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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Halocode

이름: 한혜림 학년: 6 학년 작성날짜: 2020.1.1

※12월 포트폴리오 제출기한: 

  - 1차시 : 2020.12.13(일) 23:55까지 업로드

  - 2차시 : 2020.12.20(일) 23:55까지 업로드

  - 3차시 : 2020.12.27(일) 23:55까지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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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을 “12월_Lv.2_포트폴리오(학생이름)_1차시”으로 올려주세요.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LMS 에 제출된 파일을 꼭 확인해주세요.

1. (1 차시) 아래 코드에서 ‘흔들림 세기>25’의 블록을 ‘흔들림 세기<25’의 블록으로 바꾸면 

halocode 를 흔들었을 때와 안 흔들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흔들림 세기>25’의 블록을 ‘흔들림 세기<25’의 블록으로 바꾸면 halocode 를 흔들었을 때 

는 원래 코드와 반대로 LED 가 꺼졌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렸을 때 흔들림 세기가 25 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halocode 를 흔들지 않았을 때는 흔들림 세기가 25 를 넘지 않은 

0 이므로 모든 LED 가 작동했습니다. 아래는 블록을 ‘흔들림 세기<25’로 바꾼 사진입니다.

2. (1 차시) 우리는 수업에서 터치패드에 손을 대면 손으로 일부 전류가 흘러 흐르는 전류의 

양이 변화하고, 이를 통해 터치패드에 손을 댔는지를 알 수 있다고 배웠어요. 만일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 (플라스틱, 고무 등)로 터치패드를 건드려 예제의 코드를 

실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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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류가 흐르는 손이나 금속 등으로 터치 패드 0 번을 눌렀을 때, 모든 LED 에 빨간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전류가 흐르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터치 패드 0 번을 눌렀을 때, 

아무 LED 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터치 패드는 전류를 인식하고 그것을 표시 

하는데,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인식이 안돼서 표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사진입니다.

3. (2 차시) 수업에서 배운 흔들림 센서 또는 터치패드 센서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활용할 센서와 예시를 적어주세요.

흔들림 센서: 

-지진이 나면 경보음이 울리게 한다.

-달리기를 할 때, 흔들림을 측정하여 사람에게 알맞은 속도를 알려 준다.

-다리를 흔드는 사람의 다리에 흔들림 센서를 부착해서 다리를 흔들 때, 소리가 나게 한다.

 터치패드 센서: 

-자동문을 열 때 사람의 손이 닿은 것을 감지하여 문을 10 초 동안 열어준다.

-키보드의 울퉁불퉁한 자판을 매끄러운 터치 패드 센서로 바꾸어 사람이 타자를 더 빠르게 

칠 수 있게 한다. 

-물병에 터치패드 센서를 부착한 후, 사람이 손으로 물병을 잡으면 터치패드 센서가 그것을 

감지해 물병 안에 있는 물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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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차시) 0~3 번 터치패드를 누르면 각각 RGB LED 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흰색으로 

켜지고 Halocode 를 흔들면 모든 RGB LED 가 꺼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작성한 

코드를 캡처하여 업로드해 주세요.

제가 작성한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깃발을 클릭했을 때, 만약 터치패드 0 에 닿으면 모든 

LED 를 빨간색으로 켜고, 만약 터치패드 1 에 닿으면 모든 LED 를 초록색으로 켜고, 만약 

터치패드 2 에 닿으면 모든 LED 를 파란색으로 켜고, 만약 터치패드 3 에 닿으면 모든 LED 를 

하얀색으로 켭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들은 터치패드 0 번, 1 번, 

2 번, 3 번과 Halocode 를 흔들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5. (3 차시) 두더지 게임을 잘 만들었나요? 게임이 실행되는 모습과 몇 점을 얻었는지 

나타내는 halocode 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해 주세요. 

제가 만든 코드의 사진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깃발을 클릭했을 때, 만약 Halocode 를 흔들면 

점수, 횟수 변수는 0 으로 설정합니다. 터치패드 값 변수는 –1 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초록색 

불빛이 들어오고, 1 초 기다린 후, 모든 LED 를 끕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터치패드 값을 

0~3 사이의 수로 설정합니다. 이것은 두더지를 나타내는 빨간색 불빛이 터치패드 4 개에 

무작위로 나타나게 하는 코드입니다. 10-(터치패드 값)x3 번 LED 를 빨간색으로 켭니다. 

