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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최근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의 발달에 힘입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떠오르

고 있다. 이러한 4차 혁명의 시대에 보다 다양한 IT/ICT 개발자(Developer)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이러한 개발자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alysis and Math)과 연계해서 컴퓨터를 함께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데, 여기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컴퓨터적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1980년 시모어 페퍼트(Seymour Papert) 교수가 처음으로 언급한 컴퓨팅 사고(computational 

thinking)1는 정답이 정해지지 않는 문제(open-ended problem)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변수에 기

반을 둔 포괄적이며 유의미한 해답 도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문제분해(decomposition), 자료

표현(data representation), 일반화(generalization), 모형(modeling), 알고리즘(algorithm)을 사용한다.

컴퓨터적 사고 교육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나라들이 있다. 미국의 MIT 미디어랩과 UCLA 연

구소에서 공동으로 개발하여 2006년에 발표된 스크래치는 만 8세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영국에서는 BBC micro:bit나 라즈베리 파이 등을 개발하여 컴퓨터 프로그

래밍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에서 개발된 아두이노와 같은 오픈 소스 하드웨어들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컴퓨터적 사고 교육을 위해 다양한 개발환경과 도구가 사용되지만, 교육의 연령층과 대상에 

따라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 먼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블록 

기반의 언어들이 사용된다. 이러한 블록 기반의 언어로는 MIT 미디어랩이 개발한 스크래치와 

1　https://ko.wikipedia.org/wiki/컴퓨팅_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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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엔트리(Entry), 구글의 블록리(Blockly),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록 에디

터(Block Editor) 등이 있다. 초등학교 교육에는 이러한 블록 기반의 언어 이외에도 마이크로소

프트의 코두(Kodu)나 마인크래프트(Minecraft)도 함께 사용된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문자 기반의 파이썬이나 C 언어 등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파이썬

은 스크립트 언어라 개발이 쉽고 다양한 모듈을 이용한 확장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C 

언어는 자바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 하드웨어 제어와 같은 로우레벨 제어가 쉽고 

실제 개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활용도가 높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C 언어는 포인

터와 같은 복잡한 개념의 이해가 어렵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환경과 함께 다양한 하드웨어도 사용되고 있다. 초등학교 교육에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던 것들이 바로 레고의 WeDo(위두)와 마인드스톰(Mindstorm)이다. WeDo와 

마인드스톰은 기존의 레고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개발환경과 센서 등을 활용해서 

로봇 등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구매하기 

어렵다는 게 큰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시장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게 아두이노다. 아두이노는 이탈리아의 마시모 반지

(Massimo Banzi) 교수가 개발한 교육용 임베디드 보드로서 가격이 저렴하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텍스트 기반의 언어를 통해 개발하지만, S4A(Scratch for Arduino)를 이용

하면 블록 기반의 언어인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다. 하지만 보드에 하

드웨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초 전자 지식이 필요하며, 배선을 위해 브레드보드와 

같은 소자들이 필요한 것이 단점이다.

이러한 초등학교 교육 시장을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BBC micro:bit다. BBC micro:bit는 마이

크로소프트, 삼성전자, ARM 등의 파트너들이 3년 넘게 개발하여 발표한 보드로, 개발환경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개발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2016년

부터 초등학생들에게 BBC micro:bit를 이용한 코딩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미

국과 캐나다에서도 BBC micro:bit를 도입하였다.

BBC micro:bit는 기본적으로 블록 기반의 개발환경인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를 이용해 개

발을 진행하며, 마이크로 파이썬과 mbed C 언어를 이용해서도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BBC micro:bit는 4×5cm의 작은 크기이며, 32bit ARM 프로세스와 16KB의 메모리를 사용하

고 있으며, 블루투스(Bluetooth) 통신과 다양한 센서를 탑재하고 있다. 또한, 5×5 LED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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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가 장착되어 문자나 패턴 등 다양한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는데, 정보의 표시나 게임을 

개발하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BBC micro:bit에는 메인 CPU로 ARM의 Cortex-M0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서 전력 소비가 낮

다. 그리고 2개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버튼과 가속 센서, 내장 나침반, 온도 센서 등 다양한 센

서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기기와의 통신을 위해서 블루투스가 내장되어 있으며, 외

부 센서와의 연결을 위해 5개의 I/O 링과 확장을 위한 20핀의 에지 확장 단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BBC micro:bit는 가격도 저렴하며 여러 확장 단자를 이용하여 다양한 하드웨어 실습

을 진행할 수 있어서 기본적인 IoT 개발을 시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좋다. 초등학생부터 일반

인들까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수행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하드

웨어 실험들은 BBC micro:bit를 이용해서도 수행할 수 있다.

이 책의 구성 및 대상 독자

이 책에서는 BBC micro:bit를 이용해서 다양한 개발을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모든 위대

한 역작들이 그렇듯이 이 책도 3부작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에서는 BBC micro:bit를 이용해서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부에서

는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3부에서 BBC micro:bit의 

센서나 하드웨어 등을 이용해 사물인터넷을 위한 프로그래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기초적인 개발에 필요한 내용부터 설명하고 있어서 IT 비전공자나 초보자들에게 IT

에 입문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와 같은 멋진 개발자들이 나오길 바라며, 이 책이 그 첫 시작이 되길 바란다.

감사의 글

초등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던 애플 컴퓨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원에 다니면서 

본격적인 개발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 구입했던 IBM 머신은 학업에 밀려 잠시 

개발보다는 게임을 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면서 직업을 위한 기

본적인 지식을 쌓게 되었다.

어렸을 때 접했던 컴퓨터의 지식은 사회에 나와서 밥벌이를 하면서 취미이자 인생의 낙이 되

어가고 있다. 30여년 전 그때의 기쁨과 관심이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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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많은 사람이 즐거움과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바라며 이 책을 세상에 내놓

는다.

세상사 모든 일이 그렇듯 혼자서 되는 일은 없는 것 같다. 주위의 많은 분의 도움으로 긴 여

정을 마치고 책을 낼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출판을 결정해준 제이펍 출판사의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나를 가르쳐주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은사님들과 교수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항상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숭실대학교 컴퓨터구조 연구실의 김병기 

교수님과 김석윤 교수님에게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항상 부족한 나를 가르쳐주고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사랑과 지혜로 이끌어주시는 장훈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뒤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부모님과 동생에게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

로, 항상 책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주고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말없이 도와주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아내 류영화에게 언제나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놀아주지 못해도 언제나 밝은 웃음으로 기쁨을 주는 나의 사랑하는 딸 서지안에게 이 책을  

바친다.

필요한 부품 리스트 및 커뮤니티

이 책에 있는 코드들은 기본적으로 BBC micro:bit의 사이트에 있는 에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BBC micro:bit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BBC micro:bit 한 대만 가지고도 개발할 수 있지만, 블루투스를 이용한 무선 방송(Radio)을 위

해서는 두 대 이상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좋다.

BBC micro:bit의 기본 개발환경으로 PC나 Mac을 사용해도 되지만, 아이패드와 같은 스마트 

패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화면이 너무 작으므로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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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품 리스트

구분 단위 수량 내용 비고

과일
바나나 1개 과일 키보드

사과 1개 과일 키보드

물건 동전 등 도체/부도체 실험 10장

악어클립 케이블 각 색상 1개씩

알루미늄 테이프 30cm 이상 알루미늄 호일과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도 된다.

저항
220V 2개

전류의 흐름을 제한한다.
10KV 2개

택트 스위치 1개 전류를 흐르거나 흐르지 않게 한다. 4단자

스피커/피에조 

부저
1개 전기의 신호를 소리로 변환한다. 2단자

빛감지 센서 1개 빛을 감지해서 내부 저항을 조정한다. Cds 센서

서보 모터 1개 전기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한다.

로터리 가변 저항 1개 사용자가 임의로 저항의 값을 설정한다.

브레드보드 1개 전자 소자를 배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 책의 새로운 정보나 예제 및 오타 등의 정보 교환을 위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카페 주소

는 http://microbit.cc이며, 부품의 구매나 기타 정보들도 제공되고 있다.

그림 BBC micro:bit 카페 (http://microbi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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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석(철산중학교 교사)

친절한 설명 덕에 처음 해보는 micro:bit였지만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상식과 이야

기로 풀어나가는 형식이 좋았으며, 복습과 심화 과정을 통해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주어 더 좋

았습니다. micro:bit를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한 내용은 만족합니다만, IoT 부분에서 다

양한 센서를 활용한 예제가 좀 더 많았더라면 더 좋은 책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실

행 사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줬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들기도 합니다. 

  이은경(에이럭스 교육연구소)

수년 전, 작고 귀여운 모습으로 얼리 어답터들의 감탄 섞인 후기 속에서 화제가 된 BBC 

micro:bit, 그러나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차에 BBC micro:bit 입문서의 

출간 소식은 정말 반가웠습니다. 이 입문서는 개발환경은 물론 예제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

로 독학이 가능할 만한 수준이었고, 전반적으로 모두 이해할 수 있게 작성되어 좋았습니다. 

  임성현(우아한형제들)

우리나라에서 micro:bit 책을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가웠습니다. 사물인터넷을 시작으로 

micro:bit의 다양한 기능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상세한 내용과 앱을 통해 제어하는 부분 등 

곳곳에서 저자의 의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은 독자의 몫이겠네요. 

제가 중고생에게 micro:bit를 교육하면서 참 유용한 교육 도구라고 생각했었는데, 독자 여러분

도 이 책을 보시면서 micro:bit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첨언하자면, 이 책의 

다음 버전으로 프로젝트 중심의 micro:bit 책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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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욱(와이테크)

처음 해보는 베타리딩이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책은 micro:bit나 기타 사물인터넷 관련 프로그

래밍에 관심 있거나 코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적당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다양한 프로젝트까지 친절하게 구성되어 있네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영국의 코딩 교육 교구인 micro:bit는 신나는 코딩의 신세계로 떠날 출발선이 될 듯합니다.

  황의선(프리랜서)

책에서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어서 따라 하면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약과 

리뷰가 잘 되어 있어 자신의 이해도를 측정해볼 수 있다는 점도 좋았고, 코딩 예들도 실생활

에서 익숙한 것들이어서 따라 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xviii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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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메인 프레임의 시대, 미니컴퓨터의 시대, PC의 시대를 거치고, 네트워크가 발전하는 

인터넷의 시대, 모바일의 시대, 소셜 네트워크의 시대로 이어졌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다시 새로운 사물인터넷 시대가 다가왔다.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장비 등의 기기들로 대표되는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물인터넷은 인터넷에 능동적으로 

연결된 스마트 디바이스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이 점점 발전할수록 관련 개발자들의 수요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IT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15년 개정된 교육 과

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정보과목으로 의무교육을 실시

하고,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5~6학년 실과 과목에서 진행된다. 영국에서는 라즈베리 파이와 

코드버그(Codebug), BBC micro:bit 등을 내세워서 초등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리눅스와 

같은 프로그래밍과 소프트웨어의 개발에서부터 스마트 디바이스를 위한 하드웨어 교육 등 다

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BBC micro:bit는 영국의 국영 방송국인 BBC(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를 중심으로 삼성

전자, 마이크로소프트, ARM, 랭커스터(Lancaster) 대학교 등의 업체와 단체들이 다년간의 연

구 개발을 통해서 개발한 4×5cm 크기의 소형 교육용 보드다. 개발환경으로 파이썬(Python)과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JavaScript Block Editor)라는 개발환경도 지원하고 있는데, 자바스크

립트 블록 에디터는 MIT의 스크래치와 같은 블록과 자바스크립트를 함께 이용해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1를 이용해 

BBC micro:bit 기반의 사물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내용을 다룬다.

1부에서는 BBC micro:bit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개발환경의 구성과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의 사용법에 대해서 배우고, 이 블록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Hello World!’ 

프로그래밍을 해본다. 그리고 버튼을 이용한 이벤트 처리와 5×5 LED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스피커를 이용해서 멜로디를 연주하는 방법에 대해

서 살펴볼 것이다.

