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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6년 구글이 인수･합병한 딥마인드 사(Deepmind)의 알파

고(Alphago) 등장[1-3]으로 기계와 인간의 대결 및 인공지능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였다. 알파고는 고수의 바둑기사들과 대

결을 진행하였고, 이세돌 기사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한 경기를 

제외하고 인간과의 대결에서 모두 승리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

여주었다.
알파고와의 대결의 결과는 인간과 상호작용 하는 지능형 로봇에 

대한 관심으로 계속해서 이어졌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 놀이 중 

하나인 알까기를 인간과 대결하는 지능형 로봇을 설계고자 한다. 
제작 기간과 완성도를 고려해 ‘학습형 인공지능’ 대신 모든 경로를 

비교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타격 경로를 탐색하는 방식으로 구

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안정적인 구동 및 완벽한 1대1 타격을 구현하면

서 완성도 있는 작품을 위해 구조를 수평 2관절 로봇의 형태로 설

계하고 DC모터 드라이버를 활용해 솔레노이드 출력 조절 회로를 

구성한다.
영상처리에는 픽셀기반의 이미지에서 기하학적 성분을 추출하

는 방법인 허프변환(Hough transformation)을 이용한다. 타격 대

상이 되는 돌(stone)과 돌의 중심을 인식하기 위해 허프변환 중 

원형 이미지를 검출하는 방법을 응용하여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허프변환 사용을 위한 함수의 매개변수를 조사하고 적용한다.
또한 알까기 게임 경기장의 경계를 검출하기 위하여 캐니엣지

(Canny edge)기법을 사용한다. 캐니엣지 기법은 물체의 경계를 

찾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1986년 John F. Canny에 의해 개발되었

다. 이 기법은 차량번호판 인식, 망막 혈관 추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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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까기로봇의 설계 및 해석
2.1 구동부

본 로봇의 구동을 위해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필요로 한다. 첫 

번째, 로봇의 관절을 움직여 특정한 위치로 타격점을 이동하는 이

동 기능이 필요하다. 두 번째, 경로 탐색 알고리즘을 통하여 계산된 

변수에 따라 파워를 조절하는 타격 기능, 마지막으로 처짐이나 진

동 같은 필연적 외란을 보정해주는 오차 보정 기능이 필요하다. 
위의 세 가지 기능을 2.1.1부터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2.1.1 이동부
본 연구의 알까기 로봇은 두 개의 관절의 각도를 조절하여 평면 

이동 및 높이 그리고 타격 각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로터리형 

5상 스텝모터와 RC서보모터를 사용하여 관절과 회전운동을 구현

하였고, 높이조절을 위해 리니어 액추에이터를 사용하였다. 평면운

동을 하는 두 개의 모터 중 어깨부분은 팔 전체의 무게를 지지해야

하기 때문에 로터리형 스텝모터를 선정하였다. 로터리형 스텝모터

는 축이 로터리로 연결되어 있어 무게가 분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서보모터나 일반적인 스텝모터보다 큰 하중을 안정적으로 구동하

기에 용이하다. 스텝모터와 축의 연결에는 스러스트베어링을 사용

하여 팔의 처짐을 방지하고, 회전운동을 원활하게 하였다. 팔의 전

체 형상은 Fig. 1과 같고, 액추에이터의 규격은 Table 1에 명시하

였다.

2.1.2 타격부(stone flicking part)
본 로봇은 타격부 상단의 모터를 통해 타격 각도를 조정한다. 

상단의 모터에는 RC 서보모터를 선택하였다. RC 서보모터는 스

텝 모터보다 여러 개의 모터를 제어하기 용이하고, DC모터보다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로봇 제어에 필요한 감속기, 제어기, 구동부 그리고 통신

부 등을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 제어하기가 간편하고, 브라켓을 

기성품으로 사용할 수 있어 RC 서보모터를 채택하였다. RC 서
보모터의 종류로는 현재 소형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각종 로봇 

