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즈베리 파이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학습목표

＊

라즈베리파이 부품을 연결하여 컴퓨터를 만들 수 있
다.

＊

소리 센서의 따란 변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

＊

소리 센서에 따라 모터를 제어 할 수 있다.

＊

모터의 동작에 따라 LED 를 제어 할 수 있다.

＊

소리에너지를 활용하여 풍차를 돌리고 가로등을 켜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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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라즈베리 파이 만나기
라즈베리 파이라는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
해 필요한 기능을 익힌다.

왜

라즈베리 파이란?

라즈 베리 파이를 구성하는 부품을 알아 보자.
컴퓨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부품을 연결해야 한다. 컴퓨
터에 부품을 연결해 작동시켜 보자. 손바닥 컴퓨터 라즈베리 파이를
작동시켜 위해 어떤 부품이 필요할까요?

라즈베리파이는 영국의 라즈
베리 재단에서 학생들의 교육
을 위해 만든 리눅스 기반의
컴퓨터 이다.

신용카드만한

크기와 저렴한 가격으로 컴퓨
터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100만개 이상
이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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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구성하는 부품들
컴퓨터는 여러 가지 부품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를 구성하
는 부품에 대해 알아 보자.

다양한 컴퓨터들?

CPU( 중앙 처리 장치)
CPU 는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프로그램의 명령을 해독하여

컴퓨터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

그에 따라 실행하는 장치이다. 컴퓨터의 CPU는 크게 기억, 연산, 제어

생활에 존재한다. 휴대폰으로,

의 3대 기능을 가지고 있다. CPU 는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에

시계로, 안경으로 지금도 또

따라 32bit, 64bit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어떤 컴퓨터가 만들어 지고

는 64bit 이다.

있을지도 모른다. 컴퓨터는 가
장 크게 분류하는 방법은 어
떤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가에 따라 나뉠 수 있다. 윈도
우, 리눅스, 유닉스, 맥OS 등
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RAM & ROM( 기억장치)
RAM 은 CPU 가 정보를 기억시키기도 하고 읽어 오기도 하는 장치이
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RAM 에 프로그램을 읽어와야
한다. ROM 은 읽기만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쓰기는 가능하지 않은

라즈베리 파이의 운영체제는

기억장치이다. 주로 컴퓨터가 부팅할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리눅스 계열이다.

입력장치
컴퓨터에 데이터 입력을 위해 사용되는 장치, 대표적으로 키보드 마
우스 등이 있다.

출력장치
컴퓨터에서 처리된 데이터의 결과를 보거나 인쇄하는 장치 모니터,
프린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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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 라즈베리 파이를 작동 시켜 보자.

라즈베리 파이 연결에 필요한 부품을 알고 연결하여 작옹 시킬 수 있다.

목표

해보기

장치 번호

1. 라즈베리 파이 연결에 필요한 부품을 알고 연결하여 작동 시킬 수 있다.

이름

연결할 수 있는 장치 또는 하는 일

1
2
3
4
5
6
2. 라즈베리 파이 작동에 필요한 부품을 연결하여 라즈베리 화면을 나올 수 있
도록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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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라즈베리 파이와 우리 집 컴퓨터 비교해 보기

목표

해보기

라즈베리 파이와 우리 집 컴퓨터를 비교할 수 있다.

1. 라즈베리 파이와 우리 집 컴퓨터를 장치를 가지고 비교해 보자.

장치명

라즈베리 파이

우리집 컴퓨터

모니터

HDMI 로 연결한다.

RGB 케이블로 연결한다.

마우스
키보드

2. 라즈베리 파이 컴퓨터 연결할 때 어려웠던 점을 말해 보자.

3. 라즈베리 파이 컴퓨터 연결할 때 재미 있던 점을 말해 보자.

4. 미래의 컴퓨터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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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운영체제의 종류

윈도우(Window)
윈도우(Windows)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컴퓨터 운영체제다. 키보드로
문자를 일일이 입력해 작업을 수행하는 명령어 인터페이스(Command Line
Interface)대신, 마우스로 아이콘 및 메뉴 등을 클릭해 명령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al User Interface, 이하 GUI)를 지원하며, 멀티태스킹이라는
다중작업 능력과 능력과 사용자 편의성이 우수하다. 또한 전세계 PC 운영체제
시장에서 점유율 9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사용자층이 두터워(2011년 10월
기준)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윈도우를 기준으로 개발된다.

