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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introduce software development process for autonomous mobile robot with LEGO RCX. The software is 

designed from course analysis and a series of software design processes are applied for the development. Various control methods are 

devised to identify robot’s location and to optimize the running strategy. To assure realtime property and reliability of the software, 

we adopted software engineering processes during the development. In this paper, we report the detailed software design processes 

and the implementation result that we have experienced with our practical LEGO robot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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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의 하드웨어 발달은 점차 가속화 되고 있는 추세에 있

으며, 하드웨어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역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크기가 커지고 복잡해 지고 있다. 따라

서 최근의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공학

과 같은 체계적인 엔지니어링 기법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외의 경우 LEGO를 이용하여 이에 탑재되는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 소프트웨어 공학 기

법을 학습하는 성공적인 예가 자주 소개되고 있다[1,2]. 또한 

이러한 예를 확장하여 교육용으로 LEGO를 사용하는 예들도 

소개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3]. 이러한 예들의 경우, LEGO에

서 제공되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응용 소프트

웨어를 이론적이 아닌 실제로 소프트웨어 공학의 각 단계에 

따라 개발하여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소프트웨어 공학 기법

을 학습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4,5]와 같

이 소프트웨어 공학 기법을 학습하는 것에 목적을 두기 보다

는 특정한 분야에 적용된 시스템에 LEGO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LEGO로 구성된 자율 주행 로봇에 탑재되

는 실시간 주행 소프트웨어를 설계, 구현하였다. 최근에는 소

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능력을 함양하고 있는 인재들의 교육

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BotBall [6], ETROBOT Contest [7]의 경우 LEGO를 이용한 로

봇 대회를 개최하여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교육의 의도를 

잘 살리고 있다. 이러한 로봇 대회의 경우 동일한 하드웨어

와 C언어와 같은 개발 환경을 제공하여 동일한 개발 환경 

내에서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경쟁하게 된다. BotBall는 미국

에서 개최되는 대회 중 하나로 색상을 감지할 수 있는 카메

라와 고성능의 CPU로 구성된 LEGO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주

어진 트랙의 중앙에 위치하는 녹색의 바구니에 노란색의 공

을 넣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대학생들의 프로

그래밍 능력의 함양을 위한 교육적인 이벤트로써 개최되고 

있다. ETROBOT Contest의 경우는 일본에서 개최되는 대회 중 

하나로 주어지는 자율 주행 로봇으로 조립된 LEGO차체를 

이용하여 지정된 코스를 주행하는 라인트레이서의 소프트웨

어를 개발하여 경쟁하는 대회이다. 특히 ETROBOT Contest의 

경우 대상이 되는 LEGO하드웨어에서 동작할 소프트웨어의 

목적이 빠른 시간 내에 코스를 정확하게 주행하는 것에 있으

며, 정확한 주행을 위해서는 센서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실시

간으로 분석하여 얻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조향 모터 및 주행 

모터를 실시간으로 컨트롤 하여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8]의 경우, BotBall, ETROBOT Contest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다루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다루고 있는 일

반적인 설계 단계 중 하나인 계획 단계에서의 소프트웨어 구

현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전략에 대한 계획 및 지원에 대한 

상세한 접근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 

주행 로봇의 주행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이러한 주행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한 전략들에 대해서 다룰 뿐만 아니

라 소프트웨어 공학의 다음 단계인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

현 과정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룬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가 아닌 실시간성이 요구되는 주행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구

현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점들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시스템은 크게 LEGO를 이용하

여 조립된 자율 주행 차체와 자율 주행 차체에서 동작할 주

행 소프트웨어로 나뉜다. 따라서 자율 주행 차체의 경우 고

정된 형태의 것이므로 주행 소프트웨어어의 구현이 주요 목

적이 되며, 주행 소프트웨어의 기준이 되는 요구사항으로는 

[7]에서 제시된 맵과 규칙을 선택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 기법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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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실시간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경우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련의 과정을 설계 과정에서 얻어진 다양한 다이

