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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IK 부품들 

그림 2. RCX와 부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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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NXT 로봇

1. 레고 마인드스톰 소개

1.1 레고 마인드스톰 역사

레고는 어린이용 블록 완구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150년 역사를 갖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

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998년 레고는 기존의 블록 완

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레고 마인드스톰 RIK 

(Robot Invention Kit)제품을 출시하였다. 이 제품은 사용

자가 로봇을 조립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었다. 1998년 당시 200달러의 가격으로 팔

린 이 제품은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 1 순위였고, 제품 

출시 후 3개월 만에 미국에서만 8만대가 팔릴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레고 마인드스톰 RIK 제품

은 레고 블록, 기어, 모터, 센서, RCX 브릭 등 총 717개의 

부품들로 구성되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RCX 브릭이

다. RCX 브릭은 미국 MIT 대학 미디어랩 연구실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된 “프로그램 가능한 브릭(programmable 

brick)” 개념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문제 해결 방법을 익히

고, 학습하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미

디어랩의 연구에 따른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제품이 출시된 이듬해인 1999년에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아닌 성인들을 중심으로 “해커

(hacker)”라고 불리는 커뮤니티가 형성되었고, 커뮤니

티를 중심으로 레고 마인드스톰 RIK에 대한 웹 사이

트들이 만들어졌다. 이 사이트들은 새로운 로봇 형태

에 대한 조립 방법, 프로그래밍 방법, RIK를 개량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레고 마인드스톰의 판매량은 300%의 신

장률을 보였고, 각종 서적들이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2006년 레고는 RIK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마인드스톰 NXT 제품을 출

시하게 되었다. NXT는 기존 RIK에 비해서 부품들 형태를 로봇에 적

합한 형태로 교체하였고, 모터를 정밀제어가 가능한 서보 모터로 변경

하였으며, 무선통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블루투스를 기본적으로 제공

하도록 하였다. 또한 프로그래밍 언어도 좀더 쉽고,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어용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LabVIEW 기반의 NXT-G

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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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이름 연결 포트 개수 용도

터치 센서 1 1 센서의 끝 부분이 눌렸는지, 떨어졌는지 여부 
판별

소리 센서 2 1 음향의 세기를 측정

빛 센서 3 1 빛의 세기를 측정

1.2 레고 마인드스톰 NXT 구성

레고 마인드스톰 NXT는 일반 판매용(Retail version)과 교육용(Educational version)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판매는 2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구성은 동일하고, 약

간의 부품상의 차이점들이 있다. 예를 들어, 부품의 개수가 약간 다르거나 색이 다른 것이 

있다는 정도이다. 

책은 레고 마인드스톰 NXT 일반 판매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일반 판매용 NXT는 약 

600개의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레고 마인드스톰 NXT의 가장 핵심은 NXT 브릭인데, 이

는 레고 마인드스톰의 두뇌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NXT 브릭의 내부에는 32비트 ARM7 마

이크로프로세서(256 KB 플래쉬 메모리, 64 KB 램)와 8비트 ATmega 마이크로컨트롤러

(4KB 플래쉬 메모리, 512 바이트 램)를 포함하고 있으며, 외부에는 3개의 출력포트(A, B, 

C), 1개의 USB 포트, 4개의 입력포트(1, 2, 3, 4), LCD 디스플레이, 4개의 버튼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림 5. NXT 브릭 구성

레고 마인드스톰 NXT의 주요 부품 중에서 주위 환경을 감지하는 것은 4개의 센서를 통해

서 가능하다. 사용자는 4개의 센서를 이용해서 빛, 소리, 거리 등을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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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센서 4 1 초음파를 이용하여 거리 측정

형태 이름 연결 포트 개수 용도

모터 A, B, C 3 이동, 물건 잡기 등

형태 이름 개수 용도

빔

빔15 11

옆의 숫자는 구멍의 개수

빔13 4

빔11 7

빔9 7

빔7 6

빔5 5

빔3 16

각빔11 6

각빔7 2

L형빔7 8

L형빔4 10

5구빔 2

빔의 옆면에 있는 구멍은 연결 페그
(connector peg)를 이용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3구빔 4

3x3빔 8

 

레고 마인드스톰 NXT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3개의 모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모터는 바퀴를 달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물건을 집을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한

다. NXT의 모터는 서보 모터로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며, 내부에는 회전 센서(rotation 

sensor)가 있어서 속도 및 거리 등을 측정할 수 있다. 

다음 표는 NXT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부품들에 대해 수량과 기본적인 용도에 대해서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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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빔 13

컨
넥
터 

(Co
nn
ect
or)

앵글 
컨텍터1 4

축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

앵글 
컨텍터2 2

앵글 
컨텍터4 2

앵글 
컨텍터6 16

양직각 
컨넥터 4

H컨넥터 3

굽은 직각 
컨넥터 1

직각축 
컨넥터 8

직각축 
컨넥터3 4

링크9 2

링크6 3

부시 16

축(axle)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1/2부시 6

축 구멍이 
있는 

컨넥터
4

축 
(Ax
le)

축2 22

축

축3 17

축3-1
(끝이 

있는 축3)
4

축4 4

축5 7

축5-1
(끝이 

있는 축5)
2

축6 4

축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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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8 2

축10 4

축12 2

휠

벨트 휠 2

동력 전달
놉휠 4

기
어

웜기어 
(worm 
gear)

2

기어를 연결한 속도 변화(8:24)

베벨기어를 이용한 움직임 방향 변환

기어와 웜기어를 이용한 움직임 방향 
변환

8기어 
(톱니 
8개)

6

12기어
(톱니 
12개, 

베벨기어)

4

16기어
(톱니 
16개)

2

20기어
(톱니 
20개, 

베벨기어)

2

24기어
(톱니 
24개)

7

36기어
(톱니 
36개, 

베벨기어)

1

40기어
(톱니 
40개)

1



11

턴테이블 1

페
그 연결 페그 197 빔을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

기
타

콘(Cone) 3 콘

바퀴와 휠 각 
4개 바퀴

공 각 
1개 공

집게 4 집게

사용자는 윈도우 혹은 맥킨토시 운영체제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NXT 브릭에서 실행시

킬 수 있다. 사용자 컴퓨터에서 NXT를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의 

최소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최소 800 MHz 속도의 인텔 펜티엄 혹은 호환 프로세서 

  - 윈도우 XP 프로페셔날 혹은 홈 에디션 (서비스팩 2)

  - 256 MB 램 

  - 300 MB 이상의 하드디스크

  - XGA (1024 x 786) 디스플레이

  - USB 포트

  - CD-ROM 드라이버

  - 블루투스 (옵션) 

1.3 레고 마인드스톰 NXT 테스트해보기

레고 마인드스톰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테스트해보도록 하자. 우선 NXT 브릭의 뒷면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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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건전지(1.5V의 AA 타입 건전지 6개)를 끼워서 전원을 공급하도록 한다. 

그림 77. 건전지 넣기

다음에는 4개의 센서를 다음 그림 7과 같이 연결한다. 이때 터치 센서를 1번 포트에, 소리 

센서를 2번 포트에, 빛 센서를 3번 포트에, 초음파 센서를 4번 포트에 연결한다. 모터는 3

개가 동일하기 때문에 3개를 각각 A, B, C 포트에 연결한다. 

 

그림 78. 센서와 모터를 NXT 브릭에 연결

NXT 브릭에서 가운데 있는 주황색 버튼을 눌러서 NXT를 켤 수 있고, 처음에 NXT 브릭의 

화면에 나타나는 화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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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첫 메뉴 

좌우 삼각형 모양의 버튼을 이용해서 메뉴를 이동시킬 수 있고, 진한 회색 버튼을 이용해서 

상위 메뉴로 이동할 수 있다. 첫 메뉴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면, 다음 그림과 같은 Try Me 

메뉴가 나타난다. Try Me 메뉴에서 주황색 버튼을 선택하면, 센서들의 동작을 테스트할 수 

있다. 

그림 80. TryMe 

메뉴 

첫 번째로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1번 포트에 연결한 터치 센서이다. Try Me 메뉴를 선택

하고, 다음에 나타난 Try-Touch 메뉴를 선택한다. 이제 터치 센서의 끝 부분을 손으로 누

르면, 모터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1. Try-Touch 테스트하기

동일한 방법으로 소리 센서를 테스트할 수 있다. 소리 센서의 경우에 음향의 강도에 따라 

모터의 파워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빛 센서와 초음파 센서도 테스트해보기 

바란다. Try Motor의 경우에는 모터를 돌리면, 소리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4 레고 마인드스톰 NXT 로봇 예제

1.4.1 자동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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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유형의 로봇은 바퀴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2개의 모

터를 바퀴를 구동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둘째로 전체적인 모양은 이동과 균형을 위해서 안

정감있는 형태로 전체 모양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다. 다음 그림들은 자동차 유

형의 로봇들의 모습이다. 카메라 로봇은 마인드스톰 NXT과 디지털 카메라를 연결한 것으

로, 모터를 이용해서 카메라 셔터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82. 골프 로봇 그림 83. 트리봇

 

그림 84. 카메라 로봇

1.4.2 크레인 유형

크레인 유형의 로봇은 이동하는 것 보다는 물건을 집는 것이 주목적을 둔 로봇이다. 즉, 물

건을 집고, 이동시키기 위해서 모터를 사용한다. 그림 15의 집게 로봇은 자동차 유형과 크

레인 유형을 혼합한 형태로서 이동과 집기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그림 16은 초음파 센

서로 사람을 인식해서 화장실 물을 내릴 수 있는 로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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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크레인 로봇

  

그림 86. 집게 로봇

그림 87. 화장실 물 내리기 로봇 

1.4.3 휴머노이드 유형

휴머노이드 유형의 로봇은 사람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며, 모터를 이용해서 걷거나 움직일 

수 있다.  

그림 88. 휴머노이드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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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NXT 프로그램 설치

레고 마인드스톰 NXT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 설치 CD를 CD-ROM에 넣고,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다음 그림은 CD를 넣을 때 설치를 위해 처음 나타나는 화면이다. 이 화면

에서 사용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 아직 한국어 버전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읽기 편한 언

어(예: English)를 선택한다. 

사용 언어를 선택 하면 위와 같은 설치 진행 화면이 나타난다.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린다.

NXT 프로그램 설치에서는 기본적으로 NXT-G와 NXT Driver파일을 설치할 수 있고 사용

자가 필요한 파일만 선택하여 설치 할 수도 있다. 또한 설치 장소를 변경할 수도 있다. 기

본적으로는 "C:\Program Files\LEGO Software\LEGO MINDSTORMS NXT" 폴더에 

NXT 프로그램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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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T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 동의를 수락하여야 한다.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고 선택 하였는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보여준다.

설치중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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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종료되면, Finish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자.

Finish버튼을 클릭하면 Restart, Shut Down, Restart Later의 항목이 있다. 사용자가 편할 

대로 선택하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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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레고 마인드스톰 NXT 관련 사이트

1.6.1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레고 마인드스톰 사이트

레고 마인드스톰 사이트 (http://mindstorms.lego.com/)는 레고 마인드스톰을 위한 공식 사

이트로서 마인드스톰 NXT에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제공한다. 

 레고 마인드스톰 커뮤니티 사이트

http://www.nxtasy.org/ 사이트는 레고 마인드스톰 커뮤니티 사이트이다. 사용자들간에 정

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 사이트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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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 마인드스톰 커뮤니티 사이트

http://www.nxtprograms.com/ 사이트는 레고 마인드스톰을 이용해서 각종 로봇을 작성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각종 로봇에 대해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쉽게 

따라서 로봇을 작성할 수 있다. 

 레고 마인드스톰 커뮤니티 사이트

http://www.thenxtstep.blogspot.com/ 사이트는 레고 마인드스톰 NXT를 위한 블로그 사이

트이다. NXT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유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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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VIEW 사이트

http://www.ni.com/academic/mindstorms/ 사이트는 레고 마인드스톰 NXT에서 LabVIEW

를 사용할 수 있도록 LabVIEW 툴킷을 다운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1.6.2 기타

 mindsensors 사이트

http://www.mindsensors.com/ 사이트는 마인드스톰 NXT에서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센서 및 악세서리를 판매하는 사이트이다. 새로운 센서를 사용해보고 싶은 경우에 방

문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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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XT-G 프로그래밍

2.1 NXT-G를 이용한 프로그램 작성

2.1.1 NXT-G 소개 

NXT-G는 그래픽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NXT-G는 

미국 NI에서 개발한 LabVIEW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간단한 프로그램은 물론 복잡

한 프로그램들도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NXT-G 언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레고 마인드스톰 NXT

를 동작시키는 방법과 프로그래밍 방법을 익히도록 하겠다. 프로그램 작성과 실행은 3단계

로 진행할 것이다. 

1. NXT-G를 이용해서 HelloNXT 프로그램 작성

2. HelloNXT 프로그램을 NXT 브릭으로 다운로드

3. HelloNXT 프로그램 실행

2.1.2 NXT 프로그램 실행

컴퓨터에서 [시작 -> 프로그램 -> LEGO MINDSTORMS NXT -> LEGO MINDSTORMS 

NXT]을 선택해서 레고 마인드스톰 NXT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NXT 프로그램을 실행시

키면 다음 그림과 같은 초기 화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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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 NXT 프로그램 초기 화면 구성

가장 중앙에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 영역 (프로그래밍 쉬트(programming 

sheet)라고도 함)이 있고, 좌측에는 프로그래밍 블록(programming block)을 선택할 수 있

는 팔레트(pallette)가 있다. 하단에는 프로그래밍 블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술할 수 

있는 컨피규레이션 패널(configuration panel)이 있다. 작업영역 오른쪽에는 샘플로 로봇을 

제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로봇 센터(robot center)가 있다. 로봇 센터 하단에는 2개

의 탭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탭은 도움말 정보를 제공하고, 두 번째 탭은 작업영역에 대한 

맵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다가 작업영역이 부족한 경우에 로봇 센터 영역을 제거해서 작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로봇센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로봇 센터 상단의 닫기를 

누르고, 다시 복구시키기 위해서는 레고블록 모양의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104. 로봇 센터 eke기와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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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NXT-G 프로그램 작성

처음으로 작성할 프로그램은 HelloNXT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소리 내기

  - 메시지 화면에 출력하기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NXT 프로그램에서 [File -> New] 메뉴

를 선택한다. 이 메뉴를 선택하면, 작업 영역에 그림을 넣을 수 있는 회색 바탕의 공간이 

나타난다. 작업 영역에는 프로그램 시작을 표시하는 아이콘이 존재한다. 팔레트 영역의 하

단에는 3개의 탭이 있는데, 각각 프로그램 블록들의 종류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

다. 처음에는 둥근 녹색 탭이 선택되어 있고, 이 탭에 속한 프로그램 블록들이 팔레트 영역

에 나타난다. 이 탭에 나타나는 프로그램 블록들은 공통(Common) 블록들이다. 

그림 105. New 선택 

      

그림 106. 작업 영역과 팔레트 영역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좌측에 있는 팔레트에서 블록을 선택해서 작업 영역으로 끌

어다 놓아야(drag) 한다. 처음에 작업할 것이 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팔레트에

서  (Sound) 블록을 선택하고, 작업영역에 있는 프로그램 시작 아이콘 ( ) 옆에 끌어놓

기를 통해서 붙여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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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7. 사운드 

불록 선택

        

그림 108. 사운드 블록 이동

사운드 블록을 작업영역으로 이동하였으면, 블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컨피규레이션 패

널에서 기술할 수 있다. 작업영역에서 블록을 선택하거나 마우스를 블록 위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하단에 컨피규레이션 패널이 나타난다. 

그림 109. 블록과 컨피규레이션 패널

사운드 블록에 대해서 컨피규레이션 패널에서 File 부분에서 소리 파일을 Hello로 선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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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사운드 파일 선택

다음에는 메시지를 NXT 브릭의 LCD 화면에 출력하기 위한 작업을 해보자. 우선 다음 그

림과 같이 팔레트에서 (Display) 블록을 선택하고, 사운드 블록 다음에 붙인다. 

그림 111. 디스플레이 블록 

붙이기 

다음에는 컨피규레이션 패널에서 Action 유형을 Text로 변경한다. 그러면,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는 Simple Text 부분이 나타난다. 이곳에 “Hello NXT"라고 입력하도록 하자. 

그림 112. 디스플레이 컨피규레이션 변경 

메시지가 출력되면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일정시간 동안 메시지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Wait) 블록을 사용해야 한다. 패널에서 웨이트 블록으로 마우스를 이동시키면, 선

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블록들이 나타난다. 이때 첫 번째인 시간을 사용하는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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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블록을 선택한다. 

그림 113. 웨이트 블록 붙이기

시간은 컨피규레이션 패널에서 적당한 값(예: 10초)으로 변경한다. 

그림 114. 웨이트 시간 지정 

2.1.4 NXT-G 프로그램 변경

NXT 프로그램에서는 블록을 복사, 삭제, 삽입을 지원한다. 따라서 불필요한 블록은 선택하

고, 키보드에서 삭제 키(delete)를 이용해서 삭제할 수 있다. 복사도 블록을 선택하고, Ctrl 

+ C를 이용해서 복사할 수 있다.  

NXT-G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도중에 새로운 프로그램 블록을 중간에 삽입해야 하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삽입할 블록을 삽입할 위치로 끌고 오는 경우에 새로

운 블록을 삽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 다음 그림은 사운드 블록과 디스

플레이 블록 사이에 모터를 움직이는 (Move) 블록을 삽입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15. 새로운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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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도중에 프로그램 블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는 경우

에는 도움말 영역에서 Move help 링크를 클릭하면 웹 브라우저에서 도움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 웹 브라우저 상단에 보안에 관련된 경고 메시지가 출력되는데, 도움말에는 

해킹에 관련된 위험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ActiveX 컨트롤러의 실행을 허용해도 된다. 

그림 116. 도움말 창 사용

ActiveX 컨트롤러의 실행을 허용하는 경우에 도움말은 다음 그림과 같이 좌측에 메뉴 항목

들이 나타나고, 우측에 각 항목에 대한 설명들이 나타난다. 사용자는 이 도움말을 통해서 

각 프로그래밍 블록들의 의미와 사용법을 참조할 수 있다. 

그림 117. 도움말 창

2.1.5 NXT-G 프로그램 저장 및 실행

앞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툴바에 있는 저장 버튼( )을 클릭한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저장할 파일 이름은 HelloNXT.rbt 라고 지정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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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HelloNXT 프로그램 저장

다음에는 NXT 브릭을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컴퓨터에 연결시킨다. 다음 그림은 컴퓨터

에 NXT 브릭을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한 것을 보여준다. 

그림 119. 컴퓨터와 NXT 브릭 연결

NXT 브릭은 1장에서 테스트했던 것과 같은 형태로 4개의 센서와 3개의 모터를 각각 다음 

그림과 같은 형태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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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 NXT 브릭에 센서와 모터 연결

모든 연결을 만든 다음에는 다시 사용자 컴퓨터의 NXT 프로그램에서 작업영역에 있는 컨

트롤러에서 “NXT 윈도우” 버튼을 클릭한다. 다음 그림은 컨트롤러의 모습이다. 좌측 상단

에 “NXT 윈도우” 버튼이 있다.  

그림 121. 컨트롤러

NXT 윈도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NXT 윈도우가 나타난다. NXT 윈도우는 컴퓨

터와 NXT 브릭을 연결시켜주고, NXT 브릭의 메모리 사용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우선 컴퓨터와 NXT 브릭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있는 Connect 버

튼을 클릭한다. 창에서 Status 부분에 연결되었다는 Connected 메시지가 나오면, Close 버

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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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NXT 윈도우

컴퓨터와 NXT 브릭이 올바르게 연결되었으면, 앞에서 작성한 HelloNXT 프로그램을 NXT 

브릭으로 다운로드시키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다. 컨트롤러에서 가운데 부분에 있는 

다운로드와실행(Download and run) 버튼을 클릭한다. 프로그램이 다운로드되는 동안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새로운 창이 나타나고, 다운로드 상태를 보여준다. 

그림 123. HelloNXT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실행

작업이 완료되면, NXT 브릭에서 HelloNXT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 블루투스로 연결하기

레고 마인드스톰 NXT는 자체적으로 내부에 블루투스 통신 기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블

루투스 통신이 가능한 노트북이나 컴퓨터의 경우에 USB를 사용하지 않고, 블루투스를 통해

서 컴퓨터와 NXT 브릭의 통신이 가능하다. 일반 PC의 경우에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하지 

않지만, 블루투스 동글을 사용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블루투스 동글의 경우에 동글 제조사

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NXT 브릭에서 블루투스 연결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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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설정하기

1. 먼저 블루투스를 PC에 연결한다.

  - 블루투스를 USB포트에다 연결하면 자동으로 인식이 된다.

    지원OS : Window XP/Vista 이상

              MAC: OS 102 이상

  - 설치가 다되면 화면 하단에 블루투스 아이콘이 생긴다.

2. 시작버튼에서 설정-제어판으로 들어간 후 보게 되면 Bluetooth장치로 아이콘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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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번 클릭한 후 추가를 눌러 다음으로 진행한다.  

4. 추가마법사 가 실행이 되면 F키나 하단에 클릭 후 다음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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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색 후 상단에 NXT 아이콘을 눌러 다음을 누른다.

6. 암호키 직접선택을 눌러 암호를 넣고 다음을 누른다.

7. 마인드스톰 브릭에서 마법사에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 후 설정하게 되면 다음화면이 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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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 및 실습

2.3.1 찾아보기

[1] NXT 브릭에 저장되어 있는 사운드 파일 이외에 사용자가 갖고 있는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라. 

[2] 확장자가 rso 인 파일은 어떤 파일인지 알아보고, 일반 사운드 파일을 rso 파일로 변경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2.3.2 실험해보기

[1] 모터 A, B, C를 모두 혹은 각각 움직이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2] NXT 브릭의 LCD 화면에 아이콘이 나타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3] Good Job 소리가 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2.4 LDD 프로그램 설치

LDD는 LEGO Digital Designer을 의미하며, NXT 로봇을 설계하기 위한 CAD 프로그램이

다. LDD는 레고 사이트(http://ldd.lego.com/default.aspx)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아서 사용

할 수 있다.  

그림 131. LDD 다운로드 사이트

LDD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서 설치한다. 다음 그림은 LDD 설치 과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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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 LDD 설치 과정 

LDD를 이용해서 로봇을 조립하는 것은 http://ldd.lego.com/getstarted/default.aspx 사이

트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자료를 이용해서 배울 수 있다. 

2.5 자동차 조립

2.5.1 LDD 사용해보기

책에서는 실습을 위해서 제작한 로봇을 독자들이 따라서 조립할 수 있도록 조립에 관련된 

LDD 파일을 제공하고, 독자들은 LDD 파일을 실행시키면서 단계별로 따라서 작성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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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처음으로 조립할 로봇은 2개의 모터로 연결된 바퀴와 초음파 센서를 갖는 자동차 

로봇이다. 작성할 자동차는 다음 그림과 같은 모양이다. 

자동차를 조립하기 위한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제공하는 "자동차.lxf"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LDD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LDD 파일이 실행되면 다음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LDD의 툴바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차 조립 과정을 볼 수 있다. 다음 그림은 툴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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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버튼을 선택하는 것을 보여준다.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자동차를 조립하는 단계별로 볼 수 있다. 다음 단계로 넘

어가고 싶으면, 우측 상단에 있는 Building guide Player에서  버튼을 클릭한다. 

 

조립 과정에서 다른 각도에서 부품을 보고 싶거나 확대/축소해서 보고 싶은 경우에는 우측 

하단에 있는 버튼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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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자동차 조립과정

LDD 파일을 이용해서 자동차 로봇의 조립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책에서는 조립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한다. 

1번부터 3번까지의 조립과정은 자동차 바닥의 왼쪽부분을 만드는 과정이다. 1번에 보이는

각빔은 모터를 연결하는 부분이다.

