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2권 제2호 (2014. 7)

157

레고 마인드스톰을 활용한 임베디드 SW 학습프로그램 개발
김명중○, 이태욱*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

e-mail:dongnami@naver.com○, leetw@knue.ac.kr*  

Development of The Embedded Software 
Learning program Using LEGO Mindstorms

Myung-Jung Kim○, Tae-Wuk Lee*

○*Dept. of Computer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를 위해 레고 마인드

스톰 EV3 교구를 활용한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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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자공학과 관련 산업의 발달로 최근 일상생활과 산업체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기나 제품은 단순한 동작이나 판단의 기능을 넘

어 섬세하고 복잡한 기능을 보유하여 인간 생활의 편의성을 극대

화하고 있다. TV, 오디오, 냉장고, 세탁기, DVD, 전자렌지 등 가

정용 가전제품과 휴대폰, PDA등의 통신제품, 자동차의 ECU(엔
진제어기)와 각종 편의장치, 산업현장의 Conveyor System, 
Robot을 이용한 조립 공정, 무인 창고, 공장 자동화와 같은 산업

용 기기 등 수없이 많은 분야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제어기능들이 

사용되고 있다. 
임베디드 시스템이란 이러한 여러 종류의 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구동 기능을 하는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을 제어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있는 전자 제어 시스템을 말한

다. 이러한 기능이 가능한 것은 그 시스템 안에 내장된 마이크로프

로세서가 내장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1]
현재 급속히 핵심기술로 발전하고 있는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

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칸사스 주립 대학은 네 개의 교육과

정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덴마크 데니쉬 기술대학, 밴더빌트 대학 

등에서도 임베디드 시스템교육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임베디드시스템 교육과정이 어렵고 

방대한 지식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상급생 또는 졸업생들

에게 제공되고 신입생들을 위한 과정은 그리 많지 않다. [2-4]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조합되어 특

정한 목적을 수행하는 시스템 개발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

베디드 하드웨어와 이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는 임베디드 분

야에 대한 교육이 학교현장에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임베디드 

SW 교육 및 학습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다. 
레고 마인드스톰 에듀케이션은 이러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다양한 교구를 개발하고 있다. 그 중 최근 개발된 마인드스톰

(EV3) 로봇교구는 로봇공학을 학습하고, 프로그래밍, 자연과학, 
수학 등을 재미있는 실습으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다. 임베

디드 SW 학습을 위해 EV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 모바일 로봇을 제작하고 프로그램을 포팅하고 검증을 수행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레고 마인드스톰(EV3)를 활용한 임베디

드 SW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임베디드 시스템 교육의 필요성

임베디드 시스템은 1950년대 통신장비를 제어하기 위하여 컴퓨

팅 시스템이 전자기기에 내장되면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군사용기기와 산업용기기에서 제한적

으로 사용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그 응용분야가 크게 확

대되었다. 또한, 유무선 인터넷의 파급과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보

급으로 인하여 사용자들은 임베디드 시스템기기로부터 다양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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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서비스를 기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임베디드 시스템 기술

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고, 향후 임베디드 시스템에 사

용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성능과 저전력기술이 개선되면서 임

베디드 시스템 관련 산업은 그 규모가 하루가 다르게 확장될 것으

로 관련 업계에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정보화사회의 진전과 더불

어 전자, 정보통신, 기계산업 등 많은 분야에서 디지털제품들의 컨

버젼스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각 분야에서 절실히 필요한 

기술분야가 임베디드 시스템기술이며 현재 산업현장에서도 임베

디드 시스템 기술인력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임베디드 시스템 기술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분야로는 휴

대폰, 디지털셋톱박스, 디지털TV, PDA, MP3P, 컴퓨터, 텔레매

틱스, 네비게이션, 디지털 계측기기, DMB 관련 분야로 업계에서

는 예측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현재 임베디드 시스템 관련 분야의 

교육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고등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인력 부족을 예상하는 

