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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기초 디지털 논리 회로 실습 교육 과정을 설계하기 위해, 디지털 출력을 갖는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통한 디
지털 논리회로 제어 방법을 제안하였다. 디지털 논리회로와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실습은 국내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의 공학 계열 학과에서 필수 교육과정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실습에는 디지털 논리회로와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이 결
합된 예제가 부족하고, 디지털 논리회로를 설계하고 오실로스코프 보다 저가의 비용으로 실험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부족하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출력 명령을 통한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통해, 디지털 논리회로를 제어하

고 실습해보는 한 학기 기간의 기초 디지털 논리 회로 실습 교육 과정을 제안하였다. 

[ Abstract ]

In this paper, we proposed a method for digital logic circuit control, through arduino device programming with digital outputs, to 
design a curriculum for basic digital logic circuit practices. Curricula for arduino device programming and digital logic circuit are 
essentially practiced in engineering departments of colleges or high schools in South Korea. However, actual practice course lacks 
the experimental examples of digital logic circuit combined with arduino device programming. Furthermore, actual practice course 
lacks the curriculum in that students design and test their own digital logic circuits with the less cost than the oscilloscope. There-
fore, to solve these problems in this paper, we proposed a curriculum for basic digital logic circuit practices during one semester. In 
this curriculum, students control and experiment their own digital logic circuits through arduino device programming with digital 
out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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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교육 과정을 제안하였다.

II. 아두이노 장치의 논리회로 제어 방법

A. 아두이노 보드 구조와 스케치 프로그래밍 기초 함수

그림 1은 Arduino Uno 보드의 0에서 1023범위의 아날로그 

입력값 전용 핀으로 A0부터 A5까지 6개 위치와 PWM(Pulse 
Width Modulation) 방식으로 0에서 255범위의 값을 출력하는 

아날로그 출력 용 6개 디지털 출력 핀들, 즉, ~3, ~5, ~6, ~9, 
~10, ~11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HIGH와 LOW에 해당하

는 디지털 입력과 디지털 출력이 가능한 핀으로 0에서 13번 

핀, 14개가 존재한다. 또한, 5V 전원과 GND(-) 단자를 포함

하고 있다.
아두이노 장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수 잇는 스

케치 프로그램은 두 개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 동작이 한 

번만 수행되거나 초기 설정인 경우는 setup() 함수에 기술하

고, 무한하게 반복되는 동작은 loop() 함수에 작성한다. 그리

고, 기본적인 출력 명령에는 4개의 명령어가 있다. setup() 함
수에 들어갈 명령으로, 해당 핀의 용도를 INPUT과 OUTPUT
으로 지정하는 pinMode(핀번호, INPUT / OUTPUT) 명령 

함수가 라이브러리에서 정의되어 제공된다. loop() 함수

에 들어갈 명령으로는 세 개의 기본 명령어가 있다. 이들

은 digitalWrite(출력핀번호, LOW(0V) 또는 HIGH(5V)), 
analogWrite(출력할 핀번호, 0~255 값) 그리고 delay(양

수)이다. delay(양수) 명령은 0.001초 단위의 지연시간을 

발생시켜서 현재 명령을 입력된 시간 만큼 유지하는 역할

을 한다.

I. 서 론

국내 고등학교와 공과 대학의 전자, 컴퓨터공학과에서 아

두이노 장치 및 디지털 논리회로 실습은 필수 교육과정 중 

하나이다. 2013년 산업계관점대학평가 결과발표 자료에 의

하면 “특히 회로와 컴퓨터 시스템 등에 관련된 실습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1,2]. 
전자 스위치는 반도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전류의 흐름에 

따라, 즉, ON과 OFF 신호를 발생하여 전류의 흐름을 연결하

거나, 차단할 수 있는 소자를 말한다. 전자 스위치는 전자 회

로의 기본이 되는 NOT, AND, OR 등의 기초 논리 게이트 제

조 시 핵심기술로 사용된다[3]. 전자 논리 게이트는 두 개의 

입력 전압 신호에 대하여 AND, OR, XOR, NOT 등의 논리 

연산 결과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기초 전자 논리 게이트들을 

조합하면, 미리 진리표로 설계한 입력 상황 별 결과를 출력

하는 디지털 논리회로를 만들 수 있다[4,5].
아두이노(Arduino)는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 보드 

