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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는 말씀
・		이 책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운용 결과에 대해 저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제공자, 	

제이펍 출판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이 책에 기재한 회사명 및 제품명은 각 회사의 상표 및 등록명입니다.	
본문 중에는 TM, Ⓒ, Ⓡ 마크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 책에서 소개한 URL 등은 시간이 지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책의 스케치 예제와 연습문제 해답 중 코드는 아두이노 1.8.10 환경에서 테스트를 마쳤으며, 	
 https://github.com/Jpub/ArduinoBible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연습문제에 대한 해답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해답이 코드인 것들은 위의 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책의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지은이나 출판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지은이: https://cafe.naver.com/sketchurimagination	
- 출판사: help@jpu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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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처음 발표된 아두이노는 마이크로컨트롤러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나 교육 현

장에서는 아두이노 이전과 아두이노 이후로 나누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아두이노가 미친 영향은 

크고, 아두이노라는 단어는 마이크로컨트롤러라는 단어를 대신할 정도의 일반 명사로까지 사용되

고 있다. 이 외에 아두이노가 바꾸어놓은 것들을 모두 이야기하자면 한 권의 책으로도 부족하다. 

아두이노의 어떤 점이 우리를 이렇게 열광하게 만드는 것일까? 발표 초기에 아두이노가 자리를 잡

을 수 있게 해준 이유를 ‘쉽고 빠르게’로 요약할 수 있다면, 아두이노의 열기가 아직도 뜨거운 이

유는 ‘다양하게’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아두이노가 비전공자들을 위한 플랫폼으로 시작되어 

쉽고 빠르게 마이크로컨트롤러 응용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은, 원하는 것들을 직

접 만들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아두이노가 DIY와 메이커 운

동에서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었다. 

아두이노가 비전공자를 위한 플랫폼으로 시작된 만큼 아두이노가 소개된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

한 4차 산업혁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는 충분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없을 것이

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두이노는 쉽고 빠른 플랫폼에서 멈추지 않고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를 거듭해 왔다. 마이크로컨트롤러와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아두이노에서도 가능하겠지’라는 것일 만큼 아두

이노는 최신 기술을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고, 최신의 기술을 소개하는 플랫폼으로 아두

이노를 선택하는 예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아두이노의 영토는 그 한계를 예단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아두이노를 쫓아가며 여러 권의 책을 쓰면서도 못내 아쉬웠던 점은 아두이노의 행보를 찬찬히 살

펴보면서 쓰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쓰기에는 항상 시간과 지면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마침 일 년

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지면의 제약 없이 아두이노와 관련된 이야기를 마음껏 풀어보자고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책, 《아두이노 바이블》이다. 하지만 아두이노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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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완성된 지금, ‘바이블’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한 콘텐츠인지 자문해 보면 부끄럽기 그지없다. 

시작할 때 충분하리라 생각했던 분량보다 절반 이상을 더 채우고도 자꾸만 미진한 부분이 눈에 

밟힌다. 주어진 시간을 다 쓰고도 이름에 어울리는 책을 쓰지 못한 것은 아두이노를 따라잡기에 

발이 느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첫 페이지를 쓸 때와 마지막 페이지를 쓸 때 이미 아두이노가 변

해 있을 만큼 아두이노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아쉬움이 많지만 여기서 일단락을 지어야

겠다는 결심을 한 이유다. 

아두이노 바이블은 전통적인 AVR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한 아두이노 보드, 그중에서

도 아두이노 우노를 중심으로 한다. 새로운 영역으로 아두이노가 확장되면서 ARM 기반 마이크

로컨트롤러를 사용한 아두이노 보드 역시 여러 종류가 출시되었고, ARM 기반 아두이노 보드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지금에 더 적합할 수 있다. 하지만 아두이노 우노는 여전히 아두이노를 대

표하는 보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ARM 기반 아두이노 보드에도 대부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아두이노 우노를 선택한 이유다. 아두이노 우노로도 많은 것을 스케치할 수 있고 최신의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이유이며, 《아두이노 바이블》을 읽다 보면 실제로 그렇다는 사실

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권의 책을 쓰면서도 답을 얻지 못한 문제 중 하나가 아두이노에 미래가 있을까 하는 것이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그에 맞춰 아두이노 역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아두이노의 태생적 한계

가 한 번쯤은 아두이노의 발목을 잡으리라는 비판 또한 흘려버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두이노가 쉽고 빠른 플랫폼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변화한 것처럼 미래를 위

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등장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누구보다 아두이노에서 아두이노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겠지만, 아두이노의 미래를 위해 더해졌으면 하고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효율적

인’ 문제 해결이다. 교육 현장에서 아두이노는 더할 나위 없지만, 산업 현장에서 아두이노는 아쉬

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디에 내놓아도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두이노가 DIY

와 메이커 운동을 넘어 ‘Arduino Inside’로 나타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며 아두이노의 행보를 

눈여겨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책을 쓰는 동안 말없이 응원해 준 아내와 아빠의 등을 궁금해하던 두 아들, 여러 면에서 당혹스러

운 책을 지지해 주신 제이펍 출판사가 있어 《아두이노 바이블》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음에 고

마움을 전하고 싶다. 아두이노의 속도를 따라잡는다는 것은 욕심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지만, 

《아두이노 바이블》이 작으나마 오래도록 도움이 되는 책으로 아두이노의 미래를 그리는 거친 밑그

림이 되기를 감히 소망한다. 

허경용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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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1  아두이노란 무엇인가?

아두이노는 비전공자를 위한 마이크로컨트롤러 플랫폼으로, 쉽고 간단한 사용 방법으로 다양한 

사용자층을 끌어들임으로써 마이크로컨트롤러 관련 프로젝트 중 가장 주목받는 프로젝트로 자

리 잡고 있다. 이 장에서는 아두이노가 만들어진 배경과 아두이노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특

징을 통해 아두이노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CH A P T ER  2  마이크로컨트롤러란 무엇인가?

마이크로컨트롤러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일종으로, 간단한 제어 장치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사

양이 낮은 컴퓨터를 말한다. 이 장에서는 아두이노 보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마이크로컨트롤

러의 구조와 동작 방식,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 등 마이크로컨트롤

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CH A P T ER  3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위한 메모리

메모리는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다. 데스

크톱 컴퓨터의 경우 메인 메모리라 불리는 한 종류의 메모리가 사용되지만, 마이크로컨트롤러에

서는 여러 종류의 메모리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마이크로컨트롤러에

서 사용되는 메모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메모리의 종류와 용도를 알아본다. 

CHA P T ER  4  아두이노 우노

아두이노 우노는 아두이노를 대표하는 보드로 아두이노의 목적과 사용 방법이 잘 반영된 보드

다. 이 장에서는 아두이노 우노를 구성하는 다양한 부품들을 통해 아두이노 보드의 구성과 특징

을 살펴보고, 이들 부품이 아두이노 우노의 ATmega328 마이크로컨트롤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

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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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A P T ER  5  아두이노 개발환경 설정

아두이노는 하드웨어인 아두이노 보드와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인 아두이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다. 이 중 소프트웨어인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프로세싱의 영향을 받아 비전공자들도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간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아두이노 프

로그램의 설치 및 사용 방법과 온라인에서 아두이노 스케치를 작성할 수 있는 웹 데이터 사용 방

법을 알아본다.

CH A P T ER  6  디지털 데이터 출력

아두이노의 스케치는 C/C++ 언어를 사용하므로 프로그램의 시작점인 main 함수가 반드시 존재

해야 하지만, 아두이노에서 main 함수는 숨겨져 있고 setup과 loop 함수를 기반으로 스케치를 

작성한다. 이 장에서는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위한 일반적인 C/C++ 프로그램의 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스케치의 구조와 비교해 본다.

CH A P T ER  7  부트로더와 스케치 업로드

스케치를 업로드하는 방법에는 시리얼 방식과 ISP 방식의 두 가지가 있고, 이 중 아두이노에서는 

시리얼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시리얼 방식 업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트로더가 구워

진 상태여야 하며, 부트로더는 ISP 방식으로만 구울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아두이노 보드에 스케

치를 업로드하는 방법과 스케치 업로드 과정에서 부트로더의 역할을 알아본다.

CH A P T ER  8  아두이노 기본 클래스

아두이노 스케치 작성을 쉽게 해주는 요소 중 하나인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는 주변장치에 따른 저

수준의 제어 작업, 마이크로컨트롤러의 특정 기능, 또는 흔히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의 처리 등을 

추상화한 클래스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져 있다. 특히 컴퓨터는 물론 주변장치와의 UART 시리얼 

통신을 담당하는 Serial 클래스와 문자열을 다루기 위한 String 클래스는 대부분의 스케치에서 

사용할 정도로 흔히 사용된다. 이 장에서는 헤더 파일을 포함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아두이노

의 기본 클래스인 Serial 클래스와 String 클래스의 사용 방법을 알아본다.

CH A P T ER  9  아두이노를 위한 C/C++ 언어

아두이노의 스케치를 작성하기가 쉽다고 생각하게 된 데에는 마이크로컨트롤러의 기본 기능을 

추상화한 아두이노 함수와 주변장치 제어 기능을 추상화한 아두이노 라이브러리가 큰 역할을 

했다. 이때 아두이노 함수가 C 언어의 함수로 만들어진다면,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는 C++ 언어

의 클래스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스케치를 작성하려면 C 언어에 대한 이해는 물론 C++ 언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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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사용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스케치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C 언어의 기본 

문법과 C++ 언어의 클래스에 대해 알아본다.

CHAPTER 10  아두이노를 위한 전자공학

아두이노는 비전공자를 위한 마이크로컨트롤러 플랫폼으로,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간

단한 제어 장치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중 소프트웨어는 

C/C++ 언어를 사용하여 스케치한다면, 하드웨어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위해 다양한 전

자 부품이 사용된다. 이 장에서는 아두이노와 함께 사용되는 전자 부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전

자공학의 기본 원리와 제어 장치를 구성하기 위한 전자 부품의 활용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11  하드웨어 시리얼과 소프트웨어 시리얼

아두이노 우노에 사용된 ATmega328 마이크로컨트롤러는 하나의 UART 시리얼 포트만을 제공하

고 있지만, 이 포트는 스케치 업로드를 위해 사용되므로 UART 통신을 사용하는 주변장치를 연

결하여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경우 디지털 입출력 핀을 통해 하드웨어 지원 없이 소프트웨

어만으로 UART 통신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클래스가 SoftwareSerial이다. 이 장에서는 하

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지원되는 UART 통신을 비교해 보고, UART 통신을 사용하여 상호 작용

이 가능한 스케치를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CHAPTER 12  디지털 데이터 출력

마이크로컨트롤러는 디지털 컴퓨터의 한 종류이므로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중에서도 마이크로컨트롤러의 데이터 핀으로 출력되는 데이터는 비트 단위의 데이터로, 마이크

로컨트롤러가 주변장치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본 단위가 된다. 이 장에서는 아두이노의 데이터 

핀으로 1비트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을 LED를 사용하여 알아본다.

CHAPTER 13  디지털 데이터 입력

마이크로컨트롤러는 비트 단위의 디지털 데이터 입출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데이

터 입력은 디지털 데이터 출력과 함께 마이크로컨트롤러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기능이

다. 이 장에서는 비트 단위의 디지털 데이터 입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입력 장치

인 푸시 버튼을 통해 디지털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과 디지털 데이터 입력에서 주의할 점을 알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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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4  아날로그 데이터 입력

마이크로컨트롤러는 디지털 데이터 입출력을 기본으로 하지만,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DC)를 

통해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입력받고 처리할 수 있다. 아두이노 우노에 사용된 

ATmega328에는 10비트 해상도를 갖는 6채널의 ADC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대 6개의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하는 장치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고 아날로그값은 0에서 1023 사이의 디지털값으

로 변환되어 입력된다. 이 장에서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입력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15  아날로그 데이터 출력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처리를 거친 디지털 데이터는 다시 아날로그값으로 바꾸어야 처리 결과를 

주변 환경으로 돌려줄 수 있다. 하지만 아두이노 보드에 사용된 AVR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바꿀 수는 있지만,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데이터로 바꿀 

수는 없다. 대신 아날로그 신호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디지털 신호인 펄스 폭 변조(PWM) 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PWM 신호 출력 방법과 이를 통해 아날로그 신호와 비슷한 효과를 

얻는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16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아두이노에서 스케치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두이노 함수와 아두이노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중 아두이노 함수가 마이크로컨트롤러의 기본 기능을 추상화한 것이라면,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는 아두이노 함수를 사용하여 마이크로컨트롤러의 특정 기능이나 주변장치 

제어 기능 등을 클래스를 사용하여 추상화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아두이노 라이브러리의 구조

와 사용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17  멀티 태스킹: 다중 작업 처리 구조

낮은 사양의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는 아두이노는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한

계가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처리하는 작업은 적은 연산을 짧은 시간 동안만 수행하

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작업은 제한적이지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아

두이노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들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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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저항 × 1
CH� 14� 15

LED × 8
CH� 12~15� 17

RGB LED × 1 ➞ 공통 양극 방식
CH� 15

아두이노 우노 × 1
CH� 4~9� 11~17

USB-UART 변환 장치 × 1 
➞ USB2SERIAL

CH� 11

ISP 방식 프로그래머 × 1 
➞ USBISP
CH� 7

220Ω 저항 × 8
CH� 12~15� 17

1㏀ 저항 × 4
CH� 13� 17

푸시 버튼 × 4
CH� 13� 17

조이스틱 × 1
CH�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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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준(인하공업전문대학)

이 책은 단순히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한 실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본 소자, 

다양한 프로그램 예제, 깊이 있는 설명까지 아두이노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두이노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 무작정 따라 하다 보니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개발자, 아두이노를 

이용한 실무 또는 AVR을 사용한 실무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람 등 책 제목대로 아두이노에 있어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이충녕(서강대학교)

‘아두이노의 A to Z를 알고 싶다면 이 책으로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두이노

를 전혀 모른다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기를 마음먹었다면 어떻게 나아가

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두이노의 유래부터 전자공학 지식까지 아두이노의 모든 

것이 꾹꾹 눌러 담겨 있는 바이블이라는 느낌을 베타리딩 내내 받았습니다. 비전공자부터 전문가

까지 아두이노를 접하는 모든 이의 충실한 길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전직상(메이커쿱협동조합)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아두이노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으나 딱딱하지 않고 쉽게 풀어내

고 있습니다. 아두이노 기초부터 고급까지, 전자, 전기, AVR 기초 지식, C 및 C++ 프로그래밍, 

그리고 실제 스케치 작성에 필요한 내용도 있어 좋았습니다. 언젠가는 또 누군가는 꼭 한 번은 해

야 할 작업을 저자이신 허경용 교수님이 그동안 축적하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으로, 

아두이노와 사물인터넷을 공부하실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다루고 계신 분들께도 권합니다. 책 전

반에 걸쳐 초보자들을 위해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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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

쉬운 책일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생각보다 책 내용에 깊이가 있었습니다. 아두이노가 초

보자에게는 쉬우면서도 전문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 책도 읽기 쉽고 재밌지만 아두

이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은 사람에게 전자공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동작 원리를 잘 설명

해 줍니다. 단순히 아두이노를 가지고 노는 것 이상으로 다루어보고 싶거나 물건을 뜯어보는 데 

재미를 느끼는 사람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한홍근(엑셈)

쉽게만 생각했던 아두이노에 대해 이렇게 깊이 있게 설명한 책은 처음이라 놀랐습니다. ‘바이블’이

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두이노에 관해 낱낱이 분석하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두이노를 사용하

면서 무심코 지나쳤던 동작 원리를 백과사전처럼 알려주기 때문에 다소 겁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

만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으로 챕터 구성이 되어 있어서 완독한다면 아두이노에 대한 깊이 있는 지

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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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는 비전공자를 위한 마이크로컨트롤러 플랫폼으로� 쉽고 간단한 사용 방법으로 다양한 

사용자층을 끌어들임으로써 마이크로컨트롤러 관련 프로젝트 중 가장 주목받는 프로젝트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장에서는 아두이노가 만들어진 배경과 아두이노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특징을 

통해 아두이노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아두이노란 
무엇인가?

1
C H A P T E R



마이크로컨트롤러는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진 낮은 성능의 컴퓨터로, 간단한 제어 장치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 마이크로컨트롤러는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져 다루기가 쉽지 않으므로 사용 편이

성을 위해 여러 가지 부품을 추가하여 만든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가 흔히 사용되며, 대표적인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 중 하나가 아두이노Arduino다. 아두이노는 최근 마이크로컨트롤러와 관련

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로, 이탈리아 이브레아Ivrea에서 ‘예술가와 디자이너가 쉽고 

간단하게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전자 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프로젝트

에서 시작되었다. 2005년에 처음 발표된 이후 아두이노는 쉬운 사용법으로 수많은 참여자를 끌어

들여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에 성공함으로써 오픈 소스 프로젝트 중 가장 많은 참여자를 가진 마

이크로컨트롤러 관련 프로젝트가 되었다. 

아두이노에 관해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아두이노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기란 쉽지 않다. 그 이유

는 아두이노가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하드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작시키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을 포함하는 플랫폼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두이노 보드를 지칭하기 위

해 또는 아두이노 보드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지칭하기 위해

서도 아두이노라는 단어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아두이노 
(플랫폼)

아두이노 우노

아두이노 메가2560

아두이노 제로

…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아두이노 함수

AVR 툴체인

아두이노 하드웨어
 (아두이노 보드) 

소프트웨어 개발환경
 (아두이노 프로그램/IDE) 

그림 1.1  ‘아두이노’라는 단어가 흔히 가리키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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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아두이노의 역사

아두이노는 이탈리아의 IDIIInteraction Design Institute Ivrea에서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상호 작용이 가능

한 전자 장치를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IDII는 예술과 IT를 융합

해 가르치는 전문 대학원으로, 아두이노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전자 장치를 디자인에 적용한 다

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두이노 이전에 인터랙티브 디자인interactive design에서 흔히 사용

하던 제품 중의 하나가 패럴랙스Parallax사의 베이직 스탬프BASIC Stamp다. 베이직 스탬프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위한 베이직 언어 인터프리터를 내장하고 있어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위한 프로그램을  

베이직 언어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베이직 스탬프는 1990년대 초반부터 널리 사

용되었지만, $100가 넘는 높은 가격에 성능 역시 그리 좋지 못했고, 윈도우 운영체제만 지원하는 

등 여러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2년 IDII의 교수로 부임한 마시모 반지Massimo Banzi는 

베이직 스탬프를 대체할 새로운 마이크로컨트롤러 플랫폼을 구상하기 시작했고 아두이노의 탄생

으로 이어졌다.

아두이노 탄생에 큰 영향을 미친 것 중 하나가 프로세싱Processing이다*. 프로세싱은 벤 프라이Ben Fry와 

케이시 리아스Casey Reas가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미디어랩의 대학원생이던 2001년에 만

들기 시작한 프로그래밍 언어다. 프로세싱은 ‘첫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목표로 만들어졌으

며, 이는 프로세싱 역시 디자이너를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프로세싱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만큼 많은 부분을 프로세싱에서 가져왔

다. 버전이 바뀌면서 현재 프로그램 외형은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꼭 필요한 기능만을 제공한다는 점은 프로세싱 프로그램과 아두이노 프로그램이 같다. 코드 구

조에서 프로세싱은 setup과 draw 함수를 기본으로 사용하는데, 아두이노는 setup과 loop 함수

로 이름이 바뀌었을 뿐 실행 구조와 순서는 같다. 아두이노를 위한 프로그램을 스케치sketch라고 

부르는 것 역시 프로세싱에서 가져온 것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할 수 있다

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  https://processing.org

**  현재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2.x 버전 프로세싱 프로그램의 외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프로세싱 프로그램은 3.x 버전으로 바뀌면서 사용

자 인터페이스가 일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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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프로세싱 (b) 아두이노

그림 1.2  프로세싱 프로그램과 아두이노 프로그램

프로세싱의 개발자 중 한 사람인 케이시 리아스와 마시모 반지가 함께 IDII에 재직하고 있던 2003

년에 에르난도 바라간Hernando Barragan이 두 사람의 지도를 받으며 석사 학위를 위한 프로젝트로 

진행한 것이 아두이노의 전신인 와이어링Wiring*이다.

(a) 와이어링 프로그램 (b) 와이어링 보드

그림 1.3  와이어링

와이어링 보드는 마이크로칩Microchip의 ATmega128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했으며, 베이직 스탬

프와 비교하면 절반 정도의 가격인 $60에 우수한 성능과 쉬운 사용법으로 주목을 받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아두이노 프로그램의 외형과 기본 라이브러리 대부분은 와이어링 프로젝트에서 

*  http://wiring.or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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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것들이다*. 

와이어링의 완성도가 높았음에도 마시모 반지는 와이어링 보드보다 더 저렴하고 간단한 보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아두이노다. 아두이노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은 와이어링 보드에 사용된 마이크로컨트롤러보다 저렴한 ATmega8을 사용하고 회

로 구성 역시 와이어링보다 간단해지면서 와이어링 보드의 절반 수준인 $30에 제작할 수 있었다.  

아두이노Arduino라는 이름은 이브레아 출신 이탈리아의 왕 Arduino d’IvreaArduin of Ivrea에서 따왔

다고 한다. 발표 이후 아두이노는 쉽고 간단한 사용법으로 마이크로컨트롤러를 활용하여 전자 장

치를 만들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여기에 아두이노 개발팀이 아두이노를 오

픈 소스로 공개하여 자발적인 참여자를 끌어들임으로써 오늘의 아두이노가 있게 했다. 최근에는 

아두이노가 지닌 메이커 문화와의 연관성이 4차 산업혁명 및 사물인터넷과 자연스럽게 이어짐으

로써 아두이노는 학생을 위한 교육 도구와 애호가를 위한 DIY 도구를 넘어 전문가를 위한 프로토타이핑  

도구로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1.21.2
아두이노 보드

처음 공개된 이후 아두이노 보드는 몇 차례의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 여러 가지 공식 아두이노 

보드가 판매되고 있다**. 아두이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 보드와 아두이노 보드에서 실

행되는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통합개발환경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이 필요하다. 통합개

발환경은 아두이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아두이노 보드는 여러 보드 중에서 사용자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아두이노를 대표하는 보드이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드는 아두이노 우노Arduino UNO다. 아두이

노 우노 역시 몇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것은 R3 버전이다. 우노는 이탈리아어로  

1을 뜻하며, 아두이노 프로그램의 정식 버전인 1.0이 공개되는 시점에 맞추어 공개된 보드이므로 

기준이 된다는 의미에서 우노라는 이름이 사용되었다. 

*  와이어링과 아두이노는 많은 부분에서 서로 호환된다. 아두이노 우노의 경우 와이어링 프로그램에서 스케치를 컴파일하고 업로드하여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와이어링은 개발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최근에 아두이노에 추가되거나 변경된 기능은 와이어링과 호환

되지 않을 수 있다. 

**  https://www.arduino.cc/en/Main/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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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앞면 (b) 뒷면

그림 1.4  아두이노 우노 R3

아두이노 보드의 특징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구분해야 할 것이 ‘마이크로컨트롤러’와 ‘마이크

로컨트롤러 보드’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아두이노는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아니라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

에 해당한다�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싱글 칩 컴퓨터Single Chip Computer라고도 불리는, 컴퓨터의 본체에 

해당하는 기능을 하나의 칩으로 집약해 놓은 낮은 성능의 컴퓨터를 말한다. 즉, 마이크로컨트롤

러는 하나의 ICIntegrated Circuit 칩을 가리킨다. 컴퓨터의 본체에 전원만 공급되면 컴퓨터로 동작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컨트롤러 역시 전원만 주어지면 마이크로컨트롤러로 동작할 수 있다. 하

지만 아두이노 보드에는 마이크로컨트롤러 이외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USB 커넥터

외부 전원

16MHz 클록

리셋 버튼

ICSP 핀 헤더

USB-UART 변환 마이크로컨트롤러

ATmega328 

아날로그 핀 헤더

디지털 핀 헤더

그림 1.5  아두이노 우노

그림 1.5의 아두이노 우노를 살펴보면 아두이노 우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ATmega328 마이크

로컨트롤러 이외에도 많은 부품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두이노에는 주변장치 연

결을 위한 핀 헤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컴퓨터와 연결하기 위한 USB 커넥터 및 2개의 ICSP 

핀 헤더, 전원 공급을 위한 커넥터 등 다양한 연결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안정적인 동작을 위한 클록, 동작 테스트를 위한 LED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아두

이노 우노는 마이크로컨트롤러인 ATmega328과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부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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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에 해당한다.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 = 마이크로컨트롤러 + α
아두이노 우노 = ATmega328 + α

아두이노 보드는 일반적인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으며, 그중 하나

가 핀 헤더 배열이다. 언뜻 보기에는 별다른 것이 없어 보이지만, 아두이노 우노와 아두이노 메가

2560을 비교해 보면 같은 핀 배열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두이노 메가2560에 사용된 

ATmega2560은 아두이노 우노에 사용된 ATmega328보다 많은 데이터 핀을 갖고 있으며, 아두이노 

메가2560에는 이 데이터 핀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두이노 우노보다 많은 핀 헤더가 존재한다. 

