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로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 로봇카 및 자동차 모델을 다룰 수 있다.

◾ 도로 모델링을 통해 도로를 구현해 본다.

◾ 로봇카를 제어해 본다.

◾ 로봇카에 센서를 장착하여 제어해 본다.

◾ 자동차를 제어해 본다. 

학습 목표

09 로봇카 및 자동차 제어하기

실습 개요



9.1 도로 만들기

◾ 모델 추가하기 그룹에 있는 도로 모델 추가하기 명령어를 추가해 본다.

도로 모델링



◾ 도로 종류 옵션을 추가한다.



◾ 도로 모델링이 로봇카 또는 자동차를 지탱하기 위해 충돌체 기능 가지기 

옵션을 추가한다. 아래의 옵션이 없으면 나중에 자동차나 로봇이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 두 번째 도로 모델링 명령어를 추가한 후, 아래와 같이 2번 항목 (코너1을

를 선택한다.

코너 추가하기





◾ 4각형 도로 트랙이 만들어 지도록 직선 도로와 코너를 추가한다.

두 번째 코너





◾ 4각형 도로 트랙이 만들어 지도록 직선 도로와 코너를 추가한다.

세 번째 코너





◾ 4각형 도로 트랙이 만들어 지도록 직선 도로와 코너를 추가한다.

네 번째 코너





9.2 도로 스크립트 분리하기

◾ 현재 만들어진 도로 모델링은 다른 미션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재사용을 

위해서 스크립트로 저장한 다음, 다른 프로그램에서 불러오도록 할 수 있

다.

 ◾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 파일을 저장한다.

스크립트 저장



 ◾ 파일 이름을 road1으로 저장한다.

 ◾ 새파일을 작성한다.

 ◾ 새파일에서 다음과 같이 로직 명령어에 있는 스크립트 불러오기 명령어를 

추가한다.

스크립트 불러오기



 ◾ 옵션에서 파일이름 옵션을 추가한 후, 다음과 같이 방금전에 저장한 

road1을 입력해 준다.

 ◾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전에 작성했던 도로 환경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9.3 로봇 카 추가하기

◾ 현재 만들어진 도로 모델링은 다른 미션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재사용을 

위해서 스크립트로 저장한 다음, 다른 프로그램에서 불러오도록 할 수 있

다.

로봇카 추가하기



◾ 실행한 후,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 로봇카를 조종해 본다.



9.4 로봇 카 제어하기

◾ 로봇카를 제어하기 위해 자동차 명령어 그룹에서 로봇주행 제어 명령어를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로봇 주행 제어





◾ 왼쪽과 오른쪽 모터의 파워값의 범위는 –255 ~ 255 이다. 즉, 255 값을 

지정하면 가장 빠른 파워로 전진하며, -값을 지정할 경우, 반대로 회전하

게 된다. 

◾ 로봇카의 옵션 중에서 모터 파워 비울을 증가시키면 더 빠른 속도로 로봇

카가 이동한다.

 

모터 파워

파워 비율 증가시키기



◾ 아래의 명령어는 후진하는 명령어이다.

◾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명령어는 다음과 같다.

후진하기

회전하기



◾ 1초간 전진, 후진, 회전을 반복하려면 다음과 같이 loop 함수와 기다리기 

명령어를 이용한다.

1초간 전진, 후진, 회전 반복





9.5 로봇 카 조종기 구현하기

◾ 로봇카 조종을 위해 loop 함수를 삭제하고 조이스틱과 함수를 추가한다.

조이스틱 추가하기



◾ 조이스틱 명령어로 부터 로봇카 제어 명령어를 계산해 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식을 함수 안에 추가한다.

제어 수식



◾ 로봇카 제어 명령어를 함수 안에 추가한다.

로봇카 제어 명령어 추가



◾ 오른쪽 조이스틱을 움직여서 로봇카를 조종해 보기 바란다. 



9.6 자동차 추가하기

◾ 새파일을 작성한 후, 도로 환경을 불러온다.

◾ 자동차 추가하기 명령어를 추가한다. 

자동차 추가하기



◾ 옵션에서 자동차 종류를 추가한다. 

◾ 키보드로 차량을 조종해 본다. 



9.7 자동차 제어하기

◾ 자동차를 제어하는 명령어는 자동차 조향 제어 명령어이다. 첫 번째 인수는 

앞 바퀴 각도이고, 두 번째 인수는 모터 속도이다.

자동차 제어하기



◾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수정하여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 지 확인해 본다.

회전하기



9.8 조이스틱 조종기 만들기

◾ 자동차를 제어하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조이스틱과 함수를 각각 추가한

다.

조이스틱 추가하기



◾ 함수 내부에 자동차를 제어하기 위한 명령어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어 명령어



◾ 오른쪽 조이스틱을 움직여서 자동차를 제어해 본다. 



◾ 다른 종류의 자동차로 조종해 본다. 

◾ 도로에 다양한 장애물을 추가해 본다.

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