분야가 주로 전자와 정보통신 분야이므로 공업계 고등학교의 전

자, 통신, 컴퓨터 학과의 학생들에 대한 임베디드 시스템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5]

2. 마인드스톰(MINDSTORMS) 

LEGO Dacta는 1980년대 초부터 덴마크 LEGO 회사와 미국 

MIT대학이 공동으로 개발한 교육도구이며, 구성주의적 이론과 실

천의 의미를 담고 만든 과학, 수학 및 정보기술이 통합된 기초과학

교육 도구로서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다. 이 LEGO Dacta 시리즈 

중 앞서 살펴본 마이크로월드, 마인드툴의 개념을 로보틱스와 접

목시킨 시스템이 마인드스톰이다. 기존제품과 큰 차이는 컨트롤러 

브릭, 즉 마이크로 컴퓨터가 추가되어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또한 입력장치로 접촉, 빛, 회전, 온도 센서, 출력장치는 

모터, 램프 등이 제공되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을 쉽게 제

작할 수 있다. [6]

3. 마인드스톰(MINDSTORMS) EV3

전 세계 수백만명의 사용자들에게 널리 사랑받아온 NXT 다음 

모델로 2013년 8월 출시된 제품이 바로 마인드스톰 EV3이다. 기
본사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EV3 P-브릭의 기술 사양

레고 마인드스톰 심장부에는 모터와 센서를 제어하고 무선통신

까지 지원하는 ‘EV3 브릭(Brick)’이라는 지능적인 프로그래밍 브

릭이 자리 잡고 있다. 사양은 다음과 같다. 
 

항 목 값

CPU 처리 속도 ARM 9 Processor, 300Mhz

포트 각 4개의 입/출력 포트

메모리 16 MB Flash memory / 64RAM

확장성 Mini SDHC card reader 32GB

브릭특징 3색, 6개 버튼으로 브릭의 상태 표현

디스플레이 78×128 pixel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표 1. EV3 P-브릭 기술사양

Table 1. EV3 P-Brick technical specification

3.2 EV3 Core set 구성품

EV3 코어세트는 P-브릭(Brick), 라지모터(Large Motor) 2개, 
미디엄 모터(Medium Motor), 컬러 센서(Color Sensor), 터치 센

서(Touch Sensor) 2개, 초음파 센서(Ultrasonic Sensor), 자이로 

센서(Gyro Sensor), 볼휠(Ball Wheel), 와이어(Wires),  충천 배

터리(Rechargeable Battery), USB 케이블(Cable), 부품수(Piece 
Count) 541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EV3 구성품

Fig. 1. EV3 Components

 

III. 본 론

임베디드 시스템 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

해서는 적합한 학습모형이 구성되어야 한다. EV3에서 제공하고 

있는 로봇에듀케이터는 총 49가지의 학습 내용이 기초 학습, 심화 

학습, 하드웨어, 데이터 로깅, 도구 등 5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되

어 있다. 
이러한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학습모형 및 학습내

용을 구안하였다. 

1. EV3 소프트웨어 학습모형

다양한 문제상황에서 문제를 계획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중심으

로 학습모형을 구성했다. 

그림 2. EV3 소프트웨어 학습모형

Fig. 2. EV3 software learn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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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V3 소프트웨어 학습내용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방법 및 데이터 타입과 와이어 유형은 다

음과 같다. 