1. 왼쪽 모터 연결부 만들기

필요 부품

- 각빔7

- 연결 페그

2. 왼쪽 바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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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부품

- 빔 15

- 연결 페그

- 3x3 빔

3. 왼쪽 바닥 만들기

필요 부품

- 빔 15

- 연결 페그

- H 빔

4. 자동차의 왼쪽 바퀴로 부시를 연결하여 축이 지탱하기 좋게 만든다.

필요 부품

- 휠

- 바퀴

- 부시

5. 축을 이용하여 4번에서 조립한 바퀴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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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부품

- 모터

- 4번 조립품

- 축 5

6. 5번 조립품을 3번 조립품의 각빔 부분에 연결하여 자동차의 왼쪽 바닥부분을 완성한다.

필요 부품

- 3번 조립품

- 5번 조립품

7. 중반부에 양쪽 모터의 연결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모터의 뒷부분에 연결 페그를 연결

한다.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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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결축 만들기

필요 부품

- 3x3 빔

- 연결 페그

9. 바퀴 연결

필요 부품

- 7번 조립품

- 8번 조립품

10번부터 14번까지는 자동차 오른쪽바닥을 조립하는 것으로, 각빔7에는 오른쪽 모터가 연

결된다.

10. 오른쪽 모터 연결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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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부품

- 각빔 7

- 연결 페그

11. 오른쪽 바닥 만들기

필요 부품

- 빔 15

- 연결 페그

- 3x3 빔

12. 오른쪽 바닥 만들기

필요 부품

- 빔 15

- H 빔

13. 연결축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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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3x3 빔

14. 연결축 만들기

필요 부품

- 12번 조립품

- 13번 조립품

15. 자동자의 왼쪽바닥부분과 오른쪽 바닥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 빔 9를 사용한다.

필요 부품

- 빔 9

- 연결 페그

16. 바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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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부품

- 9번 조립품

- 15번 조립품

17. 오른쪽 모터부분을 조립하는 것으로 부시를 사용하여 모터 연결을 한층 더 튼튼하게 한

다.

필요 부품

- 모터

- 부시

- 축 5

18. 바퀴 만들기

필요 부품

- 휠

-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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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7번과 18번의 조립품을 연결하여 오른쪽 모터부분을 완성시킨다.

필요 부품

- 17번 조립품

- 18번 조립품

20. 자동차 바닥에 오른쪽 모터를 연결시킴으로서 기본적인 부분은 완료되었다.

필요 부품

- 16번 조립품

- 19번 조립품

21. 연결 페그와 빔 15를 사용하여 두 모터 연결을 한층 더 견고하게 만든다.

필요 부품

- 빔 15

- 연결 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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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3은 연결 페그를 자동차 바닥에 연결하여 NXT 브릭을 자동차 바닥에 연결하는 

부분이다.

22. NXT 브릭을 위한 공간 만들기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23. NXT 브릭 연결

필요 부품

- NXT 브릭

- 연결 페그

24. 자동차 앞부분이 약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빔 13을 연결 페그와 함께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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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부품

- 빔 13

- 연결 페그

25부터 27은 자동차 앞부분에 작은 보조바퀴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적은 틀을 만드는 부

분이다. 

25. 보조 바퀴를 위한 틀 만들기

필요 부품

- 1/2 부시

- 축 7

- 직각축 컨넥터3

26. 보조 바퀴를 위한 틀 만들기



50

필요 부품

- 빔 7

- 연결 페그

- H 빔

27. 보조 바퀴를 위한 틀 만들기

필요 부품

- 빔 13

- 1/2 부시

28부터 31은 자동차 앞부분에 초음파 센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빔들을 사용해서 설치 부분

을 만드는 것이다.

28. 초음파 센서를 연결할 공간 만들기

필요 부품

- H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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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초음파 센서를 연결할 공간 만들기

필요 부품

- 28번 조립품

- 빔 13

- H 빔

30. 초음파 센서를 연결할 공간 만들기

필요 부품

- 27번 조립품

- 29번 조립품

31. 초음파 센서를 연결할 공간 만들기

필요 부품

- 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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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3은 자동차 앞에 설치될 보조 바퀴를 만드는 것이다.

32. 보조 바퀴

필요 부품

- 벨트 휠

- 축 3

33.  보조 바퀴

필요 부품

- 빔 5

- H 빔

34. 위에서 만든 보조바퀴를 자동차에 장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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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부품

- 31번 조립품

- 33번 조립품

35부터 39까지는 초음파 센서를 연결할 수 있도록 빔과 페그들을 사용하여 만드는 부분이

다.

35. 초음파 센서 연결

필요 부품

- L형빔 7

- 연결 페그

- 3x3 빔

36. 초음파 센서 연결

필요 부품

- 울트라 센서

- 빔 5

- 연결 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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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초음파 센서 연결

필요 부품

- 빔 5

- 연결 페그

38. 초음파 센서 연결

필요 부품

- L형 빔7

- 연결 페그

39. 초음파 센서 연결

필요 부품

- 3x3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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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초음파 센서를 자동차 앞에 연결하여 완료시킨다.

필요 부품

- 34번 조립품

- 39번 조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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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XT-G 프로그래밍 I

3.1 NXT-G 프로그램 구성요소 및 3장 실습 요령

3.1.1 NXT-G 프로그램 구성요소

NXT-G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이콘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

램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사용자는 물론 어린이들도 쉽게 로봇을 제어할 수 있게 지원한

다. NXT-G는 여러 개의 아이콘들이 있어서 정규 프로그래밍을 배운 사람들에게는 조금 복

잡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텍스트 기반의 언어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4개의 구

성 요소로 되어 있다. 4개의 구성 요소로는 시퀜스 빔(sequence beam), 블록(block), 제어

블록(control block), 데이터 와이어(data wire)가 있다.   

형태 이름 설명

시퀜스 빔
시퀜스빔에 블록을 놓으면, 작업이 시작에서부터 순차적

으로 실행된다.

블록 기본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단위

제어 블록

프로그램에서 작업 횟수와 조건에 따른 수행 여부를 제

어하기 위한 블록. 루프(반복)와 스위치(선택적 실행) 블

록이 있다.

데이터 와

이어

블록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데이터 

와이어는 전달하는 데이터 종류에 따라 색이 다르다(숫

자 데이터는 노란색, 논리 데이터는 초록색, 텍스트 데이

터는 오렌지색, 잘못된 데이터 와이어는 회색)

3.1.2 순서도 개념

순서도는 작업의 순서 혹은 알고리즘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트이다. 책에서는 NXT를 

이용해서 만든 로봇이 수행할 일들을 순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NXT-G는 그

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순서도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순서도는 나름대로 자유롭

게 설명을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해보도록 한다. 

순서도에서는 작업 단계를 표현하는 사각형과 이것을 연결하는 화살표를 활용해서 작업 순

서를 표현한다. 다음 그림은 램프가 고장났을 때 고치기 위한 작업 단계를 순서도를 이용해

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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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도에서 사용하는 표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기호 이름 의미

시작/종료 작업의 시작 혹은 끝을 의미

화살표 화살표는 제어의 흐름을 표현

처리절차 처리할 작업을 표현

입력/출력 입력과 출력을 의미

조건 참/거짓을 판단하는 조건을 의미

3.1.3 3장 실습 요령

3장의 NXT-G 프로그램 실습은 1장과 2장 내용을 기초로 한다. 첫째로 1장에서 설명한

NXT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로 2장에서 작성한 자동차 로봇이 있어야 한

다. 3장에서 설명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자동차 로봇에서 동작하도록 작성할 것이다. 자동

차 로봇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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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케이블을 이용해서 자동차 로봇에서 모터와 센서는 다음 표와 같이 입력 포트와 출력 

포트에 연결하도록 하자. 

모터 및 센서 입출력 포트

왼쪽 바퀴 출력 포트 C

오른쪽 바퀴 출력 포트 B

초음파 센서 입력 포트 4

 

3.2 기본 블록 

우선 NXT-G에서 쉬우면서도 많이 사용하는 블록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3.2.1 무브 블록

무브 블록은 로봇을 앞뒤로 이동시키거나 커브에 따라 이동할 때 사용한다. 무브 블록의 모

양과 컨피규레이션 패널에서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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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미

① 모터가 연결된 출력 포트를 기술한다. 

②
모터가 움직이는 방향(전후)을 기술하거나 정지를 기술한다. 전후 이동은 조립

한 로봇에서 모터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③ 2개 모터의 회전수를 조절하여 로봇이 좌 혹은 우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출력 파워를 기술한다. 출력 파워는 0 (최소) ~ 100 (최대) 사이의 값을 갖는

다. 

⑤
모터가 동작하는 기간을 기술한다. 유형은 계속(unlimited), 각도 (degree), 회

전수(rotation), 시간(seconds)으로 기술할 수 있다. 

⑥
모터가 동작한 이후 작업을 기술한다. Brake인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모터를 정지시키고, Coast인 경우에는 모터가 자연스럽게 정지하도록 한다. 

형태 플러그 데이터 
타입

값의 
범위 의미 비고

왼쪽 모터 숫자 1~3 1=A, 2=B, 3=C 모터

오른쪽 모터 숫자 1~3 1=A, 2=B, 3=C 모터

다른 모터 숫자 1~3 1=A, 2=B, 3=C 모터

방향 논리 True/Fa
lse

True = 전진
False = 후진

스티어링 숫자 -100~1
00

음수 : 왼쪽으로
양수 : 오른쪽으로

파워 숫자 0~100 파워 값

기간 숫자 0~2147
483647

Degree와 Rotation = 회
전각(degree)
Seconds = 시간(초)

U n l i m i t e d 
인 경우에는 
무시

다음행동 논리 True/Fa
lse

True = Brake
False = Coast

U n l i m i t e d 
인 경우에는 
무시

각 번호에 따른 의미는 다음 표와 같다. 

무브 블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허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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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브 블록을 이용해서 앞뒤로 이동하는 NXT-G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도록 하자. 이러한 작

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도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전진과 후진을 위한 2개의 무브 블록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

다. 다음 NXT-G 프로그램 소스이다. 

예제: move.rbt 

설명

첫 번째 무브 블록은 바퀴를 연결한 B와 C 모터( )에 대해서 파워 20으로 전진 

방향( )으로 2초간 (Duration을 2, Seconds로 변경) 이동한다. 이동한 후에는 천천히 정지

한다( Next Action을 Coast로 변경). 두 번째 무브 블록은 B와 C 모터에 대해서 파워 20

으로 후진 방향( )으로 1초가 이동하고, 정지한다.  

기간(Duration)을 시간이 아닌 각도(Degree)와 회전(Rotation)으로 변경해서 프로그램을 작

성해보도록 하자. 작성할 프로그램의 순서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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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가 90o인 경우에는 1/4 바퀴 회전에 해당된다. 위와 같은 순서도를 NXT-G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예제: move2.rbt

설명

컨피규레이션 패널에서 기간(Duration)을 각도(Degree)와 회전수(Rotations)로 설정한 것에 

주목하라. 

다음행동(Next Action)의 값 중에서 coast와 break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작성할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순서도를 갖는다. 처음에는 90o 회전하고, 다음액션으로 Break를 

설정하고, 두 번째 회전 후에는 다음액션으로 Coast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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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move3.rbt

설명 및 실행

다음액션으로 Break는 이동한 후에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정지하는 반면에 Coast는 자연스

럽게 정지한다. 다음의 move3.rbt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보면 첫 번째 무브 블록은 Break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동한 후에 즉시 정지한다. 그러나 두 번째 무브 블록은 Coast로 선택했

기 때문에 갑자기 정지하지 않고, 천천히 정지한다. 

다음에는 방향을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도록 하자. 작성할 프로그램은 다음 순서도

와 같이 전진하다가 우회전하고, 다시 전진하는 프로그램이다. 

방향을 오른쪽으로 회전하기 위해서는 무브 블록에서 스티어링의 값을 B 모터로 이동시킨

다 ( ). 단 이때 B 모터는 오른쪽 바퀴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위의 순서도

를 NXT-G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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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turn_right.rbt 

설명

오른쪽으로 회전하기 위해서는 스티어링(Streering) 값을 B 모터로 이동시킨다. 단, 이때 B 

모터는 자동차 오른쪽 바퀴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우회전 각도가 90o가 되도록 2번째 무

브 블록에서 기간(Duration) 값을 조정한다. 

3.2.2 사운드 블록

사운드 블록을 이용해서는 소리 파일을 재생하거나 일정 톤의 소리를 내도록 할 수 있다. 

톤을 이용해서 멜로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음을 낼 수 있는 여러 개의 사운드 블록을 

사용해야 한다. 

1] 소리 파일 재생하기

소리 파일을 재생하기 위한 사운드 블록의 모양과 컨피규레이션 패널에서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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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미

① 소리 파일을 재생할 것인지 톤 소리를 낼 것인지를 결정한다.  

② 음을 재생할 것인지 정지시킬 것인지를 기술한다. 

③ 소리 볼륨을 결정한다. 

④ 소리를 반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⑤ ①에서 소리 파일을 선택한 경우에 재생할 파일을 선택한다.  

⑥ 소리 재생이 끝난 후에 다음 작업을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한다.  

각 번호에 따른 의미는 다음 표와 같다. 

다음의 play_sound.rbt 프로그램은 Good Job 소리 파일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것이다. 이

때 반복 횟수는 사운드 블록 다음에 있는 웨이트 블록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웨이트 

블록이 없는 경우에는 매우 짧은 시간동안만 재생되기 때문에 “삐” 소리만 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Wait에서 Wait for Completion이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제: play_sound.r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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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블록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소리 파일을 다운로드받아서 재생시킬 수도 있다. 책에

서는 웨이브 파일을 소리 파일(rso)로 변환할 수 있는 wav2rso.exe 유틸리티를 제공한다. 

이 유틸리티를 이용하면 웨이브 파일을 RSO 파일로 변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uccess.wav 파일을 success.rso 파일로 변환해보자. success.wav 파일을 윈도우에서 “내

문서”의 “LEGO Creations\MINDSTORMS Projects\Profiles\Default” 폴더에 복사하

자. wav2rso.exe 유틸리티를 실행하고, 다음 그림과 같이 웨이브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

더를 지정한다. 

다음에는 success.wav 파일을 선택하고, Convert 버튼을 선택한다. 파일이 올바르게 변환

이 되었으면, success.rso 파일이 생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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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플러그 데이터 
타입 값의 범위 의미 비고

액션 숫자 0~1 0 = 사운드 파일
1 = 톤

다음에는 success.rso 파일이 마인드스톰 NXT 프로그램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파일을 NXT 프로그램이 설치된 C:\Program Files\LEGO Software\LEGO 

MINDSTORMS NXT\engine\Sounds 폴더에 복사한다. 

다음의 play_mysound.rbt 프로그램은 조금 전에 변환한 success.rso 소리 파일을 재생하

는 것이다. 다음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File 부분에 success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실행시키면, success.rso 파일도 자동적으로 같이 NXT 

브릭으로 다운로드된다. 

예제: play_mysound.rbt

사운드 블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허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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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이름 텍스트 최대 15개 
문자 사운드 파일 이름 액션이 Tone 

일 때 무시

톤 높이 숫자 0~65535 톤 주파수
액션이 Sound 
file 일 때 무
시

제어 논리 0~1 0 = 재생
1 = 정지

볼륨 숫자 0~100 볼륨
액션이 Sound 
file 일 때 무
시

기간 숫자 0~65535 톤의 재생시간(1/1000
초)

액션이 Sound 
file 일 때 무
시

번호 의미

① 소리 파일을 재생할 것인지 톤 소리를 낼 것인지를 결정한다.  

② 음을 재생할 것인지 정지시킬 것인지를 기술한다. 

③ 소리 볼륨을 결정한다. 

④ 소리를 반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⑤ ①에서 톤을 선택한 경우에 재생할 음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⑥ 소리 재생이 끝난 후에 다음 작업을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한다.  

2] 톤으로 재생하기

소리 파일이 미리 만들어진 음 혹은 소리를 재생하는 것과는 달리 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음을 지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액션에서 톤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그림

과 같이 톤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타난다.  

각 번호에 따른 의미는 다음 표와 같다. 

톤을 이용해서 음을 재생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도록 하자. 톤을 이용해서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운드 블록을 여러 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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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play_tone.rbt

3.2.3 NXT 브릭 메모리 정리

프로그램 작성에 대해서 진도를 더 나가기 전에 NXT 브릭의 메모리를 정리하는 방법을 잠

깐 알아보도록 하자. 프로그램을 계속 NXT 브릭으로 다운로드받거나 소리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에 NXT 브릭의 메모리가 꽉 차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 그림은 메모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 것을 보여준다.  

NXT 브릭의 메모리가 부족한 경우에는 NXT 브릭에서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 소리 파일 

등을 삭제해야 한다. 위의 에러 메시지 창에서 Manage Files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에 다음 

그림과 같이 NXT 윈도우가 나타난다. NXT 윈도우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소리 파일, 프

로그램 등을 선택해서 삭제한다. 다음 그림에서는 앞의 예제에서 작성한 success.rso 파일

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 파일을 선택하고, Delete 버튼을 클릭해서 삭제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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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T 윈도우에서 좌측에 있는 NXT Memory Usage에서 Program을 선택하면, 현재 NXT 

브릭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목록이 나타난다. 불필요한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삭제할 

수 있다. 동일한 방법으로 소리 파일과 그림들도 선택해서 삭제할 수 있다. 

만약 NXT 브릭에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소리 파일, 그림 파일 등

에 대해서도 보고 싶은 경우에는 중앙 상단에 있는 Show System Files를 선택한다. 시스

템 파일들도 필요한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다. 

시스템 파일을 삭제해서 NXT 브릭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에는 NXT 프로그램에서 [Tools -> Update NXT Firmware...]를 선택하면, NXT 브릭을 

다시 초기화시킬 수 있다. 다음 그림은 펌웨어를 다운로드하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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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미

① 출력할 내용의 유형(아이콘, 텍스트, 그림)을 결정한다. 

② 화면을 지우고 내용을 출력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한다. 

③ 아이콘 파일을 선택한다. 

④ 출력할 위치 (X, Y)를 결정한다. 

⑤ 데이터 허브를 보여준다. 

3.2.4 디스플레이 블록

디스플레이 블록은 아이콘, 텍스트, 그림을 NXT의 LCD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

다. 디스플레이 블록의 모양과 컨피규레이션 패널에서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 

각 번호에 따른 의미는 다음 표와 같다. 

디스플레이 블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허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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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플러그 데이터 
타입

값의 
범위 의미 비고

액션 숫자 0~5
0=이미지, 1=텍스트, 2=
점, 3=선, 4=원, 5=시스
템 초기 화면

지우기 논리 True/Fa
lse

True = 지우기
False = 지우지 않기

파일 이름 텍스트
최대 
15개 
문자

이미지 파일 이름 액션이 이미지인 
경우에만 사용

텍스트 텍스트 텍스트 액션이 텍스트인 
경우에만 사용

X 숫자 0~99 X 축 좌표

Y 숫자 0~63 Y 축 좌표

끝점 X 숫자 0~99 끝점 X축 좌표(액션이 선
인 경우)

액션이 선인 경
우에만 사용

끝점 Y 논리 0~63 끝점 Y축 좌표(액션이 선
인 경우)

액션이 선인 경
우에만 사용

반지름 숫자 0~120 반지름(액션이 원인 경우) 액션이 원인 경
우에만 사용

그림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액션을 Image로 선택하고, 파일 이름을 선택한다. 디스플레이 내

용을 사용자가 보기 위해서는 웨이트 블록을 이용해서 잠시 내용이 화면에 남아있도록 해야 

한다. 

예제: out_icon

디스플레이 블록 여러 개를 적절히 조합하면, 원하는 내용을 출력할 수 있다. 다음 

out_complex.rbt 프로그램은 그림, 텍스트, 선을 동시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여러 개의 

내용을 출력할 때는 두 번째 디스플레이부터는 Clear 속성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Clear 

속성을 선택하면, 앞의 디스플레이 블록의 작업 내용을 지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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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out_complex.rbt

3.2.5 스위치 블록

스위치 블록은 2개의 갈림길에서 한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스위치 블록은 참 

거짓 혹은 조건에 따라 2가지 경우로 분리해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

다. 스위치 블록의 조건에는 센서 값을 조건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변수 값을 조건으로 사용

하는 경우로 분리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터치 센서 값에 따라서 양 갈래 길로 분리되는 것을 보여준다. ⑥번 길은 터치 

센서가 눌려진 경우에 수행되는 코드들이 존재하는 곳이고, ⑦번 길은 터치 센서가 눌려지

지 않았거나 눌렸다가 떨어진 경우에 실행되는 코드들이 존재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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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미

① 제어 유형을 결정한다. (센서 선택) 

② 센서 유형을 결정한다. (터치 센서)

③
스위치 블록의 모양을 결정한다. Flat view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탭팬 형태로 

보여준다. 

④ 센서가 연결된 포트를 기술한다.  

⑤ 터치 센서에서 분기 조건을 선택한다.   

⑥ 터치 센서가 눌렸을 때 수행할 코드  

⑦ 터치 센서가 눌리지 않았거나 눌렀다가 떨어졌을 때 수행할 코드

번호 의미

① 제어 유형을 결정한다. (Value 선택) 

② 값의 유형을 결정한다. (논리 값(Logic) 선택)

③
스위치 블록의 모양을 결정한다. Flat view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탭팬 형태로 

보여준다. 

④ 조건 값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True, False)

⑤ 조건 값이 True일 때 실행할 코드

⑥ 조건 값이 False일 때 실행할 코드  

형태 플러그 데이터 값의 의미 비고

각 번호에 따른 의미는 다음 표와 같다. 

다음 그림은 제어 조건으로 값(Value)를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스위치 블록과 컨피규레이션 

패널의 그림이다. 

각 번호에 따른 의미는 다음 표와 같다. 

스위치 블록에서는 제어 유형을 Value로 선택하는 경우에 입력 데이터 허브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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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범위

입력 숫자 / 
논리 값의 유형에 따라 달라짐

거리에 따라서 Hello.rso 파일 혹은 Good bye.rso 파일을 재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

성해보도록 하자. 즉, 거리가 먼 경우에는 Good bye 소리가 나오고,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

는 Hello 소리가 난다. 이 프로그램을 위한 순서도는 다음과 같다. 

거리에 따라 동작하는 방식이 다른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스위치 블록에서 제어를 

Sensor로 지정하고, 센서 타입을 Ultrasonic Sensor로 지정한다. 

예제: switch_distance.rbt

설명

스위치 블록에서 Compare 부분의 Distance를 10 센티미터로 지정한다. 거리 단위를 지정

하기 위해서는 Show 부분을 Centimeters로 변경한다. 참고로 초음파 센서는 3장 처음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4번 입력 포트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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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미

① 반복 유형을 결정한다. (무한반복)

② 반복 횟수를 보여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실행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초음파 센서 가까이에 손을 대고 실행시킨다. 다시 프로그램을 실

행시킬 때는 초음파 센서 가까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 실행시킨다. 

3.2.6 루프 블록

루프 블록은 프로그램 코드를 반복하도록 할 수 있다. 반복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건은 루프 

블록의 끝에 기술한다. 조건의 유형으로는 시간, 반복 횟수, 논리 값, 센서 값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루프 블록의 모양과 컨피규레이션 패널에서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 

각 번호에 따른 의미는 다음 표와 같다. 

다음은 반복 유형을 센서 값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센서 값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각종 센서

들을 선택할 수 있고, 센서의 값에 따라 반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터치 센

서를 사용하였고, 터치 센서가 눌려질 때까지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번호에 따른 의미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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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미

① 반복 유형을 결정한다. (센서)

② 센서 유형을 결정한다. (터치 센서)

③
터치 센서에서 반복 조건을 기술한다. 그림에서는 터치 센서가 눌려질 때

(Pressed)까지 반복한다는 의미이다.

번호 의미

① 반복 유형을 결정한다. (시간)

② 반복 시간을 결정한다. (단위: 초)

번호 의미

① 반복 유형을 결정한다. (횟수)

② 반복 횟수를 결정한다. 

루프는 센서 값 이외에 시간을 이용해서도 반복을 제어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시간을 이

용해서 반복하는 것을 보여준다. 

