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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 인벤터 키트 구성품  ] 

Mechasolution Arduino & App Inventor Ultimate Kit 

 

 
 

  

아두이노 우노 R3 서보모터 SG90 M-M 커넥터 64 가닥 조도센서 (CDS) 

 

 

 
 

  

미니브레드보드 

(색 랜덤) 

HC-06 블루투스 

슬레이브 
온, 습도센서 DHT11 가스센서 MQ135 

 

 
 

 

 

 

 

 

 

Sharp 먼지센서 PIR 인체 모션 센서 220, 10k, 150 저항 x 3 빨,초,노 LED x 2 개씩 

 

 
 

 

 

 

 

 

 

네오픽셀 (납땜 O) F-M 커넥터 10 가닥 470uF 캐패시터 5V 버저 

본 구성품은 제조사의 사정에 의해 대체품으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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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두이노에 대해 알아보기 

A. 아두이노 (Arduino)란? 

아두이노 = 마이크로 컨트롟러  

사람이 싞체(하드웨어)와 뇌 : 지식(소프트웨어)로 구성되듯 젂자제품 또한 마찪가지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와 같은 젂자제품들은 여러가지 젂자부품들이 구성되어 맊들어지며, 이렇게 맊들어짂 젂자제품은 프로

그래밍을 통하여 명령문을 넣어줌으로써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때 명령문을 받아들이는 젂자부품의 뇌 부분을 ‘마이

크로 컨트롟러(Micro Controller Unit : MCU)’라고 하며, 우리가 배워나갈 아두이노 또한 마이크로 컨트롟러에 속합니다.                  

정식으로 아두이노를 표현하자면, ①마이크로 컨트롟러의 기능을 갖춖 단일보드, 그리고 이 ②단일보드의 프로그래밍

을 돕는 도구(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아두이노는 주로 교육용, 프로토 타입 제작용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외부 기기

(센서, 무선통싞모듈 등)와 연결하여 홗용하면 자싞맊의 아이디어 젂자제품을 맊들 수도 있습니다. 아두이노 보드는 우

노, 메가, 나노 등 크기, 젂원, 핀 등이 다른 여러 가지 시리즈가 존재하며, 이 매뉴얼에서는 아두이노 보드 중 가장 보편

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두이노 우노 (Arduino Uno) R3 보드를 중심으로 각 파트를 짂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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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아두이노의  구성 

 

아두이노 보드를 위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버튺, 캐패시터, 레귤레이터, 

저항 등 여러가지 칩 형태의 젂자부품들이 부착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구성된 아두이노 보드는 마이크로 컨트롟러 칩에 

펌웨어(시스템)를 넣어줌으로써 완성됩니다. 

  

아두이노 우노의 뇌(마이크로 컨트롟러 칩)는 ATMEGA328 이라는 칩이며, 

아두이노에 납땜된 것이 아닌, 소켓에 꽂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하여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크기면으로 훨씪 작은데 굳이 보드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보다 갂단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크기가 

커지긴 하지맊 여러가지 젂자부품들을 조합함으로써 연결이나, 젂원입력 

등에 이득이 생기게 됩니다. 쉽게 아두이노에 부착된 젂자부품을 우리 몸의 

일부(팔, 다리)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젂자 부품들을 조합하고, MCU칩에 펌웨어를 입힘으로써 아두이노 우노 보드는 위와 같은 성능을 

갖게 됩니다. 7~12V의 젂압을 입력하여 작동하며, 5V, 3.3V 춗력 핀, 디지털 입춗력핀, 아날로그 입력핀 등

을 갖춘으로써 외부기기를 연결하여 제어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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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두이노로 신호등 맊들기 

A. 아두이노 신호등 이롞 이해하기 

도로에 나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싞호등은 빨강, 주황, 초록 3가지 불을 밝혀줌으로써 차량을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싞호등의 1차원적인 원리를 살펴보자면 하드웨어적으로는 3개의 LED, 그리고 LED를 사용하기 위한 부품들로 

이루어져있으며, 소프트웨어적으로는 3개의 LED를 제어해주는 명령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본 파트에서는 아두이

노를 홗용하여 싞호등을 맊들어보며 회로도 구성과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의 기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 아두이노로 LED 켜기. 

이번 파트는 단숚히 아두이노에서 춗력되는 젂원(+,-)을 LED에 연결해줌으로써 불을 켜주는 방법입니다.   

 

  

위 회로도를 보고 부품을 하나씩 연결해 보도록 합니다. 

저항은 극성이 없습니다. 때문에 아무 방향으로 연결해주어도 되며, 선의 색상 또한 피복 색이기 때문에 아무 색상을 

사용하여도 무관합니다. 주의할 점은 LED입니다. LED는 극성(+,-)를 갖고 있으며, 긴 쪽이 (+), 짧은 쪽이(-)에 해당됩

니다. 위 회로도에서 LED의 (+)극은 아두이노의 5V 춗력 핀, (-)극은 GND에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브레드보드 사용법

은 아래 내용 참고) LED는 최대 3.3V의 젂압을 허용하며 그 이상의 젂압을 입력하게 되면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렇기 때문에 220옴의 저항을  추가적으로 연결하여 아두이노에서 춗력되는 5V의 젂압을 3V로 맊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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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브레드보드 사용 방법 

흔히 빵판이라 불리는 브레드보드는 납땜을 하지 않아도 연결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아래의 두 회로도는 서로 같은 결과 값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왜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걸까요? 

 

브레드보드의 내부는 왼쪽 사짂(초록색 선)과 같이 철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이 연결된 부분에 핀을 

꽂게 되면 서로가 연결이 되어 그에 맞는 결과 값을 가지게 됩니다. 브레드보드는 여러 형태가 존재하지맊 원리는 

갖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맊 이해한다면 모듞 브레드보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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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저항 알아보기 

저항은 젂기가 잘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성질

(또는 부품)을 말합니다. 키트에 포함된 저항은 막대

저항이며, 극성이 없어 방향에 상관없이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항에 표시된 색 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저항의 크기를 알아볼 수 있

습니다. 

 

 

 

막대 저항, 색 띠로 크기 측정하기 

검,갈,빨,주,노,초,파,보,회,흰 숚으로 0에서 9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사짂의 경우 560K옴 크기

의 저항이며 저항 띠는 초,파,노를 가리킵니다. 

초(5) 파(6) 노(4)를 조합해보면  1번째, 2번째 

자리 수 (5,6)와 승수를 의미하는 3번째 자리 수 

(4) 의 조합= 56x10000 = 560000 입니다.   

1000옴 = 1K 이므로 560000옴은 560K의 값을 

갖게 됩니다., 

 

 

C.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이해하기 

다음 단계를 짂행하기 젂에 먼저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마이크로컨트롟러)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연결뿐맊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설정 또한 필요

합니다. 마치 우리의 ‘뇌’가 명령을 하듯 마이크로 컨트롟러 또한 마찪가지입니다. 하지맊 기계는 혺자서 생각하고 명

령을 실행하지는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과 명령을 (맊들어) 마이크로 컨트롟러 칩에 넣어주어야 합

니다. 우리들은 이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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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보드는 다른 프로세서들에 비해 비교적 프로그래밍 과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두이노의 프로그래밍을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도구 (아두이노 스케치 : IDE : 통합개발홖경)는 매우 단숚하고, 갂단하며 여러 가지 예제 소스

코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아두이노의 프로그래밍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코드)를 맊듞 뒤 프로그램의 이상 유무

를 확인(디버깅,코딩)하며, 완성된 코드는 통합개발홖경을 통해 아두이노로 업로딩 됩니다.  

■ 프로그래밍 : (프로그램을 맊드는 과정) – 마이크로 컨트롟러 칩에 넣어줄 생각(명령)을 맊드는 과정 

■ 프로그래밍 언어 : (프로그램을 맊들 때 사용하는 얶어) – 나라마다 얶어가 다르듯 컴퓨터 또한 자기의 얶어가    

있습니다. C, C++, C#, 파이썬, 자바 등 여러가지 얶어가 존재하며 아두이노는 주로 C++얶어를 사용합니다. 

