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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비트 구매처 소개
마이크로비트키트와 함께 이용하시면 조금 더 학습하기 쉽습니다.
책에서 소개된 마이크로비키트는 다음 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키트명 코딩 교육용 BBC micro:bit 마이크로비트 
스타터 키트 / 마이크로비트 맛보기

구매처 http://mechasolution.com



마이크로비트 

기초

마이크로비트(micro:bit)란?

마이크로컨트롤러란?

마이크로비트 구성



마이크로비트 기초

마이크로비트(micro:bit)란?1-1

2

마이크로비트는�사물인터넷�기반의�초등/중등�교육을�위한�보드로,  외부�입출력을�위 
한�다양한�단자를�제공합니다. 현재�교육용으로�많이�사용되는�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와는�전혀�다른�방식으로�다양한�전자�부품을�연결할�수�있습니다. 마이크로비트에는�나 
침반�센서, 온도�센서, 가속도�센서�등을�내장하고�있어�추가적인�부품을�연결하지�않아 
도�다양하게�사용할�수�있습니다. 또한, 통신을�위한�블루투스 4.0(BLE)을�내장하고�있어 
블루투스�모듈�없이�스마트폰�및�스마트기기와�연동�할�수�있습니다.

마이크로비트는�파이썬과�같은�프로그램�언어를�사용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개 
발한�자바스크립트�기반의�자바스크립트�블록�에디터를�이용해�프로그래밍하여�사용 
할�수�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블록�에디터의�경우�국내�초등/중등�소프트웨어�교육 



마이크로컨트롤러란?1-2

32-bit ARM ®Cortex ™M0 CPU
16K RAM 16MHz with Bluetooth Low Energy

3

에서�사용되고�있는�스크래치와�비슷한�개발환경으로�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보다�쉽 
게�프로그래밍을�할�수�있는�장점을�가집니다.

마이크로비트는�물론�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등의�교육용�보드에는�마이크로컨트롤 
러라는�작은�칩이�내장되어�있습니다. 마이크로컨트롤러는�사람으로�비유하면 ‘두뇌’와 
같은�역할을�수행하며, 입력받은�프로그램을�저장하고�실행시키는�역할을�합니다. 마이 
크로컨트롤러를�개별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는�오실레이터, 저항, 커패시터�등과�같은 
여러�가지�전자부품을�연결해주어야�하므로�사용하기에�불편합니다. 하지만�마이크로 
비트,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와�같은�교육용�보드는�마이크로컨트롤러를�중심으로�필 
요한�전자부품을�연결하여�하나의�보드로�만들어�사용하기�쉽게�만들어졌습니다. 



마이크로비트 기초

마이크로컨트롤러는�굉장히�똑똑하면서도�한편으로는�조금�부족합니다. 그�이유는�정 
해진�일밖에�처리하지�못하기�때문입니다. 마이크로컨트롤러를�살펴보면�여러�개의�다 
리가�나와�있는�것을�볼�수�있습니다. 각각�다리는�정해진�일을�수행하며�그�밖에�일은�처 
리하지�못합니다. 예를�들어서�디지털�신호를�처리할�수�있는�다리와�아날로그�신호를 
처리할�수�있는�다리가�각각�정해져�있기�때문에�일을�시키기�전에�미리�알아보고�일을 
주어야�합니다. 이때�확인하는�것이�핀맵입니다. 핀맵은�각각의�다리가�할�수�있는�일을 
나열해서�보여줍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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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0V 0V / ground

Name

0V

Special funtion pin

3V

Digital input / output

Analogue input / digital IO

Digital input 
( shared with a button)

Digital output 
( shared with LED matrix)

Description

0V 0V 0V / ground

21 0V 0V / ground

20 SDA Serial data pin connected to the
magnetometer & accelerometer

19 SCL Serial clock pin connected to the 
magnetometer & accelerometer

18 3V 3V / positive supply

3V 3V 3V / positive supply

17 3V 3V / positive supply

16 DIO General purpose digital IO 
(P16 in editors)

15 MOSI Serial connection - Master Output
/ Slave Input

14 MISO Serial connection - Master Input
/ Slave Output

13 SCK Serial connection - Clock

2 PAD2 General purpose digital / analogue 
IO (P2 in editors)

12 DIO General purpose digital IO 
(P2 in editors)

11 BTN_B Button B - Normally high, going
ow on press (Button B in editors)

10 COL3 Column 3 on the LED matrix

9 COL7 Column 7 on the LED matrix

8 DIO General purpose digital IO 
(P8 in editors)

1 PAD1 General purpose digital / analogue 
IO (P1 in editors)

7 COL8 Column 8 on the LED matrix

6 COL9 Column 9 on the LED matrix

5 BTN_A Button A - Normally high, going
low on press (Button A in editors)

4 COL2 Column 2 on the LED matrix

0 PADO General purpose digital / analogue 
IO (P0 in editors)

3 COL1 Column 1 on the LED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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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성능�등이�다른�다양한�종류의�마이크로컨트롤러를�시중에서�구할�수�있으며, 그 
중�마이크로비트는 16MHz의 ARM Cortex-M0라는�이름의�마이크로컨트롤러를�내장 
하고�있습니다.

분류 아두이노
BBC

micro:bit
라즈베리

파이
인델

갈릴레오
엔비디아 젯슨

(Jetson)
삼성 아틱
(ARTIK)

주요
모델

Uno(우노)
R3

micro:bit RPi3 B GALILEO
GEN 2

Jetson TK1 ARTIK 5

가격 $24.95 ￡13 ($16) $35 $70 $192 $99

CPU
ATmega
328P

ARM
Cortex
-M0

ARM Cortex
-A5 64 bit 
쿼드코어

Quark SoC
X1000

Cortex-A15
쿼드코어 테그라
 K1 192코어

Exynos
Cortex-A
7 듀얼코어

16MHz 16MHz 1.2GHz 400MHz 2.3GHz 1GHz

메모리 2KB 16KB 1GB 256MB 2GB 512MB

저장
공간

32KB 256KB micro SD 카드 micro SD 
카드

내장 16GB/
SD 카드, 
SATA

내장 4GB/
micro SD 
카드

이더넷 없음 없음 10/100M 10/100M 10/100/
1000M

지원

USB 없음 없음 4x USB 2.0 1x USB 2.0 1x USB 2.0 1x USB 
2.0

비디오
출력

없음 없음 HDMI,
컴포지트

없음 HDMI 없음

오디오 없음 없음(P0 단
자로 지원)

HDMI,
아날로그

없음 HDMI,
아날로그

아날로그

리눅스 미지원 미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무선 
통신

없음 블루투스
(BLE)

무선랜,
블루투스

없음 없음 무선랜,
블루투스,
ZigBee

비고 간단한
개발환경

다양한
개발환경과
레퍼런스

다양한
레퍼런스

저전력,
아두이노와의
호환

강력한 성능과
CUDA 지원의
GPU

보안 및
산업계 인증



마이크로비트 기초

6

01

01

LED
밝기�조절이�가능한 5x
5 LED 매트릭스입니다.
LED 매트릭스는�디스플
레이�용도�뿐만�아니라 
광센서�역할도�합니다.

05

05 A 버튼
프로그래밍을�통해�사용할 
수�있는�푸쉬버튼으로�게
임및�음악�컨트롤을�위해 
사용�할�수�있습니다.

02 B 버튼
기계적인�특징은 A 버튼
과�같습니다. 

04 3V, GND 
전원�공급을�필요로하는�외부 
기기(전동�모터�등)에�전원을 
공급하는데�사용합니다. 

마이크로비트 구성1-3

마이크로비트의 전면

03 04

02

03 I/O 핀
악어클립/ 케이블을�사용
해서�외부�하드웨어(센서 
등)와�연결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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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USB 소켓  
제작한�프로그램은 USB 케이블을 
통해�마이크로비트로�다운로드�할 
수�있습니다.

03 상태표시�램프  
시스템에서�사용자에게�무언
가�알릴�상황이�있으면�노란
색 LED 램프가  깜빡입니다. 

05 재시작�버튼 
마이크로비트를�재시작
할�때�사용합니다.  
 

06 배터리�소켓 
외장�배터리�팩을�연결하
는데�사용합니다. 

04 마이크로컨트롤러

07 가속도/지자기�센서
속도�변화, 자기장�감지, 방향�검출 
등이�가능합니다

마이크로비트의 후면

01

04

07

02

03

05 06

01 저전력�블루투스 
안테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혹 PC 
등 BLE 안테나를�가진�다른 
기기들과�정보를�주고�받을 
수�있어�사물인터넷 (IoT)을 
위한� 프로그래밍에도� 활용 
할�수�있습니다.

256kB의�플래시�메모리와 
16kB의 RAM을�내장하고 
있습니다. 온도�센싱이�가능 
한�마이크로�컨트롤러를�내 
장�한�것은  마이크로비트의 
또�다른�숨은�기능입니다.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개요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살펴보기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의 코딩 블록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시작하기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개요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개요2-1

마이크로비트는�마이크로소프트의�자바스크립트�블록�에디터를�사용하여�프로그래밍 
할�수�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블록�에디터는�블록과�자바스크립트�두�가지�방식을�제공 
하는데, 블록은�초등/중등�학생들이�프로그래밍을�쉽게�할�수�있도록�마우스를�사용하 
여�블록을�연결하는�방식으로�다양한�프로그래밍을�할�수�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경 
우�기본적으로�스크립트�기반의�프로그래밍�언어에�대한�이해가�필요하기�때문에�프로 
그래밍�비전공자나�초등학교�학생들이�사용하기에�다소�어려울�수�있습니다. 이�책에서 
는�비전공자들을�위해�블록을�이용하여�프로그램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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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micro:bit 홈페이지(http://microbit.org)에�접속합니다.

자바스크립트�블록�에디터를�사용하는 
방법에�대해�먼저�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01

홈페이지�메인�화면�상단에�카테고리가�보일�것입니다. 
그중 ‘Let’s Code’ 버튼을�클릭하면�다음�화면으로�넘어갑니다.

02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개요

JavaScript Blocks Editor(자바스크립트�블록�에디터) 아래쪽의 
‘Let’s Code’ 버튼을�클릭합니다.

03

※ 어떤�개발환경을�사용하여�프로그래밍�할�것인지를�선택하는�화면입니다. 살펴보면 
Java Script Blocks Editor(자바스크립트�블록�에디터)를�사용하여�프로그래밍을�할�것 
인지�아니면 Python Editor(파이썬�에디터)를�사용하여�프로그래밍을�할�것인지를�물어 
보고�있습니다. 사용자가�원하는�방식의�프로그램을�선택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12



자바스크립트�블록�에디터�언어�설정 (한국어로�변경)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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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개요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살펴보기

2-2

자바스크립트�블록�에디터�화면은�각각의�기능을�가지는�영역으로�구분되어�있고, 아래 
그림을�보면�어떠한�영역이�있는지를�확인할�수�있습니다.

