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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말

이 책은 아두이노(Arduino), 스크래치(Scratch),  스케치(Sketch) 활용 코

딩 기반 메이커가 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따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충실한 코딩 교재입니다.

오픈  소스  하드웨어인  아두이노(Arduino)를  스크래치와  스케치 등을  이

용해 프로그래밍하면서 프로젝트를 따라하며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 

게  메이커(MAKER)가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의공학 메이

커(MAKER)시리즈를 통하여 Computational Thinking과 STEAM기반 코딩

학습 프로젝트을 통하여 메이커의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기초부터 응용과

정 까지 창의공학 전문가로서 소중한 꿈을 키우고, 정보과학 융합기술 중심의 

다양한 코딩 경험을 가질 수 있으며 메이커로서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자 일동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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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duino&Coding

CHAPTER

PART1:  Arduino란 무얼까?

PART2:  Scratch 프로그램,mblock을 

익혀요.

PART3:  엠블록과 아두이노의 연결 

PART4:  RGB LED 및 초음파 센서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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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는 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용 기

판으로 오픈 소스 방식의 회로를 사용하여 쉽

게 만들고 수정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물리적 차원의 신호를 감지하여 디지털로 변

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로봇, 온습도계, 

동작 감지기, 음악 및 사운드 장치, 스마트 홈 

구현, 유아 장난감 및 로봇 교육 프로그램 등

의 다양한 제품들이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개

발 가능합니다. 

아두이노를 이용하면 기계-전자 구조물을 자

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Arduino란 무엇일까?

이두이노 카 이두이노 드론 이두이노 화분 물주기

PART1

'아두이노'란?STEP1

우리는 코딩실습을 위한 도구로 4륜 스마트 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4륜 스마트카의 컨트롤

러는 오픈 소스 하드웨어인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합니다.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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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탐구하고자 하는 아두이노의 외부 모습을 살펴보고 각각의 명칭을 파악합시다.

아두이노 우노 기본 스펙

제어기 (Microcontroller)
컴퓨터 CPU역할

ATmega328

작동전압 5V

입력전압 7~12V

디지털 입출력핀 개수 14개 (PWM 출력 6개 포함

아날로그 입력핀 개수 6개

입출력핀당 직류전류 40mA

3.3V에 흐르는 직류전류 50mA

아두이노 우노 구조STEP2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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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를 이용해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스케치 해보세요.

작품명

작품의 모습

작품의 기능

작품의 용도

Creative MindSTEP3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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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블록(m-block)이란 스크래치 형태의 코딩 프로그램입니다. 벽돌을 쌓듯이 쉽게 코딩을 할 

수 있고, 엠블록을 통해 아두이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를 이용해 자동차나 드론, 

로봇을 만든다면 그 움직임을 엠블록 코딩을 통해 어떻게 움직일지 프로그램을 짠 후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엠블록은 MIT에서 만든 스크래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블록 프로그램으로 스크래치의 모든 

기능이 있어요.  아두이노를 제어하기 위한 스크래치인 S4A와 기능이 유사하며, 좀 더 확장되

고 쉽게 아두이노를 제어하기 위한 스크래치 코딩 프로그램입니다.

스크래치 스크래치 for 아두이노(S4A)

Scratch 프로그램, MBLOCK을 익혀요.

'MBLOCK'이란?STEP1

4륜 스마트카는  프로그램 명령에 의해  움직입니다. 우리는 쉽게 익힐 수 있는 스크래치 프로

그램인  엠블록을 이용해 코딩을 할 것입니다.

PART2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14

다음의 인터넷 웹주소에 접속합니다. http://www.mblock.cc/

<Download>를 클릭해 프로그램을 내 PC에 다운로드해서 내 PC의 운영체재에 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실행 버튼을 눌러줍니다.

1

2

3

엠블록 설치하기STEP2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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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설정이 나오면 [English]를 선택해줍니다.

Licence 설정 창이 나오면 동의(I accept~) 체크후 Next를 클릭해 줍니다.

4

5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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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Additional Tasks 설정 창이 나오면 동의(Create a desktop~ ) 체크후 Next를 

클릭해 줍니다.

Ready to Install 이 나오면 Install 버튼을 눌러 설치해줍니다.

6

7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1716

Preparing to Install 설정 창이 나오면 동의(Automatically~) 체크후 Next를 클릭

해 줍니다

인스톨링(Installing)이 완료되면 Setup Wizard가 나옵니다. Finish를 

눌러 설치를 완료해줍니다.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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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Additional Tasks 설정 창이 나오면 동의(Create a desktop~ ) 체크후 Next를 클릭

해 줍니다.

메뉴에서 Language를 선택한 후 (한국어)를 클릭해 엠블록을 한글로 설정해 줍니다. 

엠블록 시작하기STEP3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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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스프라이트가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무대는 

여러가지 배경으로 꾸밀 수 있습니다.

*스프라이트: 스크래치에서 각각의 명령에 따라 움

직이거가, 소리를 내고, 모습을 변화 시키는 무대에

서 활동하는 캐릭터입니다.

*팔레트: 코딩을 하기위한 주요 영역입니다.

*명령 블록: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블록입니다.

1

2
4

5

6

3

1

4

2

5

3

6

엠블록 메뉴

무대

스프라이트

팔레트

동작 명령어

코딩 창

엠블록 화면구조STEP4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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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엠블록을 아두이노에 연결하기

아두이노를 USB 통신 케이블을 이용해 내 PC와 연결해줍니다.

<Windows Download>를 더블 클릭해 프로그램을 내 PC에 다운로드합니다.

연결 메뉴에서 아두이노가 PC에 연결된 COM 포트를 선택한 다음, 아두이노 드라이버 

설치-> 펌웨어 업그레이드 순으로 설치해줍니다.

1

2

엠블록에서 코딩한 프로그램을 아두이노에 전송하려면 PC와 아두이노가 서로 통신할 수 있

게 연결해주어야 합니다.

PART3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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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B LED를 제어하자

브레드보드는  여러가지 전기전자 부품들을 연결해 회로를 구성할 때 사용합니다.

아래는 우리가 많이 사용할 HALF 브레드보드 및 mini 브레드 보드의 모습입니다.

그림에서 같은 선으로 연결된 줄은 같은 전류가 흐르므로 부품을 연결할 때 같은 극성이나  같은 

신호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부품을 점퍼선만으로 연결할 경우 한 번에 하나씩만 연결할 수 있지만, 브레드보드를 이용하면 

동시에 여러 개의 부품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레드 보드 사용법STEP1

이번 파트에서는  LED를 구동해 보면서  전기회로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  도구인 

브레드보드에대해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PART4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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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W 스마트카 배선에서 실제 사용하는 미니 브레드보드의 사용법을 익혀봅시다.

스마트카 배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니 브레드 보드내에서 전류의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MINI 브레드 보드]  

미니 브레드보드 내부는 각각의 열마다
아래와 같이 배선이 연결된 형태입니다.

각 열의 5핀 홀에 부품을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미니 브레드보드위에 LED와 저항을 연결하고, LED의 긴핀쪽에는 아두이노의 D13, LED의 

짧은 핀은 아두이노의 GND에 연결하고, LED를 켜지게 하는 명령을 내리면 아래 빨간 화살표와 

같이 전류의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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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B LED 를 끄고 켜는 활동을 해봅시다.

RGB LED는 빛의 조합으로 다양한 색갈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LED입니다.

선연결

RGB LED 아두이노

1,3,4번 핀 D5,D6,D9 핀

5V2번 핀

<저항연결>
220옴이나 330옴 크기를 반드시 연결해줍니다.
LED의 긴 핀에 아두이노의 큰 전류가 흐르므로 이를 줄여주어
서, LED를 보호해줍니다.

!

LED 회로 구성STEP2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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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앞으로 전자회로 구성에서 저항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과 같이 저항을 읽는 법을 익혀 보세요.

저항 읽는 법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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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B LED는 빨간빛, 초록빛, 파란빛 이 세가지 

빛(빛의 삼원색)을 합쳐서 아주 다양한 빛의 색

을 표현할 수 있는 LED입니다.   

RGB LED는 4가지 핀이 있는 데 2번째 핀이 

가장 길며, 이 핀은 (+)혹은 (-) 단자에 연결해

줍니다.

나머지 1,3,4번재 핀은 차례대로 빨강, 그린, 

파랑색 빛을 나타내는 LED 핀입니다.

이것을 간단한 스키메틱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RGB LED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COMMON Cathode는 2번재 핀이 (-) 역할을 하기에 

GND에 연결하고, COMMON Anode는 2번째 핀이 (+) 역할을 하기에 Vcc에 연결합니다.

RGB LED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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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B LED 를 끄고 켜는 활동을 해봅시다.

RGB LED는 빛의 조합으로 다양한 색갈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LED입니다.

RGB LED가 순서대로 어떤 색깔이 되

는지 관찰해 보세요.

네이버 검색창에 <RGB 색상표>로 검

색한 후, RGB 팔레트가 나오면 원하

는 색상값을 입력해 다양한 RGB LED 

빛을 연출해 보세요.

RGB LED 제어코딩STE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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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문이란, 어떤 동작이 같은 형태로 계속 반복해

서 일어나도록 하는 제어문입니다.

반복문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숫자를 넣어서 원하는 만큼의 반복을 하게 할 수도 

있는 [~번 반복하기]구문이 있고, [무한 반복하기]  

반복문

스크래치 구문 분석

CHAPTER

구문처럼 한없이 같은 동작이 되풀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sketch나 C언어의 의 for 문에 해당]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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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3: 초음파 센서 제어 알고리즘

PART4: 스크래치로 제어하는 초음파 센

서

초음파 센서 제어

PART1: 초음파 센서란 무엇일까?