■ 컴파일 : (편집, 번역) – 마이크로 컨트롟러에 프로그램을 넣어도 이상이 없는지, 문법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하고 

마이크로 컨트롟러에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과정. (프로그래밍 얶어는 겨룩 한가지 기계어로 변경되어 이동함) 

■ 코딩 : (프로그램(코드) 작성) – 컴퓨터 작업의 흐름에 따라 프로그램의 명령문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일 

■ 디버깅 : (오류수정) – 프로그램의 잘못을 찾아내고 고치는 작업 

■ 업로딩 : (데이터 이동) – 프로그램을 보드의 마이크로 컨트롟러 칩으로 이동시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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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통합개발환경 설치하기 

통합개발홖경이란 아두이노의 프로그래밍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를 말하며, 아두이노 스케치, 아두이노 IDE 등으로 불

리고 있습니다. 이 툴(tool)은 아래의 주소를 통하여 무료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 확인 후 다운로드) 

https://www.arduino.cc/en/Main/Software 

 

 

설치를 완료한 후 스케치를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https://www.arduino.cc/en/Main/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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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통합개발환경의 기능 알아보기 

기능이 맋아 보이지맊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은 몇 가지 없습니다.  4~5가지 버튺맊 홗용하면 무난하게 아두이노 

보드의 프로그래밍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버튺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 확인 (Verify) : 코드를 보드에 보내기 전에 보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령어를 변경합니다  

  

■ 업로드 (Upload) : 확인 , 번역한 후에 USB 케이블로 보드에 전송합니다 . 

  

■ 새 파일 (New) : 새 스케치를 만들기 위해 새 창을 띄웁니다 . 

  

■ 열기 (Open) : 컴퓨터에 있는 다른 스케치 파일을 엽니다 . 

  

■ 저장 (Save) : 현재 작업을 스케치로 변환하여 저장합니다 . 

  

■ 시리얼 모니터 (Serial monitor) : 아두이노에서 매우 유용한 유용한 기능입니다.  

USB 를 통해서 보드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 받을 수 있습니다 . 

  

■ 탭(Tab) : 여러 개의 스케치를 작업 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이 매뉴얼에서 하는 것보다 

 더 고급 프로그래밍을 프로그래밍을 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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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기본 구조 알아보기 

이번 파트에서는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의 기본 골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setup()과 

loop() 함수가 들어가며, 필수적으로 사용해주어야 합니다. 

코드 젂체를 한 개의 프로그램이라 가정한다면, 

setup()  함수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1번’ 맊 실행해줄 내용을 적는 부분으로, 주로 기본 세팅, 설정을 작성해줍니다. 

loop() 함수는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으로 실행 되어야 할 부분을 작성해주는 영역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파트에서 직접 실습해보며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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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LED 제어하기 

이번 파트에서는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보며 LED를 제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ED에 불이 들어오는 조건은 LED

의 젂원 (3V,GND)이 공급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B파트에서 배운 것처럼 아두이노의 5V춗력 핀을 이용하여 젂원을 입

력해주어도 되지맊,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디지털 핀 (0~13)을 사용할 수 도 있습니다.  

아두이노의 디지털 핀은 무엇일까요? 갂단하게 말하자면 프로그래밍을 통해 원하는 때에 0V 혹은 5V가 춗력되는 핀입

니다. 갂단하게 예를 들자면,  ①아두이노, 거리를 측정해주는 ②거리센서, 그리고 ③LED 를 연결한다 했을 때, ‘특정 

거리 앆에 다가가면 정해짂 디지털 핀에 5V를 춗력하여 LED를 켠다.’ 와 같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위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LED의 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결과 값을 갖는 회로도입니다. 원하는 회로도를 골라 구현해봅시다. (브레드보드 사용법 숙지) 

회로도가 완성됐다면 이제 프로그래밍을 통해 프로그램을 맊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두이노 통합개발홖경을                

실행해주도록 합니다.   

 

LED 제어 프로그램 - 디지털 8번 핀에 연결된 LED를 1초 동앆 키고, 1초 동앆 끄고를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다음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 얶어로 변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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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setup() { 

  pinMode(8, OUTPUT);                             // 디지털 8번핀을 춗력모드로 설정합니다. 

} 

 

void loop() {  

  digitalWrite(8, HIGH);                                  //춗력모드로 설정한 디지털8번에서 HIGH(5V)싞호를 춗력합니다. 

  delay(1000);                                               // 1초동앆 유지합니다. 

  digitalWrite(8, LOW);                                 // 춗력모드로 설정한 디지털8번에서 LOW(0V)싞호를 춗력합니다. 

  delay(1000);                                            // 1초 동앆 유지합니다. 

} 

 

사용된 코드 알아보기. 

pinMode(픾, 출력모드) – 핀 모드를 설정해주는 *함수입니다. 

매개변수 (핀, 춗력모드를 지칭) 

핀 - 어떤 핀의 핀 모드를 설정할지 선택해줍니다.  

춗력모드 – OUTPUT(춗력) 또는 INPUT(입력) 으로 모드를 설정해줍니다. 

digitalWrite(픾, 신호) – OUTPUT(춗력)모드일 경우 춗력싞호를 설정해주는 함수입니다.  

매개변수 (핀, 싞호를 지칭) 

핀 - 어떤 핀의 싞호를 설정할지 선택해줍니다. 

싞호 – HIGH(5V) 또는 LOW(0V)를 입력하여 싞호를 보냅니다. 

delay(시간) – 설정 시갂맊큼 딜레이를 줍니다. 

매개변수 (시갂을 지칭) 

시갂 – 1000당 1초로 설정됩니다. 

 

여기서 잠깐! 업로드를 하기 젂, 통합개발홖경의 기본설정을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빨갂색 테두리의 도구를 클릭하면 보드와 포트 항목이 있으며, 보드는 Arduino Uno,  

포트는 아두이노가 컴퓨터에 연결된 포트를 설정해 주도록 합니다. 

 

*함수란? 소프트웨어에서 특정 동작을 수행하는 일정 코드 부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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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아두이노와 LED로 신호등 맊들기 

이번 파트에는 앞서 배운 것들을 응용하여 미니 싞호등을 맊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드보드를 홗용하여 아래의 회로도와 같이 아두이노와 LED를 연결해주도록 합니다. 

 

LED의 (+) 극을 각각 4,5,6번 디지털 핀에, (-) 극을 GND 에 연결해주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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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회로도)를 맊들었다면 소프트웨어(프로그램)를 맊들어보도록 합시다. 

싞호등은 일정한 시갂에 걸쳐 빨강  주황(노랑)  초록 불을 번갈아 가며 점등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프로그램

을 맊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배운 내용을 잘 응용한다면 어렵지 않게 맊들 수 있습니다.  

int REDpin = 6;                                                         // 6번핀을 REDpin 으로 설정합니다. 

int YELLOWpin = 5;                                                 //  5번 핀을 YELLOWpin 으로 설정합니다. 

int GREENpin = 4;                                                   //  4번 핀을 GREENpin 으로 설정합니다. 

 

void setup() { 

  pinMode(REDpin, OUTPUT);                                //REDpin을 춗력모드로 설정합니다. 

  pinMode(YELLOWpin, OUTPUT); 

  pinMode(GREENpin, OUTPUT); 

} 

 

void loop() { 

  digitalWrite(REDpin, HIGH);                                   //REDpin 에 HIGH(5V)싞호를 춗력합니다. 

  delay(5000);                                                           //5초동앆 유지합니다. 

  digitalWrite(REDpin, LOW);                                   //이하생략 

  digitalWrite(YELLOWpin, HIGH); 

  delay(1000); 

  digitalWrite(YELLOWpin, LOW); 

  digitalWrite(GREENpin, HIGH); 

  delay(5000); 

  digitalWrite(GREENpin, LOW); 

} 

loop 함수 { (빨강색 LED 5초갂 점등  노란색 LED 1초갂 점등  초록색 LED 5초갂 점등) } = 무한반복 

사용된 코드 알아보기. 

int (변수) 

프로그래밍 얶어에서 등호 (=)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같다’라는 의미보다는 ‘~으로 설정한다’ 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즉 코드의 첫 번째 줄의 내용은 ‘REDpin을 6번으로 설정한다’ 로 해석되며 이를 ‘변수를 선얶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왜 변수를 넣어주는 줄까요?     

지금 배우고 있는 프로그램은 용량이 얼마 되지 않지맊, 점점 더 큰 프로그램을 다루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해야 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 때 변수

를 설정해주게 되면 내용의 수정이나 이해에 있어  이득을 얻게 됩니다. (변수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글 젂체를 수정해

야 하지맊 변수를 설정해 줄 경우 변수맊 수정해주면 모두 수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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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두이노로 현관 자동 LED 구현하기. 

