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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기초 알아보기

Chapter

7

1

1

■ 아두이노란 무엇인가?

아두이노(Arduino)는 하나의 브랜드로써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아두이노 보드는 아두이노사에서 제작된 보드들, 혹은 그와 호환되도록 
만든 제품들을 말하며, 아두이노 보드를 프로그래밍하여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아두이노 통합개발환경(IDE)이라고 합니다. 

 

■ 마이크로컨트롤러란?

아두이노 보드에는 마이크로컨트롤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마이크로 컨트
롤러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전자부품이며 사용

 

그림 1-1 아두이노 우노 R3 보드와 아두이노 통합개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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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품들을 연결해줘야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사용하기
에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아두이노 보드는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전자부품들을 하나의 보드위에 연결하여 만들어진 마이크로컨트
롤러 보드이며,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손쉽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 1-2 아두이노 우노 R3보드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ATmega328P

→

■ 오픈소스 하드웨어, 아두이노

아두이노의 장점은 비교적 쉽게 전자기기를 다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갖게 된 바탕은 오픈소스 하드웨어라는 특징 때문입니다.
아두이노는 누구나 제작, 수정, 유통할 수 있으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및 소스 코드 또한 모두 오픈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두이노라는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
으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바탕은 아두이노 사용
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유통시장이 커짐으로써 더 좋은 품질, 
더 저렴한 가격의 아두이노를 접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많아짐으로써 
자료에 대한 공유가 증가하여 더 쉽게 관련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 아두이노 보드, 주변 부품 등 실체가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이 실체가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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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부품의 작동원리

전자부품은 전기를 에너지로 삼아 기능을 소화해내는 부품을 말합니다. 여
러 가지 전자부품들이 연결되면 선풍기가 되기도 하고, 전자레인지가 되기
도 하고, LED 조명이 되기도합니다.  LED 조명의 경우 스위치를 통해 전원
만 공급해주면 불이 들어오지만, 선풍기와 같이 여러 가지의 명령을 처리해
야하는 전자제품은 내부에 명령어를 처리해줄 프로세서가 포함되어야합니
다. 아두이노 보드 또한 명령어를 처리해주는 프로세서에 해당되며, 전원 입
력장치, 버튼, 센서, 모터 등의 전자부품을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하고 프로그
램(명령어의 집합)을 만들어 넣어주면 하나의 전자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방법

아두이노 보드는 두뇌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람과 다르게 혼자서 생각할
수 없으며, 지식(프로그램)을 만들어 넣어줘야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프로그래밍이라 표현하며, 아두이노 통합개발환경을 통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보드(두뇌)가 있다면 주변을 감지하는 센서(오감), 물체를 움직
일 수 있게 만드는 모터(관절) 등과 같은 전자부품을 연결하여 하나의 전자
기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두이노는 오픈소스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 이미 만들어진 회로나 코드를 사용하면 더 손 쉽게 제품을 만
들 수 있습니다. 

  

■ 아두이노 사용 팁, 구글링

구글링이란 http://google.com을 통해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털사이트이며, 세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링만 잘해도 
아두이노와 관련된 자료를 대부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글링 방법은 키

 
 



물에 비유한 전기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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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를 통해 검색하는 것이며, 영어로 검색할 시 해외의 자료들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아두이노 보드의 종류’에 대한 검색 예시입니다.

 
 

키워드 : 아두이노, 보드, 종류

국내 자료 검색시 [아두이노 보드 종류] 검색 해외 자료 검색시 [arduino board type] 검색

■ 전기의 성질 (전압, 전류, 저항)

전자부품은 전기를 에너지로 삼으며 신호 또한 전기를 사용하여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전기를 사용할 시 부상을 당하거나 기기가
고장날 수 있습니다. 전기의 성질은 전압, 전류, 저항을 통해 정의할 수 있으
며 이를 물의 흐름과 비유하여 알아봅시다.

전압  = 물의 높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전류 또한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전류 = 물

물의 흐름은 전류의 흐름

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저항 - 방해물

물의 흐름을 막는 방해물은

저항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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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듯 전자기기들도 전기의 신호(전압의 높낮이)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전기의 신호는 크게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가 배울 아두이노 또한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를 다룹니다. 아래의 그림을 통해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를 비교
해봅시다. 

2개의 신호로 불연속적으로 변함

디지털 신호 아날로그 신호

여러개의 신호로 연속적으로 변함

전압

시간 시간

전압

그림 1-4

아두이노 우노 보드로 비유하자면, 아두이노 우노의 디지털핀에서는 0V와
5V 두개의 신호를 다룰 수 있으며, 아날로그핀에서는 0~5V의 신호를 1023
개의 신호로 나누어 다룰 수 있습니다. 즉 신호는 전압의 높이를 이용하는 
것이며, 이는 경우에 따라 다른 기기에 전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래밍이란?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말하며, 프로그램은 일의 순서
(과정)을 말합니다. 다음의 예시로 프로그램과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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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프로그램그림 1-5

위 그림으로 나타낸 ‘청소하는 과정’ 또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게임 등의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통해 제작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며, C언어, 파이썬 등의 프로
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란 사람과 컴
퓨터가 소통하기 위한 언어를 말하며, C언어, 파이썬, 블록형 언어 등 많은 
언어들이 존재합니다. 각 언어들은 사용 난이도나 사용목적, 범위 등이 모두
제 각각입니다.

  

청소 프로그램 빗자루를 든다.

바닥의 쓰레기를

쓸어 담는다.

다음날 반복

빗자루를 원래

자리에 둔다.

→
→

■ 프로그래밍을 배우려면

프로그래밍 공부는 물리적인 공간이나 자원에 제약이 없으며, 인터넷이나
책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게 되면 외계어같이 생긴 프로그래밍 언어가 두려울 수밖에 없고, 수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 어떤 언어를 배워야 할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교재에서는 프로그래
밍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을 소개하고, 더 나아가 아두이노
플랫폼을 통해 직접 프로그래밍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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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람과 컴퓨터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언어입니
다. 우리는 컴퓨터에 A를 입력하지만 사실 컴퓨터는 이를 1과 0으로 이루어
진 기계어로 인식합니다.  1과 0뿐이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C, C++, Python
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수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각각의 특징
과 장단점이 있으며, 그에 맞게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교재
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C, Java, Python에 대
해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 C 언어

C언어는 오늘날 영어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이지만,
그만큼 배워야 할 영역이 넓습니다. 빠른 연산속도를 자랑하며, 운영체제 및
디바이스 드라이버, 마이크로 컨트롤러 임베디드 프로그래밍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도움이 되지만 관련 지식 범
위가 넓기 때문에 모두 배우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싶다면 C언어로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본 교재에서 소개할 아두이노 플랫폼은 C, C++기반의 언어를 사용하므로
우리가 배울 언어이기도 합니다.(C++언어는 C에서 객체 지향형 언어로
발전된 언어입니다.)

#include <studio.h>

int main(void)
{ 
 printf(”hellow, world!＼n”);
 retur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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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지향적 언어로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C언어는 절차 지향적
언어로 소스코드의 짜여진 순서 위주로 동작하지만, Java는 절차 지향적
언어와는 다르게 각각의 구성요소(객체)가 중심이 되어 동작하는 언어입
니다. Java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이나 응용프로그램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
고 있으며, 높은 생산성과 호환성이 특징입니다. 앱 개발이나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이 많다면 Java로 프로그래밍을 입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입니다.

  

※ Java

package arduino.mechasolution;

public class HelloWorld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System.out.println(”Hellow, world!”);
 }
}

문법 구조가 타 언어에 비해 매우 쉽기 때문에 초보자들의 입문용 언어로 
추천되는 언어입니다. 실제로 국내의 많은 대학에서도 입문용 언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이썬의 장점은 전체적으로 코딩 해야하는 C언어와는
다르게 한 줄씩 언어를 작성,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개발 기간이 매우 단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타 언
어에 비해 연산속도가 느리며, 복잡한 프로그래밍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
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Python은 굉장히 쉬운 편이지만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기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 파이썬 (Python)

print(’hello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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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컴파일러는 작성한 소스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변환해
주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소스코드를 작성할 때 오타나 잘못된 부분이 있
으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어로 변
환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두이노에서 
사용되는 통합개발환경 또한 컴파일러에 해당됩니다.

인터프리터는 컴파일 과정 없이 코드를 읽으면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말
합니다. Java Script, Python, LUA등의 언어가 이에 해당됩니다. 컴파일을 
하는 프로그램에 비해 동작이 느리지만 코드의 동작을 확인하고 알고리즘
을 수정하는 등의 작업은 컴파일러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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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전원 입출력

Chapter

2

■ 직류 전기(DC)와 교류 전기(AC)

직류 전기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기를 말합니다. 교
류 전기와 같은 에너지로 조명을 켜도 덜 밝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서는 전압을 고압으로 승압시켜야
하지만 직류는 고압으로의 승압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먼 거리로 송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전기를 저장할 수 있어 건전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류 전기는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기를 말합니다. 이 때 전압, 전류 극성의 
방향 또한 함께 바뀌며 바뀌는 속도는 주파수로 나타냅니다. 우리나라의 경
우 1초에 60회 극성이 바뀌며 이를 60Hz(헤르츠)로 나타냅니다. 교류 전기
는 저장할 순 없지만 직류전기보다 효율성이 좋으며 승압이 비교적 쉽기 때
문에 장거리 송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교류전기는 국제 전기의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직류전기 (DC) 교류전기 (AC)

전압

시간

전압

시간

직류전기와 교류전기의 성질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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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전기는 5VDC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교류전기는 220VAC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혹은 아두이노와 함께 사용되는 센서, 모듈
등은 대부분 직류전기를 사용하며 교류전기를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는 AC-DC 변환기를 사용해야합니다.

