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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 기반 NXT 로 을 제어하여 길찾기, 미로찾기, 장애물오르기 등

의 주행을 수행하는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미로 찾기는 RBG 센서를 통해 트랙의 색을 구분하

여 정해진 색을 따라 주행하는 하는 것이며, 장애물 미로구간에서는 NXT 로  자신이 장애물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미로를 찾아 빠져나가도록 음  센서를 이용한다. 음  센서로 자신이 통

과할 수 있는 진입로로 단되면 주행을 계속하며, 그 지 않은 경우에는 좌우회 을 통해 미로구간을 

통과한다. 마지막 계단식 장애물 구간에서는 센서와 음  센서를 통해서 물체의 높이를 가늠하

여, 센서 값과 음  센서 값을 통해 로그램은 통과 여부와 계단높이를 단한다. 실험결과 로

은 제어 로그램 시나리오에 따라 하게 수행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로  제어를 

확 하면 사람을 신하는 재난구조 활동, 쟁시 지뢰탐지   정찰활동, 지하공동구  지하매설

물 안  검활동 등을 수행하는 업무로 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로 은 

I-Brick이라는 마이크로 로세서를 통해 로그램을 구동되며,  력으로 I-Brick과 그와 연결된 센

서와 서  모터 등을 구동하고 제어하도록 설계하 다.

1. 서 론

LEGO MINDSTORMS는 LEGO Brick과 같은 개념을 

사용하면서 움직이는 모형을 제작할 수 있는 모터, 주변 

환경을 악할 수 있는 다양한 센서, 제어와 연산이 가능

한 로세서등과 같은 컨트롤러가 내장된 하이테크놀러지

의 Brick을 통칭한다. LEGO사는 1998년 기존의 단순 조

립방식의 LEGO Brick과는 다른 개념의 RIS(Robotic 

Invention System) 1.5를 개발하 다. RIS는 사용자가 조

립한 LEGO를 움직일 수 있도록 모터, 기어, 8bit 로세

서 등의 각종 자  기계장치를 결합한 새로운 모델이

다. 이것은 RCX와 Brick을 움직일 수 있는 모터, 모터와 

연결된 각종 기어류, 주변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다양한 

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RIS는 제약된 사양과 

환경으로 사용자가 만든 모형을 제어  구동하는 로그

램 제작이 어렵다는 과 제어를 한 컴퓨터와의 호환성 

문제로 리 보 되지 못하 기에, 2006년 기존 RIS의 문

제 을 보완하고 좀 더 미래지향 인 시각으로 최신기술

을 탑재한 NXT를 출시하게 되었다.

NXT는 519개의 블록과 각종 부품들로 구성된다. 그 

의 핵심은 인텔리 트 릭이라 불리는 로  컨트롤러 

블록인 NXT 컨트롤러다. NXT 컨트롤러는 행동을 제어

+ 교신저자 : 유우종(wjyoo@hit.ac.kr)

하고, NXT에 연결되는 각종 센서에서 입력되고 모아진 

정보를 분석하고 연산할 수 있다. NXT 본체에는 32bit 

ARM7 마이크로 컨트롤러, 64KB RAM, 256KB 래시메

모리 등이 탑재되어 있다. 한 NXT의 동작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LCD, 로그램이 아닌 사용자가 직  조작을 

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특정 소리를 출력 시킬 수 있는 

스피커로 구성되어 있다 NXT 컨트롤러에는 센서의 입력

을 연결하는 4개의 입력포트와 모터의 출력을 연결할 수 

있는 3개의 출력포트, 사용자와 NXT 간의 통신기능과 데

이터 이동을 한 블루투스와 USB2.0포트가 마련되어 있

다. 이러한 부품으로 구성된 NXT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로 을 제작한 후 이를 제어하는 로그램을 개발함으로

써, 임베디드 시스템을 이해하고 인간을 신하는 미래 로

산업의 기 기술을 다지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NXT 로 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소 트웨어의 특징을 살펴보고, 3장

에서는 개발한 로 제어 로그램의 설계  구 한 결과

를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

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2. NXT 로 의 특징

1) 하드웨어 구성요소

NXT에는 세 하고 정 하게 측정이 가능한 세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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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다. 센서에서 측정된 값은 NXT 컨트롤러에서 

계산 가능한 수치 값으로 변환되고 32bit 로세서를 통해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제어한다. (그림 1)에는 NXT의 기

본 구성이 도시되어 있는데, 이는 서보모터 3개, 터치센서 

2개, RGB 컬러센서 1개, 그리고 음  센서 1개가 연결

된 모습이며 기본으로 블루투스가 내장되어 있다.