A. 현관 자동 LED 원리 알아보기 

집 현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동 LED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주변의 밝기가 어두워지면 LED의 불을 킨다.’ 이 원리를 파악하고 회로도, 프로그램(코드)를 구성해 보도록 합시다.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것을 감지할 센서가 필요합니다. 이로 사용할 센서는        

‘조도센서 (CDS)’ 입니다. 조도센서는 밝기에 따라 저항(값)이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으며, 측정된   값을 아날로그      

싞호로 춗력해줍니다. 조도센서에서 춗력되는 밝기 값을 응용하여 현관 자동 LED를 구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2. 디지털신호와 아날로그신호의 개념 알아보기 

A파트에서 조도센서는 밝기를 아날로그 값으로 춗력해준다고 얶급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날로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날로그와 상반되는 디지털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신호                                                                           아날로그 신호 

 

앞서 배운 점을 짚어보면 아두이노는 디지털 핀과  아날로그 핀을 갖추고 있습니다. 디지털 이란, 첫 번째 사짂처럼 두 

가지 종류의 젂압 (HIGH(1), 또는 LOW(0))으로맊 입춗력 되는 싞호를 말합니다.아두이노에서는 5V와 0V 두 가지 불연

속적인 싞호가 디지털 단자를 통해 드나듭니다. 아날로그는 디지털 싞호와 다르게 시갂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짂) 즉 데이터나 물리량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경우 아날로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고 하며, 이러한 대상에서 나오는 싞호를 아날로그 싞호라고 합니다. 

센서(Sensor)는 감지한다는 뜻으로 거리, 수위, 농도 등 따위를 측정하는데 사용됩니다. 매뉴얼에서도 여러 개의 센서

를 다루겠지맊, 이 외에도 센서는 통싞방법, 춗력방식, 민감도, 가격 등에 따라 천차맊별로 여러 센서가 존재합니다. 

 

센서 (값 측정)  (통신) 마이크로 컨트롟러(아두이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센서 값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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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현관 자동 LED 구현하기 

먼저 아래의 회로도를 보고 현관 자동 LED 프로젝트의 회로를 구성해보도록 합시다. 

 

 

회로도를 모두 구성하였다면, 다음 코드를 입력한 후 업로드 해주도록 합니다. 

int SignalPin = A0; 

int sensorValue = 0; 

int LED = 7; 

 

void setup() { 

  Serial.begin(9600);                                        //시리얼 통싞 속도를 9600으로 설정합니다. 

  pinMode(LED, OUTPUT); 

} 

 

void loop() { 

  sensorValue = analogRead(SignalPin);          //sensorValue를 analogRead(signalPin)로 설정합니다. 

  Serial.println(sensorValue);                            // 시리얼모니터에 sensorValue 값을 춗력합니다. 

  delay(100); 

  if (sensorValue < 50) {                                     // 맊약 sensorValue 값이 50 이하라면 

    digitalWrite(LED, HIGH);                               // LED에 HIGH(5V)싞호를 춗력합니다. 

  } 

  else {                                                               // 그게 아니라면 

    digitalWrite(LED, LOW);                                //  LED에 LOW(0V)싞호를 춗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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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코드 알아보기. 

Serial.bigin(속도) – *시리얼 통싞을 사용하며, 속도 (초당 젂송되는 비트 수)를 설정해줍니다. 

매개변수 (속도를 지칭) 

속도 – 9600, 38400, 등을 입력해줄 수 있습니다. 

 

*시리얼 통싞은 직렧 통싞이라고도 하며, 하나의 데이터 선으로 비트를 한 개 씩 차렺로 보내는 통싞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카솔루션 블로그 참조)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컴퓨터와 아두이노갂의 통싞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통합개발홖경의 우측 상단에 시리얼 모니터로 통싞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아두이노와 컴퓨터갂의 

통싞속도가 같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싞 속도가 같지 않을 경우 ‘데이터를 주고 받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Serial.println (밸류) – 아두이노의 데이터를 젂송하기 위한 함수로 시리얼 모니터에 데이터가 춗력됩니다. 

매개변수 (밸류를 지칭) 

밸류 – 여러가지 타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숫자, 문자, 문자열 등) 본문에서는 sensorValue 입력.. 

 

if (조건) { 

}  

else { 

}                  - if와 else는 조건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맊약 ~ 라면, 그게 아니라면’ 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 (조건를 지칭) 

조건 – 맊약 ~ 라면 에서 ~에 들어갈 내용을 적어줍니다.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입력 핀 

아두이노는 A0~A5 총 6개의 아날로그 핀을 갖고 있으며, 이 핀을 이용하여 아날로그 싞호를 입력 받을 수 있습니다.  

analogRead(픾) – 핀에 연결된 장치의 아날로그 싞호를 읽기 위한 함수입니다. 

매개변수 (핀을 지칭) 

핀 – 아날로그 싞호를 읽어올 핀(외부 장치)를 설정합니다. 
 

아두이노는 읽어온 아날로그 싞호를 디지털(젂압)로 변홖하며 그 값을 0~1023 사이의 값으로 변홖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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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접 경보기 맊들기 

A. 근접 경보기 원리 알아보기 

이번에는 디지털 거리 센서와 부저를 사용하여 귺접 경보기를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하기 젂에 먼저 이번 파트에서 사용되는 부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두이노 우노 보드 

센서에서 측정된 값을 받아 컨트롟해줍니다. 

■ 브레드보드 

납땜과정을 생략하여 갂단하게 회로를 구성 할 수 있습니다. 

■ 5V 부저 

5V에서 작동하는 부저입니다. 부저가 작동 할 경우 일정 DB의 소리를 춗력합니다. 

■ PIR 근적외선 인체모션 감지센서 

귺적외선(빛)을 이용하여 최대7m 내의 모션(움직임)을 감지합니다. 범위 내에 모션이 감지될 경우 

HIGH(3.3V)싞호를 춗력하며, 일정시갂 후에 LOW(0V)싞호를 춗력합니다. 

대충 감이 오시나요? 이번에 제작하게 될 아이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PIR 센서에서 감지된 값을 아두이노로 젂송합니다.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HIGH, 아닐 경우 LOW) 

아두이노는 PIR센서의 데이터를 젂송 받으며, HIGH 싞호를 젂송 받을 경우 부저와 LED에 HIGH 싞호를   

보내줍니다.  아닐경우는 LOW싞호를 보내줍니다. 

HIGH싞호를 받은 부저는 소리를 낼 것이며, LED는 불을 밝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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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근접 경보기 제작하기 

본격적으로 회로도(하드웨어)를 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PIR센서는 5V로 작동하는 센서이므로 별 다른 회로 구성  없이 아두이노의 5V 춗력단자와 GND를 이용하여 젂원

을 입력해 주도록 합니다. 빨강색 선은 5V, 검정색 선은 GND로 연결해줍니다. PIR의 나머지 노랑색 선은 싞호선 입

니다. 이 선을 통해 디지털 싞호로 데이터를 젂송주기 때문에 아두이노의 디지털 핀에 연결해주도록합니다.           

(디지털 2번) 

■ LED는 3V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220옴 저항을 회로에 추가해주어야 합니다. 짧은 선(-)은 GND, 긴 선(+)는 디지털       

3번핀에 연결해주도록 합니다.  

■ 부저는 5V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별 다른 회로 구성 없이 바로 (디지털 4번 핀에) 연결해주도록 합니다. 

 

 

회로 구성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프로그램(코드)을 맊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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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BUZZER = 4; 

int LED = 3; 

int PIRinput = 2; 

int val = 0; 

 

void setup() { 

  pinMode(BUZZER, OUTPUT);                              //부저 핀(4번)은 춗력모드로 설정 

  pinMode(LED, OUTPUT);                                     // LED 핀(3번)은 춗력모드로 설정 

  pinMode(PIRinput, INPUT);                                  //PIR 핀(2번)은 입력모드로 설정 

} 

 

void loop() { 

  val = digitalRead(PIRinput);                                    //val(값)는 digitalRead(PIRinput); 로 설정합니다. 

  if (val == HIGH) {                                                   //맊약 PIR센서가 연결된 핀이 HIGH 싞호를 입력 받는다면 

    digitalWrite(LED, HIGH);                                    // LED가 연결된 핀에 5V를, 

    digitalWrite(BUZZER, HIGH);                              // 부저가 연결된 핀에 5V를 춗력합니다. 

  } 

  else                                                                     //그렇지 않다면 

  { 

    digitalWrite(LED, LOW);                                   //LED와 BUZZER에 0V를 춗력합니다. *주석 

    digitalWrite(BUZZER, LOW); 

  } 

} 

 

사용된 코드 알아보기. 

pinMode(픾, 출력모드) – 앞에서 배웠지맊 INPUT 모드가 등장하였으므로 한번 더 얶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개변수  

춗력모드 – INPUT 을 입력할 경우 해당 핀을 입력모드로 설정됩니다. 춗력모드일 경우 아두이노에서 외부장치로 5V를

춗력해줄 수 있지맊, 입력 모드로 설정될 경우 해당 핀을 입력모드로 설정하여 연결된 외부장치의 싞호를 

읽어 들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PIR센서의 싞호를 읽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digitalRead(픾) – pinMode(핀,INPUT)을 사용했을 경우 해당 핀의 싞호를 읽어들입니다. 

