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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mBlock이란? 

STEP 01. mBlock이란? 

CHAPTER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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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lock는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피지컬 컴퓨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

래밍 언어입니다. 스크래치 2.0 오프라인 버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래픽 프로그래밍 환경을 이용

하여 직접 소스코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쉽게 아두이노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버전의 

아두이노를 지원하는 점, 블록 방식의 코드를 바로 텍스트 형태의 코드로  

변환해 주는 점, 한글을 지원해 주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의 공식사이트에서 mBlock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mblock.cc/ 

 

비트블록을 사용하기 위한 한글 수정본의 설치파일은 아래의 주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goo.gl/eagnvf 

 

수정된 설치파일은 기능부분은 차이가 없으며, 한글 번역부분을 수정했습니다. 

http://www.mblock.cc/
https://goo.gl/eagn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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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이트, 배경 등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무대 : 1 

무대 위에 놓여질 스프라이트들이 모두 모여있는 곳입니다. 스프라이트 목록 : 2 

이야기의 배경이 될 무대를 직접 그리고 꾸밀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대 디자인 : 3 

스프라이트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블록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블록 영역 : 4 

가운데에 보이는 다양한 블록들을 쌓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스프라이트를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만들어 나갑시다. 

스크립트 영역 : 5 

9 

STEP 01. mBlock이란? 



비트블록(bitblock)은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인 아두이노(arduino)를 초보자들이 회로 구성이  

가능하도록 각 부품을 모듈 별로 구성한 피지컬 컴퓨팅을 위한 키트입니다.  

스크래치 또는 아두이노 교육, 파이썬 등 그 밖의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비트블록의 기본 키트는 아두이노 우노 호환보드, 스위치 블록, 온도센서 블록, 피에조 부저 블록, 

조이스틱 블록, 초음파센서 블록, 소리센서 블록, 조도센서 블록, 가변저항 블록, RED LED 블록, 

GREEN LED 블록, YELLOW LED 블록, BLUE LED 블록, RGB LED 블록, 세븐 세그먼트 (FND) 

블록, DC모터 블록, 서보모터 블록, 블루투스 모듈, 그리고 연결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비트블록의 블록 별로 분리되기 전의 모양입니다. 기본 키트의 기본적인 구성 모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02. Bitblock 모듈 설명서 

01. bitblock이란? 

비트블록의 메인보드는 아두이노 우노의 호환보드로 연결 잭을 이용해서 블록을 연결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두이노 우노 보드와 같이 보드의 양 옆으로 핀(Pin)이 준비되어 있어  

일반적인 아두이노 부품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트블록 키트에 포함된 블록들은 입력블록과 출력블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이 입출력하는 

값이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값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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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아날로그 입력 출력 

스위치 블록 O O 

온도 센서 블록 O O 

피에저 부저 블록 O O 

조이스틱 블록 O O 

초음파 센서 블록 O O 

소리 센서 블록 O O 

밝기 센서 블록 O O 

가변 저항 블록 O O 

빨간색 LED 블록 O O 

초록색 LED 블록 O O 

노란색 LED 블록 O O 

파란색 LED 블록 O O 

컬러 조명 블록 O O 

세븐 세그먼트 (FND) 블록 O O 

DC 모터 블록 O O O 

서보 모터  O O 

비트블록의 키트 구성품 각각이 아날로그, 디지털 그리고 입력부품, 출력부품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표

시해 놓은 것입니다. 아두이노 학습을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STEP 02. Bitblock 모듈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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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블록에서 입력과 출력은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입력은 A0번부터 

A3번까지의 Pin이 아날로그 입력에 이용되고, D4번부터 D11번까지의 Pin은 디지털 입력과 출력

에 이용됩니다. 아날로그 값은 0부터 1023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고, 디지털 값은 0 또는 

1(on/off, 참 또는 거짓, 백과 흑)과 같이 2가지 중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입력 핀 
D4번부터 D11번까지 모두 사용 

사용하기 전에 입력(HIGH), 출력(LOW)으로 설정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출력 핀 
D4번부터 D11번까지 모두 사용 

사용하기 전에 입력(HIGH), 출력(LOW)으로 설정이 필요합니다. 

아날로그 입력 핀 
A1번부터 A4번까지 모두 입력 핀 기능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입력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날로그 출력 핀 

D5, D6, D9, D10, D11핀 고정 

메인 보드의 핀 번에 ~ (물결 표시)가 있는 핀은 아날로그 입력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STEP 02. 

02. 아날로그와 디지털 

Bitblock 모듈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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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아날로그 입력 출력 

비트블록에서  입력은 입력부품을  이용해서  비트블록에  값을 입력시키고 , 입력부품에서  

얻은 값이나 우리나 임의로 설정한 값을 통해 출력부품으로 값을 띄워줄 수 있습니다. 

STEP 02. 

03. 입력과 출력 

아래 그림은 비트블록에서 사용하는 각각의 블록들에 대하여 아날로그와 디지털, 입력과  

출력에 따라 색 별로 구분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검정색은 출력부품을 나타내고 연두색은 입력부

품을, 주황색은 아날로그를 파랑색은 디지털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왼쪽 제일 아래쪽에 위치한 

조이스틱 블록은 아날로그 입력 부품을 의미하며 비트블록에게 아날로그 값(0~1023 사이의 값)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Bitblock 모듈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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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04. 디지털 핀 출력 

Bitblock 모듈 설명서 

디지털 핀에 신호를 출력하는 블록입니다.  

핀 사용하려면             , 사용하지 않을 때는             로 설정합니다. HIGH LOW 

05. 아날로그 전류 출력 

아날로그 핀의 전류를 조절하는 블록 입니다. 0~255 사이의 전류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06. 피에조 부저 핀 출력 

피에조 부저 핀에 신호를 출력하는 블록입니다. 음계 값으로 출력하며, 그 음계를 어느 길이로 출력

할 것인지 설정합니다. 피에조 부저는 주파수의 높이에 따라 음계의 소리를 나타냅니다. 

07. 서보 모터 핀 출력 

서보 모터 핀에 신호를 출력하는 블록입니다. 0~180 사이의 각도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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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08. 타이머 초기화 

Bitblock 모듈 설명서 

타이머를 초기화 시키는 신호를 출력하는 블록입니다.  

09. 디지털  핀 입력 

10. 아날로그 핀 입력 

아날로그 핀에서 값을 읽어오는 블록입니다. 

11. 입력 

. 