 

(그림 1) NXT의 기본 구성

① NXT I-Brick : NXT I-Brick(Intelligent Brick)은 사

용자가 작성한 로그램을 장하고 센서  동기를 동

작시키는 소형컴퓨터이다. I-Brick에는 32bit ARM7 마이

크로 로세서와 8비트 AVR 마이크로 로세서가 내장되

어 있다. ARM7 로세서 내부에는 256KB 래시메모리

와 64KB RAM이 내장되어 있으며, 기본 디지털 입출력을 

수행하고 인터럽트를 처리하며 디스 이와 블루투스통

신 등을 담당한다. AVR 로세서에는 4KB 래시메모리

와 512KB RAM이 내장되어 있고, 신호발생 결과와 버튼 

값 인식을 담당한다. 한, 입력 포트는 1,2,3,4로 표시되

고, 출력 포트는 A,B,C로 표시된다. NXT에 포함된 센서

들은 입력포트에 연결하고, 동기는 출력포트에는 연결할 

수 있다. 

②  센서 : 센서에 달린 버가 렸을 때 회로가 

연결되어 류가 흐르는 것을 감지하는데, 류가 흐르면 

참값, 류가 차단되면 거짓에 해당하는 값을 읽게 된다.

③ 빛(RGB) 센서 : 빛이 발산되어 그 빛이 물체에 부딪  

센서에 반사되어 오는 값으로 빛의 밝기를 측정한다. 

④ 음  센서 : 센서 면부의 신호 발생부에서 신호를 

발생시켜 수신부에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여 거리를 측

정한다. 최 측정거리는 255cm이며, 측정하는 물체가 5cm 

이내로인 경우 오차가 크게 발생함으로 유의해야 한다.

⑤ 동기 : 펄스폭 변조 방식으로 동작하는 직류 동기

이며, 동기내에 인코더가 내장되어 있어 동기를 1° 단

로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소 트웨어  특징

NXT는 제어와 연산이 가능한 로세서가 내장되어있

어 사용자가 제어 로그램을 통해 컨트롤러와 모터, 그리

고 각종 센서 등을 제어할 수 있다. 일반 으로 C, C++, 

JAVA등과 같은 로그램 개발언어가 제공되는데, 본 연

구에서는 NXC(Not eXaxtly C) 언어를 사용하 다. 이 언

어는 NXT에서 사용하기 해 개발된 언어로, ANSI-C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C언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

다. NXC는 BCC(Brick Command Center)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며, BCC는 도우즈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

합개발환경을 제공한다. 

3.  시스템의 설계와 구

1) NXT 메커니즘의 구성

본 연구를 해 제작한 NXT 로 의 모습은 (그림 2)

와 같다. 면부에는 센서, 상단부에는 음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 후면부에는 I-Brick과 센서, I-Brick의 

하단부에는 빛(RGB)센서가 장착되어 있다. 면부에의 서

 모터(B)에 연결된 4개의 바퀴는 장애물 통과 시 필요

한 동작을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그림 2) NXT 로  모습

(그림 3)에서는 모터(B)에 연결된 바퀴에게 상하 회

반경에 제한을 두어 상하 운동만 하게 함으로써, 계단이나 

장애물 통과시에 바퀴를 들어 올리고 장애물을 바퀴가 집

고 넘어가도록 하는 모습이 도시되어 있다. 모터(B)의 동

작은 장애물 통과 시 뿐만이 아니라 회 동작을 할 때에

도 상하 운동을 통해 마찰력을 여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3) 앞바퀴 구동(상승  하강) 모습

 

(그림 4)에서 후면부에 보이는 캐터필러 형태의 바퀴는 

두 개의 서 모터(A,C)에 연결되어 있으며 후좌우의 회

동작을 담당한다. 좌우 회 은 두 모터(A,C)의 동기화

(두 모터의 회  방향, 속도를 동일 함수를 통해 다르게 

지정 가능)를 통해서 동일 함수에 의해 제어되며, 속도와 

동기화 비율을 통해 회 반경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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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true){

      if (Sensor(S2)<=20) { // 검은색 트랙 탐지

RotateMotor(OUT_AC,50, -120); //전진

continue; 

