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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이번 1차 중간 보고까지의 목표는 다음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1) 장애물을 인식하고 장애물을 피해 목표지점까지 도달한다. 

2) 계단을 인식하고 계단을 오르고 내려간다. 

3) 로봇이 카메라로 받아들이는 영상을 핸드폰 화면에도 볼 수 있게 한다. 

 

1.1 예상 시나리오 

1.1.1  장애물 회피하기 

1. 로봇의 시야에 장애물이 인식되지 않으면 직진한다. 

2. 로봇이 장애물을 인식하면 장애물 좌, 우의 공백을 측정한다. 

3. 공백과 목표지점의 직선거리를 계산한다. 

4. 좀더 빠른 경로를 탐색하여 나아간다. 

 

1.1.2  계단 오르기 

1. 로봇의 시야에 계단이 인식되지 않으면 직진한다. 

2. 로봇이 계단을 인식하면 계단과 수직을 유지하며 다가간다. 

3. 로봇이 목 모터를 조정하며 계단에 최대한 밀착한다. 

4. 계단을 오르는 동작을 수행한다. 

 

1.1.3  핸드폰과 영상 연동 

1. 파이캠을 통해서 로봇이 보고 있는 영상을 촬영한다. 

2. 촬영한 영상을 VLC를 이용하여 라즈베리파이에서 스트리밍한다. 

3. 스트리밍한 영상을 안드로이드에서 재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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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측된 결과와 기존 결과 비교하기 

1.2.1  장애물 회피하기 

장애물 회피하기를 위한 대표적인 4가지 알고리즘과의 기록을 비교하여 성능향상을 증명한다. 

 

1.2.2  계단 오르기 

로봇이 특정 장애물을 발견하였을 때 로봇이 장애물을 피해서 지나갈지, 넘어서 지나갈지에 대

한 분기점을 두었다. 이러한 분기점에서 장애물을 넘어서 지나가는 경우를 계단 오르기라고 하였

고, 로봇은 장애물의 높이를 영상 인식하여 스스로 판단하며 나아간다. 계단 오르기에 대한 기존 

결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능 향상적인 측면이 아닌, 로봇이 장애물을 어떻게 지나갈지 판

단하는 여부를 가지고 성능 증명을 하도록 한다. 

 

1.2.3  핸드폰과 영상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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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베리파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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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리밍한 영상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무선기기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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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의 UI의 틀을 구현하였다. 

  

 방법 이동거리 이동시간 장애물과 최소거리 

기존 

알고리즘 

인공전위계 방법(APF

방법) 
5.94m 16.38초 0.54m(하), 0.49m(상) 

탄성력 방법(EE 방

법) 
6.13m 18.12초 0.73m(하), 0.72m(상) 

가상센서+ 인공전위계 

방법(APF_VS방법) 
5.95m 19.66초 0.58m(하), 0.50m(상) 

가상센서+ 탄성력 방법 

(EE_VS 방법) 
6.28m 18.56초 0.58m(하), 0.50m(상) 

    m(하), m(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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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로봇의 다양한 동작을 하기 위한 모터 제어 

1) 장애물 회피하기 

장애물을 인식하여 피하고 목표지점까지 달려가기 위한 동작을 구현한다.  

골반을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 구조가 없기 때문에, 방향을 틀어야 할 경우 정지를 하고 

원하는 만큼 회전을 한 후 다시 달리도록 하였다. 

  

2) 계단 오르기 

3cm 정도 되는 계단을 오르기 위한 동작을 구현하였다. 또한 계단을 내려갈 때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하였다. 

  

2.1.2  무선기기와의 연동 

무선네트워크로 로봇과 무선기기를 연결하고, 무선기기를 통해서 로봇이 카메라를 통해서 스트

리밍하는 영상을 보고, 로봇의 일부 기능을 원격으로 제어 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2.1.3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임베디드 보드인 라즈베리 파이에서 작동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임베디드 장치

를위한 운영체제를 사용한다. 임베디드 장치에서 주변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커널 업

데이트 등을 수행한다. 무선기기와의 연동을 위한 무선랜 환경을 구성하고, 임베디드 장치와 로봇 

하드웨어 간에 동기화를 위한 시그널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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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무선기기와의 연동 

로봇에 달린 라즈베리파이의 파이캠을 통하여 스트리밍한 영상을 무선기기를 통해서 볼 수 있

는 것까지 확인 되었고, 원격조종을 위한 메뉴 및 버튼 등 UI 일부 구현  

 

2.2.2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행하였다. 