하지만 아두이노 우노에서 제공하는 핀 헤더와 같은 위치 같은 순서로 아두이노 메가2560에서도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

(a) 아두이노 우노 (b) 아두이노 메가2560

그림 1.6  아두이노 우노와 아두이노 메가2560

핀 헤더 위치가 같다는 것은 아두이노 우노에 연결한 주변장치를 그대로 아두이노 메가2560으로 

옮겨서 연결하면 같은 동작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아두이노 우노에서 사용한 프로그

램은 아두이노 메가2560에서 거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핀 헤더 위치와 순서가 표준화되어 있으므로 아두이노 보드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확장 보드

인 쉴드shield*를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두이노 홈페이지에도 여러 종류의 쉴드가 소개되어 있

으며, 아두이노는 보드 설계가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아두이노에서 사용 

가능한 쉴드를 만들 수 있다. 그림 1.7은 아두이노와 서드 파티에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쉴

드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1.7에 소개된 쉴드 역시 아두이노 우노의 핀 헤더와 같은 배열의 핀 

헤더를 갖고 있으므로 여러 개의 쉴드를 적층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물론, 같은 핀을 사용하는  

*  쉴드는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제공하지 않는 특정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장 보드로, 아두이노 보드에 적층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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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쉴드를 적층하여 동시에 사용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다� 이 외에도 검색을 통해 다양하고 

신기한 기능의 쉴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a) 이더넷 쉴드 – arduino.cc (b) 릴레이 쉴드 – arduino.cc

(c) 데이터 로깅 쉴드 – adafruit.com (d) CAN 버스 쉴드 – sparkfun.com 

그림 1.7  아두이노 쉴드

공통의 핀 헤더를 사용하는 것이 아두이노 보드의 특징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모든 아두이노 보

드가 그런 것은 아니다. 아두이노 우노의 핀 헤더는 아두이노 우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핀

을 쉽게 연결할 수 있게 하지만, 그로 인해 보드의 크기가 커진 것도 사실이다. 아두이노 우노에

서 핀 헤더만 제거해도 보드 크기를 작게 할 수 있으며, 아두이노 나노가 바로 이런 방법으로 아

두이노 우노를 작게 만든 보드다. 아두이노 레오나르도가 ATmega32u4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

용하고 아두이노 우노와 같은 핀 헤더를 가진 보드라면, 아두이노 마이크로는 아두이노 레오나르

도의 핀 헤더를 제거하고 작게 만든 보드에 해당한다.

아두이노 우노 : 아두이노 나노 = 아두이노 레오나르도 : 아두이노 마이크로

그림 1.8에서 가장 큰 칩이 아두이노 보드에서 핵심인 마이크로컨트롤러에 해당한다. 아두이노 우

노와 아두이노 나노에 사용된 마이크로컨트롤러는 형태만 다를 뿐 같은 마이크로컨트롤러이며*, 

*  아두이노 우노에 사용된 마이크로컨트롤러 칩은 DIP(Dual In-line Package) 타입의 ATmega328P-PU이고, 아두이노 나노에 사용된 

마이크로컨트롤러 칩은 TQFP(Plastic Quad Flat Package) 타입의 ATmega328P-AU로, 패키지(package)에 따라 이름에 차이가 있다. 

또한 DIP 타입 칩은 28핀이지만 TQFP 타입 칩은 32핀으로 DIP 타입 칩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ATmega328 마이크로컨트롤러의 기능

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74장 ‘아두이노 나노와 아두이노 나노 에브리’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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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레오나르도와 마이크로는 같은 형태의 칩을 사용하고 있다. 같은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는 서로 다른 보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사용 목적의 차이다. 아두이노 우노는 

아두이노의 대표적인 보드로, 쉬운 사용을 위해 다양한 부품이 포함되어 있어 시스템 설계 및 개

발의 초기 단계에 적합하다. 반면, 아두이노 나노는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단계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아두이노 우노와 같은 기능을 하는 보드를 소형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다. 

(a) 아두이노 우노 (b) 아두이노 레오나르도

(c) 아두이노 나노 (d) 아두이노 마이크로

그림 1.8  핀 헤더가 있는 보드와 핀 헤더가 없는 보드

아두이노 보드의 또 다른 특징에는 아두이노 보드에 사용된 마이크로컨트롤러를 마이크로칩에서 생

산한다는 점도 포함된다. 아두이노는 마이크로칩의 AVR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여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AVR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한 아두이노 보드가 가장 많

이 사용되고 있다. AVR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는 아두이노 보드에는 아두이노 우

노/나노, 아두이노 레오나르도/마이크로, 아두이노 메가2560 등이 포함된다. 이들 보드는 대부

분 16MHz의 속도를 기본으로 하므로 성능의 차이는 찾아보기 어렵고 기능에 차이가 있을 뿐이

다. 아두이노 레오나르도는 USB 연결을 지원하는 ATmega32u4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함으로

써 마우스, 키보드 등과 같은 USB 장치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 이에 비해 아두이노 메가

2560에서 사용하는 ATmega2560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아두이노 우노의 ATmega328 마이크로컨

트롤러보다 3배 이상 많은 입출력 핀과 8배 큰 프로그램 메모리를 제공하므로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기에 적합하다.

아두이노 보드 중에는 AVR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아닌 다른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

는 보드도 있다. 애초에 아두이노는 간단한 전자 장치를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고, 이러한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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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16MHz의 AVR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로 충분했다. 하지만 사물인터넷과 메이커 운

동에서 아두이노의 역할이 커지면서 높은 사양의 아두이노 보드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Cortex-M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한 32비트 아두이노 보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

다. Cortex-M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여러 회사에서 제작하고 있지만, 아두이노 보드에 사용

된 Cortex-M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는 AVR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칩에서 생산하고 있다� 

Cortex-M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는 32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로, 8비트인 AVR 시리즈 마이크

로컨트롤러와 비교했을 때 데이터 처리 능력이 우수하며, 동작 속도 역시 최초의 32비트 아두이

노 보드인 아두이노 듀에가 84MHz로 아두이노 우노보다 5배 이상 빠르다. 아두이노 듀에 이후 

이보다 성능이 낮은 아두이노 제로가 만들어졌고, 사물인터넷 환경을 겨냥하여 아두이노 제로를 

작게 만든 아두이노 MKR 시리즈도 출시되었다. 아두이노 MKR 시리즈로는 아두이노 MKR 제

로를 기본으로 유선이나 무선 통신 기능이 추가된 MKR 보드가 출시되었으며, MKR 보드를 위

한 전용 쉴드 역시 다양한 종류가 판매되고 있어 고성능 아두이노 보드의 사용 역시 증가하고 있

다. 또 다른 32비트 아두이노 보드로는 아두이노 나노 33 시리즈가 있다. 나노 33 시리즈는 기존 

아두이노 나노에 Cortex-M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한 보드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와 

같이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흔히 사용되는 무선 통신을 지원한다. 나노 33 시리즈 보드와 같은 기

능의 MKR 시리즈 보드 역시 존재하지만, 나노 33 시리즈는 최소한의 부가 기능을 가진 작고 저

렴한 보드로, 아두이노 나노와 핀 배치가 호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a) 아두이노 듀에 (b) 아두이노 제로

(c) 아두이노 MKR 제로 (d) 아두이노 나노 33 IOT

그림 1.9  32비트 아두이노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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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아두이노 보드별 마이크로컨트롤러

아두이노 마이크로컨트롤러 아키텍처 클록 CPU 비트

우노
ATmega328

AVR 16MHz 8비트
나노

레오나르도 ATmega32u4

메가2560 ATmega2560

듀에 SAM3X8E Cortex M3 84MHz

32비트
제로

SAMD21 Cortex M0+ 48MHzMKR 시리즈

나노 33 시리즈

표 1.1은 앞에서 언급한 아두이노 보드를 간략히 비교한 것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보드가 존재하

지만, 흔히 사용되는 보드들은 ① AVR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는 8비트 아두이노 보

드, ② Cortex-M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는 MKR 시리즈 보드, ③ 작은 크기에 다

양한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사용된 나노 시리즈 보드 등이다. 그중에서도 8비트 아두이노 보드는 

아두이노가 처음 소개된 이후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두이노 보드로 자리하고 있다. 따

라서 어떤 아두이노 보드를 사용해야 할지 선택하기 어렵다면 아두이노가 시작된 8비트 아두이노 보드

를 선택하면 되고� 그중에서도 아두이노 우노로 시작하면 된다� 아두이노 우노는 아두이노를 대표하는 

보드로 대부분의 자료들이 아두이노 우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 책 역시 아두이노 우노를 

기준으로 한다. 아두이노 우노만으로도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사용된 다양한 시스템을 구성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이 아두이노 우노를 선택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될 것이며, 만약 아두이노 우노로 부

족함을 느낀다면 이미 아두이노의 많은 부분을 이해한 것이라 믿어도 좋다. 

1.31.3
소프트웨어 개발환경

아두이노의 장점 중 하나는 공통의 핀 헤더와 이를 통해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해주는 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하드웨어 측면에 있다. 하지만 아두이노에 다양한 보드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

두이노가 사용하기 쉽다는 점과는 다른 이야기로 보일 수 있다. 다양한 보드가 존재함에도 아

두이노가 쉽다고 인식될 수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른 아두이노 보드를 위한 프로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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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할 수 있다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찾아야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아두이노 함

수와 라이브러리다. 

서로 다른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위한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것이 당연하다. 이는 같은 AVR 시리

즈에 속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서로 다른 회사에서 제작한 마이크

로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혀 다른 형태의 코드를 사용해야 할 수 있다. 아두이노 우노

에 사용된 ATmega328 마이크러컨트롤러의 예를 살펴보자. 아두이노 우노 보드의 13번 핀에는 

LED가 연결되어 있어 테스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AVR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

러를 위한 프로그램은 레지스터를 조작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아두이노 우노의 13번 핀에 연결된 

LED를 켜기 위해서는 DDRB와 PORTB 레지스터를 조작해야 한다. 

DDRB |= 0x20;    // 포트 B의 6번째 핀을 출력으로 설정

PORTB |= 0x20;    // 포트 B의 6번째 핀으로 HIGH를 출력, LED를 켬

같은 기능을 아두이노에서는 레지스터의 조작을 대신해 주는 함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구현할 

수 있다.

pinMode(13, OUTPUT);  // 13번 핀을 출력으로 설정

digitalWrite(13, HIGH);  // 13번 핀으로 HIGH를 출력, LED를 켬

레지스터를 직접 조작하는 것보다 함수를 사용하는 편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해하기 쉬운데, 

이는 생소한 레지스터 이름과 이해하기 어려운 비트 연산자가 아닌 영어 단어로 이루어진 함수

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를 추상화abstraction라고 한다. LED를 켜는 경우는 1비트 데이터

만 사용하는 간단한 작업이지만,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아

두이노 함수를 사용하는 장점이 더욱 잘 나타날 것이다. 위의 예에서 장점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표 1.2에서 ATmega328과 ATmega2560을 위한 코드를 비교해 보면 장점이 잘 나타날 것이다. 

표 1.2  하드웨어 제어 코드를 추상화한 함수

ATmega328 ATmega2560

레지스터 사용
DDRB |= 0x20;
PORTB |= 0x20;

DDRB |= 0x80;
PORTB |= 0x80;

아두이노 함수 사용
pinMode(13, OUTPUT);
digitalWrite(13,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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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ATmega328과 ATmega2560은 같은 AVR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이므

로 같은 종류의 레지스터를 사용하여 LED를 제어하지만, 레지스터 내에서 비트 번호와 같은 세

부 사항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아두이노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컨트롤러의 특정 

핀을 13번 핀으로 추상화하고, 13번 핀을 제어하는 작업 역시 함수로 추상화함으로써 같은 코드

를 아두이노 우노와 메가2560 모두에 사용할 수 있다. 아두이노에서 마이크로컨트롤러의 모든 기

능을 추상화하여 함수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한 함수는 제공하고 있으

므로 짧은 시간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볼 수 있으며, 그것도 여러 아두이노 보드에서 같은 코드

로 같은 기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다.

마이크로컨트롤러의 기본 기능을 추상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두이노 함수라면� 주변장치를 제어하는 기

능을 추상화하여 C++의 클래스 라이브러리로 제공하는 것이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다*. 아두이노 라이브

러리는 아두이노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되는 기본 라이브러리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고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는 확장 라이브러리로 나눌 수 있다. 이는 확장 하드웨어인 쉴드를 아두이

노는 물론 서드 파티에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과 같다. ATmega328에 내장된 EEPROM을 제어

하기 위해 아두이노에서는 EEPROM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다. EEPROM 라이브러리를 사용

하여 EEPROM의 100번지에 10의 값을 기록하고 싶다면 다음 한 문장이면 된다. 

EEPROM.write(100, 10);  // (값을 저장할 번지, 메모리에 저장할 1바이트값)

간단하지 않은가? 물론 스케치 첫머리에 EEPROM 라이브러리 헤더를 포함해야 하며, EEPROM 

라이브러리의 내부에서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두이노는 모든 번거로운 작업을 함

수와 라이브러리를 통해 대신해 주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그리 많지 않다. 

더 반가운 소식은 지금도 아두이노의 라이브러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아두이노의 함수와 라이브러리는 오픈 소스인 AVR 툴체인toolchain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툴체인이란� 목적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개발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래

밍 도구의 집합을 말한다. 아두이노의 경우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아두이노 보드에서 실행되는 프로그

램을 작성하기 위해 컴퓨터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툴체인이다� 툴체인에는 컴파일러, 링커, 라

이브러리, 디버거 등이 포함되며, 하나의 프로그래밍 툴 출력은 다른 프로그래밍 툴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툴체인은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설치할 

*  모든 아두이노 라이브러리가 C++ 스타일의 클래스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아두이노 라이브러리가 주변장치 제

어와 관련된 것도 아니다. 하지만 많은 라이브러리가 주변장치 제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라이브러리 대부분이 클래스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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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자동으로 설치되므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다. AVR 툴체인의 AVR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아두

이노 함수와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며, 사용자는 이를 통해 쉽고 간단하게 아두이노 보드를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AVR 툴체인

아두이노 IDE

사용자 작성 스케치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아두이노 함수

AVR 라이브러리

그림 1.10  아두이노의 소프트웨어 개발환경

아두이노 함수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아두이노 보드를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흔

히 통합개발환경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이라 불리는 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아두이노

를 위한 스케치를 작성할 수 있는 통합개발환경 중의 하나인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아두이노 홈페

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아두이노 홈페이지는 아두이노와 관련된 최신 내용은 물론 활

발한 사용자 커뮤니티를 통해 아두이노와 관련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그림 1.11  아두이노 프로그램 다운로드 페이지

*  https://www.arduino.cc/en/Main/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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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프로그램은 아두이노 보드와 마찬가지로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으며, 자바Java로 만

들어져 윈도우는 물론 macOS X, 리눅스 등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한다. 그림 1.12는 아두이노

를 위한 프로그램을 ‘스케치’하는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그림 1.12  아두이노 프로그램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비전공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

다.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는 독자라면 그림 1.12의 아두이노 프로그램이 어딘지 허전하다는 생각

이 들 수 있고, 아두이노 프로그램에는 다른 통합개발환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많은 기능이 생략

된 것이 사실이다. 아두이노 보드에 사용된 마이크로컨트롤러의 기능을 모두 이용하기 위해 선택

할 수 있는 통합개발환경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마이크로칩 스튜디오Microchip Studio*가 있으며, 마

이크로칩 스튜디오에서는 아두이노 스케치를 읽어 컴파일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림 1.13은 마이

크로칩 스튜디오에서 아두이노 스케치를 작성하는 예를 보여준다.

*  https://www.microchip.com/en-us/development-tools-tools-and-software/microchip-studio-for-avr-and-sam-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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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마이크로칩 스튜디오

마이크로칩 스튜디오와 비교했을 때 아두이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 중 하나는 디버

깅 기능이다. 하지만 마이크로칩 스튜디오는 AVR 마이크로컨트롤러 자체를 사용하기 위한 전문가용 프

로그램이라면,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컨트롤러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비전공자용 프로그램이

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디버깅 기능은 아두이노 프로그램에서만 제공한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디버깅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장비가 필요하지만, 전용 장비는 고

가이면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즉, 아두이노는 애초 디버깅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하지만 마이크로칩 스튜디오와 전용 장비를 사용하면 불편하기는 하지만 디버깅이 불가능하

지는 않다.

스케치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아두이노 프로그램과 마이크로칩 스튜디

오 이외에도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웹 에디터*, 서드 파티의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하

지만 웹 에디터와 달리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되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두

이노 프로그램을 대부분 선택할 것이고, 이 책에서도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

만 마이크로컨트롤러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더 많은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 

스튜디오를 사용해 보는 것도 추천하며, 이 책에서도 아두이노 프로그램에서 지원하지 않는 일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마이크로칩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다.

*  https://create.arduino.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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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아두이노의 미래

아두이노가 처음 소개된 후 15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아두이노는 대체할 수 없는 플랫폼 중 하

나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처럼 아두이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렴

한 가격에 쉽고 빠르게 전자 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이라는 점과 하드웨어 및 소프

트웨어를 모두 오픈 소스로 공개하여 손쉽게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 하겠다. 아

두이노는 마이크로컨트롤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용자라 하더라도 5분이면 내장된 LED를 깜빡

여 볼 수 있을 정도로 쉽다.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할 때 어렵고 귀찮은 부분들을 함수와 라

이브러리를 통해 아두이노가 대신 처리해 줌으로써 아두이노를 즐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다. 게다가 이를 오픈 소스로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기능의 하드웨어와 이를 지원하는 라이브러리

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라 아두이노가 할 수 있는 일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아두이노 영토의 확대는 아두이노를 사물인터넷을 위한 플랫폼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

지고 있으며, MKR 시리즈가 이러한 움직임 중의 하나다. 애초에 아두이노의 목표였던 비전공자

를 위한 쉬운 플랫폼과 사물인터넷을 위한 플랫폼 사이에 공통점이 없다는 지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두이노는 훌륭한 플랫폼이며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또

한 부정할 수 없다. 

아두이노가 훌륭한 플랫폼이기는 하지만 한계도 분명 존재한다. Cortex-M 시리즈 마이크로컨트

롤러를 사용하는 아두이노 보드도 존재하지만, 여전히 주로 사용되는 보드는 8비트의 AVR 시리

즈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한 보드다. 아두이노 우노의 16MHz 속도와 32KB 크기의 플래시 메

모리로 크고 복잡한 프로그램을 빨리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두이노를 사용하여 구현하고 

싶지만 구현할 수 없는 시스템 중 하나가 카메라를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320×240 해상도의 영상

을 사용하는 경우 한 장의 영상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75KB의 메모리가 필요하지만, 아두이노 우

노는 2KB의 SRAM만을 갖고 있어 처리가 불가능하다. 아두이노는 간단한 전자 장치를 만드는 데 

적합하며, 예술가와 디자이너가 쉽고 간단하게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비전공자를 위해 만들어진 아두이

노이지만, 전공자를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하기에 앞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토타이핑 시스템으로서, 그리고 마이크로컨트롤러 학습을 위한 출발

점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전문가들과 산업 현장에서도 아두이노를 사용한 프로토타이핑의 

예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어디까지 아두이노의 적용 범위가 넓어질 것인지는 기대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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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에 대한 관심과 사용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에서도 아두이노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중 자주 방문해서 확인해야 하고 가장 많이 들르게 될 곳은 아두이노의 공식 홈

페이지다. 특히 아두이노 포럼*은 아두이노 관련 궁금증에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

는 곳 중 하나다. 국내 사이트로는 아두이노 관련 최대의 커뮤니티인 아두이노 스토리에서 아두

이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표 1.3 아두이노 관련 참고 사이트). 아두이노를 사용하

기 위해서는 여러 전자 부품이 필요하므로 전자 부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알아두

는 것이 부품 구입은 물론 다양한 부품을 둘러보고 비교할 수 있어 유용하다. 국내에서는 엘레

파츠, 디바이스마트, ICbanQ 등이 가장 규모가 큰 온라인 쇼핑몰에 속한다. 해외 사이트 중에서

는 SparkFun, Adafruit, seeedstudio 등에서 다양한 아두이노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SparkFun과 Adafruit 사이트에서는 제품 판매 이외에도 아두이노와 관련된 다양한 튜토리얼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방문해 보기를 추천한다. 게다가 Instructables, Hackster.io 등에서 아두이노

를 사용한 프로젝트의 구현 과정은 물론 결과물까지도 공유하고 있으므로 아두이노를 활용한 프

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방문해 보기를 추천한다. 그 밖에도 아두이노와 전자 장치 

제작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수많은 사이트가 존재하지만,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곳은 

유튜브다. 유튜브에서는 실제 동작하는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읽는 

것과는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금 바로 유튜브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두이노를 검색해 보자. 

표 1.3  아두이노 관련 참고 사이트

사이트 주소 설명

아두이노 https://www.arduino.cc 아두이노 공식 홈페이지

아두이노 스토리 https://cafe.naver.com/arduinostory 국내 최대 아두이노 커뮤니티

엘레파츠 http://www.eleparts.co.kr

국내 전자 부품 쇼핑몰디바이스마트 http://www.devicemart.co.kr

ICbanQ https://www.icbanq.com

SparkFun https://www.sparkfun.com

해외 아두이노 관련 제품 쇼핑몰Adafruit https://www.adafruit.com

seeedstudio http://www.seeedstudio.com

Instructables https://www.instructables.com

아두이노 관련 프로젝트 공유Hackster.io https://www.hackster.io

OpenElectronics https://www.open-electronics.org

*  https://forum.arduino.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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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맺는말

아두이노는 비전공자들이 쉽게 전자 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으로 시작하여 전공자

는 물론 산업 현장에서도 사용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아두

이노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을 추상화를 통해 감춤으로써 쉽게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이 장점이며, 이를 오픈 소스로 공개함으로써 수많은 참여자로 이루어지는 생

태계를 구축하고 자율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는 점이 지금까지도 아두이노의 인기가  

식지 않는 이유라 하겠다. 이 장에서는 아두이노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

트웨어 측면에서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여전히 아두이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후 장들에서는 아두이노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

지 알아볼 것이며, 이를 통해 아두이노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

두이노가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위한 쉬운 플랫폼’이라는 점이다. 다음 장에서는 마이크로컨트롤

러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아두이노가 전통적으로 마이크로컨트롤러를 배우기 위해 알아야 할 것

들을 숨김으로써 성공한 것이 사실이지만,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이해하는 것은 아두이노를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다.

1.5 맺는말 19



연 / 습 / 문 / 제
C H A P T E R  1

아두이노는 다른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에 비해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

이다. 하지만 아두이노 역시 완벽하지는 않다. 아두이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의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아두이노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

하다. 아두이노의 단점과 한계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또 다른 오픈 소스 프로젝트인 프로세싱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만들어

졌다. 프로세싱은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아두이노는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처럼 아두이노와 

프로세싱은 공통점이 많으면서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아두이노와 프로세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자. 

아두이노 이후 하드웨어를 오픈 소스로 공개하는 예는 컴퓨터나 마이크로컨트롤러 관련 프

로젝트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다. 오픈 소스 하드웨어 중 임베디드 시스템

에 사용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찾아 아두이노와 비교해 보자.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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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처음 발표된 아두이노는 마이크로컨트롤러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나 교육 현

장에서는 아두이노 이전과 아두이노 이후로 나누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아두이노가 미친 영향은 

크고, 아두이노라는 단어는 마이크로컨트롤러라는 단어를 대신할 정도의 일반 명사로까지 사용되

고 있다. 이 외에 아두이노가 바꾸어놓은 것들을 모두 이야기하자면 한 권의 책으로도 부족하다. 

아두이노의 어떤 점이 우리를 이렇게 열광하게 만드는 것일까? 발표 초기에 아두이노가 자리를 잡

을 수 있게 해준 이유를 ‘쉽고 빠르게’로 요약할 수 있다면, 아두이노의 열기가 아직도 뜨거운 이

유는 ‘다양하게’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아두이노가 비전공자들을 위한 플랫폼으로 시작되어 

쉽고 빠르게 마이크로컨트롤러 응용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은, 원하는 것들을 직

접 만들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아두이노가 DIY와 메이커 운

동에서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었다. 

아두이노가 비전공자를 위한 플랫폼으로 시작된 만큼 아두이노가 소개된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

한 4차 산업혁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는 충분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없을 것이

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두이노는 쉽고 빠른 플랫폼에서 멈추지 않고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를 거듭해 왔다. 마이크로컨트롤러와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아두이노에서도 가능하겠지’라는 것일 만큼 아두

이노는 최신 기술을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고, 최신의 기술을 소개하는 플랫폼으로 아두

이노를 선택하는 예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아두이노의 영토는 그 한계를 예단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아두이노를 쫓아가며 여러 권의 책을 쓰면서도 못내 아쉬웠던 점은 아두이노의 행보를 찬찬히 살

펴보면서 쓰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쓰기에는 항상 시간과 지면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마침 일 년

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지면의 제약 없이 아두이노와 관련된 이야기를 마음껏 풀어보자고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책, 《아두이노 바이블》이다. 하지만 아두이노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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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완성된 지금, ‘바이블’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한 콘텐츠인지 자문해 보면 부끄럽기 그지없다. 

시작할 때 충분하리라 생각했던 분량보다 절반 이상을 더 채우고도 자꾸만 미진한 부분이 눈에 

밟힌다. 주어진 시간을 다 쓰고도 이름에 어울리는 책을 쓰지 못한 것은 아두이노를 따라잡기에 

발이 느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첫 페이지를 쓸 때와 마지막 페이지를 쓸 때 이미 아두이노가 변

해 있을 만큼 아두이노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아쉬움이 많지만 여기서 일단락을 지어야

겠다는 결심을 한 이유다. 

