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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교사용 지도서

머리말

오늘날 정보 기술 및 컴퓨팅 분야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정보 기술 및
컴퓨팅 분야의 경쟁력과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
력 확보를 위해 관련 인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
에서 우리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컴퓨팅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앞으로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를 주도하고 새로운 정보
문화를 선도하게 될 정보 사회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총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컴퓨팅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해 보는 프로그
래밍 활동에 초점을 두고 집필하였다. 각 단원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원은 릴리패드를 활용한 전자 회로를 설계하고 직접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을 거쳐 스마트
공예품을 제작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스마트 공예 프로젝트를 통해 컴퓨팅 장치
의 기본 구성 요소와 동작 원리, 프로그래밍 방법 등을 학습할 수 있다.

2단원은 아두이도 에스플로라를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을 거쳐 나만의 컨트롤러를 제작하는 경
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아두이노 에스플로라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컴퓨팅 장치의 동작
원리, 프로그래밍 방법, HCI 설계 원리 등을 학습할 수 있다.

3단원은 앱의 특성, 앱 인벤터 개발 환경의 특성 및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앱 개발의 전
체적인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화면 구성 요소의 배치와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통
해 앱 설계 및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능력을 학습할 수 있다.

4단원은 앱 인벤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앱을 직접 설계하고 개발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

체온을 유지하는 목적을 가졌던 의류가 점차 발전하면서
록 구성하였다. 앱 인벤터를 활용한 협력적 앱 개발 과정을 통해 앱 설계 및 프로그래밍 방법, 프신호가 들어오네.

내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어요. 최근에는 컴퓨팅

입력 신호 분석

로젝트 개발의 전체적인 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
에 반응 하고 사람의 컨디션을 관리하는 등 지능을 가진

음, 이신호는 빛센서가

LED를 켜라.

어둡다는 것을 감지했다는

신호 전달

신호인데…
처리결과에 따른 명령 전달

동아리 교재는 소프트웨어 교육 중심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특히 창

LED를 켜라는 신호를
내보내자.

원시시대에는 몸을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목적을 가졌던 의류가 점차 발전하면서

의적 재량 활동, 자율 및 진로 활동과 연계된 동아리 활동의 보충 교재로
널리
사용될개성을
수 있을
것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어요. 최근에는 컴퓨팅
예의를
표현하거나
나타내는

시스템과 결합하면서 특정 조건에 반응 하고 사람의 컨디션을 관리하는 등 지능을 가진

이다. 집필진은 이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가 효과적인 컴퓨터 과학 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에 활
전자 섬유로
진화하고 있지요.

시대에는 몸을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목적을 가졌던 의류가 점차 발전하면서

표현하거나 개성을 나타내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어요.
최근에는
컴퓨팅더
용되기를
바라며

신호가 들어오네.

나은 교재와 지도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충고를 기다리는

입력 신호 분석

과 결합하면서 특정 조건에 반응 하고 사람의 컨디션을 관리하는 등 지능을 가진

바이다.

유로 진화하고 있지요.

음, 이신호는 빛센서가

LED를 켜라.

어둡다는 것을 감지했

신호 전달

신호인데…

처리결과에 따른 명령

LED를 켜라는 신호를
내보내자.

어두운 길을 갈 때 밝게 빛을 냄으로써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면서,
하루 동안 얼마나 걸었는지 체크하는 신발
예의를 표하거나 개성을 나타내는 의류

컴퓨팅 시스템과 연결된 의류로 진화

일반 동전보다 훨씬 작은
마이크로콘트롤러
원시시대의 의류
어두운 길을 갈 때 밝게 빛을 냄으로써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면서,
하루 동안 얼마나 걸었는지 체크하는 신발
원시시대의 의류

흡, 심박, 에너지
티셔츠

예의를 표하거나 개성을 나타

컴퓨팅 시스템과 연결된 의류로 진화

예의를 표하거나 개성을 나타내는 의류

컴퓨팅 시스템과 연결된 의류로 진화

일반 동전보다 훨씬
마이크로콘트롤러

일반 동전보다 훨씬 작은
마이크로콘트롤러

악기 없이 연주 가능한 스마트한 티

소리와 빛, 물 그리고 신축 정도에 따라 칼라와 패턴을
변화시키는 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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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공예란
스마트 공예는 전통적인 공예품이나 직물에 각종 입출력 장치와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의 전자 장치를 부착하여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지능적으로 동작하는 공예품을 제작하는 것을 말해요.

차례

빛이 나는 팔찌

학습포인트
•스마트 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전자 장치의 구성과 동작 원리를 알 수 있다.

터치하면 불이 들어오

•스마트 공예품의 제작 과정을 알 수 있다.

1

스마트 공예품
스마트 공예품은 전통적인 공예품에 지능적으로
동작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전자 회로를 부착하여 만들어져요.
스마트 공예품의 사례에는이산화탄소량 감지 정도에 따라

Ⅰ

Ⅱ

LED의 패턴이 바뀌는 스마트 드레스, 주변 밝기를 감지하여

스마트 공예품 만들기

어두우면 빛을 내는 신발, 품에 안으면 소리를 내는 인형 등이
있어요,

1. 스마트 공예란

10

2. 릴리패드 프로그래밍하기

24

3. 나만의 스마트 공예품 만들기

38

미래형 컨트롤러 만들기
1. 아두이노 에스플로라 알아보기

50

2. 에스플로라 프로그래밍

56

3. 나만의 컨트롤러 만들기

66

궁금해요
이산화탄소량 감지 정도에 따라
LED의 패턴이 바뀌는 스마트 드레스

03

예전

게임 앱 만들기

게임을

기기가

우리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즐기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게임 앱을 만들어보자.
&

01

@

앱이란?
스마트기기가 상용화 되면서 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앱의
활용범위도 넓어졌다. 앱은 스마트기기에서 동작하는 응용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다. 앱에 대해서 알아보고, 스마트폰 앱개발을 위한
앱 인벤터의 등장배경을 알아보자.

나만의 앱 만들기
Ⅲ
학습포인트
• 스마트 기기의 센서를 활용 게임 앱을 제작할 수 있다.
1. 앱이란
82
• 프로시저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2. 앱인벤터 둘러 보기
86

3. 앱 제작 과정 살펴 보기

학습포인트

96

• 앱의 특성과 종류에 대해 알 수 있다.

1

• 스마트폰 앱과 앱인벤터에 대해 알 수 있다

게임과 스마트폰 앱
1

앱의 특성과 종류

컴퓨팅 기기가 발달하면서 컴퓨터 게임산업도 급속도로 발전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앱은 애플리케이션의 준말로 사용되는 목적과 표현되는 기능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눠볼 수

있다. 생활정보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앱에서부터 사무를 보조하는 앱에 이르기 까지

등장이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앱이 출시되어 있다.
‘앱’ 이란 애플리케이션의 준말로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앱? 어플?

기기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들을

이게 다 뭐지요?

말합니다. 앱은 생활의 불편을 개선하는
것부터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재미있는
놀이거리가 될 수도 있는 다양한 형태로

Ⅳ

함께하는 앱 만들기

존재합니다.

1. 그래픽 도구 만들기

108

2. 계산기 앱 만들기

118

3. 게임 앱 만들기

128

스마트한 가로등은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불이 켜진다.

열선이 깔린 도로는
눈이 내릴 때, 눈을
인식하여 눈을 녹인다.

Ⅰ
스마트 공예품
만들기
1. 스마트 공예란
2. 릴리패드 프로그래밍하기
3. 나만의 스마트 공예품 만들기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는 많은 장치들이 있다.
거리의 가로등은 주변이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켜지고, 고속 도로에 깔린 열선은 눈이
내리면 열을 내어 도로의 눈을 녹인다. 이렇게 주변 문제에 대해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일을 자동화 기기가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 제어의 중심에는 동작을
제어하는 프로그래밍 과정이 필요하다. 주변의 센서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작성된 알고리즘을 통해 일정한 조건이 되면 동작을 실행하는
자동화 과정의 제어는 모두 프로그래밍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동화의 사례로서
다양한 스마트 공예품들을 살펴보고, 릴리패드를 활용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스마트
공예품을 제작해 보도록 한다.

Ⅰ. 스마트 공예품 만들기

단원명

1. 단원의 개관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일을 대신 해 주는 많은 장치들이 있다. 거리의 가로등은 주변이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켜지고,
고속도로에 깔린 열선은 눈이 내리면 열을 내도록 하여 도로가 얼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주변 문제에 대해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일을 자동화
기기가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 제어의 중심에는 동작을 제어하는 프로그래밍 과정이 필수적이다. 주변의 센서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이
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작성된 알고리즘을 통해 일정한 조건이 되면 동작을 실행하는 자동화 과정의 제어는 모두 프로그래밍을 통해 이루어
진다. 자동화의 사례로서 다양한 스마트 공예품들을 살펴보고 릴리패드를 활용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스마트 공예품을 제작해 보도록 한다.
2. 단원 내용의 구조
스마트 공예품 만들기

스마트 공예란

릴리패드 프로그래밍하기

나만의 스마트 공예품 만들기

•스마트 공예품의 개념과 원리

•릴리패드와 입출력 장치

•작품 구상 및 디자인

•회로 설계

•스마트 공예 구성품 살펴보기

•빛 센서를 활용한 LED 제어

•프로그래밍

•검사 및 수정

•최종 작품 완성

•작품 발표 및 평가

•스마트 공예품 제작 과정

3. 단원의 지도 목표
•스마트 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전자 장치의 구성과 동작 원리를 알
수 있다.

•빛 센서를 활용하여 LED를 제어하는 회로를 만들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스마트 공예품의 제작 과정을 알 수 있다.

•릴리패드와 입출력 장치들의 역할을 알 수 있다.

•빛 센서와 LED를 활용하여 실용적인 스마트 공예품을 제작할 수

•문제 해결 과정의 공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문제 해결 전략과 방

있다.

법을 찾을 수 있다.

4. 단원의 평가 방향
1. ‘릴리패드 프로그래밍하기’ 단원에서는 릴리패드와 다양한 입출력

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치의 동작 제어를 위한 회로를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설계하는지

2. ‘나만의 스마트 공예품 만들기’ 단원에서는 학습자가 문제 상황을

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도록 한다. 회로가 복잡해지면 전기가 통하는

해결하기 위하여 작품을 구상하고 설계하고, 프로그래밍하여 완성

실로 연결해야 하는 길이가 길어지게 되고 이는 곧 작품 완성을 위

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스스로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과

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됨을 뜻한다. 또한 서로 다른 극성이 자주 교

정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습자 창의적 아이디어, 실용

차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로를 간결하면서 정확하게 동작

성, 심미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5.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
•본 단원은 모둠별 협력 학습을 중심으로 하나 학습 상황에 따라 개별 학습으로 진행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 문법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프로그래밍 개념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들이 모든 문제 해결 과정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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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원의 지도 계획

중단원명

차시
(시간)

내용 요소

스마트 공예품
의 개념과 원리
1
1. 스마트 공예란

(45분)

프로그래밍하기

(135분)

스마트 공예품의 다양한 사례 알기
스마트 공예품의 동작 원리 알기
스마트 공예를 제작하기 위한 릴리패

성품 살펴보기

드, 출력장치, 입력장치의 종류 알기

빛 센서, LED, 아두

입출력 장치

입출력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이노 소프트웨어, 아

프로그래밍 알기

두블록, PC

작품 구상 및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한 스마트 공예 작

디자인

품을 구상하고 디자인 스케치하기

회로 설계

프로그래밍

(180분)

두블록, PC
필기도구

빛 센서, LED

어떻게 동작하도록 할 것인지 프로그래

라 입출력 장치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는
지 검사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하기

최종 작품 완성

이노 소프트웨어, 아

치의 동작을 위한 회로 설계하기

설계한 회로와 작성한 프로그래밍에 따
검사 및 수정

빛 센서, LED, 아두

필기도구, 릴리패드,

밍하기

공예품 만들기

필기도구, 릴리패드,

스케치한 디자인에 릴리패드, 입출력 장

설계한 회로를 바탕으로 입출력 장치가

4

PC

입출력 장치 동작을 위한 회로 알기

후 프로그래밍하기

스마트 공예품 완성하기

방법

쪽수

쪽수

8쪽

10쪽

12쪽

14쪽

14쪽

16쪽

22쪽

24쪽

34쪽

36쪽

36쪽

38쪽

38쪽

40쪽

39쪽

41쪽

40쪽

42쪽

41쪽

43쪽

42쪽

44쪽

문답법

릴리패드와

에 따라 LED가 불을 밝히는 회로 설계

지도서

관찰법

필기도구, 릴리패드,

한 LED 제어

교과서

ppt, PC

릴리패드의 개념과 동작 원리 알기

빛 센서로 빛의 양을 측정하여 빛의 양

평가

스마트 공예품 소개

PC

빛 센서를 활용

3. 나만의 스마트

학습 자료

스마트 공예품을 제작하는 과정 알기

제작 과정

3

스마트 공예품의 개념 알기

스마트 공예 구

스마트 공예품

2. 릴리패드

교수·학습 활동 및 지도 내용

관찰법
문답법
관찰법
문답법
관찰법
자기평가
동료평가

관찰법
자기평가
동료평가
관찰법
수행평가
관찰법
수행평가

필기도구, 릴리패드,
빛 센서, LED, 아두

관찰법

이노 소프트웨어, 아 수행평가
두블록, PC
필기도구, 릴리패드,
빛 센서, LED, 아두

관찰법

이노 소프트웨어, 아 수행평가
두블록, PC
관찰법
수행평가

제작한 공예품에 대해 발표하여 서로
작품 발표 및

공유하기

평가

서로의 작품의 장단점을 논의하고 개선

관찰법
수행평가

방안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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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원 개관

01

스마트 공예는 전통적인 공예품이나 직물에

스마트 공예란

각종 입출력 장치와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의 전
자 장치를 부착하여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지능
스마트 공예는 전통적인 공예품이나 직물에 각종 입출력 장치와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의 전자 장치를 부착하여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지능적으로 동작하는 공예품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적으로 동작하는 공예품을 제작하는 것이다.

학습 목표
•스마트 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전자 장치의 구
성과 동작 원리를 알 수 있다.
•스마트 공예품의 제작 과정을 알 수 있다.

학습 포인트
•스마트 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전자 장치의 구성과 동작 원리를 알 수 있다.
•스마트 공예품의 제작 과정을 알 수 있다.

1

스마트 공예품
스마트 공예품은 전통적인 공예품에 지능적으로 동작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전자 회로를 부착하여 만든다.
스마트 공예품의 사례로는 이산화탄소 양의 감지 정도에 따라
LED의 패턴이 바뀌는 스마트 드레스, 주변 밝기를 감지하여
어두우면 빛을 내는 신발, 품에 안으면 소리를 내는 인형 등이 있다.

신기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보자!

지도 자료

이산화탄소 양의 감지 정도에 따라
LED의 패턴이 바뀌는 스마트 드레스

스마트 공예품
스마트 공예품은 e-textiles를 의미한다. 원

8

Ⅰ. 스마트 공예품 만들기

래 e-textiles는 electronic textiles 혹은 smart
textiles, msart fabrics이라고도 하며 초소형 컴
퓨터 등의 디지털 구성 요소나 전자 장치들이
섬유 안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능적인
입는 옷, 웨어러블 컴퓨팅 등에서 e-textiles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e-textiles는 웨어러블 컴퓨팅과는 구분되는
데 e-textiles가 마이크로컨트롤러, 센서, 입출
력 장치와 같은 전자적인 요소와 섬유의 통합에
보다 비중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반
드시 옷으로 입지 않고 가방이나 모자, 장갑, 신
발 등에도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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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방법
이 단원은 학생들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공예품 제작을 위하
여 스마트 공예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동작 원리를 파악하는 단원이다. 따라
서 스마트 공예 제작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해보고 싶다는 태도
를 갖고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사용자에 따라 경제성이 높아지게 된다. 셋째,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넷째, 사용 가치에 따라 재화로 인식되면
서 경제성이 높아지게 된다.

스마트 공예 작품 소개
옷이나 공예품에 빛 센서,

스마트 공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다양한 작

온도 센서 등의 입력 장치와
LED, 스피커, 진동 모터 등

품을 만들 수 있다.

의 출력 장치를 부착한 후,

•스마트 의류의 동작 원리 그림과 같이 이산

이 부착된 센서를 통해 감지

빛이 나는 팔찌

손으로 만지면 불이 켜지는
부엉이 인형

어두운 곳에서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는 머플러

된 신호가 연결된 회로를 따

화탄소의 양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드레스에

라 전달된다.

부착된 LED에 특정 패턴의 불이 들어오게

동작 제어 프로그램에 따

된다.

라 입력된 신호를 처리하여
출력 장치가 동작할 수 있도

• 방석, 쿠션, 필통, 팔찌, 목걸이, 가방, 신발,

록 한다. 동작 제어 프로그

모자, 옷 등 다양한 직물에 부착함으로써 개

램은 컴퓨터에서 프로그래

인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공예품 제작 또

밍되어 시리얼 포트에 연결

한 가능하다.

된 USB 케이블을 따라 마
이크로 컨트롤러에 다운로
터치하면 불이 들어오는 벽 장식

어두우면 불을 밝혀 주는 베개

• 부엉이 인형: 부엉이의 양 날개를 양 손으로
마이크로컨트롤러
(microcontroller)

센서

동작

제어

전달

잠으면 전기가 통하게 되면서 부엉이의 눈에

프로그래밍(programming)

불이 들어오게 된다. 이 작품은 부엉이의 날
프로
그램

신호

빛을 발하는 팔찌로 제작한 것이다.

그림과 같다.

다양한 스마트 공예품

감지

• 빛나는 팔찌: 일반적인 팔찌를 개성을 살려

드된다. 이러한 과정은 아래

개에 버튼을 부착한 것이 아니라 전기가 통
전송

하는 천을 덧대어 천을 손으로 잡게 되면 전
기가 흐르는 데 착안하여 제작된 것이다.
• 베게: 불을 끄고 잠자리를 찾아 가는 과정에
서 베게에 불을 밝힘으로써 어느 위치가 잘

릴리패드를 활용한 스마트 공예품 동작 원리

궁금해요

자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다.

마이크로컨트롤러(microcontroller)란
작은 컴퓨터라고도 불린다. 마이크로컨트롤러는 특정 장치를 제어하는 데 사용하며, 마이크로컨트롤러와 연
결된 입력 장치나 출력 장치의 동작을 제어한다. 인형의 버튼을 누르면 특정 동작을 하도록 제어하는 장치 또
한 마이크로컨트롤러에 속한다.

01. 스마트 공예란

• 머플러: 팔찌와 마찬가지로 일반 머플러를
좀 더 멋지게 꾸민 것으로 색색의 LED를 사
9

용하였다.
• 벽장식: 스마트 공예는 옷뿐만 아니라 다양
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벽지에 LED를 함
께 연결하여 사람이 벽의 특정 부분을 터치

스마트 공예품 동작 원리
스마트 공예품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연결된 센서가 외부의 변화를 감지하
면 그 신호를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전달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사용자가 컴

하면 불이 들어오는 상호작용 가능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참고 자료
① climate dress by Diffus

퓨터로 프로그래밍 하여 전송한 프로그램에 따라 받아들인 신호를 판별하여 동

https://w w w.youtube.com/

작해야 할 출력장치가 움직이도록 한다.

watch?v=bgVaUqSK3IQ
② e-textile fashion show at world maker
faire New York
움직임의 정도에 따라 불을 밝히는 정도가 달라
지는 치마, 불을 밝히는 장갑 등
https://w w w.youtube.com/
watch?v=geeWGlrlS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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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 스마트 공예품: 의류의 발달
원시 시대에는 몸을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목적을 가졌던 의류가 점차 발전하면서

옷의 진화

예의를 표현하거나 개성을 나타내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컴퓨팅

과거의 옷은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보호하고

시스템과 결합하면서 특정 조건에 반응하고 사람의 컨디션을 관리하는 등 지능을 가진 전자

추위를 피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도구의 역할을

섬유로 된 의류로 진화하고 있다.

수행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의나
개성을 표현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옷에 다양
한 컴퓨팅 기기를 부착함으로써 맥박과 신체 리
듬을 파악하여 운동선수들의 컨디션을 조절하
거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LED를 부착함으로써
밤길 보행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하는
옷 제작이 가능해졌다.
옷에 다양한 음과 박자를 표현할 수 있는 도
구를 부착하고 이 도구가 다양한 악기 역할을
하도록 구현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음악 활동
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파티나 공연
을 할 때 소리나 빛,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다양

예의를 표하거나 개성을 나타내는 의류

원시 시대의 의류

컴퓨팅 시스템과 연결된 의류로 진화

➊

한 색상과 패턴으로 LED가 불을 밝히도록 하는
일반 동전보다 훨씬 작은
마이크로컨트롤러

작품을 제작할 수도 있다.

지도 자료
➊ 운동선수의 건강 관리 티셔츠
티셔츠에 부착된 센서는 동전보다 작은 크기
운동 선수의 스트레스 수준, 칼로리 소모, 호흡, 심박,
에너지 등을 표시하고 기록해 주는 티셔츠

로 되어 있으며 운동선수의 심박, 칼로리 소모
량, 에너지 등을 체크하여 스트레스 수준, 생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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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 등을 쉽게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➋ 야간 보행을 돕는 신발
빛을 감지하는 센서를 신발에 부착하여 어두
운 길을 갈 때 밝게 빛을 내도록 함으로써 야간
보행 안전을 보다 확보하는 한편 디자인 측면에

➌ 악기 연주 가능한 티셔츠
티셔츠에 원하는 악기의 회로를 설계하고 해당 악기의 소리를 내도록 하여 원
하는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서 개인의 개성 또한 살릴 수 있도록 한다.
➍ 외부 자극에 따라 빛의 패턴이 변화하는 드레스
드레스에 부착된 수많은 LED는 소리의 크기나 외부 빛의 세기, 옷에 닿은 물기
의 양, 사람 움직임의 강도에 따라 칼라와 패턴이 바뀐다.

12 Ⅰ 스마트 공예품 만들기

그림 설명

신호 입력
신호가 들어오네.

그림은 릴리패드 아두이노와 입출력 장치가
입력 신호 분석
음, 이 신호는 빛 센서가

신호 전달
LED를 켜라.

로부터 신호가 입력되면 릴리패드가 신호의 값

신호인데…….
처리 결과에 따른 명령 전달

➋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하는 그림이다. 센서

어둡다는 것을 감지했다는

LED를 켜라는 신호를
내보내자.

을 감지하고 값의 크기에 따라 LED가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지를 판별하여 필요한 동작 신호
를 LED로 내보낸다.
릴리패드는 입력된 신호값을 판별하여 신호
가 출력되어야 할 장치를 선택하고 이 장치에
적절한 출력 신호를 내보내는 연산 및 제어 장
치의 역할을 한다.

어두운 길을 갈 때 밝게 빛을 내어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는 기능과
하루 동안 얼마나 걸었는지 체크하는 기능이 내장된 신발

다양한 스마트 공예품
스마트 공예품은 전도성 실을 사용한다고 하
여 옷에 부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 그
램들과 같이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파리먹는 개구리

➌ 악기 없이 연주가 가능한 스마트 티

➍ 소리와 빛, 물 그리고 사람의 움직임 정도에 따라 빛의 컬러와
패턴을 변화시키는 드레스

01. 스마트 공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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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ighlowtech.org/?p=1003
지도 방법
•릴리패드 아두이노와 입출력 장치로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공예품을 제시하고 아이

팝업 북

디어가 있다면 다양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릴리패드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일종으로 센서를 통해 입력된 신호가 어떤 센서로
부터 입력된 신호인지 판별하고 그 신호 값을 파악한 후 어떤 출력 장치를 동작시켜
야 하는지를 판별하는 제어 장치이자 연산 장치이다.

http://highlowtech.org/?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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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스마트 공예 구성품 살펴보기

스마트 공예품이 빛, 소리, 터치 등을 감지하고 불을 밝히거나 소리를 내거나 진동을 울리는

① 릴리패드

등의 동작을 수행하려면 컴퓨터와 입출력 장치,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사람의 두뇌,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와 같은

있어야 한다. 스마트 공예품을 제작하기 위해 부착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로 널리 활용되고

역할을 하는 장치로 전자 신호가 입력되면 이 신

있는 것 중 하나가 릴리패드이다.

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고 입력된 신호

출력 장치

입력 장치

에 따라 필요한 신호를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② 출력 장치

진동 모터

LED

•진동 모터: 릴리패드로부터 동작하라는 신호

스피커

RGB LED

온도 센서

그 외 구성품

가 오면 진동이 울리게 된다.
•스피커: 릴리패드로부터 동작하라는 신호가

리튬 이온 배터리

빛 센서

오면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다. 악기 소리,
특정 음악 연주 등 다양한 소리를 구현할 수
있다.

FTDI

버튼

•RGB LED: R(red), G(green), B(blue)의 세
가지 색상을 0~255값으로 조합하여 다양한

전기가 통하는 실

릴리패드

스위치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출력 장치이다.
•LED: 릴리패드로부터 동작하라는 신호가 오
면 불이 켜지는 출력 장치로, 현재 빨강, 파

바늘

랑, 노랑, 흰색, 분홍, 녹색의 6가지 색을 나타
내는 LED가 있다.

12

릴리패드는 꽃잎 모양의 보드로 일종의 컴퓨터라 할 수
있다. 릴리패드에 빛 센서, 온도 센서, LED, 스피커, 전원
스위치, 진동 모터 등 다양한 입출력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USB 케이블을 통해 릴리패드에
업로드하여 입출력 장치들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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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패드 프로토스냅

지도 자료

릴리패드

수업 준비물
릴리패드 프로토 스냅 혹은 릴리패드, 진동 모

진동모터

온도 센서

터, 스피커, RGB LED, LED, 온도 센서, 빛 센
서, 버튼, 스위치, 전도성 실, 바늘, 배터리, FTDI,
USB 케이블 등
* 그러나 이 페이지는 단순히 릴리패드와 다양

RGB

빛 센서

LED

한 입출력 장치를 소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장치들을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다.

버튼

스피커

스위치

14 Ⅰ 스마트 공예품 만들기

LED
(white)

█ 릴리패드를 이용한 스마트 공예품

③ 기타 장치

릴리패드와 입출력 장치로 구성한 회로를 옷에 부착하고 전기가 통하는 실로 연결하면, 누구나

리튬 이온 배터리: 릴리패드에 연결할 수 있

쉽게 스마트 공예품을 만들 수 있다.

는 충전식 배터리이다.

빛나는 우산
비 오는 밤, 빛 센서가 어둠을
감지하여 빛을 밝혀 차로부터
안전을 지켜 준다.

•FTDI: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한 내용을
릴리패드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USB 케이
블과 릴리패드를 연결하는 FTDI 어댑터가

빛 센서

LED

필요하다.

+

•전기가 통하는 실: 설계한 회로를 전기가 통

+
+
빛 센서

+
LED

진동 모터

하는 실로 연결하여 직물에 부착하게 된다.

+

+
스피커

•바늘: 전기가 통하는 실로 입출력 장치와 릴

릴리패드

유아들을 위한 동화책
유아들의 바른 생활을 도와주는
생활 동화책.
버튼을 누르면 청소기에서
진동이 울리고, 책을 펴면
빛이 밝아짐을 감지하여
LED에 불을 밝히며 노래를
들려 준다.

리패드, 직물에 부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
진동

+

④ 입력 장치

LED

스피커

•온도 센서: 온도를 읽어 들이는 장치로 가

+

운데 검은색 사각형 칩이 온도를 감지하는
부분이다.
•빛 센서: 빛을 감지하는 장치로 가운데 투
명한 사각형 칩으로 빛을 받아들인다.

수험생을 위한 수면 안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진동과
소리, 빛으로 잠을 깨워 준다.

•버튼: 버튼을 누르면 릴리패드로 신호가
입력되고 버튼에서 손을 떼면 신호를 끊는
역할을 한다.

릴리패드를 활용한 스마트 공예품
01. 스마트 공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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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on/off 스위치 기능을 가진 장치
로 on 상태에서는 전자 신호가 릴리패드로
입력되고 off 상태에서는 어떤 신호도 입

프로토스냅은 릴리패드와 입출력 장치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기본적인 회로가 설계

력되지 않는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입출력 장치들의 동작 제어를 위한 프로그래밍 연습에 적
절하다. 프로토스냅의 장치들은 분리하여 작품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 프로토스냅은
LED는 흰색이 기본 색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지도 방법
•각 입출력 장치가 릴리패드와 연결되면 어떤 동작을 하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장치가 갖는 핀에 대해 설명하기보다는 각 장치의 역할을 중심으로 안내한다.
•이 단원은 학생 3~4인이 한 모둠이 되어 활동하는 것을 추천한다. 전 세계적으로 개
인의 문제 해결 능력 함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는 것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디어 구상, 바느질, 프로그래밍, 회로 설계
전 과정에서 학생들이 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문제 해결 시간의 효율적 활용과 의
사소통 능력의 함양 등을 학습할 기회를 마련한다.

1. 스마트 공예란 15

지도 자료

3

학생 작품 소개

스마트 공예품 제작 과정

릴리패드를 활용하여 스마트 공예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만들 작품 및 디자인을 구상하고,
릴리패드가 입출력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는 전자 회로를 설계한다. 이어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학생 수준에서 릴리패드와 입출력 장치로 만

릴리패드에 업로드하여 원하는 대로 정확히 동작하는지 확인한 후 전기가 통하는 실로 연결하고,

들 수 있는 작품들을 제시하고 있다.

악세서리로 꾸미면 작품이 완성된다.

■ 릴리패드를 이용한 작품 만들기 과정

•빛나는 우산: 릴리패드와 빛센서, LED를 우
산에 부착하여 비오는 어두운 밤에 LED를 밝
작품 구상 및
디자인

힘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빗물이 흘러도 합선되지 않도록 전

무엇을 만들까?

선으로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회로 설계
입출력 장치는
어떻게 연결하지?

•유아들을 위한 동화책: 유아들에게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하여 제
작된 동화책이다. 청소를 하는 페이지에서
청소기를 켜면 실제 청소기처럼 진동 모터가
1) 작품 구상 및 디자인

동작하여 유아가 청소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릴리패드와 입출력 장치를 활용하여 무엇을 제작할 것인지에 대하

있도록 하였으며, 청소가 끝나면 산타할아버

어떤 작품을
만들까?

여 구상하고 디자인을 스케치한다. 막연히 무엇을 만들고 싶다기보

지가 루돌프 사슴을 타고 와서 선물을 주며

다는 자신의 주변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캐럴을 부르는 장면을 구현한 동화책이다.

사용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구상한다. 또한 작품을 구상할 때에는 릴
리패드와 입출력 장치의 크기를 고려한 작품의 사이즈, 릴리패드와

이때 산타할아버지가 등장하는 페이지는

입출력 장치의 부착 위치와 적절한 개수 등을 고려한다.

빛 센서를 사용하여 해당 페이지가 펴지면서
밝은 빛을 감지하면 루돌프 사슴의 코는 빨
간 LED로 구현하여 불이 켜지도록 하였다.
•수험생을 위한 수면 안대: 일반적으로 수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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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막아 숙면을 취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이 수면 안대는
수험생 전용으로 너무 오래 잠드는 것을 방지

지도 방법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30분이라는 일정

•작품 구상 및 디자인 단계를 지도할 때에는 학생들이 그냥 만들어보고 싶다고 구상하

시간이 지나면 진동, 기상을 위한 알람, 빛을

기보다는 왜 만들어야 하는지, 실용성과 사용성, 심미성 등을 고려하여 작품을 구상

통해 잠을 깨우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다.

하고 디자인하도록 안내한다.
•이 작품들은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작품임을 알려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적극
적으로 작품 제작에 참여하도록 한다.
수업 준비물
릴리패드 구성품
•릴리패드 심플형(Lily Pad Audio Simple Board)
•릴리패드형 빛센서 광센서(Lily Pad Light Sensor)
•LilyPad Button Board        •릴리패드형 RGB 3색 칼라 LED (Lily Pad tri Color LED)

16 Ⅰ 스마트 공예품 만들기

•릴리패드 배터리 폴더 - 코인셀 스위치형( Lily Pad Coin Batter Holder - switch

지도 자료
스마트 공예품 제작 과정
•스마트 공예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특정

프로그래밍

순서대로 작품이 제작되어야 시행착오를

작품 완성

입출력 장치가 어떻게
동작하도록 할까?

최소한으로 줄여 빠르게 작품을 만들 수

바느질을 하고, 액세서리를
달고 작품을 완성해야지.

있다.
•먼저 무엇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작품을 구

검사 및 수정

상하면서 그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입출력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하여 회로를 설

입출력 장치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볼까?

계한다. 그리고 그 회로를 악어 클립을 사
용하여 연결한 후 프로그래밍을 통해 입출
력 장치가 원하는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
고 오류를 수정한 후 정확하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면 다양한 장식물을 사용하여

디자인은
어떻게 할까?

작품의 크기는
어떻게 할까?

릴리패드와 입출력
장치는 어느 부분에
부착할까?

어떤 색의 LED를 쓸까?
어떤 센서를 쓸까?

작품을 완성하면 된다.

지도 자료
작품 구상 및 디자인
•작품 구상 및 디자인: 어떤 작품을 만들지
어떤 디자인으로 만들지, 릴리패드와 입
출력 장치는 디자인의 어느 부분에 부착할
01. 스마트 공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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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어떤 색의 LED와 센서를 쓰는 것이 좋
을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할 때에는 제작할 작

•5V 승압형 건전지홀더(Lily Pad Power Supply)            •Lily Pad LED Red (5Pcs)

품의 크기는 릴리패드와 부착하고자 하는

•Lily Pad LED Blue (5Pcs)

•Lily Pad LED Green (5Pcs)

다양한 입출력 장치의 크기를 수용할 수

•Lily Pad LED Yellow (5Pcs)

•Lily Pad LED White (5Pcs)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디자인을 수

•Lily Pad LED Pink (5Pcs)

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전도성 실 - 약 9미터길이 (Conductive Thread Bobbin - 30ft)
•전도성 실 - 스테인리스스틸형 (Conductive Thread - 60g Stainless Steal)
•전도성 펜 (BarePaint - Conductive Pen 10ml)
•악어클립 칼라케이블 A형 - 12개형(Small Alligator Clip Test Lead Set of 12)
•전기가 통하는 천 - 전도성 패브릭(Conductive Fabric - 12"×13" Rip stop)
•미니 3.7v Lipo 충전기 110m Ah(Polymer Lithium 10n Battery - 110m Ah)
•3.7v Lipo 충전기 1000m Ah(Polymer Lithium 10n Battery - 110m Ah)
•mini USB케이블(USB 시리얼 변환기용 USB Code - Male A to Male mini B)
•USB시리얼 변환기(ㄽ01-5V형) 	

•릴리패드 버저(LilyPad Buzzer)

1. 스마트 공예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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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로 설계
입출력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하여 릴리패드와 입출력 장치를 연결하는 회로를 설계해 본다.