디지털 핀에서 값을 읽어오는 블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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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12. 초음파 센서 핀 입력 

Bitblock 모듈 설명서 

초음파 센서 핀 값을 읽어오는 블록입니다.  

13. 타이머 

14. 적외선 센서 입력 

적외선 핀에서 값을 읽어오는 블록입니다. 

타이머 핀에서 값을 읽어오는 블록입니다.  

16 



STEP 03. 

01. LED 란?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는 반도체 소자로 일반 전구보다 전력 소비량이 50% 적으며, 수명이 2~3배 

이상 오래갑니다. 디지털 출력 부품이며, HIGH 일 때 LED가 켜지며, LOW 일 때 LED를 끌 수 있습

니다. 

LED (Light Emitting Diode) 블록 

02. LED 켜기 

준비물 : 메인보드, LED 블록 

메인보드                          LED 블록 

17 



STEP 03. 

LED 블록을 메인보드 디지털 4번 핀에 꽂아 줍니다. 

LED (Light Emitting Diode) 블록 

1 

2 

이벤트 등록 

디지털 핀 설정 

D4 

미션 
디지털 핀을 설정한 후 출력하여 LED를 켜봅니다.  HIGH 값을 받으면 불이 켜지고, 

LOW 값을 받으면 불이 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 



그렇다면, LED를 켜고 끄는 동작을 계속 반복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반복하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반복하기도 여러분이 원하는 숫자만큼 반복시킬 수 있고, 무한 

반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STEP 03. LED (Light Emitting Diode) 블록 

우리는 비트블록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어는 크게 기다리기, 반복시키기, 조건 주기가 있습

니다. 먼저 기다리기는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만큼을 정해서 비트블록의 동작을 멈출 수 있습니다. 

LED를 켜는 동작을 시행한 후, 2초가 지난 뒤 LED를 끄고 싶다면 기다리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건 주기는 무엇일까요? 비밀번호를 맞추면 LED가 꺼지게 되어있는 스크립트가 있습

니다. 그럼 여기서 조건은 비밀번호가 됩니다. 설정한 조건 즉, 비밀번호가 맞다면 LED는 꺼지는 동

작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예제를 통해 제어하기를 체험해 봅시다. 

LED를 켠다 2초  
기다리기! 

LED를 끈다 

LED를 켠다 2초  
기다리기! 

LED를 끈다 

반복! 

LED를 켠다 
비밀 

번호가 
 맞는가? 

LED를 끈다 

비밀번호가 맞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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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LED (Light Emitting Diode) 블록 

03. LED 켜고 1초 후에 끄기 

준비물 : 메인보드, LED 블록 

메인보드                          LED 블록 

LED 블록을 메인보드 디지털 4번 핀에 꽂아 줍니다. 

D4 

미션 
위에서 배운 제어하기 중 기다리기를 사용하여 LED를 켜고 1초 기다린 후,  

꺼보도록 합시다. 이전과는 달리 디지털 핀에 LOW값을 보내면 LED가 꺼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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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LED (Light Emitting Diode) 블록 

2 
제어하기 - 기다리기 

디지털 핀 설정 

1 

04. LED 1초간 무한 깜빡이기 

준비물 : 메인보드, LED 블록 

메인보드                          LED 블록 

LED 블록을 메인보드 디지털 4번 핀에 꽂아 줍니다.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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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LED (Light Emitting Diode) 블록 

미션 
이제 반복하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D를 켜고 1초 간 기다린 후,  

LED를 끄고, 또 1초 후 LED를 켜는 과정을 무한 반복해 봅니다. 

제어하기 - 반복하기 1 

05. 신호등 만들기 

준비물 : 메인보드, LED 블록 3개 

메인보드                                               LED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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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LED (Light Emitting Diode) 블록 

미션 
응용해서 알록달록 신호등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초록색 -> 노란색 -> 빨간색의 

순서대로 1초씩 켜졌다 꺼지는 동작을 무한 반복해 봅니다. 

LED 블록을 메인보드 디지털 4, 5, 6번 핀에 꽂아 줍니다. 

D4 

D5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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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LED (Light Emitting Diode) 블록 

이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상수는 하나의 값을 저장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공간에 지속적으로 값을 바꿔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변수’를 이용해야 합니다. 변수는 상수와 같이 하나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지만 상수와 달리 다른 값들을 계속 바꿔 저장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06. 랜덤으로 켜지는 신호등 만들기 

준비물 : 메인보드, LED 블록 3개 

메인보드                                               LED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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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LED (Light Emitting Diode) 블록 

미션 
먼저 랜덤 값을 저장할 변수를 만듭니다. 변수에 4, 5, 6의 핀 값을 랜덤으로 넣고, 

핀 번호에 해당하는 LED 블록에  불이 켜지도록 합니다. 

LED 블록을 메인보드 디지털 4, 5, 6번 핀에 꽂아 줍니다. 

D4 

D5 

D6 

1 

2 변수 사용하기 
3 반복하기 

변수 만들고 값 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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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01. 스위치란? 

디지털 입력 부품에 해당합니다.  

스위치는 눌렀을 때 접점이 붙게 되며, 입력 값 0을 보내고, 떨어졌을 때 입력 값 1을 보냅니다. 

스위치 블록 

02. 스위치 ON/OFF 값 확인하기 

준비물 : 메인보드, 스위치 블록 

메인보드                         스위치 블록 

26 



스위치 블록을 디지털 4번 핀에 꽂아 줍니다. 

D4 

미션 
스위치가 눌러졌을 때 0값을, 떨어졌을 때, 1값을 입력 받습니다.  

캐릭터가 스위치가 눌러지면 “스위치 누름!”을,  스위치가 떨어지면 “스위치 떨어짐!”

을 말하도록  제어하기 중 조건주기를 사용해 봅시다. 

1 제어하기 

조건주기 
2 

STEP 04. 스위치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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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스위치 블록 

실행시켜 보면 스위치를 누르기 전에는 “스위치 떨어짐!” 이라는 동작2를 하고 있고, 스위치를  

누른다면 “스위치 누름!” 이라는 동작1을 시행하는 캐릭터의 형태가 보여집니다. 

03. 캐릭터 이동시키기 

준비물 : 메인보드, 스위치 블록 

메인보드                         스위치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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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블록을 디지털 4번 핀에 꽂아 줍니다. 

D4 

미션 
스위치의 ON/OFF에 따라 캐릭터를 동작시켜보도록 합니다. 

스위치를 누를 때 마다 캐릭터가 앞으로 10만큼씩 이동하도록 만들어 봅시다.  

