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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과목에서는 공학 설계에 대한 개념을 익히기 위한 기초적인 이론을 학습히고 실습을 통해서 간단한 로봇을 직접 제작한다. 공학 설
계를 위해 필요로하는 절차와 특성들에 대해 학습하며 특히 전기/전자 설계에 중점을 둔다. 설계 실습으로 아두이노의 사용법을 익힌후
팀별로 제품 설계 텀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아두이노를 이용한 제품의 구성과 동작 원리에 대해서 체득한다.

[관련 학습 성과]
[PO1] 기초 지식
[PO3] 문제 정의
[PO4] 문제 해결
[PO5] 공학 설계
[PO6] 협동
[PO7] 의사 소통

공학1호관 4108

구글 문서 도구의 사용법과 이를 이용한 협업 방법을 학습한다.

아두이노의 구조 및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익힌다.

아두이노에 각종 센서와 작동기를 연결하여 원하는 동작을 하는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한다.

이론보다는 아두이노(arduino)의 구조와 프로그래밍 방법을 실습 도구를 이용하여 익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조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아두이노를 이용한 작품 개발의 경험을 쌓는다.

온라인 교재 (일단계 아두이노)

중간고사: 20%
기말고사: 20%
수업태도: 20%
출석: 20%
레포트: 20%

공학설계입문

화5,6,7,금5,6,7[공학1호관 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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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현

실험.실습.설계.실기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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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Capstone Design



주별 교수내용 강의방법 / 강의도구 과제 및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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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별  수  업  계  획

1. 교과목 소개
2. 인터넷 검색 방법 및 크롬(chrome)사용법

1. 구글 문서도구를 이용한 협업 방법 실습
2. 구글 프리젠테션과 지메일 사용 방법 실습

1. 아두이노 개요
2. 아두이노 라이브러리(library)

1 아두이노의 디지털 입출력

< 교외 교육 실시 >

1. 아두이노의 디지털 입출력 응용
2. 아날로그 입력

1.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입력 응용
2. 디지털 입출력과 아날로그 입력을 이용한 실험

1. 아두이노의 시리얼 통신
2. 시리얼 통신 응용 실험

중간고사

1. 아두이노의 PWM 출력
2. PWM 응용 실험

1. 아두이노의 외부 라이브러리
2. 외부 라이브러리 응용 실험(LCD)

1. 외부 라이브러리 응용 실험 (초음파 센서)
2. 서보 모터 제어 실험

1.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작성법
2. 사용자 라이브러리 작성 실습

1. 아두이노를 이용한 IoT 제품 개발 개요
2. 아두이노 이더넷 쉴드 실습

1. 블루투스 쉴드 실습
2. 스마트폰을 이용한 아두이노 제어법 실습

조별 텀프로젝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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