PART2: 초음파센서  전자회로 구성

CHAPT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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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센서란 무엇일까?

PART1

생각해보기

어두운 동굴과 같은 곳에 사는 박쥐는 초음파를 발사하고 그 반사파로 나방과 같은 먹이의 위치를 

탐지하는데, 박쥐는 진동수가 약 12만㎐에 이르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박쥐처럼 초음파를 쏴서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센서가 있을까요?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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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센서

우리가 사용할 초음파 센서 HC-SR04는 초음파를 쏴서 물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알 수 있는 센서입니다.

초음파 센서 모듈에는 4개의 핀(포트)인

VCC, Trig, Echo, GND가 있습니다.

초음파센서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는 기본 원리는 음파를 쏘아서 반사되어 수집되는 음파까지의 

시간차이로 거리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음속이 340m/s이므로 센서를 통해 응답이 오는 시간만 알면 초음파 센서 앞에 있는 사물까지의 

거리를 잴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에서 Trigger(트리거) 핀으로 HIGH를 입력하면 초음파 모듈에서 40KHz 음파를 발사

합니다. 

이 때부터 Echo 핀은 High 상태가 되고, 음파가 되돌아와 수신되면 echo 핀이 다시 Low 상태가 

됩니다. 이 간격에서 거리를 구하고 다시 2로 나누면 됩니다.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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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센서 전자회로 구성

초음파 센서를 활용한 간단한 회로를 구성해 초음파 센서의 거리측정값에 따른 제어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초음파 센서와 RGB LED를 연결한 회로를 구

성해 봅시다. 초음파센서 회로연결STEP1

선 연결

RGB LED 아두이노

1,3,4번 핀 D5,D6,D9 핀

5V짧은 핀

선 연결

RGB LED 아두이노

Vcc

GND

5V

D13

D12

Gnd

Trig

Echo

PAR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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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센서 제어 알고리즘

초음파 센서가 거리를 감지하는 값에 따라 RGB LED의  값이 서로 다르게 나오게 하는 코딩 

알고리즘을 구현해 봅시다.

초음파센서가 장애물을 인식하는 각도에 따라 정밀하게 장애물을 회피하는 알고리즘도 가능하나 

스크래치로 구현하는 본 서적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알고리즘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시 작

예

아니오

예 예

물체가
가까이

접근했는가?

흰색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깜박임
빨강, 녹색, 청색 불빛이

번갈아가면서 깜박임

PAR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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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크

초음파 센서값에 따라 RGB LED가 서로 다른 색깔이 나오도록 동작하는 코딩을 하려고 합니

다. 

변수 S를 지정한 다음, <S를 초음파센서 Trig 13, Echo 12번 읽기로 정하기>를 설정한 다음 

[무한반복 구문]을 씌우면 판다곰이 있는 무대의 좌측 위쪽에 초음파 센서값이 나타납니다.

초음파 센서앞에 손을 갖다 대거나, 초음파센서를 이용해 멀리 있는 물체를 인식하게 한 

다음, 서서히 접근시켜서 초음파 센서의 값이 달라지는지 파악해 봅니다. 

센서값 확인법

스크래치로 제어하는 초음파 센서

PART4

초음파 센서 제어 코딩STE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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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초음파센서 인지값이 100이상일 때 RGB LED가 서로 다른 색깔로 변하는

모습이 되도록 코딩해 보세요.  

초음파 센서값에 따라 rgb LED의

빛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초음파 센서값에 따라

좀더 다양한 색깔의 빛이 나오도록

코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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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센서가 감지하는 값의 단계를 3등분해서, 각각의 감지 단계에 따라 RGB LED가 다른 

색이 나오도록 하는 코딩을 한 후 동작시켜 보세요.

더해보기STEP2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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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문은 특정 조건하에서만 원하는 동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제어문입니다.

조건문

스크래치 구문 분석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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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RT1: 스마트카를 움직이게 하려면? 

PART2: 모터드라이버를 

통한  전자회로 구성 

PART3: DC  모터 제어 흐름도 

PART4: 스크래치로 제어하는 DC 모터

CHAPTER

모터 드라이버를 통한
DC 모터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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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카를 움직이게 하려면?

PART1

생각해보기

자동차는 엔진에서 동력을 만들어 내고, 변속기에 전달하면 최종적으로는 기어장치에 동력회

전이 전달되어 바퀴에 전달되는 형식으로 구동됩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스마트카는 일반 4륜 구동 자동차를 본따서 만들려고 합니다.  

이 때 바퀴를 구동하는 장치로는 무엇을 사용할까요?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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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기어모터 기본 사양>
  

무게: 40g

전압: 3-6V

전류: 3V 약160mA,

         6V 약 250mA

감속비: 1:48

무부하 속도: 3V 약 125RPM,

                     6V 약 250RPM

4륜 스마트카에서는 4바퀴로 구동하게 되는 데,  DC 모터 4개를 아두이노에 꽂아서 구동하

는 데엔 아두이노에서 출력되는 전압(5V)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DC 모터 4개를 효과적으로 구동하기 위해서 모터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모터 드라이버를 이용하면 DC 모터를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DC 기어 모터는 스마트카를 구동을 할 때 많이 쓰는 

위한 모터입니다.

DC 모터는 (+), (-)를 연결해 주면 회전하는 

부품입니다.

(+), (-) 극성을 반대로 연결하면 회전 방향이 

바뀌며, 전압조절에 의해 속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DC 기어 모터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42

모터드라이버는 외부전압을 받아서 각핀에 DC모터를 구동할 충해 분한 전압,전류를 
공급해 주고, 방향과 속력을 동시에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out A, out B : 각각 2개의 핀이 있으며 DC 모터의 2개의 선을 연결해서, 모터가 움직일 수 

있도록 출력을 담당합니다.

DC 모터 2개의 선은 임의로 연결할 수 있으며, 만일 반대로 연결하면 모터의 방향이 달라집

니다.

Enable A , Enable B : 모터가 움직이는 속력을 담당,   아날로그입력값 0~255를 조절해 설

정하면 모터를  빠르게 혹은 느리게 움직이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Input :  모터의 방향(시계방향, 반시계방향)을 결정, A ENABLE은 IN1,IN2와 함께 쓰이며, 

B ENABLE은 IN3,IN4와 함께 쓰입니다. IN1~ IN4는 디지털 출력핀과 연결해 사용합니다. 

IN1을 ON(1), IN2를 OFF(0) 로 설정했을 경우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 IN1을 OFF(0), IN2를 

ON(1)으로 설정했을 경우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12V Power : 외부전압(+)을 연결해줍니다.

Power GND : 외부전압의 그라운드(-) 및 아두이노의 그라운드(-)에 연결해 줍니다.

+5V Power : 아두이노의 5V에 연결해 줍니다.

우리가 사용할 모터드라이버는 L298N DUAL –BRIDGE 모터 드라이버입니다.

이 모터 드라이버를 이용하면 2개의 모터를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모터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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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종류의 모터드라이버

L298N 모터드라이버는 아래 사진에서처럼 같은 칩을 사용하면서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부품조립에서는 이전 페이지의 모터드라이버를  사용하고

회로도상에서 표현할  때는 아래 모터드라이버 이미지를  활용할 것입니다

핀의 종류와  기능은 같으며  핀이 배치된 위치만 다른 것이  차이점입니다 

아래는각모터드라이버에서 같은 기능을 가지는 지점을 연결한 것입니다.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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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드라이버를 이용한 전자회로 구성

PART2

모터 드라이버를 이용해 DC 모터를 구동하는 활동을 해 봅시다.

다음과 같이 모터쉴드, DC 모터, 전원 배터리를 

이용해 회로를 구성해 봅니다.모터 제어 회로 구성STEP1

선 연결

DC 모터 

충전배터리 

모터 드라이버

모터A (빨)

핀A (+)

OUT1

12V(VCC)

OUT2

GND

           (검)

        (-)

선 연결

RGB LED 아두이노

5V

GND

5V

D5

D10

D11

Gnd

ENA

IN1

IN2

배터리는 실제 6구 배터리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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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모터 제어 흐름도

PART3

L298N 모터 드라이버를  이용해 DC 모터를 제어하는 흐름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두이노 D5,D10,D11핀에서 모터 드라이버의 ENA, IN1, IN2로 신호를 보냅니다.1

모터드라이버내의 ENA, IN1, IN2에서  OUT1, OUT2로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받은 모터드라이버는 입력된 방향과 속력신호에 따라  움직입니다.

배터리는 모터드라이버로 전압을 공급해, 모터드라이버가 모터를 구동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해줍니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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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치로 제어하는 DC모터

PART4

DC 모터 1개에 대한 구동 테스트를 스크래치를 통해 실시하려고 합니다.

아두이노와 내PC를 USB 통신 케이블로 연결해 주세요.

엠블록을 실행한 다음, 연결->시리얼 포트 체크로 엠블록과 아두이노간에 직렬통신 상태

를 만들어 주세요.

다음과 같이 DC 모터 1개가 최대 속력으로 회전하는 코딩을 한 후, DC 모터 1개를 구동시

켜 보세요.

D5는 0~ 255값을 조절해 입력해서 DC 모터의 빠르기를 조절합니다.

D10, D11은 ON, OFF 값을 바꾸면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D10을 켜짐(ON)으로 하면 한쪽방향으로 돌고 꺼짐(OFF)으로 하면

바퀴 주행의 방향이 바뀝니다.