1　PXT(Programming eXperience Toolkit)라고도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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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는 BBC micro:bit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바스

크립트 블록 에디터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총 네 개의 장

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  BBC micro:bit 이해하기

• IT 교육을 위한 작은 시작

• 사물인터넷과 BBC micro:bit

• BBC micro:bit의 개발환경

•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의 기본 

1장에서는 IT 교육을 위한 각국의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물인터넷과 오픈 소스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그리고 BBC micro:bit의 개발환경인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의 블록(Blocks)에 대해서 알아보

고, 또 다른 개발환경인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2장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에 대해서

•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와 코딩 블록

• Hello World! 프로그래밍

• 자바스크립트와 Hello World! 프로그래밍

2장에서 BBC micro:bit의 개발환경인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의 구조와 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코딩 블록에 대

해서 알아본다. 블록(Blocks)을 이용해서 첫 프로그램인 ‘Hello World!’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자바

스크립트를 이용한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고, ‘Hello World!’ 코드를 다시 작성해본다.

3장  누르고 밝히고 … (버튼과 LED)

• 버튼을 눌러요!

• 하트 뿅뿅~: 5×5 LED 매트릭스

• 심장이 두근두근: 스프라이트와 애니메이션

•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버튼과 LED 제어

3장은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에서 BBC micro:bit의 버튼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블록과 함수들에 대

해서 알아보고, 이를 이용해 5×5 LED 매트릭스에 하트 표시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4장  노래를 불러라~

• 소리와 스피커/피에조 부저

• 도레미파~: 계이름 출력

• 학교종이 땡땡땡~: 곡을 연주해요

• 자바스크립트와 소리의 출력

BBC micro:bit는 5개의 링 단자를 제공하는데, 링 단자에 이어폰이나 스피커를 이용해서 소리를 출력할 수 있다. 

4장에서는 사운드 출력을 위해 필요한 블록과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음악을 연주하는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해본다.

1부의 구성

PART 1 • BBC micro:bit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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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2007년 애플의 스티브 잡스(Steve Jobs)에 의해서 시작된 스마트폰의 시대는 소셜(Social) 시대

를 등장시켰고, 그 뒤를 이어 새로운 사물인터넷(IoT)의 시대가 떠오르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영어로 Internet of Things라고 하는데, 이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것’으로 번역할 수 있다. 사

물인터넷의 기본 요소는 사물(Things)과 통신(Internet)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사물을 위

한 하드웨어나 센서와 같은 장치의 개발과 사용이 중요하다.

이제 사물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하고 능동적이고 유기적으로 통신하는, 더

욱 스마트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사물인터넷 시대의 중심에는 리눅스(Linux)를 필두

로 하는 오픈 소스(Open Source)와 오픈 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이 자리 잡고 있다. 리차드 스톨

먼(Richard Matthew Stallman)의 GNU(GNU’s Not UNIX) 프로젝트에 의해서 시작된 오픈 소스 

운동은 리눅스나 GNOME 그리고 KDE 등 수많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오픈 소스는 다시 웹 서버 등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면서 인터넷 시대를 이끌었으

며, 안드로이드와 같은 스마트 플랫폼으로 발전하였다. 오픈 소스의 정신은 아두이노(Arduino)

와 라즈베리 파이(Raspberry Pi), 코드버그(Codebug), BBC micro:bit와 같은 오픈 소스 하드웨

어와 위키디피아(Wikidepia)나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와 같은 오픈 콘텐츠의  

시대로 향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와 플랫폼의 융합을 통해 사물인터넷의 시대로 널리  

c h a p t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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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교육을 위한 작은 시작

• 사물인터넷과 BBC micro:bit

• BBC micro:bit의 개발환경

•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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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져나가고 있다.

사물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IT 개발자의 수요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세계의 많은 

나라가 IT 개발자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초·중·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의무교육을 곧 실시할 예정이며, 영국은 IT 인력 양성을 위해 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 

예로, 〈닥터후(Doctor Who)〉와 같은 인기 드라마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중요 캐릭터로 

나왔고, 이와 함께 BBC micro:bit 사이트에서 코딩 교육 게임을 만들어 보이면서 많은 이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흥미를 끌 수 있도록 하고 있다.2

BBC 방송국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ARM 등의 회사와 함께 3년이 넘는 연구 개발을 

통하여 초등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BBC micro:bit를 제작하였다. BBC micro:bit는 2개의 버

튼과 5×5 LED 매트릭스(스크린)를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로 파이썬(Python) 에디터나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개발한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JavaScript Block Editor) 등의 다양한 개발환경을 

이용해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기본적인 오픈 소스 하드웨어(Open Source Hardware)에 대

해서 알아보고 BBC micro:bit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BBC micro:bit의 프로그래밍을 위

해 사용되는 개발환경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2　http://www.bloter.net/archives/2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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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STEM 교육

STEAM/STEM 교육은 기존의 딱딱한 교육이 아니라 창의적인 과학 영재 육성을 위해서 과학, 기술, 

공학 및 예술 등의 여러 교육을 하나로 융합한 교육을 의미한다. STEAM은 과학의 science, 기술의 

technology, 공학의 engineering, 예술의 arts 그리고 수학의 mathematics의 각 첫 글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술을 빼고 STEM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과학·기술·공학적인 지식과 예술적 감각을 융합한 창

의적인 교육을 통해 4차 산업에 대비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STEAM 교육은 2003년 OECD의 학업성취도 평가 기관인 PISA에서 미국 청소년들이 다른 선진국 청소

년에 비해 과학/수학 분야에 성적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미국 국가 과학 위원회의 주

도로 24명의 과학 기술 관련 전문가가 태스크포스팀을 결성하고, 2007년 10월 미국 국회에 STEM 교육

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였다. 수학과 같이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완성된 교육에 새로운 IT 기술을 접목

하기 위한 시도로 교육 시장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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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micro:bit 이해하기

BBC micro:bit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준비물

BBC micro:bit, PC나 스마트폰(안드로이드폰 또는 아이폰)

학습목표

1. 사물인터넷 시대와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나라와 영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시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알아본다.

 교육을 위한 다양한 하드웨어에 대해서 알아본다.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을 위한 학습 도구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2. 사물인터넷과 다양한 오픈 소스 하드웨어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에 대해서 알아본다.

 BBC micro:bit와 코드버그(Codebug)에 대해서 알아본다.

3. BBC micro:bit에서 실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환경에 대해서 알아보자.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작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에서 제공하는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에 대해서 알아본다.

 PC와 모바일에서의 개발환경에 대해서 알아본다.

micro:bit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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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T 교육을 위한 작은 시작

1-1-1 사물인터넷 시대와 소프트웨어 교육
현재의 시대는 바야흐로 정보 통신의 시대다. 앞으로 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 많은 

IT 개발자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

는 기술 인력의 부족을 예상하고 초등학교부터 IT 교육에 많은 정성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에 중학교 이상부터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에서도 의무교육으로 시행할 예정이다.3

이미 여러 나라가 초·중·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를 교육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오래전부

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1992년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주도로 준비를 시작하여 

1994년부터 컴퓨터 과학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2000년부터 초·중·고등

학교 정보 기술(IT) 교육을 의무화하고, 2005년부터는 고등학교에서 정보 기술을 필수 과정으

로 지정하였다.

표 1–1 각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

국가 년도 정책

이스라엘 1994 1992년부터 국가교육위원회의 주도로 컴퓨터 과학을 정규과목으로 편성

중국 2000 정보 기술 교육을 의무화하고 2005년부터 고등학교 필수과목으로 선정

미국 2009 정보 과학 과목을 필수 교과로 지정

인도 2010 초·중등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을 필수과목으로 지정

일본 2012 정보 과목을 고등학교 필수과목으로 지정

에소토니아 2012 초등학교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실시

영국 2014 초등학교부터 코딩 교육 의무화 (5~16세 필수과목)

프랑스 2016 중학교 정규 과목으로 소프트웨어 도입

핀란드 2016 초등학교 정규 과목으로 코딩 교육을 실시, 4~8세 아동에게 무료 코딩 교육 제공

대한민국 2018 단계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또한,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코딩 교육 캠페인을 홍보하며 소프트웨어 교육에 나섰는

데, 2009년부터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정보 과학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으며, 

워싱턴주, 텍사스주, 켄터키주 등의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대신에 컴퓨터 코딩 교육을 도입

하고 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LA를 비롯한 6개의 주에서 컴퓨터 활용 사고(Computational 

3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3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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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과목을 중등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비영리 재단인 코드닷오알지(Code.org)4와 

같은 민간을 중심으로 코딩 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영국은 2014년을 ‘코드의 해(the year of code)’로 지정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초로 초등학교부터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면서 IT 개발자의 조기 확보를 위해 여러 노력

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

하기 전까지는 최소 2개 이상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한다.

영국에서는 또한 프로그래밍 교육의 일환으로 라즈베리 파이와 코드버그, BBC micro:bit와 같

은 장비들을 이용하여 리눅스와 사물인터넷 교육에도 나서고 있다. 영국의 BBC 방송국이 개

발한 초소형 보드인 BBC micro:bit는 어린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코딩을 통해 논리력을 향상시

키고 프로그래밍을 쉽게 배울 수 있게 하려고 만들어졌는데, 2016년 3월 22일에 영국의 모든 

6학년 학생들에게 100만 대 이상을 무료로 배포하였다.5

그림 1–1 BBC micro:bit의 홈페이지(www.microbit.co.uk)와 BBC micro:bit/BBC 마이크로

4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등이 함께 모여 만든 단체다.

5　 http://techneedle.com/archives/25925, 이 기기의 제조와 판매는 element14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2016년 7월 말부터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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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BBC 방송국은 방송이나 다큐멘터리 제작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영어 교육을 비롯하여 

과학 교육과 컴퓨터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BBC 마이크로

(BBC Micro)로 알려진 컴퓨터를 이용해 컴퓨터 교육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6, 최근에 다

시 사물인터넷 시대와 맞물려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ARM, 바클레이스, 프리스케일 등 

20개가 넘는 업체7와 함께 3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BBC micro:bit를 출시하고 초등학교 

코딩 교육에 나서고 있다.8

여러 나라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확충을 위해 이러한 BBC micro:bit와 함께 아두이노, 라즈

베리 파이, 코드버그, 리틀비츠(littlebits), 카노(kano)9나 인텔의 갈릴레오(Galileo), 에디슨(Edison) 

등 다양한 오픈 소스 하드웨어가 IT 교육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1-1-2 교육을 위한 하드웨어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은 사물(Things)과 인터넷(Internet)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

되어 있다. 인터넷은 웹(Web)과 같은 네트워크 통신을 의미하고, 사물은 스마트 디바이스나 전

자 기기들을 의미한다. 사물인터넷이 이슈가 되면서 리눅스나 기타 오픈 소스를 활용하는 다

양한 하드웨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이러한 전자 기기를 제작하고 다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아두이노나 라즈

베리 파이, BBC micro:bit 등의 제품들을 이용해서 센서나 기초 전자부품에 대한 기초를 배

울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초등학교 5~6학년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기초 전자 회로를 가르

치고 있는데, 유튜브 등을 검색해보면 이와 관련된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초등학교 

과학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업체들이 손감지 멜로디, 알람이와 깜빡이 등의 다양한 전자회로 

키트들을 5천 원 내외로 판매하고 있는데, 간단한 형태의 브레드보드와 발광 다이오드(LED), 

스피커와 빛 감지 센서, 트랜지스터, 저항 등 다양한 전자부품을 포함하고 있다.

6　https://ko.wikipedia.org/wiki/아콘_컴퓨터

7　http://www.bbc.co.uk/mediacentre/latestnews/2016/bbc-micro-bit-schools-launch

8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50315145911

9　http://row.kan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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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 다양한 초등학생용 전자회로

이러한 전자 공구 이외에도 오래전부터 전자부품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들을 알려주기 위해

서 여러 가지의 도구들이 고안되어 제공되었다. 그중에서 유명한 디자이너인 디터 람스(Dieter 

Rams)가 디자인한 브라운 렉트론 시스템(Braun Lectron System)10이 있다. 이 전자 블록은 1960

년대에 등장하였는데, 블록의 단자에 자석이 있어서 간단히 연결해 회로를 만드는 방식으

로 납땜이나 브레드보드와 같은 회로 없이도 간단하게 회로를 만들고 테스트할 수 있다. 브

라운의 렉트론 이외에도 필립스나 독일의 KOSMOS11 등의 회사들이 만든 여러 교육용 전자

(elektronik) 제품들도 있다.