각 번호에 따른 의미는 다음 표와 같다. 

루프 블록은 반복 횟수를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 그림

은 반복 횟수를 이용해서 반복 작업하는 것을 보여준다. 

각 번호에 따른 의미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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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반복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순서도를 작성해보자. 이러한 반복 작업은 다음 그림과 

같은 순서도로 나타낼 수 있다. 반복되는 부분은 한 개의 작업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순서도와 같이 여러 개의 작업(예를 들어, 순서도에서는 2개의 전진작업)으로 구성된다. 

위와 같은 순서도 내용을 루프 블록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으로 변환해보도록 하자. 횟수를 

이용해서 루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어 부분을 Count로 지정하고, Unit에서 횟수를 지정

한다. 

예제: count.rbt

마지막으로 루프 블록은 논리 값에 따라 반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논리 값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논리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값들이 데이터 와이어를 통해서 루프 블록으로 전달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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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미

① 반복 유형을 결정한다. (논리 값)

② 반복 조건을 선택한다. 

형태 플러그 데이터 
타입

값의 
범위 의미 비고

카운터 숫자 반복 횟수

각 번호에 따른 의미는 다음 표와 같다. 

루프 블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허브는 Counter가 있다. Counter 데이터 허브는 컨피규레

이션 패널에서 를 선택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자동차 로봇이 앞에 장애물이 없을 때까지 계속 앞으로 이동하고,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순서도를 작성해보도록 하자. 순서도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다. 

위의 순서도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루프 블록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전

진을 계속할 때 자동차가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브 블록에서 다음행동

(Next Action)을 Coast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장애물이 나타나는 것을 즉시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브 블록의 이동거리가 짧아야 한다. 즉, 기간(Duration)을 짧게 지정해야 

한다. 

예제: gogo.r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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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건에 반응해서 동작하기

3.3.1 동시 작업  

NXT-G는 시퀜스 빔을 여러 개 사용함으로써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

법을(병행성, concurrency) 제공한다. 병행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작업들이 별도의 

쓰레드로 작업이 진행된다. NXT-G에서 병행성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시작에서 마우스를 드

래그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시퀜스 빔을 만들 수 있다.  

병행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도록 하자. 즉, 다음 순서도와 같이 2갈래 길의 작

업들이 동시에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한쪽에서는 소리를 연주하고, 다른 쪽에서는 모터를 

제어해서 이동하도록 한다. 

위의 순서도와 같은 프로그램을 NXT-G에서는 새로운 시퀜스 빔을 만듦으로써 가능하다. 

즉, 다음과 같이 2개의 작업(이동, 음 재생)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만들 수 있다.  

예제: cowork.r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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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미

① 조건을 기술하는 유형(시간, 센서 등)을 선택한다.  

②
①에서 시간을 선택하는 경우에 기다릴 시간을 기술한다. (시간 단위는 컨피규

레이션 패널은 초, 블록 아이콘은 밀리세컨드이다.) 

3.3.2 Wait 블록 : 시간

웨이트 블록은 로봇이 다음 작업을 계속하기 전에 주변 환경을 센싱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

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한다. 지정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웨이드 블록의 모양과 컨피규레이션 패널에서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 

각 번호에 따른 의미는 다음 표와 같다. 

다음의 프로그램은 웨이트 블록을 이용해서 이동과 정지를 반복하는 예제 프로그램이다. 

예제: go_stop.r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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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Wait 블록 : 소리 센서

자동차 로봇에 소리 센서를 2번 포트에 연결해서 웨이트 블록을 테스트 해보도록 하자. 다

음의 start_go.rbt 프로그램은 큰 소리가 나면, 움직이기 시작하도록 한다.  

예제: start_go.rbt

3.3.4 Wait 블록 : 초음파 센서

자동차에서 앞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 이동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도록 하자. 

예제: start_go2.r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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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실험 및 실습

3.4.1 찾아보기

[1] 쓰레드(thread)가 무엇인지 찾아보자. 

[2] NXT는 쓰레드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찾아보자. 

3.4.2 실습

[1] 자동차 로봇에 소리 센서를 부착하고, 박수를 치면 이동하기 시작하고, 다시 박수치면 

정지하도록 하라. 

[2] 자동차 로봇에 소리 센서를 부착하고, 박수를 치면 이동하기 시작하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정지하도록 하라. 

[3] 다음 그림과 같이 자동차가 전진하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해

서 이동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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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미

① 터치 센서 포트 번호

② 터치 센서가 인식할 센싱 유형 (센서가 눌렸을 때)

③ 데이터 허브

형태 플러그 데이터 
타입

값의 
범위 의미 비고

포트 숫자 1~4 입력 포트 번호

액션 숫자 0~2
0 = 눌림
1 = 떨어짐
2 = 눌렸다 떨어짐

Yes/No 논리 True/Fa
lse 비교 결과

원시값 숫자 0~1024 센서가 읽은 원시 값

4. NXT-G 프로그래밍 II

4.1 센서 블록 

4.1.1 터치 센서 블록

터치 센서 블록은 터치 센서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블록은 터치 센

서의 상태를 데이터 와이어를 통해서 논리 값(True, False)으로 보낼 수 있다. 터치 센서 

블록의 모양과 컨피규레이션 패널에서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 

각 번호에 따른 의미는 다음 표와 같다. 

터치센서 블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허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터치센서 블록이 센싱한 값에 따라 동작을 달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도록 하자. 우선 

다음과 같이 터치 센서가 눌려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출력하는 아이콘을 다르게 

하는 순서도를 작성해보자. 터치센서의 값을 읽은 다음에는 눌려졌는지 여부에 따라서 작업

을 별도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기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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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작성한 순서도를 프로그램으로 작성해보도록 하자. 터치센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2

장에서 만든 자동차 로봇에 터치 센서를 1번 포트에 연결하도록 한다. 다음 예제 프로그램

은 터치 센서를 사용자가 누르고 있으면, 스마일 아이콘( )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에는 다른 아이콘( )이 나타난다. 

예제: touch.rbt

4.1.2 사운드 센서 블록

사운드 센서 블록은 소리를 인식하는 기능을 한다. 이 블록을 이용하면, 현재 소음 정도는 

물론 어떤 값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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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미

① 사운드 센서 포트 번호

② 사운드 센서에서 인식한 값을 비교 (50보다 클 때)

③ 데이터 허브

형태 플러그 데이터 
타입

값의 
범위 의미 비고

포트 숫자 1~4 입력 포트 번호

트리거 포인
트 숫자 0~100 비교할 값

비교 논리 True/Fa
lse

비교에 사용하는 논리
True = 크다
False = 작다

dBA 논리 True/Fa
lse

True = dBA
False = dB

Yes/No 논리 True/Fa
lse 비교결과

사운드 레벨 숫자 0~100 센서에서 조정된 값

원시값 숫자 0~1024 센서에서 읽은 원시값

각 번호에 따른 의미는 다음 표와 같다. 

사운드 센서 블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허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사운드 센서 값에 따라 다른 동작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도록 하자. 우선 다음과 

같은 순서도를 생각할 수 있다. 사운드 센서의 값이 일정 값보다 큰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

우에 동작을 다르게 기술하도록 해보자. 즉, 사운드 센서가 인식한 값이 50을 넘는 경우에 

스마일 아이콘( )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아이콘( )이 출력되도록 하자. 

또한 센서 값을 텍스트 형태로 아이콘과 같이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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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센서 블록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2장에서 만든 자동차 로봇에 사운드 센서를 2번 포

트에 연결해보도록 하자. 

예제: sound.rbt

설명

첫 번째 사운드센서 블록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스위치 블록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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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블록 내부에서 상단에 있는 디스플레이 블록은 다음과 같이 스마일 아이콘( )이 나

타나도록 설정한다. 

스위치 블록 내부에서 하단에 있는 디스플레이 블록은 다음과 같이  아이콘이 나타나도

록 설정한다. 

넘버투텍스트(Number to Text) 블록은 별다른 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디스플레이 블록은 액션을 Text로 지정하고, Display에서 Clear 선택을 해제한다. 이것은 

아이콘과 소리 크기에 대한 텍스트 값을 같이 출력하기 위해서다. 

웨이트 블록은 시간으로 지정하고, 2초간 기다리도록 해서 사용자가 출력되는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한다.  

4.1.3 빛 센서 블록

빛 센서 블록은 빛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 센서 블록을 사용하면, 현재 빛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89

번호 의미

① 제어 유형을 결정한다. (Value 선택) 

② 값의 유형을 결정한다. (논리 값(Logic) 선택)

③
스위치 블록의 모양을 결정한다. Flat view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탭팬 형태로 

보여준다. 

④ 조건 값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True, False)

⑤ 조건 값이 True일 때 실행할 코드

⑥ 조건 값이 False일 때 실행할 코드  

형태 플러그 데이터 
타입

값의 
범위 의미 비고

포트 숫자 1~4 입력 포트 번호

트리거 포인
트 숫자 0~100 비교할 값

비교 논리 True/Fa
lse

비교에 사용하는 논리
True = 크다
False = 작다

LED 사용 논리 True/Fa
lse

True = LED 사용
False = LED 사용 안함

Yes/No 논리 True/Fa
lse 비교결과

빛 강도 숫자 0~100 센서에서 조정된 값

원시값 숫자 0~1024 센서에서 읽은 원시값

각 번호에 따른 의미는 다음 표와 같다. 

빛 센서 블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허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빛 센서 값에 따라 다른 동작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도록 하자. 주위 환경이 밝은 

경우에 스마일 아이콘( )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아이콘( )이 출력되도

록 하자. 또한 센서 값을 텍스트 형태로 아이콘과 같이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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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센서 블록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2장에서 만든 자동차 로봇에 빛 센서를 3번 포트에 연

결해보도록 하자. 다음 예제 프로그램은 빛 센서를 이용해서 위의 순서도와 같이 밝음 정도

에 따라 다른 아이콘을 출력하는 것이다. 

예제: light.rbt

설명

빛 센서 블록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빛의 강도가 40이상인 경우에 True 값이 데이터 와

이어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Function 부분에서 Generate light는 선택하지 

않아서 LED 빛이 생성되지 않고, 주위 빛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한다. 

스위치 블록을 다음과 같이 논리 값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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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블록 내부에서 상단에 있는 디스플레이 블록은 다음과 같이 스마일 아이콘( )이 나

타나도록 설정한다. 

스위치 블록 내부에서 하단에 있는 디스플레이 블록은 다음과 같이  아이콘이 나타나도

록 설정한다. 

넘버투텍스트(Number to Text) 블록은 별다른 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디스플레이 블록은 액션을 Text로 지정하고, Display에서 Clear 선택을 해제한다. 이것은 

아이콘과 소리 크기에 대한 텍스트 값을 같이 출력하기 위해서다. 

웨이트 블록은 시간으로 지정하고, 2초간 기다리도록 해서 사용자가 출력되는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한다.  

4.1.4 초음파 센서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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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미

① 초음파 센서 포트 번호

② 측정한 거리와 비교할 값 (50 인치 이하)

③ 데이터 허브

④ 거리 단위 (인치, 센티미터)

형태 플러그 데이터 
타입 값의 범위 의미 비고

포트 숫자 1~4 입력 포트 번호

트리거 포
인트 숫자 0~255(센티)

0~100(인치) 비교할 값

비교 논리 True/False
비교에 사용하는 논리
True = 크다
False = 작다

Yes/No 논리 True/False 비교결과

거리 숫자 0~255(센티)
0~100(인치) 거리

초음파 센서 블록은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측정할 수 있는 최대 거리는 약 2.5 

m 이다.  

각 번호에 따른 의미는 다음 표와 같다. 

초음파 센서 블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허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다음 예제 프로그램은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측정한 거리

는 화면에 출력한다.  

예제: how_far.r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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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초음파 센서 블록에서 Show 부분을 Centimeters로 변경한다.  

넘버투텍스트(Number to Text) 블록은 별다른 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디스플레이 블록은 액션을 Text로 지정한다.  

웨이트 블록은 시간으로 지정하고, 2초간 기다리도록 해서 사용자가 출력되는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한다.  

4.1.5 NXT 버튼 블록

NXT 버튼 블록은 NXT 버튼이 활성화되는 경우에 데이터 와이어를 통해서 True 값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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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미

① 체크할 버튼을 선택한다. (Enter 버튼)

② 버튼에 대해서 체크할 액션을 결정한다. (버튼이 눌렸을 때)

③ 데이터 허브

형태 플러그 데이터 
타입 값의 범위 의미 비고

버튼 숫자 1~3
1 = 오른쪽 버튼
2 = 왼쪽 버튼
3 = 엔터 버튼

액션 숫자 0~2
0 = 눌렸을 때
1 = 떨어졌을 때
2 = 눌렸다가 떨어짐

Yes/No 논리 True/False 비교결과

달된다. 

각 번호에 따른 의미는 다음 표와 같다. 

NXT 버튼 블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허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NXT에서 엔터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에 동작하는 자동차를 생각해보자. 이처럼 버튼이 눌리

는 경우에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NXT 버튼 블록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버

튼이 눌리기 전에는 메시지를 출력하다가, 버튼을 누르는 경우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로봇에 

대한 순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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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순서도는 다음과 같이 NXT-G 프로그램으로 작성할 수 있다. 

예제: button.rbt

설정

루프 블록을 무한 반복으로 설정한다. 

NXT 버튼 블록을 사용하고, 엔터 버튼이 눌려지는 것에 대해서 체크하도록 설정한다. 엔터 

버튼이 눌려지는 경우에 데이터 와이어를 통해서 True 값이 전달될 수 있다. 

스위치 블록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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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블록이 True인 경우에 다음과 같은 무브 블록을 통해서 이동하도록 한다. 무브 블

록은 1바퀴 이동하도록 한다. 

스톱 블록은 프로그램을 정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스위치 블록이 False인 경우에는 2개의 디스플레이 블록을 통해서 버튼을 누르라는 메시지

를 출력한다. 

4.1.6 로테이션 센서 블록

로테이션 센서 블록은 회전 각도 혹은 회전 횟수를 측정할 수 있다. 데이터 와이어를 통해

서 회전 각도 혹은 회전 횟수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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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미

① 모터의 포트 번호

② 값을 읽을 것인지 리셋할 것인지 결정

③ 데이터 허브

④ 모터의 방향과 회전 각도 혹은 횟수 지정

형태 플러그 데이터 
타입

값의 
범위 의미 비고

포트 숫자 1~3 출력 포트
1 = A, 2 = B, 3 = C 

트리거 포인
트 숫자 0~2147

483647 비교할 값

트리거 포인
트 방향 논리 True/Fa

lse
True = 전진
False = 후진

비교 논리 True/Fa
lse

비교에 사용하는 논리
True = 크다
False = 작다

리셋 논리 True/Fa
lse

True = 리셋
False = 읽기

Yes/No 논리 True/Fa
lse 비교결과

방향 논리 True/Fa
lse

True = 전진
False = 후진

각도 숫자 0~2147
483647 센서에서 읽은 값

각 번호에 따른 의미는 다음 표와 같다. 

로테이션 센서 블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허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다음 예제는 병행성을 이용해서 로테이션 센서가 동작하는 것을 파악하는 프로그램이다. 무

브 블록은 자동차를 200o 각도로 움직이도록 하고, 병행적으로 실행되는 로테이션 센서는 

회전각을 파악한다.  

예제: rotate.r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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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55의 파워로 200o 각도로 움직이도록 설정한다. 

로테이션 센서에서는 움직인 각도를 파악한다. 

4.2 통신 관련 블록 

4.2.1 센드 메시지 블록

센드 메시지 블록은 다른 NXT 브릭에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

록 한다. 센드 메시지 블록의 모양과 컨피규레이션 패널에서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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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미

① 메시지를 보낼 연결된 다른 NXT의 번호를 선택한다.  

② 메시지의 유형을 선택한다. (Text 선택)

③ 메시지 박스 번호를 결정한다. 

형태 플러그 데이터 
타입 값의 범위 의미 비고

컨넥션 숫자 0~3
메시지를 전달할 컨넥션 
번호. 0번은 슬레이브에
서 마스터 NXT로 전달

메일박스 숫자 0~10 수신 NXT의 메일 박스

텍스트 텍스트 최대 58 문자 전달할 메시지 메시지타입이 
텍스트인경우

숫자 숫자
-214748364
8~21474836
47

전달할 메시지 메시지타입이 
숫자인경우

논리 논리 True/False 전달할 메시지 메시지타입이 
논리인경우

각 번호에 따른 의미는 다음 표와 같다. 

센드 메시지 블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허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4.2.2 리시브 메시지 블록

다른 기기에서 전송한 메시지를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받기위해 사용한다. 메시지를 올바

르게 전송받기 위해서는 전송하는 NXT에서 지정한 메시지 타입과 메시지 박스 번호 등이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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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의미

① 메시지 타입 (텍스트)

② 비교할 값

③ 데이터 허브 

④ 메일박스 번호

형태 플러그 데이터 
타입 값의 범위 의미 비고

메일박스 숫자 0~10 읽을 메일박스

입력 텍스트 텍스트 최대 58 문자 비교할 값 메시지타입이 
텍스트인경우

입력 숫자 숫자 -2147483648~2
147483647 비교할 값 메시지타입이 

숫자인경우

입력 논리 논리 True/False 비교할 값 메시지타입이 
논리인경우

메시지수신 논리 True/False 메시지 수신 여부

Yes/No 논리 True/False 비교 결과

출력 텍스트 텍스트 최대 58 문자 메시지 데이터 메시지타입이 
텍스트인경우

출력 숫자 숫자 -2147483648~2
147483647 메시지 데이터 메시지타입이 

숫자인경우

출력 논리 논리 True/False 메시지 데이터 메시지타입이 
논리인경우

각 번호에 따른 의미는 다음 표와 같다. 

리시브 메시지 블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허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4.3 데이터 관련 블록

4.3.1 변수 블록

변수 블록은 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다른 블록에서는 변수 값을 데이터 와이어

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변수 블록과 컨피규레이션 패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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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블록은 변수 값을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허브를 갖는다.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NXT 프로그램에서 Edit -> Define Variables 메뉴에서 변수를 정의해야 한다. 변수는 다

음과 같은 창에서 변수 이름과 타입을 정의할 수 있다. 

4.3.2 비교 블록

비교 블록은 2개의 숫자에 대해서 크다(>), 작다(<), 같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계산한 결과는 True 혹은 False 값이다. 

4.3.3 수학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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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블록은 산술 연산 (+, -, x, ÷)을 수행할 수 있다. 

4.3.4 로직 블록

로직 블록은 True/False를 받아서 논리 OR, AND, XOR 연산을 수행한다. 

4.3.5 범위 블록

범위 블록은 숫자가 주어진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4.3.6 랜덤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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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블록은 주어진 범위에 있는 임의의 숫자를 생성한다. 

4.3.7 텍스트 블록

텍스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4.3.8 Number To Text 블록

이 블록은 숫자를 문자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한다. 숫자 값을 NXT의 LCD 화면에 출력하

기 위해서는 숫자를 문자로 변환해야 한다. 

4.4 기타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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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플러그 데이터 
타입

값의 
범위 의미 비고

포트 숫자 1~3 1=A, 2=B, 3=C 모터

방향 논리 True/Fa
lse

True = 전진
False = 후진

액션 숫자 0~2
0 = Constant
1 = Ramp Up
2 = Ramp Down

기간 타입이 
Unlimited 혹은 
Seconds 일 때 
무시

파워 숫자 0~100 파워 값

기간 숫자 0~2147
483647

Degree와 Rotation 
= 회전각(degree)
Seconds = 시간(초)

Unlimited 인 경
우에는 무시

모터파워 제
어 논리 True/Fa

lse

4.4.1 모터 블록

모터 블록은 모터의 속도와 회전 방향을 제어할 수 있게 한다. 모터 블록의 아이콘과 컨피

규레이션 패널은 다음과 같다. 

컨피규레이션 패널에서 지정한 전후진 방향과 실제 이동 방향은 로봇의 조립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전진 시 모터의 회전 방향은 다음 그림과 같다. 

모터 블록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허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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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료 시 까 지 
대기 논리 True/Fa

lse

기간 타입이 
Un l im i ted이면 
항상 False, 
Seconds이면 항
상 True

다음행동 논리 True/Fa
lse

True = Brake
False = Coast

Unlimited 인 경
우에는 무시

번호 의미

① 액션 형태(레코드 혹은 플레이)를 기술한다. 

② 레코딩 이름을 기술한다. 

③ 기록할 모터의 포트를 선택한다. 

④ 레코딩 시간을 기술한다. 

4.4.2 레코드/플레이 블록

레코드/플레이 블록은 로봇의 액션을 레코드하고, 다시 플레이시킬 수 있도록 한다. 레코드/

플레이 블록의 모양과 컨피규레이션 패널에서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 

각 번호에 따른 의미는 다음 표와 같다. 

4.4.3 얼라이브 블록

얼라이브 블록은 NXT 브릭이 슬립 모드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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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파일 엑세스 블록

NXT 브릭에 있는 파일을 정보를 저장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4.4.5 캘리브레이션 블록

소리 센서나 빛 센서에서 측정한 값에 대해서 최소값(0%)과 최대값(100%)에 대해서 캘리

브레이션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4.4.6 스톱 블록

프로그램을 종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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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리셋 모터

서보 모터는 내부적으로 에러를 보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리셋 모터 

블록을 이용해서 모터를 리셋할 수 있다. 

4.5 실험 및 실습

4.5.1 찾아보기

[1] 자신의 블록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자. 

4.5.2 실습

[1] 조용한 상태에서는 자동차가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서 전진하고, 박수를 치면 오른쪽으

로 방향을 보정해서 이동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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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 기능 및 주요 부품

주요 부품 : NXT 브릭, 모터 2개, 초음파 센서, 빛 센서

기능 : 빛 센서를 이용해서 바닥의 검은 줄을 따라감

고려사항 : 라인을 이탈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작성.

5. 라인트레이서 

5.1 라인트레이서 조립하기 

라인트레이서는 2장에서 작성한 자동차에 빛 센서를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조립하는 과정

은 2장에서 작업한 것과 유사하다. 라이트레이서의 조립 과정은 책에서 제공하는 "라인트레

이서.lxf" 파일을 더블클릭해서 LDD를 실행시켜서 단계별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1번부터 2번까지의 조립과정은 자동차 바닥의 왼쪽부분을 만드는 과정이다. 1번에 보이는 

각빔은 모터를 연결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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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왼쪽 바닥 만들기

필요 부품

- 빔 15

- 각빔 7

- 연결 페그

2. 왼쪽 바닥 만들기

필요 부품

- 빔 15

- 연결 페그

- H 빔

- 3x3 빔

3. 바퀴를 축과 부시로 모터에 연결함으로써 연결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필요 부품

- 휠

- 바퀴

- 모터

- 부시

- 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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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번에서 완성한 왼쪽 바퀴를 2번 조립품의 각빔 부분에 연결한다.

필요 부품

- 2번 조립품

- 3번 조립품

5. 중반부에 두 모터간의 연결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연결 페그를 사용한다.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6. 자동차 뒤쪽에서 오른쪽 모터와 연결하기 위한 3x3빔을 준비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3x3 빔

7. 준비한 3x3빔을 자동차 밑면의 왼쪽부분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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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부품

- 5번 조립품

- 6번 조립품

8번부터 9번까지의 조립과정은 자동차 바닥의 오른쪽부분을 만드는 과정이다. 8번에 보이

는 각빔은 모터를 연결하는 부분이다.

8. 오른쪽 바닥 만들기

필요 부품

- 빔 15

- 각빔 7

- 연결 페그

9. 오른쪽 바닥 만들기

필요 부품

- 빔 15

- H 빔

- 3x3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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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동차 뒤쪽에서 왼쪽 모터와 연결하기 위한 3x3빔을 준비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3x3 빔

11. 준비한 3x3빔을 자동차 밑면의 오른쪽부분에 설치한다.