상단의 메뉴 영역

코딩창

코딩 블록

화면 하단 영역 에뮬레이터

14



상단의 메뉴 영역

프로젝트�찾아보기

프로젝트�공유하기

코드�변환 도움말

환경설정

01 03 04

02 05

01 프로젝트 
찾아보기 _ 

새로운�프로젝트를�생성하거나�기존에�미리�작업해�두었던�프로젝트를 
불러오는�기능을�합니다. 또한, 마이크로비트에서�제공하는�여러�가지 
예제�프로젝트�파일을�불러올�수�있습니다. 

02 프로젝트 
공유하기 _ 

작성한�프로젝트를�다른�사람과�공유할�수�있도록�홈페이지에�등록할�수 
있습니다.

03 코드변환 _ 프로그램�코딩�환경을�블록�및�자바스크립트로�변환합니다. 이때�편집 
영역에서�작성된�코드는�자동으로�해당�언어로�변경됩니다.

04 도움말 _ 자바스크립트�블록�에디터의�여러�가지�정보를�제공합니다.

05 환경설정 _ 프로젝트�설정, 프로젝트�삭제, 언어�선택�등�자바스크립트�블록�에디터 
를�사용자의�필요에�맞게�설정할�수�있습니다.

15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개요

화면 하단 영역 

다운로드 다시하기

확대, 축소

01

되돌리기03

04프로젝트�이름�설정02

05

01 다운로드 _ 작성된�프로그램을�마이크로비트에�업로드하기�위해 Hex 파일을�다운 
로드�합니다.

03 되돌리기 _

02 프로젝트 
이름�설정 _ 

프로젝트�이름을�변경할�수�있고�현재�상태를�저장할�수�있습니다.

편집�창에�작성한�내용을�이전�단계로�되돌리는�기능을�합니다.

04 다시하기 _ 이전�단계로�되돌렸던�내용을�앞�단계로�다시�돌리는�기능을�합니다.

05 확대, 축소 _ 편집�영역을�확대하거나�축소하는�기능을�합니다.

에뮬레이터

코딩을�완료한�후�에뮬레이터�아래의�조정�버튼을 
통해�프로그램�실행�결과를�미리�확인�할�수�있고 
방위센서, 가속도센서를�사용하여�흔들기에�대한 
에뮬레이션�기능을�확인할�수�있습니다.

16



코딩 블록

‘코딩�블록’ 영역은�자세하게�다루어야�되는�부분이기�때 
문에�뒤쪽에서�다시�언급하도록�하겠습니다. 화면�중간 
에�위치한�편집�영역은�코딩�블록에서�선택된�블록이�놓 
이는�영역으로�사용자의�필요에�따라�블록을�편집하여 
프로그램을�제작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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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개요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의 코딩 블록

2-3

자바스크립트�블록�에디터를�사용하기�위해서는�각�블록의�기능에�대해�알고�있어야�합 
니다. 자바스크립트�블록�에디터는�기본적으로 “기본”,  “입력”,  “소리”,  “LED”,  “라디오”,
“반복”,  “논리”,  “변수”,  “계산”,  “고급”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18



“고급” 버튼을�누르면 “함수”,  “배열”,  “문자열”,  “게임”,  “이미지”,  “핀”,  “시리얼”,  “고급제 
어” 블록이�추가로�나타납니다. 또한, 자바스크립트�블록�에디터는 “패키지�추가”를�통해 
“디바이스”와 “블루투스” 블록을�추가해서�사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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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개요

“기본” 블록

“기본” 블록은�이름처럼�코딩에�있어서�가장�기본이�되는�명령어를�제공합니다.

스크린에�문자를�표시합니다. 문자가�한�글자 
를�넘어가면�자동으로�스크롤됩니다.

5X5 LED 매트릭스(스크린)에�숫자를�표시합 
니다. 숫자가�한�글자를�넘어가면�자동으로�스 
크롤됩니다.

20



LED 스크린에�표시된�내용을�지웁니다. 5X5 LED에�위 / 아래 / 왼쪽 / 오른쪽�등의 
화살표를�표시합니다.

프로그램�수행�시�안에�있는�블록(코드)들을 
반복해서�실행합니다.

밀리세컨드(ms)의�시간�동안�수행을 
멉춥니다.

프로그램�시작�시�안에�있는�블록(코드)을�딱 
한�번�수행합니다.

스크린에�표시되는�모양(패턴)을�직접�설정 
합니다.

몇�가지의�지정된�패턴을�스크린에�표시할 
수�있도록�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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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개요

흔들기 / 화면�위로�올리기 / 화면�아래로�내리 
기 / 로고�위로�올리기 / 로고�아래로�올리기 
등의�이벤트가�감지되면�안에�있는�블록들을 
수행합니다.

A나 B 또는  A+B의�버튼을�눌렀다�떼면�안에 
있는�블록들을�수행합니다.

“입력” 블록

“입력” 블록은�마이크로비트에�탑재된�버튼이나�다양한�센서�정보를�받아들이 
는�명령어를�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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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에�입력이�들어오면�참(True)을�반환합니다. 

x / y / z축에�대한�가속도에�대한�가속도의�값 
을 mg단위로�반환합니다.

P0 / P1 / P2의�핀에�입력이�들어오면�안에�있 
는�블록들을�수행합니다.

핀에�입력이�들어오면�참(True)을�반환합니다.

나침반(compass)의�방향( ° )을�각도로�반환
합니다.

불빛의�레벨을�반환합니다. 
0(어둠) ~ 255(밝음)

현재의�온도를�섭씨(  ℃)로�반환합니다.

23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개요

x / y / z / 힘(strength)에�대한�자계의�힘을
μT(마이크로�테슬라) 단위로�반환합니다.

피치(pitch) / 롤(roll)에�대한�방향의�값( ° )을 
반환합니다.

나침반�눈금의�정확도를�조정합니다 (현재는 
자동으로�됩니다).

P0 / P1 / P2의�핀에�입력된�신호가�해제되면 
안에�있는�블록들을�수행합니다.

전원이�들어오고�난�이후에�실행된�시간을�밀 
리세컨드(ms) 단위로�반환합니다.

전원이�들어오고�난�이후에�실행된�시간을�마 
이크로세컨드(μs) 단위로�반환합니다.

가속도�센서의�범위를�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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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블록에서는�톤�출력과�템포(박자) 등을�설정하는�명령어를�제공합니다. 
5개의�링�단자(P0, P1, P2, 3V, GND) 중 P0 단자에�스피커를�연결하면�소리를�출 
력할�수�있습니다.

“소리” 블록

주어진�계이름의�톤을�출력합니다.주어진�비트(박) 수�길이(시간)만큼�계이름의 
톤을�연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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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개요

음악의�연주와�관련된�이벤트�핸들러로�음악 
과�관계된�이벤트를�처리합니다.

설정된�계이름의�톤을�반환합니다.

밀리세컨드�단위로�한�비트(박)의�시간을
반환합니다 .

설정된�템포를�반환합니다.

현재�연주되고�있는�템포를�주어진�값만큼�변  
경합니다.

템포를�주어진�값으로�설정합니다.

지정된�패턴의�멜로디를�연주를�시작합니다.주어진�비트(박) 수만큼�음의�출력을�쉽니다 
(아무것도�출력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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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블록

스크린에서 x와 y위치의 LED를�끕니다.5X5 LED 매트릭스(스크린)에서 x와 y 위치의 
LED를�켭니다.

스크린에서 x와 y 위치의 LED가�켜져�있으면 
참을�반환합니다.

스크린에서 x와 y 위치의 LED를�토글시킵니다 
(켜져�있으면�끄고, 꺼져�있으면�켭니다).

주어진�값과�최댓값을�이용해�수직�바를�표시
합니다.

마이크로비트에는�추가적인�부품�없이�프로그램�코딩을�통해�조작이�가능한 
5행 5열�형태의�배열로 LED 스크린이�배치되어�있습니다. “LED” 블록은 LED 스 
크린을�켜거나�끄는�기능과�여러�가지�이벤트를�제어하는�명령어를�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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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개요

지정한�밝기로�스크린에서 x와 y 위치의 
LED를�켭니다.

현재의�밝기(0 ~ 255)를�반환합니다.

LED에�현재의�밝기를�설정합니다.

LED를�사용하게�하거나�사용하지�못하도록 
설정합니다.

현재의�애니메이션을�멈추고�대기하고�있는 
애니메이션을�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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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방송을�위한�그룹 ID를�설정합니다.

“라디오” 블록

“라디오” 블록은�무선(Radio)패킷을�이용하여�통신하는데�사용되는�명령어를 
제공합니다. 또한, 무선�방송�블록을�사용하여�동시에�여러�대의�마이크로비트 
간에�이벤트를�주고�받을�수�있습니다.

그룹으로�연결된�마이크로비트끼리�이름
(name)과�값(value)을�쌍으로�전송합니다.

같은�그룹의�마이크로비트에�숫자값을 
전송합니다.

같은�그룹의�마이크로비트에�문자열을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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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개요

무선� 패킷(숫자, 이름(name)과� 값(value)의 
쌍, 문자열)을�받았을�때�안에�있는�블록(코드) 
를�수행합니다.

각각의�메시지에�시리얼�번호를�전송하도록 
설정합니다.

무선�출력을�위한�세기를�주어진�값으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에�받은�패킷을 JSON 형태로�직렬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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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블록

“반복” 블록은 C언어의�반복문�명령어를�제공합니다. 

조건이�참인�경우까지�안의�블록(코드)들을 
반복�수행합니다.

안에� 지정한� 숫자만큼� 안의� 블록(코드)들을 
반복�수행합니다.

list(배열)에�있는�값을�하나씩�순차적으로 
value에�넣고, list안에�요소의�수�만큼�반복 
합니다.

0부터� 지정된� 숫자의� 값까지� 인덱스(index) 
값이�증가하면서�안의�블록(코드)들을�반복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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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개요

32

※ C언어의�반복문은�반복문�안에�코딩된�프로그램을�제시하는�조건만큼�혹은�무한대 
로�반복해서�수행하는�역할을�합니다. 

를 그리세요.

반복블록 추가

출력결과 출력결과

를 그리세요.

를 3번그리세요.

반복블럭 _

조건

그림에는�조건을 3번으로�주었습니다.

필요에�따라�조건을�변경하여 
사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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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블록은 C언어의�조건문과�연산자�명령어를�제공합니다. 

참인�경우 then 이후의�블록(모드)을�수행하 
고, 거짓인�경우 else 이후의�블록(코드)을�수 
행합니다.

참일�경우에�안의�블록(코드)들을 
수행합니다 .

“논리” 블록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개요

34

앞의�값과�뒤의�값을�비교(= , ≠ , < , ≤ , > , ≥) 
해서�비교�연산자의�결과에�따라서�참과�거짓 
을�반환합니다.

주어진�값과�반대인�값을�반환합니다. 설정된 
값�이�참인�경우�거짓을�반환하고�거짓인�경 
우�참을�반환합니다.

and : 앞과�뒤의�블록이�모두�참인�경우에만 
참을�반환하고�아니면�거짓을�반환합니다.
or : 앞과�뒤의�블록�중�하나만�참이어도�참을 
반환하고�아니면�거짓을�반환합니다.

참(true) 또는�거짓(false)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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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언어의�조건문은�조건에�만족할�경우에만�조건문�안에�코딩된�프로그램을�실행 
시킨다. 연산자는�주로�앞, 뒤에�배치된�값을�비교하고�그�결과를�반환하는�역할을�한다. 