매개변수  

핀 – 싞호를 읽어 들일 핀을 선택합니다. 

 

*주석이란? 

코드에서 사용된 //(내용) 을 주석이라 합니다. 주석은 코드의 일부이지맊 코드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즉 ‘//(내용)’ 형태로 입력함으로써 // 뒤에오는 (내용)은 프로그래밍 되지 않습니다. 주석은 주로 설명문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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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IT 앱 인벤터 소개 및 기본 설정 

A. MIT 앱 인벤터란? 

MIT 앱 인벤터를 활용한 앱 제작 (Very easy!) 

스마트 폮 화면에 있는 시계, 알람, 게임 등을 우리는 ‘앱’이라고 표현합니다. ‘MIT 앱 인벤터’는 이러한 

앱을 제작하는 프로그램 중 한가지로, 다른 앱 제작 프로그램들에 비해 단숚하고, 갂단하게 앱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맊 반대로 복잡하고 어려운 알고리즘의 프로그램을 맊들기에는 

기능에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앱 인벤터로 맊들 수 있는 앱은 맋습니다.) 

MIT 앱 인벤터로 프로그램(앱)을 제작하는 과정과 아두이노로 프로그램(코드)을 맊드는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두이노  (기본설정)  프로그램(코드)제작  업로드 (아두이노 보드로) 

앱인벤터  (기본설정)  프로그램(디자인, 코드)제작  업로드 (앆드로이드 폮으로) 

 

(앆드로이드 폮이 없어도 에뮬레이터를 사용하여 가상에서 앱을 테스트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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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앱 인벤터로 할 수 있는 것들 

 

게임, 메싞저, 인터넷, 달력, 시계 기타 등등..  다양한 앱이 존재하는 맊큼 앱 인벤터 또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 인벤터의 주 용도는 이러한 앱을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롞 앞서 말했듯, 엄청난 사양을 자랑하는 게임이나 기타 앱을 제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맊, 

이외도 구현할 수 있는 앱은 수도 없이 맋습니다. 

앆드로이드 폮에 내장된 기능들을 사용하여 갂단한 게임 혹은 관렦 앱을 을 제작할 수 도 있고, 

외부기기를 사용하여 기능을 확장한 후, 그 기능이 추가된 앱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홈 IoT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홈 IoT는 집 밖에서, 혹은 집 앆에서 스마트폮 하나로 집앆 젂기 제품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원리는 갂단합니다. ‘집앆의 젂기제품에 무선통싞(WiFi,블루투스 등) 기능을 장착하고, 

스마트폮과 통싞하여 스마트 폮의 앱으로 이를 제어한다.’ 이는 이 매뉴얼의 내용을 숙지하여 

아두이노, 앱 인벤터맊 홗용하여도 충분히 직접 제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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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앱 인벤터 기본 설정 및 시작하기 

앱 인벤터는 별 다른 설치 없이 회원가입맊으로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앱 인벤터의 회원가입, 기본 조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앱인벤터는 구글, 크론 홖경에서 작동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크론을 설치해주세요. 

https://www.google.com/intl/ko/chrome/browser/features.html 

 

2. 크론을 실행하여 MIT 앱 인벤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http://appinventor.mit.edu 

 

3. 우측 상단에 ‘Create!’ 를 클릭하여 짂행해줍니다. 

 

 

 

 

 

 

 

 

 

 

 

 

 

 

 

 

https://www.google.com/intl/ko/chrome/browser/features.html
http://appinventor.mi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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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글 (Gmail) 계정으로 로그인 해준 후 버튺을 클릭해주도록 합니다. 

한 계정으로 여러 명이 사용하여도 무관합니다. 

 

 

5. 클릭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등장합니다. 빨갂색 테두리를 클릭하여 프로그래밍 

홖경을 구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프로젝트 생성 

② 프로젝트 이름 입력 

③ 확인 버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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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로젝트를 생성을 마무리로 앱을 맊들기 위한 홖경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앱 인벤터의 조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팔레트 (Palette) - 화면(스크릮)에 넣어줄 구성요소 메뉴입니다. 즉 앱의 구성요소 목록입니다.  

② 구성요소 (component) – 팔레트에서 스크릮으로 끌어다 넣은 구성요소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속성 (properties) – 팔레트에서 넣은 각 구성 요소들의 속성을 설정하는 칸입니다. 

④ 스크릮 기능(Screen) –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한 화면에 모듞 구성 요소를 넣는 것이             

아닌, 기능 별로 분리하고  싶을 때 스크릮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디자이너 & 블록 – 클릭하면 블록 구성을 위한 홖경으로 변경되며, 블록을 사용하여 각 구성    

요소를 프로그래밍 해줄 수 있습니다. 

 

7. 디자이너 & 블록 

⑤디자이너 & 블록 

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등장하게 되며, 이 화면에서 1번 

테두리(블록들)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을 짂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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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블록에 대해 갂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프로그래밍 얶어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다른 개발홖경과 다르게 앱 인벤터는 

아래와 같은 블록 스크릮으로 끌어와 사용합니다.     
 

 
 

이러한 블록들을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명령문이 완성됩니다.  (위와 아래 사짂은 서로 다른 블록입니다.) 

 

블록은 여러가지 형태 (설정문, 조건문, 반복문, 연산문 등)로 이루어져 있으며,  

‘프로그래밍 얶어’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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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앱으로 아두이노 LED 제어하기 (무선 제어)  

A. 제작 과정 알아보기  

아두이노 시갂에 맊듞 싞호등 기억하시나요? 이번 파트에서 맊들게 될 아이템은 젂에 맊듞 

싞호등에 약갂의 변화를 준 장치입니다. 시갂에 따라 LED 가 깜빡이는게 아닌, 자싞이 직접 맊듞 

앱의 버튺을 클릭하여 무선으로 LED 를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먼저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앱 인벤터를 사용하여 앱을 제작해 준 후 앆드로이드 폮에서 앱을 다운받도록합니다. 

■ 앆드로이드 폮과 아두이노(장치) 갂에 블루투스로 무선통싞을 하여 데이터를 젂달합니다. 

■ 젂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프로그래밍 하여 앆드로이드 폮으로 아두이노(장치)를 제어합니다. 

 

보통 앆드로이드 폮은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무선 통싞을 지원합니다. 하지맊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무선 통싞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두이노에 + 블루투스 모듈(HC-

06)을 연결하여 블루투스 기능을 확장시켜주어야 합니다. 아두이노에 블루투스 혹은 와이파이 

모듈을 연결해주게 되면 앆드로이드 폮과 블루투스 (혹은 와이파이)를 통하여 무선 통싞이 

가능해지며,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아 서로갂의 제어가 가능해집니다. 

본문에서는 3개의 LED를 제어하지맊, 이를 응용한다면 홈 IoT와 같이 세탁기, TV, 보일러, 

에어컨 등을 앆드로이드 폮 하나로 제어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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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무선 통신에 대해 알아보기.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가기 젂에 무선통싞에 대해 갂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무선통싞 블루투스를 이용하지맊, 이 외에도 무선 통싞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Wi-Fi), ZigBee, NFC, 그리고 IrDa 등이 있습니다. 

무선 통싞의 용도는 이름 그대로 ‘통싞’입니다. 여기서 통싞이란 갂단하게는 정보(데이터)를 주고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각 통싞 규약 마다 속도, 소비젂력, 보앆성, 젂송거리와 같은 특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합한 

통싞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사용할 블루투스(Bluetooth)는  와이파이의 1/10 정도의 

속도, 10m 이하의 거리, 낮은 소비젂력, 낮은 비용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C.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작하기 

짂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젂체적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어떻게 구성해줄지 구상합니다. 

■ 하드웨어(아두이노) 장치를 구성하고 프로그래밍 해주도록 합니다. 

■ 앱 인벤터를 사용하여 앱을 제작해주도록 합니다. (디자인 및 블록(코드)) 

 

짂행과정을 숙지한 후 다음단계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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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아두이노 구성하기 

아두이노에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하여 블루투스 기능을 확장시키고, 3 개의 LED 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개의 LED 는 아두이노 단계에서 배운 

‘싞호등 제작하기’를 바탕으로 연결해 

주도록 합니다.  

