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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라즈베리파이에 부착된 카메라로 사람을 얼굴을 인식하는 상처리기법을 활용하여 
가정용 로봇을 제작하 다. 라즈베리파이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을 입력받아서 사
람의 얼굴을 인식하게 한 후 결과에 따라 스마트냉온풍기의 동작을 구분한다. 이는 로봇이 사람이 없
는 곳에 냉온풍기를 동작하지 않고, 사람이 있는 곳에만 냉온풍 동작을 하게 함으로써 에너지 활용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mobile home robot using a face recognition method using a camera attached 

to a raspberry pie. It receives the real time image through the camera attached to the raspberry pie, recognizes 

the face of the person, and distinguishes the operation of the smart cool air temperature device according to 

the result. It is expected that the robot will be able to increase the energy utilization efficiency by allowing the 

robot to operate in cold and hot winds only where there is no human being, instead of operating the hot and 

cold air condit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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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로봇 산업에서는 가정용, 의료용, 엔터테
인먼트, 농업용 등으로 지칭되는 서비스 로봇이 
각광받고 있다. 특히 가정용 로봇은 청소로봇을 필
두로 단순하게 작동하고 실용적이며 가격이 저
렴하여 최근에 많은 수요가 요구되고 있다[1-2]. 

가정용 로봇들이 가정에서 하게 되는 서비스
로는 주로 물건을 옮기거나 정리정돈 하는 일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지만 조명관리나 개인 냉
난방 등의 기능도 함께 담당하는 기능도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단순히 물건을 옮기고 정리정
돈하는 로봇에 다른 서비스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안을 위하여 상처리를 이용
한 안면인식 기능과 개인 냉난방 기능을 갖춘 
로봇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기존의 가정용 로봇 연
구를 탐색하며, 3장에서는 설계 및 개발한 과정
을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 및 향
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II. 선행 연구

2.1 서비스 로봇

안병태(2017)의 연구에서는 키오스크와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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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앱을 이용한 지능형 커피숍 관리 시스템을 
연구하 다. 키오스크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주문 서비스 시스템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날
씨, 온도, 판매량, 주문내역, 광고 기반의 추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서비스 기능
을 높 으며 이를 통하여 간접비용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 다[3]. 이 연구를 통하여 서비스 
기능의 향상에 대하여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2.2 서비스 로봇

안은모(2018)의 연구에서는 라즈베리파이를 이
용하여 하드웨어적으로 하나의 기기로 CCTV와 
홈 IoT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성하고, 한 화면
에서 안면을 인식한 CCTV와 각종 센서의 측정 
값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스마트폰 애플리케
이션을 구현하 다. 이 연구에서는 라즈베리파이
를 기반으로 OpenCV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여 
상처리를 하 다[4].

III. 설계 및 구현

3.1 하드웨어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하드웨어는 이동장치, 

제어부, 구동부, 전원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동
장치는 DC모터를 활용하여 로봇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 고, 제어부에서는 IP카메라에서 취득
한 상을 라즈베리파이에서 상처리하여 제어
하 으며, 구동부에서는 BLDE모터를 사용하여 
냉난방 장치의 풍력을 조절하고 열선을 이용하
여 난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를 위
해 사용자가 가변저항을 움직여서 조절함에 따
라 냉난방 전환을 하고, 전원부에서는 본 시스템
에 전원을 공급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가정
용 로봇의 회로를 설계한 것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회로 설계도.

또한 로봇의 금형을 그림 2와 같이 모델링하
으며 이를 렌더링한 그림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2. 금형 모델링.

그림 3. 금형 렌더링.

3.2 소프트웨어 구현

본 논문에서는 라즈베리파이의 환경에서 
OpenCV를 활용하여 상처리를 통하여 로봇의 
이동을 통제한다. OpenCV에서는 Python으로 안
면인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스를 이용하여 
로봇의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 다. 

Python으로 안면인식 프로그램 소스를 구현한 
모습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OpenCV를 활용한 안면인식 프로그램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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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라즈베리파이에서 Python을 이
용한 상 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OpenCV로 프
로그래밍하 고 안면인식을 하는 프로그램 소스
를 이용하여 로봇을 이동을 시키며 냉난방 서비
스를 하는 로봇을 구현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을 통해 단순히 물
건을 정리하고 적재 및 하차하는 로봇 뿐만 아
니라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 다. 따라서 향후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의 다양한 서비스 종류들의 개발을 기
대할 수 있다.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학교에서 주어진 예
산으로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이에 따라 많은 기능을 넣지 못하 다. 또한 한
정된 예산으로 진행함에 따라 좋은 부품을 투입
하는데 한계가 있어 프로토타입 제품으로써의 
기능만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추
가하고 기존의 가정용 로봇에서 구현하 던 물
건 적재 및 빠른 이동 등의 물리적인 기능을 추
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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