리눅스
1989년 핀란드 헬싱키대학에 재학중이던 리누스 토르발스(Linus Torvalds)가
유닉스를 기반으로 개발한 공개용 오퍼레이팅시스템(OS)으로, 1991년 11월 버
전 0.02이 일반에 공개되면서 확대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유닉스(Unix)가 중대
형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리눅스는 워크스테이션이나 개인용
컴퓨터에서 주로 활용한다. 리눅스는 소스 코드를 완전 무료로 공개하여 전세
계적으로 약 5백만 명이 넘는 프로그램 개발자 그룹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
들에 의해 단일 운영체제의 독점이 아닌 다수를 위한 공개라는 원칙하에 지속
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맥 OS
매킨토시 컴퓨터의 운영 체계(OS). 매킨토시 OS라고도 한다. 맥 OS는 당초 매
킨토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호칭이었으나 현재는 매킨토시용 OS의
이름으로 정식 채용, 상표가 되었다. 1984년에 처음으로 매킨토시를 발매한 이
래 매킨토시의 OS는 마우스 조작에 의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나 윈
도 표시를 재빨리 채용한 것으로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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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컴퓨터 연결 단자의 종류

HDMI
HDMI (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디지털 방식으로 영상과 음성
을 전송하기 위한 규격이다. 이 방식은 기존에는 음성 케이블과 영상케이블로
나누어져 있던 두개의 케이블을 하나로 합쳤다. 2003년에 히타치, 소니, 필립
스, 톱슨 등의 AV 가전 업체들이 주축이 되어 공동 개발하였다. 라즈베리 파이
는 외부 모니터와 연결에 HDMI 를 사용한다. 외부 모니터에 스피커가 있다면
선하나로 영상과 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다.

RCA
RCA단자는 소리와 영상 신호를 전달하는데 흔히 쓰이는 단자이다. RCA 라는
이름은 Radio Corporation of America 라는 기업의 이름에서 나온 것으로,
1940년대 초에 가정용 라디오 축음기 내부를 연결한 목적으로 설계 되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AV 케이블이라고 하면 보통 RCA 단자를 가르 킨다. 라즈
베리 파이는 영상을 일반 TV 와 연결하기 위해 RCA 단자를 사용한다.

USB
PC 의 주변기기를 연결하기 위한 새로운 포트 규격, 복잡한 PC 및 주변기기 설
치 작업을 플러그 하나를 꽃는 수준으로 단순화 시킨 획기적인 PC 주변기기
포트 규격이다. 라즈베리 파이는 두개의 USB 단자를 지원하여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USB를 여러 개 연결할 수 있는 허브를 사용한다.

RAN
RAN 은 근거리 지역 네트워크를 이르는 말이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
되는 컴퓨터 네트워크 이며, 이에 반하여 넓은 거리를 연결한 네트워크를
WAN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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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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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라즈베리파이에서 스크래치 프로그래밍하기
라즈베리 파이에서 초보자들을 위해 개발
된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툴을 이용해 재

왜

미 있는 프로그래밍 해본다.

스크래치란?
미국 MIT에서 개발하여 전세

재미있는 세계로 이어주는 스크래치 알아 보기

계에 보급하고 있는 교육용
프로그램 언어로, 이미지,

스크래치는 초보자를 위해 만든 프로그래밍 툴이다. 라즈베리 파이

애니메이션, 사운드 등을 자

용 스크래치는 PC 용 보다 더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스크래치를

유롭게 결합하여 역동적인

이용하여 라즈베리 파이 자체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이외에 다양한

스토리의 프로그램을 만들

기계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수 있으며, 오픈 소프트웨어
로서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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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치로 프로그래밍 하기
프로그래밍 도구로서 스크래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징을 알아 보도록 하자.

블록으로 쌓아가며 프로그램 하기

스크래치와 연결 가능한

스크래치는 C++, JAVA 등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와 다르

기기들

게 그림 블록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므로 초보자
들이 어려워하는 타이핑 실수에 의한 프로그램의 어려움은 없
다.

