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기관용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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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합인재교육
아웃리치 프로그램이란
학생들이 과학기술 현장에서 최신 과학기술을 경험하고 관련 분야로 진학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아웃리치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토론 실습 체험 중심의
아웃리치 활동 기회 제공
귀 기관만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특징 장점 타기관과의 차별성 등을 작성
컴퓨터를 조립하는 체험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학생들은 만들어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라즈베리 파이라는 손바닥컴퓨터에 직접 외부 장치와 연결하여 컴퓨
터를 조립하고 부팅까지 해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컴퓨터가 작동
하기 위해 각 부품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의 체험
미국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에서
에 기반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학생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이를
에 접목시킨 사
례는 찾기 힘들다 사람과 사물 자체를 입력으로 사람의 창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출력
을 가진
은
프로그램의 철학과 접점이 많이 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사용자가 생각하는 형태의 출력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활동을 통해 새로운 컴퓨팅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의 향상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컴퓨터적인 사고능력을 향상하는 것에 본 프로그램은 목적을
두고 있다 컴퓨터적인 사고능력 중에서 컴퓨터로 해결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 컴퓨터 시뮬레이션 능력 알고리즘적인 사고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적용시간을 충분히 길게 가져 간다면
앞에서 언급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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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 리소스 인적 물적 자원
아웃리치 담당자
강사 인력 박사 명 박사과정 명 석사과정 명
활용 연구실 및 실습실 고려대학교 실습실
연구실 및 실습실 담당자 석사과정 명
활용기구 아래 표로 각 실습 당 필요 재료 나열
(

,

)

- STEAM
-

:

-

1

,

2

,

2

:

-

:

-

1

:

구분

활용 기구명
라즈베리 파이
라즈베리 파이 확장모듈
스마트초고속충전기
수평타입 어댑터
무선 랜카드
고휘도 파이 노란색
고휘도 파이 녹색
고휘도 파이 파란색
고휘도 파이 빨간색
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 블랙 마우스
지피전자미니블랙키보드
인치 모니터
저항 Ω
케이블
젠더
라즈베리 파이방열판 대
브레드보드
모터 드라이버
라즈베리 파이방열판 소
라즈베리 파이카메라모듈
허브
(GPIO)

(NS-GPIO-03)

[5V2000mA]

microSD Adapter H (

SD

ipTIME USB

N100MINI

LED

10

LED

라즈
베리
파이
실습
재료

)_NS-SD02

10

수량 개
(

14
21
13
12
11
10
10

LED

10

10

LED

10

10

PTL-100T 10

330 1/2W5%

HDMI

NETmate HDMI to DVI
(

)

WBU-204

L293D(

)

(

)

RPICAMERABOARD

mb-2025(6V/12V)

Coms USB

2.0

11
11
11
400
13
1
14
14
11
11
11
11
2

Battery lithium coin 3V pc pin

100

Makey Makey

제어쉴드
모터
터치쉴드
익렉트릭 페인트 펜 개 세트
핀베터리 팩세트

11

Power Functions M-Moter V46

14

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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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2
5
2

)

구분

활용 기구명
센서모듈용 양단형 핀 케이블
브레드보드점퍼와잉
광센서 포토레지스터
광모듈센서
압력센서
아두이노 우노
가스센서일반용
아날로그 온습도센서모듈
디지털적외선물체감지센서
아날로그
아날로그
점퍼 와이어 핀타입 세트
소형브레드보드
케이블
확산형고휘도

수량 개

CFR 1/2W 5% 10Kohm

60

활용 기구명

수량 개

WeDo Construction Set

11

WeDo Resource Set

11

4

M/M

-

아두
이노
실습
재료

0.5

R3

DHT11

BBJ-65

15
6
2
6
2
6
6

GasSensor

2

)

LEDW3P-White

We

5

6

(

3M

2
6
6
60

(

Do

실습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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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Sensor

NETmate USB2.0 AM-BM

구분

(

)

4.

융합인재교육

(STEAM)

-

아웃리치 프로그램 참가 학생 모집 방법

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
담당자 유태묵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

:

: 02-3290-2682
: lyoo12@korea.ac.kr

단계
단계
단계
단계

1
2
3
4

신청과정
희망 학교 이메일 신청
본교에서 해당학교로 협조 공문 발송
본교에서 인적사항 및 동의서 정보 수집
유선을 통한 상세 날짜 협의

- 6 -

5.

융합인재교육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스팀 아웃 리치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고려대 제출)
소속

학교명

학교

주 소

학생

성명

생년월일

학년

전화번호

본인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후원하고 고려대학교 컴퓨터 교육학
과에서 주관하는 2013년 스팀 아웃리치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생

(인)

학부모

(인)

고려대학교 스팀 아웃 리치 프로그램 참가 신청(학교 제출)
학년

반

이름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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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O,X)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수집하는 개인정보 - 이름, 학년 반, 생년월일
2. 목적

- 수료증 발급
- 사업 종료 후 1년 보관

3.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삭
제 합니다.

년 월

일

학부모

(인)

영상정보 이용 동의서
( )학년
1. 수집하는 영상 정보

이름 : (

)

- 개인의 얼굴 정보를 포함하는 수업 중 활동 사진
- 스팀아웃리지 프로그램 홍보

2. 목적

- 스팀아웃리치 교재 제작
- 스팀아웃리치 연구 보고서 제작
- 사업 종료 후 1년 보관

3.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합니다.

년 월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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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인)

6.

융합인재교육
아웃리치 프로그램 관리자의 주요역할 주의점 안내사항
사전 준비 사항 교사 참고자료 미리 읽어 볼 수 있는 자료 선행 학습 등
프로그램 관리자의 주요역할
프로그램 관리자는 스팀 아웃리치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진행을 담당하
며 스팀 아웃리치 프로그램에 대한 의의를 깨닫고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내용에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분야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각 분야를 연계 및 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함 한
분야의 지식만을 이용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문 지식
을 활용해야 해결이 가능한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 하는 목적
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한다
프로그램 진행 간 주의점
스팀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교과과목의 진도를 나가는 방식처럼 진행하
지 않는다 진도 위주의 교육이 아닌 학생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써 학생
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하게끔 지도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해 복
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둬야한다
사전 준비사항 및 교사 참고자료
프로그램 관리자는 스팀 아웃리치 프로그램에서 교육할 도구에 대한 활
용법을 습득하고 활용하여 교육에 적용해야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
조
(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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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
설문조사 양식

7.

[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사전 학생 반응 조사

본 설문지는 평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어떤 활동을 재미있게 생각했는지 알기 위한 검사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아웃리치 프로그램 향상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2013년 9월 14일
고려대학교 정보창의교육연구소장
[사전 학습자 개인 조사]
아주
그렇다

질문
1. 나는 컴퓨터 과학 또는 공학에 관심이 많다.
2. 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경험이 많다.
3. 나는 고려대학교 스팀 아웃리치 프로그램과 비슷
한 프로그램 경험이 많이 있다.
4. 나는 컴퓨터 공학 또는 과학 분야에 관계된 직업
에 종사하고 싶다.
5. 나는 컴퓨터에 매우 익숙한 편이다.
6. 나는 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는 편이다.
7. 컴퓨터실이 아닌 일반교실에서 컴퓨터로 수업을
받은 적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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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사후 학생 반응 조사

※해당되는 칸에 ○ 표 하세요

[수업 과정 영역]
질문

아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수업 내용의 구성은 흥미로웠는가?
2. 교육 내용의 난이도(수준)는 적절했는가?
3. 활동 방법을 충분히 안내 받았는가?
4. 활동 내용은 흥미롭고 유익하였는가?
6. 교육 활동이 다른 활동과 차별화되어 유익하였는가?
7. 내가 과학, 수학 시간에 배운 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는가?
8. 수업 분위기가 자유롭고 허용 적이며 다양한 활동이
보장되었는가?
9. 과제, 연구수행활동, 학습의 양이 적절하였는가?
12. 수업 활동을 잘하기 위해 다양한 과학, 수학 등 여
러 과목에 배운 내용이 필요한가?