그림 1–3 브라운 렉트론 시스템(Braun Lectron System)12

또한, 1970년대 중반에 일본에서 등장하며 한국에서도 만능 키트로 판매된 학연(Gakken)의 

EX나 FX 시리즈가 있다. 각각의 블록을 해당 공간 공간에 끼워 맞추고 연결해서 하나의 제

품을 만드는 식이었는데, 회로를 꾸밀 수 있는 책자로 수백 개의 회로를 만들 수 있었다. 1980

년대까지 판매되다가 절판되었는데, 얼마 전에 다시 복각되어서 한정판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최근에 다시 대인의 과학 시리즈를 통해서 기존의 블록 수를 25개로 줄인 전자블록(Denchi 

Block) 미니(mini)를 다시 판매하고 있다. 또한, 이 제품의 아이패드용 애플리케이션을 별도로 

10　http://en.wikipedia.org/wiki/Raytheon_Lectron

11　http://www.kosmos.de/content-154-154/elektronik/

12　http://makezine.com/2011/12/08/the-braun-lectron-system-retro-circuit-domin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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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는데, 스마트패드를 이용해서도 기본적인 전자 소자의 특성과 사용법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다.

그림 1–4 학연(株式会社学習研究社)의 EX-150

위의 제품들 이외에도 사물인터넷에 보다 적합한 제품으로 리틀비츠(LittleBits)가 있다. 리틀비

츠는 간단하게 블록들을 연결해서 회로를 꾸밀 수 있는 제품으로, 각각의 센서를 하나로 연

결해서 원하는 회로를 꾸밀 수 있다. 여러 종류의 IoT 기기들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시리

즈를 제공하고 있으며, 클라우드비츠와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한 웹 서비스와도 연결할 수  

있다.

그림 1–5 리틀비츠(LittleBits)

블록 완구로 유명한 레고(Lego)도 아이들 교육13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WeDo와 로봇 교육을 위한 마인드스톰(Mindstorms) 등 다양한 교육용 제품들

을 내놓았으며,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방과후 수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마인드스톰은 특

히 로봇 공학 쪽에 특화되어 있는데,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명품의 시제품을 만드는 데

도 사용된다.14 애플에서 어린이 코딩 도구로 개발하고 있는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Swift 

Playgrounds)에서도 개발을 위한 하드웨어로 레고의 마인드스톰을 지원하고 있다.

13　https://education.lego.com/en-us/elementary/explore

14　https://en.wikipedia.org/wiki/Bra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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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레고 마인드스톰과 WeDo 2.0 그리고 레고 에듀케이션 홈페이지

1-1-3 아이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 도구
초등학생들의 코딩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도구로는 스크래치(Scratch)가 있다. 스

크래치는 미국의 MIT 미디어 연구소의 평생 유치원 그룹(Lifelong Kindergarten Group)에서 아이

들의 코딩 교육을 위해서 개발한 프로그래밍 도구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과학재단, 인텔, 

노키아 등의 후원을 받아 개발하였다.

만 8세에서 16세 사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 사고(Computational Thinking) 능력 향

상을 목표로 개발되었지만, 컴퓨터와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을 위한 코딩 교육으로도 사용

할 수 있다. 스크래치를 통한 교육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창의적 

능력 향상을 목적15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초·중·고등학교의 코딩 교육에 스크래치

를 많이 선택하고 있다.

그림 1– 7 스크래치(Scratch) 홈페이지(https://scratch.mit.edu)와 개발환경

일반적인 C 언어와 같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는 키보드를 이용해서 코드를 직접 타이핑하지

만, 스크래치는 마우스를 이용하여 레고와 같이 다양한 색상으로 구분된 블록을 쌓는 방식

15　STEAM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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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쉽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는 보다 직관적이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쉬워서 아이들 

교육에 적합하다.

네이버(Naver)에서도 스크래치와 비슷한 엔트리(entry)라는 개발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구글

의 블록리(Blockly)나 마이크로소프트가 BBC micro:bit를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도 블록 형태의 코딩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1–8 엔트리 홈페이지(https://play-entry.org)와 개발환경

또한, 스크래치는 공유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본인이 작성한 코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

유해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만든 코드를 바탕으로 본인의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 간의 공유와 경쟁 그리고 다른 사람의 코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개발자의 실력 향

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도 코딩 조기 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MS 오

피스 등을 활용한 스마트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을 제

공하고 있는데 BBC micro:bit 사이트에서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와 별도로 마이크로소프트 터치 디벨로프(Touch Develop)과 micro:bit를 사용할 수 있는 코두

(KODU)라고 부르는 개발환경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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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9 KODU Game Lab의 홈페이지(http://www.kodugamelab.com)와 Microsoft Touch Develop

1–2 사물인터넷과 BBC micro:bit
2007년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발표된 아이폰(iPhone)은 전 세계를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시대로 이끌었다.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자동차 등의 스마트 디바

이스들은 1990년대부터 발전해온 인터넷(Internet)과 웹(Web)을 만나서 다시 사물인터넷(IoT)이

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1-2-1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을 영어로 하면 IoT, 즉 Internet of Things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인터넷에 연결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들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기존의 웹(Web) 시대에서 인간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었다면, 사물인터넷의 시대

는 바로 스마트 디바이스 중심의 네트워크를 통한 유기적인 연결에 있다.

페이저
(Pager)

베이직폰
(Basic Phone)

피처폰
(Feature Phone)

스마트폰/패드
(Smart Phone/Pad)

스마트TV
(SmartTV)

스마트 플랫폼
(Smart Platform) 스마트카, 스마트홈…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림 1–10 스마트 기기들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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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디바이스들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다. 2007년에 애플이 발표한 아이폰(iPhone)과 

함께 피처폰(Feature Phone)의 시대는 스마트폰의 시대로 급격히 전환되었다. 2010년에 애플이 

아이패드(iPad)를 출시하면서 스마트패드(태블릿)의 시대를 열었고, 2011년에는 삼성전자와 LG

전자에서 스마트TV가 출시되었다.

그 후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건강(헬스 케어)이나 핀 테크와 함께 발전하

고 있으며, 이는 다시 스마트 자동차와 스마트홈(Smart Home)이라는 서비스로 진화를 계속하

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은 인간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 

이다.

1-2-2 사물인터넷과 오픈 소스 하드웨어
사물인터넷은 세계의 모든 나라와 기업들이 앞으로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기존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람에 의해서 통신이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IoT의 

세상은 기기(Thing)들이 능동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유기적인 통신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

화하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이유로 IoT에서 기기와 통신과의 관계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사물인터넷을 통해 얻어지는 수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빅데이터(Big 

Data)가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딥 러닝(Deep Learning)을 바탕으

로 새로운 인공지능이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인공지능, 로봇기

술, 생명과학 등의 기술이 융합하여 펼쳐지는 제4차 산업혁명16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사물인터넷을 선점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는 다

양한 오픈 소스 하드웨어의 출연으로 이어졌다. 이탈리아의 아두이노(Arduino), 영국의 라즈

베리 파이(Raspberry Pi), 코드버그(Codebug), BBC micro:bit나 비글보드(BeagleBoard), 인텔의 갈

릴레오(Galileo) 보드와 에디슨(Edison), 엔비디아(nVIDIA) 젯슨(Jetson), 삼성전자의 아틱(ARTIK) 

등이 등장하였다.

16　2016년 1월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교수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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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다양한 오픈 소스 하드웨어

분류 아두이노
BBC  

micro:bit
라즈베리  

파이

인델  

갈릴레오

엔비디아 젯슨 

(Jetson)
삼성 아틱  

(ARTIK)

주요 모델
Uno(우노) 
R3

micro:bit RPi3 B GALILEO GEN 2 Jetson TK1 ARTIK 5 

가격 $24.95 £13( $16) $35 $70 $192 $99

CPU

ATmega 
328P

ARM 

Cortex-M0

ARM Cortex-A5 
64bit 쿼드 

코어

Quark SoC 

X1000

Cortex-A15 

쿼드코어 

테그라K1 192코어

Exynos 
Cortex-A7 

듀얼코어

16MHz 16MHz 1.2GHz 400MHz 2.3GHz 1GHz

메모리 2KB 16KB 1GB 256MB 2GB 512MB

저장 공간 32KB 256KB micro SD 카드 micro SD 카드
내장 16GB/

SD카드, SATA
내장 4GB/ 

micro SD 카드

이더넷 없음 없음 10/100M 10/100M 10/100/1000M 지원 

USB 없음 없음 4x USB 2.0 1x USB 2.0 1x USB 3.0 1x USB 2.0

비디오 

출력
없음 없음

HDMI, 
컴포지트

없음 HDMI 없음

오디오 없음
없음(P0  

단자로 지원)
HDMI, 
아날로그

없음
HDMI,  
아날로그

아날로그

리눅스 미지원 미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무선 통신 없음
블루투스 

(BLE)
무선랜, 

블루투스
없음 없음

무선랜, 

블루투스, 

ZigBee

비고 
간단한 

개발환경

다양한 

개발환경과 

레퍼런스

다양한 

레퍼런스

저전력, 

아두이노와의 

호환

강력한 성능과 

CUDA 지원의 

GPU

보안 및 

산업계 인증

이러한 다양한 오픈 소스 하드웨어는 교육용이나 개발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픈 소스 하드

웨어를 이용하게 되면 하드웨어를 미리 만들지 않아도 되므로 개발이 빠르고, 오픈 소스를 비

롯한 다양한 레퍼런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오픈 소스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으

로부터 비교적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대부분의 오픈 소스 하드웨어가 교육 목적으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상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하드웨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신뢰성이나 보안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

제들도 상업용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삼성 아틱(ARTIK)과 같은 보드들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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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ARTIK 홈페이지(http://www.artik.io)와 ARTIK 패밀리

사물인터넷에서 사용되는 기기에는 통신 기능이 크게 필요 없는 전구나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간단한 기능에서부터 자율 운전과 같은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복잡한 기능이 있다. 간단한 기

능들은 BBC micro:bit나 코드버그, 아두이노를 이용할 수 있고, 복잡한 기능들은 라즈베리 파

이나 크게는 엔비디아의 젯슨 등의 다양한 오픈 소스 하드웨어들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3 아두이노
사물인터넷을 위한 오픈 소스 하드웨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아두이노(Arduino)와 라즈

베리 파이(Raspberry Pi)다. 아두이노는 이탈리아의 마시모 반지(Massimo Banzi) 교수가 만든 소형 

임베디드 보드로, 이탈리아의 예술적인 감각과 IT 기술을 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 

메인 프로세서는 아트멜(Atmel) 기반으로, 성능이 낮긴 하지만 하드웨어 제작을 쉽게 할 수 있

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1–12 아두이노 홈페이지(www.arduino.cc)와 패션에서의 활용(릴리패드)

아두이노는 이탈리아어로 1, 2, 3을 의미하는 Uno(우노), Due(두에), Tre(뜨레)와 메가(Mega), 제

로(Zero) 등 다양한 모델17을 제공하고 있다. 하드웨어가 오픈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원하는 형

태로 제작할 수 있고, 비교적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용뿐만 아니라 산업 현

17　https://www.arduino.cc/en/Main/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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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구글에서는 안드로이드의 IoT 연결 기기로 아두이노 메가

(Arduino Mega 2560)를 선정하고 안드로이드 NDK를 기반으로 개발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1–13 다양한 아두이노 보드18

기존의 임베디드 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설치와 터미널 설정 등의 복잡한 

작업을 수행해야 했다. 하지만 아두이노는 개발환경인 스케치(Sketch)만 설치하면 이러한 절차들

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보다 쉽게 개발할 수 있다. 스케치를 이용하면 개발이 쉽다고는 하지만, 

역시나 문자열로 코딩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19

그림 1–14 아두이노의 개발환경: 스케치(Sketch)

18　https://en.wikipedia.org/wiki/Arduino

19　블록 형태의 언어인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아두이노(S4A, Scratch for Arduino)를 제어할 수 있다. http://s4a.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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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라즈베리 파이
라즈베리 파이(Raspberry pi)는 2012년 1월 29일에 영국의 라즈베리 파이 재단에서 기초 컴퓨터 

과학 교육을 목적으로 발표한 오픈 소스 하드웨어20로서 5~35$의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

으며, ARM CPU의 빠른 속도와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림 1–15 다양한 라즈베리 파이(Zero, A+, RPI3 B)

모델은 크게 몇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5$의 라즈베리 파이 제로와 20$의 라즈베리 파이 

A+, 그리고 35$의 라즈베리 파이 3B 등이 있다. 라즈베리 파이는 본체뿐만 아니라 카메라나  

7인치 터치 디스플레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하드웨어와의 연결을 위한 GPIO를 이용한 

HAT(Hardware Attached on Top)21이 제공되고 있어서 사물인터넷을 위한 개발용으로 널리 사용

되고 있다.

