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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과 OPRoS 를 이용해 DARwIn-OP 로봇을 제어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에 대해 연구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여 동작을 확인하였다. OPRoS 컴포넌트를 이용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되는 로봇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고, DARwIn-OP 에 적용하여 스마트

폰을 이용해 원격으로 제어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다. OPRoS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개발 시간

의 단축과 비용의 절감을 얻을 수 있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ARwIn-OP 의 머리, 팔, 다리를 
제어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머리에 장착된 웹캠을 이용해 DARwIn-OP 의 시야에 있는 물체를 확인하

였다. 
 

1. 서론 

로봇 어플리케이션의 손쉬운 개발을 위한 로봇 소
프트웨어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다[1]. 로봇을 프로그

래밍 할 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쉽게 다른 로봇

에 이식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호환성 문제는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 모듈에서 발생한다[1][2]. 로봇

을 개발할 때 처음부터 개발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

이 많이 소모된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
는 컴포넌트 기반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다[2]-[4]. 국내에서는 로봇 소프트웨

어 플랫폼의 표준화를 위해 지식경제부 주도하에 
OPRoS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다[4][5]. 
휴머노이드 로봇인 DARwIn-OP 에는 움직임을 제어 

하기 위한 에디터 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로 개발되어 처음 접하는 개발자가 개발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OPRoS(The Open 
Platform for Robotic Services)를 Linux 환경인 DARwIn-
OP 에 포팅하여 컴포넌트의 사용과 재활용으로 개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쉽게 개발 할 수 있다[6].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OPRoS 기반 
DARwIn-OP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어하는 어플리케이

션 구현과 동작을 확인한다. OPRoS 로봇 어플리케이

션은 기존에 공개된 컴포넌트들을 재사용하여 개발 
시간을 단축 시키고 필요에 따라 OPRoS 컴포넌트를 
개발하고, 각 포트와 연결하여 어플리케이션 전체를 
컨트롤 하는 메인 컴포넌트로 구성한다. 스마트폰에

서 DARwIn-OP 의 HTTP 서버에 접속하여 DARwIn-
OP 의 웹캠으로 캡처된 이미지를 전송 받아 스마트폰

에서 출력하는 기능으로 주변을 감시 할 수 있다. 스
마트폰과 로봇의 명령어 전송은 Wi-Pi 기반의 TCP 통
신 컴포넌트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한다. 
 
2. DARwIn-OP 와 OPRoS 컴포넌트 

2.1 DARwIn-OP 

그림 1 은 DARwIn-OP(Dynamic Anthropomorphic 
Robot with Intelligence – Open Platform)의 전체 모습이

다. DARwIn-OP 는 고급 연산 능력, 정교한 센서, 높은 
적하능력 및 많은 연구와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동적인 운동 능력을 가진 소형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

폼이다[9]. 

 
(그림 1) 휴머노이드 플랫폼 DARwIn-OP 

 
그림 2 는 DARwIn-OP 의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여준다[9]. 확장 입출력, 버튼, LED, 센서, 액츄에이

터와 같은 모든 장치는 다이나믹 프로토콜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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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렬 버스 네트워크에서 하위 컨트롤러로 연결된

다. 각 디바이스는 지정된 ID 를 가진 메모리 매핑 작
업 구조를 갖고 있다. 메인 컨트롤러를 위해 일반적

으로 넷북에 사용되는 인텔의 ATOM Z530 CPU 를 채
택했다. 서브 컨트롤러는 STMicroelectronics Cortex-M3 
STM32F103RE 를 사용했으며 Camera 는 최대 
1600x1200 화소인 2MP HD 웹캠을 사용하였다. Camera
는 초당 30 프레임이며 YUV 포맷을 사용한다. 메인 
컨트롤러는 USB 에 의해 서브 컨트롤러와 통신한다. 
모든 디바이스는 USB 장치로 캡슐화 되어있다[4]-[6]. 
 

 
(그림 2)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 

 
2.2 OPRoS 컴포넌트 

OPRoS 는 컴포넌트 기반 플랫폼으로 소스코드 재
사용성이 높아 비용절감과 개발기간 단축의 효과가 
있다. 컴포넌트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하지만 컴포넌트 구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쉽게 개발할 수 있다[7][8]. 

OPRoS 컴포넌트에서 서비스 호출 또는 데이터, 이
벤트 전송은 컴포넌트 사이의 포트를 통해 전달된다. 
컴포넌트는 서비스 포트, 데이터 포트, 이벤트 포트와 
같은 3 가지 포트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포
트를 통해 컴포넌트 메소드를 호출하고 멤버 변수에 
접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와 이벤트는 각
각 데이터 포트와 이벤트포트를 통해 전달 된다[7]. 
 
