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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어떻게 접목해야 할까?’를 생각하던 때에 고민했던 문제들에 대한 

해법이 이 책에는 레시피recipe 형태로 실려 있습니다. 레시피는 우리말로 요리법에 해당하는데, 그래

서 이 책의 제목에도 쿡북cookbook(요리책)이라는 낱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레시피라는 말에는 ‘처

방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증상에 대해 내리는 일종의 해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는 

아두이노를 다루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고민에 대한 처방전들이 실려 있는 셈입니다. 이런 처

방전식 구성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풍부한 해법을 제시하는 이 책을 통

해서 아두이노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애써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런 생각이 짙

어집니다. 일일이 이름을 나열하기보다는 책이 나온 기쁨을 함께 누림으로써 이 영광을 나누려 

합니다. 

덧붙이는 말: 이 책을 번역하면서 메뉴 이름이나 화면에 출력되는 메시지 이름을 영문 그대로 두었

습니다(한글이 담긴 화면을 바탕으로 설명해 나가는 문장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독자의 양해를 구합니

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역자가 게으른 면, 한글 메뉴 이름이 완성되지 않은 면, 본문에서 메뉴 이

름과 본문 내용이 겹치게 하지 않으려는 면 등). 그러므로 독자가 이 책을 편하게 읽으려면 메뉴 이름

들이 영문으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아두이노를 설치하면 우리말로 된 메뉴 이름이 나오므로, 일

단 ‘파일’ 메뉴의 ‘환경 설정’ 항목을 선택하면 창이 하나 뜨는데, 해당 창에서 ‘에디터 언어’ 부분을 

‘English(English)’로 바꾼 후에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를 다시 실행하여 영어로 된 메뉴 이름을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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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면 됩니다. 한편, 이 책에 나오는 코드를 일일이 테스트해 주고 일부 화면을 한글 화면으로 바

꿔 준 베타리더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밖에 이 책의 내용을 읽고 의견을 내어 준 모든 

베타리더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박진수(arigara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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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마이클 마골리스Michael	Margolis와 브라이언 젭슨Brian	Jepson이 닉 웰딘Nick	Weldin과 함께 작성해 

아두이노로 할 수 있는 멋진 일을 찾아볼 수 있게 돕는 책이다.

아두이노는 마이크로컨트롤러(즉, 초소형 컴퓨터)이자 소프트웨어 제작 환경으로서, 여러분은 이

를 사용해 물리적인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램, 즉 스케치sketch라고 부르는 것들을 쉽게 작성

할 수 있다. 아두이노로 만든 작품들은 접촉, 소리, 위치, 열, 빛 등을 감지해 반응할 수 있다. 이

러한 유형의 기술을 흔히 물리적 컴퓨팅physical	computing이라고 부르며, 스마트폰에서부터 자동차 전

장 시스템에 이르는 모든 사물에 응용된다.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면, 프로그램

을 작성해 본 경험이나 전자기기를 다뤄 본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이처럼 풍부하고 복잡한 기술

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은 컴퓨터 기술을 사용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데 관심이 있는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책

이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빠르게 찾으려는 사람에게도 적합하다. 이 책

에 나오는 레시피(즉, 처방전들)는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사

용자의 특별한 요구에 맞게 해법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부 정보가 있다. 이 책에서 이론의 

배경을 이루는 일반적인 내용까지 모두 다루기에는 지면이 부족하므로 이 책에서는 참고할 사이

트 주소를 전반적으로 제공한다. 프로그래밍이나 전자공학에 경험이 없는 사용자를 위한 일반적

인 추가 자료는 xvii쪽에 나오는 ‘참고 서적’ 부분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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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형 프로젝트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개발 기술이 없는 경우처럼,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을지라도 이 책에 나오는 200여 개의 흔한 예제를 사용해 동작 가능한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

을 배울 수 있다.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지만 아두이노를 처음 사용해 본다면, 이 책이 프로젝트에 특정 아두이노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주기 때문에 생산성을 빠르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두이노를 이미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실제 사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이 이전보다 복잡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숙련된 C/C++ 프로그래머라면 하위 레벨 AVR 리소스(인터럽트, 타이머, I2C, 이더넷 등)를 아두이

노 환경에서 사용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방법을 다룬 사례들을 이 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에는 기본 개념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작업부터 고급 기술까지 모두 아우르는 

데 필요한 아두이노의 거의 모든 정보가 들어 있다. 이 책에서는 각 기술을 레시피 형식으로 설명

하며, 이를 통해 여러분은 특정 기능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 알 수 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을 순서대로 읽을 필요는 없다. 물론, 어느 한 레시피가 그 밖의 레시피에서 다루는 기술을 사용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면 동일한 세부 내용을 반복해서 기재하지 않고 참고할 부분만 기재

하였다.

1장, 출발선에 서기

아두이노 환경을 소개하고 아두이노 개발 환경을 구성하여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동작하게 하는 

일에 필요한 도움말을 제공한다. 또한, 가장 인기 있는 신형 보드 몇 가지를 소개한다. 이후에 

나오는 몇 개의 장에서는 아두이노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2장,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필수 소프트웨어 개념과 소프트웨어 과업들을 다룬다.

3장, 수학적 연산자

가장 흔하게 쓰는 수학적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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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직렬 통신

아두이노를 컴퓨터나 그 밖의 장치와 연결해 통신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한다. 직렬serial(시리얼)은 

아두이노 입출력에 가장 널리 쓰이는 통신 방식이며, 이 책의 여러 레시피에서 이 방식을 사용

한다.

5장, 간단한 디지털/아날로그 입력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를 읽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 여러 개를 소개한다.

6장, 센서 입력 수신

5장에서는 접촉, 소리, 위치, 열, 빛 등을 감지해 내는 센서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레시피별로 

설명했는데, 이번 장에서는 그러한 레시피들에 나온 여러 가지 개념을 토대로 삼아 논의를 전개

한다.

7장, 시각적 출력

조명 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을 다룬다. 레시피에서는 LED 여러 개를 켜고 휘도brightness(밝기)와 

색을 제어하는 방법을 다룬다. 이번 장에서는 막대그래프와 수치형 LED 장치를 구동하는 방법

과 LED 어레이로 패턴과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기능을 처음 사

용해 보는 사람을 위해 디지털 출력에 아날로그 출력에 관련된 일반 지식을 소개한다.

8장, 물리적 출력

아두이노로 모터를 제어해 물체를 움직이는 방법을 설명한다. 솔레노이드나 서보 모터 또는 DC 

모터나 스테퍼 모터 같은, 광범위한 모터 유형을 다룬다.

9장, 오디오 출력

스피커 같은 출력 장치를 통해 아두이노에서 소리를 만들어 내는 방법을 보여 준다. 간단한 음tone	

(음색)과 선율melody을 연주하는 일과 WAV 파일이나 MIDI 파일을 연주하게 하는 일을 다룬다.

10장, 외부 장치 원격 제어

TV, 오디오 장비, 카메라, 차고 문, 가전제품, 장난감을 포함해 특정 형태로 된 리모컨을 사용하

는 거의 모든 장치와 상호작용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설명한다. 이전 장에서 사용한 

기술을 기반으로 아두이노를 장치나 모듈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설명한다.

11장, 디스플레이 장치 사용

텍스트와 그래픽 LCD 간에 인터페이스를 하는 방법을 다룬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장치를 

연결해 텍스트를 표시하고 단어를 이리저리 스크롤하여(즉, 말아서) 보여 주거나, 강조해서 표시

하거나, 특수 기호나 문자를 만들어 표시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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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 시간과 날짜 사용

내장된 아두이노 시간 관련 함수들을 다루고, 시간 지연, 시간 측정, 실제 시간 및 날짜 처리 등

에 쓰이는 여러 부가 기술을 소개한다.

13장, I2C와 SPI를 사용한 통신

I2CInter-Integrated	Circuit 표준과 SPISerial	Peripheral	Interface 표준을 다룬다. 이 표준들은 센서와 아두이노 

간에 간단히 디지털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그리고 I2C 및 SPI를 사용해 일반 장치

에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 또한, 멀티보드 애플리케이션에서 I2C를 사용함으로써 아두이

노 보드를 두 개 이상 연결하는 방법도 보여 준다.

14장, 간단한 무선 통신

XBee나 블루투스 또는 그 밖의 무선 모듈과의 무선 통신을 다룬다. 이번 장에서는 간단한 무

선 직렬 포트를 대체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보드를 여러 센서에 연결해 메시 네트워크mesh	

network(그물형 망)를 형성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제를 제공한다.

15장, 와이파이와 이더넷

인터넷에서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설명한다. 웹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구축하고 사

용하는 방법을 보여 주며, 아두이노에서 가장 일반적인 인터넷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방법도 

보여 준다. 이번 장에는 아두이노를 사물인터넷에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레시피도 들어 있다.

16장, 라이브러리의 사용, 수정, 작성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는 아두이노 환경에 기능성을 추가하기 위해 표준적으로 사용

하는 방법이다. 이번 장에서는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수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또한, 자신만의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방법도 안내한다.

17장, 고수준 코딩 및 메모리 처리 

이번 장에서는 고급 프로그래밍 기술을 다룰 텐데, 이러한 기술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려면 일반

적으로 사람에게 더 친숙한 아두이노 래퍼wrapper에 나오는 내용부터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이 

책에 나오는 그 밖의 레시피보다 더 기술적인 내용이 나온다. 이번 장에 나오는 기술을 활용하

면 스케치를 이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스케치의 성능을 높이고 스케치

의 코드 크기를 줄일 수 있다.

18장, 컨트롤러 칩 하드웨어 사용

문서화된 아두이노 언어를 통해 완전히 노출되지 않은 하드웨어 함수에 액세스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 하드웨어 입출력 레지스터나 타이머 또는 인터럽트를 저수준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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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전자 부품

책에서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부품들을 훑어본다.

부록 B, 계통도와 데이터시트 사용

계통도와 데이터시트 사용 방법을 설명한다.

부록 C, 회로 구축 및 연결

브레드보드를 사용하는 방법, 외부에 놓인 전력 공급장치power	supply를 사용하는 방법, 배터리를 

연결하고 사용하는 방법, 커패시터를 이용해 디커플링을 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한다.

부록 D,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

컴파일타임 및 런타임 시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요령을 다룬다.

부록 E, 하드웨어 문제 해결

전자 회로와 관련한 문제를 다룬다.

부록 F, 디지털 핀과 아날로그 핀

표준 아두이노 보드에 있는 핀이 제공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표를 제공한다.

부록 G, 아스키와 확장 문자 세트

아스키 문자를 보여 주는 표를 제공한다.

참고 서적

이 책에는 레시피에 사용되는 회로를 구축하기 위한 지침이 나오기는 하지만, 전자공학에 관한 

이론과 실무까지 다룰 공간은 없다. 그러므로 전자공학 이론이나 실무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인터넷이나 다음에 나오는 책들 중에서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	《Make: Electronics, Second Edition》(Charles Platt 지음, Make Community)

•	《Getting Started in Electronics》(Forrest M. Mims III 지음, Master Publishing)

•	《Physical Computing》(Tom Igoe 지음, Cengage)(《피지컬 컴퓨팅》 지구문화사)

•	《Practical Electronics for Inventors, Fourth Edition》(Paul Scherz와 Simon Monk 지음, McGraw-

Hill)(《모두를 위한 실용 전자공학(제4판)》 제이펍)

•	《The Art of Electronics》(Paul Horowitz와 Winfield Hill 지음,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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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은 설명하지만, C나 C++(아두

이노 개발 환경이 구축된 언어)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까지 소개하지는 않는다. 관련 프로

그래밍 개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기는 했지만, 세부 사항까지 다 다루기에는 지면이 부족하다. 그

러므로 C 및 C++에 관해 더 배우려면 다음에 실린 책들 중 한 권을 참고하자.

•	《Head First C: A Brain-Friendly Guide》(David Griffiths와 Dawn Griffiths 지음, O’Reilly)(《Head 

First C: 내공 있는 C 언어 프로그래머로 이끌어주는 착한 안내서》 한빛미디어)

•	《A Book on C》(Al Kelley와 Ira Pohl 지음, Addison-Wesley)(《A Book on C(4판)》 홍릉과학출판사)

•	《The C Programming Language》(Brian W. Kernighan과 Dennis M. Ritchie 지음, Prentice Hall)(《C 

언어 프로그래밍(2판)》 대영사) _ 내가 좋아하는 책이며, 초보자용 책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에게 C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준 책이다.

•	《Expert C Programming: Deep C Secrets》(Peter van der Linden 지음, Prentice Hall) _ 고급 수준

을 다루는 책으로, 다소 오래되었지만 이 책은 C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함

과 동시에 재미있다.

코드 스타일(코드에 대하여)

이 책에서 사용한 코드는 각 레시피에서 다루는 주제를 명확하게 설명할 목적으로 이리저리 오리

거나 붙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흔한 단축형 코드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앞부분에 해당하

는 여러 장에서는 더욱 그랬다. 숙련된 C 프로그래머는 종종 효율적이지만 초보자가 읽기에는 다

소 어려운, 간결한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어, 초기에 나오는 여러 장에서는 프로그래머가 

아닌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게, 변숫값을 늘릴 때조차도 명시적인 표현식을 썼다.

result = result + 1; // 카운트를	늘린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작업이지만, 숙련된 프로그래머라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한다.

result++; // 후치	증가	연산자를	사용해	카운트를	늘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방식을 지양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알아서 바꾸면 된

다. 초보자라면 간결한 형식을 사용할지라도 성능이 좋아지거나 코드 크기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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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프로그래밍 표현식은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간결한 형태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루프 표

현식을 다음처럼 작성했다.

for(int i=0; i < 4; i++)

이는 다음에 보이는 코드와 똑같은 일을 한다.

int i;
for(i=0; i < 4; i = i+1)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표현 방식과 그 밖의 표현 방식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2장을 참고하자.

