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 IoT 코딩미션

초등부



입력모듈

출력모듈 기타 ETC

Full Kit 제품구성

1단계 부품구성

대장장이 스마트보드 알아보기

대장장이 스마트보드와 함께 즐겁게 소프트웨어 공부를 해봅시다.

대장장이 
스마트보드 구성

메인보드

구성품

메인보드

입출력모듈 블록

MIC센서(MIC sensor)

OLED

블록523 (1)

블록121 (1)

블록135 (1)

블록90 (1)

블록321 (2)

블록311 (2)

LED (Red)

버튼 (Switch) MIC센서 (MIC) 버저 (Buzzer)

LED (Green) LED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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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 구조

대장장이 스마트보드 세부 명칭

컴퓨터 USB포트와 연결해주세요.

LED, LCD 모니터 연결

아두이노 연결

센서 선 연결

센서 블록아날로그 입력

센서 확장 연결①

② ⑨
⑤

⑦

⑧

⑥
④

③

대장장이 스마트보드 사용 안내 (Quick Guide)

1. 아두이노와 센서연결을 쉽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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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포트

전원포트

 디지털 입출력: (D6~D11번) 포트

확장포트
(기존의 아두이노 활용가능)

전용포트

 전원포트로 5V, 5V, GND, GND, 3.3V, VIN

 아날로그 입력(A0~A3번) 포트

 디지털 입출력(7~13번) 포트

 블루투스 전용포트 (2번, 3번 포트와 겸용)

 초음파센서 전용포트 (4번, 5번 포트와 겸용)

포트의 번호 (D8~D11은 아두이노의 디지털 8번~11번 포트를 의미, A0~A1은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0번부터 1번임) D6~ D7와 A2~A3은 센서 확장 포트에 연결 가능

센서블록을 연결하는 곳

다양한 블록을 연결하여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연결부위

컴퓨터와 연결하는 USB 케이블을 연결하는 곳

전원이 부족할 경우 외부전원을 연결하는 곳
-9V(1A) 정도의 어댑터 또는 건전지를 이용하여 전원공급

대장장이 스마트보드 내부에는 아두이노 우노(Uno) 버전이 내장되고, 디지털 4개 핀(D8, D9, D10, D11)

과 아날로그 2개 핀(A0, A1)을 바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포트를 사용하는 초음파, 블루투스의 아두이노 스캐치 프로그램에서의  제어는  초음파 Trig: D 4번

핀, Echo: D5번핀, 블루투스 RX: D2번핀, TX: D3번핀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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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리 홈페이지 (www.playentry.org) > 교육자료 > 학습하기 > 엔트리X하드웨어 > 모듈형 >

 “대장장이” 무료교재 다운로드

2. 블록으로 대장장이 스마트보드를 꾸며 보세요!

3. 엔트리, 스케치 등으로 코딩하여 피지컬 컴퓨팅 실습을 해보세요.

대장장이 스마트보드의 홈에 센서 블록들을 부착하여 신호등, 스마트홈, 자동차 같은 다양한 메이커활동이 

가능합니다.

마이로봇타임코딩스쿨 (www.MyRobotTime.co.kr) > 온라인 강좌 > “대장장이”로 검색

한이노베이션 (https://hanibot.com) > 자료게시판 > “대장장이” 자료

▶  방법 1. : 엔트리 교재 다운받기

▶  방법 2. : 동영상 강좌

▶  방법 3. : 그 외 유용한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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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엔트리와 대장장이 스마트보드 연결

대장장이 스마트보드를 USB 케이블을 이용하여 PC와 연결합니다. 

엔트리 홈페이지(http://playentry.org)에 접속한다. (엔트리는 크롬을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엔트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작품만들기 가능)

엔트리 홈페이지 메뉴에서-만들기-작품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메뉴에서 블록-하드웨어 - ‘연결 프로그램 다운

로드’를 클릭합니다.

화면아래 Entry_HW_1.6.7_Setup.exe가 다운로드 됩니

다.  (오른쪽과 같은 메시지가 나오면 계속을 클릭합니다)

화면아래 엔트리 실행 파일을 클릭합니다.

①   

②

③

④

⑤

▶  방법 1. : 온라인에서 엔트리와 대장장이 스마트보드를 연결

1 이 책이 편집된 이후의 버전이라면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도 됩니다.※

엔트리와 대장장이 스마트보드 연결하기
기초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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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화면입니다.

마침을 누르고 아래 화면과 같이 스크롤을 내려

서 대장장이 스마트보드를 찾아 클릭합니다.

설치가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엔트리 하드웨어 연결프로그램을 닫지 말고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닫으면 접속이 끊어집니다.) 

메뉴-블록-하드웨어-하드웨어 연결하기를 누르면 다음

과 같이 대장장이 스마트보드 하드웨어 관련된 블록이 

나옵니다.

대장장이 스마트보드 클릭 후 

펨웨어 설치를 클릭합니다.