필요 부품

- 9번 조립품

- 10번 조립품

12. 왼쪽 바닥면과 오른쪽 바닥면을 연결하기 위해서 빔9를 사용하여 오른족 뒷부분에 연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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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부품

- 빔 9

- 연결 페그

13. 바퀴 만들기

필요 부품

- 모터

- 부시

- 축 5

14. 바퀴 만들기

필요 부품

- 휠

- 바퀴

15. 바퀴를 축과 부시로 모터에 연결함으로써 연결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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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부품

- 13번 조립품

- 14번 조립품

16. 바퀴를 연결한 오른쪽 모터를 12번 조립품에 연결한다.

필요 부품

- 12번 조립품

- 15번 조립품

17. 왼쪽모터부분과 오른쪽 보터부분을 연결하여 자동차의 바닥면을 완성시킨다.

필요 부품

- 7번 조립품

- 16번 조립품

18. 뒷부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각 모터의 윗부분에 페그를 연결하고, 빔 15를 이용하여 이

를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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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부품

- 빔 15

- 연결 페그

19부터 20은 자동차 앞부분에 작은 보조바퀴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적은 틀을 만드는 부

분이다. 

19. 보조바퀴 틀 만들기

필요 부품

- 빔 13

- 1/2 부시

- 부시

- 직각축 컨넥터3

- 축 8

20. 보조바퀴 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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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부품

- 연결 페그

21. 자동차 밑면에 NXT 브릭을 설치한다.

필요 부품

- NXT 브릭

- 빔 7

- 빔 13

- 1/2 부시

- H 빔

22부터 28까지는 자동차에 초음파 센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높이를 조절하고 빔을 연결하는 

부분이다.

22. 초음파 센서 자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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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부품

- H 빔

23. 초음파 센서 자리 만들기

필요 부품

- H 빔

24. 초음파 센서 자리 만들기

필요 부품

- 23번 조립품

25. 초음파 센서 자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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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부품

- H 빔

26. 초음파 센서 자리 만들기

필요 부품

- 25번 조립품

27. 초음파 센서 자리 만들기

필요 부품

- 빔 3

- 빔 15

- 연결 페그

28. 초음파 센서 자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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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부품

- 빔 15

- H 빔

29부터 31은 자동차 앞부분에 설치할 빛 센서 부분을 만드는 과정이다.

29. 빛 센서를 자동차에 설치하기 위해서 3x3빔을 이용한다.

필요 부품

- 빛 센서

- 3x3 빔

30. 빛 센서 연결부 만들기

필요 부품

- 빔 15

- H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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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빛 센서 연결부 만들기

필요 부품

- 29번 조립품

- 30번 조립품

32. 위에서 만든 광센서 부분을 자동차 앞부분의 연결 페그에 장착한다.

필요 부품

- 31번 조립품

33부터 34까지는 자동차 앞부분에 설치할 보조바퀴를 만드는 부분이다.

33. 보조바퀴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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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부품

- 벨트 휠

- 빔 5

- 축 5

- H 빔

34. 보조바퀴 만들기

필요 부품

- 33번 조립품

- 빔 5

35. 보조바퀴 연결하기

필요 부품

- 34번 조립품

36부터 38까지는 자동차에 설치할 초음파 센서를 제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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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초음파 센서 연결하기

필요 부품

- 빔 5

- L형 빔 7

- 연결 페그

- 3x3 빔

37. 초음파 센서 연결하기

필요 부품

- 초음파 센서

- 빔 5

- 연결 페그

38. 초음파 센서 연결하기

필요 부품

- L형 빔 7

- 연결 페그

- 3x3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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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초음파 센서를 장착시켜서 완성시킨다.

필요 부품

- 38번 조립품

5.2 라인트레이서를 위한 기초 프로그램

 1. 좌측메뉴 Common에 있는 Loop를 선택하여 화면에 붙인다. 화면의 Loop를 선택하여 

하단에 있는 Control의 값을 Forever로 설정한다.

 2. 좌측메뉴 Common에 있는 Switch를 선택하여 Loop안에 붙인다. 화면에 있는 Switch

를 선택하여 하단 메뉴에 있는 옵션들 중에서 Sensor값을 Ultrasonic Sensor로 설정하고, 

Port를 4로 설정하고, Compare은 사용자가 원하는 거리를 선택하고, Show값을 

Centimeters로 설정해 주면 값을 정하기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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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동차가 라인을 따라가다가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멈춰 섰다가 장애물이 제거되면 다

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왼쪽 메뉴에서 Wait에 있는 울트라 센서를 빛 센서의 True값에 

붙여 넣는다. 울트라 센서를 선택하여 하단에 있는 옵션들 중  Until값을 > 15로 설정하고, 

Show의 값을 Centimeters로 설정해 준다. 이것은 장애물이 15센티 보다 멀리 있을 경우에 

그 다음을 실행하기 위한 설정이다. 

  

 4. 라인을 인식하고 장애물이 없을 경우에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True부분

에 전진하는 부분을 설정한다. 좌측메뉴 Common에 있는 Move를 선택하여 True 부분에 

붙인다. Move를 선택하여 하단 메뉴에서 모터가 연결된 포트를 설정해주고, Direction 값

을 ↑으로 선택한다. 자동차가 부드럽게 전진해야 하기 때문에 Duration 값을 Unlimited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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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2초마다 울트라 센서로 거리를 측정하여 직진 혹은 정지할 것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

에 왼쪽 메뉴에서 Wait를 선택하여 울트라센서의 True값 구동부분 뒤에 붙인다. Wait를 선

택하여 하단 옵션부분에서 Seconds의 값을 0.2로 설정한다.

 6. 자동차가 라인을 따라가다가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멈춰 섰다가 장애물이 제거되면 다

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왼쪽 메뉴에서 Wait에 있는 울트라 센서를 빛 센서의 True값에 

붙여 넣는다. 울트라 센서를 선택하여 하단에 있는 옵션들 중  Until값을 > 15로 설정하고, 

Show의 값을 Centimeters로 설정해 준다. 이것은 장애물이 15센티 보다 멀리 있을 경우에 

그 다음을 실행하기 위한 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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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라인을 인식 못하고 장애물이 없을 경우에 자동차가 라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False

부분에 회전하는 부분을 설정한다. 좌측메뉴 Common에 있는 Move를 선택하여 False 부

분에 붙인다. Move를 선택하여 하단 메뉴에서 모터가 연결된 포트를 설정해주고, 

Direction 값을 ↰혹은 ↱로 선택한다. 자동차가 부드럽게 회전해야 하기 때문에 Duration 

값을 Unlimited로 설정한다. 

 8. 0.2초마다 울트라 센서로 거리를 측정하여 직진 혹은 정지할 것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

에 왼쪽 메뉴에서 Wait를 선택하여 울트라센서의 True값 구동부분 뒤에 붙인다. Wait를 선

택하여 하단 옵션부분에서 Seconds의 값을 0.2로 설정한다.



127

5.3 실험 및 실습

[1] NXT 부품으로 들어있는 라인트레이서 용지를 바탕으로 검은색 라인을 따라 움직이는 

라인트레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2] 라이트레이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변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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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 기능 및 주요 부품

주요 부품 : NXT 브릭, 모터 3개, 광 센서, 터치 센서

기능 : 공의 색깔을 인식하여서 원하는 공을 제거하거나 집어 

올리는 기능. 공을 집어 올려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

는 기능.

고려사항 : 앞으로 기울어져 쓰러지지 않도록 제작.

           물체를 정확하게 집도록 제작.

6. 크레인 만들기

6.1 크레인 조립하기 

1번부터 11번까지는 크레인의 오른쪽을 만드는 과정으로 크레인의 집게부분이 좌·우로 회

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게 해준다.

1.

필요 부품

- 모터

- 연결 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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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빔 7

3.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빔 5

4.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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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요 부품

- 

6.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7.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각 빔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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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부품

- L형 빔 7

9.

필요 부품

- 축

- 각 빔 11

10.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11.



132

필요 부품

- 직각축 컨넥터

12부터 17까지는 크레인에 바닥부분을 만드는 과정으로 왼쪽모터와 오른쪽모터의 연결 고

리가 된다.

12.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직각축 컨넥터

- 3구 빔

- 축 5

- L형 빔 4

- 각 빔 11

- 3x3 빔

- 빔 15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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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필요 부품

- 웜기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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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L형 빔 7

- 빔 7

- H 빔

18부터 30까지는 크레인의 왼쪽 모터부분을 조립하는 과정으로 크레인 집게부분이 위·

아래로 움직이도록 하게 한다.

18.

필요 부품

- 모터

- 연결 페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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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빔7

20.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각 빔 11

21.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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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부품

- L형빔 7

23.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각 빔 11

24.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축 3-1

- 빔 1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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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직각축 컨넥터

- L형 빔 4

26.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빔 5

27.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직각축 컨넥터

- 빔 5

- 빔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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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3구 빔

29.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직각축 컨넥터

30.

필요 부품

- 웜 기어

- 

31. 두 모터간의 연결이 더 견고해 지도록 빔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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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부품

- 빔 15

32. 나중에 브릭을 연결하기 위해서 각빔을 설치한다.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각빔 7

33. 33부터 34까지는 빔을 이용하여 바닥부분을 완성시키는 단계이다.

필요 부품

- 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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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필요 부품

- 33번 조립품

35. 35부터 37까지는 두 모터와 크레인의 집게부부분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어를 연결하는 

    과정이다.

필요 부품

- 8기어

- 1/2 부시

- 축 7

- 빔 13

- H 빔

- 24기어

- 12기어

- 

3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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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필요 부품

- 부시

- 축 7

39.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직각축 컨넥터

- 빔 5

40.

필요 부품

- 축 3-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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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부품

- 부시

42부터 45까지는 턴테이블을 사용하여 크레인의 회전축을 만드는 과정이다.

42.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턴테이블

43.

필요 부품

- 빔 1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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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부품

- 연결 페그

45.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L형 빔 7

46. 46부터 51까지는 크레인의 앞부분(집게를 연결하는 부분)을 만드는 과정이다.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부시

- L형 빔4

- 빔 5

- 5구 빔

- H 빔

- 빔 7

- 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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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크레인의 집게부분이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기어를 설치한다.

필요 부품

- 36 기어

48.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L형 빔 7

49.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L형 빔 4

- 빔 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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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부품

- 48번 조립품

- 49번 조립품

51. 

필요 부품

- H빔

- 축2

- 

- 

- 빔 9

52. 52부터 53까지는 크레인에 브릭을 설치하는 과정이다.

필요 부품

- 3구 빔

- 연결 페그

- NXT브릭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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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부품

- 연결 페그

54부터 64까지는 크레인의 집게부분을 만드는 과정이다.

54. 

필요 부품

- 축 10

- 모터

55. 

필요 부품

- 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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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57.

필요 부품

- 놉휠

58.

필요 부품

- 터치센서

- 연결페그

- 축 3

- 축 10

- 놉휠

- 빔 9

- L형빔 4

- 부시

- 집게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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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2.

필요 부품

- 57번 조립품

- 61번 조립품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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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부품

- H 빔

64.

필요 부품

- 53번 조립품

- 63번 조립품

65. 65부터 68까지는 집게를 크레인에 견고하게 연결하기 위한 조립과정이다.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축 2

- H 빔

- 

- 

- L형 빔 4

- 빔 9

- 빔 15



150

66.                                        67.

68.

69. 공의 색깔 구분을 하기 위해서 광센서를 설치하여 조립을 완성시킨다.

필요 부품

- 축 2

- 연결 페그

- 광 센서

-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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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부품

- 축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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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크레인 프로그래밍하기  

기능에 따른 소스 코딩 방법

  기본 조건 : 터치 센서 포트 = 4, 광 센서 = 3, 좌측 모터 = B, 우측 모터 = C

  기능 : 공을 집어 올려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기능.

 1. 좌측메뉴 Common에 있는 Move를 선택하여 화면에 붙인다. 화면의 Move를 클릭하여 

옵션 값 중에서 Port를 A로 설정하고, Direction을 ↓로 선택, Power은 75, Duration은 

Second로 선택하여 값을 0.5로 한다.

 2. 좌측메뉴 Common에 있는 Move를 선택하여 화면에 붙인다. 화면의 Move를 클릭하여 

옵션값 중에서 Port를 B로 설정하고, Direction을 ↓로 선택, Power는 100, Duration은 

Rotations로 선택하여 값을 1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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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좌측메뉴 Common에 있는 Move를 선택하여 화면에 붙인다. 화면의 Move를 클릭하여 

옵션값 중에서 Port를 A로 설정하고, Direction을 ↑로 선택, Power는 75, Duration은 

Second로 선택하여 값을 0.5로 한다.

4. 좌측메뉴 Common에 있는 Switch를 선택하여 화면에 붙인다. 화면의 Switch를 클릭하

여 옵션 값 중에서 Sensor을 Light Sensor로 설정해 주고, Port를 3으로 하고, Compare 

를 〉45로 설정한다.

 5. 좌측메뉴 Common에 있는 Sound를 선택하여 화면에 붙인다. 화면의 Sound를 클릭하

여 옵션값 중 File에서 Red를 선택해 준다. 이것은 크레인이 빨간색 공을 인식했을 경우에 

브릭에서 나오는 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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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좌측메뉴 Common에 있는 Move를 선택하여 화면에 붙인다. 화면의 Move를 클릭하여 

옵션값 중에서 Port를 C로 설정하고, Direction을 ↑로 선택, Power는 100, Duration은 

Rotations로 선택하여 값을 15로 한다.

  

 7. 좌측메뉴 Common에 있는 Move를 선택하여 화면에 붙인다. 화면의 Move를 클릭하여 

옵션값 중에서 Port를 A로 설정하고, Direction을 ↓로 선택, Power는 75, Duration은 

Second로 선택하여 값을 0.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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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좌측메뉴 Common에 있는 Move를 선택하여 화면에 붙인다. 화면의 Move를 클릭하여 

옵션값 중에서 Port를 C로 설정하고, Direction을 ↓로 선택, Power는 100, Duration은 

Rotations로 선택하여 값을 15로 한다.

 9. 좌측메뉴 Common에 있는 Sound를 선택하여 화면에 붙인다. 화면의 Sound를 클릭하

여 옵션값 중 File에서 Blue를 선택해 준다. 이것은 크레인이 파란색 공을 인식했을 경우에 

브릭에서 나오는 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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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좌측메뉴 Common에 있는 Move를 선택하여 화면에 붙인다. 화면의 Move를 클릭하

여 옵션값 중에서 Port를 A로 설정하고, Direction을 ↓로 선택, Power는 75, Duration은 

Second로 선택하여 값을 0.5로 한다.

 11. 좌측메뉴 Common에 있는 Move를 선택하여 화면에 붙인다. 화면의 Move를 클릭하

여 옵션값 중에서 Port를 B로 설정하고, Direction을 ↑로 선택, Power는 100, Duration은 

Rotations로 선택하여 값을 1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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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좌측메뉴 Common에 있는 Move를 선택하여 화면에 붙인다. 화면의 Move를 클릭하

여 옵션값 중에서 Port를 A로 설정하고, Direction을 ↓로 선택, Power는 75, Duration은 

Second로 선택하여 값을 0.5로 한다.

 13. 좌측메뉴 Common에 있는 Move를 선택하여 화면에 붙인다. 화면의 Move를 클릭하

여 옵션값 중에서 Port를 B로 설정하고, Direction을 ↑로 선택, Power는 100, Duration은 

Rotations로 선택하여 값을 1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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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 기능 및 주요 부품

주요 부품 : NXT 브릭, 모터 3개, 빛 센서, 소리 센서, 

초음파 센서, 터치센서

기능 : 이동, 라인을 따라 이동

고려사항 : 넘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야 함

7. 휴머노이드 만들기

7.1 휴머노이드 조립하기 

7.1.1 조립 과정 #다리 부분

휴머노이드의 다리 부분을 제작하는 과정으로, 모터를 사용하여 NXT 브릭 으로부터 전달된 

명령을 받아 움직이도록 조립이 된다. 제작할 때에 양쪽의 균형이 잘 맞도록 조립을 하고, 

그림과 같이 모터의 구멍을 잘 유의 하면서 조립한다.

1번부터 16번까지는 휴머노이드의 오른쪽 다리를 조립하는 부분이다.

1.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각 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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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 부품

- 각 빔 11

- 연결 페그

3.

필요 부품

- L형 빔 4

4.

필요 부품

- L형 빔 4

- 연결 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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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요 부품

- 빔 15

- 연결 페그

6.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직각축 컨넥터

- 축 4

- 앵클 컨텍터 6

- 직각축 컨넥터 2

- H 빔

7.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직각축 컨넥터

- 앵글 컨텍터1

- 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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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빔 13

9.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빔 5

10.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양직각 컨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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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L형 빔 4

- 빔 13

12.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13.

필요 부품

- 빔 3

- 5구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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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15.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빔 9

16.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164

17. 밑의 그림은 휴머노이드의 왼쪽 다리가 완성된 그림이다.

필요 부품

- 모터

- 각빔 11

- 연결 페그

- 턴테이블

18.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각 빔 11

19.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각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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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필요 부품

- L형 빔4

21.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L형 빔4

22.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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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직각축 컨넥터

- 축 4

- 앵글 컨텍터 6

- 

- H형 빔

24.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직각축 컨넥터

- 앵글 컨텍터1

- 축 3

25.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빔 13



167

26.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빔 5

27.

필요 부품

- 양직각 컨넥터

28.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 L형 빔7

- L형 빔4

- 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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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30.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 빔 3

31.

필요 부품

- 5구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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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33.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 빔 9

34.

필요 부품

- 16번 조립품

- 33번 조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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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필요 부품

- 모터

- 8기어

- 빔 9

- 축 7

- 웜기어

36.

필요 부품

- 24기어

- 축 12

37.

필요 부품

- 각빔 7

- 연결 페그

- H 컨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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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필요 부품

- 부시

- 축 5-1

39.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각 빔 11

- 

- 빔 3

40.

필요 부품

- 모터

- 빔 9

- 8기어

- 웜기어

- 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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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필요 부품

- 24 기어

42.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H 컨넥터

- 각 빔7

- 

43.

필요 부품

- 부시

- 축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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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각빔 7

- 각빔 11

- 빔 3

45.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46. 휴머노이드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어부분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림과 같이 오른쪽, 

    왼쪽 다리의 기어를 잘 맞추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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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부품

47. 왼쪽과 오른쪽 기어를 잘 맞추고 난 후, 모터를 살짝 돌려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아

    보고, 기어에 연결된 축의 위치를 같도록 한다.

필요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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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조립 과정 #몸통 부분

휴머노이드의 머리 부분을 제작하는 과정으로, 울트라 센서를 사용하여 거리를 인식할 수 

있다.

1.

필요 부품

- 1/2 부시

- 축 10

2.

필요 부품

- 24 기어

- 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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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 부품

- 부시

- L형 빔7

4.

필요 부품

- 부시

- 연결 페그

5.

필요 부품

- 축 6

- 모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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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부품

- H형 빔

- 연결 페그

- 빔 11

7.

필요 부품

- 1/2 부시

- 8 기어

- 연결 페그

8.

필요 부품

- 축 2

- 

- L형 빔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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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부품

- 24기어

- 축 5

10.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24 기어

11.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축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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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부품

- 8 기어

- 연결 페그

13.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빔 7

- 빔 15

- 벨트 휠

14.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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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필요 부품

- 빔 5

16.

필요 부품

- NXT 브릭

17.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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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빔 5

- 빔 7

19.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빔 3

20.

필요 부품

- 직각축 컨넥터 3

- 양직각 컨넥터

- L형 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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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22.

필요 부품

- 링크 6

- 링크 9

23.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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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빔 5

- 빔 7

25.

필요 부품

- 직각축 컨넥터 3

- 양직각 컨넥터

- L형 빔7

26.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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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필요 부품

- 직각축 컨넥터 3

- 링크 6

- 링크 9

28.

필요 부품

- 직각축 컨넥터3

- 링크 6

- 링크 9

29.

필요 부품

- 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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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조립 과정 #머리 부분

휴머노이드의 머리 부분을 제작하는 과정으로, 울트라 센서를 사용하여 거리를 인식할 수 

있다.

1.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직각축 컨넥터3

2.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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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4.

필요 부품

- 2번 조립품

- 3번 조립품

5.

필요 부품

- 울트라 센서

- 연결 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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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요 부품

- 

7.

필요 부품

- 4번 조립품

- 6번 조립품

8.

필요 부품

- 7번 조립품

- 몸체, 다리 조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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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조립 과정 #왼쪽 팔

Talk, Hear 기능을 하는 휴머노이드의 왼쪽 팔 부분을 조립하는 과정이다.

1.

필요 부품

- 

- 축 3

2.

필요 부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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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 부품

- 빔 9

- 연결 페그

4.

필요 부품

- 2번 조립품

- 3번 조립품

5.

필요 부품

- 빔 3

- 축 4

- 연결 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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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요 부품

- 

- 연결 페그

7.

필요 부품

- 빔 3

- 연결 페그

8.

필요 부품

- 빔 7

- 연결 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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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필요 부품

- 사운드 센서

-

- H 빔

10.

필요 부품

- 

- 축 3

- 연결 페그

11.

필요 부품

- 8번 조립품

- 10번 조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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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필요 부품

- 11번 조립품

- 몸체, 머리, 다리 조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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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조립 과정 #오른쪽 팔

  Feel 기능을 하는 휴머노이드의 오른쪽 팔 부분을 조립하는 과정이다.

1.

필요 부품

- 빔 9

- 

- 축 4

2.

필요 부품

- 

- 연결 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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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 부품

- 빔 3

- 축 3

4.

필요 부품

- 

- 연결 페그

5.

필요 부품

- 3번 조립품

- 4번 조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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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요 부품

- 빔 7

- 연결 페그

7.

필요 부품

- 5번 조립품

- 6번 조립품

8.

필요 부품

- 연결 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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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필요 부품

- 터치 센서

- 축 3

- 연결 페그

10.

필요 부품

- 

- H 빔

11.

필요 부품

- 8번 조립품

- 10번 조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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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필요 부품

- 8번 조립품

- 10번 조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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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휴머노이드 제어 프로그램하기

기능에 따른 소스 코딩 방법

  기본 조건 : 울트라 센서 포트 = 4, 좌측 모터 = A, 우측 모터 = C

  기능 : 1. 앞으로 걷기.

         2. 장애물이 있을 경우 피해서 가기.

7.2.1 앞으로 걷는 로봇 

 1. 좌측메뉴 Common에 있는 Loop를 선택하여 화면에 붙인다. 화면의 Loop를 선택하여 

하단에 있는 Control의 값을 Forever로 설정한다.

 2. 좌측메뉴 Common에 있는 Move를 선택하여 Loop안에 붙인다. 화면의 Move를 선택하

여 하단에 있는 Port를 A로 설정하고, Direction은 ↑로 설정하고, Power는 7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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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좌측메뉴 Common에 있는 Move를 선택하여 Loop안에 붙인다. 화면의 Move를 선택하

여 하단에 있는 Port를 C로 설정하고, Direction은 ↑로 설정하고, Power는 75로 한다.

7.2.2 장애물을 피하는 로봇 

 1. 좌측메뉴 Common에 있는 Loop를 선택하여 화면에 붙인다. 화면의 Loop를 선택하여 

하단에 있는 Control의 값을 Forever로 설정한다.

 2. 좌측메뉴 Common에 있는 Switch를 선택하여 Loop안에 붙인다. 화면의 Switch를 선

택하여 하단에 있는 Sensor값을 Ultrasonic Sensor로 설정한다. Compare는 < 60 으로 설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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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좌측메뉴 Common에 있는 Move를 선택하여 울트라센서의 True부분에 붙인다. 화면의 

Move를 선택하여 하단에 있는 Port를 C로 설정하고, Direction은 ↑, Power는 75, 

Duration은 Rotations로 설장하고 값을 1로 한다.

 4. 좌측메뉴 Common에 있는 Move를 선택하여 울트라센서의 False부분에 붙인다. 화면의 

Move를 선택하여 하단에 있는 Port를 A로 설정하고, Direction은 ↑, Power는 75, 

Duration은 Rotations로 설장하고 값을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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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좌측메뉴 Common에 있는 Wait를 선택하여 Switch에 있는 False부분의 Move뒤에 붙

인다. 화면의 Wait를 선택하여 하단에 있는 Seconds의 값을 0.2로 설정한다.

