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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이번 프로젝트는 회사를 찾는 어린이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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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와 오목을 하는 듯한 현실감과 흥미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알파고가 이슈가 되

면서 바둑이 아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오목이라는 게임을 회사 측에서는 

전시해 놓음으로써 회사를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체험해볼 수 있다. 

[출처]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today/article/4238571_214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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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영상처리 단계

우선 게임이 시작되면 사람이 바둑판 위에 두는 바둑돌의 좌표를 컴퓨터가 인식

할 수 있도록 한다. 카메라는 웹캠을 사용하며, 바둑판 위에 고정을 해 바둑돌 좌

표를 인식하는데 오차가 없도록 한다. openCV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영상을 받아오며, 사람이 두는 동그란 바둑돌을 인식하도록 한다. 바둑판을 보면 

9개의 동그란 점이 있는데 원을 인식하면서 바둑돌의 크기 정도의 원만 인식하도

록 하여 바둑판의 동그란 점을 인식하지 않도록 하겠다. 컴퓨터 인공지능이 두는 

돌의 좌표는 인공지능 상에서 이미 계산을 하여 시스템상으로 올라가므로 컴퓨터

가 놓는 돌은 인식하지 않도록 한다. 이에 따라 컴퓨터가 사람이 두는 돌의 위치

를 인식하고 계산하고 기계가 직접 자신의 돌을 놓음으로써 정말 인공지능과 오

목을 두는 현실감을 줄 수 있다.

2.1.2 알고리즘 단계

openCV를 통한 사용자의 바둑돌 좌표를 가져오면 인공지능이 둘 바둑의 좌표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오목 알고리즘에는 가중치 계산하는 알

고리즘과 mini-max 알고리즘이 있다. Mini-max 알고리즘의 depth 값을 높여주면 

간단한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며, depth가 낮으면 생각 없이 두는듯한 느낌의 플레

이를 볼 수 있다. 이 두 알고리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알고리즘을 구현함으로써 

컴퓨터가 자신이 둘 오목 돌의 좌표를 계산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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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기계 만들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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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려 했으나 철심을 박으면 바둑돌이 깨질 수도 있고, 

철심을 박을 방법이 없어 진공을 이용하기로 했다. 주사기 끝에 고무를 달고 그 

고무 중앙에 바늘구멍을 뚫음으로써 바둑돌에 닿으면 피스톤을 끌어올려 바둑돌

과 주사기간 진공상태로 만들어 끌어올린다. 기계가 바둑돌을 계속 제공받기 위해

서는 왼쪽 위쪽에 ev3가 바둑돌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하여 

바둑돌을 이동시키고 카메라를 고정하기 위해 바둑판 20cm에서 30cm가량 위에 

레고로 지붕 같은걸 만들어 그 위에 고정시킨다. 단 카메라는 바둑판 정 중앙에 

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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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개요

현재 opencv를 이용하여 바둑돌을 인식하고 바둑판에 맞게 좌표를 출력하는 부분과 오목 

가중치 알고리즘을 이용한 오목 인공지능 부분은 구현한 상태이고 오목 로봇 또한 만들어 

둔 상태이다. 그리고 Ev3와의 연동은 차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2.2.2 세부사항

-opencv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차영상

 input받을 이미지 pre 이전 이미지 dif 차영상 이미지로 정하고 선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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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read(img_input); //카메라로 찍은 영상 이미지를 img_input에 넣고

       absdiff(img_pre, img_input, img_diff);를 이용하여 차영상 이미지 diff를 생성한다. 

-바둑판 UI

 

-바둑돌을 인식 후 좌표에 맞게 UI에 인식

       

       cvtColor(img_diff, gray, CV_BGR2GRAY); // 흑백 인식을 위한 이미지 gray로 변환하고

       HoughCircles(gray, circles, CV_HOUGH_GRADIENT,1, 10, 200, 25, 12, 100); // 원을 찾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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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le(img_diff, center, radius, Scalar(0, 255, 0), 2); // 영상에서 인식한 바둑돌을 차영

상에서 초록색 원으로 그려준다. 

       -게임 승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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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그가 1이면 흰 돌을 검사하고 2이면 흑돌을 검사한다. 만약 플래그가 1이라면 중첩

(19*19) 반복문을 실행하고 현재 상태(board.pos[i][ j].state)가 흰 돌이라면 checkpos가 가

리키는 8방향을 모두 검사한다. 흰 돌이 연속적으로 나오면 cnt는 증가하게 되어 5가 되

면 승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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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 AI 가중치 알고리즘

현재 위치에서의 8방향의 한 칸씩에 가중치

를 부여한다. 흰 돌(1)과 흑돌(2)의 가중치

를 다르게 둔 이유는 흰 돌과 검정 돌의 가

중치가 같을 경우는 공격을 하게 하기 위해

서 AI돌에 0.1을 더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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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목 로봇

전체적인 틀은 레고로 만들었고 바둑돌을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가져오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바둑돌을 집는 손 역할을 하는 부분은 주사기를 이용해 만들었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오목고

팀 명 뿌셔버려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1 2017-04-13

캡스톤 디자인 I Page 14 of 16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Ev3 코딩

레고 마인드스톰 소프트웨어를 통해 바둑돌을 들어 올리고 주어진 좌표까지 이동하는 코

드를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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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Ev3 코드 구현

컴퓨터가 둘 좌표를 계산하여 Ev3에게 전달하면 Ev3는 해당 좌표까지 이동하여 돌을 둔 

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코드를 구현한다.

4.1.2 C++ 기반으로 유저 인터페이스 구현

지금은 콘솔 창에 ‘+’ 기호를 이용하여 바둑판을 그렸지만, 바둑판과 바둑돌 이미지를 불

러와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한다.

4.1.3 오목 게임에 대한 난이도 조절

오목고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낮은 난이도부터 어려운 난이도까지 조

절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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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충 및 건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