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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도는 우리 땅

▶ 도입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 사진 속 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독도는 어느 나라의 섬일까요?

▶ 이번 학습에서는 엔트리와 아두이노를 연결해 경보가 울리는 레이더 장치를 만들어 봅니다.

QR코드를 찍어

동영상을 확인

해 보세요.

콤마랩 수업 지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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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와 독도 경비대

독도는 우리나라의 동쪽 끝에 있는 섬으로 동도와 서도, 크고 작은 여러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높은 지리적, 역사적 가치가 있고, 주변 바다에는 많은 해양생물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독도에는 독도의용수비대로부터 경비 업무를 인수 받은 독도 경비대가 1956년부터

근무 중입니다. 독도 경비대는 경찰청 소속의 경찰이며, 독도 및 인근 바다의 경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독도 경비대에는 하늘의 항공기를 감시하는 방공 레이더, 해상의 선박을 감시하는 해상 레

이더가 있으며, 잠시도 쉬지 않고 독도 주변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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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 센서

초음파 사람의 귀로는 듣지 못하는 매우 높은 주파수의 지니고 있어서 발사하여 반사되어

돌아온 초음파를 분석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몸속을 관찰하는

의료 기기나 건물 속을 진단하는 장비, 잠수함 등에 사용됩니다.

초음파 센서에는 초음파를 발사하는 Trig와 반사되어 돌아온 초음파를 받는 Echo가 있습니

다. 따라서 Trig에서 발사한 초음파가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어 Echo로 돌아온 시간을 다음

과 같이 계산하여 물체까지의 cm 단위로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물체까지의거리  초음파의속력 초 
초음파가왕복하는데걸린시간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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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보드 세트(아

두이노보드, USB선)는

별도구매준비물로제

품박스에포함되어있

지않습니다.

점퍼선 핀 끝에 손을 찔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실험용지를 떼어 낼 때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물이나 젖은 손이 준비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풀컬러LED의기판에표

시된 V(전원), R(빨간

색), G(초록색), B(파란

색) 핀의위치를반드시

확인합니다.

풀은별도준비물입니다.

전원과설정된값이입

력에따라다른 소리가

나는 ‘수동버저’입니다.

전원만입력되면“띡”하

는작은소리만한번납

니다.



4. 독도는 우리 땅 • 5

점퍼선이 꼬이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과

정 27 이후 아두이노

보드와 점퍼선들을

연결해도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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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의 그림을 잘 보

고, 점퍼선을해당핀

에잘끼우세요. 핀을

잘못 끼우면 아두이

노와 센서가 과열되

어 위험할 수도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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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보드에 끼

워진 점퍼선을 살펴

보고 점퍼선들이 꼬

여 있거나 빠지지 않

았는지확인합니다.

그리고 점퍼선을 끼

운 버저를 잃어버리

지 않도록 주의합니

다.

독도모형전개도의 1

개 조각의 높이는 약

10미터를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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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기지를 접을

때 모서리 부분을 세

게 눌러 접어야 레이

더 기지에 여러 준비

물을 끼워도 쓰러지

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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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저에 연결된 점퍼

선을 아두이노 보드

에 끼울 때 점퍼선이

빠지거나 레이더 기

지가 찢어지지 않도

록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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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기지 앞쪽으

로 뒤어 나온 Trig와

Echo가 같은 정도로

튀어나온 것을 확인

하면서 투명 테이프

로고정하세요.

버저가 레이더 기지

윗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점퍼선을 조

금 당기며 투명 테이

프로고정하세요.

9V 건전지 케이블이

아두이노 보드의 외

부 전원 소켓에 닿는

지확인합니다.

9V 건전지는독도바

닥 그림에 붙여놓기

만 하고, 이 후 아두

이노 보드에 소스코

드를 업로드했을 때

전원을 공급하기 위

해사용합니다. 점퍼선이 너무 팽팽하진 않은지 확인하면서 아두이노 보드를

독도바닥그림에붙입니다.

이때아두이노보드바닥에이미벨크로테이프가붙어있으면

암, 수 중 다른종류의벨크로테이프만사용해도좋습니다.

점퍼선이꼬일경우아두이노보드에끼워진점퍼선을모두뺀

다음, 아두이노 보드를 먼저 붙입니다. 그리고 다시 점퍼선을

연결해도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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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엔트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

면 미리 최신 버전의

엔트리를 설치해 줍

니다.

독도는 우리 땅에서

는 ‘아두이노 Uno 확

장 모드’를 선택해주

어야합니다.

드라이버와 펌웨어

설치는 아두이노 보

드 최초 연결 시에만

해주면 되지만, 만약

아두이노 보드를 바

꿨다면 다시 설치해

줘야합니다.

연결이 성공하면 창

을 끄지 말고 최소화

버튼을 눌러 내려줍

니다.

휴지통으로 드래그할 블록을 클릭한 다음, 키보드의

‘Delete' 키를눌러서삭제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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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다른 번호

를 선택하여 설정할

때에는 설정해주는

값을확인한다음, 마

우스로 클릭하여 잘

바꿉니다.

이와 같이 수를 새로

입력할 때에는 설정

해주는 값을 확인한

다음, 마우스로 클릭

하고 키보드의 숫자

키를 사용해 정확하

게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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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컬러LED의 R(빨간

색불빛제어)핀에연

결된 디지털 11번 핀

의값에0을입력했습

니다.

풀컬러LED의 R, G,

B핀이 각각 (-)극으

로작동하기때문에0

을 입력해야만 풀컬

러LED로 들어간 전

원이 11번 핀으로 나

오면서 R핀이작동할

수있습니다.

반대로 255를 입력하

면 11번 핀에서도 전

원이 공급되어 풀컬

러LED는 (+)극으로

만 연결되어 작동하

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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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센서와 순시

선이 정확히 마주봐

야 반응이 잘 일어납

니다.

그리고 30cm 자를레

이더 기지 앞에 놓고

순시선까지의 거리를

확인하면서 풀컬러

LED의 색깔을 관찰

해도좋습니다.

위의초음파센서는최소2cm정도에서최대 400cm(4m) 정도까지의거리를측

정할수있습니다. 따라서엔트리블록에입력한수를수정하여더멀리있는물

체도감지하게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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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의 비교

구분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

정의
빛, 소리, 온도, 진동과 같이연속적으로

변하는신호

특정값을단위로불연속적으로변하는

신호

그래프

장점 세밀한표현가능 변형이없고, 정보의저장과전달이쉬움.

단점 전할때마다신호가변형됨. 원래의정보를그대로기록할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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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코딩 교육 사례

1. 에스토니아: 1992년부터 공교육 과정에 코딩 포함. 초등학교 1학년부터 코딩 교육 실시.

2. 영국: 2014년을 ‘코드의 해’로 정하고 5세부터 16세까지 코딩 공교육. 정부가 나서서 코딩 교육교사 양성.

3. 핀란드: 2016년 코딩 교육 의무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기초 교육. 중학교부터 코딩 언어 1개 마스터.

4. 스웨덴: 2018년 코딩 교육 의무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수학과 기술에 코딩 내용 포함.

5. 미국: 정규 교육과정에 코딩 포함. 대학입학시험(SAT) 선수과목(AP)에 코딩 내용 포함.

6. 중국: 2001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연간 70시간 이상 코딩 교육. 고등학교 AI 수업 필수.

7. 인도: 2010년부터 코딩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 고등학교 때 주요 코딩 언어 학습.

○

빛 
또는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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