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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보안공용냉장고

임천강, 이정훈, 김주찬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보안공용냉장고
인천대학교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 임천강, 이정훈, 김주찬

연구 요약
공용냉장고에서 도난 및 방치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처는 개인의 양심에 맡기거나 냉장고에 열쇠를 달아 사용자가 번거롭게 열쇠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냉장고에 Raspberry Pi, Push-PullSolenoid, Touchscreen Display 및 Camera를 장착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냉장고를 허가된 특정 사용자만 사용하게 하고, 사용자가 어떤 물품을 보관하는지를 확인한다. 보관 가능만을 제공하는 기존의 냉장고와의 차별성과 카메라
를 통한 방치 및 보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냉장고를 제안한다.

▶냉장고의 문을 여는 알고리즘

연구 배경
 기존 도어락 제품의 경우 열쇠를 따로 소지하거나 정해진 비밀 번호만
사용

웹 사이트를 통해 사용자가 설정한 비밀번호와 냉장고에 부착된
5DVSEHUU\3L7RXFKVFUHHQ'LVSOD\에 입력된 비밀번호를 'DWDEDVH
를 통해 비교하여 해당 냉장고에 할당 된 비밀번호와 일치하는 경우
5DVSEHUU\3L에 *3,2를 통해 3XVK3XOO6ROHQRLG에 전류를 주어 문
을 열거나웹사이트를 통해 원격으로 문을 여는 방식이다

해결방안

▶ 물품 보관 및 관리 알고리즘

공용으로 사용하는 냉장고의 보안의 취약하여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

5DVSEHUU\3L를 통해 Push-PullSolenoid 제어하여 냉장고의 잠금 장치
를 구현하였고, 웹사이트를 통해 비밀번호를 변경이 가능하게 하였다

시스템 개요 및 연구 내용
전체 구성도

전체 흐름도

본인의 비밀번호로 냉장고의 문을 연 사용자가 냉장고 내부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어떤 사용자가 어떤 물건을 어느 시점에 넣었고어느
시점에 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또한 원하는 시점에 냉장고 내부를
보고 싶다면메일을 통해 5DVSEHUU\SL에 연결된 냉장고 내부의 카메
라로 촬영을 하여 볼 수 있다

실험 결과

< 완성된 냉장고 외부 사진>

< 펠티어 소자 >

전체 순서도

결론

< 사용자 데이터 베이스 >

결론
기존의 공용 냉장고의 경우 보관의 역할을 중점으로 하여 음식물 보관을 주 기능으
로 제공하였다본 논문에서 제안된 보안 공용 냉장고의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허
가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보안기능을 제공할 뿐 아니라 물품의 보관에 있어
바코드를 사용하여 물품 보관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시간이 지나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이 발달하면 객체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등록된 사용자가 음식을 들고 냉장고 근처로 오는 경우자동적으로 문을 열어주는
기능도 장착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2

조

2019
EMBEDDED

E PO

개인 필적 맞춤형
한글 폰트 생성 서비스

이수연, 김예진, 심규민

[개인 필적 맞춤형 한글 폰트 생성 서비스]
인천대학교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이수연, 김예진, 심규민)

연구 요약
한글 폰트 제작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사용자가 대표 글자를 입력하면 그 글자들의 디자인 특성을 딥러닝 기술(GAN)을 이용하여
학습한 모델이 나머지 글자들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폰트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연구 배경

주요 기능 및 연구 결과

▶최근 소비자 트렌드는 개성 표현의 수단으로
‘나만의 것’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폰트 또한 개성 표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 주요 기능
I. 손글씨 자동 추출 및 보정

▶ 한글 폰트가 제작되기 위해서는 영문 로마자 폰트와 달리
제작 노력과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됨.
▶ 한글 글자체의 경우 총 11,172개의 글자 디자인이 필요함.

개인의 특징이 담긴 폰트를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제공 하고자 함.