어그램들을 통하여 보여 주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주행 

소프트웨어의 구현을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마인드 맵

을 이용하였으며, 사용자 다이어그램을(use case diagram) 이용

한 요구사항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분석된 요구사항들을 

만족 시키기 위해서 선택 트리를 이용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동시에 검증된 요구사항들을 토대로 주행 소프트웨어의 아

키텍처를 설계 하였으며, 설계된 아키텍처를 클래스 다이어

그램과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상세 설계를 

하고 이를 구현하였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구

현된 주행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7]의 대회에 참가하여 구

현 결과를 성공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 장에서는 전체적인 시스

템의 구성 및 주행 제약 조건에 대해서 소개하고, III 장에서

는 제어 소프트웨어의 전체적인 설계 과정들에 대해서 각 설

계 과정에서 얻어진 다이어그램들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IV 

장에서는 설계 과정을 거쳐 실제로 구현된 제어 소프트웨어

에 대해서 설명하고, V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시스템의 구성 

1. 일반적인 자율 주행 로봇의 구조 및 동작 

일반적인 자율 주행 로봇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은 구성으

로 되어 있다. 

일반적인 자율 주행 로봇은 가운데 MCU (Micro Controller 

Unit)를 중심으로 입출력을 담당하는 3개의 블록을 가진다. 

먼저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UI (User Interface)블록, 

주행 시 지면의 색상 정보를 식별하는 센서 블록, 그리고 실

질적으로 로봇의 이동을 담당하는 모터 블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자율 주행 로봇은 주행 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과정을 거쳐 주행을 수행하게 된다. 

가장 먼저 주행 에 들어가기 전 UI 블록은 사용자에게 센서

의 조정 및 초기 설정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

다. 일단 초기 설정이 끝나면 자율 주행 로봇은 센서 블록을 

이용하여 지면의 색상 정보를 읽어 들여 MCU 블록에서 현

재 지면의 상태를 분석하게 된다. 이 후 분석된 지면의 상태

를 이용하여 모터 블록의 각 모터를 조절하여 실제 주행을 

수행하게 된다. 

2. 하드웨어 

LEGO 마인드스톰[9]은 여러 가지 LEGO 블록들과 조립 

가능하고 자율 주행 로봇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하기 위해 필

요한 바퀴, 기어, 모터, 적외선 센서, 터치센서 등의 부품들이 

손쉽게 결합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그리고 결합된 각종 블

록들을 제어할 수 있는 MCU역할을 하는 컴퓨터 블록인 

RCX 블록을 제공하여 준다. 

RCX는 로봇을 제어하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LEGO 블록

이다. 모터와 센서를 제어하는 기판과 간단한 8비트 CPU가 

들어간 형태로 최대 3개의 모터와 3개의 센서를 연결하고 제

어할 수 있다. 또, 프로그래밍 된 응용 프로그램은 마인드스

톰에서 제공하는 IR타워를 이용해 PC와 프로그램을 주고받

을 수 있다. LCD를 이용해 기본적인 정보를 출력하여 보여

주는 것도 가능하며, 4개의 버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므로 

LCD와 연동하여 UI를 구현할 수도 있다. 추가적으로 전원은 

AA사이즈 건전지 6개를 사용한다.  

로봇의 운영체제로는 BrickOS [10]라는 펌웨어를 이용한다. 

BrickOS는 오픈 소스 임베디드 운영체제로서 LEGO 마인드

스톰의 RCX를 위해 디자인 된 운영체제이다. BrickOS는 gcc 

기반이기 때문에 GNU 기반의 컴파일러는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LEGO 블록들

을 RCX 블록과 연결하고 주행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을 해

주면 자율 주행 로봇이 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LEGO 

마인드스톰은 조립도 쉽고 간단하며 신속하게 로봇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폭 넓게 사용되는 추세에 있다[7,8]. 본 논문

에서도 LEGO 마인드스톰을 자율 주행 로봇의 차체로 선택

하였으며 그림 3과 같이 조립하였다. 