전구가 켜졌습니다

시작

참 거짓

전구가 꺼졌습니다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까?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개요

36

변수의�값을�반환합니다.

뒤에�있는�값을�변수에�설정합니다. 변수의�값에�다음의�값을�더합니다.

새로운�변수를�생성합니다.

“변수” 블록은�변수를�생성하거나�변수값을�저장하는�기능을�합니다. 변수는 
내부에서�생성되는�데이터나�프로그램�시�계산되거나�출력되는�결과를�저장 
하기�위한�공간과�같은�기능을�합니다. 조금�쉽게�이야기해�데이터를�저장하는 
공간이라�생각할�수�있습니다.

“변수”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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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블록은�수를�이용하여�계산하거나�임의의�수를�생성하는�기능을�합니다. 

주어진�숫자의�값을�반환합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거듭 
제곱(̂ )과�같은�산술�연산을�수행합니다.

참이나�거짓의�값을�임의로�생성해�반환합니다.

0부터�주어진�숫자�사이의�임의의�값을 
반환합니다.

“계산”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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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숫자에서�두번째�숫자를�나눈�나머지 
값을�반환합니다.

주어진�숫자의�절댓값(부호가�양인�수)을
반환합니다.

min : 두�숫자�중�작은값을�반환합니다.
max : 두�숫자�중�큰값을�반환합니다.

숫자�코드로부터�해당되는�문자를�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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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블록

“함수” 블록은�프로그램을�정리시켜주는�기능을�합니다. 

01 함수�호출 _

함수�호출�이벤트를�만듭니다.

02 함수 _

함수�호출�이벤트가�발생되면�함수�안에 
코딩�된�프로그램을�실행합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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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을�생성하고�항목들을�추가해서�배열을
초기화할�수�있습니다.

배열에서�해당�인덱스의�요소를�얻습니다.

배열의�전체�길이를�반환합니다.

배열에서�해당�인덱스�위치에�있는�요소를�설 
정합니다.

“배열” 블록은�한�종류의�객체들을�여러�개�모아서�나열해�관리하는�기능을�합 
니다. 배열은�인덱스라고�하는�고유번호를�통하여�접근할�수�있는데, 다수의�데 
이터를�저장하고�관리하는�데�유용하게�사용됩니다.

“배열”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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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의�마지막�요소를�가져오고�지웁니다.배열의�마지막�요소를�추가합니다.

배열의�첫�번째�요소를�가져오고�지웁니다.배열에서�해당�인덱스의�위치에�요소를
추가합니다.

배열의�요소에�대한�인덱스를�가져옵니다.배열의�제일�앞에�요소를�추가후에�배열의
길이를�반환합니다.

배열에서�요소의�순서를�거꾸로�뒤집습니다.배열에서�해당�인덱스의�위치에�있는�요소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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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문자열을�반환합니다. 문자열의�길이를�반환합니다.

두�개의�문자열을�병합하여�반환합니다.
문자열에서�특정�위치의�문자를�반환합니다.

“문자열” 블록은�문자열(문자를�나열한�배열)을�조절�및�처리하는�기능을
합니다. 문자열�연산, 병합, 자르기�등의�함수를�제공합니다.

“문자열” 블록

문자열의�순서에�맞춰서�시작위치부터�잘라 
낸후�길이�만큼�반환합니다.
예) pineapple, 4, 5 -> apple

문자로된�숫자를�정수값으로�변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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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블록

지금�우리는�자바스크립트�블록�에디터를�공부하고�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란 
객체지향�스크립트�언어로�주로�동작을�설정하는데�최적화된�프로그램입니다. 
예를�들어�컴퓨터를�사용�중이라�생각해봅시다. 컴퓨터에서�버튼을�클릭하면 
“밑에�날짜를�보이게�하라” 라는�명령어를�작성할�때�자바스크립트를�사용할 
수�있습니다. 다시�말하면�여러분이�한�번쯤은�해보았을�컴퓨터�게임은�여러�가 
지�행동들이�모여있습니다. (캐릭터�이동, 아이템�창�열기�등등) 이러한�행동에 
대한�이벤트를�제작할�때�자바스크립트를�이용하면�간편하게�프로그램할�수 
있습니다. 앞서�말했듯이�마이크로비트�또한�자바스크립트를�사용하기�때문에 
어떠한�행동에�대한�이벤트를�프로그래밍�할�수�있고, 게임�블록은�이때�사용되 
는�명령어를�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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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와 y 위치에�스프라이트를�생성합니다. 아이템을�삭제합니다.

스프라이트를�주어진�값만큼�이동합니다. 스프라이트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주어진 
각도만큼�회전시킵니다.

주어진�값으로�스프라이트의 x 위치 / y 위치 / 
방향 / 깜박임 / 밝기의�값을�변형시킵니다. 스프라이트의 x 위치 / y 위치 / 방향 / 깜박임 / 

밝기의�값을�주어진�값으로�설정합니다.

스프라이트의 x 위치 / y 위치 / 방향 / 깜박임 / 
밝기의�값을�반환합니다. 스프라이트와�스프라이트가�만나면�참을

반환합니다. (충돌감지)

스프라이트와�외각(edge)이�만나면�참을�반 
환합니다. (충돌감지) 스프라이트와�외각(edge)이�만나면�반대�방 

향으로�방향을�바꿉니다.

주어진�값으로�점수를�변경합니다.
주어진�값으로�점수를�설정합니다.

주어진�시간(ms)으로�카운트다운을�시작합니다.
현재의�점수를�반환합니다.

게임을�끝내고�엔딩�에니메이션을�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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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일시�정지합니다.멈춰�있던�게임을�다시�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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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설명한 “LED” 블록은 5x5 배열의�스크린을�켜고, 끄는�기능을�한다면 
이미지�블록은�스크린에�표시되는�모양을�꾸밀�때�사용되는�명령어를�제공합니다. 

“이미지” 블록

스크린에서�오프셋의�위치에�이미지를
표시합니다.

스크린에서�오프셋의�위치에�이미지를�밀리
세컨드(ms)의�간격으로�스크롤합니다.

스크린에서�표시될�이미지를�생성합니다. 2개의�프레임으로�구성된�큰�이미지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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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설정되어�있는�아이콘의�이미지를
반환합니다.

북쪽, 북동쪽, 동쪽 ... 의�이미지를�반환합니다.

방위의� 값(방위의� 값은� 열거형(enum)으로 
North : 0, NorthEast : 1, East : 2, 
SouthEast : 3, South : 4, SouthWest : 5, 
West : 6, NorthWest : 7)을�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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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블록은�마이크로비트에서�제공하는 5개의�링�단자와 20개의�엣지 
단자에�대한�기능�설정에�사용되는�명령어를�제공합니다. 

※ 다용도�입출력�포트(GPIO) 사용에�대한�설정�명령어를�제공합니다.

“핀” 블록

P0 / P1 / P2 / P3/ P4 / P10 의�핀에서  0, 1의 
디지털�값을�읽어서�반환합니다.

P0 / P1 / P2 / P3/ P4 / P10 의�핀에서 0, 1의 
디지털�값을�씁니다.

P0~P2 / P3~P16 / P19 / P20의�핀에서�아날 
로그�값을�읽어서�반환합니다.

P0~P2 / P3~P16 / P19 / P20의�핀에서�아날 
로그�값을�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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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 / P1 / P2 / P3/ P4 / P10 의�핀에서 
아날로그�주기를�마이크로초(μs) 단위로 
설정합니다.

P0 / P1 / P2 의�핀에�연결된�서보모터의�값을 
출력해서�작동시킵니다.

핀의�범위를�최솟값에서�최댓값까지�다시
매핑�합니다.

P0 / P1 / P2 의�핀에�연결된�서보모터에�아날 
로그(analog)/PWM값의�출력을�위한�펄스(p 
ulse) 주기를�마이크로초�단위로�설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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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핀에�설정된�값으로�펄스되었을때�안에 
있는�블록(코드)을�처리합니다.

특정�핀에서�설정된�값으로�펄스된�시간을�마 
이크로초(μs) 단위로�반환합니다.

펄스의�주기를�마이크로초(μs) 단위로 
얻습니다.

7비트 I ² C 주소에서�하나의�값을�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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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비트 I ² C 주소로�하나의�값을�씁니다.

특정�핀에서�이벤트를�보내는�방법을
설정합니다.

SPI 주파수를�설정합니다.

해당�핀을�풀업(pull up) 혹은�풀다운(pull 
down) 모드로�설정합니다.

SPI 인스턴스에서�사용하는 MOSI(Master
Out-Slave In), MISO(Master In-Slave Out), 
SCK 핀을�설정합니다.

SPI 슬레이브에�값을�쓰고�결괏값을 
반환합니다.

현재의�핀에 PMW(Pulse Width Modulation) 
신호를�보냅니다.

아날로그�피치나�음악에�사용되는�핀을
설정합니다.

SPI 비트와�모드를�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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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의�문자열을�줄바꿈을�포함해서
전송합니다.

시리얼로�숫자�값을�전송합니다.

시리얼로�값의�쌍(‘name:value’)을
전송합니다.

문자열을�줄바꿈없이�전송합니다.

“시리얼” 블록은�시리얼�통신을�하기�위해�사용되는�명령어를�제공합니다.

“시리얼”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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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얼에서�한�줄의�문자열을�읽습니다.

버퍼안에�들어있는�내용을�시리얼�통신으로
전송합니다.

시리얼�통신으로�읽어온�버퍼값의�크기를
반환합니다.

시리얼에서�문자열을�읽습니다.

시리얼을�재설정합니다.

특정�데이터가�오면�안의�블록(코드)들을
실행합니다.

시리얼에서�설정된�조건의�문자(‘／n’ , ‘,’ , ‘$’ , ‘
:’ , ‘.’ , ‘#’)가�올�때까지�반복해서�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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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얼�통신이란?

시리얼(Serial)은�직렬이라는�뜻으로, 시리얼�통신은�직렬�통신을�말합니다. 상대되는�개념으로는 
패러렐(Parallel)통신, 즉�병렬�통신이�존재하며, 두�가지�모두�다른�기기와�데이터를�주고�받기�위 
한�통신�방법에�해당됩니다.

시리얼�통신은�전송량이�적거나�원거리�통신을�할�경우�데이터를�한�개씩�보내는�방법이며, 패러 
렐�통신은�많은�양의�데이터를�보낼�때�사용되곤�합니다. 외부장치인�마이크로비트와�컴퓨터는 
USB 케이블을�통해�연결할�수�있으며, 이�때�시리얼�통신을�통해�서로�데이터를�주고�받을�수�있습 
니다.  업로드�과정�또한�이에�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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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제어” 블록은�실행시간이나�이벤트에�필요한�기능을�제공하는�블록으로, 
백그라운드로�코드를�실행시키거나�프로그램�초기화, 이벤트�발생에�관련된�명 
령어를�제공합니다.

“고급제어” 블록

백그라운드에서�블록(코드)들을�실행합니다.

