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제품의 한글본의 저작권은 게임플러스에듀에 있으며 무단도용을 금합니다  

센서 팩 900 (sensor pack 900) 

 

전자회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센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분석하기 위한 

9개의 센서와 2개의 추가적인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움직임과 기울임을 측정하기 위한 가속도 센서(Triple axis analog accelerometer-for 

measuring motion and tilt) 

-압력 감지 저항(Force sensitive resistor – for sensing pressure/force) 

-온도 센서(for measuring from -40 to over +125 degrees C) 

-10K 브레드보드 가변저항(10K breadboard potentiometer)  

-홀 효과를 이용한 자기 센서(Hall effect sensor - for sensing a magnet) 

-자석(Magnet - for use with the hall effect) 

-피에조 부저(Piezo - can be used as a buzzer or a knock sensor) 

-기울기 센서(Ball tilt sensor - for sensing orientation) 

-빛 감지(조도) 센서(Photo cell sensor - for sensing light) 

-IR 센서(IR sensor - for sensing infrared light pulsing at 38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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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LED - for use with the IR sensor 

 

- 움직임과 기울임을 측정하기 위한 가속도 센서(Triple axis analog accelerometer-for 

measuring motion and tilt)  

ADXL335 - 5V ready triple-axis accelerometer (±3g analog out) 

ADXL335 가속도 센서는 3.3V 전압 조정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두이노와 같은 5V 마이

크로 컨트롤러와 완벽하게 호환 합니다. ADXL335는 총 6개의 입출력 단자를 가지고 있습니

다. 위쪽에서 바라볼 때 왼쪽에서 차례대로 Vin, 3Vo, GND, Zout, Yout, Xout 로 이루어져 있

습니다. Vin 단자는 입력 전압으로 5V 입력전압을 가해줍니다. 3Vo단자는 3.3V의 정격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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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5V입력에 대한 전압 조정을 보여줍니다. GND단자는 그라운드를 나타냅니다. Zout, 

Yout, Xout은 센서에 나타낸 방향에 따른 가속도를 나타냅니다. 최대 3g, 최소 -3g의 가속도

를 측정가능하며 가속도 크기에 따른 전압 크기를 일정하게 변화시켜 출력합니다. 예를 들어 

출력단자의 전압 범위는 0~3.3V 이므로 0g일 때 1.65V, 3g일 때 3.3V, -3g일 때 0V의 출력 

전압을 발생 시킵니다.  

동봉된 8pin을 이용해 센서와 납땜을 하면 마이크로컨트롤러 또는 브레드보드와 쉽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압력 감지 저항(Force sensitive resistor – for sensing pressure/force) 

Round Force-Sensitive Resistor (FSR) - Interlink 402 

압력 감지 저항은 물리적인 압력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입니다. 기본적으로 압력의 크기에 따

라 저항의 크기가 변하는 가변저항으로, 비교적 싼 가격에 쉽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센서

입니다. 하지만 10%의 오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울과 같이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 할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압력 감지 저항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납땜을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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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회로와 연결을 할 때는 브레드보드, female header, 집게 클립과 같은 

소자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압력 감지 저항은 저항의 일종이므로 방향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연결하셔도 좋습니다. 

-온도 센서(for measuring from -40 to over +125 degrees C) 

TMP36 - Analog Temperature sensor 

 

 

온도 센서는 주위 온도에 따른 출력전압을 일정한 비율로 나타내어 온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합

니다. 온도 센서는 총 세 개의 단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의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바라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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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왼쪽은 2.7~5.5V의 입력을 가지는 입력단자. 가운데는 온도에 따른 출력전압을 나타내

는 출력단자. 그리고 오른쪽은 ground를 나타냅니다. 출력 전압은 0V 일 때 -50°C 이며 

1.75V 일 때 125°C를 나타냅니다. 온도에 따른 출력 전압은 일정한 비율을 가지며 이 비율을 

식으로 나타내면 “Temp °C = 100*(reading in V) - 50” 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출력 전압을 측정하여 식에 대입하면 현재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10K 브레드보드 가변저항(10K breadboard potentiometer)  