여러분이 사용하는 어떤 값을 계산에 사용하기 전, 먼저 값을 확인해 보면서 그 값이 유효한 것

인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바람직하다(쓰레깃값이 입력되면 쓰레깃값이 출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레시피에서 다루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 코드를 작성하려고 거의 모든 레시피용 코

드에 에러error(오류) 검사 코드를 따로 넣지 않았다.

아두이노 플랫폼 릴리스에 관한 언급

이 책의 이번 판(즉, 제3판)에서는 아두이노 1.8.x에 맞춰 내용을 보강하고 검증했다. 이번 3판용으

로 내려받을 수 있는 코드를 개정해 두 개의 저장소에 올려 두었다. 그중 한 곳에는 아두이노 스

케치(https://github.com/bjepson/Arduino-Cookbook-3ed-INO)를 모두 올려 두었고, 다른 한 곳에

서는 프로세싱 스케치를 모두 올려 두었다(https://github.com/bjepson/Arduino-Cookbook-3ed-

PDE).

이 책의 웹 사이트(https://oreil.ly/Arduino_Cookbook_3)에는 정오표 페이지로 연결하는 주소가 

있다. 정오표를 통해 오타나 오류 및 그 밖의 다른 문제를 알 수 있다. 정오표에 실을 내용이 생

기면 이는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되며, 우리는 해당 내용을 검증한 후에 정오표에 실어 둘 것이다. 

또한, 오라일리는 향후에도 정오표에 맞게, 책과 오라일리 학습 플랫폼에 실린 내용을 수정함으

로써 여러분이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겠다.1 예제가 잘 실행되지 않는다면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을 다루는 부록 D를 참고하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두이노 포럼에 질문을 올

려 보자(https://forum.arduino.cc).

1 옮긴이   번역서의 정오표는 www.jpub.kr에서 이 책 제목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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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마음에 드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 책을 여러 사람이 알게 해주면 좋겠다. 여러분의 만족

감이나 그 밖의 의견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에 좋은 방법들 중의 하나는 서평을 올리는 일이다. 

제3판에 대한 언급

제2판을 펴낸 이후로 새로운 보드가 널리 보급되었고, 처리 성능이 커졌으며, 그 밖에도 메모리나 

통신 기능과 폼팩터 등의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다. 판을 거듭해 출판하면서 이 책의 분량이 많아

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독자가 원하는 것을 모두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었다. 이번 판에서는 최

신 정보를 유지하면서도 제2판 이후로 나온 놀라운 기술과 풍부한 기능을 아두이노 커뮤니티가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 책에서 다루는 아두이노보다 더 먼저 나온 아두이노 버전을 사용한다면, 이 책의 제1판과 제

2판에 해당하는 코드를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이러한 예제 코드를 http://examples.oreilly.

com/9780596802486과	http://examples.oreilly.com/0636920022244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책의 표기 규칙

이 책에서는 인쇄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해 출력했다.

고딕 볼드체

새로운 용어, 파일 이름, 파일 확장자를 나타낸다.

고정폭	서체(constant width)

프로그램 목록뿐만 아니라 변수 이름이나 함수 이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형식, 환경 변수, 명령

문, 키워드 같은 프로그램 요소를 참조하는 단락 내에서 사용된다.

고정폭	볼드체고정폭	볼드체(constant width bold)

문자 그대로 사용자가 입력해야 하는 명령이나 그 밖의 텍스트를 표시한다.

고정폭	이탤릭체(constant width italic)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값이나 맥락에 따라 결정되는 값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본문 부분을 표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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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양은	요령(tip)이나	권고사항(suggestion)을	나타낸다.

	이	모양은	일반적인	참고	사항을	나타낸다.

	이	모양은	경고나	주의할	사항을	나타낸다.

코드 예제 사용

코드 예제를 사용하면서 문제에 봉착했거나 기술적으로 질문할 게 생겼다면 bookquestions@

oreilly.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자.2

이 책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돕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이 책에서 제공하는 예제 코드를 

여러분의 프로그램과 문서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코드의 상당 부분을 복제하지 않는 한 우

리에게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이 책에 나오는 코드 부분 중 대여섯 개 정도

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는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이 책에 나오는 예제를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책을 인용하거나 예제 코드를 인용해 질문에 응

답할 때는 따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 책의 예제 코드를 제품 설명서에 첨부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자 표시’를 해주면 고맙겠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자 표시에는 일반적으

로 책 제목, 저자, ISBN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Arduino Cookbook, Third Edition》 by Michael Margolis, Brian Jepson, and Nicholas Robert 

Weldin(O’Reilly). Copyright 2020 Michael Margolis, Nicholas Robert Weldin, and Brian 

Jepson, 978-1-491-90352-0.3

코드 예제를 공정한 사용 범위나 위에 명시한 사용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permissions@oreilly.com으로 연락해 언제든지 문의하기 바란다.

2 옮긴이   번역서인 경우는 arigaram@daum.net(옮긴이) 또는 help@jpub.kr(출판사)로 연락하기 바란다.

3 옮긴이   번역서를 언급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레시피로 배우는 아두이노 쿡북(제3판)》(박진수 옮김, 2021, 제이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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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에 대해 마이클 마골리스가 썼던 헌사

이 책을 완성하는 데는 닉 웰딘Nick	Weldin이 크게 기여했다. 닉이 합류했을 때는 전체 글 내용 중 

90%를 써 내려간 시점이었는데, 그의 기술과 열정이 없었다면 90%에서 그대로 머물렀을 것이다. 

사용자 대상 아두이노 워크숍에서 닉의 실습 경험을 살려 많은 독자에게 전할 실용적인 조언을 

이 책에 실을 수 있었다. 넓은 지식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화하고 협동심이 강한 닉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사이먼 로랑Simon	St.	Laurent은 이 책에 처음으로 관심을 보인, 오라일리의 편집자였다. 그리고 결국 

그가 이 책을 이끌어 냈다. 그의 지지와 격려 덕분에 힘을 얻은 우리는 주제를 정의하는 데 필요

한 자료를 아주 많이 모을 수 있게 되었다.

브라이언 젭슨Brian	Jepson은 우리가 이 책을 쓰는 데 필요한 동기를 제공해 주었다. 그는 모든 아두

이노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지식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내용을 평범한 말로 쉽게 설

명하는 일, 즉 ‘기술 소통’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전문성을 발휘해 주었는데, 그러한 면이 이 책의 

수준을 한층 더 높여 주었다. 그가 잘 이끌어 준 덕분에 우리는 책을 잘 다듬을 수 있었고, 독자

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14장에 새로 넣은 XBee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브라

이언에게 감사를 표한다.

브라이언 젭슨과 숀 월리스Shawn	Wallace는 이 제2판의 기술 편집자로서, 정확한 내용을 책에 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자문해 주었다.

오드리 도일Audrey	Doyle은 초고에서 오타와 비문을 찾는 일과 난해한 표현을 알기 쉬운 문장으로 

바꾸는 일을 쉬지 않고 해주었다.

필립 린지Philip	Lindsay는 초판의 15장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썼다. 이더넷 1.0 릴리스release를 개선하

는 일에 수석 개발자로 활동한 아드리안 맥윈Adrian	McEwen은 해당 릴리스의 변경 사항을 모두 반영

하는 데 유용한 조언을 해주었다.

마이칼 하트Mikal	Hart는 GPS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직렬 데이터를 처리하는 레시피를 작성했으며, 

라이브러리도 만들었다. 의사소통에 능한 아두이노 애호가인 그와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를 선택한 게 당연한 일이었다. 

아두이노의 핵심 부분을 개발한 개발 조직이 창의성을 발휘했기 때문에 아두이노라는 것이 존

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해당 조직에 속했던 마시모 벤지Massimo	Banzi, 데이비드 쿠아리엘스David	

Cuartielles, 톰 이고에Tom	Igoe, 지안루카 마르티노Gianluca	Martino, 데이비드 멜리스David	Mellis에게 감사를 전

한다. 이 매혹적인 기술을 간단하게 만들어 자유롭게 사용해 볼 수 있게 한 그들의 관대함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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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아두이노 사용자를 대신하여 고마움을 전한다. 

팅커 런던Tinker	London 워크숍에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점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 알렉산드라 

데샹 손시노Alexandra	Deschamps-Sonsino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한다. 또한, 이 책에 나오는 여러 레시피

의 토대를 제공하면서 온갖 기발한 아두이노 해법을 제공해 준 피터 나이트Peter	Knight에게도 고마

움을 표한다.

사용자 제공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를 내려받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지식을 아낌없이 공유한 해당 

저작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광범위한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덕분에 사람들이 아두이노에 흥미를 크게 느끼는 면이 

있다. 그러므로 다양하면서도 훌륭한 장치를 출시해 준 업체들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이 책에서 

사용한 하드웨어를 제공해 준 업체로는 스파크펀Spark	Fun, 메이커 쉐드Maker	Shed, 그라비텍Gravitech, 

엔케이씨 일렉트로닉스NKC	Electronics가 있다. 모던 디바이스Modern	Device, 리퀴드웨어Liquidware, 에이다

프룻Adafruit, 메이커봇 인더스트리즈MakerBot	Industries, 마인드 키츠Mind-kits, 움라우트Oomlout, 에스케이 

팡SK	Pang도 이러한 지원 업체에 해당한다.

팅커 런던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알렉산드라, 피터, 브록 크래프트Brock	Craft, 다니엘 솔티스

Daniel	Soltis에게, 그리고 수년간 워크숍을 도와준 모든 사람에게 닉이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닉은 여름 휴가 기간에 이 책을 집필하면서 생각보다 시간을 오래 끌었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준 사랑하는 가족, 지니Jeanie와 에밀리Emily와 핀Finn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작업에 몰

입하게 해주신 부모님, 프랭크Frank와 에바Eva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다음에 언급한 사람들에게도 고마움을 잊지 않고 전하려 한다.

조슈아 노블Joshua	Noble은 내게 오라일리를 소개해 주었다. 그가 저술한 《Programming 

Interactivity》는 인터랙티브 컴퓨팅을 잘 알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다.

로버트 레이시 톰슨Robert	Lacy-Thompson은 제1판의 집필을 시작하던 무렵에 여러 조언을 해주었다.

마크 마골리스Mark	Margolis는 책을 구상하고 전개하는 일에 조력자 역할을 해주었는데, 이 점에 특

히 감사한다. 

창조적인 예술과 기술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이 둘이 결합할 때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해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내 아내인 바바라 페이든Barbara	Faden이 지원해 주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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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쓰기 시작할 수도 끝낼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내가 지치지 않게 해준 동시에 원

고를 주의 깊게 읽으면서 도움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제3판에 대해 브라이언 젭슨이 전하는 헌사

이 책의 주 저자인 마이클 마골리스와 이번 제3판의 편집자인 제프 블레이엘Jeff	Bleiel에게 진심으

로 고마움을 전한다. 이들은 내가 이 책을 주도해 새 판을 여러분에게 안겨 줄 수 있도록 나를 믿

어 주었다. 그들이 보내 준 믿음과 확신에 고마움을 느끼며, 그로 인한 결과에 내가 느끼는 행복

만큼 그들도 행복을 느끼기를 바란다. 개인적으로 내 아내인 조안Joan에게 격려해 주고 참아 주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책을 쓸 때는, 특히 수십 개의 프로젝트를 테스트하면서 책을 쓸 때

는 내 삶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게 마련인데, 그런 영향을 받는 모든 친구와 가족이 나

를 이해하며 지원해 준 점에 감사한다. 크리스 메링골로Chris	Meringolo와 돈 콜맨Don	Coleman은 기술 검

토를 통해서 내가 이 책을 올바르게 쓸 수 있게 주었는데, 나는 이 점에 큰 고마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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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숫자, 수치 관련 번역어 대조표1

원어 기존 용례 번역어 설명

digit 숫자 숫자 즉,	수를	나타내는	글자.

number 숫자,	수 수 말	그대로	수(數).

numeric	value 수치,	수치	값,	수	값 수치(數値) 즉,	수를	나타내는	값.

시간 관련 번역어 대조표

원어 기존 용례 번역어 설명

delay 딜레이,	지연 지연시간

duration 듀레이션,	지속 지속시간 음악	용어일	때는	‘음길이’.

timeout 타임아웃,	시간	초과,	대기	시간	초과 타임아웃 한	단어로	나타내는	개념어로	자주	쓰여서	채택.	

wait 웨이트,	대기 대기시간

데이터 처리 관련 번역어 대조표

원어 기존 용례 번역어 설명

binary 바이너리,	이진,	2진 2진

overflow 오버플로,	넘침 오버플로

메모리의	공간이	넘칠	때는	(넘침)이라는	문구를	본문에	한	차례만	병기했음.
데이터	형식	크기를	넘어서	다시	0이	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0이	되
어	버림)이라는	말을	본문에	한	차례	병기했음.