스크래치는 컴퓨터의 물
리적 사용이 가능하게 해
준다. 컴퓨터의 물리적
사용이란 우리 주위에서

프로그래밍으로 다양한 미디어 제어 하기
스크래치는 프로그래밍을 통해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지원하는 도구
이다. 스크래치를 통해 소리, 비디오, 그림 등을 제어하여 디지털 스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
건을 컴퓨터에서 처리 하
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

리를 만들어 주는 도구이다.

해 스크래치와 연결이 가
능한 기기는 Makey Makey, PicoBoard, WeDO

동시에 실행하기
스크래치는 푸른 깃발 “클릭되었을 때” 블록을 통해 동시 실행
이 가능하다. 이 명령을 통해 여러 가지 재미 있는 프로그래밍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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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활동 1 나의 분신 만들어 변신 시키기

목표

해보기

나의 분신 스프라이트를 만들고 변신 시킬 수 있다.

1.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그리거나 기존의 스프라이트를 편집한다.

2. 스프라이트의 “모양” 탭에서 “복사” 편집을 이용해 나만의 재미 있는 분신을
만들어 변신할 준비를 하자, 또, 다음의 스크립트를 실행해 보고 어떤 일이 일어
나는지 말해 보자
3. 나의 분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변신 시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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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디지털 스토리텔링 만들어 보기

목표

해보기

스크래치로 스핑크스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1. 스핑크스 이야기를 생각하며 스핑크스와 퀴즈를 맞추는 스프라이트를
만들어 보자. 또, 이야기에 맞는 배경을 생각해 그리거나 가져와 보자.

2. 방송하기와 방송 받기 기능을 이용하여 스핑크스 이야기를 재미 있게 바꾸어
보자.

3. 내가 만든 스핑크스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발표해 보자.

스토리텔링을 위한 핵심 명령 블록
스크래치에서 스토리텔리을 위한 핵심 명령 블록은 “방송하기” 와 “방송 받았을때”
이다. 이 두가지 명령 블록을 이용해 두개의 스프라이트 끼리, 혹은 한 개와 여려개
의 스프라이트 끼리 서로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재미 있는 디지털 스토리 텔
링을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익혀야 하는 기능이다.
-15-

방송하기, 방송 받

꼭! 알아두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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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 스크래치로 광고 만들기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알리고 싶은 내용을 광고로 만들 수 있다.

목표

해보기

1. 광고에 필요한 스프라이트와 배경을 생각해 보자.

배경 또는 스프라이트

설명

2. 내가 만드는 광고에서 시간 순으로 일어나는 일을 정리해 보자.
시간

스프라이트나 배경에 일어나는 일

3. 내가 만든 광고를 친구들에게 보여 주고 의견을 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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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두 개의 풍차 만들어 보기
스크래치 센서 보드를 이용하여 바람소리에
따라 화면에서 도는 풍차와 모터로 돌아가
는 두 개의 풍차를 만들고 바람소리에 따라

왜

돌아가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스크래치와 센서보드
스크래치와 연결가능한 센서

우리 주변의 여러 현상을 감지하는 센서

보드는 피코보드(PicoBoard),
와 헬로보드가 있다. 피코보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물건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드는 미국제품이고 헬로보드

센서 역시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되었다. 스마트폰

는 아두이노 기반으로 만든

은 빛 센서, 가속도 센서, 온도 센서 등 다양한 센서를 가지고 있다.

국산 제품이다. 일반 PC 에

스크래치 역시 센서보드를 통해 빛, 소리, 전기, 슬라이더, 단추 등의

서는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입력을 받고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그냥 연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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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베리 파이에서 WeDo 로봇 연결하기
라즈베리 파이에 스크래치와 로봇 WeDo 를 어떤 방법으로 연결하
고 각 센서의 역활을 알아 보자.

USB 연결 케이블을 이용하여 라즈베리 파이와 센서보드 연결
라즈베리 파이의 USB 포트와 WeDo 의 컴퓨터 연결 허브를 연결하

스크래치와 WeDo

면 된다. 이때 컴퓨터 연결 허브에는 모터, 센서 등을 부착할 수 있

스크래치와 연결가능한 센서

다.

보드는 피코보드(PicoBoard),
와 헬로보드가 있다. 피코보
드는 미국제품이고 헬로보드
는 아두이노 기반으로 만든

기울기 센서

국산 제품이다. 일반 PC 에

센서의 기울기 방향에 따라 스크래치 센서 값 블록 1,2,3,4 에 값을
넣어 둔다. 이 값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 졌는지 알 수 있다.