II. 한글 글씨체 학습 및 생성

선행 연구 결과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
충분한 학습을 진행 했음에도
생성된 샘플 이미지들은
폰트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결과를 보였다

III. 폰트 파일 생성 및 다운로드 서비스

시스템 구조
▶ 연구 결과

결론
다수의 디자이너가 장기간 투입되어 만들어야 했던 폰트 생성을 딥러닝을
이용하여 약 2시간 만에 만들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
여 더욱 정확하고 사용자 손글씨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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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베리파리를
이용하여 재현하는 현재 날씨

박민주, 최효림, 장유원

[ 라즈베리파리를 이용하여 재현하는 현재 날씨 ]
인천대학교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 박민주, 최효림, 장유원 )

연구 요약
본 연구는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할 때 겪는 어려움을 감소시켜주고, 날씨를 확인하기 힘든 바쁜 현대인들이 날씨를 시각적으로 좀 더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용품을
미리 챙겨서 날씨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사계절이 없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계절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터치스크린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나라를 선택하면 날씨 정보가 화면에 나타나고, 날씨 박스에도 시각적으로 표현이 된다. 날씨 박스에 인형 소품을 이용해서 계절을 알려주고, 낮과 밤,
비, 바람, 안개, 미세먼지, 황사등의 현재 날씨를 표현한다.

실험 환경 및 결과

연구 배경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뿐 아니라 바쁜 현대인들이 더욱 간편하게 날씨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사계절이 없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여러 계절을 간접적
으로 체험 할 수 있게 해준다.
해당 시스템은 숫자로만 표현되어서 날씨를 이해하기 어려운 일기예보를 모든 사람들이 이
해하기 쉽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뿐만 아니라 날씨 박스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
기 때문에 인테리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화면 구성

시스템 개요
▶날씨 정보 구분
Main

Description

Clear

Sky is clear

Clouds

overcast clouds, broken clouds, scattere, few clouds

Rain

light rain, moderate, heavy, proximity, shower, rain

Drizzle

light intesity, drizzle

Snow

light snow, snow

Fog

Mist, Fog, Haze, Smoke

Thunderstorm

Thunderstorm

Sand

Sand

Dust

Dust

▶ 날씨 표현 - 계절, 낮과 밤

▶ 날씨 표현 - 비, 바람
▶날씨 표현 알고리즘

결론
결론
 다루기 어려운 스마트폰과 달리 간단한 터치만으로도 원하는 나라의 날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마트폰 등 기계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바쁜 현대인들이 더욱 간편하
게 날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GPS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나라와 위치뿐 아니라 여러 계절을 간접적으로 체험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사계절이 없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주는 교육적인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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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탑승자를 위한
주행의도 전달시스템 연구

조

문범석, 유지훈
유현주, 정수림

[ 자율주행차의 탑승자를 위한 주행의도 전달시스템 연구 ]
인천대학교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조원 문범석, 유지훈, 유현주, 정수림)

연구 요약
• 주행 중인 자율주행차의 탑승자는 차량의 거동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차량의 거동 정보를 사전에 탑승자에게 전달하여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 본 연구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상황을 가정하여 자율주행 시스템이 발생시키는 주행 의도를 탑승자에게 전달하는 하드웨어 시스템을 제안한다
• 제안하는 시스템은 자율주행차량이 사전에 생성된 경로를 따라 주행하면서 출발정지방향 전환 등과 같은 총 가지 상황에 대한 시각청각 및 촉각 알림을
통한 자율주행 의도 전달하는 것을 고려한다
• 차량용 시트에 모터를 부착하여 촉각 알림을 통해 자율주행 의도를 전달 하였으며모니터를 통해 시각 및 청각 알림을 통해 자율주행 의도를 전달하였다
• 3&에서 개발에 필요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처리하였으며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개발실험 및 평가가 진행되었다

결과

연구 및 실험 목적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의 확대



자율주행 자동차의 낮은 신뢰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탑승감 저하

 자율주행 시 승객의 불안감 감소
 자율주행 자동차의 탑승감 향상
 시각청각촉각 알림을 통한 자율
주행 의도 전달 시스템 개발

D 출발

E 정지

F 좌회전

G 우회전

시스템 구조

그림  제안 시스템의 +:DUFKLWHFWXUH

그림  제안 시스템의 6:DUFKLWHFWXUH

H 급정지
그림  주행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시각 알림 화면

• 정밀 지도 정보와 위치 인식경로 생성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자율 주행 차량의
주행 의도 예측
• 개의 햅틱 모터를 통해 촉각 알림을모니터를 통해 시각 및 청각 알림을 출력하여
탑승자에게 전달

시뮬레이션 환경
5HOD\0RGXOH;