STEP 04. 스위치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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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스위치 블록 

실행시켜 보면 스위치를 누를 때 마다 캐릭터가 앞으로 10만큼씩 움직이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04. 스위치로 LED 켜기 

준비물 : 메인보드, 스위치 블록, LED 블록 

메인보드                         스위치 블록             LED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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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스위치 블록 

스위치 블록을 디지털 4번 핀에, LED 블록을 디지털 5번 핀에 꽂아 줍니다. 

미션 
스위치가 눌러졌을 때 LED가 켜지고, 스위치가 떨어졌을 때 LED가 꺼지도록 

해봅시다.    

D4 

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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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01. 밝기 센서란? 

밝기에 따라서 다른 값의 크기를 입력하는 아날로그 입력 부품입니다.  

0~1023 단계의 아날로그 값을 센서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밝기 센서 (조도 센서, CDS) 블록 

02. 밝기 값 확인하기 

준비물 : 메인보드, 밝기 센서 블록 

메인보드                       밝기 센서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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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밝기 센서 (조도 센서, CDS) 블록 

1 
아날로그 핀 설정 

밝기 센서 블록을 아날로그 1번 핀에 꽂아 줍니다. 

미션 
밝기 값을 측정해봅니다. 아날로그 핀 설정 후, 캐릭터가 값을 읽도록 합니다. 

어두울 때는 최대 1023까지, 밝을 때는 0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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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밝기 센서 (조도 센서, CDS) 블록 

03. 자동으로 켜지는 가로등 만들기 

준비물 : 메인보드, 밝기 센서 블록, LED 블록 

밝기 센서 블록을 아날로그 1번 핀에, LED 블록을 디지털 4번 핀에 꽂아 줍니다. 

미션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켜지는 가로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 값이 512를 넘어가면 LED가 켜지도록 합니다. 조건을 줘야겠죠?  

조건을 ‘아날로그 핀 값  > 512’ 로 넣어줍니다. 

메인보드                       밝기 센서 블록       LED 블록 

D4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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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밝기 센서 (조도 센서, CDS) 블록 

1 
조건주기 

STEP 06. 

01. 온도 센서란? 

온도에 따라서 다른 값의 크기를 입력하는 아날로그 입력 부품입니다.  

0~1023 단계의 아날로그 값을 센서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온도 계산 공식 입니다. 그리고 소수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반올림 해야 합니다. 

온도 센서 블록 

 
온도(C) = (측정값 * 5.0 * 100.0) / 1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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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온도 센서 블록 

02. 온도 값 확인하기 

준비물 : 메인보드, 온도 센서 블록 

온도 센서 블록을 아날로그 1번 핀에 꽂아 줍니다. 

미션 
온도 값을 측정해보고, 입력된 핀 값을 캐릭터가 읽도록 해봅니다.  

핀 값을 온도 공식에 넣어 반올림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메인보드                       온도 센서 블록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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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온도 센서 블록 

03. LED 온도계 만들기 

준비물 : 메인보드, 온도 센서 블록, LED 블록 2개 

메인보드                       온도 센서 블록               LED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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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온도 센서 블록 

온도 센서 블록을 아날로그 1번 핀에, LED 블록을 디지털 4번, 8 번 핀에 꽂아 줍니다. 

미션 
온도가 24도 보다 높으면 빨간색 LED를 켜지고, 25도 보다 낮으면 파란색 LED가 

켜지는 온도계를 만들어 봅시다.  

D4 

D8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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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01. 피에조 부저란? 

디지털 출력 부품에 해당합니다. 일반 스피커보다 구조가 간단하고, 얇게 만들 수 있고, 저렴합니다. 

다만 스티커처럼 큰 소리는 내지 못합니다. 밑의 그림은 피에조 부저의 내부모습을 나타냅니다. 

피에조 부저 블록 

공기의 진동이 소리를 만들어 냅니다. 높은 주파수의 진동은 높은 소리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 진동의 주기와 주파수 

주파수(f)는 단위 시간 내에 몇 개의 주기나 파형이 반복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수이고,  

주기(T)는 동일한 상태가 반복되는 현상에 있어서 그 반복의 최소간격입니다.  

주파수(f) = 1 / 주기(T) 

주기(T) = 1 / 주파수(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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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피에조 부저 블록 

※ 음계 

주파수 기본은 라(440Hz)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 옥타브가 올라가면 주파수가 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아래는 주파수와 연계된 음계 표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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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피에조 부저 블록 

02. 1초 동안 소리내기 

준비물 : 메인보드, 피에조 부저 블록 

피에조 부조 블록을 디지털 4번 핀에 꽂아 줍니다. 

미션 
1초 동안 소리를 발생시켜 봅시다.  

신호음 출력을 위해서는 피에조 부저 핀의 음계와 길이를 설정 해줍니다.  

메인보드                     피에조 부저 블록 

D4 

1 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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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D5 

STEP 07. 피에조 부저 블록 

03. 스위치 눌러서 소리내기 

준비물 : 메인보드, 스위치 블록, 피에조 부저 블록 

스위치 블록과 피에조 부저 블록을 디지털 4, 5번 핀에 꽂아 줍니다. 

미션 
스위치를 누르면 “딩-동-댕” 소리를 발생시켜 봅시다. 

C4(도), E4(미), G4(솔)을 사용합니다. 

메인보드                         스위치 블록        피에조 부저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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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피에조 부저 블록 

STEP 08. 

01. 가변 저항 이란? 

아날로그 입력 부품에 해당합니다. 전자회로에서 저항 값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저항기입니다.  

가변저항을 사용하여 저항을 바꾸면 전류의 크기도 바뀌게 됩니다. 가변 저항의 레바를 돌려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레바를 오른쪽 끝으로 돌리면 0의 값을 왼쪽 끝으로 돌리면 1023 값을 가지게 

됩니다. 

가변 저항 블록 

※ 수직선 

평면상에서 수직선 위의 점은 하나의 수치와 대응됩니다. 정 중앙의 0부터 오른쪽으로 가면 1, 2, 3 

순서로 수치가 커집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가면 -1, -2, -3 순서로 작아집니다. 만약, 10만큼 움직인

다면 오른쪽으로 10칸 움직이게 되고, -10칸 움직인다면 왼쪽으로 10칸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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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STEP 08. 가변 저항 블록 

02. 레바 위치에 따른 값 확인하기 

준비물 : 메인보드, 가변 저항 블록 

가변 저항 블록을 아날로그 1번 핀에 꽂아 줍니다. 