대회에서 주로 사용되는 로보티즈(Robotis)[10]사의 다이나믹셀

(Dynamixel)을 사용하였다. Table 2는 채택된 서보 모터 다이나

믹셀의 MX-64R에 대한 규격이다.
실제 타격하는 부분은 3D프린터를 사용하여 제작했으며, 동력

을 전달하기 위해 솔레노이드를 사용하였다. 타격 파워 조절을 위

해 PWM (pulse width modulation) 제어를 이용하였고, 이 과정

에서 L298N 모듈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3.1.2에서 

다루고자 한다.
Fig. 2는 타격부의 3차원 모델링 형상이다. 이동부와 타격부는 

CAE 상용 프로그램인 ANSYS에서 해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 

및 제작하였다. 해석과 관련한 내용은 2.2에서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2.1.3 동작 시뮬레이션
동작 시뮬레이션은 인벤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인

벤터의 동적 시뮬레이션 기능을 사용하여 실제 움직이는 범위를 

궤적으로 나타내어 가용 범위를 확인하였다. Fig. 3에서와 같이 

제시된 시나리오로 로봇 팔이 움직인다. 완성된 모델링의 각 모터

에 토크와 속도, 각도 등을 입력한 후, 제시된 시나리오대로 작동하

도록 타격부의 궤적을 나타내었다.

Table 1 Specifications of linear guide in the R-bot 

Stroke (mm) 100

Max side force (N) 15

Back-drive force (N) 150

Fig. 1 Modeling of arm part of the R-bot by the Inventor

Table 2 Specifications of dynamixel (MX-64R) in the R-bot

Operation voltage (V) 12

Stall torque (N･m) 6

Load speed (RPM) 63

Fig. 2 Modeling of stone flicking part of the R-bot by the 
Inventor



Hee Seung Seol et al.

218

2.2 구조 해석
3D모델링 프로그램인 인벤터를 이용하여 FE 형상모델링을 하

였다.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 단순하게 모델링하여 ANSYS의 정적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로봇 팔의 처짐과 응력분포를 알아보았다. 
각 팔을 판 형태로 연결하였을 때 Fig. 4처럼 재료 자체의 처짐이 

크게 발생하여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고, 응력 또한 재료의 항복강도

를 고려한 안전계수 5를 초과하였다.
단면 2차 모멘트를 설계 매개변수로 정하고, 처짐과 응력을 줄이

는 정적해석을 진행하였다. Fig. 5에서 볼 수 있듯이 처짐량은 0.7 
mm로 해석되어 제 기능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대 주응력은 33.667 MPa로 항복강도를 고려하였을 때 안전계

수는 7.72로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전체 무게도 감소시켰다. 카메

라부와 모터 지지부도 정적해석을 진행하여 정적 안정성을 검토 

하였다. Fig. 6은 카메라부, Fig. 7은 모터지지부의 정적해석 결과

이며, Table 3에 명시하였다. 

2.3 설계구조 오차 보정
설계구조의 오차는 로봇 팔 자중에 의한 처짐, 스텝모터의 진동, 

리니어 액추에이터의 흔들림 현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이 중 

자중에 의한 처짐은 모터연결부와 RC 서보모터의 디스크에서 흼 

현상으로 발생하였다. 이를 줄이기 위해 가이드를 설계하여 디스

크의 휨에 의한 처짐을 줄이도록 보강하였다. 어깨 부분에는 스러

Fig. 4 Stress distribution and deflection of an initial arm model

Fig. 5 Improved stress distribution and deflection of the arm

Fig. 6 Stress distribution and deflection of supporting part for 
camera

Fig. 7 Stress distribution and deflection of supporting part for 
arm 

Fig. 3 Motion simulation of stone flicking part by the Inventor

Table 3 Results of static analyses by the ANSYS

Arm
(Before)

Arm
(After)

Camera
part

Motor
part

Maximum 
principal

 stress (MPa)
167.63 33.667 0.387 0.1419

von-Mises
stress (MPa) 96.798 23.306 0.412 0.1758

Deflection
(mm) 26.484 0.7325 0.0555 0.00017

Force (N) 1.21 1.32 0.756 1.8
No. of element 38,652 48,623 12020 45,326

Material AL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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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베어링을 사용하여 팔의 하중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지하였다. 
스러스트 베어링은 스텝모터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감소시키는 역

할도 하여, 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나사 풀림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리니어 액추에이터와 솔레노이드가 포함된 타격부를 박스

화하여 흔들림 현상을 해결하였다.