그림 1–16 라즈베리 파이 재단에서 나오는 제품들22

20　http://www.etnews.com/20160617000267

21　아두이노는 쉴드(Shield)라고 부른다.

22　https://www.raspberrypi.org/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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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베리 파이는 아주 다양한 운영 체제를 사용할 수 있다. 라즈비안(Raspbian)이라는 데비안

(우분투) 기반의 리눅스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분투나 페도라와 같은 여러 리눅

스 배포판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0(MS Windows 10) 코어(Core) 버전과 타이젠

(Tizen)23, 안드로이드(Android)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17 라즈베리 파이 이미지 다운로드 페이지24와 제공되는 다양한 운영체제

주요 개발환경으로 파이썬(Python), BBC 베이직, C, C++, 자바(Java), 루비(Ruby) 등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에서 설명한 블록 기반의 언어인 스크래치도 지원하

고 있다. 다른 오픈 소스 하드웨어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며, 3D 그래픽스를 위한 OpenGL 

ES를 지원하는 고성능의 GPU(VideoCore IV)와 HDMI, USB, GPIO 등의 다양한 입출력 포트

들을 제공하고 있다.

HDMI를 통해 디스플레이를 이용할 수 있고 USB 포트를 이용하여 키보드, 마우스와 같은 입

출력 장치를 사용할 수 있어서 간단한 컴퓨터나 MPC(Multimedia PC)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GPIO를 이용해서 다양한 하드웨어를 연결하고 제어할 수 있으며, 다른 오픈 소스 하드웨어에 

비해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서적과 레퍼런스도 풍부하게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라즈베리 파이는 설정하는 과정이 약간 복잡하고, 리눅스 기반에서 터미널이나 GUI 

환경을 통해 사용해야 하므로 사용법이 복잡하다. 리눅스나 X 윈도우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

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23　https://wiki.tizen.org/wiki/Raspberry_Pi

24　https://www.raspberrypi.org/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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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코드버그
다양한 교육용 하드웨어 중에 초등학교 교육을 염두에 두고 저렴한 비용으로 코드와 컴퓨터

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 바로 BBC micro:bit와 코드버그(Codebug)다. 이러한 제품

들은 비교적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초등 교육뿐만 아니라 IT와 무관한 초보자나 비전공

자들에게 사물인터넷의 기반이 될 기본 하드웨어를 다루기 위한 입문용으로 적합하다.

먼저, 영국의 BBC 방송국이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 만든 도구가 micro:bit다. 초기에 

공개된 프로토타입은 6개의 링 단자와 2개의 스위치로 구성되었지만, 추후에 5개의 링 단자로 

수정되었다. 3년간의 긴 연구와 개발로 출시가 늦어졌는데, 그 사이에 초기의 micro:bit와 같

은 형태의 다른 보드가 먼저 출시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코드버그다.

그림 1–18 BBC micro:bit의 프로토타입(Blue prototype)25과 완성되어 출시된 타입

코드버그26는 8bit SOC인 PIC 18F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인 

$18(약 2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다양한 액세서리도 함께 제공되는데, 코드버그와 함께 불빛을 

낼 수 있는 Lightbug(반딧불)와 여러 색상을 출력할 수 있는 Colour star(컬러 스타)를 별도로 판

매하고 있다.

그림 1–19 코드버그(Codebug)와 Lightbug 그리고 Colour star

25　http://www.bbc.co.uk/rd/blog/2015-07-prototyping-the-bbc-microbit

26　http://www.itworld.co.kr/news/9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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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버그는 BBC micro:bit와 같이 정보 표시를 위한 5×5 LED 매트릭스가 장착되어 있어서 

숫자나 문자 등의 글씨나 패턴 등을 설정해서 표시할 수 있으며, 위쪽에 2개의 버튼과 컴퓨터

와의 연결을 위한 USB 단자가 있다. 뒷면에 얇은 단추형(동전형) 전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간단

히 웨어러블 장치를 만들 수도 있다.

그림 1– 20 웨어러블로 사용 중인 코드버그와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된 코드버그

다양한 전자부품을 연결할 수 있도록 기본 6개의 링 단자가 있고, 아래에 6개의 확장 단자도 

추가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자들을 통해서 발광 다이오드(LED), 스위치, 모터 등과 같

은 하드웨어를 연결해서 제어할 수 있다. 또한, 확장 단자를 이용해서 Colour star뿐만 아니라 

라즈베리 파이와 같은 장치와도 연동시킬 수 있다.

확장 단자

악어 클립
연결 단자

단추형
전지 홀더

버튼

USB 단자(포트)

메인 칩(두뇌)LED

버튼

악어 클립
연결 단자

그림 1– 21 코드버그의 구조

코드버그의 개발환경은 코드버그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프로그래밍에는 구글이 MIT 대

학과 함께 개발한 블록리(Blockly)라는 블록 기반의 언어를 사용한다. 개발환경은 코드버그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데, 별다른 개발 도구의 설치 없이 코드버그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개

발을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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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2 코드버그 웹사이트(https://www.codebug.org.uk)와 개발환경

프로그래밍 도구로 사용되는 블록리(Blockly)는 스크래치와 비슷한 GUI 개발 도구로, 이를 이

용하면 코딩 한 줄 없이 블록 맞추기식으로 프로그래밍과 하드웨어 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한, 블록리는 C 언어나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환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는데, 

이렇게 변환된 코드를 통해 다른 언어로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개발환경에서 코드를 작성한 후 바로 웹사이트에서 바이너리(펌웨어)를 컴파일해서 PC로 다운

로드할 수 있다. 이렇게 받은 바이너리를 USB를 통해 코드버그의 45KB 플래시 스토리지로 전

송하기만 하면 설치가 완료되고 작성한 코드가 바로 실행된다.

1-2-6 BBC micro:bit와 주변기기

BBC micro:bit는 코드버그와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블루투스(Bluetooth) 통신과 다양

한 센서를 탑재하고 있다. BBC micro:bit는 4×5cm의 작은 크기이며, 32bit ARM 프로세스와 

16KB의 메모리를 사용한다. 코드버그와 같은 5×5 LED 매트릭스(스크린)가 장착되어 문자나 

패턴 등 다양한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는데, 정보의 표시나 게임을 개발하는 용도로도 사용

될 수 있다.

메인 CPU27는 Nordic의 nRF51822 SOC로 ARM의 낮은 등급의 코어텍스(Cortex) 프로세서

인 Cortex-M0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Cortex-M0 모델은 폰 노이만 구조(Von Neumann 

architecture)28로 8bit나 16bit 프로세서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12,000여 개의 게이트로 구

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코어텍스보다 작은 32개의 인터럽트와 4단계의 인터럽트 우선순위를 

27　컴퓨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인간의 뇌처럼 논리적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28　 존 폰 노이만(Johann von Neumann)이 고안한 내장 메모리형 순차처리 방식으로, 데이터 메모리와 프로그램 메모리를 따로 구

분하지 않고 하나의 버스로 처리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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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어서 전력 소비가 낮다.

A 버튼

B 버튼5x5 LED 매트릭스
(스크린)

엣지(Edge)
커넥터

프로세서
(32bit ARM M0)

나침반 센서

가속도 센서

USB 커넥터 리셋(Reset)
버튼

배터리커넥터

USB
컨트롤러

블루투스
안테나

디지털/아날로그
입출력 링

전원 접지

4 
cm

5 cm

앞면(Front) 뒷면(Back)

그림 1– 23 BBC micro:bit(https://www.microbit.co.uk/device)

BBC micro:bit에는 2개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버튼과 가속도 센서, 나침반(Compass; 방위) 센

서, 온도 센서 등 다양한 센서가 포함되어 있다. 가속도 센서는 시간당 속도의 변화를 측정하

는 센서로 가속도나 진동 등을 측정하는데, 일반적으로 3축 센서를 이용해서 이동 방향에 대

한 중력 가속도와 기울기 등을 측정할 수 있다. 나침반 센서는 지자기 센서라고도 부르며 지

구의 자기장을 측정하는 센서로, 지구의 자기장을 측정해서 나침반과 같이 방위를 측정하거나 

주변의 자기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온도 센서는 주변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다.

그리고 다른 기기와의 통신을 위해서 블루투스가 내장되어 있으며, 외부 센서와의 연결을 위

해 5개 I/O 링과 확장을 위한 20핀의 에지 확장 단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전원 공급을 위해

서 배터리 커넥터에 AAA 건전지 2개를 사용하는 배터리 케이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핸드폰 

충전기나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USB 커넥터로도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BBC micro:bit는 가격도 저렴하며 여러 확장 단자를 이용하여 다양한 하드웨어 실습

을 진행할 수 있어서 기본적인 IoT 개발을 시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좋다. 초등학생부터 일반

인들까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수행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하드

웨어 실험들은 BBC micro:bit를 이용해서도 수행할 수 있다.

BBC micro:bit의 제조와 판매는 라즈베리 파이의 제조와 판매도 맡고 있는 엘레멘트

14(element14)에서 하고 있다. BBC micro:bit만 있는 제품과 USB 케이블, 2x AAA 배터리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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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함께 있는 다양한 제품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리셀러29들이 제품 판매의 활성화를 위해

서 엘레멘트14에서는 제품을 90개 이상씩만 판매하고 있다.

그림 1– 24 엘레멘트14(element14)의 판매 페이지(http://uk.farnell.com/bbc-microbit)

Kitronik, Pimoroni, ScienceScope, Technology Will Save Us, The Pi Hut, Microsoft(UK) 

등 다양한 업체가 리셀러로 BBC micro:bit를 판매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업체가 BBC 

micro:bit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장치들도 제조하고 있다.

그림 1– 25 Kitronik의 홈페이지30와 INVENTOR’S KIT

영국의 Kitronik는 BBC micro:bit를 위한 액세서리로 케이스나 20핀의 에지 단자를 위한 확장 

포트, 모터 드라이버, 기본 실험 키트 등 여러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림 1– 26 BBC micro:bit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액세서리31

29　http://uk.farnell.com/bbc-microbit-reseller

30　https://kitronik.co.uk/bbc-micro-bit-accessories/bbc-micro-bit.html

31　https://www.kitronik.co.uk/bbc-micro-bit-accessories/bbc-micro-bit-accessori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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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micro:bit를 판매하는 제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본체만 있는 제품과 본체와 함께 USB와 

AAA 건전지 2개가 들어가는 배터리 케이스가 있는 제품이 있다. 일반적으로 USB 케이블은 안드로이드 기

반의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이용하면 되지만, 배터리 케이스는 별도로 구매해야 한

다. 핸드폰 보조 배터리를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배터리 케이스가 함께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쉬어가기

1–3 BBC micro:bit의 개발환경
BBC micro:bit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그리고 mbed 

C/C++ 등을 이용해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1-3-1 소프트웨어 개발환경

PC나 BBC micro:bit와 같은 하드웨어에서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려면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해

야 한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나 오픈 소스 하드웨어들과 같은 장치에서 사용하는 CPU(7장의 1-1 

‘컴퓨터 구조와 메모리’ 참조)는 매우 단순해서 ‘0’과 ‘1’로 된 숫자(이진법)만 사용한다. 초기의 컴퓨

터에는 이진법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0101 0011’과 같이 숫자로 된 코드32를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를 일대일로 문자로 매칭한 어셈블리어(Assembly Language)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어셈블리어도 기계어를 일대일로 매칭한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하기가 쉽지 않다. 