미션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레바의 위치에 따른 값을 확인해 봅시다. 

메인보드                       가변 저항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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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가변 저항 블록 

03. 캐릭터를 앞, 뒤로 이동시키기 

준비물 : 메인보드, 가변 저항 블록 

메인보드                       가변 저항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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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가변 저항 블록 

A1 

가변 저항 블록을 아날로그 1번 핀에 꽂아 줍니다. 

미션 
오른쪽, 왼쪽 모두 이동시키기 위해서, 가변 저항 0~1023값에서 512를 빼줍니다. 

-512~511 범위에서 양수라면 오른쪽으로, 음수라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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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가변 저항 블록 

실행시켜 보면 레버를 왼쪽으로 돌리면 양수 값이 나와 오른쪽으로 절대치만큼 이동하고, 

레버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음수 값이 나와 왼쪽으로 절대치만큼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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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가변 저항 블록 

가변 저항 블록을 아날로그 1번 핀에, LED 블록을 디지털 4, 5, 6번 핀에 꽂아 줍니다.  

A1 

D4 

D5 

D6 

미션 
가변 저항 값이 0~300이면 LED를 모두 끄고, 300~600은 1개만,  

600~900은 2개만, 900이상은 모두 켜지게 합니다. 

04. LED 차례로 켜기 

준비물 : 메인보드, 가변 저항 블록, LED 블록 3개 

메인보드               가변 저항 블록                       LED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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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가변 저항 블록 

900이상 

600~900 

300~60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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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가변 저항 블록 

05. ‘도레미파솔라시도’ 소리 출력하기 

준비물 : 메인보드, 가변 저항 블록, 피에조 부저 블록, 

가변저항을 아날로그 1번 핀에, 피에조 부조를 디지털 4번 핀에 꽂아 줍니다. 

미션 
가변 저항 값에 따라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소리를 발생시켜 봅시다.  

소리는 4옥타브 C4~C5를 사용하였습니다.  

가변 저항 값 범위조건은 임의로 지정합니다. (0~1023) 

메인보드                       가변 저항 블록     피에조 부저 블록 

D4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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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가변 저항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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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9. 서보 모터 

02. 가변 저항과 서보 모터 사용하기 

준비물 : 메인보드, 가변 저항 블록, 서보 모터 

가변저항을 아날로그 1번 핀에, 서보 모터를 디지털 4번 핀에 꽂아 줍니다. 

메인보드                       가변 저항 블록           서보 모터 

핀 부분이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D4 

A1 

01. 서보 모터란? 

디지털 출력 부품에 해당합니다. RC등에 많이 쓰이는 모터로 각도제어가 가능해 RC나 로봇,  

가전제품 등의 동작제어를 위해 많이 사용됩니다. 조작 범위는 0~180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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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9. 서보 모터 

1 비율 맞추기 위한 조건식 

STEP 10. 초음파 센서 블록 

01. 초음파 센서란? 

디지털 입출력 부품에 해당합니다.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높은 주파수의 소리인 초음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용한 센서로 공기나, 액체, 고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의 트리거라는 부분에서는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에코라는 부분은 초음파를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트리거에서 초음파를 발생시킨 시간과, 에코에서 근처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

오는 초음파를 감지한 시간차를 계산하면 거리측정이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즉, 트리거는 디지털 출력, 에코는 디지털 입력을 담당합니다. 

미션 
가변 저항 값에 따라서 서보 모터 각도를 움직여 봅니다. 가변 저항 값(0~1023)과 

서보 모터 값(0~180)의 비례를 위해 ‘180/1023*저항 값’ 조건식을 만들고 반올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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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0. 초음파 센서 블록 

02. 

준비물 : 메인보드, 초음파 센서 블록 

초음파 센서 트리거를 디지털 4번 핀에, 에코를 디지털 5번 핀에 꽂아 줍니다. 

메인보드                          초음파 센서 블록 

02.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거리 값 확인하기 

D4 

D5 

트리거 에코 

미션 
측정된 거리 값을 저장할 ‘거리’라는 변수를 만들고, 0으로 초기화 시킵니다.  

초음파 센서 핀 설정 후 캐릭터가 계속해서 거리를 말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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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리 값 저장하기 위해 변수를 만들고 0으로 초기화 

2 
측정 값 변수에 저장 

3 출력 형태 설정 

실행시켜 보면 초음파 센서와 사물이 가까워지면 거리 수치가 내려가고,  

초음파 센서와 사물이 멀어지면 거리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03. 후방 탐지기 만들기 

준비물 : 메인보드, 초음파 센서 블록, 피에조 부저 블록 

메인보드                      초음파 센서 블록        피에조 부저 블록 

STEP 10. 초음파 센서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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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0. 초음파 센서 블록 

초음파 센서를 디지털 4, 5번 핀에, 피에조 부저를 디지털 6번 핀에 꽂아 줍니다. 

미션 2cm 이내로 사물이 가까이 있을 때 경고음을 내는 후방 탐지기를 만들어 봅시다. 

D4 

D5 

트리거 에코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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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1. 

01. 세븐 세그먼트란? 

디지털 출력 부품에 해당합니다. 표시 장치의 일종으로, 7개의 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7개의 획은 위와 아래에 사각형 모양으로 두 개의 가로 획과 두 개의 세로 획이 배치되어 있고,  

위쪽 사각형의 아래 획과 아래쪽 사각형의 위쪽 획이 합쳐진 모양입니다. 획들은 각각 꺼지거나  

켜져 여러 숫자나 문자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획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진수를 알아야 합니다. 

세븐 세그먼트 (FND) 블록 

※ 이진수 

우리가 알고있는 0부터 9의 숫자를 사용하는 10진수입니다. 2진수는 0과 1의 숫자만 사용합니다. 

십진수와 대응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십진수 1은 이진수 1로 대응됩니다. 십진수 2는 이진수 10 

으로 대응됩니다. 십진수 3은 이진수 11으로 십진수 4는 이진수 100으로 대응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1씩 더해질 때 수가 2가 된다면 앞자리로 자리올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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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D4 D3 D2 D1 

0 0 0 0 0 

1 0 0 0 1 

2 0 0 1 0 

3 0 0 1 1 

4 0 1 0 0 

5 0 1 0 1 

6 0 1 1 0 

7 1 1 1 0 

8 1 0 0 0 

9 1 0 0 1 

STEP 11. 세븐 세그먼트 (FND) 블록 

D1 D2 D3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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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1. 세븐 세그먼트 (FND) 블록 

02. 