*C언어나 스케치에서는 ON을 HIGH, OFF를 LOW로 표현합니다.

STEP1 DC 모터 1개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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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상단 녹색깃발 오른쪽의 빨

강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서 모터 동작을 멈추어 줍니

다.

제어판-> <모두 멈추기> 동작

명령어를 사용해도 됩니다.

*모터 구동을 멈추려고 할 때

생각해보기

숫자를 바꾸면서 속도 조절을 해보세요.

D10, D11의 켜짐(ON), 꺼짐(OFF)을 반대로 해서 모터의 방향을 반대로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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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모터 2개를 제어하기 위한 활동을 해 봅시다. 

먼저 다음과 같이 전자회로를 구성해 줍니다.

STEP2 DC 모터 2개 제어

배터리는 실제 6구 배터리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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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연결

DC 모터 

충전배터리 

모터 드라이버

모터A (빨)

모터B (빨)

핀A (+)

OUT1

OUT3

12V(VCC)

OUT2

OUT4

GND

           (검)

           (검)

        (-)

선 연결

RGB LED 아두이노

5V

GND

5V

D5

D6

D10

D12

D11

D13

Gnd

ENA

ENB

IN1

IN1

IN2

IN2

다음과 같이 DC 모터 2개가 같은 방향으로 최대소력으로 회전하는 코딩을 한 후, DC 모터 

1개를 구동시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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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기

숫자를 바꾸면서 속도 조절을 해보세요.

* 두 모터가 시계 방향으로 돌게 코딩하시오.

* 두 모터가 모두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코딩하시오.

* 두 모터가 하나는 시계 방향, 다른 하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코딩하시오.

모터A의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D10, D11핀과, 모터 B의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D12,D13의 켜짐(ON), 꺼짐(OFF)을 반대로 해서 모터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어해

보세요.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5150

초음파 센서에 인식값에 따라 DC 모터를 제어하는 활동을 해봅시다.

생각해보기STEP2 DC 모터 2개 제어

전자회로 구성

*모터드라이버의 5V, 초음파센서의 VCC를 

브레드보드의 한 열에 모은 다음 아두이노의 5V에 연결

*모터드라이버의 GND, 초음파센서의 GND를 

브레드보드의 한 열에 모은 다음 아두이노의 GND에 연결

선 연결

선 연결

RGB LED 

RGB LED 

아두이노

아두이노

5V

5V

GND

GND

5V

5V

D5

D5

D10

D10

D11

Gnd

Gnd

ENA

ENA

IN1

IN1

IN2

선 연결

DC 모터 

충전배터리 

모터 드라이버

모터A (빨)

모터B (빨)

핀A (+)

OUT1

OUT3

12V(VCC)

OUT2

OUT4

GND

           (검)

           (검)

        (-)

배터리는 실제 6구 배터리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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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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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해보기

초음파 센서값이 10보다 작으면 반대 방향으로 돌고, 모터 속력이 100이 되도록 코딩

한 후 실행해 보세요.

장애물에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모터 속력이 느려지다가 장애물에서 멀어지면 모터 

속력이 빨라지는 코딩을 한 후 실행해 보세요.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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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ART1:  서보모터란 무엇일까?

PART2:  서보 모터 전자회로 구성

              

PART3:  스크래치로 제어하는 서보 모터  

     

CHAPTER

서보 모터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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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모터란 무엇일까?

PART1

사람은 좌우를 살필 때 목을 돌려서 주변 환경을 인지합니다. 스마트카가 초음파 센서로 다양한 

각도에 있는 주변 환경을 인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보 모터는 각도를 제어하는 데 사용하며, 스마트

카에서는 초음파센서가 좌우 180도 범위내에서 

물체를  검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서보모터는 그밖에도 로봇의 관절을 표현할 때나, 

집게 등에서도 사용됩니다.

생각해보기

서보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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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모터 전자회로 구성

PART2

서보모터 전자회로

선 연결

서보 모터 아두이노

(빨강)

(노랑/혹은 주황색)

3V3 (3.3V)

D9

GND(검정/혹은 짙은 회색)

서보 모터 구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회로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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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모터 각도 코딩

다음과 같이 서보 모터 각도를 다양하게 설정한 후, 서보모터의 동작을 확인해 봅시다.

서보모터의 각도를 0도, 180도, 100도 등 다양한 각도를 입력해서 서보모터의 동작을 확

인해 봅시다.

해보기

STEP1 서보모터 구동

스크래치로  제어하는 서보모터

PAR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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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모터 0점 조정

서보모터 중앙위치 조정

0

0

180

180

90

90

45

45

135

135

서보모터에 회전막대를  끼운 후,  서보모터 각도명령으로 0을

입력해줍니다. 0도가  시작 위치에 있는지 파악합니다. 

서보모터 각도명령으로 90을

입력했을 때,  회전막대가 가운데에 위치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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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각도 반복해서 동작시키기

서로 다른 서보 각도가 일정한 간격으로 동작하도록 코딩한 후 실행해 봅시다.

각도와 시간 간격을 달리한 후 서보모터의 회전을 관찰해 봅시다.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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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일정한 각도로 회전시키기

서보모터를 좌우로 일정한 각도만큼 움직이도록 제어해봅시다.

[데이터&추가블록] 팔레트로 가서 (변수 만들기)를 클릭한 후

angle(회전각), angle+(각도 증가량) 2개의 변수를 만들어 줍니다.

서보모터가 좌우로 1도씩 움직이는 코딩을 할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 움직이는 시작점을 0도로 설정하고, 1도씩 움직이다가 160도가 넘어가면 다시 

반대방향으로 1도씩 움직이게 제어하려고 합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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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각이 0일 때 

1도씩 각도가 증가하

게 합니다.

회전각이 160보다 

커질 때 1도씩 각도

가 감소하게 합니다.

서보모터가 1도씩 움

직일 때의 시간 간격

을 나타냅니다.

*변수(variable)란  어떤 값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angle"이라는 변수에 여러가지 회전각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서 사용하며 
"angle+ "변수에는 각도증가량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각도증가량(angle+)을 3이나 10으로 바꾼 다음 회전하는 정도를 관찰해 보세요.

시간 간격을 0.1초, 0.0001초로 바꾼 후 회전하는 빠르기를 비교해보세요.

회전각(angle) > 100로 해서 회전하는 모습을 관찰해 보세요.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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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센서 값에 따른 각도제어STEP2

좌우로 일정한 각도로 회전시키기

서보모터와 초음파 센서를 아두이노에 연결합니다.

선 연결 선 연결

서보 모터 초음파 센서 아두이노 아두이노

빨 VCC

노
Echo

GND

5V 3V3 (3.3V)

D8
D12

GND

GND D13검 T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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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센서가 주변을 회전하면서

값을 제어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코딩하기

변수 S를 만든 다음 다음과 같이 초음파 센싱을 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합니다.

[무한 반복하기]구문을 눌러주어서 판다곰 좌측위에 초음파 센서값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겂을 확인합니다.

초음파 센서값에 따라 서보모터가 움직임을 달리하도록 다음과 같이 코딩을 해봅시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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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센서가 감지하는 값의 단계를 3등분해서, 각각의 감지 단계에 따라 서보모터가 다른 

각도로 움직이도록 하는 코딩을 한 후 동작시켜 보세요.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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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ART1:  무선으로  아두이노를 

              제어하려면? 

PART2:  블루투스 세팅법

PART3:  블루투스  연동방법  

PART4:  블루투스로   제어하는  서보

모터

    

CHAPTER

블루투스를 통한 원격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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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으로 아두이노를 제어하려면?

PART1

우리가 지금까지 탐구한 아두이노를 이용한 전자회로 구성과 코딩의 실행은 USB 케이블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USB 케이블은 아두이노와 PC간에 직렬 통신을 할 수 있게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USB 케이블을 제거하고, PC에서 엠블록으로 코딩을 한 후 

무선으로 명령을 내려, 아두이노를 제어할 수 있을까요?

혹은 아두이노에서 센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  다음, 센싱 정보에 

따른 구동을 엠블록에서 실행하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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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PC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무선 통신 환경속에 살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이 대표적입니다.

불루투스는 근거리에서 사용하는 무선 통신 기술로서, 현재가지는 휴대용 기기, 근거리에서 

사용되는 장차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블루투스의 출발은 소형 기기와의 통신을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했으므로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리 PC, 이어폰, 헤드폰, GPS 단말기, 키보드, 카메라,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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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세팅법

PART2

아두이노를 무선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블루투스 모듈(HC-06)을 세팅해 주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아두이노와  불루투스를 연결한 회로를 구성해 주세요.1

선 연결

HC-06 아두이노

VCC

TX

RX

5V

D2

D3

GNDG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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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판->장치추가:버튼을 누르면 블루투스 장치를 검색해줍니다.

  

(혹은 PC의 우측 밑에 숨겨진 아이콘 표시 버튼을 눌러 블루투스표시에 마우스 우클릭후 

장치추가를 선택해도 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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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06 장치가 검색이 되면 장치에 연결시 코드입력란이 나오면 숫자 1111 혹은 

1234를 입력합니다.

컴퓨터 화면 아래의 블루투스 아이콘을 마우스로 우클릭하면 설정메뉴가 나옵니다.

<장치추가 >를 눌러주면 HC-06 이 설치됩니다. 확인은 <장치 표시>로 들어가면 됩니다.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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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열기> =>COM 포트로 들어가면 현재 블루투스를 이용해 송신, 수신을 할 수 있는 

포트가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어판->장치관리자>포트>로 들어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 PC는 이제 블루투스를 통해 무선 직렬통신을 하는 데 송신포트로 COM6, 수신포트로 

COM16을 사용하게 됩니다.

