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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with Halocode

이름: 이도경 학년: 1 작성날짜: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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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3(일) 23:55까지 업로드

※파일명을 “12월_Lv.3_포트폴리오(학생이름)_1차시”으로 올려주세요.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LMS 에 제출된 파일을 꼭 확인해주세요.

1. (1 차시) 이론편 강의에서 우리는 Halocode 의 모션센서와 터치패드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다음 두 개의 질문에 각각 답하여 주세요.

(1) Halocode 모션센서는 무엇을 측정하여 X, Y, Z 축으로의 기울어진 각도를 알 수 있다고 

하였나요?

(2) Halocode 터치패드는 ‘정전식’ 터치패드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정전식’의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Halocode 의 이론편에서 모션센서(물체의 동작감지처럼 단순한 반응에서부터 인간의 

섬세한 표정까지 인식하는 전자장치)와 터치패드(물체와의 접촉을 확인하는 센서)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1) Halocode 모션센서는 X, Y, Z 에 대한 가속도(Acceleration, 

물체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할 때, 단위시간당 변화의 

비율을 가속도라함)를 측정하여 어느 정도의 각도로 

기울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가속도에 대한 3 축의 기울기]

(2) 정전식 터치패드란 사람의 몸에 흐르는 전류를 감지하여 작동하는 기능으로 전자가 

집중되는 지점을 확인해 접촉을 확인하는 터치패드라는 뜻이다.

                                                                                                

                         [터치패드에서 손가락이 닿은 면적에 전자가 집중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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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차시) 이론편 모션 센서 이론 확인 예제에서 우리는 각 X, Y, Z 축별 가속도 값이 일정 

이상일 때 LED 를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설정하는 코드를 짜 보았습니다. (1) 작성

한 코드를 캡처하고, (2) 각 해당되는 상황에서 카메라로 할로코드 LED(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사진 3 가지를 찍어 첨부하여 주세요.

1. 저는 각 X, Y, Z 축별 가속도 값이 -3 이상일 때 

아래와 같이 LED 를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설정하는 코드를 짜 보았습니다.

1-1. X 축: 빨간색 LED 

1-2. Y 축: 초록색 LED

1-3. Z 축: 파란색 LED 

1-4. XYZ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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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질문 1 에 대하여 카메라로 할로코드 LED(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결과 

사진입니다.

   2-1. 빨간색              2-2. 초록색               2-3. 파란색

3.  (2 차시) 이론편 터치패드 이론 확인 예제에서 우리는 터치 패드에 손이 닿으면 LED 를 

켜는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터치패드 0 을 ‘세게 눌렀을 때’ LED 가 빨간색으로 켜지도록 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캡처하여 첨부해 주세요. 

(힌트 : 손가락이 닿지 않았을 때, 그냥 손가락이 닿았을 때, 세게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의 

‘Halocode 터치패드 0 의 값’ 변수의 값을 살펴보고, 기준이 되는 값을 설정하여 보세요.)

저는 이론편 터치패드 확인 예제에서 터치 패드에 손이 닿으면 LED 를 켜는 코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터치패드 0 을 ‘세게 눌렀을 때’ LED 가 빨간색으로 켜지도록 하는 코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손가락이 닿지 않았을 때: 13~14

▶손가락이 닿았을 때: 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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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게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100~103

‘Halocode 터치패드 0 의 값’ 변수의 값을 살펴보고, 기준이 되는 값을 설정

4. (2 차시) 포트폴리오 퀴즈 – 답안을 작성한 후 캡처하여 아래에 첨부해주세요.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해봅시다. 0 번 터치패드를 누른 채로

w X 축 가속도가 3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조명 켜기

w Y 축 가속도가 3 이상이면 초록색으로 조명 켜기

w Z 축 가속도가 3 이상이면 파란색으로 조명 켜기 

저는 아래와 같이 0 번 터치패드를 누른 채로 X, Y, Z 축에 대해서 3 이상 조건으로 

조명켜기를 하였습니다. 

w X 축 가속도가 3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조명 켜기

w Y 축 가속도가 3 이상이면 초록색으로 조명 켜기

w Z 축 가속도가 3 이상이면 파란색으로 조명 켜기 

5. (3 차시) 우리는 실습편 강의에서 python 코드를 연결함으로써 Halocode 를 좌우로 

회전하면 판다를 좌, 우로 이동시키는 코드를 짜 보았습니다. 다음 빨간 밑줄 친 코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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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은 무엇이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적어 보세요.