(PEHGGHG%RDUG

D 출발정지

-HWVRQ7;

 *3,2;

 &38'XDOFRUHELW
 *381YLGLD &8'$FRUH
 5$0*%''5

9%DWWHU\

부착 위치
조절용 가변 저항
그림  실험용 시트

 출발 전 초간 출발 신호 ‘1’을 출력하였으며감속 전 정지 신호 ‘2’를 출력하는 것을 확인
 예상치 못한 장애물 탐지 시 급정지 신호 ‘16’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

 실제 동작 초 전에 알림을 주어 차량의 움직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C

그림  실험 장비

E 진동 세기

 시뮬레이션 상에서 가지의 주행 의도를 예측하는 것을 확인
 차량의 경로 계획에 따라 좌회전 신호 ‘4’ 및 우회전 신호 ‘8’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

&$1WUDQVFHLYHU

D 햅틱 모터의

F 급정지 후 재출발

그림  상황 별 속도

 &RUWH[0PLQL
 &RQWURO$UHD1HWZRUN

E 좌회전우회전

상황

동작 모터

출력 신호

출발



 ₂)

정지



 ₂

좌회전



 ₂

우회전



 ₂

급정지



 ₂

표  상황에 따른 모터 동작

기대효과

자율 주행 차량 탑승자의 불안감 감소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한 인식 개선



자율 주행 차량의 승차감 향상



자율 주행 서비스의 질적 향상



자율 주행 차량의 시장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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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유기동물 보관함

장민우, 이민용
구도진, 신동호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유기동물 보관함
인천대학교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장민우, 이민용, 구도진, 신동호)

연구 요약
본 연구는 반려동물의 실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의 안면인식을 활용한 유기동물 보호 솔루션이다. 반려동물을 주로 산책 시키는 공원 등에
케이지를 설치하여 반려동물이 실종되었을 경우 근처의 케이지에 반려동물이 감지가 되면 포획 및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인으로 부터 반려동물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여 실종된 반려동물이 케이지 근처에 왔을 때 동물의 안면 이미지를 촬영하고 주인에게
위치정보를 알려주어 골든타임 내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연구 배경

실험 결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 중국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수 많은 실종
자를 찾아내고 있다또한 범죄자를 식별하여 찾아내는 등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 등을 해결하고 있다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는 부주의에 의해 실종된 반려동물들을 골든타임 내 발견하여 사회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dlib를 통해 유기동물의 얼굴을 검출하는 과정은 높은 검출 성능을
보여주었으나 속도면에서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레임 사이즈의 크기를 줄여 소프트웨어가
안정적으로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안면인식 알고리즘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동물과 촬영된 동물의
얼굴 영역을 일정한 크기의 셀로 분할한 후 각 셀마다 LBP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구해 매칭되는 패턴을 식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6($5&+

시스템 개요

실험 결과 조명변화나 노이즈에 따라 정확도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고려하여 보관함의 색상과 카메라 환경을
설정하여 안면인식 식별율을 높일 수 있었다.

동물 얼굴 탐지

GOLE를 통한 DQLPDOKHDGGHWHFWRU를 사용해 반려동물의 얼굴을 검출한다 영상처리 프로세스에 맞추어 보관함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과정은
GOLE는 정확도는 높으나 속도 문제로 인해 실시간 영상보다 소리를 통해 동
물의 관심을 끌어 짧은 순간 사진을 찍어 강아지의 얼굴을 촬영하는

아두이노 보드와 PC의 시리얼 통신을 통해 초음파 센서의 값과
모터를 제어한다.

것이 권장된다

동물얼굴탐지 기능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안면학습 및 안면인식
기능을 수행한다
동물 얼굴 학습
얼굴탐지 알고리즘을 통해 동물 사진에서 얼굴영역을 추출하여
안면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동물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미지들을 /%3+알고리즘을 통해 학습한다
얼굴탐지 알고리즘을 통해 케이지에서 촬영 된 동물의 얼굴영역을
추출하여 학습된 이미지 셋과 비교하여 맞는 동물의 얼굴을 매칭시킨다

결론
반려동물의 유기실종이 만연함과 동시에반려동물들은 경계심이 강하기
때문에 무인 케이지의 활용성이 높다/%3알고리즘을 통해 분류된 안면인식
기술은 외형적 오염에도 준수한 일치율의 비교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동물의 안면인식에 관한 연구는 아직 사람보다 그 수가 현저히 적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동물의 안면인식 기능이 사회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

