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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2016년 화두였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으로 인공지능이 일반인에게도 친숙하게 다

가왔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오목고는 알파고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하게 되어있는

데 기존의 바둑은 복잡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우리의 오목고는 남녀노소, 

아이들까지 친숙한 오목을 인공지능과 접목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흥미를 유

발하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알파고는 소프트웨어만 있어서 바둑돌을 두는 건 하

지 못해 사람이 직접 돌을 두어야 했던 반면에 오목고는 융합시대에 맞추어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하여 기존 오목들과 다르게, 누구나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

을 레고를 가지고 만든 기계가 직접 인간과 오목을 두게 하였다. 

오목고는 융합시대에 맞추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해 기존 오목들과 다르게,  

누구나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을 레고를 통해 기계가 직접 판단해 자기의 팔을 움직

여 오목을 두도록 머리에 몸체까지 구현하였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추진 배경 

우리 조와 산학연계 중인 핸즈온 캠퍼스는 소프트웨어와 로봇교육 체험장으로 

아이들 대상으로 레고를 통해 컴퓨터공학, 과학, 수학 등 어려운 학문에 쉽게 다

가가며 체험으로 교육하는 공간이다. 우리는 핸즈온 캠퍼스에서 레고 ev3를 이용

해 그동안 머리만 있던 인공지능에서 팔다리까지 생겨난 더 실체화된 구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친근하게 소프트웨어에 접근

할 방법을 찾기 위해 핸즈온 캠퍼스에서 체험 중인 아이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아이들이 알파고에 가장 관심이 큰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어린아이들도 쉽

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오목고를 만들어 보기로 하였다. 

1.2.2 필요성  

첫째, 컴퓨터 용어로서의 알고리즘은 비전공자들에게는 아직까지 생소하고 어

려운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논리라고 인식하지만 그 논리가 어떻게 쓰이는지,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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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우리 삶에 녹아있는지는 막상 알고리즘이 사용된 제품을 이용하면서도 인

지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특히 교육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우리는 아이들

이 알파고를 통해 알게 된 인공지능이 결국 알고리즘을 통해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접 마주 시키고 싶었다. 무엇보다 더 쉽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즐겁게 게임

을 할 수 있는 오목을 통해 어려운 용어였던 알고리즘에 가볍게 다가갈 수 있다. 

 

 

둘째, 그동안의 어린이 교육에서 코딩은 단순히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끝날 

뿐이었다.  

 

출처 it동아 http://it.donga.com/20006/ 2014 

우리나라 역시 17년도인 현재 초등학생 대상의 코딩 교육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

가 왔지만, 스크래치 등을 이용해 소프트웨어 코딩 위주였다. 

 

 

하드웨어 코딩 교육이 어린이 교육에 적용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소프트웨어 

위주의 기본 교육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하드웨어를 다루는 코딩에 접근 할 수 

있다. 특히 하드웨어로서 레고 Ev3를 채택하여 어린이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http://it.donga.com/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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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갈 수 있다. Ev3를 통해 하드웨어적 부분까지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것을 만나

게 되면서 소프트웨어가 맡는 머리뿐만 아니라 머리에 몸체가 연결되고 팔다리를 움

직이도록 일을 시키는 분야도 코딩임을 체험시키며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

게 만들 수 있다.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폭넓은 분야를 체험시킬 

수 있어 이를 통해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밑거름을 심어줄 수 있다.  

 

셋째, 기계와의 친근감을 증진할 수 있다. 사람이 대신해주었던 한 수 한 수의 

대국도 레고의 팔이 놓아주는 것이다. 기계와 한 수 한 수 번갈아가며 바둑돌을 두

면서 기계와의 소통, 더 나아가 인공지능과의 소통의 첫걸음마를 오목고를 통해 떼

어줄 수 있다.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를 통해 우리의 돌을 보고 모터와 컨베이어 벨

트를 굴려 가며 자기의 돌을 두는 레고 기계를 보며 그동안 블록의 역할로서 우리에

게 수동적이었던 레고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면서 기계를 더욱 친근하

게 느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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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이번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게 해주는 게 목적이다. 

오목고는 알파고와는 달리 인공지능이 오목 돌을 둘 곳을 계산하면 사람이 대신 

두는 거와는 달리 기계가 직접 돌을 둠으로써 자신이 정말로 컴퓨터와 오목을 하

는 듯한 현실감과 흥미를 가져온다. 그리고 알파고가 이슈가 되면서 바둑이 아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오목이라는 게임을 회사 측에서는 전시해 놓으므로 써 

회사를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체험을 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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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영상처리단계 

 

우선 게임이 시작되면 사람이 바둑판 위에 두는 바둑돌의 좌표를 인식할 수 있도

록 한다. 카메라는 웹캠을 사용하며, 바둑판 위에 고정을 해 바둑돌 좌표를 인식

하는데 오차가 없도록 한다. openCV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영상을 받

아오며, 사람이 두는 동그란 바둑돌을 인식하도록 한다. 바둑판을 보면 9개의 동

그란 점이 있는데 원을 인식하면서 바둑돌의 크기 정도의 원만 인식하도록 하여 

바둑판의 동그란 점을 인식하지 않도록 하겠다. 컴퓨터 인공지능이 두는 돌의 좌

표는 인공지능 상에서 이미 계산을 하여 시스템상으로 올라가므로 컴퓨터가 놓는 

돌은 인식하지 않도록 한다. 이에 따라 컴퓨터가 사람이 두는 돌의 위치를 인식하

도록 한다. 