마이크로 컨트롤러(Micro controller)이며, 이 장치와 연결된 

입출력 장치와 신호를 제어하고 반응을 수행한다. 아두이노

는 USB커넥터를 통해서 개발 PC와 연결이 되며 별도의 추

가 장비 없이 개발 PC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보드의 플래

시 메모리에 업로드할 수 있다. 일반 임베디드 프로그래밍의 

프로그램 로딩의 복잡한 과정 및 추가 장비가 필요 없이 쉽

게 개발 할 수 있다. 스케치(Sketch)라는 이름의 인터페이스 

개발 환경 소프트웨어는 아두이노 공식 사이트, 즉, arduino.
cc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개발, 컴파일, 업로드, 시

리얼 통신 기능까지 제공이 된다. 이 툴 하나로 하드웨어 시

스템 개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6].
이와 같이, 디지털 논리회로와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실습

은 국내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공학 계열 학과에

서 필수 교육과정으로 지정하고 있다. 참고문헌[7]에서는 디

지털 논리회로의 동작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쉽게 실험

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스위치 방식의 LED 논리 회로 구현 

방법을 제안하고 시험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수작업으로 

다수의 디지털 입력 신호를 시간차를 두어 발생시킬 수 없다. 
또한, 실제 실습 교육과정에는 디지털 논리회로와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이 결합된 예제가 요구되며, 디지털 논리회로를 

설계하고 오실로스코프 보다 저가의 비용으로 자동화된 입

력 신호를 받아 실험할 수 있는 실습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출력 명령을 통한 아두이노 프로

그래밍을 통해, 다수의 입력 전압 신호를 발생시키고 디지털 

논리회로를 제어하는 한 학기 기간의 기초 디지털 논리 회로 

그림 1. Arduino Uno 보드의 아날로그 입력 핀과 디지털 출력핀

Fig. 1. Analog input pins and digital output pins of Arduino 
Uno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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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X자리를 할당하였다. 그리고 74HC08 칩의 1번핀에 입

력되는 A 신호는 아두이노 출력 3번핀에서 발생하게 하였고, 
74HC08 칩의 2번핀에 입력되는 B 신호는 아두이노 출력 4번

핀에서 발생하게 하였다.
그림 2(a)는 두 개의 스위치를 이용하여 입력변수 A와 

B가 발생시키는 신호를 만들어 낸 회로를 나타낸다. 그림 

2(b)는 아두이노 장치의 출력 핀과 연결하여, 입력변수 A와 

B가 발생시키는 신호를 만들어 낸 회로를 나타낸다. 다수

의 입력 신호를 만들어 내지 않고, 기초적인 논리회로 연산 

결과를 확인하는 데에는 그림 2(a)의 방법으로 실습 및 원

리를 교육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화되고 연속적인 시간 분

포를 갖는 다수의 입력신호를 발생시켜, 논리회로를 특정

기간 동안 반복된 패턴으로 동작시킬 경우에는 그림 2(b)와 

같이 아두이노 장치를 통한 논리회로 제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림 3은 표 1의 AND 연산에 대한 아두이노 2변수 입력 

신호 프로그래밍 내용을 나타내고, 스케치 환경에서 작성하

여 업로드할 수 있다. 아두이노 보드에서 3번 핀과 4번 핀이 

디지털 출력핀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pinMode() 함수를 사

용하여 설정하였다. A와 B 두 개의 입력 변수가 만들어 내

는 4개의 입력 패턴을 loop() 함수에서 각 1초 간격으로 발생

하고, 총 4초 간격으로 4개의 입력 패턴 전압 신호들을 무한 

반복하여 74HC08 AND 연산 칩에 전달하고 있다. 이와 같

이, 학생들이 설계한 논리회로에 입력될 논리 신호를, 학생들

B. 아두이노 장치의 2변수 논리회로 제어

참고문헌[7]에서는 디지털 논리회로를 쉽게 실험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스위치 방식의 LED 논리 회로 구현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아두이노 장치의 논리회