준비물 : 메인보드, 세븐 세그먼트 블록 

세븐 세그먼트 1, 2, 3, 4번 핀을 디지털 4, 5, 6, 7번 핀에 꽂아 줍니다. 

메인보드                         세븐 세그먼트 블록 

02. 0~9 숫자 표시하기 

미션 
세븐 세그먼트 블록 LED에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표시해 봅니다. 숫자와 숫자  

사이에 기다리기 제어를 줍니다. 이진수의 0은 ‘LOW’, 1은 ‘HIGH’로 설정합니다. 

D4 

D5 

D6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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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1. 세븐 세그먼트 (FND) 블록 

0000 

0001 

0010 

0011 

0100 

0101 

0110 

0111 

1000 

1001 

0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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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1. 세븐 세그먼트 (FND) 블록 

03. 

준비물 : 메인보드, 세븐 세그먼트 블록, 스위치 블록 

세븐 세그먼트 1, 2, 3, 4번을 디지털 4, 5, 6, 7번 핀, 스위치를 8번 핀에 꽂아 줍니다. 

메인보드                         세븐 세그먼트 블록         스위치 블록 

스위치와 세븐 세그먼트 사용하기 

미션 
스위치를 누르면 세븐 세그먼트 블록 LED에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뜨게 합니다. 

9가 되면 다시 0으로 돌아가 무한 반복 되게 합니다.  

D4 

D5 

D6 

D7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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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1. 세븐 세그먼트 (FND)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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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2. 

01. 소리 센서란? 

아날로그 입력 부품에 해당합니다.  

외부의 소리에 반응을 하는 센서로 높낮이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음의 크기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소리 센서 블록 

02. 

준비물 : 메인보드, 소리 센서 블록 

메인보드                       소리 센서 블록 

소리 값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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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2. 소리 센서 블록 

소리 센서를 아날로그 1번 핀에 꽂아 줍니다. 

미션 주변에서 나는 소리의 값을 확인해 봅시다. 소리가 커질수록 큰 값이 출력됩니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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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2. 소리 센서 블록 

03. 소음 측정기 만들기 

준비물 : 메인보드, 세븐 세그먼트 블록, 소리 센서 블록 

소리 센서를 아날로그 1번 핀에, 세븐 세그먼트를 디지털 4,5,6,7번 핀에 꽂아 줍니다. 

미션 
소리 센서로 측정되는 값에 따라 세븐 세그먼트에 숫자를 출력시켜 봅니다.  

소리 크기가 커질수록 출력 숫자가 커지도록 합니다. 

메인보드                         세븐 세그먼트 블록         소리 센서 블록 

D4 

D5 

D6 

D7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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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2. 소리 센서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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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2. 소리 센서 블록 

03. 소음 측정기 만들기 2 

준비물 : 메인보드, 소리 센서 블록, 서보 모터 

소리 센서를 아날로그 1번 핀에, 세븐 세그먼트를 디지털 4,5,6,7번 핀에 꽂아 줍니다. 

미션 
소리 센서로 측정되는 값에 따라 서보 모터의 각도를 움직여 봅니다.  

소리 크기가 커질수록 움직이는 각도를 크게 합니다. 

메인보드                      소리 센서 블록           서보 모터 

A1 

핀 부분이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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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2. 소리 센서 블록 

STEP 13. 

01. 조이스틱 이란? 

아날로그 입력 부품에 해당합니다. 가변저항을 가로, 세로로 2개 합쳐놓은 것과 동일합니다.  

화면 위의 점을 앞, 뒤, 좌, 우, 또는 비스듬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레버식 입력 

장치로 지팡이 모양의 손잡이가 달려있습니다. 주로 비디오 게임에서 방향을 조작하는 손잡이로 

많이 사용됩니다. 

조이스틱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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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3.  조이스틱 블록 

※ 좌표 

좌표는 수직선을 사용합니다. 가로로 늘어놓은 수직선을 X좌표, 세로로 늘어놓은 수직선을 Y좌표

라고 합니다. 수직선을 1개 사용함으로써 수직선 위에만 수치 값을 표현할 수 있었던 반면, 수직선 

2개를 사용해서 좌표로 사용한다면 평면 어디든 수치 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변저항에서 수직

선 하나가 사용된다면 가변저항을 2개 합쳐놓은 조이스틱은 당연히 수직선을 2개로 합친 좌표에 

해당됩니다. 

아래의 그림은 스크래치를 사용하였을 때 보이는 실제 값 범위를 보여줍니다. X, Y 각 좌표의 값은 

0부터 1023으로 수직선과 반대방향으로 수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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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3.  조이스틱 블록 

02. 조이스틱 위치에 따른 값 확인하기 

준비물 : 메인보드, 조이스틱 블록 

조이스틱을 아날로그 0, 1번 핀에 꽂아 줍니다. 

미션 
조이스틱이 움직일 때 마다 이동하는 좌표값을 캐릭터가 말하게 합니다.  

값을 정확히 하기 위해 X값은 ‘(아날로그 1번 핀 값*-1)+513’,  

‘Y값은 (아날로그 0번 핀 값*-1)+510’ 조건식을 넣어 줍니다. 

메인보드                            조이스틱 블록 

A0 

A1 

X값 Y값 

70 



STEP 13.  조이스틱 블록 

실행해보면 조이스틱이 오른쪽으로 기울어 지면 X값이 증가하고, 왼쪽으로 기울어 지면 X값이 감소

합니다. Y값도 위로 기울어 지면 증가하고, 아래로 기울어 지면 감소합니다.  

03. 캐릭터 움직여보기 

준비물 : 메인보드, 조이스틱 블록 

메인보드                            조이스틱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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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3.  조이스틱 블록 

조이스틱을 아날로그 0, 1번 핀에 꽂아 줍니다. 

미션 조이스틱이 움직일 때 마다 캐릭터가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움직이게 합니다. 

A0 

A1 

X값 Y값 

72 



STEP 13.  조이스틱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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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4.  컬러 조명 (RGB LED) 블록 

01. 컬러 조명 이란? 

아날로그 출력부품에 해당합니다. 컬러 조명은 RGB LED로도 불리는데 RGB는 R(Red, 빨강색), 

G(Green, 녹색), B(Blue, 파랑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빨강, 녹색, 파랑 수치 값을 정할 수 있고 

그 값에 따라 다양한 색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 빛의 합성 

앞서 우리는 다양한 색을 이 RGB 수치 값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색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가산 혼합하여 다양하게 표현 가능합니다. RGB(255, 0, 0)값은 빨간색이

고, RGB(0,255,0)값은 초록색, 두 값을 합친 RGB(255, 255, 0)은 노란색으로 나타납니다. 

