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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피지컬 컴퓨팅
1. 센서보드의 활용

1 센서보드의 이해 및 활용하기

학습 개요

센서보드�드라이버를�설치하고�엔트리�프로그램에서�연결할�수�있다.

센서보드의� 특징과� 종류를� 알� 수� 있으며� 각� 센서� 별� 엔트리� 프로그램에서�

활용�방법을�알� 수� 있다.

Ⅰ 센서보드 소개

  센서보드란 소리, 빛, 버튼, 슬라이드 등 외부의 자극을 감지할 수 있는 보조 장치

다. 이 센서를 키보드 대신 입력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센서보드를 이

용하면 빛에 따라 식물에 물을 줘야 할 때를 알려 주는 알람을 만들 수 있다. 즉, 프

로그래밍이 컴퓨터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현실 세계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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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센서보드(코드이노)의 구성

  코드이노는 버튼(Button) 센서, 슬라이더(Slider) 센서, 소리(Sound) 센서, 빛(Light) 

센서, 저항(Resistance) 센서, 3축 센서(3-Axi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센서는 키보

드나 마우스를 대신하여 입력장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센서는 빛이나 소리와 

같은 것들을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여 전달해주는 센서입니다. 이렇

게 변환된 센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버튼(Button) 센서 : 버튼이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판단하여 알려줍니다.

⚫ 슬라이더(Slider) 센서 : 슬라이더가 움직인 위치를 0~1023까지의 값으로 입력 받습니다.

⚫ 소리(Sound) 센서 : 스피커를 통해 들리는 소리를 0~1023까지의 값으로 입력 받습니다.

⚫ 빛(Light) 센서 : 주변의 빛을 0~1023 값으로 입력 받습니다.

⚫ 저항(Resistance) A~D 센서 : 저항을 0~1023까지의 값으로 입력 받습니다. 이때, 저항

이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 3축 센서(3-Axis) : X, Y 축의 값을 –90~90, Z축의 값을 –90~0까지 입력받습니다.

저항(0~1023)
아날로그 3,4,5,6번빛센서(0~1023)

아날로그 1번

소리센서
(0~1023)

아날로그 0번

3축 센서(-90~90)
아날로그 3,4,5번

슬라이더
(0~1023)

아날로그 2번

버튼
디지털 4번

LED
디지털 13번

딥스위치1 딥스위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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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이노 설정하기(딥스위치 사용하기)

⚫ 코드이노를 센서보드로 사용하기

  센서보드로 설정하면 코드이노에 포

함되어 있는 다양한 센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이노를 센서보드로 설정

하려면 딥스위치-1과 딥스위치-2를 모

두 ‘S’에 위치하도록 설정합니다.

⚫ 3축 센서 사용하기

  센서보드의 저항-A~저항-D를 대신하

여 3축 센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센

서보드를 3축 센서로 사용하려면 딥스

위치-1은 모두 ‘S’로 설정하고 딥스위치

-2의 모든 스위치는 ‘G’로 위치하도록 

설정합니다.

Ⅱ 센서보드(코드이노)와 엔트리 연결해보기 – 온라인 에디터 기준

1. 크롬 브라우저 주소 입력창에 

http://play-entry.com을 입력하여 

엔트리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또

는 검색창에 ‘엔트리’를 검색하여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상단 메

뉴의 ‘만들기’ - ‘작품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2. 블록 꾸러미의 ‘하드웨어’- ‘연결 

프로그램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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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라우저 좌측 하단에서 다운로

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파일을 클

릭하여 실행합니다.

4. ‘엔트리 설치’화면이 표시되면 ‘다

음’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5. ‘설치’를 클릭하여 프로그램 설치

를 진행합니다.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엔트리 하

드웨어’라는 단축아이콘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6. ‘엔트리 하드웨어’ 프로그램을 실

행시켜 여러 하드웨어 중 ‘코드

이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코드

이노 보드를 USB 케이블을 이용

하여 PC와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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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코드이노 보드를 처음 설치하는 

경우 ‘드라이버 설치’를 클릭하여 

설치를 진행합니다. 드라이버 설

치 과정은 이후에는 필요하지 않

습니다.