[산출물]
질문
1. 나는 오늘 수업 활동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2. 오늘 수업 내용은 매우 흥미 있었다.
4. 활동 내용은 흥미롭고 유익하였는가?
6. 교육 활동이 다른 활동과 차별화되어 유익하였는가?

[결과]
질문
1. 나는 컴퓨터 과학 또는 공학에 분야의 직업에 관심이
생겼다.
2. 나는 컴퓨터 과학 또는 공학 분야를 더 알고 싶어 졌
다.
3. 나는 고려대학교 스팀 아웃리치 프로그램과 비슷한
프로그램 경험을 할 기회가 주어지면 적극 참여 할
것이다.
4. 나는 컴퓨터 공학 또는 과학 분야에 관계된 직업에
종사하고 싶다.
5. 컴퓨터실이 아닌 교실에서 라즈베리 파이와 같은 컴
퓨터로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6. 나는 학교에 고려대학교 스팀 아웃리치와 같은 교육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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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만족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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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

8. FAQ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Q A -

Q A -

주기적인 교육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아닙니다 교육 일정은 교육을 신청한 학교가 있을 경우 교육 일정을 수립하며 기관 자체의
교주기적인 교육 기간은 따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교육 날짜는 방학기간에만 가능한가요
예 기본적으로 교육 신청 학교의 방학기간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 협의 하에 방학 이외의 기간에도 교육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교육 내용은 전 연령별로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각 연령대 별로 수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교육받을 수 있는 인원은 몇 명 까지 가능한가요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명 내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으면 교육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인원이 많을 시에 교육 대상 인원을 분반으로 관리하여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 교육이나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교육을 위한 사전 교육은 필요 없으며 교육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교육 기관에 준비
되어 있습니다
교육에 참가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예 교육에 참가한 학생에게는 내신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소정의 이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이것은 내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교육은 교육 대상 학생들이 소속된 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신청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 신청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에 참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기관용 매뉴얼 번과 번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날짜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교육 참가 신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다른 교육 일정과 겹치지 않는 한에서 일정을 조정하
실 수 있습니다
교육 진행은 선생님 한분이 진행하시나요
아닙니다 교육 담당자는 교육을 담당하시는 전문가 선생님과 전문조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
생들의 체험에 부족함이 없게 인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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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운영 계획 및 운영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라즈베리 파이로
컴퓨터 과학자
되기
매키매키로 전자
회로 알아 보기
로봇으로
공룡을 부활시켜
보자
아두리노로
융합과학자 되기

운영기간
2013.09.14~09.14

2013.09.25~09.25

W eDo

아두리노로
융합과학자 되기
매키매키로 전자
회로 알아 보기
아두리노로
융합과학자 되기
로봇으로
공룡을 부활시켜
보자
아두리노로
융합과학자 되기

2013.10.02~10.02

2013.10.05~10.05

2013.10.12~10.12

2013.10.16~10.16

2013.10.26~10.26

W eDo

아두리노로
융합과학자 되기
라즈베리 파이로
컴퓨터 과학자
되기
라즈베리 파이로
컴퓨터 과학자
되기
라즈베리 파이로
컴퓨터 과학자
되기

2013.10.30~10.30

2013.11.02~11.02

2013.12.30~12.30

2014.01.16~01.16

2014.01.28~01.28

2014.02.11~02.11

운영기관 장소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호
(

)

320

동암초등학교 실험실
동암초등학교 실험실
고려대학교
사대신관 호
233

동암초등학교 실험실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호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호
404

404

동암초등학교 실험실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호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호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호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호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호
404

404

320

404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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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대상

,

중

1~3

3~4

5~6

,

,

고

1~3

,

,

고

1~3

,

,

초

3~4

,

,

고

1~3

,

,

초

5~6

,

,

고

1~3

,

,

고

1~3

중

,

,

초

중

,

,

초

중

담당 전문가
김석희
최희석
강지훈
김석희
강지훈
유태묵
김석희
최희석
유태묵
김동정
강지훈
유태묵
최희석
강지훈
유태묵
김석희
최희석
강지훈
김동정
최희석
유태묵
김석희
강지훈
유태묵
김동정
강지훈
유태묵
김동정
최희석
유태묵
김동정
최희석
유태묵
김석희
강지훈
유태묵
김동정
최희석
강지훈
,

,

1~3

,

,

1~3

,

,

1~3

,

부록 라즈베리 파이 위두 아두이노 활용
:

,

,

라즈베리 파이 활용
1. 라즈베리 파이 소개

라즈베리 파이(Raspberry Pi)란 영국의 라즈베리 파이 재단이 학교에서 기초 컴퓨터 과학 교육을 증진
시키기 위해 개발한 신용카드 크기의 싱글 보드 컴퓨터이며 라즈베리 파이는 그래픽 성능이 뛰어하면서
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징(A 모델은 25달러 B 모델은 35달러)이 있다.

라즈베리 파이를 만든 근본적인 목적은 빈곤국, 저소득층의 어린이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비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초저가로 공급이 되며 어린이들의 STEM, STEAM 교
육의 일환으로 게임 프로그래밍. 피지컬 컴퓨팅 수업 등에 라즈베리 파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Full HD
비디오 재생이 가능한 강력한 GPU를 내장하고 있어 스마트 TV로 활용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활용 방
법에 따라서 개인용 웹 서버, 프린트 서버 등 무궁무진한 활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B 모델의 경우 2014년 초 기준, 5만
원 중반대의 가격으로 유통이 되고 있으며 B 모델은 A 모델에 비해 메모리가 2배 더 큰 512MB 이고,
USB 포트도 A 모델 보다 1개 더 추가된 2개로 구성 되어있다. 이로 인해 소모 전력은 2배 이상 높아졌
지만(1.5W -> 3.5W) 활용도는 그만큼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1) 라즈베리 파이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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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즈베리 파이 세트 소개

(그림 1.2) 라즈베리 파이

(그림 1.3) 라즈베리 파이 부품 설명

라즈베리 파이 세트를 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인 라즈베리 파이 기기이다. 크기는 웬만한 스
마트폰 보다 작으며 라즈베리 파이는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

·GPIO: GPIO(General Purpose Input/Output)란 입출력 신호를 제어할 수 있게 해 주는 포트이며, 이에 대한 자세
한 설명은 5장에서 계속 된다.
·CPU/GPU: 중앙에 위치한 칩에는 CPU와 GPU가 동시에 들어있는 구조이며, 프로세서는 ARM 계열로 700MHz이며 GPU
는 브로드컴 비디오 코어4로 OpenGL ES 2.0과 H.264/MPEG-4 AVC 1080p 30fps 재생을 지원한다. 총 512MB
의 메모리 중 GPU의 할당되는 기본 메모리는 64MB이다.
·USB 2.0 단자: 키보드, 마우스등 USB 포트를 연결할 수 있는 USB 2.0 단자를 2개 제공하고 있다.
·HDMI: 고품질의 영상과 음향을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는 HDMI 포트를 제공하고 있으면 모니터 연결에 사용할 수
있다.
·USB Power: 전원 공급을 위한 micro USB 포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5V-700mA 규격의 아답터를 이용해서 전원을 공
급할 수 있다. 전원을 연결 하는 순간 라즈베리 파이의 부팅이 시작된다.