COM 포트가 잡히는 숫자는 PC 환경마다 다르며 USB 직렬 케이블을 어떤 단자에 연결

했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옵니다.

블루투스를 위해 다운로드한 압축파일을 풀고 폴더안에서  command 파일을 스케치 

창으로 불러 옵니다.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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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 Arduino Uno, 포트: 현재 연결된 포트를 선택해 줍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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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코드를 아두이노에 전송합니다.

[툴]메뉴에서 <시리얼 모니터>를 선택합니다.

8

9

업로드 완료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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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를 열면 아래와 같은 텍스트가 뜨는 것을 확인합니다.

<모니터 창 밑에 line ending 없음/ 9600 보드레이트>로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보드레이트가 다른 값일 경우 9600으로 맞춰줍니다.

AT COMMAND 명령 입력 명령어창에 AT+를 넣고 원하는 명령을 내려줍니다. 

  
*명령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AT명령은 대문자로 입력한다. ) 

 1) 장치명설정     : AT+NAME장치명 

 2)PIN 설정        : AT+PIN암호 

 3) 통신속도 설정 : AT+BAUD8 

*엠블록은 115200bps로 통신하는 소프트웨어이므로 

블루투스 통신속도도 이에 맞추어 줍니다. 

*보레이트는  초당 전송속도로서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  AT+BAUD8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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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블루투스 무선 통신으로 간단히 LED를 제어하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아두이노의 D2, D3에 연결한 블루투스의 TX, RX를  DO,D1으로 옮겨 끼워주세요.1

회로 구성

선 연결 선 연결

HC-06 LED

BATTERY

아두이노 아두이노

아두이노

VCC 긴 핀

TX

(+)

RX

(-)

5V D10

RX (D0)

Vin

TX (D1)

GND

GND GNDGND 짧은 핀

*USB 케이블을 제거했기에
배터리를 통해 아두이노에 전원을 공급해 줍니다.

블루투스  연동방법

PAR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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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메뉴에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실시한 후 블루투스에서 <검색하기>를 선택

해줍니다.

블루투스 찾기=> 연결을 위해 항목에서 기기 선택=>블루투스 연결중 => 연결된 블루

투스 순으로 설치확인을 해줍니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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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가 연결된 것을 확인합니다4

시리얼 포트를 통한 블루투스 연결법

현재 블루투스가 무선으로 직렬 연결된  송신포트를 연결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80

블루투스 연결해제를 눌러주세요.

시리얼 포트로 가서 HC-06이 송신 포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선택해 연결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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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무선 통신에 의해 내 PC에서 아두이노로 명령을 전송해 LED가 켜지는 흐름을 알아

봅시다.

PC와 아두이노간에

블루투스 무선통신 중

엠블록에서 아두이노로 신호를

보내면 블루투스 모듈에서 신호 수신

BT 모듈에서 ATMEGA328칩

으로 신호 전송

ATMEGA328칩에서 

LED가 켜지라는 명령신호 전송

배터리에서

아두이노로 전원공급 중

블루투스를 통한 LED 구동 흐름도 

3

2

1

ARDUINO

BATTER

TX RX

Atmega328

HC
06

+ -

LED

PC [mblock]

송신

수신

BT

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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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무선 통신에 의해 아두이노에 연결된 LED를 깜박이는 코딩을 한 후 실행해 보세요.

코딩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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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세팅이 끝났으면 엠블록에서 블루투스를 연동해서 무선 제어를 해야 합니다.

이 때 D2,D3에 연결한 HC-06 핀을 D0, D1으로 옮겨야 하며 펌웨어를 다시 업데이트해서 

블록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블루투스 모듈 HC-06에서 TX를 D0, RX를 D1에 연결해줍니다.1

선 연결

선 연결

HC-06 

초음파센서

서보모터

아두이노

아두이노

아두이노

VCC

VCC

Trig

TX

G

RX

V

S

5V

5V

D13

RX (D0)

GND

TX (D1)

5V

D9

GND

GND

D12
GND

GND

Echo

블루투스를  통한 서보모터 제어

PAR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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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초음파가 인식하는 값에 따라 서보모터가 다르게 움직이는 코딩을 한 후 실행해 보세요.

초음파가 인식하는 값에 따라 엠블록의 무대에 있는 판다곰이 다르게 움직이는 코딩을 

한 후 실행해 보세요.

블루투스 무선 통신 환경하에서 다음과 같은 코딩을 해보세요.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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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해보기

2

1

PC ARDUINO

1

2

3

4

1. 번 코딩의 경우 PC에서 명령을 내리면 블루투스 통신에 의해 아두이노로 명령이

전송되어 아두이노에 연결된 LED가 깜박입니다.

1. 번 코딩은 어떤 형식으로  신호가 전달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1. 번 코딩 형식으로 자신이 생각한 새로운 코딩을 한 후 실행해 보세요.

1. 번 코딩 형식으로 자신이 생각한 새로운 코딩을 한 후 실행해 보세요.

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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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HAPTER

스마트카 제작

PART1: 4W 스마트카 키트 소개

PART2: 재료 준비

PART3: 조립

PART4: 구동 테스트 실시

- 전진, 후진, 방향전환,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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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W 스마트카 키트 소개

4바퀴로 움직이는 스마트카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나 무선으로 조종하는 자동차를 사서 조종해 본 경험은 한번씩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나만의 자동차를 만들어서, 스마트하게 동작시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어떤 기술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두이노를 이용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구상해 보세요.

PA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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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준비

스마트카를 조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품을 준비해 주세요.

어래는 스마트카 키트 전체 부품 리스트이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품은 실제 조립시에는 사

용하지 않습니다.

<제어보드 >

*아두이노 우노 제어보드X 1

*L298N 모터제어보드X 1

<통신 모듈 및 부품>

*HC-06 블루투스 모듈X1

*USB-B Type 케이블X 1

<전원부품>

*6구배터리케이스X 1

*AA 건전지 X 6

*9V 건전지X 1

<구동부품>

*L298P 모터 쉴드 X 1

*RGB LED X1

(common cathode)

*LED X10

*DC 기어 모터 X 4

*바퀴 및 타이어 X 4

*팬틸트 장치X1

*서보모터X1

*토글 스위치X1

<센서부품>

*초음파 센서X1

<연결부품>

*상하섀시 고정 기둥 X 4

*기본 섀시 조립에 필요한 

아크릴/스텐레스 육각 볼트 & 너트

*M to M 점퍼선 10pcs

*M to F 점퍼선(20cm) 20pcs

*F to F 점퍼선(20cm) 20pcs

<몸체>

*상단 아크릴 섀시  

*하단 아크릴 섀시  X 1

<회로 구성 부품>

*HALF 브레드 보드X1

*MINI 브레드 보드X1

*220옴 저항 X10

<조립 도구>

양면 기능 드라이버(+, - 드라이버) X1

<부품 보관>

키트 보관 상자

PAR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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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우도 R3
제어보드

HC-06 블루투스 모듈 X1 USB-B Type 케이블

6구 배터리  케이스X1 9V 배터리케이스X1
L298P 모터 쉴드 X1

RGB LED X1
(common cathode)

라인트레이서센서모듈X3 DC 기어 모터 X4

바퀴 및 타이어 X4 팬틸트 거치대 X1 서보 모터 X1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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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모터 고정 볼트
/ 너트 묶음

제어보드 고정 
볼트너트

상판 하판
고정 볼트너 트

우노보드
고정볼트 너트

미니 브레드 보드 X1
Half 브레드 보드 X1 

초음파 센서 X1
양면 기능 드라이버
(+, - 드라이버) X1

상단 아크릴 섀시 X1
하단 아크릴 섀시 X1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92

적외선 거리센서X2 적외선거리센서 거치대X2
M to M 점퍼선 X10

 M to F 점퍼선 F to F 점퍼선
AA 건전지X6
9V 건전지X1

센서 쉴드 220옴저항 LED

슬라이드  스위치
스위치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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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스마트카를 주행하게 하는 DC 기어 모터를 체결해 봅시다.

DC 기어모터 조립1

4W 스마트카 조립

1-1
DC 기어 모터와

고정부품을 준비합니다. 

1-2

DC 모터의 리드선은
안쪽이고 바퀴는

바깥쪽에 부착할 것입니다.

1-3
긴 볼트를 끼운 후,

너트로 고정해줍니다.

PART3

STE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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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모터를 고정나사로 프레임 가운데 부분에 체결해줍니다.

새시에 DC 모터 고정2

2-1

DC 모터 방향 배치 후, 
새시 플레이트 밑으로

고정합니다.

2-2

DC 모터를 나사로
고정했을 때의
윗부분입니다.   

2-3

*DC 모터를 나사로
고정했을 때의 아래부분입니다.

  
  *DC 모터 고정이 된

모습입니다.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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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보드와 모터드라이버를 연결해 보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L298N제어보드와 모터 케이블 연결 3

3-1

 모터 드라이버를 고정하기 
위해 작은 육각 고정 나사 
4개를 하단 섀시 뒤쪽에

세워 준 다음 너트로 고정해
줍니다.

3-2

모터 드라이버를 올려 놓고, 
볼트 4개를 이용해 조여

줍니다.

3-3

왼쪽모터 2개씩
오른쪽 모터 2개씩

모터드라이버의
MOTORA, MOTORB에

선 2개씩 연결해
줍니다.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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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모터선을 모터 드라이버에 연

결한 모습입니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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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2

지지대 역할을 하는 길이 1센티의 육각 아크릴 
M볼트(3mm)와 너트를 준비하세요.