■ 아두이노 우노 R3 보드

아두이노 보드는 사용되는 마이크로컨트롤러 칩이나 크기, 모양 등에 따라
여러 종류의 보드가 존재합니다. 보드는 사용되는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가
장 적당한 것을 골라 사용하면 되며, 본 교재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
는 아두이노 우노 R3 보드를 통해 학습을 진행합니다. 

 

디지털핀리셋버튼

전원/통신

USB 단자

배럴잭
전원입력 

아날로그핀

ATMega328

ICSP

전원핀 I2C통신

I2C통신 SPI통신 인터럽트

아두이노 우노 R3 보드의 기능그림 2-2

■ 아두이노 전원 입력하기

아두이노 우노 보드는 6~20V의 전원을 입력받아 작동하며, 아두이노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입력 전압은 9~12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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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단자로 전원 공급 DC어댑터로 전원 공급 9V 건전지로 전원 공급 VIN핀으로 전원공급

※ GND핀 : (-)전원을 입력받으며, 그라운드라고 불립니다. 연결된 전기의 기준점을 0V로 맞춰줍니다.

※ VIN핀 : (+)전원을 입력받기 위한 단자입니다.

아두이노 전원 입력 방법그림 2-3

■ 아두이노 전원 출력하기

아두이노에 입력된 전압은 레귤레이터를 통해 5V 혹은 3.3V로 변환되며, 변
환된 전원은 전원핀쪽에 5V핀과 3.3V핀, GND(접지)핀을 통해 출력할 수 있
습니다. 레귤레이터는 높은 전압을 일정 전압으로 내려주는 전자부품이며 아
두이노 우노 보드에 내장되어있습니다.

■ 아두이노로 LED 켜기

아두이노에서는 3.3V 또는 5V의 전원을 출력할 수 있으며, 이 전원은 다른
부품에 전원을 공급해줄 수 있는 전기 에너지가 됩니다. 아두이노의 전원핀
을 이용하여 실습 구성품에 포함된 LED 소자에 전원을 입력해봅시다. 

아두이노 우노 R3 보드 전원핀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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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기존
아날로그 조명과 달리 LED는 디지털 반도체 소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컬러
와 다양한 밝기, 디밍 효과 등으로 감성적인 조명과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
습니다. LED는 고효율, 저전력, 장수명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조명, 휴대폰, 
TV등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습에 사용할 LED 소자는 단색 LED로 다리가 긴쪽이 (+)극, 짧은 
쪽이 (-)극에 해당됩니다. 1.8~2V의 전압에서 작동하며, 그 이상의 전원을
가할 경우 고장 혹은 파손될 수 있습니다.

학습용 LED 소자 전극그림 2-5

LED는 1.8~2V에서 작동하지만 아두이노는 5V(혹은 3.3V)를 출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사용하여 5V의 전압을 1.8~2V로 낮춰야 하며, 이때
사용할 저항의 크기를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아두이노와 LED사이에 150옴정도의 저항을 연결하면 LED의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LED는 약 2V의 전압에서 20mA의 전류를 소모하여 작동합니다.)

 

단일 저항 값 = (입력전압 - 구동전압)V / (구동전류)A
단일 저항 값 = (5 - 2)V / 0.020A (20mA)

단일 저항 값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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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우노 + 케이블 브레드보드 점퍼선 MM타입 LED 소자 220옴 저항

아두이노와 LED 소자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브레드보드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기서 잠깐!

 

※ 브레드보드란?

브레드보드는 속칭 빵(Bread)판이라고도 불립니다. 도마위에 올려진 빵의
모습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흔히 전자 회로를 구성할 때 사용되며, 납땜
과정을 생략해주거나 확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전자부품입니다.

빵판(Breadboard)의 유래그림 2-6

브레드보드는 부품과 부품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브레드보드 없이
부품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납땜 등의 번거로움을 감수해야하는 반면 브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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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드는 구멍에 부품 혹은 선을 꽂기만 하면 서로가 연결되니 테스트를 하거
나 프로토 타입을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납땜 필요

납땜 불필요

브레드보드에 대한 이해 (1)그림 2-6

브레드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브레드보드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
양한 브레드보드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본 교재에
등장하는 내용만 숙지한다면 모든 브레드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규격의 브레드보드

내부 모습

내부 모습(철사)

브레드보드에 대한 이해 (2)그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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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드보드 내부는 위와 같은 철들이 들어있으며, 같은 철에 꽂힌 부품들
끼리 전기가 통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래는 브레드보드 내부의 철사 선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브레드보드에 대한 이해 (3)그림 2-8

회로 연결

+-

아두이노 우노 R3

5V 저항 +단자 (긴쪽)

GND -단자 (짧은쪽)

LED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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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은 극이 없으므로 방향 상관없이 연결하면 되며, 전선은 전기를 전달
하는 도체일 뿐 색상과는 무관합니다. 아래의 표는 저항의 몸통에 있는 색
상 띠로 저항의 크기를 구분하기 위한 코드표입니다.

검정

첫째숫자 둘째숫자 셋째숫자 0의 개수 저항값 오차

갈색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회색

흰색

※저항의 단위:  1000Ω = 1KΩ  /  1000KΩ = 1MΩ

저항 띠 구분표그림 2-9

■ 버튼으로 LED 제어하기

스위치(버튼)는 전기의 흐름을 잇거나 끊기 위한 제어장치이며, 조명이나
컴퓨터 등을 끄거나 켤 때 누르는 버튼도 스위치의 일종입니다. 본문에서
사용할 스위치는 푸시버튼이며 상단의 버튼 부분과 하단의 다리(4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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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시버튼 내부 회로 구성그림 2-10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A와 C / B와 D가 연결되어 있으며, 버튼을 누를
경우 A, B, C, B가 모두 연결되어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A

A B

DC

B

C D

준비물

우노 + 케이블 브레드보드 점퍼선 MM타입 LED 소자 220옴 저항

푸시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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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아두이노 전원 입출력2

회로 연결

아두이노 우노 R3

5V 220옴 저항

푸시버튼

+단자 (긴쪽)

GND -단자 (짧은쪽)

LED 소자

스위치(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GND에서 나오는 전기가 가로막혀 
LED에 도달하지 않으며, LED는 켜지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누를 경우
아두이노에서 출력되는 전기가 LED에 도달하며, LED가 켜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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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입문자를 위한 종결 프로젝트 -기본편-

아두이노 디지털 신호

Chapter

3

■ 아두이노 디지털 신호 입출력

아두이노 우노 보드는 0번부터 13번까지 총 14개의 디지털 핀을 통해 디지
털 신호를 출력하거나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신호는
전기 신호의 일종이며, 0(LOW) 또는 1(HIGH) 두 가지의 신호로 구분됩니
다.

디지털 신호를 출력할 경우, 5V(HIGH 신호) 혹은 0V(LOW 신호)를 출력할
수 있으며, 이는 외부기기의 전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핀 1개당 40mA까지 출력이 가능하므로 전류 사용량이 높은 외부기기는 전
원 공급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두이노 우노 R3

LOW신호 출력시 0V 출력

HIGH신호 출력시 5V 출력

외부기기

모듈

LED 스피커

소형 모터

부저

→

아두이노 디지털 신호 출력모드그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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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기에서 아두이노 보드의 디지털핀으로 신호를 보낼 경우 아두이노는
이를 인식하며, 신호를 이용하여 다양한 동작이 가능합니다.

아두이노 우노 R3

0~1.5V의 전원 입력시 LOW로 인식

3~5V의 전원 입력시 HIGH로 인식

외부기기

적외선 센서
모터 드라이버

초음파 센
서

→

■ 아두이노 통합개발환경 설치

디지털핀을 포함하여 아두이노의 전반적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합
개발환경을 통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두이노 보드에 업로드시켜야 합니다.
아래의 과정을 통해 통합개발환경(IDE)을 설치해보도록 합시다.

아두이노 디지털 신호 입력모드그림 3-2

http://arduino.cc/software에 접속한 후, 운영체제에 맞게 선택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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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입문자를 위한 종결 프로젝트 -기본편-

JUST DOWNLOAD를 클릭하여 설치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설치를 진행합니다.

아두이노 통합개발환경을 실행하면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개발환경이 등장합니다.

모든 구성요소를 체크한 상태로 설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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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개발환경 기능 알아보기

통합개발환경은 IDE 혹은 스케치라고도 불리며,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만들
어 보드에 업로드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1. 확인: 컴파일 과정을 통해 코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2. 업로드: 코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 보드에 코드를 업로드합니다.

3. 툴: 포트 및 연결 보드를 설정합니다.

4. 시리얼 모니터 : 컴퓨터와 아두이노간에 시리얼 통신을 통해 아두이노의
                         상태를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코드 입력창: 명령어를 입력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스크린입니다.