2.4 회로 설계
R-bot의 회로는 5상 스텝 모터의 회로와 다이나믹셀의 회로, 솔

레노이드의 회로 등 3가지로 구성[4]하였다. 제어기인 아두이노 메

가 2560 (Arduino mega 2560, 이하 아두이노)를 통해 스텝모터와 

솔레노이드에 신호를 전송하고, MAX495와 커넥터가 결합된 컨버

터 모듈을 이용해 다이나믹셀에 신호를 전송한다.
Fig. 8은 5상 스텝모터와 드라이버 MD5-ND14의 연결한 회로

도이다. R-bot은 1개의 5상 스텝모터를 사용하며 로봇팔의 평면 

2관절 중 어깨에 해당하는 관절 역할을 수행한다. 시계방향(CW)
과 반시계방향(CCW) 신호를 이용해 정회전과 역회전을 제어하며 

홀드오프 신호를 이용해 모터 정지 시 토크의 풀림 유무를 제어할 

수 있다. 사용자 제어기에 해당하는 제어기로 아두이노를 사용한

다. 전원은 솔레노이드와 같은 채널의 전원을 사용하며, 솔레노이

드의 작동 범위와 타격 파워를 고려하여 28 V, 2 A의 전원을 사용

하였다.
Fig. 9 다이나믹셀 회로도를 보여주고 있다. 다이나믹셀은 컴퓨

터에서 직접 컨버터 모듈을 이용해 연결된다. 컨버터 모듈은 USB
커넥터와 MAX485로 구성되며 MAX485는 R-bot의 제어 프로

그램인 C언어 기반 C#에서 보내는 신호를 다이나믹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호로 변경해 준다. 동일한 다이나믹셀 사이엔 4핀 점퍼

선을 통해 별도의 추가 배선 없이 호환이 가능하다. 전원과 접지 

사이에 바이패스 콘덴서를 설치함으로써 순간적인 전압변화를 막

아 신호가 안정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였다.
Fig. 10은 아두이노에 연결 된 L298N모터 드라이버와 솔레노

이드의 회로도를 나타내고 있다. L298N은 2개의 DC모터 혹은 

1개의 2상 스텝모터를 PWM제어하는 용도의 드라이버이다. 그러

나 R-bot에서는 아군의 바둑돌과 충돌후의 적군 바둑돌이 이동해

야하는 거리를 기준으로 타격 파워를 조절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한다. 솔레노이드는 전원이 인가되면 내부의 코일이 전자석이 되

어 봉을 축 이동시키고, 스프링 힘에 의해 되돌아가는 액추에이터

로 유도되는 자기장의 크기는 전류의 크기에 비례한다. 솔레노이

드에 인가되는 전압을 PWM 방식으로 조절하여 솔레노이드에 인

Fig. 8 Connections between 5-phase stepper motor and md5-nd14 driver

Fig. 9 Schematic diagram of the Dynamixel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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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는 전류를 조정해 솔레노이드가 돌을 타격할 때의 속도를 조

절할 수 있다. 타격되는 돌과 타격부의 질량이 일정하므로 속도 

제어를 통해 충격량을 조절할 수 있다.
Fig. 11은 아두이노에 연결된 모든 드라이버와 액추에이터 및 

센서 등을 보여준다. L298N과 MD5-ND14 드라이버, 충돌 센서 
및 리니어 액추에이터가 직접 연결 된다. 솔레노이드와 스텝모터는 

각 드라이버와 연결되며 외부전원(28 V, 2 A)을 인가한다. 충돌 

센서와 리니어 액추에이터는 아두이노에서 공급하는 5 V전원을 

사용한다. 충돌 센서는 로봇 팔이 원점으로 복귀할 때 5상 스텝모

터의 원점에 위치한다. 리니어 액추에이터는 로봇 팔이 이동 중에 

경기장의 바둑돌을 치고 지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타격부의 

높이를 조절하는 데 사용되었다.

2.5 역기구학
경기장 이미지 처리를 통해 얻은  좌표 값을 엔드이펙터로 

전달하고 각 관절의 모터 각도를 산출하기 위해 역기구학 해석[5]을 

수행하였다. Fig. 12는 R-bot의 수평 2자유도 로봇 팔을 도식화한 

것이며 이에 대한 모터각도는 아래 과정을 통해 해석[9]하였다.

       cos   cos  (1)

       cos   cos   (2)

식 (1), (2)를 제곱하고 더한 후 에 대해 정리하면

 

   
  



(3)

 ± 
 (4)

식 (3), (4)로부터 아크탄젠트 기호를 사용하여 를 계산한다.

