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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author proposes a case study of a freshmen introduction to engineering design course 
using LEGO Mindstorm NXT and analyzes the survey results of the course. The diffilculties are that this 
course should provide various aspects of design experiences to the students while not requiring the major 
knowledge and skills and it should attract the students to the engineering major. According to our case 
study LEGO mindstorm can be a good solution to this problem. The design experience with LEGO 
Mindstorm NXT provides students with various aspects of design experiences including defining problem, 
finding constraints and functions, exploring design space, and performing preliminary design, as well as fun. 
This paper also provides a project list that can be used for freshmen design experience including soccer 
game robots, line tracer, and vacuum cleane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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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접수일: 2009년  3월 13일 

최종수정일: 2009년  5월  6일

논문완료일: 2009년  5월 11일

† 교신저자: 이강

Ⅰ. 서론 

최근 국내 공과계열 전공에서 공학교육 인증을 활

발히 도입하면서 공학설계입문에 대한 관심과 과목

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KEC2005 공학교육인증 

기준에서는 “저학년에서는 창의력을 기르는 기초설

계”를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공학교

육인증원 2008). 공학설계입문에 대한 이론 교재는 

많이 출간되어 있으나, 마땅한 설계실습에 대한 교

재 및 자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공학 설계 입문

과목은,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 및 설계를 위한 

방법론을 강의로 제시하고 설계 실습을 통해서 실제

로 학생들이 설계 이론들을 경험해 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계 실습이 되기 위해서는 부과되는 과

제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져야 한다.

(1) 분명한 미션이 있어야 한다. (설계물이 수행하고

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함)

(2) 제약 조건이 있어야 한다. (사용 가능한 자원, 비

용, 무게, 크기, 성능 등)

(3) Open-ended 문제이어야 한다 (여러가지 가능한 

해가 존재해서 설계 공간을 탐색하고 해들 간에 

선택 문제가 존재해야 한다)

(4) 팀웍을 실습할 수 있어야 한다. (단독이 아닌 팀

을 이루어서 해야 한다)

(5) 의사소통 능력(구두, 문서)에 대한 훈련과 실습

이 되어야 한다. (프리젼테이션과 설계 결과물에 

대한 문서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6)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수학 공

식으로 유일한 해가 발견되는 것은 공학설계 문

제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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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학설계 입문은 전공을 아직 본격적으로 배

우지 않은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되어야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전공 과목 지식을 직접 요구하지 

않고도 설계 실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교과

목 운영의 어려움이다. 예컨대, 본저자의 소속 대학

에서는 1학년 2학기에 개설되는 이 설계입문 과목은 

2학년때 배우는 전공의 기초지식인 회로나 C 프로

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학생들에게 전혀 없는 상태에

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계 과제로서 C 프로

그래밍을 요구할 수도 없고 회로 설계를 요구할 수

도 없는 상황이다. 즉, 공학설계입문은 설계과목이 

가져야 하는 요구 조건에 다음과 같은 특별한 추가

의 요구사항이 더 있다.

(1) 여러 공학의 전공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 과목

이어야 한다.

(2) 특별한 전공지식이나 특별한 분야의 과학 지식

만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3) 학생들에게 설계의 여러 가지 요소를 경험을 시

킬 수 있어야 한다.

(4) 공학설계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1)과 (2)의 요구사항인 전공지식을 사용하

지 않고도 설계를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 때

문에 물로켓 멀리 쏘기, 스파케티 가락으로 현수교 

만들기, Egg-dropping, 종이비행기 날리기, 종이탑

쌓기 등을 설계 프로젝트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

나, 이런 과제들은, 흥미롭고 창의적이기는 하지만 

특정 과학 영역의 지식 (특히 역학)에 대한 의존도가 

편파적으로 높아서 공학계열의 공통 과목으로 운영

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전공에서 기초설계

의 대안으로 채택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레고사에서 제조 판매하는 8세이상의 장난감인 마

인드스톰 (Mindstorm) 시리즈는 어린아이부터 성인

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흥미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설

계할 수 있도록 고안된 로봇설계 키트이다. 이 키트

는 레고 블록의 장점인 손쉬운 접근성과 새로운 구

조물의 창작이 용이하고 견고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인드스톰 시리즈에서 추가된 각종 센서와 정밀 모

터 및 제어용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하여 사용자

가 블록의 움직임을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한 임베

디드 교육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다. 로봇을 위한 

이러한 고급 제어 기능을 초등학생이라도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덕분에 레고 

마인드스톰은 그 사용자가 전세계적으로 수백만에 

이르고 있다(Daniel 2006). 최근에는, 이 마인드스톰

을 이용한 교육과정이 초등학교에서는 물론이고 대

학교 정규교과과정에서 활발히 개발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4학년 인공지능 과목에서 레고 마인드스톰을 

이용하여 인공지능 이론으로 배운 설계공간 검색을 

로봇제어에 실습해보기도 하고 (Frank 2002), 저학

년 컴퓨터구조 수업에 마인드스톰 로봇 제어를 어셈

블리어 실습에 사용하기도 하고 (Micheal 2007), 팀 

단위의 설계 교육을 통해서 peer learning 효과를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Ciar 2004).