다음 밑줄 친 1.sprite.rotation_mode("left-right") 코드의 역할은 시계방향으로 회전방식을 

설정한 것으로 상하반전을 막는 역할이다.  

다음 코드는 스프라이트 판다의 위치이동방법을 설정하는 코드이다.

해당 코드는 상하반전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며, 방향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상하반전 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sprite.rotation_mode("left-right") 코드 없이 스프라이트 판다를 회전시켰을 때]

6. (3 차시) 실습편 강의에서 우리는 떨어지는 번개를 피하고, 번개를 맞으면 생명이 깎이는 

게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래의 코드는 우리가 제작한 게임의 번개 스프라이트 코드 

중 일부입니다. 빨간 밑줄 친 코드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각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포함하여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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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코드의 역할은 게임이 시작되고 스프라이트 번개가 복제되었을 때, 

번개의 X 좌표는 -230~230 사이의 랜덤 위치, Y 좌표는 160 으로 이동시킨다. 

그 다음 모습이 사라졌던 번개가 다시 나타나게 만든다.

 
 [복제,스프라이트의 이동설정, 투명화 해제]

번개의 Y 좌표를 -10 만큼 바꾼 뒤 판다가 번개에 닿았을 때의 생명이 닳는 개수를 설정한다.

 [좌표 변경, 생명 감소 조건 설정]

마지막으로 생명이 0 이 되면 게임오버가 된다고 설정한다.

 [게임오버 조건 설정]

따라서 위의 밑줄 친 빨간 밑줄 친 코드는 번개의 X 좌표는 -230~230 사이의 랜덤 위치, 

Y 좌표는 160 으로 이동시키라는 뜻으로, 이 코드는 스프라이트 번개의 위치를 무작위로 

이동시킬 때 때 필요하다.

[밑줄 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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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좌표와 Y 좌표의 최대값과 최소값 범위]

7. (4 차시) 포트폴리오 퀴즈 – 답안을 작성한 후 캡처하여 아래에 첨부해주세요.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해봅시다.

w터치패드 0 을 누르면 번개 피하기 게임

w터치패드 1 을 누르면 딸기 먹기 게임

w터치패드 2 를 누르면 번개는 피하고 딸기는 먹는 게임

다음은 위 3 가지 조건에 대한 게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는 스프라이트 ‘게임오버‘의 코드 이며, 게임결과를 알려주고 게임을 마무리하는 

코드이다.

 [스프라이트 ‘게임오버’의 코드]

Halocode 장치코드로 터치패드에 감지된 내용을 스프라이트에 전달하고 게임을 시작하는 

조건을 설정하는 코드이다.

 [Halocode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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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라이트 딸기의 코드

 Halocode 코드에서 게임시작 메세지를 받으면 스프라이트의 이동(타이머 초기화, 불필요한 

변수 숨김, 스프라이트가 이동하기전 스프라이트를 투명화 시키고 복제)을 준비하는 

코드이다.

 [스프라이트 딸기 이동 준비 코드]

스프라이트 딸기의 이동과 게임의 여러 가지 조건(복제된 스프라이트 삭제 조건, 점수 증가 

조건, 게임 오버 조건)을 설정해준다.

 [스프라이트 딸기 이동과 게임 조건 설정 코드]

▶ 스프라이트 번개의 코드

 Halocode 코드에서 게임시작 메세지를 받으면 스프라이트의 이동을 준비(필요한 변수의 

숨김을 해제, 초기 생명과 점수 설정, 스프라이트가 이동하기전 투명화 시키고 복제)하는 

코드이다.

 [스프라이트 번개의 이동 준비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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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이트 번개의 이동과 스프라이트의 투명화 해제, 게임의 여러 가지 조건(생명 감소 

조건, 점수 상승 조건, 복제본 삭제 조건, 게임 오버 조건)을 설정해준다.

 [스프라이트 번개의 이동과 게임 조건 설정 코드]

▶ 스프라이트 판다의 코드

해당 코드는 게임이 시작되었을 때 판다를 게임하기 편한 위치로 이동시켜주고 

게임조작방법을 설정하는 역할이다.

 [스프라이트 판다의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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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게임 플레이 모습]

8. (4 차시) 멘토선생님께 궁금한 점을 질문해 보세요^^

지금까지 만든 게임은 좌표 내에서만 이동하여 게임을 반복하였습니다.

좌표를 넘어서 이동할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현상을 표현하는 코드를 알고 싶어요.

예로) 범위 밖에 변수가 입력 된 경우 메시지 표기 하거나 캐릭터가 특정 동작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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