색상 RGB 

흰색 (255, 255, 255) 

빨간색 (255, 0, 0) 

초록색 (0, 255, 0)  

파란색 (0, 0, 255) 

노란색 (255, 255, 0) 

하늘색 (0, 255, 255) 

분홍색 (255, 0,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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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4.  컬러 조명 (RGB LED) 블록 

02. 가변 저항을 사용해 컬러 조명 켜기 

준비물 : 메인보드, 컬러 조명 블록, 가변 저항 블록 3개 

컬러 조명을 디지털 8, 9, 10번 핀에, 가변 저항을 아날로그 0, 1, 3번 핀에 꽂아 줍니다. 

미션 
가변 저항의 값을 조절하여 컬러 조명의 색상을 여러 가지로 바꿔 봅니다. 

가변 저항의 값 범위 0~1023가 컬러 범위 0~255가 되야 하므로 256을 나누는 

조건식을 넣어줍니다. 

메인보드                 컬러 조명 블록                  가변 저항 블록 

D8 

D9 

D10 

B  G  R 

A1 

A3 

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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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4.  컬러 조명 (RGB LED) 블록 

STEP 15. 

01. DC 모터란? 

아날로그 디지털 출력 부품에 해당합니다. 소음과 전력 소비가 낮고 속도제어가 세밀하게 가능한 

모터입니다. AC모터보다 수명이 짧은 단점이 있으며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단시간 사용에 적합합

니다. 또, DC모터는 +와 -를 바꾸면 역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를 이용해 하나의 핀으로는 모터

의 속력을 정하고 다른 두 핀으로 회전방향 및 멈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DC 모터 블록 

동작 PWM (속력) D1 D2 

멈춤 0~255 0 0 

시계 방향 0~255 1 0 

반 시계 방향 0~255 0 1 

멈춤 0~25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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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5. DC 모터 블록 

02. 바람개비 만들기 

준비물 : 메인보드, DC 모터 블록, 모터 블록, 바람개비 

DC 모터를 디지털 9,10,11번 핀에 꽂고, 모터를 DC 모터 핀에 꽂아 줍니다.  

바람개비는 모터 돌아가는 곳에 붙여 줍니다. 

메인보드                  DC 모터 블록          모터 블록                바람개비 

D9 

D10 

D11 

미션 
시계방향으로 3초 동안 낮은 속력으로 바람개비를 돌리고, 3초 멈추고,  

반 시계 방향으로 3초 동안 빠른 속력으로 바람개비를 돌려 봅니다.  

속력 값을 넣을 변수를 만들고,  동작 값의 1은 ‘HIGH, 0은 ‘LOW’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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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5. DC 모터 블록 

1 시계 방향, 낮은 속력 

2 반 시계 방향, 높은 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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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메인보드, 피에조 부저 블록, 서보 모터 

피에조 부저를 디지털 4번 핀에, 서보 모터를 디지털 5번 핀에 꽂아 줍니다. 

메인보드                     피에조 부저 블록         서보 모터 

미션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입력 받은 비밀번호를 확인하여 비밀번호가 맞으면 ‘딩동댕’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비밀번호가 틀렸다면 ‘땡’ 소리의 경고음이 나게 합니다. 

비밀번호는 ‘1234’로 설정합니다. 

CHAPTER 02 

핀 부분이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D5 
D4 

STEP 01. 비밀번호 확인 후 문 열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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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 모터 처음 각도를 ‘45도’로 맞춰줍니다. 비밀번호를 묻고 입력 받은 비밀번호를 저장하기 위해  

‘비밀번호’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STEP 01. 비밀번호 확인 후 문 열어주기 

아래와 같은 무대가 만들어 지게 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변수에 저장에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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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된 비밀번호가 맞는지 검사할 제어문으로 조건식을 넣어 줍니다. 비밀번호는 1234로 정했기 

때문에, 조건식 안에 수식은 ‘비밀번호는=1234’가 됩니다.  

STEP 01. 비밀번호 확인 후 문 열어주기 

비밀번호가 맞으면 5번 핀인 피에조 부저를 사용해 ‘딩동댕’소리를 낸 뒤 4번 핀인 서보 모터를 ‘180

도’로 돌려 문이 열리게 합니다. 비밀번호가 틀렸다면 피에조 부저에서 경고음 소리가 나게 합니다. 

이제 잘 동작할 수 있게 조건식 완성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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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비밀번호 확인 후 문 열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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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메인보드, LED 블록 3개 

메인보드                                               LED 블록 

미션 
레벨마다 출력되는 LED 순서를 기억한 뒤, 순서대로 입력하는 게임입니다. 

레벨 순으로 LED 출력 개수가 증가하고, 정답이 맞으면 레벨이 올라가게 합니다.  

틀리면 게임이 종료되고 기록이 보여지게 합니다. 

STEP 02. 영재게임 

LED를 디지털 4, 5, 6번 핀에 꽂아 줍니다. 

D4 

D5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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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서 진행해줘야 하는 과정 입니다.  

1) 랜덤으로 LED 핀 값을 정해 ‘LED 출력 순서’ 리스트에 값을 저장 

2) 리스트를 참고해 LED 값 출력 

3) 답을 입력했을 때 리스트와 검사해 판단 (맞으면 계속, 틀리면 게임 종료 후 기록 출력) 

4) 리스트 모두 삭제 

5) 레벨 증가 

‘레벨’ 변수를 만든 후 1로 초기화 해줍니다. 출력 순서를 저장할 ‘LED 출력 순서’ 리스트도 만들어 

줍니다. 리스트는 변수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길게 이어놓은 것입니다. 이 리스트는 입력되는  

답과 정답을 비교하는데 사용됩니다. 레벨만큼 값을 증가시키기 위한 ‘차례’ 변수를 만들어 줍니다.  

STEP 02. 영재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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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으로 LED핀 값을 정해 'LED 출력 순서‘ 리스트에 값을 저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1은 1개 

값 출력, 레벨2는 2개 값 출력, ..., 레벨N은 N개 값 출력으로 레벨에 따라 리스트에 저장되는 개수

가 정해지므로 '레벨'만큼 반복을 시킵니다. 무한 반복은 계속해서 게임을 진행시키기 위해 사용됩

니다. '차례'는 N레벨만큼 1부터 N까지 증가시켜 그 값을 이용해 처리하기 위한 단순변수입니다. 