센서로는 차체의 앞부분에 색상의 구분을 위한 적외선 센

서 하나와 조향 모터의 방향이 주행 방향과 일직선임을 감지 

하기 위한 터치센서 하나가 장착하였다. 모터는 2개가 장착

 

 

그림 1. 자율 주행 로봇의 기본 구조. 

Fig.  1. Basic structure of autonomous mobile robot. 

 

 

그림 2. RCX 블록. 

Fig.  2. RCX Brick. 

 

표   1. RCX 제원. 

Table 1. RCX Specifications. 

CPU 
Hitachi H8/3292, 

CPU Clock Frequency 16MHz 

ROM 16KB 

Internal RAM 512B 

External RAM 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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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장착되는 모터의 종류는 조향 모터와 주행모터를 

각각 1개씩 직류모터를 이용하여 장착하였다. 

3. 주행 소프트웨어 

본 논문에서 다루는 자율 주행 로봇은 [11]과 같이 특별한 

코스 없이 주행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주어진 주행 코스를 

대상으로 하여 주행을 완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자율 주행 로봇은 센서가 수집한 센싱 데이터를 전송 받아 

자율 주행 로봇이 코스를 정상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모터

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행을 위해서 지

면의 색상을 식별하는 적외선 센서는 1개이기 때문에 다수

의 적외선 센서를 장착한 자율 주행 로봇 차체들에 비하여 

코스 이탈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적외선 센서가 

색상을 읽어 전달하는 값은 같은 색상이라 할지라도 값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율 주행 로봇의 주행 소프트

웨어는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구현해야 한다. 또한 코스를 

구성하는 각 라인의 회색과 검정색의 경우에는 읽혀지는 값

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색상을 판별하기 위한 

경계 값 설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 설정된 경계 값 보다 센

싱 된 값들의 오차가 작으면 오판의 경우는 줄어들지만 오차

로 인해 잘못된 색상 정보를 이용한다면 자율 주행 로봇은 

코스를 이탈하게 된다. 따라서 시스템에는 항상 최신의 지면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며 시스템은 이 데이터를 최

대한 빨리 처리하여 모터를 적절하게 구동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자율 주행 로봇의 주행 소프트웨어는 실시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자율 주행 로봇의 CPU 동작속도는 16MHz

로서 빠른 편이 아니므로 구현모듈의 세분화 보다는 되도록 

단일화된 구조를 지향함으로써 문맥 교환 시간의 비용을 최

대한 줄이도록 설계 해야만 한다. 

4. 주행 코스 

자율 주행 로봇은 그림 4를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다. 아래의 코스는 [7]에서 사용되는 코스로 코스 상에 다양

한 난이도의 주행 섹션과 규칙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구현

된 자율 주행 로봇의 주행 소프트웨어를 테스트 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코스는 크게 인-코스, 아웃-코스의 두 종류로 나뉘

며, 회색 마커로 각 코스의 세부 섹션을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점선 섹션과 트윈루프 섹션 등과 같이 난이도가 

높은 섹션이 있어 추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규칙도 적용

되어 있는 코스이다. 추가적으로 코스를 구성하는 검정색과 

흰색의 경계에서 각 섹션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회색 마커

의 회색 값이 읽혀지기 때문에 실제 회색 마커와 검은색과 

흰색의 경계에서의 회색을 서로 구분하여 판별할 수 있는 알

고리즘의 구현이 필수적인 코스이다. 