아두이노 우노의 고정위치 4곳을 확인합니다.
(고정위치에 홀이 파여져 있습니다)

4-3 4-4

6각 아크릴 지지대와 M3 볼트를 이용하여
6각 아크릴을 밑으로 하여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고정합니다.

아크릴 고정 지지대 장착 후 아래에서
본 모습을 확인하세요.

4-5 4-6

아두이노 보드를 해당위체에 고정하려합니다.

보드를 사진과 같이 위치후, 아래부분을
너트를 이용해 고정해 주세요.

고정위치

아두이노 우노보드를 상단 섀시에 고정합니다.

아두이노 우노 R3 (제어 보드) 고정4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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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지지대 역할을 하는 길이 1센티의 육각 아크릴 
M볼트(3mm)와 너트를 준비하세요.

<바닥 받침대>               <샤프트 홀더>

바닥 받침대 와 샤프트 홀더를 준비합니다.

5-3 5-4

<샤프트 홀더 고정>            <하부 모습>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  샤프트 홀더를
받침대에 고정해 줍니다.

상단 섀시 앞부분에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 고정해줍니다.

팬틸트 거치대 부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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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그림과 같이 센서쉴드를 
아두이노 우노에 적층식

으로 끼워줍니다.

6-2

    
        6구 배터리를 상단 섀

시 뒤쪽에 나사를 이용해 
고정시켜줍니다

6-3

6구 배터리 대신에 리포배
터리를 해당 위치에 대신 
부착할 수 있습니다.

(리포 배터리는 한 번 충전
시 장시간 4륜카 동작이 
가능합니다)

 [리포배터리는 옵션으로 구
매해서 구성해야 합니
다.]

센서쉴드 및 배터리 부착6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100

7-1

모터 쉴드를 준비합니다.

  

7-2 7-3

배터리, 제어보드, 센서 쉴드 연결7

  L298N 모터 드라이버 모듈은 배터리 및 아두이노와 다음과 같이 연결해주어야 합니다

6구 배터리의 빨간선을 모터드라이버의 
VMS에 , 검정선은 GND에 연결해줍니다.
(일단은  연결하지 말고 보류해 주세요)

모터 드라이버의 GND와 5V 단자를

센서쉴드의 GND와 Vin에 각각 연결해줍니다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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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8-2

슬라이드 스위치 연결8

  7-2에서 배터리 전원을 바로 모터 드라이버에 연결하면,  스마트카를 멈추게 하거나 동작시
킬 때, 건전지 하나를  넣고 빼야하는불편함이 있습니다.

스위치를 전원 회로에 연결하면 이런  불편함 없이 쉽게 스마트카를  ON, OFF 시킬 수있습니
다.   슬라이드  스위치는 

외관상 5개  핀이 있는데,
신호와 관련된 것은

가운데  3개 핀입니다.
양끝의 2개 핀은

브레드보드에 꽂을  때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슬라이드 스위치는  좌측으
로  손잡이를  밀면 1,2
번이 연결되어 전류가  

통하게 하고 오른쪽으로 
밀면 2,3번이 연결되어
전류가 흐르는 형식입니

다.

배터리의 (-)를  스위치의  3번핀에  연결한 다음  스위치의 2번핀을  모터드라이버의 
GND에  연결해 줍니다. 배터리의 (-)는모터드라이버의 GND에  연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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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실물 연결 사진

  

8-4

스위치 연결 회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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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제어보드, 센서 쉴드의 제어 포트 연결19

L298N 모터 드라이버 모듈을 통해 모터의 방향과 속력을 조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결합니다.

   *왼쪽모터 방향 조절: 

ENA 
   *왼쪽모터 속력 조절: 

IN1, IN2  
   *오른모터 방향 조절: 

ENB
   *오른쪽모터 속력 조절: 

IN3, IN4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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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센서쉴드에 제어포트의 핀이 연결된 실물사진입니다. 

         아래쪽에 연결된 선을 위로 끌어 올려 센서쉴드에 연결해줍니다.

제어보드, 센서 쉴드의 제어 포트 연결2 - 실물사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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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1-2 11-3

블루투스 모듈, HC-06 연결11

HC-06 블루투스 모듈은 4개의 단자가 있으며 센서쉴드에 다음과 같이 연결합니다.

 VCC, GND 연결은 센서 쉴드 GND, VCC 포트 또는 적절히 연결하면 됩니다.

    미니브레드보드는 센서 쉴드앞에 뒷면 

접착테이프를 벗기고 부착시켜줍니다. 블

루투스 모듈을 미니 브레드 보드에 꽂은 

후 M to F 점퍼게이블을 통해 연결해줍니

다.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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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12-2

                                  서보 모터

                                  

                                     받침 고정틀

서보모터와 받침고정틀을 준비합니다
초음파 센서를 준비하고, M to F 점퍼케이블 

4개로 선처리를 해줍니다.

12-3 12-4

모터 쉴드를 끼운 모습입니다.

서보모터를 고정틀에 얹어주는

형식으로 맞추어 줍니다.

서보모터와 초음파센서 부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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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케이블 타이로 고정틀 양쪽 홀을 동그랗게 말은 다음,
초음파센서의 4가닥 선을 끼워줍니다.

12-6

초음파센서를 위로 올려서 고정틀에

바짝 부착하고, 초음파센서의 선을 케이블타이로 고정해 줍니다.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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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12-8

서보모터 선끝 은 짧은

 M to M 점퍼선으로 끼워줍니다. 

거치대 위에 서보모터와

초음파센서를 끼운 모습

12-9 12-10

서보모터 톱니바퀴를 홀더에

얹어주는 형식으로 끼워줍니다. 탑재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12-11

서보모터는  센서 쉴드의  GVS단자인  D9번에 연결해줍니다.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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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초음파센서는 센서쉴드  GVS 단자에 ECHO는 D13, TRIG는 D12에  연결합니다.
Vcc와  GND는 D12핀쪽의 V와 G핀에 각각  연결합니다.

*만일 ECHO와 TRIG의 핀번호를 바꿔서 연결한다면,
소스 코드를 수정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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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육각 기둥 연결 위치

고정 부품으로 긴 육각기둥 볼트와 너트를 준비합니다

앞뒤 2개씩 볼트 기둥을 홀에 끼운후 뒤쪽으로 너트를 이용해 고정해 줍니다. 

13-2

상단과 하단 섀시를 고정해줄 부품으로 작은 볼트를 준비합니다

하단 섀시위에 상단 섀시를 올려줘 고정한 모습입니다. 

4W  스마트카 상단 조립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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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육각 기둥 연결 위치

고정 부품으로 긴 육각기둥 볼트와 너트를 준비합니다

앞뒤 2개씩 볼트 기둥을 홀에 끼운후 뒤쪽으로 너트를 이용해 고정해 줍니다. 

13-2

상단과 하단 섀시를 고정해줄 부품으로 작은 볼트를 준비합니다

하단 섀시위에 상단 섀시를 올려줘 고정한 모습입니다. 

상하 섀시 연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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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라인 센서 모듈 연결

14-1

라인트레이서 구동을  위한  부품을 준비합니다. 

            

 
        

14-2

뒤쪽모습

하단 섀시에 라인 모듈을 체결해줍니다     

라인센서 모듈( TCRT5000 )  3개와  고정 부품(볼트 , 너트)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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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라인센서 모듈을 센서쉴드의  A0, A1, A2에 연결합니다.  

14-4

센서 쉴드에  연결할 때  핀 연결에 주의해야  합니다.  포트가  왼쪽부터 S, V, 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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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W  스마트카 조립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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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모터 4개에 대한 구동 테스트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터 드라이버에 D5,D6를 모터속도로, D4, D7를 모터의 방향을 제어하도록 세

팅되어 있습니다.

D7,D3을 왼쪽 모터에, D4,D2을 오른쪽 모터에 연결한 상태입니다.

다음과 같이 한쪽 바퀴가 반대로 회전하는 코딩을 해보세요.

속력

방향

D4 ON이 시계방향 회전이면 D4 OFF는 반시계 방향 회전입니다.

D4 ON이 앞방향 회전이면 D4 OFF는 뒤쪽 방향 회전입니다.

모터 구동 테스트 

PART4

한쪽 바퀴 회전STE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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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M 입력값을 다르게 하면 속도가 조절됩니다.

우리는 ON일 때 앞으로, OFF일 때 뒤로 회전하도록 로봇을 동작시키려고 하기에, 

만일 D4, D7에 ON 명령을 내릴 경우 뒤쪽으로 바퀴가 회전하면, B+, B- 혹은 A+, A-에 

연결된 모터연결선을 반대로 끼우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속도, 방향 명령블록아래에 제어 팔레트에 있는 명령어인1초 기다리기, 모두 멈추기 

명령어를 아래에 연결합니다.

스마트카가 전진하려면 양쪽 바퀴가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

명령을 실행하면 1초뒤 멈춥니다.

시간을 다르게 입력하면 그 시간만큼 있다가 멈추게 됩니다.

모터 멈춤

양쪽 바퀴 회전

STEP2

STEP3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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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 우회전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한 코딩을 해보세요.