본 논문에서는 레고사의 프로그램가능한 로봇 키트

인 마인드스톰 시리즈의 최신판인 마인드스톰 NXT 

키트를 사용하여 공학설계입문 과정의 설계 실습 과

제를 디자인한다. 이러한 시도의 장점은, 일반적 상

식과 논리적 사고만 가능하면 누구나 창작품을 만들 

수 있는 레고의 특성상 전공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공

학설계의 여러 요소들을 경험할 수 있으며 장난감이

란 특성으로 학생들이 흥미있게 수업에 참가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2장에서는 레고 마인드 스톰의 특성 자체를 소개

하고 3장에서는 레고 마인드스톰을 이용한 설계과제

를 중심으로 공학설계입문 과목의 운영사례를 제시

한다. 4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5장에서는 결론을 맺

는다.

Ⅱ. LEGO MINDSTORM의 소개

마인드스톰 NXT는 부품들의 기능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고급 사양이어서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대

학생들이 상상과 창작의 나래를 펴기에 충분한 터전

을 제공할 수 있다. 마인드스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은 전통적인 레고 블록 외에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센

서와 모터를 내장하여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지능을 

부여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는 것이다. 마인드스톰 NXT의 주요 외형 구성 부품

들과 그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Intelligent Brick(그림 1 참조)은 제어블록으로 32

비트 ARM9 프로세서와 내장 메모리를 가진 임베디

드 시스템이다. 100 × 64 픽셀 크기의 흑백 LC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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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NXT 제어블록 

[Fig. 1] NXT control block

[그림 2] 모터블록

[FIg. 2] Motor block

[그림 3] 각종 고 NXT의 센서들

[Fig. 3] LEGO NXT sensors

내장 스피커가 있고, 블루투스 통신 기능도 있다. 이 

블록에 입출력 포트가 있어서 전용 케이블로 센서와 

모터를 자유롭게 연결하여 제어할 수 있다. 컴퓨터와

는 USB를 통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제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정밀 서보 모터 3개(그림 2 참

조)는 내부에 회전센서가 내장되어서 제어블록이 모

터 운동에 대한 피드백을 정밀하게 받을 수 있다. 입

력 센서로는 초음파, 터치 센서, 광센서, 소리센서 등

의 4종류의 센서가 있다(그림 3 참조). 그 외에 500

개 이상의 몸체 구조를 위한 레고 조립 블록들이 있

다.

레고 마인드스톰은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내장 메모

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저장하여 레고 

창작물을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할 수 있다. 마인

드스톰 NXT에서는 전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일반인도 직관적으로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

록 하는 그래픽으로 된 NXT-G라고 하는 프로그래

밍 언어와 이 언어로 프로그램을 하고 레고 Intelligent 

Brick에 프로그램을 저장하여 작동시키도록 하는 소

[그림 4] 고 NXT-G 로그램의 제

[FIg. 4] LEGO NXT-G program example

[그림 5] NXT로 만든 로 의 

[Fig. 5] NXT robot example

프트웨어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림 4]는 NXT-G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간단한 로봇 제어 프로그램의 

예제이다.

마인드스톰을 이용한 작품의 개발과 시험은, (1) 

문제정의 및 아이디어 구상 (2) 로봇 외형 제작하기 

(3) 로봇 제어 프로그램 작성하기 (4) 시험 및 평가

의 4단계를 거친다. [그림 5]는 레고 마인드스톰 

NXT를 이용하여 만든 간단한 로봇의 외형이다. 이 

로봇은 거리를 측정하는 초음파 센서와 바닥의 밝기

를 구분하는 광센서를 장착하여 line tracer, 장애물 

피하기 등의 기본적인 로봇 제어를 실습할 수 있도록 

해준다. 

