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단계 

 
 

너트 x 4 볼트 2cm x 4 

플라스틱 부싱 0.6cm x 8 스마트보드 x 1 베이스쉴드 x 1 

USB 케이블 x 1 전원 어댑터 x 1 

모터선 – 30cm x 1 

풍 차                       

(과학상자 2호) 







프로그램 실행 화면 

오브젝트 목록 블록 조립소 블록 꾸러미 

쓰레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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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과 정지 



풍차가 10초 동안 움직이다가 멈추게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풍차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회전 정지 



기다리기 블록 없이 바로 정지 블록을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전과 정지 그리고 
반복 



풍차가 움직였다가 잠시 멈춘 후에 다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동작들을 반복적으로 명령하며 실행 시킬 수 있을까요?  

회전 정지 

반복하기 



반복블록은 어떻게 넣을까요? 

정지시키기 밑에 기다리기 블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방향과 역방향회전 
그리고 반복 



회전 역회전 

풍차가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반복해서 회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복하기 



조건블록 



회전 역회전 정지 정지 

풍차가 정방향으로 회전하다 잠시 멈춘 후 역방향으로 회전해요.  
그리고 다시 멈췄다가 정방향으로 회전을 하며 반복하게 되요. 
위 설명과 순서대로 블록을 만들어 보아요. 



조건과 버튼블록 



정지 회전 버튼 누르기 

풍차가 움직이다가 버튼을 눌러 정지 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장에 이어서 해주세요  





반복하기 블록이 없이 “만약” 블록만으로 실행이 될까요? 



“만약 참이라면” 블록 없이도 버튼을 눌러  
 모터를 정지 시킬 수 있을까요? 



버튼블록과 정지 



풍차가 버튼에 의해 움직이다가 노랑버튼을 사용하여 
멈출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아요.   

  

  

  

  

노랑버튼 
누르기 

정지 

정회전 빨간 버튼 
누르기 

파랑버튼 
누르기 

역회전 



만약~아니면~ 



회전 버튼 누르기 버튼 떼기 정지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회전 하다가 버튼을 떼면 멈출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아니면~X2 



정회전 빨간 버튼 
누르기 

버튼 떼기  정지 

역회전 파란 버튼 
누르기 

정지 버튼 떼기  

빨간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회전하다가 버튼을 떼면 
멈추게 되요. 그리고 파란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역회전 하다가 
버튼을 떼면 멈추게 되요. 만약~아니면 블록을 사용하여 만들어 보아요. 





변수 



천천히 회전 빠르게 회전 
점점 속도  
올리기 

풍차의 회전속도를 점점 빠르게 만들어 보아요.  

저장공간 

숫자 

속도로 출력 

숫자 

숫자만큼 더하기 



“자료” 메뉴에 들어가서 
변수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변수 추가하기”를 누른 후 
“속도”라는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저장공간이 
 생깁니다. 

변수란 무엇일까요? 

저장공간은 어떻게 만들까요? 



속도를 왜 150으로 정할까요? 
모터뭉치는 150 부터 
회전이 되요. 



왜 105번 반복할까요? 





0.1초 기다리기 블록을 왜 사용할까요? 



변수와 버튼 



버튼 누르기 정지 

버튼을 누름에 따라 속도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정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전속도 증가 버튼 누르기 
회전속도 감소 버튼 누르기 



반대로 속도를 느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합미션 수행하기 



그 동안 배웠던 블록들을 활용하여 풍차를 제어해 봅시다. 
 
1. 파란색,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정회전과 역회전을 합니다. 

 
2. 노란색,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속도가 증가 하거나 감소합니다. 
 
3.  파란색, 빨간색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회전이 멈추게 됩니다. 

회전속도 증가 회전속도 감소 

빨간, 파랑 
버튼누르기 

정지 

정회전 
빨간 버튼 
누르기 역회전 

파랑 버튼 
누르기 

노랑 버튼 
누르기 초록 버

튼 
누르기 

미션 수행 해보기 

아래 흐름 블록들을 활용하여 제어해 보아요. 



역회전 

빨간 버튼과 파랑 버튼을 누르면 정회전과 
역회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아요. 

정회전 
파랑 버튼 
누르기 

빨간 버튼 
누르기 



정지 

빨간, 파랑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풍차가 멈추게 
만들어 보아요. 

빨간, 파랑 
버튼누르기 



“참 그리고 거짓” 블록이 무엇일까요? 



빨간, 파랑 
버튼누르기 정지 

역회전 
파랑 버튼 
누르기 

빨간 버튼과 파랑 버튼을 누르면 정회전과 역회전을 
빨간, 파랑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정지가 되게 만들어 봅시다. 

빨간 버튼 
누르기 정회전 



회전속도 증가 노란버튼 
누르기 

회전속도 감소  

노란색과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속도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도록 만들어 봅시다. 

초록버튼 
누르기 



전체코드를 실행시켜 봅시다~ 



LED 모듈 



LED가 무엇일까요? 

