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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플(RUR-PLE: RUR-Python Learning Environment)은 화면에 보이는 로봇을 조작

하면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의 기본 지식과 프로그래밍의 기본 원리를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로봇을 조작하듯 상황을 상상하며 문제를 풀다 보면, 쉽고 재미있

게 프로그래밍의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러플에는 크게 4개의 탭이 있습니다. 이 탭 중  

Robot: Code and Learn 탭에서 로봇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Robot: Code and Learn 탭은 ①명령어를 입력

하는 코드 영역, ②입력된 명령대로 로봇이 움직

일 수 있는 월드, ③프로그램 출력 결과가 나오는 

출력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습내용 02 러플의 기초

1

2

3

1 러플의 화면 구성

2 러플의 로봇 메뉴 

러플 프로그램의 상단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메뉴 버튼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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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플 화면의 왼쪽에 위치한 코드 영역에 명령어를 입력하고 메뉴 버튼의 프로그램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입

력한 명령어에 따라 로봇이 동작을 수행합니다.

1) 로봇을 수동으로 조작하기 

월드에서 로봇을 키보드의 방향키(           )를 이용해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를 누르면 로봇이 바라

보는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하고,      를 누르면 제자리에서 왼쪽으로 90도 회전합니다.

2) 로봇 센서 이해하기

로봇은 센서를 가지고 있어 현재 로봇 주변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명령어로 로봇의 센서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front_is_clear( )

     left_is_clear( )

     right_is_clear( )

     on_beeper( )

↑↑

←←

↑↑ ←←

3 러플 명령어 입력하기

4 로봇 조작과 센서 이해하기

로봇의 앞에 벽이 없는지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앞쪽에 벽이 없으면 True(참), 벽이 있으면 False 

(거짓)을 출력합니다.

로봇의 왼쪽에 벽이 없는지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왼쪽에 벽이 없으면 True, 왼쪽에 벽이 있으면 

False를 출력합니다.

로봇의 오른쪽에 벽이 없는지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오른쪽에 벽이 없으면 True, 오른쪽에 벽이 있으면 

False를 출력합니다.

로봇의 자리에 비퍼(Beeper)가 있는지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로봇이 있는 위치에 비퍼가 있으면 

True, 비퍼가 없으면 False를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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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는 우리가 조종하는 로봇이 탐험하는 세상입니다. 로봇은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월드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벽에 가로막힌 곳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로봇은 현재 11개의 비퍼를 가지고 있고(carries 

_beepers()=True), 앞쪽과 왼쪽에 벽이 없어 참

(True), 로봇 그 자리에 비퍼가 있어 참(True), 오

른쪽은 막혀 있어 거짓(False)이 나온다.

로봇은 벽이 없는 앞쪽과 오른쪽 센서만 참(True)

이고, 나머지 센서는 거짓(False)으로 나온다.

     carries_beepers()

로봇이 비퍼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능

입니다. 로봇이 비퍼를 가지고 있으면 True, 

비퍼가 없으면 False를 출력합니다. 

※ print 명령어는 실행한 기능의 결과를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5 월드와 비퍼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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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를 생성하면 기본 크기는 10×10으로 지정되어 있습니

다. 메뉴를 이용해 월드를 최소 5×5 에서 최대 30×3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월드의 가로 좌표는 ‘Avenue’라고 표현되며 세로 좌표는 

‘Street’라고 표현됩니다.

비퍼(Beeper)는 월드에 놓을 수 있는 일종의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월드에 직접 배치할 수도 있고, 로봇에게 비퍼를 주

고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로봇이 월드에 놓인 비퍼를 줍게 할수도 있고, 로봇이 가지고 있는 비퍼를 월드

에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월드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을 클릭하면 숫자가 표시됩니다. 

월드에 놓기를 원하는 비퍼의 숫

자 1을 선택하면 해당 위치에 비

퍼가 놓입니다.

※ 선택가능 숫자: 0~15, 20, 40, 60, 80, 99

월드에 놓인 비퍼 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숫자 

0을 클릭하면 놓여 있던 비퍼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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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03 동작을 수행하는 함수

move( )는 로봇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한 칸 앞으로 이동시키는 함수입니다.

turn_off( )는 로봇의 전원을 끄는 함수입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함수입니다.

turn_left( )는 로봇을 왼쪽으로 90도 회전 시키는 함수입니다.

pick_beeper( )는 로봇이 월드에 놓인 비퍼를 줍는 함수입니다.

put_beeper( )는 로봇이 월드에 비퍼를 내려놓는 함수입니다. 단, 비퍼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로

봇이 미리 비퍼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 로봇이 비퍼를 가지게 하려면      를  

클릭해 로봇이 가질 비퍼의 숫자를 지정합니다.

러플의 대표적인 내장 함수는 move( ), turn_left( ), turn_off( ) 등이 있습니다. 

함수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명령을 내리면 해당 명령의 이름이 의미하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러플의 코드 영역에 함수를 입력함으로써 함수의 이름이 의미하는 행동

을 로봇이 실행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move( ), turn_left( )처럼 러플 프로그램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내장 함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개의 내장 함수를 조합하거나 명령어들을 추가해 여기에 새로운 함

수 이름을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

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 사용 할 경우, 내장 함수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복잡한 과정을 간

편하게 실행할 수 있으며, 이미 만들어 놓은 내용을 수정하기도 쉽습니다.

1 내장 함수 이용하기

turn_left()

내장 함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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