아두이노 통합개발환경 (IDE)

확인

업로드

시리얼모니터

코드 입력창

툴

아두이노 통합개발환경 IDE그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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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입문자를 위한 종결 프로젝트 -기본편-

void setup()

※ 아두이노 프로그램의 기본 요소

■ 아두이노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크게 void setup()과 voide loop() 부분으로 나뉩니다.

void setup() 혹은 void loop()가 선언되기전에 변수 혹은 라이브러리 추가
와 같은 코드들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정에 가까우
며, 자세한 내용은 뒤편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명령어 - 길거나 짧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코드)를 지칭합니다.
중괄호 {} - 함수 혹은 여러 명령을 하나로 묶기 위해 사용합니다.
세미콜론 ; - 명령의 끝을 나타냅니다. 
대, 소문자 -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주석 - 코드에 대한 메모를 적을 때 사용하며 프로그램에는 아무런 영향
          을 주지 않습니다. 한줄은 //메모 여러줄은 /*메모*/를 사용합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한 번만

실행되는 코드입니다. 주로 초

기 설정을 입력해줍니다.

void loop()

void setup()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된 후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코드입니다. 프로그램의 주 내용

이 들어갑니다.

■

■

■

■

■

void setup()과 void loop()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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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이노로 LED 제어하기

아두이노의 디지털핀을 활용하여 LED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
을 만들어야 할지 아래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준비물

회로 연결

우노 + 케이블 브레드보드 점퍼선 MM타입 LED 소자 220옴 저항

아두이노 우노 R3

D8 저항 +단자 (긴쪽)

GND -단자 (짧은쪽)

LED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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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입문자를 위한 종결 프로젝트 -기본편-

소스코드 (1)
_1.LED_Controll.ino

 1

 2

 3

 4

 5

 6

 7

 8

 9

void setup() {

     pinMode(8, OUTPUT);          // 8번핀을 출력모드로 설정합니다.

}

void loop() {     

     digitalWrite(8, HIGH);     // 8번핀에 HIGH 신호를 출력합니다.

     delay(1000);                    // 1초간 대기합니다.

     digitalWrite(8, LOW);     // 8번핀에 LOW 신호를 출력합니다.

     delay(1000);                   // 1초간 대기합니다.

}

■ 아두이노와 PC간의 시리얼 통신

시리얼(Serial)은 직렬이라는 뜻으로, 시리얼 통신은 직렬 통신을 말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병렬(Parallel)통신이 존재하며, 두 가지 모두 다른기
기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통신 방법에 해당됩니다.

pinMode(핀번호, 모드) - 사용할 디지털핀의 모드(입력or출력)를 설정하기 위한 함수

[핀번호 - 모드를 설정할 디지털 핀 번호]  [모드 - OUTPUT(출력) 또는 INPUT(입력)]

digitalWrite(핀번호, 신호) - 설정 핀에 디지털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함수

[핀번호 - 신호를 출력한 핀 번호]  [모드 - HIGH 또는 LOW]

delay(시간) - 다음 명령어까지 입력 시간만큼 대기하기 위한 함수

[시간 - 밀리초 단위의 시간을 입력, 1000=1초]

●

●

●

직렬통신

발신기 수신기 발신기 수신기

병렬통신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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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얼 통신은 데이터를 한 개씩 단시간에 전달하며, 병렬 통신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장시간에 걸쳐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USB 케이블을 통해
아두이노와 컴퓨터를 연결할 경우 시리얼 통신을 통해 서로의 데이터를 주
고 받을 수 있으며, 업로드 과정 또한 이에 해당됩니다.

아두이노 통합개발환경의 우측 상단에는 시리얼 모니터 기능이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아두이노의 상태를 P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통
해 확인해봅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int a=30;                                        // 정수형 변수 a를 만들고 30을 대입

void setup() {

     Serial.begin(9600);               // 시리얼 통신을 시작. 통신속도는 9600

}

void loop() {

     Serial.println(a);                                       // 시리얼 모니터에 a를 출력

     Serial.println(”Hello, World!”);            // 시리얼 모니터에 “Hello, World” 출력 

     delay(1000);                                            // 1초 대기

}

소스코드 (2)
_2.Serial.ino

변하는 수, 변수 - 변수란 고정되어있지 않은 수, 변하는 수를 말합니다. 직관적인 의미로 표현

하면 ‘변할 수 있는 수를 담아두는 공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Serial.begin(통신속도) - 시리얼 통신의 시작을 알리며, 통신속도를 설정합니다.

[통신속도 - 300~115200, 보통 9600으로 설정합니다.]

Serial.println(값) - 시리얼 통신의 데이터를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 후 줄바꿈 합니다.

[값 - 출력할 값을 입력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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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al.print(값) - 시리얼 통신의 데이터를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합니다.

[값 - 출력할 값을 입력합니다.]

Serial.end() - 시리얼 통신을 끝내기 위한 함수입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아두이노 코드를 업로드하고 통합개발환경의 우측 상단에 위치한 시리얼
모니터를 실행해보도록 합니다.

※ 변하는 수, 변수

변수란 이름 그대로 해석해보자면 ‘변할 수 있는 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
다. 즉 고정되어 있지 않은 수를 말합니다. 직관적인 의미로 표현해보면 변
수는 ‘변할 수 있는 수를 담아두는 공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정수나 실수, 문자 등의 자료를 다루기 위해서입니
다. 사람의 경우 ‘천 번은 1000번이다.’라는 문자열에서 천과 1000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컴퓨터는 이를 문자 그대로 보기 때문에 두 의미
가 같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에 변수를 선언, 정의하여 사용합니다.

변수는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 있습니다.

int val = 2; // 정수형 변수 val을 선언하고, 2를 대입한다.

변수는 선언하기 전에 데이터의 형식이 정수인지, 실수인지, 문자열인지 그
리고 몇바이트를 사용할 것인지 정의합니다. (바이트는 저장공간의 크기) 
변수의 기본 자료형(데이터의 타입)은 다음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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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데이터의 표현방식이 다양하고(정수인
지 실수인지 문자열인지 등) 효율적으로 메모리 공간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자료형

문자형 char 1바이트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아스키코드

-3.4028235E+38 ~ 3.4028235E+38

-3.4028235E+38 ~ 3.4028235E+38

-2147483648 ~ 2147483648

-32768 ~ 32768

0 ~ 255byte

int

long

float

double

정수형

실수형

크기 표현범위

■ 아두이노와 버튼으로 LED 제어하기

아두이노의 디지털 신호 출력과 디지털 신호 입력을 사용하여 LED를 제어
해보도록 합시다. 

준비물

우노 + 케이블 브레드보드 점퍼선 MM타입 LED 소자 220옴 저항

푸시버튼 10K옴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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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연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int LED=8;                             // 정수형 변수 LED를 만들고 8을 대입합니다.

int BUTTON=2;                    // 정수형 변수 BUTTON을 만들고 2를 대입합니다.

void setup() {

     pinMode(BUTTON,INPUT);          // BUTTON핀을 입력모드로 설정합니다.

     pinMode(LED,OUTPUT);              // LED핀을 출력모드로 설정합니다.

}

void loop() {

     if (digitalRead(BUTTON) ==HIGH) {      // 만약 2번핀에 HIGH신호가 입력된다면

          digitalWrite(LED,HIGH);                    // LED핀에 HIGH신호를 출력합니다.

}

     else {                                          // 그렇지 않다면

          digitalWrite(LED,LOW);     // LED핀에 LOW신호를 출력합니다.

     }

}

소스코드 (3)
_3.LED_Button.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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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로 해석

버튼을 누르면 디지털핀 2번으로 5V의 전원이 입력됩니다. LED는 디지털
8번핀에 연결되어있습니다.

※ 코드 해석

버튼을 눌러 디지털핀 2번에 HIGH신호가 입력되면 디지털핀 8번에 HIGH
신호를 출력하여 LED가 켜집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아 디지털핀 2번에 LOW신호가 입력되면 디지털핀 8번에
LOW신호를 출력하여 LED가 꺼집니다.

※ 플로팅 현상, 풀업 저항과 풀다운 저항

P.30의 회로를 살펴보면 푸시버튼에 저항이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신호는 1과 0으로 표현되지만 1도 아니고 0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
태가 있습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플롯(float)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전류
는 저항이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P.30의 회로
에서 저항을 제거하면 전류의 방향이 일정치 않아 플롯 상태가 유지될 것
입니다. 플롯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항을 연결하여 전류의 방향을 
잡아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풀업 저항 혹은 풀다운 저항 회로
입니다.

digitalRead(핀번호) - 설정된 핀에 입력되는 디지털 신호를 읽습니다.

[핀번호 - 신호를 입력받을 디지털핀 번호를 입력합니다.]

조건문 if(조건) {실행} - ‘만약 ~라면 ~한다’와 같은 명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else문 혹은 else if문을 추가하면 코드의 흐름을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건 - 연산자 등을 사용하여 하나의 명령어를 만들어줍니다.]

[실행 - 조건을 만족할 때 실행할 명령어를 만들어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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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입문자를 위한 종결 프로젝트 -기본편-

※ 풀 업(Pull-up) 저항

풀업 저항은 5V(+)쪽에 저항을 연결해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경우 전류
가 항상 VCC(5V)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도 HIGH신호
를 갖게 되며 스위치를 누를 경우 LOW상태가 됩니다.

※ 풀 다운(Pull-down) 저항

풀 다운 저항은 그라운드(GND)(-)쪽에 저항을 연결해주는 방법을 말합
니다. 이 경우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전류가 GND로 흐르기 때문에 항상
LOW상태를 유지하며, 버튼을 누를 경우 HIGH상태가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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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아두이노 디지털 신호3

■ 센서에 대해 알아보기

센서란 무엇인가를 감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합니다. 온도 센서, 유량 센서,
압력 센서, 후각 센서, 미각 센서, 광 센서, 음향 센서, 가스 센서, 제스처 센서
등 직접 대상에 접촉하거나 혹은 가까이서 데이터를 검출하여 물리적인 수치
로 센싱된 값을 출력합니다.