(그림 1.4) HDMI 단자 7인치 모니터

라즈베리 파이에서 출력하는 내용을 표시할 모니터가 필요하다. HDMI 단자를 지원하는 어떤 모니터를
사용해도 무관하다. 라즈베리 파이의 휴대성을 고려하여 비교적 크기가 작은 7인치 모니터를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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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미니 키보드, 마우스

(그림 1.6) 미니 키보드, 마우스 연결 모습

라즈베리 파이에 input 값을 입력할 키보드와 마우스가 필요하며 USB 포트를 지원하는 어떤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해도 무관하다. 우리는 USB 포트의 확장성을 위하여 USB 허브를 이용하여 키보드와 마우
스를 라즈베리와 연결 하였다.

3. 스크래치(SCRATCH) 소개

스크래치란 미국 MIT에서 개발하여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는 교육용 프로그램 언어로, 이미지, 애니메
이션, 사운드 등을 자유롭게 결함하여 역동적인 스토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며, 오픈 소프트웨어로
서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하다. 우리는 이 스크래치를 통해서 라즈베리 파이 자체에서 실행
되는 프로그램 이외에 다양한 가계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라즈베리 파이는 처음 실행 시 NOOBS (http://downloads.raspberrypi.org/noobs)를 다운로드 받아서
OS를 설치해야하며 라즈베리 파이사에서는 라즈비안(Raspbian)이라는 리눅스 기반의 무료 OS의 설치를
추천하고 있으며 라즈비안은 라즈베리 파이 관련 기본 프로그램과 유틸리티들의 모임으로 라즈베리 파
이에 최적화 되어 있다. 이 라즈비안에는 기본적으로 스크래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서 부팅 후에
고양이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함으로서 실행 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다운을 원할 시에는

스크래치 홈

페이지(http://scratch.mit.edu/) 혹은 파이스토어(The Pi Store, http://store/raspberrypi.com/)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그림 1.7) 스크래치 실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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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치는 (그림 1.7)과 같이 크게 4가지의 창으로 구성 되어 있다.
·명령 모음창: 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블록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명령어는 동작, 형태, 소리,
펜, 제어, 관찰, 연산, 변수로 총 8개의 타입으로 분류 되어있다.
·명령 조립창: 명령 모음창에 있는 명령어 블록을 이 명령 조립창으로 가져와서 결합을 함으로서 손쉽게 프로그래
밍 할 수 있다.
·실행창: 명령 조립창에서 결합된 명령어들의 결과가 실행창에서 동작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된다.
·스프라이트 모음창: 실행창에서 동작하는 스프라이트를 관리 하는 부분으로 스프라이트의 생성,편집, 복사를 할
수 있다.

기존의 C언어나 JAVA 프로그램 언어와 다르게 그림 블록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므로 초보
자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타이핑 실수에 의한 프로그램의 어려움이 없으며 소리, 비디오, 그림 등을
손쉽게 제어하여 디지털 스토리 텔링을 만들어 주는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추가적으로 스크래치 프로그램으로 GPIO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스크래치 프로그램의 또 다른 버전인
ScratchGPIO2 파일의 다운이 필요하다.
파일은 터미널 창에서
(sudo wget https://dl.dropbox.com/s/oql4qzm8jlnsbeb/install_scratch_gpio2.sh
–O /boot/install_scratch_gpio2.sh)
명령어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고 (sudo /boot/install_scratch_gpio2.sh) 명령어를 통해서 프로그램
을 설치 할 수 있다.

4. 피코보드 소개

4.1.피코보드 란?
피코보드란 스크래치와 연동이 가능 한 센서중 하나로 스크래치에서 이 피코보드를 통해서 빛, 소리,
전기 전도성, 슬라이더, 버튼 같은 여러 가지 센서 값에 따라 스크래치의 스프라이트 등을 제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력 디바이스 이며 일반 PC에서는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하지만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단순 연결만으로 피코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림 1.8) 피코보드

- 21 -

피코보드의 센서 구성은 다음과 같다.
·버튼센서: 버튼을 눌렀을 때, 스프라이트가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소리센서: 센서가 소리를 감지했을 때, 스프라이트가 반응할수록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센서에 큰
소리를 지르면 스프라이트가 움직이지만 센서에 속삭인다면 아무동작 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
다.
·빛 센서: 센서에 들어오는 빛을 이용하여 스프라이트가 밝고 어두운 정도에 따라서 동작하도록 할 수 있다.
·전기 전도성 센서: A,B,C,D 4개의 센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센서에 악어클립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각
센서마다 전류가 흐르는 성질인 전기전도성을 측정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물체마다 전기전도성의 차
이가 나기 때문에 그 성질을 이용하여 스프라이트가 움직이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슬라이더 센서: 슬라이더 센서의 위치에 따라서 센서 값이 0 부터 100까지 연속적으로 바뀌며

On,Off 단 두가지

로만 구성된 버튼 센서와 비교했을 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4.2.피코보드 연결하기
피코보드의 마이크로 USB 포트와 라즈베리 파이를 USB 포트 통해서 두 장치를 서로 연결할 수 있으며
특별한 드라이버 설치가 필요 없다. 스크래치 프로그램에 관찰 명령 탭에 있는 “슬라이드 센서값”명
령 블록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ScratchBoard 감시판 보이기”명령을 실행하면 연결된 센서의
결과 값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9) 센서보드 연결창 켜기

(그림 1.10) 센서보드 연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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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PIO 세트

라즈베리 파이의 또 다른 장점은 단일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같이 입출력 신호를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GPIO 란 (General Purpose Input/Output) 포트가 있다는 점이다. 이 포트를 이용하여 SPI통신, I2C통
신, UART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며 스크래치와 연동시켜 전기적 입력을 받거나 출력으로 특정 장치를 제
어할 수 있다.

(그림 1.11) GPIO 회로 정보

(그림 1.11) 은 GPIO의 각 핀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하나의 핀은 핀 이름과 핀 번호 두 가지로 표현
할 수 있으며 각 핀은 0V 또는 3.3V를 선택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즉, 장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다.
라즈베리 파이의 핀은 모두 26개 이며 이중에서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핀은 모두 8개로 그림 상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G04부터 G25까지이다. 각각의 핀 이름은 스크래치에서 사용할 때 왼쪽의 핀 번호를 사
용해서 프로그래밍 하게 된다. (예를 들어 G17의 핀을 사용할 때 P11이라고 쓰고 사용한다.) G04부터
G25까지가 각각 3.3V의 (+)전압을 제공하는 핀이며 회로 연결 시 GND(그라운드,(-))을 끝으로 연결 시
켜 주면 된다.

(그림 1.12) GPIO 회로 연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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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에서는 GPIO 회로에서 LED 전구를 연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G17(PIN11)에서 출력된
3.3V의 (+)전압이 저항을 거치면서 전파의 폭이 일정하면서 낮아지게 되고 LED전구를 거쳐 다시 그라운
드 (-)로 들어가며 완료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회로에서 G17핀을 마음대로 프로그래밍 하면서 전
구의 발광을 제어 할 수 있다.

(그림 1.13) 라즈베리 파이의 GPIO 부분

(그림 1.14) GPIO 확장 모듈과 연결 케이블

GPIO의 핀 하나하나에 점퍼선을 연결해서 회로를 구성한다는 것은 여간 번거롭고 복잡한 일 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복잡성을 제거하고 더욱 손쉽게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 GPIO 확장 모듈과 연결
케이블을 이용하여 브레드보드에서 손쉽게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 먼저 GPIO 확장 모듈과 연결 케이블
을 납땜을 통해서 서로 연결을 한 후에 GPIO 확장 모듈은 브레드보드에 연결하고 케이블은 라즈베리 파
이의 GPIO 헤더 부분에 연결 함으로서 손쉽게 GPIO의 회로를 브레드보드로 확장 가능하다.