서는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하지만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그냥 연결만 하면 된다.

거리 센서
센서와 물체의 거리에 따라 스크래치 센서 값 블록에 0에서 부터
100까지 값을 넣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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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베리 파이에서 스크래치와 센서보드 연결하기
라즈베리 파이에 센서 보드를 어떤 방법으로 연결하고 스크래치에서
센서보드가 연결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알
아 보자.

USB 연결 케이블을 이용하여 라즈베리 파이와 센서보드 연결
라즈베리 파이에 센서 보드를 연결하는 방법은 USB 연결 케이블을 이
용하여 센서보드와 라즈베리 USB 포트를 연결하면 된다. 특별한 드라
이버 설치가 필요 없다.

재미있고 새로운 세계로 안내
해주는 라즈베리파이

라즈베리 재단에서 나온 라

“ScratchBoard 감시판 보이기” 를 이용해 연결확인
스크래치 프로그램에 관찰 명령 탭에 있는 “슬라이더 센서값” 명령 블
록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ScratchBoard 감시판 보이기” 명령

즈베리 파이는

개발 당시

부터 학생 교육용으로 개발
되었다. 일반용으로 사용되
는 PC나 노트북과는 달리

을 실행하면 연결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학생 교육을 위한 입출력 장
치와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
어 지고 있다. 특히 일반 PC

센서보드와 관계된 스크래치 명령 블록
스크래치에서 센서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은 “슬라이더 센서
값” 블록을 클릭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센서 값을 선택하면 된다.

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GPIO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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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 바람 소리에 따라 도는 스크래치 풍차 만들기

목표

해보기

센서보드를 연결하여 센서의 입력 값에 따라 도는 풍차 만들기

1. 풍차 스프라이트를 만들어 보자.

2. 다음의 스크립트를 참고하여 풍차 스프라이트를 바람소리에 따라 회전하게
해보자.

3. 바람 소리가 커지면 더 빨라 지고 약해 지면 약하게 되도록 스크립트를 만들
어 보자.

-21-

활동 2 모터로 풍차 만들어 바람소리에 따라 돌아가게 하기

목표

해보기

WeDo의 모터를 이용하여 풍차를 조립하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바람소리에
따라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

1. WeDo 모터와 블록을 이용하여 풍차를 만들어 보자.

2. 다음의 스크립트를 참고하여 모터로 만든 풍차를 바람소리에 따라 회전하게
해보자.

3. 바람 소리가 커지면 더 빨라 지고 약해 지면 약하게 되도록 스크립트를 만들
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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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 두 개의 풍차를 돌려 보자.

스크래치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두 개의 풍차를 돌리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프로그래밍 해 보자.

목표

해보기

1. 두 개의 풍차를 돌리는 시나리오를 시간 순으로 만들어 보자.

시간

일어나는 일

2. 시나리오 대로 프로그래밍 해 보자.

3. 내가 만든 작품을 친구들에게 보여 주고 의견을 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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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스크래치에서 LED를 켰다, 껐다 해보자.

왜

라즈베리 파이 컴퓨터는 집에 있는 컴퓨터와
달리 GPIO를 이용하여 LED 와 여러 가지 장
치를 직접 제어 할 수 있다. 라즈베리 파이
용 스크래치로 LED 로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
보자.

GPIO
GPIO(General

Purpose

라즈베리 파이 확장하기

Input/Output)는 라즈베리

집에 있는 컴퓨터는 마우스를 바꾸거나 키보드를 바꾸거나 등의 정

사용하도록 준비된 입력,

해진 장치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지만 라스베리 파이는 GPIO를 이용

또는 출력 포트이다. 스크

하여 PC는 제어할 수 없는 다양한 장치를 제어 할 수 있다. 이 기능

래치와 연동시켜 전기적

을 이용하면 로봇도 만들 수 있다. 라스베리 파이는 GPIO를 활용하

입력을 받거나 출력으로

여 무한히 확장 될 수 있다.

특정 장치를 제어 할 수

파이에서 일반 목적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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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치에서 LED 껐다, 켰다 해 보기
라즈베리 파이용 스크래치는 GPIO 핀 하나를 개별적으로 제어 할 수
있다. GPIO 핀 하나를 제어하는 스크래치 명령과 원리를 알아 보자.