회로 설계
회로 설계 단계는 릴리패드와 입출력 장치 사

유의 사항

이에 전자 신호가 어떻게 흐르도록 할 것인가에

입출력 장치들은 +극과 -극을 가지고 있으며, 극성이 정확하게 연결되어야 제대로

대한 회로를 설계하는 단계이다.

동작하기 때문에 전자 회로를 설계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회로는 전기가 통하는 실로 바느질해야 하는

1. 먼저 전원을 연결한다.
2. 릴리패드의 -극에 입출력 장치의 -극을 연결한다. 또 릴리패드의 +극은 입출력
장치의 +극을 연결한다. +극과 -극을 연결하는 회선이 서로 교차하거나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합선을 막는다.

부분이며, 바느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과
잘못되었을 때 고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릴리패드와 입출력 장치의 연결 길이가 짧으면
서 –극과 +극이 겹치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력 장치인 버튼의
-극은 릴리패드의
-극과 연결한다.

출력 장치의 -극은
릴리패드의 -극과
연결한다.

-극

릴리패드 +극과 각 핀
아날로그 핀(a2-a5)과 디지털 핀(5, 6, 9-11,

-극

-극

-극
+극

+극
LED

16-19)은 +극의 역할을 한다.

+극

버튼

+극

릴리패드

릴리패드의 +극과 각 핀과의 차이점은 릴
리패드의 +극은 연결하면 입출력 장치가 무

릴리패드

출력 장치(LED, 스피커, 진동 모터
등)의 +극은 릴리패드의 핀(+)에
연결한다.

조건 동작을 하는 반면 아날로그 핀과 디지털

입력 장치인 버튼의 S극은
릴리패드의 핀(+)에
연결한다.

핀은 프로그래밍을 통해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도 방법

입력 장치 연결 방법(버튼)

출력 장치 연결 방법(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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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스마트 공예품을 제작하는 과정
을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로 설계 시 각
극성끼리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

빛 센서 연결 방법

입력 장치의 S핀은 릴리패드 아두이노의 아날로
그 핀에 연결해야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는 수준에서 안내한다.

릴리패드 아두이노
a5
(아날로그)        

S핀        

-극          

-극          
빛 센서

+극과 –극을 연결하는
전도성 실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합선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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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빛 센서

+극          

릴리패드
입력 장치(빛 센서, 온도 센서 등)의
+극은 릴리패드 아두이노의
+극에 연결한다.

해 보기

해 보기

해보기
LED의 –극, 버튼의 -극은 릴리패드의 –극

● 버튼을 누르면 LED에 불이 들어오도록 다음의 회로를 완성해 본다.

➋회로 설계➋회로
➋회로 설계
설계

해보기

입출력 장치의입출력
입출력
동작을장치의
장치의
제어하기
동작을
위하여
제어하기
릴리패드와
위하여입출력
릴리패드와
장치를입출력
입출력
연결하는
장치를
회로를
연결하는 회로를
회로를
동작을
제어하기
위하여
릴리패드와
장치를
연결하는
설계한다.
설계한다.
설계한다.

해보기
해보기

에 연결된다. -극의 연결은 각 장치마다 직접

버튼을 누르면 버튼을
LED에
버튼을누르면
불이
누르면
들어오도록
LED에불이
불이
다음의
들어오도록
회로를 다음의
완성해
다음의회로를
보자.
회로를완성해
완성해보자.
보자.
LED에
들어오도록

릴리패드와 연결할 수도 있지만, 릴리패드의
–극과 병렬로 연결해도 상관없다.

1) 회로 설계1)
1)
시회로
회로
고려설계
설계
사항시
시 고려
고려 사항
사항

아래의 두 회로는 –극의 연결 방식은 다르

입출력 장치들은
입출력
+극과
장치들은
–극을 +극과
가지고
+극과 –극을
–극을
있으며,
가지고
극성이
있으며,
정확하게
극성이
연결되어야
정확하게제대로
연결되어야 제대로
제대로
입출력
장치들은
가지고
있으며,
극성이
정확하게
연결되어야
동작하기 때문에
동작하기
전자 회로를
때문에
설계할
전자회로를
회로를
때 다음설계할
설계할
사항들을
때다음
다음
고려한다.
사항들을고려한다.
고려한다.
동작하기
때문에
전자
때
사항들을

지만 모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연결 가능한
회로이다.

전원을연결한다.
연결한다.
• 전원을 연결한다.
••전원을
릴리패드의
입출력 -극에
장치의
-극에입출력
입출력
-극을 장치의
연결한다.
장치의-극을
-극을연결한다.
연결한다.
• 릴리패드의 -극에
••릴리패드의
릴리패드의
입출력 +극에
장치의
+극에입출력
입출력
+극을 장치의
연결한다.
장치의+극을
+극을연결한다.
연결한다.
• 릴리패드의 +극에
••릴리패드의

LED

+극과-극을
-극을
회선이
연결하는
서로 교차하거나
회선이서로
서로
직접
교차하거나
닿지 않도록
직접
하여
닿지
합선을
않도록
막는다.
하여합선을
합선을막는다.
막는다.
• +극과 -극을••연결하는
+극과
연결하는
회선이
교차하거나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릴리패드

의 -극은
출력장치의
장치의-극은
-극은
출력
의 -극과릴리패드의
릴리패드의-극과
-극과
한다.
연결한다.
연결한다.

D

-극

-극
-극

-극
-극

+극
+극
LED
LED
+극

입력 장치인 버튼의
입력장치인
장치인버튼의
버튼의
입력
–극은 릴리패드의
–극은릴리패드의
릴리패드의
–극은
–극에 연결한다. –극에
–극에연결한다.
연결한다.

+극
+극
릴리패드

릴리패드
릴리패드

버튼

력 장치(LED, 출력
스피커,
출력 장치(LED,
장치(LED,
진동 모터
스피커, 진동
진동 모터
모터 -극
스피커,
)의 +극은 릴리패드의
등)의 +극은
+극은
각 핀(+)에
릴리패드의 각
각 핀(+)에
핀(+)에
등)의
릴리패드의
결한다.
연결한다.
연결한다.
+극

-극
-극

버튼

] 출력 [그림Ⅰ장치
[그림Ⅰ연결6]
6]
방법(LED)
출력장치
장치연결
연결방법(LED)
방법(LED)
출력

•-극의 직렬 연결

+극
+극
버튼
버튼

+극

+극
+극

릴리패드
입력 장치인 버튼의
입력
S극은
장치인
릴리패
버튼의S극은
S극은릴리패
릴리패
입력
장치인
버튼의
드의 핀(+)에 연결한다.
드의핀(+)에
핀(+)에연결한다.
연결한다.
드의

릴리패드
릴리패드

[그림Ⅰ- 7] 입력 [그림Ⅰ장치
[그림Ⅰ연결7]
7]
방법(빛
입력장치
장치
센서)연결
연결방법(빛
방법(빛센서)
센서)
입력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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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품
Ⅰ스마트
만들기 공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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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공예란 | 스마트
스마트
15 공예
공

입력 장치 중 빛의 세기에 따라 다양한 값을 입력받아야 하는 빛 센서는 릴리패드의
디지털 핀에 연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디지털핀은 신호의 유무만을 제어할 뿐 다양한
값의 입력은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빛 센서의 경우는 +극과 –극 외에 입력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S핀이 존재한다. 따라
서 빛 센서의 +극은 릴리패드의 +극에, 빛 센서의 –극은 릴리패드의 –극에, S핀은 릴리
패드의 아날로그 핀에 연결해야 한다.

버튼

•-극의 병렬 연결

빛 센서의 경우 3개의 핀을 가지기 때문에 전도성 실이 교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실이 교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 교차되지 않도록 하려면 교차되는 실 사
이에 천을 덧대거나 피복에 쌓인 전선을 통해 연결하면 된다. 그 외에도 합선이 일어나
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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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래밍
릴리패드를 통해 입출력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쳐야 한다. 릴

프로그래밍

리패드 제어를 위한 프로그래밍 도구는 텍스트 기반의 아두이노 개발 환경(Arduino IDE), 블록

블록 기반 프로그램 중 모드킷은 윈도 운영

기반의 모드킷(MODKIT), 아두블록(ArduBlock) 등이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모두 무료로 사용

체제에서는 오류가 잦기 때문에 매킨토시 운영

할 수 있다. 아두이노 개발 환경은 텍스트 기반으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여 프로그램을 만든다.
모드킷이나 아두블록은 스크래치와 같이 블록을 조합하여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체제를 사용할 때 적합하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 단원에서는 아두블록으로 프로그래밍을 해 보자.

사용되는 윈도 운영 체제에서는 아두이노 소프
■ 아두블록

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아두블록을 사용하는

아두블록은 그래픽 블록 조합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블록으로 프로그래밍한 결과는

것이 적합하다.

아두이노 개발 환경에서 자동으로 텍스트 기반 명령어로 변환된다. 아두블록을 실행시키면 아래
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기반의
아두블록을 바탕으로 진행한다. 아두블록은 윈
도 운영 체제에서 오류없이 돌아가며 텍스트 코
드로 자동으로 변환시켜 주기 때문에 텍스트 코
드를 동시에 학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아두이노 개발 환경(좌)과 아두블록(우)
아두이노 개발 환경과 아두블록의 설치 방법은
[부록 1]을 참고하자.

18

Ⅰ. 스마트 공예품 만들기

수업 준비물

모드킷

•릴리패드

모드킷은 릴리패드, 다양한 입출력 장치들의 다양한 하드웨어 중에 어떤 장치

•입출력 장치(LED나 빛 센서 등)

를 사용할 것인지 설정하고 프로그래밍을 하게 된다. 하드웨어 설정이 끝나면

•악어 클립

위와 같은 화면에서 그래픽 기반의 블록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

•FTID

는 화면이 나타난다. 왼쪽은

•USB 케이블

다양한 코드 블록이 있고 스

•PC

크래치 프로그램과 같이 입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아두블록 등

력, 출력, 제어, 연산 등의 팔
레트별로 필요한 블록들이 배
치되어 있다. 오른쪽은 코드
를 드래그앤드롭 방식으로 프

20 Ⅰ 스마트 공예품 만들기

릴리패드(simple)를 선택하면 각 핀에
대한 설정과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창
이 나타난다.

지도 자료

4) 검사 및 수정
작품을 완성하기 전에 설계한 회로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 및 수정

서는 회로와 작성한 프로그램을 검사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

회로 검사는 설계한 회로에 이상이나 문제

한다.

가 없는지, 입출력 장치들이 원하는 대로 동

왜 전기가 통하는 실로
연결을 하지 않고 악어 클립으로
검사를 해야 하죠?

전기가 통하는 실로 미리
연결하고 나면 회로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해야 할 때 실을
모두 뜯어 내야 하잖니.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
분이다.
릴리패드 아두이노와 입출력 장치들을 전
악어클립을 사용한 회로 및 프로그램
검사

도성 실을 이용하여 미리 바느질로 연결한 후
회로 검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 회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바느질을 다시 뜯어내야
하기 때문에 수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점
이 있다.
따라서 직물에 릴리패드 아두이노와 기타
센서나 부품을 전도성 실로 연결하기 전에 회
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악
어 클립을 이용하여 검사하도록 한다.
악어 클립 연결은 작성한 설계대로 악어
클립을 연결하면 된다.
지도 방법
•이 단원은 스마트 공예품 제작 과정을 안내
하는 장이기 때문에 아두블록에 대해 너무
상세하게 지도하지 않도록 한다. 아두블록
을 사용하며 아두블록은 이런 화면으로 구

01. 스마트 공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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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고 블록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프로그
램을 작성한다는 수준에서의 안내가 이루
어지도록 한다.
•학교 상황이나 학생 수준에 따라서 아두블
록을 사용하는 대신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로그램을 작성하는 부분이고, 윗부분의 플레이 버튼은 릴리패드로 코드 블록을 전송하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환경)나 모드킷

는 역할을 한다.

(매킨토시 운영 체제)을 사용할 수 있다.

하드웨어 선택

텍스트 코드 보기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실행 중지

프로그래밍
코드 블록

코딩 영역

모드킷의 프로그래밍 영역
1. 스마트 공예란 21

지도 자료

5) 작품 완성
회로와 프로그램 검사를 통해 설계한 회로에 문제가 없다면, 전기가 통하는 실을 사용하여 릴

작품 완성

리패드와 입출력 장치들을 연결한다. 필요에 따라 색실이나 단추 등 다양한 장식을 붙여 아름답

설계한 회로가 정확하게 동작하는 것을 확

게 꾸밀 수 있다.

인하고 나면 작품을 완성하게 된다.
회로 검사를 위해 악어 클립으로 연결했던
부분은 모두 전기가 통하는 실로 바느질을 하
게 된다. 그리고 어떤 디자인으로 작품을 완
성하느냐에 따라서 각종 색상의 펠트지, 단
추, 구슬, 색실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할 수
있다.

릴리패드와 입출력 장치를 직물에 연결하기

지도 방법
•이 단원은 스마트 공예품 제작 과정을 안내
하는 장이기 때문에 아두 블록에 대해 너
무 상세하게 지도하지 않도록 한다. 아두
블록을 사용하며 아두 블록은 이런 화면으
디자인대로 색실이나 단추 등을 달기

로 구성되고 블록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프

완성된 작품(팔찌)

로그램을 작성한다는 수준에서의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버튼을 누르면 빛나는 루돌프 사슴코
오른쪽 그림은 손으로 루돌프의 입 근처
버튼을 누르면 루돌프 사슴코에 빨간 불이 들
어오는 스마트 공예품을 제작한 것이다.
루돌프 사슴코를 꾸미기 위하여 솜, 펠트

버튼을 누르면 빛나는 루돌프 사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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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색실 , 단추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 자료
자전거 타는 사람을 위한 방향 지시등 잠바
이 잠바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왼쪽으로 갈 경우 잠
바 왼쪽 소매 끝에 달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오른쪽도 마찬
가지이다. 릴리패드, LED와 바느질 도구를 사용하여 제작
한다.
이산화탄소 감지 드레스
오염 센서가 이산화탄소를
감지하면 프로그래밍한 패
턴대로 LED에 불이 켜지게
22 Ⅰ 스마트 공예품 만들기

해 보기

팝업 북

●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릴리패드를 활용한 스마트 공예품을 살펴보자. 릴리패드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의
특징, 실용성, 심미성, 사용의 편의성 등을 논의해 본다.

참고 자료
● 자전거 타는 사람을 위한 신호기 http://lilypadarduino.org/?p=1478
● 이산화탄소(CO2) 감지기 http://medicarduino.net/?p=127
● 온도 감지 티셔츠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0oINrWl0sqw
● 팝업 북 http://www.youtube.com/watch?v=lij4rV4h_SA

팝업 북 아래에 화살표대로 종이를 잡아당

● 민들레 수묵화 http://vimeo.com/40904471

기면 꽃에 불이 켜진다. 릴리패드와 LED를 사
용하며, 이 작품은 전기가 통하는 실 대신에
전기가 통하는 페인트를 사용하며, 화살표대
로 종이를 잡아당기면 배터리가 연결된 부분
의 페인트와 LED가 연결된 부분의 페인트가
맞닿아 불이 켜지게 된다.

민들레 수묵화

화선지에 민들레의 뿌리와 줄기를 그리고
LED를 사용하여 노란 꽃과 흰색의 민들레 씨
를 만들어 두었다. 민들레 꽃에 불이 켜지고
씨가 흰색으로 보일 때 민들레 씨에 바람을 불
01. 스마트 공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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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씨가 날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
품은 릴리패드, 전기가 통하는 페인트, LED,
마이크를 사용하여 구현한 작품이다.

된다. 릴리패드, 오염 감지 센서, 바느질 도구 등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온도 감지 티셔츠
손가락 끝이 가리키고 있는 곳이 온도
를 감지하는 온도 센서이다. 작품을 만
든 사람이 설정한 온도보다 차가운 것
을 감지하면 오른쪽의 녹색 인형 모양
의 눈이 파란 불을 켜고, 보다 뜨거운
것을 감지하면 왼쪽의 빨간색 인형 모
양의 눈이 빨간 불을 켠다. 릴리패드,
LED, 온도 센서를 사용한다.

1. 스마트 공예란 23

중단원 개관

02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 정

릴리패드 프로그래밍하기

보를 센서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센서 기반
컴퓨팅 시스템 구성을 위한 장치들 중 하나인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 정보를 센서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센서 기반 컴퓨팅 시스템 구성을 위한 장치들 중 하나인
릴리패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릴리패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제
어할 수 있는지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을 살펴
보자.

학습 목표
학습 포인트

•릴리패드와 입출력 장치들의 역할을 알 수

•릴리패드와 입출력 장치들의 역할을 알 수 있다.

있다.

•빛 센서를 활용하여 LED를 제어하는 회로를 만들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빛 센서를 활용하여 LED를 제어하는 회로
를 만들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1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
입력 장치는 릴리패드로 신호를 입력시킬
수 있는 장치들로 빛 센서, 온도 센서, 버튼,

릴리패드와 입출력 장치

릴리패드는 빛 센서, 온도 센서, LED, 스피커, 전원 스위치, 진동 모터, 버튼 등 다양한 입출력
장치와 연결되어 이 장치들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입력 장치는 감지한 신호를 릴리패드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빛 센서, 온도 센서 등이 이에 속한다. 출력 장치는 릴리패드로부터 신호를
받아 동작하는 장치들이며 스피커, LED, 진동 모터 등이 이에 속한다.

스위치 등이 이에 속한다. 이에 반해 출력 장

출력 장치

입력 장치

치는 릴리패드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이는 장
치이며 LED, RGB LED, 스피커, 진동 모터
등이 이에 속한다.

빛 센서

온도 센서

신호
전달

동작
요구

LED

스피커

진동 모터

릴리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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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방법
•릴리패드의 +극과 아날로그 핀, 디지털 핀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디지털은 0과 1의 두 가지로 표현되므로 전기를 흘려보내어 on을 시키거나 전기를 흘
려보내지 않음으로써 off 시키는 두 가지 기능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아날로그는 다양한 수치값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LED의 불의 밝기 정도를
조절하거나 또는 입력 장치의 다양한 값을 입력받을 때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학생들이 직접 릴리패드를 살펴보고 LED와 릴리패드를 연결해 보는 경험을 가
질 수 있도록 한다.
•참고 자료를 살펴볼 때에는 단순히 새로운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의 특
징, 실용성, 심미성, 사용의 편의성 등을 함께 고려하고 논의해 볼 수 있도록 한다.

24 Ⅰ 스마트 공예품 만들기

지도 자료

1) 릴리패드

릴리패드

릴리패드는 다양한 입출력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는 일종의 작은 컴퓨터라고 할 수 있다. 다양
한 입출력 장치들을 연결하기 위한 원형의 핀을 가지고 있는데, 각 장치들과 릴리패드는 전기가

릴리패드는 바느질하여 직물에 부착시키는 일

통하는 실을 사용하여 의류나 직물에 부착할 수 있다.
버튼이나 스위치, LED 등을 켜고 끄는 두 가지 동작을 하고자 할 경우에 디지털 핀에 연결할

종의 컴퓨터이다. 전도성 실을 사용하여 다른 전

수 있다. 반면, 빛 센서나 온도 센서의 다양한 값을 입력받거나 다양한 밝기로 LED를 켜고자 할

자 장치들과 연결함으로써 전자 장치들의 기능을

경우에는 아날로그 핀에 연결한다.

동작시킨다.

아날로그 입출력이 가능한 핀 : a2, a3, a4, a5

릴리패드는 은색 꽃잎처럼 생긴 원 모양의 핀을

•빛 센서, 온도 센서로부터 여러 가지 값을 읽어들일 때

갖고 있다. 원래 기본형은 22개의 핀을 가지고 있

•LED에 여러가지 불빛 세기를 표현할 때

FTDI 연결 부분(컴퓨터와 연결)
리셋 버튼

컴퓨터와 연결하기 위하여 USB 케이블을
꽂을 수 있도록 하는 FTDI를 연결하는 부분

-극

지만 많은 전자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1개
의 핀을 갖는 릴리패드 심플 보드를 사용한다. 11
개의 핀은 +극과 –극, 4개의 아날로그 핀, 9개의
디지털 핀(4개는 아날로그와 공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터리
연결 부분

핀 번호

+극과 –극의 2개를 제외한 나머지 핀은 부착된
센서나 LED와 같은 입출력 장치를 제어할 때 사
용하는 +극성을 가진 핀이다.

+극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릴리패드의
전원 스위치

마이크로컨트롤러(중앙 처리 장치)

+극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 핀이나 디
지털 핀에 연결한다.

디지털 출력이 가능한 핀: 5, 6, 9~11, 16~19

릴리패드와 입출력 장치가 동작하도록 하기 위

•LED, 진동, 스피커 등 동작의 on/off를 제어할 때

해서는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USB 케

(단, 동작의 유무만 제어 가능)

이블을 통해 작성한 프로그램을 릴리패드의 가운
아날로그 핀은 숫자 앞에 a가 붙어 있다. a2, a3, a4, a5가 이에
속한다. 아날로그 핀은 디지털 핀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디지털
핀으로 사용될 때는 릴리패드의 아날로그 핀 아래에 표기된 번호가
디지털 번호에 해당한다.

아날로그 핀
a2
a3
a4
a5

디지털 핀
16
17
18
19

데에 있는 프로세서로 전송하면 된다.
아날로그 핀은 숫자 앞에 a가 붙어 있다. 아날로
그 핀은 디지털 핀으로도 사용 가능한데 릴리패드
의 아날로그 핀 아래에 보면 “a5/19”와 같이 표기
되어 있다. 이는 a5 아날로그 핀은 19번 디지털 핀
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2를 디지털 핀으로 사용하려면 16번으로 설정
하고, a3을 디지털 핀으로 사용하려면 17번, a4는

디지털 핀과 아날로그 핀

18번으로 설정한다.

디지털 핀은 신호를 전달하느냐 전달하지 않느냐 2가지 종류만을 제어할 수 있다. 디지
털 출력이 가능한 핀은 릴리패드에 5, 6, 9, 10, 11, 16, 17, 18, 19라고 표기되어 있다.
아날로그 핀은 LED의 여러 가지 불빛의 세기를 표현하거나 빛 센서나 온도 센서로부터
여러 가지 빛의 값이나 온도 값을 읽어들일 때 사용한다. 아날로그 값의 입출력이 가능
한 핀은 릴리패드 핀의 번호 앞에 a라고 표기되어 있다. a2, a3, a4, a5라고 표기된 핀이
아날로그 핀이다.

수업 준비물
•릴리패드
•LED
•악어 클립

이 아날로그 핀은 디지털 핀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디지털 핀 16-19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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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ED

RGB LED

LED는 화합물에 전류를 흘려 빛을 발산하도록 하는 반도체 소자이다. 릴리패드에 연결하는

다음의 코드는 빨강, 파랑, 녹색, 핑크가 각 1

LED는 흰색, 녹색, 노랑, 파랑, 빨강, 분홍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RGB LED를 사용하면 보다
다양한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

초씩 켜지도록 설정한 프로그램이다.
RGB LED

Red 설정

RGB는 red, green, blue의 첫 글자를 딴 것이다. RGB LED는 이 세 가지 색의 빛
을 조합하여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다. 각 색은 0에서 255까지 숫자로 표현할
수 있고, 이 숫자로 빛의 양을 조절하여 조합하게 된다. 예를 들면 다음 표와 같다.

Blue 설정

색상
빨강
녹색
파랑
흰색
검정
분홍
베이지
회색

Green 설정

red
255
0
0
255
0
255
245
128

green
0
255
0
255
0
192
245
128

blue
0
0
255
255
0
203
220
128

RGB LED

(1) LED의 활용
LED는 디지털 핀과 아날로그 핀 모두에 연결할 수 있는데, 디지털 핀에 연결할 경우 아래 왼쪽
그림과 같이 높음(HIGH)과 낮음(LOW)으로 값을 설정하여 불을 켜고 끌 수 있다. 아날로그 핀에
연결할 경우는 아래 오른쪽 그림과 같이 0~255까지의 값을 통해 다양한 밝기를 표현할 수 있다.

값이
높음일때

값이
낮음일때

값이
255일때

디지털 핀 연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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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130일때

값이
0일때

아날로그 핀 연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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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B LED
RGB LED는 R, G,
B별로 각각 다른 핀에

원하는 색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Red 색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R:255, G:0, B:0이라고 설정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R:0, G:255,
B:255으로 설정해야 한다.

연결하여 각 값을 조
절한다. RGB LED를

지도 자료

살펴보면 red는 9번
핀에, blue는 10번 핀,

LED 동작을 위한 회로 구성

green 11번 핀에 연결

디지털 핀에 연결한 회로를 실행시키면 LED에 불을 켜고 끄는 동

하도록 되어 있다. 회

작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아날로그 핀에 연결한 회로를 실행시키면

로는 다음과 같다.

LED 불의 밝기를 0~255의 값으로 제어함으로써 다양한 밝기를 표

RGB 색상 설정을 위한 R, G, B의 값은 “255-색상값”을 입력해야

현할 수 있다. LED는 0으로 갈수록 어두운 빛을 의미하며 255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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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ED 동작을 위한 회로 구성
LED의 -극은 릴리패드의 -극과 연결하며, +극은 릴리패드의 디지털 핀이나 아날로그 핀에

① Arduino 설치하기

연결하여 동작을 제어한다. 아래 그림은 LED를 릴리패드의 디지털 핀에 연결하여 LED를 켜고

Arduino는 http://arduino.cc/en/Main/

끄기 위한 회로와 아날로그 핀에 연결하여 빛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한 회로이다.

Software에서 Arduino IDE를 다운로드받으면
LED에게 빛을 밝히라는
신호 전달

-극
릴리패드 의
-극에 연결

LED

LED에게 빛
을 밝히라는
신호 전달
+극
릴리패드의 디지털 핀에 연결하여
LED 발광 시점을 제어

LED

릴리패드

사용할 수 있다.
윈도 운영 체제 사용자는 윈도용을, 매킨토시

+극
릴리패드의 디지털
핀에 연결하여 LED
발광 시점을 제거

사용자는 Mac OS용을, 리눅스 사용자는 리눅
스용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된다.
설치 도중에 FTDI 드라이버를 필요로 하는

-극
릴리패드 아두이노의
-극에 연결

데 윈도 운영 체제의 경우는 자동으로 검색하여

릴리패드

설치한다.

LED의 동작(아날로그 핀 연결)

LED의 동작(디지털 핀 연결)

만약, FTDI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
는 경우 FTDI 칩 사이트(http://www.ftdichip.
불러오기

(3) LED 동작 제어를 위한 프로그래밍

com/index.html)의 드라이버 메뉴에서 다운로

프로그램 실행

드받을 수 있다. 최신 버전을 설치하면 된다.

① 아두블록의 이해
아두블록은 프로그래밍 팔레트 영역과 코드
작성 영역으로 구분된다. 프로그래밍 팔레트
에서 원하는 코드를 코드 작성 영역으로 끌어
와 배치하여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프로그램
을 저장하거나 실행하기 위한 버튼이 상단에

프로그래밍 팔레트

코드 작성 영역

위치해 있다.

ArduBlock
02. 릴리패드 프로그래밍하기

지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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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 블록을 설치할 때에는 생성해야 하는 폴
더명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폴더명이 잘못되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

수록 밝은 것을 의미한다. RGB 색상표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링
크는 색상 명과 RGB 값, 색상 샘플이 표시되어 있다. HEX는 RGB의 0~255값을 16진

다.
•릴리패드와 컴퓨터를 USB 케이블로 연결하

법으로 표시한 것이다.

기 위해서는 릴리패드에 USB를 꽂을 수 있

http://ha927.com.ne.kr/RGB.html

는 FTDI 어댑터를 장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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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rduBlock 설치하기

② 아두블록에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

ArduBlock은 http://ardublock.com 사이

아두이노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

트의 Getting started with ArduBlock 메뉴

프로그래밍 팔레트에서 코드 작성 영역으로 블록을 끌어 놓는다.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ArduBlock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블록이 서로 연결되도록 놓는다.

Arduino 프로그램을 설치한 폴더 안에 삽입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블록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통해 ‘clone’ 명령으로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 과정은 다음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필요 없는 블록은 프로그래밍 팔레트 영역으로 다시 끌어다 놓으면 삭제된다.

㉠ ArduBlock을 다운로드 받아 둔다. 다운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윗부분의 ‘upload’를 클릭한다.

드를 받고 나면ardublock-all.jar 이라는
파일이 생성된다.

upload가 되면 아두이노 프로그램의 아래 창에서 실행 상태에 대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 Arduino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파
일]-[환경설정]에서 스케치북 위치를 C:

아두블록의 각 팔레트에 포함되어 있는 블록은
[부록 2]에서 설명하고 있다.

＼Program Files＼Arduino＼tools로 변
경한다.
㉢ 내컴퓨터를 실행시켜 C:＼Program Files
프로그램을 릴리패드에 업로드하기

＼Arduino＼tools 내에 “ArduBlockTool”

FTDI 어댑터

위해서는 릴리패드와 컴퓨터를 USB

폴더를 만들고, “ArduBlockTool” 폴더 안

케이블로 연결한다. 릴리패드에 USB

USB 케이블

릴리패드

케이블을 꽂기 위해서는 FTDI 어댑터

에 “tool”이라는 폴더를 만든 후 다운로드

가 필요하다.

받은 ardublock-all.jar을 옮긴다.
㉣ Arduino 프로그램의 [도구] 메뉴에서

컴퓨터에 연결

ArduBlock이 있는지 확인한다.
릴리패드와 컴퓨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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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duino에서 프로그래밍 준비하기
ArduBlock에서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Arduino software에서 몇 가지 설정을 해
야 한다.
먼저 릴리패드 아두이노를 컴퓨터와 연결한다. 그 후 Arduino software의 [도구] 메
뉴에서 [보드]에 보이는 다양한 옵션 중 LilyPad Arduino w/ ATmega328을 선택한다.
[도구] 메뉴를 다시 찾아 들어간 후 [시리얼 포트]에서 릴리패드 아두이노를 연결하
고 생긴 포트를 선택한다. 그러면 ArduBlock를 사용할 모든 준비가 완료되며, [도구]
메뉴에서 ArduBlock을 클릭하면 ArduBlock을 실행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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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만
들어 보자.

지도 자료

-극
-극

아두블록에서의 입출력 장치의 설정

오른쪽 회로와 같이 디지털 핀에 연결한 후 LED가 1초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깜빡거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
이 프로그래밍한다.

아두블록에서는 모드킷과 같이 LED, 빛 센

+극
LED

+극

서 등 각 장치를 직접 언급하여 사용할 수 있는
릴리패드

블록 안의 블록들을 무한 반복하기 위해

디지털 5번 핀에 연결한 장치(여기서는 LED)에

‘반복’ 블록을 끌어온다.

대한 동작 제어를 위해 ‘디지털 핀 설정’ 블록을

블록은 없다. LE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LED가
연결된 핀 번호를 사용하면 LED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빛 센서 또한 아날로그 핀 설정 블록을

끌어와 ‘5’라고 입력한다.

사용하여 몇 번 핀에 연결하였는지 신호 세기는
어떠한지를 표시하면 제어할 수 있다.

디지털 5번 핀에 연결한 장치(여 기서는
LED)에 전류를 흘려 보내 동작을 시키기

각 블록이 위치한 팔레트

위하여 ‘높음’을 선택한다(여기서는

반복 블록은 제어 팔레트에,

LED의 불이 켜진다).

디지털 핀과 아날로그 핀 설정은 핀 팔레트에,
지연 블록은 유틸리티 팔레트에,
앞의 명령(5번 핀에 연결된 LED의

동작 시간 제어에 대한 수치 입력은 숫자/상수

불을 밝혀라.)을 1000 밀리초(=1초)

팔레트에,

동안 지속하기 위하여 ‘지연 밀리초’
블록을 끌어와 ‘1000’을 입력한다.

위치해 있다.

디지털 5번 핀에 연결한 장치(여기서는 LED)에 전류를

지도 방법

끊어 동작을 멈추기 위하여 ‘낮음’을 선택한다(여기서는

•주어진 코드 블록을 그대로 입력해보기보다

LED의 불이 꺼진다).

는 먼저 블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추한
디지털 핀에 연결된 LED 동작 프로그램

후에 해석을 살펴보도록 한다. 교재의 코드
블록을 무조건 끌어놓기보다는 해당 코드 블
02. 릴리패드 프로그래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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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이 무엇을 의미하고 각 블록 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코드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프로
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생들이 이를 보고 코딩하지 않고, 원
하는 대로 LED가 동작하도록 스스로 프로그
램을 작성해보도록 안내한다.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학습하는 방법은 주어진 코드를 잘

③
②

해석하는 능력과는 별개이며 지속적으로 프
로그램을 작성해 보아야 그 능력을 함양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①

수업 준비물
•릴리패드

•LED, 빛 센서 •PC

•USB케이블

•FTDI어댑터

•악어 클립

•아두블록

•필기구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등
2. 릴리패드 프로그래밍하기 29

+극

지도 자료

오른쪽 회로와 같이 아날로그 핀에 연결한 후 LED가

-극

+극

1초에 한 번씩 가장 밝은 상태(255), 2/3 정도의 밝은

LED의 직렬과 병렬

상태(160), 1/3 정도 밝은 상태(80)로 켜졌다 꺼지는

① LED의 직렬 연결

동작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도록 하려면 아래와 같이

-극

LED

프로그래밍한다.

릴리패드의 각 핀에 LED를 하나씩 연결함으
릴리패드

로써 각 LED의 동작을 서로 다르게 제어할
수 있다.
릴리패드

블록 안의 블록들을 무한 반복하기 위해

아날로그 5번 핀에 연결한 장치(여기서는 LED)에

‘반복’ 블록을 끌어온다.

대한 동작 제어를 설정하기 위해 ‘아날로그 핀 설정’
블록을 끌어와 ‘5’라고 입력한다.

아날로그 핀에 연결된 LED가 가장 밝은
빛을 낼 수 있도록 ‘255’라는 값을 입력한다.

LED2
LED3

앞의 명령(5번 핀에 연결된 LED의 불을
밝혀라.)을 1000 밀리초(=1초) 동안 지속하기
위하여 ‘1000’을 입력한다.

