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크래치 코딩 교육 
  1. 목표 : 스크래치를 통한 온도, 조도, 사운드 센서를 이용한 나만의 스마트 무드등 만들기 
    ☞ 코딩에 직접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코딩에 따라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결과물이 있도록 함.
    ☞ 교육기간과 목표를 고려하여 스크래치(블록코딩)를 통한 코딩을 하기로 결정. 
  2. 교육 대상 : 초등학교(고학년)~중학교(저학년)
  3. 준비물 : 아두이노, 점프선(암암, 수수, 암수 각 20개씩), 조도센서, 사운드 센서, 온도 센서, 
             네오픽셀 센서, Led 5개(색상별로), 브레드보드, 저항
  4. 진행방법 : 주차별 중요 개념 설명 후, 해당 개념에 대한 기본 실습 및 심화 과정 진행 
  5. 주차별 세부 운영 계획

구분 촬영내용 운영
시간 비고

1주차

∎ 강의 목적 및 준비물 등 설명
∎ 아두이노 및 스크래치 개념 지도
  - 아두이노 및 스크래치가 무엇인가?
  - 스크래치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LED 깜빡이기 예제 실습 실시 : 예제 실습 설명 및 진행 안내  

1시간

2주차

∎ 기본적인 문법(반복문 및 조건문) 지도 및 실습 실시
  - 조금 더 심화된 LED(꼬마 전구) 깜박이기 예제(속도 조절 및 
    여러개의 LED) 실시
  - 실습을 통해 반복문 및 조건문 개념 안내  
    

1시간

* 반복문이란? 
 - ‘같은 일을 되풀이’ 한다는 의미  
 - LED(꼬마 전구)가 자동으로 
   반복해서 켜졌다, 꺼졌다 하게끔 
   해주는 문법
* 조건문이란?
 - ‘조건에 따라서 움직임’ 이라는 의미  
 - 초록색 전구와 빨간색 전구가 
   있을 때, ‘만약 초록색 전구가 
   꺼지면, 빨간색 전구를 켜주세요!‘ 
   처럼, 조건을 설정해주는 문법

∎ '사운드 센서'에 대한 개념 설명 및 실습 
  - 사운드 센서와 LED(꼬마전구)를 함께 사용하여, 박수를 쳐서 
    소리가 났을 때, 사운드 센서가 그 소리를 인지하여 LED가 
    깜박거리게 해주는 예제 실습
  - 위 예제의 심화(박수 소리가 들리면 켜지고, 다시 한번 들리면 
    꺼지기)를 통해 기본적인 문법 복습 및 학습

* 사운드센서란? 
 - 노래방 마이크 처럼 소리를 감지
   해주는 센서를 말합니다

3주차

∎ 조도센서에 대한 개념 설명 

1시간

* 조도센서란?
 - 주변의 밝기(빛의 양)를 측정하는 
   센서 
 - 조도센서를 이용해서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조도센서 실습 진행 
  - 조도센서에 빛이 적게 감지되면 LED(꼬마전구)가 켜지고, 
    빛이 많이 감지되면 LED(꼬마전구)가 꺼지는 예제 실습
  - 위 예제의 심화(조도센서, 사운드 센서, LED 를 함께 응용 
   ☞ 빛이 적게 감지되면 LED가 켜지지만, 박수소리가 들리면 
      LED가 꺼짐) 를 통해 여러 센서의 이용 및 기본적인 문법 
      숙지 및 복습

4주차

∎ 온도센서 개념 설명 
∎ 온도센서 실습 진행 
  - 원래는 초록색 LED(꼬마전구)가 켜져 있지만, 드라이기를 
    이용하거나, 입김을 불었을 때 온도센서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면, 
    초록색 LED는 꺼지고 빨간색 LED가 켜지는 예제 실습   
  - 지금까지 이용한 센서(사운드, 조도, 온도 센서) 들을 활용한
    무드등 만들기 실습 
    ☞ 빛이 적게 감지되면 LED가 켜지지만, 현재 주변 온도에 

1시간 * 온도센서란? 
 - 현재 주변의 온도를 측정해주는 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