1 옮긴이   이 대조표는 원서에는 당연히 없는 부분이며, 책의 내용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정리해 놓았다.

어
표

혼동하기	쉬운	번역어	대조표 xx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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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음향(사운드), 미디 관련 번역어 대조표 

(여기 나오는 모든 단어는 음악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그 밖의 번역어로 번역되었음) 

원어 기존 용례 번역어 설명

beat 박,	비트 박 음악	용어로	쓰지	않을	때는	‘박동’.

beats 박자,	비트 박자 음악	용어로	쓰지	않을	때는	‘박동하다’.

duration 음길이,	듀레이션 음길이 음악	용어로	쓰지	않을	때는	‘지속시간’.

note 음표,	노트 음표 미디	분야에서는	주로	‘노트’라고	부른다.

note	name 계이름,	노트	이름	 계이름

pause 쉼,	포즈	 쉼 음악	용어로	쓰지	않을	때는	‘일시정지’.

pentatonic 5음,	펜타토닉 5음

period 악절,	주기 악절,	주기 9장에서	악절과	주기라는	의미로	모두	쓰이고	있음에	주의

하자.

pitch 음조,	피치 음조 즉,	음의	높낮이.

play 연주하다,	플레이하다 연주하다	 미디	분야에서는	주로	‘플레이’라고	부른다.

poly-phonic 폴리포닉,	다성 다성 음악	용어로	대체함.

rest 쉼,	쉼표,	레스트	 쉼표

scale 음계,	스케일 음계 동의어:	musical	scale.	미디	분야에서는	주로	‘스케일’이라

고	부른다.

score 악보,	스코어 악보 음악	용어로	쓰지	않을	때는	‘점수’.

string 선,	줄,	현,	현악,	스트링 선,	줄	 선율을	이루는	음의	연속을	의미할	때는	‘선’,	기타줄을	의미

할	때만	‘줄’.	음악	용어로	쓰지	않을	때는	‘문자열’.	

tone 음,	톤 음,	음색 미디	분야에서는	주로	‘톤’이라고	부른다.

velocity 강세,	속도,	벨로시티 벨로시티 강세가	건반을	두드리는	세기를	나타낸다면,	이	세기는	건

반이	눌리는	벨로시티(velocity,	속도)	때문에	나타나는	현

상이고,	벨로시티가	클수록	볼륨(음량)도	커지므로,	정확한	

개념을	드러내기	위해	‘벨로시티’로	번역했다.	또한	벨로시

티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는	점을	고려해	음차	용어를	번역

어로	채택함.

volumn 음량,	볼륨 음량

voice 음성,	음,	보이스 음

전기/전자 관련 번역어 대조표

원어 기존 용례 번역어 설명

resistance 저항 저항

resistor 저항,	레지스터 저항기 ‘저항’과	구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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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싱(구문분석) 관련 번역어 대조표

원어 기존 용례 번역어 설명

header 헤더,	개시자,	개인	인자 헤더 사물인터넷	분야에서는	거의	‘헤더’라고	부르고	있음

을	감안했다.	terminator를	참조.

linefeed 라인피드,	줄	바꿈,	줄바꿈 라인피드 줄바꿈과	구분할	수	있게	함.	newline을	참조.

newline 뉴라인,	줄	바꿈,	줄바꿈 줄바꿈 linefeed를	참조.

parsing 구문	분석,	분석,	파싱 파싱

terminator 터미네이터,	종료자,	종결자,	종결	인자 터미네이터

헤더(header,	개시자,	개시	인자)의	반대말로	쓰이고	

있고,	헤더를	음차해서	표현하므로	이에	맞춰	이	용어

도	음차한	용어를	채택했다.	header를	참조.

각종 제어/계측 관련 번역어 대조표

원어 기존 용례 번역어 설명

dropping	resitor 드롭	저항 강하	저항기 본래	뜻을	잘	나타내는	말을	번역어로	채택.

fix 고정,	픽스 픽스 GPS와	관련해	‘데이터	연결	고정’이라는	걸	나

타내는	전문	용어로	쓰일	때만.

gesture 제스처,	동작,	움직임 동작

gesture	sensor 제스처	센서,	동작	센서,	움직임	센서 제스처	센서 motion	sensor와	비교해	볼	것.

motion 모션,	동작,	움직임 움직임

motion	sensor 모션	센서,	동작	센서,	움직임	센서	 모션	센서 gesture	sensor와	비교해	볼	것.

photocell 광전지,	포토셀 포토셀 광전지라는	말도	통용되나,	포토다이오드	등과	

짝을	이룰	수	있도록	포토셀을	번역어로	채택.

step 단계,	스텝 스텝(단계) 스테퍼	모터	제어와	관련이	있을	때는	스텝으로,	
스테퍼	모터	단원에	나와도	그런	개념이	아닐	때

는	스테퍼	단원에	나오는	말이어도	단계로	번역.

tilt	sensor 기울기	센서,	틸트	센서,	경사계 틸트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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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베
타
리
더

강찬석(LG전자)

전판과 마찬가지로, 아두이노 관련 서적 중 거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방대한 내용

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책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쉴드와 부품이 필요하

지만,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책을 즐긴다면 이 책을 통해서 뭐든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공민서

아두이노의 코드를 코드 스니펫과 자세한 설명으로 알기 쉽게 서술한 책입니다. 초보자가 입문하

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김상훈(하이퍼테크)

이 책은 아두이노를 접하는 기본서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기본기와 깊이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

다. 그래서 3판까지 나올 정도로 인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책을 읽어가면서 예전에는 미처 파

악하지 못했던 내용을 알게 되어 이전보다 아두이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

니다. 쿡북이라는 제목에서 기대한 바를 뛰어넘어 심도 있고 좋은 내용이 많아서 미처 생각해 보

지 않았던 깊이 있는 내용을 알게 되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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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완(일제곱킬로미터)

코드까지 상세하게 점검을 하지는 못했고 빠른 속도로 읽어가며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찾아봤는

데, 번역이 틀렸을 것이라거나 잘못된 한글 사용이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특

정 명사들을 한국에서 보통 사용하는 방법과 다르게 표현하여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는 

용어 대조표를 실어주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한 권의 책에 낮은 난이

도부터 높은 난이도까지 모두 들어 있고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서태호(서버체크)

이 책은 아두이노 교과서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책 한 권에 아두이노 기초부터 중

급 이상의 기술 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 전문 서적으로서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해

도 될 만큼 꼼꼼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기 만지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추천

합니다.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부분의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클라우드와 연

계해 데이터 수집, 빅데이터 처리에 활용할 수 있는 책으로도 추천합니다.

안선환(엠스텍)

아두이노를 교육용으로만 가치 있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이 책에서는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수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뒷부분에 아두이노를 웹 서버로 사용하여 센서 값을 웹 페이

지로 디스플레이하는 예제를 보고 빠른 시일 내에 부품을 구입해 실행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이행자

아두이노를 조금 알게 되면 늘 똑같은 시작의 기본 서적보다는 깊이감 있는 책을 찾곤 했는데, 

그래서인지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영역으로 눈을 뜰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두이

노를 실행시키면서 당황했던 오류들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비전공자보

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희망하는 준전문가들이 보기에 적당한 책인 것 같습니다.

정태일(삼성SDS)

이 책은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만들고 싶은 기능이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또

한 ‘토의’, ‘함께 보면 좋은 내용’으로 해당 문제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인 

기능 구현부터 성능을 최적화하는 부분까지 다루는 든든한 레퍼런스 서적을 필요로 하는 분들

께 추천합니다. 사실, 아두이노는 이 책을 베타리딩하며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개발 환경 구성

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와 그 해법, 그리고 다양한 참고 URL과 자료를 보면서 많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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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 전체는 방대한 분량이지만, 필요한 레시피 부분만 따로 읽어도 

충분히 가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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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출발선에 서기

C H A P T E R

 1.0  소개
아두이노 환경은 소프트웨어나 전자 기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초보자도 사용하기 쉽게 설계되었다. 

아두이노를 사용하면 빛·소리·접촉·움직임에 반응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 수 있다. 다

양하고 놀랄 만한 물건이 아두이노를 사용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악기·로봇·소품·게임·대화형 

가구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화형 의류도 있다.

아두이노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교육 과정에 도입되었으며, 특히 상세한 제작 기술을 깊이 이해하

지 못해도 시제품을 쉽게 만들어 볼 수 있게 되어 있어 디자이너와 아티스트가 사용하기에 적합하

다. 아두이노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으며, 아두이노 소프트웨어에 아

두이노 보드의 다양한 기능을 보여 주는 예제 코드가 많이 들어 있어 학습하기에도 좋다. 

아두이노용 기본 하드웨어들은, 그게 비록 ‘기본적인 것’이기는 해도 기술자가 임베디드 장치를 구

축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정교함을 제공한다.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해 본 사람이라면 아이디어

를 빠르게 구현해 볼 수 있게 하는 아두이노에 빠져들고는 한다.

아두이노 자체는 하드웨어지만 이것을 동작하게 하려면 소프트웨어도 필요하다. 우리가 그냥 아두

이노라고 부를 때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아우르는 말이라고 여기면 된다. 아두이노 하드

웨어(즉, 아두이노 및 아두이노 호환 보드)를 싸게 구입해서 쓰면 그만이지만, 굳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이 직접 아두이노 호환 보드를 만들어 써도 된다(하드웨어 설계도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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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두이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공개되어 있고, 무료로 쓸 수 있으며, 여러 플랫폼에서 쓸 수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조합하면 현실 세계를 감지해 제어하게 하는 일도 할 수 있다.

또한, 세계 어디서든 아두이노 포럼 사이트(https://forum.arduino.cc), 자습서 사이트(https://oreil.ly/

eptIu), 프로젝트 허브 사이트(https://oreil.ly/1aGpz)에 접속하기만 하면 아두이노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으며, 이곳들에서 학습 자료, 프로젝트 개발 사례, 솔루션 등을 제공하므로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영감을 얻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아두이노 소프트웨어와 아두이노 스케치

스케치sketch라고 부르기도 하는 아두이노 소프트웨어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컴퓨터에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IDE을 설치해야 한다. 이 통합 개발 환경에서 여러분은 

코드를 작성해 다듬은 뒤에 아두이노 하드웨어가 이해하는 명령어로 변환할 수 있다. 그러면 IDE가 

이와 같은 명령들을 컴파일된(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형태로 변환된) 코드의 형태로 아두이노 보드로 

전달한다. 이 과정을 업로드upload(올려 싣기)라고 부른다.

여러분은	아두이노	소프트웨어용	소스	코드를	 ‘프로그램(program)’이라고	부른다든가	간단히	 ‘코드

(code)’라고	부르는	관행에	젖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두이노	사용자	모임에서는	아두이노의	기

능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명령어가	포함된	소스	코드를	‘스케치(sketch)’라고	부른다.	이	책의	전

반에	걸쳐서	스케치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이를	아두이노	프로그램용	코드를	일컫는	말이라고	이해

하면	된다.

이번 장에 나오는 여러 레시피recipe의 첫 부분에는 개발 환경을 구성하고 예제 스케치를 컴파일해 

실행하는 방법이 나온다. 

대부분의 아두이노 보드에 미리 설치되어 있고 어느 보드에서도 작동되는 스케치가 하나 있는데, 

이를 블링크Blink라 한다. 우리는 이번 장에 나오는 레시피들의 예제로 이것을 사용하겠지만, 이번 

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레시피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LED를 깜빡이게 하고, 소

리를 내게 하고, 몇 가지 하드웨어를 통해 입력 내용을 수집하는 일까지 해볼 것이다. 2장에서는 아

두이노용 스케치를 구성하고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미	아두이노의	기초를	떼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3장으로	넘어가도	된다.	아두이노를	처음으로	사용해	

본다면	인내심을	발휘하여	이	책의	처음에	나오는	레시피들을	잘	익혀	두면	나중에	나오는	내용을	더	쉽

게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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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하드웨어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는 아두이노 보드에서 실행된다. 이 보드는 전기를 제어하고 반응하는 일만 

할 수 있으므로 이 보드가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게 하려면 특정 부품들을 아두이노 보드에 붙여

야 한다. 이러한 부품 중에는 물리 세계의 일부 측면을 전기로 변환해 보드가 감지할 수 있게 하는 

센서sensor(감지부, 감지기)도 있고, 보드에서 전기를 얻어 작동하며 무언가를 바꾸어 가는 액추에이터

actuator(구동부, 구동기)도 있다. 스위치나 가속도계 및 초음파 거리 측정기 등이 센서의 일종이다. 액

추에이터로는 전구·LED·스피커·모터·디스플레이 장치를 들 수 있다.

아두이노 보드로는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를 넣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식 보드가 있지만, 기업

과 아두이노 공동체의 개별 구성원이 생산하는 호환 보드도 많다. 시판용 보드만 있는 것은 아니

고, 3D 프린터를 제어하는 데 필요한 아두이노 호환 컨트롤러도 있고, 로봇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아두이노 호환 컨트롤러도 있다. 이러한 아두이노 호환 보드 및 제품은 마이크로파이썬MicroPython이

나 서킷파이썬CircuitPython 같은 프로그래밍 환경과도 호환된다. 