LED1
아날로그 핀에 연결된 LED가 꺼질 수 있도록

② LED의 병렬 연결

‘0’이라는 값을 입력한다.

LED를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병렬 연결된
아날로그 핀에 연결된 LED가 가장 밝은 빛의

LED의 동작을 핀 하나로 한꺼번에 제어할 수

2/3에 해당하는 밝기의 빛을 낼 수 있도록

있다. 그러나 LED마다 다른 동작이 이루어지

‘160’이라는 값을 입력한다.

도록 할 수는 없다. 병렬 연결은 배터리의 소
아날로그 핀에 연결된 LED가 가장 밝은

모량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빛의 1/3에 해당하는 밝기의 빛을 낼 수 있도록
‘80’이라는 값을 입력한다.
아날로그 핀에 연결된 LED 동작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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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2
LED3

릴리패드

LED1

지도 자료
코드의 시작
무한 반복 블록


연결 프로그램과 병렬 연결 프로그램
* 직렬
은 지도서 p34에서 제시되어 있음.

•코드의 첫 블록은 항상 무한 반복 코드가 위치하게 된다. 왜냐하면, 외부 상황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변화되는 입력값을 읽어들일 수 있고, 입
력된 값에 따라 출력을 달리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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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3) 빛 센서

빛 센서

빛 센서는 빛의 세기를 감지하여 이를 릴리패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입력 장치이다.

빛 센서는 감지한 밝기의 정도를 0에서 255
유의 사항

까지 범위의 정수값으로 전환하여 릴리패드 아
릴리패드의 – 극에 빛 센서의 – 극을 연결한다.

두이노로 전달한다.

릴리패드의 + 극에 빛 센서의 + 극을 연결한다.

0은 빛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255는 매우 밝

빛 센서의 S핀은 릴리패드의 아날로그 핀에 연결한다.

은 빛을 나타낸다.
빛의 밝기에 따라 센서가 감지하는 값이 달라

(1) 빛 센서의 활용

지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실내의 빛은 60~80

빛 센서는 다양한 빛의 세기를 감지하므로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아날로그 핀에 연결하며
감지한 밝기의 정도를 0에서 255까지 정수 값으로 변환하여 릴리패드로 전달한다. 0은 빛이

사이의 값으로 인식한다.

전혀 없는 상태이고, 255는 가장 밝은 빛을 나타낸다.

빛 센서의 제어를 위해서는 빛 센서의 S 핀을 릴
리패드의 아날로그 핀에 연결해야 한다.

(2) 빛 센서 동작을 위한 회로
빛 센서의 +극은 릴리패드의 +극에, -극은 릴리패드의 -극과 연결한다. S핀은 릴리패드의
아날로그 핀(a2, a3, a4, a5) 중 하나에 연결한다.

감지한 빛을 릴리패드에 전달

S극
릴리패드의 아날로그 핀 a5와 연결

릴리패드의 아날로그
핀에 연결

빛 감지

-극
릴리패드의
-와 연결

+극
릴리패드의
+와 연결

빛 센서의 동작

02. 릴리패드 프로그래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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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방법

수업 준비물

•주어진 코드 블록을 그대로 입력해보기보다는 먼저 블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추

•릴리패드

한 후에 해석을 살펴보도록 한다.
•악어 클립이 각 핀에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동작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

•입출력 장치
•PC

니 악어 클립을 핀에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악어 클립이 제대로 꽂

•필기구

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이 되지 않는 경우 악어 클립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악어 클립

때문에 다른 악어 클립을 사용해 보도록 한다.

•아두블록

•디지털 핀과 아날로그 핀을 구분하고 빛 센서의 S핀은 아날로그 핀에 반드시 꽂아야
함을 강조한다.

•FTDI 어댑터
•USB 케이블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등

2. 릴리패드 프로그래밍하기 31

지도 자료

(3) 빛 센서 제어를 위한 프로그래밍
빛 센서에서 감지한 값을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빛 센서가 주변의 밝기에 따라

빛 센서의 값 확인
빛 센서가 특정 밝기 이하 또는 이상이 되
면 LED가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빛의 밝기값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경
우 시리얼 통신 프린터라인 블록을 이용하면
된다.

어떤 수치를 나타내는지 확인한다. 다음 프로그램을 통해 빛의 밝기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출력창에 나타나는 부분

각 블록의 위치
시리얼 통신 프린터라인 블록은 유틸리티
팔레트에 있다. 또한 glue 블록은 숫자/상수
팔레트에 위치해 있다.

프로그램 출력창으로

화면에 보여 줄

‘light value:’라는

‘아날로그 핀’ 블록을

결과를 내보내도록

텍스트를 작성하기

텍스트와 아날로그 핀

끌어와서 빛 센서가 5번

하라는 명령을

위하여 클릭한 후

5(여기서는 빛 센서)가

핀에 연결되어 있음을

위해 ‘시리얼 통신

‘light value:’을

읽어들인 값을 연결하기

알리기 위하여 5라고

프린터라인’ 블록을

입력한다.

위하여 ‘glue’ 블록을

입력한다.

끌어온다.

끌어온다.
빛 센서가 감지한 빛의 세기 확인하기

위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빛 센서가 측정한 빛의 세기를 확인한다. 출
력 결과는 아두이노 개발 환경 프로그램의 [도구] 메뉴에서 [시리얼 모니
터] 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빛 센서가 측정한 빛의 세기

해 보기
● 빛 센서 제어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빛 센서를 손으로 가렸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빛의 세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자.

‘light value: 값 ’이 한 줄에 연속해서 나타
날 경우 아랫부분에 Both NL & CR을 클릭하
여 light value: 값이 표시될 때마다 줄이 바뀌
어 표시되도록 할 수 있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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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온도 센서의 사용
온도 센서를 사용할 경우에도 빛 센서와 마찬가지로 설정하면 된다. 온도 센서
와 빛 센서는 크기도 같고 핀도 -, +, S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온도 센서가 빛 센서와 다른 점은 온도를 감지하는 가운데 사각형 부분이 검은
색이고 빛 센서는 투명한 직사각형이라는 점이다. 회로 설계 또한 동일하며 프로
그래밍 방법도 동일하다.

온도 센서

32 Ⅰ 스마트 공예품 만들기

해보기

앞의 빛 센서가 측정한 값을 바탕으로 일정한 밝기 이하가 되었을 때 LED를 동작시켜 보자. 릴
리패드에 빛 센서와 LED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회로를 설계하고, 빛의 밝기에 따라 LED가 동

LED와 빛 센서 두 가지를 이용할 때 LED와

작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빛 센서, 릴리패드의 배치 위치에 따라 회로의 –
극과 +극이 겹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해 보기

경우 회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

● 빛 센서와 LED 1개를 동작시키기 위한 회로를 완성해 보자.

해보고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LED
릴리패드

빛 센서

회로가 겹쳐져야 하는 경우 바느질할 때, 펠
트지를 교차하는 부분에 덧대거나 전선을 사용
하거나 바늘 땀이 겹치지 않도록 하면 합선을
피할 수 있다.
02. 릴리패드 프로그래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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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센서를 사용한 공예품

수업 준비물

•차를 마실 때 적당한 온도가 되면 녹색불을 켜 주는 컵 홀더

•릴리패드

•갓난아기의 방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소리와 불을 켜 주는 온도계

•입출력 장치
•PC
•필기구
•악어 클립
•아두블록
•FTDI 어댑터
•USB 케이블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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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회로 설계가 끝나면 악어 클립을 이용하여 릴리패드와 빛 센서, LED를 연결한다. 빛 센서의 입력
에 따라 LED가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프로그램이 정확히 동작하는지 검사한다.

각 블록의 위치

아래 그림은 10이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10보다 어두워지면, LED가 0.5초 간격으로 3회 꺼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블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반복 블록, 만약 블록은 제어 팔레트에, 디
지털 핀과 아날로그 핀 설정은 핀 팔레트에,
지연 블록은 유틸리티 팔레트에, 초에 대한

반복 블록 내의

조건에 따라 특정

아날로그 핀에

아날로그 5핀(빛 센서)에 입력된

수치 입력은 숫자/상수 팔레트에, 작다 블록

블록들을 무한

동작이 수행되도록

입력된 값과 10을

값과 10을 비교할 수 있도록

반복하기 위해

‘만약, 시험, 그 다음’

비교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핀 블록을 끌어와 5라고

‘반복’ 블록을

블록을 끌어온다.

‘보다 작다(‹ )’

설정하고 10과 비교하기 위하여

블록을 끌어온다.

상수 10을 삽입한다.

은 연산자 팔레트에, 위치해 있다.

끌어온다.

LED의 직렬과 병렬 프로그램
① 직렬
LED 3개가 5, 6, 9번 핀에 하나씩 연결되어
있는 직렬 방식으로 연결된 경우
5, 6, 9에 연결된 LED가 각 0.5초씩 번갈아가
면서 점멸하는 과정을 3회 반복하는 프로그램

지정한 특정 횟수만큼 반복하기 위해서는 ‘횟수 반복’
블록을 끌어온 후 반복할 횟수 3을 입력한다.

빛 센서를 활용한 LED 제어

32

② 병렬
LED 3개가 5번 핀에 전부 연결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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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방법
•학생들이 텍스트 코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2장에서 미래형 마이크로컨트
롤러를 제작하기 위해서 텍스트 코드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한다.

병렬 방식인 경우는 LED 3개가 각각 따로 동

•텍스트 코드는 문법에 엄격해야 함을 강조하는 대신 블록을 텍스트 코드로 변

작을 할 수는 없지만 핀 하나를 제어함으로써

환할 수 있으며, 코드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함으로써 학습자가 이해하는 수준

LED 3개가 동시에 동작하도록 할 수 있다.

에서 수업이 진행되도록 한다.
•텍스트 코드를 익혀야 하는 상황은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에 지루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퀴즈 등의 흥미 유발 방법을 통해 학습을 유도하도록 한다.
지도 자료
for(a=0; a<(3); ++a)
a=0으로 설정하고 a가 3보다 작은 동안(for)에 for문 내의 블록을 실행하고 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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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기

지도 자료
텍스트 코드의 해석

● 빛 센서를 활용한 LED 제어 프로그램의 아두블록 코드를 아두이노 개발 환경 텍스트 코드와 비교해 보자.
1. 텍스트 코드의 의미를 파악하고 아두블록 코드는 어떤 텍스트 코드와 일치하는지 찾아보자.

아두블록은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를 기반으
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두블록으
로 코딩을 하고 나면 아두블록 코드 블록이 아
두이노 소프트웨어에 텍스트 코드로 변환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2장에서 미래형 마이크로컨트롤러를 개발할
때에는 텍스트 기반의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는 단계로서 각 텍
스트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다.
void setup() 함수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설정해야 할 핀이 입
력을 의미하는지 출력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설

2. 빛 센서를 활용한 LED 제어 프로그램을 아두이노 개발 환경을 사용하여 텍스트 방식으로 프로그래밍해 보자.

정하는 역할을 한다.
pinMode(5, OUTPUT);
5번 핀이 출력 장치를 연결한 핀이라는 것
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모든 명령 문장 뒤에
는 세미콜론(;)을 삽입하여야 컴퓨팅 시스템이
한 문장이 종료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02. 릴리패드 프로그래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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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p()함수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
하나씩 증가시켜서 또 다시 검사하여 참이면 실행하라는 명령의 의미이다. a의 값을 0
으로 설정하고 a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3보다 작은지를 검사한다. 이때 a를 0으로 설
정 한 후에는 a가 가진 값이 3보다 작은지 검사하여 참이면 for문 내의 블록들을 실행시
키고 a 값을 하나 증가시킨다. 그리고 나서 다시 a값이 3보다 작은지 검사하여 참이면
for 문 내의 {}를 반복 실행하고 3보다 같거나 크게 되면 for문을 빠져나가게 된다.
for문 내의 블록들
digitalWrite(5, HIGH);는 디지털 핀 5번에 전기 신호를 흘려보내라는 의미이며,
delay(500);은 0.5초 동안 바로 디지털 5번 핀의 값이 HIGH를 유지하도록 하라는 의미
이다. digitalWrite(5, LOW);는 디지털 핀 5번에 전기 신호를 흘려내지 말라는 명령이다.

는 부분으로 아두블록에서 반복 블록 내에 포함
되는 코드들이 들어가는 함수이다.
if(( (analogRead(A5) ) < (10) ))
아두블록에서 만약 블록 내의 시험에 들어가
는 내용이다. 아날로그 핀 A5번에서 값을 입력
받을 것인데, 입력받은 값이 10 보다 작은지를
검사하게 되는 코드이다.
if문 아래의 {}괄호 안에는 아두 블록의 만약
블록 안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텍스트 코드로 들
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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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기

(4) 빛 센서를 활용한 LED 제어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빛 센서와 LED를 사용하여 빛의 세기에 따라 여러 개의

빛 센서를 활용한 LED 제어

LED를 제어하는 회로를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해 보기

빛 센서

해 보기
1. 다음과 같은 동작이 수행되도록 회로를 설계하고 프로그래밍해 보자.
어두운 동안 무한 반복

릴리패드

2회 반복

LED1

LED2

LED3

LED1

0.5초

LED2

3회 반복

LED3

LED1

0.5초

LED2

LED3
0.5초

LED1

LED2

LED3

0.5초

● 어두워지면 3개의 LED에 불이 들어오도록 한다.
● LED의 동작은 LED1, LED2, LED3이 순서대로 0.5초씩 켜졌다가 꺼지도록 한다. 즉, LED1에 0.5초 동안 불이 켜졌다가 꺼지는 순간
LED2의 불이 켜지게 되며 0.5초 동안만 지속된다. LED1-LED3까지 이 과정을 2회 반복한 후 LED1-LED3이 동시에 0.5초 동안 불이
켜졌다 꺼짐을 3회 반복한다. 이 과정은 어두운 동안 지속된다.

LED1 LED2

※ LED가 동작할 빛의 세기는 측정 후 스스로 결정한다.

LED3

2. 동작 제어를 위한 회로를 설계해 보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극은 -극끼리 병
렬로 연결해도 무방하다. 빛 센서의 +핀은 릴
리패드의 +핀과 연결되며, LED는 각기 따로 동
작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LED의 +핀은
릴리패드의 디지털 핀 6, 9, 10번과 각각 연결된
다. 물론 디지털 핀 중 아무 핀에나 연결해도 무
방하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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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1을 제어하려면 디지털핀 설정을 10번
으로 하고 LED2를 제어하려면 디지털핀 설정
을 9번으로 하고 LED3를 제어하려면 디지털핀
설정을 6번으로 한다.

지도 자료

LED1을 9번 핀에 연결해도 되지만 LED2와

•여기서는 빛 센서와 LED 3개만을 사용하였지만,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인가에 따

LED3 연결 시 회로가 교차하게 되므로 위의 그

라서 온도 센서, RGB LED, 스피커, 진동 모터 등 다양한 입출력 장치를 사용할

림과 같은 배치에서는 LED1의 회로를 10번 핀

수 있다. 온도 센서는 빛 센서의 회로와 프로그래밍과 같으며, 출력 장치들은

에 연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RGB LED를 제외하고는 LED 회로와 프로그래밍 방법과 동일하다.
•RGB LED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지도서 26페이지를 참고하도록 한다.
배터리 연결은 부록 참조(138~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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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차근
꼼꼼하게
프로그래밍하자!

원하는 대로 동작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2. 설계한 회로에 따라 악어클립을 이용하여 릴리패드와 입출력 장치들을 연결해 보자.
3.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동작하려면 어떻게 프로그래밍해야 할까?

4. 동작이 되지 않거나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았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상적인 동작을 위해 어떻게 수정하였는지 기록해 보자.

02. 릴리패드 프로그래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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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여기서는 반복 블록이 총 3개가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빛을 감지하고 빛의 밝기에 따라 LED가 동작하도록
하는 무한 반복 블록 1개와 LED 1, 2, 3이 순서대로 한
번씩 점멸하는 과정을 2번 반복하는 데 필요한 2회 반
복 블록 1개, 그리고 LED 1, 2, 3이 동시에 3회 점멸하
는 데 필요한 3회 반복 블록 1개가 필요하다.
•동작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악어 클립의 연결 상
태, 프로그램의 오류, 회로 설계 오류가 있는지 확인
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오류는 이 3가지에서 나타

무한 반복
빛 센서 어둠 감지

No

Yes

반복 2회
LED1 점멸
↓
LED2 점멸
↓
LED3 점멸
반복 3회
LED1, 2, 3 점멸

난다.
2. 릴리패드 프로그래밍하기 37

03 나만의 스마트 공예품 만들기

중단원 개관
어두운 집에 들어가 불을 켜려고 할 때 스위
치를 찾지 못해 불편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한

어두운 집에 들어가 불을 켜려고 할 때 스위치를 찾지 못해 불편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한번 쯤 있을 것이다. 혹은 밤에 지나가던 차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걸어가는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위험한 순간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거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서 빛 센서와 LED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찾아보고,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자.

번쯤은 있을 것이다. 혹은 밤에 지나가던 차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보행하는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위험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거나 위험을 예방하
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서 빛 센서와 LED를 활용하여 해
결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찾아보고 앞에서 학
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학습 포인트
· 빛 센서와 LED를 활용하여 실용적인 스마트 공예품을 제작할 수 있다.
· 문제 해결 과정의 공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문제 해결 전략과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학습 목표
•빛 센서와 LED를 활용하여 실용적인 스마트

1

공예품을 제작할 수 있다.

작품 구상 및 디자인

어두운 집에 들어가 불을 켜려고 할 때 스위치를 찾지 못해 불편한 점을 개선하거나 어

•문제 해결 과정의 공유를 통해 보다 효율적

두운 색의 옷을 입고 걸어가는 사람을 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 위험한 순간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공예품을 제작해 보자.

인 문제 해결 전략과 방법을 찾을 수 있다.

1) 디자인

나만의 디자인을
구상해 보자!

위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예품을 어떠한 형태로 제작할 것인지 디자인 한
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공예품을 만들 것인지, 릴리패드나 입출력 장치는
어느 위치에 몇 개를 부착할 것인지, 만들고자 하는 공예품에 릴리패드와 입출력 장치를
부착할 만한 공간은 충분한지 등을 고려하여 편리하고 실용적이며 보기 좋은 공예품을
만들어 본다. 릴리패드는 배터리로 구동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 또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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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준비물
•릴리패드
•입출력 장치(LED, 빛 센서)
•PC
•필기구
•악어 클립
•아두블록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FTDI
•USB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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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방법
•3단원은 소집단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교실 상황에 따라 개인별 활동으로
도 운영할 수 있다.
•소집단 활동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역할 분담을 하도록 한다. 또한 역할 분담을 할
때에는 바느질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안내
한다. 예를 들어 디자인을 구상하는 부분은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회로 설계와
프로그래밍은 꾸밈을 위한 색실이나 액세서리 등의 바느질 등과 병행하여 시간
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 중학생 수준에서 스마트 공예품
제작을 위해 일반적으로 3~4인 정도가 한 집단을 이루는 것이 적당하다.
•스마트 공예품은 그냥 만들어 보고 싶어 만들기보다는 실용성, 심미성, 사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작품이 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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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기

지도 자료

● 개발하고자 하는 공예품을 스케치해 보자. 개발할 공예품에 릴리패드와 입출력 장치들을 어디에 부착할지도 함께 표시해

공예품 스케치

보자.

학생들이 스마트 공예품을 디자인하고 스
케치할 때에 디자인 내에 릴리패드와 입출력
장치를 어느 위치에 부착할 것인가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릴리패드와 입출력 장
치의 크기를 함께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제작할 때 디자인한 작품에 릴리패드와 입출
력 장치를 포함하지 못해 디자인을 수정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수 있다.
예시 디자인
빛 센서

03. 나만의 스마트 공예품 만들기

릴리패드

N글자를 위한

O글자를 위한

LED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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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공예품 제작 과정
작품구상 및
→
디자인
어떤 작품을 만
들 것인가 구상
하기
스케치하고, 릴
리패드와 입력
장치 크기 고려
한 부착 위치
설정

회로 설계
입출력 장치가
어떻게 동작하
도록 할 것인지
회로 설계

→

프로그래밍
입출력 장치의
동작 패턴을 설
정하는 프로그
램 작성

→

검사 및
수정

→ 최종 작품 완성

회로와 프로그
램 검사 후 오류
발생 시 수정

액세서리 등을 활
용한 작품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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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2) 회로 설계

회로 설계

스케치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회로를 설계해 보자.

회로 설계는 별도의 용지에 릴리패드와 입출

전기가 통하는 실로 연결하는 경로가
길지 않도록 설계하여 효율성을
높여야지~

-극과 +극이 교차되면
합선이 일어나는데, 극이
교차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력 장치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만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그림과 같이 디자인을 스케치
한 용지 위에 릴리패드와 입출력 장치를 어느

해 보기

위치에 부착할 것인지까지 지정한 상태에서 회
로를 설계하도록 한다.

● 릴리패드와 입출력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는 회로를 설계해 보자.

<회로 실제 예시>

•회로를 설계할 때에는 회로를 바탕으로 전기
가 통하는 실로 바느질을 해야 한다는 사실
을 강조한다. 바느질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느질에 문제가 생긴 경우 뜯어내고
다시 바느질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디자인을 바탕으로 전기 전자적인 처리를 위
한 회로를 설계해야 한다. +와 –극이 최대한
교차하지 않고 각 장치들로 전류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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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도록 할 것인지에 생각하면서, 전도성
실로 연결할 경우 전류가 흐르는 경로가 길
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지도 방법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는 입출력 장치가 어떻게 동작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수업 준비물

알고리즘을 종이에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코딩을 안내하도록 유도한다.

•릴리패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은 학생들이

•입출력 장치(LED, 빛 센서)

많은 오류를 경험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에 대한 흥미를 잃을

•PC

수 있다.

•필기구

•너무 많은 LED를 연결하면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서 효율이 떨어지거나 과부

•악어 클립

하로 인해 부품이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LED 개수가 가능하면

•아두블록

10개 내외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FTDI 어댑터
•USB 케이블 등
40 Ⅰ 스마트 공예품 만들기

프로그래밍

3) 프로그래밍

설계한 회로를 바탕으로 입출력 장치들이

설계한 회로를 바탕으로 입출력 장치들을 어떻게 동작시킬지 생각해 보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구현해 보자. 제작할 프로그램은 반복되는 패턴과 동작에 필요한 조건을 탐색하고 이에 적합한

어떤 패턴으로 동작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블록을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갖추도록 한다.

서 생각한다. 그리고 이 패턴을 프로그래밍을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은 반복되는 패턴, 조건에 따른

해 보기

분기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효율성을 갖추도
록 한다.

● 설계한 회로를 바탕으로 입출력 장치가 어떻게 동작하도록 할 것인지 동작 과정을 생각해 보고 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는 어떤 패턴으로 출

작성해 보자.

력장치가 동작하도록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
하는데, LED를 한꺼번에 동작하도록 하고 어
떤 LED들이 개별적으로 동작하도록 할 것인
지를 고려해야 한다.
알고리즘 작성
내가 다룰 입출력장치들의 동작을 제어하
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는 이 장치들이 어
떻게 동작하도록 할 것인지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을 작성해보는
것이 좋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과정은 사고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감지하지 못하
도록 하기도 하며 사고의 방향성을 잃을 경우
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상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03. 나만의 스마트 공예품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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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종이에 작성하도록 한다.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해보기는 학생들이 알고리즘을 작성하고 알고
리즘에 따라 어떤 코드 블록을 삽입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란이다. 따라서
코드 블록을 실제 블록과 같이 하나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 수
업을 진행한다.
•입출력 장치 개수가 증가하게 되면 배터리 소모량이나 릴리패드 핀의 개수가
모자라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럴 때는 릴리패드를 여러 개 사용하면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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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4) 검사 및 수정

검사 및 수정

프로그램을 완성한 후 설계한 회로를 검사하여 입출력 장치가 설계한 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
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한다. 작품이 동작하지 않거나 오작동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설계한 회로와 작성한 프로그래밍이 정확하

분석하고 개선해야 한다.

게 동작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릴리패드와
해 보기

입출력 장치를 악어 클립으로 연결하고 테스트

해 보기

한다.
● 프로그램을 업로드하여 회로가 정확하게 동작하는지 확인해 본다. 나의 생각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오류가 생기는 주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

해결할지를 생각해 적어 보자.

데, 한 가지는 회로 설계가 잘못된 경우로 –극과
+극을 잘못 연결하였거나 입력 센서를 릴리패

오류

개선 방법

드의 아날로그 핀에 연결해야 하는데 디지털 핀
에 연결하는 경우 등이 있다.
프로그래밍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핀
번호를 잘못 입력하였거나 코드 블록을 삽입하
지 않은 경우, 코드 블록 배치 순서 오류 등 다양
하게 나타난다.
<작품 완성 과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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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준비물

지도 방법

•릴리패드

•프로그래밍에 오류가 있는 경우 교사가 답을 제시하는 대신 학생들이 어떤

•입출력 장치(LED, 빛 센서)
•PC
•필기구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극과 +극이 교차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직물을 덧대어 합선을 방지하거나
피복에 쌓여 있는 전선을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악어 클립

•바느질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학생들은 피복에 쌓인 전선, 전기가 통하는 페

•아두블록

인트 펜 등을 사용하여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흥미를 잃지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않도록 안내한다.

•FTDI 어댑터
•USB 케이블 등

42 Ⅰ 스마트 공예품 만들기

스마트 공예품을 꾸밀 때 활용 가능한 장식

5) 최종 작품 완성

어떤 작품을 만드느냐에 따라 활용하는 장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전기가 통하는 실로 회로를 연결하고 제대로 동작하는지 다시 한 번

식 소품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확인한다. 다양한 소품을 활용하면 더욱 완성도 있고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색실은 기본적으로 사용되며 필요에 따라 글
루건, 인형 눈, 구슬, 비즈, 리본, 단추 등등 다
양하게 사용된다.

평가 방법
작품을 평가할 때 심미성을 중심으로 평가
하지 않도록 하며 완성도, 실용성, 창의성 등
을 고려하도록 한다.
또한 학생들의 작품 제작 과정 전반을 지
속적으로 관찰하여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
게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대처 태

스마트 공예품을 꾸밀 때 활용할 수 있는 장식들

도 또한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자기 평가뿐 아니라 동료 평가를 실행함으
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단, 학생들이 동료 평가를 실시하
장식용 단추

장식용 구슬

색실

기 전에는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설명함으로
써 학생들이 서로 친한 학생들의 작품에 우수
한 평가를 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한다.

장식용 리본

펠트지

03. 나만의 스마트 공예품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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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방법

6) 작품 발표 및 평가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발표할 때에는 왜 이

자신의 작품에 대해 발표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문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과 목적

제 해결 과정을 살펴본다. 다른 학생들의 제작 과정과 작품의 장단점을 논의해 보고 더욱 발전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자.

을 설명하도록 한다. 만들게 된 배경과 목적
등을 설명하는 것은 학생들의 작품 제작의

해 보기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
● 친구들의 작품을 보고 수정하면 좋은 부분은 어디일지,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면 더 멋진

도록 한다.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다.

•기존에 유사한 작품은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
기존에 유사한 작품이 있다면 나의 작품은
어떤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지, 어떤 점이
개선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 실용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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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전자 섬유, 세탁기 넣고 돌려도 OK

동아 사이언스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5125/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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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extiles의 전망
미국의 시장조사 연구 보고서인 Etextiles: Electronic Textiles 2014~2024
(2014, IDTechEx Ltd)에 의하면 현재는 주로
의류, 가방, 인형, 모자 등을 장식하거나 빛을
감지하고 소리를 감지하는 등의 몇 가지 기능
들을 가지는 사례들로 다소 한정적이지만 다
양한 연구가 개발 중이며 앞으로는 빛을 방사
학습
정리

하고 이미지를 내보내거나 온도를 조절하고
무선 통신을 하며 에너지를 축적하는 등 다양
한 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E-textiles는 현재 대표적인 운동

1 스마트 공예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릴리패드와 빛 센서, 온도 센서, 버튼,
2

스위치 등의 입력 장치와 LED, 스피커, 진동 모터 등의 출력 장치들이 필요하다.

복 회사들이 전자 장치를 달아서 따뜻한 겨

스마트 공예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작품 구상 및 디자인-회로 설계-프로그래밍-검사 및 수정-작품

울을 날 수 있도록 보온이 가능한 옷을 제작

완성 단계를 거친다.

하여 출시하였다. 또한 에너지를 충전할 수

3 스마트 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입출력 장치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회로를 설계해야 한다. -극은

있는 광전지나 칩 등을 활용하되 신축성 있

릴리패드의 -극과 연결하며 +극은 릴리패드의 핀에 연결한다.

는 섬유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4 빛 센서를 활용하여 LED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LED가 어떤 패턴으로 동작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패턴 동작을 위한 회로를 설계한다.

있다.

5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는 핀 번호를 설정한 후 핀에 연결된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는 프로그래밍을

현재는 고가로서 e-textiles를 활용한 의

한다.

류에 착용자의 심박 측정 등을 통해 컨디션을

6 작품을 구상할 때에는 작품의 실용성, 심미성, 사용성 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작품을

분석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E-textiles가 앞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
하는 역할에도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학습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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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센서를 인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개념의 전자 섬유 센서를 개발하는 데 성공
했다.
전자센서를 0.005mm 두께로 만들어 잘 늘어나는 천에 인쇄하는 방식으로 센서를
개발하였으며 접착이 가능한 재료로 천을 코딩해 어디든 쉽게 붙였다 뗄 수 있다.
피부에 오래 붙이고 있어도 땀을 잘 배출하며 세탁이 가능하고 세게 당겨도 부서지
지 않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센서를 운전자의 이마, 팔 등에 부착한 뒤 고속도를 주행
한 테스트에서 운전자의 심박, 눈동자 움직임, 팔 근육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장 연구원은 “이 전자섬유를 이용하면 군복이나 환자복에 적용해 특정 상태를 바
로 파악할 수 있고 일반인을 위한 전자운동복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9.05. 동아 사이언스. 이재웅 기자
3. 나만의 스마트 공예품 만들기 45

TFT LCD 화면 제어

다른 아두이노와
연동하여 로봇 제어

킹스 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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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래형 컨트롤러
만들기
01. 아두이노 에스플로라 알아보기
02. 에스플로라 프로그래밍
03. 나만의 컨트롤러 만들기
컴퓨터로 작업할 때 일반적으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입력 장치로 사용한다.
그러나 그래픽 작업 등 더욱 섬세한 작업을 위하여 디지타이저와 같은 입력
장치를 사용하거나 게임을 할 때 보다 편리하게 조작하거나 몰입감을 더하기 위해
조이스틱이나 게임패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단원에서는 아두이노 에스플로라를
활용하여 센서의 정보를 얻거나 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미래형 컨트롤러를 제작해 보도록 한다.

01. 아두이노 에스플로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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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명

1. 단원의 개관
아두이노는 작은 보드에 제어 장치, 연산 장치, 기억 장치 등 컴퓨터의 기본 구성 요소를 갖춘 작은 컴퓨터이다. 아두이노에 여러 가지 입출력
장치를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아두이노의 한 종류인 에스플로라를 이용하여 아두이노 프
로그래밍을 학습하고,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미래형 입력장치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다.
2. 단원 내용의 구조
미래형 컨트롤러 만들기

아두이노 에스플로라 알아보기
•아두이노

•에스플로라

에스플로라 프로그래밍
•RGB LED 제어를 통한 신호등 동작 제어 

•에스플로라 구성
•에스플로라를 활용한 제품 제작 과정

프로그래밍
•온도 센서를 활용한 온도 측정 프로그래밍

나만의 컨트롤러 만들기
•분석

•설계

•프로그래밍

•검사 및 수정

•발표 및 평가

•사용자 제어에 따른 조명 밝기 조절 프로그래밍

3. 단원의 지도 목표
•아두이노 및 에스플로라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아두이노 및 에스플로라가 활용되는 사례를 알 수 있다.

•센서값을 활용하여 다양한 출력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는 프로그
램을 작성할 수 있다.

•에스플로라를 활용한 작품 제작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컴퓨터 입력 컨트롤러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할 수 있다.

•에스플로라의 센서로부터 값을 입력받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조이스틱, 버튼, 기타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하여 나만의 입력 장치

있다.

를 제작할 수 있다.

4. 단원의 평가 방향
1. ‘아두이노 에스플로라 알아보기’ 단원에서는 내용 요소를 어느 정
도 이해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다.
2. ‘에스를로라 프로그래밍’ 단원은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프로그래
밍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의 수행 과정을 중

3. ‘나만의 컨트롤러 만들기’에서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찾아 발표를
하고, 제품 제작 절차에 따라 제품을 만들며, 최종 제품에 대한 발표
를 하는 등 각 과정별로 중간 산출물과 최종 제품을 기반으로 평가
한다.