 6. 좌측메뉴 Common에 있는 Move를 선택하여 울트라센서의 False부분에 붙인다. 화면의 

Move를 선택하여 하단에 있는 Port를 C로 설정하고, Direction은 ↑, Power는 75, 

Duration은 Rotations로 설정하고 값을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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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좌측메뉴 Common에 있는 Wait를 선택하여 Switch에 있는 True부분의 Move뒤에 붙

인다. 화면의 Wait를 선택하여 하단에 있는 Seconds의 값을 0.2로 설정한다.

 8. 좌측메뉴 Common에 있는 Wait를 선택하여 Switch에 있는 False부분의 Move뒤에 붙

인다. 화면의 Wait를 선택하여 하단에 있는 Seconds의 값을 0.2로 설정한다.



203



204

8. C 언어를 이용한 NXT 제어 I

8.1 NXC 언어 

8.1.1 NXC 언어를 위한 환경 설정

NXC(Not eXactly C)는 Lego 마인드스톰 NXT를 위해 개발한 C 언어와 유사한 언어이다. 

NXC는 BricxCC(Bricx Command Center) 개발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고, NXT 

브릭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NXC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BricxCC를 

http://bricxcc.sourceforge.net/ 사이트에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한다. 다운로드

받은 BricxCC 설치 파일(예: bricxcc_setup_33719.exe)을 실행시켜서 BricxCC를 설치한

다. BricxCC는 일반적으로 C:\Program Files\BricxCC 폴더에 설치된다.  

현재 시점(2009년 1월)에서 BrixCC는 기본적으로 레고 마인드스톰 RCX 버전을 위한 NQC 

언어를 지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NXT를 지원하는 NXC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패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사이트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test release 링크를 클릭해서 

test_release.zip 파일을 다운로드받는다. 이 파일의 압축을 풀어서 내용을 BricxCC가 설치

된 폴더(예: C:\Program Files\BricxCC)에 덮어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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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작업이 완료되면, NXT 브릭을 컴퓨터에 연결하고, [시작 -> Bricx Command 

Center -> Bricx Command Center]를 선택해서 BricxCC를 실행시킨다. BricxCC가 실행

되면, 다음 그림과 같이 브릭을 찾기 위한 창이 나타난다. Port 영역에는 NXT 브릭과 컴퓨

터가 연결된 형태에 따라 usb, bluetooth, 혹은 automatic을 선택하고, Brick Type에는 

NXT를 선택한다. Firmware는 Standard를 그대로 둔다. 

NXT 브릭에 대한 내용이 설정되면 다음 그림과 같이 BricxCC가 실행된다. 좌측에는 프로

그램 템플릿을 위한 창이 나타나고, 우측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메인 창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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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xCC에서 사용자에 따른 커스터마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Edit -> Preferences...]를 클

릭해서 원하는 형태로 변경할 수 있다. Preferences 창에서는 BricxCC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은 물론 편집기, 컴파일러, 템플릿 등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

을 제공한다.  

 

편집기에서 줄번호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Preferences 창에서 Options 탭을 선택하고, 

Line numbers를 체크한다. 

템플릿에 의해서 생성되는 코드의 스타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Preferences 창에서 

Templates 탭을 선택하고, Language에서 NXC를 선택한다. 다음에는 Programs 영역에서 

원하는 형태의 스타일로 내용을 변경한다. 다음 그림은 중괄호 ({ }) 전에 줄을 바꾸지 않

고, 중괄호 ({ }) 다음에 줄을 바꾸는 형태로 변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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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NXC 프로그램 작성

NXC 언어에 대해서 깊이 배우기 전에 2장에서 작성했던 가장 간단한 형태의 프로그램인 

HelloNXT 프로그램을 NXC 언어로 작성하고, 이를 실행시켜보도록 하자. BricxCC에서 

File -> New를 선택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자. 

다음 그림은 작성한 NXC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입력해

야 한다. 

예제: hello.nxc

     1  #include "NXCDefs.h"  // 생략가능

     2

     3  task main(){

     4       PlayFile("Hello.rso");

     5       Wait(1000);

     6       OnFwd(OUT_BC, 75);

     7       Wait(500);

     8       Off(OUT_BC);

     9       TextOut(4, 5, "Hello NXT");

    10       Wait(5000);

    11  }

설명

     1  #include "NXCDefs.h"

#include는 NXC 전처리기(preprocessor)가 외부 파일을 현재 파일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사용된다. NXCDefs.h는 NXT를 쉽게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위한 헤더 파

일을 의미한다. NXCDefs.h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생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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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문제없이 컴파일된다.

     2  /* 주석 부분 */

/*과 */ 사이에는 주석 내용을 기술한다. 주석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고, 프로

그램이 실행되는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NXC는 여러 줄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 */ 주석과 한 줄만 사용할 수 있는 // 주석을 모두 지원한다. 

     3  task main() {

NXC 프로그램은 한 개 이상의 태스크를 가져야 하고, main 태스크는 프로그램이 처음 시

작되는 곳이다. 

     4      PlayFile("Hello.rso");

PlayFile() 함수는 소리 파일을 실행시키라는 의미이다. 프로그램에서 모든 명령문

(statement)은 세미콜론(;)으로 끝난다.  

     5      Wait(1000);

Wait() 함수는 대기상태로 기다린다. 매개변수의 숫자는 1/1000초 단위이기 때문에 1000은 

1초를 의미한다. 

     6      OnFwd(OUT_BC, 75);

OnFwd()는 모터를 앞으로 전진시킨다는 의미이고, OUT_BC는 B와 C 포트에 연결된 모터

를 의미한다. 75는 모터 파워의 비율을 의미한다. 

     8      Off(OUT_BC);

B와 C 출력의 모터를 정지시킨다. 

     9      TextOut(4, 5, "Hello NXT");

TextOut()은 메시지("Hello NXT")를 NXT 브릭의 LCD 패널에 출력시킨다. 

실행시키기

BricxCC에서 [File -> Save]를 선택해서 HelloNXC.nxc 파일로 저장하도록 하자. 파일을 

저장한 다음에는 [Compile -> Compile]을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컴파일한다. 컴파일에 에

러가 없다면, [Compile -> Download and run]을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도록 한

다. 

8.1.3 8장 실습 요령

8장의 NXC 프로그램 실습은 2장 내용을 기초로 한다. 즉, 2장에서 작성한 자동차 로봇을 

바탕으로 프로그램들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8장에서 설명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자동차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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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에서 동작하도록 작성할 것이다. 자동차 로봇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연결 케이블을 이용해서 자동차 로봇에서 모터와 센서는 다음 표와 같이 입력 포트와 출력 

포트에 연결하도록 하자. 

모터 및 센서 입출력 포트

왼쪽 바퀴 출력 포트 C

오른쪽 바퀴 출력 포트 B

초음파 센서 입력 포트 4

8.2 NXC를 이용한 모터 제어

8.2.1 모터 제어 관련 함수들

모터는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NXC 언어에서는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다. NXC를 이용해서 NXT의 모터를 제어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비교적 쉽게 작업할 수 있다. 그러나 효과적으

로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해둬야 할 필요

가 있다. 

1] OnFwd() 함수

OnFwd() 함수는 모터를 전방으로 돌아가도록 한다. 매개변수로는 출력포트와 출력파워를 

기술한다. 출력파워는 0~100 사이의 값을 입력할 수 있고, 100은 최대 파워를 의미한다. 

다음 예는 A 포트의 모터를 75%의 파워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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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Fwd(OUT_A, 75);

2] OnRev() 함수

OnRev() 함수는 모터를 후방으로 돌아가도록 한다. 매개변수로는 출력포트와 출력파워를 

기술한다. 출력파워는 0~100 사이의 값을 입력할 수 있고, 100은 최대 파워를 의미한다. 

다음 예는 A 포트의 모터를 75%의 파워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다. 

 

OnRev(OUT_A, 75);

3] Off() 함수

Off() 함수는 매개변수로 기술하는 출력포트의 모터를 정지시키는 기능을 한다(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정지). 즉, 매개변수로 출력포트를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모터를 정지시킬 수 있

다. 예를 들어, A 출력포트의 모터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한다. 

Off(OUT_A); // 출력 A 포트의 모터 중지

만약에 B와 C 포트의 모터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B와 C 포트를 동시에 기술

할 수 있다. 

Off(OUT_BC); // 출력 B와 C 포트의 모터 중지

4] Coast() 함수

Coast() 함수는 매개변수로 기술하는 출력포트의 모터를 정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앞의 

Off() 함수는 브레이크를 사용하는데 반해 Coast() 함수는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음 예는 A 출력포트의 모터를 중지시키는 것이다. 

Coast(OUT_A); // 출력 A 포트 중지

5] OnFwdReg() 함수

OnFwdReg(outputs, pwr, regmode) 함수는 레귤레이션 모드를 이용해서 모터를 전방으로 

움직이도록 한다. 다음 예는 A 출력포트의 모터에 대해서 동일한 속도를 갖도록 모터를 움

직인다. 

OnFwdReg(OUT_A, 75, OUT_REGMODE_SPEED); // regulate speed

6] OnRevReg()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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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RevReg(outputs, pwr, regmode) 함수는 레귤레이션 모드를 이용해서 모터를 후방으로 

움직이도록 한다. 다음 예는 A 출력포트의 모터에 대해서 동일한 속도를 갖도록 모터를 움

직인다. 

OnRevReg(OUT_A, 75, OUT_REGMODE_SPEED); // regulate speed

7] OnFwdSync( )/ OnRevSync( ) 함수

OnFwdSync(outputs, pwr, turnpct) / OnRevSync(outputs, pwr, turnpct) 함수는 회전비

율에 따라 동기화되어서 이동하도록 한다. 

OnFwdSync(OUT_BC, 75, -100); // 오른쪽으로 회전

OnRevSync(OUT_BC, 75, -100); // 왼쪽으로 회전

8] RotateMotor( ) 함수

RotateMotor(outputs, pwr, angle) 함수는 주어진 각도에 해당하는 만큼 모터를 회전시킨

다. 

RotateMotor(OUT_A, 75, 45); // 45o 전진

RotateMotor(OUT_A, 75, -45); // 45o 후진

8.2.2 모터 제어 예제 프로그램

앞에서 배운 함수들을 이용해서 앞뒤로 이동하는 NXC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도록 하자. 이러

한 작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도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전진과 후진은 각각 OnFwd()와 OnRev() 함수를 호출해서 자동차가 이동하도록 프

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NXC 프로그램 소스이다. 

예제: move.nxc

     1  task main(){

     2      OnFwd(OUT_BC, 20);



212

     3      Wait(2000);

     4      Coast(OUT_BC);

     5      OnRev(OUT_BC, 20);

     6      Wait(1000);

     7      Coast(OUT_BC);

     8  }

설명

     2      OnFwd(OUT_BC, 20);

파워 20으로 전진한다. 

     3      Wait(2000);

2초간 전진을 계속한다. 

     4      Coast(OUT_BC);

모터를 천천히 중지시킨다. 

     5      OnRev(OUT_BC, 20);

파워 20으로 후진한다. 

두 번째로는 각도를 이용해서 움직이도록 해보자. 작성할 프로그램의 순서도는 다음과 같

다. 

각도가 90o인 경우에는 1/4 바퀴 회전에 해당된다. 위와 같은 순서도를 NXC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예제: move2.nxc

     1  task main(){

     2      RotateMotor(OUT_BC, 20, 90);

     3      Off(OUT_BC);

     4      RotateMotor(OUT_BC, 20, -360);

     5      Off(OUT_BC);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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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      RotateMotor(OUT_BC, 20, 90);

앞으로 90o 이동한다. 

     3      Off(OUT_BC);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모터를 정지시킨다.

     4      RotateMotor(OUT_BC, 20, -360);

뒤로 1바퀴(360o) 이동한다.

모터를 정지시킬 때 Off() 함수와 Coast() 함수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작성할 프로그

램은 다음과 같은 순서도를 갖는다. 처음에는 90o 회전하고, Off() 함수를 이용해서 정지시

키고, 두 번째 회전 후에는 Coast() 함수를 이용해서 정지시킨다.  

예제: move3.nxc

     1  task main(){

     2      RotateMotor(OUT_BC, 80, 90);

     3      Off(OUT_BC);

     4      Wait(2000);

     5      RotateMotor(OUT_BC, 80, 90);

     6      Coast(OUT_BC);

     7  }

설명

     2      RotateMotor(OUT_BC, 80, 90);

90o 각도만큼 이동한다. 

다음에는 방향을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도록 하자. 작성할 프로그램은 다음 순서도

와 같이 전진하다가 우회전하고, 다시 전진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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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turn_right.nxc

     1  task main(){

     2      OnFwd(OUT_BC, 20);

     3      Wait(2000);

     4      OnRev(OUT_B, 20);

     5      Wait(2200);

     6      OnFwd(OUT_BC, 20);

     7      Wait(2000);

     8  }

설명

     2      OnFwd(OUT_BC, 20);

     3      Wait(2000);

파워 20으로 2초간 전진한다. 

     4      OnRev(OUT_B, 20);

     5      Wait(2200);

오른쪽 바퀴(B 모터)만 20의 파워로 후진한다. 왼쪽 바퀴(C 모터)는 전진하고, 오른쪽 바퀴

(B 모터)는 후진하는 경우에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회전한다.  

     6      OnFwd(OUT_BC, 20);

     7      Wait(2000);

방향을 전환한 후에 2초간 전진한다. 

8.3 소리 재생

8.3.1 소리 재생 관련 함수들

1] PlayTone(frequency, duration)

주어진 주파수(frequency)의 음을 주어진 기간(duration) 동안 소리를 낸다. 주파수의 단위

는 Hz이고, 시간의 단위는 밀리세컨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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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Tone(440, 500); // 'A' 음을 0.5초간 재생한다. 

2] PlayFile(filename)

소리 파일(.rso 혹은 .rmd 파일)을 플레이시킨다. 

PlayFile("startup.rso");  // startup.rso 파일을 재생한다.

3] PlayFileEx(filename, volume, bLoop)

소리 파일을 플레이시킨다. volume은 소리 음량을 의미하고, bLoop은 반복할 것인가 여부

를 의미한다. 

PlayFileEx("startup.rso", 3, true);  // startup.rso 파일을 재생하는데, 볼륨은 3

이고, 반복 재생한다. 

8.3.2 소리 재생 관련 예제 프로그램

소리 파일과 음을 재생하는 프로그램들을 작성해보도록 하자. 소리 및 음의 재생은 위에서 

배운 함수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새로운 .rso 소리 파일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웨이브 파일 (.wav)을 소리 파일(.rso)로 변환해야 한다. BricxCC는 파일을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 BricxCC에서 Tools -> Sound Conversion 메뉴를 이용해

서 파일을 변환한다. 다음 그림은 변환할 수 있는 창이다. 

소리 파일을 재생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실행하더라도, BricxCC에서는 NXT-G와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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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소리 파일이 실행 파일과 같이 자동적으로 NXT 브릭으로 다운로드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 소리 파일을 NXT 브릭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파일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BricxCC에서 Tools -> NXT Explorer 메뉴를 선택한다. 이 창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오

른쪽에서 소리 파일을 찾아서 드래그 방식으로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예제: play_mysound.nxc

     1  task main(){

     2      PlayFile("success.rso" );

     3      Wait(1000);

     4  }

설명

     2      PlayFile("success.rso" );

소리 파일을 재생한다. 

BricxCC에서 Tools -> Brick Piano 메뉴를 선택한다. 이때 다음과 같은 창에서 피아노 건

반을 이용해서 음을 생성한다. 다음에는 Copy 메뉴를 선택해서 건반을 클릭한 내용을 복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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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한 내용을 작업 영역에서 붙여넣기를 하면, PlayTone()과 Wait() 함수들 코드가 생성된

다. 다음은 톤을 재생하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이다. 

예제: play_tone.nxc

     1  task main(){

     2      PlayTone(349,400);

     3      Wait(480);

     4      PlayTone(392,400);

     5      Wait(480);

     6      PlayTone(440,400);

     7      Wait(480);

     8  }

설명

     2      PlayTone(349,400);

톤을 재생한다. 

8.4 디스플레이 출력

8.4.1 디스플레이 출력 관련 함수들

1] NumOut(x, y, value, clear = false)

NXT의 LCD 디스플레이 화면의 x, y 좌표에 숫자 값(value)을 출력한다. clear 변수는 값

을 출력하기 전에 화면을 지울 것인지 여부를 기술한다. 만약 값을 기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디폴트로 false 값이 사용된다. 

NumOut(0, 5, value); // value 값을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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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extOut(x, y, msg, clear = false)

NXT의 LCD 디스플레이 화면의 x, y 좌표에 msg 문자열을 출력한다. 

TextOut(0, 5, "Hello World!");

3] GraphicOut(x, y, filename, clear = false)

NXT의 LCD 디스플레이 화면의 x, y 좌표에 그래픽 아이콘을 출력한다. 

GraphicOut(40, 40, "image.ric");

4] 도형 출력 함수들

CircleOut(x, y, radius, clear = false) - 원

LineOut(x1, y1, x2, y2, clear = false) - 선

PointOut(x, y, clear = false) - 점

RectOut(x, y, width, height, clear = false) - 사각형

5] ResetScreen()

NXT 실행 화면으로 복원시킨다. 

ResetScreen();

6] ClearScreen()

NXT LCD를 빈 화면으로 만든다. 

ClearScreen();

8.4.2 디스플레이 출력 예제 프로그램

디스플레이 출력에 관련된 함수들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NXT의 LCD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들을 작성해보도록 하자. 

예제: out_icon.nxc

     1  task main(){

     2      GraphicOut(22, 4, "Smile 01.ric");

     3      Wait(5000);

     4  }

설명

     2      GraphicOut(22, 4, "Smile 01.ric");

파일에 저장된 그림을 화면에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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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out_complex.nxc

     1  task main(){

     2      GraphicOut(22, 4, "Smile 01.ric" );

     3      TextOut(1, 56, "Happy!" );

     4      LineOut(1, 55, 30, 55);

     5      Wait(5000);

     6  }

설명

     2      GraphicOut(22, 4, "Smile 01.ric" );

그림을 출력한다. 

     3      TextOut(1, 56, "Happy!" );

텍스트를 출력한다.

     4      LineOut(1, 55, 30, 55);

밑줄을 출력한다. 

8.5 NXC 언어 기초

8.5.1 NXC 언어 식별자와 키워드

NXC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변수, 태스크, 함수, 서브루틴 이름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

한 이름들을 식별자(identifier)라고 한다. 식별자는 변수 이름, 태스크 이름, 함수 이름 등을 

짓기 위해 사용된다. 변수 이름이나 함수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들이 있

다.

식별자 규칙:

1. 식별자는 문자 혹은 언더바(_) 시작하고, 문자, 언더바, 숫자의 연속이다. 

2. 식별자는 대∙소문자를 구별한다.

다음은 식별자 규칙에 따르는 올바른 식별자의 예이다. 식별자는 특수 문자인 언더바(_) 문

자로 시작할 수 있다. 

id

userName

user_name

_us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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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틀린 식별자의 예이다. 식별자는 중간에 빈칸이 올 수 없고,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또한 언더바(_)를 제외한 특수 문자들은 식별자에서 사용될 수 없다. 

user name - 식별자 내에 ' ', '\t', '\n' 등의 문자가 올 수 없다.

3d_studio  - 식별자는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arg       - 식별자는 특수 문자인 #으로 시작할 수 없다.

키워드(keyword)란 NXC 언어에서 사용되는 단어들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변수

나 함수 이름 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것들이다. 다음은 NXC 언어에서 사용되는 키워드들이

다.

8.5.2 NXC 언어 자료형

변수(variable)란 메모리에서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다. 이때 값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서 여러가지 자료형을 지정하게 된다. NXC 언어에서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자료형을 

먼저 기술하고, 변수 이름을 나중에 기술한다. 변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선언할 수 있다. 

[ ] 부분은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변수를 선언할 때 '='을 통해서 값을 초기화시킬 수 

있다.

형태: 변수 선언

자료형   변수이름 [= 초기값] [, 변수이름 [= 초기값] ... ] ;

다음 예는 age와 year라는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age와 year 변수는 int라는 

정수 값을 위한 자료형이다. year는 2009 라는 초기 값을 갖는다.

예: 변수 선언

int   age;             /* 정수 형 변수 age를 선언한다. */

int   year = 2009;   /* 정수 형 변수 year를 선언하고, 2009로 year를 초기화

한다. */

변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다. 그런데 값은 종류에 따라 표현되는 형태가 다르고, 메모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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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차지하는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변수가 어떤 종류의 값을 가질 것인지를 표현하기 위해

서 자료형을 기술하게 된다.

자료형 의미

bool 부호없는 8 비트

byte, unsigned char 부호없는 8 비트

char 부호있는 8 비트

unsigned int 부호없는 16 비트

short, int 부호있는 16 비트

unsigned long 부호없는 32 비트

long 부호있는 16 비트

mutex 락을 위한 특수한 자료형

string 문자열, 바이트 배열

struct 사용자 정의 구조체 

Arrays 배열

프로그램의 소스에서 직접 값으로 표현된 것을 리터럴(literal)이라고 한다. 기본 자료형과 

문자열은 리터럴로 직접 값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정수 숫자 값에서 0x

로 시작하는 것은 16진수를 의미하고, 0으로 시작하는 것은 8진수를 의미한다. 

예: 리터럴

a = 2;        /* 2는 int 형 리터럴 */

x = 0xA;     /* A는 16진수로 표현된 int 형 리터럴. 16진수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앞에 0x를 붙인다. */

o = 055;     /* 55는 8진수로 표현된 int 형 리터럴. 8진수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앞에 0을 붙인다.   */

NXC는 다음과 같이 구조체를 선언하고 사용할 수 있다. 

구조체 선언 구조체 변수 사용

struct person {

    string name;

    int    age;

}    

person  kim;

kim.age = 25;

NXC는 배열을 선언하고, 이를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배열 선언 배열 초기화

int myArray[] ArrayInit(myArray, 0, 10); // 배열 원소 10개를 0으로 초기화

다음 예제는 문자열과 정수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 이것을 LCD 화면에 출력하는 것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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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var.nxc

     1  task main(){

     2      int a = 0x10;   // 16진수 10(16). 따라서 십진수 16에 해당됨

     3      string s = "Hello";

     4

     5      NumOut(4, 5, a);

     6      TextOut(4, 10, s);

     7      Wait(3000);

     8  }

8.6 NXC 언어 연산자

8.6.1 산술연산자

산술 연산에 사용되는 연산자로서 더하기, 빼기 등의 연산을 하는데 사용된다. 산술 연산자

는 크게 단항 연산자와 이항 연산자로 구분할 수 있다. 단항 연산자는 음수(-), 양수(+)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산자이다(예: -5). 이항 연산자는 두 숫자를 더하거나 빼기를 할 

때 사용되는 연산자이다(예: 2 + 3). 이항 연산자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연산자(%)가 있다.

분류: 산술 연산자 분류

단항 연산자: +  -

이항 연산자: +  -  *  /  %

다음 예는 산술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이때 변수 x는 정수형으로 미리 선언

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예: 산술 연산

x = 23 + 56; // 덧셈. x는 79

x = 23 - 56; // 뺄셈. x는 -33

x = 20 * 5; // 곱셈. x는 100

x = 130 / 20; // 나눗셈. x는 6

x = 123 % 25; // 나머지 연산자. x는 23

x = -x; // 마이너스 연산자. x는 -x값

8.6.2 증가/감소 연산자

증가(++), 감소(++) 연산자도 산술 연산자의 일종이다. 변수의 값을 하나 증가시키거나 감

소시키는 작업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i = i + 1과 같이 길게 쓰는 대신에 i++ 라는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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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예는 증가/감소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예: 증가/감소 연산자

x++; // 증가 연산자. x의 값 1증가

x--; // 감소 연산자. x의 값 1감소

++x; // 증가 연산자. x의 값 1증가

--x; // 감소 연산자. x의 값 1감소

다음 예제는 증가 연산자와 나누기 연산자를 사용하는 예를 보여준다. 