그리고 0.5 초 기다린 후, 모든 LED 를 끕니다. 횟수를 1 만큼 변경합니다. 만약 횟수 변수가 

12 면 터치패드 값을 –1 만큼 바꿉니다. 또, 점수 번 LED 를 파란색으로 켜고,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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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큼 변경하는 것을 점수가 0 일 때가지 반복합니다. 2 초 기다린 후, 모든 LED 를 

끕니다. 그리고 모든 코드를 정지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터치패드 0 에 닿았을 때, 

터치패드 값이 0 이면 점수를 1 만큼 

변경하고, 터치패드 1 에 닿았을 때, 

터치패드 값이 1 이면 점수를 1 만큼 

변경하고, 터치패드 3 에 닿았을 때, 

터치패드 값이 3 이면 점수를 1 만큼 

변경하고, 터치패드 1 에 닿았을 때, 

터치패드 값이 1 이면 점수를 1 만큼 

변경합니다. 위에는 Halocode 

사진도 있습니다.

6. (3 차시) 두더지 게임 코드에서 임의의 LED 를 켠 뒤 실행되는 0.5 초 기다리기 블록을 

0.3 초 기다리기, 1 초 기다리기로 바꾸어 게임을 진행해보세요. 변경된 시간으로 게임을 

실행하였을 때 난이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 봅시다.

두더지 게임 코드에서 임의의 LED 를 켠 뒤 실행되는 0.5 초 기다리기 블록을 0.3 초 

기다리기로 바꿨을 때,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드 구간에서는 *초 기다리기 

블록이 빨간색 두더지 불빛이 나타나는 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더지가 0.3 초 동안 

자리에 머무르면 두더지 게임을 하는 사람은 반응이 빨리 안 되고, 빠르게 두더지를 잡아야 

돼서 난이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두더지 게임 코드에서 임의의 LED 를 켠 뒤 실행되는 0.5 초 기다리기 블록을 1 초 

기다리기로 바꿨을 때, 난이도가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드 구간에서는 *초 기다리기 

블록이 빨간색 두더지 불빛이 나타나는 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더지가 1 초 동안 자리에 

머무르면 두더지 게임을 하는 사람은 느리게 두더지를 잡아도 돼서 난이도가 낮아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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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 차시) RGB LED 를 모두 파란색으로 켠 뒤 그중 하나만 빨간색으로 켜고, 터치패드 

1 을 누르면 빨간색 LED 가 반시계방향으로 한 칸 움직이고, 2 를 누르면 시계방향으로 

한 칸 움직이는 코드를 만들어 봅시다. 강의 자료에서 나온 힌트와 코드를 잘 활용해 

보세요.

  

    제가 만든 코드는 왼쪽에 있습니다. 코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깃발을 클릭했을 때 

‘빨강’ 이라는 변수를 1 부터 12 사이 임의의 

수로 설정합니다. 그다음으로 모든 LED 를 

파란색으로 켭니다. 1 초 기다린 후, 빨강 

변수 번 LED 를 빨간색으로 켭니다. 이는 

Halocode LED 중의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빨간색으로 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코드를 계속 반복합니다. 

(만약 터치패드 1 에 닿으면 반시계 방향 

코드 실행하기, 만약 터치패드 2 에 닿으면 

시계 방향 코드 실행하기)이중에서 반시계 

방향 블록과 시계 방향 블록은 제가 만든 

블록입니다. 반시계 방향 블록은 빨강 나누기 

12 의 나머지 –1 번 LED 를 빨간색으로 키고, 

빨강 번 LED 를 파란색으로 켜는 블록입니다. 

시계 방향 블록은 빨강 나누기 12 의 나머지 

+1 번 LED 를 빨간색으로 키고, 빨강 번 LED 를 파란색으로 켜는 블록입니다. 

아래쪽에는 Halocode 실행 사진이 있습니다. 

 

<무작위 숫자가 나왔을 때>  <터치패드 1 을 눌렀을 때>   <터치패드 2 를 눌렀을 때>

   

8. (4 차시) 멘토선생님께 궁금한 점을 질문해보세요^^

-Halocode 는 누가 발명한 것인가요?

-우리 생활 속 Halocode 가 사용되는 예가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