로 제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스위치 방식의 논리 회로 제

어 방법과 비교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표 1은 AND 논리 연산의 진리표와 아두이노 출력 관계를 

나타낸다. 하나의 변수가 1과 0의 논리 신호들만을 발생시킨

다고 정의한다. 그리고, A와 B 두 개의 입력 변수가 생성하

는 네 가지 패턴에 따라, 표 1의 AND 연산 결과를 X 출력 변

수에 나타내고자 한다. AND 연산을 회로에 구현하기 위해, 
74HC08 계열 칩을 사용하였다. 74HC08 칩에서 원하는 연

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논리 ‘1’에는 5V 전압이 입력되어

야 하고, 논리 ‘0’에는 0V 전압이 입력되어야 한다. 그래서 칩 

데이터 시트의 연결방법에 따라, 74HC08 칩의 1번핀에 변

수 A자리를 할당하고, 2번핀에 변수 B자리를 3번핀에 출력

표 1. AND 논리 연산 진리표와 아두이노 출력 관계

Table 1. Truth table of AND logic computation and arduino 
output relationship

Input A (pin3) Input B (pin4) Output X

logic signal logic signal logic signal

0 0V 0 0V 0 0V

0 0V 1 5V 0 0V

1 5V 0 0V 0 0V

1 5V 1 5V 1 5V

그림 2. 아두이노 장치의 2변수 AND 논리회로 제어 회로 구성

Fig. 2. Circuit composition of arduino device for two variable 
AND logic control.

그림 3. 표 1의 AND 연산에 대한 아두이노 2변수 입력 신호 프로

그래밍 

Fig. 3. Arduino programming for two variable input signals of 
AND logic computation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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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아두이노 장치의 3변수 논리회로 제어

입력 변수가 세 개인 경우에 대해, 아두이노 기반 논리회

로 제어 방법을 제안한다. 표 2는 세 개의 입력 변수 A, B, C
에 대해 총 여덟 가지 입력 신호 조합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여덟 가지 논리회로 출력 부울식을 표현한 것이다[4]. 
여덟 가지 논리회로 출력식을 논리회로를 통해 구현하기 위

해서, 우선 74HC04 NOT 회로 칩을 통과하여 A, B, C의 NOT 

출력, A, B, C 신호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원신호인 A, B, C 

신호와 74HC08 AND 회로 칩을 통해 AND 연산 결과들을 

만들어 낸다.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AND 연산 결과 

조합들은 카르노 맵을 통해 알 수 있다[4]. 최종적으로 각 출

력 장치에서 발생하는 1 부분들을 모아 OR 연산하는 데, 이 

부분들을 74HC32 OR 회로 칩을 이용하여, 2개씩 연결해 필

요한 논리회로식을 모두 구현할 수 있다. 
그림 4는 아두이노 장치의 3변수 출력 논리회로 제어 회로 

구성을 나타낸다. 여기서 A 신호는 아두이노 출력 3번핀에서 

발생하게 하였고, B 신호는 아두이노 출력 4번핀에서, C 신

호는 아두이노 출력 5번핀에서 발생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자동화되고 연속적인 시간 분포를 갖는 다수의 3변수 입력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림 4와 같이 아두이노 장치를 통

이 원하는 데로 기본 패턴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으며, 설계

된 기본 패턴이 무한 반복되는 것이 아두이노 장치를 이용한 

논리회로 제어 시 장점이 된다. OR 연산에 대해서도 74HC32 
계열 칩 데이터 시트의 연결방법에 따라, 아두이노 장치의 2
변수 OR 논리회로 제어 회로 구성이 가능하다. 또한, NOT 

연산에 대해서도 74HC04 계열 칩 데이터 시트의 연결방법에 

따라, 아두이노 장치의 단일 변수 NOT 논리회로 제어 회로 

구성이 가능하다.

표 2. 3변수 입력에 따른 출력 신호 부울 논리 표현과 아두이노 출

력 관계

Table 2. Boolean logic expression of arduino output signals 
according to three variable inputs 

Input signals Logical eqn.