심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5.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
•‘아두이노 에스플로라 알아보기’ 단원에서는 아두이노의 종류, 특징, 활용 사례 등을 학생 스스로 찾아보고 자료 정리를 통해 이해하도록 지
도한다.
• ‘에스플로라 프로그래밍’ 단원에서는 문제 상황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에스플로라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센서나 출력 장
치로 확장하여 다른 프로그램을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나만의 컨트롤러 만들기’ 단원에서는 학생들의 주도성이 중요하므로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 제작에 실패
하지 않도록 수시로 관찰하고 적절한 시기에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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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원의 지도 계획

중단원명

차시
(시간)

1. 아두이노

1~2

에스플로라

(80분)

알아보기

내용 요소

교수·학습 활동 및 지도 내용

학습 자료

평가

교과서

지도서

방법

쪽수

쪽수

46쪽

50쪽

52쪽

56쪽

56쪽

60쪽

60쪽

64쪽

62쪽

66쪽

65쪽

69쪽

72쪽

76쪽

73쪽

77쪽

아두이노와

•아두이노의 종류, 특징, 활용 사례 알기

아두이노 사

에스플로라의

•에스플로라의 특징 및 활용 사례 알기

진 및 활용

지필

특징과 활용

•에스플로라의 구성 요소 알기

사례, PC,

평가

사례 알아보기

•에스플로라를 활용한 제품 제작 과정 알기

에스플로라

LED를 제어하
3

여 신호등처럼

(40분)

동작하도록 만
들어 보기

•LED 제어 프로그램 작성 방법 알기
•LED를 제어하여 신호등처럼 동작하도록 프
로그램 작성하기

온도 센서를 활

•온도 센서 활용 프로그램 작성 방법 알기

PC,

자기

에스플로라

평가

2. 에스플로라

4

용한 온도 측정

•변수 및 연산자 사용 방법 알기

PC,

자기

프로그래밍

(40분)

프로그램을 만

•센서값 측정하여 표현하는 프로그램 

에스플로라

평가

PC,

자기

에스플로라

평가

PC,

평가,

발표 자료

동료

들어 보기
사용자 제어에
5

따른 조명 밝기

(40분)

조절 프로그램
을 만들어 보기
나만의 입력 컨

6

트롤러 만들기

(40분)

아이디어를 찾
아보기

3. 나만의 컨트롤

7~8

러 만들기

(80분)

나만의 입력 컨
트롤러를 만들
어 보기

작성하기
•가변 저항 조절 슬라이더 활용 프로그램 작성
방법 알기
•조이스틱, 버튼 활용 프로그램 작성 방법 
알기
•기존 입력 장치의 불편함과 미래형 입력 장치
에 대한 자료 수집을 통해 나만의 컨트롤러
아이디어 찾기 및 발표
•아이디어를 디자인하고, 에스플로라로 
만들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험을 통해 보완하기

자기

평가
PC,

자기

에스플로라

평가
자기

9

제품 발표 및

•나만의 제품 발표하기

PC, 제품,

평가,

(40분)

평가를 해 보기

•다른 사람의 제품 평가하기

발표 자료

동료
평가

대단원 마무리

•대단원 마무리
•제품 전시회

관찰법,
PC, 제품

동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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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두이노
아두이노 에스플로라
에스플로라 알아보기
알아보기
01

중단원 개관
이 단원에서는 아두이노 및 아두이노의 한 종
류인 에스플로라의 특징, 사용 예시 등을 알아

아두이노는 작은 보드에 제어 장치, 연산 장치, 기억 장치 등
아두이노는 작은 보드에 제어장치, 연산장치, 기억장치 등 컴퓨터의
컴퓨터의 기본 구성 요소를 갖춘 작은 컴퓨터이다. 아두이노에 여러
기본 구성요소를 갖춘 작은 컴퓨터이다. 아두이노에 여러 가지
가지 입출력 장치를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창의적이고
입출력장치를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재미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아두이노의 한 종류인 에스플로라를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아두이노의 한 종류인 에스플로라를 활용한
.
활용한 제품 제작 과정을 알아보고, 다양한 제품의 예를 살펴보자
제품 제작과정을 알아보고, 다양한 제품의 예를 살펴보자.

보고, 에스플로라를 활용한 제품 제작 과정을
살펴본다.

학습 목표
•아두이노 및 에스플로라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아두이노 및 에스플로라가 활용되는 사례를

학습 포인트
학습포인트

알 수 있다.

• 아두이노 및 에스플로라의 특징을 알 수 있다.
• 아두이노 및 에스플로라의 특징을 알 수 있다.
• 아두이노 및 에스플로라가 활용되는 사례를 알 수 있다.
• 아두이노 및 에스플로라가 활용되는 사례를 알 수 있다.
• 에스플로라를 활용한 제품 제작 과정을 알 수 있다.
• 에스플로라를 활용한 제품 제작 과정을 알 수 있다.

•에스플로라를 활용한 제품 제작 과정을 알 수
있다.

1
1

지도 자료

아두이노
아두이노

아두이노(Arduino)는 오픈소스
아두이노(Arduino)는
오
를 기반으로
한 단일 보드 마이크로
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
보드
컨트롤러이다.

아두이노의 특징
•다양성 : 다양한 모양, 크기, 성능을 가진 여

우노, 메가, 릴리패드, 미니, 나노,

여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입출력 장치 지원

다양한 종류

마이크로컨트롤러이다.
아두이노에 다양한 입출력 장치
아두이노에
다양한 입출력
를 연결하고
프로그래밍하여
지능

러 종류의 보드가 있어 용도에 맞게 선택하

여러 가지 센서, LED, 모터 등

에스플로라, 로봇, 레오나르도 등

다양성

확장성

장치를
연결하고
프로그래밍하여
형
제품을
만들 수
있다. 크기가 작
지능형
제품을
수 있다.
은 편이라 손바닥만들
컴퓨터라고
불리

•확장성 : 다양한 종류의 입출력 장치 및 쉴드

크기가
작은
편이라 손바닥
기도
하며
프로그래밍이
쉬워 컴
널리
퓨터라고
불리기도
하며
프로그
사용된다.

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쉽다

작다

래밍이 쉬워 널리 사용된다.

•작다 : 보드의 사이즈가 작은 편이라 다양한

아두블럭, 모드킷, 아두이노

소형화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

분야에 활용하기 편리하다.

오픈소스

개발 환경 등 다양한 개발 환경
지원

•쉽다 : 기존의 마이크로프로세서보다 프로그
래밍이 쉬우며 여러 가지 블록 기반과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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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기반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오픈소스 : 오픈소스 기반으로 비용에 대한
큰 부담없이 사용 가능하다. 설계도가 공개

지도 방법

되어 있어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여 직접 보

•이 단원에서는 아두이노에 대한 흥미 유발이 중요하다. 따라서 하드웨어에

드를 조립할 수도 있고, 동일한 사양한 호환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간단한 개요와 활용 예제를 소개하는 수준으로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으며, SW 또

지도한다.

한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수업 준비물
아두이노 에스플로라, PC, 아두이노 활용 예시
자료

•학생들이 아두이노 및 에스플로라의 활용 예제를 찾아보고 정리하여 발표하
도록 지도한다.
•에스플로라의 구성 요소는 내장 부품의 종류와 위치, 용도 정도만 개략적으
로 설명하고, 자세한 것은 다음 단원의 프로그래밍을 학습할 때 지도한다.
•에스플로라는 아두이노의 한 종류이며, 이 단원에서는 에스플로라를 사용할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시간, 예산, 전자 공학적 지식의 습득 정도 등의 여건에 따라 나중에 일반적인
아두이노를 사용하여 더 넓은 분야의 제품 제작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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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도 자료

아두이노는 다양한 입출력 장치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할 수
아두이노는 다양한 입출력 장치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할
있다. 예를 들면 자전거 바퀴가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자전거 속도계를 제작하거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전거 바퀴가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자전거 속도계를
나,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만 동작하는 지능형 선풍기를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센서들을 이용하여
제작하거나,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만 동작하는 지능형 선풍기를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센서들을
주위 장애물을 감지하고, 4개의 모터를 제어하여 비행하는 쿼드콥터 제작도 가능하다.
이용하여 주위 장애물을 감지하고, 4개의 모터를 제어하여 비행하는 쿼드콥터 제작도 가능하다.

아두이노 활용 예시
•자전거 속도계
- 자전거 바퀴에 자석을 이용한 스위치를
부착하고, 바퀴가 회전할 때마다 스위치
가 단락됨을 이용해서 1바퀴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 측정된 시
간과 자전거 바퀴의 둘레를 이용해서 계
산하면 속도를 구할 수 있다. 계산된 속
도를 LCD창에 표시한다.

자전거 속도계: 자전거의 속도를 LCD 창에 보여줌.
자전거 속도계: 자전거의 속도를 LCD 창에 보여줌

- http://pepsiman.tistory.com/42
•쿼드콥터
- 무선으로 아두이노 우노에 명령을 내리
고, 아두이노가 4개의 모터를 제어한다.
- h t t p : / / w w w . you t u b e . com /
watch?v=Dk_ni3oX-KE

지능형 선풍기
지능형 선풍기

•지능형 선풍기
-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가까운 거리에
물체가 감지되면 선풍기가 회전한다.
- h t t p : / / w w w . you t u b e . com /
아두이노 쿼드콥터
아두이노 쿼드콥터

watch?v=Ir-C1BWW91g
01. 아두이노 에스플로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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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아두이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아두이
노 공식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다.
특히 아두이노 제품의 종류와 자세한 규

지도 자료

격에 대해 알 수 있고, 아두이노 개발 환경
(ADE)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아두이노 활용 예시(추가 자료)
•아두이노에 2개의 카메라를 연결하
고, 각 카메라에서 적색 화면 과 파란
색 화면을 나누어 캡처한 후 두 화면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위한 예제나 개발
도구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의 사용법과 제
품별 라이브러리도 제공한다.

을 이용하여 3D 화면을 만드는 3D
Photobooth이다.
•http://blog.arduino.cc/2014/12/12/
arduino-tre-developer-edition2nd-round-of-beta-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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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2

에스플로라의 특징

에스플로라

에스플로라는 아두이노의 한 종

•편의성 : 여러 가지 입출력 장치가 내장되어

류로 보드 내부에 기본적인 입출력

있어 회로를 구성하지 않고도 아두이노 프로

장치가 내장되어 있다. 또한 USB

그래밍을 배울 수 있다.

키보드나 마우스처럼 사용할 수 있

기본적인 센서 내장으로

LCD 화면, MicroSD 슬롯,

회로 구성 생략 가능

외부 입출력 장치 사용 가능

편의성

커넥터를 통해 컴퓨터와 연결하여

확장성

기 때문에 새로운 입력 장치를 제작

•확장성 : 2개의 외부 입력 장치, 2개의 외부

하고자 할 경우 일반적인 아두이노

출력장치, TFT LCD 스크린을 추가로 연결할

최적화

보다 쉽게 만들 수 있다.

수 있다.
•최적화 : 컴퓨터 컨트롤러, 게임패드 제작에

쉽다

컴퓨터 컨트롤러,

전용 라이브러리

게임패드 등 구현에 적합

제공으로 프로그래밍 용이

필요한 하드웨어 구성을 이미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라이브러리를 지원한다.
•쉽다 : 전용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여 쉽게 프
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조이스

스틱의

지도 자료

에 따라

값을 측

에스플로라 사용 예시

TFT LCD 화면 제어

다른 아두이노와 연동하여 로봇 제어

• TFT LCD 화면제어

LC

컬

- 에스플로라에 TFT LCD를 연결하면 마치

연

모니터처럼 출력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 http://i.ytimg.com/vi/ll1cRHcti24/
hqdefault.jpg
에스플로라

• 로봇 제어
- 에스플로라와 다른 아두이노 보드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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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통신을 연결하고, 아두이노 보드에서
로봇을 제어한다.
- http://i.ytimg.com/vi/jPnSGia_4r0/
hqdefault.jpg
• PC용 게임 컨트롤러
- 에스플로라를 PC와 연결하여 자동차를 조
종하는 게임의 컨트롤러로 사용하는 모습
이다.
- http://i.ytimg.com/vi/U253vlYzH78/
maxresdefault.jpg

지도 자료
에스플로라의 모양
에스플로라는 가로가 긴 직사각형 모양이며 양 옆은 양손으로 잡고사용하기 편
리하도록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다. 보드의 왼쪽편에 조이스틱이 장착되어 있어
왼손엄지를 이용하여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보드의 오른편에 4개의 버튼
이 있어 오른손 엄지를 이용하여 누를 수 있다.
보드의 가운데에 TFT LCD 스크린을 부착할 수 있는 커넥터가 있어 스크린을
부착하면 모바일기기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여러가지 센서와 부저, RGB LED 등
의 입출력장치가 내장되어 있다.
보드의 윗쪽에는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usb포트와 외부입출력장치를 연결
할 수 있는 커넥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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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플로라를 사용하는 이유

1) 에스플로라 구성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형 보드인 아두이

에스플로라는 온도 센서, 빛 센서, 가변 저항 조절 슬라이더, 3축 가속도 센서, 조이스틱, 마이
크, 4개의 버튼, 버저, RGB LED 등을 내장하고 있어 회로를 별도로 구성해야 하는 어려움 없이

노 우노를 비롯한 대부분의 보드들이 제품 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외부 입력과 출력을 위한 커넥터가 2개씩 있고, USB 커넥터와 컬

작을 위해 약간의 전자 공학적 지식이 필요하

러 TFT 스크린을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있어 LCD TFT 화면도 쉽게 부착할 수 있다. 아래 그
림은 아두이노 에스플로라에 내장된 여러 가지 센서, 액츄에이터, 커넥터의 위치 및 종류를 나타

다. 즉 전선을 사용하여 아두이노와 전자 부

내는 것이다. USB 커넥터를 통해 쉽게 PC와 연결할 수 있고, PC의 키보드나 마우스처럼 동작시

품들을 연결하고, 회로를 구성해야 하는데,

킬 수도 있어 PC를 제어하고자 할 때 편리하다.

초보자의 경우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낄수
있고, 학습 시간도 많이 필요하게 된다.

동작 LED

외부 출력 장치
커넥터

프로그램 업로드 등의

외부 출력 장치와

동작 상황을 표시

연결할 때 사용

외부 입력 장치
커넥터

마이크로 USB
포트

외부 입력 장치와

컴퓨터와 연결할

연결할 때 사용

때 사용

예를 들어 아두이노 우노에서 LED를 사용
하려면 우노의 출력핀, LED 단자, 전원을 극

빛 센서
주변의 밝기를 측정하는 센서

리셋 버튼

성에 맞게 연결하고 중간에 적절한 옴값의 저
항을 연결해야 한다.

버저
소리를 출력

마이크로프로세서

프로그램 업로드 등의

에스플로라의 두뇌에 해당

동작 상황을 표시

반면 에스플로라는 기본적인 입출력 부품
들이 내장되어 있어 회로 구성 없이 바로 프

조이스틱

버튼 스위치

스틱의 움직임

버튼의 눌림

에 따라 x, y축

여부를 감지

값을 측정

로그래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 공학적 지
식이 없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USB
포트를 통해 PC와 연결하면 PC의 입력 장치
로 인식되므로 컨트롤러 만들기에 매우 적합

LCD 커넥터

하다.

컬러 LCD 화면을
연결할 수 있음

마이크로폰 센서

가변 저항 조절 슬라이더

온도 센서

주변 소리 크기를

슬라이더의 위치에 따른 값을

주변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

측정하는 센서

알려줌

3축 가속도 센서

컬러(RGB) LED

X, Y, Z축에 대한 움직임을

RGB 값의 조합으로 색을

감지하는 센서

표현하는 LED

01. 아두이노 에스플로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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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비스듬히 내려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

<아래에서 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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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2) 에스플로라를 활용한 제품 제작 과정
에스플로라를 활용하여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품 제작 과정
아두이노를 활용한 제품 제작을 하기 위해 먼
저 적절한 종류의 아두이노 보드를 선택하는 것
이 중요하다. 아두이노 보드들은 마이크로 프로
세서의 종류, 보드의 크기, 기타 부가 기능에 따

분석

설계

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제품에 적합한 보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고민해 볼까?

를 선택하면 제품 제작을 훨씬 효율적이고 성공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중 에스플로라는 다양한 센서 및 기본 출력
장치가 내장되어 있고, 컨트롤을 위한 조이스틱

분석

이나 버튼이 내장되어 있으며, 컴퓨터와 연결만

문제 상황을 찾아 해결 목표를 수립하고, 문제 해결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하면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입력 장치로 활용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자 입
력을 받아 다른 제품을 제어하는 컨트롤러를 개

설계

발하거나 TFT LCD와 보조 전원 장치를 부착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
문제 해결의 방법, 제품의 형태, 필요한 기능
이나 장치, 사용자 인터페이스, 문제 해결
절차 등을 작성한다.

툴바

메뉴

여 휴대용 전자 기기를 개발하는 데 적합하다.
에스플로라를 활용한 제품 제작 과정은 다른
아두이노 보드에 비해 하드웨어와 관련한 설계

프로그래밍

및 회로 구성 부분이 간단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편집 창

인터페이스 분석표와 작성된 알고리즘을 참고
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에스플로라의
동작을 위한 프로그래밍 도구는 블록 기반
도구와 텍스트 기반 도구가 있다.

SW 개발 절차인 폭포수 모델을 참고하여 구성
하였다.

프로그래밍 도구

지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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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포수 모델(waterfall model)
•순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형
적인 개발 모델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기
본적 모델이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 과정을 나누어 체계
적이고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지도 자료
에스플로라 활용한 제품 제작 과정
① 분석
분석 단계는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이다. 이 교과서에서는 문
제 해결 모형을 참고하여 기존 제품의 문
제점을 찾고, 문제 해결의 목표를 수립한
다음, 관련 자료 수집을 통해 개선 사항
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도록 하였다.

② 설계
설계 단계는 문제 해결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정하는 단계이다. 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제
품의 형태나 필요한 기능이나 부품 등을
정의하며, 프로그램이 어떤 절차로 동작
해야 할 것인지를 나타낸 알고리즘을 작
성한다.
또한 입력 컨트롤러 제작을 위해서는
사용자인터페이스에 대한 정의가 필요
하다. 어떤 사용자 행동을 어떤 기능과
연동할지 정의해야 프로그래밍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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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쉽게 구현 가능하다.

지도 자료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제품을 완성한 후
프로그래밍

잘 동작하나?
무엇이 잘못되었지?

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품에 케이스를 장착
하는 것도 좋다.
제품을 발표하고
상호 평가를 통해
개선해 볼까?

결할지

창

사용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거나 제품의 심미

발표 및 평가

검사 및 수정

케이스는 종이, 아크릴, MDF 등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거나 적절한
기성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설계한 것을 토대로
코딩해 봐야지.

검사 및 수정
작성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한 후
이를 수정한다. 문법 오류의 경우 아두이노 개발 환경에서 오류 발생 메시지를 확인하고 수정한다.
제품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의 논리적인 실행 절차를 확인하여 수정한다.

발표 및 평가
완성한 제품의 제작 동기, 과정, 역할 등에 대해 발표하고, 제품의 동작을 시연한다. 다른 사람의
제품을 보고 아이디어, 제작 과정, 장단점을 평가하여 개선 사항을 제안하거나 다른 제품의 장점을
이용하여 내 제품을 개선할 점을 찾아봄으로써 제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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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검사 및 수정

⑤ 발표 및 평가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도구로는 아두블

설계 단계에서 디자인한 형태로 모양

제품 제작이 끝나면 자신의 제품에 대해

록, 모드킷과 같은 블록 기반 도구와 아두

을 완성하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제품을

발표를 하고, 평가를 통해 장단점과 보완할

이노 개발 환경(ADE)과 같은 텍스트 기반

만들었다면 과연 제품이 잘 만들어졌는

점을 찾아 제품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구가 있다.

지 검사가 필요하다.

한다.

대부분의 블록 기반 도구들이 에스플

검사 단계에서 꼭 필요한 검사를 누락

로라 전용 라이브러리를 지원하지 않으

하지 않기 위해 검사 목록을 미리 만들

므로 프로그램 작성이 불편하다. 따라서

고, 목록에 있는 검사를 모두 통과할 때

에스플로라 프로그래밍을 위해서는 아

까지 수정 보완을 하는 것이 좋다.

두이노 개발 환경 사용을 권장한다.
이 단계에서는 설계 단계에서 고안한
알고리즘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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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에스플로라 프로그래밍

중단원 개관
이 단원에서는 에스플로라에 내장된 다양한
센서들을 통해 값을 입력받고, 이 값을 활용하

에스플로라는 다양한 센서들을 가지고 있다. 센서를 통해 값을
입력받고, 이 값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출력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여 여러 가지 출력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는 방
법을 알아보고, 주어지는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
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본다.

학습 목표
학습 포인트

•RGB LED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 에스플로라의 센서로부터 값을 입력받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 센서 값을 활용하여 다양한 출력 장치의 동작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다양한 센서로부터 값을 입력받는 프로그램
을 작성할 수 있다.
•센서값을 활용하여 다양한 출력 장치의 동작

1

RGB LED 제어를 통한 신호등 동작 제어 프로그래밍

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에스플로라에 있는 RGB LED는 다양한 색상으로 빛을 낼 수 있는 출력 장치이다. RGB LED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수업 준비물
에스플로라, PC

RGB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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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RGB LED의 동작 원리

다음 그림은 명령문과 그에 해당하는 RGB LED의 동작 상태를 나타낸다.

RGB LED는 내부에 빛의 삼원색에 해당하는
빨간색(Red), 녹색(Green), 파란색(Blue) LED
가 각각 1개씩 들어 있다. 그래서 3가지 LED의
밝기를 조절함으로써 컬러 표현이 가능하다. 밝
기 값은 0~255 사이의 정수값을 사용하는데, 0
이면 LED가 꺼진 상태이고, 숫자가 커질수록
LED의 밝기가 밝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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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문
RGB LED
내부상태
RGB LED
외부모습

write Red write Green write Blue
write RGB
write RGB
(255);
(255);
(255);
(255,255,255); (255,255,255);

지도 자료
인선이가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보행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의 기초

신호등을 보고 있다가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보행 신호등은 2개의
등이 동시에 켜지거나 꺼지는 경우는 없고, 항상 빨간색 또는 초록색의 한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언어는 C

가지 등만 켜지는데, 왜 두 개의 등으로 만들었을까? 하나의 등으로 빨간색과

언어의 문법과 거의 유사하다.

초록색을 번갈아 가며 표시할 수는 없을까?‘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C언어는 main() 함수가 반드시 있어
야 하는데, 아두이노 프로그램에서는 setup()과
loop()라는 2개의 함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 인선이의 아이디어를 에스플로라의 RGB LED를 이용하여 구현해 보자.

setup() 함수는 아두이노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맨 처음에 한 번만 실행되는 명령어들을 포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신호등은 정지 신호(빨간색)와 보행
신호(초록색)를 번갈아 가며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정지
신호는 5초 동안 켜지고, 보행 신호는 4초 동안 켜진다.
5초 동안 켜지고

함하는 함수이다.
반면 loop() 함수는 setup()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실행되는데, loop() 함수 내부의 명령어들

4초 동안 켜지고

은 무한 반복하여 실행된다.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명령문의 형태는 C언
어와 동일하다. 따라서 명령문이 끝나면 맨 마직
막에 세미콜론(;)을 붙여야 한다. 자료형, 변수,
이름, 규칙, 제어문과 반복문, 연산자 등 대부분
의 문법이 C언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C 언

RGB LED에서 RGB는 Red, Green, Blue의 각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이 세 가지 색의 빛을
섞으면 다양한 색을 연출할 수 있다. 각 색은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0은 빛을

어를 이미 알고 있다면 쉽게 코딩할 수 있다.

전혀 내지 않는 것이고, 숫자가 커질수록 빛의 밝기가 강해진다. 즉 255는 각 색에 해당하는 가장

아두이노에서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데 가

강한 빛을 표현할 수 있다.

장 기본이 되는 방식은 특정 핀을 통해 아날로
그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입력 장치 또는 출력

신호등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LED를 켤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때 RGB 값은 오른쪽 표와 같다. 또 신호등의
초록색 불이 깜박깜박하는 것을 표현하려면
LED를 꺼지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는 RBG
값을 모두 0으로 설정하면 된다.

색상

red

green

blue

빨강

255

0

0

초록

0

255

0

노랑

255

255

0

장치를 제어하는 것이다.
이때 사용하는 중요한 명령어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방식
pinMode(pin,mode) 핀모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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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 : 핀의 번호
- mode : 핀의 동작상태로 INPUT, OUTPUT,
INPUT_PULLUP 중에서 설정
digitalWrite(pin,value) 지정핀으로 값 출력

지도 방법

- pin : 핀의 번호

•이 단원에서는 아두이노 개발 환경(ADE)을 이용하여 에스플로라를 제어하는 프로

- value : 출력값(HIGH 또는 LOW)

그램 작성 방법을 학습한다. 이때 프로그래밍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문법을 학습하
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를 하고,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작
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여러 개의 작은 문제를 제시
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프로그래밍 작성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어떤 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실행시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
슷한 다른 문제를 제시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지도한다.
•이 단원에서 직접 다루지 않은 여러 가지 내장 입출력 장치의 사용 방법을 스스로 찾
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digitalRead(pin) 지정핀에서 값을 읽어옴
(HIGH 또는 LOW)
-pin : 핀의 번호

•아날로그방식
analogRead(pin) 지정핀에서 값을 읽어옴
(0~1023)
- pin : 핀의 번호
analogWrite(pin, value) 지정핀으로 값 출력
- pin : 핀의번호
- value : 출력값(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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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프로그램 설명
include <Esplora.h>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
에스플로라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setup()과 loop()로 구성된다.

에스플로라 전용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해 헤
더파일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명령이다. 에
스플로라도 아두이노의 한 종류이므로 아두이
노의 일반적인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에
스플로라에 내장된 입출력 장치를 제어할 때는

한 번만 실행되는 명령문들로 처음 전원이 공급되거나 리
셋 버튼을 눌렀을 때 한 번만 실행된다.

전용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반복하여 실행되는 명령문들로 차례대로 무한히 반복하여
실행된다.

define E Esplora
에스플로라 전용 명령어를 사용하려면 명령
어의 앞에 ‘Esplora.’을 꼭 붙여주어야 한다. 그
해 보기

런데, 학생들이 긴 단어를 입력하는 것에 어려
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대신 ’E.‘을 사용할 수 있

● 다음 프로그램은 인선이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하여 신호등이 지속적으로 동작하도록 loop( ) 함수 내부에 RGB LED 제어
명령문을 작성한 것이다.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실행해 보자.

도록 정의하는 것이다.

#include <Esplora.h> // 에스플로라 전용 명령어를 사용할 것이니 준비하라고 선언

delay(시간);

#define E Esplora

// 에스플로라 전용 명령어를 사용할 때 “Esplora” 대신
// 간단히 “E”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

지정된 시간만큼 프로그램 진행을 지연시킨다.

void setup( ) {

delay명령 앞에 설정된 값이 있다면 시간만큼

}

유지한다.

void loop( ) {
E.writeRGB( 255, 0, 0 ); // 빨간색 불을 켜라
delay( 5000 );

시간의 단위는 ms(밀리초)이며, 만약

delay( 4000 );

delay(1000); 명령을 사용하면 1000ms 즉 1초
간 프로그램의 진행을 지연한다.

// 앞의 명령문을 5초 동안 지속시켜라

E.writeRGB( 0, 255, 0 ); // 초록색 불을 켜라
// 앞의 명령문을 4초 동안 지속시켜라

명령문의 끝에는 항상
세미콜론(;)을 입력하는
것을 잊지 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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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기
loop( )에 있는 명령어를 setup()에 넣으면 프
로그램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만 명령문들이
한번만 실행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즉 LED를 빨간색 상태로 5초간 유지한 후 초
록색으로 변경하여 4초간 유지한 다음 프로그
램이 종료된다.

지도 자료
RGB LED 제어 명령문 사용 형식
Esplora.writeRed( 값 );

//Red LED를 값에 해당하는 밝기로 켠다.

Esplora.writeGreen( 값 ); //Green LED를 값에 해당하는 밝기로 켠다.
Esplora.writeBlue( 값 ); //Blue LED를 값에 해당하는 밝기로 켠다.
Esplora.writeRGB( Red 값, Green 값, Blue 값 ) ; // 3개의 LED를 원하는 밝기로 켠다.
		  // 한 명령어로 동시에 Red, Green,
		 // Blue LED를 제어하므로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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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기
1. 신호등을 켜고 끄는 명령문을 loop( ) 함수가 아닌 setup( ) 함수 내부에 입력하면 어떻게 동작할까? 결과를 확인하고 이유를
적어 보자.

#include <Esplora.h>
#define E Esplora
void setup() {
}

2. 실제 신호등은 보행 신호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보행 신호가
깜박이는 기능이 있다. 보행 신호(초록색)의 남은 시간이 2초 이하가 되면 0.5초마다
보행 신호가 깜박거리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해 보자.

void loop() {
E.writeRGB(255,0,0); //적색 LED 켜기

#include <Esplora.h>
#define E Esplora

delay(5000);

void setup() {

E.writeRGB(0,255,0); //녹색 LED 켜기

}
void loop() {

//5초간 유지

delay(2000);

//2초간 유지

E.writeRGB(0,0,0);

//LED 끄기

delay(500);

//0.5초간 유지

E.writeRGB(0,255,0); //녹색 LED 켜기
delay(500);

//0.5초간 유지

E.writeRGB(0,0,0);

//LED 끄기

delay(500);

//0.5초간 유지

E.writeRGB(0,255,0); //녹색 LED 켜기
delay(500);

//0.5초간 유지

}
}

지도 자료
02. 에스플로라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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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문
위 코드의 반복되는 부분을 반복문을 이용
해 작성할 수 있다.

※ 값에는 0~255 사이의 숫자를 넣을 수 있으며, 0은 가장 어두운 상태이고, 255는 가

for(int i ...)
E.writeRGB(...)

장 밝은 상태이다.

delay(...)

※ 1가지 색의 LED등만 조작하고자 할 때는  wirteRed(), wirteGreen(), writeBlue() 명
령 중에 한 가지를  사용해도 되지만 색상 표현을 위해 2개 이상의 LED를 조작하려

E.writeRGB(...)

할 때는 writeRGB() 명령이 편리하다.

delay(500)
}
※ 변수를 선언하고 바로 사용하는건 C++
또는 Java 스타일인데, 아두이노 프로그램
을 작성할 때도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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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센 서

온도 센서를 활용한 온도 측정 프로그래밍

에스플로라에는 다양한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센서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내장된
센서는 주변 밝기 값을 측정하는 빛 센서,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 센서, 주변 소리의 크기를

온도 센서는 열이나 온도를 전류와 전압으로

측정하는 마이크로폰 센서 등이 있다. 그 중 온도 센서는 센서 주변의 온도를 측정한다. 사용자가

변환하여 감지하는 센서로 측정 대상은 기체,

지정한 온도 표기 방법, 즉 화씨나 섭씨로 값을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액체, 플라즈마, 생체 등 광범위하다.
온도 센 서의 종류에는 크게 접촉 방식과 비
접촉 방식이 있는데, 접촉 방식은 측정 대상물
을 직접 접촉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은 접촉시키기 위해 피측 온도체의 열에
너지가 센서로 이동하므로 피측온 물질의 온도
변화를 초래한다.

온도 센서

비접촉 방식은 피측정 대상물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을 사용하여 접촉을 하지 않고도 온도를
인호는 여름 방학에 할머니댁에 놀러 갔다. 마침 할머니댁의 에어컨이 고장

측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상물의 상태에 아무

나서 인호는 너무 더워 견딜 수가 없었다. 인호는 문득 현재 기온이 얼마나 되는지

런 변화를 주지 않고 온도 측정이 가능하고 움

궁금해졌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에스플로라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기온을
측정하고 현재 기온, 최고 기온, 최저 기온, 평균 기온을 10초에 한 번씩 시리얼

직이는 물체의 온도 측정도 가능하다. 또한 접

모니터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촉식에 비해 시간 지연이 짧다.
접촉형 센서 중에 IC 온도 센 서가 있는데, IC
온도 센서의 원리는 실리콘 트랜지스터의 온도
의존성을 응용한 것으로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와 이미터 사이의 전압이 온도 변화에 대해 거
의 직선적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현상을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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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응용한 것이다. IC 온도 센서는 여러 가지
신호 회로와 감온 소자가 일체화되어 있기에 외
부에서의 회로 조작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다.
그리하여 비교적 좁은 범위의 온도 측정에 많
이 쓰인다.

지도 자료
센서로부터 입력값 받는 명령어 사용 형식
Esplora.readTemperature( 단위 ); // 온도 센서로부터 값 읽어오기
Esplora.readLightSensor( );

// 빛 센서로부터 값 읽어오기

Esplora.readMicrophone( );

// 마이크로폰 센서로부터 값 읽어오기

Esplora.readSlider( );

// 가변 저항 조절 슬라이더로부터 값 읽어오기

※단위로 DEGREE_C를 사용하면 -40°C ~150°C 의 값으로 입력받고,
DEGREES_F를 사용하면 -40°F ~ 302°F 의 값으로 입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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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기

센서로부터 입력받는 값을 사용하기 전에

● 다음은 온도 센서에서 측정한 값을 모니터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되는 값을

값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입력되는지 미리 확

확인해 보자. 에스플로라의 온도 센서에 입김을 불거나 에어컨 혹은 난방기 주변으로 이동하여 숫자의 변화를 확인해 보자.

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에스플로라에는
기본적으로 값을 표시할 수 있는 모니터와 같

#include <Esplora.h>
#define E Esplora

은 출력 장치가 따로 없으므로 컴퓨터의 화면

void setup( ) {

을 통해 값을 확인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

사용 가능한 명령어는 다음의 2가지이다.
void loop( ) {
int t = E.readTemperature( DEGREES_C ); // 온도 센서에서 온도값을 측정하여

// 출력하고 줄을 바꾸지 않음

// 섭씨 형태로 저장하라
Serial.println( t );

// 시리얼 모니터로 온도 출력

delay( 1000 );

// 1초 동안 기다리기

Serial.print( 값 또는 변수 );

}

// 출력하고 줄을 바꿈
Serial.println( 값 또는 변수 );

●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되는 값을 적어 본다.

지도 자료
출력값 확인
출력되는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리얼 모

궁금해요

온도 센서 단위 설정값

니터를 실행시킬 때는

-DEGREES_C : ℃
-DEGREES_F : ℉

① 메뉴에서 [도구]-[시리얼 모니터]를 선택

온도 센서의 입력값 범위는 –40℃ ~ 150℃

하거나

빛 센서 및 마이크로폰 센서의 입력값 범위는 0~1023까지
총 1024단계로 숫자가 커질수록 밝거나 소리의 크기가 크다.

02. 에스플로라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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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툴바에서
릭한다.

(시리얼모니터) 아이콘을 클

Esplora.readAccelerometer( 축 ); // 가속도 센서로부터 값 읽어오기
Esplora.readButton( 버튼 번호 ); // 지정된 버튼으로부터 값 읽어오기
Esplora.readJoystickX( );

// 조이스틱으로부터 X축 값 읽어오기

Esplora.readJoystickY( );

// 조이스틱으로부터 Y축 값 읽어오기

•축에는 X_AXIS, Y_AXIS, Z_AXIS의 3개  값 중 1가지를 넣는다.
•버튼 번호에는 SWITCH_1, SWITCH_2, SWITCH_3, SWITCH_4 또는
SWITCH_DOWN, SWITCH_LEFT, SWITCH_UP, SWITCH_RIGHT를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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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기

중단원 개관

● 인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변수
아두이노 프로그램에서 값을 저장하기 위해

1.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변수가 필요하다. 이들을 저장할 변수를 생성해 보자.

변수를 사용한다. 변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include <Esplora.h>

공간에 이름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define E Esplora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저장할 값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공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값의 종류와 변수의 이름

void setup() {
}
void loop() {

을 미리 정하는 것인데, 아래와 같은 형태의 명
령문을 사용한다.
자료형 변수명;

}

변수명은 저장 공간의 이름을 말하는데, 아
2. 생성한 변수를 이용하여 최저 기온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래의 몇 가지 규칙만 지키면 사용자가 마음대로
지어서 사용할 수 있다.