 

III. 설계 과정 

1. 주행 전략의 수립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공학에서의 소프트웨어의 개발 과정

은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등의 단계

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의 시작은 계

획 수립의 단계에서 시작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계획 

수립에 단계에서 소프트웨어의 목적을 위한 개발 전략의 수

립이라는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논문에서 자율 주행 로봇의 성공적인 주행을 위해서 수

립한 전략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세가지 전략들은 코스 

완주를 위한 전략(Run out), 추가 점수 획득을 위한 전략(Get 

bonus), 최대한 빠르게 주행하기 위한 전략(Run fast)으로서 각 

전략마다 세부 전술을 계획하였고 마인드맵을 통하여 전략

과 전술간의 관계를 명확히 나타내었다. 각 마인드맵의 시작

(root)은 전략(or sub-goal)을 의미하며, 각각의 목표달성을 위

한 세부 전술은 마인드맵의 끝부분(leaf)에 기술하였다 

각 전략과 그에 따른 전술들은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가장 먼저, 코스 완주를 위한 전략은 4가지 세부 전술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먼저 고려 되어야 하는 전술은 자율주

행 로봇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요구사항인 주어진 코스를 이

탈하지 않고 주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전술이다.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주행하기 위해서는 장착된 적외선 센

서로부터 판별된 값에 따라 각 색상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로봇이 이동하면서 각 색상을 적외선 

센서로 읽을 때 얻어지는 값들은 항상 일정하지는 않다. 그

렇기 때문에 각각의 색상마다 기준 값을 정하고 ±허용 값

을 주어 오판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허용 값이 너무 작거

나 크면 주행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림 3. 조립도. 

Fig.  3. Assembly diagram. 

그림 4. 주행 코스. 

Fig.  4.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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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표면에서부터 적외선 센서까지의 높이도 읽혀지는 값

에 영향을 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코스에 존재하

는 비탈길 섹션의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

성이 크다. 또한 외부의 빛과 같은 요소(조명, 카메라 플래

시)에 의한 영향도 무시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최

소화 하기 위해 적외선 센서 주위에 차광스커트(그림 6)를 

장착하는 방법도 있다.  

다음 세부 전술로 주행 중 차체가 멈춰 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만약 차체의 속력이 충분하지 못하면 비탈길 섹

션의 중간에서 멈추게 될 것이다. 따라서 비탈길 섹션을 오

르기 전에 충분한 속력으로 주행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코

스의 특정 위치에서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해당 구간마다의 최

소 속력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코스 이탈 등의 이유로 앞 

바퀴가 주행 가능한 각도를 벗어나게 되면 주행 바퀴는 계속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지만 자율 주행 로봇의 차체는 멈춰있

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자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적외선 센서를 기반으로 판단할 경우는 같은 

색상 값이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읽혀졌을 때, 터

치센서를 기반으로 판단할 경우는 기준 시간 동안 터치센서

의 반응이 없을 때와 같이 자율 주행 로봇의 코스 이탈을 파

악하였을 때, 일단 정지 후 앞 바퀴의 조향 각도를 직선으로 

조정하고 후진을 하게 된다. 로봇은 후진하는 동안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검정 색의 올바른 주행 코스를 찾아야 한다. 

다음 전술로 주행 소프트웨어는 코스 상에서 현재 주행하는 

주행 위치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

행 코스는 인-코스와 아웃-코스로 나뉘며, 이러한 코스들은 

다시 세부 섹션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각 세부 섹션마다 주

행 모드의 변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코스 상의 회색 마커

를 기준으로 세부 섹션을 나누면 차체의 위치를 판단하기가 

용이하다. 이 경우 회색 마커를 지나칠 때 마다 주행 모드를 

 

그림 6. 차광 스커트. 

Fig.  6. Lightproof. 

 

그림 5. 주행 전략의 마인드 맵. 

Fig.  5. Mind map for runn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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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면 된다. 간혹 회색 마커가 잘못 인식되는 경우를 최

대한 방지하기 위해 회색 마커와 영역 간 최소 주행 시간을 

입력하여 최소 시간 이내에 다음 회색 마커가 읽혀지면 무시

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 세부 전술로 코스를 이

탈하였을 경우 이를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일정 주기마다 

코스를 이탈하였는지 검사하여 이탈로 판단되었을 경우 다

시 주행할 수 있도록 복구가 가능해야 한다. 