사람이 더욱 이해하기 쉬운 언어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영어와 같은 문자 형태로 코딩을 하는 

C나 C++과 같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가 그것들이다.

32　이와 같이 숫자로 된 코드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라고 해서 기계어(Machine Language)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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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어
(Machine Language)

어셈블리어
(Assembly Language)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High-Level Programming

Language)

블록 프로그래밍 언어
(Block Programming

Language)

그림 1–27 프로그래밍 언어의 발달

하지만 CPU는 기계어밖에 이해할 수 없으므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어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컴파일러(Compiler)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한다.

FIRST LAST

컴파일(Compile)

TITLE
FIRST LAST

main.c
프리프로세서
(Preprocessor)

(cpp)

main.i

컴파일러
(Compiler)
(cc1)

main.s

어셈블러
(Assembler)
(as)

링커
(Linker)
(ld)

stdio.h glibc.a

a.out
(Executable 
and 

Linkable 
Format)

sub.c
sub.i sub.s

소스 코드
(Source Code) 실행 파일

(Executable File)

헤더 파일
(Header File)

라이브러리
(Library)

목적 코드(Object Code)

main.o

sub.o

링크(Link)
빌드(Build) = 컴파일 + 링크

매크로
어셈블리 
코드

그림 1– 28 고급 언어의 컴파일/빌드(Build) 과정

현재 사용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문자 기반의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사람이 이

해하기 쉽다는 장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 코드의 작성이나 오류 해결 등에 대

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한데, 초보자나 IT 비전공자들이 손쉽게 다루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

이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앞에서 본 스크래치나 블록리와 같은 블록 프로그래밍 언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블록 프로그래밍 언어는 레고와 같이 다양한 색상의 블록을 쌓아서 

코딩을 진행할 수 있고, 블록을 연결할 때 오류가 있으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보다 쉽게 개

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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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BBC micro:bit의 개발환경

BBC micro:bit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 기본적인 

개발환경은 BBC micro:bit의 홈페이지를 통해 코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코드의 컴파일 기능

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실행은 간단한데, 작성된 코드에 대한 바이너리33(.hex)를 다운로드해

서 BBC micro:bit에 복사하고 리셋 버튼만 누르면 간단히 실행할 수 있다.

프로그램 코딩(Coding) BBC micro:bit 프로그래밍 작성

컴파일(Compile) BBC micro:bit 실행 코드로 변환

다운로드(Download) .hex 파일 변환 후 다운로드

설치(Installation) .hex 파일을 BBC micro:bit로 복사

실행(Execution) BBC micro:bit의 리셋(Reset) 버튼을
눌러서 코드 실행

그림 1– 29 BBC micro:bit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빌드/실행 절차

BBC micro:bit를 위해 다양한 개발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발환경으로 블록(Blocks)과 자바

스크립트 기반의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JavaScript Blocks Editor)와 파이썬 기반의 파이썬 에

디터(Python Editor)를 제공하고 있다.34 BBC micro:bit 홈페이지에서 이러한 개발환경을 이용해

서 코드를 작성하고 컴파일해서 실행하면 된다.

33　바이너리는 ‘0’과 ‘1’의 두 숫자로만 이루어진 이진법을 의미하며, 컴퓨터에서는 이진 숫자로 이루어진 파일을 의미한다.

34　비공식적으로 스크래치(http://www.picaxe.com/BBC-microbit)와 mbed C/C++이 지원된다.



1–3 BBC micro:bit의 개발환경 29

그림 1– 30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JavaScript Block Editor)와 파이썬 에디터(http://www.microbit.org/code)

작성된 코드의 실행을 위해서는 컴파일한 바이너리를 BBC micro:bit에 복사하면 되는데, 컴퓨

터의 USB 포트를 통해서 유선으로 연결하거나 스마트폰/스마트패드와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실행할 수 있다.

예전 에디터(old editors)

BBC micro:bit의 초기 개발환경으로 자바스크립트, 파이썬과 같은 언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

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블록 에디터(Microsoft Block Editor)와 터치 디벨로프(Touch Develop)를 사용하였

지만, 지금은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와 파이썬 에디터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1– 31 BBC micro:bit의 개발환경(https://www.microbit.co.uk/create-code)

쉬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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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JavaScript Block Editor)는 예전 개발 환경인 블록 에디터와 자바스크

립트를 결합해놓은 것으로, 블록들을 연결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과 문자 형태의 자바스

크립트 코드를 이용해 프로그래밍하는 두 방법 모두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된 코드는 블록이

나 자바스크립트로 서로 변환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보다 쉽게 두 프로그래밍 언어를 

모두 학습할 수 있다.

그림 1– 32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웹(web) 개발에 사용되는 자바스크립트가 키보드만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직접 입력하는 것과

는 다르게,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는 코딩 블록을 이용해서 쉽게 코드를 완성할 수 있다. 

코드에서 입력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하고 중앙에 있는 코딩 블록에서 원하는 코드를 선택하

여 해당 부분에 코드를 삽입할 수 있다.

1-3-4 BBC micro:bit와 스마트폰 개발환경

BBC micro:bit는 내장된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와 통신할 수 있다. 블

루투스를 통해서 BBC micro:bit와 스마트폰을 연결할 수 있는데, 연결하는 과정은 10장에서 

설명하고 있다.35 BBC micro:bit를 위한 개발환경은 안드로이드에서는 버전 4.4 이상에서 동작

하고, iOS는 8.0 이상의 폰이나 태블릿에서 사용할 수 있다. BBC micro:bit를 위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과 통신 기능은 삼성전자가 개발하였으며, 구글의 플레이(Play) 마켓에서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iOS 애플리케이션은 Insight Resources에서 개발하였고, 애플 앱스토어를 통

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다.

35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BBC micro:bit를 개발하려는 분들은 10장의 ‘스마트폰 페어링’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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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3 BBC micro:bit와 블루투스 통신을 위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36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에서 앱을 통해서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나 파이

썬 에디터 등의 개발환경을 이용하여 개발을 진행할 수 있고, 블루투스를 통해 컴파일된 바이

너리는 BBC micro:bit로 전송해서 실행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PC에서의 개발과는 

또 다른 장점을 제공하는데, 스마트폰의 기울기 센서나 다른 센서를 통해서 에뮬레이터를 사

용할 수 있다.

블루투스(Bluetooth)

블루투스는 저전력으로 동작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을 위한 산업 표준으로, 무선랜(Wifi)과 같은 2.4G 대

역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 주로 PC나 스마트폰에서 주변기기와의 통신을 위해서 사용된다. 블루투

스는 USB와 같은 유선 케이블을 대체하기 위해서 등장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장애물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대 10M 반경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블루투스는 스칸디나비아를 통일한 덴마크의 국왕, 헤럴드 블라트란트 고름손(Haraldr blát  ̧onn Gormsson)

의 별명으로, 무선 통신을 통일하자는 염원이 담겨 있다. 1994년에 에릭슨이 최초로 개발을 시작하여 

1999년 5월 20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블루투스는 IEEE 802.15.1 규격을 사용하는 PANs의 산업 

표준으로, 최근에는 저전력을 사용하는 BLE(Bluetooth Low Energy, https://zoyi.co/tech-blog/2015/11/03/

Bluetoot-Low-Energy-BLE-파헤치기)가 등장하면서 다양한 용도로 더 각광받고 있다.

쉬어가기

36　http://news.samsung.com/kr/프로그래머-꿈나무-100만-육성-프로젝트-마이크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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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의 기본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BBC micro:bit를 위한 개발환경

으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쉽고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

터는 블록을 이용한 개발환경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개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1-4-1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와 블록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에서 제공하는 블록(Blocks)은 초등학교에서 많이 교육하고 있는 스

크래치와 비슷한 환경으로, 기존의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한다. 자바스크

립트 블록 에디터의 코딩 환경은 BBC micro:bit 홈페이지와 클라우드 IDE(통합개발환경)를 사

용하므로 별도의 설치 과정이 필요 없다.

BBC micro:bit 홈페이지에서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의 화면 왼쪽에는 에뮬레이터가 표시

되고, 그 옆 중앙에 프로그래밍 시에 사용되는 블록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색상별로 구

분되어 있다. BBC micro:bit의 코딩은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JavaScript Blocks Editor)라는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 블록(Block)을 서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데, 블록들을 순서대로 가져다

가 차곡차곡 쌓기만 하면 된다. 블록 연결 시에 오류가 없어야만 서로 결합된다. 그래서 코딩 

시 오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1– 34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JavaScript Blocks Editor)의 블록(Blocks)

블록 기반의 개발환경은 배우기 쉬운데,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루프, 표준 함수, 변수를 연결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서 BBC micro:bit의 5×5 LED 매트릭스나 I/O 포트를 

쉽게 다룰 수 있다. 또한, 에뮬레이터도 제공되기 때문에 기기에서 실행해보지 않아도 기본적

인 동작을 테스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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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만든 코드는 ‘자바스크립트로 코드 변환(Convert Code to JavaScript)’ 버튼을 이용해 손쉽

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할 수 있다. 변환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통해서 세부적인 로직

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해야 하는지도 확인해

볼 수도 있다.

그림 1– 35 변환된 자바스크립트 코드

1-4-2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와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에서 자바스크립트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개발을 진행할 수 있으므

로 손으로 집적 코딩하는 것에 비해서 쉬우며, 오류도 많이 줄일 수 있다. 키보드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면 마우스 대신 키보드를 통해서 보다 빠른 개발을 진행할 수도 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블록과 자바스크립트를 서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데, 변환된 코드를 이용해서  

여러 기능과 로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에서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는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와는 약간 

다르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BBC micro:bit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에서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해서 2012

년에 발표한 타입스크립트(TypeScript)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타입스크립트는 컴파일하면 자바

스크립트로 변환되는 언어로, 자바스크립트와는 다르게 타입을 미지 지정할 수 있어서(정적 타

입) 코드의 작성과 디버깅이 쉬워진다. 그리고 모듈과 네임스페이스, 강력한 객체지향 프로그

래밍(OOP)의 지원으로 보다 체계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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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6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의 자바스크립트 참고 페이지(https://makecode.microbit.org/javascript)

1-4-3 코드의 실행
블록이나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이 다 끝나면 아래에서 ‘Download(다운로드)’ 버

튼을 누르면 BBC micro:bit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바이너리(Hex) 코드가 다운로드된다. 컴파일

한 바이너리 코드의 크기는 몇 KB(킬로바이트)에 불과하므로 다운로드 시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지 않는다.

그림 1– 37 PC와의 연결과 바이너리의 다운로드

이렇게 다운받은 바이너리 코드를 실행하고 싶다면, USB 케이블을 통해서 BBC micro:bit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외장 디스크로 연결되는데, 다운로드한 바이너리 코드를 BBC micro:bit에 

복사한 후 리셋시키면 실행된다. 한번 설치된 바이너리는 펌웨어이므로 BBC micro:bit를 끄더

라도 남아있고, 다시 전원을 넣으면 바로 다시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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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은 스마트 기기와 같은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미국과 한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차세대 사업의 하나로 꼽고 있다. 하지만 사물인터넷을 부흥시

키는 데 필요한 IT 개발자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개발자를 확충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초·중·고등학교에 소프트웨어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라즈베리 파이나 코드버그, BBC micro:bit 등을 이용한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BBC micro:bit는 32bit ARM 프로세스와 16K의 메모리, 2개의 버튼과 5×5 LED 매트릭스(스크린) 그리

고 외부 하드웨어 연결을 위해 3개의 디지털/아날로그 단자와 VCC와 GND 단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20

핀의 에지 단자를 사용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을 위한 통신을 위해 블루투스와 가속도 센서, 나침반 센

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컴퓨터와 연결을 위해 Micro USB 단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리셋(Reset) 버튼과 

3V 단자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작동을 위해서 2개의 AAA 건전지를 이용한다. 2016년 3월 

22일에 영국의 7학년들에게 100만 대 이상 무료로 배포되었으며, 2016년 7월 말부터 판매를 시작하고 

있다.