소프트웨어를 보드에 업로드할 수 있게 전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보드와 연결하는 기능을 담

당하는 USB 커넥터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드 중 하나다. 그림 1-1은 아두이노 우노Arduino	Uno  

보드인데, 아두이노에 입문할 때는 보통 이 보드로 시작한다. 이 보드는 8비트 프로세서인 

ATmega328P로 구동되며, 프로그램 변수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SRAMStatic	Random-Access	

Memory(정적 임의 접근 기억장치)이 2KB(2킬로바이트)이고, 스케치를 저장하는 플래시 메모리는 32KB

이며, 클록 속도는 16㎒(16메가헤르츠)다. 보드에 있는 또 다른 칩(ATmega328P가 아닌 칩)은 USB 장

치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림 1 - 1  기본 보드: 아두이노 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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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레오나르도Leonardo 보드의 폼팩터form	factor(보드의 배치 상태 및 커넥터 핀을 이르는 말)는 아두

이노 우노와 같지만, 스케치를 실행하고 USB 연결을 관리하는 프로세서로는 ATmega32U4를 사용

한다는 점이 다르다. 레오나르도는 우노보다 조금 더 싸며, 이 보드는 흥미롭게도 마우스나 키보드 

등의 다양한 USB 장치를 에뮬레이트emulate(모방)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PJRC(http://www.pjrc.com/

teensy)가 만든, 아두이노 호환 장치인 틴시Teensy(또는 틴지) 및 틴시++Teensy++ 보드도 USB 장치를 

에뮬레이트할 수 있다.

아두이노 제로Zero의 핀 배치는 우노와 비슷하지만, 제로 보드에 들어 있는 프로세서는 우노보다 더 

빠르다. 하지만 우노나 레오나르도와 다르게 3.3V를 넘는 입력 핀 전압을 견디지 못한다. 아두이노 

제로에는 48㎒로 실행되는 32비트 프로세서가 있으며, RAM 용량은 32KB이고, 플래시 스토리지의 

용량은 256KB다. 에이다프룻의 메트로 M0 익스프레스Metro	M0	Express와 스파크펀의 레드보드 터보

RedBoard	Turbo는 아두이노 제로의 폼팩터와 같으며, 아두이노 IDE와 서킷파이썬을 포함한 여러 환경

과 호환될 수 있게 한다.

아두이노와 USB

아두이노	우노에는	모든	USB	통신을	처리할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추가로	장착되어	있다.	이	작은	표면	실장	

칩(surface-mount	chip)은	우노	보드의	USB	소켓	근처에	자리	잡고	있다(참고로	말하면,	우노의	이전	버전에서

는	이	칩의	모델명이	ATmega16U2와	ATmega8U2였다).	아두이노	레오나르도에는	ATmega32U4	칩이	하나만	

있어서	코드	실행과	USB	통신을	모두	담당한다.	레오나르도용	프로그램을	다시	짜면	USB	장치를	에뮬레이

트할	수	있다(레시피	18.14	참고).

구형	아두이노	보드	및	아두이노	호환	보드	중	몇	가지는	FTDI(컴퓨터의	직렬	포트에	연결하기	위한	하드웨어	형

태의	USB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만든	칩을	사용한다.	이베이(eBay)나	아마존(Amazon)에서	발매하는	저

렴한	클론(clone,	복제품)	중	몇	가지는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칩(예:	CH340과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CH340	칩이	장착된	보드를	사용하려면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한다.

USB	통신을	처리하기	위한	전용	칩	없이,	다른	형태로	USB를	지원하는	아두이노	호환	보드도	있다.	대신에	

이러한	보드들은	USB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해	보드	조작	입출력	핀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에서	비트뱅잉

(bit-banging)이라는	기술을	사용한다.	인기를	끈	순정	에이다프룻	트린킷(Trinket,	소품)이	장착된	이러한	보

드가	최신	컴퓨터에서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어쩌면	여러분의	구식	컴퓨터에서는	동작할지도	모르

지만).	에이다프룻은	추가로	이전	제품보다	훨씬	빠른	에이다프룻	트린킷인	M0를	출시했는데,	이것에는	진짜	

USB가	장착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USB	연결	기능이	없는	아두이노	호환	보드들도	있다.	대신에	이러한	보

드는	직렬	핀만	제공하므로	여러분은	특수	어댑터를	사용해야만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어

댑터	목록	중	일부를	120쪽에	나오는	‘직렬	방식	하드웨어’에	실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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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보드로 쓰기에는 우노가 제격인데, 이 보드를 쓰면 이 책에 나오는 

스케치들 중 대부분을 실행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노보다 성능이 더 좋으면서도 우노와 폼팩터

가 같은 보드를 사용하고 싶다면 제로를 고려해 볼 만하고, 메트로 M0 익스프레스나 레드보드 터

보 같은 호환 보드도 눈여겨볼 만하다. MKR 계열 보드나 Nano 33 계열 보드도 뛰어난 성능을 제

공하지만 폼팩터가 우노보다 더 작다.

3�3V 보드 사용 시 주의할 점

우노	같은	구형	보드에서는	5V를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최신형	보드는	3.3V에서	작동한다.	입력	핀이
나	출력	핀이	5V를	1초라도	받으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으므로	핀	레벨(pin	level,	핀의	전압	준위)이	

3.3V보다	높을	것	같으면	배선하기	전에	보드	설명서를	보고	보드가	5V에도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

자.	3.3V를	쓰는	보드	대부분도	5V	전원(예:	USB	포트를	통해)으로	구동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전압조정기

(voltage	regulator)가	보드	내에	장착된	3.3V	사용	전자	기기에	도달하기	전에	전압을	3.3V로	변환해	주

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	핀과	출력	핀에	5V를	허용하지	않는	보드에서도	5V	전력	공급장치	핀을	

흔히	볼	수	있다.	

아두이노 보드들의 폼팩터는 서로 다르며, 이는 보드들의 핀이 서로 다르게 배치되었다는 뜻이기도 

해서 우노용으로 설계된 쉴드shield가 다른 보드와 호환되지 않는다. MKR1010은 훨씬 작은 폼팩터

를 사용하는 아두이노 보드다. 이 보드의 핀은 3.3V I/O용으로 설계되었으며(즉, 5V를 견디지 ‘못함’), 

이 보드도 아두이노 제로 보드와 마찬가지로 ARM 칩을 사용한다. 그러나 MKR1010에는 와이파

이 및 LIPO 배터리를 구동하고 재충전하기 위한 회로까지 들어 있다. MKR 보드 제품군은 우노용

으로 설계된 쉴드와 호환되지 않지만, 캐리어carrier라고 부르는, MKR 폼팩터용 추가 보드를 선택해 

아두이노에 장착할 수 있다.

쉴드를 사용해 아두이노 확장하기

쉴드(shield)라고	부르는	애드온(add-on,	추가	장치)을	사용하면	아두이노	보드의	기능을	넓힐	수	있는데,	여
러분은	아두이노의	윗면에	있는	핀에	쉴드를	꽂을	수	있고,	이	쉴드	위에	또	다른	쉴드를	꽂아	가는	식으로	

아두이노	상단에	여러	쉴드를	쌓아서	연결할	수	있다.	그	밖의	아두이노	모델과	특정	아두이노	호환	모델에

는,		쉴드와	비슷하게	생겼으면서도	호환은	되지	않는	자체	애드온이	있을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아두이노

인	우노의	폼팩터와	다른	폼팩터를	일부	보드	모델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두이노	MKR은	물리

적으로	우노보다	훨씬	작다.	MKR	애드온	보드들의	폼팩터는	우노의	폼팩터와	호환되지	않지만,	이런	것들도	

쉴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에이다프룻은	아두이노	개발	소프트웨어와	호환되는	개발용	보드인	피더(Feather)

에서	쓸	수	있게	피더윙(Featherwing)이라는	애드온	보드	컬렉션을	내놓았다.	피더윙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

오는	애드온	보드들은	그	밖의	하드웨어(예:	우노,	MKR	보드	등)의	폼팩터와	호환되지	않는다.

여러분은 우표 크기만큼 작은 에이다프룻 트린킷 M0 같은 보드, 아두이노 메가 및 아두이노 듀에

처럼 더 많은 연결 옵션과 더 강력한 프로세서를 가진 더 큰 보드, 웨어러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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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릴리패드Arduino	LilyPad나 무선 프로젝트를 위한 아두이노 나노 33 IoTArduino	Nano	33	IoT나 임

베디드 애플리케이션(대부분 배터리로 작동되는 단독형 프로젝트)을 위한 아두이노 나노 에브리Arduino	

Nano	Every처럼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맞게 조정된 보드도 살 수 있다.

그 밖의 제3자가 공급하는 아두이노 호환 보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베어 본 보드

저가형 베어 본 보드Bare	Bones	Board,	BBB는 모던 디바이스Modern	Device(https://oreil.ly/aBakM)와 에듀

카토Educato(https://oreil.ly/bY5YZ)에서 공급하며, USB 기능이 있는 쉴드 호환 버전도 있고 USB 기

능이 없는 쉴드 호환 버전도 있다.

에이다프룻 인더스트리즈

에이다프룻(http://www.adafruit.com)은 방대한 아두이노 및 아두이노 호환 보드와 액세서리(모듈

이나 부품)를 공급한다.

스파크펀

스파크펀(https://oreil.ly/rr5Ry)은 아두이노 및 아두이노 호환 액세서리를 다양하게 공급한다.

시드 스튜디오

시드 스튜디오(http://www.seeedstudio.com)는 아두이노 및 아두이노 호환 보드와 그 밖의 많은 

보조기기를 판매한다. 또한 아두이노, 센서, 액추에이터에 모듈식 커넥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

로브Grove(https://oreil.ly/pSKC8)라는, 그 밖의 임베디드용 보드에서 쓸 수 있는 유연한 확장 시스

템을 제공한다.

틴시, 틴시++

이 작지만 매우 다양한 보드를 PJRC(http://www.pjrc.com/teensy)에서 구입할 수 있다.

위키백과에는 아두이노 호환 보드(https://oreil.ly/uyFoP) 목록이 전부 실려 있다. 아두이노 사이트

(https://oreil.ly/yay5b)에서 아두이노 보드를 간략하게 설명한 내용을 볼 수 있다.

 1.1  통합 개발 환경(IDE) 설치
문제

컴퓨터에 아두이노 개발 환경을 설치하고 싶다.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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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윈도우·macOS·리눅스에서 쓸 아두이노 소프트웨어(http://arduino.cc/download)를 내려받는다. 이러

한 플랫폼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윈도우

윈도우 10을 쓴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사용해 관리자 권한이 없이도 아두이노를 설치

할 수 있다. 그러나 윈도우 10 이전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를 내려받

을 때 관리자 권한으로 윈도우 설치기Windows	Installer를 더블클릭해서 실행하면 된다. 또는 윈도우 

ZIP 파일을 내려받아 여러분에게 쓰기 권한이 있고 여러분에게 편리한 디렉터리에 놓고 압축을 

풀면 된다.

파일 압축을 풀면 Arduino-<nn>이라는 폴더가 생성된다(여기서 <nn>은 내려받은 아두이노 릴리스

의 버전 번호다). 이 디렉터리에는 다른 파일이나 다른 폴더와 함께 실행 파일, 즉 Arduino�exe라

는 파일이 들어 있다.

윈도우에서	처음으로	아두이노를	실행하면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이	대화	상자를	보면	경고를	내는	곳이	

javaw.exe라는	점을	알리면서	‘Windows	Defender	Firewall	has	blocked	some	features	of	this	app(윈
도우	디펜더라고	부르는	방화벽이	이	앱의	일부	기능을	차단했다)’는	문구가	나타날	수	있다.	아두이노	IDE는	
자바	기반	애플리케이션이므로	Arduino.exe	대신에	자바	프로그램에서	경고가	발생한다.	로컬	네트워크를	
통해	스케치를	업로드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보드에서	이러한	자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이러한	종류의	보

드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해	javaw.exe가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보드를 연결하면 설치된 드라이버가 보드와 자동으로 연결된다(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이

렇게 하는 데 실패하거나 ZIP 파일을 사용해 아두이노를 설치했다면 아두이노 안내서Arduino	

Guide(https://oreil.ly/ELrle)에 나와 있는 목록에서 여러분의 보드 이름이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

고 지침을 따르자.

여러분이 오래전에 나온 보드(FTDI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모든 보드)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 보

드를 인터넷에 연결해 둔 상태라면, 윈도우에서 드라이버를 검색할 때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설치된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거나 윈도우 XP를 사용한다면 드라이버가 있는 곳을 지정해

야 한다. 파일 선택기를 사용해 아두이노 파일의 압축을 푼 디렉터리에 있는 drivers\FTDI USB 

Drivers 디렉터리로 이동하자. 이 드라이버가 설치되면 새 직렬 포트가 발견되었다는 새 하드웨

어 발견 마법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된다.

소프트웨어가	보드와	통신할	수	있도록	드라이버를	두	번	설치하기	위해	이	과정을	순서대로	다시	밟아

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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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OS

맥용 아두이노 다운로드 파일의 형식은 ZIP이다. ZIP 파일을 내려받은 후에 이 파일이 자동으로 

풀리지 않으면 내려받은 파일을 찾아 더블클릭해 애플리케이션을 풀자.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

에게 편리한 곳으로 옮겨 두면 되는데, 그중에서도 Applications 이름으로 된 폴더로 옮겨 두면 

더 좋다. 애플리케이션을 더블클릭하자. 시작 화면이 나타난 후에 메인 프로그램 창이 나타난다.