2.1 프로그래밍 블록 이해

그림 3. EV3 프로그래밍 블록 이해

Fig. 3. EV3 programming block understanding

2.2 데이터 타입과 와이어 유형

그림 4. 데이터 타입과 와이어 유형

Fig. 4. Data and wire type

2.3 학습내용

EV3 소프트웨어 학습을 위해 기초적인 브릭을 이해하고 프로

그래밍할 수 있는 내용부터 다양한 센서를 활용한 내용까지 구성

하였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습모듈 교육 내용

초급

1. EV3 반가워요!

   - EV3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이해

   - 로봇 에듀케이터의 이해

   - 프로그래밍 블록의 이해

   - 자유롭게 블록 가지고 놀기 (미션)

2. EV3 브릭과 함께 놀자! (소리센서)

   - 사운드블록 이해

   - 소리내기

   - 간단한 음악 연주하기 (미션)

3. EV3 브릭과 함께 놀자! (디스플레이)

   - 디스플레이 이해

   - 문자표시하기

   - 도형그리기

   - 자신의 사진을 찍어 EV3 브릭에 표현하기 (미션)

중급

4. EV3를 제어하라! (1)

   - 모터 블록 이해

   - 로봇을 다양한 방법으로 회전하기

   - 원하는 거리 이동하기 위한 계산하기

   - 운전면허 시험 (미션)

5. EV3를 제어하라! (2)

   - 제어함수 이해

   - 텍스트 블록 이해

   - 수학모드 이해

   - 로봇이 50cm 이동했을대 속도를 EV3에 

디스플레이 하라! (미션) 

6. EV3를 제어하라! (3)

 - 수학고급모드 이해

 - 텍스트 블록 이해

 - 모터 회전, 올림, 내림의 이해

 - 실시간 모터의 RPM을 계산하라! (미션)

7. EV3에 생명을! (1)

   - 루프 따라하기

   - 스위치/다중스위치 이해

   - 스위치 블록 이해

   - 하나의 센서를 이용하여 라인트레이싱이 되도록 

프로그래밍을 하라! (미션)

8. EV3에 생명을! (2)

   - 데이터 체인 이해

   - 터치센서 데이터 

   - 터치센서의 이해와 프로그래밍

   - 로봇의 팔을 만졌을 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로봇을 만들어라! (미션)

9. EV3에 생명을! (3)

   - 초음파 센서 이해

   - 벽에 일정한 거리두고 정지하기

   - 물체 가까이 감지되면 경보음 울리기

   - 벽에 부딪치지 않는 로봇을 만들어라! 

     (미션)

표 2. EV3 소프트웨어 학습프로그램

Table 2. EV3 software learn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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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모듈 교육 내용

고급

10. EV3를 스마트하게! (1)

    - 컬러센서 블록 이해

    - 색상이 감지되면 색깔 말하기

    - 검정라인 도달할때까지 주행하기

    - 실내조명이 있을 때 주행하기

    - 검은 라인 따라가기 (미션)

11. EV3를 스마트하게! (2) 

    - 논리연산 블록 이해

    - 논리연산을 이용하여 로봇 제어하기

    - 로봇이 출발하여 책상 둘레를 돌아오기 

      (미션)

12. EV3를 스마트하게! (3) 

    - 자이로센서 이해

    - 로봇이 제자리에서 180도 우회전 멈춤

    - 오뚜기 로봇을 만들어라! (미션)

13. EV3를 무선으로!

    - 블루투스 설정하기

    - 로봇 2대를 서로 제어하기

    - 루프 인터럽트 따라하기

    - 서로 따라하는 쌍둥이 로봇 만들기 

      (미션)

14. 다양한 임베디드 사물 구현하기

    - 다양한 색상 분류기

    - 반응하는 강아지

    - 로봇팔

    - 자이로 로봇

IV. 결 론

최근 임베디드 시스템 분야의 빠른 발전에 비해 이에 대한 중요

성을 인식하고 교육에 적용시킨 사례가 부족하다. 하드웨어의 다

양한 변화를 줄 수 있고, 보다 쉽게 GUI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레고마인드스톰 EV3는 이를 교육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기존 NXT에 비해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여 확장 가능성이

커졌으며 데이터 체인을 통해 보다 다양한 로봇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보다 창의적인 임베디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교

육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도구를 활용해 EV3 학습모형 및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임베디드 시스템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구체적인 교

육방법 및 현장에서의 적용사례를 통한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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