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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최근 국내외에서 게임, 교육,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키넥트 (Kinect) 센서 또는 Xtion 등을 이용한 3D 모션 응용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동객체의 단순한 영상이 

아닌 깊이 정보 (Depth Information)와 영상 정보를 이용해서 

이동 객체의 거리와 형태를 측정한 후 이를 다양한 응용분야에

서 적용하는 연구가 매우 활발하다. 로봇 분야에서는 이러한 

3D 모션센서를 이용해 로봇이 사용자 의도를 판단하고, 적합한 

반응과 행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인간과의 의사소통 및 상호협

력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판단-표현 기술인 Human-Robot 

Interaction (HRI)에 대한 연구개발이 관심을 끌고 있다[1].

HRI기술은 로봇이 가지는 자율성, 상호작용의 양방향성, 상

호작용 또는 제어 수준의 다양성 측면에서 인간이 컴퓨터를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컴퓨터 상호작

용 (Human-Computer Interaction, HCI) 기술과는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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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능형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의 시장 성

장률은 수년 내에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상용화를 

위해서 HRI기술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

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도슨트 로봇 (Docent Robot)을 포함해

서 기존의 서비스 로봇들은 위치추정, 장애물 감지, HRI 기능

을 위해 스타게이저, Laser Range Finder (LRF) 등의 고가의 

센서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

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학원 학생들의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LRF 대신에 저가의 3D Depth 

센서인 키넥트를 이용하여 장애물을 감지하는 HRI 기능을 구현

하였다. 아울러 전시장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유적물을 설명하는 

도슨트 로봇에 3D 모션센서를 탑재한 3D Depth 센서 기반 HRI 

시스템에 적용되는 확장 칼만필터 (Extended Kalman Filter, 

EKF) 기반 위치추정 알고리즘 (Localization Algorithm based 

on EKF, EKFLA)을 제안하고 성능을 분석하였다. 

3D Depth 센서 기반 HRI 시스템의 주요 기능모듈들은 로봇 

플랫폼 기반위에서 핵심 알고리즘인 경로생성 및 위치추정 알고

리즘, 사용자  행동패턴 인지 알고리즘,  맵 데이터 생성 및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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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uman Robot Interface (HRI) based on 3D depth sensor on the docent robot is developed and the localization algorithm based 
on extended Kalman Filter (EKFLA) are proposed through the capstone design by graduate students in this paper. In addition to this,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EKFLA is also analyzed. The developed HRI system consists of the route generation and localization 
algorithm, the user behavior pattern awareness algorithm, the map data generation and building algorithm, the obstacle detection and 
avoidance algorithm on the robot control modules that control the entire behaviors of the robot. It is confirmed that the improvement 
ratio of the localization error in EKFLA on the scenarios 1-3 is increased compared with the localization algorithm based on Kalman 
Filter (KFLA)  as 21.96%, 25.81% and 15.03%,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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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알고리즘, 장애물 감지 및 회피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2].

II. 관련 연구

제스처 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전

자부품연구원 (KETI), 마이크로소프트, MIT의 미디어랩 (Media  

 Lab) 등에서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ETRI에서 개발한 로봇 제

어를 위한 원거리 제스처 인식기 기술은 Fig. 1과 같이 손을 흔

드는 동작, 로봇을 부르는 동작, 한 손을 드는 동작, 양손을 드는 

동작을 인식한다. 이 기술은 실제 환경에서 상기의 4가지 인식 

제스처 이외의 일상생활 동작에는 반응하지 않도록 개발되었다.

KETI에서는 고선명 공간투영 방식의 3D 디스플레이와 고정

밀 핑거 공간터치 기술을 결합하여 공간에 투영된 3D 가상 물

체를 터치하여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Time 

of Flight (TOF) 카메라와 신경망을 이용하여 지능형 가전에 

사용되는 SoC형 제스처 인식기술과 저비용으로 이를 응용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09년 1월 E3에서 키넥트를 발표하였는

데, 키넥트는 Fig. 2와 같이 기존의 게임기와는 달리 별도의 제

어장치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카메라 및 센서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사용자 움직임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반응하며, 음성

인식 및 얼굴인식을 통해 사용자의 명령을 인식할 수 있다.

MIT의 미디어랩에서 2009년 2월 발표한 Sixth Sense는 제

스처를 통해 사용자 명령을 인식하는 제스처 기반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기술이다. 이는 Fig. 3과 같이 실세계에 

디지털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되었으며, 손가락의 움직임을 인식한다.