A (pin3) B (pin4) C (pin5) X(Output)

0V 0V 0V A B C

0V 0V 5V A B C

0V 5V 0V A B C

0V 5V 5V A B C

5V 0V 0V A B C

5V 0V 5V A B C

5V 5V 0V A B C

5V 5V 5V A B C

그림 4. 아두이노 장치의 3변수 출력 논리회로 제어 회로 구성

Fig. 4. Circuit composition of arduino device for three variable 
output logic control.

그림 5. 표 2에 대한 아두이노 3변수 입력 신호 프로그래밍 

Fig. 5. Arduino programming for three variable input signals in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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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0V(0) 전압 상태와 같고, 변수 B는 4번핀 출력의 5V(1)
와 0V(0) 전압 상태와 같다. 마찬가지로 각 출력 부울식 논리

회로와 연결된 각 LED에게 공급되는 전압 상태도 5V(1)와 

0V(0)로 표현된다. 표 3의 진리표로부터 1번~20번 LED 장치

에 연결될 논리회로식이 카르노맵을 사용하여 도출된다. 이 

식을 이용하여 2변수 논리회로를 구현하고 1번~20번 LED 

장치와 각각 연결한다. 

B. 3변수 입력 20개 출력 LED 회로

그림 7은 아두이노 보드와 연결된 20개의 LED 출력장치

들이 동작하는 결과가 여덟 가지 이하라면, 즉, 예를 들어, 1
부터 8을 표현하는 그림 7과 같을 경우, 그림 4와 같은 방법

한 논리회로 제어를 통해, 논리회로를 특정기간 동안 반복된 

패턴으로 동작시킬 수 있다. 
그림 5는 표 2에 대한 아두이노 3변수 입력 신호 프로그래

밍 내용을 나타낸다. 아두이노 보드에서 3번, 4번과 5번 핀이 

디지털 출력핀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pinMode() 함수를 사

용하여 설정하였다. A, B와 C 세 개의 입력 변수가 만들어 내

는 8개의 입력 패턴을 loop() 함수에서 각 1초간격으로 발생

하고, 총 8초 간격으로 8개의 입력 패턴 전압 신호들을 무한 

반복하여 전체 회로에 전달하고 있다. 

III. 아두이노 기반 기초 디지털 논리 회로 실습 교

육 과정 

A. 2변수 입력 20개 출력 LED 회로

2장에서 제안한 아두이노 장치의 2변수 및 3변수 입력 디

지털 논리회로 제어 방법을 이용하여, LED 조합논리회로 교

육과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상에서 필요한 실

습 예제를 제시한다. 조합 논리회로의 설계 시 장점은 소수

의 입력 신호들을 조합하여, 다수의 출력 장치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수의 입력 센서 장치들을 아두

이노 보드에 연결하고, 아두이노 보드와 연결된 다수의 출력 

장치들을 특정 조건 하에서 제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

한 목적의 실험 장치, 발명품 및 특정 캡스톤 디자인 결과물

들을 만들 수 있다.
그림 6은 아두이노 보드와 연결된 20개의 LED 출력장치

들을 20개 원들로 나타내었다. 20개의 LED들에게 각각 전

원을 연결하고 각각 켜고 끄는 제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

두이노 보드에 20개 디지털 출력핀이 요구된다. 그러나, 20
개 LED 장치들을 동작하는 결과가 네 가지 이하라면, 즉, 예
를 들어, 1부터 4를 표현하는 그림 6과 같을 경우, 그림 2와 

같은 방법으로, 아두이노 디지털 출력핀 3번과 4번핀 2개만 

논리회로에 연결하여 제어할 수 있다. 여기서 설계되는 진리

표는 표 3과 같다. 결과적으로 변수 A는 3번핀 출력의 5V(1)

그림 6. 20개 LED 출력장치가 표현하는 네가지 결과 (00, 01, 10, 

11)

Fig. 6. Four results that twenty LED output devices make to-
gether.