다음 전략으로 추가 점수 획득을 위한 전술(get bonus)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율 주행 로봇의 주행 테스

트를 위해 선택한 코스는 대회에서 사용되는 코스로 참가자

들의 경쟁을 위해서 추가 점수 획득을 위한 다양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능한 점수를 많이 얻는 것 또한 주행 

소프트웨어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세부 섹션에는 도트 라인 숏컷(dot-line shortcut)과 트

윈 루프 게이트(twin loop gate) 구간이 있다. 그리고 자율 주행 

로봇이 골 지점에 도착 한 후 일정 범위 내에서 멈춘다면 추

가 점수가 주어진다. 이러한 추가 점수가 부여되는 세부 섹

션의 주행을 위해서는 각 추가점수 세부 섹션의 진입점을 감

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너스 구역의 진입점

에 있는 회색 마커를 감지하거나 주행 시간을 이용하여 대략

적으로 진입점을 알아낼 수도 있다. 차체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에 대한 전술은 이전의 코스 완주를 위한 전략 부분에서 

살펴 보았다. 추가 점수 섹션을 성공적으로 주행하기 위해서

는 특별한 제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제어에 대한 내용

은 마인드맵의 각 세부 전술의 끝 부분에 기술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제어를 위해서 그림 7과 같이 한 

가지 개념을 정의했다. 좌측 모서리 추적(left-edge tracing)과 

우측 모서리 추적(right-edge tracing)방법이 그것이다. 좌측 모

서리 추적은 검정색 차선(black line)과 흰색 영역(white zone)의 

좌측 모서리를 추적 하는 것이며 우측 모서리 추적은 검정색 

차선과 흰색 영역의 우측 모서리를 추적 하는 것이다. 트윈 

루프 게이트 구간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좌측/우측 추

적 모드의 변경이 필요하다. 그림 8은 트윈 루프 게이트에서 

추적모드를 변경하는 모습이다. 

추가적으로 마인드맵에 기술된 전술 외에 코스의 규칙에

는 돌핀 점프(dolphine-jump)가 허용된다. 돌핀 점프는 검정색 

차선을 추적하지 않는 방식의 지름길 주행이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시도이지만 더 많은 점수를 위해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트 라인 쇼트컷은 적외선 센서로 읽으며 따라갈 수 있는 

검정색차선이 점선으로 되어있는 구간이다. 이를 통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점선을 판독하며 주행하는 방법과 점선을 

판독하지 않고 점선 구간의 시작점과 끝점을 미리 계산된 주

행 모드로 통과하는 방법이 있다. 점선을 판독하지 않고 통

과하려면 진입 속도 등의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고 점선을 판

독 하는 법은 매우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코스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골 후 정지(stop 

after goal)추가 점수는 코스의 골 지점에 도달했을 때 일정범

위 안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정지하게 되면 받을 수 있다. 

만약 어떠한 오차로 인하여 골 범위 이전에서 멈추게 될 경

우를 대비하여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주행을 시작하도

록 하는 것도 예외를 고려한 방법이 될 수 있다.  

2. 요구사항 분석 

다음 개발 과정으로 위에서 작성한 전략 전술을 바탕으로 

자율 주행 로봇의 주행 소프트웨어에 요구되는 요구 사항들

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즈 케이스 다이

어그램을 사용하여 필요한 기능을 명세하였다. 사용자가 자

율 주행 로봇을 작동시키려면 초기화(Initialization)과정이 필

요하다. 구현된 UI를 통해서 인코스, 아웃코스를 선택하고 

검정색, 회색, 흰색의 기준 값을 입력해야 한다. 사용자가 인-

코스를 선택하면 ‘트윈루프’, ‘슬로프’, ‘골 후 정지’의 세부 섹

션의 제어를 위한 제어부분들이 실행되고 사용자가 아웃-코

스를 선택하면 ‘도트 라인 숏컷’, ‘슬로프’, ‘골 후 정지’의 세

부 섹션의 제어를 위한 제어 부분들이 실행 된다.  