    

 ± 




   
  



 

  
  



 (5)

식 (1)에서 는 두 각도의 합의 코사인 값이므로 삼각함수의의 

합차 공식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면,
 sin ±   sincos ± cossin

 cos ±   coscos ∓sinsin에 의해

Fig. 10 Schematic diagram of solenoid and L298N circuit

Fig. 11 Schematic diagram of the Arduino MEGA 2560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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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고

cos  
sin  

(7)

이며 여기서,      이다.
식 (7)의 두 변수를 아크탄젠트로 표현하여 다음을 얻는다.

    (8)

에 대해 정리한다.

       (9)

위 과정을 통해 어깨에 해당하는 5상 스텝모터의 각도 과 중간 

관절에 해당하는 RC서보모터의 각도를 기하학적인 방식으로 유

도할 수 있다. 은 PC에서 아두이노로 시리얼 통신을 통해 각도 

제어값을 전송해 제어하고, 는 PC의 C#을 통해 직접 제어한다.

3. 로봇 제어
3.1 제어 이론
3.1.1 다이나믹셀 제어

다이나믹셀[6-9]의 메인 컨트롤러 CH340 USB to RS485를 이용

하여 다이나믹셀의 옵션[10]인 식별번호(ID), 통신 속도(baud rate), 
컴플라이언스, PID 이득 등을 설정한다. Fig. 13과 같이 메인 컨트

롤러에서 다이나믹셀에 명령 패킷(instruction packet)을 전송한

다. 명령 패킷에는 ID, 목표 위치, 구동 속도 등에 대한 정보가 담

겨있다. ID는 각 다이나믹셀의 식별번호(1, 2)를 설정하며 목표위

치는 직관적으로 모터 디스크를 회전시킬 수 있고 구동 속도는 다

이나믹셀의 이동 속도를 설정한다. 데이지 체인 형식을 활용하여 

할당된 ID에 제어 각도와 이동 속도 등의 데이터를 나누어 받는

다. 모든 다이나믹셀이 데이터를 할당 받은 후 상태 패킷(status 
packet)을 다시 메인 컨트롤러에 전송하여 모터가 정상적으

로 구동되었는지 결과를 확인한다. 시리얼 통신의 통신 속도는 

1,000,000 BPS로 설정하여 고속으로 데이터를 송, 수신한다. 제
어 각도는 0~360°까지 제어할 수 있으며, 역기구학을 통해 산출한 

각도로 다이나믹셀을 제어한다.
컴플라이언스 옵션은 모터의 유연성을 나타낸다. Fig. 14를 보

면 컴플라이언스 기울기는 목표위치 근처에서 출력을 설정한다. 
컴플라이언스 마진은 목표위치와 현재위치의 오차를 의미한

다. 컴플라이언스의 세부 옵션 설정 중 하나인 “가장 유연하게

(Level-7)”로 설정하였다. 이는 다이나믹셀의 목표 값인 B와 C사

이에 도달하는데 가장 부드럽고 유연하게 이동한다.
Fig. 15에서 PID 이득[11]은 각 128, 32, 8로 중력에 의한 처짐이 

발생하여 비례항은 가장 높게 설정되었다. 적분항은 정상상태 오

차를 없애기 위하여 1/4 값으로 설정하였다. 미분항은 저속도로 

모터가 작동되므로 오버슈트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 가장 적은 값

을 사용하였다.

3.1.2 카메라 왜곡 보정
카메라를 통해 영상데이터를 받아오며, 카메라와 경기장 사이의 

Fig. 12 Schematic diagram of arm operation of R-bot with 2 
DOFs 

Fig. 13 Status functions by the Dynamixel

Fig. 14 Compliance graph of the Dynam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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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차이가 수직이 되지 못하고, 3차원 환경에서 2차원 영상 데이

터를 받아내기 때문에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작업[10-12]을 통해 보정 작업을 해야 한다. 카메라 보

정에서는 격자점이 존재하는 체스판과 같은 이미지를 이용하여 가

로, 세로 격자점에 개수를 설정한 후 그 개수를 토대로 격자점을 

찾아내어 영상 왜곡 보정을 진행한다. 기존 촬영환경에서 위와 같

이 이미지에 위치를 바꿔가며 캘리브레이션에 사용될 이미지가 준

비된 후 GML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매개

변수 값을 출력하고, 이를 C# 코딩에 적용하여 영상 데이터의 왜곡

을 보정하였다.