Ⅲ. 고를 이용한 공학설계입문 

로젝트 운  사례 

레고 마인드스톰 NXT를 이용하여 설계 수업을 진

행한 결과에 근거하여 완성한 상세 교과 과정 내용을 

소개한다. 이 과정에 따라 한동대 전산전자공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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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가을학기에 17개팀을 대상 (2명/팀)으로 공

학설계입문을 운영한 바 있다.

첫 번째 과제는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원격으

로 조정하는 축구로봇을 만드는 것이다. 축구장은 

120cm × 240cm의 직사각형이고 양 골대를 제외한 

모든 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하나의 로봇을 위

해 두 개의 Intelligent Brick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로봇 자체를 직접 제어하도록 로봇의 몸체에 사용되

고 다른 하나는 리모컨 대용으로 사용된다. 두대의 

Brick은 블루투스로 통신한다. 각 조는 세 개의 로

봇을 사용하여 경기하는데, 한 대는 스스로 작동하

는 골키퍼이고, 두 대는 사람에 의해서 원격조정되

는 공격수와 수비수이다. 로봇에는 외형크기와 사용

가능한 센서의 갯수에 제약이 있으며, 로봇 설계시

에는 민첩성과 파워 간의 trade-off를 고려하여 최

적의 설계를 찾아야 한다. 

두 번째는, 광센서를 사용하여 직선과 곡선으로 이

루어진 연속된 바닥의 선을 따라가는 로봇의 제작이

다. 검은색 선으로 바닥에 표시된 코스를 주행하고 

선이 끊어진 자리에서 로봇이 정지하고 부저를 울리

면 미션을 완수한 것으로 본다. 바닥의 선은 90도 

각도로 꺽이거나 완만한 곡선 커브를 이룬다. 점수

는 정확도/(소요시간 + 비용)가 된다. 정확도는 10번 

시도시 성공한 횟수이다. 비용은 사용되는 센서의 

개수에 비례하고, 소요시간은 출발에서 부저가 울릴 

때까지의 시간이다. 제약조건은, 총 소요시간 (60초

로 제한)과 정확도(50%이상)가 된다. 각 팀은 바닥

[그림 6] 축구로 의 외형 

[Fig. 6] Soccer robot example

의 선을 따라가는 알고리즘을 3가지 이상을 개발하

여 비교하여야 하는데, 각각의 알고리즘은 속도와 정

확도 면에서 90도 회전 구간과 곡선 회전 구간에 대

해서 각기 다른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설계

공간이 존재한다.

세 번째는, 일정한 공간을 청소하듯이 골고루 돌

아다니는 자율로봇을 만드는 프로젝트이다. [그림 8]

과 같이 120cm × 240cm 크기의 판위에 30cm × 

60cm 크기의 장애물 3개가 임의의 위치에 놓여져 

있고 센서를 이용하여 이를 피해서 판 위의 12 개의 

작은 블록들을 제한된 시간 (2분) 안에 가장 많이 건

드리는 것이 목적이다. 초음파 센서로 인식이 안되

는 대각선 방향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모서리에 걸

리지 않도록 로봇의 모양을 설계해야하는 점도 주요 

포인트이다. 제약조건으로는 사용가능한 센서의 수

와 시간이다. 목적은 임수완수에 사용된 시간 + 비용

(센서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림 7] 라이트 이싱 경기 장면

[Fig. 7] Line-tracing robot contest

[그림 8] 청소로  경기장면

[Fig. 8] Vacuum cleaner robot con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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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학설계입문의 주차별 강의계획

<Table1> Weekly schedule for the course

주차 설계이론 설계실습 주제
1 과목소개 조편성
2~5 공학설계개론,설계문제정의하기, 일정관리, 아이디어 생성, 팀운영 로봇축구 경진대회
6~7 고급 NXT-G 프로그램 로봇축구발표
8 중간시험
9~10 개념설계, 예비설계 라인트레이서 대회
11~15 상세설계, 설계평가, 설계의사소통, 공학윤리 청소로봇 경진대회 및 조별발표
16 기말시험

<표 1>은 이론과 실습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공학

설계입문 과목의 주별 강의 계획의 대략이다.

로봇축구 프로젝트에서는 설계 문제의 정의 (제약

조건, objective, function의 구분) 단계를 연습한다. 

소프트 스킬 면에서 설계 팀의 운영을 위한 팀워크

와 아이디어 생성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방법론을 연

습한다. 

라인트레이싱 프로젝트에서는 개념설계를 주로 연

습하였다. 특히, 설계 공간 탐색을 통하여 다양한 방

식의 설계들 간의 trade-off를 확인해 보는 경험이 

주요 목적이다. 