3. 의사 결정 다이어그램 

앞서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완성하였지만 본 논문

 

그림 7. 좌/우 추적모드. 

Fig.  7. Left/Right Trace mode. 

 

그림 8. 트윈 루프 게이트에서의 차선 변경. 

Fig.  8. Change line for twin loop gate. 

 

그림 9. 돌핀 점프 시나리오. 

Fig.  9. Scenario of dolphin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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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루고 있는 자율 주행 로봇의 주행 소프트웨어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모두 나타내기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코스 주행에 관한 의사결정 다이어그램을 그려 주행 

소프트웨어의 기능들을 분석해 보았다. 코스를 12개의 세부 

섹션으로 분할하고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명

시 하였다. 의사결정 다이어그램의 상단에 있는 번호는 코스 

상의 번호와 서로 대응된다. 그리고 각 구역에서 반드시 수

행 되어야 하는 의사결정을 나타내는 노드를 삽입하였다. 이

러한 노드와 노드 사이에는 선이 있으며, 이 선은 자율 주행 

로봇이 어떠한 주행을 하는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 선에 

해당 구역을 어떻게 주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석으

로 명시하였다. 인-코스는 섹션 1, 2, 5에서 돌핀 점프를 할 것

인지 결정할 수 있고 섹션 6에서 트윈 루프 게이트를 지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아웃-코스는 섹션 3에서 도트 라인 

숏컷을 주행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명시된 의사 결

정 다이어그램은 주행 소프트웨어가 제공해야 하는 기능들

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리하여 기술하였으므로 이를 참조

하여 구현 시에 팀원 들 간의 구현 역할분담에 대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A가 1번부터 4번까지 B가 5번부터 

특정 포인트까지와 같은 식으로 말이다. 의사 결정 다이어그

램은 주행 소프트웨어가 어떠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해 주는 동시에 동적 모델링으

로서 참조되어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이나 스테이트 차트

를 작성하는데 참조 될 수 있다. 

4.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이 단계에서의 기능들의 명세가 끝난 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본격적인 설계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키텍처 설

계를 수행하고 결정된 주행 소프트웨어의 아키텍처를 그림 

13과 같은 블록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었다. 자율 주행 로봇

의 주행을 위한 주행 소프트웨어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주행에 필수적인 기능들을 포함하는 동시에 자율 주행 로봇

의 CPU 속도를 고려하여 세분화 보다는 되도록 단순화 시켜 

설계 하였다. 화살표로 표현된 컴포넌트들 간에 전달되는 정

보들은 컴포넌트 또는 함수 사이에서 교환되는 메시지 또는 

파라메터들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설계 시 데이터 경로

(data path)와 제어 경로(control path)의 분리(separation)는 아키

텍처 설계의 기본이므로 이를 최대한 고려하여 아키텍처를 

설계하였다. 아키텍처 상의 주요 컴포넌트들은 크게 자율 주

행로봇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로케이션 매니저, 코스의 각 

세부 섹션에 따라 제어를 담당하는 런닝 모드 매니저, 그리

고 실제적으로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메인 컨트롤러의 세 부

분으로 구성된다. 

각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로케이션 매니저는 3개의 

디텍션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 디텍션 컴포넌트들

은 각 센서 들이 제공하는 저 수준의 정보를 상위 레벨에서 

필요로 하는 추상적인 정보로 가공하여 상위 레벨의 컴포넌

그림 10. 사용자 경우 다이어그램. 

Fig.  10. Use case diagram. 

 

그림 11. 의사결정 다이어그램. 

Fig.  11. Decision make diagram. 

 

그림 12. 각 섹션의 구분. 