우노 같은 최신형 아두이노 보드는 드라이버를 추가해서 설치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보드

를 처음 연결하면 새 네트워크 포트가 발견되었다는 알림이 표시될 수 있는데, 이 알림을 무시

해도 된다. FTDI 드라이버가 필요한 구형 보드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FTDI(https://oreil.ly/w7_YM)

에서 얻을 수 있다.

리눅스

배포판의 패키지 관리자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리눅스 버전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버전은 최신 릴리스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http://arduino.cc/download	에서 새 버전을 내려

받는 편이 제일 좋다. 리눅스는 32비트용이나 64비트용으로 제공되며, 라즈베리 파이나 그 밖

의 리눅스 ARM 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ARM 버전을 제공한다. 배포판 대부분에는 표준 드

라이버가 미리 설치되어 있으며, 대개는 FTDI도 지원한다. 아두이노를 리눅스에 설치하는 방법

을 아두이노 리눅스 페이지(https://www.arduino.cc/en/guide/linux)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설치 스

크립트를 실행하려면 이 지시 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사용자 계정으로 직렬 

포트에 액세스할 수 있다.

아두이노 재단에서 만들지 않은 아두이노 호환 보드를 사용한다면 보드 매니저Boards	Manager를 사용

해 지원 파일을 설치해야 할 수도 있다(레시피 1.7). 또한, 필요한 추가 단계에 대해서는 해당 보드의 

설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아두이노를 설치한 다음에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시작 화면이 나타난다(그림 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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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2  아두이노의 스플래시 화면(윈도우 10에서 아두이노 1�8�13을 실행한 경우)

초기 스플래시 화면이 나오고 나서 

기본 프로그램 창이 뜬다(그림 1-3 

참고). 소프트웨어를 로드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참고 기

다리자. 아두이노 아이콘을 시작 

메뉴(윈도우)나 애플리케이션 폴더

(macOS)나 바탕 화면에서 찾을 수 

있다. 리눅스에서는 아두이노 실행 

파일을 터미널 쉘에서 실행해야 할 

수도 있다.

그림 1 - 3  IDE 기본 창(맥에서 아두이노 1�8�13을 실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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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가 시동되지 않으면 아두이노 웹 사이트(https://oreil.ly/slIus)의 문제 해결 부분에서 설치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도움말을 찾아보자.

함께 보면 좋은 내용

아두이노 입문을 위한 온라인 안내서가 윈도우용(https://oreil.ly/ufBhk), macOS용(https://oreil.ly/

GL4uk), 리눅스용(https://oreil.ly/TW6si)으로 제공된다.

아두이노 프로Arduino	Pro라는 IDE는 전문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만든 아두이노 개발 환경이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이 IDE는 이제 막 출시된 상태다. 아두이노 프로라는 IDE의 깃허브 저장소

(https://oreil.ly/tKGNk)를 참고하자.

아두이노 CLICommand	Line	Interface(명령줄 인터페이스)는 스케치를 컴파일하고 업로드하기 위한 명령줄 

도구다. 여러분은 라이브러리 매니저Library	Manager나 보드 매니저 대신에 아두이노 CLI를 사용할 수

도 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두이노 CLI 깃허브 저장소(https://oreil.ly/yaOph)를 참고하자.

아두이노 크리에이트Arduino	Create라는 온라인 편집 환경이 있다. 이것을 사용하려면 계정을 생성해 

플러그인을 내려받아야 하며, 이렇게 하면 웹 사이트가 보드와 통신해 코드를 업로드할 수 있다. 

이 환경에는 스케치를 저장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스토리지를 통해 코드

를 공유할 수 있다. 이 책을 쓰는 시점에서 아두이노 크리에이트는 상당히 새롭게 발전된 서비스였

다. 컴퓨터에 개발 환경을 설치하지 않고 아두이노 스케치를 만들려면 아두이노 크리에이트(https://

create.arduino.cc)를 살펴보자.1

아두이노 크리에이트의 크롬 앱을 크롬 북에서 사용하려면 구독료로 매달 1달러를 내야 한다. 일

정 기간 동안 시험 삼아 사용해 볼 수도 있다. 크롬 북에서 아두이노 코드를 컴파일하고 업로드하

는 방법이 또 있다. 코드 벤더Code-bender도 아두이노 크리에이트와 마찬가지로 웹 기반 IDE지만, 다

수의 제3자 아두이노 호환 보드도 지원한다. 학원이나 학교에서 쓰기에 알맞은 요금제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코드벤더 페이지(https://edu.codebender.cc)를 참고하자.

1 옮긴이   아두이노 크리에이트를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해야 한다는 베타리더의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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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아두이노 보드 구성

문제

새로 산 보드에 전력을 공급해 보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알고 싶다.

해법

컴퓨터의 USB 포트에 보드를 꽂은 다음에 보드의 LED 전원 표시기가 켜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 

대부분의 아두이노 보드에는 보드에 전력이 공급될 때마다 켜지는 LED 전원 표시기가 있다.

보드에 전력이 들어가면 온보드 LED(그림 1-4)가 깜박거려야 한다(대부분의 보드에는 공장에서 미리 넣

어 둔 LED 점멸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사용자는 보드의 정상 작동 여부를 간단히 점검해 볼 수 있다). 

전원	LED

이중	I2C	핀들
(우노	R3)

온보드	
리셋		

스위치

USB		
커넥터

직렬	방식	

LED들

외부	직류		
전원	커넥터

추가된	핀들	
(우노	R3)

LED

그림 1 -  4  기본 아두이노 보드(우노 Rev3)

아두이노	우노	폼팩터에	맞게	만들어진	시판용	보드들에는	구형	보드에	존재하지	않는	핀이	몇	개	있는

데,	여러분은	이러한	핀이	없는	구형	아두이노	쉴드를	보게	될	수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핀들이	

있어도	일반적으로	구형	쉴드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대부분의	쉴드는	구형	보드에서	작동하듯이	

신형	보드에서도	계속	작동한다(다만,	일을	해	나가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쉴드가	아날로그	기준	전압(아날로그	입력값이	공급	전압과	상관될	수	있음)을	감지하는	데	필요한	IOREF	핀
과,	I2C	장치에	대한	핀	위치에	일관성이	있게	하는	SCL	핀	및	SDA	핀이	새로	추가되어	연결부로	쓰인다.	
이전에	시판되었던	일부	보드(예를	들면	메가)에서는	칩	구성이	서로	달라서	I2C	핀의	위치	또한	다양했으

며,	이에	따라서	특정	쉴드를	보드에	장착해	쓰면서	해당	쉴드의	I2C	핀을	아두이노	메가(Arduino	Mega)

의	핀에	연결하려면	점퍼선을	사용해야만	했다.	새로운	핀	배치에	맞춰	설계한	쉴드라면	새롭게	핀을	배

치한	보드에서는	다	동작해야	한다.	추가	핀(IOREF	핀	옆에	있는	핀)	한	개는	현재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

만,	이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핀	배치를	바꾸지	않은	채로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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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어도 전원 LED가 켜지지 않았다면 이는 보드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럴 때는 다른 USB 소켓이나 케이블을 사용해 보자).

보드에서 실행되는 코드가 깜박이는 LED를 제어한다(새 보드에서는 Blink 예제 스케치를 사용해 이 코

드를 미리 로드한다). 온보드 LED(onboard LED, 보드에 장착되어 나온 LED)가 깜박이면 스케치가 올바

르게 실행되고 있다는 뜻이며, 또한 보드의 칩이 작동 중이라는 뜻이다. 전원 LED2는 켜져 있지만 

온보드 LED(일반적으로 L자가 표시되어 있는 LED)가 깜박이지 않는다면, 공장에서 심어 두었어야 할 

코드가 칩에 없어서 그럴 수 있다. 보드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Blink 스케치를 보드에 로

드하려면 레시피 1.3의 지침을 따르자. 여러분이 표준 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온보드 LED가 

없을 수 있으므로 설명서를 보며 보드에 대해 자세히 다룬 내용을 확인하자.

레오나르도와 제로급 보드(아두이노 제로, 에이다프룻 메트로 M0, 스파크펀 레드보드 터보 등)의 풋프

린트footprint는 우노의 것과 같다(이러한 보드들의 헤더가 같은 곳에 놓여 있으므로 쉴드를 부착할 수 있

다). 하지만 그 밖의 측면에서 보면 이 보드들은 서로 많이 다르다. 우노와 마찬가지로 레오나르도에

도 8비트 칩이 있지만, USB 통신을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칩이 없기 때문에 레오나르도에서는 보

드를 리셋reset(재설정)해야만 프로그램을 업로드할 수 있다. 업로드되는 동안에는 레오나르도의 온

보드 LED가 부드럽게 깜박인다. 레오나르도는 5V를 견딜 수 있다. 제로에는 32비트 ARM 칩이 있

으며,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실행하는 데 쓸 수 있는 메모리가 더 많다. 제로에는 DACDigital-to-Analog	

Converter(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를 제공하는 핀도 한 개 있으므로 다양한 아날로그 전압을 얻을 수 

있다. 이 핀을 사용하면 소리신호audio	signal(음성신호)의 품질을 우노보다 훨씬 더 좋게 할 수 있다. 

제로는 5V를 견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에이다프룻이 내놓은 보드(Metro M0 Express)나 스파크펀이 

내놓은 보드(RedBoard Turbo)와 비슷하지도 않다.

MKR1010은 제로와 동일한 칩을 사용하며(그리고 5V를 견뎌내지 못하는 건 제로와 마찬가지다), 더 작

은 폼팩터가 필요할 때 사용된다. 이 보드에는 와이파이도 포함되어 있어서 와이파이 통신망을 통

해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MKR 폼팩터는 우노 핀에 맞게 설계된 쉴드를 지원하지 않는다.

모든 32비트형 보드에는 인터럽트를 지원하는 핀이 대부분의 8비트형 보드보다 더 많기 때문에 신

호 변화를 신속하게 감지해야 하는 분야에 응용하기에 알맞다(레시피 18.2 참고). 이러한 점에서 예외

가 되는 8비트형 보드 중 하나는 아두이노 우노 와이파이 Rev2인데, 이 보드는 디지털 핀의 인터럽

트를 지원한다.

2 옮긴이   앞에서 말한 온보드 LED가 아닌, 녹색 불이 켜지는 LED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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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단한 디지털/아날로그 입력

C H A P T E R

 5.0  소개
아두이노의 디지털 및 아날로그 입력 감지 기능을 사용해 여러분은 사용자와 주변 세계에 반응

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스위치가 눌렸는지를 감지하고, 숫자 키패드에서 입력을 읽고, 전압값 

범위를 읽는 일처럼 입력을 모니터링하고 응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한다. 

이번 장에서는 디지털 입력과 아날로그 입력을 감지할 수 있는 아두이노 핀을 설명한다. 디지털 

입력 핀은 핀의 전압 유무를 감지한다. 아날로그 입력 핀은 핀의 전압 범위를 측정한다.

그림 5-1에는 아두이노 우노의 핀 배열이 나와 있다. 이 핀 배열은 에이다프룻 메트로Adafruit	Metro 

계열 및 스파크펀을 포함하는 그 밖의 다양한 아두이노 호환 보드에서 사용된다. 공식 보드 목록

(https://oreil.ly/aZPSA)에서 각 보드에 대한 연결 정보를 참조해 볼 수 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보드

가 해당 목록에 나와 있지 않다면 보드 공급업체의 웹 사이트에서 연결 정보를 확인하자.

디지털 입력을 감지하는 아두이노 함수는 digitalRead이며, 핀의 전압이 HIGH인지 아니면 LOW인지

를 스케치에 알린다. 우노 같은 보드와 그 밖의 3.3V 보드의 경우에 HIGH는 3 ~ 5V이고 (ARM 기반 

보드와 그 밖의 3.3V 보드의 경우에는 2 ~ 3.3V), LOW는 0V다. 입력 내용을 읽기 위해 핀을 구성하는 

데 쓰는 아두이노 함수는 pin Mode(pin, INPUT)이다.

우노 같은 방식으로 핀을 배치하는 보드(아두이노 레오나르도, 여러 에이다프룻 메트로 보드 및 스파크펀 

레드보드 포함)에는 그림 5-1의 맨 위에 표시된 것처럼 디지털 핀이 14개(0에서 13까지 번호가 매겨짐)가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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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노 그리고 이것과 100% 호환되는 보드(일반적으로 ATmega328 기반 보드)에서 0번 핀 및 1번 

핀(RX 및 TX로 표시)은 USB 직렬 연결에 사용되며,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직렬 

연결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4장을 참고하자.

그림 5-1  아두이노 우노 보드의 디지털 핀과 아날로그 핀

아두이노에는 많은 핀을 참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논리적 이름이 있다. 표 5-1에 나오는 상수

를 핀 번호가 필요한 모든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실제 핀 번호를 사용하는 예제 코드가 자주 

나올 것이다. 그러나 아두이노 및 아두이노 호환 보드가 다양하므로 숫자로 된 핀 번호를 사용하

지 말고 그 대신에 이러한 상수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두이노 우노에서 A0은 14번 핀에 

해당하지만, MKR 와이파이 1010에서는 15번 핀에 해당하고, 아두이노 메가에서는 54번 핀에 해

당한다.