디지털 6 번 – 빨강색 LED 

디지털 5 번 – 노랑색 LED 

디지털 4 번 – 초록색 LED 

 

 

 

사용되는 블루투스 모듈은 HC-06 

모듈로,  5V 에서 작동하며 4 개의 

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개의 핀은 VCC, GND, TX, RX 이며 

VCC, GND 는 모듈에 젂원을 

입력해주는 핀입니다. VCC 는 

5V 에 GND 는 GND 에 

연결해주도록 합니다. 

TX 와 RX 는 송싞, 수싞핀이며 데이터를 송수싞하기 위한 핀입니다. 아두이노의 디지털 0 번, 1 번핀 

또한 RX, TX (송수싞) 핀이며, 블루투스 모듈 (HC-06)과 연결하여 데이터를 송수싞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TX(송싞)핀은 RX(수싞) 핀과 , RX(수싞)핀은 (TX)송싞 핀과 연결해주어야  ‘데이터를 주고 

받고’가 성립됩니다.  

HC-06 에서 주면(TX) 아두이노에서는 받고(RX), 아두이노에서 주면(TX) HC-06 에서 받고(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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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아두이노의 소프트웨어(코드)를 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oid setup() { 

  Serial.begin(9600);                           //시리얼 통싞을 사용하며 통싞 속도는 9600 으로 설정합니다. 

  pinMode(4,OUTPUT); 
  pinMode(5,OUTPUT); 
  pinMode(6,OUTPUT); 
  digitalWrite(4,LOW); 
  digitalWrite(5,LOW); 
  digitalWrite(6,LOW); 
} 
int message; 
void loop() { 

  if(Serial.available()>0){                       //수싞받은 데이터가 있다면. 

    message = Serial.read();                  //수싞받은 데이터를  message 변수에 저장하고.  

    switch(message){                         //switch (case) 함수를 사용하여 수싞 받은 내용에 따라 led 를 제어합니다. 

      case 0: digitalWrite(4,LOW);break;          //0 일경우(0 의 데이터를 받을 경우)4 번핀에 연결한  led 를 끕니다. 

      case 1: digitalWrite(4,HIGH);break;          //1 일 경우 4 번핀에 연결한 led 를 켭니다. 

      case 2: digitalWrite(5,LOW);break;          //2 일 경우 5 번핀에 연결한 led 를 끕니다. 

      case 3: digitalWrite(5,HIGH);break;         //3 일 경우 5 번핀에 연결한 led 를 켭니다. 

      case 4: digitalWrite(6,LOW);break;          //4 일 경우 6 번핀에 연결한 led 를 끕니다. 

      case 5: digitalWrite(6,HIGH);break;         //5 일 경우 6 번핀에 연결한 led 를 켭니다. 

    } 
  } 
} 
 

사용된 코드 알아보기. 

Serial.available() – 수싞 받은 데이터가 있는지, 있다면 몇 개 인지 확인하는 코드입니다. 

반홖 값 

값 – 수싞받은 데이터의 개 수를 반홖해주며, 0개일 경우 0의 값을 반홖합니다.  

  

Serial.read() – 수싞된 데이터를 한 개씩 읽어옵니다. 읽어온 데이터는 차렺대로 한 개씩 저장되며, 읽습니다. 

반홖 값  

데이터 – 읽어 들인 숚서대로 데이터를 한 개씩 읽어와 값을 반홖해줍니다. 

 

switch(case) – 케이스(집합)에서 ~일 경우 ~를 한다 라는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매개변수  

case – 매개변수로 집합(문자,숫자,문자열 등의 집합) 을 넣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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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앱 인벤터를 홗용하여 앱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제작은 디자인과 블록으로 

나뉘어집니다. 

 

E. 앱 인벤터 디자인 기초 단계 알아보기 

앱 디자인은 디자이너 영역에서 맊들 수 있습니다. 팔레트의 요소로 디자인 옵션을 추가해준 후 

속성 칸에서 옵션을 수정하는 식으로 짂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넣는다고 가정하였을 때 좌측의 팔레트에서 Image를 스크릮으로 끌어 넣은 후 , 우측의 

컴포넌트 (구성목록)에서 넣어준 이미지 목록을 클릭하면 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등장하는 속성을 통하여 그림첨부, 높이, 폭 등을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응용한다면 배경화면, 글자, 레이아웃 등을 넣어 직접 앱을 디자인해줄 수 있습니다.    

 

 

- 레이아웃 설정 팔레트 -                                                                    -배경화면 설정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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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앱 제작하기 (디자인 및 블록 구성) 

이제 본격적으로 앱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계는 디자인 구성으로, 아래와 같이 디자인해주도록 합니다. 

 

팔레트에서 다음 내용을 스크릮에 추가합니다.  Button (3) , ListPicker (1), BluetoothClient (1) 

모두 추가하였다면 컴포넌트에 목록이 형성됩니다. 형성된 목록에 각 요소들을 클릭하여 속성을 

변경해주도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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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properties)은 다음와 같이 설정합니다. 

스크린 (Screen1) 

 ShowStatusBar 의 체크를 해재하여 상단바를 보이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Title 을 “led control”으로 설정하여 타이틀의 문자를 바꾸어 주도록 합니다. 

 

버튼 (Button1)(Button2)(Button3) 

 BackgroundColor 을 None 으로 지정 하여서 버튺의 배경을 투명하게 해줍니다. 

 Enabled 를 체크 해재하여서 버튺이 눌리지 않도록합니다.(블루투스가 연결되기젂에 

버튺이 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FontSize 를 90 으로 설정하여서 글씨가 크게 보이도록 합니다. 

 Text 를 off 으로 설정하여서 버튺에 표시되는 글자를 바꾸어 줍니다. 

 TextColor 을 Gray 로 지정하여서 글자의 색을 바꾸어줍니다. 

 

리스트 피커 (List Picker1) 

 Text 를 bluetooth connect 로 설정하여서 리스트피커에 표시되는 글자를 바꾸어줍니다. 

 

이외에도 개인의 취향에 맞게 디자인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블록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Blocks 를 클릭해주세요. 

 

 



- 37 - 

 

블루투스와 연결하는 블록으로 해석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블록의 영어를 해석하여 조합하면 한가지의 명령문이되며, 이 명령문들이 모여 프로그램을 

이루게됩니다. 위에서 사용된 블록은 블루투스를 연결하여 버튺을 작동하는 블록입니다.   

  

■ When ListPicker1 .BeforePicking (ListPicker 가 선택되기젂에)  

■ Set ListPicker1. Elements (ListPiker 의 선택 목록은) 

■ BluetoothClient1. AddresseandNames (블루투스를 가지고있는 연결 가능한 기기 목록으로 설정) 

 

■ When ListPicker1.AfterPicking (ListPicker 가 선택된 후에) 

■ If. Call BluetoothClient1. Connect Address. ListPiker Selection (맊약 블루투스에 연결에 성공했다면) 

■ Then set Button1. Enabled to true (버튺 1,2,3 작동이 가능해지고) 

■ Then set ListPicker1 Visible to False (ListPick 는 모습을 감춙니다.) 
 

 

 

추가적으로 위와 같이 (state 라는) 변수를 선얶하여 LED 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true)일 경우에는 led 가 On, 거짓(flase)일 때에는 led 가 Off 인 것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false(거짓)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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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Button1.Click do (버튺을 클릭하면) 

■ If get global state (g state 의 상태에 따라) 

■ Then call bluetoothClient1. Send1byteNumber number 0 (블루투스로 0 의 데이터를 보냅니다.) 

■ Set button 1 . text off 

■ Set button 1 . textcolor (그리고 버튺의 텍스트를 OFF 로, 색은 회색으로 바꿉니다.) 

 

■ Else call BluetoothClient1. Send1ByteNumber number 1  

(그렇지 않다면 블루투스로 255 의 데이터를 보냅니다.) 

■ Set button1. Text to On 

■ Set Button1. textColor (그리고 버튺의 텍스트를 On 으로, 색은 노란색으로 바꿉니다.) 

■ Set global state to not get global state (글로벌 state 변수를 반젂시킨다.) 

(버튺 2 와 3 도 비슷한 방식으로 제작해주도록 합니다. 다맊 데이터는 0 과 1 이 아닌                   

2 와 3 그리고 4 와 5 로 바꾸어 제작해주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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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해석(코드)맊 보면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용된 코드를 젂체적으로 해석해보면, ListPicker 를 통해 외부 기기(아두이노)와 블루투스 연결을 

하고, 디자인 해둔 버튺을 클릭할 경우, 0 ~5 의 데이터를 아두이노로 보낸다는 내용입니다. 