III. 캡스톤 디자인 수행 체계

1. 팀 구성 및 역할

본 연구에서는 과제책임자 1명, 참여 교수 1명 그리고 박사과

정 2, 석사과정 2 명이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3D Depth 센서 기반 HRI 시스템의 위치추정 알고리즘의 개발

을 위한 팀 구성 및 역할은 Table 1과 같다.

Fig. 1 Remote gesture recognition technologies.

Fig. 2 Kinect technology

Fig. 3 Interface technology based on Sixth Sensor ge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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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am configuration and roles for project

팀 구성 업무 실적

책임자 과제 총괄 및 진도관리
세부 진도관리 및 참여회사와 업무
조정

참여
교수

상위 설계 4개 모듈에 대한 상위설계

박1
3D Depth 이미지를 이용한 
맵 빌딩 시스템 구성

- 맵 빌딩 기능 정의
- 맵의 특징점 추출 및 DB화 
- 3D Depth 이미지를 LRF 형태로 

변환

박2
장애물 감지 및 회피 알고리
즘 개발

로봇의 장애물 감지 및 회피를 위한 
알고리즘 구현 및 시험

석1
로봇 자율주행을 위한 위치
인식

로봇의 현재 위치를 알기 위해 자이
로와 인코더를 이용한 위치추정 시
스템 구현

석2
제스처 인식 기반 로봇 HRI 

개발

- 제스처 형태, 로봇의 동작 기능 
정의

- 제스처 인식을 위한 사람의 스켈
레톤화 구현

기업연구원
(2명)

로봇 H/W개발
- 로봇 실험환경 제공
- 로봇, HRI시스템 시험

2. 개발과정

상기의 4가지 개발 모듈을 대상으로 10개월간 본 과제의 소

속 연구원들이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으며, 그 다음 2개월

간 이들은 참여회사에 파견되어 현장연수 과정을 수행하면서 

시스템을 보완하였다. Fig. 4는 학생들의 현장연수 수행 장면

을 나타낸 것이다[3].

Fig. 4 Scene of the job training

3. 성과 이행체계

성공적인 과제의 수행을 위해 수행한 성과 이행체계는 다음

과 같다. Fig. 5(a)는 주간업무보고 장면을, Fig 5(b)는  나타 

분기회의 후 과제진행 점검 장면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가. 과제관리 회의

• 과제회의, 온라인 과제회의 (월 1회)

• 분기별 실적회의

나. 기술역량 강화

• 정기 세미나 (분기별)

• 워크숍 (반기별)

다. 성과지표 관리

• 로봇 시제품 제작

• 논문 및 특허출원

• 소프트웨어 등록

• 현장연수 및 기술지도

Fig. 5 Scene of the weekly report (a), and the project 
progress checking after a quarter of a year (b).

IV. 3D Depth 센서 기반 HRI 시스템 개발

1. 시스템 구성

3D Depth 센서 기반 HRI 시스템 개발의 가장 큰 목적은 도

슨트 로봇이 전시장 내에서 이동 할 때 장애물의 인지와 로봇

과의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사용자의 행동패턴을 인지하는 것

이다. 개발한 HRI 시스템은 Fig. 6과 같이 H/W인 로봇 플랫

폼, 로봇 플랫폼의 동작을 제어하는 로봇 전용 운영체제인 

Robot Operating System (ROS)[4], 로봇 전체의 동작을 제

어하는 로봇 제어모듈의 기반 위에서 핵심 알고리즘인 경로 및 

Fig. 6 Architecture of HRI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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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정 알고리즘, 사용자 행동패턴 인지 알고리즘, 맵 데이

터 생성 및 맵 빌딩 알고리즘, 장애물 감지 및 회피 알고리즘으

로 구성된다.

2. 로봇 플랫폼

로봇 플랫폼은 ROS를 기반으로 하여 Fig. 7과 같이 주행제

어가 쉽게 이루어 지도록 두개의 바퀴가 독립적으로 구동되게 

하였고, 엔코더와 자이로를 이용하여 로봇의 위치 오차가 최소

화 되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HRI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프라임 

센스 (PrimeSense)의 모션 센서를 장착하여 3D Depth 이미

지를 획득하였다. 