BBC micro:bit는 초등 교육용으로 개발되어 쉽게 배울 수 있고, 유연한 프로그래밍 환경을 갖춘 간단한 

컨트롤러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유용한 제품이다. 버튼이나 센서와 링 포트 등과 전자부품을 연계

해 기본적인 전자 소자들의 사용법을 배울 수 있다. 연령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IoT 개발을 시작할 수 있

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기기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BBC micro:bit의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서 제공되는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

가 초등 교육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는 MIT의 스크래치(Scratch)나 구글의 

블록리(Blockly)와 같은 블록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로, 레고와 같이 블록을 조립해가며 쉽게 프로

그래밍할 수 있다. 코딩 블록은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되므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의 블록으로 작성한 코드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로의 변환이 가능해, 자

바스크립트와 함께 연동할 수 있다는 장점도 제공하고 있다. 자바스크립트로 프로그래밍할 때는 키보드

를 사용할 수 있으며, 코딩 블록을 마우스로 선택해서 보다 쉽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요약

요약 | 연습문제 | 심화문제



CHAPTER 1 BBC micro:bit 이해하기36

1. 세계의 각국이 IT 교육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초등학교 교육에 사용되고 있는 스크래치나 엔트리의 개요와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3.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오픈 소스 하드웨어의 종류와 장단점을 비교하세요.

4. 사물인터넷의 교육에 많이 사용되는 라즈베리 파이에 비해서 BBC micro:bit가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5. 코드버그(Codebug)와 BBC micro:bit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6. 블록(Block) 기반의 개발환경이 초등학교 교육에 많이 사용되는 것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7. 기계어나 어셈블러와 같은 저급(Low-Level) 프로그래밍 언어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와의 장단점을 

비교하세요.

연습문제

1. 오픈 소스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제품화한 예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픈 소스 하드웨어를 이용했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2. 스마트 기기들의 발전 과정과 사물인터넷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3. 아두이노에 비해서 BBC micro:bit가 갖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4.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에서 블록이나 자바스크립트를 쓸 때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심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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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CHAPTER 3 누르고 밝히고 … (버튼과 LED)

주요내용

PC에서는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은 

터치를 통해서 사용자와 상호작용(인터랙션)한다. 세탁기도 빨래를 하기 위해 버튼을 조작해서 

코스나 세탁 시간 등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용자와의 인터랙션(interaction)은 대부분의 

제품에서 가장 필요한 기본 기능이다.

BBC micro:bit에는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을 위하여 5×5 LED 매트릭스(스크린)와 2개의 스위

치 그리고 리셋 버튼 등이 제공되고 있다. 스크린은 사용자에게 게임이나 애플리케이션의 실

행 결과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A와 B의 2개의 버튼은 사용자의 입력을 받

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스크린에 2장의 ‘Hello World!’ 프로그래밍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숫자나 문자의 값을 출력할 

수 있지만, 출력되는 모양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스크린의 임의의 위치에 LED를 켜

거나 끄거나 하는 제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밝기 등에 대한 제어도 수행할 수 있다.

스크린에 출력되는 모양 여러 개를 연결해서 애니메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각각의 

장면을 연결하는 기법을 스프라이트(sprite)라고 한다. 이 스프라이트를 이용하면 게임이나 메

시지를 보다 인상적으로 출력할 수 있다.

• 버튼을 눌러요!

• 하트 뿅뿅~: 5×5 LED 매트릭스

• 심장이 두근두근: 스프라이트와 애니메이션

•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버튼과 LED 제어

누르고 밝히고 … (버튼과 LE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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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에서는 블록과 자바스크립트 모두 스크린과 2개의 버튼에 대해 제

어할 수 있는 다양한 블록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블록들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들이고 결과를 출력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누르고 밝히고 … (버튼과 LED)

BBC micro:bit에서 버튼의 이벤트를 감지하고 5×5 LED 매트릭스(스크린)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및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는 코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준비물

BBC micro:bit, USB 케이블, PC나 스마트폰(안드로이드폰 또는 아이폰)

학습목표

1. BBC micro:bit에서 버튼의 이벤트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BBC micro:bit의 구조와 버튼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BBC micro:bit의 버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2. BBC micro:bit에서 스크린에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BBC micro:bit에서 5×5 LED 매트릭스의 패턴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스크린의 밝기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3. 애니메이션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스프라이트(sprite) 이미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애니메이션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코드 내에서 루프를 사용하는 기본에 대해서 알아본다.

코딩

1. 블록

 버튼(Button) 처리를 위한 프로그래밍

2. 자바스크립트

 버튼(Button) 처리를 위한 프로그래밍

micro:bit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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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버튼을 눌러요!

3-1-1 사용자와의 인터랙션과 버튼의 사용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 사용자 경험을 뜻하는 UX(User eXperience)라는 용어가 중요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화면 구성의 아름다움을 따지는 심미적인 UI(User Interface)가 중점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심미적이면서도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사용을 제공하는 UX가 부각되고 있다.

이렇듯 PC나 스마트폰에서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이 중요한데, 일반 PC의 경우에는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해서 사용자의 입력을 받고, 스마트 디바이스는 터치나 센서를 이용해서 사용

자와의 입력을 받을 수 있다. BBC micro:bit도 사용자의 입력을 받기 위한 2개의 버튼과 5개의 

링 단자, 다양한 센서 등을 제공하고 있다.

B 버튼A 버튼

5x5 LED 매트릭스
(스크린)

그림 3–1 5×5의 LED 매트릭스와 2개의 버튼

블록(Blocks)에서 버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Input” 코딩 블록의 “버튼이 눌릴 때(onButtonPressed)”  

블록을 사용하면 된다. 이 블록은 버튼 ‘A’나 ‘B’ 또는 ‘A + B’가 모두 눌릴 때의 조건을 처리할 

수 있는데, 버튼이 눌리면 하고 싶은 일을 블록의 안쪽에 추가하면 된다.

그림 3–2 “버튼이 눌릴 때(onButtonPressed)” 블록



3–1 버튼을 눌러요! 91

3-1-2 버튼 감지를 위한 프로그래밍
이제 버튼이 눌릴 때 문자를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보자. 2장에서와 같이 자바스크립트 블

록 에디터에서 프로젝트(Projects) 버튼을 누른 후 ‘새로운 프로젝트(New Project)...’ 버튼을 클릭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의 이름을 ‘ButtonApp’으로 변경한다.

그림 3–3 ‘ButtonApp’ 프로젝트의 생성

먼저, “입력(Input)” 코딩 블록에서 “버튼이 눌릴 때(onButtonPressed)” 블록을 선택한다. 블록을 

선택하면 화면에 배치되는데, 블록의 중앙에 A라고 쓰여 있는 콤보박스가 있다. 마우스로 콤

보박스를 선택하면 ‘A’, ‘B’, ‘A + B’의 3개의 옵션이 표시되는데, ‘A’는 A 버튼을 의미하고, ‘B’는 

B 버튼을 의미하며, ‘A + B’는 2개의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4 “버튼이 눌릴 때(onButtonPressed)” 블록과 버튼의 설정

버튼을 기본값인 ‘A’로 두고 버튼이 눌리면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기본(Basic)” 코딩 블록

에서 “문자열 표시(showString)” 블록을 선택한 후 화면에 추가한다. 화면에 배치된 “문자열 표

시” 블록을 드래그해서 “버튼이 눌릴 때(onButtonPressed)” 블록의 안으로 배치하고 표시되는 

문자열을 ‘A’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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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로 
‘A’ 버튼을 
클릭

그림 3–5 “문자열 표시” 블록의 배치와 실행 결과

앞에서 블록의 연결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에뮬레이터에서 코드가 실행되는데, ‘A’ 버튼을 클

릭하면 스크린에 ‘A’라는 문자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1-3 블록의 복제와 삭제
앞의 코드를 수정해서 ‘B’ 버튼이 눌렸을 때 ‘B’라는 문자가 스크린에 출력되도록 관련 기능을 

추가해보자. 다시 앞에서와 같이 “기본(Basic)” 코딩 블록과 “입력(Input)” 코딩 블록에서 각 블

록을 선택하고 이를 연결할 수 있지만, 기존에 연결해놓은 블록들을 복제하면 보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편집 영역’에서 앞에서 배치한 “버튼이 눌릴 때(onButtonPressed)” 블록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

른쪽 버튼을 누르면 팝업 메뉴가 표시된다. 팝업 메뉴를 보면 2장에서 살펴본 ‘주석 추가(Add 

Comment)’ 항목 위에 ‘복제(Duplicate)’ 항목이 있다. 복제 항목을 선택하면 앞에 선택한 블록들

이 그대로 복사되는데, 이 복사된 항목의 값을 수정해서 ‘B’ 버튼이 눌렸을 때 ‘B’ 메시지가 출

력되게 할 수 있다.

블록의 삭제

그림 3–6 블록의 복제(Dupl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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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블록을 복사하면 같은 버튼에 대한 “버튼이 눌릴 때(onButtonPressed)” 블록이 2개 있기 

때문에 비활성화되어 있다. “버튼이 눌릴 때” 블록의 콤보박스를 선택해서 ‘B’로 설정하고, “문

자열 표시(showString)” 블록의 메시지를 ‘B’로 변경한다. 그러면 비활성화된 블록들이 활성화되

는데, 이 수정된 코드를 실행해서 ‘A’ 버튼을 누르면 스크린에 ‘A’라는 문자를 출력하고, ‘B’ 버

튼을 누르면 ‘B’라는 문자를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7 완성된 코드와 ‘B’ 버튼을 눌렀을 때의 스크린 표시

위에서 작성한 코드를 다운로드해서 BBC micro:bit에서 실행해보자. 코드가 실행되면 에뮬레

이터와 동일하게 ‘A’ 버튼을 누르면 A가 표시되고 ‘B’ 버튼을 누르면 B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8 바이너리(.hex)의 다운로드와 BBC micro:bit에서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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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트 뿅뿅~: 5×5 LED 매트릭스와 패턴

3-2-1 5×5 LED 매트릭스를 위한 하트 패턴
앞에서 버튼을 누르면 단순히 ‘A’나 ‘B’와 같은 문자를 출력하게 하였다. BBC micro:bit에서는 

보다 복잡한 무늬의 패턴을 5×5 LED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데, 이를 이용해서 하트 패턴을 출력하도록 코드를 작성해보자.

먼저, 앞에서 ‘편집 영역’에 추가한 “문자열 표시(showString)” 블록을 삭제해보자. ‘A’ 버튼이 설

정되어 있는 “버튼이 눌릴 때(onButtonPressed)” 블록 안에 “문자열 표시(showString)” 블록을 선

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팝업 메뉴를 오픈한다. 팝업 메뉴를 보면 ‘2 블록 삭제

(Delete 2 Blocks)’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을 선택하면 안에 있는 “문자열 표시” 블록이 삭제된다.

블록의 삭제

그림 3–9 블록의 삭제(Delete Block)

참고로, 보다 간단한 삭제는 블록을 코딩 블록 영역에 드래그하면 쓰레기통이 표시되는데, 여

기에 버리면 된다. 그리고 블록을 잠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싶을 때는 블록을 드래그해서 

밖으로 빼면 비활성화 상태가 된다.