마이크로초�단위로�코드를�대기(블록)합니다. 이벤트�버스에�특정�이벤트를�발생시킵니다.

BBC micro:bit를  리셋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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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가�발생하면�안의�블록(코드)들을
수행합니다.

버스에서�마지막에�실행된�이벤트의�타임스 
탬프를�반환합니다.

이벤트�버스�소스에�대한 C++ 런타임�상숫값 
을�반환합니다.

이벤트�버스의�값에�대한 C++ 런타임�상숫값 
을�반환합니다.

시리얼�번호로부터�디바이스의�이름을 
반환합니다.

유일한�시리얼�번호의�값을�반환합니다.

버스에서�마지막에�실행된�이벤트의�값을 
반환합니다.



지금까지�기본적으로�제공되는�마이크로비트�블록들의�기능에�대해�살펴보았습니다. 
자바스크립트�블록�에디터는�사용자의�필요에�따라�디바이스(Devices), 블루�투스(Blu-
et ooth) 블록을�추가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새로운�기능�추가를�원한다면�코딩�블록 
영역�하단을�보면 Add Package 항목을�찾을�수�있습니다. 이�항목을�선택하게�되면 Add 
package라는�팝업이�뜨는데�여기서�원하는�항목(디바이스, 블루투스)을�선택하면�새로 
운�기능을�사용할�수�있습니다.

57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개요

58

BBC micro:bit의�가속도�센서를�블루투스를 
이용해서�외부�장치로�전송하는�서비스를 
시작합니다.

BBC micro:bit의�버튼을�눌림의�값을�블루투 
스를�이용해서�외부�장치로�전송하는�서비스 
를�시작합니다.  Not pressed / Pressed / 
Long press (2초이상)

“블루투스” 블록은�블루투스를�이용해서�핸드폰과�같은�외부�장치와 
연결하여�통신할�때�사용되는�명령어를�제공합니다. 

“블루투스”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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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micro:bit의� 엣지� 단자에� 연결된� 장치 
들을�블루투스를�통해�외부�장치에서�제어할 
수�있는�서비스를�시작합니다.

블루투스를�이용해서�외부�장치에서�문자를 
전송해서 BBC micro:bit의�스크린에�표시하 
는�서비스를�시작합니다.

블루투스를�통해서 BBC micro:bit의�온도�센 
서의�값을�외부�장치에�전송합니다.

블루투스를�통해서 BBC micro:bit의�자기�센 
서의�값을�외부�장치에�전송합니다.

블루투스로�다른�장치들과�연결되었을�때�안 
에�있는�블록(코드)들을�실행합니다.

블루투스를�통해서�특정�데이터가�들어오면 
안에�있는�블록(코드)을�수행합니다.

블루투스를�통해서�비콘으로�사용되는�에디 
스톤 URL을�방송합니다.

다른�장치들과의�블루투스�연결이�해제되었 
을�때�안에�있는�블록(코드)들을�실행합니다.

블루투스를�통해서�비콘으로�사용되는�에디 
스톤(Eddystone) Uid를�방송합니다.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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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micro:bit가�블루투스 UART를�통해서
숫자를�전송합니다.

BBC micro:bit가�블루투스 UART를�통해서 
값의�쌍(‘name:value’)을�전송합니다.

BBC micro:bit의�블루투스 UART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블루투스의�출력�파워를�주어진�값으로 
변경합니다.

BBC micro:bit가�블루투스 UART를�통해서
문자를�전송합니다.

블루투스 UART를�통해서�설정된�조건의�문 
자(‘／n’ , ‘,’ , ‘$’ , ‘:’ , ‘.’ , ‘#’)가�올�때까지�반복해 
서�읽습니다.

블루투스를�통해서�비콘으로�사용되는�에디
스톤�방송을�중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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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블록은�마이크로비트와�모바일�기기�간�블루투스로�연결되어�있을 
때�모바일�기기를�원격으로�제어하는�명령어를�제공합니다.

“디바이스” 블록

카메라�제어(사진찍기/ 비디오�캡처�시작/ 비 
디오�캡처�중지/ 앞뒤�바꾸기/ 사진�모드�시 
작/ 비디오�모드�시작/ 사진�모드�중지/ 비디 
오�모드�중지)를�수행합니다.

원격�제어(재생/ 멈춤/ 중지/ 다음�트랙/ 이전 
트랙/ 앞으로�감기/ 뒤로�감기/ 볼륨�키우기/ 
볼륨�줄이기)를�수행합니다.

토스트(Toast)/ 진동/ 소리�재생/ 링톤�재생/ 
내�전화�찾기/ 알람�표시를�수행합니다.

전화�수신/ 메시지�수신/ (수평/수직) 방향�전 
환/ 흔들기/ 스크린(온/오프)이� 감지되면� 안 
의�블록들을�발생시킵니다.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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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패드의�버튼(A/B/C/D)에서�이벤트(Up/ 
Down)가�발생할�때�안의�블록(코드)들을  수 
행합니다.

신호의�강도가�변경되면�안의�블록들을 
수행합니다.

연결�신호의�강도를�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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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시작하기

2-4

자바스크립트�블록�에디터를�이용하여�간단한�코딩�작업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화면 
중앙을�보면 “시작하면�실행”과 “무한�반복�실행” 블록이�나열된�것을�확인할�수�있습니다.

프로그램이�시작되면�먼저 “시작하면�실행”에�코딩된�프로그램을�가장�먼저�실행한�후 
“무한�반복�실행”에�코딩된�프로그램을�반복해서�실행합니다.

01 시작하면�실행 _

프로그램이�시작될�때�맨�처음�딱! 한�번만�실행

02 무한�반복�실행 _ 

“시작하면�실행”에�코딩된�프로그램을�실행�후 
넘어와�무한�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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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World 

프로그래밍하기

2-4-1

가장�먼저�해볼�예제는 Hello World라는�문자를 LED 매트릭스�스크린에�출력하는�예제 
입니다. 이번�예제를�통하여�새로운�프로젝트를�생성하는�방법, 코딩�창에�블록을�배치 
하는�방법, 문자열을�출력하는�방법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프로젝트�생성01

“프로젝트�찾아보기” 항목에서�새�프로젝트�생성을�선택하여�새로운�프로젝트를�생성합니다.

프로젝트�이름�변경02

하단�다운로드�오른쪽을�보면�저장(사진) 사용하여�프로젝트�이름을 Hello World로�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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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출력” 블록�배치03

“문자열�출력” 블록을�드래그하여 “시작하면�실행” 블록�아래쪽으로�이동 

“기본” 코딩�블록�안의 “문자열�출력” 블록을�클릭한�상태로�마우스를�좌, 우로�흔들어�보겠습 
니다. 그러면�블록이�자연스럽게�코딩�창으로�내려오게�됩니다.

04

“시작하면�실행” 블록과 “문자열�출력” 블록이�마치�자석이�달린�것처럼�찰싹�달라붙는�것을 
확인할�수�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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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변경05

“문자열�표시” 블록�안의�문자를�마우스로�선택하고 “Hello World”로�변경합니다.

에뮬레이터�출력�확인06

화면�좌측�에뮬레이터에 Hello World가�출력되는�것을�확인하세요.

※ 에뮬레이터에 Hello World를�한�차례만�출력하고�이후에�아무것도�출력이�안�되는 
것을�확인할�수�있습니다. 그�이유는�무엇일까요? 앞서 “시작하면�실행”과 “무한�반복�실 
행”에�대해�완벽히�이해를�한�사람이라면�감이�왔을�것으로�생각합니다. 프로그램된�코 
딩�창을�보면 “문자열�출력” 어디에�위치해�있나요? 상단�그림의�오른쪽에�보면, “시작하 
면�실행” 블록�아래에�들어가�있는�것을�확인할�수�있습니다. “시작하면�실행＂ 블록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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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문자열�출력” 블록을�드래그하여 “무한�반복�실행” 블록�아래쪽으로�이동해�봅시다.

로그램이�시작되면�맨�처음�한�번만�실행된�후에는�다시�실행되지�않는다고�배웠습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은�딱�한�번만 LED에 Hello World가�출력되고�다시�출력되지�않는 
것입니다.

※ Hello World가�끊임없이�반복해서�출력되는�것을�확인하셨나요? 이�순간에도�에뮬 
레이터에서 Hello World가�반복해서�출력되고�있으면�정확하게�프로그램된�것입니다.

“문자열�출력” 블록을 “무한�반복�실행” 블록�아래쪽으로�이동

Hello World 문자를 LOVE로�변경하기08

“문자열�출력” 블록�뒤쪽에 Hello World를�지우고 LOVE로�변경해�봅시다.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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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업로드10

에뮬레이터에서�확인한�내용과�프로그램이�업로드된�마이크로비트가�동일하게�동작하는지 
확인하세요.

※ 프로그램�업로드�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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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비트 

내부 기능 사용

마이크로비트 내부 기능 사용 개요

숫자 출력하기

변수에 저장된 값 출력하기

버튼 사용하여 문자 출력하기



마이크로비트 내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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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비트 LED 매트릭스 스크린과 버튼

마이크로비트에는 LED 매트릭스�스크린과 3개의�버튼(A, B, 리셋)이�부착되어�있습니다 
LED 매트릭스�스크린과 A, B 버튼을�사용하는�여러가지�예제를�통하여�마이크로비트에 
서만�제공되는�여러�기능을�체험해보도록�하겠습니다.

01 A 버튼 02 B 버튼 03 LED 매트릭스�스크린

01 02

03

마이크로비트 내부기능 사용 개요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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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장에서 Hello World 예제를�통하여 LED에�문자를�출력할�수�있다는�것을�확인하였 
습니다. 이번에는 LED에�숫자를�출력해보는�예제를�진행�해보도록�하겠습니다. Hello 
World 예제에서는 “문자열�출력” 블록을�사용하였습니다. 숫자를�출력할�때도 “문자열 
출력” 블록을�사용하면�될까요? 정답은�출력이�되기는�합니다. 하지만! 숫자를�문자�기호 
로�인식하고�출력을�하는�것이지�올바른�숫자�개념을�출력하는�것이�아닙니다. 이�말은 
숫자를�출력하기�위해서는 “문자열�출력” 블록이�아닌�다른�블록을�사용해야�된다는�것 
을�의미합니다.

Hello World 프로젝트�불러오기01

새로운�프로젝트를�생성하지�않고  Hello World 프로젝트를�사용합니다.
컴퓨터�및�노트북에�저장된 Hello World 프로젝트�파일을�가져옵니다. 

숫자 출력하기3-2



“문자열�출력” 블록�제거02

“무한�반복�실행” 블록�아래에�배치된 “문자열�출력” 블록을�제거합니다. 

※ 블록�제거�방법
제거하고자�하는�블록을�마우스�오른쪽�버튼으로�클릭한�후�블록�삭제�항목을�선택하여 
해당�블록을�제거합니다.

“정수�출력” 블록�배치03

“기본” 코딩�블록�안의 “정수�출력” 블록을�드래그�하여 “무한�반복�실행” 
블록�아래쪽에�배치합니다.

값�변경04

“정수�출력” 블록�안의�숫자를 0에서 100으로�변경합니다.