아두이노 바이블은 전통적인 AVR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한 아두이노 보드, 그중에서

도 아두이노 우노를 중심으로 한다. 새로운 영역으로 아두이노가 확장되면서 ARM 기반 마이크

로컨트롤러를 사용한 아두이노 보드 역시 여러 종류가 출시되었고, ARM 기반 아두이노 보드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지금에 더 적합할 수 있다. 하지만 아두이노 우노는 여전히 아두이노를 대

표하는 보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ARM 기반 아두이노 보드에도 대부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아두이노 우노를 선택한 이유다. 아두이노 우노로도 많은 것을 스케치할 수 있고 최신의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이유이며, 《아두이노 바이블》을 읽다 보면 실제로 그렇다는 사실

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권의 책을 쓰면서도 답을 얻지 못한 문제 중 하나가 아두이노에 미래가 있을까 하는 것이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그에 맞춰 아두이노 역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아두이노의 태생적 한계

가 한 번쯤은 아두이노의 발목을 잡으리라는 비판 또한 흘려버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두이노가 쉽고 빠른 플랫폼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변화한 것처럼 미래를 위

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등장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누구보다 아두이노에서 아두이노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겠지만, 아두이노의 미래를 위해 더해졌으면 하고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효율적

인’ 문제 해결이다. 교육 현장에서 아두이노는 더할 나위 없지만, 산업 현장에서 아두이노는 아쉬

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디에 내놓아도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두이노가 DIY

와 메이커 운동을 넘어 ‘Arduino Inside’로 나타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며 아두이노의 행보를 

눈여겨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책을 쓰는 동안 말없이 응원해 준 아내와 아빠의 등을 궁금해하던 두 아들, 여러 면에서 당혹스러

운 책을 지지해 주신 제이펍 출판사가 있어 《아두이노 바이블》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음에 고

마움을 전하고 싶다. 아두이노의 속도를 따라잡는다는 것은 욕심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지만, 

《아두이노 바이블》이 작으나마 오래도록 도움이 되는 책으로 아두이노의 미래를 그리는 거친 밑그

림이 되기를 감히 소망한다. 

허경용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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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8  SPI 통신

SPI는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리얼 통신 방법 중 하나로, 동기식 통신으로 하드웨어가 간단

하며 일대다(1:N) 연결이 가능하다는 등 UART 통신과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하지만 

SPI는 고속의 일대다 통신을 위해 4개의 연결선을 사용하며, 연결하는 슬레이브의 수에 비례하여 

연결선의 개수가 증가한다는 단점도 있다. 이 장에서는 SPI 통신의 원리를 살펴보고 SPI 통신을 

사용하는 외장 EEPROM의 사용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19  I2C 통신

I2C 통신은 적은 양의 데이터를 낮은 빈도로 전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리얼 통신 방법으로, 

UART 및 SPI와 더불어 아두이노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시리얼 통신 방법 중 하나다. I2C 통신

은 일대다 연결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SPI와 같지만, 슬레이브의 개수에 상관없이 2개의 연결선

만을 사용하므로 연결과 확장이 간편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 장에서는 I2C 통신의 원리와 

I2C 통신을 사용하는 RTCReal Time Clock의 사용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20  1-와이어 통신

1-와이어 통신은 하나의 연결선만으로 비동기 반이중 방식 통신을 수행하는 시리얼 통신 방법으

로, 시리얼 통신 방법 중에서는 가장 적은 수의 연결선을 사용한다. 특히 1-와이어 통신은 구성 

방식에 따라 전원 공급을 위한 별도의 연결선 없이 데이터선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 

간단한 연결과 뛰어난 확장성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1-와이어 통신 방법과 1-와이

어 통신을 사용하는 온도 센서와 iButton의 사용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21  블루투스

블루투스는 유선 통신인 RS-232C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저전력 무선 통신 표준으로, 컴퓨터

와 스마트폰 등 여러 전자제품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블루투스 통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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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위해서는 UART 유선 통신을 블루투스 무선 통신으로 바꾸는 변환 모듈을 사용함으로

써 가능하며, 이때 마이크로컨트롤러는 UART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는 것과 거의 같은 방법으로 

무선 통신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블루투스 시리얼 모듈을 사용하여 스마트폰, 컴퓨터 

등과 통신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22  지그비

지그비는 저전력 근거리 무선 통신 방법 중 하나로, 다른 무선 통신과 비교했을 때 대역폭이 좁아 

적은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경우 많이 사용된다. 또한 지그비는 메시 네트워크를 지원하므로 많은 

수의 소형 노드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네트워크 구성에서도 흔히 사용된다. 스마트폰에 사용되어 

친숙한 블루투스와 달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는 없지만,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 가정이나 공장 자

동화 등에서 지그비가 사용되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지그비 모듈을 사용하여 여러 

노드를 연결하고 노드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23  적외선 통신

적외선 통신은 가시광선의 인접 대역인 38kHz 적외선을 사용하는 무선 통신으로 리모컨에서 사

용하는 통신 방식이기도 하다. 적외선 통신은 통신 거리가 짧고 송신기와 수신기가 마주 보고 있

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간단한 구조와 낮은 가격으로 쉽게 무선 통신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이 장에서는 적외선 데이터 통신의 원리와 리모컨 데이터를 수신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24  RFID

RFID는 짧은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무선 데이터 통신 방법의 한 종류로, 물류 관리, 스마트카드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10cm 이내 거리에서 사용하는 RFID는 태그에 전원이 필요하

지 않으므로 휴대 장치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 응용 범위가 넓다. 이 장에서는 RFID의 동작 방

식과 RFID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25  BLE

블루투스는 유선 통신인 RS-232C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선 통신 표준으로, 클래식 블루

투스로 불리는 3.x 버전까지의 연결 기반 블루투스와 4.0 버전에서 추가된 저전력 블루투스(BLE: 

Bluetooth Low Energy)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BLE는 연결 없이 적은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

게 해주므로 다양한 응용에서 사용되고 있다. 데이터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BLE에서도 연결 기

반의 통신을 사용하지만, 클래식 블루투스와는 동작 방식이 달라 호환되지 않는다. 이 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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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4.0 BLE를 사용하여 연결 기반의 통신을 수행하는 방법과 연결 없이 다수의 기기가 데

이터를 수신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게시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26  USB 호스트

USB는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쉽고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리얼 통신 방법 중 하나

로, 최근 판매되는 컴퓨터 주변장치 대부분이 USB 연결을 사용하고 있다. USB는 마스터-슬레이

브 구조를 가지며, 컴퓨터 주변장치의 경우 컴퓨터가 마스터 역할을 하고 주변장치가 슬레이브로 

컴퓨터에 연결된다. 이때 마스터로 동작하는 컴퓨터를 USB 호스트라고 한다. USB 호스트 쉴드는 

아두이노가 USB 호스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쉴드로, 다양한 USB 장치를 아두이노에 연결

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장에서는 USB 호스트 쉴드를 사용하여 마우스와 키보드를 아두이노에 연

결하고 입력 장치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27  아두이노-아두이노 연결

아두이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서로 다른 장소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아두이노로는 어려울 수 있다. 2개 이상의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두이노 사이

에 통신을 수행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다양한 유무선 통신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UART, 블루투스, SPI, I2C 등의 유무선 통신 방법을 사용하여 2개 이상의 아두이노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CHAPTER 28  입출력 확장

마이크로컨트롤러는 간단한 제어 장치를 만들기 위해 주로 사용되므로 입출력 핀의 수가 많지 않

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끔은 마이크로컨트롤러에 많은 수의 입력 또는 출력 장치를 연결하

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입출력 핀의 수가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가 전용 칩을 사용하여 입출력 핀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아두이노에서 디지털 및 아날

로그 입출력 핀 확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용 칩의 사용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29  센서 사용하기

센서는 주변 환경에서 다양한 물리량을 감지하고 측정하는 도구로, 아두이노를 사용하여 제어 장

치를 구성할 때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하기 위한 입력 도구로 사용된다. 주

변 환경에서 측정할 수 있는 물리량은 모두 아날로그이며, 센서 출력 역시 아날로그 데이터를 기

본으로 한다. 하지만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는 디지털 데이터뿐이므로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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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듈에서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아날로그

와 디지털 데이터를 출력하는 센서와 센서 모듈을 사용하여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CHAPTER 30  로터리 인코더

로터리 인코더는 회전축의 위치나 움직임을 전기적인 신호로 출력하는 장치를 말한다. 로터리 인

코더를 사용하면 회전 위치와 속도를 알아낼 수 있으므로 모터 제어, 로봇 제어 등에서 흔히 사

용된다. 이 장에서는 로터리 인코더 중에서 상대적인 움직임 정도를 알아낼 수 있는 증분 인코더

의 원리와 사용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31  거리 측정 센서

거리 측정은 기본적인 감지 기술 중 하나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고 있다. 거리를 측

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 초음파와 적외선을 이용한 거리 측정 센서는 저

렴한 가격과 간단한 사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아두이노에서 흔히 사용되는 

초음파 거리 센서와 적외선 거리 센서의 원리 및 사용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32  가속도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는 직선 방향으로 단위 시간의 속도 변화, 즉 가속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말하고, 자

이로 센서는 축을 기준으로 단위 시간에 물체가 회전한 각도, 즉 각속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말한

다. 가속도와 각속도는 물체의 움직임 감지는 물론, 물체의 기울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용도로 흔

히 사용된다. 이 장에서는 가속도와 각속도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MPU-6050 센서 모듈로부터 

데이터를 얻는 방법과 얻어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울어진 정도를 얻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CHAPTER 33  디지털 온습도 센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DHT 센서의 경우 디지털 데이터를 

출력하고, 하나의 데이터 핀만을 사용하여 온도와 습도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다는 등의 장점으로 

인해 흔히 사용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정밀도가 각기 다른 DHT 시리즈 디지털 온습도 센서의 

사용 방법을 살펴본다.

CHAPTER 34  키패드

키패드는 버튼을 매트릭스 형태로 배열하여 만든 입력 장치의 한 종류다. 키패드는 적은 수의 입

력 핀으로 많은 수의 버튼 상태를 알아낼 수 있게 해주므로 입출력 핀 수가 부족한 경우 유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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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사용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키패드의 키 입력을 검사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키 스캔 방법의 

원리와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 역시 알아본다.

CHAPTER 35  GPS

위성 항법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GPS는 지구 주위를 선회하는 인공위성을 통해 현재 위치와 시간

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GPS 위성 신호를 바탕으로 위치와 시간을 계산하

는 GPS 리시버는 UART 통신으로 텍스트 기반의 정보를 출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간단하

게 아두이노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GPS 리시버를 사용하여 현재 위치와 시간

을 알아내는 방법을 살펴본다.

CHAPTER 36  미니 프로젝트: 정수 계산기

이 장에서는 키패드와 텍스트 LCD를 사용하여 사칙 연산이 가능한 정수 계산기를 만들어본다. 

사칙 연산만 가능하다면 구현이 간단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키를 눌렀을 때 지금까지의 입

력이 계산이 가능한 입력인지, 즉 계산기에서 허용하는 입력 순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계산기에 입력할 수 있는 수식을 먼저 정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계산할 수 있는 수

식이 정의되면 이에 맞는 키 입력 순서를 정의할 수 있고, 현재 키 입력을 정의된 키 입력 순서와 

비교하여 유효한 수식인지 판단할 수 있다. 이 장에서 구현하는 계산기는 간단한 정수 연산 기능

만 제공하고 있지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계산기 구현을 위한 시작점이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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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LC010A EEPROM × 1 
➞ 8핀
CH� 18

푸시 버튼 × 8
CH� 28

220μF 전해 커패시터 × 1
CH� 29

LED × 8
CH� 19� 21� 23� 28~30

100Ω 저항 × 1
CH� 23

150Ω 저항 × 1
CH� 29

220Ω 저항 × 9
CH� 19� 21� 23� 28~30

1㏀ 저항 × 8
CH� 28

1.5㏀ 저항 × 2
CH� 21� 22� 27

2.2㏀ 저항 × 1
CH� 20

3.3㏀ 저항 × 2
CH� 21� 22� 27

4.7㏀ 저항 × 1
CH� 20� 29

10㏀ 저항 × 1
CH� 29� 33

아두이노 우노 × 3
CH� 18~36

USB-UART 변환 장치 × 1 
➞ USB2SERIAL

CH� 25
가변저항 × 2
CH� 25� 28

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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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utton 리더 × 1
CH� 20

HC-06 블루투스 슬레이브 모듈 × 1 
➞ 펌웨어 버전에 따라 같은 모듈을 

다른 역할로 사용 가능

CH� 21� 27

HC-06 블루투스 마스터 모듈 × 1 
➞ 펌웨어 버전에 따라 같은 모듈을 

다른 역할로 사용 가능

CH� 27

Tiny RTC 모듈 × 3 
➞ DS1307 RTC 칩사용

CH� 19

DS18B20 온도 센서 × 3
CH� 20

DS1990A iButton × 2
CH� 20

XBee 3 모듈 × 3
CH� 22

XBee 모듈 핀 변환 어댑터 × 3
CH� 22

Xbee 모듈 시리얼 어댑터 × 1
CH� 22

리모컨 × 1  
➞ NEC 프로토콜 사용

CH� 23
적외선 LED × 1

CH� 23
PL-IRM0101 적외선 수신기 × 1

CH�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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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키보드와 마우스 × 1 
CH� 26

USB 호스트 쉴드 × 1
CH� 26

74595 칩 × 1 ➞ 16핀
CH� 28

MCP23017 칩 × 1 ➞ 28핀
CH� 28

74165 칩 × 1 ➞ 16핀
CH� 28

744051 칩 × 1 ➞ 16핀
CH� 28

마이페어 1K 카드/태그 × 1
CH� 24

RFID 리더기 × 1 
➞ MFRC522 칩 사용

CH� 24
HM-10 모듈 × 2

CH� 25

LM35 온도 센서 × 1
CH� 29

CdS 조도 센서 × 1
CH� 29

압력 센서 × 1
CH� 29

휨 센서 × 1
CH� 29

토양 습도 센서 모듈 × 1
CH� 29

ML8511 자외선 센서 모듈 × 1
CH�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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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거리 측정 센서 × 1 
 ➞ Sharp GP2Y0A21

CH� 31

초음파 거리 측정 센서 × 1 
 ➞ HC-SR04
CH� 31

MPU-6050 모듈 × 1
CH� 32

DHT22 온습도 센서 × 1
CH� 33

DHT11 온습도 센서 × 1
CH� 33

4×4 키패드 × 1
CH� 34� 36

PIR 센서 모듈 × 1
CH� 29

미세먼지 센서 × 1
CH� 29

로터리 인코더 모듈 × 1
CH� 30

안티 고스팅 4×4 키패드 × 1
CH� 34

GPS 리시버 × 1
CH� 35

16×2 텍스트 LCD × 1
CH� 36

텍스트 LCD I2C 변환 보드 × 1
CH�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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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동의대학교)

어렵고 따분하게 느꼈던 아두이노가 이 책 덕분에 재밌어졌습니다!

김혜준(동의대학교)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두이노를 많이 다뤄보고 관련 서적을 많이 보았지만, 이 책만큼 

많은 내용을 정리한 책은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두이노를 처음 배우는 사람부터 아두이

노를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박재현(동의대학교)

《아두이노 바이블》이라는 책 제목에 걸맞게 아두이노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이해 또한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후기는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준영(동의대학교)

아두이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한 소개가 한 단원씩 구성되어 있어서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용은 상세하지만 그 설명이 어렵지 않아 이해

하기가 쉬웠습니다. 연습문제를 통해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구성도 좋았습니다. 정말 이렇

게 피드백을 드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피드백 내용이 적게 나와 개인적으로 당황했었습니다. 그만

큼 책 구성과 편집의 완성도가 높은 책이었습니다.

배현한(동의대학교)

아두이노를 이용한 다양한 센서의 활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고, 각 센서마다 나오는 통신 

원리에 대한 설명도 있어서 아두이노를 좀 더 깊이 있게 학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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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재(동의대학교)

아두이노에 관한 거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공자가 아니어도 쉽고 깊이 있게 아두이노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길잡

이와 같은 책입니다. 다만, 도서의 분량이 많아서 베타리딩을 제한된 기간 내에 하기가 조금 힘들

었습니다. ^ ;̂

이진(휴맥스)

처음 아두이노를 배우려고 서점에 들러 고른 책이 허 교수님 책이었고, 이후 AVR 그룹 스터디를 

하면서 구입했던 책도 허 교수님이 저자이셨습니다. 연이은 두 권의 도서로 이론과 실습을 공부

하면서 도서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두이노 바이블》은 저자께서 그간 저술하셨

던 도서들의 내용을 모두 망라한 책이고, 저자의 내공과 함께 소장 가치가 높기에 자신 있게 추천

해 드립니다. 아두이노를 이용한 대부분의 실습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초·중급자 모두가 대상 독

자가 될 것 같습니다.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좋은 도서에 대한 베타리딩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환

아두이노는 단순히 라이브러리들만 잘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던 저에게는 ‘아두이노 책인데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다뤄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SPI, I2C, 1-와이어 등 다

양한 통신을 레지스터 레벨까지 이해하는 도서가 필요하지만, 아두이노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 같

아 다루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느낌입니다. 코드는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운 것도 보였는데, 가

능한 한 가독성이 나아지도록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장대혁(헤르스)

《아두이노 바이블》이라는 이름에 부합한 책이었습니다. 아두이노에 대한 이론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쿡북 형태로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으로 아두이노를 

익혀서 재밌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많이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편집도 잘 

되어 있고, 핵심을 잘 담은 간결한 설명 등은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주변에 아두이노 공부를 하

려는 지인들이 있다면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타리더 후기xxii



SPI는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리얼 통신 방법 중 하나로� 동기식 통신으로 하드웨어가 간단

하며 일대다(1:N) 연결이 가능하다는 등 UART 통신과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하지만 

SPI는 고속의 일대다 통신을 위해 4개의 연결선을 사용하며� 연결하는 슬레이브의 수에 비례하여 

연결선의 개수가 증가한다는 단점도 있다� 이 장에서는 SPI 통신의 원리를 살펴보고 SPI 통신을 

사용하는 외장 EEPROM의 사용 방법을 알아본다� 

아두이노 우노  × 1    SPI 통신 테스트

외부 EEPROM  × 1    25LC010A

이 장에서  
사용할 부품

SPI 통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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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리얼 통신 방법은 10여 가지가 넘지만, 전용 하드웨어가 마이크

로컨트롤러에 포함된 시리얼 통신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전용 하드웨어가 지원되는 시리얼 통신 

방법에는 UART, SPI, I2C 등이 있으며 이들은 마이크로컨트롤러 대부분이 지원하는 통신 방법

이기도 하다. 최근 USB 사용이 증가하면서 USB를 지원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 역시 볼 수 있으

며, AVR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 중에서는 아두이노 레오나르도에 사용된 ATmega32u4 마이

크로컨트롤러가 그 예다. 하지만 아두이노 우노에 사용된 ATmega328 마이크로컨트롤러는 USB

를 지원하지 않는다. 

시리얼 통신은 많은 데이터를 적은 수의 연결선을 사용해서 보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사용하

는 데이터선의 개수, 연속으로 보내는 데이터를 구분하는 방법, 여러 개의 주변장치를 연결하는 

방법 등에 의해 각각의 시리얼 통신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사용하는 곳 역시 조금씩 다르

다.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통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18.1은 이 책

에서 다루는 시리얼 통신 방법을 동기화를 위한 클록 사용 여부와 송수신 연결선 사용 방식에 따

라 나누고 2개의 주변장치를 연결한 예를 보여준다. 표 18.1은 이들 시리얼 통신 방법을 비교한 것

이다. 시리얼 통신 방법 중 UART 통신에서는 마스터와 슬레이브 개념이 없고 1:1 통신만 가능하

지만, 다른 시리얼 통신과 비교를 위해 여러 개의 UART 통신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장치를 

마스터라 지칭했다.

동기 방식(synchronous)

데이터 동기화 클록 슬레이브 선택

SPI 

마스터

UART 

마스터

I2C 

마스터

1-와이어 

마스터

SPI 

슬레이브 1

UART 

슬레이브 1

I2C 

슬레이브 1

1-와이어 

슬레이브 1

SPI 

슬레이브 2

UART 

슬레이브 2

I2C 

슬레이브 2

1-와이어 

슬레이브 2

반
이

중
 방

식
(h

al
f-

d
u
p

le
x)

비동기 방식(asynchronous)

전
이

중
 방

식
(f

u
ll-

d
u
p

le
x)

그림 18.1  시리얼 통신 방법에 따른 연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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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1  시리얼 통신 방법의 비교 

항목 UART SPI I2C 1-와이어

슬레이브 연결 방법 1:1 1:N 1:N 1:N

데이터 전송 방법 전이중 전이중 반이중 반이중

데이터 동기화 방법 비동기식 동기식 동기식 비동기식

연결선  

개수

1개  

슬레이브  

연결

데이터 2개 2개 1개 1개

동기화 클록 - 1개 1개 -

슬레이브 선택 - 1개 - -

총 2개 4개 2개 1개

N개 슬레이브 연결 2N개 (3 + N)개 2개 1개

슬레이브 선택 -
하드웨어 

(SS 연결선)

소프트웨어 

(주소 지정)

소프트웨어 

(주소 지정)

아두이노 지원
기본 클래스 

(Serial)
기본 라이브러리 

(SPI)
기본 라이브러리 

(Wire)
확장 

라이브러리

18.118.1
SPI

SPI는 ‘Serial Peripheral Interface’의 약어로, 고속의 주변장치 연결을 위한 시리얼 통신 방법 중 하나

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시리얼 통신은 UART 시리얼 통신으로 컴퓨터와의 통신을 위해 사용했다. 

UART는 역사가 오래되고 연결과 제어가 간단하여 널리 사용되는 시리얼 통신 방법이지만, 일대

일 통신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아두이노 우노는 하나의 UART 시리얼 포트만 지원하

므로 여러 개의 UART 시리얼 통신 장치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로 UART 시리얼 통신

을 지원하는 SoftwareSerial 클래스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비해 SPI는 마스터 장치 하나에 슬

레이브 장치 여러 개를 연결하는 일대다 통신이 가능하다. 마스터 장치는 연결을 시작하고 통신

을 제어하는 책임을 지는 장치로, 연결이 성립된 이후에는 UART와 마찬가지로 2개의 데이터선을 

통해 전이중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SPI 통신이 UART 통신과 또 다른 점은 UART가 비

동기식 통신이라면 SPI는 동기식 통신이라는 점이다. 동기식 통신을 위해 SPI는 별도의 클록 신호

를 전송하므로 추가적인 연결선이 필요하다. 또한 일대다 연결에서 특정 슬레이브 장치를 선택하

기 위한 슬레이브 선택 제어선을 사용하므로 SPI 통신에서는 4개 이상의 연결선이 사용된다� SPI 통

신에 사용되는 연결선은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MISOMaster In Slave Out와 MOSIMaster Out Slave In, 동

기화 클록을 위한 SCKSerial Clock, 그리고 슬레이브 선택을 위한 SSSlave Select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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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브 선택(SS)

동기화 클록(SCK)

수신(MISO)

송신(MOSI)

SPI 마스터 

(아두이노)

SPI  

슬레이브

그림 18.2  일대일 SPI 연결

그림 18.2에서 MOSI와 MISO는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되며 UART에서 TX와 RX에 해당한다. 

MOSI는 ‘Master Out Slave In’의 약어로 마스터 장치에서 슬레이브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

해 사용하고, MISO는 ‘Master In Slave Out’의 약어로 슬레이브 장치에서 마스터 장치로 데이터

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한다. SCKSerial Clock는 시리얼 클록으로 데이터 동기화를 위한 클록 전송에 

사용한다. SS는 ‘Slave Select’의 약어로, 여러 슬레이브 장치 중 마스터 장치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슬레이브 장치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한다. 선택된 슬레이브 장치의 SS는 LOW 상태에 있고� 선택되지 

않은 슬레이브 장치의 SS는 HIGH 상태에 있다�

SPI 마스터 

(아두이노)

SPI  

슬레이브 1

SPI  

슬레이브 2

슬레이브 선택( SS ) 1

슬레이브 선택( SS ) 2

동기화 클록(SCK)

수신(MISO)

송신(MOSI)

그림 18.3  일대다 SPI 연결

여러 개의 주변장치가 연결된 경우를 살펴보자. 그림 18.3은 하나의 마스터 장치에 2개의 슬레이

브 장치가 연결된 예다. 모든 슬레이브 장치는 마스터로부터의 MOSI� MISO� SCK 연결선을 공유한다� 

즉, 마스터 장치가 보내는 데이터는 모든 슬레이브 장치에 전달된다.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받는 

슬레이브 장치는 SS 연결선이 LOW 상태에 있는 슬레이브다. 즉, 일대다 연결이 가능하지만, 특

정 순간에는 1개의 슬레이브 장치와만 통신할 수 있다. 또한 SS 연결선의 수는 슬레이브 장치의 

수와 같이 증가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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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의 데이터 전송 방식은 다른 직렬 통신 방법과 다르게 송신과 수신이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는 특

징이 있다*. UART 시리얼 통신에서도 송신과 수신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송신과 수신은 별개로 동작한다. SPI는 동기 방식으로 동작하므로 동기화를 위해 클록이 

필요하고 이 클록은 마스터 장치가 공급한다. 슬레이브 장치에서 마스터 장치로 데이터를 보낼 때

도 마스터 장치가 공급하는 동기화 클록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한다. 즉, 슬레이브 장치는 

마스터 장치의 동기화 클록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마스터가 먼저 클록을 보내지 않으면 슬

레이브가 마스터의 클록을 알아낼 방법은 없다. 따라서 SPI에서는 송신과 수신이 동시에 진행되

게 함으로써 클록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SPI 통신에서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데이터 버퍼는 원형 큐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

다. 마스터 장치에서 슬레이브 장치로 보낼 데이터 A가 마스터 장치의 큐에 저장되어 있고, 슬레이

브 장치에서 마스터 장치로 보낼 데이터 B가 슬레이브 장치의 큐에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림 18.4  데이터 전송 준비

데이터가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의 클록이 발생하면 마스터 장치의 1비트 데이터 A0는 MOSI를 통

해 슬레이브 장치로 전달되며 동시에 슬레이브 장치의 1비트 데이터 B0는 MISO를 통해 마스터 

장치로 전달된다. 데이터 이동 후 마스터 장치와 슬레이브 장치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데이터 A와 

B가 오른쪽 원형 이동 연산을 수행한 것과 같다. 다만 데이터 A와 B가 저장된 버퍼는 마스터와 

슬레이브 장치에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원형 이동 연산과 차이가 있다. 