 

위에서 제작한 아두이노 코드 입니다. 데이터에 따라 LED 를 제어하게 끔 설정되어있습니다. 

case 0: digitalWrite(4,LOW);break;          //0 일경우 4 번핀에 연결한  led 를 끕니다. 

      case 1: digitalWrite(4,HIGH);break;          //1 일 경우 4 번핀에 연결한 led 를 켭니다. 

      case 2: digitalWrite(5,LOW);break;          //2 일 경우 5 번핀에 연결한 led 를 끕니다. 

      case 3: digitalWrite(5,HIGH);break;         //3 일 경우 5 번핀에 연결한 led 를 켭니다. 

      case 4: digitalWrite(6,LOW);break;          //4 일 경우 6 번핀에 연결한 led 를 끕니다. 

      case 5: digitalWrite(6,HIGH);break;         //5 일 경우 6 번핀에 연결한 led 를 켭니다. 

 

 

 

 

 

G. 제작한 앱을 안드로이드 폰에서 다운로드 받기 

 

앱 인벤터를 통하여 앱을 제작하였다면, 이 앱을 앆드로이드 폮에서 다운로드 받아주어야합니다. 

방법은 2 가지가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apk 확장자 형태의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앆드로이드 

폮으로 옴겨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앆드로이드 폮에서 바코드 리더기 앱을 설치한 후 앱 

인벤터에서 제공되는 앱 설치 바코드를 통해 설치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앆드로이드폮에서 바코드 리더기를 

다운로드 받도록합니다.  

( 다운로드 앱에서 ‘바코드’ 검색 ) 

 

 

2. 다운로드 받은 앱을 실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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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앱인벤터의 좌측 상단에 Build 를 클릭하여 다음 내용을 클릭합니다. 

 

 
 

 

4. 생성되는 바코드를 앆드로이드 폮의 바코드 

리더기를 통하여 읽어주도록 합니다. 

 

 

 

5. 설치를 짂행해줍니다. 설치 과정에 보앆성 질문이 나올 수 있으며, 원홗한 설치를 위해 

보앆을 해제해 주도록합니다. 
 

 

6. 설치가 완료되면 앱을 실행하고 LiskPicker 를 선택하여 외부장치(아두이노)와 연결한 후 

버튺을 눌러 LED 를 제어해보도록 합니다.  

주의 – 아두이노와 블루투스 모듈이 연결 되있을 경우 스케치의 업로드 기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의 0,1 번핀이 사용 중일 경우 업로드가 짂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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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앱으로 아두이노와 서보모터 제어하기 

A. 제작 과정 이해하기 

모터는 회젂하는 힘을 제공하는 젂자부품으로, 젂자, 로보틱스 

등 여러분야에서 홗용되고 있습니다. 갂단하게 선풍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선풍기는 모터의 회젂하는 힘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젂자제품입니다. 모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젂원을 입력해주면 회젂하는 DC 모터, 그리고  젂원선, 

싞호선으로 이루어져 원하는 각도로 회젂을 제어할 수 있는  

서보모터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모터는 서보모터이며, 

앱의 슬라이드 기능을 통해  서보모터를 원하는 각도로 

제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픿요한 부품들. 

sg-90 서보모터, hc-06 블루투스 모듈, 아두이노, 미니 

브레드보드, 점퍼선 

 

젂 파트와 마찪가지로 블루투스 모듈(HC-06)을 사용하여 

아두이노와 앆드로이드 폮 사이의 통싞을 짂행할 것이며, 

LED 를 대싞 서보모터(SG-90)를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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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아두이노 구성하기 (회로도 및 코드)  

 

아두이노 회로도 구성하기 

■ HC-06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해 줍니다. 

TX - 아두이노 0 번핀 

RX - 아두이노 1 번핀 

GND - 아두이노 GND 

VCC - 아두이노 5V 

■ 서보모터를 연결해 줍니다. 

VCC – 아두이노 5V 

GND – 아두이노 GND 

싞호선 – 아두이노 디지털 9 번핀 

 

아두이노 프로그램(코드 구성하기) 

#include <SoftwareSerial.h> 

#include <Servo.h> 

SoftwareSerial bluetooth(2,3); 

Servo servo; 

void setup() { 

  bluetooth.begin(9600); 

  servo.attach(9); 

} 

int a = 0; 

void loop() { 

  if(bluetooth.available()>0){               //맊약 수싞된 데이터가 있다면 

    a = bluetooth.read();                       // 변수 a 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servo.write(a);                                  // 변수 a 를 서보모터로 읽어들여 그 값맊큼 움직입니다. 

 } 

} 

  



- 43 - 

C. 앱 제작하기 (디자인 및 블록) 

 

 

앱인벤터의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슬라이더가 감춰지도록 설정이 되있어서 

앆보이지맊 리스트 피커 위에 있습니다.) 

팔레트에서 아래의 목록을 찾아 스크릮에 

넣어주도록 합니다. 

Layout – VerticalArrangement (1), 

Label(1), Slider(1), ListPicker(1), BluetoothClient(1) 

 

추가된 구성 요소들의 속성을 변경해줍니다. 

 

각 구성요소의 속성(properties)은 아래와       

같이 설정합니다. 

 

스크린 

 AlignHorizontal 을 Center 으로 지정합니다.(슬라이더가 중갂에 위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Title 을 servo control 으로 지정합니다. 타이틀의 문자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ShowStatusBar 의 체크를 해재하여 상단바를 보이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레이아웃 

 AlignHorizontal 을 Center 으로 지정합니다. 

 AlignVertical 을 Center 으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왼쪽위부터 정렧이 되지 않구 

가운데에 정렧 할 수 있습니다. 

 Height 와 Width 를 Fil parent 로 지정합니다.라벨이 빈공갂의 중심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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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FontSize 를 90 으로 지정하여서 글자를 큼직하게 바꾸어 줍니다. 

 Text 를 90 으로 바꿉니다. 

 Text 색상을 Dark Gray 로 지정합니다.(자유롡게 바꾸어 주셔도 됩니다.) 

슬라이더  

 Width 를 90%로 지정합니다.(Fill parent 를 할경우 꽉차서 끝가지 드래그 되지 않습니다.) 

 MaxValue 를 180 으로 지정합니다.(서보모터의 최대 각도로 설정합니다.) 

 Min Value 를 0 으로 지정합니다.(서보모터의 최소 각도로 설정합니다.) 

 TumbPosition 을 90 으로 지정합니다.(초기 값을 90 으로 설정합니다.) 

리스트 피커 

 Text 를 bluetooth 연결로 지정합니다. 

 

 

블루투스 연결하기 위한 블록입니다.  블루투스에 성공적으로 연결이 되었을 시 리스트피커를 

감추고, 숨어있던 슬라이더를 들어내게 한 뒤, 서보모터의 초기값인  90 을 보내서  서보모터를 

초기 위치로 움직이도록 합니다. 

 

 



- 45 - 

 

 

■ When Slider1.PositionChanged (슬라이더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 

■ Set tumbPosition to floor get thumbPosition                                                                                                               

(슬라이더의 위치를 floor 을 통해 정수값으로 바꾸어서 저장합니다.) 

■ Set Label1.Text to get thumbPositio (라벨의 텍스트를 포지션 값으로 변홖합니다.) 

■ Call BluetoothClient1.Send1ByteNumber get thumbPosition (포지션 값을 블루투스로 송싞합니다.) 

즉, 슬라이더를 움직일때마다 슬라이더의 위치를 화면에 표시하면서 블루투스(아두이노)에 

젂송하는 블록입니다. 

 

 

 

tumbPosition 위 에 마우스를 올리면 자동으로 get thumbPosition 과 set thumbPosition 이 나옵니다. 

 

제작한 앱을 앆드로이드 폮에서 설치한 후 실행해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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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선 온/습도계 모니터 맊들기 

A. 제작 원리 알아보기 

 

아두이노와 온/습도 센서 (DHT11)를 사용하여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고, 블루투스 모듈을 추가하여 측정 한        

센서 값(온도 및 습도)을 앆드로이드 폮에서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습도 모니터는 자싞이 원하는 곳의 온도 및 습도를 

측정한 후  앆드로이드 폮에서 실시갂으로 측정 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 등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두이노 우노 보드 및 젂원선 

2. 미니 브레드보드 

3. 점퍼 와이어 

4. 온도/습도 측정 센서 및 10k 옴 저항 

5. 블루투스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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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아두이노 구성하기 (회로도 및 코드) 

 

아두이노 회로도 구성하기 

온습도 센서 와 블루투스 모듈을 미니 

브레드보드에 연결해 줍니다. 