방향전환은 한 쪽 바퀴가 정지하고 다른 바퀴가 움직이면 제자리에서 회전하고, 한쪽 바퀴가 

천천히 움직이고, 다른 쪽 바퀴가 빨리 움직이면 크게 회전하며, 두 바퀴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면, 작은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

STEP4

작은 우회전 큰 우회전

방향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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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해보기

스마트카로 후진하기 위한 코딩을 해 보세요. 1

스마트카로 제자리 좌회전, 작은 우좌전, 큰 좌회전을 하기위한 코딩을 한 후 동작 시켜 

보세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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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V  1000Mah  20C  LiPo  Battery

배터리  주의 사항

* 모터 드라이버는  6V이상일 때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어 DC 모터를  잘 

   구동해 줍니다.  만일,  정상적으로 코딩을 했는 데 스마트카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으면 배터리를  새 것으로 교체해주어야 합니다.

*6구 배터리(AA  건전지 6개)로  스마트카를   연속해서 구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

은  10분 - 15분입니다.

*6구 배터리가 6V 이하로 떨어져서 스마트카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으면

  아두이노 외부 연결단자에  9V  배터리를  연결해 줍니다. 

*리포 배터리(리튬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면  최대 전압은 8.2V(1셀당 4.2V)이며 

연속해서 30분 구동이 가능하고, 계속해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포배터리는 안전에 주의해야하며  17세이상만 사용바랍니다.

(리포 배터리는 별도의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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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ART1: Linetracer 소개

  

PART2: Linetracer 알고리즘

PART3: Linetracer  미션해결을 위한 코딩

CHAPTER

라인트레이서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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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tracer  소개

라인트레이서 혹은 라인트래커는  선을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는 이동 장치입니다.

흰색 바탕에 검은색 라인  혹은  검은색  바탕에 흰색 라인을 따라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산업체에서는  공장의  물품  등을 이동시킬 때  일정한 라인을  따라 반복적으로 물건을 

적재해  원하는 위치까지 일정한 흐름에 따라 이동시킬 때  사용합니다.

라인트레이서는  알고리즘 습득에 효과적이므로  라인트레이서를 이용한  코딩 교육  입문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인트레이서가 라인을 따라 움직이는 원리는 무엇인가요? 

PA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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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트레이서는  스마트카 정면 아랫쪽에  바닥  라인을 인식하는 

라인센서를 부착해서 라인을  따라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라인트레이서는  상황에 따라서 라인센서의 갯수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라인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라인센서의 갯수는

더 많아집니다.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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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tracer  코딩 알고리즘

PART2

라인트레이서가  선을 따라 움직일 때   선을  인식하는 여부에  따라 어떻게 동작을 시킬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라인센서  2개를 이용한  라인트랙  알고리즘을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좌우 센서가 

흰색을  감지하면

전진합니다  

우측 센서만

검정센서를 감지하면

우회전합니다 

좌측 센서만

검정센서를 감지하면

좌회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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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트레이서가 선을 따라 움직일 때의 여러가지 조건에 따른 로직을 순서도를 통해

나타내어 봅시다. 

라인트레이서는  좌우 센서가 검정색  라인을 인식하는 여부에 따라

전진, 좌회전, 우회전 동작을 계속 반복하며 움직이게 됩니다.

라인트레이서 알고리즘은  센서의  갯수  및  라인의 종류에 따라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느

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라인센서 2개를 이용해 가장 단순한 형태의 알고리즘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라인트레이서 주행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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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라인트레이서가  구동할  타원형 트랙을  검정색  전기 절연 테이프를 이용해

만들어 줍니다.  

바닥은 흰색 전지나 화이트보드  혹은 우드락지 계통이면 됩니다 

Linetracer  미션해결을 위한  
코딩

PART3

라인트레이서는 올바른 알고리즘을 구성해 프로그램을 짰어도  모터의

속력이 너무 빠르면 라인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속력은  너무 빠르지  않게 조절해 주면서 주행 실습을 해야 합니

다.

 

라인센서  모듈은 

바닥으로부터 1cm  높이에  있을 

때 정밀한 라인 인식이 가능합니다 

라인 센싱 감도는

가변저항을  통해  조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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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트레이서 주행 코드

  •소스 코드를 C언어로  전환해  아두이노보드에 업로드해 줍니다.

  •라인트레이서를  라인위에 올려 놓고 선위를  따라  움직이도록  해 봅니다.

라인트레이서 전체 주행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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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ART1: Avoider 소개

  

PART2: Avoder 알고리즘

PART3: Avoider 미션해결을 위한 코딩

CHAPTER

어보이더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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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oider  소개

자동차 기술이 놀랍도록 발전해 사람이 타지 않고도 자동차 스스로 장애물을 피해가며 목적

지까지 운행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자율주행차에는 각종 첨단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우린 아두이노를 이용해 이와 유사한 스마트 자동차 개념의 Avoider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동차에는 어떤 기능이 있기에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는 걸까요?

PA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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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들어볼 스마트카는 "Avoider"입니다.  어보이더는  장애물을 피해가는

로봇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율주행을하는 자동차의 운행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어보이더를 통해 기초 학습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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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oider  코딩 알고리즘

PART2

어보이더가  주행할 때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어떻게 동작을 시킬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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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보이더를 이용해 장애물 회피 동작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봅시다.

어보이더가  장애물을 인식하면 후진후 좌회전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계속 직진하는 동작에 

관한 알고리즘입니다.

초음파센서가 장애물을 인식하는 각도에 따라 정밀하게 장애물을 회피하는 알고리즘도 가능

하나 스크래치로 구현하는이파트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알고리즘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시 작

예

아니오

예 예

 장애물 감지

후진 후

좌회전

초음파 센서로 좌우로

장애물을 검색하며 직진

어보이더 주행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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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한 모터의 속도 및 각도제어를 위한 장애물 회피가 이루어지려면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정지 동작에 대한 개별 테스트를 실시하고, 이런 개별 동작을 2개 이상 조합한 동작

테스트를 해 보아야 합니다.  DC 모터의 회전각은 (~ 초 기다리기)를 통해 시간을 조절하거나 

모터의 속력의 크기를 달리하면 제어됩니다. 

일단 실행되고 있는 것을

멈추려면 빨간 버튼을 눌러줍니다.

전진, 후진 테스트

Avoider  미션해결을 위한  코딩

주행 테스트STEP1

PAR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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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우회전 테스트

Q. ‘ㅣ’ 과 ‘m’키를 눌렀을 때의 좌회전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Q.  ‘r’ 과 ‘n’키를 눌렀을 때의 좌회전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좌회전                                                          우회전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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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춤 테스트

다음과 같이 전진후 멈춤, 좌회전 후 멈춤 동작을 해보세요.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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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후 멈추는 동작에 대한 코딩후 실행해 보세요.

우회전한후 멈추는 동작에 대한 코딩후 실행해 보세요.

해보기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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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DC 모터 동작을 3단계 이상 조합해 동작 테스트를 해 봅시다.

연속 주행 테스트STEP2

블록 코드 7-1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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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업로드]를 눌러서 스케치 코드를 아두이노에 업로드해줍니다.

업로드를 해줄 때는 [연결]메뉴 => 시리얼 포트=> 아두이노가 연결된 포트 체크를 해줍니다.

[편집]메뉴에서 아두이노 모드로 전환하면 스크립트 블록 코드 우측에 스케치 

C언어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스케치 코드(Sketch Code)

아두이노 전용으로 사용하는 C언어이며 TEXT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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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이 완료되면 (Thank you)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PC에 연결된 케이블을 제거한 후 스마트카를 바닥에 놓고 박스 등으로 장애물을 설치한 다음,

장애물을 회피하는 동작을 하는지 확인해 봅니다.

블록코딩을 다시 하려면 [편집]메뉴로 가서 <터보 모드>를 선택해 줍니다.

USB 케이블을 다시 연결한 후 아두이노에 현재 연결된 시리얼 포트를 선택해준후,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 펌웨어를 다시 업로드해주는 이유는 스케치로 전환된 코드를 아두이노에 조금전 업로드

했기에 엠블록 소프트웨어가 아두이노를 다시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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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터보모드에서 USB 케이블을 연결한 상태에서 스마트카의 동작을 테스트하려면 시작

버튼을 녹색깃발을 클릭했을 때로 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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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Arduino.h>
#include <Wire.h>
#include <SoftwareSerial.h>
 
double angle_rad = PI/180.0;
double angle_deg = 180.0/PI;
 
void setup(){
    Serial.begin(115200);
    pinMode(6,OUTPUT);
    pinMode(7,OUTPUT);
    pinMode(3,OUTPUT);
    pinMode(5,OUTPUT);
    pinMode(4,OUTPUT);
    pinMode(2,OUTPUT);
}
 
void loop(){
    Serial.println("forward");
    analogWrite(6,150);
    digitalWrite(7,1);
    digitalWrite(3,0);
    analogWrite(5,150);
    digitalWrite(4,1);
    digitalWrite(2,0);
    _delay(1);
    Serial.println("left");
    analogWrite(6,0);
    digitalWrite(7,1);
    digitalWrite(3,0);
    analogWrite(5,150);
    digitalWrite(4,1);
    digitalWrite(2,0);
    _delay(1);
    Serial.println("stop");
    analogWrite(6,0);
    analogWrite(5,0);
    _loop();
}
 
void _delay(float seconds){
    long endTime = millis() + seconds * 1000;
    while(millis() < endTime)_loop();
}
 
void _loop(){
}
 

C 코드 7-1 C코드3-1은 P.134 [블록 코드]를 C언어로 전환했을 때의 코드입니다.

*엠블록에서 

  블록코드를 C언어(스케치코드)로 전환했

을 때, 일부 코드는 일반적인

 C언어(스케치코드) 로직에 없는 코드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엠블록의 펌웨어(firmware)에  

 최적화되어 코드가 생성된 결과때문입니

다.