3. 스마트폰을 이용한 OPRoS 기반 DARwIn-OP 휴머

노이드 로봇 제어 

 
(그림 3) DARwIn-OP 프레임 워크와 Component 구조 

 
그림 3 은 DARwIn-OP 프레임 워크와 Component 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OPRoS Component 에는 총 6 개

의 Component 가 있다. 서보모터를 제어하는 
DARwInManipulatorComp 와 DARwInServoComp 가 있
고 DARwIn-OP 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DARwInMoveComp 와 머리를 제어하는 
DARwInPanTiltComp 와 TCP 통신을 제어하는 
TCPComp 가 있다. 
 

 
(그림 4) 스마트폰과 OPRoS 컴포넌트 기본구조 

 
그림 4 은 Android 와 OPRoS 로 구현된 스마트폰과 로
봇 컴포넌트 기본구조이다. Service Robot 에서 5 개의 
컴포넌트를 사용하였다. 전체를 제어하는 
DARwInMainComp 와 머리와 팔을 제어하는 
DARwInManipulatorComp 와 다리를 제어하는 
DAWrInMoveComp 가 있다. 이 세가지 컴포넌트를 제
어하기 위한 DARwInControlComp 가 있으며 통신에 
필요한 TCPComp 가 있다. Smartphone 에서 TCP 통신

을 통하여 보내진 명령어를 Service Robot 의 
TCPComp 에서 받아 DARwIn-OP 가 특정 동작을 수행

하게 된다. 또한 Service Robot 에는 구축된 HTTP 서버 
가 있으며 웹캠으로 캡처한 이미지를 HTTP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 캡처된 이미지를 Smartphone 에서 
HttpURLConnection 함수를 사용해 이미지를 전송 받아 
스마트폰에 출력한다. 
 

 
(그림 5)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그림 5 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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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DARwIn-OP 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받아온 이
미지를 스마트폰 상단의 화면에 출력하고 머리를 터
치하였을 경우 머리가 움직이며 팔을 터치하면 팔이 
움직인다. 다리는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버튼형식으로 만들었다. 
 
4. 구현 및 실험결과 

4.1 구현환경 
 

<표 1> 서비스 로봇과 스마트폰의 사양 

Service Robot Product Name DARwIn-OP 
Operating System Lubuntu 12.04 
Platform OPRoS 

Smartphone Product Name Galaxy S2 
Operating System Android 
Version 4.1.2(Jelly Bean) 

Network Wi-Fi 
 
표 1 는 서비스 로봇과 스마트폰의 사양이다. 본 논

문의 실험을 위한 실험 기기는 DARwIn-OP 를 사용하

였고 Operating System 은 OPRoS 가 설치되어 있는 
Lubuntu 12.04 버전을 사용하였다. 스마트폰은 
SAMSUNG 社의 Android SDK 4.1.2 “Jelly Bean” 버전인 
Galaxy S2 를 사용하였고 네트워크 환경은 Wi-Fi 망을 
사용하였다.  
 
4.2 구현 

 
(그림 5) 스마트폰을 이용한 로봇 제어 

 
그림 5 는 스마트폰으로 이용하여 DARwIn-OP 를 제

어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검은색 배경과 흰색 배경 부분으로 나뉜다. 검은색 
배경 부분은 DARwIn-OP 에 의해 보여지는 화면이다. 
DARwIn-OP 의 머리에 있는 웹캠을 이용하여 캡처된 
이미지를 스마트폰이 DARwIn-OP 의 HTTP 서버에 접
속하여 이미지를 받아 스마트폰 화면에 출력한다. 흰
색 배경 부분은 DARwIn-OP 를 제어하기 위한 부분이

다. 머리, 팔, 다리에 대한 이미지가 스마트폰 어플리

케이션에 출력되어 있다. 손가락으로 터치 하여 제어

하고 싶은 위치까지 손가락을 옮기면 DARwIn-OP 에

서 명령을 전송 받아 해당되는 부위를 움직인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OPRoS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제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OPRoS 컴포넌트를 활용하여 쉽게 
구현 할 수 있었다. TCPComp 컴포넌트는 스마트폰과 
휴머노이드 로봇과의 통신을 위해 직접 구현하였다. 
TCPComp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에서 휴머노

이드 로봇으로 명령을 전송하였다. 머리, 손, 다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논문에서 구현한 OPRoS 기반의 로봇 어플리케이션

은 다른 OPRoS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쉽게 적용 
시킬 수 있다. 또한 컴포넌트를 재활용하여 로봇 어
플리케이션의 개발 시간의 단축, 비용의 절감이라는 
장점을 갖는다. 
향후 에는 캡처된 이미지를 서버로 전송한 후 서버

에서 이미지 연산 후 결과를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보
내 특정 결과를 수행하는 클라우드 로보틱스 서비스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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