센서는 성능, 크기, 가격대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뉘며 사용방법 또한
다양합니다. 보통 전원핀과 신호핀이 존재하며, 마이크로컨트롤러와 연결
하여 다양한 통신방법으로 센싱값을 입력받습니다.

수분 감지

지문 감지 이미지 감지 회전 감지 가스 감지

적외선 거리 감지 전류 감지 초음파 거리 감지 밝기 감지

전압 감지 진동 감지 불꽃 감지 움직임 감지

미세먼지 감지 소리 감지 심박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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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입문자를 위한 종결 프로젝트 -기본편-

■ PIR 모션센서로 움직임 감지하기

PIR 모션센서는 적외선(빛)을 통해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감지 각도 내에 빛
의 변화가 있을시 HIGH신호를 출력하며 그렇지 않다면 LOW신호를 출력합
니다. 캡 내부에 센서가 내장되어있으며, 외부캡은 감지 각도를 넓혀줍니다.

PIR 적외선 모션 감지 센서 HC-SR501그림 3-5

시간조절(딜레이) / 센싱될 경우 HIGH신호 출력 시간 조절

감도조절 (범위조절 : 최대 7m)

모드설정 

모드1 모드2

(-)전원 연결 / GND

신호 출력단자 / 움직임 감지시 3~4V 출력

(+)전원 연결 / DC 5~20V

모드1 : 동작을 감지하자마자 딜레이가 시작됩니다. 딜레이 중에는 동작감지가 차단됩니다.

모드2 : 동작이 감지될 때마다 딜레이가 초기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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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아두이노 디지털 신호3

아두이노의 5V와 GND핀으로 센서의 전원을 입력해주면 움직임이 감지될 
때 신호 출력단자를 통해 3~4V의 HIGH신호를 출력합니다. 디지털핀 입력
모드를 이용하면 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우노 + 케이블 브레드보드 점퍼선 MM,MF LED 소자 220옴 저항

PIR 모션센서

회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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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입문자를 위한 종결 프로젝트 -기본편-

센서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아두이노에서 HIGH신호를 입력받을 것이며,
이 신호를 바탕으로 LED가 켜집니다. 반대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면
아두이노에서는 LOW신호를 입력받을 것이며 LED는 꺼집니다.

신호가 정상적으로 감지되지 않는다면 시리얼 모니터를 확인해가며 센서의
가변부를 조절하여 딜레이 및 감지 범위를 조절해줍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int val=0;                             // 정수형 변수 val을 만들고 0을 대입합니다.

void setup() {

     pinMode(2,INPUT);           // 디지털 2번핀을 입력모드로 설정합니다.

     pinMode(3,OUTPUT);       // 디지털 3번핀을 출력모드로 설정합니다.

     Serial.begin(9600);          // 시리얼 통신을 시작하며, 통신속도는 9600

}

void loop() {

     val= digitalRead(2);

     if (val == HIGH) {                      // 만약 val과 HIGH가 같아진다면

          digitalWrite(3,HIGH);        // 디지털 3번핀에 HIGH신호를 출력합니다.

   }

     else {

          digitalWrite(3, LOW);         // 디지털 3번핀에 LOW신호를 출력합니다.

     }

     Serial.println(val);                     // 시리얼 모니터에 val값을 출력합니다.

}

소스코드 (4)
_4.PIR_Sensor.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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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산자의 종류

수학에서 사칙 연산자(+, -, x , /)가 있듯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이와 같은
연산자들이 존재합니다. 각 연산자들은 수치, 논리, 비교와 같은 연산을 표
시하기 위해 존재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

<=

&&

||

!

오른쪽 값을 왼쪽에 대입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구하기

1증가 시키기

1감소 시키기

같다면

다르다면

A가 B보다 크면

A가 B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면

(AND) A 그리고 B가

(OR) A 또는 B가

(NOT) A가 아니면

A%B는 1

A+B

A-B

A*B

A/B

A++

A--

A==B

A!=B

A>B

A<B

A>=B

A<=B

A&&B

A||B

!A

A=3, B=2일 경우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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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입문자를 위한 종결 프로젝트 -기본편-

■ 초음파센서로 거리 측정하기

초음파는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의 높은 주파수(약 20MHz) 소리를 말하며,
초당 340m의 속도를 갖습니다. HC-SR04는 이러한 초음파를 발신 및 수신
할 수 있는 센서이며, 이를 이용하여 거리 측정, 사물 감지 등이 가능합니다.

초음파

발신부

초음파

수신부

초음파센서는 VCC와 GND핀을 통해 5V, 15mA의 전원을 입력받아 작동하
며 Trig핀에 5V의 전원을 인가할 경우 초음파를 발신합니다.  발신된 초음
파는 장애물에 부딪혀 수신부로 돌아오게 되며, Echo핀에서 5V를 출력합니
다. 이러한 센서의 원리와 아래의 식을 응용하면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거리 = 시간 x 속도 속도 = 초음파의 속도는 초당 340m

준비물

우노 + 케이블 브레드보드 점퍼선 MM타입 초음파 센서

초음파 거리센서 HC-SR04그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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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아두이노 디지털 신호3

회로 연결

V
C
C

Tr
ig

E
ch
o

G
N
D

HC-SR0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int trig = 2;                 // trig에 2를 대입

int echo = 3;                             // echo에 3을 대입

void setup() {

      Serial.begin(9600);                   // 시리얼통신 시작, 통신속도는 9600

      pinMode(trig, OUTPUT);          // trig(2)핀을 출력모드로 설정

      pinMode(echo, INPUT);            //  echo(3)핀을 입력모드로 설정

}

void loop() {

      digitalWrite(trig, HIGH);                    //trig핀에 HIGH신호를 출력

      delayMicroseconds(10);                   // 10마이크로초 동안 대기

      digitalWrite(trig, LOW);                    // trig 핀에 LOW(0V)신호를 출력

      int distance = pulseIn(echo, HIGH) * 340 / 2 / 10000;

      Serial.print(distance);                       // distance를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

      Serial.println(”cm”);                           // 문자열 cm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

      delay(100);                                         // 0.1초 지연

}

소스코드 (5)
_5.HC-SR04.ino

pulseIn(핀번호, 신호) - 설정 신호를 다시 입력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

[핀번호 - 함수를 적용할 핀 설정] [신호 - HIGH 또는 LOW]

반환 값 - 설정 신호가 입력될 때까지의 시간을 반환. 신호가 없을 경우 0을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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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입문자를 위한 종결 프로젝트 -기본편-

pulseIn함수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함수이며, 초음파가 발신된 후 수신
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합니다. 소스코드(5)에서 10000으로 나눈 이유는 
거리(distance)를 cm단위로 변환하기 위함입니다.

시간 속도

왕복거리의 시간을 대입했으므로 나누기 2

거리 = ( pulseIn(echo,HIGH) x 340 ) / 2

발신부

초음파

장애물

수신부

초음파센서의 원리그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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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아날로그 신호

Chapter

4

아날로그 신호 출력핀 (6개)

PWM핀: 3, 5, 6, 9, 10, 11

아날로그 신호 입력핀 (6개)

ANALOG IN: A0 ~ A5 

■ 아두이노 아날로그 신호 입출력

디지털 핀에서는 디지털 신호 입출력이 모두 가능했던 반면, 아날로그 신호
는 입력과 출력이 서로 다른 핀에서 가능합니다. 입력은 ANALOG IN 문구
가 표시되어있는 A0~A5 총 6개에서 가능하며, 출력은 디지털핀 숫자 옆에 
~가 붙은 PWM 핀에서 가능합니다. 이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기준으로 
표기한 것이며, 보드의 종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아날로그 신호 입출력 핀그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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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입문자를 위한 종결 프로젝트 -기본편-

아두이노 우노 R3

아두이노는 0~1023의 값으로 인식

0~5V의 아날로그 신호 출력

외부기기

적외선 센서
수분센서

수위 센서

→

아두이노 아날로그 신호 입력모드그림 4-2

아두이노 아날로그 신호 출력모드그림 4-3

아두이노 우노 R3

0~5V = PWM(0~255)

PWM핀을 통해 0~5V 출력 

외부기기

모듈

LED 스피커

소형 모터

부저

→

PWM은 Pulse Width Modulation의 약자로 진동의 폭을 조절한다는 의미
입니다. 디지털 신호는 시간에 따라 주기(Pulse)로 나눌 수 있으며, PWM 
출력은 이러한 주기를 높을 때(HIGH)와 낮을 때(LOW)의 비율(Duty)을 
조절함으로써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압 (V)

5 (HIGH)

0 2 4 6 8

0 (LOW)

0%
Duty Cycle

주기 (Pulse)

20%
Duty Cycle

40%
Duty Cycle

80%
Duty Cycle

100%
Duty Cycle

시간 (ms)

1V 2V 4V 5V

아두이노 PWM 출력 그래프그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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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변저항을 통해 아날로그 신호 입력받기

앞서 사용한 막대 저항의 경우 고정된 저항값을 갖는 고정 저항기이며, 이번
예제에 사용되는 저항은 저항의 값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가변 저항기입니
다. 상단의 회전부를 통해 0~10KΩ의 저항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변저항은 3개의 핀과 회전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양쪽 핀에 전원을 연결
한 후 회전부를 돌리게 되면 저항값에 의해 변형된 신호가 출력됩니다. 변형
된 신호를 아두이노 아날로그 핀을 통해 입력받아보도록 합시다. 