(그림 1.15) 브레드보드

(그림 1.16) 점퍼선

GPIO 확장 모듈과 회로를 구성할 브레드보드와 회로 구성에 필요한 점퍼선이 필요하다.

(그림 1.17) 저항(330 )

(그림 1.18) LED 전구(10)

회로를 구성할 때 전압의 수치를 낮추어줄 330옴의 저항과 전기의 출력을 나타내줄 10파이의 LED 전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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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9) 스파클링 광섬유

라즈베리로 LED 외 여러 가지 장치를 직접 제어 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그림 1.19) 의 스파
클링 광섬유 이다. 빛을 낸다는 점에서는 LED 전구와 유사하지만 기존의 인테리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스파클링 광섬유를 사용함으로서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이 스파클링 광섬유는 Roll을
기준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실험을 위해서 광섬유의 끝 부분에 LED 전구를 연결하여 LED 전구에 불이 켜
질 시 광섬유 전체로 빛이 퍼질 수 있게 하였고 LED 전구 끝을 점퍼 확장선과 연결하여 회로에 손쉽게
연결 할 수 있게 하였다.

6. 라즈베리 파이 활용하기

6.1.라즈베리 파이 작동 방법

(그림 1.19) 라즈베리 파이 준비

(그림 1.20) 주변장치 연결

먼저 라즈베리 파이를 준비하고, USB포트에 키보드와 마우스를, HDMI단자에 키보드를 연결한 후 마지
막으로 라즈베리 파이에 전원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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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전원 연결 전

(그림 1.22) 전원 연결 후

전원을 연결하는 순간 라즈베리 파이가 부팅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1.23) 부팅 완료 모습

(그림 1.24) 스크래치 실행 모습

부팅이 완료 되면 라즈베리 파이 모양의 바탕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부팅이 완료된 후에 스
크래치를 실행하면 스크래치가 실행 된 모습을 볼 수 있다.

6.2. 피코보드 기반 스프라이트(캐릭터) 움직이기 – 버튼 센서

(그림 1.25) 피코보드 연결

(그림 1.26) 센서 확인

USB 포트를 이용하여 피코보드와 라즈베리 파이를 서로 연결하고 연결 후에 나타나는 “원격 센서 연
결 켜기”의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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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7) 버튼 센서를 위한 간단한 스크래치 프로그램

스크래치를 위한 프로그램은 (그림 1.27) 과 같이 명령블록을 이용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하며 발생
할 수 있는 오타의 가능성을 줄이면서 손쉽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그림 27)에 표시된 스크래치 명
령 블록 조합은 버튼 센서를 위한 간단한 아주 간단한 코드로서 버튼 센서 값을 누르고 있는 동안 스프
라이트 (캐릭터)의 색깔을 25만큼 바꿔주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색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조합으로 스프라이트를 다양하게 조작 할 수 있다.

(그림 1.28) 버튼을

(그림 1.29) 버튼을 누른

누르기 전 스프라이트

후 변화된 스프라이트

(그림 1.28),(그림 1.29) 이번 예제의 최종 결과물이다. 좌측의 그림은 센서에 버튼이 아직 누르지 않
아 입력값이 입력되지 않은 상태로서 아직 스프라이트의 색깔이 변화하기 전의 모습을 보여준다. 오른
쪽 그림은 센서에 큰 버튼을 눌러서 센서 값을 변경함으로서 스프라이트의 색깔이 변화 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전체 과정은 아래와 같다
·피코보드와 라즈베리 파이를 USB를 통해 연결한다.
·스크래치에서 관련 명령 블록을 조합하여 스프라이트를 작동시킬 프로그램을 만든다
·제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버튼 값을 변경함으로서 스프라이트를 작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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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피코보드 기반 스프라이트(캐릭터) 움직이기 – 빛 센서

(그림 1.30) 빛 센서를 위한 간단한
스크래치 프로그램

(그림 1.30) 은 빛 센서가 현재 밝기 정도를 측정 했을 때 가장 어두울 때의 값을 0, 가장 밝을 때의
값을 100이라고 했을 때 빛 센서의 값에 따라서 밝을 때는 스프라이트가 빠르게 회전하고 손바닥으 빛
센서를 가려서 그늘을 만들었을 때는 센서가 느리게 회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1.31) 느리게 회전하는

(그림 1.32) 빠르게 회전하는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

(그림 1.31)은 상태는 손바닥으로 빛 센서를 가려서 강제로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서 스프라이트가 천
천히 회전하고 있는 모습이며 (그림 1.32)는 손바닥을 치우고 빛 센서의 값을 증가시킴으로서 스프라이
트가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전체 과정은 아래와 같다
·피코보드와 라즈베리 파이를 USB를 통해 연결한다.
·스크래치에서 관련 명령 블록을 조합하여 스프라이트를 작동시킬 프로그램을 만든다
·제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빛의 값을 변경함으로서 스프라이트를 느리게 혹은 빠르게 작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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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브레드보드 기반 – LED 전구

(그림 1.33) GPIO 확장 모듈과 라즈베리 파이
연결

(그림 1.34) 브레드보드 회로 구성

연결 케이블을 통해서 라즈베리 파이의 GPIO 헤더 부분과 GPIO 확장 모듈을 서로 연결하고, 그 GPIO
확장 모듈을 브레드보드에 연결함으로서 라즈베리 파이와 브레드보드를 서로 연결한다. 그리고 브레드
보드에 GPIO 회로도를 참고하여 자신이 원하는 회로를 구성한다.

(그림 1.35) LED 제어를 위한 간단한
스크래치 프로그램

(그림 1.35) 은 LED 제어를 위한 스크래치 프로그램이다. 핀에서 high는 3.3V 신호를 주는 것을 의미
하며 low는 0V의 신호를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즉, LED 전구를 키고 1초를 대기 하고 LED전구를 끄고
2초를 대기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회로도의 모습은 (그림 1.12)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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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 0V 신호일 때 LED 전구

(그림 1.37) 3.3V 신호일 때 LED 전구

(그림 1.36),(그림 1.37)은 라즈베리 파이에서 보내는 신호에 따라 변화하는 LED 전구의 상태를 보여
주는 그림이다. 왼쪽 그림은 라즈베리 파이가 지정한 핀에 0V 신호를 보내서 LED 전구가 꺼진 상태를
나타낸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라즈베리 파이가 지정한 핀에 3.3V 신호를 보내서 LED 전구가 켜진 상
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38) 여러 LED 제어를 위한 간단한 스크래치 프로그램

(그림 1.38)은 여러 LED 제어를 위한 스크래치 프로그램이다. 각 블록들은 단일 LED를 제어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블록마다 신호를 보내는 시간을 각각 다르게 설정함으로서 여러 LED
가 반짝이는 형태 또는 마치 신호등 같이 교차되며 껐다 켜지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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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9) GPIO 회로 연결 방법

(그림 1.39) 는 여러 개의 전구를 꼽았을 때의 회로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12)와 원리는 같으며
전구와 저항의 개수만 추가된 모습이다.