그림 18.5  1비트 데이터 전송

*  송신과 수신이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는 특징 때문에 SPI 통신을 전이중 방식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 책에서는 송신과 수

신을 위해 2개의 전용 연결선을 사용하므로 전이중 방식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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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게 8개의 클록이 발생하면 마스터의 8비트 데이터 A는 슬레이브로 전달되고, 슬레이브의  

8비트 데이터 B는 마스터로 전달되어 8비트 데이터가 ‘교환’된다. 이처럼 마스터와 슬레이브는 항

상 데이터를 보내는 것과 동시에 데이터를 받게 된다. 따라서 마스터가 슬레이브로 데이터를 보낼 때 

마스터는 슬레이브로부터 의미 없는 데이터를 받게 되고� 슬레이브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때도 마스터는 

슬레이브로 의미 없는 데이터를 보내야 한다�

그림 18.6  1바이트 데이터 전송

데이터를 교환할 때 주의할 점 한 가지는 클록의 역할이다. 클록은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고 수신된 데

이터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시점� 즉 수신 장치가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시점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

다� 클록의 어느 부분에서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었는지에 따라 수신 장치가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시점이 달라지며, 이를 위해 클록 극성CPOL: Clock Polarity과 클록 위상CPHA: Clock Phase이 사용된다.

•	CPOL SPI 버스가 비활성 상태일 때의 클록값을 결정한다. CPOL = 0이면 비활성 상태일 

때 SCK는 LOW 값을 가지며, CPOL = 1이면 비활성 상태일 때 SCK는 HIGH 값을 갖는다. 

•	CPHA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시점을 결정한다. CPHA = 0이면 데이터는 비활성 상태에서 활

성 상태로 바뀌는 에지에서 샘플링되고, CPHA = 1이면 데이터는 활성 상태에서 비활성 상태

로 바뀌는 에지에서 샘플링된다. 

그림 18.7은 CPHA = 0인 경우, 즉 클록이 비활성 상태에서 활성 상태로 바뀌는 시점에서 데이터

가 샘플링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CPOL = 0이면 상승 에지에서, CPOL = 1이면 하강 에지에서 

데이터가 샘플링된다.

C H A P T E R  18  SPI 통신6



그림 18.7  CPHA = 0인 경우 데이터 전송 다이어그램

그림 18.8은 CPHA = 1인 경우, 즉 클록이 활성 상태에서 비활성 상태로 바뀌는 시점에서 데이터

가 샘플링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CPOL = 0이면 하강 에지에서, CPOL = 1이면 상승 에지에서 

샘플링된다. 

그림 18.8  CPHA = 1인 경우 데이터 전송 다이어그램

그림 18.7과 그림 18.8에서 알 수 있듯이 수신 장치는 데이터선에서 전이가 발생한 후 안정화되었

을 때, 즉 데이터선으로 보내지는 비트 단위 데이터의 중간 지점에서 샘플링이 이루어진다. UART

의 경우 비동기 방식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므로 한 비트의 데이터 확인을 위해 여러 번의 샘플링

을 통해 실제 전송된 데이터를 파악하지만, SPI의 경우에는 동기화를 위한 클록이 별도로 존재하

므로 각 비트당 한 번의 샘플링만으로 충분하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사항은 데이터가 샘플링되는 

동안 SS는 LOW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18.1 SPI 7



18.218.2
아두이노 우노의 SPI 통신

아두이노 우노에 사용된 ATmega328 마이크로컨트롤러는 하드웨어로 SPI 통신을 지원하고 있으

므로 SPI 통신을 위해서는 전용 핀을 사용하면 된다. 아두이노 우노에서 SPI 통신을 위해 사용하

는 핀은 표 18.2와 같다.

표 18.2에서 MOSI� MISO� SCK 핀은 하드웨어 지원

이 필요한 핀이므로 변경할 수 없지만� SS 핀은 임의

의 디지털 핀을 사용할 수 있다� 여러 개의 슬레이

브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SS 연결선이  

필요하므로 10번 핀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아두이노에서 SPI 장치 연결을 위한 SS 연결 

핀으로 10번 핀을 디폴트값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10번 핀을 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두이노 우노에서 SPI 통신을 위한 

각 핀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으므로 MOSI, MISO, SCK 등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SS라

는 이름 역시 사용할 수 있지만, 10번 핀을 SS 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define PIN_SPI_SS               (10)
#define PIN_SPI_MOSI             (11)
#define PIN_SPI_MISO             (12)
#define PIN_SPI_SCK              (13)

static const uint8_t SS          = PIN_SPI_SS;
static const uint8_t MOSI        = PIN_SPI_MOSI;
static const uint8_t MISO        = PIN_SPI_MISO;
static const uint8_t SCK         = PIN_SPI_SCK;

아두이노에서는 SPI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 SPI 라이브러리를 기본 라이브러리로 제공하고 있다. 

SPI 라이브러리에는 기본적인 SPI 통신 설정 및 데이터 전송 함수들이 정의되어 있다. SPI 라이브

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헤더 파일을 포함해야 한다. ‘스케치 →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 

SPI’ 메뉴 항목을 선택하거나 #include 문을 직접 입력하면 된다. 

#include <SPI.h>

표 18.2  아두이노 우노의 SPI 연결 핀

SPI 핀 아두이노 우노 
핀 번호

비고

MOSI 11 슬레이브로 전송되는 데이터

MISO 12 마스터로 전송되는 데이터

SCK 13 동기화 클록

SS 10
•	슬레이브 선택

•	다른 핀으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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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 통신은 전용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통신으로, SPI 라이브러리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SPI 라

이브러리에서 실제 정의하고 있는 클래스는 SPIclass다. 아두이노 우노에는 하나의 SPI 지원 하

드웨어만 존재하므로 SPIclass 클래스의 객체 역시 하나만 의미가 있으며 이를 위해 SPI라는 이

름의 객체가 미리 정의되어 있다*. 이는 아두이노 우노에서 UART 시리얼 통신을 위한 클래스가 

HardwareSerial이며 그 유일한 객체가 Serial인 것과 같다. SPI 클래스에는 다음과 같은 멤버 함

수들이 정의되어 있다. 

 ■ begin

void SPI::begin()

 - 매개변수: 없음

 - 반환값: 없음

SPI 통신을 위해 사용되는 핀의 입출력과 핀의 초기 상태를 설정한다. 즉, SCK, MOSI, SS 핀을 

출력으로 설정하고 SS 핀으로 슬레이브가 선택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HIGH를 출력한다. 데이

터 핀의 디폴트 상태는 입력이므로 MISO 핀의 입출력 상태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 SS 핀을 

디폴트 핀이 아닌 다른 핀을 사용한 경우에는 begin 함수에서 초기화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출

력으로 설정하고 HIGH를 출력해야 한다. 

 ■ end

void SPI::end()

 - 매개변수: 없음

 - 반환값: 없음 

SPI 통신을 종료한다.

 ■ setBitOrder

void SPI::setBitOrder(uint8_t bitOrder)

 - 매개변수

  bitOrder: 데이터 송수신 시 비트 순서(LSBFIRST 또는 MSBFIRST)

 - 반환값: 없음

*  멤버 함수 설명에서는 Serial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SPI를 클래스 이름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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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로 전송되는 데이터 비트의 전송 순서를 설정한다. LSBFIRST(LSB 우선) 또는 MSBFIRST(MSB  

우선) 중 하나의 값을 가지며, MSB 우선이 흔히 사용된다� 호환성을 위해 남겨진 함수이므로 비트 

전송 순서 설정을 위해서는 beginTransaction 함수와 SPISettings 객체 사용을 추천하고 있다. 

 ■ setClockDivider

void SPI::setClockDivider(uint8_t rate)

 - 매개변수

  rate: 분주비율

 - 반환값: 없음 

SPI 클록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클록의 분주비를 설정한다. AVR 기반의 보드에서는 2, 4, 

8, 16, 32, 64, 128 중 하나의 값을 분주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값들은 SPI_CLOCK_DIV2에

서 SPI_CLOCK_DIV128까지 상수로 정의되어 있다. 디폴트값은 SPI_CLOCK_DIV4로, 시스템 클

록의 1/4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아두이노 우노는 16MHz 클록을 사용하므로 그 1/4인 4MHz

가 SPI의 기본 주파수에 해당한다� 호환성을 위해 남겨진 함수이므로 통신 속도 설정을 위해서는 

beginTransaction 함수와 SPISettings 객체 사용을 추천하고 있다. 

 ■ setDataMode

void SPI::setDataMode(uint8_t mode)

 - 매개변수

  mode: 전송 모드

 - 반환값: 없음 

클록 극성(CPOL)과 클록 위상(CPHA)에 따른 전송 모드를 지

정한다. 모드 번호는 그림 18.7과 그림 18.8을 참고하면 되고, 

각 모드는 표 18.3의 상수로 정의되어 있다.

클록 극성은 SPI 버스가 유휴 상태일 때의 클록값을 나타내

고, 클록 위상은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시점을 나타낸다. 클록 

극성과 클록 위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도 사용에 

지장은 없지만,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같은 모드를 사용해야만 정상적인 통신이 가능하므로 주변

장치를 연결하는 경우 주변장치에서 사용하는 모드를 데이터시트에서 확인하고 그에 맞게 아두이

노의 전송 모드를 설정해야 한다. SPI_MODE0이 흔히 사용된다� 호환성을 위해 남겨진 함수이므로 

표 18.3  SPI 통신에서의 전송 모드

모드 극성(CPOL) 위상(CPHA)

SPI_MODE0 0 0

SPI_MODE1 0 1

SPI_MODE2 1 0

SPI_MODE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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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의 호환성과 2개 이상의 SPI 통신 하드웨어 사용에 대비한 확장성을 고려하여 통신 모

드 설정을 위해서는 beginTransaction 함수와 SPISettings 객체 사용을 추천하고 있다. 

 ■ beginTransaction

void SPI::beginTransaction(SPISettings settings)

 - 매개변수

  settings: SPI 버스 옵션

 - 반환값: 없음

SPISettings 객체를 사용하여 SPI 통신 옵션을 설정하고 데이터 전송을 준비한다. SPISettings 

객체에는 setClockDivider, setBitOrder, setDataMode 함수를 통해 지정하는 SPI 통신의 속도, 

비트 전송 순서, 전송 모드 등 세 가지 옵션을 지정할 수 있다. 설정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4MHz� 

MSB 우선� 0번 모드가 디폴트값으로 사용된다� 

SPI.beginTransaction( SPISettings(4000000, MSBFIRST, SPI_MODE0) );
SPI.beginTransaction( SPISettings() );

beginTransaction 함수에서 수행하는 또 다른 작업 중 하나는 SPI 버스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begin 

Transaction 함수 내에서는 usingInterrupt 함수로 등록한 인터럽트를 처리하지 않게 한다.

 ■ endTransaction

void SPI::endTransaction()

 - 매개변수: 없음 

 - 반환값: 없음

지정한 슬레이브와의 데이터 전송을 끝내고 다른 장치가 SPI 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beginTransaction 함수에서 금지한 인터럽트 처리를 다시 허용한다.

 ■ transfer, transfer16

uint8_t SPI::transfer(uint8_t data)

uint16_t SPI::transfer16(uint16_t data)

void SPI::transfer(void *buf, size_t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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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개변수

  data: 전송할 데이터

  buf: 전송할 데이터 및 수신된 데이터가 저장되는 버퍼

  count: 전송할 데이터 및 수신된 데이터의 바이트 수

 - 반환값: 수신된 데이터

SPI 통신에서 송신과 수신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므로 transfer 함수는 매개변수로 전송할 데이

터를 지정하면 수신한 데이터를 반환한다. 전송의 기본 단위는 바이트이지만 2바이트 크기 데이

터를 위한 transfer16, 임의의 크기를 갖는 데이터 배열을 송수신하는 transfer 함수 등 여러 

종류의 전송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 배열을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반환값이 없다. 

 ■ usingInterrupt

void SPI::usingInterrupt(uint8_t interruptNumber)

 - 매개변수

  interruptNumber: 인터럽트 번호

 - 반환값: 없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내에서 SPI 통신을 수행하는 경우, 처리를 금지할 인터럽트 번호를 등록하

기 위해 사용한다. 등록된 인터럽트는 beginTransaction 함수에서 인터럽트 처리를 금지함으

로써 데이터 전송 중에 인터럽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한다. interruptNumber는 

attachInterrupt 함수에서 사용하는 번호와 같은 번호를 사용하며, 아두이노 우노의 경우 외부 

인터럽트 번호가 사용된다.

SPI.begin();

SPI.beginTransaction( SPISettings() );

digitalWrite(SS, LOW);

SPI.transfer(...);

digitalWrite(SS, HIGH);

SPI.endTransaction();

SPI.end();

SPI 통신 초기화

SPI 버스 전송 옵션 설정

슬레이브 선택

데이터 송수신

슬레이브 선택 해제

데이터 전송 완료

SPI 통신 종료

그림 18.9  SPI 라이브러리의 사용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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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 통신을 위한 전형적인 함수 사용 순서는 그림 18.9와 같다. 아두이노에서 SPI 라이브러리를 제

공하고 있지만, SPI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스케치를 작성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대신 주변

장치에 따라 제공되는 전용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전용 라이브러리는  

아두이노의 SPI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SPI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중 한 가지는 SPI 라이브러리가 마스터 모드만 지원한다는 점

이다. 즉, SPI 라이브러리는 아두이노를 마스터로 하고 주변장치를 슬레이브로 두는 경우만을 고

려하고 있다. 2개의 아두이노 보드를 SPI 통신을 사용하여 마스터와 슬레이브로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 마스터 역할의 아두이노 보드를 위한 스케치는 SPI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슬레이

브 역할의 아두이노 보드를 위한 스케치는 마이크로컨트롤러의 레지스터를 직접 조작해야 한다. 

레지스터를 조작하여 아두이노를 슬레이브 모드로 동작하게 하는 방법은 27장 '아두이노-아두이

노 연결'을 참고하면 된다.

18.318.3
SPI 방식의 EEPROM

이 장에서는 SPI 방식의 외부 EEPROM에 데이터를 읽고 쓰는 스케치를 SPI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작성해 본다. ATmega328 마이크로컨트롤러에도 1KB 크기의 EEPROM이 포함되어 있지만, 1KB

는 그리 크지 않으므로 데이터 로깅 등을 위해 별도의 외부 기억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외부 기억 장치로 쓸 수 있는 장치 중 하나인 EEPROM은 쓰는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은 

있지만, 간단하게 바이트 단위의 데이터 입출력이 가능하여 외부 저장장치로 흔히 사용된다. SPI 

방식의 EEPROM 중에서도 이 장에서는 마이크로칩Microchip사의 25LCn EEPROM을 사용한다. ‘n’

은 EEPROM의 크기를 나타내며, 1Kbit에서 1Mbit까지 다양한 크기의 EEPROM이 판매되고 있다. 

25LCn EEPROM은 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쓰기 위

해 5ms의 시간이 필요하며, 백만 번의 쓰기를 보장

한다. 이 장에서는 1Kbit, 즉 128바이트 메모리를 갖

는 25LC010A를 사용한다. 25LC010A 칩의 핀 배치

는 그림 18.10과 같다.
그림 18.10  25LC010A EEPROM의 핀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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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4는 25LC010A EEPROM 칩의 핀 기능을 요약한 것이다.

표 18.4  25LC010A 핀 설명

핀 번호 이름 설명 비고

1 CS Chip Select SS(Slave Select)

2 SO Serial Data Output MISO

3 WP Write Protect

4 VSS Ground

5 SI Serial Data Input MOSI

6 SCK Serial Clock

7 HOLD Hold Input

8 VCC 5V

25LC010A EEPROM을 아두이노 우노에 연결하자. WP는 쓰기 금지 기능으로 GND를 가하

면 EEPROM에 내용을 기록할 수 없다. 여기서는 VCC에 연결하여 항상 쓰기가 가능하게 한다. 

HOLD는 EEPROM과의 통신을 일시 중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WP를 GND에 연결하면 쓰기만 

금지되고 읽기는 가능하지만, HOLD를 GND에 연결하면 읽기와 쓰기 모두 사용할 수 없다. 

그림 18.11  25LC101A 연결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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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12  25LC101A 연결 회로

EEPRO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헤더 파일을 포함해야 한다. ‘스케치 →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 SPI’ 메뉴 항목을 선택하거나 #include 문을 직접 입력하면 된다.

#include <SPI.h>

EEPROM의 기본 동작은 바이트 단위의 읽기와 쓰기다� 먼저 읽기 과정을 살펴보자. EEPROM에서  

1바이트의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는 우선 EEPROM 칩을 선택해야 하며, CS 핀에 LOW를 가하

면 된다. 아두이노의 SPI 라이브러리에는 SS 핀이 정의되어 있고 그림 18.11에서도 정의된 SS 핀을 

CS 핀에 연결했으므로 SS 핀으로 LOW를 출력하면 된다. 이후 읽기에 해당하는 8비트 명령을 전

송한다. 읽기에 해당하는 8비트 명령값은 0b00000011 = 0x03이다*. 명령 전송 이후에는 8비트의 

주소를 EEPROM으로 전송한다**. 주소가 전송된 이후에는 지정한 번지의 바이트값을 읽어올 수 

있다. 이때 값을 읽어오기 위해서는 EEPROM으로 의미 없는 1바이트값을 전송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전송이 끝나면 CS 핀을 HIGH로 만들어 읽기 동작을 끝낸다. 스케치 18.1은 슬레이브

로부터 1바이트 데이터를 읽어 반환하는 함수의 예다.

*  명령에 해당하는 값은 데이터시트를 참고하면 된다. 

**  EEPROM은 바이트 단위 읽기와 쓰기를 기본으로 하므로 8비트 주소로 구별할 수 있는 메모리는 최대 256바이트이며, 이 장에서 사용

하는 25LC010A EEPROM은 128바이트 메모리를 갖고 있다. 이 장에서는 SPI의 동작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8비트 주소를 사용하는 작

은 크기의 EEPROM을 선택했으며, 512바이트 이상의 크기를 갖는 EEPROM을 사용할 때는 데이터시트를 참고하여 스케치에서 주소 

관련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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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치 18.1  바이트 데이터 읽기 함수

#define EEPROM_READ  0b00000011  // 읽기 명령

uint8_t EEPROM_readByte(uint8_t address) {
 SPI.beginTransaction( SPISettings() );
 digitalWrite(SS, LOW);   // EEPROM 선택

 SPI.transfer(EEPROM_READ);   // 읽기 명령 전송

 SPI.transfer(address);  // 메모리 주소 전송

 // 마스터에서 바이트값을 전송해야 슬레이브로부터 바이트값을 받을 수 있다. 
 // 전송하는 값은 의미가 없으므로 0을 전송한다. 
 byte b = SPI.transfer(0);
 digitalWrite(SS, HIGH);   // EEPROM 선택 해제

 SPI.endTransaction();

 return b;
}

쓰기 과정을 살펴보자.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EEPROM으로 WRENWrite Enable 명령을 전

송하여 쓰기가 가능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WREN 명령을 전송할 때는 반드시 전송 전에 CS 핀

에 LOW를 가하고, WREN 명령 전송 후에는 CS 핀에 HIGH를 가해야 쓰기 상태로 설정된다. 

이후 데이터를 쓰는 과정은 읽기 과정과 비슷하다. 먼저 CS 핀에 LOW를 가하여 EEPROM 칩을 

선택하고, 쓰기에 해당하는 8비트 명령값인 0b00000010 = 0x02를 전송한다. 다음은 데이터를 

기록할 8비트 주솟값과 기록할 데이터를 전송하고 CS 핀에 HIGH를 가하여 쓰기를 끝낸다. 스케

치 18.2는 EEPROM에 1바이트 데이터를 기록하는 함수의 예다.

  스케치 18.2  바이트 데이터 쓰기 함수

#define EEPROM_WREN            0b00000110  // 쓰기 가능 상태 설정 명령

#define EEPROM_WRITE           0b00000010  // 쓰기 명령

#define EEPROM_WRITE_IN_PROGRESS        0  // 쓰기 진행 중 비트 번호

void EEPROM_writeEnable(void) {
 digitalWrite(SS, LOW);   // EEPROM 선택

 SPI.transfer(EEPROM_WREN);   // 쓰기 가능하도록 설정

 digitalWrite(SS, HIGH);   // EEPROM 선택 해제

}

void EEPROM_writeByte(uint8_t address, uint8_t data) {
 SPI.beginTransaction( SPISettings() );

 EEPROM_writeEnable();   // 쓰기 가능 모드로 설정

 digitalWrite(SS, LOW);   // EEPROM 선택

 SPI.transfer(EEPROM_WRITE);    // 쓰기 명령 전송

 SPI.transfer(address);  // 주소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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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transfer(data);   // 데이터 전송

 digitalWrite(SS, HIGH);   // EEPROM 선택 해제

 // 쓰기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

 while (EEPROM_readStatus() & _BV(EEPROM_WRITE_IN_PROGRESS));

 SPI.endTransaction();
}

스케치 18.2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EEPROM_readStatus 함수는 EEPROM에서 실제 쓰기 동작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기 위해 사용된다. EEPROM의 상태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RDSRRead Status 

Register 명령을 전송하면 된다. 반환되는 EEPROM의 상태 레지스터 구조는 그림 18.13과 같으며  

0번 비트인 WIPWrite In Progress 비트값이 1인 경우 쓰기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낸다.

비트 7 6 5 4 3 2 1 0

- - - - BP1 BP0 WEL WIP

읽기/쓰기 - - - - R/W R/W R R

그림 18.13  EEPROM의 상태 레지스터 구조

스케치 18.3은 EEPROM의 상태 레지스터 값을 읽어오는 함수의 예다.

  스케치 18.3  상태 레지스터 읽기 함수

#define EEPROM_RDSR             0b00000101  // EEPROM 상태 레지스터 읽기 명령

uint8_t EEPROM_readStatus(void) {
 digitalWrite(SS, LOW);   // EEPROM 선택

 SPI.transfer(EEPROM_RDSR);   // EEPROM 상태 레지스터 읽기 명령 전송

 byte b = SPI.transfer(0);   // EEPROM 상태 레지스터 값 읽기

 digitalWrite(SS, HIGH);   // EEPROM 선택 해제

 return b;
}

EEPROM은 비휘발성 메모리로, 바이트 단위 데이터를 간편하고 읽고 쓸 수 있지만 쓰기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쓰기 속도를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가 페이지 단위 쓰기다. 25LC010A는 

128바이트 메모리를 16바이트 크기의 8개 페이지로 나누어 관리한다*� EEPROM_writeByte 함수에서

는 1바이트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 주소를 지정하지만, 한번 주소를 지정한 후에는 페이지 크기만큼

의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전송하여 연속된 주소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즉, 주소 1바이트와 데이터 

*  EEPROM의 크기에 따라 페이지 크기는 차이가 나므로 사용하는 EEPROM의 데이터시트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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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바이트를 전송하면 16바이트의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25LC010A

에서 페이지는 xxxx 00002번지에서 시작하고 xxxx 11112번지에서 끝난다는 점이다. 연속된 번지에 

데이터를 기록할 때도 페이지 경계를 넘어가지는 못하며 페이지 끝에 도달하면 다시 페이지의 처음으로 

되돌아간다� 예를 들어, 0001 00002번지를 지정하고 2바이트를 전송하면 0001 00002번지와 0001 

00012번지에 데이터가 기록되지만, 0001 11112번지를 지정하고 2바이트를 전송하면 0001 11112번

지와 0010 00002번지가 아닌 0001 11112번지와 0001 00002번지에 데이터가 기록된다. 

0x0 페이지

0x0F 0x10 0x11 0x1F 0x20

첫 번째 쓰기

두 번째 쓰기

16번째 쓰기

0x1 페이지 0x2 페이지

(a) 시작 번지 0x10

0x0 페이지

0x0F 0x10 0x11 0x1F 0x20

첫 번째 쓰기

두 번째 쓰기

16번째 쓰기

0x1 페이지 0x2 페이지

(b) 시작 번지 0x1F

그림 18.14  EEPROM에 데이터 연속 쓰기

스케치 18.4는 페이지 단위의 쓰기를 통해 EEPROM 전체를 0으로 초기화하는 함수의 예다. 

  스케치 18.4  EEPROM 초기화 함수

#define EEPROM_PAGE_SIZE               16  // 페이지 크기(바이트)
#define EEPROM_TOTAL_BYTE              128  // 25LC010A 크기(바이트)

void EEPROM_eraseAll(void) {
 uint16_t pageAddress = 0;

 while (pageAddress < EEPROM_TOTAL_BYTE) {
  SPI.beginTransaction( SPISettings() );

  EEPROM_writeEnable();  // 쓰기 가능 모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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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Write(SS, LOW);   // EEPROM 선택

  SPI.transfer(EEPROM_WRITE);  // 쓰기 명령 전송

  SPI.transfer(pageAddress);  // 주소 전송

  for (int i = 0; i < EEPROM_PAGE_SIZE; i++) { 
   SPI.transfer(0);  // 페이지 단위 데이터 전송

  }
  digitalWrite(SS, HIGH);  // EEPROM 선택 해제

  pageAddress += EEPROM_PAGE_SIZE;  // 페이지 변경

  // 쓰기 완료 대기

  while (EEPROM_readStatus() & _BV(EEPROM_WRITE_IN_PROGRESS));

  SPI.endTransaction();
 }
}

스케치 18.5는 스케치 18.1에서 스케치 18.4까지의 함수를 사용하여 EEPROM의 모든 내용을  

0으로 지운 후 1부터 100번지까지 데이터를 기록하고 이를 다시 읽어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하는 

예다. 스케치 18.5에서는 setup과 loop 함수만 나타내었으므로 앞의 함수들을 함께 입력하고 컴

파일해야 한다.

