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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논문은 모듈형으로 구성된 교육용 로봇의 분산제어 시스템에 

대한 연구로서 사용자의 프로그램을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처리하

면서도 분산된 모듈들이 각각의 작업을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딩 교육이 붐을 맞이하

였고 이런 추세에 맞추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구로

서 다양한 교육용 로봇이 개발되고 있다[1-3]. 특히 코딩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쉽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하는 블록 코딩 방식

의 교육용 로봇이 개발되어서 동작, 음성,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실습이 포함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에 활용되는 교구재가 많이 개발되고 있다. 그 대부분은 부품 또는 

모듈 보드 단위로 점퍼선과 커넥터를 이용하는 교구재 키트들로 

출시되어있다. 그러나 점퍼선과 커넥터를 이용하는 방식은 교육 

및 실습이 거듭될수록 부품이 손상되거나 분실하게 되어 여러 차

례의 교육이 필요한 교구재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로봇

은 기본(base) 모듈에 다양한 기능을 갖는 부가(additional) 모듈

들을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를 사용하였다. 부가 모듈을 규격화시

키고 해당 모듈들을 로봇 본체 모듈 상부의 마그넷 소켓을 이용하

여 적층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 모듈은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모듈 제어기(module control unit)를 가지고 있으며 기

본 모듈에 있는 중앙 제어기(central control unit)에 의하여 일괄

적으로 제어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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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로봇 본체 모듈과 부가 모듈들이 하나의 통신선을 공유하

는 분산 제어 시스템 구조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 

사용자가 각각 부가 모듈들을 제어하는 코드를 직접 작성할 필요

가 없이 단순히 모듈에 내장된 모듈 제어기에 명령을 보내는 것만

으로 부가 모듈을 제어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블록 코딩 단계에서 

코드 블록에 포함되는 모듈 제어 코드를 단순화시킬 수 있기 때문

에 로봇에 적층된 다수의 모듈들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다. 
로봇의 본체 모듈내의 중앙 제어기에는 자바스크립트 인터프

리터(JavaScript interpreter)가 있어 새로운 프로그램 코드가 입

력되어도 기존의 프로그램을 종료시키지 않고 유지한 상태로 새

로운 프로그램을 추가 실행시킬 수 있다. 이 점을 이용하여 사용

자는 로봇 초기화 단계에 주기적으로 모듈들과의 통신 상태를 

확인하고 각 부가 모듈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는 배경 프로그램

(background program)을 사전입력하고, 이후 사용자는 취득된 데

이터를 이용하는 사용자 프로그램(user program)을 제작하여 로

봇에 추가 입력할 수 있다.
이러한 분산 제어 시스템과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의 특징을 

이용하여 로봇은 각 모듈을 관리하는 배경 프로그램과 사용자가 

제작한 사용자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사용자 프로그램의 내용과 용량에 무관하게 배경 프로그램을 원활

하게 실행할 수 있는 로봇의 멀티 태스킹 성능을 다양한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2. 분산 제어 시스템과 인터프리터
2.1 집중형 제어시스템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중형(centralized) 제어시스템에

서는 제어 장치가 통신선을 통해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user 
interface unit)로부터 사용자 명령을 전달받고 구동기와 센서 같

은 부가 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또한 제어 장치가 

센서로부터 읽어들인 데이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로 송신될 

수 있다. 집중형 제어시스템은 구조가 간단하나 하나의 제어 장치

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와의 통신과 부가 장치 제어를 모두 수

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가 장치의 수가 증가할수록 제어 장치의 

연산량이 증가하여 속도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문제를 야기한다[4]. 
또한 당초에 설계에 반영된 액추에이터와 센서만을 사용할 수 있

도록 회로 기판이 제작되기 때문에 새로운 부가 장치를 추가하거

나 기존 장치를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특정 부품의 손상 또는 

고장이 발생하면 기판에 포함된 작동기와 센서를 모두 같이 폐기

하여야 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2 분산 제어 시스템
Fig. 2와 같은 분산 제어시스템은 부가 장치마다 통신과 개별 

제어를 담당하는 모듈 제어기를 갖추고 있어 하나의 통신선을 통

하여 중앙 제어기가 모듈 제어기를 통하여 부가 모듈들을 관리하

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제어시스템과 달리 분산 제어시스템은 중

앙 제어기가 부가 장치를 직접 제어하지 않고 모듈 제어기가 중

앙 제어기로부터 명령을 전달받아 부가 장치를 대신 제어하는 방

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앙 제어기의 프로그램이 비교적 간단해

지며, 부가 장치와 모듈 제어기를 한 쌍으로 묶어 하나의 모듈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부가 장치 관리에 용이하고 새로운 부가 장