(그림 1.40) 0V 신호일 때 LED 전구들

(그림 1.41) 3.3V 신호일 때 LED 전구들

(그림 1.40),(그림 1.41)은 라즈베리 파이에서 보내는 신호에 따라 변화하는 LED 전구들의 상태를 보
여주는 그림이다. 왼쪽 그림은 라즈베리 파이가 지정한 핀에 0V 신호를 보내서 LED 전구들이 꺼진 상태
를 나타낸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라즈베리 파이가 지정한 핀에 3.3V 신호를 보내서 LED 전구들 켜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블록의 시간차이를 조절함으로서 원하는 형태로 LED 전구들이 발광할 수
있게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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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브레드보드 기반 – 스파클링 광섬유

(그림 1.42) 스파클링 광섬유 제어를
위한 간단한 스크래치 프로그램

(그림 1.42) 은 스파클링 광섬유 제어를 위한 스크래치 프로그램이다. 블록의 형태는 LED 제어와 동일
하며 회로내에서 LED 전구를 제거하고 그 동일한 위치에 스파클링 광섬유를 위치시킴으로서 광섬유가
동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LED 전구 동작과 동일하게 핀에서 high는 3.3V 신호를 주는 것을 의미하
며 low는 0V의 신호를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스파클링 광섬유를 키고 1초를 대기 하고 스
파클링 광섬유를 끄고 2초를 대기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림 1.43) 0V 신호일 때 스파클링 광섬유

(그림 1.44) 3.3V 신호일 때 스파클링 광섬유

(그림 1.43), (그림 1.44) 은 라즈베리 파이에서 보내는 신호에 따라 변화하는 스파클링 광섬유의 상
태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왼쪽 그림은 라즈베리 파이가 지정한 핀에 0V 신호를 보내서 스파클링 광섬유
가 꺼진 상태를 나타낸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라즈베리 파이가 지정한 핀에 3.3V 신호를 보내서 스파
클링 광섬유가 켜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 32 -

(그림 1.45) 여러 스파클링 광섬유 제어를 위한 간단한
스크래치 프로그램

(그림 1.45)은 여러 스파클링 광섬유 제어를 위한 스크래치 프로그램이다. 각 블록들은 단일 스파클링
광섬유를 제어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블록마다 신호를 보내는 시간을 각각 다르
게 설정함으로서 여러 스파클링 광섬유가 반짝이는 형태 또는 마치 신호등 같이 교차되며 껐다 켜지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

(그림 1.46) 스파클링 광섬유 발광 모습

(그림 1.47)

(실내 점등 상태)

스파클링 광섬유 발광 모습

( 실내 소등 상태)

(그림 1.46),(그림 1.47) 은 라즈베리 파이에서 보내는 신호에 따라 변화하는 스파클링 광섬유들의 상
태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왼쪽 그림은 방안에 불을 점등한 상태에서 라즈베리 파이가 지정한 핀에 3.3V
신호를 보냈을 때 여러 스파클링 광섬유가 발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그림은 가시적
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방안의 불을 소등한 상태에서 스파클링 광섬유들이 켜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블록의 시간차이를 조절함으로서 원하는 형태로 스파클링 광섬유들이 발광할 수 있게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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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o 활용
1. WeDo 소개
WeDo는 덴마크에서 1932년에 설립된 블록형태의 교육용 완구인 레고를 제조하는 업체인 더 레고 그
룹(The Lego Group)에서 만든 교육용 도구이다. 레고 그룹에서 만드는 블록 완구인 레고는 전 세계의
어린이는 물론이고 성인까지 수많은 팬 층을 형성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제품이다. 레고의 특징
은 사용자로 하여금 레고의 블록을 이용해 수많은 조합을 상상하고 이런 놀이와 학습을 통해 창의력을
키울 수 있게 설계를 하였다.
앞서 말했듯이 레고 그룹에서 만드는 완구인 레고는 교육용 완구이다. 이러한 완구의 특성을 이용해
완구뿐만 아니라 좀 더 교육적인 목적에 중점을 둔 교육용 도구도 생산하고 있다. 레고그룹은 영유아부
터 고등단계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교육과정을 자체 교육센터를 이용해 교육하고 있
다. 이 교육과정은 단순한 교육이 아닌 놀이와 학습을 통해 정보제어 기술 및 응용 수학 등 다양한 분
야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도구를 이용해 진행된다.
WeDo는 여러 가지 교육 도구 중 영유아, 유치 및 초등단계 과정에서 권장하고 있는 도구로서, 어린
이들이 친근해하는 완구인 레고의 조립과 부수기재의 조합,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이용
하는 특징을 가진 교육용 도구이다. 레고 그룹은 WeDo를 쉽게 접하도록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프로그
래밍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립설명서를 통해 WeDo에 포함된 부속품들의 특성을 학습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레고의 특성상 부품 조립에 대해 수많은 조합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결
과물 또한 수없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림 2.1) WeDo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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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Do 구성품 소개

(그림 2.2) WeDo 레고 블록 세트

앞서 설명했듯이 WeDo는 레고를 이용한 교육용 도구이기 때문에 레고 부품을 포함하고 있다. WeDo에는
총 170여개의 레고부품 및 센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품에 포함하고 있는 설명서를 이용해 조립하
거나 레고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설명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조립할 수 있다.

(그림 2.3) WeDo 레고 블록 조립 설명서

WeDo에서는 총 12가지의 예제를 조립할 수 있는 설명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 레고 완구와는 다르게, 모터,
기울기 및 거리 센서를 이용해 좀 더 동적인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다. 또한 설명서에 기술되어 있는 기본 설
명서를 이용해 학습한 레고와 센서를 응용하여 설명서의 내용에 없는 창의적인 예제도 만들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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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WeDo USB 허브

WeDo는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프로그래밍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고 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일
반적인 PC 기반 환경에서 작동하며, WeDo를 100%활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림 2.4)에
표시된 USB 허브는 컴퓨터와 WeDo의 모터 및 센서를 연결하는 핵심 부품이다. USB허브는 컴퓨터와 모터
및 센서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며, 컴퓨터에서 작업한 프로그래밍 결과물을 통해 모터 및 센서를 작동할
수 있다. 4장 활용방법에서 설명하는 라즈베리 파이와 WeDo를 연동한 예제 모두가 WeDo USB 허브를 준
비물로 포함하고 있다.

(그림 2.5) WeDo 모터

(그림 2.5)에 표시된 부품은 모터이다. 일반적인 모터와 기능은 같으며, 부품의 외관적인 형상이 레고
의 블록들과 잘 맞게 디자인 된 부분만 다르다. 이 모터는 프로그래밍을 통해 모터의 회전 속도 및 방
향을 조절할 수 있다. WeDo 모터는 모터파워를 100%로 설정했을 시 1초에 약 3바퀴 회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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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WeDo 기울기 센서

(그림 2.6)에 표시된 부품은 기울기 센서이다. 이 센서는 이름 그대로 기울기를 확인할 수 있는 부품이
며, 기울기 센서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측정한다. 이 센서는 각 방향별로 1~4로 센서값을
출력하여 앞, 뒤, 좌, 우의 기울어진 방향을 측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 하여금 이 센서값을 이용해
다양한 동작을 구상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2.7) WeDo 거리 센서

(그림 2.7)에 표시된 센서는 거리 센서이다. 이 센서는 센서의 정면에 두 개의 거리 센서를 통해 센서
앞에 물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측정한다. 기울기 센서는 거리를 0~100의 값으로 센서 값을 표기
하며 약 5㎝ ~ 35㎝ 사이에서 센서 앞의 사물에 대한 거리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기울기 센서와 마찬
가지로 거리 센서 또한 사용자로 하여금 센서값을 통해 다양한 동작을 구상할 수 있게 해준다.

- 37 -

3. 라즈베리 파이와 WeDo 연결 방법
가. 준비물

(그림 2.8) 라즈베리 파이 셋트

라즈베리 파이는 하나의 작은 컴퓨터와 같다. 일반 PC와 비슷하게 동작하며 운영체제 또한 리눅스 계열
의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있다. 라즈베리 파이 셋트에는 라즈베리 파이 본체와 이것을 조작하기 위한
키보드 마우스 및 모니터가 포함된다.