저항 값 조절 (회전부)

전원 입력 (VCC or GND)

전원 입력 (VCC or GND)

신호 출력

10K 가변저항 구조그림 4-5

준비물

우노 + 케이블 브레드보드 점퍼선 MM타입 10K 가변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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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입문자를 위한 종결 프로젝트 -기본편-

회로 연결

1

2

3

4

  5

  6

  7

  8

  9

  10

  11

  

  

int val = 0;                               // 변수 val을 선언하고 0을 대입

void setup() {

  Serial.begin(9600);             // 시리얼 통신을 시작 (통신속도는 9600)

}

void loop() {

  val = analogRead(A0);          // 변수 val에 아날로그 A0에 입력되는 신호를 대입

  Serial.println(val);                 // 시리얼 모니터에 변수 val 출력

  delay(100);                            // 0.1초 대기

}

소스코드 (6)
_6.analogRead.ino

analogRead(핀번호) - 설정핀에 입력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읽기 위한 함수입니다.

[핀번호 -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받을 핀을 설정합니다.]

[반환 값 - 입력받은 신호를 0~1023 값으로 반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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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도센서로 밝기 측정하기

포토레지스터는 CDS센서라고도 불리며 빛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광센서 
혹은 조도센서입니다. 받아들이는 빛의 양에 따라 내부 저항값이 변하는 가
변저항이며,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밝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CDS는 극성이 없는 무극성소자이며 밝을 경우 약 1K옴의 저항값을, 어두울 
경우 약 50K옴의 저항값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성질을 전압 분배 법칙에 적
용하면 간단한 회로로 밝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조도센서 CDS그림 4-6

전압, 전류, 저항의 관계는 게오르그 옴(Georg Ohm)이 제시한 옴의 법칙에
의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옴의 법칙은 전압=전류*저항(V=I*R)이라는 식
을 만족하는 전자기학의 법칙 중 하나이며, 이를 활용하면 다양한 회로를 해
석할 수 있습니다.

※ 전압, 전류, 저항의 관계 (옴의 법칙)

전압 (V) = 전류(I) X 저항(R)

저항 (R) = 전압(V) / 전류(I)

전류 (I) = 전압(V) / 저항(R)
6V

2Ω

3A

V

I R

옴의 법칙그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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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분배 법칙의 예그림 4-8

전압 분배 법칙은 전기 회로 안에서 다수의 저항기가 있을 경우 전압이 분
배ㅍ 되는 법칙을 말합니다. 아래의 회로를 참고하여 알아봅시다.

6V가 흐르는 회로에 각각 2옴, 4옴의 저항기가 연결되어있습니다. 각 저항
에는 저항값에 비례한 전압이 걸리게 되며, 각 지점에 서로 다른 전압이 분
배됩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CDS센서로 밝기를 측정해봅시다.

※ 전압 분배 법칙

6V

6V

4V
0V

4Ω2Ω
2V 4V

준비물

우노 + 케이블 브레드보드 점퍼선 MM타입 CDS 조도센서 10K옴 저항

아두이노 (5V)

↓

↓

조도센서 = 밝을 수록 낮은 저항

밝을 수록 (a)의 전압값이 커짐

(a)의 전압값이 커질수록 신호가 커짐

5V

(0~5V = 0~1023)(a)

아날로그 핀으로 입력

10KΩ조도센서

(1K~50K)

아두이노 조도 센서 연결 회로도그림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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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연결

1

2

3

4

  5

  6

  7

  8

  9

  10

  11

  

  

int cds = 0;                               // 변수 cds를 선언하고 0을 대입

void setup() {

  Serial.begin(9600);             // 시리얼 통신을 시작 (통신속도는 9600)

}

void loop() {

  cds = analogRead(A0);          // 변수 cds에 아날로그 A0에 입력되는 신호를 대입

  Serial.println(cds);                 // 시리얼 모니터에 변수 cds 출력

  delay(100);                             // 0.1초 대기

}

소스코드 (7)
_7.CDS_Sensor.ino

analogRead(핀번호) - 설정핀에 입력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읽기 위한 함수입니다.

[핀번호 -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받을 핀을 설정합니다.]

[반환 값 - 입력받은 신호를 0~1023 값으로 반환합니다.]

●

■ 아두이노 PWM출력으로 LED 밝기 조절하기

아두이노는 PWM 핀을 통해 0~5V의 아날로그 전기 신호를 출력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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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PWM출력을 통해 LED소자에 전원을 입력하고 전압을 조절하여 밝기
를 조절해보도록 합시다.

준비물

우노 + 케이블 브레드보드 점퍼선 MM타입 LED 소자 220옴 저항

회로 연결

1

2

3

4

  5

  6

  7

  8

  9

  10

  

  

void setup() {

  pinMode(3, OUTPUT);             // 디지털 3번핀을 출력모드로 설정

}

void loop() {

  for (int i =10; i<255; i=i+10) {          // for 반복문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analogWrite(3,i);                              // 3번핀에 i만큼의 신호 출력

     delay(100);                                        // 0.1초 대기

    }

}

소스코드 (8)
_8.analogWrite.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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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초기식;조건식;증감식) - for문을 사용하면 반복되는 비슷한 명령어를 간단한 표현으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for문은 특정 조건을 벗어날 때까지 실행됩니다.

[초기식 - 초기값을 설정해줍니다..]

[조건식 - 최소값, 최대값 등의 조건을 설정해줍니다.]

[증감식 - 증가 혹은 감소되는 값을 설정해줍니다.]

analogWrite(핀번호, 값) - 설정핀에 아날로그 값의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핀번호 -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할 핀을 설정합니다.]

[값 - 출력할 값 (0~255)을 설정합니다.]

■ 아두이노와 부저로 배경음악 재생하기

아두이노는 tone()함수를 통해 PWM핀에 지정된 주파수를 출력할 수 있습
니다. 출력되는 주파수는 부저나 스피커를 통해 소리로 변환할 수 있으며,
주파수에 따라 원하는 음계 및 옥타브를 만들어 간단한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1 옥타브 2 옥타브 3 옥타브 4 옥타브 5 옥타브 6 옥타브 7 옥타브

C(도) 32.7 65.4 130.8 261.6 523.3 1046.5 2093.0

C# 34.6 69.3 138.6 277.2 554.4 1108.7 2217.4

D# 36.7 73.4 146.8 293.7 587.3 1174.6 2349.3

D(레) 38.9 77.8 155.6 311.1 622.3 1244.5 2489.0

E(미) 41.2 82.4 164.8 329.6 659.3 1318.5 2637.0

F(파) 43.7 87.3 174.6 349.2 698.5 1397.0 2793.8

F# 46.2 92.5 185.0 370.0 740.0 1480.0 2960.0

G(솔) 49.0 98.0 196.0 392.0 784.0 1568.0 3136.0

G# 51.9 103.8 207.6 415.3 830.6 1661.2 3322.4

A(라) 55.0 110.0 220.0 440.0 880.0 1760.0 3520.0

A# 58.3 116.5 233.1 466.2 932.3 1864.6 3729.3

B(시) 61.7 123.5 246.9 493.9 987.8 1975.5 3951.0

주파수에 따른 음계  및 옥타브    그림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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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형 부저 스피커

전원 입력만으로도 작동합니다. 수동형에 비해 소리가 크지만 음질은

다소 떨어집니다.

수동형 부저 스피커

신호 입력을 통해 작동합니다. 능동형에 비해 소리가 작지만 음질은

더 우수합니다.

능동형 부저와 수동형 부저그림 4-11

준비물

우노 + 케이블 브레드보드 점퍼선 MM타입 수동 or 능동 부저

회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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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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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7

  8

  9

  10

  11

  12

  13

  

  

void setup() {

  pinMode(5, OUTPUT);                                // 5번핀을 출력모드로 설정

}

void loop() {

  tone(5, 1046.5);                                             //도

  delay(200); noTone(5); delay(200);

  tone(5, 1244.5);                                             //레

  delay(200); noTone(5); delay(200);

  tone(5, 1318.5);                                             //미

  delay(200); noTone(5); delay(200);

  tone(5, 1397.0);                                             //파

  delay(200); noTone(5); delay(200);

}

소스코드 (9)
_9.Buzzer_PWM.ino

tone(핀번호, 주파수) & tone(핀번호, 주파수, 시간)

주파수 신호를 출력하여 소리를 설정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핀번호 - 주파수를 출력할 PWM 핀번호를 입력합니다.]

[주파수 - 31~65535 범위의 주파수(Hz)를 설정합니다.]

[시간 - 얼마 동안 주파수를 출력할지 설정합니다. 밀리초 단위 (1000 - 1초)] 

●

■ 아두이노 피아노 만들기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버튼을 눌렀을 때 피에조 부저에서 특정음이
발생하게끔 프로그래밍한다면 아두이노 피에조 부저 피아노가 제작됩니다.

10K옴 저항수동 or 능동 부저

준비물

우노 + 케이블 브레드보드 점퍼선 MM타입 푸시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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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연결

1

2

3

4

  5

  6

  7

  8

  9

  10

  11

  12

 

void setup() {

  pinMode(5, OUTPUT);                 // 디지털 5번핀을 출력모드로 설정.

  pinMode(6, INPUT);                     // 디지털 6번핀을 입력모드로 설정.

  pinMode(7, INPUT);                    // 디지털 7번핀을 입력모드로 설정.

  pinMode(8, INPUT);                    // 디지털 8번핀을 입력모드로 설정.

  pinMode(9, INPUT);                    // 디지털 9번핀을 입력모드로 설정.

  pinMode(10, INPUT);                   // 디지털 10번핀을 입력모드로 설정.

  pinMode(11, INPUT);                   // 디지털 11번핀을 입력모드로 설정.

  pinMode(12, INPUT);                   // 디지털 12번핀을 입력모드로 설정.

  pinMode(13, INPUT);                   // 디지털 13번핀을 입력모드로 설정.