STEP 02. 영재게임 

1 랜덤으로 LED 핀 값을 정해 리스트에 저장 

2 리스트를 참고해 LED 값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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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을 입력 할 때마다 리스트와 검사해 맞으면 계속, 틀리면 게임이 종료되도록 합니다.  

STEP 02. 영재게임 

3 
입력된 답과 리스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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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를 삭제해주고, 레벨을 증가시켜 게임이 계속 진행 될 수 있게 합니다. 

STEP 02. 영재게임 

4 리스트 삭제 

5 레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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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영재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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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메인보드, LED 블록 3개, 스위치 블록 3개 

메인보드                           LED 블록                                   스위치 블록 

미션 
앞에서 했던 문제와 비슷합니다. 출력되는 LED 순서를 기억한 뒤 해당하는 번호의 

스위치를 순서대로 눌러주는 게임 입니다. 레벨 순으로 LED 출력 개수가 증가하고, 

정답이 맞으면 레벨이 올라가고 틀리면 게임이 종료 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STEP 03. 스위치를 이용한 영재게임 

스위치를 아날로그 0, 1, 2번 핀에, LED를 디지털 4, 5, 6번 핀에 꽂아 줍니다. 

D4 

D5 

D6 

A2 

A0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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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스위치를 이용한 영재게임 

초반부는 앞의 문제와 똑같이 시작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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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스위치를 이용한 영재게임 

중간 부분은 스위치 입력을 받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다르게 짜야 됩니다.  

먼저 스위치 입력을 기다리는데 OR연산(또는)을 이용하여 스위치 3개중 어떤 것이 입력되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입력이 들어오면 해당 스위치에 따라 ‘입력’변수에 다른 값들이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0번 핀이 들어왔다면 빨강LED의 스위치에 해당하므로 ‘입력’변수를 4로 정합니다. 

‘입력’변수와 리스트를 검사하여 맞을 시 레벨을 증가시키고 틀렸을 시 게임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누르면 연속적인 0의 값이 입력되므로, 입력이 계속해서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0.2초 기다려 줍니다. 

아날로그 핀 설정 후, 스위치 입력을 기다리게 설정 1 

스위치에 입력이 들어오면 입력 변수에 값을 저장 2 

입력 변수와 출력 값 검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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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스위치를 이용한 영재게임 

후반부는 앞의 문제와 똑같이 마무리 해줍니다. 

리스트를 삭제해주고, 정답이 맞으면 레벨이 올라가 게임을 계속 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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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메인보드, LED 블록 4개, 조이스틱 블록 

메인보드                                    LED 블록                               조이스틱 블록 

미션 
이번에는 조이스틱을 이용해 위쪽을 파란색 LED, 아래쪽을 노란색 LED, 오른쪽 방

향을 빨간색 LED, 왼쪽 방향을 녹색 LED로 입력을 주어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STEP 04. 조이스틱을 이용한 영재게임 

조이스틱을 아날로그 0, 1번 핀에, LED를 디지털 4, 5, 6, 7번 핀에 꽂아 줍니다. 

D4 

D5 

D6 

A0 

A1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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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부는 앞의 문제와 똑같이 시작합니다. 다만 LED가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난수를 수정해줍니다.  

난수 범위 수정 1 

STEP 04. 조이스틱을 이용한 영재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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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스틱의 정확한 입력을 구분하기 위해 400과 -400을 구분할 상수로 잡습니다. 입력을 기다리는 

조건은 4가지로 나뉘고 위, 아래,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X, Y값을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 변수에 저장합니다. X, Y값에 따라 ‘입력’ 변수에 값들이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X값이 400이

상이라면 조이스틱 오른쪽 입력이 들어온 것이므로 빨강LED에 해당되어 ‘입력’ 변수를 4로 정합니

다. 그리고 조이스틱을 누르면 연속적인 값이 입력되므로, 입력이 계속해서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서 0.2초 기다려 줍니다. 

조이스틱 입력 값을 구분할 범위 지정, 기다림 설정 2 

X, Y 값 변수에 저장 3 

조이스틱 값이 입력되면, 입력 변수에 저장 4 

오른쪽, 빨간색 LED 

왼쪽, 녹색 LED 

위쪽, 파란색 LED 

아래쪽, 노란색 LED 

STEP 04. 조이스틱을 이용한 영재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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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변수와 리스트를 검사하여 맞을 시 레벨을 증가시키고 틀렸을 시 게임을 종료합니다. 

입력 변수와 출력 값 검사 5 

STEP 04. 조이스틱을 이용한 영재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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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메인보드, LED 블록 4개, 소리센서 블록 

메인보드                                    LED 블록                           소리센서 블록 

미션 
LED 블록을 케이크 위의 촛불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소리센서에 바람을 불어 소리 세기 크기에 따라 LED가 꺼지도록 합니다. 

STEP 05. 케이크 촛불 끄기 

소리센서를 아날로그 1번 핀에, LED를 디지털 4, 5, 6, 7번 핀에 꽂아 줍니다. 

D4 

D5 

D6 

A1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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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LED 모두 켜기 1 

STEP 05. 케이크 촛불 끄기 

소리 크기에 따라 LED 끄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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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메인보드, 컬러 조명 블록, 소리센서 블록 

메인보드                     컬러 조명 블록          소리센서 블록 

미션 
도서관이나 조용히 해야 하는 공공장소에 설치할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합시다. 

주변이 매우 시끄러울 때는 빨간색 경고표시를, 조금 시끄러울 때는 노란색 주의 표

시를, 조용할 때는 파란색 불이 켜지게 합니다.   

STEP 06. 소리에 따라 변하는 컬러 조명 

소리센서를 아날로그 1번 핀에, 컬러 조명을 디지털 8, 9, 10번 핀에 꽂아 줍니다. 

D8 

D9 

D10 

B  G  R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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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소리에 따라 변하는 컬러 조명 

소리가 경고단계일 경우 (아날로그 핀 값이 600초과) RGB값을 255, 0, 0을 보내 빨간색을 출력시

킵니다. 주의단계일 경우 (아날로그 핀 값이 200초과) RGB값을 255, 255, 0을 보내 노란색을 출

력시키고, 그 외 상태라면 RGB값 0, 0, 255을 보내 파란색을 출력시킵니다. 노란색을 출력시키기 

위해서는 앞에서 공부한 빛의 합성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리 세기>600 

빨간색 출력 
1 

소리 세기>200 

노란색 출력 
2 

소리 세기<200 

파란색 출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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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메인보드, 소리 센서 블록, DC 모터 블록, 모터 블록, 바람개비 

메인보드        소리 센서 블록     DC 모터 블록        모터 블록              바람개비 

미션 
소리 센서 값에 따라 바람개비의 속력을 조절해 봅니다.  