검정사각형 안쪽에 있는 코드가

엠블록에서 스케치코드(C 코드)로

전환했을 때  계속나타나는 코드로 

코드  분석시 이것은 일단 무시해줍니다 

void setup()  

{

           변수 등을선언해줍니다

}

 
void loop()
{
               메인 코드를 작성합니다

}

< 스케치 기본 구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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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코드3-1은 P.134 [블록 코드]를 C언어로 전환했을 때의 코드입니다.

초음파센서는 물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값이 커지고, 가까우면 값이 작아집니다.

 

전방에 물체가 감지되지 않으면 계속 전진하다가, 물체를 감지하면 후진후 우회전해서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도록 코딩해 보겠습니다. 

 

[제어]팔레트로 가서  {만약~ 아니면} 구문을 불러온 후 [연산]팔레트에서 <~ 보다 작다> 명령

블록을 집어 넣습니다.

현재 초음파센서값을 변수 S에 정한 상태입니다.

[로보트] 팔레트에서 <초음파센서 ~ 읽기>를 <~보다 작다> 연산 블록의 좌측에 넣고, 우측은 

가까운 거리를 감지하는 값인 10을 입력합니다.

스크래치로 장애물 회피 코딩하기STEP3

< 스케치 기본 구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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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문위에 초음파 센서 변수를 선언해주고, 무한 반복문으로 씌워줍니다.

아래와 같이 조건에 따라 센서값이 10보다 작으면 후진후 좌회전, 10보다 크면 전진하는 코딩을 

합니다. 시작 버튼은 [아두이노 프로그램]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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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문 바깥에 무한 반복문을 씌워준 

이유는 센서값에 따라 DC 모터의 제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카가 후진하는 시간은 <~초 기

다리기>명령어로 설정하며, 죄회전하는 

각도는 시간 및 모터의 빠르기로 조정

가능합니다.

속도값이 크고, 시간을 길게하면 많이 

회전하고 속도값을 작게 하고, 시간을 

짧게 하면 조금 회전하는 형식입니다.

블록 코드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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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Arduino.h>
#include <Wire.h>
#include <SoftwareSerial.h>
 
double angle_rad = PI/180.0;
double angle_deg = 180.0/PI;
double S;
float getDistance(int trig,int echo){
    pinMode(trig,OUTPUT);
    digitalWrite(trig,LOW);
    delayMicroseconds(2);
    digitalWrite(trig,HIGH);
    delayMicroseconds(10);
    digitalWrite(trig,LOW);
    pinMode(echo, INPUT);
    return pulseIn(echo,HIGH,30000)/58.0;
}
 
void setup(){
    Serial.begin(115200);
    pinMode(6,OUTPUT);
    pinMode(7,OUTPUT);
    pinMode(3,OUTPUT);
    pinMode(5,OUTPUT);
    pinMode(4,OUTPUT);
    pinMode(2,OUTPUT);
}
 
void loop(){
    S = getDistance(12,13);
    if((S) < (10)){
        Serial.println("back");
        analogWrite(6,150);
        digitalWrite(7,0);
        digitalWrite(3,1);
        analogWrite(5,150);
        digitalWrite(4,0);
        digitalWrite(2,1);
        Serial.println("left");
        analogWrite(6,150);
        digitalWrite(7,0);
        digitalWrite(3,1);
        analogWrite(5,150);
        digitalWrite(4,1);
        digitalWrite(2,0);

C 코드 7-2
블록 코드와

스케치 코드를 서로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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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
        Serial.println("forward");
        analogWrite(6,150);
        digitalWrite(7,1);
        digitalWrite(3,0);
        analogWrite(5,150);
        digitalWrite(4,1);
        digitalWrite(2,0);
    }
    _loop();
}
 
void _delay(float seconds){
    long endTime = millis() + seconds * 1000;
    while(millis() < endTime)_loop();
}
 
void _lo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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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탐구한 서보모터 제어와 초음파 센서 제어를 합쳐서, 서보모터로 주변을 검색하면서

초음파센서로 장애물을 감지하는 코딩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초음파 센서값에 해당하는 변수 S를 만든 다음, <S를 (초음파 센서 읽기)로 정하기> 명령 블록을 

생성합니다.

이것을 기존 서보 모터가 좌우로 1도씩 움직이는 코드에서 무한반복문 안쪽의 조건문(if)위에 

위치시켜줍니다.

서보모터와 초음파 센서 동시 제어 코딩하기STE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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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서보모터가 회전할 때 초음파 센서가 장애물을 감지한는 값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려면 

원래의 코드외에 별도로 엠블록 스크립트에서는 <S를 (초음파 센서 읽기>로 정하기 명령블록에 

무한 반복하기 구문을 씌워서 무대 좌측위에 초음파 센서값을 나타내는 창을 생성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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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모터는 중앙 85도 각도일 때 거치대위에서 정중앙을 바라봅니다. 센서에 의한 DC 모터 

구동전 서보의각도를 85도로 시작하고 프로그램을 시작해 봅니다.

서보모터를 중앙으로 위치시킨 후, 초음파 센서에 따른 장애물 회피3

블록 코드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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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Arduino.h>
#include <Wire.h>
#include <SoftwareSerial.h>
#include <Servo.h>
double angle_rad = PI/180.0;
double angle_deg = 180.0/PI;
double S;
Servo servo_8;
float getDistance(int trig,int echo){
    pinMode(trig,OUTPUT);
    digitalWrite(trig,LOW);
    delayMicroseconds(2);
    digitalWrite(trig,HIGH);
    delayMicroseconds(10);
    digitalWrite(trig,LOW);
    pinMode(echo, INPUT);
    return pulseIn(echo,HIGH,30000)/58.0;
}
void setup(){
    Serial.begin(115200);

servo_8.attach(8); // init pin
    pinMode(5,OUTPUT);
    pinMode(4,OUTPUT);
    pinMode(6,OUTPUT);
    pinMode(7,OUTPUT);
}
void loop(){
    servo_8.write(85); // write to servo
    S = getDistance(13,12);
    if((S) < (10)){
        Serial.println("B");
        analogWrite(5,200);
        digitalWrite(4,0);
        analogWrite(6,200);
        digitalWrite(7,0);
        _delay(1);
    }else{
        Serial.println("G");
        analogWrite(5,200);
        digitalWrite(4,1);
        analogWrite(6,200);
        digitalWrite(7,1);
    }
    _loop();
}
void _delay(float seconds){
    long endTime = millis() + seconds * 1000;
    while(millis() < endTime)_loop();
}
void _loop(){
} 

앞부분 스크래치 코드를 스케치로 전환했을 때 코드입니다.

C 코드 7-3

블록 코드와

스케치 코드를 서로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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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값을 다양하게 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해 봅니다. 장애물이 멀리 있을 때는 빨리 근접하

다가 가까워 지면 속도를 줄인후, 장애물 감지시 후진후 멈춤, 그다음 좌회전하는 코딩을 

해봅니다.

블록 코드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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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Arduino.h>
#include <Wire.h>
#include <SoftwareSerial.h>
#include <Servo.h>
double angle_rad = PI/180.0;
double angle_deg = 180.0/PI;
double S;
Servo servo_8;
float getDistance(int trig,int echo){
    pinMode(trig,OUTPUT);
    digitalWrite(trig,LOW);
    delayMicroseconds(2);
    digitalWrite(trig,HIGH);
    delayMicroseconds(10);
    digitalWrite(trig,LOW);
    pinMode(echo, INPUT);
    return pulseIn(echo,HIGH,30000)/58.0;
}
void setup(){
    Serial.begin(115200);
    servo_8.attach(8); // init pin
    pinMode(5,OUTPUT);
    pinMode(4,OUTPUT);
    pinMode(6,OUTPUT);
    pinMode(7,OUTPUT);
    servo_8.write(85); // write to servo

void loop(){
    S = getDistance(13,12);
    if((S) > (100)){
        Serial.println("GO ");
        analogWrite(5,200);
        digitalWrite(4,1);
        analogWrite(6,200);
        digitalWrite(7,1);
    }else{
        if(((10) < (S)) && ((S) < (100))){
            Serial.println("GO ");
            analogWrite(5,150);
            digitalWrite(4,1);
            analogWrite(6,150);
            digitalWrite(7,1);
        }
        if((S) < (10)){
            Serial.println("STOP ");
            analogWrite(5,0);
            digitalWrite(4,0);
            analogWrite(6,0);
            digitalWrite(7,0);
            _delay(1);
            Serial.println("BACK ");
            analogWrite(5,150);
            digitalWrite(4,0);
            analogWrite(6,150);
            digitalWrite(7,0);
            _delay(1);
            Serial.println("LEFT ");
            analogWrite(5,200);
            digitalWrite(4,1);
            analogWrite(6,200);
            digitalWrite(7,0);
            _delay(0.5);
        }
    }
    _loop();
}
void _delay(float seconds){
    long endTime = millis() + seconds * 1000;
    while(millis() < endTime)_loop();
}
void _loop(){
} 

앞부분 스크래치 코드를 스케치로 전환했을 때 코드입니다.

C 코드 7-4
블록 코드와

스케치 코드를 서로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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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
        if((S) > (10)){
            Serial.println("forward");
            analogWrite(6,150);
            digitalWrite(7,1);
            digitalWrite(3,0);
            analogWrite(5,150);
            digitalWrite(4,1);
            digitalWrite(2,0);
        }
        if((S) < (10)){
            Serial.println("back");
            analogWrite(6,150);
            digitalWrite(7,0);
            digitalWrite(3,1);
            analogWrite(5,150);
            digitalWrite(4,0);
            digitalWrite(2,1);
            Serial.println("left");
            analogWrite(6,150);
            digitalWrite(7,0);
            digitalWrite(3,1);
            analogWrite(5,150);
            digitalWrite(4,1);
            digitalWrite(2,0);
        }
    }
    _loop();
}
 
void _delay(float seconds){
    long endTime = millis() + seconds * 1000;
    while(millis() < endTime)_loop();
}
 
void _lo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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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검색하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회피하는 다음과 같은 동작을 구성한 후 실행해 봅니다.