이제 앞의 삭제된 블록에 5×5 LED 매트릭스 패턴을 추가해보자. 5×5 LED 매트릭스 패턴의 

생성은 “LED 표시(showLeds)” 블록를 사용하면 된다. 이를 위해 “기본(Basic)” 코딩 블록에서 

“LED 표시” 블록을 선택한 후 “버튼이 눌릴 때” 블록 안으로 드래그해서 배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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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LED 표시(showLeds)” 블록의 배치와 하트 패턴 설정

“LED 표시(showLeds)” 블록을 보면 5×5의 형태로 체크박스가 위치하고 있다. 각각의 체크박스

는 5×5 LED 매트릭스의 LED를 의미하는데, 켜고 싶은 LED의 위치의 체크박스를 마우스로 

선택하면 붉은 사각형이 안에 표시되는데, 이를 이용해서 그림 3-10과 같이 하트 패턴을 만들 

수 있다.

앞의 패턴을 만들고 에뮬레이터에서 실행한 후 ‘A’ 버튼을 누르면, 5×5 LED 매트릭스에 하트 

모양으로 LED가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1 하트 모양으로 불이 들어온 5×5 LED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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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하트 깜빡이기: 블링킹(Blinking)
‘A’ 버튼과 ‘B’ 버튼을 동시에 누를 경우에 하트가 깜빡이도록 코드를 작성해보자. ‘A’로 설정된 

“버튼이 눌릴 때(onButtonPressed)” 블록과 “LED 표시(showLeds)” 블록을 모두 복제한 후에 기존

의 ‘A’의 값을 ‘A + B’로 변경한다.

그림 3–12 “버튼이 눌릴 때(onButtonPressed)” 블록을 ‘A+B’의 값으로 변경

하트가 깜빡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트가 표시된 후 일정 시간 후에 화면을 지우고, 다시 일

정 시간이 지난 후에 하트를 그리는 방식을 이용하면 된다. 블록은 “기본(Basic)” 코딩 블록의 

‘추가(… More)’에 화면을 지울 수 있도록 “화면 지우기(clearScreen)” 블록을 제공하고 있고, 잠시 

멈추기 위해서 “멈춤(pause)” 블록도 제공한다.

그림 3–13 “화면 지우기(clearScreen)” 블록과 “멈춤(pause)” 블록

“LED 표시(showLeds)” 블록의 아래에 “멈춤(pause)” 블록을 추가하고, 그 아래에 다시 “화면 지

우기(clearScreen)” 블록과 “멈춤” 블록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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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s 
쉬기

20ms 
쉬기코드의 

실행 순서

그림 3–14 깜빡이기를 위한 완성된 코드

이제 앞에서 작성한 코드를 수행해보자. 에뮬레이터에서 ‘A’와 ‘B’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싶으

면 에뮬레이터 안에 있는 ‘A + B’ 버튼을 선택하면 된다. 이 ‘A + B’ 버튼을 누르면 하트가 한 번 

깜빡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 B’ 버튼
동시에 누르기

그림 3–15 깜빡이기의 실행

3-2-3 5×5 LED 매트릭스의 밝기 설정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에서는 5×5 LED 매트릭스의 패턴 생성뿐만 아니라 밝기의 설정도 

지원한다. 밝기의 조정은 “LED” 코딩 블록의 ‘추가(… More)’에 있는 “밝기 설정(setBrightness)” 

블록을 이용하고, 현재 스크린의 밝기를 가져오고 싶으면 “밝기(brightness)” 블록을 이용하면 

되는데, 0의 값은 꺼져 있는 상태이고 255의 값이 가장 밝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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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밝기 설정(setBrightness)” 블록과 “밝기(brightness)” 블록

이제 앞의 코드를 수정해서 밝기가 변하는 것을 확인해보자. 루프 블록을 사용해서 LED의 

밝기를 점진적으로 변하도록 하는데, 루프는 설명이 복잡하므로 5장 “프로그래밍 로직과 반

복문”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다. 

먼저, “버튼이 눌릴 때(onButtonPressed)” 블록 안의 “LED 표시(showLeds)” 블록 아래에 “루프

(Loops)” 코딩 블록의 “for” 블록을 배치한다. “for” 블록은 0에서 1씩 증가하면서 현재 설정된 

값까지 반복하는 블록이다. 이 블록 안에 밝기를 조정하는 블록을 추가하면 되는데, “LED” 

코딩 블록의 “밝기 설정(setBrightness)” 블록을 추가한다.

그림 3–17 배치된 “for” 블록과 “밝기 설정(setBrightness)”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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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배치가 완료되면 “for” 블록은 0에서 4까지의 범위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고, “밝기 

설정(setBrightness)” 블록은 255의 값을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다. 밝기가 0에서 255까지 순차적

으로 바꿔야 하므로 “for” 블록의 숫자 4를 마우스로 선택하고 키보드를 이용해서 ‘255’로 값

을 변경한다.

“for” 블록은 값이 0에서 255로 증가하도록 범위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이제 “for” 블록에서 변

경되는 값이 어디에 저장되고, 이 값을 어떤 식으로 “밝기 설정” 블록으로 넘겨야 할지 궁금할 

것이다. 정답은 바로 “for” 블록에 있다.

“for” 블록을 보면 ‘index’라는 문자(변수1)가 있는데, 이 변수를 “밝기 설정” 블록의 값으로 설

정하면 된다. ‘index’ 변수는 “변수(Variables)” 코딩 블록에서 찾을 수 있는데, ‘index’라는 문자

가 있는 변수 블록을 “밝기 설정” 블록의 값이 있는 곳으로 드래그해서 넣으면 기존의 값이 

새로 추가된 변수 블록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8 ‘i’ 변수 블록과 설정된 “밝기 설정(setBrightness)” 블록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코드를 실행해보면 밝기가 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밝기가 순식간에 0에서 255로 바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밝기가 변하는 중간에 잠시 쉴 수 있도록 그림 3-13의 “기본” 코딩 블록에서 “멈춤

(pause)” 블록을 중간에 추가하면 된다.

1　변하는 값을 갖는 (메모리) 공간을 변수라고 한다. 자세한 것은 7장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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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기본(Basic)” 코딩 블록의 “멈춤(pause)” 블록의 배치

“기본(Basic)” 코딩 블록을 보면 “멈춤(pause)” 블록이 있는데, 이 블록을 “밝기 설정(setBrightness)”  

블록의 아래로 추가한다. “멈춤” 블록은 밀리초2의 단위로 작동하고, 기본값은 100밀리초(0.1

초)의 값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0에서 255로 변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이 값을 

‘100’에서 ‘20’으로 바꿔준 후 코드를 기기에 넣고 실행해보면 밝기가 좀 더 부드럽게 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0 밝기가 변하는 5×5 LED 매트릭스

3–3 심장이 두근두근: 스프라이트와 애니메이션

3-3-1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sprite)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하나로, 여러 장의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바꿔서 애

니메이션을 만드는 기법의 하나다. 영화나 만화영화를 보면 한순간에는 움직이지 않는 영상이

지만, 초당 24장 이상으로 바꿔주면 사람은 움직이는 영상으로 인식한다.3

2　1초는 1000밀리초(millisecond)다.

3　사람의 눈으로 본 영상은 0.1초 동안 망막에 남게 되는데, 이를 잔상 효과라고 한다. 연속되는 영상은 시각적으로 이전 영상과 중

첩되게 되어 마치 서로 연결된 영상처럼 느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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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스프라이트(sprite) 이미지

스크린에 비슷하게 이어져 있는 여러 개의 패턴을 순차적으로 표시하면 애니메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앞의 코드를 수정해서 다음과 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보도록 하자.

3-3-2 심장이 두근두근
먼저 앞의 코드에서 ‘B’로 설정된 “버튼이 눌릴 때(onButtonPressed)” 블록 안에 “문자열 표시

(showString)” 블록을 삭제한다. 그런 다음, “LED 표시(showLeds)” 블록과 “멈춤(pause)” 블록을 

중간에 추가한다.

그림 3–22 “LED 표시(showLeds)” 블록과 “멈춤(pause)” 블록의 추가

“멈춤(pause)” 블록은 기본값인 100(ms)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20(ms)으

로 값을 변경한다. 그리고 “LED 표시(showLeds)” 블록에 하트 패턴을 설정4한다. 이제 애니메

이션을 위해서 아래에 다시 세 쌍의 “LED 표시” 블록과 “멈춤(pause)” 블록을 추가하면 되는

데, 화면의 영역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 어렵다.

4　이를 보다 쉽게 하려면 ‘A’로 설정된 “버튼이 눌릴 때(onButtonPressed)” 블록 안의 “LED 표시(showLeds)” 블록을 복제하는 방법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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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영역’의
 크기 조정

그림 3–23 하트 패턴이 설정 블록과 ‘편집 영역’의 크기 조정

이러한 문제는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에서 ‘편집 영역’의 크기를 조정하면 되는데, ‘편집 영

역’의 우측 아래에 있는 ‘1’와 ‘2’ 버튼을 이용해서 보이는 영역을 조정하면 된다. 앞에 추가된 

블록들을 복제한 후 아래에 배치하고 각각 하트가 작아지는 패턴을 설정한다.

그림 3–24 크기가 조정된 편집 영역과 스프라이트(sprite)

첫 번째의 “LED 표시(showLeds)” 블록에는 전체의 큰 하트의 패턴을 설정하고, 두 번째와 네 

번째의 “LED 표시” 블록에는 작아지는 하트를 설정한다. 그리고 세 번째 “LED 표시” 블록은 

한가운데의 LED만 켜도록 설정한다.

그림 3–25 ‘심장이 두근두근’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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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편집 영역’의 위에 있는 ‘실행(run)’ 버튼을 실행

하면 처음의 한 사이클은 실행하지만 반복해서 실행하지는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

결해야 할까? 2장에서 반복을 위해 사용한 “무한반복(forever)” 블록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하

지만 “무한반복(forever)” 블록은 위쪽이 닫혀 있어서 “버튼이 눌릴 때(onButtonPressed)” 블록 

안으로 추가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루프(Loops)” 코딩 블록에 있는 

“while” 블록이다.

그림 3–26 “무한반복(forever)” 블록과 “while” 블록

“while” 블록은 뒤에 연결된 부울 값이 참인 경우에만 반복을 수행하는데, ‘편집 영역’에 배치

하면 기본값으로 참(true)이 연결되어 있다. 이 블록을 “버튼이 눌릴 때(onButtonPressed)” 블록 

안으로 추가하고, 그 안쪽에 앞에서 작업한 “LED 표시(showLeds)” 블록과 “멈춤(pause)” 블록

들을 다시 그 안으로 이동하여 배치하면 된다.

먼저, “버튼이 눌릴 때” 블록 안에 있는 “LED 표시” 블록들과 “멈춤” 블록들에서 제일 위의 

블록을 선택하고 “while” 블록 안으로 드래그하면, 아래에 있는 블록들도 함께 “while” 블록 

안으로 추가된다. 이렇게 “LED 표시” 블록과 “멈춤” 블록들이 추가된 “while” 블록을 “버튼이 

눌릴 때” 블록 안에 배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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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인 반복을 

위한 "while" 블록

그림 3–27 앞의 2개의 이미지("while" 블록의 연결)와 마지막 이미지(완성된 코드)

이렇게 완성된 코드를 실행해보면 애니메이션이 연속해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바

이너리를 다운로드해서 BBC micro:bit에서 실행해보면 에뮬레이터와 동일하게 하트가 애니메

이션되면서 표시된다.