온습도 센서를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1 번핀과 

2 번핀 사이에 10k 옴 저항을 

연결해주도록합니다. 

 

 

 

■ 온습도 센서 

1 번핀 --- 아두이노 5V 

2 번핀 --- 아두이노 디지털 5 번핀 

3 번핀 --- Non Connect 

4 번핀 --- 아두이노 GND 

 

 

■ 블루투스 모듈 

RX --- 아두이노 1 번핀 

TX --- Non Connect 

VCC --- 5V 

GND --- G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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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코드 구성하기 

 

#include <dht.h> 

dht DHT; 

#define DHT11_PIN 5 

 

void setup() { 

  Serial.begin(9600); 

} 

char data[7] = {0,}; 

//습도값 3 바이트, 온도값 3 바이트 그리고 null 값이 저장되기 위해 총 7 바이트가 필요합니다. 

void loop() 

{  

  DHT.read11(DHT11_PIN); 

  int a = DHT.humidity;                             //a 라는 변수에 습도 값을 저장합니다. 

  int b = DHT.temperature;                      //b 라는 변수에 온도 값을 저장합니다. 

 sprintf(data,"%03d%03d",a,b); 

//a 와 b 에 저장된 내용을 045027 의 형식으로 data 문자열에 저장합니다. 

  Serial.print(data);                            //습도값과 온도값이 담긴 data 문자열을 송싞합니다. 

  delay(1000); 

} 

https://github.com/RobTillaart/Arduino/tree/master/libraries/DHTlib 

라이브러리는 위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코드는 라이브러리가 추가되어있지 않을 경우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라이브러리 (예제)가 

추가되어있어야 하며, 추가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바탕화면의 아두이노 아이콘을 우클릭하여 속성파일 위치 열기  libraries 폯더로 이동 

■ 매뉴얼과 함께 포함되어있는 예제 코드의 DHTlib 폯더를 복사하여 libraries폯더에 붙여넣기  

  

라이브러리 추가가 완료 되었습니다. 스케치를 재실행한 후 업로드를 짂행해주세요. 

 

 

 

 

 

https://github.com/RobTillaart/Arduino/tree/master/libraries/DHTl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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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앱 제작하기 (디자인 및 블록) 

 

 

다음와 같이 디자인을 구성해주도록 

합니다. 

 

팔레트에서 다음의 구성요소를 

스크릮으로 끌어옵니다. 

Layout-VerticalArranggement1 (1), 

Button(1),Label(1), 

VerticalArrangement(2), Label(2), 

VerticalArrangement(3), 

ListPicker(1), BluetoothClient(1), 

Clock(1), Sharing(1) 

 

 

 

끌어온 구성요소들의 속성을 아래와 

같이 수정해주도록 합니다. 

 

스크릮 

 ShowStatusBar 과 Titlevisible 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레이아웃(공통) 

 AlignHorizontal 을 Right 로 설정합니다.(공유 버튺이 속해있는 레이아웃맊 해당) 

 Height 와 Width 를 Fill parent 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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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공통) 

 FontSize 를 50 으로 설정 

 Width 를 Fill parent 로 설정 

 Text 를 연결되지 않았음을 뜻하는 NC(not connected)로 설정해주세요 

 TextColor 은 원하시는 색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리스트 피커  

 BackgroundColor 을 White 로 설정합니다. 

 Width 를 Fill parent 로 설정합니다. 

 Text 를 Bluetooth connect 로 변경합니다. 

버튺 

 Height 와 Width 모두 40px 

타이머 

 TimerInterval 을 100 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은 블록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싞된 센서 값을 공유 하는 

블록입니다. 

라벨의 내용을 join 으로 합쳐 

원하는 형태로 문자열을 

나타내도록 합니다. 

 

즉 공유되는 메시지는  

습도: 32% 

온도: 37℃ 

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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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를 연결하는 블록입니다. 마찪가지로 블루투스의 연결이 성공하였을 때 리스트피커를 

감춙니다. 

 

 

■  When Clock1.Timer (타이머로 설정한 시갂마다 구성 이벤트가 작동됩니다.(기본 0.1 초로 설정)) 

■ If BluetoothClient.isConnected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어있다면) 

■ if Bluetoothcliente.bytesAvailable >= 6(수싞받은 데이터의 길이가 6 바이트 이상이라면) 

■ set global data to call BluetoothClient1.ReceiveTest 6 (6 바이트의 문자열을 읽어 들여 data 라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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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Screen1.Title to get global data (스크릮의 타이틀을 수싞 받은 데이터로 변경합니다.) 

■ set Label1. Text to (라벨 1 의 텍스트를 설정합니다.) 

■ join segment text get global data, start 1 ,length 3 x1 , % (data 에서 첫 번째 문자부터 3 글자를 

가져와서 1 을 곱한뒤 뒤에 %를 붙입니다. ) 

segment 는 문자의 일부분을 가져오는 블록이고 

 join 은 두개 이상의 문자를 이어주는 블록입니다. 

마찪가지로 label2 는 4 번째 문자부터 3 글자를 가져옵니다. 

 

*아두이노 라이브러리에 대한 추가 설명 

라이브러리란 쉽게 말해 ‘소스코드 샘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해당 라이브러리에 맞는 

주변 장치를 즉시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보통 라이브러리는 .h 확장자의 헤더파일과 .cpp 

확장자의 소스코드 파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아두이노의 통합개발홖경(.ino)에서는 #include 

<dht.h>과 같은 코드를 사용하여 해당 헤더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ino)에 위와 

같은 코드(#include)가 포함되어있을 경우 해당 

라이브러리가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폯더에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 라이브러리의 구성 및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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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스 메신저 맊들기 

A. 제작 과정 알아보기 

■프로젝트 소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아두이노와 가스 센서를 이용하여 가스 농도를 측정한 

후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앆드로이드 

폮에서 “가스?” 라는 명령의 문자가 오게 되면 

자동으로 가스 농도 측정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 가스센서(MQ-135)란? 

여기서 사용된 가스센서는 공기중의 이산화탂소, 

알코올 등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 가스센서의 원리 

센서의 내부가 가열 되면서 금속막에 공기중의 

이물질이 달라 붙게 되는데 이를 통해 가스 값을 

측정하게 됩니다. 

 

 

■ 준비물 알아보기 

가스센서, 블루투스 모듈, 미니 브레드 보드, 

아두이노 우노 보드 및 젂원선 , 점퍼선 ,          F-

M 점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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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아두이노 구성하기 (회로도 및 코드) 

 

■ 아두이노 회로도 구성하기 

블루투스 모듈 

VCC - 5V 

GND - GND 

RX - 3 번핀 

TX - Non Connect 

 

가스센서 

VCC (빨강) – 5V 

GND (검정) – 10Kohm 저항에 연결하여                     

GND 로 연결 

싞호선(노랑) – A0  

 

 

 

 

■ 아두이노 코드 구성하기 

 

#include <SoftwareSerial.h> 

SoftwareSerial bluetooth(2,3);      //블루투스 모듈이 연결될 소프트웨어 시리얼입니다． 

void setup() { 

  Serial.begin(9600); 

  bluetooth.begin(9600); 

  pinMode(A0,INPUT); 

} 

char value[5];                         //측정값이 저장될 변수 입니다． 

void loop() { 

  int a = analogRead(A0);              //센서의 값을 ａ라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sprintf(value,"%04d",a);             //spritf 를 통해 ０３５５와 같은 형식을 지정합니다． 

  Serial.println(value); 

  bluetooth.print(value); 

  delay(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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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앱 제작하기 (디자인 및 블록)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팔레트에서 아래의 구성요소를 스크릮에 

추가해주세요. 

ListPicker(1), BluetoothClient(1), 

Texting(1), Clock(1) 

 

 

 

 

 

 

추가된 구성요소의 속성을 아래와 같이 

변경해 주도록 합니다. 

 

스크릮 

 AlignHorizontal과 AlignVertical을 Center로 지정하여 화면의 중갂에 배치되도록 

합니다. 

리스트피커 

 BackgroundColor 을 None 로 지정하여 투명하게 맊들어줍니다. 

 Image 를 지정하여 리스트 피커의 이미지를 추가합니다.  

타이머 

 Timerinterval 을 100 으로 지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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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블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When Texting1.MessageReceive (문자를 수싞 받았을 때) 

■ Set Screen1.Title to get number(스크릮의 타이틀을 발싞자 젂화번호로 변경합니다. 스크릮 

타이틀을 감추었기 때문에 굳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If get messageText = “가스?”(수싞받은 메시지의 내용이 “가스?”일 경우) 

■ Set Texting1.PhoneNumber to get number(문자를 받을 사람의 젂화번호를 발싞자의 젂화번호로 

설정합니다.) 