예제: math.nxc

     1  task main(){

     2      int a = 0x10;

     3

     4      TextOut(4, 15, "a = ", true);

     5      NumOut(25, 15, a);

     6      Wait(2000);

     7

     8      a++;

     9      TextOut(4, 15, "a++ = ", true);

    10      NumOut(35, 15, a);

    11      Wait(2000);

    12

    13      a = a / 3;

    14      TextOut(4, 15, "17/3 = ", true);

    15      NumOut(43, 15, a);

    16      Wait(2000);

    17  }

8.6.3 관계연산자

작다, 크다 등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산자로서 조건이 맞으면 연산의 결과는 참(1)이고, 조건

이 맞지 않으면 연산의 결과는 거짓(0)이다. 다음 예는 관계 연산자의 사용법과 의미를 보

여준다. 

예: 관계 연산자

x == y /*  x와 y 값이 같으면 참          */

x != y /*  x와 y 값이 같지 않으면 참     */

x > y /*  x가 y보다 크면 참             */

x >= y /*  x가 y보다 크거나 같으면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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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y /*  x가 y보다 작으면 참           */

x <= y /*  x가 y보다 작거나 같으면 참    */

8.6.4 논리연산자

논리 연산자는 참 혹은 거짓을 이용해서 계산을 수행하고, 다시 참 혹은 거짓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연산자이다. 이러한 계산을 수행하는 연산자로는 AND(&&), OR(||), NOT(!), 

XOR(^)가 있다. 

형태: 논리 연산자

&&   ||   !   ^

다음 예는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과 의미를 보여준다. 

예: 논리 연산자

x && y    /* x와 y 값이 참인 경우에 참, 아니면 거짓 */

x || y    /* x나 y값이 참이면 참, x와 y가 모두 거짓이면 거짓 */

!x         /* x의 값이 참이면 거짓, x가 거짓이면 참 */

x ^ y     /* x와 y값이 같으면 거짓 */

8.6.5 비트 논리 연산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들은 컴퓨터에서는 0과 1이라는 비트들로 표현하고, 계산을 수

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5라는 정수 혹은 문자 'A'의 값도 컴퓨터에서는 0과 1로 표현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배운 산술 연산자 혹은 다른 연산자는 비트로 표현된 값을 이용해서 계산

을 수행하는 것들이었다. 이에 반해서 비트 연산자는 피연산자를 값이 아닌 비트의 연속으

로 보고 연산을 수행한다. 즉 비트 연산자는 특정 비트의 값이 0인지 혹은 1인지 알아보거

나, 비트를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비트 연산자는 크게 시프트(shift) 연산

자와 비트 논리 연산자로 구분할 수 있다.

분류: 비트 연산자 분류

비트 논리 연산자: &   |   ^   ~

시프트 연산자: >>   <<   >>>

비트 논리곱(&), 비트 논리합(|), 비트 배타적 논리합(^), 비트 1의 보수(~) 연산자는 모두 

정수형(char, int)에 적용된다. 

예: 비트 논리 연산자

a & b    /* a와 b의 각 비트 위치에서 비트 값이 모두 1인 경우에 1을 리턴  */

a  | b   /* a와 b의 각 비트 위치에서 한쪽의 비트 값이 1인 경우에 1을 리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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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a와 b의 각 비트 위치에서 값이 각 각 다를 때 1을 리턴  */

~a      /* 0과 1 서로 반대값을 리턴  */

8.6.6 비트 쉬프트 연산자

비트 시프트 연산자는 비트의 자리수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연산자이다.

예: 비트 시프트 연산자

a << b    /* a를 b비트 왼쪽으로 이동, 맨 오른쪽은 0으로 채워진다. */

a >> b    /* a를 b비트 오른쪽으로 이동, 맨 왼쪽은 부호(sign)값으로 채워진다. */

8.6.7 할당연산자

할당 연산자는 변수에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할당 연산자는 크게 2가지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첫 번째 형태는 단순히 변수에 값을 저장하는 것이다(예: x = 2). 두 번째 

형태는 할당 연산자가 다른 연산자와 결합된 형태이다(예: x += 2). 다음은 할당 연산자의 

사용 예이다. x *= 2 + 5는 x = x * (2 + 5)와 동일함에 주의하라.

예: 할당 연산자

x = 10; /* 변수 x에 값 10을 할당한다. */

x += 10; /* x = x + 10               */

x -= 10; /* x = x - 10                */

x *= 10; /* x = x * 10                */

x /= 10; /* x = x / 10                */

x %= 10; /* x = x % 10               */

x <<= 10; /* x = x << 10              */

x >>= 10; /* x = x >> 10              */

x &= y; /* x = x & y                */

x ^= y; /* x = x ^ y                */

x |= y; /* x = x | y                 */

x *= 2 + 5; /* x = x * (2 + 5)           */

8.6.8 조건 연산자

조건 연산자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지닌 연산자로서 "조건"이 참인 경우에는 "식1"이 수행

되고, 거짓인 경우에는 "식2"가 수행된다.

형태: 조건 연산자

식 ? 식1 : 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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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는 a와 b 중에서 큰 값을 max 변수에 할당하는 것을 조건 연산자를 이용해서 표현

한 것이다. 만약 a가 크다면 a값을 max에 할당하고, 그렇지 않다면 b 값을 max에 할당한

다. 

예: 조건 연산자

max = a > b ? a : b;

8.6.9 기타 연산자 및 연산자 우선순위

연산자들이 동시에 사용되면 먼저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 있고, 나중에 계산되어야 할 것이 

있다. 예를 들면 2 + 3 * 10은 계산을 하면  3 * 10이 먼저 계산되고 2 + 30은 나중에 

계산된다. 이처럼 올바른 계산을 위해서는 계산의 우선순위가 있다. 다음 테이블은 NXC 언

어에서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우선순위 1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계산된다. 같은 우선순위인 경우에는 결합 규칙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혹은 오

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산이 이루어진다.

 우선순위 연산자 연관성 비고

1 abs()  sign() 없음 abs() : 절대값
sign() : 오퍼랜드의 부호

2 ++ -- 왼쪽 -> 오른쪽 

3 - ~ ! 오른쪽 -> 왼쪽 

4 * / % 왼쪽 -> 오른쪽 

5 + - 왼쪽 -> 오른쪽 

6 << >>  왼쪽 -> 오른쪽 

7 < > <= >= 왼쪽 -> 오른쪽 

8 == != 왼쪽 -> 오른쪽 

9 & 왼쪽 -> 오른쪽 

10 ^ 왼쪽 -> 오른쪽 

11 | 왼쪽 -> 오른쪽 

12 && 왼쪽 -> 오른쪽 

13 || 왼쪽 -> 오른쪽 

1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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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 언어를 이용한 NXT 제어 II

9.1 NXC 제어 구조

프로그램은 어떤 순서로 수행하게 될까? NX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main() 태스크의 

처음 부분부터 순서대로 수행되는데 어떤 부분은 건너뛰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반복적으로 

수행하기도 한다. 이렇게 프로그램 명령어들의 실행 순서를 결정하는 것을 제어 구조라고 

한다. 제어 구조는 순차, 조건문, 반복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건문의 예로는 if 문, 

switch 문이 있고, 반복문으로는 while 문, for 문, do-while 문이 있다.

9.1.1 순차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순차(sequence)라고 한다. 다음 예는 순차(sequence)가 사용되는 것을 보여준다. 

예: 순차

int a = 10; /* statement1  */

b = a * 20; /* statement2  */

   ........

c = 100;  /* statementN  */

순차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tatement1, statement2 

등은 C 언어 문장들이다. 

 statement1 

 statement2 

 statementN 

그림 397. 순차 

9.1.2 if 문 

if 문은 조건적으로 문장을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if 문은 크게 3가지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형태1은 if 문의 condition이 참이면 statement를 수행하고, 거짓인 경우에는 

statement를 수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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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1: if 문 

if ( condition ) {

    statement;

}

다음 그림은 첫 번째 형태의 if 문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condition

 statement 

true

false

그림 398. if 문: 형태 1 

다음 예는 score의 값이 90 이상인 경우에 "A"를 출력하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score 값

이 90 미만인 경우에는 "A"는 출력하지 않게 된다. 

예: 형태 1의 if 문 

if ( score >= 90 ) {

    TextOut(4, 5, "A");

}

형태2의 if 문은 condition이 참이면 statement1이 수행되고, 거짓인 경우에는 statement2

가 수행된다. 두 번째 if문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사용된다.

형태2: if 문 

if ( condition ) {

statement1

} else {

statement2

}

다음 그림은 두 번째 형태의 if 문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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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statement1 

true

 statement2 

false

그림 399. if 문: 형태 2 

다음 예는 두 번째 형태의 if 문을 사용하는 것이다. 만약 score 값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A"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Not A"를 출력한다. 

예: 형태 2의 if 문 

if ( score >= 90 ) {

    TextOut(4, 5, "A");

} else {

    TextOut(4, 5, "Not A");

}

형태3의 if 문에서는 condition1이 참이면 statement1을 수행하고, 거짓이면 condition2의 

값을 체크한다. condition2가 참이면 statement2를 수행하고, condition2가 거짓이면 

statement3을 수행한다. else if 부분은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 

형태3: if 문 

if ( condition1 ) {

statement1

} else if ( condition2 )  {

statement2

} else {

statement3

}

세 번째 if 문은 다음 그림과 같은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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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1

 statement1 

true

false

condition2

 statement2  statement3 

true

false

그림 400. if 문: 형태 3 

다음 예는 세 번째 형태의 if 문을 사용하는 것이다. score 값이 90 이상이면, "A"를 출력

하고, 80 이상이면 "B"를 출력하고, 70 이상이면 "C"를 출력하고, 60 이상이면 "D"를 출력

하고, 그렇지 않으면 "F"를 출력한다. 

예: 형태 3의 if 문 

if( score >= 90 ) {

    TextOut(4, 5, "A");

} else if( score >= 80 ) {

    TextOut(4, 5, "B");

} else if( score >= 70 ) {

    TextOut(4, 5, "C");

} else if( score >= 60 ) {

    TextOut(4, 5, "D");

} else {

    TextOut(4, 5, "F");

}

NXC의 if 문을 이용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도록 하자. 다음의 socre.nxc는 score 

변수의 값에 따라 if 문을 이용해서 A~F의 내용을 출력한다. 

예제: score.nxc

     1  task main() {

     2      int score = 85;

     3

     4      NumOut(4, 5, score);

     5      if(score >= 90) {

     6          TextOut(20, 5, "A");

     7      } else if(score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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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TextOut(20, 5, "B");

     9      } else if(score >=70) {

    10          TextOut(20, 5, "C");

    11      } else if(score >=60) {

    12          TextOut(20, 5, "D");

    13      } else {

    14          TextOut(20, 5, "F");

    15      }

    16      Wait(3000);

    17  }

설명

     2      int score = 85;

정수형 score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 값으로 85를 설정한다. 

     4      NumOut(4, 5, score);

score 값을 LCD 화면에 출력한다. 

     5      if(score >= 90) {

     6          TextOut(20, 5, "A");

score 값이 90 이상인 경우에 "A"를 LCD 화면에 출력한다. 

     7      } else if(score >=80) {

     8          TextOut(20, 5, "B");

그렇지 않고, score의 값이 80 이상은 경우에 "B"를 LCD 화면에 출력한다. 

9.1.3 switch 문 

switch 문은 여러 개의 조건이 있고, 각 조건에 따라 실행되어야 하는 코드가 다른 경우에 

사용된다. 여러 개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 if 문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switch 문을 사용하

는 경우에 표현하기 편리하고, 프로그램도 깔끔하기 때문에 조건이 많은 경우에는 switch 

문을 많이 사용한다.

switch문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사용된다. 다음의 switch 문의 형태에서 볼 수 있듯이 

case에서 break가 있으면 case 부분을 수행하고 switch 문을 빠져나가지만, case 안에 

break가 없으면 다음 case 부분을 수행한다. 조건에 해당하는 case가 없으면 default 부분

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default는 위치는 마지막 부분이 아니라도 된다. switch의 expr 부

분에는 정수 형태의 값만 사용할 수 있다.

형태: switch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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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 ( expr ){

   case case1 :

       statement1

       break;

   case case2 :

       statement2

   case case3 :

       statement3

   case case4 :

   ...

   default :

       statementN

       break;

}

switch 문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case

에서 break가 있으면 switch 문을 빠져나가지만, case 안에 break가 없으면 다음에 있는 

case 부분을 수행한다. 

case 1  statement1 break

case 2  statement2 

case 3  statement3 

default:  statementN break

그림 401. switch 문 

switch 문을 사용하는 경우에 score.nxc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score2.nxc 프로그램으

로 변경할 수 있다. 

예제: score2.nxc

     1  task main() {

     2      int score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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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int v = score / 10;

     4

     5      NumOut(4, 5, score);

     6      switch (v) {

     7          case 10:

     8          case 9:

     9              TextOut(20, 5, "A");

    10              break;

    11          case 8:

    12              TextOut(20, 5, "B");

    13              break;

    14          case 7:

    15              TextOut(20, 5, "C");

    16              break;

    17          case 6:

    18              TextOut(20, 5, "D");

    19              break;

    20          default:

    21              TextOut(20, 5, "F");

    22      }

    23      Wait(3000);

    24  }

설명

     3      int v = score / 10;

score 변수의 값을 10으로 나누어서 결과를 v 변수에 넣는다. 예를 들어, score의 값이 85

인 경우에 85/10은 결과로 8이 변수 v에 넣는다. 

     6      switch (v) {

     7          case 10:

     8          case 9:

v의 값이 10 혹은 9인 경우에

     9              TextOut(20, 5, "A");

"A"를 출력한다.

    10              break;

break 문장은 switch 문장을 빠져나가도록 한다.  

9.1.4 while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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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프로그램의 일부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제어 구조를 알아보자. 반복적인 작업을 수

행하는 제어 구조를 반복문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while, for, do-while 문이 있

다. while 문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으며, condition 부분이 참인 경우 statement 

부분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형태: while 문

while ( condition ) {

statement

}

while 문의 형태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ondition

 statement 

true

false

그림 402. while 문 

다음 예는 정수형 변수 i의 값이 처음에는 0으로 설정되고, i의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i 

변수의 값을 출력하는 것을 보여준다.

예: while 문 

i = 0; 

while ( i < 10 ) {

    i++;

    NumOut(4, 5, i);

            Wait(500);

}

while 문을 무한히 반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while 문의 조건 부분에 true 값을 넣으

면 된다.

예: 무한 반복

while ( true ) {

    /* 무한히 반복되는 부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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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제는 while 문을 이용해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예제: count.nxc

     1  task main(){

     2      int c = 0;

     3

     4      while(c < 4) {

     5          OnFwd(OUT_BC, 20);

     6          Wait(2000);

     7          OnRev(OUT_BC, 20);

     8          Wait(1000);

     9          c++;

    10      }

    11      Off(OUT_BC);

    12  }

설명

     2      int c = 0;

반복 횟수를 관리하는 변수 c를 정의한다. 초기 값은 0으로 설정한다. 

     4      while(c < 4) {

변수 c의 값이 4보다 작은 경우에 while 문의 내부를 실행한다. 

     5          OnFwd(OUT_BC, 20);

     6          Wait(2000);

파워 20으로 2초간 전진한다. 

     7          OnRev(OUT_BC, 20);

     8          Wait(1000);

파워 20으로 1초간 후진한다. 

     9          c++;

반복 횟수를 1 증가시킨다. 

9.1.5 for 문 

for 문은 while 문과 마찬가지로 C 언어 문장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된다. for 문은 초기 값(initial_value), 조건 부분(condition), 증가 부분(increment)

으로 구성된다. condition이 참인 경우 for 문은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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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for 문 

for ( initial_value ; condition ; increment ) {

statement;

}

for 문의 형태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처음에 

initial_value 부분이 수행되고, 다음에는 condition 부분이 참인 경우에 for 문의 내용을 수

행한다. for 문의 내용을 수행한 다음에는 increment 부분을 수행한다. 

initial_value

condition

statement

increment

true

false

그림 403. for 문 

for 문의 초기값(initial_value) 부분에는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선언된 변

수는 for 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예의 int i는 for 문의 초기값 부분에 선언되어 

for 문 안에서만 사용된다.

예: for 문 

for(int i = 0; i < 10; i++) {

     NumOut(4, 5, i);

             Wait(500);

}

for 문에서 초기값, 조건 부분, 증가 부분은 모두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한 반복하게 된

다.

예: 무한 반복 

for( ; ; ) {

/* 무한히 반복되는 부분 */

}

다음은 for 문을 이용해서 10회 반복적으로 i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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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loop.nxc

     1  task main() {

     2      for(int i=0; i < 10; i++) {

     3          NumOut(4, 5, i);

     4          Wait(500);

     5      }

     6  }

설명

     2      for(int i=0; i < 10; i++) {

for 반복문을 i 값이 0부터 9가 될 때까지 반복한다. 

     3          NumOut(4, 5, i);

i 값을 LCD 화면에 출력한다. 

9.1.6 do-while 문 

while 문은 조건 부분이 앞에 있고,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 while 문 안의 문장들을 수행

한다. 이에 반해서 do-while 문은 문장들을 수행한 다음에 조건을 나중에 체크한다. 따라서 

do-while 문은 최소 한번은 수행된 다음에 조건을 체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do-while 

문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do-while문 마지막에 세미콜론(;)이 사용되는 것에 

주의하라. 

형태: do-while 문 

do {

statement

} while ( condition );

다음은 do-while 문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statement 

condition

false
true

그림 404. do-while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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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do-while문은 최소 한번은 수행된다.

9.1.7 break/continue 문 

break 문은 반복문과 switch 문을 빠져나갈 때 사용된다. 즉, break 문은 break 문을 포함

하는 가장 내부에 있는 for/while/do-while/switch 문을 빠져나간다. break 문은 다음과 같

은 형태로 사용된다.

형태: break 문 

break;

continue 문은 반복문(while, do, for 문)에서 사용된다. 반복문에서 continue 문을 만나면 

그 다음은 수행하지 않고, 반복문의 조건 부분을 실행한다. continue 문은 다음과 같은 형

태로 사용된다.

형태: continue 문 

continue;

다음 그림은 break 문과 continue 문이 while에서 사용할 때 제어가 이동되는 것을 보여준

다. 

break;

continue;

condition

그림 405. while에서 break/continue 

다음 그림은 break 문과 continue 문이 for 문에서 사용할 때 제어가 이동되는 것을 보여

준다. continue 문에서는 제어가 increment 부분으로 이동되는 것에 주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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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initial
value

condi-
tion

incre-
ment

continue;

그림 14. for에서 break/continue

다음은 for 문과 break 문을 활용하는 예제 프로그램이다. 

예제: until10.nxc

     1  task main() {

     2      int i = 0;

     3

     4      for(;;) {

     5          if(i == 10) {

     6              break;

     7          }

     8          i++;

     9          PlayTone(440, 400);

    10          NumOut(4, 5, i);

    11          Wait(500);

    12      }

    13  }

설명

     2      int i = 0;

i의 값을 0으로 설정한다. 

     4      for(;;) {

무한 반복한다. 

     5          if(i == 10) {

     6              break;

i의 값이 10인 경우에 break를 통해서 for문을 빠져나간다. 

9.2 센서를 통한 환경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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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센서 관련 함수들

1] SetSensor(port, const configuration)

NXT에서 사용할 센서의 포트와 컨피규레이션 정보를 설정한다. 컨피규레이션 정보는 센서 

타입과 모드를 설정할 수 있다. 다음 예는 1번 포트에 터치 센서를 연결한 상태에서 터치 

센서의 값을 읽기 위한 정보를 설정한다. 

SetSensor(IN_1, SENSOR_TOUCH);

2] SetSensorType(port, const type)

센서 포트와 센서 타입을 설정한다. 다음 예는 3번 포트에 연결된 빛 센서에서 LED를 사용

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SetSensorType(IN_3, IN_TYPE_LIGHT_INACTIVE);

3] SetSensorTouch(port) 

터치 센서의 포트를 지정한다. 다음 예는 1번 포트에 터치 센서를 설정한다. 

SetSensorTouch(IN_1);

4] SetSensorSound(port)

소리 센서의 포트를 지정한다. 다음 예는 2번 포트에 소리 센서를 설정하는 것을 보여준다. 

SetSensorSound(IN_2);

5] SetSensorLight(port)

빛 센서의 포트를 지정한다. 다음 예는 3번 포트에 빛 센서를 설정한다. 

SetSensorLight(IN_3);

6] SetSensorLowspeed(port) 

초음파 센서의 포트를 지정한다. 다음 예는 4번 포트에 초음파 센서를 설정한다. 

SetSensorLowspeed(IN_4);

7] ClearSensor(port)

회전 횟수, 펄스 횟수 등의 축적되는 값을 측정할 때 센서 값을 초기화 시킨다. 

ClearSensor(IN_1);

8] Senso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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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에 연결된 센서에서 읽은 값을 리턴한다. 

x = Sensor(IN_1); // 1번 포트에 연결된 센서 값을 읽는다. 

9] SensorUS(port)

포트에 연결된 초음파 센서의 값(거리)을 리턴한다. 

x = SensorUS(IN_4); // 4번 포트에 연결된 초음파 센서의 값을 읽는다. 

10] SensorRaw(port)

포트에 연결된 센서의 로우 값을 리턴한다. 

x = SensorRaw(IN_1);

9.2.2 센서를 이용한 프로그램 예

센서를 이용한 프로그램들을 작성해보도록 하자. 첫째로 터치 센서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해보자. 터치 센서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순서도와 같이 사용자가 터치 센서를 

누르는 경우에 자동차가 움직이도록 하자. 

예제: start_button.nxc

     1  task main() {

     2      SetSensorTouch(IN_1);

     3      until(SENSOR_1 == 1);

     4

     5      OnFwd(OUT_BC, 20);

     6      Wait(2000);

     7  }

설명

     2      SetSensorTouch(IN_1);

1번 포트에 연결된 터치 센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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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until(SENSOR_1 == 1);

터치 센서가 눌려질 때까지 기다린다. 

다음은 소리 센서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움직이도록 명령을 내려 보도록 하자. 자동차는 정

지해 있다가, 사용자가 박수를 한번 치면 이동하기 시작한다. 

예제: start_go.nxc

     1  task main() {

     2      SetSensorSound(IN_2);

     3      until(SENSOR_2 > 70);

     4

     5      OnFwd(OUT_BC, 20);

     6      Wait(2000);

     7  }

설명

     2      SetSensorSound(IN_2);

2번 포트로 소리 센서를 사용한다. 

     3      until(SENSOR_2 > 70);

소리 센서에서 인식한 값이 70이상일 때까지 기다린다. SENSOR_2는 2번 포트에 연결된 

센서의 센싱 값을 의미한다. 

     5      OnFwd(OUT_BC, 20);

     6      Wait(2000);

전진한다. 

다음은 빛 센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다음에 작성할 프로그램은 빛의 양에 

따라 이동하거나 혹은 정지하는 프로그램이다. 

예제: how_bright.nxc

     1  task main() {

     2      int light;

     3

     4      SetSensorLight(IN_3);

     5      SetSensorType(IN_3, IN_TYPE_LIGHT_INACTIVE);  // LED 사용안함

     6

     7      while(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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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ight = Sensor(IN_3);

     9          NumOut(4, 5, light);

    10          if(light > 70) {

    11              OnFwd(OUT_BC, 20);

    12          } else {

    13              Off(OUT_BC);

    14              Wait(300);

    15          }

    16      }

    17  }

설명

     2      int light;

빛의 양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선언한다. 

     4      SetSensorLight(IN_3);

빛 센서를 3번 포트에 연결하고, 사용한다. 

     5      SetSensorType(IN_3, IN_TYPE_LIGHT_INACTIVE);  // LED 사용안함

빛 센서에서 LED를 사용하지 않는다. 

     8          light = Sensor(IN_3);

빛 센서에서 센싱한 값을 light 변수에 저장한다. 