(그림 2.9) WeDo 셋트

WeDo 셋트에는 설명서, 레고 블록, 센서 및 모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레고의 특성상 다양한 조립으로
수많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170여 가지의 부품을 포함하고 있다.

- 38 -

(그림 2.10) 라즈베리 파이용 스크래치 프로그램

라즈베리 파이용 스크래치 프로그램은 WeDo의 모터 및 센서 작동을 위한 프로그래밍 툴 이다.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으며 센서 및 모터를 WeDo USB를 이용해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
하면 스크래치에 모터 및 센서와 관련된 명령 블록이 활성화 된다.
나. 라즈베리 파이, 스크래치 및 WeDo 연동 방법
1) 라즈베리 파이에서 WeDo 사용 방법

(그림 2.11) WeDo USB 허브를 이용해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

라즈베리 파이에서 스크래치를 실행하고 WeDo USB를 이용해 모터 및 센서를 연결한다. (그림 2.11)과
같은 연결방식을 통해 라즈베리 파이에서 구동하는 스크래치에서 WeDo의 모터 및 센서에 대한 명령 블
록을 조절할 수 있으며, WeDo의 레고 조립 설명서에 따라 여러 가지 예제에 적용할 수 있다. 스크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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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된 모터 및 센서를 인식하면 그림 12와 같은 모터와 센서에 연관된 명령어 블
록이 활성화 된다. 이 명령어와 스크래치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본적인 명령 블록을 조합하여 프로그래
밍을 하면, WeDo의 레고 블록을 이용해 조립한 예제를 자신이 프로그래밍한 프로그램에 맞게끔 작동시
킬 수 있다.

(그림 2.12) 모터 명령 블록

(그림 2.13) 기울기, 거리 센서 명령 블록

(그림 2.14) 센서값 표시 창

(그림 2.12) 명령 블록의 형태에서 볼 수 있듯이 WeDo에 포함되어있는 모터는 프로그래밍을 통해 직접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기울기 센서와 거리 센서는 프로그래밍을 통해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센서의
물리적인 상태에 따라 기울기 및 거리를 측정할 수 있으며 여기서 측정된 값을 통해 WeDo 예제 작동에
적용시킬 수 있다. 자세한 모터 및 센서 사용 방법은 4장 활용방법에서 다룬다.

4.활용 방법
가. 공통 준비물

(그림 2.15) 라즈베리 파이 세트

(그림 2.16) 라즈베리 파이 버전 스크래치

(그림 2.17) 레고블록 세트

(그림 2.18) 레고 조립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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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WeDo USB 허브

(그림 2.20) WeDo 모터

이번 4장에서는 WeDo와 라즈베리 파이와의 연동 및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에 대해 총 3개의 예제를 통해
학습한다. 이 예제는 WeDo에 포함된 센서 및 모터를 사용하여 레고 블록을 작동시키는 것을 다루고 있
다. (그림 2.15~20)은 예제 3개에 대한 공통 준비물이다. 3개의 예제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며 예제 1번
의 경우엔 공통 준비물로 제작하며 예제 2와 3과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 센서와 거리 센서를 추가 준비
물로 하여 모터를 작동하는 하나의 매개체로 사용한다.
나. 모터를 이용한 움직이는 보트
라즈베리 파이와 WeDo를 연동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라즈베리 파이에 스크래치를 설치해야
한다. WeDo의 모터 및 센서는 스크래치의 명령 블록으로 조작할 것이며, WeDo는 라즈베리 파이에 있는
USB 포트를 이용해서 스크래치에서 프로그래밍 한 프로그램과 연결될 것이다. 다음 예제부터는 라즈베
리 파이 셋트에 스크래치를 포함하여 표시할 것이다 첫 번째 예제 모터를 이용한 움직이는 보트 모터를
회전시켜 보트가 물살에 앞뒤로 흔들리게 작동시킬 수 있는 예제이다. 레고 조립 방법은 WeDo에 포함되
어 있는 레고 조립 설명서에서 예제 10번을 따르고 있다. 모터를 이용한 움직이는 보트는 첫 번째 예제
로써 모터만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스크래치와의 연동방법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림 2.21)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한 레고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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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의 조립이 끝나면 라즈베리 파이에 (그림 2.21)과 같이 연결한다. USB 허브를 이용해 모터를 라즈
베리 파이에 연결하고 스크래치를 작동시키면 모터와 관련된 명령 블록이 활성화 될 것이다. 이 명령
블록을 이용하면 모터에 대해 다양한 조작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22) 움직이는 보트를 위한 간단한 스크래치 프로그램

스크래치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은 앞서 설명했듯이 명령 블록을 이용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써 프로
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손쉽게 적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 2.22)에 표시된 스크
래치 명령 블록 조합은 움직이는 보트를 위한 아주 간단한 코드로써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모터를 10
초 동안 켜는 작업을 한다. 즉, 모터를 10초 움직임으로써 보트를 10초 동안 움직이게끔 하는 프로그램
이다. 이러한 명령 블록의 다양한 조합으로 레고의 모터를 다양하게 조작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23) 레고에 장착되어 있는 모터

(그림 2.24) 모터를 이용한 보트의 작동

(그림 2.23)은 이번 예제의 최종 결과물이다. (그림 2.24)의 그림을 보면 레고에 WeDo 모터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통해 모터를 작동시키면 우측 그림처럼 보트가 파도를 만
난 것처럼 앞뒤로 흔들리는 동작을 취하게 된다.
전체 과정은 아래와 같다
·WeDo에 포함되어 있는 설명서를 이용해서 보트를 조립한다.
·완성된 보트를 WeDo USB 허브를 이용해서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 한다
·스크래치에서 활성화된 WeDo 모터 관련 명령 블록을 조합하여 레고를 작동시킬 프로그램을 만든다
·제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레고를 작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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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터 및 기울기 센서를 이용한 경비행기
1) 추가 준비물

(그림 2.25) 추가 준비물 기울기 센서

기울기 센서를 이용한 경비행기 예제에서는 기울기 센서의 기울기에 따라 모터를 작동하게끔 프로그래
밍을 작업하기 때문에 기울기 센서도 준비물에 포함된다.

(그림 2.26)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한 레고 경비행기

경비행기 예제도 움직이는 보트와 마찬가지로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하면 모터와 기울기 센서에 대한 명
령 블록이 활성화 된다. 모터의 사용법은 보트에서와 같이 동일하며 기울기 센서 명령 블록은 센서의
값을 읽어와 그 값을 통해 모터를 적절하게 움직이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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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경비행기를 위한 간단한 스크래치 프로그램

(그림 2.27)는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코드이다. 움직이는 보트에서의 코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다. 앞
서 기울기 센서를 설명할 때 앞, 뒤, 좌, 우로의 기울기를 1~4로 표시한다고 했다. 위의 분기 구문에서
기울기 센서값이 0 이면 기울지 않은 상태이고, 0보다 크다면 어느 방향으로든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이 코드는 어느 방향으로든 경비행기에 장착되어 있는 기울기 센서가 기울어진다면 모터를
작동시켜 프로펠러를 돌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림 2.28) 경비행기에 부착된 모터와 기울기 센서

(그림 2.29) 비행기가 기울면 회전하는 프로펠러

(그림 2.28)은 이번 예제의 최종 결과물이다. (그림 2.29)의 그림을 보면 레고에 WeDo 모터가 장착되어
있고, 비행기 하부에 기울기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예제는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통해 기울기 센서의 값이 변하면 모터를 작동시키고 최종적으로 우측 그림처럼 프로펠러가 회전하게 된
다.
전체 과정은 아래와 같다.
·WeDo에 포함되어 있는 설명서를 이용해서 경비행기를 조립한다.
·완성된 경비행기를 WeDo USB 허브를 이용해서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 한다
·스크래치에서 모터와 기울기 센서와 관련된 명령 블록을 이용해 모터를 작동시킬 프로그램을 만든다
·제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경비행기가 기울면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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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모터 및 거리 센서를 이용한 악어
1) 추가 준비물

(그림 2.30) 거리 센서

준비물은 위의 경비행기, 보트 예제와 비슷하다. 경비행기 예제에서는 모터를 작동시키는 시점을 기울
기 센서로 결정했지만, 이번 악어 예제는 거리 센서로 모터를 작동시키는 시점을 결정할 것이다.