마이크로비트 내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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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뮬레이터�출력�확인05

화면�좌측�에뮬레이터에 100이�출력되는�것을�확인하세요.

프로그램�업로드06

에뮬레이터에서�확인한�내용과�프로그램이�업로드�된�마이크로비트가�동일하게�동작하는 
지�확인하세요.



변수에 저장된 값 출력하기3-3

변수란?

프로그램에서�변수는�데이터를�담는�일정�크기의�그릇과�같은�의미를�가집니다. 프로그램을�하면 
서�자주�사용되거나�저장할�필요가�있는�데이터를�일시적으로�담아두고�필요에�따라�데이터를�꺼 
내�사용할�수�있습니다. 변수는�크게 3가지�타입(실수형, 정수형, 문자형)으로�나눠져�있고, 필요에 
맞는�타입의�변수를�선택하여�사용해야�됩니다. 아래�그림은 C언어에서�사용되는�변수�타입과�저 
장공간�크기를�보여줍니다.

실수�데이터를�정수형�변수에�저장하면�어떤�일이�생길까요?

실수�데이터를�정수형�변수에�저장하게�되면�올바르게�저장되지�않습니다. 예를�들어보겠습니다. 
1.5 4라는�실수�데이터를�정수형�변수 int에�저장하게�되면 1이라는�데이터만�저장되고�뒤쪽 .54는 
저장이�되지�않습니다. 무슨�말인지�이해하셨나요?  데이터를�변수에�올바르게�저장하기�위해서는 
타입과�크기에�맞는�변수를�선택하여야�합니다.

마이크로비트 내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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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스크립트�블록�에디터에서는�실수형�타입의�변수는�제공되지�않습니다. 다 
시�말해�자바스크립트�블록�에디터는�정수형, 문자형�변수를�저장하고�출력할 
수�있는�블록을�제공합니다. 앞서�변수를�선택할�때�크기도�중요하다고�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자바스크립트�블록�에디터에서는�정수형, 문자형�변수�타입 
을�한�가지씩만�제공하고�있습니다. 이는�자바스크립트�블록�에디터에�국한된 
사항이기�때문에�다른�프로그램을�사용하여�코딩을�한다면�앞서�설명한�내용 
과�다르다는�점을�명심하시기를�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item 값 0 저장” 블록�배치01

‘변수’ 코딩�블록�안 “item값 0 저장”(사진) 블록을�선택하여�코딩�창 “시작하면�실행” 블록 
아래에�배치합니다.

※ 변수�저장이 1회만�필요하다면�블록을 “시작하면�실행” 블록�아래에�배치하고�실시 
간으로�데이터를�업데이트�시켜�저장해야되는�상황이라면�변수�저장�블록을 “무한�반 
복�실행” 아래에�배치합니다.



마이크로비트 내부 기능 

78

item 변수를 Number로�이름�변경02

item 항목을�마우스�왼쪽�버튼으로�클릭한�후�변수�이름�바꾸기�항목을�선택합니다.
새로운�팝업�창이�뜨면�변수�이름을 Number로�변경�후�확인�버튼을�클릭�합니다.

“정수�출력” 블록�코딩04

“기본” 코딩�블록�안에�있는 “정수�출력” 블록을  “무한�반복�실행” 아래에�배치합니다. 

Number 변수�값�변경03

Number 변수�값을 100으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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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변수�블록�코딩05

“변수” 코딩�블록�안에�있는 “Number” 블록을 “정수�출력” 블록�안에�위치시킵니다.

에뮬레이터�출력�확인06

화면�좌측�에뮬레이터에�변경한�숫자가�출력되는�것을�확인하세요.

프로그램�업로드06

에뮬레이터에서�확인한�내용과�프로그램이�업로드�된�마이크로비트가�동일하게�동작하는 
지�확인하세요.



마이크로비트 내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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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사용하여 문자 출력하기3-4

마이크로비트에�내장된 A, B 버튼을�사용하기�위해서는�버튼�입력을�받아들여�처리하는 
코딩이�필요합니다. 지금부터�버튼의�입력을�받아들이고�처리하는�프로그램을�자바스 
크립트�블록�에디터를�사용하여�코딩해보도록�하겠습니다.

“버튼 A 누르면�실행” 배치01

“입력” 코딩�블록�안의 “버튼 A 누르면�실행” 블록을�코딩창에�배치합니다.

“문자열�출력” 블록�배치02

“기본” 코딩�블록�안의 “문자열�출력” 블록을 “버튼 A 누르면�실행” 블록�아래에�배치합니다.
“문자열�출력” 블록�안의 Hello! 문자를 A로�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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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뮬레이터�출력�확인03

에뮬레이터의 A 버튼을�클릭한�후�작성한�문자 A가�출력�되는지를�확인합니다.

“버튼 A 누르면�실행” 블록�복사04

“버튼 A 누르면�실행” 블록을�마우스�왼쪽�버튼으로�클릭한�후�복사�항목을�선택합니다.

※ 만약�복사하고자�하는�블록�아래에�다른�블록이�추가되어있다면�추가되어�있는�블 
록까지�복사됩니다.



마이크로비트 내부 기능 

82

 “버튼 B 누르면�실행” 블록으로�변경05

복사한 “버튼 A 누르면�실행” 블록의 A 부분을�선택하여 B 항목으로�변경합니다.
함께�복사된 “문자열�출력” 블록�안의 A 문자를 B로�변경합니다.

※ “버튼 A 누르면�실행” 블록의 A 부분을�선택하면 A, B, A+B라는�옵션이�표시되는데�이 
것은�각각의�버튼을�의미하고 A+B는 A와 B 버튼을�동시에�누르는�것을�의미합니다.

에뮬레이터�출력�확인06

에뮬레이터의 B 버튼을�클릭한�후�작성한�문자 B가�출력�되는지를�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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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업로드07

에뮬레이터에서�확인한�내용과�프로그램이�업로드�된�마이크로비트가�동일하게�동작하는 
지�확인하세요.





마이크로비트 

전원 입출력

마이크로비트 전원 입출력

마이크로비트로 LED 켜기

버튼으로 LED 제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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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비트 전원 입출력

86

마이크로비트에�입력된�전압은�레귤레이터를�통해 3V로�변환되며 3V 핀과 GND(groun 
d) 핀을�통해�외부로�출력됩니다. 마이크로비트는 3V, GND(ground) 핀을 3개씩�가지며, 
1개의�링�단자와 2개의�엣지�단자로�구성됩니다. 

01 02

01 3V 핀
(3V 링�단자, 17번�핀, 18번�핀)

02 GND 핀
(GND 링�단자, 21번�핀, 22번�핀)

마이크로비트 전원 입출력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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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비트�전원�출력�핀을�이용하여�외부 LED를�켜보는�예제를�해보도록�하겠습니 
다. 이번�예제를�통해�사용할 LED는�다리가�긴�쪽이 (+)극, 짧은�쪽이 (-)극에�해당하고 1.8 
~2V의�전압에서�작동합니다. 그�이상을�전압을�인가할�경우 LED가�파손될�수�있습니다.

※ 마이크로비트에서는 3V가�출력되기�때문에�예제에서�사용하는 LED에�바로�전압을 
인가하면 LED가�파손되는�경우가�발생합니다. (예제에서�사용하는 LED의�입력�전압은 
1.8~2V) 전압을�낮추기�위해�저항이라는�부품을�사용합니다. 저항을�사용하여 3V 전압 
을 1.8~2V 사이�값으로�줄여주어야�합니다.

올바른�저항값�계산법

V : 전압, I : 전류, R : 저항

옴의 법칙

전기�회로에서�공급되는�전압이�달라지면�같 
은�전구라도�밝기가�달라집니다. 또한, 전압이 
같더라도�전구의�저항에�따라�밝기가�달라집 
니다. 이는�전압은�전류가�흐르도록�도와주고, 
저항은�전류의�흐름을�방해하기�때문입니다. 
이처럼�전압, 전류, 저항�사이의�관례를�설명하 
는�법칙을�옴의�법칙이라�합니다.

마이크로비트로 LED 켜기4-2

V
I R



구분

전류

전압

저항

I(Intensity)

V(Voltage)

R(Resistance)

A(암페어)

V(볼트)

Ω(옴)

기호 단위

옴의�법칙을�사용하여�이번�예제에서�사용해야�되는�저항값을�계산해보도록�하겠습니다.

즉, 마이크로비트와 LED 사이에�대략 50  옴�정도의�저항을�연결하면 LED에�적절한�전원 
을�공급할�수�있습니다.

(LED는�약 2V의�전압에서 20mA의�전류를�소모하여�작동합니다)

단일 저항 값 = (입력전압 - 구동전압)V / (구동전류)A

단일 저항 값 = (3 - 2)V / 0.02A (20mA)

단일 저항값 = 50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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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한국�사람들은�브레드보드를�빵(Bread)판이�칭하기도�합니다. 도마�위에�올려진�빵의�모습 
에서�유래된�이름으로�전자�회로를�구성할�때�흔히�사용됩니다. 브레드보드는�부품과�부품 
을�연결할�때�즉, 납땜이�필요한�상황에서�그�과정을�생략해�간편하게�회로를�구성하도록�도 
와주는�부품입니다. 

브레드보드란?

89

마이크로비트 보드

악어 케이블 - M타입 케이블 확장 보드 브레드 보드

적색 LED 47옴



브레드보드를�사용하기�위해서는�브레드보드의�구조를�이해하는�것이�중요합니다. 많 
은�종류의�브레드보드를�시중에서�찾을�수�있지만, 그�구조는�대부분이�비슷하기�때문 
에�사용하는데�큰�어려움이�없습니다. 이�책에서는 830 핀�브레드보드를�예로�들어�설명 
하도록�하겠습니다.

830 핀�브레드보드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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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드보드를�사용할�때�가장�명심해야�되는�사항은�같은�일은�하는�친구들과�묶여�있 
다는�것입니다. 아래�사진을�통해�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오른쪽�사진을�보면서�눈치 
빠른�분들은�벌써�같은�일을�하는�친구를�찾았을�것이라�예상합니다. 각각의�초록색�줄 
로�묶인�구멍은�하나로�이어져�있고, 이는�브레드보드�내부에�철사�선을�통하여�묶어�놓 
았기�때문입니다. 예를�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3V 전원을�하나의�구멍을�통해�공급 
했다고�가정한다면�초록색으로�이어진�모든�구멍에서 3V 전원이�흐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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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은�이번�예제를�통해�구성해야�되는�회로도를�나타내고, 사진 2는�왼쪽�회로를�브 
레드보드를�사용하여�구성한�회로를�보여줍니다. 사진 2의�하늘색으로�표시된�하나의 
선은�전류의�흐름을�나타냅니다. 차근차근�설명해보도록�하겠습니다.  사진 2에서는 1.5V 
건전지의 (+)극에서�나온�전류는 1번�지점을�통해�브레드보드와�연결된�것을�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번�지점�세로줄에�상에�있는�모든�구멍은 1.5V가�흐르고�있겠 
죠? 그렇기�때문에 2번�지점에서�전선을�통해�저항으로�전원을�공급하는�것입니다.