치도 쉽게 추가할 수 있다[5-6]. 집중형 제어시스템은 단일의 제어 

장치를 사용하는 반면에 분산 제어시스템은 중앙 제어기와 모듈 

Fig. 1 Centralized control system

Fig. 2 Distributed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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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 개수만큼의 제어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나, 중앙 제

어기나 모듈 제어기 중 하나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해당 장치만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비용 관점에서 효율적이다. 또한 중

앙 제어기가 다수의 모듈 제어기와 지연없이 정해진 동작 주파수

에 따라 통신할 수 있도록 제어기의 하드웨어 기술적 사양과 통

신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설계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분산 제

어시스템은 다양한 전자 부품을 활용하는 교육용 로봇에 적합하

다고 판단된다. 

2.3 인터프리터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프리터는 컴파일 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스 코드를 입력받는 즉시 실행시키는 방식으로 소스 코드

를 한꺼번에 컴파일을 해서 이를 프로세서에 업로드하여야 코드가 

실행되는 컴파일러 방식과 구분된다[7-8]. 또한 컴파일러의 경우 새

로운 기계어 코드가 프로세서에 업로드되면 프로세서에서 기존에 

무한 루프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새로운 프로그램

이 실행된다. 반면에 인터프리터 방식은 소스 코드의 입력을 기다

리는 무한 루프를 기본 상태로 가지며 소스 코드가 입력될 때마다 

이를 즉시 실행시키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전원이 꺼지거나 초

기화하라는 명령의 소스 코드가 입력되지 않는 이상 기존에 입력

된 소스 코드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새로

운 프로그램을 추가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터프리터를 

마이크로컨트롤러에 탑재하고 PC나 모바일 장치에서 무선 통신을 

통해 소스 코드를 마이크로컨트롤러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면 사용자가 원격으로 디지털 입출력, 아날로그 입력, 시리얼 통신, 
I2C 통신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것이 가능

해진다. 그러나 컴파일러 방식은 복잡한 소스 코드가 비교적 간단

한 구조의 기계어 코드로 변환되어 프로세서에 입력되지만, 인터

프리터 방식은 소스 코드를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컴파일러 방식에 비하여 소스 코드가 실행되는 데에 소요

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또한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는 경우 

컴파일러 방식에서 기계어 코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인터럽트 

등의 기능이 완벽하게 지원되지 않고 있다. 

3. 모듈 적층형 교육용 로봇 설계
3.1 하드웨어 설계

Fig. 4와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논문의 교육용 로봇은 

Fig. 3 Compiler and interpreter
Fig. 4 Concept design of the educational robot

Fig. 5 3D modeling of the educational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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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모듈의 상부에 부가 모듈을 적층시킬 수 있고 부가 모듈 또한 

상부에 또 다른 부가 모듈을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로봇 내 분산 제어시스템의 중앙 제어기와 모듈 제어기들은 하나

의 I2C 통신선을 공유한다.

3.1.1 기본 모듈
기본 모듈에는 로봇의 중심이 되는 모듈로서 부가 모듈과 달리 

로봇 관련 구동, 센서, 전원 부품들뿐만 아니라 중앙 제어기가 내장

되어 전체 로봇 시스템을 관리한다. 모듈 내의 2개의 구동용 스텝 

모터와 9축 IMU (관성 측정 장치) 센서와 트랙을 감지하는 적외선 

센서 5개가 있다. 또한 이 모듈은 Li-Po 배터리와 무선 충전 모듈

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 외부로부터 무선으로 전원을 공

급받을 수 있어 충전이 편리하다. 기본 모듈의 중앙제어기는 기본 

모듈의 중앙 제어기는 32비트 Cortex-M4 프로세서인 Nordic사

의 nRF52832를 사용하고 있으며 블루투스 통신을 통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로부터 소스 코드를 수신 받아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 모듈은 중앙 제어기인 에스

프루이노와 모듈 제어기인 ATmega32U4가 탑재되어 있으며 I2C 
슬레이브 주소 0x01을 가진다. 기본 모듈의 모듈 제어기는 스텝 

모터 드라이버 DRV8834에 디지털 펄스를 입력함으로써 스텝 모

터를 회전시켜 로봇을 이동시킬 수 있으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기능을 이용하여 로봇 하단부에 설치된 적외선 센서 5개로부터 아

날로그 신호를 입력받을 수 있고, 또한 SPI 통신을 통해 9축 IMU 
센서인 MPU-9250로부터 3축 가속도, 3축 자이로(각가속도), 3축 

지자기 센서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다.