}

소스코드 (10)
_10.Arduino_Piano.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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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void loop() {

  if (digitalRead(13) == HIGH) {        // 만약 13번핀에 HIGH신호가 입력되면

    tone (5, 523.3);                             // 5번핀에 주파수 신호 361.6을 출력

  }

  else if (digitalRead(12) == HIGH) {      // 그게아니라 12번에 HIGH가 입력되면

    tone (5, 493.9);                                    // 5번핀에 주파수 신호 393.7을 출력

  }

  else if (digitalRead(11) == HIGH) {      // 이하 생략

    tone (5, 440.0);

  }

  else if (digitalRead(10) == HIGH) {

    tone (5, 392.0);

  }

  else if (digitalRead(9) == HIGH) {

    tone (5, 349.2);

  }

  else if (digitalRead(8) == HIGH) {

    tone (5, 329.6);

  }

  else if (digitalRead(7) == HIGH) {

    tone (5, 290.1);

  }

else if (digitalRead(6) == HIGH) {

    tone (5, 261.6);

  }

  else {

    noTone(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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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라이브러리 사용

Chapter

5

■ 라이브러리란?

■ 라이브러리의 분류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란 쉽게 말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샘플 소스 코드를 의
미합니다. 라이브러리는 스케치 파일(.ino)로만 구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
래의 그림과 같이 헤더파일(.h)과 C소스코드 파일(.cpp)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럴 경우 각 파일을 지정된 폴더에 위치시켜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의 라이브러리는 내장 라이브러리와 고유 라이브러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내장 라이브러리는 아두이노 스케치를 설치할 때 함께 제공되는 
라이브러리이며, 스케치를 실행한 후 파일 → 예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유 라이브러리는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말하며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weep.ino Servo.cpp ServoTimers.h

라이브러리 파일 예시그림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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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러리의 장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아두이노 언어가 아닌 완전한 C언어 코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이 확장되며, 다른 사람들과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어 
손쉽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복잡한 코드를 숨기거나
나만의 고유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1602 캐릭터 LCD & 내장 라이브러리 사용하기 

LCD(Liquid Crystal Display, 액정 디스플레이)는 액체와 고체의 중간 상
태인 액정의 전기 성질을 응용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전자부품입니다.
본문에서 사용하는 1602 캐릭터 LCD는 한 화면에 가로 16칸, 세로 2칸의 
총 32개의 문자를 표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출력 문자는 프로그
래밍을 통해 조작이 가능하며 아두이노 내장 라이브러리를 통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번호 기능 핀 이름

1 GND (0V) 연결 Ground

2 전원 공급 5V (4.7V – 5.3V)  Vcc

3 저항을 통해 화면 밝기(대비) 조정  VEE

7 DB0

8 DB1

9 DB2

10 DB3

11 DB4

12 DB5

13 DB6

14 DB7

15 백라이트 VCC (5V) Led+

16 백라이트 GND (0V) Led-

8-bit data pins

1602 LCD 핀맵그림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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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 가변저항1602 LCD 모듈

준비물

우노 + 케이블 브레드보드 점퍼선 MM타입

회로 연결

1 2 3 4 5 6 7 8 91011121314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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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Crystal.h는 내장 라이브러리이며 스케치를 실행한 후 파일 → 예제
→ Liquid Crystal → Display 과정을 통해 실행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include <LiquidCrystal.h>        // LiquidCrystal.h 라이브러리를 포함합니다.

LiquidCrystal lcd(12, 11, 5, 4, 3, 2);     // LCD가 연결된 핀을 설정합니다.

void setup() {

  lcd.begin(16, 2);                           // LCD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lcd.print("hello, world!");             // LCD에 문자 "hello, World!"를 출력합니다.

}

void loop() {

  lcd.noDisplay();                              // 화면을 끕니다.

  delay(500);                                     // 0.5초 대기

  lcd.display();                                  // 화면을 켭니다.

  delay(500);                                     // 0.5초 대기

}

소스코드 (11)
_11.Display.ino

LiquidCrystal lcd (핀1, 핀2, 핀3, 핀4, 핀5, 핀6) - LCD 사용 선언 및 연결핀을 설정

[핀1 ~ 핀6 - LCD와 연결(통신)할 핀을 설정합니다.]

lcd.begin (가로,세로) - LCD 사용의 시작을 알리고, 사용할 LCD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가로 - LCD의 가로 크기를 설정합니다. (예: 16x2 LCD라면 16)

[세로 - LCD의 세로 크기를 설정합니다. (예: 20x4 LCD라면 4)

lcd.print (문자열) - LCD에 출력할 문자를 설정하는  함수입니다.

[문자열 - LCD화면에 출력할 문자를 설정합니다.]

lcd.clear() - LCD에 출력된 문자를 모두 지웁니다.

lcd.setCursor(가로, 세로) - LCD에 출력될 문자 출력 위치를 설정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가로 - 가로 좌표를 설정합니다.  16x2 LCD라면 0~15]

[세로 - 세로 좌표를 설정합니다. 16x2 LCD라면 0~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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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T11 온습도 센서 & 고유 라이브러리 사용하기

DHT11은 내부에 써미스터와 정전식 습도센서가 내장된 온습도 센서입니
다. 써미스터는 온도에 따라 저항값이 변하는 소자이며, 정전식 습도 센서
는 습도에 따라 저항값이 변하는 소자입니다. 예제에서 사용할 DHT11 모
듈은 2개의 전원선과 1개의 데이터 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고유 라이브러
리를 추가하여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HT11 온습도 센서그림 5-3

■ 라이브러리 추가하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파일을 지정된 폴더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아두이노가 설치된 폴더 내부에 있는 libraries 폴더에 사용할 라이
브러리 폴더를 넣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봅시다.

준비물

DHT11 센서 우노 + 케이블 브레드보드 점퍼선 MM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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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사용5

1.

바탕화면에 위치한 아두이노

아이콘을 우클릭하여 속성을

선택합니다.

DHT11

libraries

2.
파일 위치 열기를  클릭하여 아두이노 

스케치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로 이동

합니다.

기본 경로

로컬 디스크 (C) → Program files 

→ Arduino

3.
추가할 라이브러리 폴더(DHT11)를

libraries 폴더 안에 넣어줍니다.

(libraries 폴더는 Arduino 설치 폴더

내에 위치)

※ DHT11 라이브러리는 http://cafe.naver.com/mandlab/114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추가 과정그림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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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입문자를 위한 종결 프로젝트 -기본편-

4.
아두이노 스케치를 실행한 후

파일 → 예제의 목록을 확인하면

DHT11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7

  

  

  

#include "DHT.h"                           // DHT.h 라이브러리를 포함합니다.

#define DHTPIN 2                         //  DHTPIN을 2로 설정합니다.

#define DHTTYPE DHT11            // DHTTYPE를 DHT11로 설정합니다.

DHT dht(DHTPIN, DHTTYPE);     

void setup()  {

  Serial.begin(9600);                    // 시리얼 통신을 시작하며, 통신속도는 9600

소스코드 (12)
_12.DHT11.ino

회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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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사용5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void loop()  {

  delay(2000);                                             // 2초대기

  int h = dht.readHumidity();                    // 변수 h를 선언하며 습도값을 대입

  int t = dht.readTemperature();             // 변수 t를 선언하며  온도값을   대입

  Serial.print("Humidity: ");                       // 시리얼 프린터에 출력

  Serial.print(h);

  Serial.print(" %\t");

  Serial.print("Temperature: ");

  Serial.print(t);

  Serial.println(" C");

}

준비물

DHT11 센서 

■ 아두이노 온습도계 만들기

앞에서 사용해본 1602 캐릭터 LCD와 DHT11 온습도 센서를 사용하여 
아두이노 온습도계를 만들어봅시다. 

10K 가변저항1602 LCD 모듈우노 + 케이블 브레드보드 점퍼선 MM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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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입문자를 위한 종결 프로젝트 -기본편-

회로 연결

아두이노 우노 R3 가변저항

GND

왼쪽 핀

오른쪽 핀

1번핀

5V

GND

 5V

GND

 5V

D12

GND

2번핀

가운데 핀3번핀

5번핀

D11

D5

D4

D3

D2

D8

6번핀

4번핀

11번핀

13번핀

14번핀

12번핀

1602 LCD

GND (-)

VCC (+)

OUT

DHT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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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사용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include <LiquidCrystal.h>                    // LiquidCrystal.h 라이브러리를 포함

#include "DHT.h"                                      // DHT.h 라이브러리를 포함

DHT dht(8, DHT11);                                // DHT 설정 (디지털 8번핀, DHT11) 

LiquidCrystal lcd(12, 11, 5, 4, 3, 2);    // LCD 연결핀을  설정

void setup() {

  lcd.begin(16, 2);                                     // LCD 크기를  설정

}

void loop() {

  delay(2000);                                          // 2초 대기 

  int h = dht.readHumidity();                 // 변수 h에 습도값을 저장

  int t = dht.readTemperature();           // 변수 t에 온도값을  저장

  lcd.setCursor(0, 0);  lcd.print("Humi: ");   lcd.print(h);  lcd.print(" %");

// LCD 좌표 0, 0부터 습도값 표시 

  lcd.setCursor(0, 1);  lcd.print("Temp: ");   lcd.print(t);  lcd.print(" C");

// LCD 좌표 0.  1부터 온도값 표시

}

소스코드 (13)
_13.DHT11_1602LCD.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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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입문자를 위한 종결 프로젝트 -기본편-

아두이노 모터  사용하기

Chapter

6

■ 모터란?