표 5-1  우노 모양으로 배치하기 위한 핀 상수

상수 핀 상수 핀

A0 아날로그	입력	0 LED_BUILTIN	 온보드	LED

A1 아날로그	입력	1 SDA I2C	데이터

A2 아날로그	입력 SCL I2C	클록

A3 아날로그	입력 SS	 SPI	선택

A4 아날로그	입력 MOSI SPI	입력

A5 아날로그	입력 MISO SPI	출력

SCK SPI	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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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디지털	핀이	필요하다면	아날로그	핀을	디지털	핀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때	핀의	기호적인	이름을	

사용해	핀을	참조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pinMode(A0,	INPUT);과	같은	식이다).

메가Mega 및 듀에Due 같은 보드에는 디지털 핀과 아날로그 핀이 더 많이 있다. 디지털 0 ~ 13번 핀과 

아날로그 0 ~ 5번 핀이 표준 보드와 같은 자리에 있으므로 표준 보드용으로 설계한 하드웨어 쉴드

를 장착할 수 있다. 표준 보드와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핀을 디지털 핀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메가

에서는 아날로그 핀의 번호로 A0부터 A15까지를 쓴다. 그림 5-2는 메가의 핀 배치를 보여 준다.

그림 5-2  아두이노 메가 보드

우노와 레오나르도 및 그 밖의 여러 보드에는 13번 핀에 연결된 LED가 있지만, 또 다른 보드에서

는 핀 번호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항상 LED_BUILTIN 상수를 사용해 내장형 LED를 참조해야 한다. 

보드에 내장형 LED가 없어서 LED를 디지털 핀에 연결해야 하고 이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레

시피 7.1로 건너뛰자. 또한, 출력 핀을 LED_BUILTIN에서 사용 중인 핀 번호로 바꿔야 한다.

디지털 입력을 다루는 레시피는 때때로 내부 저항기나 외부 저항기를 사용해서, 입력이 연결되지 않

을 때 알려진 상태를 입력 핀이 유지하게 한다. 그러한 저항기가 없다면 핀의 값은 플로팅floating(유

동, 부동, 부유, 일시적인)이라고 알려진 상태에 있게 될 것이고, digitalRead가 처음에는 HIGH를 

반환할 수도 있겠지만, 입력이 맞물려 있는지 여부(버튼을 누를 때처럼)와 관계없이 몇 밀리초 후

에 LOW를 반환할 것이다. 풀업pull-up(끌어올리기) 저항기는 보드의 전압이 로직 레벨(5V 또는 3.3V)

로 ‘끌어올려지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풀업 상태로 구성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버튼을 누른다면 

digitalRead는 LOW를 반환할 것이다. 그 밖의 모든 때에는 풀업 저항기가 HIGH를 유지하기 때문에 

digitalRead는 HIGH를 반환한다. 풀다운pull-down(끌어내리기) 저항기는 핀을 0V로 끌어내린다. 이렇

게 구성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버튼을 누르면 digitalRead는 HIGH를 반환된다. 10㏀은 풀업 저항기

나 풀다운 저항기에서 흔히 사용하는 저항값이지만 4.7 ~ 20㏀ 범위에 해당하는 저항값일 때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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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것이 작동한다. 이번 장에서 사용된 부품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부록 A를 참고하자.

전자 부품 사용 작업

이번	장은	아두이노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일을	다루는	여러	장	중	첫	번째	장이다.	전자공학에	관한	배

경지식이	없다면	전자	부품을	다룬	부록	A,	계통도와	데이터시트를	다룬	부록	B,	회로	구축	및	연결을	다

룬	부록	C,	하드웨어	문제	해결을	다룬	부록	E를	참고하자.	또한,	그	밖의	훌륭한	입문용	자습서가	많다.	특
별히	아두이노와	관련된	두	가지로는	마시모	밴지(Massimo	Banzi)와	마이클	실로(Michael	Shiloh)가	저술

한	《Getting	Started	with	Arduino》(Make	Community)와	톰	이고(Tom	Igoe)가	저술한	《Making	Things	
Talk》(Make	Community)를	들	수	있다.	이번	장과	다음	장에서	다루는	전자공학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제

공하는	그	밖의	책으로는	포레스트	밈스(Forrest	M.	Mims)가	저술한	《Getting	Started	in	Electronics》(3판)
(Master	Publishing),	찰스	플랫(Charles	Platt)이	저술한	《Make:	Electronics》(Make	Community)와	톰	이고

가	저술한	《Physical	Computing》(Cengage)을	들	수	있다.

처음으로	아두이노에	부품을	배선해	본다면,	부착한	부품을	어떻게	연결해	전력을	공급할지	주의하자.	아두

이노	우노에서는	과전압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컨트롤러	칩을	사용하지만,	잘못된	전압을	공급하거

나	출력	핀을	단락시키면	칩이	손상될	수	있다.	32비트	아두이노	및	호환	보드는	일반적으로	조금	더	취약하

다.	우노	같은	보드의	아두이노	컨트롤러	칩에서는	전력이	5V로	공급되며,	외부	전원을	이보다	높은	전압으

로	아두이노	핀에	연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최신	아두이노	보드	및	호환	장치는	최대	3.3V를	견
딜	수	있다.	최대	핀	전압을	찾으려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보드에	대한	온라인	설명서를	참고하자.

일부	아두이노	보드에는	메인	칩이	소켓에	끼워져	있기	때문에	제거하거나	교체할	수	있으므로	칩이	손상될

지라도	보드까지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공학에는	신참이지만	실험을	해보고	싶다면	우노처럼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교체해서	쓸	수	있게	한	보드를	선택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	아두이노	우노	Rev3	SMD(표면실

장장치)에는	마이크로컨트롤러가	납땜되어	있으므로	교체할	수가	없다.

아두이노 보드에는 레시피 5.2와 같이 pinMode와 함께 INPUT_PULLUP 모드를 사용할 때 활성화

할 수 있는 내부 풀업 저항기가 있다. 따라서 외부 풀업 저항기가 필요하지 않다.

켬on과 끔off만 가능한 디지털 값과 달리 아날로그 값은 연속적으로 변한다. 오디오 장치의 음량을 

설정하는 경우가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는데, 그저 켜거나 끄는 것이 아니라 이 둘 사이 값들의 범

위가 있기 때문이다. 많은 센서가 센서 측정에 해당하는 전압을 변경해 정보를 제공한다. 아두이

노 코드는 아날로그 핀 중 한 가지에서 측정되는 전압에 비례하는 값을 얻기 위해 analogRead라

고 부르는 함수를 사용한다. 핀의 전압이 0V이면 값이 0이 되며, 5V(또는 3.3V 보드상에서는 3.3V)이

면 1,023이 된다. 이 범위 내의 값이 핀의 전압에 비례하므로 2.5V(5V의 절반)에 대응하는 값은 대략 

511(1/2의 절반)이 된다. 그림 5-1을 보면 아래쪽에 아날로그 입력 핀 여섯 개(0번부터 5번까지 표시)를 

볼 수 있을 것이다(아날로그 입력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 핀들을 디지털 핀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아

날로그 레시피에서는 핀의 전압을 변경하기 위해 포텐쇼미터potentiometer(전위차계)를 사용하기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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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것을 간단히 팟pot이라고 부르거나 가변 저항기variable	resistor라고 부른다. 아날로그 핀에 연결하

려고 포텐쇼미터를 선택해야 할 때는 그 값이 10K인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이번 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회로를 비교적 쉽게 연결할 수 있지만, 납땜하지 않는 브레드보드

solderless	breadboard(무납땜 빵판, 무납땜 실험모형, 솔더리스 브레드보드)를 사용하면 외장 부품에 대한 배

선을 단순화할 수 있어서 좋다. 가장 긴 브레드보드에는 830개의 타이 포인트tie	point(전선을 끼울 구멍)

와 각 면에 두 개의 전력 공급 버스 줄이 있다. 이러한 브레드보드의 종류로는 자메코Jameco의 품번 

20723, 에이다프룻Adafruit	Industries의 품번 239, 디지키Digi-Key의 품번 438-1045-ND, 스파크펀SparkFun

의 PRT-12615가 있다. 타이 포인트가 400개인 절반 길이 브레드보드는 아두이노 우노와 크기가 비

슷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기가 있다.

또 다른 편리한 품목으로는 저렴한 멀티미터를 들 수 있다. 멀티미터로 전압과 저항을 측정할 수 있

다면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연결 상태 검사 및 전류 측정 기능도 들어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자메코 220759, 에이다프룻 2034, 디지키 1742-1135-ND, 스파크펀 TOL-12966에는 이런 기능이 들어 있다).

 5.1  스위치 사용

문제

(예를 들면, 전기적 접속을 형성하는 누름단추나 스위치 또는 외부 장치에서) 전기적 연결이 끊어진 것에 

반응하는 스케치를 만들고 싶다. 

해법

아두이노 디지털 핀 세트에 연결된 스위치의 상태를 입력으로 지정하려면 digitalRead를 사용하

자. 다음 코드는 스위치를 누르면 LED에 불이 들어오게 한다(그림 5-3은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를 보

여 준다).

/*
 * Pushbutton 스케치.
 * 2번 핀에 연결된 스위치가 내장형 LED를 켠다.
 */

const int inputPin = 2; // (누름버튼용으로 사용할) 입력 핀을 선택한다.

void setup()
{
  pinMode(LED_BUILTIN, OUTPUT); // LED를 출력용으로 선언한다.
  pinMode(inputPin,INPUT);      // 누름버튼을 입력용으로 선언한다.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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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d loop()
{
  int val = digitalRead(inputPin);   // 입력값을 읽는다.
  if (val == HIGH)                   // 입력이 HIGH인지를 확인한다.
  {
    digitalWrite(LED_BUILTIN, HIGH); // 스위치가 눌리면 LED를 켠다.
  }
  else
  {
    digitalWrite(LED_BUILTIN, LOW);  // LED를 끈다.
  }
}

그림 5-3  풀다운 저항기를 사용해 연결된 스위치

아두이노	보드에는	일반적으로	입력	LED에	연결된	내장형	LED가	있으며,	이	LED를	상수인	LED_
BUILTIN으로	식별할	수	있다.	13번	핀을	내장형	LED라고	여기는	코드를	흔히	볼	수	있다.	13번이	우노	

및	그	밖의	많은	보드에서는	정확한	핀	번호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상수를	사용해

야	한다.	보드에	내장형	LED가	없다면	LED를	아두이노	핀에	연결해야	하는데,	이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

고	싶다면	레시피	7.1을	참고하자.	여러분은	또한	출력	핀을	LED_BUILTIN에서	여러분이	사용	중인	핀	

번호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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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setup 함수에서는 LED 핀을 출력(OUTPUT)으로 구성하고, 스위치 핀을 입력(INPUT)으로 구성한다.

digitalWrite에서	핀의	출력	전압을	제어하려면	핀을	OUTPUT	모드로	설정해야	한다.	디지털	입력을	

읽으려면	입력	모드에	있어야	한다.

digitalRead 함수는 입력 핀(inputPin)의 전압을 읽어, 전압이 높으면(대부분의 8비트 보드의 경우에

는 5V, 대부분의 32비트 보드에서는 3.3V) HIGH 값을 반환하고, 전압이 낮으면(0V이면) LOW 값을 반환

한다. 3 ~ 5V(혹은 3.3V 보드에서는 2 ~ n3.3V)는 그사이의 어느 값이든 HIGH로 간주하며, 이 범위 

값보다 작은 값은 LOW로 간주한다. 핀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 즉 플로팅 상태일 때는 digitalRead가 

반환하는 값이 결정되지 않는다(즉, HIGH일 수도 있고 LOW일 수도 있다는 말인데, 이런 경우에는 값을 믿

고 사용할 수가 없다). 그림 5-3에 나온 저항기는 스위치를 누르지 않을 때 핀의 전압이 낮아지게 하

는데, 이는 저항기가 전압을 0V인 접지 전압(대부분의 보드에서 GND로 표시됨)으로 ‘풀다운pull	down(끌

어 내림)’하기 때문이다. 스위치를 누르면 핀에 +5V인 전압으로 연결되므로 digitalRead에 의해 반

환된 핀의 값이 LOW에서 HIGH로 변경된다.

디지털	핀이나	아날로그	핀을	5V	이상의	전압(또는	3.3V	보드의	3.3V)에	연결하지	말아야	하며,	제조업체

의	설명서나	온라인	카탈로그	페이지를	참조해	보드의	최대	전압을	확인하자.	전압이	높으면	핀이	손상

되어	칩	전체가	파손될	수	있다.	5V에서	스위치를	배선하면	바로	접지로	단락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저항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념하자.	그런	식으로	배선한다고	해도	아두

이노	칩이	손상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전력	공급장치에는	좋지	않다.

이번 예제에서 digitalRead의 값은 변수 val에 저장된다. 버튼이 눌렸다면 이 값은 HIGH이고 그

렇지 않다면 LOW다.