표 3. 그림 6 출력 결과에 대한 진리표

Table 3. Truth table for output results expressed in Fig. 6

A (pin3) B (pin4) 1 (Output) ... 5 ... 15 ... 20

0 0 0 ... 0 ... 1 ... 1

0 1 1 ... 0 ... 0 ... 1

1 0 1 ... 0 ... 0 ... 1

1 1 1 ... 1 ... 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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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 간 실시할 수 있는 아두이노 기반 기초 디지털 논리 회

로 실습 교육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기초적으로 아두이노 

장치를 소개하고, 브레드보드 회로 연결 실습을 실시한 후, 
기초적인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래밍을 실습한다. 여기서 

사운드 음량을 측정하는 입력 센서 장치를 연결하여, 측정된 

음량 값에 따라, 동작 조건이 지정되도록 한다. 
이후 차시에서 디지털 논리회로에 대한 이론 강의를 실

시하고, 이론 시험을 실시한다. 실습 교육과정이므로, 이후 

강의에서는 실기 평가를 실시한다. 복잡하지 않은 회로 설

계 범위에서 실기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2 입력 변수와 3입
력 변수 논리회로 설계에 대한 실기 능력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첫번째로 아두이노 8개 출력핀을 사용하는 16개 (4*4) 
LED 회로 구성 및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실기 능력을 평가한

으로, 아두이노 디지털 출력핀 3번, 4번과 5번핀 3개만 논리

회로에 연결하여 제어할 수 있다. 여기서 설계되는 진리표

는 표 4와 같다. 결과적으로 변수 A는 3번핀 출력의 5V(1)
와 0V(0) 전압 상태와 같고, 변수 B는 4번핀 출력의 5V(1)와 

0V(0) 전압 상태, 변수 C는 5번핀 출력의 5V(1)와 0V(0) 전압 

상태와 같다. 표 4의 진리표로부터 1번~20번 LED 장치에 연

결될 논리회로식이 3변수 카르노맵을 사용하여 도출된다. 이 

식을 이용하여 그림 4와 같이 3변수 논리회로를 구현하고 

1번~20번 LED 장치와 각각 연결한다.

C. 아두이노 기반 기초 디지털 논리 회로 실습 교육 과정

표 5는 2장과 3장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학기 

그림 7. 20개 LED 출력장치가 표현하는 여덟 가지 결과 (000, 001, 010, 011, 100, 101, 110, 111)

Fig. 7. Eight results that twenty LED output devices make together.

표 4. 그림 7 출력 결과에 대한 진리표

Table 4. Truth table for output results expressed in Fig. 7

A (pin3) B (pin4) C (pin5) 1 (Output) ... 5 ... 15 ... 20

0 0 0 0 ... 0 ... 1 ... 1

0 0 1 1 ... 0 ... 0 ... 1

0 1 0 1 ... 0 ... 0 ... 1

0 1 1 1 ... 1 ... 1 ... 0

1 0 0 1 1 0 1

1 0 1 1 1 0 1

1 1 0 1 1 0 1

1 1 1 1 1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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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래밍을 통해 발생시킬 수 있다. 마찬

가지로, 초음파 거리측정센서와 가변저항 연결을 통한 실기 

평가를 실시한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출력 명령을 통한 아두이노 프로그

래밍을 통해, 다수의 입력 전압 신호를 발생시키고 디지털 

논리회로를 제어하는 한 학기 기간의 기초 디지털 논리 회로 

실습 교육 과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교육과정을 통해, 논리

회로가 소수의 입력 장치를 이용하여 다수의 출력장치들을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어한다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 소개된 아두이노 프로그래밍과 디지털 논리

회로 결합 예제는 매우 간단하지만, 논리회로와 아두이노 프

로그래밍을 접목시키는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예제이다. 이 

예제는 논리회로를 스위치를 이용하여 직접 구현해보지 못

한 학생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론으로만 디지털 

조합논리회로를 학습한 학생은 아두이노 보드와 논리회로

다. 표 1 및 그림 2와 같이 아두이노 2개 출력핀을 이용하여 

네 가지 출력장치 상태를 지정할 수 있어, 4개 LED들을 각

각 켜고 끄는 제어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총 8개 아두이노 

출력핀을 이용하여 16가지 출력장치 상태를 지정할 수 있어, 
16개 LED들을 각각 켜고 끄는 제어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00 00 00 00부터 11 11 11 11까지 4*4*4*4 총 256가지 입력신