#include <Esplora.h>
#define E Esplora

① 문자, 숫자, ‘_’ 만 사용할 수 있다.
②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사용하며 길이에 크게
제한받지 않는다.

void setup() {
}
void loop() {

③ 예약어는 사용할 수 없다. 예약어는 프로그
램에서 미리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기로 정해
진 단어인데, 이를 변수명으로 사용하면 구
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변수 이름을 void라
고 정하면, 예약어 void와 같기 때문에 오류

}

가 발생한다.
④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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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
자료형이란 값의 종류를 의미하며, 정수형, 실수형, 논리값, 문자, 문자열 등의 형태가 있다. 아두이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형은 다음과 같다.
자료형

저장되는 자료

저장 공간 크기

값의 범위

boolean

논리값

1byte

true, false  2종류만 존재

char

문자

1byte

-

int

정수

2byte

-32,768 ~ 32,767

long

큰 정수

4byte

-2,147,483,648 ~ 2,147,483,647

float

실수

4byte

-3.4028235E+38 ~ 3.4028235E+38

string

문자열

문자수+1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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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기
#include <Esplora.h>
#define E Esplora

3. 최고 기온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해 보자.

// 해보기 1) 변수 선언

#include <Esplora.h>
#define E Esplora

int temp; // 현재 기온을 저장할 변수
int min=100; // 최저 기온 변수 초기화
int max=-50; // 최고 기온 저장 변수 초기화

void setup() {
}
void loop() {

int total=0; // 현재 기온 누적값 저장 변수
int cnt=0; // 측정 횟수 저장 변수
double avg=0; // 평균 기온 저장 변수
void setup() {
}

}

void loop() {

4. 평균 기온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해 보자.

#include <Esplora.h>

// 해보기 2) 최저 기온 구하기

#define E Esplora

temp = E.readTemperature(DEGREES_C);
// 현재 기온 읽어 temp에 저장
void setup() {
}
void loop() {

if(temp<min) // temp가 min보다 작으면
min = temp; // min에 temp 저장
// 해보기 3) 최고 기온 구하기
if(temp>max) // temp가 max보다 크면

}

max = temp; //max에 temp 저장
02. 에스플로라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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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기 4) 평균 기온 구하기
total += temp; // total에 현재 기온 누적
avg=(double)total/++cnt; // 측정 횟수 누적

변수에 값을 저장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하면 된다.

//하고, 평균 기온 계산하여 avg에 저장

변수명 = 값;
가운데의 ‘=’은 같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 값을 왼쪽 변수에 할당한다는

Serial.println(temp); // 현재 기온 출력

의미이다. 값 부분에는 값 자체를 넣을 수도 있고, 결과가 값이 나오는 수식이나 명령

Serial.println(min); // 최저 기온 출력

문, 함수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Serial.println(max); // 최고 기온 출력

다음의 예는 온도 센서로부터 읽어 들인 값을 변수 temp에 저장하는 것이다.

Serial.println(avg); // 평균 기온 출력

int temp; // 정수를 저장할 변수를 준비함
temp = Esplora.readTemperature(DEGREES_C);

delay(10000); // 10초 기다리기
}

// 빛 센서값을 ℃단위로 temp에 저장함
변수에 저장된 값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할까? 매우 간단하다. 값이 필요한 자리에 변
수의 이름을 쓰면 된다. 변수의 이름이 ‘=’의 왼쪽에 있을 때는 저장이고, 그 외의 경우
는 변수에 있는 값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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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과제

사용자 제어에 따른 조명 밝기 조절 프로그래밍

에스플로라에 있는 4개의 버튼, 조이스틱, 가변 저항 조절 슬라이더, 3축 가속도 센서는
사용자의 입력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이다. 즉, 사용자는 가변 저항 조절 슬라이더를 움직이거나

우리 교실은 얼마나 시끄러울까? 에스플로

버튼을 누르거나 조이스틱을 조작함으로써 에스플로라에 어떤 작업을 지시할 수 있다. 사용자

라를 이용하여 1초에 한번씩 마이크로폰 센서

입력을 받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의 값을 측정하여 평균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보자.
[예시 답안]
#include <Esplora.h>
#define E Esplora
int value; // 측정값을 저장할 변수

가변 저항 조절 슬라이더

int total; // 입력값을 모두 더해서 저장할 변수
int cnt; // 입력 횟수를 저장할 변수

인지는 집에 있는 조명의 밝기를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한
다. 밤에 잘 때는 조명의 밝기를 어둡게 하고, 독서할 때는 조명의 밝기를

float avg; // 평균값을 저장할 변수

밝게 조절할 수 있다면 편리할 것이다. 물론 밝은 낮에는 조명을 아예 끌
수도 있어야 한다.
에스플로라에 있는 가변 저항 조절 슬라이더를 이용하여 RGB LED의

void setup() {

밝기 값을 조절하는 프로 그램을 만들어 보자.

}

꺼짐

중간 밝기

가장 밝음

왼쪽

가운데

오른쪽

void loop() {
value = E.readMicrophone();
// 마이크로폰 센서의 입력값을 value에 저장함
total = total + value;
// total에 마이크로폰 센서의 입력값을 누적함
cnt++; // cnt 변수에 측정 횟수를 더함

가변 저항 슬라이더를 이용한 밝기 조절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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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g = (float) total / cnt;
// 입력값의 총합을 측정 횟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함
Serial.print(“value:”);
// “측정값:”을 시리얼 포트로 출력함
Serial.print( value );

지도 자료
가변 저항 조절 슬라이더 값과 RGB LED 제어값의 매핑
가변 저항 조절 슬라이더에서 측정되는 값과 RGB LED의 밝기 조절에 필요한

// value에 저장된 값을 시리얼 포트로 출력함

입력값은 값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변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변 저항 조절

Serial.print(“ avg::”);

슬라이더의 측정값이 255 이상이면 무조건 255로 변환하여 처리하는 것 등이다.

// “ 평균:”을 시리얼 포트로 출력함

하지만 예와 같이 변환을 하면 실제로는 가변 저항 조절 슬라이더가 움직이는 영

Serial.println(avg);

역의 1/4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변환이 필요하다.

// 평균값을 시리얼 포트로 출력하고 줄을 바꿈
delay(1000); // 1초 기다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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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절한 방법은 가변 저항 조절 슬라이더 측정값의 범위가 RGB LED 입력
값의 4배이기 때문에 측정값을 4로 나누어 그 값을 입력값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 코드는 다음과 같다.

해 보기

지도 자료
가변 저항 조절 슬라이더의 활용

● 다음은 에스플로라에 있는 가변 저항 조절 슬라이더를 이용하여 RGB LED의 밝기 값을 조절하는 프로그램이다.

가변 저항 조절 슬라이더는 슬라이더의 위
#include <Esplora.h>

치에 따라 저항값이 변하는 특성이 있다. 따

#define E Esplora

라서 저항값의 변화에 따라 측정되는 전압값

void setup( ) {

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것을 0~1023 사이의

}

정수값으로 변환하여 읽어 들이는 명령어가

void loop( ) {
int v =

readSlider( )이다.

; // 가변 저항 조절 슬라이더의 값을 읽어 보정하기

E.writeRGB( v, v, v );

// V값의 밝기로 LED를 켜라

delay( 10 );

// 앞의 명령문을 0.01초 동안 지속시켜라

다음은 가변 저항 조절 슬라이더의 값을 측

}

정하여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하는 프로그램
이다.
#include <Esplora.h>

1.

#define E Esplora

안을 완성해 보자.

void setup()
{
Serial.begin(9600);
2. 가변 저항 조절 슬라이더를 움직이면서 RGB LED의 밝기 변화를 확인해 보자.

// 시리얼 통신 속도를 9600으로 설정

- 왼쪽으로 움직일 때 :

// 생략해도 크게 상관없음

-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

}
void loop()

3. 가변 저항 조절 슬라이더를 우리 실생활에서 적용할 분야를 찾아 기록해 보자.

{
Serial.println(E.readSlider());
// 가변 저항 조절 슬라이더 값을 측정하여 출력
02. 에스플로라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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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value = Esplora.readSlider(); // 가변 저항 조절 슬라이더의 값을 측정하여 변수
value에 저장
writeRGB( value, value, value ); // value를 RGB LED 제어값으로 사용하여 RGB LED
를 밝기를 조절
예) 측정값이 0일 때 : 0 / 4 = 0
측정값이 31일 때 : 31 / 4 = 7  (정수형 변수의 나눗셈은 소수점이하 버림)
측정값이 127일 때 : 127 / 4 = 31
측정값이 511일 때 : 511 / 4 = 127
측정값이 1023일 때 : 1023 / 4 = 255
따라서 측정값은 0~1023이지만 변환값은 0~255가 된다.

delay(1000); // 1초 기다리기
}

지도 자료
RGB LED의 밝기 조절
RGB LED는 Red 값, Green 값, Blue 값
을 각각 0 ~ 255 사이의 숫자로 입력하여 색
상 또는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 만약 Red 값,
Green 값, Blue 값을 같은 값으로 입력한다
면 0을 입력하면 RGB LED가 꺼질 것이고,
숫자가 커질수록 RGB LED의 밝기가 밝아질
것이며, 값이 255가 되면 가장 밝은 빛을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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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원 개관

문제

파악

이 단원에서는 새로운 입력 장치들에 대해 조
사하고, 기존 입력 장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
키보드와 마우스는 오랜 시간 동안 대표적인 입력 장치의 자리를 지켜
오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최근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입력 장치들에 대해
살펴본 후 개선된 형태의 나만의 마우스를 제작해 보자.

고 나만의 컨트롤러 만들기 프로젝트를 에스플
로라 제품 제작 과정에 따라 진행하여 본다.
학습 목표

문제
목표

•새로운 컴퓨터 입력 컨트롤러에 대해 조사하
고 발표할 수 있다.
•조이스틱, 버튼,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하여

학습 포인트

나만의 입력 장치를 제작할 수 있다.

• 새로운 컴퓨터 입력 컨트롤러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할 수 있다.

자료
및분

• 조이스틱, 버튼,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하여 나만의 입력 장치를 제작할 수 있다.

지도 방법

1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법

분석

마우스는 평평한 바닥에 대고 움직이거나 버튼을 클릭하여

을 생각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가급적

컴퓨터를 제어하는 도구이다. 1963년 최초의 마우스가 등장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

이래 1983년 최초의 소비자용 마우스가 등장하는 등, 마우스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경험과 주변 학생과의 토의를 통해 기
존 입력 장치의 문제점을 가급만 많이 찾을

최초의 마우스

수 있도록 지도한다.
•새로운 입력장치에 대해 자료 조사를 하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지도
한다.
•학생들이 과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단계별 산
출물 작성을 꼼꼼히 하도록 지도한다.

최초의 소비자용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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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과정보다는 제품의 완성이라는 결
과에만 치중할 수 있으므로 각 단계를 효과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간 배분에 주의
하여 지도한다.
•다른 학생의 제품을 보고 평가를 해봄으로써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제품의 우수한 점을 자신의 제품에 적
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읽을거리]
마우스는 평평한 바닥에서 움직임을 통해 x좌표와 y좌표의 변화를 감지하여
화면을 제어하거나 버튼을 클릭하여 컴퓨터를 제어하는 도구이다.
최초의 마우스는1963년 스탠포드의 더글라스 앵겔바트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68년에 대중에게 공개하였다. 그의 마우스는 작은 나무상자에 2개의
바퀴가 달려 있는 형태로 바퀴들의 움직임을 x축과 y축의 움직임으로 변환시켜
사용하였다.

수업준비물
아두이노 에스플로라, PC, 제품 꾸미기 재료(색
종이, 아크릴, MDF, 접착제 등)

1972년 빌 잉글리쉬는 볼마우스를 개발했는데, 바퀴들을 공으로 교체하고, 공
의 움직임을 방향과 속도로 나타낼 수 있도록 2개의 회전롤러에 접촉시킨 모양이
었다. 볼마우스는 바닥의 먼지나 찌꺼기가 공에 묻어 감도가 떨어지거나 오작동
하는 경우가 있었다.
1980년 공이 없이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광마우스가 나타나게 되었다. 처음

66 Ⅱ 미래형 컨트롤러 만들기

지도 자료
문제 상황
파악하기

마우스를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고 기록한다.

차세대 입력 장치

(예시) 마우스는 평평한 바닥면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예시) 마우스와 키보드를 교대로 사용해야 할 때 불편하다. 즉 포인터 이동과 문자 입력을 반복하려면,
손이 마우스와 키보드 사이를 계속 이동해야 하므로 불편하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아래의 링크
를 참고하세요.
•링(ring)

문제 해결
목표 수립

-h ttps://w w w.kickstarter.com/

불편함이 해결된 상태를 생각해 보고 기록한다.

projects/1761670738/ring-shortcut-

(예시) 평평한 바닥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입력 장치를 제작한다.
(예시) 키보드와 마우스를 일체형으로 만든 새로운 입력 장치를 제작하여 손의 이동 거리를 최소화한다.

everything
•킹스 어셈블리

자료 수집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제품 설계에 참고한다. 특히 문제 해결 아이디어, 문제 해결에

및 분석

필요한 기능, 기능 구현을 위해 필요한 입출력 장치, 제품의 형태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장치명

개요

-h ttps://w w w.kickstarter.com/
projects/70308014/kings-assembly-acomputer-mouse-full-of-awesome

관련 사진

•집게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움
링
(Ring)

직이면 손가락의 움직임을 감
지하는 입력 장치
•미리 정해진 제스쳐(gesture)에
따라 명령 인식 가능

•키보드, 마우스, 조이스틱을
킹스 어셈블리
(King’s Assembly)

모두 포함하는 입력 장치
•컴퓨터를 사용할 때 키보드와
마우스 사이를 손이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을 해소

03. 나만의 컨트롤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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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가격적인 문제로 널리 쓰이지 않았지만 이후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이후 1984년 로지텍에서 컴퓨터와 연결선을 없앤 무선마우스를 개발하였고,
2004년에는 로지텍에서 최초의 소비자용 레이저 마우스를 출시하였다. 그 외
에도 마우스의 버튼을 숫자를 변화시키거나 상하 스크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휠이 달린 마우스가 출시되는 등 다양한 종류의 마우스가 개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우스는 평평한 바닥에서 움직이거나 버튼을 누
르는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평소에 마우스를 사용하면서 불편을 느낀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어떤 점
을 개선하면 마우스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또 마우스나 키보드를 대체하기 위한 미래형 입력 장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보고 그 장단점을 분석해 보자.
3. 나만의 컨트롤러 만들기 67

해 보기

지도 자료

1. 마우스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기록해 보자.

차세대 입력장치(추가 자료)
•루미쿼터스 마우스 시스템

아이디
구체화

2. 불편함이 해결된 상태를 기록해 보자.

- 가상

키보드와 마우스를 합쳐 놓은 콘셉트
디자인이다. 본체 2개 바닥면에는 광 센서
를 달았고 앞쪽에 빔 프로젝터를 배치, 가
상 키보드 화면을 앞쪽에 투사할 수 있다.
또 이를 인식할 수 있는 모션 센서를 본체
3. 새로운 입력 장치를 제작하기 전에 최근에 새롭게 등장하거나 각광받고 있는 입력 장치들을 살펴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마다 3개씩 달았다. 본체는 마우스 역할을

알아보자. 제시된 예시들을 참고하여 더 많은 입력 장치들을 조사, 정리해 보자.

한다. 키보드는 빔 프로젝터로 앞쪽에 비춘
장치명

가상 화면에 치는 형태다. PC와의 통신은

개요

관련 사진

블루투스 근거리 통신을 이용한다.
- http://techholic.co.kr/archives/1449
•립모션(leap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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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Myo)
- 3D
 모션을 인식해, PC 앞에서 손동작을 하
면 이를 인식해 PC에 구현한다.
- http://it.donga.com/15850/

- 마요 입력 장치는 근육의 신호화와 3차원 가속 센서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모션
과 손가락의 모습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생체 신호를 해석하여 읽어 낼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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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캔(Eyecan) : 안구 마우스

설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 문제 해결의 방법, 제품의 형태, 필요한 기능이나
장치, 사용자 인터페이스, 문제 해결 절차 등을 작성한다.

아이디어
구체화

구분

내용

제품명

에어 마우스

특징

공중에서 사용 가능한 마우스로 평평한 바닥이 필요없음

비고

모양

컨트롤러의 앞쪽을 공중에서 상하로 움직이거나
좌우로 회전하거나 버튼을 누름

- 안구 마우스는 전신마비로 눈동자만 움직
일 수 있는 사람들이 글을 입력하거나 인터
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력 장치
이다.

사용 방법

- https://eyecanproject.wordpress.com/
•스킨풋(skinput) : 피부 입력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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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몸을 전유체로 삼아 파장을 전달, 신
호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기술로 피부 표면
을 확장 디스플레이로 삼아 손가락을 이용
해 입력할 수 있다. 팔에 찬 소형 프로젝트
가 인터페이스를 피부 위에 주사하게 되고
사용자가 데이터 입력이 가능토록 하는 방
식이다.
- http://www.designlog.org/2512065
- https://www.thalmic.com/en/m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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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기

차세대 UI/UX 기술
● 어떤 입력 장치를 제작할 것인지 설계해 보자.

•UX(user experience : 사용자 경험)란 사용

1. 예시를 참고하여 새로운 입력 장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제품의 모양을 간단히 그려 보자.

자가 시스템, 제품, 서비스 등의 직간접적으
로 얻게 되는 총체적 경험을 의미하며, 기술

구분

을 단지 효용성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제품명

아니라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

특징

내 용

비고

으로 이해하려는 접근법이다.
•UI(user interface : 사용자 인터페이스)란 사
용자와 시스템의 상호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
어지게 돕는 장치나 소프트웨어로 휴대 전화
모양

장치의 버튼이나 일반 소프트웨어의 메뉴 등
이 포함된다.
UI는 CUI(character user interface),
GUI(graphical user inteface)를 거쳐
NUI(narural user interface)로 발전하고 있다.
NUI는 기존의 UI와 달리 명령어와 사용법을
배우지 않아도 기존의 사용자가 가진 경험을 기
반으로 키보드나 마우스 없이 신체 부위를 이용
하여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

사용 방법

이스이다.
‘Natur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사용법
을 배우기 위해 특별히 외우거나 학습해야 하는
부분없이 일상생활의 행동에서 사용하는 동작
을 기반으로 손가락이나 제스처, 음성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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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기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며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NUI의 종류로는 스마트폰 등에 널리 쓰이는

•멀티 터치 방식 : 애플 매직 마우스에 구현된 멀티 터치 기술의 예

멀티 터치 방식, 위 리모트로 대표되는 센서 기
반 방식, 아이폰의 Siri로 널리 알려지게 된 음성
인식 방식, 키넥트에 사용 중인 영상 인식 방식
등이 있다.
출처 : http://www.slideshare.net/opendori/
uxui-1390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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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투 버튼 클릭

160° 스크롤

Magic Mouse는 앞선 ‘포인트
인 클릭’ 마우스 이므로 MultiTouch 표면 어디서든지 클
릭과 더블 클릭을 할 수 있습
니다.

Magic Mouse는 시스템 환경설
정에서 오른쪽 클릭을 설정하
면 투 버튼 마우스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왼손으로 사용하
는 경우에는 좌우 클릭을 변경

Multi-Touch 표면에서 한 손
가락을 움직이면 어느 방향으
로든지 자유롭게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식 방식
•센서 기반 방식
2.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외부 연동 장치를 선정하고 그 역할을 설명해 보자.
장치명

역할

비고

컴퓨터

에어 마우스 전원 공급 / 에어 마우스로 제어할 대상

예시

위 리모트에 내장된 3축의 가속도 센서와
광학 센서를 이용하여 동작을 감지하고, 게임
기를 컨트롤한다.
3. 입력 장치 조작에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한다. 사용자의 특정 행동을 어떤 센서가 감지하도록 할 것인지, 어떤 제어

•음성 인식 방식

명령과 연동할 것인지 결정한다. 아래 표의 예시를 참고하여 인터페이스 분석해 보자.
사용자 행동

연동 센서

제어 명령

비고

에어 마우스의 앞쪽을 공중에서 위아래로 움직임

3축 가속도 센서(x축)

마우스 포인터 상하 이동

예시

에어 마우스의 앞쪽을 공중에서 좌우로 회전시킴

3축 가속도 센서(y축)

마우스 포인터 좌우 이동

예시

에어 마우스 버튼1을 누름

버튼 2

마우스 왼쪽 버튼 누름

예시

에어 마우스 오른쪽 버튼2를 누름

버튼 3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름

예시

아이폰의 Siri로 대표되던 음성 인식 방식
이 이제는 내비게이션, 세탁기 등 가전기기까
지 확대되었다.
03. 나만의 컨트롤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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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인식 방식

화면 확대

두 손가락으로 쓸기

키보드의 Control키를 누른 상
태에서 Magic Mouse를 한 손
가락으로 스크롤하면 화면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두 손가락을 사용하여 Multitouch 표면을 좌우로 쓸어넘기
면, Safari에서 웹 페이지를 앞
뒤로 오가거나 iphoto의 사진
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키넥트 센서는 RGB 카메라, Depth(3D)센
서, 4개의 마이크로폰 어레이 등으로 구성되
어 있고, 효과적으로 3차원적인 사람의 움직
임을 추출하기 위해 적외선 레이저 빔 프로
젝터와 단색 CMOS 센서를 사용한 깊이 정보
추출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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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의 표현 방법
4. 문제 해결 절차(알고리즘)를 간략히 작성한다.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 방법(자연어 기술 방
법, 순서도 표현 방법, 의사 코드 기술 방법, 프

처음에 한 번만 할 일

프로

가속도 센서의 x축 값과 y축 값을 저장한다(센서의 초깃값 기억).

로그래밍 언어 표현 방법)으로 기술되거나 표

작성

반복해서 계속 할 일

현될 수 있다.

가속도 센서의 x축 값과 y축 값을 읽는다.
만약 x축 값 – x축 초깃값의 차이가 음수이면 마우스 포인터를 왼쪽으로 이동
만약 x축 값 – x축 초깃값의 차이가 양수이면 마우스 포인터를 오른쪽으로 이동

•자연어 기술 방법

만약 y축 값 – y축 초깃값의 차이가 음수이면 마우스 포인터를 위쪽으로 이동
만약 y축 값 – y축 초깃값의 차이가 양수이면 마우스 포인터를 아래쪽으로 이동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나 글을 이

0.01초 동안 기다리기

용하는 방법이다. 자연어 기술 방법은 말과 글
이 지니는 애매모호한 성질 때문에 알고리즘의

•설계하고자 하는 입력 장치가 어떻게 동작하도록 할 것인지 알고리즘을 작성해 보자.

조건 중 명확성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저장해서 활용할 값

다음 예는 두 변수의 값을 더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알고리즘을 자연어 기술 방법으로 표
현한 것이다.

처음에 한 번만 할 일

알고리즘 기술 시작
정수값 5를 A 변수에 대입한다.
정수값 4를 B 변수에 대입한다.

반복해서 계속 할 일

A 변수의 값과 B 변수의 값을 더해서
C 변수에 대입한다.
C 변수의 값을 출력한다.
알고리즘 기술 끝
•의사 코드 기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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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어 기술 방법과 그래픽적인 표현 방법을
쓰는 것보다 좀더 개선된 방법으로, 의사 코드
(pseudo code) 기술 방법이 있다. 의사 코드는

•순서도 표현 방법

자연어 기술 방법을 보다 간략화한 것으로서 프

순서도(flowerchart)나 NS 차트와 같

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을 적용하여 쉽게 프로그

은 그래픽적인 표현 방법이다. 예를 들

래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언어 독립적

어, 순서도를 이용한 방법은 각 수행 과

인 특징과 기계 독립적인 특징이 있다.

정을 박스에 넣고, 다음 단계를 화살표
로 표시한다.

program ADDING

모양이 다른 박스는 서로 다른 동작을

A→5

나타낸다. 그러나 순서도 표현 방법은

B→4

복잡하고 대규모의 알고리즘을 표현하

C → A+B

기 곤란하다는 문제점과 함께, 읽기 곤

print (C)

란하고, 변경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end A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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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시작
↓
A←5
↓
B←5
↓
C ← A+B
↓
출력 C
↓
끝

3

지도 자료

프로그래밍

측정값 확인

인터페이스 분석표와 작성된 알고리즘을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센서의 값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먼저 센서값을 측정해 보고, 어느 정도

프로그램
작성

범위의 값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

// 가속도 센서의 값을 감지하여 마우스로 동작시킴
// 가속도 센서의 x,y축과 화면상의 x,y축이 다름에 주의할 것

다.

// 버튼 1,2를 감지하여 적용하는 부분은 생략

예를 들어 에스플로라를 공중에서 움직이

#include <Esplora.h>
#define E Esplora

는 모션을 인식하여 컴퓨터를 제어하려고 한

int x,y; // 보정을 위한 초깃값 저장 변수

다면 실제 사용할 때 움직임의 정도에 맞추어

void setup()

측정값을 확인하고, 해당 측정값 범위에 맞추

{

어 적용되는 제어의 정도를 정하는 것이 좋다.

x = E.readAccelerometer(X_AXIS); // 가속도 센서 X축 값 읽음
y = E.readAccelerometer(Y_AXIS); // 가속도 센서 Y축 값 읽음
Mouse.begin(); // 마우스 모드 시작

예를 들어 에스플로라로 만든 컨트롤러를

}

그림처럼 (가)에서 (나)로 움직였을 때 프레젠
void loop() // 반복 실행

테이션 화면을 다음으로 이동시키려고 한다

{

고 하자.

int newY = E.readAccelerometer(X_AXIS)-x;
// 가속도 센서 X축 값 읽어서 초깃값과의 차이를 구함
int newX = E.readAccelerometer(Y_AXIS)-y;
// 가속도 센서 Y축 값 읽어서 초깃값과의 차이를 구함
if(abs(newY)>5 || abs(newX)>10)

// 센서값이 일정 값 이상될 때 동작

(가)

Mouse.move(-newX/10, newY/5, 0); // 센서값에 따라 마우스포인터 이동
delay(10);

// 0.01초 기다리기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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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먼저 3축 가속도 센서의 3개 축값을
모두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하도록 한 다음 측
•프로그램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

정값의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C와 Pascal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적용하여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방법이
다. 프로그래밍 언어 표현 방법은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동작과 프로그래밍하는
동작이 일치하므로 프로그래밍 작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언어 독립적
알고리즘 기술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 맞게 알고리즘을 기술하면 해당 언어가 지원하지

구분

x축

y축

z축

(가)일때

10

-10

5

(나)일때

12

-14

45

비고

못하는 자료 구조 형태나 알고리즘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환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는 특정 알고리즘 기법을 이미 갖추고 있으므로 프
로그램을 작성하고자 할 때 자연적으로 기존 기법을 사용하고 의존하게 된다.

그 결과가 표와 같다면 우리는 3축 가속도
센서의 z축값을 측정하고, 값이 변화가 40정
도 커질 때 화면 전환 하는 명령을 코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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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기

해보기
#include <Esplora.h>

● 앞의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완성해 보자.

#define E Esplora
#include <Esplora.h>

int x,y; // 보정을 위한 초깃값 저장 변수

#define E Esplora

void setup()
{
x = E.readAccelerometer(X_AXIS);

void setup() {

y = E.readAccelerometer(Y_AXIS);
// 가속도 센서 X축과 Y축 값 읽음
Mouse.begin(); // 마우스모드 시작
}

}
void loop() {

void loop() // 반복 실행
{
int newY = E.readAccelerometer(X_
AXIS)-x;
// X축값 읽어서 초깃값과의 차이를 구함
int newX = E.readAccelerometer(Y_
AXIS)-y;
// Y축값 읽어서 초깃값과의 차이를 구함
if(abs(newY)>5 || abs(newX)>10
// 센서값이 일정값 이상될 때 동작
Mouse.move(-newX/10, newY/5, 0);

}

// 센서값에 따라 마우스포인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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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readButton(SWITCH_2)==LOW)
Mouse.click(MOUSE_LEFT);
// 버튼2가 눌리면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처리
if(E.readButton(SWITCH_3)==LOW)
Mouse.click(MOUSE_RIGHT);
// 버튼3이 눌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처리
delay(10); // 0.01초 기다리기
}

지도 자료
키보드 동작 명령문 형식
Keyboard.begin( )

// 키보드로 동작 시작

Keyboard.end( )

// 키보드로 동작 끝

Keyboard.press(key)

// 지정된 키가 눌러진 것으로 처리

Keyboard.release(key)

// 지정된 키가 릴리스된 것으로 처리

Keyboard.releaseAll( )

// 눌러진 모든 키가 릴리스된

			

// 것으로 처리

- key : 키보드 문자의 아스키코드
※ 키보드 동작 명령문을 사용하면 연결된 컴퓨터에 키보드의 키가 눌렸거나
릴리스된 것에 대한 신호를 보내 마치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 같은 효과를
74 Ⅱ 미래형 컨트롤러 만들기

낼 수 있다.

4

지도 자료

검사 및 수정

제품이 이상 없이 완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한다. 꼭 필요한 검사 항목이 누락되지

검사 및 수정

않도록 검사 리스트를 만들어 검사하는 것이 좋다. 검사 결과 오류가 발견되면 오류의 원인을

제품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

찾아 수정한다.

사 목록을 활용한다. 검사 목록에는 제품의

번호

검사 항목

검사 내용

결과

1

프로그램 컴파일

오류 없이 컴파일 됨

정상 동작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

2

프로그램 업로드

오류 없이 업로드 됨

항목이 포함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3

에어 마우스의 끝을 위로 움직임

마우스 포인터 위로 이동

4

에어 마우스의 끝을 아래로 움직임

마우스 포인터 아래로 이동

5

에어 마우스의 끝을 오른쪽으로 회전함

마우스 포인터 오른쪽으로 이동

6

에어 마우스의 끝을 왼쪽으로 회전함

마우스 포인터 왼쪽으로 이동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는 등 미리 정의된
행동을 하였을 때 연결된 동작이 제대로 이루
어지는가 확인하여야 하며, 미리 정의하지 않
은 동작을 하였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도 검사하여야 한다.

해 보기
● 제품의 검사 리스트를 작성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해 보자. 만약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가 발생한 원인을 확인하여 수정한다.
번호

검사 항목

검사 내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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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마우스 동작 명령문 형식
Mouse.begin() // 마우스로 동작 시작
Mouse.end()

// 마우스로 동작 끝

Mouse.press(buuton)

// 마우스 버튼이 눌러진 것으로 처리

Mouse.release(button)

// 마우스 버튼이 릴리스된 것으로 처리

Mouse.click(button)

// 마우스 버튼이 클릭된 것으로 처리

Mouse.move(xVal, yPos, wheel) // 마우스 동작을 처리
- button : 마우스 버튼(왼쪽, 오른쪽, 가운데)
생략하면 왼쪽 버튼으로 처리함
- xVal, yVal : 마우스가 움직인 양을 X축과 Y축으로 표시
- wheel : 휠이 움직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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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도 자료
발표

발표 및 평가

완성된 산출물의 제작 동기, 과정, 역할 등에 대해 발표하고, 시연을 한다. 다른 사람의 제품을
보고 아이디어, 제작 과정, 장단점을 평가하여 개선 사항을 제안하거나 다른 제품의 장점을

발표를 위해 기본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것

이용하여 내 제품을 개선할 점을 찾아봄으로써 제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이 좋다. 발표 양식에 포함할 내용은 주제, 제
작 배경이나 동기, 자료 수집 내용, 분석 과정

해 보기

및 결과, 설계 과정 및 결과, 제품의 시연, 제
● 친구(또는 모둠)가 만든 제품의 장단점을 찾아보고, 개선 사항을 기록한 후 공유해 보자.

한사항이나 발전방향, 소감 등을 기본으로 상
황에 따라 조절하면 된다.
발표자료를 작성하면서 제품 제작을 통해
얻은 경험을 다시 되새기면서 강화하는 효과
가 있으므로 발표과정은 생략하지 말고 하는
것이 좋다.
발표가 끝나면 질의 및 응답 시간을 주어
학생들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나누고 공유
하는 것이 좋으며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장
난스러운 질문은 제한한다.

지도 자료
평가
평가는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평가 항목을 선정하고,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자기 평가에서는 제품에 대한 장단점에 대
해 평가를 하고, 보완할 사항이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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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동료 평가를 할 때 다른 학생의 발표를 경
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질문을 통해 생각

지도 자료

과 아이디어의 공유가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른 학생의 제품에 대해 분석하여 장단점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고, 적절한 의견을

[서술형 평가 리스트]
평가 항목

받아들여 보완함으로써 제품의 완성도를 높
일 수 있다.

장점

평가를 할 때 아래 예시자료를 참고하여
평가지를 제작 활용하는 것도 좋다.
단점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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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내용

[평가 척도 리스트]
구분

기준

점수

밝고 여유 있는 표정인가?
알맞은 몸짓을 하고 자세는
태도

올바른가?
목소리가 강약 조절이 되는
가?
청중과 시선을 골고루 나누

학습
정리

고 교감하는가?
자신감 자신 있고 당당하게 발표하
는가?

1

아두이노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 보드 마이크로컨트롤러이다. 아두이노에 여러 가지 입출력

목소리에 힘이 있는가?

장치를 연결하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지능형 제품을 만들 수 있다.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체계
2

아두이노 에스플로라는 다양한 센서와 버저, 컬러 LED 등의 출력 장치를 내장하고 있어 전자 공학의 기

적으로 전달하는가?

초가 없어도 마이크로컨트롤러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아두이노 명령문의 C 언어와 유사하며, 특정한

정해진 시간 안에 핵심 내

핀에 신호를 보내 입출력 장치를 제어할 수 있다.

3

전달력

아두이노 에스플로라를 활용하여 미래형 입력 장치를 만드는 과정은 분석-설계-프로그래밍-검사 및

용을 전달했는가?
기억에 남는 핵심 내용이
있는가?

수정-발표 및 평가의 과정을 거친다. 분석 단계에서는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 목표를 수립하
며,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해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장치를 선정하며,

발표 자료의 도식화와 키워

인터페이스와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프로그래밍 단계에서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표현하고, 검사 및

드 중심으로 작성했는가?