01

02

1192

사진2

사진1

마이크로비트 전원 입출력



저항은�극성이�없습니다. 극성이�없다는�말은 (+),(-)극�상관없이�연결해도�상관이�없다는 
것을�뜻합니다. 따라서�저항�방향에�상관없이�회로를�구성할�수�있습니다. 또한, 사용되 
는�점퍼�케이블(전선)은�전기를�전달하는�도체일�뿐�색상과는�전혀�무관합니다. 

93

회로 구성



1194

여기서�문제는�저항입니다. 크기가�다른�저항은�수백�혹은�수천�가지의�크기가�저항이 
존재합니다. 어떻게�하면�많은�저항값을�읽을�수�있을까요? 정답은�저항에서�찾을�수�있 
습니다. 저항�표면에는�색이�다른�여러�줄의�띠가�그려진�것을�볼�수�있고, 띠의�색을�통해 
서�저항값을�읽을�수�있습니다. 

아래�저항값을�읽어보세요.
여기서 문제!

노 : 4, 보 : 7, 검 : 10 x 0= 0, 오차 : +/-5%
정답 : 47옴 

갈 : 1, 검 : 0, 주 : 10³, 오차 : +/-5%
정답 : 10000 옴 = 10k옴

마이크로비트 전원 입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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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으로 LED 제어하기4-3

버튼은�전기의�흐름을�잇거나�끊을�때�사용되는�제어장치입니다. 우리는�일상�속에서�쉽 
게�버튼이�사용되는�것을�확인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조명이나�컴퓨터�등�전기를�필 
요로�하는�제품�대부분에�버튼이�달려�있고, 그�종류�또한�매우�많습니다. 이�책에서�사용 
할�버튼은�상단�버튼�부분과 4개의�다리로�구성된�푸시버튼입니다. 푸시버튼은�버튼을 
누를�경우�전류가�흐르게�되고�버튼을�누르지�않을�경우�전류가�흐르지�않게�됩니다. 

버튼을�누르지�않을�경우 A와 C/B와 D 부분이�연결되어�있으며, 버튼을�누를�경우 1번�부 
분이�내려와�양쪽을�연결�시켜�전류가�흐르게�됩니다. 이러한�사용법은�이번�예제에서 
사용하게�될�푸시버튼에�국한되는�사항이기�때문에�다른�버튼을�사용하기�위해서는�사 
용법을�미리�알아보아야�합니다.

1

A

C

B

D

A

C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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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비트 보드

악어 케이블 - M타입 케이블 확장 보드 브레드 보드

적색 LED 47옴

스위치

마이크로비트 전원 입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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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회로는 (+)극을�통해�나간�전류가 (-)극으로�돌아와야�동작하게�됩니다. 버튼을�누르 
지�않을�경우�회로가�끊겨�있기�때문에�전류가 (-)극으로�돌아오지�못해�동작하지�못하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버튼을�누르지�않을�경우 LED는�켜지지�않고�버튼을�누를�경우 
LED가�켜지게�됩니다.

회로 구성





마이크로비트 

디지털 신호

마이크로비트 디지털 신호 개요

마이크로비트로 LED 제어하기 (디지털 신호 출력)

마이크로비트와 버튼으로 LED 제어하기 (디지털 신호 입출력)

센서 사용하기 (디지털 신호 입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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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비트 디지털 신호

100

마이크로비트는�자바스크립트�블록�에디터 “핀” 코딩�블록의 “디지털�출력” 블록을�사 
용하여�디지털�신호를�출력할�수�있고�디지털�신호를�출력할�수�있는�핀은�링�단자(P0, 
P1, P2)를�포함하여�총 19개로�구성되어있습니다. 

디지털�신호란?

디지털�신호는 0과 1로�불연속적으로�변하는�신호를�뜻합니다. 컴퓨터나�휴대전화와�같은�정보�전 
달�및�저장이�필요한�상황에서�사용되고�있고�신호의�변형�없이�전달�가능하다는�장점을�가집니다. 
하지만� 디지털� 신호는 0과 1로� 표현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세밀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없고 
저장하는데�한계를�가집니다.

디지털�출력�핀 디지털�입력�핀

value변수에�디지털�입력�값�저장

마이크로비트 디지털 신호 개요5-1

전압

시간

디지털  신호

2개의 신호(HIGH, LOW)로 불연속적으로 변함

전압

시간

아날로그 신호

여러개의 신호로 연속적으로 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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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비트를�사용하여�디지털�신호를�출력할�경우 3V(HIGH) 또는 0V(LOW)를�출력 
할�수�있고�이때 3V(HIGH)는 1을, 그리고 0V(LOW)는 0을�의미합니다.

디지털�신호를�입력�받을�경우�약 2.3V 이상이�입력되면�마이크로비트는�그�신호를 HIG 
H로�인식하고�약 1V 이하가�입력되면�입력되면�마이크로비트는�그�신호를 LOW로�인식 
하게�됩니다.

※ 디지털�신호를�사용하여�외부�전자기기에�전원�을�공급할�경우�출력되는�전압은 3V 
이지만�출력되는�전류가�낮습니다. 즉, 최종적으로�공급되는�전력이�낮기�때문에�디지털 
신호는�전자기기�전원�공급용으로�사용하는데�무리가�있습니다.

부저
모듈

소형 모터

LED 스피커

외부기기마이크로 비트

Low신호 출력시 0V 출력

HIGH신호 출력시 3V출력

초음파 센서

적외선 센서

모터 드라이버

마이크로 비트외부기기

1V이하 전원 입력시 LOW로 인식

2.3V이상 전원 입력시 HIGH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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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마이크로비트 보드

악어 케이블 - M타입 케이블 확장 보드 브레드 보드

디지털�신호를�사용하여 LED를�제어하는�예제를�통해�디지털�신호�출력에�대한�이해를 
해보도록�하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에서�디지털�신호를�출력하는�핀은�총 19개로�구성 
되어있으며�자바스크립트�블록�에디터 “핀” 코딩�블록을�사용하여�디지털�출력을�제어 
할�수�있습니다. 이번�예제에서는 P0 링�단자�핀을�사용하여�예제를�구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색 LED

마이크로비트 디지털 신호

마이크로비트로 LED 

제어하기 (디지털 신호 출력)

5-2

47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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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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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해석

블록안의 프로그램 내용을 무한 반복합니다.

0번 핀에 3V를 출력합니다.(LED가 켜진다)

딜레이 1000ms(1초) 기다립니다.

0번 핀에 0V를 출력합니다.(LED가 꺼진다)

딜레이 1000ms(1초) 기다립니다.

마이크로비트와 버튼으로 LED 

제어하기 (디지털 신호 입출력)

5-3

버튼의�상태를�입력�받아 LED를�제어하는�예제를�통해�마이크로비트�디지털�신호�입출 
력에�대한�이해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블록�에디터 “핀” 코딩�블록을�사 
용하여�디지털�입출력을�제어할�수�있습니다.

프로그램�요약 _  0번�핀에�연결되어있는 LED를�점멸시킬수�있습니다.

마이크로비트 디지털 신호

블록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본” 블록 “핀”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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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버튼을 사용하여 

LED 제어하기 (디지털 신호 출력)

5-3-1 

마이크로비트�구성에서�마이크로비트에는 2개의�버튼(A, B 버튼)이�내장되어�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내부�버튼을�사용하여 LED를�제어하는�예제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준비물

마이크로비트 보드

악어 케이블 - M타입 케이블 확장 보드 브레드 보드

적색 LED 47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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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구성

B버튼A버튼

마이크로비트 디지털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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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해석

A 버튼을 눌렀다 떼면 
블록 안의 내용이 실행된다.

0번 핀에 3V가 출력이 된다.
(LED가 켜진다)

B 버튼을 눌렀다 떼면 
블록 안의 내용이 실행된다.

0번 핀에 0V가 출력이 된다.
( LED가 꺼진다)

A 버튼과 B 버튼을 동시에 눌렀다 
떼면 블록 안의 내용이 실행된다.

0번 핀에 3V를 0.5초 주기로 출력된다.
    (LED가 두번 깜박인다)

프로그램�요약_

마이크로비트의�버튼을�사용해서 
LED를�제어합니다.

블록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본” 블록

“입력” 블록

“핀”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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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버튼을 사용하여 LED 

제어하기 (디지털 신호 입출력)

5-3-2 

4장에서�사용했던�외부�버튼의�입력을�받아�그�결과에�따른 LED를�출력하는�예제를�해 
보도록�하겠습니다. 회로구성을�살펴보면�버튼에�저항이�달려있는�것을�확인할�수�있습 
니다. 이는�풀다운�저항이라�불리고�플로팅�현상을�제거하기�위해�사용됩니다. 플로팅 
현상과�풀�다운�저항에�대해서는�이번�예제�이후에�다루도록�하겠습니다.

준비물

마이크로비트 보드 적색 LED

악어 케이블 - M타입 케이블 확장 보드 브레드 보드

마이크로비트 디지털 신호

47옴

10K옴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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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비트 디지털 신호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해석

블록안의 내용을 무한 반복한다.

만약 0번핀에 디지털 신호가 HIGH이라면 
참(1) 아니면 거짓(0)이다.

If가 참이라면 1번 핀에 HIGH(3V)가 
출력이 된다. (LED가 켜진다)

If가 거짓이라면 1번핀에 LOW(0V)가 
출력이 된다. (LED가 꺼진다)

블록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본” 코딩�블록

“논리” 코딩�블록

“핀” 코딩�블록

프로그램�요약_

마이크로비트로�디지털�신호(스위치, 
PIR센서)를�받아서 LED를�제어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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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코딩 블록 사용법

2장에서 “논리” 코딩�블록을�설명할�때 C언어의�조건문과�같은�역할을�한다고�이야기�했 
습니다. 여러분의�이해를�돕기�위해서 “논리” 코딩�블록�즉, C언어의�조건문에�대해�이해 
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자판기가�있다고�가정해보겠습니다. 콜라를�마시고�싶어 
서�콜라�버튼을�누르면�콜라가�나와야�되고�사이다를�마시고�싶어서�사이다�버튼을�누르 
면�사이다가�나와야�됩니다. 하지만�컴퓨터는�누가�어떤�것을�마실지�모르기�때문에�여 
러�상황에�대비해야�됩니다. 이러한�경우에�사용되는�것이�조건문�입니다. “논리” 코딩 
블록은�주어진�조건에�만족했을�경우�블록�안에�작성된�프로그램을�실행�시키고�만족하 
지�않을�경우�블록을�무시해버리고�다음�프로그램을�실행�시킵니다. 

예제를�통해서�설명해�보도록�하겠습니다. “논리”코딩�블록의 “만약(if) 이면(then) 
실행” 블록을�사용하여�아래와�같이�프로그램을�작성해�봅시다. 어떻게�동작할까요?

해당�프로그램은�버튼 A가�눌러져�있을�경우에�하트를�출력하는�프로그램입니다.
“만약(if) 이면(then) 실행” 블록�실행�조건은 “버튼 A 눌림�상태” 이므로�만약�버튼 A가�눌 
림�상태이라면 “만약(if) 이면(then) 실행”에�작성한�하트�출력�프로그램이�실행됩니다. 
버튼 A가�눌림�상태가�아니라면�하트를�출력하지�않고 “LED 스크린�지우기” 블록으로 
바로�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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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if) 이면(then) 실행” 블록에�여러�상황을�추가한�예제를�함께�해보도록�하겠습 
니다. 다음과�같이�프로그램�했을�경우�어떻게�동작�될까요?