향후 연구(개선할 점)
단순히 연구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실제 상용화 되는 관점에서 웹ㆍ 앱과의
연동 및 실종기간지역동물의 다양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유기동물 보호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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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Prime Air System
: 드론 쿠팡맨

조

이정환, 김완수, 신범용

[ 한국형 Prime Air System : 드론 쿠팡맨 ]
인천대학교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조원,

이정환김완수신범용)

연구 요약
해외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가 상용화되는 추세이지만 한국에서는 아파트형 주거환경과 같은 여러 가지 한계점에 의해 서비스 개발이 침체 되
어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문을 통해 택배를 배달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창문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드론을 검출하고 드론과
지속적인 통신을 통해 드론을 택배 수령 위치로 조정한다 조정이 완료되면 창문 개방 후 택배를 수령한다

실험 결과

연구배경
$PD]RQ회사의 드론 배달 시스템

<ROR를 사용한 드론 이미지 학습

$IXWXUHGHOLYHU\V\VWHPIURP$PD]RQ
GHVLJQHGWRVDIHO\JHWSDFNDJHVWR
FXVWRPHUVLQPLQXWHVRUOHVVXVLQJ
XQPDQQHGDHULDOYHKLFOHVDOVRFDOOHG
GURQHV $PD]RQ3ULPH$LU발췌

미국과 한국의 주거환경 차이

의 신뢰도를 가진
드론 인식 성공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드론 배달을 상용화
할 수 있을까"

연구 내용

다양한 드론을
문제 없이 검출

드론을 6WULNH=RQH으
로 유도 후 창문 개방 후
택배 수령

시스템 구조!

결론
<RORY를 사용한 드론 이미지 여장 학습
 검출된 드론의 좌표 값 파일 저장 LPDJHF
 파일을 읽고 6HULDO통신을 통해 $UGXLQR로 데이터 전송
ORFDWLRQS\

 드론 위치를 6WULNH=RQH으로 유도
 6WULNH=RQH에서 일정 시간이 흐르면 창문 개방
 서랍이 나가 택배를 수령

결론 및 인사이트
실시간 신뢰도 a로 다양한 드론 인식을 얻을 수 있었다
드론 비행 기술력과 정부의 각종 규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된다면 아파트형 주거환경에서도 드론을 통한 분 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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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특정 객체
모자이크 처리 프로그램

조

구창모, 박성현
박건우, 박남석

실시간 특정 객체 모자이크 처리 프로그램
인천대학교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구창모, 박성현, 박건우, 박남석,)

연구 요약
본 연구에서는 방송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얼굴을 노출 유해물질로 판단되는 물체의 노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집자가 촬영된 영상을 직접 편집하거나 촬영 시 가리개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
로 처리하는 기존의 번거로운 방법에서 딥러닝을 활용하여 과정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실시간 특정 객체 모자이크 처리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딥러닝 기반의 객체탐지 모델과 동일인 판단
모델을 사용하여 편집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하고 실시간 방송에서의 적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객체추적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처리속도를 높이는 시스템이다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내용

>문제 제기@
• 기존의 모자이크 처리 방식은 테이프나 가리개 등으로 가리고 촬영
선택한 영역에 대한 단순 트랙킹 모자이크 방식촬영 후 편집자가
일일이 모자이크 편집 등으로 한다이 방법들 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 오랜 시간이 필요한 편집 시간
• 편집자 인식하지 못한 영역을 모자이크 못하는 것
• 실시간 방송에서의 돌발적인 상황 대처방법 없음
• 영상편집관련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영상편집에 어려움이 따름
• 실시간 방송에서 일반인들의 얼굴 노출로 프라이버시 침해

• YOLO
- 실시간 객체탐지를 위해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2/2 임베디
드 환경에서는 7LQ\<2/2사용 를 이용하여 현재 프레임의 픽셀값에
접근모자이크 처리를 수행하였다
• FaceNet
- 얼굴 인식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DFH1HW구조를 사용하여
학습한 얼굴 이미지와 비교하여 동일인임을 판단한다
• Mean-Shift
- 병목 현상의 발생과 낮아지는 정확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통적인
객체 추적방식인 MeanShift를 이용하였다.