 

알고리즘단계 

 

openCV를 통한 사용자의 바둑돌 좌표를 가져오면 인공지능이 둘 바둑의 좌표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오목 알고리즘에는 가중치 계산하는 알

고리즘과 mini-max알고리즘이 있다. Mini-max알고리즘의 depth값을 높여주면 간

단한 난이도조절이 가능하며, depth가 낮으면 생각없이 두는듯한 느낌의 플레이를 

볼 수 있다. 이 두 알고리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알고리즘을 구현함으로 써 컴퓨

터가 자신이 둘 오목돌의 좌표를 계산하도록 할 것이다. 

 

기계만들기단계 

 

컴퓨터에서 계산한 오목을 둘 좌표를 계산하여 ev3에 넘겨주면 ev3는 좌푯값으로 

이동할 만큼 모터를 돌려 정확한 곳에 바둑돌을 놓도록 한다. 기계가 가로 세로로 

움직이며 해당 좌표로 이동하고, 바둑돌을 집는 데에 바둑돌 중앙에 철을 박고 기

계엔 자석을 달아 끌어 올리려 했으나 철심을 박으면 바둑돌이 깨질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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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심을 박을 방법이 없어 진공을 이용하기로 했다. 주사기 끝에 고무를 달고 그 

고무 중앙에 바늘구멍을 뚫음으로써 바둑돌에 닿으면 피스톤을 끌어올려 바둑돌

과 주사기 간 진공상태로 만들어 끌어올린다. 기계가 바둑돌을 계속 제공받기 위

해서는 왼쪽 위쪽에 ev3가 바둑돌을 받을 수 있도록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여 바

둑돌을 이동시키고 카메라를 고정하기 위해 바둑판 20cm에서 30cm가량 위에 레

고로 지붕 같은 형태를 만들어 그 위에 고정한다. 단 카메라는 바둑판 정 중앙에 

위치하여야 한다. 

2.3 개발 결과  

 

2.3.1  스템 기능 요구사항 

 

 

2.3.2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1. opencv를 이용하기위해 카메라를 사용해야 하는데 바둑돌을 선명히 인식하기위

해 화질이 높은 카메라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720p보다는 full HD 1080p)를 

사용한다. 

 

2. 레고에서 Ev3를 사용할 때 사용자가 오목을 두는 시간 동안 배터리의 방전 없이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오목고 

팀 명 뿌셔버려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2.1 2017-04-13 

 

캡스톤 디자인 I Page 10 of 19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동작해야 된다. 

 

3. 레고가 둘 장소를 최단거리로 이동한다. 

 

4. 오목 알고리즘을 바둑으로 바꿔준다면 레고가 바둑처럼 둘 수 있다. 

 

2.3.3  시스템 구조 

 

 

 

2.3.4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영상처리 바둑돌 인식 놓여진 바둑돌을 인식한다. 함수  

 좌표값 계산 
바둑판에있는 바둑돌의 

좌표값을 계산한다. 
함수  

인공지능 minmax  
오목 인공지능이 수를 

계산한다. 
함수  

 가중치  여러 가지의 수중 가중치를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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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 계산한다. 

EV3 로봇 동작 
좌표를받아 오목로봇이 지정된 

위치에 바둑돌을 두게함. 
모듈  

 

 

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4.1 기대효과 

 

- 알파고의 등장은 대중이 인공지능에 흥미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바둑은 어려운 룰을 가지고 있어 어린이나 학생들은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어린이와 학생들도 쉽고 재밌고 할 수 있는 오목고는 인공지능에 대해 

대중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기존 오목게임과 다르게 로봇이 직접 사람과 

바둑판에서 둔다는 관점에서 흥미를 유발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4.2 활용방안 

- 교육 회사에서의 활용 : 어린이를 대상으로 로봇 교육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프로그램 보다 더 쉽고 재밌게 흥미를 유발 시킬 수 있다. 직접 두고 로봇이 움직이는 

모습을 체험한 어린이들은 인공지능과 로봇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  

 

 

 

 

 

 

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개발환경 

 1) 사용한 언어 

 -Visual studio 2015 , eclipse 

 2) 사용한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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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우10 

 3) 사용한 하드웨어 

 -Ev3 , LeGo  

 4) 사용한 라이브러리 

 -Opencv3.2  , Ev3 c++ Library 

 

 3.1.2 프로젝트 결과물 확인 

1)Opencv 활용 

   Opencv를 이용하여 카메라를 확인하는데 바둑판의 흰 or 검은색 두 돌중에 

하나만을 인식하여 인식한 돌에 원 표시가 생기는지 확인하고 그 돌의 좌표가 

제대로 찍히는지 콘솔창에서 확인한다. 