수정 단계에서 제품이 정상 작동하는지 검사하고 오류 사항을 수정한다. 마지막 발표 및 평가 단계를 통

합계

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제품에 대한 장단점을 평가해 보고, 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학습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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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평가 리스트]
평가 항목
아이디어의 독창성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아이디어인가?)
제품의 완성도
(제품이 기획한 대로 잘 동작하는가?)
제작 목적과의 일치도
(기존 제품의 불편함을 개선하였는가?)
제품의 실용성
(실제 사용에 불편함은 없는가?)
기타 항목을 추가하세요

점수

비고

12345
12345
12345
12345
12345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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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나만의 앱
만들기
1. 앱이란
2. 앱 인벤터 알아보기
3. 앱 제작 과정 살펴보기

응용 프로그램이란 컴퓨터 운영 체제에서 실행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스마트 기기가 상용화되면서 스마트 기기에 탑재되어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앱’이라고 줄여 부르게 되었다. 앱을 통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개선되면서 앱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 단원에서는 앱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앱을 개발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01. 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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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명

1. 단원의 개관
과거 제조업이 중심이던 산업 사회에서는 설계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속도와 기술이 산업의 성패를 좌우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으로 산업의 무게 중심이 바뀌어가고 있는 지금은 새로운 생각을 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손안의 컴퓨터인 스마트폰으로
내 생각을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이 단원의 목적이 있다.

2. 단원 내용의 구조
나만의 앱 만들기

앱이란?

앱 인벤터 알아보기

앱 제작 과정 살펴보기

• 앱의 정의와 특성

• 앱 인벤터의 특징

• 앱 제작 5단계 알아보기

• 다양한 앱의 종류

• 프로그래밍 준비물 알아보기

• 앱 제작 단계별 과업 및 유의 사항 알아보기

• 스마트폰과 앱

• 앱 인벤터에 접속하기

• 예제 프로그램 따라 만들어보기

• 앱 인벤터 화면 구성 알아보기

3. 단원의 지도 목표
•앱 인벤터에 대해 알 수 있다.

•앱 개발 과정을 알 수 있다.

•간단한 앱을 만들 수 있다.

4. 단원의 지도 방향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계산적 사고(computational thinking)로 관찰하고 해결하
는 능력과 정보 윤리적 소양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논리적, 절차적 사고를 통해 일상생활 문제를 효율적인 알고리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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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결하고, 이런 사고를 실생활과 정보 기기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른 학문들과 통합되어 새로운 형태로 확장, 발전시켜나가는 융합
학문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역량과 태도를 기른다.

5. 단원의 지도 계획

중단원명

차시
(시간)

내용 요소

•앱의 정의와 특성
1. 앱이란?

1
(45분)

•다양한 앱의 종류
•스마트폰과 앱

•앱 인벤터의 특징
2
2. 앱 인벤터

(45분)

•프 로그래밍 준비물
알아보기
•앱 인벤터에 접속하기

알아보기
3
(45분)

앱 인벤터에 접속하기
•앱 인벤터 화면 구성
알아보기

교수·학습 활동 및 지도 내용

수업방법

교과서

지도서

쪽수

쪽수

76쪽

82쪽

80쪽

86쪽

81쪽

87쪽

90쪽

96쪽

94쪽

100쪽

앱의 정의와 특성을 배운다.
다양한 앱의 종류를 조사해본다.
스마트폰과 앱을 알고, 각자의 스마트폰에 설치

강의식

된 앱을 분석해 본다.

앱 인벤터의 특징을 알아본다.
프로그래밍할 준비를 하고, 구글 계정을 만들어
앱 인벤터에 접속하여 작업 환경을 구축한다.

앱 인벤터에 접속해서 레이아웃을 익히고, 각각
의 기능을 살펴본다. 메뉴의 위치를 익혀본다.

강의식,
실습

실습
및
과제 수행

앱 제작 5단계 알아보기
4
(45분)
3. 앱 제작 과정

•앱 제작 단계별
과업 및 유의 사항

앱 제작 5단계 알아보고, 앱 제작 단계별 과업
및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강의식,
실습

알아보기

살펴보기
5
(45분)

예제 프로그램 따라 만

교재에 제시된 예제 프로그램 따라서 화면을 디

들어보기

자인하고, 프로그램을 코딩해 앱을 만들어 본다.

실습
및
과제 수행

6.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
•정보 처리를 위해 요구되는 기초·기본 능력의 습득에 대한 평가의 경우, 개인별 능력을 고려하여 실질적이고 개인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지필 평가는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 및 문제 해결 정도를 가지고 평가한다.
•알고리즘적 사고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 시 문제 해결의 결과뿐 아니라 문제 해결 단계 또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생활 속
의 문제 해결, 혹은 수업에서 제시된 문제 해결 과제의 경우, 그 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다른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 과학적 사고 기반의 의사 소통 능력 평가 시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법을 평가하는 것을 지양하고, 의사 코드나 순서도 등을 이용해
학생들이 문제 해결의 접근 과정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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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원 개관

01

앱 인벤터(appInventor)는 안드로이드 운영

@

앱이란

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쉽
게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발 도구이다.
스마트 기기가 상용화되면서 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앱의 활용
범위도 넓어졌다. 앱은 스마트 기기에서 동작하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다. 앱에 대해서 알아보고, 스마트폰 앱 개발을 위한
앱 인벤터의 등장 배경을 알아보자.

앱 인벤터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학습 목표
•앱 인벤터의 특징과 활용 범위에 대하여 알 수
있다.

학습 포인트

•앱 인벤터의 화면 구성을 이해하여 앱 개발을

• 앱의 특성과 종류에 대해 알 수 있다.
• 스마트폰 앱과 앱 인벤터에 대해 알 수 있다.

준비할 수 있다.

1
지도 자료

앱의 특성과 종류

‘앱(App)’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준말로 사용되는 목적과 표현되는 기능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눠볼 수 있다. 생활 정보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앱에서부터 사무를 보조하는

앱 제작 및 실행 단계

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앱이 출시되어 있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
‘앱’이란 ‘애플리케이션’의 준말로 ‘어플’

[디자이너]에서 컴포넌트 추가하기
[블록스]에서 컴포넌트 이벤트 지정하기

애플리케이션? 앱? 어플?

이라고도 한단다. 앱은 스마트 기기에서

이게 다 뭐지요?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들을 말하지.
앱은 생활의 불편을 개선하는 것부터

스마트폰 또는 에뮬레이터로 실행하기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재미있는 놀잇거리가
될 수도 있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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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준비물
•필기도구
•웹 검색용 컴퓨터
•학생들이 사용 중인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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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앱 인벤터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는 JAVA언어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애플리케이션을 개
발하기 위해서는 JAVA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직접 코딩해야 했다. 이러한 이
유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프로그래밍 능력이
요구되었고, 개발 완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Google에서 이러한 단점
을 개선하여, 아이디어의 표현과 기능 구현이 손쉬운 ‘앱 인벤터’ 라는 애플리케
이션 개발 도구를 만들었다.
앱 인벤터는 모바일 게임, 유틸리티, 교육용 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앱까
지 거의 모든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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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자료
해보기 정답 예시

게임 앱
금융 및 각종 정보 제공 앱

① 같은 점
•OS 구동 후 동작된다.
•사용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된다.
•사용자에게 컴퓨팅 기기를 이용할 수 있
는 편의를 제공한다.
② 다른 점

도구 활용 앱
교육용 앱

•앱이 더 용량이 적은 편이다.(일반적으로)
•앱이 구동·종료가 빠른 편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좀 더 고도의 기능을
구현해 낸다.
설치된 앱

해 보기

SNS앱 – 카카오스토리 , 페이스북
게임앱 – 공피하기 , 애니팡, ...

● 컴퓨터의 응용 프로그램과 스마트폰 앱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조사해 보자.

기타앱 – 메모앱 , 무비플레이어앱
자주사용하는앱
카카오톡
카메라앱
MP3 플레이어
항상 사용하는 앱

● 현재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에 설치된 앱이 무엇인지, 자주 사용하는 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발표해 보자.

도돌폰
01. 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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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보기앱

지도 자료
활동의 의도

운영 체제의 기본 기능
운영 체제는 다음과 같은 기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단순하게 앱을 정의내리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 기기의 초기화 기능

•효율적인 자원 관리와 할당

스마트폰을 컴퓨팅 기기로 인식시키기 위한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오류검사와 복구기능

과정으로 인식하고 앱을 개발하는 과정이 단
순한 놀이의 차원을 넘어 전문적인 과정임을

모바일 운영 체제
스마트 기기를 동작시키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로서 전원이 켜지면 곧바로 동작

간접적으로 알게 해 프로그래밍에 대한 동기
를 부여하기 위한 활동이다.

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인 앱들을 구동시키기 위한 배경이 되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IOS, 안드로이드, windows mibile 이 대표적인 모바일 운영 체제라 할
수 있다.
1. 앱이란?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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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앱과 앱 인벤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앱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개발되었다. 앱을

컴퓨터 과학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면 하

개발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명령 내리

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다. 하드웨어

는 방법을 알고, 그것을 스마트 기기에 내려받아
테스트해 볼 수 있어야 한다.

는 컴퓨터의 외관이나 부속을 구성하는 기기 장

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고,

치를 의미하고, 소프트웨어는 그러한 기기 장치

학습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를 활용하는 내부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과거에는 컴퓨터 관련 제품 생산은 전문 분야
로 취급되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기업
해 보기

에서 생산되었다.

● 현재까지 개발된 스마트폰 운영 체제(OS)를 조사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찾아보자.

스마트폰 운영 체제

장점

단점

http://smsinfo.tistory.com/512
재료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뿐만 아
니라 소프트웨어의 제작도 전문가들만 할 수 있
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개발 비용이나 인력과
같은 외적 문제도 있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자
체가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이

78

Ⅲ. 나만의 앱 만들기

었다.

지도 자료

지도 자료
앱에 대한 인식 변화

C언어를 활용한 유닉스 개발

스마트폰이 개발되고, 급속도로 사람들에게 널리 사용되면서 소프트웨어 이른
바 ‘앱’ 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 생활 속에서 매우 가볍게 앱을 다루고, 쉽
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수단으로 응용 소프트웨어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따
라 우리가 가진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구현해 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http://smsinfo.tistory.com/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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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실생활에 유용한 앱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제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프로
그래밍 언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앱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앱 인벤터(App Inventor)라

해보기 정답 예시

는 개발 도구를 만들었다.

스마트폰

장점

OS

안드로이드 앱이 많다.
IOS
윈 모바일
블랙베리

앱 인벤터

불량 앱도 많다.

최적화가

제한적

잘 되어 있다.

멀티테스킹

기존 윈도 환경
과 호환

업그레이드

비즈니스

일반사용자

최적화

불편

특정 회사의
바다

단점

기기에는
최적화가 좋다

부족한 앱,
호환성

해 보기

홈페이지 제작

● 앱 인벤터처럼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 보자.

HTML - 나모웹에디터
기기 제어
기계어, 텍스트 언어 – Labview
게임 제작
텍스트 언어 – scratch
아노이노 로봇 제어
01. 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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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언어 - 아두블록

지도 자료
지도시 유의 사항
•앱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를 내려 준다.
•웹 검색을 통해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과 스마트폰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조
사하도록 과제를 제시한다.
•스마트폰 앱의 종류를 함께 알아본다.
•각각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의 종류를 조별로 또는 개별 발표를 통해 알아
보고, 가장 많이 설치된 앱과 유용한 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활동의 의도
•단순하게 앱을 정의내리는 것이 아니고, 스마
트폰을 컴퓨팅 기기로 인식시키기 위한 과정
•앱을 개발하는 과정이 단순한 놀이의 차원
을 넘어 전문적인 과정임을 간접적으로 알게
해 프로그래밍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활동

1. 앱이란? 85

지도 자료

02 앱 인벤터 알아보기

앱 인벤터의 장점
앱 인벤터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안드로이
드 스마트폰 앱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앱

앱 인벤터로 앱을 개발할 때는 앱의 화면에 구성 요소를 배치하고,
구성 요소의 기능을 블록으로 프로그래밍한다.
앱 인벤터에 대해 알아보고, 앱을 제작할 준비를 해 보자.

을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만 구체화할 수 있
다면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개발 도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고도의 프로그래밍 관련 지식이 없어도 앱을
제작할 수 있다.

학습 포인트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기 좋다.

• 앱 인벤터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실행 결과 및 오류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

• 앱 인벤터의 디자이너 모드와 블록 모드 화면 구성을 알 수 있다.

•블록 쌓기와 비슷한 조합으로 프로그램을 작
성하기 때문에 텍스트 코딩에서 발생할 수

1

있는 사소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화면 구성부터 프로그램 패키지 파일인 apk

앱 인벤터의 특징

앱 인벤터는 블록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스마트폰에서 실행이
가능한 프로그래밍 도구이다. 구글 앱 인벤터 프로그램으로

파일 생성까지 모든 과정을 개발 도구를 이

스마트폰의 화면을 디자인하고 블록들을 조립하면 우리가

용해서 만들 수 있다.

나는 쉽고 빨리 배울 수 있어.
나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나는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을 할 수 있어.
앱을 만들고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지!
블록 쌓기를 하듯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

원하는 앱을 만들 수 있다.
앱 인벤터를 사용하면 인터넷이 연결된 곳에서는 어디서라도
접속하여 앱 화면을 직접 디자인하고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Wifi 네트워킹 시 주의점
WIFI 네트워크를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경
우 같은 기기를 여러 사람이 접근할 수 있기 때
문에 공유 폴더를 사용하거나 보안이 취약한 프
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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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거래 등의 중요한 작업의 경우에는 보안이
걸려 있는 무선망을 이용하거나 유선망을 이용
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다.
지도 자료
앱 인벤터는 어떠한 환경에서 작업 가능한가?
앱 인벤터는 맥OS, windows, GNU/LINUX 등을 사용하는 기기에 호환되어 다
양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운영 체제만큼이나 다양한 웹 브라
우저를 지원하는데 파이어폭스 3.6 이상, 애플 사파리 5.0 이상, 구글 크롭 4.0 이
상의 버전에서는 정상적으로 동작된다.
앱 인벤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언어는 영어인데, 브라우저의 번역 기능을
통해 자동 번역되기도 한다. 교재에서는 영어를 기본 언어로 설정하고 사용하였
기 때문에 번역 기능을 꺼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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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인벤터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 보자.

지도 자료
필수 준비물

크롬 다운로드 사이트(http://www.google.com/chrome/)
에서 크롬을 다운받아 설치한다. 앱 인벤터는 Internet
Explore에서는 실행되지 않는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용한 애플리케이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션 테스트해 보기

크롬(Chrome) 설치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OS 가

구글(Google) 계정
앱 인벤터는 구글 서버에서 동작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구글의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설치된 스마트폰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다. 단,

(아이디, 비밀번호)

현재 앱 인벤터 구글 계정으로 접속한 컴퓨터와

에뮬레이터 또는
에뮬레이터는 안드로이드폰이 없어도 컴퓨터 상에서 결과

스마트폰이 같은 무선 공유기에 WiFi로 연결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어 있어야 한다.

물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앱 인벤터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의 화면을 디자인하고 블록들을 조합하면 원하는 앱을 만들 수 있다.
앱 인벤터 디자이너

앱 인벤터 블록 에디터

에뮬레이터

google Play Store에 접속
한다. ‘MIT AI2 Companion
앱을 받아 설치한다.

MIT AI2 Companion 앱을
실행한다.

앱 인벤터에서 메뉴 표시
줄의 connect 버튼을 누르
고 AIcompanion 버튼을
누른다.

생성된 QR코드를 검색해
6자리 코드를 받은 후 실행
한다.

안드로이드폰

앱 인벤터를 사용할 준비가 되면 다음의 순서대로 앱 인벤터
웹 사이트에 접속한다.

접속 단계
단계 1 – 앱 인벤터 홈페이지 접속(http://ai2.appinventor.mit.edu/)
단계 2 – 구글 ID와 패스워드로 로그인

02. 앱 인벤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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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앱 인벤터로는 어떤 기능을 만들 수 있나?
앱 인벤터는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거의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종 센서를 사용하거나, GPS를 이용한 길찾기 앱, 문자나
멀티 메일 메시지를 주고받는 기능뿐만 아니라,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
성으로 명령을 내릴수도 있고, SNS사이트와 연동시키는 기능도 제공한다.
현재 AI2 버전까지 출시되었으면 향후 스마트 기기가 발전함에 따라 인벤터의
기능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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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2

컴포넌트란?

앱 인벤터 화면 구성
디자이너 모드

구성 요소가 그룹화되어 나열된다. 삽입된 구

메뉴 표시줄

성요소를 삭제하거나 이름을 바꿀 수 있고, 속

팔레트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 및

성을 변경하기 위해 선택할 수도 있다.

뷰어

앱을 저장하거나 불러오기, 테스트해

기능들을 나열하고 있는 메뉴이다.
기능과 종류별로 목록화되어 있다.

실제 스마트폰에서 보여지는

보기, apk 파일로 만드는 일과 같이

화면으로 구성 요소들의 배치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한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보이지

기능들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다.

않는 구성 요소들은 화면 창
아래쪽에 나열된다.

•팔레트(palette)
앱 인벤터에서 사용하는 종류별로 모아 둔 곳
이다. 종류별 메뉴를 확장해 쓰고자 하는 컴포
넌트를 선택해 [viewer]로 drag & drop 하면 컴
포넌트를 배치할 수 있다.
•속성(properties)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색, 크기, 정렬, text 등
을 설정해 주려면 디자이너 화면 우측에 배치된
속성창을 활용하면 된다.
•뷰어(viewer)
디자이너 화면에서는 실제 스마트폰의 화면

컴포넌트

에서 앱이 구동되는 화면을 배치할 수 있고, 블

구성 요소가 그룹화되어 나열된다.
삽입된 구성 요소를 삭제하거나 이름을

록스 화면에서는 소스 코드들이 위치하는 곳

바꿀 수 있고, 속성을 변경하기 위해
선택할 수도 있다.

이다.
•모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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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퍼티
구성 요소별 세부 속성을 설정하는
부분으로, 크기, 색상, 보이기, Text 등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Ⅲ. 나만의 앱 만들기

모바일(mobile)과 에티켓(etiquette)이 합쳐
진 말로 모바일 기기(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공공 예절과 윤리를 지칭하는 신조어
로 최근에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도 자료
FAQ
Q : component 에 함수를 한글로 변경해도 앱이 동작하는가?
혹시 한글로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될까?
A : 한글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프로그래밍 언어나 에디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언어의 경우 변수명이나 함수명, 또는 프로젝트 파일명을 한글로 했을 경우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앱 인벤터에서는 한글 사용을 지원하기 때문
에 불편 없이 쓰면 됩니다. 다만 많은 앱 인벤터를 이용한 작품에서 영문을
쓰는 이유는 개발자들이 보통 프로그래밍 습관 때문에 영문으로 쓰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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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컴포넌트 배치하기
컴포넌트(Component)는 앱 인벤터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객체를 부르는 말이다. 각

해보기 정답 예시

각의 컴포넌트들의 기능이 모여 하나의 앱이 만들어진다. 컴포넌트는 디자이너 창의 팔레트
(Palette) 영역에 있고, 프로퍼티(Property)에서 크기, 모양, 색상과 같은 속성을 변경할 수 있다.

앱 이름
나는 버튼, 레이블,
텍스트박스와 같이
화면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개체들을 가지고 있어요.

User Interface

나는 카메라, 소리, 음성
변환기 등의 미디어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Sensore

Media

나는 가속 센서, 위치 센서,
기울기 센서, 타이머 등의
스마트폰 센서류가 있어요.

Layout

사용 예시
촬영 버튼을 누르면

나는 구성 요소를 수평,
수직, 테이블 형식으로
정렬할 수 있어요.

카메라를 이용해 사
카메라

카메라

진을 찍고, 화면 전환

센서

버튼을 누르면 전면,
후면 카메라로 전환

나는 동적 화면 구성을
할 수 있는 캔버스, 공,
스프라이트가 있어요.

Social

사용 센서

을 한다.

Drawing and
Animation

스마트폰을 기울이면

나는 전화, 이메일, 트위터
등과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레이싱

기울기

레이싱카가 좌우로

게임

센서

방향을 전환해 캐릭
터를 조종할 수 있다.
선택된 음악을 스마

나는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Storage

LEGOⓇMINDSTORMSⓇ

나는 웹서버, 블루투스
연결과 같은 통신 지원을
할 수 있어요.

MP3

스피커

트폰의 이어폰 또는
스피커로 출력한다.

Connectivity

선택된 영상을 디스

나는 레고 마인드 스톰과 연결해 제어할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미디어

영상,

플레이창에 재생시키

플레이어

스피커

고, 사운드를 스피커
로 출력한다.

해 보기

QR 코드

● 앱 인벤터에 센서와 미디어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각각의 센서와 미디어가 활용된 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QR(quick response) 코드는 일반적으로 가
로 세로 2차원 사각형의 형태로 흑백점의 디지

알아보자.

털 무늬로 제작되어 있다. 정보를 바코드처럼
02. 앱 인벤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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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해 정보가 있는 곳으로 링크를 걸어 주는
혁신적인 스캐닝 기술이다. 단순하게 디자인된
QR코드도 있고 특수한 형태로 디자인된 코드
도 있다.

지도 자료
앱 인벤터 개발 동기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는 JAVA언어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하기 위해서는 JAVA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직접 코딩해야 했다. 이러한 이유 때
문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프로그래밍 능력이 요구
되었고, 개발 완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Google에서 이러한 단점을 개선
하여, 아이디어의 표현과 기능 구현이 손쉬운 ‘앱 인벤터’ 라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도구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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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기

지도 자료

● ‘나의 첫 번째 앱’을 만들어 보자.

해보기 정답 예시

1. 디자이너 창에서 다음과 같이 컴포넌트를 배치해 보자.

① Palette 패널에서 User Interface를 클릭
한 후, Textbox 와 button를 screen 으로 드래

[User Interface] - [Label]

그해서 이동시킨다.

[Media] - [TextToSpeech]
[Sensors] - [AccelerometerSensor1]

User Interface

[Label]

Media

[TextToSpeech]

Sensore

[AccelerometerSensor1]

② Palette패널에서 TableArrangement를
실제 화면에 보이는 컴포넌트는 하얀 배경 위에,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컴포넌트는 화면의 가장
아래쪽에 배치된다.

드래그해서 위치시키고, Properties 중에서
AlignHorizontal을 center로 columns, rows에
각각 3을 입력한다.

디자이너 화면에서 사용할 컴포넌트의 배치가 끝나면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

블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84

Ⅲ. 나만의 앱 만들기

모바일 위젯
스마트 기기의 바탕화면에 해당하는 메인 화
면에 앱을 간단하게 동작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바로가기’ 와 같은 버튼이나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로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젯이 많아지면 화면을 로드하는 속도
가 느려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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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에 만들어진 TableArrangement에 label을 차례로 9개 끌어온다.

⑤ Palette의 Sensor에서 Cloc을 canvas로 드
래그한다. 이때 Clock은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
2. 디자이너 창에서 컴포넌트들을 배치해 다음과 같은 화면을 구성해 보자.

구성 요소이므로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앱 인벤터 기초 배우기
앱 인벤터 기초 강좌는 구글에서 제작한 공식
튜토리얼부터 사용자들이 올리는 다양한 튜토
리얼이 존재한다. 공식 강좌는 유튜브에서 ‘앱
인벤터 튜토리얼’을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앱 인벤터의 기본 기능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하
고 있다.

02. 앱 인벤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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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각 label에 Properties에서 fontsize를 50 , 가운데 정렬, 노란색 배경을 설
정하고 Text는 하단의 이미지를 참고해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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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모드

지도 자료
추가 실습 문제
다음 표에서 제시하는 화면 구성을 구현하고,

블록스
디자이너에서 삽입한 구성 요소들을

앱의 기능을 프로그래밍해 보자.
화면 구성

프로그래밍하여 제어할 수 있도록
내장된 블록들이 나열된 패널이다.

앱 기능

구성 요소 외에도 기본으로 내장된
Built-in 블록도 있다.

① 앱이 실행되면 왼쪽

뷰어
구성 요소 간의 관계와 동작을 나타내는
스크립트가 보여지는 공간이다.
블록의 크기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상, 하, 좌, 우로 확장된다.

의 화면과 같이 표시해
준다.
② 텍스트 상자에 글자
를 입력하면 음성 메시
지로 변환해 스피커를
통해 메시지를 읽어 준
다.

지도 자료
추가 실습 문제 화면 구성
•Palette 패널에서 User interface를 열고,
TextBox를 스크린으로 드래그한다.

오류 표시 창

•Media의 TextToSpeech 와 Sensors 의

작성한 블록 명령에 단순 결합 실수 또는

AccelerometerSensor 를 드래그해서 화면을

휴지통
필요 없는 블록을 드래그하여

논리적 오류가 있을 때, 경고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는 아이콘이다.

띄워 디버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번 삭제하면 복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한다.

구성한다. TextBox를 보이는 영역에 위치하
고, TextToSpeech 와 AccelerometerSensor
는 보이지 않는 하단부에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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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패널에서 TextBox 를 선택하고 properties 의 text란에
“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라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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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Palette의 Sensor에서 Cloc을 canvas로 드
간단한 프로그래밍하기

래그 한다. 이때 Clock은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

블록 모드에서는 디자인 모드에서 작성한 컴포넌트가 동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한다. 블록

구성요소이므로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모드에서 사용되는 블록은 역할에 따라 모양과 색상이 구분된다.

흠흠. 제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저를
언제 부르는지 늘 기다리고 있지요.
스마트폰이 저를 불러 주면 제 안에
기다리는 친구들을 깨우는 일을
한다고요~

저는 메소드라고 해요.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되면 저는 그 안에
있다가 센서나 멀티미디어 도구를
활용할 때 쓰인답니다.

지도 자료
소프트웨어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조
사용자 인터페이스 ( UI )


저는 셋팅블록이에요. 이벤트 핸들러가 저를 깨우면
컴포넌트의 각종 속성값을 설정해 주는 일을 해요.
저는 값을 보내 주는 블록과 받는 블록으로 나뉘어져
있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OS)

02. 앱 인벤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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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지도 자료
추가 실습 문제 프로그래밍
① TextToSpeech1를 클릭하고, call TextToSpeech1.speak{message}를 선택해서 viewer
에 있는 제어문 속에 집어 넣는다.

② TextBox1을 클릭하고 “ TextBox1.text ”를 message블록에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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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기

지도 자료

● ‘나의 첫 번째 앱’의 동작과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해보기 정답
노란색 블록

동작

•이벤트 핸들러로, 가속 센서가 흔들거림을 감

기기를 흔들면 레이블에 있는 단어를 읽어 준다.

지했는지 여부를 탐지해서 기기를 흔들었을
프로그램

때 동작을 실행시켜 준다.
•화면 하단의 AccelometerSensor에서 클릭해
서 찾을 수 있다.
보라색 블록
•입력되는 메시지를 읽어줄 수 있는 명령이다.
입력되는 메시지에 따라 출력되는 음성이 바

1. 각 블록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뀔 수 있다.
•화면 하단의 Texttospeech에서 찾을 수 있다.
초록색 블록
•Label1에 입력되어 있는 글씨라는 상태를 보
라색 블록으로 전달해 준다.
•Label1서 찾을 수 있다.

지도 자료
2. 각 블록을 어디에서 끌어올 수 있는지 알아보자.

PPI가 스마트폰의 화질을 결정한다.
스마트폰의 해상도는 인치당 몇 개의 픽셀

3. 블록을 뷰어로 끌어와서 배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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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의 최소 단위수)을 포함하였는가로 표시
할 수 있다. PPI가 높을수록 고화질의 선명한 화
면과 다양한 색상을 표시할 수 있다.
지도 자료
임베디드 시스템과 스마트폰
특정한 시스템을 동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드웨어에 사전 탑재하여 미리
정해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한 시스템을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한다.
스마트폰 이전에 활용되던 휴대폰은 정해진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는 임베디드
칩이 탑재되었지만 현재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폰은 사용자에 의해 소프트웨어가
자유롭게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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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힌트
심화 과제

•버튼을 만들어서 음성 인식 이벤트를 만들어
보자.

● 다음의 기능을 추가해 보자.

•버튼을 만들어서 지우기 기능을 만들어 보자.

1. 사용자가 ‘음성 인식’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하면, 말한 내용으로 레이블 내용이 변경되도록 만들어 보자.

•지울 때는 clear 기능을 찾아보자.
•누적할 데이터를 변수에 저장할지 데이터 베
이스에 저장할지 고려해 보고, 리스트나 db
기능을 활용해 보자.
2. 사용자가 ‘지우기’ 버튼을 누르면 레이블에 저장된 글자가 지워지도록 만들어 보자.

3. 사용자에 의해 입력되는 음성 메모가 누적되어 저장되도록 만들어 보자.

02. 앱 인벤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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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이벤트 중심 언어
명령어의 실행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외부 또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동작을 중심으로 실행되는 형태의 언어를 말하는데, 앱 인벤터는 대표적인 이벤트 언
어로 분류할 수 있다.
센서의 동작 감지, 시간, 소리 등의 발생을 이벤트로 지정할 수 있다.

2. 앱 인벤터 알아보기 95

중단원 개관

03 앱 제작 과정 살펴보기

앱 인벤터를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하기 위해서는 개발 환경을 먼저 구축하고, 제
작할 작품을 설계해야 한다. 사전 작업을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앱을 제작하는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앱 개발 단계별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고,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지 알아보자.

면 화면을 디자인하고, 구성 요소들의 기능을
코딩하여 앱을 제작하고, 이를 테스트한 후 보
완하는 과정을 거치면 앱이 완성된다. 이 과정
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 포인트

지도 자료

•앱의 개발 단계를 이해할 수 있다.

작품 구상 및 계획

•앱 개발 단계에 따라 간단한 앱을 개발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앱을 어떤 절차로 만들 것인지를 결

1

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가

앱의 개발 단계

앱은 작품 구상 및 계획, 화면 디자인, 알고리즘 작성, 프로그래밍, 검사 및 수정의 과정을 거쳐

정리해야 할 것은 만약 의뢰인이 있다면 의뢰인

완성된다.

의 요구 사항을 적어 보는 것이다.
만약 외부에서 의뢰한 것이 아닌 개인의 창
작에 의한 것이라도 앱의 일반적 특성을 기록해

화면 디자인

보는 일은 건축의 기초 작업만큼이나 중요한 작
업이다.

작품 구상 및
계획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어떤 장비에서 구동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잘 개발된 프로그램도 구동될 장비의 사
양에 적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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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의 화면을 디자인하고
컴포넌트를 배치한다.
앱 제작 시 고려할 사항들을
자세하게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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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 때문에 스마트폰 앱 개발 전 단계
에서는 어떤 환경에서 주로 동작시킬지를 예상
하고, 그 시스템에 적합하게 개발해야 한다. 특
히 스마트 기기는 화면 크기 및 하드웨어 구성
이 다양하므로, 범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전
에 반드시 환경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도 자료
지도 시 유의 사항
•앱의 제작 과정을 강의식으로 설명해 준다.
•각각의 조별로 만들고 싶은 앱의 종류를 토의를 통해 도출해 보고, 해보기에
활동지를 작성해 본다.
•교재의 활동지에 화면 디자인을 수기로 작성해 본다.
•알고리즘을 작성할 때는 형식에 얽메이지 않고, 자유 형식으로 자세하게 작성하
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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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품 구상 및 계획

지도 자료

작품 구상 및 계획 단계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앱에 대한 요구 사항을 상세하게

소프트웨어 제작 단계 (폭포수 모델)

기록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앱의 종류, 필요성, 특징, 동작, 대상
장비의 특징 등 앱 제작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하게 기록한다.

소프트웨어 제작 단계와 비교해 폭포수 모델
작품 구상 및 계획

?
?

어떤 종류의 앱을 만들지?

•사진 편집기

!

이 앱은 왜 필요할까?

•촬영한 사진에서 원하는 부분만 추출하기

!

•실행과 종료가 간단한 앱

!

?
이 앱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을 제시하며 과정을 도식화해 본다.
①
분석 단계
②
설계 단계
③
구현 단계
④
테스트 단계

•단순한 동작으로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앱
•다양한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는 앱

?

?

⑤
유지 보수 단계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을 촬영한 뒤 그 사진을
이 앱은 어떻게 동작해야 할까?

이 앱은 어떤 기기에서
주로 동작해야 하나?

!

지우거나 사진 위에 펜으로 그릴 수 있는 기능
• 4~6인치 사이의 스마트 기기

폭포수 모델

!

1. 폭포수 모델의 정의

•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기기
• 전면과 후면에 카메라가 있는 기기

- 고전적 라이프사이클 패러다임(Classic
Life-cycle Paradigm)
- 분석, 설계, 개발,구현, 시험 및 유지보수
과정을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블록 조합으로
프로그래밍한다.
알고리즘 작성

2. 폭포수 모델의 장단점

검사 및 수정

•장점
- 가장 오래되고 폭넓게 사용(사례 풍부)

프로그래밍
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동작 과정을 작성한다.

- 전체 과정이 이해하기 용이
제작한 앱을 실행해 봐요.
03. 앱 제작 과정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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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용이(진행 과정을 세분화)
- 기술적 위험이 적고, 경험이 많아 비용,
일정 예측이 용이한 경우 적합
- 문서 등의 관리와 적용이 용이
•단점

지도 자료
활동의 의도
•앱 제작 과정을 살펴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단계별 과업을 알고, 사전 기획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준다.
•계획성 없이 끼워 넣기식 제작이 아닌 계획된 방식에 따라 프로젝트를 진행
할 수 있는 활동을 유도한다.

- 초기에 요구 사항 정의가 어려움
- 중요 문제점의 발견이 늦어짐(후반부에
구체화)
- 전 단계 종결되어야 다음 단계를 수행
- 사용자 피드백에 의한 반복 단계가 불가능
- 초기 단계 강조 시 코딩, 테스트 지연

•프로그래밍과 앱 제작 기획에 대한 경험을 해봄으로써 제작의 전반적인 과정
을 살펴보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구성한다.

3. 앱 제작과정 살펴보기 97

해 보기

지도 자료

● 다음 표에 내가 만들고 싶은 앱의 요구 조건을 본문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해 보자.

해보기 정답 예시
항목

항목

내용

내용

앱의 종류

앱의 종류

게임 애플리케이션
앱의 필요성

짧은 시간 여유 시간이 생기거나,
앱의

무료함을 달래고 싶을 때, 특별히

필요성

기술을 익히거나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게임이 필요
앱의 특징

•실행과 종료가 간단한 게임
•단순한 동작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임
앱의 특징

•많은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게임
•한 게임이 짧게 끝나서 중독성
이 적은 게임

앱의 동작

•4~6인치 사이의 스마트 기기
대 상 장 비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기기
특징 요약

•전면과 후면에 카메라가 있는
기기

대상 장비 특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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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설계 예시
화면1

참고 사항 메모
•시작 버튼을 누르기 전 준비 화면
공이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 색의 대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공
을 검정, 배경을 노랑으로 설정하면 좋겠음.
공은 두더지 모양으로 귀엽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음.
가끔은 노란색과 매우 비슷한 공이 등장해도 재미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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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2) 화면 디자인
앱 화면을 디자인하는 단계로

화면 디자인을 위한 스케치와 메모

알고리즘의 조건

앱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
록화면 디자인과 함께 프로그래
밍에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메모
해 두면 프로그래밍 단계에서 도
움이 된다.