3.1.2 부가 모듈
부가 모듈은 모듈 제어기와 라이다 센서, 액정 디스플레이, 외부 

기억 장치 등의 다양한 기능 부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I2C 통신을 

통해 기본 모듈의 중앙 제어기로부터 명령을 받아들여 각 모듈의 

고유 동작을 실행하고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여 중앙 제어기

로 전송을 한다. 모듈 제어기는 Atmel사의 ATmega32U4를 사용

하고 있으며 각 모듈은 고유한 I2C 슬레이브 주소를 가짐으로써 

중앙 제어기가 임의의 모듈 제어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Fig.7의 (a)는 중앙 제어기로부터 문자열 데이터를 입력받아 액

정 디스플레이 드라이버에 디지털 신호를 보냄으로써 해당 문자열

을 표시하는 LCD 모듈이며, (b)는 SD 카드에 저장된 오디오 파일

을 읽어 스피커에 출력하는 모듈이다. (c)는 SPI 통신을 통해 기압 

센서 SCP1000의 데이터를 읽어들이는 기압계 모듈이다.

3.2 소프트웨어 설계
 PC와 모바일 장치와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에서 구글

사에서 개발한 블록클리(Blockly)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사용

자가 코드 블록을 쌓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작된 블록 코드를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하여 블루

투스 통신으로 기본 모듈의 중앙 제어기의 인터프리터로 전송한

다. 또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스크립트를 소스 코

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인터프리터에 입력하는 프로그Fig. 6 The base module of the educational robot

Fig. 7 Additional modules of the educational robot: (a) LCD 
module, (b) Audio player module, (c) Barometer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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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객체 단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정 프로그램을 지정하여 

수정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다. 작동 중에 부가 모듈의 추가와 제

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핫 플러그인(hot plug-in) 기능을 지원하

며, 평상시에는 부가 모듈들을 주기적으로 호출하여 유무를 확인

하고 관리한다. 

3.2.1 모듈 제어기 레지스터
중앙 제어기가 I2C 통신을 통해 다수의 모듈 제어기를 분산 제어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모든 모듈 제어기는 I2C 슬레이브

로서 Table. 1과 같은 레지스터 맵(register map)을 가지며, 사전

에 정해진 I2C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 중앙 제어기는 모듈 제어기의 

레지스터에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

터를 읽을 수 있다. 주소 0x00 레지스터는 해당 모듈 제어기의 I2C 
슬레이브 주소를 데이터로 가지며, 중앙 제어기는 해당 레지스터

를 읽음으로써 모듈 제어기와의 통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주소 

0x01 레지스터는 중앙 제어기가 모듈 제어기로부터 다수의 레지

스터 데이터를 읽고자 할 때 중앙 제어기가 해당 레지스터에 읽고

자 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입력함으로써 모듈 제어기를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며, 해당 레지스터를 변경하지 않고 기본값 1인 상태로 

읽기 명령을 실행하면 모듈 제어기는 언제나 1개의 데이터만 중

앙 제어기로 전송한다. 주소 0x01 레지스터에 데이터의 개수를 

입력하고 다수의 레지스터 데이터를 읽는 과정이 완료되면 주소 

0x01 레지스터는 기본값 1로 복귀된다. 주소 0x02 레지스터부터 

주소 0x15 레지스터는 중앙 제어기가 모듈 제어기를 통해 간접으

로 부가 장치를 제어하기 위하여 할당된 쓰기 전용 레지스터이며, 
주소 0x16 레지스터부터는 중앙 제어기가 모듈 제어기로부터 부

가 장치와 관련된 데이터를 읽기 위하여 할당된 읽기 전용 레지스

터이다.

3.2.2 통신 설계
중앙 제어기가 특정 모듈에 일련의 데이터 배열을 쓰는 명령을 

실행하면, 특정 I2C 슬레이브 주소를 가지는 모듈 제어기가 데이터 

배열 내의 1번째 데이터를 쓰기 명령이 시작되는 레지스터의 주소

로 받아들이고 해당 레지스터부터 차례대로 데이터 배열의 나머지 

데이터를 입력한다. Fig. 8은 중앙 제어기가 I2C 슬레이브 주소 

0x01에 데이터 배열 [0x02, 25, 58, 12]를 쓰는 명령을 실행할 

경우 해당 모듈 제어기에서 주소 0x02 레지스터부터 차례대로 25, 
58, 12가 입력되는 예시를 보인다.