마이크로비트 디지털 신호

자판기의�경우�음료수�종류가�콜라만�있지�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여러가지�상황을 
준비해야�됩니다. 이때�사용되는�것이 else if 입니다.  “만약(if) 이면(then) 실행” 블록은 
else if를�추가하여�여러가지�상황을�대비할�수�있고�각�상황에�맞는�프로그램을�실행 
시킬�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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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가�눌린�상태라면�하트표시를,  2) A가�눌리지�않고 B가�눌린�상태라면, 엑스표시를 , 
3) A도�눌리지�않고 B도�눌리지�않았다면�스마일표시를 LED에�출력하는�프로그램�입니 
다. 이와�같이 “만약(if) 이면(then) 실행” 블록은�주어진�상태에�따라�각각에�해당하는�프 
로그램을�실행시킬�수�있습니다.

보너스

자바스크립트�블록�에디터에서는�실수형�타입의�변수는�제공되지�않습니다. 다시말해 
자바스크립트�블록�에디터는�정수형, 문자형�변수를�저장하고�출력할�수�있는�블록을�제 
공합니다. 앞서�변수를�선택할�때�크기도�중요하다고�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자바스크 
립트�블록�에디터에서는�정수형, 문자형�변수�타입을�한�가지씩만�제공하고�있습니다. 이 
는�자바스크립트�블록�에디터에�국한된�사항이기�때문에�다른�프로그램을�사용하여�코 
딩을�한다면�앞서�설명한�내용과�다르다는�점을�명심하시기를�바랍니다.

조건 1 조건 2

양쪽�모든�조건에�만족할�경우�프로그램이�실행됩니다.

조건 1 조건 2

양쪽�조건�중�하나라도�만족할�경우�프로그램이�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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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비트 디지털 신호

※ 플로팅�현상과�풀업�저항, 풀다운�저항

푸시�버튼, 조도�센서�등과�같은�입력�센서를 LED와�같이�연결하면�원하는�값이�제대로�출력되지 
않음을�확인할�수�있습니다. 디지털�신호를�입력으로�받는�푸시�버튼의�경우에는�버튼을�눌렀을 
때는 1을, 버튼을�누르지�않았을�때는 0을�출력해야�합니다. 하지만�이러한�경우는�이상적인�상황 
입니다. 즉, 추가적인�부품이�없을�경우�절대로�일어나지�않는�상황입니다. 실제�확인을�해보면 0
과 1 두�숫자가�무작위로�출력되는�것을�확인할�수�있고, 이러한�현상을 ‘플로팅�현상’ 이라�부릅니 
다. 전류는�전압이�높은�곳에서�낮은�곳으로�흐르려고�하는�성질�때문에�이러한�현상이�발생하며, 
이상적인�결과를�위해�풀업�저항과�풀다운�저항을�사용합니다. 

풀업�저항이란?

풀업�저항은�회로를�구성할�때�부품의 VCC(3V) 쪽에�저항을�연결하는�방법으로�버튼을�누르지�않 
았을�경우�전류가 VCC(3V)쪽으로�흐르게�됩니다. 따라서, 메인�보드는�버튼을�누르지�않았을�경우 
HIGH 신호를, 그리고�눌렸을�경우 LOW 신호를�입력�받게�됩니다.

스위치를�누르지�않은�경우
Vcc (5V)

GND (0V)

Logic Gate
(Buffer)

아두이노
디지털 핀

스위치를�누른�경우
Vcc (5V)

GND (0V)

Logic Gate
(Buffer)

아두이노
디지털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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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다운�저항이란?

풀다운�저항은�회로를�구성할�때�부품의 0V(GND) 쪽에�저항을�연결하는�방법으로�버튼을�누르지 
않았을�경우�전류가 GND쪽으로�흐르게�됩니다. 따라서, 메인보드는�버튼을�누르지�않았을�경우 
LOW신호를�눌렀을�경우 HIGH 신호를�입력�받게�됩니다. 풀업�저항과�풀다운�저항은�저항을�반대 
방향으로�연결하는�것으로�서로�반대되는�결과를�출력합니다.

스위치를�누르지�않은�경우
Vcc (5V)

GND (0V)

Logic Gate
(Buffer)

아두이노
디지털 핀

스위치를�누른�경우
Vcc (5V)

GND (0V)

Logic Gate
(Buffer)

아두이노
디지털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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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비트 디지털 신호

센서 사용하기5-4

센서란?

센서란�필요로�하는�정보를�감지, 측정하여�신호로�전달하는�장치를�뜻합니다. 다시�말해�온도, 압 
력, 후각, 미각, 광, 음향, 가스, 제스처�등의�정보�획득을�위해�접촉�혹은�비접촉�방식을�사용하여�물 
리적으로�수치화된�정보를�출력합니다.

같은�역할을�수행은�센서라도�성능에�따라�가격이�천차만별이며�필요에�맞는�센서를�선택하는�것 
이�중요합니다. 보편적으로�센서는�전원을�공급�받을�때�사용하는�핀과�데이터를�주고�받을�때�사 
용하는�핀으로�구성되며�각각의�센서에�맞는�통신�방법을�사용하여�측정된�데이터를�마이크로컨 
트롤러와�주고�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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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R 모션센서 사용하기

(움직임 감지)

5-4-1 

PIR 모션센서는�적외선(빛)을�통해 
움직임을�감지하는�센서로�측정�가 
능�범위�내에�빛의�변화가�있을�시 
HIGH 신호를�출력하고�그렇지�않 
을�경우 LOW 신호를�출력합니다. 
위�사진을�보면�둥근�캡을�확인할 
수�있습니다. 모션을�감지하는�센 
서는�캡�내부에�내장되어�있고, 외 
부�캡은�감지�각도를�넓혀주는�역 
할을�합니다.

준비물

마이크로비트 보드 적색 LED

악어 케이블 - M타입 케이블 확장 보드 브레드 보드

PIR 센서47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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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비트 디지털 신호

회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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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이�감지되면�마이크로비트는 HIGH 신호를�입력�받을�것이고 LED가�켜질�것입니 
다. 반대로�움직이�감지�되지�않는다면�마이크로비트는 LOW 신호를�입력�받게�되며 LED 
는�꺼질�것입니다.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해석

블록안의 내용을 무한 반복한다.

만약 0번핀에 디지털 신호가 HIGH이라면 
참(1) 아니면 거짓(0)이다.

If가 참이라면 1번 핀에 HIGH(3V)가 
출력이 된다. (LED가 켜진다)

If가 거짓이라면 1번핀에 LOW(0V)가 
출력이 된다. (LED가 꺼진다)

블록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본” 코딩�블록

“논리” 코딩�블록

“핀” 코딩�블록

프로그램�요약_

마이크로비트로�디지털�신호(스위치, 
PIR센서)를�받아서 LED를�제어할�수 
있다.





마이크로비트 

아날로그 신호

아날로그 입출력 개요

마이크로비트 PWM출력으로 LED 밝기 조절하기(아날로그 출력)

조도센서로 LED 제어하기(아날로그 입력)

가변저항 사용하기

토양습도센서로 수분 측정하기(아날로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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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비트 아날로그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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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신호는�핀에서�입출력�모두�가능했던�반면�아날로그�신호는�입력과�출력을�담 
당하는�핀이�따로�정해져�있습니다. 즉, 상황에�맞게�아날로그�핀을�선택해서�사용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0~3V 사이의�값을�출력하면�마이크로비트는�아날로그�신호를 0~1023 사이의 
값으로�입력�받습니다. 그�이유는�마이크로비트�내부에�아날로그�신호를�디지털�신호로 
변환해주는 ADC(Analog to Digital Converter)가 10bit이기�때문입니다. 

※ 10bit = 2^10 즉, 0~1023까지�표현�가능합니다.

아날로그 입출력 개요6-1

수위 센서

적외선 센서

수분센서 

마이크로 비트외부기기

마이크로비트는 
0 ~ 1023의 값으로 인식

0 ~ 3V의 아날로그 신호 출력

아날로그�입력�핀 아날로그�출력�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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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신호�출력은 PWM(Pulse Width Modulation) 방식으로�출력됩니다. PWM 신 
호는�사실은�디지털�신호이지만�출력되는�전압값을�일정한�비율로 HIGH와 LOW를�유 
지하므로�아날로그값을�모사하여�출력하는�방식입니다. PWM 신호는�제어�및�통신에 
서�많이�사용됩니다.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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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비트 아날로그 신호

마이크로비트 PWM출력으로 

LED 밝기 조절하기

(아날로그 출력)

6-2

마이크로비트에는 13개의�아날로그�출력�핀을�통해 PWM 신호를�출력할�수�있습니다. 
이번�예제는�출력되는 PWM 신호를�조절하여 LED의�밝기를�조절해�보도록�하겠습니다. 

※ LED는�공급되는�전원에�따라�밝기가�변합니다.

준비물

마이크로비트 보드 적색 LED

악어 케이블 - M타입 케이블 확장 보드

브레드 보드47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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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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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비트 아날로그 신호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프로그래밍

“변수” 코딩�블록

“계산” 코딩�블록 “핀” 코딩�블록

“LED” 코딩�블록

“반복” 코딩�블록
“기본” 코딩�블록

프로그램 해석

블록 안의 내용을 무한 반복합니다.

index 값을 1씩 증가시키면서 0부터 1023이 
될 때까지 블록 안의 내용을 반복합니다.

1씩 증가하는 index 값으로 아날로그값을 
출력합니다. (LED가 점점 밝아진다)

LED 매트릭스에 index 값을 보여줍니다.

1023에서 1씩 증가하는 index 값을 빼고 아날
로그값을 출력한다. (LED가 점점 어두워진다)

프로그램�요약_

For 블록을�사용해서 LED의�밝기를 
제어할�수�있습니다.

블록이 어디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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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센서로 LED 제어하기

(아날로그 입력)

6-3

포토레지스터는 CDS 센서라고도�불리며�빛의�양을�측정할�수�있는�광센서�혹은�조도�센 
서입니다. 포토레지스터는�받아들이는�빛의�양에�따라�내부�저항값이�변하는�성질을�이 
용하여�밝기를�측정합니다. 이번�예제는�조도�센서에서�출력되는�아날로그�신호를�입력 
받아�일정�값�이상이�되면 LED를�켜고�그렇지�않을�경우 LED를�끄는�예제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도�센서는�극성이�없는�무극성�소자이며�이상적으로�가장�밝은�경우�약 1k 옴의�저항 
값을, 가장�어두울�경우�약 50k의�저항값을�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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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비트 아날로그 신호

여기서 잠깐!

조도센서�원리�이해하기(전압�분배�법칙)

전압�분배�법칙은�전기�회로�안에�다수의�저항이�존재할�경우�각�저항에�전압이�분배 
되는�법칙을�말합니다. 