여기에서 처음 시작 각도를 0도로 설정한 후 무한 반복문을 씌워줍니다

우리가 앞서 알아본 대로 기본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보모터가 좌우로 회전하게 한 다음 초음파가 주변 장애물을 180도 범위내에서 검색하도록 

하게 해 봅시다.

서보모터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초음파로 주변 장애물을 검색하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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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검색하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회피하는 다음과 같은 동작을 구성한 후 실행해 봅니다.

블록 코드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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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Arduino.h>
#include <Wire.h>
#include <SoftwareSerial.h>

#include <Servo.h>

double angle_rad = PI/180.0;
double angle_deg = 180.0/PI;
double S;
double angle;
double __var__97_110_103_108_101_43;
Servo servo_9;
float getDistance(int trig,int echo){
    pinMode(trig,OUTPUT);
    digitalWrite(trig,LOW);
    delayMicroseconds(2);
    digitalWrite(trig,HIGH);
    delayMicroseconds(10);
    digitalWrite(trig,LOW);
    pinMode(echo, INPUT);
    return pulseIn(echo,HIGH,30000)/58.0;
}

void setup(){
    Serial.begin(115200);
    servo_9.attach(9); // init pin
    pinMode(5,OUTPUT);
    pinMode(4,OUTPUT);
    pinMode(2,OUTPUT);
    pinMode(6,OUTPUT);
    pinMode(7,OUTPUT);
    pinMode(3,OUTPUT);
    servo_9.write(0); // write to servo
}

void loop(){
    S = getDistance(12,13);
    if(((angle)==(0))){
        __var__97_110_103_108_101_43 += 1;
    }
    if((angle) > (150)){
        __var__97_110_103_108_101_43 += -1;
    }
    angle += __var__97_110_103_108_101_43;
    servo_9.write(angle); // write to servo
    _delay(0.1);
    if(((S) < (10)) || (((S)==(0)))){
        Serial.println("GO");
        analogWrite(5,150);
        digitalWrite(4,1);
        digitalWrite(2,0);
        analogWrite(6,150);
        digitalWrite(7,1);
        digitalWrite(3,0);
    }else{
        Serial.println("BACK");
        analogWrite(5,150);
        digitalWrite(4,0);
        digitalWrite(2,1);
        analogWrite(6,150);
        digitalWrite(7,0);
        digitalWrite(3,1);
        _delay(1);
        Serial.println("LEFT");
        analogWrite(5,150);
        digitalWrite(4,1);
        digitalWrite(2,0);
        analogWrite(6,0);
        digitalWrite(7,0);
        digitalWrite(3,1);
        _delay(1);
    }
    _loop();
}

앞부분 스크래치 코드를 스케치로 전환했을 때 코드입니다.

C 코드 7-5
블록 코드와

스케치 코드를 서로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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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모드로 전환한 후에, 소스코드를 아두이노에 업로드해 봅니다.

  그런 후 스마트카를 장애물이 있는 바닥에 놓고 자율주행을 시킵니다.

장애물을 다음과 같이 배치해서 스마트카를 진입시킵니다.

막다른 골목을 탈출하도록 스마트카를  동작시켜 봅시다. 

[아두이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   배터리를 충전해 주세요.
●   점퍼케이블을 정확히 꽂아주세요.
●   USB 케이블을 뺏다가 다시 꽂아주세

요.
●   엠블록을 닫았다가 다시 실행해 주세

요.

내가 작성한 코드는 필요할 때마다 불
러올 수 있게 [파일]메뉴로 가서 <프
로젝트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줍
니다.

주의사항<Tip> 파일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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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해결STEP5

장애물을 다음과 같이 배치한 후 어보이더를 동작시켜 빠져나오게 하는 자율주행 미션을 수행해 

보세요.  단,  미션을위해  스마트카 정면 좌우측에 거리센서를 부착하시오.  거리센서는

센서쉴드의 A3, A4에 GVS 형태로 연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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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거리 센서  부착하기>

1) 적외선 거리 센서 선 끝을 

M  to F  점퍼 케이블로  선을 

이어줍니다.

2) 거치대  볼트 너트를  준비합

니다.  

3) 거리센서를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   거치대에 고정시켜 줍니다.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161160

4) 거치대를  고정할  홀을 확인

합니다.  

5)  거리센서를  장착한  거치대

를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  하단 

섀시  좌측과  우측  홀에  고정시

켜 줍니다  

6) 센서핀을  센서 쉴드의  센서

포트인  A3, A4 (GVS) 단자에 

연결해 줍니다 . 

7) 여러복잡한  선들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정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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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주행 블록 코드>
STEP5의  자율주행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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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주행  운행  원리>

정면  초음파센서와 좌우 거리 센

서가  장애물을 감지하면  스마트

카는 후진  후  우회전합니다.

정면  초음파센서와 좌측 센서가 장애물

을 감지하면 길게 후진후  큰  각도로 우

회전합니다.   

정면  초음파센서와 우측 센서가 장애

물을 감지하면 길게 후진후  큰  각도

로 좌회전합니다 .  

좌측 센서가 장애물을 감지하면 짧게 

후진후  작은  각도로 우회전합니다.   

우측 센서가 장애물을 감지하면 짧게 

후진후  작은  각도로 좌회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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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RC CAR

CHAPTER

PART1: RC CAR  소개

PART2: RC CAR 알고리즘

PART3: RC CAR 미션해결을 위한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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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 CAR  소개

아두이노를 이용한 스마트카를  RC CAR처럼 동작시키려면 어떤 기능이 필요할까요?

스마트폰을 이용해 RC CAR 동작을 하게 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RC CAR는 전파나 적외선 기타 통신 방법에 의해 원격으로 자동차를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등의 방향 전환이 가능하며 대부분 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모터를 이용해 구동하는 제품입니다. 

이 때 신호(전파 등)를 보내는  송신기(리모컨 부착)와 신호를 받는 수신기(자동차 부착)가 

필요합니다.

PART1

gameplusedu.com, gameplusbot.com



169168

RC CAR는 어떤 동작 알고리즘을 가지는지 분석해 봅시다.

RC CAR 알고리즘

PART2

시 작

끝

예 예 예 예

직진 후

멈춤

후진 후

멈춤

좌회전 후

멈춤

우회전 후

멈춤

직진 명령 후진 명령 좌회전 명령 우회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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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 CAR  미션해결을 위한 코딩   

PART3

RC 주행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블루투스를 연결한 상태에서 스마트카를 바닥에 내려 놓습니다.

PC에서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명령을 내려서 원격 조종해 봅니다. 

주행하는 시간은 [~ 초 기다리기 ]로 제어할 수 있으며, 일정한 시간을 가다가 멈춰야 하므로

마지막 명령블록은 <모두 멈추기>를 통해 구성하면 됩니다.

STEP1 RC CAR 주행,  블록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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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를 통한 RC CAR 주행을 위해서는 스케치 코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편집 메뉴에서 아두이노 모드를 선택합니다. 

우측 창에 아두이노 스케치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하면 아두이노 IDE로 편집하기를 클릭합

스마트폰을 어플을  이용한 RC  CAR  제어STE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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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아두이노 IDE가 열려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실행이 완료되면 아두이노 스케치 창이 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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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메뉴에서 열기를 선택해 줍니다. 

다운로드 받은 통합 소스코드 파일의 압축을 해제합니다

블루투스 주행을 위해 다운로드한 파일의 폴더에 있는 gp-smartcar-4wd-bluetooth 파

일을 열어줍니다. 

다음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서 RC Car 주행을 위한 소스코드를 다운로드받습니다.

http://www.gameplusedu.com/pds/smartcar/4w.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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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열었을 때 스케치 코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아두이노와 PC를 USB 통신 케이블을 이용해 연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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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메뉴에서 <포트>를 Arduino Uno가 현재 연결된 포트로 선택해 줍니다.

[도구]메뉴에서 <보드>를 Arduino Uno로 선택해 줍니다.

[스케치]메뉴에서 <업로드>를 눌러서 아두이노에 소스코드를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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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한 파일에서 Bluetooth 폴더로 들어가서 GPsmartcarRemoteManager.apk어플

을 스마트폰과 PC를 USB로 연결한 후 스마트폰으로 옮겨서 실행합니다.

또는 스마트폰으로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apk 파일을 다운

로드 받아 앱을 설치해도 됩니다.

http://www.gameplusedu.com/pds/smartcar/

gpsmartcar.apk

앱을 설치하면 오른쪽과  같은 아이콘이 보입니다.

스마트폰 앱과 블루투스 연동STE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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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이 블루투스 모듈을 선택해 연결할 수 있고,화살표 패드를 이용하여 자

동차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연결 화면 화살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

차는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버튼 터치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정지 상태로 변경됩

니다.

앱 실행을 통한 RC CAR 제어STEP4

RC  CAR를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명령을 내려

구동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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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STEP6

RC CAR를 동작시켜 장애물을 피해 결승선까지 최대한 빨리 도달하게 하는 경기를 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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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atch로  코딩하고  C언어로 움직이는 
 
               Smart  Car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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