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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O Mindstorms NXT is a powerful robot 

programming target. It has ARM7, sensor and motor 

ports, and bluetooth support. and G-Code, C-Based, 

JAVA programming support, too.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effectiveness of NXT via computer 

science education at college and university. 

I. 서론 

  최근 대학에서 창의공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험 실습 장비로 LEGO MINDSTORMS의 

NXT가 활용되고 있다. NXT는 이전의 RCX에 비해 

성능이 향상된 ARM 기반의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첨

단 기술 분야의 다양한 응용에 사용된다.

  NXT는 메인 로세서로 ARM7(32bit)을 사용하고 

있으며, 센서  모터 포트를 내장하고 있으며, 사용자

가 로그램 다운로딩 방식, 는 원격 제어 방식을 

통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NXT는 기

존 LEGO 부품들과의 완벽한 호환성을 갖추고 있으며, 

타겟 모델 제작이 쉽고 다양하므로 짧은 시간 내에 하

드웨어 랫폼 설계와 조립이 가능하고 소 트웨어

인 학습을 가능하게 도와 다. 

  본 논문에서는 NXT의 구성과 특성, 다양한 인터페

이스들과 구동 소 트웨어  여러 응용 사례들을 통

해 학 교육용 실험 실습 장비로서 매우 합한 

NXT의 특징들을 설명한다.

II. 본론

2.1 NXT

  NXT는 로  설계를 한 편리한 특성을 가진 자율

이동형 랫폼으로 특성은 다음과 같다.

CPU 32bit ARM7 (Atmel)

Memory 256k Flash / 64k RAM

Input 4Port (ADC/I2C type)

Output 3Port (PWM type Servo)

Communication
USB 2.0 Slave mode

Built-in Bluetooth(serial)

그림 1. NXT와 센서, 구동장치 연결, 활용사례

2.2 NXT 구동 로그램 언어

① ROBOLAB

  ROBOLAB은 NI LabVIEW를 기반으로 NXT 조작을 

해 만들어진 G언어 환경이다. 모든 함수들  논리  

문법이 아이콘화 되어 있으며, 각각의 함수간 계를 

형성하는 ' 로우 차트' 기반의 방식을 지향한다. 로

그램의 흐름과 논리 구조를 익히는데 매우 합하다.

그림 2. ROBOLAB, 직 인 G-Code 기반 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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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NXC

  NXC는 LEGO 사용자층에서 개발된 오  소스 형태

의 개발환경이다. 완벽한 C언어 형태는 아니지만, 기본

인 Structure는 ANSI C의 형태를 표방하고 있으며, 

무료로 사용 가능한 환경으로, 보자들이 C의 문법구

조를 익히는데 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림 3. NXC, C structure 구문의 활용

③ ROBOTC

  Carnegie-Mellon 학에서 개발한 ROBOTC는 진정

한 NXT용 C언어 환경이며, 강력한 IDE를 통해 행 단

 디버깅, 독립 인 태스크 제어  변수 모니터링 

등의 개발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을 통해, 

NXT를 통한 C언어 로그래  실습을 더욱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다.

   

그림 4. ROBOTC, IDE 환경과 유틸리티

④ LabVIEW toolkit for LEGO Mindstorms NXT

  LabVIEW 는 National Instrument에서 출시한 제어

계측  데이터 수집용 그래픽 기반의 개발환경이다. 

NI에서는 LabVIEW용으로 무상 배포되는 Toolkit 형

태로서 NXT를 지원한다. 실제 LabVIEW의 사용 방법

과 완벽하게 동일하게 로그램을 작성하여 로 을 

PC에서 직  제어 는 임베디드 방식으로 코드-다운

로드 형태의 구동을 지원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

다.

그림 5. LabVIEW, 산업용 개발환경과 100% 동일함

Ⅲ. 지능형 로 의 구

3.1 기 본 형  로 을  통 한  로 그 램 실 습

  로그래  기  실습을 해서는 

간단한 형태의 로 으로 충분하다. 두 

바퀴와 두 세 종류의 센서 조합을 통

해 다양한 로그램의 논리  분기  

변수 처리, 멀티태스킹 등의 실습이 가능하며, 센서의 

교체를 통해 다양한 실습을 할 수 있다.

3.2 알고리즘 검증  로토타입 모델

  소 트웨어 인 알고리즘을 주제로 

실습을 하는 경우 , 실제 장비를 모

델링하기 한 로토타입 모델 설계

에서도 역시 NXT는 효과 으로 활용

된다. PID 기반으로 두 바퀴를 제어해 

직립하는 형태의 SEG-WAY 로 은 실제 NXT로 가

장 많이 시도되는 형태의 제어 상임을 해외 사례에

서도 확인 가능하다.

3.3 응용 로젝트 

  졸업과제 는 연구논문  

등의 로젝트 모델링에 효과

으로 사용하여, 쉽고 유연한 

하드웨어 모델링과 다양한 개

발환경을 통해, 실시간제어 / 

상처리 / 원격지 통신 등 다

양한 컨셉을 모델링하고 실제 구 해 으로서, 로

젝트 개발시간을 격히 일 수 있다.

Ⅳ. 결론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ARM 기반의 NXT를 사용한 지능형 

로 의 구 에 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학에서의 

창의  공학 설계 는 이론과 실습을 효과 으로 동

시 진행할 수 있는 최 의 지능형 로  랫폼 모델을 

제시하 다. 

  향후 다양한 모델 개발 사례를 통하여 응용 분야를 

더 확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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