GPIO 핀의 기능
라즈베리 파이의 GPIO 핀은 모두 26개이다. 이중에서 장치를 연결

라즈베리 파이의 확장

할 수 있는 핀은 모두 8개이다. 나머지는 각각 그 역할이 정해져 있

라 즈 베 리 파 이 의 GPIO 는

다.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핀은 0V 또는 5V 를 선택적으로 명령으

라즈베리를 무한 확장할

로 제어 할 수 있다. 즉, 장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다.

수 있게 해준다. 라즈베리
파이로 만든 로봇, 라즈베
리 파이로 만든 헬리콥터,

스크래치에서 GPIO 핀 제어 하기

라즈베리 파이로 만든 잠

스크래치에서는 “방송하기” 명령을 이용하여 핀을 제어 할 수 있다.

수함 등 지금도 다양한 장

예를 들어 11번 핀을 5V로 하고 싶다면 “pin11high” 로 하면 된다.

치가 만들어 지고 있다.

또, 11번 핀을 0V로 하고 싶다면 “pin11low” 로 하면 된다. 이 명령들
을 이용해 핀 하나를 제어 할 수 있고 이 핀에 연결된 장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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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 LED 연결하기

목표

해보기

한 개의 LED 회로를 연결 하고 스크래치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
밍 할 수 있다. 또, 여러 개의 LED 를 연결하여 껐다, 켰다 할 수 있다.

1. GPIO 확장 헤드 핀 배열을 참고하여 한 개의 LED를 연결해 보기

2.

LED 를 껐다, 켰다 하는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해 보자.

3.

여러 개의 LED 를 연결해 보자. 여러 개의 LED 를 껐다, 켰다 하는 시간을
다양하게 변화 시켜 여러 가지 효과를 만들어 보자. ( 예: 앰블런스 , 견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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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바람 소리로 LED 껐다, 켰다 해보기

스크래치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두 개의 풍차를 돌리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프로그래밍 해 보자.

목표

해보기

1. 두 개의 풍차를 돌리는 시나리오를 시간 순으로 만들어 보자.

시간

일어나는 일

2. 시나리오 대로 프로그래밍 해 보자.

3. 내가 만든 작품을 친구들에게 보여 주고 의견을 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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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소음으로 풍차 발전소를 돌려 가로등 켜기

왜

지금까지 라즈베리 파이, 스크래치, 로봇, 센
서보드, LED 연결하기 등을 학습하였다. 배
운 내용을 이용하여 우리 주위의 소음을 전
기 에너지로 바꾸어 미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보자.

소리 에너지
GPIO(General

미래의 에너지 문제

Purpose

Input/Output)는 라즈베리

미래에는 화석 연료의 고갈로 인류는 에너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 주위의 소음 역시 공기의 진동을 시키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작은 소리는 미약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소리들을 모은
다면 불을 켤만한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우리 주위의 소음을 모아
풍차를 돌리고 이 힘을 이용해 작은 전기를 만들어 작은 전기로도

파이에서 일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준비된 입력,
또는 출력 포트이다. 스크
래치와 연동시켜 전기적
입력을 받거나 출력으로
특정 장치를 제어 할 수

불이 켜지는 LED 전구를 켜 봅시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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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1 계획 세우기

소음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보자.

목표

해보기

1. 문제의 해결책을 이야기로 만들어 보자.

2. 이야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자.

시간

일어나는 일

3. 내가 만든 만든 계획을 친구들에게 보여 주고 의견을 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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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2 제작하기

목표

해보기

계획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해 라즈베리 파이, 센서보드, WeDo, LED 를 가지고
소음에 의해 에너지를 문제를 해결해 보자.

1. 제작 순서를 정리해 보자.

순서

제작

2. 순서대로 제작해 보자.

3. 내가 만든 만든 작품을 친구들에게 보여 주고 의견을 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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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3 작품 제작 후기

-31-

2013 스팀 아웃리치 프로그램

라즈베리파이로 컴퓨터 과학자 되기
중학교 학생용 워크북

저자
발행일

유헌창, 김석희, 김동정, 정대용, 임종범, 최희석, 유태묵
2014년 3월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