       } else

       while(TRUE){

            if(flag_turn==1) //좌, 우회전 우선순위 지정 

int tr = turnRight(); //우회전 함수 호출

            flag_turn=2; //우선순위 플래그 변경

if (tr == 1) //함수에서 1을 리턴하면 검은색 트랙 탐지

break;                 

else { //이전에서 검은색 트랙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

int tl=turnLeft(); //좌회전 함수 호출

                   flag_turn=1; //우선순위 플래그 변경

if(tl==1)

break;

else { //우,좌 회전에서 모두 발견하지 못할 경우 

RotateMotor(OUT_AC,50, 120); //후진

break;

}
}

} 
 }

(그림 4) 캐터필러형식 뒷바퀴 구동방식

I-Brick 하단부에 센서동작을 한 포트연결 모습은 

(그림 5)와 같다.  센서는 S1과 S4포트, 빛 센서는 S2 

포트, 그리고 음 센서는 S3 포트에 연결되어있다.

(그림 5) 센서 포트 연결 모습

2) 시나리오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NXT 로 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해 

가상의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시나리오에 따라 동작하는 

로 의 최 화된 제어 로그램을 구 하 다. 실험 상이 

된 시나리오는 길 찾기, 미로 찾기, 그리고 장애물(계단) 

오르고 내려오기 등이며, 로 은 시나리오 조건을 상황에 

맞게 단하여 이에 따른 한 행동을 한다. 로 은 정

해진 출발지 에서 로그램 구동을 한 명령하달 까

지 기하며, 로그램이 실행되면 시나리오에 따라 주어

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① 길 찾기

첫 번째 시나리오인 길 찾기는 검은 색 트랙과 흰색의 

바닥으로 조성된 환경에서, 로 이 검은색 트랙만을 찾아

가도록 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RGB 센서를 통해 검

은색 센서 값만을 인지하게 되며, 그 외에 색은 센서 값을 

통해 필터링 하게 된다. 트랙을 주행 도 에 검은색에서 

흰색 바탕으로 벗어나게 되면 좌우로의 회 의 기회를 부

여받게 된다. 회 은 우측 우선으로 구 하 으며, 우회  

후 검은 트랙을 발견하지 못했을 시 180° 회 을 하여 반

 주행로를 곧바로 찾도록 했고, 우회  후에는 좌회 이 

우선하도록 했다.  (그림 6)에는 이와 같은 길 찾기 시나

리오를 시험한 길의 모양이 도시되어 있다. 

(그림 6) 길 찾기 시나리오

(그림 7)에는 길 찾기를 해 구 한 알고리즘이 NXC 

언어로 기술되어 있다.

(그림 7) 길 찾기 알고리즘

② 미로 찾기

미로 찾기 시나리오는 음 센서를 통해 방의 장애

물에 한 센서 값을 받아들이는데서 시작하며, 센서 값이 

로 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약 30cm)이면 주행을 

계속하고, 그 지 않으면 좌측 는 우측으로의 회 의 기

회를 부여받게 된다. 회  후에는 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를 단하기 해 음 센서를 이용한다. (그림 8)에는 

미로찾기 시나리오를 시험한 길의 모양이 도시되어 있다. 

            
               (그림 8) 미로 통과 시나리오

길 찾기 시나리오에서 RGB 센서의 센서 값을 통해 정

해진 길을 따라가는 움직임을 제어했던 것을, 여기에서는 

진방향의 장애물 존재여부를 단하기 해 음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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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TRUE) {

if (Sensor(S1) == TRUE)  // 계단 장애물 탐지

climb(); // 계단 오르기 함수 호출

else if (Sensor(S4) == TRUE) { // 장애물 넘는 동작 중 계단에 걸침

if (Sensor(S1) == TRUE) // 장애물 통과 도중 계단이 다시 탐지

climb();

while (Sensor(S4) == TRUE) { // 통과 동작 중 계단이 없을 때

RotateMotor(OUT_AC,100,-120); // 전진 

if(Sensor(S1)==TRUE) // 계단 탐지

break;