8. 장치 드라이버 설치 마법사가 실

행되면 ‘다음’, ‘다음’, ‘마침’ 버튼

을 클릭하여 드라이버를 설치합

니다.

9. 자동으로 펌웨어가 업로드 되고 

완료되면 ‘연결 성공’이라는 메시

지가 표시됩니다.

10. 브라우저에서 하드웨어가 연결되

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으

면 ‘하드웨어’-‘하드웨어 연결하

기’를 클릭합니다. ‘코드이노에 연

결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

께 코드이노에 사용되는 명령 블

록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코드이노 보드를 활용하여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엔트리 하드웨어’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해야 하며 프로그래밍을 하는 동안 ‘엔트리 하드웨어’ 프

로그램을 종료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코드이노 이외의 다른 하드웨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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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빛의 양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는 전구

학습 개요

조건에 따라 오브젝트의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다.

빛 센서의 기능과 센서값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빛 센서값에 따라 전구가 켜지고 꺼지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Ⅰ 문제 설계하기

01  사용되는 센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02  어떤 흐름으로 실행이 될까요?(시각화해보기)

03  어떤 명령어 블록들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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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센서 알아보기

01  센서 위치 및 모양 알아보기

  

02  센서값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코드 작성하기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센서값이 얼마인

지 계속 확인하기 위해 「계속 반복하기」와 「~을 

말하기」 블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빛 센서 값」 

블록을 넣어 코드를 작성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 한 후 빛 센서를 손으로 가렸다가 가리지 않

았다가를 반복하면서 값을 확인합니다. 빛 센서의 값은 0(밝음) ~ 1023(어두움)의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Ⅲ 작품 만들기

강의 바로가기 https://goo.gl/YoxC5T

01  조건 구조 만들기

  조건에 따라 두 가지로 동작하기 위하여 「만일 ~이라면, 

아니면」 블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조건 판단은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계속 반복하

기」 블록 안으로 넣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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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밝기에 따라 전구 켜고 끄기

  주변의 밝기 정도를 판단하는 블록을 만들

어줍니다. ‘빛 센서 값 > 500’이라는 것은 즉, 

어둡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이 값은 주

변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판단」 

블록과 「센서 값」 블록을 사용하여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어두울 때(센서값>500)는 꼬마전구의 모양

을 ‘켜짐’으로 밝을 때(센서값≤500)는 모양을 ‘꺼짐’으로 바꾸도록 코드를 작성합니다.

오브젝트 완성된 코드

Ⅳ 작품 발전시키기

조 건 완료(O)

1

빛 센서값이 500이상인 경우 코드이노의 L로 표시된 LED가 켜지

고 그렇지 않은 경우 L로 표시된 LED가 꺼지도록 만들기(L로 표시

된 LED는 디지털 13번 포트임)



- 9 -

03 소리의 크기를 그래프로 시뮬레이팅하기

학습 개요

그리기 기능을 활용하여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소리 센서의 기능과 센서값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소리 센서 값에 따라 그래프를 그리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Ⅰ 문제 설계하기

01  사용되는 센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02  어떤 흐름으로 실행이 될까요?(시각화해보기)

03  어떤 명령어 블록들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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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센서 알아보기

01  센서 위치 및 모양 알아보기

  

02  센서값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코드 작성하기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센서값이 얼마인지 

계속 확인하기 위해 「계속 반복하기」와 「~을 말하

기」 블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소리 센서 값」 블록

을 넣어 코드를 작성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 

한 후 소리 센서 가까이에 소리를 내어 봅니다. 소리 

센서의 값은 0(소리 작음) ~ 1023(소리 큼)의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Ⅲ 작품 만들기

강의 바로가기 https://goo.gl/iq1xoz

01  오브젝트(연필) 최초 시작 설정하기

  연필 오브젝트의 최초 시작 위치와 그리기 

준비를 설정합니다. 프로그램 실행 시 연필 오

브젝트의 시작 위치를 좌측 하단으로 해주기 

위하여 「X : ~ Y : ~ 위치로 이동하기」 블록

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려졌던 그래

프를 지운 뒤 붓의 색과 굵기를 정하여 그리

기 시작 준비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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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그래프 그리기

