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봇 지능 모듈 

LED 경보 모듈 

 
• 개요 

• 고휘도 LED를 이용하여 로봇의 상황을 알려주는 액츄에이터입니다. 

• LED는 로봇의 가장 갂단한 의사표현 수단입니다.  

• 4개의 고휘도 LED가 모듈의 전면과 측면에 위치하여 개별적으로 점등, 점멸을 할 수 있습
니다. 

• 동부로봇 Hovis-Lite Control Module과 완벽히 연동됩니다. 

• Hovis-Lite의 서보 모터 및 기구물에 완벽한 기구적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Hovis-Lite의 허큘렉스 모터와 함께 직렬(Cascade)로 연결이 가능합니다(최대253개까지 
연결가능) 

• 각 모듈에 PID를 부여하고, 여러 개의 모듈을 PID로 구분 가능합니다.  

• 각 모듈내에 별도의 MCU를 내장하여 시리얼 통신으로 쉽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 사양 
• 액츄에이터 : 4개의 고휘도 LED(2개는 정면에, 2개는 측면에 위치) 

    제어기의 명령에 따라 4개의 LED가 각각 점등 및 점멸 

• 통신 : UART 1 Port : 로봇 제어기 연동용 

    Full-Duplex 비동기 serial(TTL), Multi-Drop,  

• 크기 : 40x30mm 

• 입력전압 : 7.4V DC 

• 동작 : 로봇 제어기에서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 코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함. 

             코드 00 : 소등 

             코드 01 : 점등 

             코드 02 : 빠른 점멸 

             코드 03 : 느릮 점멸 

 

• 형상 

 

 

 

 

 

 

 

• 활용 
• 로봇의 상황을 갂단히 표현하기 위한 액츄에이터입니다. 

• 로봇 자동차의 좌우 방향 표시, 후짂 표시나, 가스 감지 시 점멸 등, 로봇의 갂단한 의사 
표현에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각 LED는 개별적으로 선택 가능 



로봇 지능 모듈 

로봇 지능 모듈 활용 예 

 

• 범퍼카 로봇 
• 로봇의 범퍼가 벽에 닿으면 뒤로 후짂해서 나아가는 로봇 

• 로봇의 접촉센서(마이크로스위치)가 앞뒤로 장착된 접촉센서에 의해 로봇이 벽에 닿는지 
감지함.(앞쪽에 2개, 뒤쪽에 1개 장착) 

• 로봇의 범퍼(접촉센서)가 벽에 닿으면 LED가 점멸되고, 피에조에서 사이렌 소리가 나면서 
후짂함. 

• 사용 로봇 : 4바퀴 로봇 

• 사용 모듈 : 접촉센서 모듈 3개, LED 경보 모듈 2개, 피에조 소리 모듈 

 

 



로봇 지능 모듈 

로봇 지능 모듈 활용 예 

 

• 바닥을 싫어하는 로봇 
• 고도 정보를 감지하여 그에 따라 반응하는 4족 로봇 

• 고도 센서를 이용하여 로봇이 위치한 곳의 고도를 측정하고, 로봇이 바닥에 있는지 아니
면 테이블 위에 있는지 판단하여 행동함. 

• 로봇을 테이블 위에 놓으면 앞으로 걸어 나가다가, 로봇을 바닥에 옮겨 놓으면 사지를 쭉 
뻗고 엎드려 버리고 일어나지 않음. 이때, LED 경보모듈은 LED를 깜빡거림. 

• 사용 로봇 : 4족 로봇 

• 사용 모듈 : 고도센서 모듈 1개, LED경보모듈 2개, 도트매트릭스 표정모듈 1개, 피에조 소
리 모듈 1개 

 

 



로봇 지능 모듈 

로봇 지능 모듈 활용 예 

 

• 밝기에 반응하는 로봇 
• 주위의 밝기에 반응하여 동작하는 로봇 

• 조도 센서에 의해 로봇이 위치한 장소의 밝기를 감지함. 

• 밝은 곳에서는 웃으면서 앞으로 전짂하다가 로봇의 센서부를 손으로 가리거나, 전등불을 
끄면 울상을 지으며 그 자리에 멈추어 서 버림. 이때, LED 경보모듈은 LED를 점멸함. 

• 사용 로봇 : 2족 로봇 

• 사용 모듈 : 조도센서 모듈 1개, LED 경보모듈 2개, 도트매트릭스 표정모듈 1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