위�회로는 6V의�전압원과�각각 2옴, 4옴의�저항이�직렬로�연결된�회로입니다. 옴 
의�법칙에�따라 1A의�전류가�흐르게�되고�전압원 6V는�각각의�저항에 2V, 4V로 
분배됩니다. 만약 2옴�저항�대신에�조도센서를�넣으면�어떻게�될까요? 빛의�밝기 
에�따라�조도센서의�저항값이�변하면서 R₂에�분배되는�전압이�변하게�됩니다.

아날로그 핀으로 입력 
(0~3V = 0~1023)

마이크로비트 (3V)

R₁ (2Ω) R₂ (4Ω)
2V 4V

4V
0V

6V

6V

(1K~50K)

(a)

3V 조도센서 = 밝을 수록 낮은 저항

밝을 수록 (a)의 전압값이 커짐

(a)의 전압값이 커질수록 신호가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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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마이크로비트 보드 적색 LED

악어 케이블 - M타입 케이블 확장 보드 브레드 보드

47옴

10K옴

CdS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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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비트 아날로그 신호

회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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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해석

(조건) 1번 핀으로 아날로그 입력값을 
받아서 500과 비교합니다. 

만약 아날로그 입력값이 500보다 작으면 
참이고 500 보다 크면 거짓입니다.

조건이 참이면 0번 핀에 
HIGH(3V) 값을 출력합니다.

   (LED가 켜진다)

조건이 참이 아니면(else) 0번 핀에 
LOW(0V) 값을 출력합니다.

    (LED가 꺼진다)

“핀” 코딩�블록 “논리” 코딩�블록

블록이 어디에 있을까요?

프로그램�요약_

마이크로비트와�아날로그�입력(조도 
센서)으로 LED를�제어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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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코딩 블록 사용법

2장에서 “반복” 코딩�블록은 C언어의�반복문과�같은�역할을�한다고�이야기했습니다. 반 
복문은�프로그램�실행�중�반복해서�실행시켜야�되는�상황에서�사용합니다. 예를�들어 
프로그램이 1회�실행될�때마다�사과 1개와�바나나 3개를�원숭이에게�주는�기계를�만든 
다고�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기계에�입력해야�되는�프로그램을�아래와�같을�것입니다. 

하지만�만약�프로그램이 1회�실행될�때마다�사과 1개와�바나나 1000개를�주어야�하는 
기계를�만들어야�한다면�기계에�입력해야�되는�프로그램이�엄청�길어지고�지저분하게 
될�것입니다. 이럴�때�사용하는�것이�반복문입니다. 프로그램에서�바나나 1000개를�주 
라는�명령을�간단하게�정리할�수�있습니다. 이렇게�되면�프로그램도�깔끔해지고�보는�사 
람도�이해하기�쉽게�변했습니다.

마이크로비트에서는�서로�다른�방법으로�반복�횟수를�정할�수�있습니다. 

1000번

1000회�반복

반복문�사용�전

반복문�사용�후

마이크로비트 아날로그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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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저항 사용하기6-4

가변저항은�전기회로의�소자로�회 
로에� 흐르는� 전류를� 주어진� 범위 
내에서�다양하게�변화시킬�수�있는 
저항입니다. 수도꼭지를�돌리면�수 
도관의�단면적이�변하게�되어�흐르 
는�물의�양이�크게�또는�작게�조절 
되는�것과�같이�가변저항을�돌리면 
흐르는�전류의�양을�변화시킵니다. 

준비물

마이크로비트 보드

악어 케이블 - M타입 케이블

확장 보드 브레드 보드가변저항



회로 구성

A버튼

11134

마이크로비트 아날로그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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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해석

0번 핀에서 받아온 아날로그 값을 
value 변수 블록에 저장합니다.

(조건) A 버튼이 눌린 상태면 참(1) 
버튼이 안눌린다면 거짓(0)

조건이 참(1)이라면 센서의 값을 
LED 스크린에 숫자로 표현합니다.

조건이 참(1)이라면 센서의 값을 
LED 스크린에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블록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본” 코딩�블록

“LED” 코딩�블록

“변수” 코딩�블록

“입력” 코딩�블록

“논리” 코딩�블록

프로그램�요약_

마이크로비트로�아날로그�입력을�받아 
그래프나�숫자로�표시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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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습도센서로 수분 측정하기

(아날로그 입력)

6-5

토양습도센서는�화분�등에�꽂아서 
토양의�습도가�어느�정도인지�판단 
할�때�쓰는�센서입니다. 두�개의�전 
극�부분을�토양에�꽂아�두면�수분 
함량에�따라�달라지는�저항�변화를 
감지합니다. 즉, 토양의�수분�함량 
이�높을수록�저항이�낮아지게�되고 
수분�함량이�높을수록�저항이�높아 
지게�됩니다.

마이크로비트 아날로그 신호

준비물

마이크로비트 보드

악어 케이블 - M타입 케이블

확장 보드 브레드 보드토양 습도 센서



회로 구성

A버튼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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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비트 아날로그 신호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해석

0번 핀에서 받아온 아날로그 값을 
value 변수 블록에 저장합니다.

(조건) A 버튼이 눌린 상태면 참(1) 
버튼이 안 눌린다면 거짓(0)

조건이 참(1)이라면 센서의 값을 
LED 스크린에 숫자로 표현합니다.

조건이 참(1)이라면 센서의 값을 
LED 스크린에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블록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본” 코딩�블록

“입력” 코딩�블록

“논리” 코딩�블록

프로그램�요약_

마이크로비트로�아날로그�입력을�받아 
그래프나�숫자로�표시할�수�있습니다.

“LED” 코딩�블록

“변수” 코딩�블록



마이크로비트 

프로젝트

블루투스 기능 사용하기

마이크로비트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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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기능 사용하기7-1

지금까지�우리는�마이크로비트�기 
능과�사용법에�대해�공부해보았습 
니다. 이�책에서�마지막으로�진행 
할�내용은�마이크로비트의�블루투 
스와�가속도�센서를�사용하여�안드 
로이드�기반�스마트폰�음악을�제어 
하는�프로젝트를�진행해보도록�하 
겠습니다. 우리는�이번�프로젝트에 
서�마이크로비트를�사용하여�음악 
을�재생, 일시정지, 볼륨�업 & 다운, 
다음�곡, 이전�곡�기능을�구현해보 
겠습니다.

준비물

마이크로비트 보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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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코딩�블록

“블루투스” 코딩�블록

“입력” 코딩�블록

블록이 어디에 있을까요?

프로그램 해석

맨처음에 음표를 출력합니다.

블루투스가 연결되면 문자 
“HELLO”를 출력합니다.

블루투스 연결이 해제되면 문자 
“BYE”를 출력합니다.

버튼 A를 눌렀다 때면 마이크로비트와 블루 
투스로 연결된 스마트폰의 음악을재생합니다.

버튼 B를 눌렀다 때면 마이크로비트와 
블루투스로 연결된 스마트폰의 음악을 

일시 정지합니다.

“디바이스” 코딩�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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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프로그래밍

블록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본” 코딩�블록

“디바이스” 코딩�블록

“논리” 코딩�블록

“입력” 코딩�블록



143

프로그램 해석

A+B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블록안의 내용이 실행됩니다.

가속도센서의 Y축이 300 초과인 상태(마이크로비트 로고가 앞을 보게 한다.)
에서 실행 되면 노래의 다음 곡을 재생합니다. 

가속도센서의 Y축이 -300 미만인 상태 (마이크로비트 로고가 나를 보게 한다.) 
에서 실행 되면 노래의 이전 곡을 재생합니다. 

가속도센서의 X축이 300 초과인 상태(마이크로비트 로고가 오른쪽을 보게 한다.)
에서 버튼을 누른다면  스마트폰의 볼륨을 높입니다. 

가속도센서의 X축이 -300 미만인 상태(마이크로비트 로고가 왼쪽을 보게 한다.)
에서 버튼을 누른다면  스마트폰의 볼륨을 낮춥니다. 

프로그램�요약_ 스마트폰을�제어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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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비트 피아노7-2

이번에는�마이크로비트만의�특별한�기능인�소리�블록과�가속도�센서를�사용하여�피아 
노를�제작해보는�프로젝트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를�왼쪽으로�기울인�후 
A버튼을�누르면 ‘도’가�출력됩니다.

마이크로비트를�왼쪽으로�기울인�후 
B버튼을�누르면 ‘레’가�출력됩니다.

마이크로비트를�왼쪽으로�기울인�후 
A , B버튼을�같이�누르면 ‘미’가�출력됩니다.

마이크로비트를�정면으로�든�후
A버튼을�누르면 ‘파’가�출력됩니다.

마이크로비트를�오른쪽으로�기울인�후
A버튼을�누르면 ‘시’가�출력됩니다.

마이크로비트를�오른쪽으로�기울인�후
B버튼을�누르면 ‘높은�도’가�출력됩니다.

마이크로비트를�정면으로�든�후
B버튼을�누르면 ‘솔’이�출력됩니다.

마이크로비트를�정면으로�든�후
A , B버튼을�같이�누르면 ‘라’가�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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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악어 오디오 케이블 오디오 출력 장치 +이어폰, 스피커마이크로비트 보드

회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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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프로그래밍

블록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본” 코딩�블록

“소리” 코딩�블록

“논리” 코딩�블록

“입력” 코딩�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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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해석

맨처음에 음표를 출력합니다.

A버튼을 누르면 블록안의 내용이 실행됩니다.

가속도 센서의 x값이  200미만일 때(로고가 왼쪽을 보게 합니다) 
실행되면 중간 도(Middle C)를 1박자 출력합니다.

가속도센서의 x값이 -200 이상이고 200보다 이하일 때
(로고가 위를 보게 합니다) 실행되면 중간 파(Middle F)를 1박자 출력합니다.

가속도센서의 x값이 200 초과일 때(로고가 오른쪽을 보게 합니다)
     실행되면 중간 시(Middle B)를 1박자 출력합니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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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프로그래밍

블록이 어디에 있을까요?

“입력” 코딩�블록

“논리” 코딩�블록
“소리” 코딩�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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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프로그램 해석

B버튼을 누르면 블록 안의 내용이 실행됩니다.

가속도 센서의 x값이 200 미만일 때(로고가 왼쪽을 보게 합니다) 
실행되면 중간 레(Middle D)를 1박자 출력합니다.

가속도센서의 x값이 -200 이상이고 200보다 이하일 때
(로고가 위를 보게 합니다) 실행되면 중간 솔(Middle G)을 1박자 출력합니다.

가속도센서의 x값이 200 초과일 때(로고가 오른쪽을 보게 합니다)
     실행되면 높은 도(High C)를 1박자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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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프로그래밍

블록이 어디에 있을까요?

“입력” 코딩�블록

“논리” 코딩�블록
“소리” 코딩�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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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해석

A버튼과 B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블록 안의 내용이 실행됩니다.

가속도 센서의 x값이 200 미만일 때(로고가 왼쪽을 보게 합니다) 
실행되면 중간 미(Middle E)를 1박자 출력합니다.

가속도센서의 x값이 -200 이상이고 200보다 이하일 때
(로고가 위를 보게 합니다) 실행되면 중간 라(Middle A)를 1박자 출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