3.1.3 스텝 모터 제어
C#과 아두이노를 9,600 보드 레이트로 시리얼 통신하며, 역기구학을 

통해 계산된 값이 전송된다. 아두이노에 전송된 값은 MD5-ND14 
드라이버로 전송되며 드라이버의 설정에 따라 각도 값을 스텝 수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밀한 구동을 위해 0.36/위상의 분해능

으로 설정하고 펄스 사이의 지연시간을 조절하여 스텝모터의 구동 

속도를 제어[13-15]한다.
MD5-ND14는 추가적으로 홀드 오프 제어가 가능하며 이는 모

터 정지 시 토크를 유지할 것인지 힘을 풀어버릴지를 결정한다. 
R-bot의 로봇 팔은 타격지점에서 멈춘 뒤 타격 동작이 행해지므로 

정지 시 토크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3.2 소프트웨어
3.2.1 구동 알고리즘

기존 촬영 환경에서 영상 데이터를 받아온 후, 크기가 240×240 
픽셀이 될 수 있게 변환 한다. 변환된 영상을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작업 및 퍼스펙티브 변환을 통해 왜곡을 보정한다. 최종적으로 이

미지 처리가 끝난 영상을 토대로 허프변환[16] 기법과 캐니 엣지 

기법, 이진화 작업 등을 통해 타격하고자 하는 돌(원 모양)을 구별

하여 적군과 아군을 인식한다.

적군과 아군을 인식한 후 경로 알고리즘을 통해 가장 최적의 타

격 효율을 자랑하는 적군 및 아군 세트를 선별한다. 선별된 적군, 
아군 세트의 좌표를 토대로 액추에이터가 그 좌표로 갈 수 있도록 

처리한다. 액추에이터와의 통신을 위해 아두이노와 PC의 연결 후 

좌표를 토대로 처리된 값들을 RS-232 시리얼 통신을 통해 아두이

노로 보낸다. 이 기구는 액추에이터 간 시간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리얼 통신으로 보낸 값들을 토대로 액추에이

터가 제어되는 시점 사이들에 시간 지연 함수를 적용하여 타격 구

동 작업을 원활하게 한다. 최종적으로 타격부에 장착된 솔레노이

드로 타격한다.

3.2.2 이미지 처리
퍼스펙티브 변환을 마친 영상 데이터에서 경기장 끝 모서리들의 

Fig. 16 Application of camera calibration

Fig. 15 PID gain graph of the Dynam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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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을 조사하여 그 픽셀을 토대로 이미지를 사각형으로 펴는 작

업을 진행한다. 이 작업을 통해 영상 데이터에서의 경기장을 완벽

한 사각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허프 변환을 사용하여 바둑 돌들의 

좌표를 보다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다.
돌들을 구별하는 작업에서 사용된 이미지 처리 기법[17-20]은 캐

니 엣지, 허프 변환 기법, 이진화 기법 등이 있다. 영상에 이진화 

작업을 시행하여 영상에 검은색 돌 부분만 검게 하고, 나머지 색 

계열은 전부 흰색으로 치환시킨다. 다음으로 허프 변환 기법을 사

용하여 검은 돌에 좌표를 획득하고, 캐니엣지 기법[15]을 통해 돌들

의 윤곽선만 나타나게 한다. 마찬가지로 허프 변환 기법을 통해 

모든 돌들의 좌표를 획득한다. 만약 아군 돌이 흰색일 경우 모든 

돌의 좌표에서 검은 돌의 좌표를 제외시켜 흰 돌에 좌표를 얻을 

수 있다. 