Breadboard trim potentiometer - 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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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K옴 까지 변화 시킬 수 있는 가변저항입니다. 위쪽에 있는 돌림판을 이용해 쉽게 저항

을 변화 시킬 수 있습니다. 가운데 단자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단자 모두 연결 되어 있으

며 돌림판을 돌릴 때 마다 저항이 변합니다. 회로에서 사용할 때는 가운데 단자 하나와 왼쪽, 

오른쪽 두 개의 단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홀 효과를 이용한 자기 센서(Hall effect sensor - for sensing a magnet) 

Hall effect sensor - US5881LUA 

자기센서는 주위에 자석이 있는지 찾아주는 센서입니다. 핀의 방향은 위의 그림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왼쪽 핀은 입력 핀으로 3.5~24V를 입력전압으로 입력 받습니다. 가운데 핀은 출력핀

으로 자석이 주위에 없을 때는 일정한 전압을 출력하지만, 자석이 센서 앞쪽에 위치하였을 경

우 0V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센서를 사용할 때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하면 자석이 주위에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핀은 groun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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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Magnet - for use with the hall effect) 

High-strength 'rare earth' magnet 

 

직경: 12.7mm/0.5in 

높이: 5mm/0.2in 

무게: 4.68 grams 

홀 자기 센서의 Test를 위해 사용됩니다. 

-피에조 부저(Piezo - can be used as a 

buzzer or a knock sensor) 

Piezo Buzzer - PS1240 

피에조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부저입니다. 피에조는 3~30V의 사각파를 이용해 작동

하며 주파수에 따라 소리의 톤이 다릅니다. 4 KHz에서 가장 높은 톤을 가지며, 2KHz 에서 

10KHz 사이에 비교적 정상작동을 합니다. 두 개의 핀은 방향성을 가지지 않으며 하나의 핀은 

grouind에 연결하고 나머지 하나의 핀은 전원에 연결하여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와 

같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연결시켜도 동작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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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 센서(Ball tilt sensor - for sensing orientation) 

Tilt ball switch 

기본적인 방향과 이동을 감지할 수 있는 기울기 센서입니다. 기울기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 가

변저항이므로 방향성을 가지지 않으며 방향에 따른 저항의 크기가 변합니다. 

센서의 방향을 위의 그림과 같이 아랫쪽으로 향한다면 센서의 저항은 무한대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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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방향을 위의 그림과 같이 위쪽으로 향한다면 센서의 저항은 0에 가까운 값으로 표시됩

니다. 따라서 센서의 방향에 따라 저항의 크기가 바뀌며 저항의 값을 측정하여 방향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빛 감지 센서(Photo cell sensor - for sensing light) 

Photo cell (CdS photoresistor) 

 

 

빛감지 센서는 가변저항의 일종으로 빛을 감지하면 저항이 낮아집니다. 빛이 있을 때 센서의 

저항은 5~10KΩ를 유지하지만, 센서가 빛을 감지하지 못하는 어두운 곳으로 장소를 이동한다

면 센서의 저항은 200KΩ까지 증가합니다. 빛감지 센서는 저항의 일종이므로 방향성을 가지지 

않으며, 저항이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2.5V이상의 전압에서 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gam
eplusedu.com



-IR 센서(IR sensor - for sensing infrared light pulsing at 38KHz) 

IR (Infrared) Receiver Sensor - TSOP38238 

 

38KHz의 적외선을 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센서입니다. 3~5V 의 입력전압으로 작동하므로 마

이크로 컨트롤러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핀은 입력 전압으로 5V전압에 연결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핀은 ground에 연결 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는 핀은 출력단자로 적외선을 탐지할 

때 입력전압을 출력시킵니다. 

 

 

IR센서 Test 영상 

https://youtu.be/hyL6xIeVt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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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LED - for use with the IR sensor 

Super-bright 5mm IR LED  

 

적외선을 생성하는 LED입니다. LED가 만들어 내는 적외선의 스펙은 아래와 같습니다. 

•5mm LED 

•940nm wavelength (most common) 

•20 degree beam width 

•100 mA continuous, 1000 mA pulse 

•Approx 1.6V forward voltage  

 

 

IR센서 Test 영상 

https://youtu.be/mN5QJO_L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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