이러한 데이터 배열 쓰기 명령과 모듈 제어기의 쓰기 전용 레지

스터를 이용하여 중앙 제어기는 모듈 제어기를 통해 부가 장치를 

간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제어 명령 프로토콜은 다양한 제어 

명령을 구분하기 위한 명령 종류, 해당 명령 종류와 관련된 데이터, 

Table 1 The register map of the module control unit

Address Register Name Description
0x00 Slave_address The I2C slave address of the module

0x01 Send_length
The length of the data sent 

to the I2C master (Default value: 1)

0x02 Write_only_00
The type of the order received 

from the I2C master (Default value: 0)

0x03 Write_only_01 The data associated with 
the received order (Default value: 0)

… … …
0x15 Write_only_19 The data associated with 

the received order (Default value: 0)

0x16 Read_only_00 The data associated with 
the external device (Default value: 0)

… … …
Fig. 8 An example of the data write protocol between the central 

control unit and the module control unit

Fig. 9 An example of the motor control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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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검사를 위한 체크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크섬은 이전 데

이터들의 합을 0xFF와 AND 연산한 값을 가진다. Fig. 9의 모터 

제어 프로토콜 예시가 보이는 바와 같이 주소 0x02 레지스터에 

명령 종류 데이터가 입력된 것이 감지되면 모듈 제어기는 해당 명

령 종류와 명령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체크섬 일치 여부를 확인

한 후 해당 명령을 실행하여 부가 장치를 제어하며, 주소 0x02 레
지스터는 체크섬 일치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값 0으로 복귀된다. 

Fig. 10의 예시가 보이는 바와 같이 특정 I2C 슬레이브 내 일련

의 레지스터 데이터를 읽기 위하여 중앙 제어기는 사전에 쓰기 명

령을 통해 해당 슬레이브의 주소 0x01 레지스터에 읽고자 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입력하고. 읽고자 하는 레지스터들 중 1번째 레지

스터의 주소를 보낸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마친 후 중앙 제어기가 

데이터 요청을 하면 모듈 제어기는 이전에 받은 데이터를 토대로 

정해진 주소의 레지스터 데이터를 배열의 형태로 중앙 제어기에 

전송한다. 모듈 제어기는 부가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읽기 

전용 레지스터에 입력하는 업데이트 과정을 일정한 주기로 실행

한다. 모듈 제어기의 읽기 전용 레지스터가 가지는 데이터는 모

듈 제어기가 탑재되어 있는 모듈에 따라 상이하며, 기본 모듈에 

탑재된 모듈 제어기의 읽기 전용 레지스터는 모듈에 설치된 스텝 

모터의 상태, 적외선 센서의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한 ADC (analog-to-digital converter) 데이터, 9축 IMU 센

서 MPU-9250의 3축 가속도 데이터. 3축 자이로 데이터, 3축 지자

기 데이터를 가진다.

3.2.3 배경 프로그램 설계
배경 프로그램은 로봇이 기동하는 순간부터 일정한 주기로 실행

되는 프로그램으로, 부가 모듈의 통신 상태를 확인하거나 일정한 

주기로 부가 장치를 제어하거나 관련 데이터를 읽어온다. 사용자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작성하여 로봇에 입력하는 프로그램이다. 로
봇의 소스 코드는 객체 지향의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배경 프로그램은 사용자 프로그램과 무관하게 지연 없

이 설정된 주파수에 따라 실행될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

터는 배경 프로그램과 사용자 프로그램을 서로 다른 객체로 구분

하여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두 프로그램이 모두 반복실행 프로그

램일 경우 한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없는 기술적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인터프리터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Fig. 

