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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유아에게 효과적인 IT 기술 및 센서네트워크 체험을 위한 IT 모듈형 기차 완구를 소개 한다. 이 완구를 통해 센

서모듈과 동작모듈을 자유롭게 조립하도록 하여, 조립 방식에 따라 다양한 기차 로봇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키트(kit) 형태의 완

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센서 모듈과 동작 모듈을 상황에 맞게 짝지어 줄 수 있는 통신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원활한 

모듈간의 통신을 지원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키워드: 센서 네트워크(Sener Network), 아두이노(Arduino), 기차 완구(Toy train), 지그비(zigbee)

I. 서 론

최근 외국에서는 중등부 수업 내용에 C언어 프로그래밍을 추가

하는 것과 같이 IT(Information Technology)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고 있다. IT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완구가 여럿 출시되고 

있으며, IT 교육과 더불어 IoT(Internet of Things:사물 인터넷)의 

근간이 되는 센서 네트워크에 대한 교육매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아가 손쉽게 IT와 센서 네트워크에 대하여 체

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유아용 IT 모듈형 기차 완구를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유아용 IT 모듈형 기차

완구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에 대한 실험 결과

를 분석하고 4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도록 한다.
 

II. 유아용 IT 모듈형 기차완구

완구 조립에 이용 되는 IT 모듈 구성을 위해 감지 모듈과 동작 

모듈을 각각 3개씩 구성하였다. 그림 1과 같이 감지 모듈은 주변 

환경을 감지하여 특정한 상황 발생 시 동작모듈에게 전달하며, 동
작모듈은 수신된 신호에 따라 각각 정해진 동작을 수행하여 사용

자에게 전달한다.

그림 1. 감지 모듈과 동작 모듈의 상호 작용도

Fig. 1. Interaction between sensor and action module

하나의 감지모듈은 하나의 동작 모듈에게 신호를 송수신하는 

모듈간의 1:1 통신 관계 형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통신을 

위해 사용 중인 무선 네트워크 신호 범위는 100m 내로 이루어져, 
하나의 감지모듈은 다수의 동작모듈로 신호를 보내어 1:N 관계가 

형성 된다.  1:1 관계 형성을 위해 그림 2와 같은 계층적 통신 구

조를 설계한다. 

그림 2. 모듈간 송수신관계 형성 

Fig. 2. Form transmit relation inter-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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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립 시 가까운 모듈끼리 송수신관계가 형성되어야만 사

용자가 가시적으로 인식하기 쉬우므로, 신호세기에 따른 우선순위 

행렬을 통해 가까운 감지모듈과 동작모듈을 연동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위한 물리적인 장치로는 Xbee 1mW Trace Antenna S1

을 사용하며, Zigbee통신 방식의 API모드를 통해 신호를 주고 받

는다[1].
본 논문에서, 동작모듈과 감지모듈들의 송·수신 관계를 결정하

는 최상위 동작모듈을 헤더 동작모듈이라고 명명한다. 감지모듈은 

신호의 세기를 분석하여 근접한 동작 모듈이 있는지를 파악한 후, 
근접한 동작 모듈로 자신의 정보를 전송한다. 감지모듈로부터 정

보를 전송받은 동작모듈은 최종적으로 헤더 동작모듈로 이 정보를 

전송하고, 헤더 동작모듈은 전송받은 정보를 행렬로 구조화 한 뒤 

동작모듈과 근접 모듈간의 송·수신 관계를 형성한다. 

그림 3. 통신관계 배정을 위한 헤더동작모듈의 행렬정보

Fig. 3. Matrix information of header action module for assign 

communication-related 

그림 3에서, 동작모듈과 감지모듈의 관계가 1:1인 동작모듈 2와 

감지모듈 C의 경우 송수신관계를 즉시 형성하며, 1:N인 동작모듈

1과 감지모듈 A, B의 경우 헤더동작모듈이 행렬 정보를 통해 근

접 모듈들을 판단하여 하나의 감지모듈을 배정한다. 이를 통해 모

듈 간 원활한 통신을 지원할 수 있다.

III. 실험 결과

2장에서 소개한 통신 방식을 통해 조립하기에 따라 감지모듈과 

동작모듈의 개수가 같지 않더라도, 최대한 합리적인 송·수신관계

를 형성 할 수 있다. 최종적인 모듈의 모습과 조립 형태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동작모듈과 감지모듈의 이상적인 조립형태

Fig. 4. Ideal type of sensor-module and action-module

그림 5. 각 감지 모듈

Fig. 5. Each sensor-module

그림4와 그림 5의 모듈들은 설계된 통신방식에 의해 조립하기

에 따라 다양한 감지방식 및 동작방식을 구성해낼 수 있었으며, 정
상적인 동작을 확인하였다. 

IV. 결 론

본 논문은 IT요소와 센서 네트워크에 대한 교육에 이용할 수 있

는 모듈형 기차 완구를 개발하였다. 이를 토대로 완구 제품을 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여러 연구에 도움이 되어 IT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앞으로는 S/W적 요소 

뿐 아니라 H/W의 구성과 S/W와의 연동에 대하여 교육하기 용이

한 매체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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