     9          NumOut(4, 5, light);

light 변수 값을 LED에 출력한다. 

    10          if(light > 70) {

    11              OnFwd(OUT_BC, 20);

빛이 밝은 경우에 (light 변수의 값이 70 이상인 경우) 자동차를 전진시킨다. 

    12          } else {

    13              Off(OUT_BC);

어두운 경우에 자동차를 정지시킨다. 

다음은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정지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도록 

하자. 

예제: stop_before.nxc

     1  task m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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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nt d;

     3

     4      SetSensorLowspeed(IN_4);

     5      while(true) {

     6          OnFwd(OUT_BC, 20);

     7          d = SensorUS(IN_4);

     8          if(d <= 10) {                    // 거리가 10cm 이하

     9             Off(OUT_BC);

    10             StopAllTasks();

    11          }

    12      }

    13  }

설명

     2      int d;

장애물과의 거리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 d를 선언한다. 

     4      SetSensorLowspeed(IN_4);

4번 포트에 초음파 센서를 사용한다. 

     6          OnFwd(OUT_BC, 20);

자동차를 전진시킨다. 

     7          d = SensorUS(IN_4);

앞의 장애물과 거리를 측정해서 변수 d에 저장한다. 

     8          if(d <= 10) {                    // 거리가 10cm 이하

     9             Off(OUT_BC);

    10             StopAllTasks();

장애물과 거리가 10cm 이하인 경우에 자동차를 정지시키고, 모든 태스크들을 정지시킨다. 

앞의 stop_before.nxc 프로그램은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프로그램을 정지시키는 프로그램

이다. 그러나 다음의 go_stop.nxc 프로그램은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정지하고, 장애물이 제

거되면 다시 이동하는 프로그램이다. 

예제: go_stop.nxc

     1  task main() {

     2      int d;

     3

     4      SetSensorLowspeed(IN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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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while(true) {

     6          d = SensorUS(IN_4);

     7          if(d <= 10) {                    // 거리가 10cm 이하

     8             Off(OUT_BC);

     9             Wait(500);

    10          } else {

    11             OnFwd(OUT_BC, 20);

    12          }

    13      }

    14  }

설명

     2      int d;

장애물과의 거리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 d를 선언한다. 

     4      SetSensorLowspeed(IN_4);

4번 포트에 초음파 센서를 사용한다.

     6          d = SensorUS(IN_4);

거리를 측정해서 변수 d에 저장 및 관리한다. 

     7          if(d <= 10) {                    // 거리가 10cm 이하

     8             Off(OUT_BC);

     9             Wait(500);

거리가 10cm 이하인 경우에 모터를 정지시키고, 0.5초간 정지한다. 

    10          } else {

    11             OnFwd(OUT_BC, 20);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워 20으로 전진한다. 

9.3 블루투스 통신 관련 함수들 

1] SendMessage(queue, msg)

주어진 메일박스 혹은 큐(queue)에 메시지(msg)를 기록한다. 메시지의 최대 길이는 58 바

이트이다. 

x = SendMessage(mbox, data);

2] ReceiveMessage(queue, remove, out buffer)

큐에서 메시지를 받고, 이것을 주어진 출력 버퍼(buffer)에 기록한다. remove는 메시지를 



246

읽고 지울 것인지 여부를 나타낸다. 

x = RecieveMessage(mbox, true, buffer);

3] SendRemoteBool(connection, queue, bvalue)

주어진 컨넥션으로 연결된 디바이스에 부울린(bvalue) 값을 전달한다. 

x = SendRemoteBool(1, queue, false);

4] SendRemoteNumber(connection, queue, value)

주어진 컨넥션으로 연결된 디바이스에 숫자(value) 값을 전달한다. 

x = SendRemoteNumber(1, queue, 123);

5] SendRemoteString(connection, queue, strval)

주어진 컨넥션으로 연결된 디바이스에 문자열(strval) 값을 전달한다. 

x = SendRemoteString(1, queue, "hello world");

6] ReceiveRemoteBool(queue, remove, out bvalue)

이 함수는 마스터 브릭에서 슬레이브 브릭이 보낸 부울린 값을 받기 위해서 사용한다. 

remove 변수는 값을 읽은 후에 큐에 저장된 값을 지울 것인지 여부를 기술한다.

x = ReceiveRemoteBool(queue, true, bvalue);

7] ReceiveRemoteNumber(queue, remove, out value)

이 함수는 마스터 브릭에서 슬레이브 브릭이 보낸 숫자 값을 받기 위해서 사용한다. 

remove 변수는 값을 읽은 후에 큐에 저장된 값을 지울 것인지 여부를 기술한다.

x = ReceiveRemoteNumber(queue, true, value);

8] ReceiveRemoteString(queue, remove, out strval)

이 함수는 마스터 브릭에서 슬레이브 브릭이 보낸 문자열 값을 받기 위해서 사용한다. 

remove 변수는 값을 읽은 후에 큐에 저장된 값을 지울 것인지 여부를 기술한다.

x = ReceiveRemoteString(queue, true, strval);

9.4 기타 함수들 

1] Wait(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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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시간(단위: 밀리세컨드)동안 태스크를 슬립시킨다. 

Wait(1000); // wait 1 second

2] CurrentTick()

현재 시스템 시간(단위: 밀리세컨드)을 리턴한다. 

x = CurrentTick();

3] ResetSleepTimer()

시스템의 슬립 타이머를 초기화시킨다. 

ResetSleepTimer();

4] StrToNum(str)

문자열을 숫자 값으로 변환한다.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0 값을 리턴한

다. 

x = StrToNum(strVal);

5] StrLen(str)

문자열의 길이를 리턴한다. 

x = StrLen(msg); // return the length of msg

6] NumToStr(value)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한다.

msg = NumToStr(-2); // returns "-2" in a string

7] ArrayLen(array)

주어진 배열의 길이를 리턴한다. 

x = ArrayLen(myArray);

8] ArrayInit(array, value, count)

배열 내용을 주어진 값(value)로 초기화한다. 

ArrayInit(myArray, 0, 10); // 10 elements == zero

9] Random(n)

0..n 사이의 임의의 값(0과 n은 제외)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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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Random(10); // return a value of 0..9

10] Sqrt(x)

제곱근 값을 리턴한다. 

x = Sqrt(x);

11] ButtonCount(btn, reset)

reset 값이 초기화된 이후에 버튼이 몇 번 눌렸는지 리턴한다. reset 값은 버튼이 눌려진 

횟수를 초기화 시킬 것인지 여부를 기술한다. 

value = ButtonCount(BTN1, true);

12] ButtonPressed(btn, reset)

버튼이 눌려졌는지 여부를 리터난다. 

value = ButtonPressed(BTN1,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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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 언어를 이용한 NXT 제어 III

10.1 함수

10.1.1 함수

함수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코드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놓은 것이다. 함수는 다음과 같은 

예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입사원 홍길동의 주 업무는 선배 직원들의 잡일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 중에서 "커피뽑기"라는 일이 있다. 홍길동이 "커피뽑기"라는 일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종이에 적어서 책상 앞에 붙여 놓는다. 선배 사원 김 대리가 홍길동에서 "커피뽑기"

라는 일을 시키면, 홍길동은 책상 앞에 적어놓은 절차대로 일을 수행하고, 결과물인 커피를 

김 대리에게 전달한다. "커피뽑기"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커피뽑기"를 시킨 사람한테서 

받고, 절차대로 작업을 수행하고 커피를 김 대리에서 전달한다. 이러한 작업 절차를 기술하

는 것을 함수 선언이라고 한다. "커피뽑기"라는 작업을 프로그램 비슷하게 표현하면 오른쪽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커피뽑기 ( 돈 )

1. 돈을 받아서 2층으로 간다.

2. 자판기에 돈을 넣는다.

3. 커피를 선택한다.

4, 커피를 갖다준다.

Coffee getCoffee(int money)

 goto 2nd floor

 insert money

 select coffee

 return coffee

그림 408. "커피뽑기" 절차 

작업 절차를 적어서 책상 앞에 붙여놓고(즉, 함수를 선언하면), 나중에 김 대리가 "커피뽑기

"라는 일을 시키면 이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일

을 시키는 것은 함수 호출이라고 한다. 함수 호출을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표현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나타낼 수 있다. coin은 5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getCoffee() 함수를 호출하

면, 위에서 선언한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물인 커피를 kim_coffee라는 변수에 

리턴한다.  

커피뽑기

coin =  500;

kim_coffee =  

            getCoffee(coin);

그림 409. 홍길동의 "커피뽑기" 작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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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void

함수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우편물을 주면서 "우편물

을 택배로 보내라"라는 작업은 결과 값을 가져오지 않는다. 이렇게 함수를 수행하고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에는 함수의 리턴 타입에는 void라고 기술한다.

함수는 복잡한 코드를 간단한 하나의 단위로 생각하게 함으로서 프로그램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고,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 NXC의 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선언하고 호

출할 수 있다. 

형태: 함수 선언 

return_type  function_name ( argument_type  argument ) {

선언문

실행문

}

형태: 함수 호출 

function_name ( arguments );

다음은 함수를 정의하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도록 하자. 작성할 함수는 smile이

고, 이것은 LCD 화면에 스마일 아이콘과 텍스트를 출력하는 기능을 한다.  

예제: func.nxc

     1  void smile() {

     2      GraphicOut(22, 4, "Smile 01.ric" );

     3      TextOut(1, 56, "Smile!" );

     4      LineOut(1, 55, 30, 55);

     5  }

     6

     7  task main() {

     8     smile();

     9     Wait(3000);

    10  }

설명

     1  void smile() {

smile 함수를 정의한다. 함수의 리턴 타입은 void이고, 매개 변수는 없다.

     8     smile();

smile 함수를 호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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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만든 smile 함수는 리턴 타입이 viod이기 때문에 함수 결과 값을 리턴하지 않는 것

이었다. 이제는 결과 값을 리턴하는 함수를 작성해보도록 하자. 작성할 함수는 root이고, 이

것은 제곱근 값을 리턴한다. 

예제: root.nxc

     1  int root(int n) {

     2      if(n >= 0) {

     3          return Sqrt(n);

     4      } else {

     5          return -1;

     6      }

     7  }

     8

     9  task main() {

    10     int v = root(50);

    11     NumOut(2, 4, v);

    12     Wait(3000);

    13  }

설명

     1  int root(int n) {

리턴 타입이 int인 root 함수를 정의한다. 이 함수는 매개 변수로 정수 n을 받는다. 

     2      if(n >= 0) {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3          return Sqrt(n);

NXC에서 제공하는 Sqrt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리턴한다. 

     4      } else {

     5          return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을 리턴한다. 

    10     int v = root(50);

매개 변수 값으로 50을 전달해서 root 함수를 호출한다. 함수의 결과 값은 v 변수에 저장

한다. 

 

10.2 서브루틴

서브루틴은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코드들을 묶어 놓은 것으로 함수와 거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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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다. 차이점은 서브루틴은 sub 키워드를 사용하고, 리턴 값이 없다는 점이다. 다음은 서

브루틴의 사용법을 보여준다. 

예제: sub.nxc

     1  sub print(int n) {

     2      int c = 93 / (n-1);

     3      TextOut(0, 1, "*" );

     4      for(int i=1; i <= n; i++) {

     5          TextOut(c * i, 1, "*" );

     6      }

     7      TextOut(93, 1, "*" );

     8  }

     9

    10  task main() {

    11     print(5);

    12     Wait(3000);

    13  }

설명

     1  sub print(int n) {

서브루틴을 정의한다. 서브루틴은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리턴 타입을 기술하지 않는다. 

print 서브루틴의 하는 일은 매개 변수로 받은 n의 수만큼 * 문자를 LCD 화면에 출력하는 

것이다. 

    11     print(5);

서브루틴을 호출한다. 호출은 함수 호출과 동일하다.

10.3 태스크 및 프로그램 제어

10.3.1 프로그램 제어 관련 함수들

1] Stop(bvalue) 

bvalue의 값이 참이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중지시킨다.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 

명령어 다음의 코드는 실행되지 않는다. 

Stop(x == 24); // x==24이면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2] StopAllTasks()

현재 실행되는 모든 태스크를 중지시킨다. 

StopAllTasks(); //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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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rtTask(task)

태스크를 시작시킨다. 

StartTask(sound); // 매개변수로 전달된 sound라는 태스크를 시작시킨다.

4] StopTask(task)

태스크를 중지시킨다. 

StopTask(sound); // 매개변수로 전달된 sound라는 태스크를 중지시킨다.

5] Acquire(mutex)

mutex 락을 얻는다.

Acquire(motorMutex); 

6] Release(mutex)

mutex 락을 해제한다.

 

Release(motorMutex); // 다른 태스크를 위해 mutex 락을 놓는다. 

7] Precedes(task1, task2, ..., taskN)

현재 태스크의 작업이 종료되면, 주어진 태스크들이 실행되도록 스케쥴링한다. 태스크들은 

병행적으로 실행된다. 

Precedes(moving, drawing, playing);

8] Follows(task1, task2, ..., taskN)

주어진 태스크들의 작업이 완료된 후에 현재 태스크가 실행되도록 스케쥴링한다. 

 

Follows(main);

9] ExitTo(task)

현재 태스크를 종료하고, 주어진 태스크 작업을 실행시킨다. 

ExitTo(nextTask);

10.3.2 프로그램 제어 관련 함수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예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태스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음을 연주

하면서 자동차가 움직이도록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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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cowork.nxc

     1  task play() {

     2      PlayTone(349,400);

     3      Wait(480);

     4      PlayTone(392,400);

     5      Wait(480);

     6      PlayTone(440,400);

     7      Wait(480);

     8  }

     9  task run() {

    10      OnFwd(OUT_BC, 20);

    11      Wait(2000);

    12  }

    13

    14  task main(){

    15      StartTask(play);

    16      StartTask(run);

    17  }

설명

     1  task play() {

     2      PlayTone(349,400);

음을 연주하는 태스크를 작성한다. 

     9  task run() {

    10      OnFwd(OUT_BC, 20);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태스크를 작성한다. 

    15      StartTask(play);

메인에서 play 태스크를 실행시킨다. 

10.4 라인트레이서

5장에서 작성한 라인트레이서를 NXC 언어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도록 

하자. 

예제: line_tracer.nxc

     1  task main( ) {

     2      SetSensorLight(IN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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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etSensorLowspeed(IN_4);

     4

     5      while(true) {

     6          if(SENSOR_3 < 35) {

     7              if(SensorUS(IN_4) < 15) {

     8                  OnFwd(OUT_BC, 0);

     9              } else {

    10                  OnFwd(OUT_B, 24);

    11                  OnFwd(OUT_C, 20);

    12              }

    13          } else {

    14              if(SensorUS(IN_4) < 15) {

    15                  OnFwd(OUT_BC, 0);

    16              } else {

    17                  OnFwd(OUT_B, 20);

    18                  OnFwd(OUT_C, 40);

    19              }

    20          }

    21      }

    22  }

10.5 크레인

6장에서 작성한 크레인을 NXC 언어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도록 하자.  

다음 예제는 6장에서 NXT-G 프로그램을 NXC로 표현한 것으로 주변 환경에 따라 공의 색

깔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으므로 계속 작동을 하면서 공의 색에 따른 빛 센서의 값을 조절해

야 한다. SetSensorLight (IN_3)은 Input port 3번에 광 센서를 Setting 한다는 의미이다. 

RotateMotor은 사용자가 원하는 모터를 몇도(°)를 회전시킬 것인지 정하는 함수로 프로그

램에서 모터를 원하는 바퀴 수만큼 돌리려고 할 때 사용하면 된다. SENSOR_3 은 광센서에

서 발광센서로부터 나간 빛이 공으로부터 반사되어서 수광센서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나타

내는 값이다. PlayFile는 확장자가 rso인 파일을 실행할 때 쓰이는 함수이다.

예제: crane.nxc

     1  task main( ) {

     2      SetSensorLight(IN_3);

     3

     4      OnRev (OUT_B, 75);

     5      Wait(500);

     6      RotateMotor(OUT_A, 100, -3960);



256

     7      OnFwd(OUT_B, 75);

     8      Wait(500);

     9

    10      if(SENSOR_3 > 45) {

    11          PlayFile("Red.rso");

    12          RotateMotor(OUT_C, 100, 5400);

    13          OnRev(OUT_B, 75);

    14          Wait(500);

    15          RotateMotor(OUT_C, 100, -5400);

    16      } else {

    17          PlayFile("Blue.rso");

    18          OnRev(OUT_B, 75);

    19          Wait(500);

    20      }

    21      RotateMotor(OUT_A, 100, 3960);

    22  }

10.6 휴머노이드

7장에서 작성한 휴머노이드를 NXC 언어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도록 하

자. 

다음의 humo1.nxc 예제 프로그램은 7장에서 작성한 NXT-G 프로그램을 NXC로 표현한 

것으로 속도의 값은 임의적으로 수정이 된다. 휴머노이드가 계속 앞으로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문인 While문을 사용하였다. OnFwdReg()함수는 NXT에서 휴머노이드가 전진

하는 동작을 하는 함수로서 , 휴머노이드가 한발 한발씩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양쪽다리의 

실행시간에 Wait(500)을 사용하였다.

예제: humo1.nxc

     1  task main( ) {

     2      while(true) {

     3          OnFwdReg(OUT_B, 75, 1);

     4          Wait(500);

     5          Off(OUT_B);

     6

     7          OnFwdReg(OUT_C, 75, 1);

     8          Wait(500);

     9          Off(OUT_C);

    10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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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2번째 예제인 장애물을 피하는 로봇은 다음과 같이 NXC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다. 

휴머노이드가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좌회전 혹은 우회전을 하여 장애물을 피해야 하기 때

문에 모터를 한쪽만 작동시켜서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하게 만든다. 만약 장애물이 없을 경

우에는 오른쪽(왼쪽)모터가 작동한 후에 왼쪽(오른쪽)모터가 작동할 수 있도록 Wait함수와 

Off함수를 사용하여 조절해 준다.

예제: humo2.nxc

     1  task main( ) {

     2      SetSensorLowspeed(IN_4);

     3

     4      while(true) {

     5          if(SensorUS(IN_4) < 60) {

     6              OnFwd(OUT_C, 75);

     7              Wait(700);

     8              Off(OUT_C);

     9          } else {

    10              OnFwd(OUT_C, 75);

    11              Wait(700);

    12              Off(OUT_C);

    13

    14              OnFwd(OUT_B, 75);

    15              Wait(700);

    16              Off(OUT_B);

    17          }

    18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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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Java 언어를 이용한 NXT 제어

11.1 NXJ 언어를 위한 환경 설정 

11.1.1 JDK 설치

레고 마인드스톰 NXT는 다양한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데, 객체지향 

언어로 유명한 자바 언어를 이용해서도 로봇을 제어할 수 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NXJ이

다. NJX는 레고 마인드스톰 NXT를 위한 JVM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NXJ를 사용

하기 위해서는 먼저 2장에서 설치한 레고 마인드스톰 NXT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

다. 다음에는 자바 언어를 위한 JDK를 설치해야 한다. JDK는 썬 사이트

(http://java.sun.com/javase/downloads/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다

음 그림은 JDK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썬 사이트이다. 

JDK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면서 설치할 수 있다. 

 

JDK는 기본적으로 C:\Program Files\Java\jdk1.6.0_11 폴더에 설치된다. 마지막 폴더 

이름인 jdk1.6.0_11는 JDK 버전에 따라서 약간씩 이름이 달라진다. JDK 1.6 버전에서 

Update 11의 경우에는 jdk1.6.0_11 폴더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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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K를 설치하고, 다음 표와 같이 환경 변수를 설정한다. 

환경 변수 이름 변수 값

PATH C:\Program Files\Java\jdk1.6.0_11; ....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것은 시스템마다 설정 방법이 약간씩 다르다. 윈도우 2000/XP에서는 

[설정 -> 제어판 -> 시스템 -> 고급 -> 환경 변수]를 선택한다. 다음 그림은 환경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환경 변수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현재 설정된 환경 변수들의 내용을 볼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난다. [시스템 변수]에서 Path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고, 하단에 있는 편집(I) 버

튼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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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환경 변수의 내용이 나타나는 경우에 [변수 값]에서 처음 부분에 JDK의 bin 폴더를 

입력한다. 즉, 처음 부분에 C:\Program Files\Java\jdk1.6.0_11\bin; 을 입력한다. 끝

에 세미콜론(;)이 있음을 주의하라.

 

이때 폴더 이름이 길기 때문에 오타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윈도우 탐색기에서 해

당 폴더를 찾아서 주소 부분을 복사해서 넣는 것이 편리하다. 즉, 다음 그림과 같이 JDK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서 bin 폴더를 선택하고, 주소 영역을 복사해서 Path 환경 변수 값에 

붙여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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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JAVA_HOME 환경 변수를 만들어야 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시스템의 환경변수 영

역으로 이동해서 하단에 있는 “새로 만들기(W)” 버튼을 선택한다. 

이번에는 윈도우 탐색기에서 JDK가 설치된 폴더 (C:\Program Files\Java\jdk1.6.0_11)

를 선택하고, 주소 부분을 복사한다. 

복사한 내용을 변수 값에 넣는다. 즉, 다음 그림과 같이 변수 이름에는 JAVA_HOME을 기

술하고, 변수 값에는 JDK가 설치된 폴더 위치(C:\Program Files\Java\jdk1.6.0_11)를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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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명령 프롬프트

윈도우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시작 -> 실행...]을 선택한다. 이때 다음

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 경우에 cmd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명령 프롬프트 창

이 나타난다. 

 

JDK 설치와 환경변수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명령 프롬프트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실행시킨다.

C:\ javac -version

javac 명령어를 실행시켰을 때 다음 그림과 같이 JDK의 버전이 올바르게 나타나면, JDK 

설치와 환경 변수가 잘 설정된 것이다. 만약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Path 환경 변수의 

값을 설정할 때 오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11.1.2 leJOS NXJ 설치

다음에는 NXJ를 위한 leJOS NXJ를 http://lejos.sourceforge.net/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

고, 이것을 설치해야 한다. leJOS는 NXT 브릭을 위한 소규모 JVM이다. 다음 그림은 다운

로드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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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leJOS 0.7 버전 (leJOS_NXJ_0.7-Setup.exe 파일)을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설

치 파일을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이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창이 나타난다. 

설치를 묻는 창에서 Yes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leJOS NXT를 설치하는 화면이 나타난

다. 

프로그램이 설치되면서, leJOS를 설치할 폴더를 묻는다. 기본적으로 leJOS는 C:\Program 

Files\leJOS NXJ 폴더에 프로그램들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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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JOS 프로젝트의 디폴트 폴더를 지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난다. 

폴더에 대한 세팅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설치 작업에 들어간다. 다음은 설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leJOS를 설치한 다음에는 JDK와 유사한 방법으로 2개의 환경 변수를 변경해야 한다. 첫째

는 PATH 환경 변수에 leJOS의 실행 파일이 존재하는 폴더를 추가하는 것이고, 둘째는 

NXJ_HOME 환경 변수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Path 환경 변수를 수정하기 위해서 변수 값에서 처음 부분으로 이동해서 C:\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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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s\leJOS NXJ\bin; 값을 넣는다. 

환경 변수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NXJ_HOME 변수를 만들고, leJOS가 설치된 폴더 이름

(C:\Program Files\leJOS NXJ)을 변수 값으로 넣는다. 

leJOS를 설치하면 C:\Program Files\leJOS NXJ\bin 폴더에 다음과 같은 명령어들이 

존재한다. 각 명령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자. 

명령어 설명

nxjflash flashes the firmware and leJOS menu

nxjc compiles a Java program for leJOS NXJ 

nxj links, uploads and optionally runs a leJOS NXJ program

nxjlink links a program

nxjupload uploads and optionally runs a program

nxjbrowse explorer for NXJ files

nxjflashg GUI version of nxjflash

nxjmonitor remote monitoring and tracing over Bluetooth

nxjconsole remote debugging over USB or Bluetooth 

nxjconsoleviewer GUI version of nxjconsole 

nxjdataviewer remote viewer for Datalogger files

nxjproxyserver proxy server for Socket and SocketServer connections

leJOS는 펌웨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leJO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NXT 펌웨어를 

이것으로 대체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면, 기존 펌웨어 정보는 삭제된다. 펌웨

어 교체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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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XT 브릭을 컴퓨터에 연결한다. 