설치 완료 화면입니다.⑥

⑧

⑩

⑪

⑨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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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에서 엔트리와 대장장이 스마트보드 연결2 권장

오프라인 버전 엔트리 파일 설치

크롬에서 엔트리(http://playentry.org)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메뉴-학습하기- 화면 메뉴 왼쪽의 ‘다운로드’를 선택(클릭)하면 다운로드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자신의 컴퓨터에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하여 설치하도록 합니다.

엔트리가 이미 설치된 컴퓨터에서는 이전 버전을 삭제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엔트리 설치가 끝나고 바탕화면에                 가 생기거나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EntryLabs -> Entry 가 보입니다.

1)   

①

②

③

④

⑤

⑥

▶  방법 2. : 엔트리 오프라인 버전을 다운받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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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받은 엔트리 파일을 통한 대장장이 스마트보드 연결

대장장이 스마트보드를 USB 케이블을 이용하여 PC와 연결합니다.

바탕화면에서                을 클릭하거나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EntryLabs -> Entry -> 엔트리 실행

                 를 클릭하여 [연결 프로그램 열기]를 선택한 후  [대장장이 스마트보드]를 선택합니다.

(만약 이전에 컴퓨터에 드라이버가 설치되었다면 다시 드라이버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엔트리 하드웨어 연결 프로그램은 대장장이 스마트보드를 연결하는 동안은 그대로 켜두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엔트리 하드웨어 화면을 최소화합니다.

엔트리 화면에서 [하드웨어 연결하기]를 클릭하면 대장장이 스마트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록들이 

블록꾸러미에 나타납니다.

2)   

①

②

③

④

⑤

⑥

◎  문제해결
설치가 원활하게 안 될 경우에는 다음을 점검하고 다시 설치합니다.

ⓐ  현재 실행되고 있는 엔트리 프로그램을 모두 종료한다.

ⓑ  PC와 대장장이 스마트보드를 다시 연결 한다.

ⓒ  위의 설치과정을 다시 반복한다.

ⓓ  만약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PC를 다시 부팅하고 위의 ⓐ부       

터 반복합니다. 대장장이 스마트보드는 연결이 쉽고 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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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왼쪽,오른쪽,위쪽,아래쪽 방향을 이동하며              
     위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봅시다.
2. 좌표를 이동하여 목적지를 찾아가는 미로찾기를   
     만들어봅시다

알아보기

버저는 내부에 Piezo(피에조) 센서가 들어 있어 전류가 흐르면 피에조가 진동을 하며 소리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진동 주파수를 조절하면 간단한 멜로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스

피커만큼 정확하거나 좋은 소리는 아니며 주로 Beep음을 내는 용도로 많이 쓰인다.

◎  대장장이 스마트보드 부품  : 버저

[ 소스코드 http://naver.me/5fThEH80 ]

★   좌표를 알고 방향키로 이동할 수 있다 .
★   조건문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
★   대장장이 스마트보드의 버저를 활용할 수 있다 .

학습목표

문제발견

아이디어

여행 중에 목적지를 찾기 위해 지도 앱이나 내비게이션을 사용해 본 적이 있지요? 
덕분에 지도 없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위치를 알고 방향을 알려주는 걸까요?

대장장이 스마트 미로 찾기
직접 코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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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장이 스마트보드와 함께하는 코딩

엔트리의 오브젝트를 좌표 이동해봅시다. 좌표를 이동하여 재미있는 미로찾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조건문을 활용하여 대장장이 스마트보드의 버저를 울려봅시다.

오브젝트 준비하기

오늘 배울 블록

엔트리 프로그램과 대장장이 스마트 보드 작동 미리 살펴보기

대장장이 스마트보드 연결

D8:버저 , D9:노란 LED, D10:빨간 LED

과자집 오프젝트 위에 
꼬마마법사를 배치합니다. 

-오브젝트-

막대사탕
타이거마스크
꼬마마법사

과자집
미로(1)

마법사는 키보드의 방향키로 상하좌우로 이동하고,
다른 오브젝트에 닿으면 모양을 숨깁니다.

마법사가 사탕,도넛,딸기 오브젝트에 닿으면 빨간 LED가 켜집니다.
타이거마스크에 마법사가 닿으면 버저가 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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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장이 스마트보드 작동 및 엔트리 프로그램
오브젝트 코딩설명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 좌표를 이동해보세요.

X좌표와 Y좌표를 유의하며 
이동하세요.

미로(1) 오브젝트에 닿았다면 과자집 위치로 
이동합니다.

타이거 마스크는 계속하여 다음모양으로 
바꾸기를 합니다. 속도가 빠르면 기다리기 
블록으로 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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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 마법사가 타이거마스크에 닿으면 버저
가 울립니다.

미로에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추가합니다. 
이 오브젝트들이 만일 ‘꼬마 마법사’에 닿으
면 대장장이 스마트보드의 9번과 10번핀의 
LED를 깜빡이며 모양을 숨기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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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장이 스마트보드의 스위치로 전기의 흐름을 표현해보자.
엔트리의 조건문을 사용해 전구와 스피커를 켜고 꺼보자.
대장장이 스마트보드의 LED와 버저를 켜고 꺼보자.