딥러닝을 활용한 모자이크 처리 프로그램으로 해결

시스템 개요

실험 환경 및 결과

실시간 특정 객체 모자이크 처리 프로그램은 영상처리딥러닝 'HHS/HDUQLQJ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방식에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한다

결과 영상

얼굴 모자이크!

시스템 흐름도!

특정 객체 모자이크!

결론
결론
 실시간 방송 전적은 데이터와 짧은 학습만으로 바로 활용 할 수 있다
 프레임 이상의 성능으로 실시간으로 적용 가능하다

향후 연구 (개선할 점)
 더 높은 프레임을 얻기 위해계속되는 시스템 최적화 및 개선 필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
사용자 시나리오!

 두 기능을 합쳐도 충분한 성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성능 개선 필요

2019
EMBEDDED

8

조

E PO

딥러닝과 영상처리를 활용한
영유아 사고 방지 스마트 모빌

박유환, 한동호
함승훈, 최상익

딥러닝과 영상처리를 활용한 영유아 사고 방지 스마트 모빌
인천대학교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박유환한동호함승훈최상익)

연구 요약
영유아에 대한 안전사고는 꾸준히 발생하는 추세지만부모의 지속적인 관심만큼 효과적인 해결방안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용 모빌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아기가 촬영되고 있는 영상을 임베디드 보드에 전송하고딥러닝과 영상처리를 통해 영유아의 안전 상황에 대한 판단을 진행한다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기존의 스
마트 모빌에 대한 차별성과 모빌의 동작 오류에 따른 영유아 무방비 상황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이중화 시스템이 적용된 영유아 사고 방지 스마트 모빌을 구현한 후성능 평가를 통해 본
시스템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 시스템 동작 흐름도

연구 배경
 년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개월 미만의 영아가 사망하는 원인의
가 급사증후군이고 대부분의 원인이 질식사로 밝혀짐
 개월 미만의 영아는 엎드려 자거나 자면서도 계속 움직이며 이는 질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부모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함
 국내외 스마트 모빌에 대한 기능은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만 제공하며 기능의
한정이 존재
유아를 촬영한 영상에 딥러닝영상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영유아 급사
증후군을 예방함과 동시에 육아에 의한 부모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

연구 내용
• 전체 구성도

실험 환경 및 결과
• 테스트 환경
구분

상세 내용

디바이스

5DVSEHUU\SL%

26

5DVSELDQ

개발언어

3\WKRQ

연산 가속기

,QWHO1&6 1HXUDO&RPSXWH6WLFN

• 성능 평가 결과
• 얼굴인식 및 객체인식 알고리즘
• 임베디드 환경에서 개발되기 때문에 얼굴과 객체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에
많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빠르고 높은 정확도를 도출 시킬 수 있는 0RELOH1HW
아키텍처와 66' 6LQJOH6KRW0XOWLER[ 'HWHFWRU 모델을 이용
• 2SHQYLQR WRRONLW과 ,QWHO1&6 1HXUDO&RPSXWH6WLFN 을 활용하여 임베디드 보드
환경에서 연산 속도를 향상

산출식
검출률
정확도

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 =
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 =

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 𝑇𝑇𝑇𝑇𝑇𝑇𝑇𝑇
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 𝑛𝑛𝑛𝑛𝑛𝑛𝑛𝑛𝑛𝑛𝑛𝑛 𝑜𝑜𝑜𝑜 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 𝑇𝑇𝑇𝑇𝑇𝑇𝑇𝑇

𝑇𝑇𝑇𝑇𝑇𝑇𝑇𝑇 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
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 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𝑑 𝑜𝑜𝑜𝑜 𝑎𝑎𝑎𝑎 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

성능 평가 결과
검출률



정확도



)UDPH5DWH

ISV

결론
딥러닝 기반 비전 알고리즘 성능 비교 !

• 52,영역 이탈 알고리즘
• 실시간 이미지를 받아오며사용자는 사전에 52,영역
이탈 이벤트를 감지할 수 있도록 52,영역에 가중치 값
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객체가 인식되는 각 꼭지점 좌표와 52, 5HJLRQ2I
,QWHUHVW 좌표값을 이용하여 이탈 여부를 감지

정상 검출 상황 !

뒤집힘 상황 !

