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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성인들 에서도 취미로 가지고 노는 장난감 즉 ‘키덜트 장난감’의 심도가 증가하는 추세이

다. 그 에서도 높은 매출 상승세를 보이는 RC카와 VR은 지속 으로 시장규모를 성장시키기 해서  

추가 인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그러므로 본 로젝트는 두 아이템을 융합하여 차별  콘텐

츠가 있는 RC카 개발을 목표로 한다. VR기기 상을 보면서 컨트롤러로 RC카를 조종하는 구성이며, 
특징 인 콘텐츠로는 OpenCV 컴퓨터비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트랙내의 차선, 표지  등을 인식하고 

안 주행 수를 평가하는 Score모드가 있다. 결론 으로 RC카와 VR을 동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인 본 

로젝트는 높은 H/W 독립성, 확장성을 가지며, S/W 으로는 혼합 실  요소를 체험할 수 있다. 나
아가 사회 인 의미로 여러 세 가 함께하는 유익한 놀이 콘텐츠의 활성화를 기 할 수 있다.

그림 1. 키덜트 상품 매 황

그림 2. VR기기 단  통계

1. 서론

 최근 문화  여가활동을 즐기는 성인들 에서도 취미

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경향이 에 띄게 증가하 다. 

이에 따라 아이들의 유물이라고 여겨졌던 장난감은 더

이상 아이들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아이들 같은 감성과 

취향을 지닌 어른. 이른바 ‘키덜트족’이 늘어남에 따라 그

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인 ‘키덜트 장난감’에 한 심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키덜트 장난감  가장 높은 매출을 보이는 상품은 단연 

무선조종 장난감이다[1]. 자동차나 보트, 최근엔 드론까지 

무선조종 장난감의 종류는 다양해졌고 이미 많이 상용화 

되었다. 

 그러나 큰 매출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단순조종 이외에 

새로운 기능  콘텐츠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비슷한 경

향을 보이는 키덜트 장난감으로는 VR이 있었다. RC카와 

마찬가지로 높은 매출 상승세를 갖고 있었지만 역시 콘텐

츠의 부재 문제를 겪고 있다.[2]

 두 아이템 모두 지속 인 시장상승세를 이어가기 해서

는 추가 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시 이라고 단된다.  

 이러한 시장조사를 근거로, 본 로젝트는 두 아이템을 

융합한 증강 실 RC카를 개발함으로써 콘텐츠 부재의 단

 극복을 목표로 한다.

2. 시스템 기능

 시스템 기능은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 리 이

션을 통해 이루어진다. 크게 주행모드설정 2가지와 부가

인 기능 3가지로 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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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PP 구성도

(a)

(b)

(c)

그림 6. (a)원본 상, (b)Gray Scale, (c)Canny

그림 3. 시스템 기능 구성

그림 5. 체 구성도

 먼  주행모드 설정  Score Mode는 VR을 보며 지정

된 트랙 내에서 RC카를 조종하게 된다. 추가 으로 주행 

 차선, 표지  등 객체를 인식하여 상에 3D객체로 출

력해주는 증강 실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주행을 완료했

을 경우 이러한 인식 결과를 토 로 얼마나 안 하게 주

행하 는지에 해 수로 환산하여 보여 다.

 Normal Mode는 인식 기능을 제외하고 단순히 VR을 보

며 RC카를 조종하는 자유로운 모드이다.

 부가 인 기능  Rank는 Score Mode에서 기록된 수

DB를 기반으로 순 를 보여 다.

 Information은 RC카 사용법과 APP내 메뉴에 한 설명

을 볼 수 있다.

 Credit는 로젝트의 개발자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페이

지이다.

3.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동작을 해 가장 먼  VR어 리 이션이 RC카

와 통신할 수 있도록 포트 연결과 닉네임 입력을 실시한

다. 그 후 메뉴에서 원하는 모드를 선택한다. 상이 출력

되는 것을 확인 후 스마트폰을 삽입한 VR기기를 착용하

게 되면 시스템 동작 비를 완료한 상태가 된다.

 앞서 언 한 비를 마친 후 컨트롤러를 조종하면 RC카

가 동작하게 된다. RC카 동작 시 컴퓨터비 을 통해 실시

간으로 주행 화면을 분석한 상이 어 리 이션으로 

송된다. 주행  고개를 움직이면 스마트폰 내의 모션센서 

값에 따라 카메라 각도가 바 는 원리로 헤드모션을 구

한다.

4. 주요 알고리즘

 주요 OpenCV알고리즘은 차선인식[3]과 표지 인식 로직이 있다. 