3.2.3 경로 탐색 알고리즘
앞서 이미지 처리 과정을 통해, 적군과 아군 돌의 좌표를 얻어낸 

후, 이제 타격하기에 최고의 효율을 가진 적군과 아군 세트를 찾아

내야 한다[21-24].
적군 돌 하나와 아군 돌 하나가 이루는 직선을 찾아내어 이 직선

이 경기장의 어느 면을 지나는지 알아낸다. 그리고 직선상에서 아

군 돌과 적군 돌의 거리(= Dist1) 및 적군 돌과 경기장 가장 자리

까지의 거리(= Dist2)를 조사하여 새로운 평가 값을 만든다(평가 

값 = 100000 – 10*Dist1 – 20*Dist2). 모든 적군과 아군 세트를 

조사하여 평가 값이 제일 큰 세트를 최적의 효율을 가진 적군과 

아군 세트로 선정하여 그 돌들의 좌표를 토대로 타격을 진행한다. 
평가 값이 클수록 최적의 효율을 가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Dist1
보다 Dist2에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실제 실행을 하면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동일한 직선상 거리를 가지고 있는 세트이어

도 가장자리와 적군 돌의 거리가 짧은 세트가 더 높은 평가 값을 

가져 우선적인 타격의 대상이 된다. Fig. 20과 같은 알고리즘이 진

행된다.

3.2.4 R-bot의 GUI (Graphic User Interface)
R-bot의 GUI는 Fig. 21과 같이 제작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좌측 

상단에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받아오는 캡처 화면이 있다. 우측 중앙

에 경기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타이머 작동에 의해 15초에 시간

이 카운트되고 시간이 끝나게 되면 R-bot은 자신의 차례로 간주하

여 타격을 시작한다. ‘캡쳐캘리리뷰케니’ 버튼을 통해 화면을 캡쳐

하고 영상 데이터를 이미지 처리한 후 ‘다이나믹셀’ 버튼으로 다이

나믹셀 모터를 작동시킨다. ‘아두이노’ 버튼을 누르면 RS-232 시리

얼 통신을 통해 아두이노에 시리얼 값들을 보내고 이 값을 토대로 

5상 스텝모터와 리니어 액추에이터, 솔레노이드가 작동한다. 마지

막으로 모든 타격 과정이 끝나게 되면 아두이노에서 특정 시리얼 

Fig. 20 Optimal path searching algorithm of the R-bot

Fig. 17 Video data after resize and perspective

Fig. 18 Video data after Canny edge

Fig. 19 Video data after binary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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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PC로 보내 ‘리턴’ 버튼이 눌리게 되어 액추에이터들이 초기 

상태로 복귀한다. 

4. R-bot 제작
실제 R-bot은 대부분 알루미늄 강판을 가공하여 제작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작한 최종 형상은 Fig. 22와 같다. 프로파일을 이용

해 경기장 전체를 촬영할 수 있는 높이에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촬영한 화면을 이용하여 영상처리를 하였다. 로봇팔의 높이는 타

격부가 경기장에 닿지 않게 적절한 높이로 설계하였다. 로봇팔의 

처짐을 보완하기 위해 간단한 지지대를 설치하였고, 타격부의 흔

들림을 보완하기 위해 박스화를 진행하였다. 타격부의 360도 회전

을 위해 적정 길이의 배선을 하였으며 합선 방지를 위해 고무케이

블을 사용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지능형 로봇을 설계 및 제

작 하여 알까기 게임을 위한 알까기 로봇 설계 및 제작을 진행하

였다. 제작 전 단계에서 기구학 및 구조해석을 통해 획득된 해석

결과를 제작설계에 반영을 하였다. 각 관절 모터에 부가되는 하중

을 계산하고, 동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액추에이터의 사양을 선정

하였다. 또한, 실물 제작 전에 인벤터와 ANSYS 등 CAE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응력집중이나 예상 처짐 그리고 간섭 유무 

파악한 후 R-bot을 제작하였다. R-bot을 실제 제작 후에 발생하

는 처짐은 추가설계를 통하여 보정하였다. PWM방식으로 솔레

노이드를 제어해 가까운 목표는 약하게 먼 목표는 강하게 칠 수 

있도록 하였다. 설계한 로봇 팔에 역기구학 해석을 통해 닫힌 해

를 유도하였고, 팔의 처짐을 고려한 오차 보정을 진행하였다. 카

메라 자체의 왜곡으로 인한 오차는 격자무늬를 이용한 캘리브레

이션을 통해 보정하였다. OPEN CV를 이용해 경기장 내에 있는 

바둑돌의 위치 및 색을 판별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최적의 타격 

경로를 탐색하는 알고리즘을 구성하였다. 경로 사이에 방해되는 

돌이 있는 경우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며 선택된 경로를 적정 파

워로 타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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