. Embeded� System� 무선� 통신� 모듈� 제어

프로그램�수정�

2014-08-20� 2014-09-18�

1 차�중간�보고�

산출물� :�

1. UI�수정�

2. 주요�알고리즘�수정�

3. 한이음�공모대전� 1,2 차�심사결과�

2014-09-03� 2014-10-03�

2 차�중간�보고�
산출물� :�

1. 한이음�공모대전�수상여부�
2014-10-04� 2014-10-17�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임무를 수행하는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 

팀 명 별그들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4-SEP-18 

 

캡스톤 디자인 I Page 27 of 28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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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보고서�

최종�보고�

산출물:�

1. 공모전�심사에�대한�결과보고서�

2014-10-18�

�

2014-11-21�

�

7.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고동완� 주요�알고리즘�수정�및�고도화� 2014 년� 9 월� 2014 년� 10 월� 30�

김찬영� 로봇�동작제어,�한이음�공모대전�출품� 2014 년� 9 월� 2014 년� 10 월� 30�

김문기� Embeded�System�수정�및�고도화� 2014 년� 9 월� 2014 년� 10 월� 30�

노승국� 한이음�공모대전�출품� 2014 년� 9 월� 2014 년� 9 월� 20�

정하상� UI�수정� 2014 년� 9 월� 2014 년� 10 월� 3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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