차선인식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먼  수집된 RGB 상을 

Grayscale 상으로 변환 후 다시 Canny 상으로 이진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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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ROI 역

그림 8. 검출된 주행 차선

그림 9  HSV값 범  정의

그림 10. 최  픽셀 우선 알고리즘 실행

(a)

(b)

 검출된 직선 성분  하단의 사다리꼴 모양으로 좌, 우 

차선의 ROI(Region Of Interest)[4]를 각각 설정한다.

 ROI 역내의 들어오는 성분들  직선성분만을 Hough 

Transform을 이용하여 검출한다. 마지막으로 직선성분들 

 좌측 차선은 95~160도, 우측은 30~105도의 기울기를 가

진 성분만 검출하는 기울기필터를 용한다. 좌, 우 차선

이 모두 정상 으로 검출된다면 차선 내에서 주행 이라

고 단한다. 검출이 성공한 상은 그림 7와 같다.

 표지 인식 알고리즘은 RGB detection[5]을 기반으로 한

다. 사 에 각각의 표지 , 신호의 HSV값 범 들을 정의

한다.

 수집된 RGB기반 상을 HSV화 시킨다. 그 후 사 에 

정의해놓은 HSV범 들을 실시간으로 검출한다. 검출된 

HSV들 에서도 가장 높은 픽셀 값을 보이는 객체가 더 

방에 있다고 가정하므로 해당 HSV에 해서만 알고리

즘을 시작한다. 

 가장 검출 픽셀 값이 높은 HSV 역을 화면 내에서 

ROI(Region Of Interest) 로 설정한다. 설정된 ROI에서  

다른 HSV값, 즉 표지  내부 내용 HSV를 기 으로  두 

번째 검출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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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림 11. (a)원본 상, (b)첫 번째 HSV의 ROI

(c)두 번째 HSV

그림12. 인식된 표지

  다른 HSV 성분 값 검출이 성공하면 객체크기에 맞는 

Circle과 Text객체를 화면에 출력한다. 

5. 알고리즘 한계와 개선방안

 제한 인 트랙내의 주행 상황이라면 문제없이 알고리즘

이 동작한다. 그러나 새로운 트랙의 도입이나 몇 가지 환

경 인 요인이 발생한다면 알고리즘의 한계 이 나타난다.

 차선인식의 한계 을 살펴보면 곡선을 고려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완만한 곡선이라면 충분히 ROI 역이나 기울기 

필터의 범  내에 인식이 가능하다. 그러나 커 구간이 

있는 트랙 내에서 주행할 시 곡선을 인식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곡선인식에 해 추가 인 허 변환 

알고리즘을 용하고 새로운 ROI와 기울기필터의 용이 

요구된다.

 표지  인식의 한계 은 조명에 따라 인식 알고리즘의 

성능 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다. HSV의 범 가 어느 

정도의 조명 변화에는 인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흰 조명 아래라는 제한을 두었을 경우

이다. 노란 조명을 사용하거나 햇빛이라는 변수가 생긴다

면 인식성능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그

러한 변수에도 성능을 유지하기 해서는 다양한 경우의 

HSV값 데이터를 군집화하여 인식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머신러닝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6. 기 효과  의의

 본 로젝트의 기 효과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부분으로 나  수 있다. 먼  하드웨어 인 기 효과로는 

RC카와 VR기기를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기존과 다른 키

덜트 장난감이라는 차별성이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스

마트폰이 안드로이드 버  4.3이상만 된다면 RC카 상을 

시각화할 수 있으며, 삽입형 VR기기라면 어떤 것을 사용

하든지 무방하다. 따라서 하드웨어들 간 서로 독립성이 높

고 일부 하드웨어의 교체나 새 콘텐츠 업데이트 등의 유

지보수와 확장이 용이하다.

 소 트웨어 인 의 특징으로는 VR로 시각화되는 

상은 표지 , 신호등과 같은 사물을 인식하거나 측정된 

수 등을 3D객체로 보여 다는 이다. 이러한 증강 실 

요소를 VR기기로 보는 것은 혼합 실과도 연 성이 있다. 

따라서 최신기술동향의 다양한 응용을 기 해볼 수 있다.

 본 로젝트는 사회 으로도 몇 가지 의의를 가질 수 있

다. 첫 번째로 기존에 없던 콘텐츠를 개발하여 키덜트 장

난감에 한 심도를 높이고 키덜트 문화를 활성화하여 

소비시장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아이들뿐만이 

아닌 어른들까지 함께 즐기는 장난감으로써 다양한 연령

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세  간 

소통을 돕는 작은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로젝트 콘텐츠  Score모드는 주행  표지 내용  

신호등 수 등을 기 으로 평가 수를 계산하고 순 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재미요소뿐 아니라 교통안 에 한 

이해와  올바른  인식을  유도할  수  있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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