화면을 터치하면 사진을 찍는다.

프로그램의 논리적 오류가 없는 알고리즘을 설

사진을 찍어서 화면에 펜이나
지우개로 꾸밀수 있도록 도구 버튼을
만든다.

계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입력 : 외부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0개 이상
있어야 한다.

펜의 굵기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한다.

•출력 : 프로그램의 결과가 적어도 1개 이상

화면을 지우고 새로 불러올 수 있는
기능도 만든다.

있어야 한다.
•명확성 : 처리 과정에서 의미하는 명령이 명
확해야 한다.
•유한성 : 지정된 처리 과정을 거친 후 반드시
종료되어야 한다.
•수행 가능성 :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논리

3) 알고리즘 작성

로 구성되어야 한다.

앱의 각 기능 수행을 위한 동작
과정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동작
과정은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작성
해야 한다.

프로그램 동작 과정
첫 화면이 로드되면 화면에 카메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지도 자료

사진이 찍히면 화면에 사진이 로드된다.

알고리즘 선정 및 분석 기준

새 화면 버튼은 화면을 초기화하는 기능을 한다.
알고리즘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알고리즘의
좋고 나쁨에 따라 같은 결과를 구하
는 처리에서도 시간이나 조작성에 큰

지우개나 꾸미기용 펜을 굵기를 조절하며 쓸 수 있도록 만든다.

분석 기준

굵기 버튼을 누르면 펜이나 지우개가 굵어진다.

내용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진 자료를

차이가 날 수 있다.

정확성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이 정확하게 알고리즘에 표현
되어 있는가를 판단
알고리즘을 통해 문제를 해결

03. 앱 제작 과정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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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복잡도

하는 데 걸리는 단계적 시간으
로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판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해

공간 복잡도

야하는 메모리, 저장 공간 등의

지도 자료

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는가

디자인 설계

알고리즘이 쉽고 간단하게 설

를 통해 효율성을 판단
계되었는지, 실행에 최적화되

계획 단계에서 구상된 앱의 특징을 반영해 화면을 디자인하는 과정이다.
사용자의 편의, 애플리케이션의 특징 등을 반영해 구성 요소를 배치하고, 손가락의
움직임이나, 시야의 이동 등의 세밀한 사항까지 고려하여 디자인해 본다. 이때 참고해
야 할 사항들은 따로 메모해 두면 프로그래밍 작업할 때에 참고할 수 있다.

단순성

도록 단순하게 표현되었는지를
통해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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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웹 브라우저

● 내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앱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앱에 추가하고자 하는 기능과 동작 과정을 자세하게 적어 보자.

웹 서버에서 다운로드받는 HTML 문서를 그
래픽디자인을 포함한 문서의 형태로 화면에 출
력하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주로 정보를 검색하
는 데 사용되는 창이다.
읽을거리
스마트폰 증강 현실
증강 현실은 사용자가 보고 있는 실제 공간에
부가 정보를 표시해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 주는

5) 프로그래밍

컴퓨팅 기술로 현재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

앱 인벤터는 블록 조합과 같은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때문에 쉽게 프로그래밍을 진행할 수 있다.

다. 증강 현실은 현실 환경에 보강되어야 하는
가상 그래픽이 overlap 되는 방식으로 많이 발
전되고 있다. 거리찾기 앱이나 가구 배치 앱, 캐
릭터가 현실 화면에서 움직이는 앱 등이 증강
현실의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앱 인벤터의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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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앱을 패키징하고 공유하기
앱 인벤터에서 만든 앱을 테스트한 후 완성형 앱으로 제작하려면 다음을 실
행한다.
메뉴 표시줄 - Build – App(save .apk mt computer)
저장이 완료되면 USB 케이블을 통해 스마트 기기로 다운로드받거나 오픈 마
켓에 올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도 있다.

100 | 스마트 공예품 만들기

6) 검사 및 수정

지도 자료

제작한 앱은 스마트 기기로 실행하거나 에뮬레이터로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고, 오류가 있거나

검사 및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한다.

검사 및 수정 작업은 앱의 완성도를 높여 주
스마트폰으로 실행

는 작업이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며 테

에뮬레이터로 실행

스트해 보면 많은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
고려할 점

세부 사항
비슷한 점은 무엇인가?

오픈마켓에서
내가 만든 앱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비슷한 앱을 찾아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실행해 보자.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앱 제작 과정을
돌아보고 다음
물음에 대해
생각해 보자.
앱의 기능을
데스크톱 컴퓨터와 같이 무선 통신을 하기

충분히 활용해

동일한 WIFI 무선 공유기에 접속하거나,

어려운 환경이나 스마트 기기가 없는 상

보자.

USB 케이블을 이용해 연결할 수 있다.

황에서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다.

실시간으로 앱의 제작 중간 테스트를 해

실제 스마트 기기가 아니므로, 실제적인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용감을 반영하기는 어렵다.

앱을 만드는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가

기술적인 문제, 장비의 문제
를 포함하여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앱 제작 과정에서 생긴 문제
들은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보완해야 할 기능들이 있는
가?
추가하고 싶은 기능들이 있
는가?

<FAQ>
블록이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알수 있을까
03. 앱 제작 과정 살펴보기

95

요?
먼저 컴포넌트 배치를 마친 후 블록 창으로
이동합니다.
각 블록창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

앱 인벤터에서 제작한 프로젝트를 저장해 소스 코드를 공유하려면?

한 뒤, Help를 누르면 각 블록의 기능이 나옵니

앱 인벤터에서 제작한 앱을 aia 확장자로 저장하면 다른 사람이 소스 코드를 변

다. 블록별로 다른 기능들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경할 수 있다. aia는 프로젝트 전체를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명령어 블록

있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들을 저장한다.
메뉴 표시줄 – Projects – Export selected project(.aia) to my computer
저장된 aia 파일을 열어 보려면 다음을 실행한다.
메뉴 표시줄 – Projects – import project(.aia) to my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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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앱

● 내가 만들고 싶은 앱을 오픈마켓에서 찾아보고, 그 앱을 어떻게 구상하여 만들었을지 앱 개발 과정을 따라 생각해 보자.

작품 구상 및 계획

화면 디자인

알고리즘 작성

프로그래밍

검사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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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만든 앱 중 잘된것을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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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정리

1

‘앱’이란 ‘애플리케이션’의 준말로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이다. 앱은 생활의 불편을
개선하는 것부터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재미있는 놀잇거리가 될 수도 있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2

생활 정보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앱에서부터 사무를 보조하는 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앱이
출시되어 있다.

3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앱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개발한다.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명령 내리는 방법을 알고, 그것을 스마트 기기에 내려받아 테스트해 볼 수 있어야 한다.

4

앱 인벤터는 쉽고 빨리 배울 수 있으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을 할 수 있으며,
블록 쌓기를 하듯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또한 앱을 만들고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다.

5

앱 개발은 다음의 5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작품 구상
및 계획

화면 디자인

알고리즘
작성

프로그래밍

검사 및
수정

학습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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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함께하는 앱
만들기
01. 그래픽 도구 만들기
02. 계산기 앱 만들기
03. 게임 앱 만들기

앱 인벤터는 스마트 기기의 다양한 센서와 미디어를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컴포넌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활용도 높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앱을 개발할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스마트 기기에서 많이 활용되는 앱을 제작해 보도록 한다.

01. 그래픽 도구 만들기

99

Ⅳ. 함께하는 앱 만들기

단원명

1. 단원의 개관
앱 인벤터의 기본 기능을 익히면 좀 더 많은 구성 요소와 미디어, 센서들을 사용해 보다 활용도 높고 복잡한 기능을 담당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가장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나에게 필요한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자.
2. 단원 내용의 구조
함께하는 앱만들기

그래픽 도구 만들기

계산기 앱 만들기

게임 앱 만들기

•그래픽툴 제작 배경

•계산기 앱 제작 배경

•게임 앱 제작 배경

•앱 화면 디자인하기

•앱 화면 디자인하기

•앱 화면 디자인하기

•앱 프로그래밍하기

•앱 프로그래밍하기

•앱 프로그래밍하기

•검사 및 수정

•검사 및 수정

•검사 및 수정

3. 단원의 학습 목표
•프로젝트 1: 그래픽 도구 앱을 제작할 수 있다.

•프로젝트 2: 계산기 앱을 제작할 수 있다.

•프로젝트 3: 게임 앱을 제작할 수 있다.
4. 단원의 지도 방향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계산적 사고(computational thinking)로 관찰하고 해결하
는 능력과 정보 윤리적 소양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논리적, 절차적 사고를 통해 일상생활 문제를 효율적인 알고리즘으

로 해결하고, 이런 사고를 실생활과 정보 기기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른 학문들과 통합되어 새로운 형태로 확장, 발전시켜 나가는 융
합 학문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역량과 태도를 기른다.

5. 단원 평가 및 지도상의 유의점
•정보 처리를 위해 요구되는 기초·기본 능력의 습득에 대한 평가의 경우, 개인별 능력을 고려하여 실질적이고 개인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지필 평가는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 및 문제 해결 정도를 가지고 평가한다.
•알고리즘적 사고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 시 문제 해결의 결과뿐 아니라 문제 해결 단계 또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생활 속
의 문제 해결, 혹은 수업에서 제시된 문제 해결 과제의 경우, 그 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다른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 과학적 사고 기반의 의사 소통 능력 평가 시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법을 평가하는 것을 지양하고, 의사 코드나 순서도 등을 이용해
학생들이 문제 해결의 접근 과정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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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원의 지도 계획

단원명

차시
(시간)
1
(45분)
2

1. 그래픽

(45분)

도구 만들기

3
(45분)
4
(45분)
5
(45분)
6

2. 계산기
앱 만들기

(45분)
7
(45분)
8
(45분)
9
(45분)
10
(45분)

내용 요소

앱 제작 배경

교수·학습 활동 및 지도 내용
그래픽 도구에 대해 알아본다.
앱의 제작 동기를 부여하고 설계하도록 한다.

수업

교과서

지도서

방법

쪽수

쪽수

강의식

100쪽

108쪽

104쪽

112쪽

106쪽

114쪽

107쪽

115쪽

110쪽

118쪽

114쪽

122쪽

117쪽

125쪽

118쪽

126쪽

120쪽

128쪽

124쪽

132쪽

126쪽

134쪽

127쪽

135쪽

앱의 레이아웃을 설계한다.

조별

앱을 화면을 디자인한다.

실습

디자인된 컴포넌트에 명령 블록을 이용해 프로

조별

그래밍을 한다.

실습

프로그래밍 및

디자인된 컴포넌트에 명령 블록을 이용해 프로

조별

테스트

그래밍을 마친 후, 앱을 검사 및 수정한다.

실습

디자인하기

프로그래밍하기

앱 제작 배경

계산기 앱에 대해 알아본다.
앱의 제작 동기를 부여하고 설계하도록 한다.

강의식

앱의 레이아웃을 설계한다.

조별

앱 화면을 디자인한다.

실습

디자인된 컴포넌트에 명령 블록을 이용해 프로

조별

그래밍을 한다.

실습

프로그래밍 및

디자인된 컴포넌트에 명령 블록을 이용해 프로

조별

테스트

그래밍을 마친 후, 앱을 검사 및 수정한다.

실습

디자인하기

프로그래밍하기

앱 제작 배경

게임 앱에 대해 알아본다.
앱의 제작 동기를 부여하고 설계하도록 한다.

강의식

앱의 레이아웃을 설계한다.

조별

앱을 화면을 디자인한다.

실습

디자인된 컴포넌트에 명령 블록을 이용해 프로

조별

그래밍을 한다.

실습

프로그래밍 및

디자인된 컴포넌트에 명령 블록을 이용해 프로

조별

테스트

그래밍을 마친 후, 앱을 검사 및 수정한다.

실습

디자인하기

3. 게임 앱 만들기
11
(45분)
12
(45분)

프로그래밍하기

7. 구성 요소 정렬하기
Palatte의 Layout을 활용하기
•컴포넌트를 수평 방향으로 정렬할 때 Horizontal Arrangement
•컴포넌트를 수직 방향으로 정렬할 때 Vertial Arrangement
•컴포넌트를 테이블 형식으로 2차원 정렬할 때 Table Arrangement
•컴포넌트와 정렬창의 높이 및 너비는 Properties에서 조절할 수 있으며, Left, Center, Right 정렬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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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단원 개관

그래픽 도구 만들기

산업이 고도화되고, 업무 분야가 세분화되면
서 ‘디자인’ 이라는 영역이 하나의 주요한 산업
으로 인식되고 있다. 디자인의 영역은 의상, 헤

그래픽 도구는 이미지를 보정하고,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디자인 영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간단한 그래픽 도구를 앱으로 만들어 보자.

어, 건축, 제품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별히 이러한 영역에 컴퓨
터가 활용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축을 할 때, 집
을 미리 지어볼 수 없기 때문에 3D 그래픽 도구
를 활용한다.

학습 포인트

또한 실제 상황에서 복잡했던 일들은 간단하

•디자인과 그래픽 도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게 처리해 주기도 한다. 이를테면 일러스트의

•그리기와 애니메이션 컴포넌트의 기능을 이해하고 그래픽 앱을 제작할 수 있다.

색상화 작업 등은 그래픽 도구의 등장으로 매우
간소화되었다. 이러한 그래픽 도구를 앱으로 만

1

들어 보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디자인과 그래픽 도구

‘디자인’이라는 영역은 우리 생활 어디에나 적용되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디자인의 영역은
의상, 헤어, 건축, 제품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는데,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래픽 도구들이 이와 같은 영역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지도 자료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
엇일까?
•효율성 : 언어에 대한 효율성은 목적 코드의 효
율성, 번역의 효율성, 구현의 용이성, 프로그래
밍 효율성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성 : 일반성은 특별한 경우를 피하고, 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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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관련 있는 개념들을 하나의 더 일반적인 것
으로 결합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직교성 : 한 언어의 구성자가 문맥이 다르다고
다른 의미를 지녀서는 안 된다는 성질이다.
•획일성 :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이고 비슷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간결성 : 언어가 복잡하지 않고 간결하게 표현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
•표현력 : 언어가 복잡한 과정이나 구조를 얼마나
쉽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확장성 : 사용자가 언어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성질이다.
그 외에 정확성, 기계 독립성, 제약성, 보안성 등 다
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지도 자료
나방 한 마리 때문에 일어난 최초의 ‘버그’
‘벌레’라는 뜻을 가진 버그라는 단어가 컴퓨터 용어로 자리잡게 된 것은 1947
년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당시 초창기 컴퓨터 개발자 중 한 명인 그레이스 하퍼
(Grace Murray Hopper, 1906~1992)가 운용 중이던 ‘하버드 마크 II(Harvard
Mark II)’ 컴퓨터의 고장 원인을 조사하던 중, 회로 사이에 나방 한 마리가 끼여 있
는 것을 발견했다. 이 벌레(Bug) 한 마리 때문에 접촉 불량이 일어나 마크 II가 고
장난 것이다. 이후부터 컴퓨터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경우, 그것을 버그라고 부르
게 되었다고 한다. 어쨌건 마크 II에서 발견된 나방은 공식적으로 보고된 최초의
컴퓨터 ‘버그’로, 해당 보고서와 나방은 지금도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보관,
전시되어 있다.
다만, 기계의 오류를 버그라고 표현하는 관행은 이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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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 있다. 미국의 발명가인 토머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 1847~1931)이

지도 자료

그래픽 디자인을 위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Microsoft의 그림판

Google Play에 업로드

Adobe의 포토샵

Google Play에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VersionCode와 VersionName이 필요하다.
VersionCode와 VersionName
디자이너(desiginer)의 속성 패널
(properties panel)에 있는 스크린(Screen1)
Trimble의 스케치업

컴포넌트에서 설정한다.VersionCode는 숫

Autodesk 3D MAX

자로 Google Play Store 사용자들에게는 보
이지 않는다.
앱이 업그레이드나 다운그레이드될 때 사
용한다.기본값은 1.0 이며 큰 변경이나 작
은 변경에 따라 증가될 수 있다. 작은 변경
은 1.1, 1.2 등 0.1씩 큰 변경은 2.0, 3.0 등
스마트 기기에서도 사진과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다양한 그래픽 앱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1씩 변경된다.VersionName은 문자열로

있다. 각종 사진 꾸미기 앱이나 손글씨 메모장과 같은 앱이 좋은 예이다.

사진 꾸미기 앱

좋아하는 이름을 붙이면 된다. 새 버전을
Google Play에 출판하려면 VersionCode와

메모장 앱

VersionName을 변경해야 한다.

지도 자료
apk 만들기
.apk를 다운하려면 App Inventor에서 앱을
01. 그래픽 도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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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년에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기계의 오류를 ‘버그’라고 표현한 바 있어, 버
그가 당시 기술자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던 은어 중 하나가 아니었는가 추측하기도 한다.

만들고 [Package for phone] > ["Download
to This Computer"] 원하는 폴더에 저장한다.

지도 자료
App을 출판하기
Google Play Publish Home 에 접속하고

지도 자료

안내를 따라 출판한다.

키스토어(Keystores)
개인별 전자 키가 .apk 만들 때 만들어진다. 새로운 버전을 만들 때 동일한 키가 사용
된다. 안드로이드폰에 애플이 설치될 때 설치나 업그레이드를 위해 이 키를 기억한다.
키스토어(Keystore) 파일에 저장한다. 앱 인벤터 서버가 저장하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로컬 컴퓨터에 다운로드할 수 있고, 내용을 읽을 수는 없지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지도 자료
백업하기
[Project] > [Export selected project(.aia)
to my computer]

다른 앱 인벤터 서버로 프로젝트를 옮기려면 Keystore를 업로드해야 한다. [Projects]
의 [Import Keystore] 이 파일은 오직 Google Play에 응용을 출판할 때만 사용되고 응
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는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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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2

해보기 정답 예시

그래픽 앱 제작

1) 기존 그래픽 앱 특징 분석
오픈마켓을 검색해서 사진을 꾸미거나 펜글씨 노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앱을 찾아보고, 각

특이 사항
예)
앱 이름:
손글씨
메모

앱의 특징을 기록해 보자.

•위젯과 연동되는 특징이 있다.
•메모할 수 있는 화면이 크다.

특이 사항

앱 이름

•색상을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
개수가 적다.
•지우개 선택이 불편하다.

손글씨 메모

•펜으로 쓸 수 있다.
앱 이름:

•지우개 두께 조정을 못한다.

s 메모

•지우개 두께가 다소 두껍다.

위젯과 연동되는 특징이 있다.
메모할 수 있는 화면이 크다.
색상을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 개수가 적다.
지우개 선택이 불편하다.

•색상 선택을 못한다.
앱 이름:
다이어리

위젯과 연동되는 특징이 있다.
메모할 수 있는 화면이 크다.
색상을 선택할수 있지만 선택 개수가 적다.
지우개 선택이 불편하다.

•위젯과 연동되는 특징이 있다.
•메모할 수 있는 화면이 크다.
•펜의 재질이 다양하다.
•메모할 수 있는 화면이 크다.

앱 이름:
손으로

•색상을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
개수가 적다.

위젯과 연동되는 특징이 있다.
메모할 수 있는 화면이 크다.
색상을 선택할수 있지만 선택 개수가 적다.
지우개 선택이 불편하다.

•펜과 손으로 동시에 멀티터치가
가능하다.
•펜으로 쓸 수 있다.

앱 이름:

•지우개 두께 조정을 못한다.

명필 애플 •지우개 두께가 다소 두껍다.

위젯과 연동되는 특징이 있다.
메모할 수 있는 화면이 크다.
색상을 선택할수 있지만 선택 개수가 적다.
지우개 선택이 불편하다.

•색상 선택을 못한다.

지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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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그리스어 ‘eikoon’가 어원이 되는 단어로, 각
종 응용 소프트웨어나 파일을 상징하는 이미지
가 버튼의 형태로 기호화된 것을 의미한다. 앱

지도 자료

을 제작할 때 적당한 크기로 아이콘을 제작하는

F&Q

것은 화면의 가독성을 높이고, 조작을 최적화

Q : 알고리즘에 대한 고민은 왜 하나요?

해줄 수 있는 주요한 요소이다.

A:알
 고리즘 구상은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컴
퓨터라는 기기가 가진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야 하죠. 이렇게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
을 알고리즘 설계라고 합니다.
Q : 알고리즘과 순서도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A:알
 고리즘은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그려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추상적
인 개념을 현상에 적용시키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 추상적인
알고리즘을 실제 기호와 문자를 활용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식화한 것이
순서도입니다.

110 Ⅳ 함께하는 앱 만들기

지도 자료

2) 작품
2) 작품
구상구상
및 계획
및 계획
우리가
우리가
제작하고자
제작하고자
하는하는
앱은앱은
터치스크린을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활용한
그림그림
그리기
그리기
앱이다.
앱이다.
이 앱을
이 앱을
제작하기
제작하기
위한위한
계획을
계획을
아래아래
표에표에
적어적어
보자.보자.
항목 항목

해보기 정답 예시
항목

내용 내용

앱의 앱의
종류 종류

앱의

앱의 앱의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내용
급하게 메모하거나 그림 그리며 메
모할 때, 또는 특정한 이미지 위에
메모할 때 필요한 애플
•빈 페이지에 메모하거나 사진 위에

앱의 앱의
특징 특징

사진꾸미기처럼 그림을 그릴 수

앱의 특징

있다.
•펜의 색상을 바꿀 수 있다.
•펜으로 그리기

앱의 앱의
동작 동작

앱의 기능

•펜 색상 변경
•지우기 기능
•카메라로 촬영 기능

대상 장비 •4~7인치까지 최적화
특징 요약 •전,후면 카메라 장착

대상 대상
장비 장비
특징 특징
요약 요약

지도 자료
3) 모둠원별
3) 모둠원별
역할역할
분담분담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의 절차

모둠모둠
과제를
과제를
진행하는
진행하는
경우,경우,
다음다음
표에표에
모둠원별
모둠원별
역할을
역할을
기록해
기록해
보자.보자.

모둠원1
모둠원1

모둠원2
모둠원2

모둠원3
모둠원3

업무 분석

입출력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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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그래픽
도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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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도 작성

원시 프로그램 작성

지도 자료
인터페이스와 앱 인벤터
인터페이스란 사용자가 컴퓨팅 기기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번역 및 오류 수정

테스트 실행 및 평가

매개 수단을 지칭하는데, 과거에는 명령창에 명령어를 입력해 주는 CUI 방식이 주를



이루었지만 windows 시스템이 등장한 이후로는 GUI 방식으로 대부분 전환되었다. 스

실행 및 문서화

마트 폰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 GUI 방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앱 인벤터는 이러한 방식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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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면 디자인

지도 자료
예시 앱 제작 과정

디자이너 모드

왼쪽의 Palette 패널에서 Drawing and

애플리케이션 특성에 맞도록 화면 디자인을 구성해 보고, 간략하게 소개해 보자.

Animation 을 클릭한 후, Canvas 를 screen 으
로 드래그해서 이동시킨다.

아래 화면에 컴포넌트를 적절하게 배치해 보자. 또 그와 같이 배치한 이유를 적어 보자.
배치한 이유

Canvas 1 을 선택한 후, 패널에서 width를
Fill parent. Height를 300 pixel 로 지정한다.
Canvas의 배경 색상은 Properties 에서 흰색
으로 설정한다.
Pa l e t t e 패 널 에 서 L a you t 을 클 릭 한
후,HorizonalArrangement를 드래그해서
Canvas 상단에 위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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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HorizonalArrangement를 중앙 정렬 시키려면 Screen1의 Properties에서
AlignHorizontal을 center로 변경시키면 된다.

만들어진 HorizonalArrangement 안에 User Interface에 있는 button을 차례
로 3개 끌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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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알고리즘 작성
앱에 포함된 각각의 컴포넌트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해야 하는지 적어 보자.

만들어진 HorizonalArrangement 에 label을

궁금해요
컴포넌트란 화면을 구성하는 요
소들을 말한다. 버튼, 레이블, 멀
티미디어와 같은 시각적으로 보
이는 요소가 있고, 센서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도 있다.

차례로 2개 끌어온다.
Text for Label3
새화면

Text for Label4
굵게

얇게

첫번째 label에서 Properties 중에 text 항목
에 ‘pen size:’ 라고 입력하고, 두 번째 label에는
‘1’을 기본값으로 입력한다.
pen size :
새화면

굵게

얇게

프로그램 시작과 함께 label에 펜 굵기가 표
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Palette의 Sensor에
서 Clock을 Canvas로 드래그한다. 이때 Clock
은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 구성 요소이므로 아래
와 같이 표시된다.

01. 그래픽 도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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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의 BackgroundColor를 ‘빨강’, ‘녹색’, ‘파랑’ 으로, text를 ‘빨강’, ‘초록’, ‘파
랑’ 으로 입력한다.
아래쪽에 세 개의 버튼도 같은 방식으로 추가한다.

새화면

굵게

얇게

Palette패널에서 Layout을 클릭한 후, HorizonalArrangement를 드래그해서
Canvas 하단에 위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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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5) 프로그래밍
앱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에 대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실제 블록을 조합하여 프로그램을

손으로 화면을 터치하는 궤적에 선을 긋는

완성한다. 아래의 블록을 기초로 하여 전체 앱을 완성해 보자.

기능

화면에 점을 찍는 블록
화면에 점을 찍는 원리가 무엇인지 다음 블록을 보고 설명해 보자.

소스 코드

명령어 블록 해설
① 결합된

아이템 x1 y1은 최초 선긋기 출발 시점
좌표이다.
는 손으로 화면에 터치를
시작한 x좌표를 가리킨다.
② 결합된

아이템 x2, y2은 선긋기 종료 시점 좌표

화면에 선을 긋는 블록

이다.
는 손이 현재 위치한 곳의 x
좌표를 가리킨다.

화면에 선을 긋는 원리가 무엇인지 다음 블록을 보고 설명해 보자.

③ Canvas에

선을 긋는 명령을 호출한다.
X1, Y1, X2, Y2 4개의 아이템이 필요하다.

<참고>
을 쉽게 넣으려면 상단의 제어문에서
부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두면 선
택할 수 있다.
블록 복사해서 쓰면 빨리 할 수 있다
블록을 클릭하고 ,Ctrl + c 버튼을 누르거나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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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Duplicate
를 선택하면 된다.
<FAQ>
앱 종료 버튼을 만들려고 하는데 종료는 어
떻게 하나요?
버튼을 추가해서 블락스에 들어가서 컨트롤 창
에 보면 애플 종료 블럭이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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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ton5 ‘ 굵게 ’를 눌렀을 때, 펜 굵기가 1증가하기 / button6 ‘ 얇게 ’를 눌렀을 때,
펜 굵기가 1 감소하기
소스 코드

6) 검사 및 수정

지도 자료

최종적으로 제작된 앱을 스마트폰에서 실행해 보자.

•색상 바꾸는 버튼 프로그래밍 소스

앱의 성능 점검 기록부를 작성해 보자.
질문
앱의 화면이 잘리거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실행할 때, 끊기거나 느려지지 않는가?
구성 요소의 크기가 적당한가?
진행 속도가 적당한가?
사용 연령대에 따른 난이도가 적절한가?

체크

특이 사항

소스 코드

□
□
□
□
□

기능을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나 추가하고 싶은 기능을 적어 보자.

명령어 블록 해설
보완 사항

① 화면에 ‘빨강’ 으로 표시된 블록이 클릭되면

추가하고 싶은 기능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 블록
이다.
② Canvas1에 색칠되는 색상을 절정하는 블
록으로, 빨간색으로 설정되었다. Built-in 의
에 제시된 색상 외에 다른 색상을 사
용하려면 색상 부분을 클릭하면 더 많은 색을
고를 수 있다. Make Color 블록을 이용해 색
상을 직접 조합해서 쓸 수 있다.

위에서부터 RGB(red, green. blue)
01. 그래픽 도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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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아이콘의 이미지 바꾸기도 가능한가요?
아이콘 넣는 방법은 Screen1을 선택하고
[Icon]에 아이콘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명령어 블록 해설
① 변수에

값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블록이다. 변수는 변할 수 있는 데이터 공간을 의미하
는데, 변수에 새 값을 입력하면 기존에 변수 안에 있던 값은 사라지고, 최종 입력된 값
이 남아 있다.
② math

의 덧셈 블록을 사용해 기존의 값에 1을 더하는 수식을 입력하였다. 앱 인벤터에
는 C언어의 ‘++’와 같은 증가 연산자가 없기 때문에 일정치를 증가시키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코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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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Button4 “새 화면”을 눌렀을 때 전역 변수가 1
로 초기화되기

3

앱의 기능 개선

다음의 기능을 추가하여 그래픽 앱을 좀 더 개선해 보자. 각 기능에 대한 알고리즘을 작성한 후,
이를 프로그래밍하고 잘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소스 코드

기기를 흔들어서 캔버스의 그림을 지운다.

선의 색깔과 굵기를 바꾼다.

명령어 블록 해설
Button4는 새로운 화면으로 기존의 그림을 지우
면서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설정되는 버튼이다. 앱
주문서에 명시된 펜의 초기 굵기를 1로 지정하려
면 Button에 초기화 세팅을 해주어야 한다.

사진을 찍어 캔버스에 저장하고, 그 사진 위에 그림을 그려 편집한다.

<참고>
상수란 변수에 비교되는 개념으로, 변하지 않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Label2 에 전역 변수
표시하기
소스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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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블록 해설
① Clock을 사용하면 디자이너 모드에서 입력한
일정한 주기에 따라 명령어 블록을 반복해서
실행한다. 1000/1000 ms (1초) 가 기본 설정

•새화면으로 만드는 프로그래밍 소스
소스 코드

값이다.
② Label2 란에 현재 전역 변수 ‘psize’ 에 있는
값을 가져와 표시해 주는 명령 1초에 1번 갱신
한다. 더 빠르게 반영되려면 디자이너 모드에
서 Clock의 interval을 낮게 조정해 주면 된다.
명령어 블록 해설
‘새 화면’ 버튼을 누르면 Canvas1에 그려진 그림을 전체 삭제하도록 호출하는 블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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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만들면서 모둠원 간의 소통 문제, 기술적인 문제, 장비의 문제를 포함하여 가장 어려웠던

지도 자료

문제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적어 보고,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적어 보자.

펜 굵기 조절하는 프로그래밍 소스
어려웠던 점

소스 코드

명령어 블록 해설
① Canvas1에 표시되는 선의 굵기를 1로 설정
하는 명령이다. 숫자 1과 같이 변하지 않는 고
정 데이터를 ‘상수’ 라고 한다.
② Button5를 누르면 선의 굵기가 5로 설정되
어 굵어지고, Button6을 누르면 선의 굵기가

해결 방법

2로 설정되어 얇아진다.

읽을거리
컴퓨터 주변 기기와 스마트 기기
컴퓨터는 키보드 마우스와 같은 입력 장치,
광학 마크 판독기나 바코드 판독기와 같은 입력
장치, 모니터 프린터와 같은 출력 장치, 각종 디
스크를 포함한 기억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
고, 컴퓨터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컴퓨터 구성
01. 그래픽 도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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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들도 발전해 왔다. 스마트폰은 그러한 컴퓨
팅 기기의 정점에 도달한 기술들의 집약체로 출
력 장치로만 활용되던 디스플레이를 입력 도구

읽을거리
스마트폰 카메라의 촬영 원리
디지털 방식의 카메라는 셔터가 입력되면 렌즈를 통해 입력된 빛이 이미지 센서에 값을
변화시킨다. 이미지 센서는 광자를 감지하여 빛의 세기와 밝기, 색상 등을 전기 신호로

로 사용하기도 하고, 카메라를 바코드 판독기
등으로 활용하기도 하며, 마이크로 sd와 같은
초소형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등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변환하여 저장한다. 저장은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될 수 있고, 촬영
후 리터칭(후보정)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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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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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앱 만들기

문제를 표현하는 방법
•글로 써보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계산기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 단원에서는 계산기 앱을 만들어 보자.

•표로 정리하기
•그림으로 표현하기
•기호로 표현하기

중단원 개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간단한 전자 기기들도

학습 포인트

내부적으로는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가지고 있

•간단한 계산을 수행하는 앱을 만들 수 있다.
•컴포넌트를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계산기 앱을 제작하며

• 조건문을 활용하여 조건에 따른 실행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계산기가 어떤 식으로 동
작하는지를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1
읽을거리
스마트폰 루팅? 탈옥?

계산기 앱의 종류

계산기 프로그램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사칙 연산과 같은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계산기에서부터 성적을 계산하거나
도량형을 환산하고, 환율을 계산해 주는 변형된 형태의 계산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스마트기기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프로
해 보기

그램 설치, 업그레이드, 삭제 등의 많은 권한을
주지만 기기에 치명적인 오류를 줄 수 있는 위

● 계산기에 기본적인 사칙 연산 기능 이외에 추가되면 좋을 것 같은 기능을 적어 보자.

험성 때문에 일부 기능을 제한해 두었다. 이른
바 슈퍼 관리자인 root의 권한을 주지 않고 출
시하는 것인데, 스마트 기기가 출시되면서 사용
자들의 지적 호기심과 더 많은 시스템 변경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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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있어 강제적으로 root의 권한을 얻을 수
있는 애플들이 개발되었다.
이렇게 root의 권한을 얻는 것을 루팅이라고
하고, 운영 체제에 따라 ‘탈옥’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슈퍼 유저의 권한을 얻으면 할 수 있는 일
이 많아지지만 대부분을 제조사에서는 root 권
한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비
스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지도 자료
벌써 다 풀었니?
19세기 독일의 수학자 가우스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 천재의 모습을 보였다.
초등학교 시절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내주신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를 풀어낸 일화는 유명하다. 이 문제는 당시 가우스 또래의 아이들이 풀기에
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만한 어려운 것이었다. 대부분 1+2=3, 3+3=6과 같은 단
순 합의 연속으로 해를 구하고 있었다. 문제를 낸 얼마 후 가우스는 선생님께 정답
을 제출했다. 가우스는 어떤 방법으로 답을 구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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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문제 해결 과정
계산기 앱

환율 계산기 앱

① 문제 발견
문제가 무엇인지 추출하는 단계이다. 발생된
사회적 현상에 원인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
을 문제화하여,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첫 단계로, 문제 발견 단계에서 잘못
목표가 설정되면 연구 전체의 방향성에 문제가
생긴다.
② 사실 발견
사실 문제와 가지 문제를 나누어 사실에 중
점을 두어 관찰하는 단계이다. 복잡한 문제들의

단위 변환기 앱

성적 계산기 앱

모든 요소를 열거하며 문제를 분석하는 기초 단
계에 해당한다.
③ 문제 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단계이다.
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
해 보며, 문제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도록 하는
단계이다.
④ 아이디어 발견
이 단계에서는 브레인 스토밍이 대표적인 예
시가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해법을 독창적이

계산기 앱의 여러 종류

고, 융통성 있게 생산하는 과정이다. 여러 가지
02. 계산기 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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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기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
이다.
⑤ 해결 방안 발견
제시된 아이디어들을 분석하고, 논리적인 검

		 1
- 100

+
+

2 + 3 +
99 + 98 +

• • • • • •
• • • • • •

+
+

98
3

+ 99 +
+ 2 +

100
1

		 101

+

101 + 101 •

• • • • • •

+

101 + 101 +

101

∴(101×100)+2 = 5050

증을 거쳐 최선의 해를 찾아내는 단계이다. 객
관화된 평가 지표를 정해서 각각의 기준에 대입
하며 비교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⑥ 실행과 평가
해결 방안을 실행하고, 대입해 본 결과를 평

해답은 위의 식과 같다.

