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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with Halocode 

이름: 김필립 학년: 중학교 3 학년 작성날짜: 11 월 12 일 

※ 11월 포트폴리오 제출기한:  

  - 1차시 : 2020.11.15.(일) 23:55까지 업로드 

  - 2차시 : 2020.11.22.(일) 23:55까지 업로드 

  - 3차시 : 2020.11.29.(일) 23:55까지 업로드 

  - 4차시(최종평가) : 2020.12.6(일) 23:55까지 업로드 

※파일명을 “11월_Lv.3_포트폴리오(학생이름)_1차시”으로 올려주세요.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LMS 에 제출된 파일을 꼭 확인해주세요. 

1. (1 차시) 이론편 강의에서 우리는 감지블록을 사용하여 

버튼이   눌렸는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짜 보았습니다.  

(1) 버튼이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판단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지, (2) 프로그램의 ‘버튼’ 변수는 버튼이 눌렸는지 

여부에 따라 어떤 값을 가지도록 코딩 되었는지 

적어주세요. 

(1) 

버튼이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알 수 있는 원리는 

그림에서 표현한 것처럼 버튼은 원래 띄워져 

있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눌렀을 때는 회로가 연결되어 전류가 흘러 보드에 신호가 가는 

구조이다. 보드는 신호가 오면 버튼이 눌린 것으로 인식하고, 신호가 오지 않으면 버튼이 

눌리지 않은 것으로 인식한다. 

(2) 

프로그램은 버튼이 눌린 것이 인식되면 '버튼' 변수를 1 로, 눌리지 않은 것이 인식되면 변수를 

0 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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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차시) RGB 할로코드 이론 확인 예제에서 우리는 RGB 값을 바꾸어가며 노란색(255,255,0), 

보라색(255, 0, 255), 청록색(0,255,255)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 카메라로 

할로코드 LED(노란색, 보라색, 청록색) 사진 3 가지를 찍어 첨부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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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차시) 오른쪽 코드를 보고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을 때 나타날 모습을 할로코드 LED 의 

색깔 변화를 포함하여 서술하여 보세요. (힌트 : 

아니면-만약 구문은 elif 문이다.) 

 

 

6 초 이상 버튼을 눌렀다가 손을 떼면 초록색 빛이 모든 LED 에 들어온다. 3 초 이상 6 초 

미만 버튼을 눌렀다가 손을 떼면 빨간색 빛이 모든 LED 에 들어온다. 3 초 미만 버튼을 

누르면 아무 반응이 없다. 

이때 3 가지 조건에 따라 행동해야 할 3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 파이썬으로 표현하면 

If(6 초 이상 버튼이 눌리면) (모든 LED 를 255, 0, 0 색상으로 켜기) 

Elif(3 초 이상 6 초미만 버튼이 눌리면) (모든 LED 를 0, 255, 0 색상으로 켜기) 

Else(모든 LED 를 0, 0, 0 색상으로 켜기) 

즉, 버튼에서 손을 떼면 처음에는 버튼이 6 초 이상 눌렸는지 확인하고 맞으면 그에 따라 

빨간색 LED 를 켠다. 아니면 다음 조건인 3 초 이상 6 초 미만 눌렸는지 확인하고 맞으면 

초록색 LED 를 켠다. 이것도 아니면 다음 조건인 '나머지'를 인식하고 아무 동작도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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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차시) 이론편 강의자료 마지막 페이지의 포트폴리오 퀴즈 답안을 캡처하여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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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차시) 아래 코드는 이론 적용 2 번 문제에서 다루었던 코드로, 블록코드와 python 

코딩을 연계하여 RGB 값 설정을 하는 프로그램 코드입니다. 코드에서 ‘전송’ 변수가 

하는 역할에 대해 서술하여 주세요. 

이 코드에서 '전송' 변수는 0 또는 1, 이렇게 두가지일 수 있는데, 1 일 때 LED 의 변화를 

일으키는 R, G, B 의 변수를 제어할 수 있지만 0 일 때는 그러지 못한다. 이 코드는 값이 입력될 

때는 LED 빛의 색이 바뀌지 않도록 '전송' 변수를 0 으로 설정해 놓았다가, 입력이 완료되어 

색을 바꿀 차례가 오면 '전송' 변수를 1 로 바꾸어 LED 의 빛 색깔 변화를 허용하도록 짜져 있다. 

즉, 여기서 '전송' 변수는 새로 들어온 정보에 따라 LED 출력이 바뀌는 것을 허용하고 

차단하면서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6. (3 차시) 우리는 이론적용 문제 3 번에서 할로코드를 홀수 번 흔들었을 때 RGB 값을 입력 

받고, 짝수 번 흔들었을 때 버튼이 눌린 횟수를 출력하는 코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엔 ‘버튼을 누르면 RGB 값을 입력받아 해당하는 색깔로 바꾸고, 할로코드를 흔들면 

LED 를 끄는 코드를’ 작성하여 블록코드, python 코드 모두를 첨부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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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 차시) 실습편 강의자료 마지막의 포트폴리오 퀴즈에 대한 답안을 작성한 후 캡처해서 

아래에 첨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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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코드에서는 0.5 초안에 버튼을 몇 번 눌렀는지에 따라 3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0.5 초 

안에 버튼을 1 번 누른 경우는 R, G, B 변수가 각각 255, 0, 0 의 값으로 변하는, 즉 LED 가 

빨간색으로 켜지는 경우이고, 두 번 누른 경우는 각각 0, 255, 0 의 값으로 변하고 LED 가 

초록색으로 켜지는 경우이며, 세 번 누른 경우는 0, 0, 255 의 값으로 변하며 LED 가 파란색으로 

켜지는 경우이다. 

8. (4 차시) 멘토선생님께 궁금한 점을 질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