(그림 2.31)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한 레고 악어

거리 센서를 이용한 악어 예제는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했을 시 (그림2.31)과 같다. 레고로 만든 악어는
입에 부근에 기울기 센서를 장착하여 악어의 입 앞에 사물이 다가갈 경우 입을 열고 닫는 것을 반복할
것이며, 일정 거리 밖으로 나가면 멈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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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악어의 동작을 위한 간단한 스크래치 프로그램

악어의 입을 움직이기 위한 스크래치 코드는 (그림 2.32)와 같다. 거리 센서 값으로 정면의 사물에 대
한 거리를 읽어오고 센서값이 15 이하일 경우 모터를 작동 시키며, 모터를 시계방향으로 0.3초 반시계
방향으로 0.3초 동안 움직이는 동작을 반복하여 입을 열고 닫는 것처럼 작동 시킬 수 있다.

(그림 2.33) 악어의 입 부분에 장착된 거리 셍서

(그림 2.34) 사물을 인식하여 입을 움직이는 악어

악어 앞의 사물을 판별하기 위해 거리 센서는 악어의 입안에 장착되어 있다. (그림 2.34)를 보면 거리
센서가 장착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거리 센서를 이용해 센서값이 일정 값이 된다면, 우측 그림
처럼 악어는 입을 열고 닫는 동작을 반복 할 것이다.
전체 과정은 아래와 같다
·WeDo에 포함되어 있는 설명서를 이용해서 악어를 조립한다.
·완성된 경비행기를 WeDo USB 허브를 이용해서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 한다
·스크래치에서 모터와 기울기 센서와 관련된 명령 블록을 이용해 모터를 작동시킬 프로그램을 만든다
·제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경비행기가 기울면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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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활용
1. 아두이노 소개
아두이노는 2004년에 처음 개발되어 현재까지 사용되어오는 피지컬 컴퓨팅의 플랫폼이다. 아두이노는
연결된 센서들을 통해 측정되거나 입력된 값을 받아들여 여러 가지 작동기기들을 작동시키거나 통제하
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기기들과 소프트웨어와의 연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아두이노는 몇 가지 장점을 가진다. 첫 번째로 다른 피지털 컴퓨팅 기기들보다 훨씬 저렴하다
는 큰 장점이 있다. 아두이노 보드 하나에 2~3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아두이노를 사
용한 활동들을 하는 것이 가능 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 장점은 크기가 작다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 00
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아두이노 보드 하나는 손바닥 하나 정도의 크기이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휴
대하기가 간편하여 어디서나 아두이노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장 큰 장점 중 하
나는 바로 직접 회로를 연결하여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 완성이 되어있
는 다른 기기들과는 다르게 아두이노는 원하는 명령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로를 완성시켜야 한
다. 이러한 아두이노의 특징을 이용하여 우리가 피지컬 컴퓨팅의 원리를 더 알기 쉽게 해주며 교육적으
로 아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두이노의 단점으로는 방대한 정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값이 싸고 휴대하기가 간편한 점에
비해 많은 양의 정보나 원하는 활동을 실행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 하지만 이는 피지컬 컴퓨팅 기술
의 발전으로 인해 이후에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 아두이노 UNO 보드 실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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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두이노 부속품 소개

(그림 3.2) 아두이노 UNO 보드 실제 모습

아두이노는 5V USB 케이블을 사용하며 이 케이블로 전원을 공급한다. 이 케이블은 아두이노 기기에
실제 데이터, 즉 프로그래밍을 넣기 위해서 꼭 필요한 케이블로서 해당하는 포트에 연결하여 컴파일을
한다.

(그림 3.3) 아두이노 프로그램 프로세싱 포트 연결 법

위의 그림은 아두이노 기기와 PC를 연결 후 포트를 연결하는 방법이다. 포트는 연결이 되는 순간 위의
그림에 00번에 해당하는 공간에 자동적으로 포트번호가 뜨게 된다. 여기서 포트 번호 00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컴파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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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점퍼선 두 개 설명

위의 두가지 종류의 선은 기기의 핀에 전류가 흐르게 해줄 선으로 볼트, 너트와 같이 구성이 되어있어
간편하게 연장이 가능하다.

(그림 3.5) 브래드 보드

브레드보드는 납땜 없이 전자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볼수 있다. 이 보드를 사용하여 영구적,
또는 1회용 시제품을 만들 때 사용한다. 우리는 여기서 끝이 뾰족한 점퍼선과 저항을 이용하여 조금더
쉽게 전자회로를 구성한다.

(그림 3.6) 저항

저항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며 여기서 해당 저항은 몇 옴의 저항이며 실험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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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LED

LED는 다르 전구와 비교하여 전기에서 빛의 변환 효율이 좋아 열을 발하지 않고 소형 경량이기 때문에
수명이 긴 것이 특징이다. 우리가 실험에서 사용할 LED는 00이며 이는 000이 뛰어나 사용하였다.
위의 부속품은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것이므로 이후 프로젝트에 준비사항에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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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소개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은 C언어를 기본으로 코딩이 된다.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위한 프로세싱을 다운받는 곳은 arduino.cc에서 다운받는다.

(그림 3.8) 아두이도 프로그랭을 위한 프로세싱 프로그램 다운 받는 사이트

먼저 기본적인 문법은 C언어와 같으며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함수 두가지를 알아야 한다.
먼저 setup()함수를 살펴 보겠다.
여기서 setup()함수는 사용하는 핀 넘버를 선언하여 신호의 input, output을 선언한다. 이 함수에서는
실제 기능에 대해서는 사용되지 않으며, 기능을 위해 실제 아두이노 기기에서 사용되는 핀들에 대해서
선언을 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다음은 loop()문에 해당한다.
loop()문은 계속해서 실행이 되기 위한 순환처리를 해주기 위한 함수이며, 위의 setup()함수에서
선언된 핀 넘버들에게 실제로 어떠한 작업을 처리할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프로그래밍을 한다.
위의 loop()문은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서 선언한 변수에 값을 넣어주는 작업을 매순간 순간마다
순환하여 반복하고 있다.
코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각의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같이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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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두이노 프로젝트
가. 아두이노로 LED 컨트롤하기
1) 준비물 : 아두이노 부속품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의 부속품만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LED점등을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프로젝트
로서 부속품 이외의 준비물은 필요가 없다.
2) LED컨트롤을 위한 코딩 및 브레드 보드 설계

(그림 3.9) LED 점등을 위한 코딩

·pinMode(13,OUTPUT) : 13번 핀을 점퍼선을 사용하여 연결하였으며 이는 신호의 output, 즉 빛을 낸다거나 모터
를 돌리는 등의 행위를 위해 사용된다.