  연필 오브젝트의 Y축 좌표는 소리센서의 값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센서값이 

범위는 ‘0~1023’인 반면에 화면에서 Y축의 범위는 ‘–135 ~ 135’이므로 다음과 같이 변환

을 시켜주어야 합니다.(연필 오브젝트가 화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적당한 값으로 변환)

  X축 좌표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변하면 되므로 「X좌표를 ~만큼 바꾸기」 블록을 사

용하여 ‘1’만큼씩 바꾸도록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연필 오브젝트가 그래프 화면 밖으로 나가면(X 좌표값 > 123) 모든 코드

를 멈추고 그래프 그리기를 멈추도록 해줍니다.

오브젝트 완성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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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수평계 만들기

학습 개요

변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3축 가속도 센서의 값의 변화를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다.

3축 가속도 센서를 활용하여 수평계를 만들 수 있다.

Ⅰ 문제 설계하기

01  사용되는 센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02  어떤 흐름으로 실행이 될까요?(시각화해보기)

03  어떤 명령어 블록들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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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센서 알아보기

01  딥스위치 설정하기

  

  센서보드의 저항-A~저항-D를 대신하여 3축 센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센서보드를 3

축 센서로 사용하려면 딥스위치-1은 모두 ‘S’로 설정하고 딥스위치-2의 모든 스위치는 

‘G’로 위치하도록 설정합니다.

02  센서값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코드 작성하기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센서값이 얼마인지 계속 확인하기 위해 「계속 반복하

기」와 「~을 말하기」 블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3축 가속도 센서 X축의 센서 값」 블록

을 넣어 코드를 작성합니다. 시작

하기 버튼을 클릭 한 후 코드이

노 보드를 손에 잡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변화하는 값을 확인합

니다. Y축의 센서 값도 동일하게 

변화하는 값을 확인합니다.

Ⅲ 작품 만들기

강의 바로가기 https://goo.gl/3Dz3tV

01  변수 만들고 센서값 저장하기

  [속성] - [변수] - [변수 추가]를 

통해 변수 X축, Y축을 만들어 줍

니다. 그리고 (3축 가속도센서 X축

의 센서값)을 (X축) 변수에 저장해

줍니다. 같은 원리로 (Y축) 변수 

값도 정해줍니다. 그리고 시간 변화에 따른 센서 값이 계속 변수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계속 반복하기」 블록 안에 넣어 결합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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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Y축 수평계 이동위치 정하기

  Y축 수평계의 위치를 센서 값에 따라 움직이도록 만들어 줍니다.

  우선 수평계의 최초 위치를 정해줍니다. (X : 82, Y : 0) Y축 수평계는 세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므로 Y 위치를 (센서의 Y축 값)에 따라 이동하도록 만들어줍니다.

03  Y축 수평계 이동범위 제한하기

  센서 값에 따라 움직이는 Y축 수평계의 위치가 그려진 오브젝트 범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 일정 값보다 커지거나 작아졌을 때 특정위치

로 이동하도록 하면 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Y축 값

이 47보다 클 때 Y는 47 위치로 이동하게하면 (Y축 센서의 값)이 아무리 커져도 Y축 47

의 위치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Y축 수평계의 상하 이동범위를 제

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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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X축 수평계 이동위치 및 이동범위 제한

  X축 수평계 오브젝트의 이동위치 및 이동범위의 제한도 Y축과 같은 원리로 코드를 작

성해 줍니다. 최초 시작 위치는 (X : 0, Y : 0)이며, 이동 범위는 (-56 ~ 56)입니다.

오브젝트 완성된 코드

<X-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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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젝트 완성된 코드

<Y-수평>

Ⅳ 참고사항

  코드이노의 USB 케이블 연결 부분을 손으로 쥐고 슬라이드 막대가 위쪽에 자리하고 

있을 때 좌우가 코드이노 3축센서의 X값이고 상하가 Y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