  스케치 18.5  25LC010A EEPROM 사용

#include <SPI.h>

void setup() {
 SPI.begin();    // SPI 초기화

 Serial.begin(9600);   // 시리얼 통신 초기화

 EEPROM_eraseAll();   // EEPROM 내용 삭제

 for (int i = 0; i < 100; i++) {  // 바이트 단위 내용 쓰기

  EEPROM_writeByte(i, i + 50);  // (번지, 값)
 }

 for (int i = 0; i < 100; i++) {  // 바이트 단위 내용 읽기

  byte b = EEPROM_readByte(i);
  Serial.print(String("EEPROM의 ") + i + "번지 내용은 ");
  Serial.println(String(b) + "입니다.");
 }
}

void loo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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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15  스케치 18.5 실행 결과

18.418.4
맺는말

SPI는 주변장치와 고속의 데이터 교환을 위해 만들어진 전이중 방식의 동기식 시리얼 통신 방법

이다. SPI는 UART와 달리 여러 개의 슬레이브를 공통의 데이터 송수신 연결선을 통해 연결할 수 

있으며, 데이터 송수신 과정에서 클록 동기화를 위해 송신과 수신이 항상 함께 이루어진다는 특

징이 있다.

SPI 통신을 지원하는 주변장치의 종류는 다양하며 이 장에서는 EEPROM을 살펴봤다. 이 외에도 

TFT-LCD 등의 디스플레이, 이더넷 쉴드 등의 통신 모듈에서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SPI 

통신을 사용하는 예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SPI가 고속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기는 하지

만 필요한 연결선의 개수가 1개의 슬레이브 장치를 연결하는 경우 4개, 2개의 슬레이브 장치를 연

결하는 경우 5개 등으로 슬레이브 장치의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은 단점이라 할 수 있다. SPI 

이외에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흔히 사용하는 시리얼 통신 방법에는 UART, I2C, 1-와이어 등이 

있다. 각각의 시리얼 통신은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들어져 특징이 각기 다르므로 필요에 따라 선택

하여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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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 통신의 특징 중 하나는 고속의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흔히 사용되는 다른 시리얼 통신 방법과 SPI 통신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비교해 보자. 

25LC010A EEPROM의 0x18번지부터 0에서 1씩 증가하는 16바이트의 데이트를 연속으로 

기록하고, 0x10번지부터 16바이트의 데이터를 읽어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하는 스케치를 작

성하여 페이지 단위 쓰기와 읽기를 확인해 보자. 이때 시작 주소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읽기

를 실행하면 페이지 단위의 읽기 역시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스케치를 작성해 보자. 

EEPROM_readByte, EEPROM_writeByte 함수와 transfer16 함수를 사용하여 2바이트 크

기의 정수를 EEPROM에 읽고 쓸 수 있게 하는 함수를 작성해 보자. 정수를 읽고 쓰는 함수

의 원형은 다음과 같다. 

void EEPROM_writeInt(uint8_t address, int data);
int EEPROM_readInt(uint8_t address);

setup 함수는 다음과 같다.

  스케치 18.6  EEPROM에 2바이크 크기 정수 읽고 쓰기 – setup 함수

void setup() {
 Serial.begin(9600);
 SPI.begin();

 // 2바이트 크기 정수 쓰기

 for (int i = 1000; i < 1010; i += 2) {
  EEPROM_writeInt(i - 1000, i);   // 쓰기

 }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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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바이트 크기 정수 읽기

 for (int i = 0; i < 10; i += 2) {
  int value = EEPROM_readInt(i);   // 읽기

  Serial.print("0x0");
  Serial.print(i, HEX);
  Serial.println(String(" 번지의 값은 ") + value +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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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xi

2005년에 처음 발표된 아두이노는 마이크로컨트롤러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나 교육 현

장에서는 아두이노 이전과 아두이노 이후로 나누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아두이노가 미친 영향은 

크고, 아두이노라는 단어는 마이크로컨트롤러라는 단어를 대신할 정도의 일반 명사로까지 사용되

고 있다. 이 외에 아두이노가 바꾸어놓은 것들을 모두 이야기하자면 한 권의 책으로도 부족하다. 

아두이노의 어떤 점이 우리를 이렇게 열광하게 만드는 것일까? 발표 초기에 아두이노가 자리를 잡

을 수 있게 해준 이유를 ‘쉽고 빠르게’로 요약할 수 있다면, 아두이노의 열기가 아직도 뜨거운 이

유는 ‘다양하게’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아두이노가 비전공자들을 위한 플랫폼으로 시작되어 

쉽고 빠르게 마이크로컨트롤러 응용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은, 원하는 것들을 직

접 만들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아두이노가 DIY와 메이커 운

동에서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었다. 

아두이노가 비전공자를 위한 플랫폼으로 시작된 만큼 아두이노가 소개된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

한 4차 산업혁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는 충분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없을 것이

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두이노는 쉽고 빠른 플랫폼에서 멈추지 않고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를 거듭해 왔다. 마이크로컨트롤러와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아두이노에서도 가능하겠지’라는 것일 만큼 아두

이노는 최신 기술을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고, 최신의 기술을 소개하는 플랫폼으로 아두

이노를 선택하는 예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아두이노의 영토는 그 한계를 예단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아두이노를 쫓아가며 여러 권의 책을 쓰면서도 못내 아쉬웠던 점은 아두이노의 행보를 찬찬히 살

펴보면서 쓰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쓰기에는 항상 시간과 지면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마침 일 년

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지면의 제약 없이 아두이노와 관련된 이야기를 마음껏 풀어보자고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책, 《아두이노 바이블》이다. 하지만 아두이노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머리말



머리말xii

책이 완성된 지금, ‘바이블’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한 콘텐츠인지 자문해 보면 부끄럽기 그지없다. 

시작할 때 충분하리라 생각했던 분량보다 절반 이상을 더 채우고도 자꾸만 미진한 부분이 눈에 

밟힌다. 주어진 시간을 다 쓰고도 이름에 어울리는 책을 쓰지 못한 것은 아두이노를 따라잡기에 

발이 느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첫 페이지를 쓸 때와 마지막 페이지를 쓸 때 이미 아두이노가 변

해 있을 만큼 아두이노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아쉬움이 많지만 여기서 일단락을 지어야

겠다는 결심을 한 이유다. 

아두이노 바이블은 전통적인 AVR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한 아두이노 보드, 그중에서

도 아두이노 우노를 중심으로 한다. 새로운 영역으로 아두이노가 확장되면서 ARM 기반 마이크

로컨트롤러를 사용한 아두이노 보드 역시 여러 종류가 출시되었고, ARM 기반 아두이노 보드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지금에 더 적합할 수 있다. 하지만 아두이노 우노는 여전히 아두이노를 대

표하는 보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ARM 기반 아두이노 보드에도 대부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아두이노 우노를 선택한 이유다. 아두이노 우노로도 많은 것을 스케치할 수 있고 최신의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이유이며, 《아두이노 바이블》을 읽다 보면 실제로 그렇다는 사실

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권의 책을 쓰면서도 답을 얻지 못한 문제 중 하나가 아두이노에 미래가 있을까 하는 것이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그에 맞춰 아두이노 역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아두이노의 태생적 한계

가 한 번쯤은 아두이노의 발목을 잡으리라는 비판 또한 흘려버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두이노가 쉽고 빠른 플랫폼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변화한 것처럼 미래를 위

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등장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누구보다 아두이노에서 아두이노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겠지만, 아두이노의 미래를 위해 더해졌으면 하고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효율적

인’ 문제 해결이다. 교육 현장에서 아두이노는 더할 나위 없지만, 산업 현장에서 아두이노는 아쉬

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디에 내놓아도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두이노가 DIY

와 메이커 운동을 넘어 ‘Arduino Inside’로 나타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며 아두이노의 행보를 

눈여겨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책을 쓰는 동안 말없이 응원해 준 아내와 아빠의 등을 궁금해하던 두 아들, 여러 면에서 당혹스러

운 책을 지지해 주신 제이펍 출판사가 있어 《아두이노 바이블》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음에 고

마움을 전하고 싶다. 아두이노의 속도를 따라잡는다는 것은 욕심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지만, 

《아두이노 바이블》이 작으나마 오래도록 도움이 되는 책으로 아두이노의 미래를 그리는 거친 밑그

림이 되기를 감히 소망한다. 

허경용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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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7  1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

7세그먼트 표시장치는 이름과 다르게 8개의 LED를 이용하여 숫자나 간단한 문자를 표시할 수 있

도록 만들어진 출력 장치로, 숫자 출력을 위해 흔히 사용된다. 7세그먼트 표시장치는 8개 LED를 

제어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핀의 수가 제한된 경우에

는 데이터 변환을 위한 별도의 칩을 사용하여 제어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1자리 7세그먼트 표시

장치의 구조와 제어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38  4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

한 자리 이상의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1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를 여러 개 사용하면 되지

만, 이 경우 필요한 데이터 핀의 수가 많아져 데이터 핀 수가 적은 아두이노 보드에서는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자리 숫자를 표시하는 7세그먼트 표시장치는 잔상 효과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데이터 핀으로 많은 수의 LED를 제어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4자리 7세그먼트 표시

장치의 사용 방법은 1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의 사용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이 장에서는 네 자

리 숫자를 표시할 수 있는 4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의 구조와 제어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39  LED 매트릭스

LED 매트릭스는 LED를 행렬 형태로 배치하여 문자, 기호, 숫자 등을 표시할 수 있게 만든 출력 

장치의 일종이다. LED 매트릭스는 7세그먼트 표시장치와 마찬가지로 잔상 효과를 이용함으로써 

적은 수의 핀으로 많은 수의 LED를 동시에 제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잔

상 효과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데이터를 계속 출력해야 하므로 이를 대신할 MAX7219와 같

은 전용 칩을 사용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LED 매트릭스의 구조와 LED 매트

릭스 제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알아본다.

장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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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0  텍스트 LCD

텍스트 LCD는 문자 단위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출력 장치의 일종으로, 간

단한 정보 표시를 위해 흔히 사용된다. 텍스트 LCD는 표시할 수 있는 문자의 수와 제어 방법

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사용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텍스트 LCD의 구조와 제어 방법을 살펴보

고, LCD 드라이버를 직접 제어하는 LiquidCrystal 라이브러리와 I2C 변환 모듈을 통해 제어하는 

LiquidCrystal_I2C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텍스트 LCD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CHAPTER 41  그래픽 LCD

텍스트 LCD가 고정된 위치에 문자 단위로만 출력이 가능한 장치라면, 그래픽 LCD는 임의의 위

치에 픽셀 단위로 출력이 가능한 장치로 문자는 물론, 이미지, 도형 등 다양한 정보를 출력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픽셀 단위의 제어가 가능하면서 텍스트 LCD와 비슷한 핀 배치와 제어 방식을 

갖고 있는 단색 그래픽 LCD의 구조와 사용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42  OLED 디스플레이

LCD가 백라이트에서 발산된 빛을 액정에서 굴절시켜 밝기를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OLED 디스플레이는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소자를 사용해 백라이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백라이트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얇고 휘는, 심지어 입는 디스플레이까지도 제작할 

수 있어 OLED 디스플레이는 기존 LCD를 대체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다. 이 장에

서는 소형의 OLED 디스플레이를 SPI 통신과 I2C 통신을 사용하여 제어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CHAPTER 43  네오픽셀

WS2812(B)는 RGB LED를 하나의 제어선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RGB LED와 LED 제어 칩을 하

나의 소형 패키지로 만든 것으로, WS2812(B)를 직렬로 계속 연결해도 하나의 제어선만으로 연결

된 모든 LED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네오픽셀은 Adafruit에서 WS2812(B)를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디스플레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브랜드 이름이지만, WS2812(B)를 

사용한 대표적인 제품이므로 일반 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네오픽셀 링과 네오픽셀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44  터치 TFT-LCD

그래픽 LCD는 픽셀 단위로 제어가 가능한 출력 장치로서 문자, 도형, 이미지 등을 출력할 수 있

지만, 단색만 표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TFT-LCD에 사용된 TFT(박막 트랜지스터)

는 픽셀 밝기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컬러 필터와 함께 사용하여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 아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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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와 함께 사용하는 TFT-LCD에는 터치패널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

현하기 위한 입출력 장치로 흔히 사용된다. 이 장에서는 아두이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병렬 방

식 및 SPI 방식 터치 TFT-LCD의 사용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45  DC 모터

모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로, 움직이는 장치

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부품 중 하나다. 아두이노와 함께 사용되는 모터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그 

특성이 서로 달라 용도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모터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

고 많이 사용되는 DC 모터의 제어 방법과 모터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DC 모터를 제어하는 방법

을 알아본다. 

CHAPTER 46  서보 모터

서보 모터는 DC 모터에 귀환 제어 회로를 추가하여 정확한 위치 제어가 가능하도록 만든 DC 모

터의 한 종류다. 서보 모터는 180° 범위에서만 회전할 수 있는 표준 서보 모터가 흔히 사용되며, 

PWM 신호를 사용하여 회전 위치를 제어할 수 있다. 이 외에 360° 회전이 가능하고 회전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연속 회전 서보 모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서보 모터의 동작 원리와 제

어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47  스텝 모터

스텝 모터는 펄스가 가해지면 일정 각도를 회전하고 멈추는 특징을 가진 모터로, 한 번에 회전하

는 각도가 정해져 있어 간단하게 회전량을 제어하여 원하는 위치로 회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두이노와 함께 사용되는 스텝 모터는 4개의 연결선을 갖는 양극 스텝 모터와 6개의 연결

선을 갖는 단극 스텝 모터가 대부분이다. 이 장에서는 스텝 모터의 동작 원리와 제어 방법을 알아

본다.

CHAPTER 48  릴레이

릴레이는 낮은 전압으로 높은 전압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스위치의 일종으로, 아두이노의 

3.3V나 5V 신호로 220V를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릴

레이의 동작 원리와 릴레이 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기기계식 릴레이 및 반도체 릴레이의 사용 

방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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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9  스피커와 사운드

아두이노 우노에 사용된 ATmega328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아날로그 신호 출력을 지원하지 않으

므로 소리를 내기 위해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할 수 없다. 대신 tone 함수를 사용하면 디지털 신

호를 사용하여 스피커나 버저로 단음을 낼 수 있고, MP3 플레이어 모듈을 사용하면 SD 카드에 

저장된 음악 파일 재생을 제어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아두이노에서 소리를 내는 여러 방법을 살

펴본다.

CHAPTER 50  미니 프로젝트: 스네이크 게임

이 장에서는 네오픽셀 매트릭스와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네오픽셀 매트릭스에서 실행되는 스네이

크 게임을 만들어본다. 스네이크 게임은 1970년대 소개된 게임으로, 규칙이 단순하고 구현 역시 

쉬워 프로그래밍 연습용으로 흔히 사용되는 게임이다. 스네이크 게임을 구현하기에 8×8 네오픽셀 

매트릭스의 해상도가 낮긴 하지만, 네오픽셀 매트릭스는 다양한 색상을 사용할 수 있고, 제어가 

쉬우며, 여러 개의 네오픽셀 매트릭스를 연결하여 해상도를 쉽게 늘릴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

으므로 이후 확장을 고려하여 사용했다. 이 장에서 구현하는 8×8 크기의 네오픽셀 매트릭스에서 

동작하는 스네이크 게임을 이용하면 더 높은 해상도에서 동작하는 스네이크 게임 역시 어렵지 않

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CHAPTER 51  RTC: 날짜와 시간

아두이노에서 날짜와 시간을 유지하는 방법에는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과 하

드웨어 RTCReal Time Clock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흔히 소프트웨어 RTC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은 별도의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지만, 아두이노의 전원이 꺼지면 

시간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하드웨어 RTC를 사용하면 아두이노 전원과 무관

하게 날짜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전용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 장에서는 소

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RTC를 통해 날짜와 시간을 유지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CHAPTER 52  인터럽트

인터럽트는 프로그램의 순차적인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터럽트는 하드웨어에 의해 자동으로 검사되고,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자동으로 이동하여 비정상적인 사건을 먼저 처리한다. 아두이노에서 지원하는 인터럽트는 마이크

로컨트롤러에서 제공하는 인터럽트의 극히 일부이지만, 아두이노의 함수와 라이브러리 구현에서 

내부적으로 인터럽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인터럽트의 처리 구조와 사용 방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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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3  내부 EEPROM

EEPROM은 ATmega328 마이크로컨트롤러에 포함된 세 가지 종류의 메모리 중 하나로, 세 종류

의 메모리 중 사용자가 마음대로 읽고 쓸 수 있는 유일한 메모리다. 하지만 EEPROM은 쓰기 속

도가 느려 잦은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아두이노 우노의 ATmega328에 포함된 EEPROM은 

크기가 작아 많은 데이터를 기록할 수는 없다. 이 장에서는 ATmega328에 포함된 EEPROM을 아

두이노의 EEPROM 라이브러리와 AVR 툴체인의 EEPROM 라이브러리를 통해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CHAPTER 54  SD 라이브러리

SD 카드는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여 만든 외부 저장장치 표준의 하나로,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

라 등 휴대용 장치의 외부 저장장치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아두이노에서도 기본 라이브러리의 하

나로 SD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는 경우 부족한 아두이

노의 메모리를 대신하여 SD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SD 카드는 쓰기 속도가 느리다는 점

은 생각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SD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SD 카드에 데이터를 읽고 쓰는 방법

을 살펴본다.

CHAPTER 55  아두이노 우노로 USB 장치 만들기

아두이노 우노에 사용된 메인 마이크로컨트롤러인 ATmega328은 USB 연결을 지원하지 않지

만, 아두이노 우노에서 USB-UART 변환을 담당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인 ATmega16u2는 USB 

연결을 지원한다. 따라서 ATmega16u2 마이크로컨트롤러의 펌웨어를 수정하면 아두이노 레오

나르도와 마찬가지로 아두이노 우노 역시 USB 장치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ATmega16u2 마이크로컨트롤러의 펌웨어를 교체하여 아두이노 우노를 USB 키보드나 마우스로 

동작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살펴본다.

CHAPTER 56  플래시 메모리 활용

ATmega328 마이크로컨트롤러에는 2KB 크기의 SRAM이 포함되어 있다. SRAM에는 실행 중 변

숫값이나 함수의 반환 정보 등이 저장되므로 복잡한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경우에는 2KB를 금세 

소비하게 된다. SRAM이 부족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변경할 필요가 없는 변수의 

값을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플래시 메모리에서 SRAM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읽어 사용하는 것이

다. 이 장에서는 플래시 메모리에 변숫값을 저장하고 읽어오는 방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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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7  와치독 타이머

와치독 타이머는 여러 이유로 아두이노가 정지하거나 무한 루프에 빠졌을 때 아두이노를 리셋하

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타이머다. 와치독 타이머에 의해 리셋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케

치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스케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외에도 

와치독 타이머는 슬립 모드에서 깨어나게 하는 소스로 흔히 사용된다. 이 장에서는 와치독 타이

머를 사용하여 아두이노를 자동으로 리셋하는 방법과 와치독 타이머를 사용하여 슬립 모드에서 

깨어나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58  태스크 스케줄러

아두이노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millis 함수가 흔히 사용된다. 하지만 

진행해야 하는 작업이 늘어나면 코드가 복잡해져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가 되기 쉽다.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작업의 진행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스케줄러를 사용하는 것

이다. 이 장에서는 스케줄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과 

작업 사이에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법 등 아두이노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때 필요

한 기법들을 알아본다.

CHAPTER 59  ISP 방식 스케치 업로드 장치

아두이노에 스케치를 업로드하는 방법에는 별도의 하드웨어 없이 USB 연결을 사용하는 시리얼 

방식과 전용 하드웨어를 ICSP 핀 헤더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ISP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ISP 방식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 하드웨어를 사용해야 하며, 아두이노 보드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ISP 

방식 프로그래머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ISP 방식 스케치 업로드에 흔히 사용되는 프로

그래머의 종류와 사용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60  퓨즈, 락, 시그너처 바이트

ATmega328 마이크로컨트롤러에는 플래시 메모리, SRAM, EEPROM 등 세 종류의 메모리가 포함

되어 있지만, 이 외에도 마이크로컨트롤러의 동작 환경을 설정하기 위한 메모리가 숨겨져 있으며, 

퓨즈 바이트, 락 바이트, 시그너처 바이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장에서는 이들 메모리를 통해 

ATmega328 마이크로컨트롤러의 기본적인 동작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CHAPTER 61  전원 관리와 슬립 모드

아두이노를 이용한 시스템 구현이 끝나면 설치 장소에 따른 전력 공급 방법을 생각해야 하며, 이

동이 필요한 시스템이라면 배터리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동작시키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배터



장별 주요 내용 xix

리를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의 전력 소비가 중요한 문제가 되므로 가능한 한 적은 전력을 소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장에서는 가능한 한 적은 전력을 소비하도록 아두이노 호환 보드를 구성

하는 방법과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을 때 최소한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슬립 모드에 있게 함으로써 

소비 전력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CHAPTER 62  아두이노와 AVR

아두이노가 마이크로컨트롤러와 관련된 많은 복잡한 내용을 숨겨 비전공자들이 쉽게 아두이노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숨겨진 사실들로 인해 오해를 불러오는 것도 사실이다. 아두

이노 우노는 ATmega328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보드를 가리키는 이름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스케치 역시 아두이노 보드를 위해 C/C++ 언어를 사용하여 만든 프로그램을 가

리키는 이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두이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스케치 작성을 지원하는 함

수와 라이브러리에서 찾아야 한다. 이 장에서는 아두이노를 위한 스케치 프로그래밍과 AVR 시리

즈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위한 전형적인 AVR 프로그래밍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들을 함께 사용함

으로써 아두이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63  미니 프로젝트: 테트리스

이 장에서는 네오픽셀 매트릭스와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네오픽셀 매트릭스에서 실행되는 테트리

스를 만들어본다. 테트리스는 1984년 처음 소개된 이후 거의 모든 플랫폼에서 실행될 만큼 잘 알

려진 게임이다. 테트리스는 다양한 변형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규칙은 간단하므로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8×8 네오픽셀 매트릭스 2개를 사용하여 8×16 크기 화면에 테트리

스를 구현해 본다. 기본적인 규칙만을 사용하여 게임을 구현할 것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요소를 추가한다면 좀 더 흥미로운 나만의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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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우노 × 2
CH� 37~63

ISP 방식 프로그래머 × 1 
➞ USBISP

CH� 55� 59� 60� 62
가변저항 × 1
CH� 40� 41� 46

220Ω 저항 × 8
CH� 37~39� 48� 58� 61

1㏀ 저항 × 2
CH� 41� 45� 49� 52

10㏀ 저항 × 1
CH� 61

22pF 세라믹
커패시터 × 2
CH� 61

푸시 버튼 × 2
CH� 41� 45� 52� 61

0.1μF 세라믹
커패시터 × 2
CH� 61

16MHz 크리스털 × 1
CH� 61

LED × 2
CH� 48� 58� 61

ATmega328P 칩 × 1 
➞ 28핀
CH� 61

IC 소켓 × 1 
➞ 28핀, ATmega328P용

CH�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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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8 칩 × 1 ➞ 16핀
CH� 37

1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 × 1 
➞ 공통 음극 방식

CH� 37
74595 칩 × 1 ➞ 16핀

CH� 37

8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 모듈 × 1 
➞ MAX7219 칩 사용

CH� 38

4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 × 1 
➞ 공통 음극 방식

CH� 38

LED 매트릭스 × 1 
➞ 공통 행 양극 방식

CH� 39

16×2 텍스트 LCD × 1
CH� 40� 56

LED 매트릭스 모듈 × 2 
➞ MAX7219 칩 사용

CH� 39
텍스트 LCD I2C 변환 보드 × 1

CH� 40� 56

그래픽 LCD × 1 
➞ 128×64 해상도

CH� 41
20×4 텍스트 LCD × 1

CH� 40
LM35 온도 센서 × 1

CH� 41� 54

OLED 디스플레이 × 1 
➞ SPI 방식 0.96인치

CH� 42

OLED 디스플레이 × 1 
➞ I2C 방식 0.96인치

CH� 42
네오픽셀 링 × 1

CH�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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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LCD 모듈 × 1 
➞ 병렬 방식 2.8인치

CH� 44

네오픽셀 매트릭스 × 2 
➞ 8×8 크기
CH� 43� 50� 63

TFT-LCD 모듈 × 1 
➞ SPI 방식 2.8인치

CH� 45

모터 드라이버 모듈 × 1 
➞ L298N 모터 드라이버 칩 사용

CH� 45
DC 모터 × 1
CH� 45

마이크로 서보 × 1
CH� 46

28BYJ-48 단극 스텝 모터 × 1
CH� 47

연속 회전 서보 × 1
CH� 46

스텝 모터 드라이버 × 1 
➞ ULN2003 칩 사용

CH� 47

전기기계식 릴레이 × 1
CH� 48

HC-06 블루투스 슬레이브 모듈 × 1
CH� 48

반도체 릴레이 × 1
CH� 48

액티브 부저 × 1
CH� 49

스피커 × 1 ➞ 8Ω 1W
CH� 49

패시브 부저 × 1
CH� 49



장별 부품 목록 xxiii

마이크로 SD 카드 × 1
CH� 49� 54

DFPlayer Mini × 1
CH� 49

조이스틱 × 1
CH� 50� 63

DS3231 RTC 모듈 × 1
CH� 51� 61

Tiny RTC 모듈 × 1 
➞ DS1307 RTC 칩 사용

CH� 51

SD 카드 모듈 × 1
CH� 54

USBtinyISP × 1
CH� 59

USBasp × 1
CH� 59

AVRISP mkII × 1 
➞ 호환 제품

CH�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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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정(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베타리딩에 참여하면서 주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오탈자나 어색한 부분이 없이 상세

하게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동일한 센서도 종류별로 예를 들어 설명했고, 사용되는 함수의 정의도 

명시해 줘서 이 책을 보시는 독자들이 프로그램 구현 부분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

습니다. 저자가 많은 공을 들인 책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준섭(중앙대학교)

아두이노와 관련된 백과사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기에 입문자보다 기존에 

몇 번 사용해 본 분들이 더 많은 기능을 알아가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도움이 될 것 같

습니다. 책을 정독하기보다 ‘내가 생각하는 기능이 과연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해당 기능을 찾

아 읽는다면 더 많은 양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책은 이전에 있던 아두이노 관

련 도서들에 대한 총정리 역할을 할 것 같아 기본적인 아두이노 사용을 위해 또 다른 책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 책이 과연 입문자에게 좋을까’라는 생각도 듭

니다. 우리가 말을 배울 때 국어사전을 먼저 보지 않는 것처럼 입문자들에게는 초반부터 너무 많

은 양의 정보가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점점 나이가 들면서 더 다양한 어휘를 알게 되며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을 때 정확한 표현을 사전에서 찾듯이, 이 책도 필요한 기능이 있

을 때 꺼내 보는 용도로 사용하기를 추천합니다.