·setup() : 13번 핀을 사용가능하게 한다.
·digitalWrite(13,HIGH) : 전구를 키겠다는 명령어로써 13번 핀에 연결된 전구에 불을 점등한다.
·delay(1000) : 1000이라는 시간(대략 1초)의 시간동안 멈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loop() : 13번의 핀에 연결된 전구가 1초마다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는 작업을 반복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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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LED 하나를 점등

위의 설계는 실제 점퍼선과 브레드보드를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한 그림이다.
※아두이노와 브레드보드의 설계는 임의로 핀 13번째에 맞추어 하였으며 임의로 바꾸어도 상관없다.
※브레드보드는 5줄, 2줄로 나뉜다. 5줄은 가로로, 2줄은 세로로 전류가 흐른다.
※LED의 두 핀은 길이가 다른데 +극이 긴 핀, -극이 짧은 핀이다.
3) 아두이노를 이용한 LED 컨트롤 방법

(그림 3.11) 아두이노와 PC를 전원

(그림 3.12)

케이블을 이용하여 연결하여 전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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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D와 13번 핀에

점퍼선을 연결

(그림 3.13) 연결된 두 개의 점퍼선을

(그림 3.14)

브레드보드에 연결

LED를 연결하기

전까지의 모습

·아두이노는 PC와 연결되었을 때 데이터 및 전원이 공급되므로 이후에서는 언급하지 않아도 PC와 연결하도록 한다.

(그림 3.15) LED를 연결

(그림 3.16) 프로그램을 실행 시켰을
시 LED에 불이 들어오는 모습

위의 모습은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 하였을 시 모습으로 LED가 점등이 되고 1초 후에 꺼지고 다시 1초
후에 켜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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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이노로 LED 2개 컨트롤하기
1) LED컨트롤을 위한 코딩 및 브레드 보드 설계

(3.17) LED 두 개 점등하기

·위의 코드는 LED를 하나만 점등하는 코드를 참고한 뒤 12번 핀을 추가하여 코딩한다.
·위의 설계도 마찬가지로 임의의 핀을 선택하여도 된다.
2) 아두이노를 이용한 LED 컨트롤 모습

(그림 3.18) 위의 설계도에 따라

(그림 3.19)

설계한 모습

프로그램을 실행 시켰을

시 LED에 불이 들어오는 모습

위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얼마든지 LED를 추가한 프로젝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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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도 센서를 이용한 아두이노의 LED 컨트롤
1) 준비물
위의 준비물중 위와 다른 것은 온도 센서이다.

(그림 3.20) 온도센서

온도 센서의 이름은 DHT110이다. 이 센선의 기본 사양을 확인하면
·전압 : 3.3V ~ 5V
·측정범위 : 습도 20% ~ 90%, 온도 0℃ ~ 50℃까지 정확도를 가진다.
·이러한 온도센서는 3개의 핀을 연결할 수 있다. 먼저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5V(혹은 3.3V)와 GND를 연결해주며
센서로 측정된 값을 아두이노에서 입력받게 해줄 데이터 연결 핀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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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도센서를 이용하여 LED컨트롤을 위한 코딩 및 브레드 보드 설계

(그림 3.21) 온도센서의 값을 A0핀에서 읽어오는 코드

(그림 3.21)은 프로그래밍 코드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float a : 변수를 선언하여 아래의 작업시 숫자를 대입시켜 사용
·Serial.begin(9600) : 시리얼 코드를 맞추는 작업으로 출력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직접 보기위해서 필요한 작업으
로 PC의 시리얼 코드와 같게 맞춤
·for(int i = 2 ; i <= 9 ; i++) : i를 2부터 9까지 대입하여 아래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진행

- 57 -

·pinMode(i , output) : i번째 핀을 출력보드로 활성화
·setup() 함수에서 핀 9개를 모두 활성화 시킴
·float sensorValue = analogRoad(A0) : A0에서 들어온 아날로그신호(센서 값)을 sensorValue에 삽입
·float voltage = sensorValue + (165/1023.0) : 센서값을 전력값으로 바꾸어 voltage 변수에 삽입
·if(voltage!=a) : voltage값과 a값이 같지 않을 경우 즉 변경이 일어날 경우 아래의 작업을 실행하겠다는 뜻으로
전압과 a값이 같다면 2~8순으로 불이 켜지며 다켜지고 난 뒤 8~2순으로 점등된다.
·else : if의 조건 이외의 조건 즉 두 값이 같을 경우 불을 모두 점등

(그림 3.22) 다수의 LED 점등을 위한 회로도

회로도는 (그림 3.22)와 같다. 센서는 3개의 핀과 연결하고 그 후의 설계는 LED점등을 하는 기본적인
회로 설계를 반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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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도센서를 활용하여 아두이노로 LED 컨트롤 방법

(그림 3.23) 온도센서에 GNC, 3.3V(5V),
A0핀을 연결한다.

(그림 3.24) LED와 점퍼선을 모두 연결한다.

(그림 3.25) 아두이노에 모든 점퍼선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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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실행 시 불이 들어오는 모습

(그림 3.27) 실제 온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로그 파일

위의 로그파일에서 알 수 있듯이 매 순간마다 측정되는 센서값으로 계산한 전압의 값이 변하는 지점에
LED의 점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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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빛센서를 이용한 아두이노의 LED 컨트롤
1) 준비물
준비물 중 위와 다른 것은 빛 센서이다.

(그림 3.28) 빛 센서

이 빛센서의 이름은 SEN11302P입니다. 아래는 이 센서의 사양이다.
·전압 : 3V ~ 5V
·공급 전류 : 0.5 ~3mA
·측정 가능 저항 범위 : 20㏀ ~ 1㏁
·이 센서는 4개의 핀을 연결하는데 우선 위의 온도센서와 같이 5V(3.3V)와 GND를 연결하여 전류가 흐르게 하며
센서를 통하여 측정된 데이터를 보내는 두 개의 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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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빛센서를 이용하여 LED컨트롤을 위한 코딩 및 브레드 보드 설계

(그림 3.29) 빛 센서의 값을 A0핀에서 읽어오는 코드

·const int ledPin = 12 : const는 이후 값의 변동이 없음을 뜻하며 변수 ledPin은 12의 고정된 값을
가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const int thresholdvalue = 10 : thresholdvalue값을 10으로 고정된 값을 가진다.
·setup() : 핀 12번을 활성화 시킨다.
·loop() : 센서값을 받아와 저항값으로 변형을 시켜 Rsensor에 입력한뒤 주어진 스레숄드 값, 10보다 크다면 불
을 키며 작으면 불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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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아두이노와 브레드보드 설계도

회로 설계는 (그림 3.30)과 같으며 하나 특이한 점이 있다면 데이터를 전송하는 부분인 A0핀과 A1핀에
둘다 연결하지 않아도 값이 넘어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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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빛센서를 활용하여 아두이노로 LED 컨트롤 방법

(그림 3.32) GND, 3.3V(5V), A0, A1핀을

(그림 3.31) 빛센서와 커넥터 연결한다.

빛센서 커넥터에 연결한다.

(그림 3.33) 아두이노에 모든 전퍼선을 연결한다.

(그림 3.34) LED전구를 브레드보드에 연결한다.

(그림 3.35) 완성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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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실행 시 불이 들어오는 모습
실제 센서를 손으로 가렸을 때 주변의 빛을 센서가 받지 못하여 그에 해당하는 값을 아두이노에
전해주게 되고 그에 따라 LED가 켜짐을 볼 수 있었다.

(그림 3.37) 실제 빛의 변화를 나타내는 로그 파일
(그림 3.37)은 실제 빛의 값을 받아오는 로그값을 화면에 표시한 것이다. 센서위에 손을 대는 순간 빛
센서의 값이 낮아짐을 볼수 있다.

- 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