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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tone Desgin 2014

~지능형 휴머로이드 로봇~

18조 별그들
정하상 고동완 김문기 김찬영 노승국 채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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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개요 (1)

• 지능형 로봇(Interlligent Robots)?

–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

로 동작하는 로봇

– 기존 로봇과는 다르게 ‘상황판단기능’과 ‘자율동작기능’이

가능한 로봇

• 상황 판단기능은 환경인식 기능과 위치인식 기능으로 나뉨

• 자율동작 기능은 조작제어 기능과 자율이동 기능으로 나뉨

1. 프로젝트 개요 (2)

• 프로젝트의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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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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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지능형 로봇 현재 전투용 로봇, 애완용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연구개발 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따라서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

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본 팀이 진행하는 프로

젝트는 지능형 로봇 중에서도 인간형 로봇

(Humanoid)에 관한 것이다.

3. 개발 내용 및 결과물 (1)

–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 환경은 Raspberry Pi 사용

• 운영체제로는 Raspbian

• 로봇의 시야 확보를 위해 Pi Cam 사용

그림 1. Raspberry Pi Model B 모형 그림 2. Pi 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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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

– 무선 통신 기술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 TCP/IP 소켓 통신을 통해서 로봇과 무선기기 간의 통

신을 구현

• 라즈베리파이에 외장 무선랜카드를 장착하여 라즈베

리파이를 서버로 활용하고, 안드로이드를 클라이언트

로 하여 명령어를 주고 받음

그림 3. 외장 무선 랜 카드 (IPTIME n100 mini) 및 장착한 모습

3. 개발 내용 및 결과물 (3)

– 엔터테인먼트 동작 연구 및 개발

• 로봇의 관절을 섬세하게 조작하여 국민체조 12가지

동작 구현

그림 4. 국민체조 연속 동작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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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 내용 및 결과물 (4)

– 미션 수행 알고리즘 개발

• 로봇이 지능적으로 임무 수행을 위한 AI 모듈

• 영상처리를 위한 영상처리 모듈

3. 개발 내용 및 결과물 (5)

–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 안드로이드에서 서버에 연결을 요청하고, 연결이 수락

되면 소켓이 소멸할 때까지 명령어 송/수신 가능

그림 5. 소켓 통신 과정 그림 6. 어플리케이션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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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 기능 및 구조 (1)

– 로봇 시스템은 [그림 7]과 같이 몇 개의 하드웨어와 6개의

소프트웨어 모듈로 구성된다.

그림 7. 시스템 구조도

4. 시스템 기능 및 구조 (2)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그림 8]과 같은 과정으로 동작한

다.

그림 8.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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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 기능 및 구조 (3)

–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그림 10]과 같이 구성된다.

그림 10.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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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활용/개발 된 기술 (1)

– AI 모듈 개발

• Mission Planning :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미션 수행계획을 생성하는 기능

• Mission Planning은 Global Planning과 Local Planning

으로 나뉨

그림 10. Global Planning 그림 11. Loc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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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활용/개발 된 기술 (2)

• 모든 동작의 기본적인 수행 흐름은 [그림 12]와 같다.

• 최종적으로 Global Planning으로 생성된 계획들이 하

나하나 수행이 완료되면 미션 수행이 완료

그림 12. 동작 수행 흐름

5. 활용/개발 된 기술 (3)

– 영상처리 모듈 개발

• 로봇의 영상을 데스크탑으로 전송한 뒤, 영상 처리 결

과를 로봇에게 보내주는 방식으로 진행

그림 13. Loc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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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활용/개발 된 기술 (4)

– 인드로이드 무선제어 UI 개발

• 안드로이드 버튼과 로봇의 행동 간의 명령어를 대응시

킨 뒤, 해당 버튼을 누르면 로봇이 버튼에 대응되는 행

동을 하도록 함

그림 14. 안드로이드와 로봇 간의 명령어 대응

6.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1)

• 청소 로봇, 교육용 로봇, 실버 로봇, 의료 로봇, 정찰 로봇 등

우리 실생활의 수 많은 분야에서 지능형 로봇들에게 직접적

으로 도움을 받고 있고, 앞으로 더욱 널리 공급 될 것이다.

• 미래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 등으로 인해 지능형 로봇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며, 인간의 실생활에 로

지능형 로봇이 밀접하게 파고 들 것이다.

• 로봇산업은 노동력 부족해결, 고령화 사회의 삶의 질 향상 등

의 현실과 맞물려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