이번	예제(그리고	이	책	속에	나오는	그	밖의	모든	곳)에서	사용하는	스위치는	눌렸을	때	전기적	접속을	만

들고,	눌리지	않았을	때는	접속을	끊는	역할을	한다.	이런	스위치의	성질을	평상시	열림(Normally	Open,	

NO)이라고	한다.	이와는	반대	동작을	보이는	순간	스위치(momentary	switch,	순시	스위치)의	성질을	평상

시	닫힘(Normally	Closed,	NC)이라고	한다.

val의 값이 HIGH가 되게 하면 LED에 연결된 출력 핀에 전력이 공급되면서 LED가 켜진다.

아두이노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디지털 핀을 입력으로 설정하지만, 사용 중인 핀을 알 수 있게 

스케치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분은 HIGH 대신에 true를 사용하는, 비슷한 코드도 볼 수 있을 텐데 HIGH와 true는 서로 바

꿔서 사용할 수 있다(때로는 1로 표시됨). 마찬가지로 false는 LOW 및 0과 똑같다. 애플리케이션에서 

논리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형식을 사용하자.



CHAPTER 5 간단한	디지털/아날로그	입력192

거의 모든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지만, 순간 촉각 스위치momentary	tactile	switch라고 부르는 스위치는 

가격이 저렴하고 브레드보드에 직접 꽂을 수 있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앞에 나온 스케치에서 논

리를 구현하는 다른 방법은 다음과 같다.

void loop()
{
  // 입력 핀이 HIGH이면 LED를 켜고 그렇지 않으면 끈다.
  digitalWrite(LED_BUILTIN, digitalRead(inputPin));
}

버튼 상태는 변수에 저장되지 않는다. 대신에 digitalRead에서 얻은 값을 바탕으로 LED를 직접 

켜거나 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편리한 지름길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간결한 방식으로 코

드를 표현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성능이 크게 좋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될 수 있으면 이해하기 

쉬운 방식을 선택하자.

풀업 코드는 풀다운 버전과 비슷하지만 논리가 반전되어 버튼을 누를 때 핀의 값이 LOW가 된다(이 

계통도에 대해서는 그림 5-4 참고). 스위치를 누를 때(DOWN) 핀이 LOW가 된다고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이다.

void loop()
{
  int val = digitalRead(inputPin);   // 입력값을 읽는다.
  if (val == HIGH)                   // 입력이 HIGH인지를 확인한다.
  {
    digitalWrite(LED_BUILTIN, LOW);  // LED를 끈다.
  }
  else
  {
    digitalWrite(LED_BUILTIN, HIGH); // LED를 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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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풀업 저항기를 사용해 연결된 스위치

함께 보면 좋은 내용

각 주제별 참조 문서는 다음과 같다.

•	digitalRead(https://oreil.ly/Bk6HD)

•	digitalWrite(https://oreil�ly/kWoWV)

•	pinMode(https://oreil�ly/ffTZC)

•	HIGH, LOW 및 그 밖의 상수(https://oreil�ly/QLS77)

•	디지털 핀에 대한 아두이노 자습서(https://oreil�ly/XDBur)

 5.2  외부 저항기 없이 스위치를 사용

문제

스위치를 연결할 때 외부 풀업 저항기를 제거해 배선을 단순하게 만들려고 한다.

해법

레시피 5.1에 설명한 대로, 디지털 입력 시에는 스위치를 누르지 않을 때 핀을 알려진 값으로 유지

하기 위한 저항기가 있어야 한다. 아두이노에는 pinMode와 함께 INPUT_PULLUP 모드를 사용해 활

성화할 수 있는 내부 풀업 저항기가 있다.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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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그림 5-5에 나오는 것처럼 스위치가 배선된다. 이것은 그림 5-4와 거의 같지만 외부 저

항기가 없다.

그림 5-5  내부 풀업 저항기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유선 스위치

스위치는 2번 핀과 접지(대부분의 보드에서 GND로 표시해 둔 곳)에만 연결되어 있다. 접지는 정의에 따

르면 0V다.

/*
 * Input pullup(입력 풀업) 스케치.
 * 2번 핀에 연결된 스위치가 내장형 LED를 켠다.
 */
const int inputPin = 2; // 스위치를 위한 입력 핀.

void setup()
{
  pinMode(LED_BUILTIN, OUTPUT);
  pinMode(inputPin, INPUT_PULLUP); // inputPin상에서 내부 풀업을 사용한다.
}

void loop()
{
  int val = digitalRead(inputPin);   // 입력값을 읽는다.
  if (val == HIGH)                   // 입력이 HIGH인지를 확인한다.
  {
    digitalWrite(LED_BUILTIN, LOW);  // LED를 끈다.
  }
  else
  {
    digitalWrite(LED_BUILTIN, HIGH); // LED를 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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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두이노	보드에	접지	핀이	여러	개	있기는	하지만,	이	핀이	모두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용하기에	편한	것

을	선택하면	된다.

토의

풀업 저항기를 사용하면 논리가 반전되므로 버튼을 누를 때 digitalRead 값이 LOW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HIGH가 된다. 내부 풀업 저항기의 저항값은 20㏀ 이상(20㏀ ~ 50㏀)이다. 이는 대부분의 응용

기기에 적합하지만, 일부 장치에는 저항값이 더 낮은 값 저항기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내부 풀업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아두이노에 연결하려는 외부 장치에 대한 데이터시트를 참고하자.

응용기기가	입력과	출력	사이에서	핀	모드를	앞뒤로	전환한다면	우노	같은	AVR	보드의	모드를	변경할	

때	핀의	상태가	HIGH	또는	LOW로	유지된다.	즉,	출력	핀을	HIGH로	설정하고	나서	입력	모드로	변경하

면	풀업이	켜지고	핀을	읽으면	HIGH가	생성된다.	digitalWrite(pin,	LOW)를	사용해	출력	모드에서	

LOW	핀을	설정하고	나서	pin	Mode(pin,	INPUT)를	사용해	입력	모드로	변경하면	풀업이	해제된다.	
풀업을	켠	상태에서	출력	모드로	변경하면	핀이	HIGH로	설정되기	때문에	연결된	LED가	켜지는	일처럼	

의도치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5.3  스위치 눌림 안정적 검출(바운스 제거)

문제

접점 바운스contact	bounce(접점 반발력) 때문에 값을 잘못 읽는 일을 피하려고 한다(접점 바운스 때문에 

스위치 접점이 닫히거나 열리는 순간에 신호가 여러 가지 만들어진다). 스퓨리어스spurious(불요파, 불필요한 

파동) 판독값을 제거하는 과정을 디바운싱debouncing(반발력 제거)이라고 한다.

해법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다음 스케치는 레시피 5.1의 그림 5-3에 표시된 배선을 

사용하는 경우다.

/*
 * Debounce 스케치.
 * 2번 핀에 연결된 스위치가 내장형 LED를 켠다.
 * 디바운스 로직이 스위치 상태를 잘못 읽게 되는 상황을 방지한다.
 */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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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부 장치 원격 제어

C H A P T E R

 10.0  소개
아두이노는 TV, 오디오 장비, 카메라, 차고 문, 가전제품, 장난감 등의 거의 모든 리모컨 사용 장치

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리모컨은 적외선infrared	light,	IR 기술이나 무선 라디오 기술을 사용

해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해 작동한다. 키 누름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할 때는 

다른 프로토콜(신호 패턴)이 사용되며 이번 장에 나오는 레시피는 흔히 볼 수 있는 리모컨과 프로토

콜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

IR 리모컨은 고유 부호code를 생성하기 위해 패턴에 맞춰 LED를 켜고 끄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부

호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12 ~ 32비트(데이터 중 여러 조각)다. 리모컨의 각 키는 키를 누를 때 전송

되는 특정 부호와 연결된다. 키를 누르고 있으면 일부 리모컨(예: NEC)은 특수한 반복 부호를 송신

하지만, 일반적으로 리모컨은 동일한 부호를 반복해서 송신한다. 필립스Philips의 RC-5 리모컨이나 

RC-6 리모컨의 경우에는 키를 누를 때마다 부호의 비트가 토글된다. 수신기는 이 토글 비트를 사

용해 키를 두 번 누를 때를 결정한다. SB-Projects 사이트(https://oreil.ly/BeSzk)에서 IR 리모컨에 사

용된 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여기서 IR 레시피는 저렴한 IR 수신기 모듈을 사용해 신호를 감지하고 아두이노가 읽을 수 있는 디

지털 출력을 제공한다. 그런 다음에 디지털 출력이 IRremote라고 부르는 라이브러리에 의해 디코딩

decoding(복호화)되는데, 이 라이브러리는 켄 쉬리프Ken	Shirriff가 작성한 것으로, 아두이노 IDE 라이브

러리 매니저를 사용해 설치할 수 있다(16장 참고).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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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가 리모컨처럼 작동하게 명령을 송신하는 레시피에 동일한 라이브러리가 사용된다.

무선 라디오 기술을 사용하는 리모컨은 IR 리모컨보다 에뮬레이션emulation(모방)하기가 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리모컨의 버튼 접점을 아두이노가 활성화할 수 있다. 무선 리모컨을 사용하는 레시

피는 리모컨 내부의 버튼 접점을 닫아 버튼 누름을 시뮬레이션한다. 무선 리모컨에서 이러한 장치

를 사용하려면 리모컨을 분해한 다음에 접점에서 아두이노로 전선을 연결해야 할 수도 있다. 옵토

커플러optocoupler(광결합기)라는 부품은 아두이노와 리모컨을 전기적으로 분리하는 데 사용된다. 이

처럼 아두이노와 리모컨을 서로 떼어 놓으면 아두이노의 전압으로 인해 리모컨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옵토커플러를 옵토아이솔레이터optoisolator(광분리기, 광절연기)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아두

이노와 다른 전압 크기에 맞춰 동작하는 그 밖의 회로를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다. 이름 중에 ‘아이

솔레이터isolator(분리기)’라는 부분이 암시하듯이 이것은 사물을 전기적인 측면에서 서로 떼어 놓는 

방법을 제공한다. 옵토커플러에는 LED가 하나 들어 있는데, 아두이노의 디지털 핀 한 개로 이것을 

제어할 수 있다. 옵토커플러의 LED에서 나오는 빛이 감광성 트랜지스터에 비춰진다. LED를 켜면 

트랜지스터가 전도되어 두 장치의 연결점들 간의 회로를 닫게 되는데, 이는 마치 스위치를 누르는 

일과 같다.

 10.1  적외선 리모컨에 반응하게 하기

문제

TV나 그 밖의 리모컨에서 누른 키에 반응하게 하려고 한다.

해법

아두이노는 IR 수신기 모듈이라는 장치를 사용해 IR 원격 신호에 응답한다. 흔히 쓰이는 장치로는 

TSOP38238, TSOP4838, PNA4602, TSOP2438가 있다. 앞에 언급한 세 가지는 연결 방식이 같아

서 그 회로도 서로 같다. TSOP2438에서는 +5V와 GND 핀이 반전되어 있다. 장치에 대한 데이터시

트를 확인해 장치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자.

이 레시피에서는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사용해 설치할 수 있는 IRremote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다. 데이터시트의 지시사항에 맞게 IR 수신기 모듈을 연결하자. 그림 10-1의 아두이노 배선은 

TSOP38238/TSOP4838/PNA4602 장치용이다.

이 스케치는 적외선 리모컨의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내장형 LED를 토글한다.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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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_remote_detector 스케치.
 * IR 원격 수신기는 2번 핀에 연결된다.
 * 내장형 LED는 리모컨의 버튼을 누를 때마다 토글된다.
 */

#include <IRremote.h>           // 스케치에 라이브러리를 추가한다.

const int irReceiverPin = 2;    // 수신기가 연결되어 있는 핀.
const int ledPin = LED_BUILTIN;

IRrecv irrecv(irReceiverPin); // IRrecv 객체를 생성한다.
decode_results decodedSignal; // IR 감지기로부터 나온 결과를 저장한다.

void setup()
{
  pinMode(ledPin, OUTPUT);
  irrecv.enableIRIn();          // 수신기 객체를 시동한다.
}

bool lightState = LOW;           // LED가 켜졌는지를 추적한다.
unsigned long last = millis();   // IR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받은 때를 기억한다.

void loop()
{
  if (irrecv.decode(&decodedSignal) == true) // 메시지를 받고 나면 
                                             // 이게 참(true)이 된다.
  {
    if (millis() - last > 250)  // 마지막 메시지를 받고 난 후에 1/4초가 지났는가?
    { 
      if (lightState == LOW)
        lightState = HIGH; 
        else
        lightState = LOW;
      lightState = lightState; // 그렇다면 LED를 토글한다.
      digitalWrite(ledPin, lightState);
    }
    last = millis();
    irrecv.resume();            // 그 밖의 메시지를 지켜본다.
  }
}

5V를	허용하지	않는	3.3V	보드를	사용한다면	적외선	수신기에	5V가	아닌	3.3V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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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V(또는	3.3V)와	GND에		
장치가	정확히	연결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데이터시트를	보자.

*	최소	4.7V가	요구되므로	3.3V	보드와	함께	사용하지	말자.

그림 10 - 1  적외선 수신기 모듈 연결

토의

IR 수신기는 IR 신호를 디지털 펄스로 변환한다. 이 신호는 리모컨의 버튼에 해당하는 1과 0의 시

퀀스다. IRremote 라이브러리는 이러한 펄스를 디코딩하고 각 키에 수치를 제공한다(스케치가 수신

하는 실제 값은 사용하는 특정 리모컨에 따라 다르다).