11이 보이는 바와 같이 사용자 프로그램 내 코드가 처리되는 동안

Fig. 10 An example of the data read protocol between the 
central control unit and the module control unit

Fig. 11 Flow chart of the user program with the proposed 
background program checker

Fig. 12 Timing charts of (a, b) the general background program 
and (c) the proposed backgroun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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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목표 동작 주파수에 맞춰서 실행될 수 있는 개선된 배경 프로

그램을 제안한다. 개선된 배경 프로그램은 기존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일정한 동작 주파수에 따라 실행되도록 설정되며, 추가적으

로 인터프리터의 타이머 및 카운터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 프로

그램 내의 각 코드가 처리되기 전에 배경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할 시점을 감지하여 배경 프로그램이 사용자 프로그램 내에서 실

행되도록 한다. 
Fig. 12의 (a)와 같이 사용자 프로그램 내 코드 줄의 수가 적은 

경우는 배경 프로그램이 목표 동작 주파수에 따른 일정에 맞추어 

실행될 수 있으나, (b)와 같이 코드 줄의 수가 많은 경우는 배경 

프로그램의 실행이 지연되어 정해진 일정을 지킬 수 없게 된다. 
(c)는 사용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도 개선된 배경 프로그

램은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실행됨으로써 목표 동작 주파수를 유

지할 수 있음을 보인다. 

4. 교육용 로봇의 멀티 태스킹 성능 검증
이 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측정이 가능한 파라미터를 선정한 후 

로봇의 멀티 태스킹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진행하

였다[9-11].
본 논문에서는 우선적으로 사용자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로봇이 

중앙 제어기와 연결된 각 모듈 제어기를 대상으로 I2C 통신 속도 

400 kbps의 1바이트 데이터 쓰기 명령과 1바이트 데이터 읽기 명

령을 실행하는 일반적인 배경 프로그램을 1000번 실행하는 데 소

요되는 시간을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당 배경 프로그램의 최

대 동작 주파수를 산출하였다. Fig.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경 

프로그램의 최대 동작 주파수는 중앙 제어기와 연결된 모듈 제어

기의 개수에 반비례하는 양상을 보이며, 모듈 제어기의 개수가 9개

일 때까지 배경 프로그램은 30 Hz 이상의 최대 동작 주파수를 갖

는다. 이 동작 주파수는 설정 통신 속도로 환산한 이상적 동작 주파

수에 비하여 매우 느린데 이것은 인터프리터의 실행시간, I2C 통신 

방식의 통신 오버헤드와 여러 모듈 제어기의 응답 지연이 누적되

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판단한다.
교육용 로봇이라는 용도를 고려하여 로봇에 적층되는 부가 모듈의 

개수를 평균 4개라고 설정하고 중앙 제어기가 기본 모듈의 모듈 

제어기를 포함한 총 5개의 모듈 제어기와 연결되었다고 가정하였

다. 배경 프로그램이 일정한 동작 주파수 25 Hz로 실행되도록 

설정하였다. 이때 사용자 프로그램의 계산량을 정량화하기 위하

여 각 줄마다 정현파(Sine) 함수 연산을 포함시키고 소스 코드 줄 

수(SLOC, source lines of code)를 척도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SLOC가 증가함에 따라 배경 프로그램의 동작 주파수가 받는 영향

을 측정함으로써 분산 제어시스템의 멀티 태스킹 성능을 검증하고자 

한다.
Fig. 14를 통해 일반적인 배경 프로그램은 사용자 프로그램 내 

코드 줄의 수가 40줄일 때까지는 배경 프로그램이 목표 동작 주파

수 25 Hz를 유지할 수 있으나 50줄 이후부터는 서서히 감소하여 

80줄에서는 15 Hz대가 된다. 이는 사용자 프로그램의 계산량이 

많아지면서 프로세서가 선점되기 때문에 배경 프로그램의 실행주

기가 길어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에 제안된 배경 프로그

램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 프로그램 내 코드 줄의 수가 80줄까

지 증가하여도 목표 동작 주파수 25 Hz를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제안된 방법이 사용자 프로그램의 계산량과 상관

없이 설정한 주기로 배경 프로그램이 추가 모듈들을 제어하고 관

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5. 결 론
본 논문은 부가 모듈을 적층이 가능하고 I2C 통신 기반의 분산 

제어가 가능한 교육용 로봇의 멀티 태스킹 성능 향상을 위한 방법

론을 제시하였다. 이런 구조의 시스템에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

를 사용하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프로그램의 실행과 부

Fig. 13 Maximum operating frequency of the general background 
program

Fig. 14 Measured operating frequency of the general background 
program and the proposed backgroun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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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듈의 관리와 제어를 담당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배경 프로그램의 선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 프로그램을 해석하는 인터프리터에 타이

머를 활용한 스케줄러를 삽입하여 배경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동작

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방법이 사

용자 프로그램의 계산량의 변화에도 거의 일정한 동작 빈도를 유

지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실시간 운영체제의 스레

드(thread)를 이용한 멀티 태스크 처리 방식을 효과적으로 적용하

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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