모터는 전기 에너지를 회전 혹은 직선 운동으로 변환시켜주는 전자부품이며
자동차, 선풍기, 로봇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동 전압, 크기,
제어 방식, 속도, 토크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모터가 있으며, 본문에서는
DC모터, 서보모터, 스텝모터를 사용합니다.

DC모터 서보모터 스텝모터

■ DC모터 사용하기

DC모터는 직류 전원으로 작동하는 모터를 말합니다. 선풍기나 RC카와 같이
빠르고 연속적인 회전이 필요할 때 사용하며 모터의 두 극에 (+)전원과 (-)
전원을 입력하여 작동 시킬 수 있습니다. 극을 반대로 연결하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며, 작동 전압을 기준으로 입력 전원이 높을수록 출력이 강해집니다. 

다양한 모터그림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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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아두이노 모터 사용하기6

준비물

우노 + 케이블 DC모터

회로 연결

아두이노 디지털핀의 최대 출력 전류는 40mA이며, 5V핀의 최대 출력 전
류는 800mA입니다. 대부분의 모터는 전류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므로 아두
이노의 디지털핀으로는 모터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5V핀 또한 전원 공급
만 가능할 뿐 모터의 방향 및 속도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모터드라이버를 연결하여 PWM 및 디지털 신호 출력으로 방향과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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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입문자를 위한 종결 프로젝트 -기본편-

■ 서보모터 사용하기 

서보모터는 PWM 신호를 통해 회전을 제어할 수 있는 모터입니다. 내부는
DC모터와 모터 드라이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항이나 엔코더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서보모터는 0~180도의 회전각을 가지며 펄스폭을
통해 정밀한 위치 제어가 가능합니다. 동작범위가 제한적이지만 힘이 강하
고 정확한 위치 제어가 가능하여 로봇 관절이나 차량의 방향타 등에 사용
되고 있습니다.

준비물

우노 + 케이블 SG90 서보모터 점퍼선 MF타입

1 2 3 4 5 6 7 8 910111213141516

회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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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아두이노 모터 사용하기6

SG90 서보모터는 VCC(빨강), GND(갈색), Signal(주황) 3가지 선으로
구성되며, 약 5V / 200mA의 전원으로 0~180도 내에서 작동합니다. 아
두이노 5V핀과 GND로 전원을 입력하고 PWM핀을 통해 신호를 입력하면
작동시킬 수 있으며, 내장 라이브러리를 통해 서보모터를 제어할 수 있습
니다. (스케치 실행 → 파일 → 예제 → Servo → Sweep)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include <Servo.h>                        // Servo.h 라이브러리를 포함

Servo myservo;                              // 서보모터(myservo) 선언

int pos = 0;                                      // 변수 pos를 선언

void setup() {

  myservo.attach(9);                      // myservo를 9번핀에 연결  

}

void loop() {

  for (pos = 0; pos <= 180; pos += 1) {         // pos는 180보다 작다, 1씩 더한다

    myservo.write(pos);                                    // 서보모터를 pos 위치로 움직인다.

    delay(15);                                                      // 0.015초 대기

  }

  for (pos = 180; pos >= 0; pos -= 1) {          // 반대로 (이하 생략)

    myservo.write(pos);              

    delay(15);                       

  }

}

소스코드 (14)
_14.Sweep.ino

Servo x - x라는 서보를 선언합니다. (예제에서는 Servo myservo;)●

myservo.attach(핀번호) - myservo의 신호선을 연결할 핀을 설정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핀번호 - 서보모터의 신호선을 연결할 핀(PWM핀)을 설정합니다.]

●

myservo.write(값) - myservo의 회전 위치를 설정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값 - 원하는 각도를 설정합니다. (SG90은 0~180도)]

●

myservo.detach()- myservo의 작동을  중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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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입문자를 위한 종결 프로젝트 -기본편-

■ 스텝모터 사용하기

스텝(스테퍼, 스테핑) 모터는 한 바퀴의 회전을 많은 수의 스텝들로 나누고
스텝을 제어함으로써 정확한 회전, 방향,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모터입니다.
스텝모터는 보통 4개의 신호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신호선에 각각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에 따라 방향, 속도, 스텝 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텝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와 스텝모터 사이에 모터드라이버
를 연결하여 외부 전원을 입력받고, 이를 바탕으로 신호를 출력해야 합니다. 

준비물

우노 + 케이블 스텝모터&드라이버 점퍼선 MF타입

1스텝

순서를 거꾸로하면 반대로 회전

 ※ 모터 드라이버

신호선1 신호선2 신호선3 신호선4

HIGH LOW LOW LOW

LOW HIGH LOW LOW

LOW LOW HIGH LOW

LOW LOW LOW HIGH

→ 

1

2

3

4

  5

  6

#include <Stepper.h>                              // Stepper.h 라이브러리 포함

Stepper step1(2048, 8, 10, 9, 11);       // (스텝수64)*(기어비32), 모터 연결핀

int lap = 2048;                                          // 변수 lap에 2048 대입

void setup() {

  step1.setSpeed(10);                         // 회전속도 (분당 10회 회전)

}

소스코드 (15)
_15. Stepmotor.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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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아두이노 모터 사용하기6

  7

  8

  9

  10

  11

  12

  

void loop() {

  step1.step(lap);                                 // 오른쪽으로 한바퀴 회전

  delay(500);                                         // 0.5초 대기

  step1.step(-2048);                           // 왼쪽으로 한바퀴 회전

  delay(500);                                         // 0.5초 대기

}

Stepper step1(모터 스텝 수, 핀1, 핀2, 핀3, 핀4) 

step1라는 스텝모터를 선언하며 설정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모터 스텝 수 - 사용할 스텝 모터의 스텝 수를 설정합니다.]

[핀1~핀4 - 스텝 모터의 데이터선을 연결할 핀을 설정합니다.]

●

step1.setpSpeed(속도) - step1 스텝 모터의 속도를 설정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속도 - 분당 회전수(RPM)를 입력합니다. 너무 빠를 경우 작동하지 않습니다.)]

●

step1.step(값) - step1 스텝 모터의 회전을 제어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값 - 움직일 스텝 수를 입력합니다. 마이너스(-)를 입력할 경우 반대로 회전합니다.]

●

회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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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입문자를 위한 종결 프로젝트 -기본편-

사물인터넷 구현하기

Chapter

7

■ 사물인터넷이란?

사물인터넷은 말 그대로 사물과 인터넷의 합성어이며, 사물에 센서나 모듈을
연결하여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편리한
이동 수단인 자동차도 하나의 사물이며, 인터넷을 연결하면 다양한 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도난 방지

차량 위치 검색

원격 제어 시스템 

관광지 검색

외부 충격 감지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기능 구현 그림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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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사물인터넷 구현하기7

사물인터넷을 구현한다는 것은 사물에 인터넷 기능 혹은 무선통신 기능을 
부여한다는 의마와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집안 전자제품을 제어하는 홈
IOT 또한 사물인터넷에 해당되며, 아두이노를 활용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이러한 사물인터넷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무선통신 알아보기

무선통신은 선을 연결하지 않고 무선으로 통신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미 실
생활에서도 와이파이, 블루투스, 지그비 등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
통신 규약의 목표는 기기와 기기사이에 무선으로 통신(데이터를 주고받음)
하기 위함이며, 통신별로 거리, 전력, 복잡성 등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무
선 통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숙지해야합니다. 

아두이노는 주로 블루투스, 와이파이, 지그비(Xbee)를 통해 무선 통신 프로
젝트를 진행합니다. 본문에서는 블루투스 통신을 활용하여 예제가 진행되며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 블루투스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블루투스 모듈 HC-
06을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블루투스 와이파이 엑스비

전송거리 <10m <15m <1km

소비전력 낮다 높다 매우 낮다

복잡성 낮다 높다 보통

무선통신 비교하기그림 7-2

■ 앱 인벤터 소개

우리가 진행할 프로젝트는 아두이노와 안드로이드폰 간의 무선통신 프로젝트
입니다. 안드로이드폰 대신 컴퓨터나 노트북의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안드로이드폰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를 진행합니다. (아이폰은 호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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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폰에서 실행할 앱을 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프로그램 ‘앱 인벤터2’는 안드로이드 플랫폼 앱을 
제작할 수 있는 도구이며, 블록 모양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초보자들
도 쉽게 앱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앱 인벤터 도구를

사용하여 앱 제작 

어플 다운로드 후

아두이노와 통신

디바이스를 만든 후

안드로이드폰과 통신

■ 앱 인벤터 시작하기

앱 인벤터는 설치 과정 없이 구글 회원가입만으로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통신 프로젝트 진행과정그림 7-3

https://www.google.co.kr/chrome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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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롬이 설치되어있지 않다면 사이트에 접속하여 크롬을 설치합니다.
2. 구글 계정이 없다면 http://google.co.kr에 접속하여 계정을 생성합니다. 
3. 앱 인벤터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을 제작하는 도구이므로 앱을 실행할
안드로이드폰 혹은 태블릿을 준비합니다.   

4. 앱 인벤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버튼을 클릭합니다.

http://appinventor.mit.edu/

클릭

5. 좌측에 Start new project를 선택하여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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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측 상단에 English를 클릭하여 언어를 한국어로 변경합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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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1. 빌드 : 제작된 앱을 파일로 저장하거나 QR코드로 제공합니다.