Fig. 7 Robot platform

3. ROS

ROS의 연구는 미국의 Willow Garage사가 시초이며, 이는 

전세계에서 대표적인 오픈소스형 로봇제어 운영체제이다. ROS

는 로봇 제어 S/W를 쉽게 개발하기 위해 하드웨어 추상화, 저

수준 기기 제어, 프로세스간의 메시지 전달, 그리고 패키지 관

리 기능 등을 제공하는 미들웨어 역할을 수행한다. ROS는 리

눅스 (Linux)를 기반으로 동작하며, 2016년 12월 현재 2015년 

5월 출시된 제이드 터틀(Jade Turtle)이 가장 최신버전이다.

4. 경로생성 및 위치추정 알고리즘

로봇의 경로생성 및 위치추정 알고리즘은 Fig. 8과 같이 로봇의 

전체 경로생성과 생성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기 위한 경로 추정, 그리

고 이에 따른 경로 수정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 로봇이 이동해야 하는 

전체 경로는 x, y 좌표를 이용해 생성되며, 로봇이 생성된 경로를 

따라 경로 추정을 하기 위해 두단계의 위치추정 단계를 거친다.

Fig. 8 Route generation and localization algorithm

1단계는 로봇이 이동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엔코더와 로

봇의 방향을 측정할 수 있는 자이로를 이용해 로봇의 현재 위

치를 추정한 후 EKF를 사용하여 추정된 위치를 보정하는 위치

추정 단계이다. 2단계는 엔코더와 자이로의 누적오차를 없애기 

위해 3D Depth 센서를 이용해 이동 경로 주변의 사물을 비교

하여 로봇의 현재 위치를 추정하고 위치를 보정하는 위치추정 

단계이다. 이렇게 로봇의 위치 추정에 두 단계를 적용함으로써 

로봇의 위치추정 정확도를 높이고 엔코더와 자이로의 누적 오

차 문제를 해결하였다.

V. 확장 칼만필터를 이용한 위치추정 알고리즘 

(EKFLA) 설계

1. 개요

본 논문에서 제안한 EKF를 이용한 위치추정 알고리즘 

(EKFLA)은 먼저 엔코더가 로봇의 이동 거리를 측정하고, 자이

로는 로봇의 각도를 측정하여 로봇의 이동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정 한 후 EKF를 사용하여 로봇의 위치를 보정한다. 그 다음, 

3D Depth 센서를 이용해 엔코더와 자이로에서 발생하는 오차

를 줄여 로봇의 위치추정 정확도를 개선한다.    

2. 자이로 및 엔코더

개발한 HRI 시스템을 탑재한 로봇은 두개의 바퀴가 독립적

으로 구동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순간 회전 중심 

(Instantaneous Center of Rotation, ICR)이 양바퀴 축에 위

치한 직선 위에서 이동하고, 이동한 위치는 양 바퀴의 회전 속

도 비에 의해 결정된다. 두 바퀴의 선속도 (직선으로 움직이는 

속도)인  (오른쪽 바퀴의 선속도)과   (왼쪽 바퀴의 선속

도)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은 바퀴의 반지름

을 의미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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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과 은 각각 오른쪽과 왼쪽 바퀴의 각속도

를 나타내는데, 식 (1)을 이용하여 로봇의 선속도 와 각속도 

를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an  

  


 

  

(2)

이렇게 계산된 로봇의 선속도 와 각속도 는 모두 그대로 

사용되지 않고 자이로를 이용해서 로봇이 이동한 방향을 계산

하여 사용된다. 자이로는 디지털 출력 값을 ADC의 온도에 따

라 보정하기 위해 식 (3)을 이용한다. 

deg 


(3)

식 (3)에서 는 각도를, 는 자이로의 디지털 출

력 값을 각각 의미한다. 그리고 식 (3)에서 본 논문에서 사용한 

minfinity의 R1050K는 출력 값이 100배 증폭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각도를 산출하기 위해서 100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

게 산출된 각도(deg )는 식 (4)를 통해 으

로 변환한 후 EKF를 이용한 위치추정 알고리즘에 사용된다.

  deg ×


(4)

3. 확장 칼만필터를 이용한 위치추정 알고리즘

가. 설계 고려사항

기본적인 칼만 필터 (Kalman Filter, KF)는 선형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스템은 비선형적이기 때문

에 실제적으로 KF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형화에 따른 근본적

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스템의 비선형성은 프로세스 모델, 

추정 모델 또는 두가지 모두에 연관되는데, 로봇의 프로세스 

모델과 추정 모델은 모두 비선형이기 때문에 EKF를 통해 선형

화가 필요하다.[5-6] 실제 물리적인 시스템의 상태 천이와 측

정 방정식은 선형적이지 않으며, 특히 로봇의 경우 직선운동과 

회전 운동을 선형 상태 천이로 표현할 수 없다. 단일 최빈 확률

의 가정 하에서 로봇의 운동에 대한 추정은 KF로 나타낼 수 

있지만 일반적인 로봇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KF가 적용되지 않

기 때문에 반드시 EKF가 필요하다.[7-8]

나. 위치추정 알고리즘 설계

측정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식 (5) 및 식 (6)과 같이 표현되

면, Fig. 9의 과정으로 측정치를 구할 수 있다.