Fig.  12. Section of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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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 해당 정보를 전달한다. 로케이션 매니저의 하위 레벨에 

존재하는 터치 센서 매니저는 터치 센서 입력정보의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자율 주행 로봇의 진행 방향(직진, 

좌회전, 우회전)을 판단한다. 로케이션 매니저는 회색 영역 

디텍션, 코스 아웃 디텍션, 초크 포인트 디텍션의 세 디텍션 

컴포컴포넌트를 포함한다. 이 세가지 컴포넌트들은 적외선 

센서 매니저, 터치 센서 매니저, 그리고 타이머의 정보를 바

탕으로 기능을 한다. 회색 영역 디텍션 컴포넌트는 주행 코

스 상의 회색 마커를 감지한다. 적외선 센서가 검정색, 흰색, 

회색을 판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회색 영역 디텍

션 컴포넌트가 있는 이유는 흰색과 검정색의 경계선상에서

도 그림 15와 같이 회색이 검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은 색의 주행 경로와 흰색 영역의 경계선 상에

서 인식되는 회색과 회색 마커 상에서의 회색을 구분해야 한

다. 코스 아웃 디텍션은 주행 중 코스이탈을 감지한다. 초크 

포인트 디텍션은 앞에서 언급한 회색 영역 디텍션에서 식별

된 회색 마커를 바탕으로 트윈 루프 게이트, 도트 라인 숏컷, 

슬로프, 골 후 정지와 같은 주행 모드의 변경을 위한 자율 

주행 로봇의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초크 포인트 디텍션에서

는 회색 마커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시간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이용한다.  

메인 컨트롤러는 로케이션 매니저의 정보를 이용 하여 앞

서 언급한 의사 결정 다이어그램 대로 의사 결정을 수행하고 

러닝모드매니저에게 주행 제어 명령을 내린다. 또한 메인 컨

그림 15. 주행 경로 상에서의 회색 검출. 

Fig.  15. Gray Detection on running course. 

 

그림 13 아키텍처 디자인. 

Fig.  13. Design of Architecture. 

 

 

 

그림 14. 주행 소프트웨어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Fig.  14. Class diagram for running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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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롤러는 UI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 시스

템에 반영하며, 타이머를 이용하여 시간 정보를 매 주기 마

다 수집하여 필요한 컴포넌트들에 전달한다. 

런닝 모드 매니저는 메인 컨트롤러로부터 받은 제어 명령

을 바탕으로 각 세부 섹션의 주행을 위해서 모터의 속력과 

방향을 제어하는 컴포넌트이다. 

5. 주행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 

주행 소프트웨어의 아키텍처 설계가 완료 되었으므로 다

음 설계 과정인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 과정을 클래스 다이

어그램으로 나타내었다. 상세 설계된 각 클래스들의 기본 구

조는 주행 소프트웨어의 기본 아키텍처 구조와 동일하게 상

세 설계 되었으며, 특히 코스에 의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림 16. 주행 시의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 

Fig.  16. Communication diagram for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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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상속 관계를 이용하여 설계하여 

코스가 변경될 경우에 대한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하였다. 

터치 센서 매니저와 적외선 센서 매니저는 위치 매니저가 

필요로 하는 값을 전달한다. 위치 매니저는 주행로봇이 코스

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한다. 위치 매니저 2008은 실

제 주행 하는 코스의 정보를 바탕으로 위치 매니저를 특화 

한다.  