- Raspian 운영체제를 SD 카드에 포팅 

- SD 카드 메모리 용량 확보를 위한 file system 확장. 

- 커널 업데이트 

- 카메라 장치 사용을 위한 uv4l 라이브러리 설치 

- V4l2 기반의 openCV 라이브러리 설치 

- 유/무선 인터넷 환경 구성 

- 장치의 고장을 대비한 커널 이미지 백업 

- 영상 스트리밍을 위한 vlc 설치  

-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ftp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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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로봇의 다양한 동작을 하기 위한 모터 제어 

1) 장애물 회피하기 

곡선주행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동작을 구현하려고 하였으나,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골반이 없어서 곡선주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전진달리기를 

멈추고 방향을 전환을 한 후에 다시 전진달리기를 수행한다.  

2) 계단 오르기 

제어 보드가 머리에 위치하여 무게중심이 높게 위치하여 다양한 동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계단을 오를 시에 팔을 벌리고 무릎을 구부려서 무게중심을 최대한 낮추었다.  

 

3.1.2  영상데이타 전송을 위한 처리 

영상처리를 위하여 카메라를 오픈하는 것과 영상전송을 위하여 카메라를 오픈하는 것이 동시에 

수행될 수 없다. 두 프로세스 모두 /dev/video0 의 장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한 프로세스가 

장치를 점유하면 다른 프로세스는 장치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상처리와 영상 스트리밍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상처리를 하는 단계에서 별도의 코드를 삽입하여 한 

스로세스에서 영상처리와 영상전송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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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영상처리 

지금까지 수행한 영상처리는 단일 픽셀 처리 기법으로 로봇의 시야에 들어오는 영상의 각 셀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방식이었다. 이 후 수행될 물체인식을 위해서는 좀 더 심화된 Template 

Matching 을 통하여 패턴을 인식하는 방법이 수행될 예정이다. OpenCV 의 cvMatchTemplate()란 

함수를 이용하여 소스와 템플릿의 상관계수 맵을 구한다. 그리고 이 맵에서 최대의 유사성을 

갖는 값을 cvMinMaxLoc()함수를 이용하여 찾는다. 여기서 처리된 데이터를 가시적으로 표현하여 

핸드폰으로 영상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한다. 

 

4.1.2  로봇 동작 

1) 물건 고르기 : 영상을 인식하여 고르고자 하는 물건에 다가가 잡을 수 있도록 동작을 만든다. 

장애물 회피하기에 쓰였던 보행동작과 물건을 잡기 위해 추가적으로 동작을 더해준다. 

장애물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다양한 잡기 동작을 만든다. 

2) 핸드폰과 제어 연동 : 핸드폰으로 지정된 번호를 전송하였을 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춤추기 동작과 덤블링과 같은 묘기도 추가한다. 또 기본적으로 좌우 방향 전환과 직진 후진 

같은 보행동작도 추가한다. 

 

4.1.3  로봇과 핸드폰의 제어 연동 

현재 무선기기에서 로봇이 스트리밍하는 영상을 재생할 때, 안드로이드 VLC 플레이어  

어플리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재생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에 구현해 놓은 리모트 컨트롤러 UI 에 맞게 각 

버튼들 마다 로봇에게 명령이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부여할 예정이다. 

 

4.1.4  물건 가져오기, 패널티 킥을 위한 수행 계획 

물건 가져오기 임무와 패널티 킥 임무를 위한 수행 계획을 연구한다. 수행 계획을 수립하여 이

를 로봇이 Mission Planning 할 수 있도록 지식 베이스에 저장한다. 지식 베이스로부터 Local Plan

에 따라 Match 하여 excute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실제로 로봇이 수행계획을 진행

하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정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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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로 및 건의사항 

5.1 애로 사항 

5.1.1  하드웨어 애로 사항 

제어를 처리하는 라즈베리파이가 머리에 위치하다 보니 무게중심이 높아지게 된다. 무게중심이 

높아지다 보니 여러 가지 동작을 하는 데에 있어서 무게중심을 잡는 것이 어렵다. 또한 머리 부

분이 커지다 보니 팔 동작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 

골반 쪽 모터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아 자연스러운 동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방향을 틀

어주기 위해서 걷는 동작과 방향을 전화하는 동작을 나눠서 수행해야 한다.  

 

5.1.2  소프트웨어 애로 사항 

영상처리를 위하여 카메라를 오픈하는 것과 영상전송을 위하여 카메라를 오픈하는 것이 동시에 

수행될 수 없다. 

 

5.1.3  한이음 공모대전 수상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