2. 팔레트 : 화면에 넣을 구성요소 메뉴이며, 뷰어로 드래그하여 사용합니다.

3. 뷰어 : 구성요소들이 배치 및 적용될 화면입니다. 

4. 컴포넌트 : 뷰어에 적용된 구성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속성 : 뷰어에 적용된 구성요소들의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6. 모드 : 디자이너 모드 혹은 블록 모드로 화면을 설정합니다. 

※ 디자이너  모드

■ 앱 인벤터 구성요소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본격적으로 앱을 제작하기 위한 개발 환경이 등장합니
다. 개발 환경은 크게 디자인을 위한 디자이너와 코딩을 위한 블록  화면으로
구성되며 우측 상단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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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이노 무선통신으로 LED 제어하기 

보통 안드로이드폰은 블루투스 통신을 지원하지만 아두이노 우노 보드는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두이노 보드에 HC-06
이라는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하여 블루투스 통신 기능을 부여합니다.  

1. 블록 : 코딩에 사용되는 언어(블록) 메뉴입니다.
2. 뷰어 : 블록을 드래그하여 코딩하는 공간입니다.

※ 블록  모드

1 2

블루투스 모듈 HC-06그림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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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소자 220옴 저항

HC-06

회로 연결

141516

준비물

우노 + 케이블 브레드보드 점퍼선 MM타입

1

2

3

int message;                 // message라는 변수를 선언

void setup() {

  Serial.begin(9600);             // 시리얼 통신을 시작하며 통신속도는 9600

소스코드 (16)
_16.LED_Control.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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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pinMode(5, OUTPUT);        // 디지털 5번핀을 출력모드로 설정

  pinMode(6, OUTPUT);        // 디지털 6번핀을 출력모드로 설정

  pinMode(7, OUTPUT);        // 디지털 7번핀을 출력모드로 설정

  digitalWrite(5, LOW);         // 디지털 5번핀에 LOW 신호를 출력

  digitalWrite(6, LOW);         // 디지털 6번핀에 LOW 신호를 출력

  digitalWrite(7, LOW);         // 디지털 7번핀에 LOW 신호를 출력

}

void loop() {

  if (Serial.available() > 0) {            // 만약 시리얼 통신으로 데이터가 수신되면

    message = Serial.read();           // 수신받은 데이터를 변수 message에 대입하고

    switch (message) {                    // switch (case)함수의 매개 변수로 사용

      case 0: digitalWrite(5, LOW); break;      // 데이터 0을 받으면 5번에 LOW

      case 1: digitalWrite(5, HIGH); break;     // 데이터 1을 받으면 5번에 HIGH

      case 2: digitalWrite(6, LOW); break;      // 데이터 2을 받으면 6번에 LOW

      case 3: digitalWrite(6, HIGH); break;     // 데이터 3을 받으면 6번에 HIGH

      case 4: digitalWrite(7, LOW); break;      // 데이터 4을 받으면 7번에 LOW

      case 5: digitalWrite(7, HIGH); break;     // 데이터 5을 받으면 7번에 HIGH

    }

  }

}

switch (var) {

   case 1:

      break;

   case 2:

      break;

}

Serial.available() - 시리얼 통신으로 수신된 읽지 않은 상태의 데이터의 수를 반환합니다.

[반환 값 - 수신된 읽지 않은 상태의 데이터 수를 반환합니다. 없을 경우 0을 반환]  

●

Serial.read() - 수신 데이터 중 하나의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저장된 순서대로)

[반환 값 - 읽지 않은 상태의 데이터 중 가장 먼저 저장된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

switch case 조건 선택문 - 1일땐 ~하고, 2일땐 ~하고......와 같은 명령어가 성립됩니다.

[반환 값 - 읽지 않은 상태의 데이터 중 가장 먼저 저장된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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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통신은 시리얼 통신의 일종이며 아두이노의 디지털 0번, 1번핀은 
디지털핀임과 동시에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한 TX, RX핀에 해당됩니다. 즉
블루투스 모듈의 TX, RX핀을 각각 아두이노의 RX, TX핀에 연결하면 아두
이노는 블루투스 무선 시리얼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아두이노의 TX, RX핀은 USB포트와도 연결되어있어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
하면 업로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시 블루투스 모듈을 제거하
고 업로드 후 모듈을 다시 연결하도록 합니다.

앱 제작하기

1. (팔레트-사용자 인터페이스-버튼)을 뷰어로 6개 추가합니다.

2. 컴포넌트에서 각 요소들을 클릭하여 높이, 폭 등의 속성을 설정합니다.

1

1

2

2

3

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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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팔레트-사용자 인터페이스-목록선택)을 뷰어에 추가합니다.
  
4. 추가한 목록선택의 속성-텍스트에 블루투스 연결을 입력합니다.
  

5. 블록화면으로 이동하여 추가한 디자인들에 기능을 넣어줍니다.

1 2

3 4

●

●

●

[목록_선택1]이 선택되기 전에 
[목록_선택1]의 선택 목록은  
블루투스를 가지고 있는 연결 가능한 기기 목록으로 설정

목록 선택 

목록 선택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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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_선택1]이 선택된 후 
만약 블루투스 연결에 성공했다면
버튼 1, 2, 3, 4, 5, 6이 활성화됩니다.
 

●

●

● 각각의 버튼(1번~6번)을 클릭하면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숫자 데이터 
0~5를 발신합니다.

●

●

목록 선택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목록 선택 

버튼

제어
버튼 논리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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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다운로드 받기

빌드를 클릭하면 제작한 앱을 2가지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클릭

1.  QR 코드 제공 : 제작된 앱이 QR코드로 제공되며, 안드로이드폰에 QR리더기 앱을 설치하여 QR코드를 

읽을 수 있습니다. 

2. apk 파일 저장 : 앱 확장자(.apk)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 옴기거나 다운로드

하면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받은 .apk 파일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Play Store에서 파일관리자 
앱을 설치하여 .apk 파일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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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실행하기

안드로이드폰의 블루투스 설정에 접속하여 HC-06을 등록합니다. (검색시
HC-06이 나오지 않으면 ‘Bluetooth spp tools pro’ 앱을 설치하여 등록하
도록 합니다.)
 

안드로이드폰에 설치한 앱을 실행하여 블루투스(HC-06)를 선택한 후
버튼1~6을 누르면 LED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에러가 발생할 경우 재 
연결을 시도합니다.)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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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연결

■ 무선 온습도계 모니터 만들기

무선으로 LED를 켜는 과정에서는 안드로이드폰에서 아두이노로 데이터를
발신했다면, 이번 예제에서는 아두이노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안드로이드폰
으로 발신하는 과정을 진행해보도록 합시다.

HC-06

141516

준비물

우노 + 케이블 브레드보드 점퍼선 MM타입 DHT11 센서 

1

2

3

4

  5

  

#include "DHT.h"                           // DHT.h 라이브러리를 포함합니다.

#define DHTPIN 2                         //  DHTPIN을 2로 설정합니다.

#define DHTTYPE DHT11            // DHTTYPE를 DHT11로 설정합니다.

DHT dht(DHTPIN, DHTTYPE);     

소스코드 (17)
_17.DHT11_App.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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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void setup()  {

  Serial.begin(9600);                    // 시리얼 통신을 시작하며, 통신속도는 9600

}

void loop()  {

  delay(3000);                                             // 3초 대기

  int h = dht.readHumidity();                    // 변수 h를 선언하며 습도값을 대입

  int t = dht.readTemperature();             // 변수 t를 선언하며  온도값을   대입

  Serial.print("Humidity: ");                      // 시리얼 프린터에 출력 (이하생략)

  Serial.print(h);

  Serial.print(" %\t");

  Serial.print("Temperature: ");

  Serial.print(t);

  Serial.println(" C");

}

앱 제작하기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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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팔레트-사용자 인터페이스-레이블)을 뷰어로 추가합니다.

5. 컴포넌트에서 시계를 클릭한 후 속성에서 타이머 간격을 3000으로 설정.

1 2

2. (팔레트-사용자 인터페이스-목록선택)을 뷰어로 추가합니다.
1 2

3. (팔레트-연결-블루투스 클라이언트)를 뷰어로 추가합니다.
1 2

4. (팔레트-센서-시계)를 뷰어로 추가합니다.
1 2

3 4

6. 블록화면으로 이동하여 추가한 디자인들에 기능을 넣어줍니다.

●

●

●

[목록_선택1]이 선택되기 전에 
[목록_선택1]의 선택 목록은  
블루투스를 가지고 있는 연결 가능한 기기 목록으로 설정

목록 선택 

목록 선택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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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록_선택1] 선택 후
[목록_선택1]의 목록에서 요소를 선택했다면  
블루투스를 연결합니다.

목록 선택 

목록 선택 

목록 선택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

●

●

●

[시계1] (3초)마다 아래의 내용을 실행합니다.
만약 블루투스가 연결되어있다면 
[레이블1]의 텍스트 값은  
블루투스 통신으로 받아들이는 텍스트 데이터를 호출합니다.

시계1

블루투스 클라이언트

1. 앱 다운로드 : 앱 인벤터 - 빌드를 통해 해당 어플을 스마트폰에 설치해주도록 합니다.

2. 프로그램 실행 : 페어링(블루투스 기기등록)후 앱에 접속하여 블루투스를 연결하면 3초 단위로

아두이노의 데이터가 스마트폰으로 전송 및 표시됩니다. 

앱 다운로드 및 프로그램 실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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