결론
기존의 스마트 모빌의 경우 홈 &&79역할을 중점으로 하여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주기능으로 제공하였다본 논문에서 제안된 스마트 모빌의 경우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기능을
제공함은 물론 딥러닝과 영상처리를 이용한 영유아 사고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아급사 증
후군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그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기 계발수면 시간 확보 등을 이끌
어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불안 증세를 방지하여 부모자녀 간 상호 관계를 더욱 단단하
게 만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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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이용한 음성인식 기반
자동제어 수전

노재희, 홍지현, 백지윤

[AI를 이용한 음성인식 기반 자동제어 수전]
인천대학교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노재희, 홍지현, 백지윤)

연구 요약
차 산업 혁명에 따라 대두되는 것이 “6PDUW Home”이다 ,R7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불을 끄고 가스 벨브를 잠그고 집안의 상황을 원격으로
조종한다 이에 스마트한 욕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똑똑한 수전’을 제안한다 욕실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수전을 음성 인식과 터치 인터페이스
기반의 수전으로 개발한다

작품 소개

실험 결과

사용자는 ‘3단계‘, ‘뜨겁게‘, ‘차갑게’ 등의 명령어를 통해 수전의
수온과 수압을 제어하고 ‘OFF’ 명령으로 모든 작동을 중지시킨다
수전이 동작하는 중에는 스마트 미러에 현재의 수온수압 단계가
디스플레이 되고 현재 수도 사용량과 요금 또한 확인할 수 있다

SW 구상

작품의 특징
편리하고 쉬운 사용 음성인식과 단순한 터치만으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
음성인식
*RRJOH$VVLVWDQW$3,를 활용하여 음성 명령어 판별
5DVSEHUU\3L와 $UGXLQR간의 통신
$UXGLQR 3URFHVVLQJ– 텍스트 파일 입출력 처리
$UXGLQR ,'(– 모터 · 센서 제어
미러 디스플레이
현재 물의 온도 수전의 수압수온 정보
뉴스시간날씨 등의 유용한 모듈 제공
현재까지의 수도 사용량과 수도 요금

가시성 스마트미러를 통해 수전의 수압수온의 단계와 더불어
현재 물의 온도를 눈으로 확인

수도
사용량 파악 물 사용량과 이에 따른 수도 요금도 확인할 수
결론
있기 때문에 자원 절약을 도모
다양한 모듈 바쁜 현대인들에게 수전 사용과 동시에 뉴스와 날씨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

결론
RaspberryPi와 Arduino를 이용하여 누구나 손쉽게 사용 가능한
Google Assistant API 기반의 자동제어 수전을 구현한다. 또한 날씨,
뉴스 등의 편리한 모듈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바쁜 현대인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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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 이미지의 색상화

김도형, 위성옥
김지희, 송관동

[ 흑백 이미지의 색상화 ]
인천대학교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조원 김도형, 위성옥, 김지희, 송관동)

연구 요약
흑백 영상은 컬러 영상에 비해 색상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본 연구는 흑백 1채널 이미지를 3 채널 이미지로 색상화 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DCGAN, CNN 을
사용한다. 또한 흑백사진을 컬러로 만들기 위해서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채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대량의 사진을 자동으로 채색할 수
있다. 나아가 군사용 야간투시경에 활용하여 아군의 감시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연구 배경

흑백 영상은 컬러 영상에 비해 정보를 얻기가 어려움
색상화

흑백 1채널 이미지를 3 채널 이미지로 색상화 하여 의미 있는 정보 획득

'&*$1모델은 낮은 해상도와 실시간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11모델을 선택함

연구 내용

결론
 색상 정보가 없는 흑백 이미지·영상에 색상화를 진행하여 색상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실시간 흑백 영상의 색상화가 가능하므로어두운 공간에서의 &&79영상을 즉각적
으로 확인하는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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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된 기능을 가진
특정 개체 추적 로봇 설계

김기식, 이정훈
정영빈, 이승현

향상된 기능을 가진 특정 개체 추적 로봇 설계
인천대학교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김기식, 이정훈, 정영빈, 이승현)

연구 요약
지능형 로봇 기술은 더 나은 생활을 위한 현대 기술의 집약체이다. 산업, 생활, 정밀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한 확장성 넓은 분야이다.
해당 분야의 추적 기술은 LIDAR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LIDAR는 사방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센서지만,
LIDAR만으로는 로봇의 성능을 최대화 할 수는 없다. 본 논문은 LIDAR 추적을 연장하여 Vision 기술의 융합에 관련하여 서술한다. Vision 기술의 융합
을 통한 향상된 기능을 가지는 추적 로봇 설계 방법을 제안한다.