1.
2.
3.

알아보기

스위치는 누를 때 ON, 안 누를 때 OFF의 기능을 갖고 각각 1과 0의 신호가 발생합니다. 디지

털 포트에 연결하면 되며, OFF 일 때는 전압이 0V,  ON 일 때는 5V의 신호가 출력됩니다. 

◎  대장장이 스마트보드 부품  : 스위치 더 알아보기

[ 소스코드 http://naver.me/xbcgv1e0]

★   대장장이 스마트보드의 버튼과 LED 로 스위치를 켜볼 수 있다 .
★   조건문을 사용하여 전기의 흐름을 알아볼 수 있다 .
★   소리블록을 사용할 수 있다 .

학습목표

문제발견

아이디어

우리 집의 스위치를 눌렀더니 집안이 환해졌어. 스위치를 누르면 전구 뿐 아니라 스피커, 
스마트폰도 켤 수 있어.

전기의 흐름
직접 코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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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장이 스마트보드와 함께하는 코딩

스위치를 누르면 전구가 켜집니다.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꺼집니다. 전구 오브젝트가 완성되면 스마트폰

과 스피커도 켜고 꺼보도록 해보세요.

오브젝트 준비하기

오늘 배울 블록

엔트리 프로그램과 대장장이 스마트 보드 작동 미리 살펴보기

대장장이 스마트보드 연결

D8:빨간 LED , D9:버저, D10:스위치, D11:초록 LED

-오브젝트-

오브젝트는 
“모양”탭에서 꺼짐 모양

으로 바꿔주세요.

스위치가 on(켜짐)상태 일 때 전기가 흐르므로 전구의 불이 켜
지고, 스마트폰과 스피커가 작동을 합니다.

스위치가 on(켜짐)상태일 때 LED가 켜지고 버저가 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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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장이 스마트보드 작동 및 엔트리 프로그램
오브젝트 코딩설명

대장장이 스마트보드의 스위치를 누르면 스위
치 오브젝트가 켜짐 모양으로, 그렇지 않으면 
꺼짐 모양 으로 바뀝니다.

스위치(1) 오브젝트의 모양번호가 1번이면 ‘꼬
마전구’ 오브젝트가 꺼짐으로 바꾸고, 대장장이 
보드의 빨간 LED는 꺼지고 그렇지 않으면 켜집
니다.

스위치(1) 오브젝트의 모양에 따라 스피커(2)
오브젝트도 켜고 꺼봅니다. 소리 탭에서 소리를 
추가합니다.

스마트폰도 스위치(1) 모양번호에 따라 켜지고 
꺼지도록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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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장이 스마트보드로 게임을 만들어보자.
버튼으로 총알을 발사해보자.
총알에 닿으면 폭탄이 터지도록 만들자.

1.
2.
3.

알아보기

스위치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불을 켤 때, 리모컨의 버튼, 키보드 등 무척 쓰임

새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또 어떤 스위치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  대장장이 스마트보드 부품  : 스위치 센서 더 알아보기

[ 소스코드 http://naver.me/Fa4TnDqD]

★   복제하기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
★   대장장이 스마트보드로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다 .

학습목표

문제발견

아이디어

엔트리와 대장장이 스마트보드로 게임을 만들어서 심심할 때 내가 만든 게임을 하면 
어떨까? 

지구를 지켜라
직접 코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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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장이 스마트보드와 함께하는 코딩

로켓은 키보드의 방향키로 좌우로 움직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탄을 대장장이 스마트보드의 스위치

로 총알을 쏘아 터뜨려주세요

오브젝트 준비하기

오늘 배울 블록

엔트리 프로그램과 대장장이 스마트 보드 작동 미리 살펴보기

대장장이 스마트보드 연결

D8:빨간 LED , D9:버저, D10:버튼

로켓은 방향키로 좌우로 움직입니다.
총알은 로켓을 따라다니고, 스위치를 누르면 발사됩니다.

대장장이 보드의 스위치를 누릅니다.
총알이 폭탄에 닿으면 빨간 LED가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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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장이 스마트보드 작동 및 엔트리 프로그램
오브젝트 코딩설명

로켓은 키보드의 방향키로 오른쪽, 왼쪽을 5만
큼씩 움직입니다.

총알은 대장장이 보드의 스위치를 누르면 복제
됩니다.

복제된 총알은 로켓의 위치로 이동한 후 위쪽으
로 발사됩니다.

총알이 로켓의 윗부분에서 
따라다닐 수 있도록 로켓의 
중심점을 옮겨줍니다.

폭탄은 1초에 한번 씩 복제를 합니다.

복제된 폭탄은 위쪽 벽에서 크기가 20~40사이
의 무작위수로  가 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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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코드

폭탄은 아래쪽 벽에 닿을 때까지 –3만큼 이동합
니다.

만약 총알에 닿으면 
터진 모양으로 바꾼 후 삭제됩니다.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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