2. 명령 프롬프트에서 nxjflash 혹은 nxjflashg 명령어를 실행시킨다. 

11.2 HelloNXT 프로그램 작성해보기

이제 간단한 자바 프로그램 예제를 작성해서 실행시켜 보도록 하자.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을 읽어보기 바란다. 

참고: 프로그램 작성할 때 주의 사항

1. 모든 예제 프로그램에는 줄 번호를 붙여서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쉽게 하였다. 예제 프로

그램을 실제로 작성할 때는 줄 번호를 생략해야 한다.

2. 자바 프로그램은 대소문자를 구별한다. 대소문자에 주의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한다. 

특히, 초보자의 경우에는 오타에 주의해야 한다.

3. 자바 프로그램은 파일 이름도 대소문자를 구별한다. 파일 이름은 예제에 있는 것과 동일

하게 작성하라.

leJOS가 올바르게 NXT 브릭에 설치되었으면,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도록 하자. 

예제: HelloNXT.java

     1  public class HelloNXT {

     2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args) {

     3          System.out.println("Hello NXT");

     4      }

     5  }

작성한 자바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기 위해서는 leJOS의 nxjc 명령어를 이용해야 한다. 

컴파일

C:\> nxjc HelloNXT.java

컴파일이 완료된 프로그램을 NXT 브릭으로 다운로드하고, 이것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nxj 

명령어를 이용한다. 

실행

C:\> nxj -r HelloNXT

leJOS NXJ> Linking...

leJOS NXJ> Uploading...

leJOS NXJ가 시작되면, 다음과 같은 메뉴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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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NXT  BT
>Run Default
 Files
 Bluetooth
 Sound
 System
 Version

Files 메뉴를 선택하면, NXT에 존재하는 파일들의 목록이 나타난다. 목록에서 하나의 파일

을 선택하면, 실행시키거나 삭제할 수 있다. System 메뉴는 NXT 브릭에 관련된 값들을 보

거나 일부 값들을 변경할 수 있다. 

11.3 자바 프로그램 구조

자바 프로그램은 확장자가 .java인 파일에 저장되어 있으며, 다음 그림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지켜서 프로그램을 기술하여

야 한다. 

1. package 문장. - 자바 프로그램 클래스가 소속된 패키지를 기술한다. 

2. import 문장. - 자바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들을 포함시킨다. 

3.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선언 - 자바 프로그램을 기술한다. 

그림 432. 자바 프로그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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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자바 파일에는 하나 이상의 클래스가 존재할 수 있고, 자바 파일에서 회색으로 채워

진 부분은 생략될 수 있다. 즉, package 문장과 import 문장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

략할 수 있다. package 문장은 한번만 사용할 수 있지만, import 문장은 필요한 라이브러

리가 많은 경우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 import 문장 다음에는 클래스를 정의하게 된다. 

클래스 내부에는 변수(멤버 필드)와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으며, 변수와 메소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술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클래스 내에서 클래스 멤버 필드 선언, 클래스 생성

자 선언, 클래스 메소드 선언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아직은 자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구조가 조금 복잡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우선은 이러한 형태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다. 각각에 대한 내용

들은 책의 진도를 나가면서 차차 알게 될 것이다. 

참고: 바이트 코드와 자바 가상 머신(JVM: Java Virtual Machine)

자바 프로그램은 javac 컴파일러를 통해서 확장자가 .class인 클래스 파일로 변환된다. 클래

스 파일은 플랫폼과는 무관한 코드이기 때문에 바이트 코드(byte code)라고도 한다. 즉, 윈

도우에서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은 변경하지 않고도 유닉스 혹은 리눅스에서 그대로 실행될 

수 있다. 이때 윈도우와 유닉스 혹은 리눅스에서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자바 가상 머신 혹은 JVM(Java Virtual Machine)이라고 한다. 즉, JDK에 포함되어 있는 

java 명령어가 자바 가상 머신이다. 또한 앞에서 설치한 leJOS 역시 NXT를 위한 자바 가

상 머신이다. 

11.4 Eclipse 개발환경 설치

자바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Eclipse와 같은 통합개발환경을 사용하는 것

이 좋다. Eclipse에서는 NXJ를 위한 플러그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NXT를 위한 프로그램을 

보다 쉽게 개발하고 실행시킬 수 있다. Eclipse는 http://www.eclipse.org/ 사이트에서 무

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책에서는 Eclipse GANYMEDE 버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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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lipse-java-ganymede-SR1-win32.zip 파일의 압축을 풀면, 다음과 같이 eclipse 폴더가 

나타난다. 이 폴더를 “자르기” 와 “붙이기”를 통해서 C:\ 폴더로 이동시킨다. 

Eclipse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C:\eclipse 폴더의 eclipse.exe 파일을 실행시킨다. 

Eclipse가 처음 실행되면, 다음과 같이 작업공간(workspace)을 지정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NXJ 프로그램들은 C:\lego 폴더에 저장하도록 하자. 우선 윈도우 탐색기에서 C:\lego 폴

더를 생성하고, 다음과 같이 Browse 버튼을 클릭해서 C:\lego 폴더를 선택한다. 

작업공간이 결정되면, Eclipse가 다음과 같이 화면에 나타난다. 이때 오른쪽에 있는 

Workbench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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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실제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Eclipse 화면이다. 

Eclipse에서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각종 옵션들은 [Window -> Preferences] 

메뉴를 선택해서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편집기의 폰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Preferences 창의 좌측에서 General -> Appearance 아래에 있는 Colors and Fonts를 선

택한다. 이때 우측에는 색과 폰트를 변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록이 나타난다. 이때 Java

를 선택하고, 다시 Java Editor Text Font를 선택한다. 다음에는 우측에서 Change 버튼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폰트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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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기에서 줄 번호를 보기 위해서는 Preferences 창의 좌측에서 Editors -> Text 

Editors를 선택하고, 우측에서 Show line numbers 체크 버튼을 선택한다. 

이클립스에서 Help -> Software Updates... 메뉴를 선택해서 NXJ를 위한 플러그인을 설치

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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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Available Software 탭을 선택하고, 우측에서 Add Site... 버튼을 클

릭한다. 이때 사이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난다. 이곳에 leJOS NXJ를 위한 플러그인

의 사이트(http://lejos.sourceforge.net/tools/eclipse/plugin/nxj/)를 입력한다.   

사이트가 등록되면 Install 버튼을 클릭해서 플러그인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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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Java 언어를 이용한 NXT 제어 

leJOS에서 NXT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lejos.nxt 패키지를 사용해야 한다. 

12.1 12장 실습 요령

12장의 NXC 프로그램 실습은 2장 내용을 기초로 한다. 즉, 2장에서 작성한 자동차 로봇을 

바탕으로 프로그램들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12장에서 설명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자동차 

로봇에서 동작하도록 작성할 것이다. 자동차 로봇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연결 케이블을 이용해서 자동차 로봇에서 모터와 센서는 다음 표와 같이 입력 포트와 출력 

포트에 연결하도록 하자. 

모터 및 센서 입출력 포트

왼쪽 바퀴 출력 포트 C

오른쪽 바퀴 출력 포트 B

초음파 센서 입력 포트 4

12.2 모터 제어

Motor 클래스는 모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 클래스는 각 출력 포트에 연결된 모

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A, B, C의 멤버 필드를 갖고 있다. 

▪ static Motor A : 모터 A

▪ static Motor B : 모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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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ic Motor C : 모터 C

Motor 클래스는 다음과 같은 메소드들을 갖고 있다. 

▪ void backward() : 후진한다

▪ void forward() : 전진한다.

▪ int getActualSpeed() : 속도를 리턴한다. 

▪ int getMode() : 모드 값을 리턴한다. 

▪ int getPower() : 현재 파워

▪ int getSpeed() : 현재 모터 속도

▪ boolean isMoving() : 모터가 움직이는지 여부

▪ boolean isRegulating() : 레귤레이트 사용 여부

▪ void lock(int power) : 현재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 void regulateSpeed(boolean yes) : 레귤레이션 속도를 사용할지 말지 설정

▪ void reverseDirection() : 역방향으로 바꾼다.

▪ void rotate(int angle) : 지정한 각도만큼 회전

▪ void rotate(int angle, boolean immediateReturn) : 지정한 각도만큼 회전, 

immediateReturn가 true이면 회전 이후에 브레이크를 써서 중지.

▪ void rotateTo(int limitAngle) : 지정한 각도로 회전

▪ void rotateTo(int limitAngle, boolean immediateReturn) : 지정한 각도만큼 회전, 

immediateReturn가 true이면 회전 이후에 브레이크를 써서 중지.

▪ void setBrakePower(int pwr) : 정지할 때 브레이크 파워 설정

▪ void setPower(int power) : 파워 설정

▪ void setSpeed(int speed) : 속도 설정

▪ void shutdown() : 작업 종료

▪ void smoothAcceleration(boolean yes) : 스무스한 가속 방법 사용 여부를 설정

▪ void stop() : 모터 정지

다음은 Motor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프로그램이다. 

예제: Move.java

     1  import lejos.nxt.*;

     2

     3  public class Move {

     4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Exception {

     5         Motor.B.setSpeed(720);

     6         Motor.C.setSpeed(720);

     7         Motor.B.forward();

     8         Motor.C.forward();

     9

    10         Thread.sleep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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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2         Motor.B.stop();

    13         Motor.C.stop();

    14      }

    15  }

12.3 소리 재생

Sound 클래스는 소리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Sound 클래스는 다음과 같은 메소드들

을 갖고 있다. 

▪ static void beep() : 비프 음을 낸다.

▪ static int getVolume() : 현재 볼륨을 알아본다. 

▪ static int playSample(File file) : 소리 파일을 재생한다.

▪ static int playSample(File file, int vol) : 소리 파일을 vol에 해당하는 볼륨으로 재생한

다. 

▪ static void playTone(int freq, int duration) : 톤을 재생한다. 

▪ static void setVolume(int vol) : 볼륨을 설정한다. 

다음을 Hello 소리를 재생하는 프로그램이다. 

예제: PlaySound.java

     1  import java.io.File;

     2  import lejos.nxt.*;

     3

     4  public class PlaySound {

     5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Exception {

     6         File hello = new File("Hello.rso");

     7         Sound.playSample(hello);

     8         Thread.sleep (1000);

     9      }

    10  }

설명

     1  import java.io.File;

File 객체를 접근하기 위해서 java.io.File 클래스를 임포트한다. 

     6         File hello = new File("Hello.rso");

Hello.rso 소리 파일을 위해서 File 객체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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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Sound.playSample(hello);

File 객체를 이용해서 소리를 재생한다. 

12.4 디스플레이 출력

LCD 클래스는 NXT 브릭의 LCD 패널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LCD의 좌표는 가로 

방향이 x 축이고, 세로 방향이 y 축이다. 

LCD 클래스는 다음과 같은 메소드들이 있다. 

▪ static void clear() : 디스플레이 내용을 지운다.            

▪ static void drawInt(int value, int x, int y) : 정수를 x와 y 좌표에 출력한다. 

▪ static void drawString(String str, int x, int y) : 문자열을 x와 y 좌표에 출력한다. 

다음 예제 프로그램은 LCD 클래스를 이용해서 화면에 문자열과 숫자를 출력하는 것을 보

여준다. 

예제: LcdDisplay.java

     1  import lejos.nxt.*;

     2

     3  public class LcdDisplay {

     4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Exception {

     5          LCD.drawString("Free RAM:", 0, 0);

     6          LCD.drawInt((int) System.getRuntime().freeMemory(), 6, 9, 0);

     7         Thread.sleep (3000);

     8      }

     9  }

설명

     6          LCD.drawInt((int) System.getRuntime().freeMemory(), 6, 9, 0);

사용 가능한 메모리 양을 계산해서 이것을 화면에 출력한다. 

다음은 LCD 클래스가 아닌 Graphics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Graphics를 사

용하면, 그림 및 도형을 쉽게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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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GDisplay.java

     1  import javax.microedition.lcdui.*;

     2  import lejos.nxt.*;

     3

     4  public class GDisplay {

     5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Exception {

     6         Graphics g = new Graphics();

     7         g.drawString("Happy!", 1, 56);

     8         g.drawLine(1, 55, 30, 55);

     9         Thread.sleep (3000);

    10      }

    11  }

설명

     1  import javax.microedition.lcdui.*;

Graphics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를 임포트한다. 

     6         Graphics g = new Graphics();

     7         g.drawString("Happy!", 1, 56);

     8         g.drawLine(1, 55, 30, 55);

Graphics 객체를 생성하고, 원하는 내용을 출력한다. 

12.5 센서 이용

12.5.1 터치 센서

TouchSensor 클래스는 터치 센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생성자와 메

소드를 갖는다. 

▪ TouchSensor(SensorPort port): 터치 센서 객체를 생성한다. 

▪ public boolean isPressed() : 센서가 눌렸는지 여부를 리턴한다. 

다음 예제 프로그램은 터치 센서를 누르는 경우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자동차 

로봇의 1번 포트에 터치 센서를 연결하고, 다음 예제 프로그램을 테스트 해보도록 하자. 

예제: StartTouch.java

     1  import lejos.nxt.*;

     2

     3  public class StartTou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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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Exception {

     5          TouchSensor touch = new TouchSensor(SensorPort.S1);

     6

     7          while (!touch.isPressed()) ;

     8

     9          Motor.B.setSpeed(720);

    10          Motor.C.setSpeed(720);

    11          Motor.B.forward();

    12          Motor.C.forward();

    13

    14          Thread.sleep (2000);

    15      }

    16  }

설명

     5          TouchSensor touch = new TouchSensor(SensorPort.S1);

터치 센서를 생성한다. 

     7          while (!touch.isPressed()) ;

터치 센서가 눌려질 때까지 기다린다.

12.5.2 소리 센서

SoundSensor는 소리 센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생성자와 메소드들을 

갖는다. 

▪ SoundSensor(SensorPort port) : DB 모드의 소리 센서를 위한 SoundSensor 객체를 생

성한다. 

▪ SoundSensor(SensorPort port, boolean dba) : dba 값이 true인 경우에 DBA 모드의 

SoundSensor 객체를 생성한다. 

▪ int readValue() : 현재 센서 값을 리턴한다. 

▪ void setDBA(boolean dba) : 센서를 DB(false) 혹은 DBA 모드(true)로 설정한다. 

다음 예제는 소리에 반응하는 로봇을 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자동차 로봇의 2번 포트

에 소리 센서를 연결하고, 다음 예제 프로그램을 테스트 해보도록 하자. 

예제: StartSound.java

     1  import lejos.n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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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public class StartSound {

     4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Exception {

     5          SoundSensor sound = new SoundSensor(SensorPort.S2);

     6

     7          while (sound.readValue() < 70) ;

     8

     9          Motor.B.setSpeed(720);

    10          Motor.C.setSpeed(720);

    11          Motor.B.forward();

    12          Motor.C.forward();

    13

    14          Thread.sleep (2000);

    15      }

    16  }

설명

     5          SoundSensor sound = new SoundSensor(SensorPort.S2);

SoundSensor 객체를 생성한다. 

     7          while (sound.readValue() < 70) ;

소리가 70 보다 클 때까지 기다린다. 

12.5.3 빛 센서

LightSensor는 빛 센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생성자와 메소드들을 갖

는다. 

▪ LightSensor(SensorPort port) : 빛 센서 객체를 생성한다. 

▪ int readNormalizedValue() : 정규화된 값을 리턴한다. 

▪ int readValue() : 센서 값을 리턴한다. 

다음 예제는 밝은 경우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로봇이다. 자동차 로봇의 3번 포트에 임시적으

로 빛 센서를 연결하고 다음 예제를 테스트 해보도록 하자. 

예제: StartLight.java

     1  import lejos.nxt.*;

     2

     3  public class StartLight {

     4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Exception {

     5          LightSensor light = new LightSensor(SensorPort.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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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while (light.readValue() < 70) ;

     8

     9          Motor.B.setSpeed(720);

    10          Motor.C.setSpeed(720);

    11          Motor.B.forward();

    12          Motor.C.forward();

    13

    14          Thread.sleep (2000);

    15      }

    16  }

12.5.4 초음파 센서

UltrasonicSensor는 초음파 센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메소드들을 갖

고 있다. 

▪ UltrasonicSensor( Port aSensorPort) - 초음파 센서 객체를 생성한다. 

▪ int getDistance() - 거리를 리턴한다. 

다음 예제 프로그램은 진행하다가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정지하는 프로그램이다. 

예제: Stop.java

     1  import lejos.nxt.*;

     2

     3  public class Stop {

     4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Exception {

     5          UltrasonicSensor sonic = new UltrasonicSensor(SensorPort.S4);

     6

     7          while (true)  {

     8              Motor.B.setSpeed(720);

     9              Motor.C.setSpeed(720);

    10              Motor.B.forward();

    11              Motor.C.forward();

    12              Thread.sleep (500);

    13              int d = sonic.getDistance();

    14              if(d < 10) break;

    15          }

    16          Motor.B.stop();

    17          Motor.C.stop();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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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설명

    13              int d = sonic.getDistance();

    14              if(d < 10) break;

거리를 측정하고, 10보다 적은 경우에 반복문을 빠져나간다. 

12.5.5 NXT 버튼

Button 클래스는 다음과 같은 멤버 필드를 갖고 있다. 

▪ static Button ENTER : 엔터 버튼

▪ static Button ESCAPE : 회색 버튼

▪ static Button LEFT : 왼쪽 방향 버튼

▪ static Button RIGHT : 오른쪽 버튼

Button 클래스는 다음과 같은 메소드를 갖고 있다. 

▪ void addButtonListener(ButtonListener aListener) : 버튼 리스너를 등록한다. 

▪ static int waitForPress() : 버튼이 눌려질 때까지 기다린다. 

▪ void waitForPressAndRelease() : 버튼이 눌려지고, 뗄 때까지 기다린다. 

다음 예제는 NXT 브릭의 엔터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에 로봇이 움직이도록 작성한 프로그

램이다. 

예제: StartButton.java

     1  import lejos.nxt.*;

     2

     3  public class StartButton {

     4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Exception {

     5          Button.ENTER.waitForPressAndRelease();

     6

     7          Motor.B.setSpeed(720);

     8          Motor.C.setSpeed(720);

     9          Motor.B.forward();

    10          Motor.C.forward();

    11

    12          Thread.sleep (2000);

    13      }

    14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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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Button.ENTER.waitForPressAndRelease();

엔터 버튼이 클릭될 때까지 기다린다.

12.6 주요 시스템 클래스들

java.lang은 자바 언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제공하는 패키지이다. 이 패키지에는 

다음과 같은 클래스들을 포함하고 있다. 

12.6.1 System 클래스

System 클래스는 출력을 위한 2개의 멤버 필드를 갖고 있다. 

▪ static PrintStream err :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한 멤버 필드

▪ static PrintStream out :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한 멤버 필드

            

System 클래스는 다음과 같은 메소드들을 갖고 있다. 

▪ static long currentTimeMillis() : 현재 시간 (단위: 1/1000 초)

▪ static void exit(int code) : 프로그램 종료

▪ static void gc() : 가비지 콜렉션

▪ static int getFirmwareMajorVersion() : NXT 브릭의 펌웨어 메이저 버전

▪ static int getFirmwareMinorVersion() : NXT 브릭의 펌웨어 마이너 버전

▪ static Runtime getRuntime() : Runtime 인스턴스 얻기

▪ static void shutDown() : 브릭을 종료시킴

12.6.2 Math 클래스

Math는 수학과 관련된 메소드들을 갖고 있다. Math 클래스를 이용하면, 계산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Math 클래스는 다음과 같은 멤버 필드들을 갖고 있다. 

▪ static double E 

▪ static double NaN 

▪ static double PI : 원주율 (3.14925...)

Math 클래스는 다음과 같은 메소드들을 갖고 있다. 

▪ static <type> abs(<type> a) : 절대값

▪ static double acos(double a) : 아크코사인 값

▪ static double asin(double a) : 아크사인 값

▪ static double atan(double x) : 아크탄젠트 값

▪ static double ceil(double a) : 실링 값 

▪ static double cos(double x) : 코사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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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ic double log(double x) : 자연 로그값

▪ static <type> max(<type> a, <type> b) : 최대 값

▪ static <type> min(<type> a, <type> b) : 최소 값

▪ static double pow(double a, double b) : a의 b 승 값

▪ static double random() : 0 ~ 1 사이의 임의의 값

▪ static int round(float a) : 반올림 값

▪ static double sin(double x) : 사인 값

▪ static double sqrt(double x) : 제곱근 값

▪ static double tan(double a) : 탄젠트 값

▪ static double toDegrees(double angrad) : 라디안 값을 각도로 변환

▪ static double toRadians(double angdeg) : 각도를 라디안 값으로 변환

12.6.3 String 클래스

String 클래스는 문자열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String 클래스는 다음과 같은 생성자

를 갖고 있다. 

▪ String(char[] c) : 문자 배열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생성한다. 

▪ String(char[] c, int off, int len) : 문자 배열 c에서 off에서부터 len개의 문자들을 이용

해서 문자열을 생성한다. 

String 클래스는 다음과 같은 메소드들을 갖고 있다. 

▪ char charAt(int index) : index 번째 문자

▪ int indexOf(int ch) : 문자열에서 ch 문자에 매치되는 첫 번째의 번호

▪ int indexOf(int ch, int fromIndex) : 문자열의 fromIndex 번째 다음부터 만나는 ch 문

자의 첫 번째 번호

▪ int indexOf(String str) : 문자열 str에 매치되는 번호

▪ int indexOf(String str, int fromIndex) : 문자열의 fromIndex번째부터 문자열 str에 매

치되는 번호

▪ int length() : 문자의 갯수

▪ String substring(int start) : start부터 끝까지 부분 문자열

▪ String substring(int start, int end) : start부터 end까지 부분 문자열

▪ char[] toCharArray() : 문자열을 문자 배열로 변환

12.6.4 Integer 및 Float 클래스

Integer는 정수를 표현하기 위한 클래스이다. 이 클래스는 다음과 같은 메소드들을 갖고 있

다. 

▪ static int parseInt(String s) :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한다. 

▪ static int parseInt(String s, int radix) : 문자열을 radix에 해당하는 진법으로 인식해서 

정수로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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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at 클래스는 실수를 표현하기 위한 자바 클래스이다. 이 클래스는 다음과 같은 메소드들

을 제공한다.  

▪ static int floatToIntBits(float value): value의 비트 패턴에 따라 정수값으로 변환한다.  

▪ static float intBitsToFloat(int value) : value의 비트 패턴에 따라 실수로 변환한다. 

▪ static float parseFloat(String s) : 문자열 s에 해당되는 실수로 변환한다. 

▪ String toString(float f) : 실수 f 값을 문자열로 변환한다.  

12.6.5 Runtime 및 Thread 클래스

Runtime 클래스는 실행 환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메소드들을 갖고 

있다. 

▪ long freeMemory() : 힙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양을 알아본다.

▪ static Runtime getRuntime() : Runtime 인스턴스 얻기

▪ long totalMemory() : 힙의 전체 메모리 

Thread 클래스는 쓰레드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Thread 클래스는 다음과 같은 2개

의 생성자를 갖고 있다. 

▪ Thread() : 이름이 없는 쓰레드를 생성한다. 

▪ Thread(String name) : 이름을 갖는 쓰레드를 생성한다. 

            

Thread 클래스는 다음과 같은 메소드들을 갖고 있다. 

▪ static Thread currentThread() : 현재 실행되고 있는 쓰레드를 얻는다. 

▪ abstract  void run() : 쓰레드가 작업할 내용을 기술하는 메소드

▪ static void sleep(long aMilliseconds) : 쓰레드를 슬립시킨다.

▪ void start() : 쓰레드를 시작시킨다. 

▪ static void yield() : 다른 쓰레드가 작업하도록 CPU 점유를 넘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