스케치의 상단에 있는 #include <IRremote.h>로 인해 스케치에서 라이브러리 코드를 사용

할 수 있게 되며, IRrecv irrecv(irReceiverPin);로는 IRrecv 객체(이름은 irrecv)를 생성해 

irReceiverPin(스케치에서는 2번 핀)에 연결된 IR 수신기 모듈로부터 신호를 수신한다. 16장에서 라

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irrecv 객체를 사용해 IR 수신기의 신호에 액세스한다. 신호를 찾고 디코딩하는 명령을 이 객체에 

제공할 수 있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디코딩된 응답 내용은 이름이 decode_results인 변수

에 저장된다. 수신기 객체(irrecv)는 setup 함수 내의 irrecv.enableIRIn(); 줄로 인해 시작된다. 

irrecv.decode(&decodedSignal) 함수를 호출해 루프에서 결과를 확인한다.

decode 함수는 데이터가 있다면 true를 반환하며, 이 데이터는 디코딩된 신호 변수에 배치된다. 레

시피 2.11에서 정보를 다시 전달할 수 있게 매개변수가 수정된 함수 호출에서 앰퍼샌드(&) 기호가 

사용되는 방법을 설명한다.

원격 메시지가 수신된 경우에 코드는, LED가 마지막으로 토글된 이후 1/4초가 지났다면 LED를 토

글(상태를 뒤집는 일)한다(그렇지 않으면 버튼을 누를 때 부호를 두 번 이상 전송하는 리모컨에 의해 LED가 

빠르게 켜졌다가 꺼지는데, 이게 아무렇게나 깜박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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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dedSignal 변수에는 키와 관련된 값이 포함된다. 이 레시피에서는 이 값이 무시된다(다음 레

시피에서는 사용되지만). 다음에 나오는 코드에서 강조 표시된 Serial.println 행을 스케치에 추가해 

값을 프린트할 수 있다(Serial.begin(9600)을 setup 함수에 추가해야 한다).

if (irrecv.decode(&decodedSignal) == true) // 메시지를 받고 나면 
                                           // 이게 참(true)이 된다.
{
  if (millis() - last > 250) // 마지막 메시지를 받고 난 후에 1/4초가 지났는가?
  { 
    Serial.println(decodedSignal.value);

라이브러리는 신호를 계속해서 지켜보게 지시해야 하며, 이는 irrecv.resume(); 줄을 사용해 수행

된다.

이 스케치는 리모컨의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LED가 깜박이게 하지만, 그 밖의 것을 제어하는 데도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테퍼 모터를 사용해 램프나 스테레오의 조절장치 부분을 돌릴 수 있다(물

리적 장치 제어를 더 알고 싶다면 8장을 참고하자).

함께 보면 좋은 내용

켄 쉬리프Ken	Shirriff의 블로그(https://oreil.ly/Jkryi) 중 Infrared(적외선) 카테고리.

 10.2  적외선 리모컨 신호 디코딩

문제

TV나 그 밖의 리모컨에서 누른 특정 키를 감지하려고 한다.

해법

이 스케치는 리모컨의 키가 눌릴 때 LED의 휘도를 조정한다. 스케치가 시작되면 코드에 리모컨 

키 0 ~ 4가 표시된다. 이 코드는 아두이노 메모리RAM에 저장되며, 스케치는 누른 버튼에 해당하는 

LED의 휘도를 설정해 0에 LED를 끄고 1에서 4까지의 휘도를 제공해 이러한 키에 응답한다.

/*
 * RemoteDecode 스케치.
 * 적외선 리모컨 신호는 LED 휘도를 제어하기 위해 디코딩된다.
 * 0 ~ 4번 키 값은 스케치가 시작될 때 감지되고 저장된다.
 * 0번 키로는 LED를 끈다. 1 ~ 4번 키에 따라 휘도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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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IRremote.h>            // IR 리모컨 제어 라이브러리.

const int irReceivePin = 2;      // IR 감지기의 출력에 연결된 핀.
const int ledPin = 9;            // LED는 PWM 핀에 연결된다.

const int numberOfKeys = 5;      // 다섯 개 키(0~4)가 학습된다. 
long irKeyCodes[numberOfKeys];   // 각 키에 대한 부호를 유지한다.

IRrecv irrecv(irReceivePin);     // IR 라이브러리를 만든다.
decode_results results;          // IR 데이터가 여기서 간다.

void setup()
{
  Serial.begin(9600);
  while(!Serial);                    // 레오나르도와 ARM 보드에 필요하다.
  pinMode(irReceivePin, INPUT);
  pinMode(ledPin, OUTPUT);
  irrecv.enableIRIn();              // IR 수신기를 시동한다.
  learnKeycodes();                  // 원격 제어 키 부호들을 학습한다.
  Serial.println("Press a remote key");
}

void loop()
{
  long key;
  int brightness;
  
  if(irrecv.decode(& results))
  {
    // 데이터가 수신되면 여기로 온다.
    irrecv.resume();
    key = convertCodeToKey(results.value);
    if(key >= 0)
    {
      Serial.print("Got key ");
      Serial.println(key);
      brightness = map(key, 0,numberOfKeys-1, 0, 255); 
      analogWrite(ledPin, brightness);
    }
  }
}

/*
 * 리모컨 부호를 수신하기

 */
void learnKeycodes()
{
  while(irrecv.decode(&results)) // 버퍼를 비운다.
    irrecv.resume();
  
  Serial.println("Ready to learn remote codes");
  long prevValue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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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 i = 0;
  while(i < numberOfKeys)
  {
    Serial.print("press remote key ");
    Serial.print(i);
    while(true)
    {
      if(irrecv.decode(& results))
      {
        if(results.value! = -1 && 
        results.decode_type! = UNKNOWN && 
        results.value! = prevValue)
        {
          showReceivedData();
          Serial.println(results.value); 
          irKeyCodes[i] = results.value; 
          i = i + 1;
          prevValue = results.value; 
          irrecv.resume(); // 다음 번 값을 수신한다.
          break;
        }
        irrecv.resume();   // 다음 번 값을 수신한다.
      }
    }
  }
  Serial.println("Learning complete");
}

/*
 * 원격 프로토콜 부호를 논리 키 부호로 변환한다.
 * (숫자를 받지 못했을 때는 -1)
 */
int convertCodeToKey(long code)
{
  for(int i = 0; i < numberOfKeys; i++)
  {
    if(code == irKeyCodes[i])
    {
      return i; // 키를 찾았으니 이 키를 반환한다.
    }
  }
  return -1;
}

/*
 * 프로토콜 형식 및 값을 표시한다.
 */
void showReceivedData()
{
  if(results.decode_type == UNKNOWN)
  {
    Serial.println("-Could not decode mess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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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
  {
    if (results.decode_type == NEC)
    { 
      Serial.print("- decoded NEC: ");
    }
    else if (results.decode_type == SONY)
    { 
      Serial.print("- decoded SONY: ");
    }
    else if (results.decode_type == RC5)
    { 
      Serial.print("- decoded RC5: ");
    }
    else if (results.decode_type == RC5)
    { 
      Serial.print("- decoded RC5: ");
    }
    Serial.print("hex value = ");
    Serial.println(results.value, HEX);
  }
}

토의

이 해법은 IRremote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번 장에 나오는 

‘소개’ 부분을 참고하자.

스케치는 다음에 나오는 코드를 사용해 원격 제어 라이브러리를 시작한다.

irrecv.enableIRIn(); // IR 수신기를 시동한다.

그러고 나서 learnKeyCodes 함수를 호출해 사용자에게 0부터 4에 해당하는 키를 누르라는 메시

지를 표시한다. 각 키의 코드는 irKeyCodes라는 배열에 저장된다. 모든 키가 감지되어 저장되고 

나면 루프 코드는 키 누름을 기다린 다음에 irKeyCodes 배열에 저장된 숫자 중 하나인지를 확인

한다. 그렇다면 값은 analogWrite를 사용해 LED의 휘도를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map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과	LED의	휘도를	제어하기	위해	analogWrite를	사용하는	방법을	더	알고	

싶다면	레시피	5.7을	보자.

라이브러리가 대부분의 IR 리모컨으로 작업할 수 있어야 한다. 타이밍을 발견하고 기억하며 명령 

시 신호를 반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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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치를 시작할 때마다 키 부호 값을 배울 필요가 없게 키 부호 값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irKeyCodes 선언을 다음 줄로 바꾸어 각 키의 값을 초기화하고 learnKeycodes();에 대한 호출을 

주석 처리하자. 리모컨 값과 일치하게 값을 변경하자(이 값은 learnKeycodes 함수에서 키를 누를 때 시

리얼 모니터에 표시됨).

long irKeyCodes[numberOfKeys] = {
  0x18E758A7, // 0 키
  0x18E708F7, // 1 키
  0x18E78877, // 2 키
  0x18E748B7, // 3 키
  0x18E7C837, // 4 키
};

함께 보면 좋은 내용

레시피 18.1은 학습된 데이터를 EEPROM(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10.3  리모컨 신호 흉내 내기

문제

아두이노를 사용해 적외선 신호를 에뮬레이션emulation(모방)함으로써 TV나 그 밖의 원격 제어 기기

를 제어하려고 한다. 레시피 10.2와는 반대로, 명령을 수신하는 대신에 명령을 송신한다.

해법

이 스케치는 장치를 제어하기 위해 레시피 10.2에 나오는 원격 제어 부호를 사용한다(원격 부호는 다

를 수 있으므로 해당 레시피의 해법에 나오는 코드를 실행하고 리모컨 고유의 값을 사용하자). 다섯 개의 버

튼을 선택하고 다섯 개의 부호 중 하나를 전송한다. 그림 10-2와 같이 적외선 LED를 연결해 신호

를 송신한다.

/*
 * irSend 스케치.
 * 이 코드에서는 3번 핀과 5번 핀에 IR LED가 필요하고 
 * 6 ~ 10번 핀에 연결된 다섯 개의 스위치가 필요하다.
 */
#include <IRremote.h> // IR 리모컨 라이브러리.

const int numberOfKeys = 5;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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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 int firstKey = 6; // 버튼에 연결된 
                        // 다섯 개의 순차적 핀 중 첫 번째 핀.
bool buttonState[numberOfKeys];
bool lastButtonState[numberOfKeys];

long irKeyCodes[numberOfKeys] = {
  0x18E758A7, // 0 키
  0x18E708F7, // 1 키
  0x18E78877, // 2 키
  0x18E748B7, // 3 키
  0x18E7C837, // 4 키
};

IRsend irsend;

void setup()
{
  for(int i = 0; i < numberOfKeys; i++)
  {
    buttonState[i] = true; 
    lastButtonState[i] = true;
    int physicalPin = i + firstKey;
    pinMode(physicalPin, INPUT_PULLUP); // 풀업 저항기를 켠다.
  }
  Serial.begin(9600);
}

void loop()
{
  for(int keyNumber = 0; keyNumber < numberOfKeys; keyNumber++)
  {
    int physicalPinToRead = keyNumber + firstKey; 
    buttonState[keyNumber] = digitalRead(physicalPinToRead);
    if(buttonState[keyNumber]! = lastButtonState[keyNumber])
    {
      if (buttonState[keyNumber] == LOW)
      {
        irsend.sendSony(irKeyCodes[keyNumber], 32);
        Serial.println("Sending");
      }
      lastButtonState[keyNumber] = buttonState[keyNumber];
    }
  }
}

적외선	LED에서	나오는	빛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부호가	송신되는	동안에	아무것도	볼	수	없

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적외선	LED가	디지털	카메라에서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카메라의	LCD	뷰	파
인더에서	LED가	깜박이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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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 2  IR 송신기용 버튼들과 LED

토의

아두이노는 IR LED를 깜박여 리모컨에서 송신하는 신호를 복제함으로써 장치를 제어한다. 이렇게 

하려면 IR LED가 필요하다. 사양은 중요하지 않으며, 적합한 부품을 부록 A에서 찾아보자.

IR 라이브러리는 수로 된 부호를 IR LED를 깜박이는 동작으로 바꾸는 일을 처리한다. 여러분은 IR 

메시지를 송신할 객체를 만들어야 한다. 다음 줄은 3번 핀의 LED를 제어하는 IRsend 객체를 만든

다(사용할 핀을 지정할 수 없으며 라이브러리 내에서 하드코딩된다).

IRsend irsend;

여러분이	사용하는	보드에	따라서	IRremote	라이브러리는	적외선	LED에	대해	다른	핀	한	개를	요구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틴시	3.x	보드는	5번	핀을	사용한다.	IRremote	라이브러리를	더	알고	싶다면	

README를	참고하자(https://oreil.ly/XOfdd).	보드에서	버튼에	사용한	핀	범위(해법	스케치의	6번	핀	~	10

번	핀)와	겹치는	핀을	사용한다면	핀	범위를	바꿔야	할	수	있다.

코드에서는 irKeyCodes라는 배열(레시피 2.4 참고)을 사용해 전송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유지한다. 

다섯 개의 스위치를 모니터링해 어느 스위치를 눌렀는지를 확인한 후에 다음 줄에 나오는 코드에서 

송신한다.

irsend.sendSony(irKeyCodes[keyNumber],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