}

} else { // 계단 장애물 탐지되지 않고, 평지 일 경우

while (TRUE) {

Off(OUT_B); // 앞바퀴 전력차단으로 하강시킴

RotateMotor(OUT_AC,80,-120);  // 전진

if (Sensor(S1) == TRUE) { // 전진 중 계단 장애물 탐지

RotateMotor(OUT_AC,50,30); //차후 동작 위해 후진 

climb();

break;

} else //장애물 없을 시 전진

RotateMotor(OUT_AC,80,-120); //전진

}
}

 }

서 값을 읽고 그에 따라 동작한다. 장애물 발견 시 통과할 

수 있는 높이면 장애물을 올라타고 진하며, 오르기에 부

할한 높이면 방향을 선회하여 새로운 길을 찾아 이동하

여 미로를 탈출하도록 구 하 다. 

③ 장애물(계단) 오르고 내려오기

미로 찾기의 경우 음  센서에 장애물이 인지되어 

통과할 수 없다고 단될 경우 이를 선회하여 다른 방향

으로 주행을 하 다. 그러나 계단은 음  센서에 인지되

지 않는 높이라 평지와는 다른 알고리즘을 용하면 통과

할 수 있다. 계단의 높이가 무 높아 통과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미로 찾기와 마찬가지로 우회도로를 이용한다. 따

라서 계단을 오르면서 음  센서를 통해 오를 수 있는

지 여부를 단하며, 센서의  유무를 통해 계단 

오르기를 시도하는데, (그림 9)에는 계단통과 시나리오를 

시험한 계단의 모양이 도시되어 있다. 

(그림 9) 계단 장애물 통과 시나리오

여기서는 앞바퀴의 역할이 요한데 앞바퀴 4개를 

하게 조 하여, 회 마찰력  상하 움직임 제어를 통해 

회 의 융통성을 주어 부드럽게 통과되도록 구 하 다. 

(그림 10) 계단 장애물 통과 알고리즘

   계단을 오르는 메커니즘은 센서가 되면 (그

림 3)에서와 같이 앞바퀴를 들어 올리고 진, 다시 앞바

퀴를 내려 뒷 몸체를 들어 올리고 진하는 과정을 반복

하여 계단을 오르게 된다. (그림 10)에는 계단 오르고 내

려오기를 해 구 한 알고리즘이 NXC 언어로 기술되어 

있다.

4. 결론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를 통해 NXT 로 을 주어진 시나리오에 따라 

동작하도록 제어하는 로그램을 개발하 다. 센서와 모터 

I-Brick을 히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설계  구 함으

로써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임베디드 시스템 

기반 로 제어의 기  활용기술을 습득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로 이 진, 후진, 방향 환, 길 찾기, 장애물 탐지, 

계단 오르기 등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 는데, 

이 기능을 기 로 새로운 동작을 하는 알고리즘을 추가하

면 다양한 응용분야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스마트폰이 지원하는 블루투스를 통해 NXT 로

과 통신하며 수행하는 앱을 개발하면, 원격으로 로 을 

제어할 수 있다. 한, NXT 로 간의 블루투스 통신도 가

능하기에, 여러 개의 NXT 로 이 각기 다른 제어 로그

램을 탑재한 후 상호간에 통신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받

으며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복합 인 일을 로  상호간

에 력하며 수행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NXT 로 은 

일처리기능을 가지고 있어 NXT 로 을 구성하는 부품

인 로 의 센서 값, 모터의 회 속도와  각도, 동기화 비

율  각종 움직임 정보 등을 텍스트 일로 장 는 

출력할 수 있으므로, 이 의 로 의 활동 기록을 추 할 

수 있고, 추가 인 제어 로그램을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원격으로 탑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계  구 한 로  제어 기반기

술을 확 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재난구조 활동, 쟁시 

지뢰탐지   정찰활동, 지하공동구  지하매설물 안  

검활동 등을 수행하는 로 으로 확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한 앞으로도 임베디드 시스템  로  제어 로

그램에 한 지속 인 연구 활동을 통해, 산학지형이나 자

갈길 등과 같은 복잡한 길에도 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

능을 로 에 추가한 연구 결과물을 도출하여, 추가 논문을 

게재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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