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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duino Embedded Program

이름: 이 주 환 학년: 3 학년 작성날짜: 2021. 1. 3

※12월 포트폴리오 제출기한: 

  - 1차시(1주차) : 2020.12.13.(일) 23:55까지 업로드

  - 2차시(2주차) : 2020.12.20.(일) 23:55까지 업로드

  - 3차시(3주차) : 2020.12.27.(일) 23:55까지 업로드

  - 4차시(4주차/최종평가) : 2021.01.03.(일) 23:55까지 업로드

※파일명을 “12월_Lv.1_포트폴리오(학생이름)_1차시”으로 올려주세요.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LMS 에 제출된 파일을 꼭 확인해주세요.

1. (1 차시) 이번 시간에 우리는 디지털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컴퓨터와 

로봇들은 아날로그가 아닌 명확하게 구분되는 0 과 1 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디지털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위에서 디지털로 표현한 예시를 

찾아 2 가지 이상 적어봅시다.

1) CD 플레이어 : CD 에 레이저를 비추었을 때 반사되어 돌아오는 빛이 있는지에 따라

   켜짐이나 꺼지거나 0 과 1 이라는 신호를 소리로 나타냅니다.

2) 바코드 : 물건의 정보를 저장하는 바코드도 0 과 1 이라는 이진법을 사용하여

   정보의 전달과 저장을 빠르게 해줄수 있습니다.

2. (2 차시) 이론편 퀴즈_ RGB 값을 각각 다르게 입력해 노란색과 보라색을 직접 만들어 

봅시다. 각 경우의 RGB 값을 찾아서 해당 코드 사진을 캡처해서 올려주세요.

< 보라색 RGB 값 >                              < 노랑색 RGB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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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차시) RGB 값이 255, 0,0 일 때와 100,0,0 일 때의 불빛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코드를 직접 입력해 불빛을 확인해보고, RGB 개념과 관련지어서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RGB 값이 255, 0,0 일 때는 빨간색이고, 100, 0,0 일 때는 처음보다는 약간 연한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R(빨강색) 255~100, G(초록색) 0 , B(파란색) 0 의 값이기 

때문에 빨강색의 불빛만 진하고 흐리게 변하여 보입니다.

4.  (3 차시) PWM 의 원리를 LED 의 밝기 조절을 예시로 들어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PWM 의 원리는 디지털 신호를 PWM 을 사용하여 아날로그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예를들어 PWM 은 0~255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0 은 항상 꺼지고, 255 는 항상 켜집니다.

그래서 0 부터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빛이 밝아지고, 255 부터 숫자가 점점 작아질수록 

빛이 흐려져  LED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5. (3 차시) 이론 적용 1 번~3 번 문제 중 가장 재미있었던 프로그램을 하나 정한 뒤, 완성된 

코드와 화면을 캡처하여 첨부하고 코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저는 2 번 문제가 재미있었습니다. 

이 코드는 1 초마다 RGB 에 여러 가지 색깔이 랜덤으로 변합니다.

( 먼저 깃발을 클릭하면 계속 반복되고, RGB 값으로 10~255 사이 임의의 수를 

설정한 것을 1 초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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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차시) 실습편 퀴즈_가변저항 값이 500 을 넘어가면 랜덤하게 색이 바뀌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봅시다. 가변저항이 500 보다 작을 때는 원하는 색 하나가 계속 나오도록 해주세요. 

완성된 화면과 코드가 같이 보이도록 캡처해서 올려주세요.

가변저항이 500 보다 작을 때 제가 원하는 파랑색 불빛으로 계속 나오게 만들었어요.

7.  (4 차시) 멘토 선생님께 궁금한 점을 질문해 보세요^^

선생님 그동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코딩을 하나도 몰랐는데, 열심히 따라 배우니

어려운것도 있지만, 지금은 너무 재미있고 코딩도 할 수 있으니

너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