심주현(삼성전자)

책 제목처럼 바이블이 맞았네요. 아두이노로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루고 있으니 말이죠. 그

래서 아두이노의 초급부터 고급 기능까지 이 책에서 다루고 있어 더는 구글링이 필요 없겠구나 싶

었습니다. 또한, 친절하게도 곳곳에 꿀팁들이 많아 좋았습니다. 특히 메모리, 와치독 타이머, 스케

줄러 관련 장들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책의 분량이 상당한데 집필하신 허경용 교수님의 노

고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접해 본 아두이노 관련 도서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수준이 높고 아두

이노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어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합니다. 

베타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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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우(유베이퍼코리아)

아두이노 초급자부터 중·상급자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두

이노를 잘 알지 못해서 주로 오탈자 중심으로 열심히 보았는데, 책이 출간되면 처음부터 따라 해

보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충녕(서강대학교)

‘아두이노의 A to Z를 알고 싶다면 이 책으로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두이노

를 전혀 모른다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기를 마음먹었다면 어떻게 나아가

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두이노의 유래부터 전자공학 지식까지 아두이노의 모든 

것이 꾹꾹 눌러 담겨 있는 바이블이라는 느낌을 베타리딩 내내 받았습니다. 비전공자부터 전문가

까지 아두이노를 접하는 모든 이의 충실한 길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전은영(삼양데이타시스템)

아두이노로 개발할 때 옆에 두고 참고하기에 좋은 책입니다. 아두이노에 각종 장치와 모듈을 붙

이면서 구글링을 통해 코드를 붙여넣기보다는 해당 장치와 모듈에 대해 이해하고 여러 상황에 맞

게 구현된 코드를 보며 활용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편적인 사용보다는 깊은 공부를 병

행하며 개발하기에 안성맞춤인 책인 것 같습니다. 

전직상(메이커쿱협동조합)

다른 아두이노 도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부품들에 대한 사용법이 자세히 제시되어 좋

았습니다. 하루빨리 서적이 출간되길 기대합니다.

최조영(도고초등학교)

꼼꼼한 설명과 소스 및 삽화 자료가 아두이노를 시작하거나 응용하고픈 메이커에게 백과사전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쉬우면서도 세세한 설명이 담겨 있는 아두이노 관

련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존의 아두이노 서적들에서는 늘 뭔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갈증이 해소될 만큼 진정한 아두이노 백과사전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유용하고 소장 가치가 있는 

아두이노 서적이 출간되는 듯하여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세그먼트 표시장치는 이름과 다르게 8개의 LED를 이용하여 숫자나 간단한 문자를 표시할 수 있

도록 만들어진 출력 장치로� 숫자 출력을 위해 흔히 사용된다� 7세그먼트 표시장치는 8개 LED를 
제어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핀의 수가 제한된 경우에

는 데이터 변환을 위한 별도의 칩을 사용하여 제어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1자리 7세그먼트 표시

장치의 구조와 제어 방법을 알아본다� 

아두이노 우노  × 1    1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 테스트

1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  × 1    공통 음극 방식

220Ω 저항  × 8    세그먼트 LED 보호

7448 칩  × 1    공통 음극 방식 출력의 BCD 디코더

74595 칩  × 1    직렬 입력 병렬 출력 레지스터

이 장에서  
사용할 부품

1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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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그먼트 표시장치7 segment display는 7개의 선분으로 간단한 숫자와 글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출력 장치의 한 종류다. 7세그먼트 표시장치는 선분을 나타내는 7개의 LED에 소수점을 나타내는 

1개의 LED가 추가되어 총 8개의 LED를 1바이트의 데이터로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FNDFlexible Numeric Display라고도 불리는 7세그먼트 표시장치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

듯이 숫자를 표시하기 위해 흔히 사용된다. 7세그먼트 표시장치 중에는 두 자리 이상의 숫자를 

표시하도록 만들어진 경우도 많지만, 이 장에서는 한 자리 숫자 표시를 위한 7세그먼트 표시장치

를 살펴보고, 여러 자리 숫자를 표시할 수 있는 7세그먼트 표시장치는 38장 ‘4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에서 다룬다.

37.137.1
1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

1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는 10개의 핀을 가지며 핀 배열은 그림 37.1

과 같다. 그림 37.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수점이 있는 면의 가장 왼쪽 

핀이 1번 핀에 해당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핀 번호가 증가한다.

10개의 핀은 2개의 공통 핀과 8개의 제어 핀으로 나뉜다. 8개의 제어 

핀은 각 세그먼트를 켜거나 끄기 위해 사용되는 핀이고, 공통 핀은  

8개 세그먼트의 공통 전원에 해당한다. 각 세그먼트는 LED로 만들어

져 있으므로 공통 핀과 제어 핀에 전원을 가하여 세그먼트를 켜거나 

끌 수 있다. 

공통 핀에는 고정된 공통의 전원을 연결한다� 반면, 제어 핀에는 세그먼트를 켜거나 끄는 데 필요한 전원

을 가한다� 공통 핀에 VCC를 연결한다고 생각해 보자. 제어 핀에 VCC를 연결하면 해당 세그먼트

는 꺼지고, GND를 연결하면 해당 세그먼트는 켜진다. 반대로 공통 핀에 GND를 연결하면, 제어 

핀에 VCC를 연결했을 때 해당 세그먼트가 켜지고 GND를 연결했을 때 해당 세그먼트는 꺼진다. 

이처럼 1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는 공통 핀에 연결하는 공통 전원에 따라 해당 LED를 켜거나 끄

는 방법이 서로 반대가 된다.

그림 37.1  1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 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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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핀에 VCC를 연결하는 방식을 공통 양극common anode 방식이라고 하고, 공통 핀에 GND를 연결하

는 방식을 공통 음극common cathode 방식이라고 한다. 공통 양극 방식과 공통 음극 방식은 제어 방식

이 반대일 뿐만 아니라, 제어 핀에 GND를 가해 해당 LED를 켜는 공통 양극 방식은 직관적인 방식

과는 제어 방식이 반대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공통 양극 방식과 공통 음극 방식은 제어하는 방법이 서로 반대이므로 7세그먼트 표시장치를 사

용하기 이전에 제어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림 37.2는 공통 양극 방식과 공통 음극 방식의 

1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외형과 핀 배치는 같지만, 해당 세그먼트를 켜기 위

해 가해야 하는 전원이 반대이므로 LED의 방향이 반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공통 양극 방식 (b) 공통 음극 방식

(c) 공통 양극 방식 내부 회로 (d) 공통 음극 방식 내부 회로

그림 37.2  7세그먼트 표시장치의 핀 배열과 내부 회로

표 37.1은 1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의 종류에 따른 제어 방식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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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1  1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 제어 방법

종류 공통 핀
제어 핀

세그먼트 켜기 세그먼트 끄기

공통 양극 방식 VCC GND VCC

공통 음극 방식 GND VCC GND

그림 37.2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세그먼트에는 이름이 정해져 있다. 세그먼트는 일반적으로 a →  

b → c → d → e → f → g → dp 순서로 나타낸다. 7세그먼트 표시장치 제어를 위해서는 세그먼

트당 1비트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1바이트 데이터로 8개 세그먼트를 제어할 수 있다. 그림 37.3은  

1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에 숫자를 표시하는 예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7.3  7세그먼트 표시장치의 숫자 표현

표 37.2  1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를 위한 숫자 표시 데이터

숫자
세그먼트

바이트 데이터
dp g f e d c b a

0 0 0 1 1 1 1 1 1 0x3F

1 0 0 0 0 0 1 1 0 0x06

2 0 1 0 1 1 0 1 1 0x5B

3 0 1 0 0 1 1 1 1 0x4F

4 0 1 1 0 0 1 1 0 0x66

5 0 1 1 0 1 1 0 1 0x6D

6 0 1 1 1 1 1 0 1 0x7D

7 0 0 1 0 0 1 1 1 0x27

8 0 1 1 1 1 1 1 1 0x7F

9 0 1 1 0 0 1 1 1 0x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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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의 각 숫자를 1바이트의 데이터로 나타낸 것이 표 37.2다. 공통 양극 방식과 공통 음극 

방식에서 해당 세그먼트를 켜기 위한 값은 반대이지만, 여기서는 직관적인 방식과 일치하도록 논

리 1로 해당 세그먼트를 켜는 공통 음극 방식을 기준으로 했다. 따라서 공통 양극 방식의 7세그먼

트 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37.2의 데이터를 비트 반전시켜 사용해야 한다. 이 장에서

는 공통 음극 방식을 사용했으며 소수점은 사용하지 않는다.

1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를 그림 37.4와 같이 2번부터 9번까지 8개 핀을 사용하여 연결하자.  

공통 음극 방식을 사용하므로 공통 핀을 GND에 연결한다. 또한 각 제어 핀에는 세그먼트 보호

를 위해 저항을 연결해야 한다.

그림 37.4  1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 연결 회로도

그림 37.5  1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 연결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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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치 37.1은 표 37.2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1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에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1초 간격으로 표시하는 상향 카운터를 구현한 예다. 

  스케치 37.1  상향 카운터 – delay 함수 사용

// 0에서 9까지 숫자 표현을 위한 세그먼트 a, b, c, d, e, f, g, dp의 패턴

byte patterns[] = { 
 0x3F, 0x06, 0x5B, 0x4F, 0x66, 0x6D, 0x7D, 0x27, 0x7F, 0x67
};
// 7세그먼트 연결 핀: a, b, c, d, e, f, g, dp 순서

int pins[] = { 2, 3, 4, 5, 6, 7, 8, 9 };

int index = 0;     // 현재 출력하는 숫자

void setup(){
 for(int i = 0; i < 8; i++){  // 7세그먼트 연결 핀을 출력으로 설정

  pinMode(pins[i], OUTPUT);
 }
}

void loop(){
 displayOneDigit(index);   // 숫자 표시

 index = (index + 1) % 10;  // 0~9 반복

 delay(1000);    // 1초 대기

}

void displayOneDigit(byte n) {  // 0~9 사이 숫자 표시

 for(int i = 0; i < 8; i++){  // 7세그먼트에 표시

  boolean on_off = bitRead(patterns[n], i);
  digitalWrite(pins[i], on_off);
 }
}

스케치 37.1에서 7세그먼트 표시장치의 8개 LED 점멸 데이터는 1바이트로 표시되며, 각 세그먼트 

데이터는 1비트로 표시된다. 따라서 바이트값에서 비트값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비트 연산이 필요

하다. 아두이노에서는 비트값을 알아내기 위해 bitRead 매크로 함수를 정의하고 있으며, 스케치 

37.1에서도 bitRead 함수를 사용하여 각 비트값을 찾아내어 해당 세그먼트 제어에 사용하고 있다.

#define bitRead(value, bit) (((value) >> (bit)) & 0x01)

boolean on_off = bitRead(patterns[n], i);
boolean on_off = (patterns[n] >> i) & 0x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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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치 37.3  시작과 정지 기능이 있는 상향 카운터

// 0에서 9까지 숫자 표현을 위한 세그먼트 a, b, c, d, e, f, g, dp의 패턴

byte patterns[] = { 
 0x3F, 0x06, 0x5B, 0x4F, 0x66, 0x6D, 0x7D, 0x27, 0x7F, 0x67
};
// 7세그먼트 연결 핀: a, b, c, d, e, f, g, dp 순서

int pins[] = { 2, 3, 4, 5, 6, 7, 8, 9 };

int index = 0;      // 현재 출력하는 숫자

unsigned long time_previous;
boolean running = true;   // 카운터 동작 상태

void setup() {
 for (int i = 0; i < 8; i++) {   // 7세그먼트 연결 핀을 출력으로 설정

  pinMode(pins[i], OUTPUT);
 }
 time_previous = millis();
 Serial.begin(9600);
}

void loop() {
 if (Serial.available()) {  // 시리얼 모니터로 명령 입력

  char ch = Serial.read();
  Serial.print(String('\'') + ch + "\' : ");

  if (ch == 'S' || ch == 's') {  // 시작 명령 'Start'
   running = true;
   Serial.println("시작");
  }
  else if (ch == 'P' || ch == 'p') {  // 정지 명령 'stoP'
   running = false;
   Serial.println("정지");
  }
  else {
   Serial.println("잘못된 명령");
  }
 }

 unsigned long time_current = millis();
 if (running) {    // 카운터가 동작 중일 때

  if (time_current - time_previous >= 1000) {
   time_previous = time_current;

   index = (index + 1) % 10;   // 0~9 반복

   displayOneDigit(index);  // 숫자 표시

  }
 }
 else {
  time_previous = time_curr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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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displayOneDigit(byte n) {   // 0~9 사이 숫자 표시

 for (int i = 0; i < 8; i++) {   // 7세그먼트에 표시

  boolean on_off = bitRead(patterns[n], i);
  digitalWrite(pins[i], on_off);
 }
}

그림 37.6  스케치 37.3 실행 결과

37.237.2
7448: 7세그먼트 디코더

7세그먼트 표시장치는 제어가 간단하여 숫자를 표시하기 위해 흔히 사용된다. 하지만 숫자 한 자

리를 표시하기 위해 8개의 데이터 핀이 필요하다는 점은 데이터 핀의 수가 제한된 마이크로컨트

롤러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 적은 수의 데이터 핀으로 많은 수의 LED를 제어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중 하나가 7세그먼트 전용의 디코더 칩을 사용하

는 것이다. 

BCD 디코더는 BCD 값을 입력받아 소수점을 제외한 7개 세그먼트의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장치다� ‘이진화 

십진법’이라고 불리는 BCDBinary Coded Decimal는 이진수 네 자리로 십진수 한 자리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나타내는 방법은 BCD와 이진수 표현이 같다. 하지만 10102에서 11112까지

는 BCD에서 사용하지 않아 데이터 저장 및 전송에서 효율이 낮지만, BCD로 표현된 숫자는 십진

수로 간단히 변환할 수 있어 아직도 사용되고 있으며 7세그먼트 표시장치가 대표적인 예다. 

37.2 7448: 7세그먼트 디코더 9



표 37.3  BCD 표현과 이진수 표현

십진수 BCD 표현 이진수 표현 십진수 BCD 표현 이진수 표현

0 0000 0000 0000 0000 10 0001 0000 0000 1010

1 0000 0001 0000 0001 11 0001 0001 0000 1011

2 0000 0010 0000 0010 12 0001 0010 0000 1100

3 0000 0011 0000 0011 13 0001 0011 0000 1101

4 0000 0100 0000 0100 14 0001 0100 0000 1110

5 0000 0101 0000 0101 20 0010 0000 0001 0100

6 0000 0110 0000 0110 30 0011 0000 0001 1110

7 0000 0111 0000 0111 40 0100 0000 0010 1000

8 0000 1000 0000 1000 50 0101 0000 0011 0010

9 0000 1001 0000 1001 60 0110 0000 0011 1100

4비트의 BCD 값에서 7개 세그먼트 제어를 위한 7비트 데이터를 출력하는 BCD 디코더는 7447과 7448

의 두 종류가 흔히 사용된다. 7447 칩은 공통 양극 방식의 출력을, 7448 칩은 공통 음극 방식의 출력

을 내는 점을 제외하면 두 칩은 형태와 기능이 같다. 이 장에서는 공통 음극 방식의 출력을 내는 

7448 칩을 사용한다. 7448 칩의 핀 배치는 그림 37.7과 같으며 4개의 입력 DCBA2를 받아 각 세그

먼트를 제어하는 7개의 출력을 9번에서 15번 핀으로 출력한다. 3번 LT Lamp Test는 LOW 값이 주어

질 때 모든 세그먼트로 HIGH 값을 출력하여 세그먼트를 테스트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PBO Ripple 

Blanking Output와 RBI Ripple Blanking Input는 여러 개의 7448을 연결하여 여러 자리의 숫자를 표시할 때 

‘0123’을 선행하는 영 없이 ‘123’으로만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림 37.7  7448 칩의 핀 배치도

그림 37.8과 같이 7448 디코더 칩을 아두이노 우노에 연결하자. 입력은 4비트로 8번에서 11번까지 

LSBLeast Significant Bit부터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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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8  7448 디코더 연결 회로도

그림 37.9  7448 디코더 연결 회로

7448 칩의 출력은 소수점을 제외한 7비트로, 그림 37.10과 같이 1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에 연결

한다. 이때 세그먼트 보호를 위한 저항도 잊지 말아야 한다.

37.2 7448: 7세그먼트 디코더 11



그림 37.10  7448 디코더와 1자리 7세그먼트 연결 회로도

그림 37.11  7448 디코더와 1자리 7세그먼트 연결 회로

스케치 37.4는 7448 7세그먼트 디코더를 사용하여 0에서 9 사이 숫자를 1초 간격으로 반복해서 

표시하는 예다.

  스케치 37.4  상향 카운터 – 7448 디코더 사용

int pins[] = {8, 9, 10, 11};   // BCD 값 출력 핀

int count = 0;      // 현재 출력하는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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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setup() {
 for (int i = 0; i < 4; i++) {
  pinMode(pins[i], OUTPUT);   // BCD 값 출력 핀을 출력으로 설정

 }
 Serial.begin(9600);   // 시리얼 통신 초기화

}

void loop() {
 Serial.print(String(count) + " : ");
 for (int i = 0; i < 4; i++) {   // LSB에서 MSB 순서로 출력

  boolean out = bitRead(count, i);   // BCD 값의 각 비트 읽기

  Serial.print(String(out) + " ");

  digitalWrite(pins[i], out);
 }
 Serial.println();    // 줄바꿈

 count = (count + 1) % 10;   // 0~9 사이 반복

 delay(1000);
}

그림 37.12  스케치 37.4 실행 결과

37.337.3
74595: 직렬 입력 병렬 출력 이동 레지스터

7448 칩이 7세그먼트 전용 칩이라면, 74595는 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직렬로 받아 8개의 비트 단위 

데이터로 병렬로 출력하는Serial In Parallel Out 칩으로 디지털 출력 핀을 확장할 수 있게 해주는 칩이

다. 74595 칩은 3개의 핀으로 8개의 디지털 핀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므로 7세그먼트 1자리를 제어할 

수 있다. 3개의 핀은 시리얼 데이터 입력 핀, 시리얼로 입력되는 데이터를 74595 칩 내에 이동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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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하는 이동 클록shift clock 핀, 74595 칩 내에 저장된 데이터를 병렬로 출력하는 래치 클록latch clock 

핀 등이다. 74595 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8장 ‘입출력 확장’을 참고하면 된다.

74595 칩을 그림 37.13과 같이 아두이노 우노에 연결하자. 데이터 핀은 8번, 래치 클록 핀은 9번, 

이동 클록 핀은 10번에 연결했다. 

그림 37.13  74595 칩 연결 회로도

그림 37.14  74595 칩 연결 회로

1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는 그림 37.15와 같이 74595 칩에 연결한다.

C H A P T E R  37  1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14



그림 37.15  74595 칩과 1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 연결 회로도

그림 37.16  74595 칩과 1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 연결 회로

스케치 37.5는 74595 칩을 사용하여 0에서 9 사이 숫자를 1초 간격으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예다. 

74595 칩을 사용하여 7세그먼트 표시장치에 숫자를 출력하는 핵심은 displayOneDigit 함수에 

있다. displayOneDigit 함수에서는 8비트의 데이터를 이동 클록을 사용하여 비트 단위로 전송하

는 작업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shiftOut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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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iftOut

void shiftOut(uint8_t dataPin, uint8_t clockPin, uint8_t bitOrder, uint8_t value)

 - 매개변수

  dataPin: 데이터 출력 핀

  clockPin: 이동 클록 출력 핀

  bitOrder: 비트 출력 순서로 MSB 우선(MSBFIRST) 또는 LSB 우선(LSBFIRST)

  value: 출력될 바이트 단위 데이터

 - 반환값: 없음

지정한 번호의 데이터 핀(dataPin)으로 바이트 단위의 값(value)을 출력 순서(bitOrder)에 따라 출

력한다. 출력 순서는 MSB나 LSB부터 출력하도록 지정할 수 있으며, 하나의 비트가 출력된 이후

에는 clockPin으로 펄스를 출력하여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데 사용한다.

  스케치 37.5  상향 카운터 – 74595 칩 사용

int DATA_PIN = 8;
int LATCH_CLOCK_PIN = 9;
int SHIFT_CLOCK_PIN = 10;

// 0에서 9까지 숫자 표현을 위한 세그먼트 a, b, c, d, e, f, g, dp의 패턴

byte patterns[] = {
 0x3F, 0x06, 0x5B, 0x4F, 0x66, 0x6D, 0x7D, 0x27, 0x7F, 0x67
};

int index = 0;      // 현재 출력하는 숫자

unsigned long time_previous;

void setup() {
 pinMode(DATA_PIN, OUTPUT);   // 데이터와 제어 핀을 출력으로 설정

 pinMode(LATCH_CLOCK_PIN, OUTPUT);
 pinMode(SHIFT_CLOCK_PIN, OUTPUT);

 time_previous = millis();
}

void loop() {
 unsigned long time_current = millis();   // 현재 시간

 if (time_current - time_previous >= 1000) {
  time_previous = time_current;   // 시간 갱신

  index = (index + 1) % 10;   // 0~9 반복

  displayOneDigit(index);   // 숫자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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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displayOneDigit(byte n) {   // 0~9 사이 숫자 표시

 digitalWrite(LATCH_CLOCK_PIN, LOW);
 // 8개 비트를 MSB 우선으로 전송하면 74595의 출력 순서와 일치함

 shiftOut(DATA_PIN, SHIFT_CLOCK_PIN, MSBFIRST, patterns[n]);
 // 래치 클록의 상승 에지에서 래치 데이터 출력

 digitalWrite(LATCH_CLOCK_PIN, HIGH);
}

37.437.4
맺는말

FND라고도 불리는 1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는 7개의 선분과 소수점까지 8개의 세그먼트로 한 

자리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표시장치의 한 종류로, 일상생활에서도 디지털 시계, 

엘리베이터 등 숫자 표시가 필요한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7세그먼트 표시장치는 기본적으

로 LED 8개와 제어 방법이 같다. 하지만 패키지 형태로 만들면서 논리 1의 값으로 해당 세그먼트

를 켤 것인지, 논리 0의 값으로 해당 세그먼트를 켤 것인지에 따라 공통 음극 방식과 공통 양극 

방식의 두 가지로 만들어진다. 두 가지 방식은 제어 방법이 서로 반대이므로 사용하기 전에 종류

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7세그먼트 표시장치가 간단하게 숫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8개의 데이터 핀을 사용한다

는 점 때문에 데이터 핀의 수가 제한된 아두이노에서는 실용적이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적은 수의 핀으로 많은 수의 LED를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전용 칩을 사용할 수 있다. 그중 하나

가 7세그먼트 전용으로 사용되는 7448 BCD 디코더이며, 출력 핀 확장을 위해 사용하는 74595 칩 

역시 흔히 사용된다. 

1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가 8개 LED와 다르지 않다면 다음 장에서 살펴볼 4자리 7세그먼트 표

시장치는 좀 더 복잡하다. 4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는 여러 자리의 숫자를 표시할 수 있어 1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보다 많이 사용되지만, 기본 원리는 1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와 같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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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37

그림 37.4와 같이 1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를 연결하자. 아날로그 입력 핀인 A0 핀에 가변

저항을 연결하고 아날로그 입력값 0~1023을 0에서 9까지 10구간으로 나누어 1자리 7세그

먼트 표시장치에 나타내는 스케치를 작성해 보자. 이때 시리얼 모니터로는 7세그먼트 표시

장치에 표시되는 값이 바뀔 때, 즉 아날로그 입력값의 구간이 바뀔 때만 메시지를 출력하

게 한다. 

스케치 37.3은 카운터의 일시 정지 및 재시작을 시리얼 모니터로 제어할 수 있게 하는 예다. 

이를 수정하여 ‘U’ 또는 ‘D’ 명령으로 상향 및 하향 카운터로 동작하게 해보자. 전송하는 명

령은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고 시리얼 모니터에서는 개행문자를 추가하지 않는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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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처음 발표된 아두이노는 마이크로컨트롤러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나 교육 현

장에서는 아두이노 이전과 아두이노 이후로 나누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아두이노가 미친 영향은 

크고, 아두이노라는 단어는 마이크로컨트롤러라는 단어를 대신할 정도의 일반 명사로까지 사용되

고 있다. 이 외에 아두이노가 바꾸어놓은 것들을 모두 이야기하자면 한 권의 책으로도 부족하다. 

아두이노의 어떤 점이 우리를 이렇게 열광하게 만드는 것일까? 발표 초기에 아두이노가 자리를 잡

을 수 있게 해준 이유를 ‘쉽고 빠르게’로 요약할 수 있다면, 아두이노의 열기가 아직도 뜨거운 이

유는 ‘다양하게’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아두이노가 비전공자들을 위한 플랫폼으로 시작되어 

쉽고 빠르게 마이크로컨트롤러 응용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은, 원하는 것들을 직

접 만들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아두이노가 DIY와 메이커 운

동에서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었다. 