 

2)알고리즘 

C++코드로 바둑판을 코딩하고 

1단계의 좌표값을 알고리즘에 넘겨주어 AI가 콘솔창에 제대로 돌을 두는지 확인

한다. 

    

3)EV3 

  2의 단계까지 잘 작동한다면 알고리즘을 EV3에 심어주어 LeGo가 바둑판의 

올바른 위치에 돌을 두는지 확인한다. 

 

 

 

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1) 카메라가 흔들리거나 움직이게 되면 카메라가 찍고 있는 바둑돌 위치가 실제 바

둑판 위에 있는 돌의 위치가 달라서 잘못된 좌표를 구할 것이다. 

- 해결 방법 : 카메라를 위쪽에 고정해서 어느 충격도 받지 않게 하여 움직이

지 않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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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소프트웨어 

1) 한번 놓인 돌을 계속 인식하게 되면 돌이 많을 경우 많은 돌을 빠른 시간에 인식

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 해결 방법 : 기존 영상과 돌 새로 놓이면 차영상을 통해 새로 놓인 돌만 인

식하여 돌의 위치를 파악할 것이다. 

  

3.2.3  기타 

1) 바둑돌을 어떻게 집어 올 것인가? 

- 해결 방법 : 바둑돌 가운데를 뚫어서 자석을 넣고 기계에도 자석을 부착하여 

돌을 집어 올릴 것이다. 

 

2) 들어 올린 바둑돌을 어떻게 놓을 것이고 또한 바둑돌을 뚫을 때 돌에 균열이 생

기거나 깨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 해결 방법 : 주사기를 이용하여 진공으로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주사기를 

위로 당겨서 들어 올린다. 

 

3) 그림자에 의해서 바둑돌 인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 해결 방법 : 조명을 바둑판 정중앙에 위치하게 하여서 그림자를 최소화 시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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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임동환 오목알고리즘 

임중현 오목알고리즘 

양우열 Opencv 

한용민 Opencv  

윤나라 EV3 

가넴 EV3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opencv 흑백검출 15 

Opencv 차영상/좌표뽑기 20 

오목알고리즘 개발 60 

Opencv 와 오목알고리즘 융합 20 

Ev3 환경구축 20 

Ev3 / opencv / 알고리즘 융합 20 

오류수정// 테스트 60 

합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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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아이디어 구상        

사용할 언어 구상        

관련분야연구 

Opencv 공부        

알고리즘 공부        

설계 

레고 설계 
      

 

Opencv 설계 

      

 

알고리즘 설계 

구현 

레고 구현 
      

 

Ev3 구현 

      

 

Opencv 알고리즘 연동 

테스트 
Ev3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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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개발 환경 완성 (GCC 설치, 기본 응용 작성 및 

테스트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기능 일람표 

2017-01-01 2017-03-17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7-01-01 2017-03-16 

1 차 중간 보고 

기능 xxx ~ yyy 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7-03-18 2017-04-13 

2 차 중간 보고 

기능 zzz ~ xyz  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 

2017-04-14 2017-05-11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2017-03-18 2017-05-11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2017-05-12 2017-05-24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2017-05-12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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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임동환 Opencv 개발 // 알고리즘개발 2017-01-01 2017-05-24 144 

임중현 Opencv 개발 // 알고리즘개발 2017-01-01 2017-05-24 144 

양우열 Opencv 개발 // 알고리즘개발 2017-01-01 2017-05-24 144 

한용민 Opencv 개발 // 알고리즘개발 2017-01-01 2017-05-24 144 

윤나라 Opencv 개발 // 알고리즘개발 2017-01-01 2017-05-24 144 

가넴 Opencv 개발 // 알고리즘개발 2017-01-01 2017-05-24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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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Ev3 ㈜핸즈온 2017-01-01 2017-05-24  

개발용 PC 5 대 개인 2017-01-01 2017-05-24  

카메라 공학교육혁신센터 2017-01-01 2017-05-24  

LeGo ㈜핸즈온 2017-01-01 2017-05-24  

바둑판 , 바둑돌 공학교육혁신센터 2017-01-01 2017-05-24  

조명 공학교육혁신센터 2017-01-01 2017-05-24  

거치대 공학교육혁신센터 2017-01-01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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