RED LED WHITE LED 

어떻게 연결할까요? 

어떻게 사용되나요? 

전기적 신호 



LED를 켜 보아요. 



버튼을 눌렀을 경우 풍차가 움직이면서 LED가 켜지고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경우 풍차가 멈추며 LED 또한 
꺼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아요. 

회전  버튼 누르기 누르지 않았
을 경우 

정지 

LED 감지 유무 확인하기 

LED가 꺼졌을 때 LED가 켜졌을 때 



마이크로 스위치 



마이크로 스위치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움직일까요? 

어떻게 연결할까요? 

SEN1 포트 

전기신호 감지 누르지  
않았을 경우 

누를 경우 



회전 눌렀을때 누르지  
않았을 때 

정지 

스위치를 누르면 풍차가 움직이며 누르지 않을 경우 
멈출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아요. 





회전  눌렀을 때 정지 

풍차가 움직이다가 스위치가 눌러지면 멈출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아요. 

마이크로 스위치로 감지 유무 확인하기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을 때 스위치를 눌렀을 때 



빛 센서 



빛 센서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용될까요? 

빛 센서는 어떻게 연결할까요? 

SEN1 포트 

빛 
빛 감지 전기신호 



회전 빛 감지 감지 X 정지 

빛을 감지하면 풍차가 움직이고 빛을 감지 하지 
않으면 멈춰 있도록 만들어 보아요. 



회전 정지 

풍차가 움직이다가 빛을 감지하면 멈출 수 있게 
만들어 보아요. 

빛 감지 

빛 센서로 감지 유무 확인하기 

빛을 감지하지 않았을 때 빛을 감지 하였을 때 



적외선근접 센서 



  

물체 

적외선근접 센서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움직일까요? 

적외선근접 센서는 어떻게 연결할까요? 

SEN1 포트 

적외선 빛 

전기신호 

빛의 반사값 



회전 물체 감지 물체 감지 X 

빛을 감지하면 풍차가 움직이고 빛을 감지 하지 
않으면 멈춰 있도록 만들어 보아요. 

정지 



풍차가 움직이다가 빛을 감지하면 멈출 수 있게 
만들어 보아요. 

회전 물체 감지 정지 

적외선근접 센서로 감지 유무 확인하기 

물체를 감지하지 않았을 때 물체를 감지 하였을 때 



가변저항 모듈 



가변저항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움직일까요? 

입력, 출력 값 감소  입력, 출력 값 증가  

어떻게 연결할까요? 

SEN1 포트 



속도 증가 오른쪽으로 
돌리기 

왼쪽으로 
돌리기 

속도 감소 

가변저항 모듈을 움직여 모터속도의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아요. 



회전 오른쪽으로 
돌리기 

왼쪽으로 
돌리기 

정지 

풍차가 움직이다가 가변저항이 최대값으로 올라가면 
멈출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아요. 



가변저항 모듈로 감지 유무 확인하기 

회전 모듈을 최대로  
움직였을 때 

정지 

풍차가 움직이다가 가변저항이 최대값으로 올라가면 
멈출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아요. 

모듈을 움직이지 않았을 때 모듈을 움직였을 때 



포토 인터럽트 센서 



포토 인터럽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용될까요? 

어떻게 연결할까요? 

전기신호 

물체감지 

SEN1 포트 



회전 물체 감지 감지 X 정지 

포토 인터럽트 센서가 물체를 감지하면 모터가 회전되고  
감지하지 않았을 때 멈출 수 있게 만들어 보아요. 



물체 감지 정지 

풍차가 움직이다가 포토 인터럽트 센서에 물체가 
감지되면 멈출 수 있게 만들어 보아요. 

포토 인터럽트 센서 감지 유무 확인하기 

물체를 감지 했을 때 물체를 감지 하지 않았을 때 

회전 



초음파 센서 



초음파 센서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용될까요? 

어떻게 연결할까요? 

물체 
전기신호 

반사값 

초음파 

SEN1 포트 



회전 감지하지  
않았을 때 정지 

초음파 센서가 감지하면 모터가 회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지하게 만들어 봅시다 

감지했을 때 



정회전 정지 

풍차가 움직이다가 물체를 감지하면 멈출 수 있게  
만들어 보아요. 
 

초음파 센서로 감지 유무 확인하기 

초음파 센서를 감지 않았을 때  초음파 센서를 감지 했을 때  

감지 했을 때 



소리 센서 



소리 센서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용될까요? 

어떻게 연결할까요? 

야호~ 
소리감지 전기신호 

SEN1 포트 



회전 소리를 감지 했을 때 감지 하지 않았을 때 정지 

소리 감지값이 커지면 풍차가 움직이고 아니면 정지하게 
만들어 봅시다. 



회전 소리 감지 

소리 센서 감지 유무 확인하기 

풍차가 회전을 하다가 소리를 감지하면  
멈추게 해볼까요? 

정지 

소리를 감지하지 않았을 때 소리를 감지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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