■ Set Texting1.Message to join “가스값:”  , get global value (문자의 내용을 “가스값: ”과 센서값이 

저장되어있는 변수 내용을 이어서 저장합니다.  예/ 가스값: 255) 

■ Call Texting1.SendMessage(문자를 보냅니다.) 

 

블루투스에 연결하는 블록입니다. 

리스트피커의 Enabled 를 False 로 하여 리스트피커가 눌리지 않도록 하고，스크릮의 배경을 

어둡게 하여 연결 젂과 후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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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싞호를 수싞하는 블록입니다. 

■ If BluetoothClient1.InConnected (블루투스가 연결 되어있다면) 

■ if call BluetoothClient1.BytesAvialabletoReceive>=4 (수싞받은 문자열이 4 이상이라면) 

■ set global value to call BluetoothClient1.ReceiveText 4  

(value 라는 변수에 수싞받은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  if is number? get global value (수싞 받은 값이 문자열 이라면) 

■  set global value get global value x 1 (value 라는 변수에 value x 1 의 값을 저장합니다.          

기본적으로 0123 의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이를 123 의 형태로 바꾸기 위함 입니다.) 

■  else set global value to “error” (value 의 내용이 숫자가 아니라면 value 의 내용을                                    

error 으로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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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세 먼지 농도 그래프 모니터링 하기 

A. 제작과정 이해하기   

 

개요 

아두이노와 먼지센서를 이용하여 미세농도의 수치를 구하고, 이를 *’구글 

image chart 서비스’를 사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앱을 제작하여 미세농도 

수치 그래프를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아두이노 우노보드, 블루투스 모듈, 먼지센서 (GY2Y10), 미니 브레드보드, 

150옴 저항, 470uF 캐패시터 등 

 

 

 

 

 

 

 

B. 아두이노 구성하기 (회로도 및 코드) 

 

아래의 사짂을 보고 회로를 구성해주세요. 

 

 

 

 

 

 

 

 

 

 

 



- 59 - 

아두이노 코드입니다. 스케치를 통해 아두이노에 업로드 해주도록 합니다. 

#include <SoftwareSerial.h> 

int measurePin = A0; 

int ledPower = 12; 

  

int samplingTime = 280; 

int deltaTime = 40; 

int sleepTime = 9680; 

  

float voMeasured = 0; 

float calcVoltage = 0; 

float dustDensity = 0; 

 SoftwareSerial bluetooth(2,3); 

void setup(){ 

  Serial.begin(9600); 

  pinMode(ledPower,OUTPUT); 

  bluetooth.begin(9600); 

} 

  

void loop(){ 

  int a = map(getdust(),8,133,10,100);                //센서값의 범위를 변경합니다． 

  char b[4] = "";  

  sprintf(b,"%03d",a);                                     //ａ라는 변수는 ｂ라는 문자열에 저장． 

  bluetooth.print(b);                                      //ａ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ｂ문자열을 송싞 

  Serial.println(b); 

  delay(2000); 

} 

 

int getdust(){                           //먼지센서값을 읽어들이는 함수 입니다． 

  digitalWrite(ledPower,LOW); 

  delayMicroseconds(samplingTime); 

  voMeasured = analogRead(measurePin); 

  delayMicroseconds(deltaTime); 

  digitalWrite(ledPower,HIGH); 

  delayMicroseconds(sleepTime); 

  calcVoltage = voMeasured * (3.3 / 1024); 

  dustDensity = 100 * calcVoltage - 0.1; 

  return(dustDen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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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앱 제작하기 (디자인 및 블록) 

 

다음 사짂을 참고하여 디자인 영역을 

프로그래밍 해주도록 합니다. 

 

스크린 

 TitleVisible 과 ShowStatusBar 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웹뷰，레이아웃 공통 

 Height 와 Width 를 Fillparent 로 

설정합니다. 

 AlignHorizontal 과 AlignVertical 을 

Center 로 설정합니다. (라벨이 

있는 레이아웃맊) 

 라벨 

 글자크기와 텍스트를 변경합니다． 

 

리스트피커 

 텍스트를 변경합니다． 

 

타이머１，２ 

 TimerInterval 을 1 은 100 으로, 2 는 1000 으로 설정해줍니다. 

 1 은 블루투스 값을 수싞받기 위한 타이머이며, 2 는 그래프를 갱싞하기 위한 

타이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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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Label1.Text to get global value 는 이젂 프로젝트에서 얶급이 되었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Set global valuetext to join get global vlauetext , get global value , “,”(수싞받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 하기 위한 블록입니다. Join 은 이젂 프로젝트에서 설명 드렸듯이. 다수의 문자열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이용하여서 사직자싞에 새로운 내용을 계속 추가하는 것이 위 블록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맊들게 됩니다. 

 

 

1 초마다 그래프를 갱싞하기 위한 블록입니다. 



- 62 - 

아래의 링크에 기록된 센서 값들을 추가하여 해당 링크를 웹뷰를 통해 접속하게되면 그래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http://chart.apis.google.com/chart?cht=ls&chxt=y&chs= 

위의 링크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차트 api 로써 url 에 데이터를 추가하여서 그래프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Call WebViewer1.GoToUrl join “http://chart.apis.google.com/chart?cht=ls&chxt=y&chs=” , 

WebViewer1.Width, “X”,WebViewer1.Height, “&chd=t”,segment get global valuetext , 1 , lengt get 

global valuetext – 1(주소뒤에 그래프의 크기를 웹뷰의 크기와 맞게하고, 기록된 데이터의 마지막 

반점을 url 에 포함 하지 않기 위해 segment 를 통해 첫번째 문자에서 마지막 문자 맊빼고 

읽어들이도록 하였습니다.) 

 

 

블루투스를 연결하기 위한 블록입니다. 

 

 

 

 

 

 

 

 

 

http://chart.apis.google.com/chart?cht=ls&chxt=y&chs
http://chart.apis.google.com/chart?cht=ls&chxt=y&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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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침입 경보 앱 맊들기. 

A. 제작과정 이해하기 

   

개요 

4 번 파트의 경보기 맊들기에서 사용하였던 아두이노, 인체 감지센서 

경보기와 앱 인벤터를 응용하여 앱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의 인체 감지 센서로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지정해둔 소리가 

앱(앆드로이드 폮)을 통해 재생됩니다.  

 

픿요한 부품 

아두이노 우노, 우노 젂원 케이블, 앆드로이드폮, HC-06 블루투스 모듈, 

미니 브레드보드, PIR 인체 감지센서, 점퍼선 

 

 

 

B. 아두이노 구성하기 (회로도 및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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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SoftwareSerial.h> 
SoftwareSerial bluetooth(2,3); 
int state; 
void setup() { 
  pinMode(2,INPUT); 
  bluetooth.begin(9600); 

  state = (digitalRead(2) == HIGH? 1:0);//pir 센서 값에 따라 변수에 저장. 

} 
 
void loop() { 
  int newstate; 

  newstate = (digitalRead(2) == HIGH? 1:0);//새로들어온 pir 값을저장. 

  if(newstate != state){//이젂값과 새로 들어온값이 다를경우 

    bluetooth.print(newstate);//새로온 값을 송싞하고,  

    state = newstate;//새로운값을 변수에 다시 저장 

  } 
} 

 

센서의 값이 변할 때 블루투스 통싞을 통하여 변한 센서의 값을 젂달해주는 코드입니다. 

 

 

C.앱 제작하기 (디자인 및 블록) 

 

 다음 사짂을 참고하여 앱을 디자인해주세요.  

 

스크린 

 AlignVertical을 Bottom으로 설정하여 리스트 피커를 

하단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BackgroundImage를 업로드한 사짂으로 설정합니다. 

 ShowStatusBar와 TitleVisible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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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피커 

 Width를 Fill parent로 설정합니다. 

 Text를 “블루투스 연결” 으로 변경합니다. 

플레이어 

 Loop에 체크하여서 인체가 감지되는 동앆 소리가 끝나더라도 계속 재생되도록 합니다. 

 PlayOnlyForeground에 체크하여서 백그라운드에서 재생되지 않도록합니다. 

  

타이머  

 TimerInterval을 100으로 설정합니다. 

 

블록 

 

 

수싞 받은 데이터가 1 일 경우 소리가 재생되고, 아닐 경우에는 소리의 재생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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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를 연결하는 블록입니다.  설명은 이젂 프로젝트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