소리 센서 값이 0이면 바람개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STEP 07. 소리에 따라 바람개비 속도 변경하기 

소리 센서를 아날로그 1번 핀에, 컬러 조명을 디지털 8, 9, 10번 핀에 꽂아 줍니다. 

D9 

D10 

D11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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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소리에 따라 바람개비 속도 변경하기 

소리센서가 읽어온 값이 0이라면 바람개비를 멈추게 합니다. 만약, 0이 아니라면 읽어온 값에 따라 

'속력‘ 변수 값을 저장하고 변수 값에 맞춰 시계방향 회전 시킵니다. 

'속력‘ 변수 값을 정할 때, 소리센서가 읽어올 수 있는 값은 600이상이므로 0~255값을 줄 수 있는 

모터와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이때, 나머지 연산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나머지 연산을 사용하면 

아무리 큰 값이라도 N으로 나눈 나머지는 0~(N-1)값을 가지게 되므로, 아래와 같은 연산식을 사용

하게 됩니다. 

소리 세기=0, 멈춤 1 

2 
비율 맞추기 위한 나머지 연산식 

소리 세기에 따른 속력, 시계방향 회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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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메인보드, 발기 센서 블록, 피에저 부저 블록 

메인보드                     밝기 센서 블록       피에조 부저 블록 

미션 
도난 방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니다. 밝기 센서 위에 보물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도둑이 센서 위의 보물을 훔쳐간다면 그 즉시 피에조 부저가 울리게 합니다.  

STEP 08. 밝기에 따른 도난 방지기 

밝기 센서를 아날로그 1번 핀에, 피에조 부저를 디지털 4번 핀에 꽂아 줍니다. 

D4 

A1 

103 



STEP 08. 밝기에 따른 도난 방지기 

미션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 생각해보겠습니다. 

밝기 값이 낮아져 경고음이 출력되는 것을 ‘경고’ 변수 값 1로 정합니다.  

그리고 경고를 해제시킬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봅니다. 

버튼을 누르면 ‘경고’ 변수 값이 0이 되고, 모든 동작이 멈추게 합니다. 

여기서 ‘경고’변수는 0과 1값만 저장되는 아날로그 값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참(1) 혹은 거짓(0)의 

값만 저장됩니다. 기본 상태에서는 0의 값을 가지고 있지만, 도난이 밝혀지면 변수 값이 1으로 변경 

및 경고가 발령되고, 상황정리 후 녹색 버튼을 누르면 다시 변수 값이 0으로 다시 변경 및 경고가 해

제되고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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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밝기에 따른 도난 방지기 

관리자가 버튼을 눌렀을 때를 인식하기 위해 새 이벤트를 정의합니다. 이 이벤트가 발생하면 ‘경고’

변수를 다시 0으로 되돌려 경고를 해제하고 울리던 경고음을 종료합니다.  

경고음을 해제할 버튼 스프라이트 

새 이벤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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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9. RC 카 

RC카 보드에 연결되는 핀의 기본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좌측 모터 : MOTOR1핀 

   우측 모터 : MOTOR2핀 

   좌측 LED : D9핀 

   우측 LED : D10핀 

 

MOTOR1 데이터 핀번호 

   -D6핀(전류조절) 

   -D7핀(정방향 출력) 

   -D8핀(역방향 출력) 

 

MOTOR2 데이터 핀번호 

   -D11핀(전류조절) 

   -D12핀(정방향 출력) 

   -D13핀(역방향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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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9. RC 카 

준비물 : 메인보드, LED블록 2개, RC 카 

메인보드                          LED 블록                                 RC 카 

미션 
버튼을 만들어서 원격으로 RC 카를 조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합시다. 

RC 카는 앞, 뒤, 좌, 우 움직일 수 있으며 정지 버튼을 이용해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

다. 이는 엠블록 상에서 버튼을 만들어서 이용하고, 좌측 버튼을 누를 시 RC 카에 부

착된 파랑LED에 불빛이 들어오고 우측 버튼을 누를 시 RC 카에 부착된 빨강LED에 

불빛이 들어오게 만들어 봅시다.  

메인보드에 RC 카 보드를 꽂고, LED 블록을 양 옆에 꽂아 줍니다.  

(사진 속 조이스틱은 생략합니다.) 

메인 보드 

RC 카 보드 

107 



STEP 09. RC 카 

크게 4가지 순서로 진행 됩니다.  

1)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정지 버튼 배치 

2) LED 제어 

3) 모터 제어 

먼저 다섯개의 버튼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각 버튼마다 이벤트를 만들어 즉, ‘스프라이트를 클릭했

을 때’ 이벤트를 만들어 코드를 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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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9. RC 카 

사용하는 핀은 좌측, 우측 LED는 디지털 9, 10번 핀, 좌측 모터는 디지털 6, 7, 8번 핀, 우측 모터는 

디지털 11, 12, 13번 핀 입니다. 모터는 DC 모터 작동과 동일합니다. 

두번째로 각각의 스프라이트를 클릭해서 LED를 설정해 줍니다.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파란색 LED

가 켜지고,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빨간색 LED가 켜지게 합니다. 

파란색 LED 켜기 1 빨간색 LED 켜기 2 

LED 끄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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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9. RC 카 

마지막으로 RC 카 모터 작동을 제어합니다. 멈춤 버튼을 누르면 모터를 모두 멈추고,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왼쪽 모터를 멈추고 오른쪽 모터를 시계 방향으로 켜서 왼쪽으로 돌 수 있게 합니다. 반대로,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오른쪽 모터를 멈추고 왼쪽 모터를 시계 방향으로 켜서 오른쪽으로 돌 수 

있게 합니다. 또 앞쪽 화살표를 누르면 왼쪽, 오른쪽 모터를 모두 시계 방향으로 켜고, 뒤쪽 화살표

를 누르면 왼쪽, 오른쪽 모터 모두 역방향으로 켭니다. 전류 조절 핀의 데이터 100은 단순 속력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모터 시계 방향 3 

왼쪽 모터 끔 2 

오른쪽 모터 끔 4 

왼쪽 모터 시계 방향 3 

왼쪽, 오른쪽 모터  

시계 방향 

5 

왼쪽, 오른쪽 모터  

반 시계 방향 

6 

왼쪽, 오른쪽 모터 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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