메인 컨트롤러는 주행 로봇의 전체적인 행동을 제어하며, 

UI매니저는 사용자가 초기설정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주행 모드 매니저는 코스 전체의 주행을 맡아서 

주행 모드를 변경한다. 주행 모드 매니저 2008은 위치 매니

저2008과 마찬가지로 주행 모드 매니저를 특화 한다. 주행 

모드는 각각의 주행 모드에 공통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각각의 주행 알고리즘을 실행시킨다. 모터 매니저는 조향 모

터와 주행 모터를 제어한다. 주행 모드 매니저는 주행 모드

만을 관리한다. 각 주행 모드는 노멀 섹션, 트윈 루프 게이트 

섹션과 같은 특정 구역에 특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주행 모

드는 노멀 주행, 트윈 루프 주행과 같은 특화된 클래스를 가

진다. 이를 위해, 새로운 종류의 구역이 생기면 그 구역을 위

한 주행 모드를 생성하여 추가하면 된다.  

위와 같은 사항은 로케이션 매니저에도 적용할 수 있다. 

로케이션 매니저가 특정 코스에만 특화되어 있다면 코스가 

변경될 때마다 위치 매니저가 변경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코

스에 의존적인 변수들은 따로 분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코

스 의존적인 부분들을 코스 독립적인 부분에 붙이는 구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위치매니저가 멤버함수 “Set Location 

State Machine”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지정 코스에 특화된 

상태변환 테이블을 멤버함수에 전달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주행 모드 매니저도 이와 유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

다. 스테이트 머신을 가변적으로 구현하면 코스의 변화에 강

한 구조가 된다. 각 구역에 특화된 주행 모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치 매니저는 세부 구역을 검사할 필요가 없다. 위

치매니저는 주행 모드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오직 특화된 주행 모드가 자신의 세

부적인 구역을 알고 있으면 된다.  

또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 기술한 기능들을 구현

할 경우에 생기는 각 클래스들 사이의 메시지 통신을 커뮤니

케이션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었다. 메인 컨트롤러는 로케이

션 매니저, 런닝 모드 매니저 등의 각종 컴포넌트 사이에서 

흐르는 메시지들의 교환기 역할을 한다. 런닝 모드 매니저는 

적절한 주행 모드에 메시지를 보내 주행 제어를 맡긴다. 

 

IV. 구현 결과 

설계가 상세 설계 단계까지 완료된 소프트웨어 개발의 다

음 단계는 구현 단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상세 설계 단

계에서 얻어는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커뮤니티 다이어그램을 

그대로 이용하여 주행 소프트웨어를 구현하였으며, 코드의 

작성은 C언어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센서 및 모터와 같은 

장치 디바이스들의 제어는 BrickOS의 API를 이용하였으며, 

컴파일러로는 Hitachi H8용 크로스 컴파일러를 이용하여 주행 

소프트웨어를 컴파일 하였다.  

 

컴파일이 완료된 주행 소프트웨어는 IR 타워를 이용하여 

로봇에 전송된다. 실제 주행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자율 주행 

로봇을 실제 코스에서 주행이 성공적으로 완료 되는 것을 그

림 17과 같이 테스트 하였다. 

또한 단순히 주행 소프트웨어를 코스 상에서 주행 성능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7]의 대회에 참가하여 구현된 

주행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개발

한 주행 로봇은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공학의 설계 과정을 통

해 개발되어 정해진 코스를 최단거리를 동적으로 판단해서 

단시간에 주행임무를 완성하였다. 또한, 경기장 환경에 의한 

조도 변화, 경기장 표면 상태, 경로 이탈과 같은 위험성을 소

프트웨어 구조 설계를 통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우

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공학 기법을 적용하

여 자율 주행 로봇의 실시간 주행 소프트웨어를 설계 및 구

현 결과를 설명하였다. 주행 소프트웨어의 각 설계 과정은 

각 설계 과정에서 얻어진 각종의 다이어그램들을 위주로 설

명하여 이해가 쉬운 예를 제시 하였으며, 자율 주행 로봇의 

주행 소프트웨어의 개발 시에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고려사

항 및 그에 대한 해결방법들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개

발 과정을 구현된 실시간 주행 소프트웨어를 자율 주행 로봇

에 탑재하여 성공적으로 코스를 주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LEGO를 

이용한 자율 주행 로봇의 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

들에 대한 실제 예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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