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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 코딩
컨트롤러를 사용한 코딩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오일러 각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코딩 : 컨트롤러
로킷브릭은 코드론 미니 뿐만이 아니라 조종기 또한 코딩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탭과 함께 컨트롤러 코딩에 대하여 학습하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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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 스프라이트 코딩
조종기 블록 : 팔레트에서 조종기 탭을 클릭하면 나타납니다.

Y

PAIR

Reset

Y

M2

M1

X

X
UP
LEFT ON/OFF

RIGHT

DOWN

(Shot)SPPED Change
(Long)START/STOP

(Shot)LED Change
(Long)FLIP

버튼의 상태 알림 :
UP : 조종기의 어떤 버튼도 눌려지지 않음
PRESS : 조종기의 버튼 중 한 개가 눌러져 있는 상태
DOWN : 조종기의 버튼 중 한 개의 버튼이 연타 되고 있는 상태

어떤 버튼이 눌려졌는 지 알려줌(위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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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 오른쪽 조이스틱의 상태 알려줌
X값 : X축 방향의 변화를 -100 ~ +100 의 값으로 알려줌
( - : 왼쪽, + : 오른쪽)
Y값 : Y축 방향의 변화를 -100 ~ +100의 값으로 알려줌
( +: 위쪽, - : 아래쪽)
방향 : 조이스틱이 향하는 방향(위치)를 아래와 같이 약자로
알려줌
이벤트 : 조이스틱의 방향이 변화하는 것을 감지하여 표시함
(IN/OUT/STAY)
TM

TR

TL

ML

MR

BL
BM

BR

조종기 색 변경 블록 :
조종기의 LED 색을 변경한다. 아래와 같이 드론 색 변경 블록
과 함께 사용하면 조종기와 드론의 LED 색을 동일하게 설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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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예제 : 컨트롤러 코딩
1. 조종기의 방향키로 캔버스의 스프라이트를 전후좌우 움직여보기

버튼이 눌렸는지 먼저 확인

버튼 클릭 > 모양 > robolink 클릭
> harry_1 선택

2. 조종기의 R1 버튼을 누르면 이륙하고 L1버튼을 누르면 착륙하기

R1

L1
141

조종기의 버튼이 눌려지면
스크립트 시작
어떤 버튼이 눌려지는 지 검사

3. 조종기로 드론 가상조종 연습 프로그램 만들기
- 왼쪽 조이스틱 Y축은 드론 스프라이트의
이륙 혹은 착륙 제어
- 왼쪽 조이스틱 X축은 드론 스프라이트의
좌우 회전
- 오른쪽 조이스틱 X축은 드론 스프라이트의
좌우 평행 이동
- 오른쪽 조이스틱 Y축은 드론 스프라이트의
앞뒤 이동
A

스프라이트는
클릭 > 모양
> robolink 클릭 > codrone2_up 선택

오른쪽 조이스틱 부분 스크립트 만들기 (전후좌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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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왼쪽 조이스틱 부분 스크립트 만들기 (이착륙과 좌우 회전)

스프라이트의 크기를 작거나 크게 해서
드론이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효과를 줌

C

시작 스크립트 만들기

스프라이트 크기와 방향 조절
영점에 위치시킴
왼쪽 / 오른쪽 조이스틱 스크립
트를 동시에 실행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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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전체화면

4. 조종기로 드론을 RC 모드처럼 조종 할 수 있도록 스크립트 작성하기

A

왼쪽과 오른쪽 조이스틱으로 오일러 각의 값을 조절하는 스크립트 작성

X:쓰로틀 조절

Y:요우값
조절

X:피치값
조절

Y:롤값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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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착륙과 이륙 기능 버튼 스크립트 작성하기

L1 버튼이 눌리면 모든 오일러
값을 0으로 한 후 착륙
조종기의 버튼이 눌리면
스크립트가 실행됨

R1 버튼이 눌리면 이륙한 다음 오일러 각 조
절 스크립트를 실행시켜 조이스틱
으로 조종 가능하게 함

TIP

L1이 눌렸을 때(착륙시) 롤/피치/요우/롤 값을 0으로 놓는 이유는 다음 실행할
때에도 전에 실행했던 오일러 값들이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0으로 클리어 하지 않게 되면 착륙 후 다시 이륙해서 비행할 때
남아있는 값들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드론이 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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