그림 3–28 BBC micro:bit에서의 하트 표시

3–4 자바스크립트에서의 버튼과 LED 제어

3-4-1 자바스크립트와 버튼 제어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블록과 같이 버튼을 제어할 수 있는 함수들을 제공한다. 버튼의 입력을 

이벤트로 받아서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제 위의 ‘코드 변환(Convert code)’ 버튼을 

눌러서 앞의 블록으로 만든 코드를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해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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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코드를 살펴보면 ‘A’, ‘B’ 그리고 ‘A+B’ 버튼을 위한 코드들이 있다. 전체의 코드에서 각각

의 부분을 살펴보면서 LED와 버튼 처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자. 먼저, ‘A’, ‘B’ 버튼을 동시에 

눌렀을 때 처리되는 부분을 살펴보자. 코드에서 “버튼이 눌릴 때(onButtonPressed)” 함수의 인

자가 ‘Button.AB’인 것을 찾으면 된다.

input.onButtonPressed(Button.AB, () => {
    basic.showLeds(` // LED에 하트 모양의 패턴을 표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basic.pause(100) // 스크린에 하트 표시된 상태에서 100ms 동안 멈춘다.
    basic.clearScreen() // 화면을 지운다.
    basic.pause(100) // 화면이 지워진 상태에서 100ms 동안 멈춘다.
})

위의 코드를 보면 3개의 함수가 사용되어 있는데, “버튼이 눌릴 때(onButtonPressed)” 함수와 

“멈춤(pause)” 함수 그리고 “화면 지우기(clearScreen)” 함수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함수를 살펴

보면, 먼저 “버튼이 눌릴 때” 함수는 앞의 input 객체가 사용되었듯이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

디터의 “입력(Input)” 코딩 블록을 보면 여러 함수들이 표시되는데, 여기서 “버튼이 눌릴 때

(onButtonPressed)” 함수를 선택하면 된다.

그림 3–29 “입력(Input)” 코딩 블록의 “버튼이 눌릴 때(onButtonPressed)”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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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이 눌릴 때(onButtonPressed)” 함수는 input 객체와 함께 사용된다. 2개의 인자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인자로 버튼의 상숫값과 버튼을 누르면 처리할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버튼이 눌릴 때(onButtonPressed)” 함수

input.onButtonPressed(Button.A, () => {
    
})

첫 번째 인자는 ‘Button.A’, ‘Button.B’, ‘Button.AB’와 같이 감지할 버튼의 이름이 들어간다. 

버튼 객체의 버튼은 상숫값5으로 Button이라는 버튼 객체를 사용하는데, 상수는 일반적으

로 2장에서 설명한 파스칼 표기법으로 표현한다. “버튼이 눌릴 때” 함수의 첫 번째 인자에서 

‘Button.’에 ‘ . ’을 입력하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A’, ‘B’와 ‘A+B’의 버튼들에 대한 옵션값이 표시

되는데, 여기에서 원하는 버튼을 선택하면 된다.

그림 3–30 “버튼이 눌릴 때(onButtonPressed)” 함수의 첫 번째 인자: 버튼

“버튼이 눌릴 때” 함수는 코드의 어느 부분에 두더라도 버튼이 눌려지면 자동으로 불려진다. 

이렇듯 이벤트가 발생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를 이벤트 핸들러(Event handler)라고 하는

데, 2장에서 설명한 “무한반복(forever)” 함수나 사용자 정의 함수와 같이 중괄호로 구분되는 

구역을 가지고 있다. 버튼이 눌리면 수행되는 코드는 두 번째 인자로 추가하면 되는데, 2장에

서와 같이 별도의 함수를 만들어서 함수명을 사용해도 되고 앞에서와 같이 코드를 직접 입력

해도 된다.

이제 “버튼이 눌릴 때” 함수의 두 번째 인자의 코드들을 살펴보자. 제일 먼저 5×5 LED 매트

릭스에 표시될 패턴을 설정하는 “LED 표시(showLeds)” 함수가 있는데, “기본(Basic)” 코딩 블록

을 선택하면 “LED 표시(showLeds)” 함수를 볼 수 있다.

5　상수(常數, constant): 값이 변하지 않는 값으로, 값이 변하는 변수(變數)의 반대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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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기본(Basic)” 코딩 블록의 “LED 표시(showLeds)” 함수와 “멈춤(pause)” 함수

“LED 표시” 함수의 인자를 이용해서 5×5 LED 매트릭스에 표시될 패턴을 설정한다. 표시될 

패턴은 문자로 설정할 수 있는데, 불이 켜질 부분은 ‘#’이나 ‘1’을 이용해서 표시(mark)하고, 불

이 꺼질 부분은 ‘ . ’, ‘ _ ’,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LED 표시(showLeds)” 함수

basic.showLeds(’
     . . . . .
     . . . . .
     . . # . .
     . . . . .
     . . . . .
     ‘)

앞에 블록에서 이미 하트를 설정했으므로 현재 “LED 표시” 함수에서 5×5 LED 매트릭스에 

표시될 패턴으로 하트 모양이 설정되어 있다. “LED 표시” 함수 아래에는 “기본(Basic)” 코딩 

블록의 “멈춤(pause)” 함수와 “화면 지우기(clearScreen)” 함수가 있다. “멈춤” 함수는 정지될 시

간을 설정하기 위한 밀리초로 하는 하나의 인자를 사용하고, “화면 지우기” 함수는 인자가  

없다.

3-4-2 자바스크립트와 LED의 밝기 설정
이제 5×5 LED 매트릭스(스크린) 밝기 설정에 대한 코드를 살펴보자. ‘편집 영역’에서 “버튼이 

눌릴 때(onButtonPressed)” 함수의 인자가 ‘Button.A’인 것을 찾으면 된다. “버튼이 눌릴 때” 함수 

안을 보면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블록과 같이 스크린의 밝기를 설정할 수 있도록 “Led” 코딩 블

록에서 “밝기 설정(setBrightness)” 함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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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onButtonPressed(Button.A, () => {
    basic.showLeds(`
        . # . # .
        # # # # #
        # # # # #
        . # # # .
        . . # . .
        `)
    for (let index = 0; index <= 255; index++) { // 0부터 255까지 1씩 증가하며 반복한다.
        led.setBrightness(index)  // 스크린의의 밝기를 주어진 값으로 설정한다.
        basic.pause(20)  // 20ms 쉬면서 변경된 밝기로 스크린을 유지한다.
    }  

})

불빛을 어두운 상태에서 점점 밝은 상태로 변하게 하려면 값을 점진적으로 커지게 할 수 있도

록 코드와 같이 ‘for’ 루프가 필요하다. “for” 문은 “루프(Loops)” 코딩 블록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림 3–32 “루프(Loops)” 코딩 블록의 “for” 문

“for” 문은 다른 함수와 다르게 약간 다른 구조로, ( ) 안에 3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리

고 “for” 문도 “무한반복(forever)” 문과 같은 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중괄호 안에 반복해서 수행

하고 싶은 코드를 추가하면 된다. “for” 문의 첫 번째 부분은 초기식으로 변수를 선언하고 값

을 초기화한다. 자바스크립트 에디터(타입스크립트)에서 변수의 초기화는 “let” 문을 사용6하는

데, ‘let index = 0’과 같이 ‘index’ 변수를 사용하고 0의 값으로 초기화할 수 있다.

“for” 문

for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
    /* ~ 중간 코드 생략 ~ */
}

6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는 원래 var이라는 키워드로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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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문의 두 번째 부분은 조건식으로, 이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for” 문 블록 안의 코드들

이 수행된다. 뒤에서 배울 조건 연산자를 사용해서 조건을 명시할 수 있는데, 앞의 코드(index 

<= 255)는 ‘index’ 변수의 값이 25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만 블록 안의 코드가 수행될 수 있

도록 하였다. 

“for” 문의 마지막인 세 번째 부분은 증감식으로, “for” 문의 블록이 수행될 때마다 수행되

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index++’와 같이 변수의 값을 증감하는 코드를 수행한다. 코드 

index++는 변수 ‘index’의 값을 1 증가시키라는 의미다.

위의 “for” 문은 변수 ‘index’에서 처음 초기화한 0부터 지정한 최대 크기인 255 값까지 반복해

서 블록 안의 코드를 수행한다. 0부터 지정된 조건까지 반복 수행하는데, 반복할 때 0, 1, 2, 

3, 4와 같은 값을 지정한 변수(index)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다.

이제 ‘for’ 루프 사이의 코드를 살펴보자. 먼저, “밝기 설정(setBrightness)” 함수를 볼 수 있는데, 

“Led” 코딩 블록을 선택하면 “밝기 설정” 함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33 “Led” 블록의 밝기 설정(setBrightness) 함수

“밝기 설정(setBrightness)” 함수는 하나의 인자를 갖는데, LED에 대한 밝기 값으로 기본값은 

‘255’를 사용한다. 255는 LED의 최대 밝기를 의미하는데, 이 값을 조정하면 LED의 밝기를 조

절할 수 있다. “밝기 설정” 함수의 인자를 삭제하면 함수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

로 코드의 아래에 붉은선이 표시된다. 여기에 “for” 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index’ 변수를 넣으

면 되는데, 키보드로 글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변수의 이름을 선택하는 창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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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밝기 설정(setBrightness)” 함수와 변수의 설정

마지막으로, “밝기 설정” 함수의 아래에는 밝기의 값을 점진적으로 변하게 하는 “멈춤” 함수

가 추가되어 있다.

3-4-3 자바스크립트와 애니메이션
이제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의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남은 애니메이션 코드

를 살펴보자. “버튼이 눌릴 때(onButtonPressed)” 함수의 인자가 ‘Button.B’로 반복해서 앞에서 

배운 “LED 표시” 함수와 “멈춤” 함수를 “while” 문 안에서 사용하고 있다.

input.onButtonPressed(Button.B, () => {
    while (true) {
        basic.showLeds(‘ // 스크린에 하트 모양의 패턴을 표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basic.pause(20) // 20ms 쉬면서 스크린에 하트를 유지한다.
        basic.showLeds(‘ // 스크린에 작은 하트 패턴을 표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basic.pause(20) // 20ms 쉬면서 스크린에 작은 하트를 유지한다.
        basic.showLeds(‘ // 스크린의 중앙에 점을 표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basic.pause(20) // 20ms 쉬면서 중앙 점을 표시한다.
        basic.showLeds(‘ // 스크린에 작은 하트 패턴을 표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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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pause(20) // 20ms 쉬면서 스크린에 작은 하트를 유지한다.
    }
})

“while” 문은 앞의 그림 3-32와 같이 “루프(Loops)” 코딩 블록에서 살펴볼 수 있다. “while” 문

은 반복을 위해서 사용되는데, “while” 문은 인자로 반복 조건을 사용한다. 반복 조건이 참

(true)인 경우에만 블록 안의 코드를 반복해서 실행하고, 거짓(false)인 경우에는 반복을 멈춘다. 

“while” 문

while (반복 조건) {
    /* ~ 중간 코드 생략 ~ */
}

위의 코드와 같이 “while” 문의 반복 조건으로 true 값을 사용하면 블록 안의 코드가 무한반

복으로 수행된다. “while” 문에 대해서는 5장의 반복문(순환문)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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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은 애플리케이션이나 스마트 기기에서 중요한 기능 중 하나다. BBC micro:bit에서

도 이러한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을 위해서 2개의 버튼과 다양한 센서, 그리고 5×5 LED 매트릭스(스크린) 

등 다양한 장치를 제공한다. BBC micro:bit에서 버튼을 사용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거나 스크린으

로 정보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 블록 에디터를 이용해서 해당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 자바

스크립트 블록 에디터에서는 버튼과 스크린의 사용을 위한 다양한 블록(함수)을 제공하고 있으며, 패턴이

나 애니메이션을 위한 스프라이트(sprite)를 생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들

을 이용하면 간단한 게임이나 주사위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

버튼은 기본적으로 ‘A’와 ‘B’ 버튼 2개가 제공되는데, ‘A’ 버튼을 누르거나 ‘B’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2개의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3개의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5×5 LED 매트릭스는 각각의 

LED별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다양한 패턴을 설정할 수 있고 스프

라이트를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을 수행할 수도 있다.

요약

1. BBC micro:bit에서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을 위해서 제공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2. 버튼을 이용하기 위해서 블록(Blocks)에서 제공하는 코딩 블록은 무엇인가요?

3. 에뮬레이터에서 ‘A+B’의 두 버튼을 동시에 누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세요.

4. 블록(Blocks)에서 5×5 LED 매트릭스에서 패턴을 만들 때 사용하는 블록은 무엇인가요?

5. 5×5 LED 매트릭스에서 깜빡이는 기능은 어떤 식으로 코딩해야 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세요.

6. LED의 출력 밝기 설정 시 “멈춤(pause)” 블록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7. 스프라이트(sprite)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8. 스크린에서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9. 블록(Blocks)에서 코딩 블록들을 복제(Duplicate)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연습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