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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3차원 공간을 시각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MAYA의 MEL Script를 통해 미로 찾기 로봇을 3D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MAYA에서는 생성된 개체에 대해 X-Y-Z 좌표정보를 적용하고 이 수치를 개체의 속성 값으로 제

공한다. 이를 이용하여 랜덤한 미로 맵을 완성하기 위한 규칙으로 행렬을 생성하고 이 행렬의 인덱스와 값에 따라 X-Y-Z 좌표

정보를 적용하여 개체를 생성하면 랜덤한 미로 맵이 완성된다. 그 후 길을 찾기 위한 규칙에 의해 이동하는 로봇의 X-Z좌표정

보를 각 프레임 별로 저장하여 재생 시키면 미로 찾기 로봇 시뮬레이션을 눈으로 확인 가능하다. 사람이 직접 번거롭게 임의의 

미로 맵 을 생성하지 않고 로봇이 없어도 간편하게 미로 찾기를 구현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시뮬레이터는 미로 찾

기 알고리즘을 테스트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키워드: 마야(MAYA), 멜 스크립트(MEL script), 시뮬레이션(simulation), 미로찾기로봇(micromouse)

I. 서 론

많은 사람들이 로봇을 이용하여 미로 찾기를 구현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미로 찾기에서의 중점은 알고리즘이다. 때문에 로봇

의 성능에 제약을 받지 않고 손수 미로를 만들지 않고 미로를 찾

기 위한 알고리즘만을 고민 할 수 있는 환경이 사람들에게 주어지

면 매우 효율적일 적이라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MAYA에 내장되어 있는 스크립트 언어인 MEL

을 이용하여 3차원에서 미로를 생성하고 생성된 미로의 통로를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찾은 다음 통로를 찾는 장면을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II. 본 론

본 논문에 사용된 알고리즘은 그림 1과 같이 번호가 있는 칸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위, 아래(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중 컴퓨

터 임의의 선택으로 인하여 네 방향 중 한 방향만을 벽으로 막거

나 낮은 확률로 네 방향 모두 막지 않게 되어 있다. 1부터 16까지 

해당 규칙을 적용시키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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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로 생성 알고리즘

Fig. 1. Maze generation algorithm

미로생성 프로시저를 실행시키면 그림 1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 벽으로 인식되는 행렬의 인덱스를 개체의 위치 속성 X-Z로 

설정하여 개체를 생성한다. 이 결과를 그림 2에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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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AYA에서 생성된 미로

Fig. 2. Generated maze in MAYA

그림 2의 미로가 완성 후 미로 찾기 알고리즘 프로시저를 통해 

미로를 찾는 것을 구현하였다. 미로를 찾아가는 알고리즘은 다음

과 같다. 첫 번째는 방향의 우선순위 이다. 로봇의 현재 위치에서 

전→우→좌→후 순으로 확인한다. 그리고 로봇은 전역좌표가 아닌 

자신의 현 위치에서 지역좌표를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우회전, 좌

회전, 유턴을 하게 되면 전 ,우 ,좌 ,후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 
두 번째는 이동횟수가 적은 곳에 대한 우선순위이다. 로봇은 각 

방향에 표시 되어 있는 값을 행렬에서 확인한다. 그리고 이동할 곳

을 결정하는 동시에 자신이 있던 자리에 숫자를 갱신한다. 한 번 

지나간 자리에는 ‘1’이 표시되고 두 번 지나간 자리에는 ‘2’가 표

시 되는 방식으로 지나가는 자리에 지나간 횟수만큼의 숫자를 증

가시킨다. 탐색 영역 내에서 각 셀이 가진 값이 적은 곳을 우선 

진입한다.

그림 3.  미로를 찾아가는 알고리즘

Fig. 3. Maze finding algorithm

그림 3은 위의 방법대로 로봇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로봇은 두 

번째 우선순위로 인해 작은 값을 찾으려한다. 이 방법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인한 순서로 이행 하도록 구현하였다. 로봇이 앞의 내

용대로 출구를 찾기 위해 이동하는 모든 경로는 행렬로 이루어진 

공간에 저장된다. MAYA는 프레임 단위로 위치를 저장하여 움직

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각 프레임

별로 이동한 경로가 저장된 행렬의 값으로 로봇의 위치를 설정하

여주어 로봇이 이동하는 시뮬레이션을 완성하였다.

III. 결 론

본 연구는 로봇의 성능 및 테스트 케이스 마다 랜덤한  미로를 

생성해야 한다는 제약조건 없이 미로 찾기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미로의 출구를 찾는 알고

리즘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테스트를 거

쳐야 하는데 실제 로봇을 이용하여 확인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미로

를 직접 생성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

이션을 통해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MAYA는 3D시

뮬레이션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면에서 좋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로생성 알고리즘과 출구 찾기 알고리즘이 구

현되었다. 하지만 보완해야할 점들이 확인 되었다. 미로를 생성하

는 알고리즘은 좀 더 복잡한 구조의 미로를 생성할 수 있도록 보

완해야 한다. 그리고 출구를 찾는 알고리즘은 출구를 찾기 위해 이

동하는 거리를 줄일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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