아두이노가 비전공자를 위한 플랫폼으로 시작된 만큼 아두이노가 소개된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

한 4차 산업혁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는 충분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없을 것이

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두이노는 쉽고 빠른 플랫폼에서 멈추지 않고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를 거듭해 왔다. 마이크로컨트롤러와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아두이노에서도 가능하겠지’라는 것일 만큼 아두

이노는 최신 기술을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고, 최신의 기술을 소개하는 플랫폼으로 아두

이노를 선택하는 예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아두이노의 영토는 그 한계를 예단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아두이노를 쫓아가며 여러 권의 책을 쓰면서도 못내 아쉬웠던 점은 아두이노의 행보를 찬찬히 살

펴보면서 쓰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쓰기에는 항상 시간과 지면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마침 일 년

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지면의 제약 없이 아두이노와 관련된 이야기를 마음껏 풀어보자고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책, 《아두이노 바이블》이다. 하지만 아두이노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머리말

머리말x



책이 완성된 지금, ‘바이블’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한 콘텐츠인지 자문해 보면 부끄럽기 그지없다. 

시작할 때 충분하리라 생각했던 분량보다 절반 이상을 더 채우고도 자꾸만 미진한 부분이 눈에 

밟힌다. 주어진 시간을 다 쓰고도 이름에 어울리는 책을 쓰지 못한 것은 아두이노를 따라잡기에 

발이 느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첫 페이지를 쓸 때와 마지막 페이지를 쓸 때 이미 아두이노가 변

해 있을 만큼 아두이노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아쉬움이 많지만 여기서 일단락을 지어야

겠다는 결심을 한 이유다. 

아두이노 바이블은 전통적인 AVR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한 아두이노 보드, 그중에서

도 아두이노 우노를 중심으로 한다. 새로운 영역으로 아두이노가 확장되면서 ARM 기반 마이크

로컨트롤러를 사용한 아두이노 보드 역시 여러 종류가 출시되었고, ARM 기반 아두이노 보드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지금에 더 적합할 수 있다. 하지만 아두이노 우노는 여전히 아두이노를 대

표하는 보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ARM 기반 아두이노 보드에도 대부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아두이노 우노를 선택한 이유다. 아두이노 우노로도 많은 것을 스케치할 수 있고 최신의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이유이며, 《아두이노 바이블》을 읽다 보면 실제로 그렇다는 사실

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권의 책을 쓰면서도 답을 얻지 못한 문제 중 하나가 아두이노에 미래가 있을까 하는 것이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그에 맞춰 아두이노 역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아두이노의 태생적 한계

가 한 번쯤은 아두이노의 발목을 잡으리라는 비판 또한 흘려버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두이노가 쉽고 빠른 플랫폼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변화한 것처럼 미래를 위

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등장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누구보다 아두이노에서 아두이노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겠지만, 아두이노의 미래를 위해 더해졌으면 하고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효율적

인’ 문제 해결이다. 교육 현장에서 아두이노는 더할 나위 없지만, 산업 현장에서 아두이노는 아쉬

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디에 내놓아도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두이노가 DIY

와 메이커 운동을 넘어 ‘Arduino Inside’로 나타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며 아두이노의 행보를 

눈여겨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책을 쓰는 동안 말없이 응원해 준 아내와 아빠의 등을 궁금해하던 두 아들, 여러 면에서 당혹스러

운 책을 지지해 주신 제이펍 출판사가 있어 《아두이노 바이블》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음에 고

마움을 전하고 싶다. 아두이노의 속도를 따라잡는다는 것은 욕심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지만, 

《아두이노 바이블》이 작으나마 오래도록 도움이 되는 책으로 아두이노의 미래를 그리는 거친 밑그

림이 되기를 감히 소망한다. 

허경용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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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4  인터넷과 사물인터넷

인터넷은 수많은 컴퓨터가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로, 사물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인

터넷에 접속되는 기기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은 물리적인 연결에서부터 

이를 바탕으로 하는 추상적인 연결까지 다양한 계층의 연결을 통해 동작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함께 흔히 언급되는 이더넷과 와이파이는 인터넷에 물리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이 장에서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아두이노가 사물로 동작하기 위해 이더넷과 와이파

이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65  ESP-01 와이파이 모듈

ESP-01 모듈은 ESP8266 칩을 사용하여 만든 ESP-nn 시리즈 모듈 중 가장 간단한 모듈로, 저렴

한 가격과 간단한 사용 방법으로 아두이노에 와이파이 기능이 필요한 경우 흔히 사용되는 시리얼 

와이파이 모듈이다. 이 장에서는 ESP-01 모듈의 특징과 아두이노에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AT 명

령을 사용하여 ESP-01 모듈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CHAPTER 66  오늘의 날씨 클라이언트: AT 명령

ESP-01 모듈을 UART 시리얼 통신으로 연결하면 AT 명령을 통해 웹 서버에 접속하고 웹 페이지

를 읽어올 수 있다. 하지만 AT 명령을 매번 입력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며, 웹 페이지에는 필요한 

정보 이외에 많은 양식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아두이노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 장에서는 

AT 명령 입력을 자동화하는 스케치와 오픈 API를 사용하여 양식 정보가 없는 JSON 형식의 날씨 

정보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얻어와 출력하는 날씨 정보 클라이언트를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67  온도 데이터 제공 서버: AT 명령

ESP-01 모듈은 AT 명령을 통해 웹 서버로 동작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된 웹 서버에는 최

대 5개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다. ESP-01 모듈을 사용한 클라이언트로 동작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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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노가 양식 데이터가 대부분인 웹 페이지를 처리하기 힘든 것처럼, ESP-01 모듈을 사용한 아

두이노 웹 서버 역시 컴퓨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려한 페이지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접속하는 

클라이언트에 센서 데이터와 같이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충분하다. 이 장에서는 AT 명령

을 통해 웹 서버를 구현하고 온도 정보를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68  웹 클라이언트와 서버: WiFiEsp 라이브러리

ESP-01 모듈에 사용된 ESP8266 마이크로컨트롤러에는 TCP/IP 스택이 구현되어 있어 AT 명령을 

통해 TCP/IP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TCP/IP를 바탕으로 구

현된 HTTP를 이용하여 웹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구현하는 것이 그 예다. 하지만 AT 명령은 직관

성이 떨어져 사용이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다. 이 장에서는 AT 명령을 바탕으로 웹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WiFiEsp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오늘의 날씨 정보를 얻어오는 클라

이언트와 온도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를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69  원격 제어

웹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 중 하나로, 웹 페이지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해 흔히 사용된다. 웹 서비스에서 웹 서버의 역할은 클라이언트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지만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넘어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서버가 그에 따른 동작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서버에 연결된 주변장치를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제어하는 원격 제어가 한 예

다. 이 장에서는 웹 페이지를 통해 원격지의 기기를 제어하는 방법을 LED를 제어하는 예를 통해 

알아본다.

CHAPTER 70  인터넷 시간 사용하기

아두이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정확한 시간은 인터넷을 통

해 얻는 시간이다. 인터넷에서는 NTPNetwork Time Protocol를 통해 연결된 기기의 시간 동기화를 수

행하고 있으며,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면 간단하게 NTP 서버에서 시간 정보를 얻어와 아두이노

의 시간을 인터넷 시간과 동기화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NTP 서버에서 시간을 얻어오는 여러 방

법을 살펴본다.

CHAPTER 71  미니 프로젝트: 스트림 데이터 검색기

인터넷을 통해 서버로부터 받은 데이터는 와이파이 모듈을 거쳐 아두이노로 전달되고, 아두이노

는 수신된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사용한다. 이때 서버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는 많지만, 

실제 필요한 정보는 그중 일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날씨 정보 클라이언트의 경우 서버에서 수신

된 데이터를 모두 저장한 후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을 사용하므로 SRAM이 허용하는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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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데이터만 서버에서 수신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 장에서는 SRAM 크기보다 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신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을 살펴본다. 이를 위

해 이 장에서는 원형 버퍼를 사용하여 스트림 데이터에서 원하는 형식에 맞는 문자열이 수신되고 

있는지 판단하고, 필요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메모리에서 수신된 데이터를 제거함으로써 적은 

SRAM만으로 큰 크기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한다. 이 방법을 날씨 서버에서 수신하는 데이터 

스트림에서 필요한 필드값을 찾아내는 데 사용했다.

CHAPTER 72  아두이노 메가2560

아두이노 메가2560은 8비트 AVR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의 하나인 ATmega2560을 사용하여 

만든 아두이노 보드다. 아두이노 메가2560은 아두이노 우노보다 8배 많은 플래시 메모리와 3.5

배 많은 입출력 핀을 갖고 있으므로, 아두이노 우노와 비교했을 때 많은 입출력 장치를 연결하여 

복잡한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가 있다. 또한 아두이노 우노와 핀 호환성이 있으므로 아두이노 우

노를 사용한 시스템에서 아두이노 메가2560을 사용한 시스템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이 장에

서는 아두이노 메가2560과 아두이노 메가2560에 사용된 ATmega2560 마이크로컨트롤러에 대해 

알아본다.

CHAPTER 73  아두이노 레오나르도

아두이노 레오나르도는 8비트 AVR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의 하나인 ATmega32u4를 사용하여 

만든 아두이노 보드다. 아두이노 우노와 아두이노 메가2560 역시 같은 시리즈의 마이크로컨트롤

러를 사용하지만, ATmega32u4 마이크로컨트롤러는 USB 연결을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지원한

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아두이노 레오나르도는 USB-UART 변환을 위해 별도의 마이크로컨

트롤러를 사용하지 않으며, 마우스나 키보드 등의 USB 장치를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다. 이 장에

서는 아두이노 레오나르도의 특징과 아두이노 레오나르도를 사용하여 키보드나 마우스를 구현하

는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74  아두이노 나노와 아두이노 나노 에브리

아두이노 나노는 아두이노 우노와 같은 ATmega328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한 소형 아두이노 

보드로, 아두이노 우노와 같은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지만 SMD 타입의 칩을 사용하므로 

아두이노 우노보다 2개의 아날로그 입력 핀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새로운 

아두이노 나노 시리즈의 하나인 아두이노 나노 에브리는 아두이노 나노와 핀 단위로 호환되면서 

아두이노 나노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므로 활용 가능성이 더 넓어졌다. 이 장에서는 아두이노 

나노와 아두이노 나노 에브리의 특징과 사용 방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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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5  DIY 아두이노

아두이노는 오픈 소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인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무료로 내

려받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인 아두이노 보드 설계 역시 공개되어 있어 아두이

노 호환 보드를 쉽게 만들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스케치 업로드 등의 부가 기능을 제외하고 아

두이노 우노로 동작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들로 이루어진 아두이노 우노 호환 보드 

DEUino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고 DEUino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76  ATmega128

ATmega128은 AVR의 메가 시리즈에 속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로, 아두이노에 사용된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AVR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 중 하나다. ATmega128은 

아두이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아니지만, 아두이노의 전신인 와이어링

에서 사용한 마이크로컨트롤러로 간단한 제어 장치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입출력 핀을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 현장에서 아두이노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마이크로컨트롤러라는 점에

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이 장에서는 ATmega128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아두이노 환경에서 사

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77  ATtiny85

ATtiny85는 AVR 타이니 시리즈에 속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로, 8개의 핀을 갖고 있는 초소형 

마이크로컨트롤러다. 하지만 ATtiny85 마이크로컨트롤러도 핀 수가 적어 사용할 수 있는 입출

력 핀이 적을 뿐 기능과 성능 면에서 ATmega328과 거의 같으므로 많은 입출력 핀이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ATmega328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아두이노 환경에서 

USB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보드로, 킥스타터의 펀딩에 성공한 Digispark가 

ATtiny85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한 보드의 한 예다. 이 장에서는 ATtiny85 마이크로컨트롤러

와 Digispark 보드를 아두이노 환경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78  ESP8266과 NodeMCU

ESP8266은 와이파이 통신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마이크로컨트롤러로 저렴한 가격과 높은 성능

으로 메이커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아두이노 공식 보드의 하나인 아두이노 우노 와이파이에

서 ESP8266을 사용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책에서도 ESP8266을 사용한 ESP-01 모듈

을 와이파이 통신 모듈로 사용했지만, ESP-01 모듈은 범용 입출력 핀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핀이 

하나뿐이어서 시스템 구현에 사용하기는 어렵다. 이 장에서는 ESP-01 모듈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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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12 모듈을 사용하여 아두이노 보드 없이 단독으로 시스템 구현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NodeMCU 보드를 아두이노 환경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APPENDIX A  아두이노 기본 함수

아두이노는 마이크로컨트롤러 제어를 위한 기본 동작을 추상화한 함수를 통해 서로 다른 마이크

로컨트롤러를 사용한 아두이노 보드를 공통의 함수로 제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아두이

노 보드 사이에 스케치 호환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이 아두이노의 장점 중 하나다. 이 

장에서는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기본 함수의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함수 설명은 AVR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는 아두이노 보드를 기준으로 하지만, 다른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

한 아두이노 보드에서도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APPENDIX B  아두이노 기본 클래스

아두이노에서는 마이크로컨트롤러의 기본 기능을 추상화한 함수와 함께 마이크로컨트롤러의 고

급 기능과 다양한 주변장치를 쉽고 간단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클래스로 구현된 라이브러리를 제

공한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아두이노의 장점은 아두이노의 기본 함수와 확장 가능한 라

이브러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별도로 헤더 파일을 포함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2개의 기본 클래스인, UART 시리얼 통신을 위한 Serial 클래스와 문자열을 위한 String 

클래스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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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우노 × 1
CH� 65~71� 75

USB-UART 변환 장치 × 1 
➞ USB2SERIAL
CH� 72~75� 77� 78

ISP 방식 프로그래머 × 1 
➞ USBISP
CH� 75~77

220Ω 저항 × 2
CH� 69� 75~78

1㏀ 저항 × 1
CH� 73

1.5㏀ 저항 × 1
CH� 65� 66~71

3.3㏀ 저항 × 1
CH� 65� 66~71

4.7㏀ 저항 × 2
CH� 77

10㏀ 저항 × 1
CH� 75� 76

가변저항 × 1
CH� 74� 76

22pF 세라믹
커패시터 × 2
CH� 75

0.1μF 세라믹
커패시터 × 3
CH� 75

47μF 전해 
커패시터 × 2
CH� 75

장별 
부품 목록

장별 부품 목록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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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 2
CH� 69� 75~78

LM35 온도 센서 × 1
CH� 67� 68

푸시 버튼 × 4
CH� 73� 75� 77

스위치 × 1
CH� 73� 75

ESP-01 모듈 × 1
CH� 65~71

아두이노 메가2560 × 1
CH� 72

아두이노 레오나르도 × 1
CH� 73

아두이노 나노 × 1
CH� 74

아두이노 나노 에브리 × 1
CH� 74

ATmega328P 칩 × 1 
➞ 28핀
CH� 61

IC 소켓 × 1  
➞ 28핀, ATmega328P용

CH� 75
만능기판 × 1
CH� 75

피메일 핀 헤더 × 1 ➞ 40핀 이상
CH� 75

16MHz 크리스털 × 1
CH� 75

6핀 커넥터 × 2
CH� 75

배럴 잭 × 1
CH� 75

7805 칩 × 1
CH�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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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LCD I2C 변환 보드 × 1
CH� 74

NodeMCU × 1 
➞ 버전 3
CH� 78

OLED 디스플레이 × 1 
➞ SPI 방식 0.96인치

CH� 78

1N4001 다이오드 × 1
CH� 75

ATmega128 보드 × 1 ➞ 128USB
CH� 76

DHT11 온습도 센서 × 1
CH� 76

Digispark × 1
CH� 77

16×2 텍스트 LCD × 1
CH� 77� 78

ATtiny85 칩 × 1 ➞ 8핀
CH�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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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동의대학교)

어렵다고만 느꼈던 아두이노가 이제는 재밌어졌습니다!

김혜준(동의대학교)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두이노를 많이 다뤄보고 관련 서적을 많이 보았지만, 이 책만

큼 많은 내용을 정리한 책은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두이노를 처음 배우는 사람부터 아

두이노를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

다. 2권에 이어 이번 4권도 베타리딩을 했는데, 두 번의 베타리딩을 하면서 저도 아두이노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박준영(동의대학교)

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서 각자의 상황에 맞춰 따라 하기에 수월

했던 점이 마음에 들었고, 본 도서에는 아두이노 플랫폼에서 지원하지 않는 마이크로컨트롤러 소

개도 포함되어 있기에 프로젝트 진행 시 고려할 수 있는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현한(동의대학교)

자칫 초보자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는 지식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되어 있어 좋았고, 아두이노의 

기본적인 보드뿐만 아니라 NodeMCU처럼 시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설명도 잘 되

어 있어 좋았습니다.

신영재(동의대학교)

아두이노의 다양한 보드를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맞게 선택하고, 모듈의 사용으로 아두이노의 한

계를 무너뜨리는 데 이 책 《아두이노 바이블》은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만, 내용이 전

체적으로 많다 보니 중복되는 내용도 일부 있었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베타리더 후기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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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4권에는 아두이노 주류 보드가 아닌 보드들까지 새로운 보드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2 
정도는 보드가 있어서 직접 확인해 보았지만, 나머지는 보드가 없어서 제대로 실습해 보지 못해

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이 사용하는 ESP8266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좋았습니다. 욕심

을 부리자면, ESP32에 대한 소개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장대혁(헤르스)

아두이노의 이론과 실습, 그리고 각 보드별로 체계적인 정리를 할 수 있어서 무척 좋았습니다. ‘바

이블’라는 이름이 잘 맞는 책입니다. 내용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정리(표와 그림 등), 그리고 가

독성 좋은 편집까지 완벽했습니다. 아두이노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정리를 

원한다면 꼭 보길 권하고 싶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xxi





인터넷은 수많은 컴퓨터가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로� 사물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인터

넷에 접속되는 기기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은 물리적인 연결에서부터 이를 
바탕으로 하는 추상적인 연결까지 다양한 계층의 연결을 통해 동작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함께 흔
히 언급되는 이더넷과 와이파이는 인터넷에 물리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이 장에서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아두이노가 사물로 동작하기 위해 이더넷과 와이파이를 사용하

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인터넷과 
사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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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보급과 더불어 현대인의 생활은 인터넷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뉴스를 읽고 온라인 쇼핑을 즐기며 이메일을 주고받는 일상적인 일들에서부터, 연구 

목적으로 원격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읽어오는 일까지 인터넷은 현대인의 행동 양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인터넷에서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는 대부분이 모르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내용을 이해할 필요는 없으며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서

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서는 인터넷의 동작 방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에는 유

선 연결인 이더넷Ethernet과 무선 연결인 와이파이WiFi가 있다. 여기서 이더넷과 와이파이는 인터넷

에 연결하기 위한 물리적인 통로에 해당하며 전기적인 신호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반면, 우리가 흔히 인터넷과 관련하여 듣게 되는 TCP, IP, HTTP 등은 이더넷이나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목적지로 오류 없이 전송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책에서는 아두이노를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해 와이파이를 

주로 사용한다. 

이더넷은 데스크톱 컴퓨터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경우 흔히 사용된다. 유선 연결인 이더넷은 무선 

연결인 와이파이와 비교했을 때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고, 전송 지연이 적으며, 연결의 안정성

이 높다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하지만 휴대용 장치가 이더넷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케이

블 연결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가장 큰 것처럼, 아두이노 역시 자유롭게 설치 위치를 선택할 수 있

고 위치 이동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는 대부분 와이파이를 사용한다. 또한 

아두이노를 위한 저렴한 와이파이 통신 모듈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도 이더넷보다는 와이파이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다. 아두이노의 공식 쉴드로 이더넷 쉴드와 와이파이 쉴드가 판매되었지

만, 지금은 쉴드 형태로는 판매되지 않고 이더넷이나 와이파이 통신을 담당하는 전용 칩을 내장

한 아두이노 보드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a) 아두이노 우노 와이파이 (b) 아두이노 이더넷

그림 64.1  이더넷 및 와이파이 기능을 내장한 아두이노 보드  출처  https://store.arduino.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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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아두이노를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해 ESP8266 칩을 사용한 ESP-01 모듈을 사용한다. 

ESP8266 칩은 2014년 출시되어 낮은 가격을 경쟁력으로 와이파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

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아두이노에서 와이파이 통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듈 중 가장 싼 모

듈이면서 성능 역시 나쁘지 않아 흔히 사용된다. 다만 ESP8266 칩은 3.3V를 사용하므로 신호 레

벨 변환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불편함은 있다. 

그림 64.2  ESP-01 와이파이 모듈

64.164.1
인터넷 계층 구조

HTTP

TCP

IP

와이파이, 이더넷

•	응용 서비스 제공

•	연결된 기기 사이의 오류 없는 데이터 전송 보장

•	IP 주소를 사용한 목적지로의 패킷 데이터 전송

•	MAC 주소를 사용한 물리적인 연결

그림 64.3  인터넷 연결의 계층 구조

그림 64.3은 인터넷을 통한 연결에서의 계층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인터넷 연결을 위해 필요한 기

술은 크게 하드웨어 관련 기술과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로 나눌 수 있다. 하드웨어 관련 기술은 컴

퓨터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기들을 인터넷에 물리적으로 연결하고 이를 통해 전기적인 신호를 이용

하여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이 포함된다. 유선으로 인터넷과 연결하는 이더넷과 무선으로 인터넷

과 연결하는 와이파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에는 인터넷의 기본이 되는 

프로토콜인 TCP/IP와 웹 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HTTP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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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P/IP는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 사이에 오류 없이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TCPTransfer 

Control Protocol와 IPInternet Protocol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TCP/IP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 TCP/IP가 

이더넷이나 와이파이를 바탕으로 동작한다는 점이다. TCP/IP는 논리적인 데이터 전송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실제 통신은 물리적인 신호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며 물리적인 신호 전달을 담당하는 것이 

이더넷과 와이파이다. 즉, 실제 통신을 수행하는 기기 사이에는 이더넷이나 와이파이 연결만이 존재하며 

TCP/IP에서 전달하는 데이터는 물리적인 데이터로 변환된 후 이더넷이나 와이파이를 통해 전달된다� 흔히 

‘TCP/IP 연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TCP/IP 연결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연결로 이더넷

이나 와이파이를 통해 연결된다.

TCP/IP가 오류 없는 데이터 전달을 책임진다면 인터넷에서 웹 페이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HTTPHyper Text Transfer Protocol는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디지

털 기기에서의 데이터는 0과 1로만 구성되지만, 구성 방식에 따라 단순한 텍스트 형식의 문서에서

부터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 이

처럼 데이터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로토콜 중 하나

가 HTTP다. HTTP 역시 TCP/IP를 바탕으로 동작한다. 인터넷을 통해 오늘 날씨를 검색하는 경

우를 생각해 보자. 날씨 정보 서버에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 태그로 구성되는 날씨 정보 검

색 명령을 전달하면 역시 HTML 태그로 구성되는 오늘의 날씨 정보가 웹 브라우저로 전달되고 

전달된 정보는 웹 브라우저에 나타난다. 날씨 정보 서버와 브라우저 사이에 ‘HTTP 연결’이 존재

한다면 오늘의 날씨 정보를 검색하는 것은 웹 브라우저와 날씨 정보 서버 사이의 텍스트 기반 대

화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TCP/IP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HTTP 연결 역시 가상의 연결이

다. HTTP를 사용하여 웹 브라우저에서 오늘 날씨를 검색하면 TCP/IP를 통해 날씨 정보 제공 서

버로 전달된다. 물론 실제 데이터 전달은 이더넷이나 와이파이를 통한 물리적인 연결을 통해 전기

적인 신호로 이루어진다. 서버에서 웹 브라우저로의 결과 전송 역시 마찬가지다. 

웹 브라우저를 통한 검색 과정이 실제로는 물리적인 전압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이는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실제 검색 과정을 HTTP에서 정한 약속을 

바탕으로 날씨 정보 서버에 날씨 정보 검색을 요청하고 검색 결과를 받아오는 ‘HTTP 연결’을 가

정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림 64.3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계층의 역할은 분리되어 있고 상위 계층은 하위 계층의 결과를 바

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하위 계층에서 주어진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할 때만 상위 계층 역시 주어

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 연결을 계층적으로 구성하면 실제 물리적인 연결까지 

고려하지 않고 상위 계층에서의 가상 연결만 고려하면 되고, 이웃한 계층 사이의 데이터 전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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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만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각 계층의 구현 방식을 손쉽게 수정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HTTP

TCP

IP

와이파이, 이더넷

HTTP

TCP

IP

와이파이, 이더넷

가상의 HTTP 연결

실제 연결날씨 정보 서버의 날씨 정보 송신 브라우저의 날씨 정보 수신

그림 64.4  가상의 연결과 실제 연결

64.264.2
하드웨어를 통한 연결: 이더넷, 와이파이

네트워크란 2개 이상의 기기들이 유무선으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받는 상태를 말한다� 네트워크는 

얼마나 많은 기기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네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다. 인터넷 보급에 따라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네트워크는 근거리 

네트워크인 LANLocal Area Network으로, 네트워크라는 단어는 LAN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LAN은 건물 내� 학교 캠퍼스 등과 같이 한정된 지역 내에 구성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한정된 지역 내

에 구성된 네트워크들을 서로 연결하여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네트워크들로 구성되는 좀 더 큰 

규모의 네트워크를 광역 네트워크WAN: Wide Area Network라고 한다. WAN을 더욱 확장하면 인터넷이 

된다. LAN을 구성하는 기기들은 유선으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다양한 휴대용 장치들

이 등장함에 따라 무선 연결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무선 연결을 통해 구성된 근거리 네

트워크를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이라고 하며 흔히 무선 LAN이라고도 한다.

인터넷은 LAN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LAN은 기기들이 연결되어 데이터를 교환하는 상태

를 나타내는 추상적인 단어다.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물리적인 연결 및 전

기적인 특성 등을 포함하는 하드웨어에서부터, 데이터의 전달 방법과 응용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약속protocol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이 중 저수준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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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웨어 연결을 담당하는 기술의 하나가 이더넷Ethernet으로 LAN 구성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

다. 이더넷은 1980년 처음 소개되어 1983년 IEEE 802.3으로 표준화되었다. 이더넷이 유선 연결을 

위한 기술이라면 와이파이는 무선 LAN 구성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로 IEEE 802.11로 

표준화되어 있다.