연구 배경
•
•

ROS를 이용하여 제작한 application 예제는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여기서 Lidar에 의존하여 로봇을 제어한다
는 기능적 한계 존재
지능형 로봇 기술은 더 나은 생활을 위한 현대 기술의
집약체로, 산업, 생활, 정밀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가능
로봇의 Lidar 의존을 줄이고, Vision 기술을 융합함으
로 높은 인식률을 가지는 개체 주적 방법을 제안

연구 내용
• 전체 구성도

실험 환경 및 결과
• 서버 사양은 Intel i7-8750H, NVIDIA GTX 1060 6GB 환경으로 구성, 로봇의 프로세서는 Raspberry Pi3
Model B+에 장착된 ARM 프로세서로 구성
• 평가 항목은 영상 정보를 송신하고, 해당 영상 내 예측된 개체 좌표가 돌아 오는데 까지 걸린 시간, 추적
하던 개체가 사라졌을 때 판단하는지에 대한 평가, 추적하고자 하는 대상을 올바르게 추적하는지에 대한
평가로 구성
영상 송신 후 결과 반환까지의 round trip
mean

min

max

같은 공유기 내
Round trip (ms )

980

930

1040

LAN 직접 연결
Round trip (ms )

900

760

1000

개체 인식에 대한 평가

LAN 케이블을 직접 연결한
환경이 우수하나, wireless환
경에서도 준수한 성능을 보이
는 것을 알 수 있다.

• 개체 인식에 대한 평가 지표는 YOLOv3 논문에
재된 mAP를 사용

기

• 검출율이라고 할 수 있는 용어 recall은 검출하고자 하
는 클래스의 물체들을 얼마나 빠뜨리지 않고 잘 잡아
내는지를 나타냄.
• 정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precision은 검출된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타냄.

• Vision과 Robot Actuating의 융합

• 프로그램이 예측한 예측 바운딩 박스 Bp와 Ground Truth 바운딩 박스 Bgt에 대해 평가 척도인
IOU (Intersection Over Union) 를 사용하여 '두 박스가 얼마나 겹치나‘를 평가
• AP란 precision-recall 그래프의 면적을 뜻하고, AP50, AP75 등의 표현은 IOU의 임계값이 0.5, 0.75일 때의
AP값이다. 최종적으로 자주 쓰이는 평가 척도인 mAP는 여러 클래스(개체 종류)를 검출해낼 때 각 클래스
에 대한 AP의 평균을 뜻함.
• 서버 컴퓨터에서는 YOLOv3를 사용하였고, 구성 환경 사양의 한계로 인식률 평가는 Joseph이 제안한
YOLO 평가 지표를 참조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YOLOv3-416을 사용하는 환경으로 구성
한 평가 방법이 제안되어 있다[5]. 인식률은 mAP-50 기준 55.3으로 준수한 성능을 보임.

• 좌측의 TurtleBot 로봇은 SLAM을 통해 장애물 요소를 미리 인지하고,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프로세스 진행, 우측의 Vision은 YOLOv3를 이용해 추적하고자 하는 사람
개체물을 탐지하요 좌표 반환
• 이 과정에서 로봇의 메인
프로세서인 라즈베리 파이
의 성능을 감안하여 별도의
서버에서 Vision 처리 프로
그램을 통해 처리, 이 과정
에서 RTP를 통해 영상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로봇을 제어한다.

결론
본 주제에서는 Robotis 사의 Turtlebot3 burger 모델을 활용하여
LIDAR와 Vision 기술의 융합을 통한 개체 추적 기능 향상 방법을 제
안하였다. 실험 결과, 안정적인 Round trip과 함께 준수한 인식 성능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프로세서 등의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연산 능력 향상으로 실시간 처리 및 응답성이 강화된다면 추적의 퍼
포먼스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제안한 추적 방법을 통해
산업, 생활 편의 등 복합적인 분야로 활용 방안을 넓힐 수 있을 것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