            (5)

     (6)

단, 와 는 각각 시스템 모델의 잡음과 측정 잡음을 나

타내는 무작위 변수이고, 평균 0, 분산 
인 백색 가우시안 잡

음으로 가정한다.

식 (5)의 비선형함수 는 이전 상태로부터 다음 상태를 구

하는 함수이다. 식 (6)은 함수 는 상태와 측정치를 연관 짓는 

함수이다. Fig. 9에서 는 를 에, 는 를 에, 는 

를 에, 는 를 에 관하여 각각 편미분한 것이다.[7]

Fig. 9 Extended Kalman Filter process

VI. 실험 및 결과분석

1. 실험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한 3D Depth 센서 기반 HRI 시스템의 위

치추정 알고리즘인 EKFLA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본 대학교 

건물 내에서 개발한 로봇을 이용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Fig. 10(a)와 같은 장애물이 없는 9m × 9m의 공간

에서 진행되었으며, 무선네트워크를 통해 Fig. 10(b)과 같이 

제작된 로봇에서 추정된 위치정보를 모니터링 PC로 전달하여 

로봇이 이동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였다.

Fig. 10 Experimental space(a) and robo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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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ovement scenarios of robot

실험은 Fig. 11과 같이 로봇이 직선 이동을 하는 경우인 시

나리오 1, 로봇이 1회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인 시나리오 2, 로

봇이 2회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인 시나리오 3의 3가지 시나리

오로 진행되었다. 엔코더와 자이로를 이용하여 위치추정을 할 

경우, 엔코더의 측정 거리 오차와 자이로의 각도 오차 (자이로 

드리프트)가 발생한다. 시나리오 1은 방향전환 없이 직선 이동

을 통해 엔코더의 오차 보정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나

리오 2와 3은 1회 및 2회의 방향 전환을 시도하는 시나리오로 

엔코더와 자이로에서 발생하는 오차의 보정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각 설정된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 1은 로봇이 방향 전환이 없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자이로 보다 엔코더의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 시나리오 2와 시

나리오 3은 로봇이 1회 또는 2회 방향 전환을 시도하는 시나

리오로서 로봇이 방향 전환을 하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엔코더

와 자이로 두 가지 센서를 모두 사용하여 로봇의 위치를 추정

하기 때문에 엔코더 및 자이로의 데이터가 모두 중요하다.

2. 실험결과 및 분석

개발한 3D Depth 센서 기반 HRI 시스템에서 제안한 EKF 

기반 위치추정 알고리즘 (EKFLA)의 로봇의 위치 정확도 성능을 

시나리오 1~3상에서 KF 기반 위치추정 알고리즘 (Localization 

Algorithm based on Kalman Filter, KFLA)과 비교한 실험결

과는 Fig. 12 ~ Fig. 15와 같다. 

Fig. 12는 로봇이 시나리오 1에서 직선 주행 시 로봇의 위치 

정확도를 측정한 실험 결과이다. Fig. 12(a)를 보면, KFLA는 

위치 오차가 최소 0.008m에서 최대 0.757m까지 지속적으로 

누적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Fig. 12(b)에서 

보면, 제안한 EKFLA는 위치 오차가 최소 0.008m에서 최대 

0.611m 발생 하였는데, 지속적인 누적 오차가 아닌 자이로의 

각도 값이 안정적으로 보정이 되어 위치 오차가 증가 및 감소

를 반복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KFLA는 Fig. 12(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치 오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실제 경로보다 로봇이 약 0.69m 더 이동한 

Fig. 12 Experimental results on scenario 1 (a, b)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안한 EKFLA는 Fig. 12(b)에서 

보는 바와 같이 KFLA에 비해 실제 경로에 더 유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한 EKFLA는 시나리오 1에서 KFLA 