호를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래밍을 통해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초음파 거리측정센서를 연결하여 delay() 함수 프로그

래밍을 실습하고, 가변저항 연결을 통한 사운드 센서와 초음

파 거리측정센서의 동작 모드를 설정하고 실습 및 실기 평가

를 실시한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아두이노 6개 출력핀을 사용하는 16개 

(8*2) LED 회로 구성 및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실기 능력을 

평가한다. 표 2 및 그림 4와 같이 아두이노 3개 출력핀을 이

용하여 여덟 가지 출력장치 상태를 지정할 수 있어, 8개 LED
들을 각각 켜고 끄는 제어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총 6개 아

두이노 출력핀을 이용하여 16가지 출력장치 상태를 지정할 

수 있어, 16개 LED들을 각각 켜고 끄는 제어가 가능하다. 이
를 통해, 000 000부터 111 111까지 8*8 총 64가지 입력신호를 

표 5. 아두이노 기반 기초 디지털 논리 회로 실습 교육 과정

Table 5. Curriculum for the arduino-based basic digital logic circuit practices

주 강의내용

1주차 1. 아두이노 우노 보드 및 브레드보드 사용법 실습

2. 5V 전원 및 GND 공유와 LED, 저항 릴레이 연결 실습

2주차 1. 다수 디지털/아날로그 출력핀을 연결한 pinMode, delay와 digitalWrite/analogWrite 반복문 제어 프로그래밍 

3주차 1. 사운드센서 입력장치 연결을 통한 LED 회로 digitalWrite/analogWrite 조건문 제어 프로그래밍 

4주차 1. 사운드센서 입력장치 연결을 통한 20개 LED 회로 구성 및 프로그래밍 실습

5주차 1. 디지털논리회로, 부울논리대수학 강의

2. 2입력변수 디지털 논리회로의 간략화 

6주차 1. 3/4변수 디지털 논리회로의 간략화 

2. 조합논리회로 설계 방법

7주차 디지털 논리 회로 이론 테스트

8주차 1. 아두이노 8개 출력핀을 사용하는 16개 (4*4) LED 회로 구성 및 검증

2. 16개 LED 각각 제어하기 위한 2변수 진리표 및 논리회로식 검증

9주차 1. 아두이노 8개 출력핀을 사용하는 16개 (4*4) LED 2변수 디지털 논리 회로 구현 및 검증

2. 기본적인 아두이노 입력 신호 함수 프로그래밍 실습

10주차 1. 사운드센서 입력장치 연결을 통한 16개 (4*4) LED 디지털 논리 회로 아두이노 프로그램 작성 및 검증 실기 테스트

11주차 1. 16개 (4*4) LED 회로 초음파 거리측정센서 연결 delay 프로그래밍

2. 가변저항 연결을 통한 동작 모드 설정 및 검증 실기 테스트

12주차 1. 아두이노 6개 출력핀을 사용하는 16개 (8*2) LED 회로 구성 및 검증

2. 16개 LED 각각 제어하기 위한 3변수 진리표 및 논리회로식 검증

13주차 1. 아두이노 6개 출력핀을 사용하는 16개 (8*2) LED 3변수 디지털 논리 회로 구현 및 검증

14주차 1. 사운드센서 입력장치 연결을 통한 16개 (8*2) LED 디지털 논리 회로 아두이노 프로그램 작성 및 검증 실기 테스트

15주차 1. 16개 (8*2) LED 회로 초음파 거리측정센서 연결 delay 프로그래밍

2. 가변저항 연결을 통한 동작 모드 설정 및 검증 실기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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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합하여 보다 다양한 출력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이
러한 문제점을 제안한 교육과정을 실시하여 해결할 수 있고, 
동일한 센서 입출력 장치와 아두이노 보드를 보유한 경우, 
AND, OR, NOT 칩들을 이용하여 보다 많은 출력 결과들을 

창작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논리회로 입력 신호 프로그래

밍을 통해 논리회로의 출력장치들의 동작 순서 및 알고리즘

을 미리 설계하여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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