가하는 단계이다.

1부터 하나씩 더하는 것이 아니라 1~100을 역순으로 세운 후, 전에 있던 식과 그 합
101을 100번 곱해 2로 나눈 매우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과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위와 같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문제 해법을 다각도로 모색함에 따라 단순화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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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문제 해결 과정의 다양한 표현

계산기 앱 제작

1) 기존 계산기 앱 특징 분석
마켓에 올라와 있는 계산기 앱을 검색하여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기록해 보자.

•자연어 표현법
•순서도 표현법
•의사 코드

앱 이름

특이 사항

•표현법
•프로그래밍
•언어 표현법

지도 자료
위젯과 연동되는 특징이 있다.
메모할 수 있는 화면이 크다.
색상을 선택할수 있지만 선택 개수가 적다.
지우개 선택이 불편하다.

<Q & A>
Q : 알고리즘과 순서도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A:알
 고리즘은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구상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추상적인 개념을

위젯과 연동되는 특징이 있다.
메모할 수 있는 화면이 크다.
색상을 선택할수 있지만 선택 개수가 적다.
지우개 선택이 불편하다.

현상에 적용시키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
죠? 그래서 그 추상적인 알고리즘을 실제 기
호와 문자를 활용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식화 한 것이 순서도입니다.

위젯과 연동되는 특징이 있다.
메모할 수 있는 화면이 크다.
색상을 선택할수 있지만 선택 개수가 적다.
지우개 선택이 불편하다.

읽을거리
듀얼코어? 쿼드코어? 옥타코어?
스마트폰에도 컴퓨터와 같이 중앙 처리 장
치가 있다. 이 장치의 성능에 따라 스마트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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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도가 좌우되기도 하는데, 요즘처럼 멀티
태스킹이 중요해진 시점에서는 싱글코어 장치
로는 동작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정
보 처리를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듀얼코어, 쿼
드코어, 옥타코어 처리 장치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

지도 자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의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컴퓨팅 기기는 많은 소프트웨어
를 구동할 수 있는 범용 기기이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만을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는 경
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산기, 디지털카메라, 전기밥솥,
냉장고, 내비게이션 등의 가전 제품 또한 특정한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는 프로그
램을 내장하고 있다. 이렇게 특정 하드웨어에서 설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소프트
웨어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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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 구상 및 계획

지도 자료

우리가 제작하고자 하는 앱은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그림 그리기 앱이다. 이 앱을 제작하기

프로그램과 알고리즘은 어떻게 다른가?

위한 계획을 아래 표에 적어 보자.
항목

소스 코드로 표현된 프로그램과 알고리즘을

내용

보면 차이가 없어 보인다. 어떤 기준으로 프로

앱의 필요성

그램과 알고리즘을 구분할 수 있을까?
알고리즘은 입력(input), 출력(output),
앱의 특징

명확성(definiteness), 효과성(effectiveness),
유한성(finiteness)이 만족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은 알고리즘과는 다르게 유한
성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 단적인 예로서

두 수의 사칙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앱의 기능

windows와 같은 운영 체제를 들 수 있다.
운영 체제는 현재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없을 경우에 컴퓨터를 종료시키거나 운영 체제
대상 장비 특징 요약

를 종료시키지 않고, 사용자의 조작이 있을 때
까지 무한 대기 상태에 들어간다.
이러한 예에서 본 것처럼 프로그램으로 구현
된 것은 사용자의 조작이나 특별한 조건이 만족

3) 모둠원별 역할 분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한 대기, 또는 무한 실행

모둠 과제를 진행하는 경우, 다음 표에 모둠원별 역할을 기록해 보자.

모둠원 1

모둠원 2

의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
이러한 유한성 측면에서 프로그램과 알고리

모둠원 3

02. 계산기 앱 만들기

즘은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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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기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이다. 따라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기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기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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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면 디자인

지도 자료
도량형 환산 계산기 디자인 예시:화면1

디자이너 모드
애플리케이션 특성에 맞도록 화면 디자인을 구성해 보고, 간략하게 소개해 보자.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세오.

센티미터 → 인치

제곱미터 → 평

아래 화면에 컴포넌트를 적절하게 배치해 보자. 또 그와 같이 배치한 이유를 적어 보자.
배치한 이유

킬로그램 → 파운드

<읽을거리>
스마트 웨어 (웨어러블)
스마트폰의 발달에 따라 현대 사회는 급격한
변혁을 이뤄내고 있다. 내 손안의 컴퓨터로 불
리는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휴대성이 높고, 상시 접속이 가능한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스마트 글래스와 스마트 워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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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용화되었고, 신발 및 의류에도 스마트웨
어가 적용되어 시험 적용 중이다. 주요 정보 산
업의 주체들은 앞으로 모든 사물과 사물, 인간

지도 자료

과 인간, 인간과 사물이 네트워크 안에서 정보

palette - uset interface – label =>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세요” 입력 ( 가운데 정

를 교환하며 통신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렬할 것)

하고 있다.

palette - uset Interface – button => “센티미터 => 인치” 입력
높이 :80 너비 : 200로 설정, 가운데 정렬
palette - uset interface – button => “제곱미터 => 평” 입력
높이 :80 너비 : 200로 설정, 가운데 정렬
palette - uset interface – button => “킬로그램 => 파운드” 입력
높이 :80 너비 : 200로 설정, 가운데 정렬
palette – sensors – clock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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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알고리즘 작성

지도 자료

앱에 포함된 각각의 컴포넌트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해야 하는지 적어 보자.

도량형 환산 계산기 디자인 예시:화면2

초기화
변환할 수치를 입력하세요
초기화
변환

읽을거리
무선 통신의 정점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는 이동성을 극대화한 컴퓨팅 기
기이기 때문에 무선 통신 기술의 첨단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다. 그중 3G나 4G와 같이 세대별
통신사별 통신망이 있고, 위성을 활용하여 길
02. 계산기 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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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를 하거나 위치 추적을 하는 등의 위성 통
신 장치인 GPS도 탑재되어 있고, 무선 AP를 사
용하여 유선망에 접속해 무선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WIFI도 있고, 내 스마트 폰을 무선 AP로

palette - uset Interface – button =>“초기화” 입력

활용할 수 있는 테더링 기술도 있다. 이뿐만 아

palette - uset interface – label =>“변경할 수치를 입력하세요” 입력 ( 가운데 정렬할

니라 카메라, 컴퓨터 등을 포함한 다른 종류의

것.)

가전과 폭넓게 연결 할 수 있는 블루투스 기술

palette - uset Interface – textbox

도 내장되어 있다.

palette - uset Interface – button =>“변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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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기

지도 자료
도량형 계산기 만들기 프로그램

● 문제 분해
‘두 수와 연산 기호를 입력받아 결과값을 보여 준다.’라는 계산기의 기능을 단계별로 나누어 생각하고 아래에 순서대로 기록해 보자.

환산 전 입력되는 수치를 저장한 num 변수
와 도량형 환산의 종류를 결정하는 cal 변수와

● 숫자의 누적
버튼을 눌러 숫자를 누르면 자동으로 자리올림하여 숫자를 기록한다. 어떠한 방식으로 동작하게 되는지 알고리즘을 기록해 보자.

환산 결과를 저장할 result 변수를 선언한다. 타
이머의 인터벌에 따라 입력되는 텍스트의 값을
num에 계속 저장하도록 설정한다.

● 연산 기호를 누를 때
연산 기호는 보통 두 수를 입력하는 중간에 입력하게 된다. 나중에 등호 기호를 눌렀을 때 어떤 연산 기호를 사용하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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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버튼을 클릭하면 환산할 수 있는 화면
으로 디스플레이되도록 display 프로시저를 호
출하고, 환산의 종류를 결정하는 cal 변수 안에
각각의 숫자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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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로그래밍
앱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에 대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실제 블록을 조합하여 프로그램을 완성한다. 위에서
작성한 알고리즘을 블록으로 구현하여 전체 앱을 완성해 보자.

초기화시키는 버튼을 누르면 re 프로시저를
호출해 디스플레이를 초기화해 주고, 화면 문구
와 숫자를 초기화시켜 준다.

환산할 도량형을 고르면 입력할 수 있는 창
을 디스플레이하도록 하는 프로시저이다. 버튼
1,2,3 에 누를 때 동일하게 호출하므로, 프로시
저로 만들어 두면 재사용할 수 있다.

02. 계산기 앱 만들기

117

숫자를 입력하고 변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 변환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출력하
고, cal 변수에 저장된 숫자에 따라 각각 다른 수학 계산식을 적용해 result 값을 출력해

환산이 끝난 후 다시 초기 화면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프로시저이다.

준다.
이때 join 기능을 이용해 숫자와 단위를 한 번에 표시해 줄 수 있다.

<FAQ>
A: 앱을 제작할 때 핸드폰마다 화면 해상도가
다양한데 다양한 스마트폰에 적합한 해상도
를 구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Screen의 속성을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너비를 [Screen1.Width] 높이를 [Screen1.
Height] 로 설정하면 스마트폰이 달라져도
해상도를 읽어서 처리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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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7) 검사 및 수정
최종적으로 제작된 앱을 스마트폰에서 실행해 보자.

문제 해결 과정

앱의 성능 점검 기록부를 작성해 보자.

•문제 이해 및 분석
질문

•문제 해결 방법 탐색

앱의 화면이 잘리거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문제 해결

실행할 때, 끊기거나 느려지지 않는가?

•평가 및 반성

구성 요소의 크기가 적당한가?
진행 속도가 적당한가?

체크

특이 사항

□
□
□
□

지도 자료
기능을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나 추가하고 싶은 기능을 적어 보자.

레이아웃 컴포넌트
화면에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배치하고자 할
때는 레이아웃 팔레트 아래의 ‘가로정렬’, ‘세로

보완 사항

추가하고 싶은 기능

정렬’, ‘표’ 컴포넌트를 활용할 수 있다. 가로정
렬 컴포넌트 안에는 여러 컴포넌트를 가로로 배
치할 수 있고, 세로정렬 컴포넌트 안에는 여러
컴포넌트를 세로로 배치할 수 있다. 표 컴포넌
트를 사용하면 격자 형태로 컴포넌트를 배치할
수 있다.

토론 주제
웹 검색을 통해 KBS 시사기획창 보도 자료
중 ‘로봇, 미래를 말하다’편을 시청하고,
“로봇이 인간의 직업 영역을 대체하고 있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를 주요 의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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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는지 여부를 근거를 들어 서술해 보자.
동의한다면 또 다른 사례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
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논리적으로 반박해 보
고, 이유를 적어 보자.

지도 자료
프로그래머가 들려주는 디버깅 고수되기
① 많은 종류의 에러를 잡아내는 과정에서 나의 노하우가 쌓인다.
혼자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다 보면 낼 수 있는 에러는 한정적이다. 그러면 어떻
게 많은 에러를 잡아볼 수 있을까? 답은 아주 간단하다. 주변의 친구들의 에러를
잡아주거나 인터넷 스터디 카페에 올라오는 수만 가지의 질문을 분석하면 좋은
공부 환경이 된다.
같은 환경에 같은 라이브러리를 쓰고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그들이 내는 에러
는 매우 다양하다. 디버깅은 많은 에러 상황을 만나고, 그 솔루션을 많이 알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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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③ 꼼꼼히 읽어 보자.

앱의 기능 개선

의외로 디버깅이 잘되지 않는 이유 중에 정독

다음의 기능을 추가하여 계산기 앱을 좀 더 개선해 보자. 각 기능에 대한 알고리즘을 작성하고, 이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먼저 에디터에

프로그래밍하여 잘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서 제공하는 에러 메시지와 에러난 부분의 주변
연산이 끝난 후 ‘0’ 버튼을 누르면 숫자를 초기화한다.

논리를 꼼꼼히 따져 보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④ 확실한 부분은 구분해 두자.

지우기 버튼을 만들어 가장 마지막으로 입력한 값을 지운다.

텍스트 프로그램이 너무 길면 집중력이 흐려
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경우에는 버그가 절
대 없을 부분들은 확실하게 추출해 텍스트 색상
을 다르게 하거나 직접적으로 실행에 영향이 없
다면 잠시 주석 처리를 해두는 것도 한 방법이

앱을 만들면서 모둠원 간의 소통 문제, 기술적인 문제, 장비의 문제를 포함하여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적어 보고,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적어 보자.

될 수 있다.
물론 확실한 부분을 가려내는 것 자체가 쉬운

어려웠던 점

해결 방법

일은 아니다. 1차적으로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
들을 다 의심해 봐야 한다.
⑤ 분할해서 완성해간다.
프로그램의 크기가 커질수록 분할 완성하는
방법으로 짜는 것이 위험성을 줄이는 길이다.
물론 모든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전체적인 조합이 완성되어야 실행 여부를 가
늠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라면 중간에 실행해
02. 계산기 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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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실행 단위를 최소화
하면 그만큰 검토 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버그
를 잘 잡아낼 수 있다.

②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흐름을 알고, 프로그램을 짠다.
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단순하게 소스만 읽어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된다고 생각
하지만 규모가 커져서 실무에 응용될 수준이 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직면하게 된
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집어내려면, 그 프로젝트의 모든 요소를 다 알고 있어야 한다.
개발 환경, 프로젝트 환경, 개발 도구, 프레임워크 , 라이브러리와 같은 기본 지식을
모르면 디버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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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원 개관

게임 앱 만들기

우리가 즐기고 있는 여러 종류의 게임은 스마
트 기기를 이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게
우리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즐기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게임 앱을 만들어 보자.

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게임 앱을 만들어 보도록
지도해 본다.
지도 자료
게임 관련 자격 소개
학습 포인트

① 게임 디자인 전문가

• 스마트 기기의 센서를 활용하여 게임 앱을 제작할 수 있다.

2009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되다

• 프로시저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가 2010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시행
•수행 직무 : 게임 화면의 그래픽에 관한 드로

1

잉, 원화 작업 및 컴퓨터그래픽, 동영상 제작
등의 직무 수행
•실시 기관 홈페이지: http://www.kgq.or.kr

게임과 스마트폰 앱

컴퓨팅 기기가 발달하면서 컴퓨터 게임 산업도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등장이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실시 기관명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직업 : 게임 디자이너
② 게임 프로그래밍 전문가
2009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되다
가 2010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시행
•수행 직무 : 게임 제작의 전반적인 개념 이해
를 토대로 게임 동작을 구현하는 프로그래밍
을 작성하는 직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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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기관 홈페이지: http://www.kgq.or.kr
•실시 기관명 :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직업 : 게임프로그래머
지도 자료
③ 게임 기획 전문가
2009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되다

게임과 스마트폰 앱
호모 루덴스(Homo Ludens: 놀이하는 인간)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사람은

가 2010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시행

유희적 동물이라는 주장이 배경이 된 용어인데, 사람의 인격 중에 놀이와 장난을

•수행 직무 : 게임 배경의 설정, 게임 이벤트

즐기는 특성이 반영된 단어이다. 이와 같이 사람은 매우 자연스럽게 놀이를 통해

연출, 게임 시스템 설계 등 게임 기획 실무를

학습을 하거나 친교를 다지는 등의 행동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원시 시대부터 놀

담당하며 게임 제작 준비 단계를 수행하기

이가 발달해 왔다.

위한 게임 설계 업무 수행
•실시 기관 홈페이지 :http://www.kgq.or.kr
•실시 기관명 :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직업 : 게임기획자
출처 http://www.q•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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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들어 사회는 정보화를 거치며 컴퓨터 게임이 급속도로 발달했다. 컴퓨
터와 스마트폰의 등장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했다고 할 수 있다.

예전에 놀이공원과 같은 여가 시설에서는 사격 게임이나 펀치볼, 인형 뽑기 게임 등의 오프라인

지도 자료

게임을 즐길 수 있었다. 이러한 게임들은 장소와 장비 같은 제한 사항이 있었으나, 스마트 기기가
등장하면서 게임을 앱으로 발전시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프로그램의 절차
프로그래밍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인형 뽑기

① 문제 분석

인형 뽑기 앱

프로그래밍을 수행하기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다.
② 입·출력 설계
자료와 매체에 관한 선정이 진행되는 단계이
다. 컴퓨터는 정해진 형태의 자료를 입력받아 사
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출력하는 일을 수행하게
다트 게임

다트 게임 앱

된다.
③ 순서도 작성
표준화된 순서도 기호를 이용해 문제 해결 절
차를 기호화해서 표현하는 단계이다.
④ 프로그램 코딩 / 입력
문제 해결에 적합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
하여 해당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에 맞게 명령
문을 작성하는 과정이다.

내 손으로 게임 앱을
만들 수 있어요.
신나는 일이지요?

⑤ 프로그램 번역
프로그래머에 의해 작성된 원시 코드는 번역
프로그램을 통해 목적 프로그램으로 변환한다.
⑥ 모의 실행
03. 게임 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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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적 오류가 수정된 이후, 프로그램이 실
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리적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논리적 오류를 출력되는 결과를 통해
서 검출할 수 있는데, 논리적 오류가 있을 경우
실행이 되지 않거나 잘못된 결과값을 출력하게

읽을거리

된다.

세계 최초의 컴퓨터 게임

⑦ 실행

162년 미국 MIT의 스티브 러셀에 의해서 개발된 space war 는 최초의 컴퓨터 게임으

모의 실행까지 마친 프로그램은 완전한 프로

로 알려져 있다. 그 이후, 닌텐도사의 테니스 게임이나 다이토사의 갤러그 등의 전자게

그램으로 만들어진다. 실행 단계에서는 개발된

임이 출시되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가장 인기 있는 앱 종류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프로그램의 효율성, 경제성, 실용성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정·보
완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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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게임 앱 제작

1) 기존 게임의 특징 분석

해보기 정답 예시

오프라인에 있는 게임들 중 게임 앱으로 개발된 사례들을 찾아 발표해 보자.

오프라인에 있는 게임들 중 게임 앱으로 개발
된 사례들을 찾아 발표해 보자.

게임명
:다트

오프라인

온라인

게임 방식

게임 방식

화살을 손 타 이 밍 에
으로 과녁 맞춰 화면
에 던짐

을 터치

무거운 볼 각도와 힘
게임명

링공을 핀 조절을 한

:볼링

을 향해 던 후 화면 터
짐

치

탁구채로
게임명

네트위로 날아오는

:탁구

탁 구 공 을 공을 터치
넘김
게임용 망

게임명 :

치로 튀어 튀 어 나 오

두더지

나오는 두 는 두더지

잡기

더지를 때 를 터치
리기

게임명

오프라인 게임 방식

온라인 게임 방식

비교

윷놀이

4개의 윷을 던져 도,
개, 걸, 윷, 모에 따라
판에 말을 이동시키는
게임

버튼을 누르면 윷
주사위가 돌아 칸을
이동시킴. 말은 비행기
모양이며, 각 칸에
임의의 이벤트가 있다.

오프라인 방식에서는 윷을
던지는 재미가 있으나
온라인 방식에서는 없다.
하지만 온라인 방식에서는
임의의 벌칙이나 상을 주는
이벤트가 있어 의외성이 있다.

비교
온라인 방
식은 조작
이 단조롭
다.
다양한 조
절이 가능
하다.
속도가 빨
라지면 화
면내에서
반응하기
어렵다.
오프라인
과 온라인
방식이 비
슷하다.

읽을거리
게임 베타 테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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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 테스터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출
시되기 전에 이를 미리 시험해 보고, 오류를 찾
아보거나 사용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를 발견
하고자 할 때 프로그램을 시행해 보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도 베타 테스터가 있

지도 자료
문제 1

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야는 게임이

생성되는 공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게 1~30 radius 사이가 되도록 설정한다.

다. 출시 전 베타 테스팅을 통해 게임의 난이도

1~10 radius 크기의 공을 터치하면 30점, 11~20 radius 사이 크기의 공을 터치하

와 시스템 및 서버의 안정성 등을 테스트하는데

면 20점, 21~30 radius 사이 크기의 공을 터치하면 10점을 부여받도록 해보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출시 후 겪을 혼선을 줄이
고,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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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1~20

21~30

2) 작품 구상 및 계획

지도 자료

우리가 제작하고자 하는 앱은 다음과 같다.

문제 3
레벨이 높아지면 공이 작아지게 만들어 보자.

앱 제작 결과

level1 – 공 크기 20
주문 내용
1. 검은색 공이 임의의 위치에 1초 단위로 위치를 바꿀 것
2. 재사용할 수 있는 프로시저로 프로그래밍할 것
3. 공이 임의로 움직일 때, 공을 터치하면 점수가 10점씩
올라가도록 할 것
4. 시작 버튼을 누르면 점수가 초기화될 것
5. 공이 터치되면 0.2초간 진동할 것

level2 – 공 크기 15

3) 모둠원별 역할 분담
모둠별 과제를 진행하는 경우, 다음 표에 모둠원별 역할을 기록해 보자.

모둠원 1

모둠원 2

모둠원 3

토론 주제
웹 검색을 통해 KBS 시사기획창 보도 자료
02. 계산기 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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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로봇, 미래를 말하다’편을 시청하고,
미래에 내가 하고싶은 일(직업)에 대해 적어
보고, 앞으로 그 일이 IT 정보 과학에 어떠한 영
향을 받을 수 있을지 다양한 시각으로 예상해 보
고 그에 따라 어떻게 미래 사회를 준비해야 할지

지도 자료

적어 보자.

문제 2
공을 터치하면 진동하면서 공의 색상이 변하도록 바꿔 보자.
터치 전

(진로에 대해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하나의
직업을 임의로 선택해 적어 보자.)

터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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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면 디자인

지도 자료
화면 디자인

디자이너 모드

① Palette 패널에서 Drawing and Animation

애플리케이션 특성에 맞도록 화면 디자인을 구성해 보고, 간략하게 소개해 보자.

을 클릭한 후, Canvas 를 screen 으로 드래그해
서 이동시킨다.
tip!컴포넌트
이름바꾸기

아래 화면에 컴포넌트를 적절하게 배치해 보자. 또 그와 같이 배치한 이유를 적어 보자.

배치한 이유

② Components 패널에서 Canvas1을 선택
한 후, 패널에서 width를 Fill parent. Height를
300 pixel 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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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anvas의 배경 색상은 Properties에서 노
란색으로 설정한다.
⑤ 타이머를 활용하기 위해 Palette의 Sensors를 열어 Clock을 추가한다.

④ Palette 패널에서 Drawing and Animation
을 클릭한 후, ball 을 드래그하여 화면에 추가

⑥ Palette 패널에서 User Interface를 클릭한 후, label를 screen으로 드래그해

하고, Properties 패널에서 radius를 20 으로 설

서 이동시키고, Properties 중에 text 항목에 ‘움직이는 공을 터치하세요~!’ 라고

정한다.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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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알고리즘 작성

③ 진동을 주기 위해 Palette의 Media에서
앱에 포함된 각각의 컴포넌트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해야 하는지 적어 보자.

sound를 canvas로 드래그한다.

④ Palette패널에서 Layout을 클릭한 후,
HorizonalArrangement를 드래그해서 Canvas
하단 점수 label 하단에 위치시킨다.

⑤ 만들어진 HorizonalArrangement 안에
User Interface를 클릭한 후, label을 차례로 2
개 끌어온다. 첫 번째 label에서 Properties 중에
text 항목에 ‘level:’ 이라고 입력하고, 두 번째
label에는 ‘1’을 기본값으로 입력한다.
03. 게임 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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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자료
알고리즘 작성
① Palette패널에서 Layout을 클릭한 후, HorizonalArrangement를 드래그해서
Canvas 하단에 위치시킨다.
② 만들어진 HorizonalArrangement 안에 User
Interface를 클릭한 후, label을 screen 으로 드래그해서
이동시킨다.
첫 번째 label에서 Properties 중에 text 항목에 ‘score:’
라고 입력하고, 두 번째 label에는 ‘0’을 기본값으로 입력
한다.
User Interface를 클릭한 후, button를 screen으로 드
래그해서 이동시키고 Properties중에 text 항목에 ‘시작’
이라고 입력한다.

3. 게임 앱 만들기 133

지도 자료
프로그래밍

5) 프로그래밍
앱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에 대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실제 블록을 조합하여 프로그램을 완성한다.
아래의 블록을 기초로 하여 전체 앱을 완성해 보자.

•좌표 (1,1)부터 (100,100) 사이의 임의의 지점
프로시저

으로 공이 움직이도록 설정

일정한 명령의 집합을 프로시저로 만들면 다른 부분에서 같은 기능을 재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다음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해 보자.

소스 코드

명령어 블록 해설
① 공이

움직이는 이벤트는 앱이 시작되는 동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타이머의 제어문에 위치시
킨다.
②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임의의 수를 발생시키는
데 사용하는 블록이다.
점수 관리
공을 터치하면 점수가 올라간다. 어떤 방식으로 점수를 관리할 수 있는가?

•화면의 높이와 너비만큼 임의의 수를 지정

다음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해 보자.

소스 코드

명령어 블록 해설
화면의 모든 부분으로 공이 움직일 수 있도록
Canvas 의 높이와 너비만큼 임의의 수를 지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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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저로 정의하고 호출하기
소스 코드

•점수를 저장할 변수 선언하고, 화면에 표시하기
소스 코드

명령어 블록 해설
① 프로시저로

공의 임의 움직임을 정의하는 블록
이다. 프로시저로 정의해 두면 같은 기능을 재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② 만들어 둔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블록이다.

명령어 블록 해설
① 전역 변수 score를 0으로 초기화하는 명령
②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점수를 초기화하는 기능
③ 앱이 시작되고, 타이머가 동작되면 점수를 화면에 표시해 주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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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변수의 설정

6) 검사 및 수정
최종적으로 제작된 앱을 스마트폰에서 실행해 보자.

소스 코드

앱의 성능 점검 기록부를 작성해 보자.
질문
앱의 화면이 잘리거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실행할 때, 끊기거나 느려지지 않는가?
구성 요소의 크기가 적당한가?
진행 속도가 적당한가?
사용 연령대에 따른 난이도가 적절한가?
게임의 집중도가 높은가?
게임 진행에 따른 난이도가 적절한가?

체크

특이 사항

□
□
□
□
□
□
□
명령어 블록 해설

기능을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나 추가하고 싶은 기능을 적어 보자.

① 레벨을 지정할 전역 변수를 선언한다. 초깃값
은 1로 설정한다.
보완 사항

② 1초 단위로 전역 변수 score와 level의 값을

추가하고 싶은 기능

나타내 준다.
③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score와 level을 초
기화하고, 타이머의 동작 간격(interval)을
1000 ( 1초 ) 으로 설정한다.

읽을거리
얼리어댑터?
정보 기술의 발달로 최첨단 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신제품을 다른
03. 게임 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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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보다 먼저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얼리
어댑터’가 등장했다. 최근에는 인터넷 블로그나
SNS의 발달로 얼리어댑터의 활동 전파력과 영

•볼을 터치했을 때 진동 주고, 점수 누적하기

향력이 커지고 있다. 기업은 이같은 사회 현상
을 통해 얼리어댑터를 활용한 제품의 홍보와 베

소스 코드

타 테스팅을 부탁하기도 하며 문화 선도자로서
이들을 인정하고 있다.

명령어 블록 해설
① 공을 터치하면 0.2초간 진동하는 명령
② 선언된 score 블록에 10씩 누적하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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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령어 블록 해설
① if - then 조건문을 사용한다. 조건문이란 특정
명령어를 실행하기 이전에 조건이 일치함을 검

앱의 기능 개선

다음의 기능을 추가하여 계산기 앱을 좀 더 개선해 보자. 각 기능에 대한 알고리즘을 작성하고, 이를
프로그래밍하여 잘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사하고, 조건에 따라 명령의 실행 여부를 결정
공을 터치했을 때 공의 색을 변화시켜 보자.

한다.
if
then

조건 검사
검사값이 참일 때 실행
나. 게임 진행 시간을 표시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게임의 난이도를 높여 보자.

if

조건 검사

then

검사값이 참일 때 실행

else

검사값이 거짓일 때 실행

if
then
else if
else

조건1 검사
값이 참일 때 실행
조건2 검사하고, 검사값이 참일

앱을 만들면서 모둠원 간의 소통 문제, 기술적인 문제, 장비의 문제를 포함하여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적어 보고,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적어 보자.

때 실행
조건1,2의 검사값이 모두 거짓일

어려웠던 점

때 실행

② “score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 값 ” 이 0이 맞
는지 조건을 검사한다. 10~90까지는 나머지
값이 발생하지만 100이 되면 나머지 값이 0으
로 설정되면서 조건식이 참이 된다. 명령 블록
이 공이 최소 1회 이상 터치된 순간 이후에 적
용된 블록이기 때문에 스코어가 0인 경우는 고
려하지 않아도 된다.
③ 전역 변수 level에 1을 누적하여 난이도 등급
이 올라감을 사용자에게 알려 주고, clock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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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al을 100만큼 감소시켜 moveball 프로시
저 호출하는 시간 간격을 0.1초만큼 앞당긴다.

애플리케이션과 저작권
앱을 개발해서 유통하고자 할 때는 저작권에
유의해야 한다. 기존의 저작물에 설정된 저작권
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부
득이하게 저작물을 이용해야 할 경우 원저작자
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저작권 보호를
통해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copyright는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의 설정이 되어 있음을 법
제화한 것이다. 이와 대응되는 개념은 copyleft
로 저작권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의미로 사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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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블록 위치

해결 방법

•전역 변수의 설정
소스 코드

학습
정리

프로젝트 활동 과정

명령어 블록 해설

다음은 일반적인 프로그램 제작 단계와 과업이다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단계별로 수행하였는지
학습 정리해 보자.

① 검은색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검은색일 경우

단계별 할 일
문제 발견

-발생된 현상의 원인을 발견하고 문제화하여,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

-필요한 기능 도출
-기존에 존재하는 앱 조사

사실 발견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를 나누어 사실에
중점을 두어 관찰하는 단계

-기존 그래픽/계산기/게임 앱의 문제점 분석
-발전시켜야 할 방향 설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단계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
-해결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찾아서 적용

아이디어 발견

-여러 가지 해법을 독창적이고, 융통성 있게
생산하는 과정

-디자이너 모드에서 컴포넌트를 창의적으로 배치
-사용해야 하는 센서 및 미디어를 효율적으로 배치

해결 방안 발견

-제시된 해법들을 분석하고, 논리적인 검증을
거쳐 최선의 해를 찾아내는 단계

-블록스 모드에서 배치된 컴포넌트를 활용해 제시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과정
-프로그래밍은 논리적인 충돌 없이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

-해결 방안을 실행하고, 대입해 본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

-스마트 기기 또는 에뮬레이터를 활용해 제작한 앱을
실행시켜 보고, 보완 사항을 도출

문제 정의

실행과 평가

score에 10점은 누적하고, 그 누적 점수가

그래픽 앱/계산기 앱 / 게임 앱 제작 과정

100,200,300 점과 같이 100으로 나눠서 나
머지가 0이될 때면 레벨을 1 올려준다. 이때
중첩 조건문을 사용하였는데, 조건문의 중첩
사용이란 조건문 속에 또다른 조건문을 적
용한 경우이다. 검은색이 아닌 경우 터치했
을 때는 10점을 감점하고 있다.

학습
정리
03. 게임 앱
만들기

129

•공의 색 임의로 바꿔 주기
소스 코드

명령어 블록 해설
① ballcolor라는 전역 변수에 0~3 사이의 임의의 값이 저장되도록
설정한다.
② ballcolor가 0일 때는 공의 색을 빨간색으로 설정하고, 그 외의 경
우(else)일 때는 검은색으로 설정한다. 평균적으로 4번에 한 번꼴
로 빨간색 공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한 경우이다. 게임은 의외성
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빨간공이 나올지 모르도록 설정해
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난수를 발생시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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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릴리패드에 배터리 연결하기>
장착 가능한 배터리 종류
릴리패드에 장착할 수 있는 배터리는 충전용 배터리, 동전 모양의 배터리, AA 사이즈의 배터리가 있다.
충전용 배터리는 폴리머 리튬 이온 배터리로 2000mAh, 850mAh, 400mAh, 110mAh의 네 종류가 시중에 나와 있다. 가장 큰 것은 손가락 3
개 정도의 크기이며 가장 작은 것은 손가락 한 마디 반만큼의 크기를 갖고 있다.
일반 배터리는 AAA 사이즈와 3V CR 2032 동전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다. 일반 배터리는 배터리 홀더에 삽입되어 릴리패드와 연결할 수 있
다. 일반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홀더에는 +극과 –극을 연결하는 핀이 4개 있다.

충전식 배터리

AA 배터리 홀더

138 부록

동전 배터리 홀더

릴리패드와 배터리 연결하기
1) 충전용 배터리
릴리패드에 장착할 수 있는 배터리는 배터리 끝 부분에 흰색의 커넥터를 릴리패드에 연결하면 된다. 충전은 3.7V 충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충
전기는 충전용 배터리의 커넥터를 USB와 연결하고 USB를 컴퓨터나 콘센트에 연결하는 어댑터에 꽂아 충전할 수 있다.

충전용 배터리 충전기

2) AAA 배터리 혹은 동전 배터리 홀더
AAA 배터리에는 –극을 연결하는 핀이 3개 +극을 연결하는 핀이 1개 있고, 동전 배터리에는 +극과 –극이 각각 2개씩 있다. 극성에 맞게 릴리
패드의 +극과 –극에 연결시켜주면 릴리패드가 동작하는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AAA 배터리 홀더에 배터리를 장착하고 릴리패드
와 연결한 예시이다. 동전 배터리 또한 연결 방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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