청소로봇 프로젝트는 예비설계 단계를 연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실제 진공청소기 대신에 바닥에 

고루 흩어진 블록들을 모두 건드리고 지나가는 것을 

청소 행위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Ⅳ. 강의 운  결과 평가

강의에 대한 평가는 수업시간 중의 수강생 대상 

심화 설문으로 수행하였다. 이 설문은 무기명으로 강

의 마지막주에 수행되었다. 전체 수강생의 91%가 설

문에 응답하였다.

(1)레고로 인해서 설계를 배우는데 도움이 되었는

가, (2) 레고를 사용한 설계가 흥미가 있었는가, (3) 

레고를 이용한 설계와 이론 강의가 잘 연결되었는가

에 대한 질문의 답변 가중 평균치가 5점 만점에 각

각 3.6, 3.5, 3.1 점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다. 긍

정적으로 답한 경우(매우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가 

문항별로 각각 64%, 68%, 45%로 조사되었고, 부정

적인 답변(매우아니다와 조금아니다)은 문항별로 각

각 6%, 16%, 29% 로 조사되었다. 이 세가지 모든 

설문 항목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이 우세한 편이

다. 

다음은, 로봇축구, 라인트레이서, 청소로봇의 3가

지 각각의 설계 주제가 얼마나 유익했는가에 대한 설

문조사 결과이다. 답변의 가중 평균치는 5점 만점에 

각각 4.0, 4.0, 3.8점으로 매우 긍정적이었다. 긍정

적인 답변 (5점과 4점)이 각 주제별로 78%, 74%, 

66%이며, 부정적인 답변 (1점과 2점)은 각 주제별로 

3%, 0%, 3%에 불과했다. 

다음은, 레고를 사용한 설계 실습의 장점을 물어

보는 질문이 이다. 이질문은 복수 선택이 가능한 문

항이다. 결과는, 설계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었

다, 장난감이라서 친숙하다, 즉시로 아이디어를 구현

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항목을 각각 61%, 52%, 

42%가 선택하였다. 이 문항의 결과는, 레고를 이용

하여 설계에 대한 흥미 유발과 설계를 전문지식이 

없이도 구현해 볼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끝으로, 앞으로의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이다. 이것

도 복수 선택이 가능한 질문이다. 센서사용에 대한 

팁이 더 필요하다, 설계 테스트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제어 알고리즘에 대한 힌트가 더 필요하다, 레

고 부품이 더 구입되어야 한다가 39%, 35%, 35%로 

대부분의 답변을 차지하였다. 

강의 이론을 포함한 이 과목 전반에 대한 평가는, 

(1) 이 과목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2) 설계과제물

의 부담 (3) 이론 강의의 난이도의 3가지 항목에 대

해서 조사되었다. 강의 전반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평균 3.25점이고, 설계 과제물의 부담에 대해서는 

4.4점 (1은 적다. 5는 매우 부담이 크다), 이론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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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난이도는 3.56점 (1점은 쉽다, 5점은 매우 어렵

다)으로 조사되었다. 

종합하건대, 레고를 사용한 설계 경험이 유익하였

으나 설계 과제의 양이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설계이

론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공학설계입문은 전공 지식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설계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하도록 설계실습이 구성

되어야 하고, 공학에 관하여 처음 접하는 관문 과목

이기 때문에 공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도록 해야 

한다. 레고의 Mindstorm NXT 키트를 사용하여 이

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말 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시도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설계 실습에 대한 부담을 낮

추기 위해서 첫번째 설계 과제 시에 소프트웨어 부

분은 예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본 논문은 저학년을 위한 공학설계입문 과목에서 

레고 Mindstorm NXT를 이용하여 설계 실습교육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적용 사례를 분석

하였다. 공학설계입문 과목의 특성상 전공 지식을 요

구하지 않으면서도 설계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

해야 하면서 동시에 저학년들의 전공에 대한 흥미를 

끌어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

르면, 레고의 Mindstorm NXT가 이러한 문제의 한 

가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LEGO Mindstormd 

NXT를 입문설계 수업에 사용했을 경우, 학생들의 

설계에 대한 흥미 유발과 설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가능하다. 즉, 설계의 목적설정, 설계 

제약조건 찾기, 설계물의 기능 열거, 설계 공간의 탐

색, 예비설계 수행 등의 설계 각 과정에 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레고를 공학설계

입문 과목에서 도입할 경우 사용할 만한 무선조정 

축구 로봇, 라인 트레이서, 청소기 로봇 등의 프로젝

트 목록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공학설계입문, 레고 마인드 스톰, 기초설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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