보다 로봇의 이동 궤적과 위치 정확도가 더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13은 로봇이 1회 방향을 전환하는 시나리오 2의 경우 

로봇의 위치 정확도를 측정한 실험 결과이다. Fig. 13(a)을 보

면 KFLA는 자이로의 각도 값이 누적 오차가 발생시키면서 실

제 경로를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Fig. 13(b)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한 EKFLA는 KFLA에 비해 경로를 

비교적 더 정확하게 추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방향 전

환하는 상황에서 엔코더의 오차가 발생했지만 자이로 각도 값

의 보정을 통해 다시 실제 경로를 접근하기  위해 방향을 전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ig. 13에서 KFLA와 EKFLA의 최대 오차 값이 각

각 0.715m, 0.963m인데, 이는 EKFLA의 최대 오차 값이 

KFLA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방향전환 시점에

서 발생한 엔코더의 오차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엔코더

에서 발생한 데이터가 선형 데이터인 경우, KFLA가 제안한 

EKFLA보다 높은 오차 보정율을 가지기 때문에 이와같은 결과

가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Fig. 14는 로봇이 2회 방향을 전환하는 시나리오 3의 경우 

로봇의 위치 정확도를 측정한 실험 결과이다. KFLA의 최소 위

치 오차는 Fig. 14(a)에서 보는 바와 같이 0.078m, 최대 위치 

오차는 0.803m로 실제 경로에 비해 추정한 경로가 전체적으로 

틀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KFLA의 경우 자이로의 각

도 값 보정율이 EKFLA에 비해 낮아 자이로 드리프트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이로 드리프트 현상이 누적

되면 이동 중인 로봇의 추정 위치에 오차가 더 증가하게 되어 

결국 로봇의 위치추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그러나 Fig. 14(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한 EKFLA의 최

소 위치오차는 0.025m, 최대 위치오차는 0.736m로 KFLA에 

비해 위치 오차가 작아 로봇이 실제 경로에 매우 근접하게 이

동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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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xperimental results on scenario 2 (a, b)

Fig. 14 Experimental results on scenario 3 (a, b)

Fig. 15 Comparison with average localization errors.

제안한 EKFLA와 일반적인 KFLA의 평균 위치오차의 성능

을 시나리오 1 ~ 3에 대해서 Fig. 15에서 서로 비교하였다. 위

치오차는 시나리오 1에서 KFLA가 0.314m, EKFLA가 

0.245m로, EKFLA가 KFLA보다 약 0.069m 더 낮게 측정되

었다. 마찬가지로 시나리오 2 및 3의 경우도, EKFLA의 위치

오차는 KFLA 보다 각각 약 0.112m, 0.049cm 더 낮게 측정되

었다. 결론적으로 EKFLA의 위치오차 개선율은 시나리오 1 ~ 

3에서  KFLA에 비해 각각 21.96%, 25.81% 및 15.03%로 개

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평균적으로는 EKFLA가 KFLA에 비해 

위치 오차가 20.93% 개선된 것이다.

이와 같이 제안한 EKFLA의 위치오차 개선율이 KFLA에 비

해 높은 이유는 선형적 데이터가 측정되는 엔코더와 비선형 데

이터가 측정되는 자이로의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이용하기 때

문이다. 다시 말해서 선형 시스템에 적합한 KFLA에 비해 비선

형 시스템에서는 제안한 3D Depth 센서 기반의 EKFLA가 

KFLA보다 더 위치추정 정확도를 가진다.

V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대학원 학생들의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 LRF 

대신에 저가의 3D Depth 센서인 키넥트를 이용하여 장애물을 

감지하는 HRI 기능을 구현하였을뿐 아니라 EKF 기반 위치추

정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성능을 분석하였다. 제안한 EKFLA는 

자이로의 보정 비율이 높아서 KFLA에 비해 자이로 드리프트 

현상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EKFLA의 위치오차 개선율은 시나

리오 1 ~ 3에서 KFLA에 비해 각각 21.96%, 25.81% 및 

15.03%로 측정되었다. 이는 평균적으로 20.93% 위치오차가 개

선된 것이다.

향후, 본 연구실은 수행한 캡스톤디자인 체계를 기반으로 이

동 중인 로봇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 EKFLA 이외의 다른 위

치추정 기법을 추가하여 자이로 드리프트 및 엔코더 누적 오차

를 보정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이를 개발한 3D 

Depth 센서 기반 HRI 시스템에 적용하여 성능을 분석 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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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2015R1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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