이더넷이나 와이파이로 연결된 기기들은 48비트의 MACMedia Access Control 주소로 유일하게 구별된다� 

MAC 주소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 불리는 물리적인 장치� 즉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통로에 할당되는 주

소로, 이더넷과 와이파이를 포함하여 IEEE 802 표준을 따르는 기술 대부분은 MAC 주소를 사용

하고 있다. MAC 주소는 바이트 단위로 구분된 16진값을 대시(-)나 콜론(:)으로 구분하여 표시하

며 제조사와 제품 정보로 구성된다. MAC 주소는 하드웨어 주소hardware address, 물리 주소physical 

address 등으로도 부른다.

E8-09-3A-56-95-5E

E8:09:3A:56:95:5E

제조사 정보

제품 시리얼 번호

그림 64.5  MAC 주소

IEEE 802

IEEE 802는 근거리 네트워크(LAN)와 도시권 네트워크(MAN: Metropolitan Area Network)에 관한 표준들로 

구성되며, 프레임(frame) 단위의 가변 길이 데이터 전송 방식을 다룬다. MAN은 일반적으로 LAN과 WAN의 

중간 정도 크기인 네트워크를 말한다. 

IEEE 802에는 유선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IEEE 802.3과 무선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IEEE 802.11뿐만 아

니라, 개인용 근거리 무선 통신(PAN: Personal Area Network)을 위한 블루투스(IEEE 802.15.1)와 지그비(IEEE 

802.15.4) 등도 포함되어 있다. IEEE 802에서 정의된 내용은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전달에 필요한 물리적

인 특성과 물리적인 신호를 통한 데이터 전달 방법을 다룬다. 

IEEE 802.3에서는 주로 근거리 네트워크에서의 신호 전달 방법이 다루어지지만, 데이터 전달 방법 이외에

도 다수의 기기를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한 허브(hub), 브리지(bridge), 스위치(switch), 라우터

(router)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대의 컴퓨터를 랜 케이블로 연결하면 2대의 컴퓨터로 네트워크

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3개 이상의 컴퓨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 

허브는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사용되는 가장 간단한 장치로, 여러 개의 기기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된다. 허
브의 경우 하나의 기기에서 데이터가 허브로 전달되면 허브에 연결된 다른 모든 기기로 데이터를 재전송하므

로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한 번에 한 쌍의 기기만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등의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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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 역시 허브와 비슷하게 전달된 모든 데이터를 재전송하는 역할을 하지만, 기기 사이의 전송이 아니

라 네트워크 내에서 기기들의 모임인 세그먼트(segment)를 연결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반면, 라우터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된다. 라우터는 단순히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 

이외에도 목적지로 설정된 기기가 존재하는 네트워크로만 데이터를 전달하는 라우팅routing 기능을 수행한

다. 스위치 역시 네트워크 내에서 기기들의 연결을 위해 사용되지만, 모든 기기로 데이터를 재전송하는 허

브와 달리 정해진 목적지로만 데이터를 전송하는 라우터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공유기는 위의 장치들과는 역할이 조금 다르다. 공유기는 말 그대로 공유기에 할

당된 하나의 IP 주소를 여러 개의 기기가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인터넷에서는 사용할 수 없

는 사설 IP 주소를 사용하여 IP 주소를 공유하는 기기들을 구별한다. 

인터넷
라우터

스위치

허브

공유기

허브
액세스 
포인트

스위치

그림 64.6  네트워크의 구성

IEEE 802.3이 유선 네트워크에 관한 기술을 다룬다면 IEEE 802.11은 무선 네트워크에 관한 기술을 다룬

다. 무선 연결의 경우도 유선 연결과 기본적으로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차이점 중 

하나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WAP: Wireless Access Point, 또는 간단히 AP)의 사용이다. 무선기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무선기기와 네트워크 사이의 접점 역할을 하는 장치가 필요하며, WAP는 유선으로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무선기기와 유선 네트워크 사이의 접점 역할을 한다. WAP는 스위치나 라우터 등에 연결하여 사

용한다.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공유기의 경우 여러 개의 유선 연결이 하나의 IP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 이외에, 대부분 WAP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즉, 무선기기가 WAP에 연결되면 사설 IP를 할당받아 유

선기기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64.2 하드웨어를 통한 연결: 이더넷, 와이파이 7



64.364.3
데이터 전송을 위한 연결: TCP/IP

이더넷이나 와이파이를 통한 통신이 전기적인 신호를 사용하여 기기 사이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 TCP/IP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특정 기기 사이에 이진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다� TCP/IP는 글자 그대로 TCP와 IP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IP는 TCP보다 하위 계

층에 해당한다.

IPInternet Protocol의 주요 기능은 전송되는 데이터를 패킷으로 만들어 네트워크에 연결된 특정 기기로 전송

하는 것이다� 네트워크에는 많은 수의 기기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 중 특정 기기로만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기기를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 주소라고 불

리는 IP 주소를 사용한다� IP 주소는 v4의 경우 32비트를, v6의 경우 128비트를 사용하며 아두이노

에서는 v4가 흔히 사용된다.

이미 앞에서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유일하게 정해지는 MAC 주소가 사용되고 있음을 살펴

봤다. MAC 주소가 발신지와 수신지를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IP 주소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MAC 주소가 장비 제조사에서 정하는 하드웨어의 고유 번호에 해당한다면, IP 

주소는 지역별로 할당되어 데이터 전달 경로routing path를 결정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소프트

웨어 주소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MAC 주소는 한 번 정해지면 바꾸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

만, IP 주소는 기기의 설치 위치에 따라 바꾸어야 한다. MAC 주소가 주민등록번호라면 IP 주소

는 현재 거주지의 주소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편지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자. 우편물이 정확하게 배달될 수는 있겠지만 수신인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거주지 

주소를 기준으로 편지를 보내는 경우는 어떨까? 거주지 주소는 지역별로 할당되어 있고 큰 지역

은 다시 작은 지역으로 반복적으로 나누어지므로 쉽게 우편물을 보낼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 그

렇다면 MAC 주소는 어디에 사용되는 것일까?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 통신은 이더넷이

나 와이파이를 통해, 즉 MAC 주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IP 주소는 IP 계층에서만 의미 있는 주소

다. IP 계층에서 거주지로 우편물을 보내지만, 실제 전달은 이더넷 계층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준

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통신을 위해서는 IP 주소와 MAC 주소 사이의 변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주소 결정 프로토콜ARP: Address Resolution Protoco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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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주소는 인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MAC 주소는 기기 생산 시에 결정되는 주

소이므로 이를 통해 제조 회사와 기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다. 스마

트폰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경우, 이동통신사는 스마트폰의 MAC 주소를 바

탕으로 자사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인지 아닌지를 알아내고 접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IP가 패킷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과정을 담당한다면 TCP는 데이터가 목적지로 오

류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책임진다� TCP는 두 기기 사이의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고 수신된 데이터

에 대한 수신확인acknowledgement을 통해 데이터가 수신되었음을 알려줌으로써 데이터 전달이 정

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준다. TCP는 IP보다 상위의 프로토콜이므로 IP를 바탕으로 동작한다. 즉, 

IP 계층에서 패킷 단위로 전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여러 개의 패킷

으로 전달된 데이터가 순서에 맞게 전달되었는지를 보장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64.464.4
인터넷을 위한 새로운 주소 체계: IPv6

인터넷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기기나 운영체제와는 무관하게 동작할 수 있는 개방적인 프로토콜인 IP 때문이라는 데 대

부분 동의하고 있다. IPv4Internet Protocol version 4는 1981년 만들어진 프로토콜로 설계 당시 32비트 주

소를 8비트 단위의 4개 숫자로 지정하도록 만들어졌다. 32비트 주소는 약 232 ≈ 4.3 × 109 = 43억 

개의 주소를 생성할 수 있어 충분히 많은 수의 기기들에 주소를 할당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

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기의 수는 빠른 속

도로 증가했고, 인터넷 IP 주소를 관리하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는 2011년 2월 IPv4 주소에 새롭게 할당할 수 있는 주소가 남지 않았음을 공식적으

로 발표했다. 이러한 주소 부족 현상은 사물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의 수가 증

가함에 따라 한층 더 심해지고 있다. 가트너Gartner는 2020년이면 약 260억 개의 사물이 상호 연결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ABI 리서치Research는 그 수가 약 300억 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

는 등 개수의 차이는 있지만 연결되는 기기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데는 의견

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IPv4로는 사물인터넷을 감당할 수 없으며 IPv6가 유일한 

해결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IPv6는 기존 IPv4를 대체해 나가고 있는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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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6가 IPv4와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물인터넷을 위한 해결 방안으로 거론되는 이유

는 128비트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IPv6의 128비트 주소는 8개의 16비트 그룹으로 나뉘며 각 

그룹은 4자리의 16진수로 표현되고 그룹은 콜론(:)으로 구별하여 표시한다. 

표 64.1  IP 주소 표시 방식

프로토콜 표시 예 주소 분리 비트

IPv4 192.168.100.123 도트(.) 32

IPv6 2001:0db8:85a3:08d3:1319:8a2e:0370:7334 콜론(:) 128

128비트 주소는 2128 ≈ 3.4 × 1038개의 주소를 표현할 수 있다. 1038이 얼마나 큰 수인지 짐작할 수 

있는가?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는 약 1022개라고 한다. 우주에 있는 모든 별에 주소를 할당하고도 

남는 주소를 IPv6는 만들어낼 수 있다. 1022개 역시 짐작하기 어려운 수이지만, 지구상의 모래알 수

가 대략 1022개 정도 된다고 한다. 세계 인구는 약 70억(7 × 109)에 이른다. IPv6로 만들어낼 수 있는 

주소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모래알만큼 많은 주소를 사용해도 남을 만큼의 개수에 해당한다. 당

분간은 인터넷 주소가 부족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물론 IPv4로 충분하리라 예상했던 

주소의 개수가 30년 만에 고갈된 것처럼 IPv6 역시 30년 후에는 바닥이 날지도 모를 일이긴 하다. 

IPv4 주소가 고갈되었다는 공식 발표 이후 세계적으로 IPv6 주소를 사용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

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주소를 사용하려면 네트워크, 서비스, 기기 등이 모두 IPv6를 지원해야 하

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또한 IPv4 체계에서도 동적 IP 할당이나 사용하지 않는 주소의 

재할당 등을 통해 당분간 사용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IPv6로의 전환이 필요하

다는 점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IPv6로의 전환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IPv6로 완전히 전

환되는 시점은 2030년경으로 예상되며, 그때까지는 IPv4와 IPv6가 공존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64.564.5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결: HTTP

인터넷은 TCP/IP를 기반으로 동작하고 있으며, TCP/IP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IP 주소로 데

이터를 보냈을 때 데이터가 정확하게 수신되었음을 보장한다. 상대방이 인터넷에 물리적으로 연결

되어 있지 않다면 데이터 수신은 불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데이터가 수신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TCP/IP를 바탕으로 더 상위 계층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토콜이 존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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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대표적인 프로토콜 중 하나인 HTTP가 여기에 속한다. TCP/IP가 정해진 주소로 데이터가 

오류 없이 전달되는 것을 보장한다면� HTTP는 전달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하이퍼텍스트로 표현되는 정보 

전달� 즉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TCP/IP를 기반으로 서비스 제

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표 64.2  서비스 계층의 프로토콜

프로토콜 설명 비고

HTTP Hyper Text Transfer Protocol 웹 페이지 표시

FTP File Transfer Protocol 파일 전송

Telnet Terminal over Network 원격 로그인

SMTP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메일 전송

프레임, 패킷, 세그먼트, 메시지

이더넷은 프레임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반면, IP는 패킷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 각 계층에서는 각 계층이 제공하는 기능을 위해 데이터에 헤더(header)라고 불리는 부가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전달하게 되며, 데이터에 이더넷 헤더를 추가하여 만든 것이 프레임이다. IP는 이더넷을 통해 데

이터를 전달한다는 것은 이미 설명했다. 즉, IP의 패킷은 이더넷의 프레임으로 다시 만들어져서 데이터 전

송이 이루어지며, 따라서 실제 전달되는 데이터에는 IP의 패킷 헤더와 이더넷의 프레임 헤더가 추가된 형

태가 된다. 이는 TCP와 HTTP에서도 마찬가지다. TCP에서의 데이터 단위는 세그먼트라고 한다. HTTP 데
이터를 전달하고자 한다면 먼저 TCP에서 헤더가 추가된 세그먼트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IP 헤더를 추가한 

패킷이 만들어지며, 마지막으로 이더넷 헤더가 추가된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이후 실제 전송이 이루어진다. 
실제 데이터 전송에서는 비트 단위의 전기 신호를 통해 데이터가 전송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HTTP 데이터 메시지

IP 데이터 패킷TCP 헤더IP 헤더

TCP 데이터 세그먼트TCP 헤더

이더넷 데이터 프레임TCP 헤더IP 헤더이더넷 헤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01010100010101010101 ............ 비트 스트림

그림 64.7  데이터 전송 단위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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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64.6
인터넷 연결을 위한 설정

컴퓨터에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하면 컴퓨터는 인터넷에 물리적으로 연결된 상태가 된다. 하지만 

물리적인 연결만으로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없으며 데이터 교환을 위해 IP 주소를 설정해야 한

다. 인터넷은 LAN의 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IP 주소는 지역적으로 구분된 네트워크로 데이

터 전달을 위해 구성된 소프트웨어 주소에 해당한다. IPv4에서 사용되는 4바이트의 주소는 두 부분

으로 나뉘며� 앞부분은 네트워크 주소를 나타내고 뒷부분은 네트워크 내의 기기 주소를 나타낸다�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는 모두 같은 네트워크 주소를 갖는다. 따라서 데이터의 전달은 먼저 네트

워크로 전달된 후 네트워크 내의 기기로 전달되는 순서를 따른다. 

네트워크 주소는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는 기기의 개수에 따라 A, B, C 클래스의 세 가지가 있

고, 특수 목적용으로 D, E 클래스가 있다. A, B, C 클래스에서 네트워크 주소는 1에서 3바이트 

크기를 가지며, 따라서 기기 주소는 3에서 1바이트 크기를 갖는다. 표 64.3에서 알 수 있듯이 클

래스 A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는 3바이트의 주소로 구분되므로 클래스 A 네트워크에는 다른 

클래스의 네트워크보다 많은 기기가 연결될 수 있다. 

표 64.3  IP 주소 구성(ooo: 네트워크 주소, xxx: 기기 주소)

클래스 구성 비고

A ooo.xxx.xxx.xxx 가장 큰 규모의 네트워크에 할당. 최대 224 = 16,777,216개 기기 연결 가능

B ooo.ooo.xxx.xxx 최대 216 = 65,536개 기기 연결 가능

C ooo.ooo.ooo.xxx 가장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에 할당. 최대 28 = 256개 기기 연결 가능

D 224.0.0.0~239.255.255.255

E 240.0.0.0~254.255.255.254

특정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의 주소를 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고정static IP는 기기에 설

정된 IP 주소를 그 기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반면, 유동dynamic IP는 기기들이 IP 주

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기가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 사용할 수 있는 IP 주소 중 하나를 할당

받아 사용하게 된다. 유동 I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가능한 IP 주소를 관리하고 IP 주소를 

기기에 할당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가 이를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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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주소 중에는 사설private IP라고 불리는 특별한 주소가 존재한다. IP 주소는 인터넷에 접속된 기

기를 유일하게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값이므로 같은 IP 주소가 2개 이상의 기기에서 동시에 사

용될 수 없다. 따라서 IP 주소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사설 IP는 공식적으로 IP 주소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수 있

는 주소로 ‘192.168.xxx.xxx’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사설 IP와 달리 공식적으로 사용 허가를 받

아 사용하는 주소는 공인public IP라고 한다. 사설 IP는 공인 IP와 달리 폐쇄형이다. 즉, 사설 IP는 

네트워크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설 IP를 사용한 인터넷으로의 연결은 불가능하다. 사설 

IP를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IPv4의 주소 고갈 문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사설 IP를 

사용하면 여러 기기가 하나의 공인 IP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정에서 공유기를 설치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를 공유기에 연결하면 각 컴퓨터에는 사설 IP인 192.168.xxx.xxx가 할당되고, 모

든 컴퓨터는 공유기에 할당된 하나의 공인 IP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사설 IP를 사

용하는 다른 이유는 보안이다. 사설 IP를 사용하는 컴퓨터가 공유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설 IP가 인터넷에서는 의미 없는 주소이므로 외부 네트워크에서 사설 IP를 

사용하는 기기로의 접속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설 IP를 사용하는 기기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나 해킹 등에 공인 IP보다 안전하다.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기기의 IP 주소 설정 이외에도 몇 가지 설정이 더 필요하다. 먼저 

‘Windows + R’ 키를 눌러 실행 창에 ‘control’을 입력하여 제어판을 실행한다. ‘제어판 → 네트워크 및 

인터넷 →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를 선택하자. 

그림 64.8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

오른쪽 위의 인터넷과 연결된 활성 네트워크를 클릭하여 연결 상태 다이얼로그를 실행한 후 ‘속성’ 

버튼을 눌러 연결 속성을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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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9  연결 속성 다이얼로그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TCP/IPv4)’를 선택하고 ‘속성’ 버튼을 누르면 IPv4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4.10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TCP/IPv4) 속성 - 자동 설정

그림 64.10의 경우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즉 DHCP를 통해 IP 주소가 자

동으로 결정되므로 아무런 설정이 필요하지 않다. ‘다음 IP 주소 사용’ 항목을 선택하면 5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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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입력하도록 입력 필드가 활성화된다. 입력할 수 있는 주소는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기본 설정 DNS 서버, 보조 DNS 서버 등 5개이고 보조 DNS 서버 주소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림 64.11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TCP/IPv4) 속성 - 수동 설정

그림 64.11에서는 IP 주소로 ‘192.168.20.3’의 사설 IP를 사용하고 있다. 서브넷 마스크는 IP 주

소에서 네트워크 부분과 기기 부분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한다. 서브넷 마스크와 IP 주소를 비

트 단위로 AND 연산을 한 결과가 네트워크 주소에 해당한다. 그림 64.11에서 네트워크 주소는 

‘192.168.20.xxx’이며 나머지 ‘xxx.xxx.xxx.3’이 네트워크 내에서 컴퓨터의 주소를 나타낸다. 게이

트웨이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점을 가리킨

다. 즉, 인터넷과 직접 연결된 ‘관문gateway’에 해당한다. 마지막 DNS 서버는 IP 주소와 웹 브라우

저의 주소 입력창에 입력하는 문자열 주소 사이의 변환을 담당한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는 IP 주소를 통해 유일하게 구별된다. 하지만 4바이트로 이루어지는 숫

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검색을 위해 ‘www.google.com’을 주소창에 입력하기는 

쉽지만, 구글 검색 사이트의 IP 주소인 ‘216.58.221.46’을 기억하고 입력하기는 쉽지 않다. ‘www.

google.com’을 실제 IP 주소인 ‘216.58.221.46’으로 변환하는 것이 DNSDomain Name System 서버의 역

할이다. 문자열 주소와 IP 주소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므로 주소 입력창에 ‘www.google.com’이 

아닌 ‘216.58.221.46’을 입력해도 구글 검색 사이트로 이동한다. DNS 서버 주소는 2개까지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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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IP를 사용한다면 위의 정보들을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입력하면 된다. 공유기를 사

용하고 있다면 그림 64.10과 같이 공유기에서 DHCP를 통해 자동으로 주소가 설정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공유기를 사용할 때도 공유기 설정은 필요할 수 있다. 현재 내 컴퓨터의 IP 주

소 설정을 확인하고 싶다면 명령창에서 ‘ipconfig /all’ 명령을 입력해 보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MAC 주소부터 IP 주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4.12  ipconfig /all 명령 실행

64.764.7
사물인터넷

지금까지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동작하는 데 필요한 계층 구조와 각 계층의 역할 그리

고 각 계층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대해 알아봤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대부

분 인터넷 자체에 관한 내용이다. 하지만 사물인터넷은 여러 사물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상호 작

용함으로써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사물인터넷이라는 용어는 1999년 케빈 애슈턴Kevin Ashton이 처음 제안했지만, 이전에 존재하던 유

비쿼터스Ubiquitous, 사물통신M2M, Machine to Machine 등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의 

범위를 더 확장한 만물 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이라는 용어도 사용되는 등 유사한 개념의 단어

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비슷한 의미의 여러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는 이유 중 하나

는 사물인터넷에 대한 표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물인터넷은 특정 기술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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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용어가 아니라 사물이 연결된 상태에 있고, 사물들이 연결을 통해 상호 작용을 하며, 상호 

작용을 통해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추상적인 용어이므로 표준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미 유사한 개념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러 가지 존재함에도 사물인터넷이

라는 단어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물인터넷이 이전의 단어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사물인터넷에 대한 정의는 각양각색이지만 유비쿼터스나 사물통신 등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차이

를 발견할 수 있다. 

•	사물인터넷에서 사물들은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다� 사물인터넷 이전에도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

어 동작하는 예는 많았지만, 이전 연결이 소규모 네트워크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사물인터넷은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제공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물인터넷에서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물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	사물인터넷에서는 사물의 �지능�을 강조한다� 이전의 개념들에서도 연결되는 시스템들이 특정 기

능을 수행하므로 지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전 개념들에서는 연결 자체가 강조되었다

면 사물인터넷에서는 사물이 갖는 지능, 즉 사물이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방법과 그 결과

인 새로운 정보가 강조되고 있다. 

•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이 지능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재생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

서 다른 사물들과의 �상호 작용� 역시 사물인터넷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사물은 연산 능력을 갖

춘 물건을 말한다. 컴퓨터가 사물의 대표적인 예이지만 아두이노 역시 사물이 될 수 있다. 연

결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은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해야 하므로 높은 연산 능력이 필요하지만, 연

결된 사물은 다른 사물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일부 계산을 위임할 수도 있

으므로 높은 연산 능력 없이도 상호 작용을 통해 사물인터넷에서 사물로 동작할 수 있다. 

•	이전 개념들과 비교했을 때 사물인터넷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물의 연결을 통해 �유용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는 점이다. 사물인터넷은 사물들의 연결이나 정보 교환

을 넘어 연결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

지 아우르고 있다. 연결 자체는 이전의 개념에서와 다르지 않지만, 사물들의 정보 교환과 분

석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더욱 편리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사물

인터넷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아두이노가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사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①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 ② 수집된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기술, ③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물과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 등이 필요

하며, 이 책에서 아두이노를 사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방법 대부분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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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집을 위한 대표적인 기술은 센서를 사용하는 센싱 기술이다. 온도, 습도, 조도 등을 측정하

는 간단한 센서부터 위치, 움직임, 영상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복잡한 센서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센서가 존재하며 아두이노에서도 이들 대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를 처리하는  

‘지능’은 아두이노에서 스케치를 통해 구현된다. 사물은 다른 사물로부터 정보를 받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 역시 필요하지만, 아두이노의 연산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사물로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 아두이노가 제공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사물은 스마트폰, 데스크톱 컴퓨터, 

인터넷상의 서버 등이 될 수 있다. 

사물인터넷에서 아두이노가 사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한다. 아두이노를 인

터넷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이 책에서는 와이파이를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와이파이를 통해 인

터넷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에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기

억해야 한다. 아두이노가 사용할 수 있는 유무선 통신 방법의 종류는 흔히 사용하는 방법만도 

10여 가지가 넘는다. 그중 사물로 동작하기 위한 통신 방법으로는 와이파이를 제외하고도 RS-

232C, UART, CANController Area Network 등의 유선 통신과 블루투스, 지그비, LoRaLong Range 등의 

무선 통신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유무선 통신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사물로 정보를 보

냄으로써 아두이노는 사물인터넷에서 사물로서 참여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에 참여하기 위해 아두이노가 갖추어야 할 것들이 아두이노로 제어 장치를 만들 때 필

요한 것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눈치챘는가? 사물인터넷은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사물들이 서비

스 제공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추상적인 개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두이노

로 간단한 제어 장치를 만드는 방법이면서 사물인터넷에서 사물로 동작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책을 통해 사물인터넷에서 동작하는 나만의 사물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 

64.864.8
맺는말

인터넷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네트워크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 놓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고 불린다. 인터넷은 1960년대 미국에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시작되어 지금은 거의 모

든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 또한 최근 사물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인터

넷에 연결된 기기의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은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구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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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장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통신 과정을 몇 개의 층으로 분리하고 각 층은 고유의 역할

을 담당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가장 낮은 층에 해당하는 이더넷과 와이파이는 물리적인 연결을 

지원하는 층으로 인터넷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의 증가는 기존 인터넷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으며 IPv6로의 전환이 그중 

하나다. 또한 사물인터넷에 관한 관심의 증가에 따라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무선 통신

에 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책에서 다룬 다양한 통신 방법들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

다.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의 증가는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며 이를 통해 더욱 편리한 삶

을 누릴 수 있게 해주리라는 점에서 이견은 없으며, 향후 사물인터넷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

리란 점에서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사물인터넷이 장밋빛 미래를 약속할 것인가에 대해

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모든 사물이 연결되고 필요한 정보를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알아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편리한 세상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이처럼 편리한 세상이 과연 바람직

한 세상인지는 또 다른 문제로 개개인의 판단에 맡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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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연결된 기기의 증가와 함께 보안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인터넷은 개방적

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인터넷이 성공한 이유 중 하나가 개방성에 있지만, 이러한 개방성

으로 인해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보안을 강조한 프로토콜

이 사용되고 있으며 웹 페이지를 나타내기 위한 HTTP가 보안 요소가 추가된 HTTPS로 바

뀐 것이 한 예다. HTTP와 비교했을 때 HTTPS의 장단점을 알아보자. 

데이터를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전송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프로토콜에는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이외에도 UDPUser Datagram Protocol가 있다. TCP가 연결형 프로

토콜로 목적지에 패킷이 도달했음을 보장한다면, UDP는 비연결형 프로토콜로 패킷이 목적

지에 도달했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TCP와 UDP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용도를 

비교해 보자(70.1절 ‘TCP와 UD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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