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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일반인들에게 사물인터넷을 낯설지 않은 단어로 만들었다.
하지만 사물인터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대다수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광고에 등장하는 것처럼, 가전제품을 집
밖에서 제어하거나 도둑의 침입을 자동으로 알려 주는 것 이외에도 사물인터넷이 일상에 미
칠 영향은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력하다.
사물인터넷이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사물인터넷이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부터 시
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물인터넷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능을 가진 ‘사물들’이 인
터넷을 통해 ‘연결’됨으로써 사용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한 망으로 본다면 크
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세 개의 키워드 중 연결을 위해서는 기존 인터넷을 이용하므로
지능을 가진 사물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
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사물인터넷의 고민이 아닐까 싶다. 그중에서도 정보를 수집
하고 전달하는 사물을 만드는 방법, 특히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사물을 만드는 방법이 이 책
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다.
아두이노는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로, 오픈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쉽고 빠르게 간단한 제어 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준다. 아두이노
는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지능
을 가지는 사물을 만드는 데 적합하다. 물론, 사물이 가지는 지능을 사람의 그것과 비교할 수
는 없다.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도둑이 침입하면 자동으로 알려 주는 장치가 지
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저 없이 이야기하기는 힘들겠지만, 사물의 지능은 사물이 제공할 수 있
는 정보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도둑이 침입하면 자동으로 알려 주는 것이 사람에게 유용하지 않은가?

머리말

xiii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사물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고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 내는 것을 넘어
다른 사물들과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그 의미가 더해진다. 사물인터넷에서의 사물은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데스크톱 컴퓨터의 능력을 가질 필요는 없다. 사물은 주어진, 어찌 보면 단
순한 기능만을 충실히 수행하고 다른 일들은 연결된 다른 사물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으
면 된다. 아두이노에 주로 사용되는 AVR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는 8비트의 중앙처리장치
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데스크톱 컴퓨터와 비교하여 초라한 것이 사실
이다. 하지만 다른 사물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8비트의 아두이노 역시 사
물로 동작하기에 충분하며, 이미 아두이노에는 오픈 하드웨어와 오픈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결을 가능하게 해 주는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아두이노를 사
용하여 만들어진 사물들이 사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연결’에 초점
을 두고 있다. 이 책에서는 아두이노와 주변장치와의 연결, 아두이노와 컴퓨터와의 연결, 아두
이노와 다른 아두이노 또는 마이크로컨트롤러와의 연결, 아두이노와 스마트폰의 연결, 그리고
아두이노와 인터넷의 연결 등 흔히 사용되는 연결 방법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 책을 통해 독자
들은 아두이노가 사물로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연결 방법을 알아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사물인터넷을 통해 연결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여러 위험이 도사리
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연결하지 않는 것과 연결하지 못하는 것은 다르다. 연결에 따
른 위험 역시 연결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연결되고 싶은 독자라면 연결 방법과 연결의 즐
거움을 이 책을 통해 알아 낼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사물인터넷에 연결된 아두이노
의 수가 증가하기를 기대해 본다.
허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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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선(뿌리의 집)
사물인터넷의 발달 과정이 나와 있어 전공자이지만 아두이노를 직접 코딩해 보지 않았던 이들
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 자체도 충분한 설명과 단계별 화면 이미지가 함께 진행되
어 책의 실습을 따라해 보면 어렵지 않게 아두이노를 배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베타리딩
의뢰를 처음 받았을 때 분량에 비해 베타리딩 기간이 조금 짧다고 생각했는데, 매일 조금씩
리딩을 하고 책의 설명이 충실해서 다행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박철홍(한국폴리텍1대학 서울정수캠퍼스)
베타리딩을 통해 부족한 점을 채우고 많이 배우게 되는 2주였습니다. 사물통신, 유비쿼터스,

IoT, ICT 같은 용어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나 체계적인 교육 교재가 많지 않아 학생들이 접
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라해 보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
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은 두세 번 봐도 정말 좋습니다. 부디 이
책이 사물인터넷을 경험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프리
징(Fritzing)과 같은 전자회로 스케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좀 더 직관력 있는 회로도로 제공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용진(한국정보화진흥원)
사물인터넷을 구현하고 싶은 초보자부터 고급 개발자까지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고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던 사물인터넷 통신 방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직접 사물과 통신하는 방법도 쉽게 설
명되어 있어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서적입니다만, 예제와 사
진, 응용 사례가 좀 더 많이 있었다면 생각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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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승(마크넥스트)
개인적으로 제이펍에서 펴낸 《레시피로 배우는 아두이노 쿡북(제2판)》을 먼저 봤었는데, 그 책
과 이 책을 연결해서 봤더니 책의 내용이 좀 더 쉽게 읽혔습니다. 쿡북은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난이도가 고르게 걸쳐져 있다면, 이 책은 전체적인 난이도가 초·중급 수준으로 일
정하여 책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와 연결할 수 있
는 다양한 모듈의 용도와 사용법에 관해 전반적으로 시원하게 훑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
니다. 어떤 통신 장치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알았으니, 이제는 무엇을 만들지에 대해서만
구상하면 무엇이라도 직접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한홍근(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이번 주제는 평소에 관심 있던 아두이노여서 신청했었는데, 책을 읽어보니 아두이노를 활용하
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분들께 강추하고 싶습니다. 특히, 각 센서에 관한 설명에만 그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예제와 상세한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쿡북처럼 두껍고 어렵지 않으
므로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책의 구성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
다. 주석이 책의 뒤쪽에 모아져 있어서 주석을 보려다 책이 덮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페이
지 하단에 주석이 있었다면 좀 더 쉽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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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은 사물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단순한 연결을 넘어 사물들
사이의 통신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함으로써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장
에서는 사물인터넷의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고, 아두이노가 사물로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
들을 알아본다.

1.1 IoT? IoT!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이란,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해 상호 연결되어 있고 유일하게
구별 가능하여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상태를 가리킨다. 사물인터넷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사
물인터넷의 구성 주체가 되는 ‘사물’, 여러 사물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사물들 사
이의 ‘통신’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사물인터넷에서의 사물은 연산 능력을 가진 모든 물건들이
포함된다. 연산 능력을 가진 대표적인 물건에는 데스크톱 컴퓨터와 노트북이 있다. 이외에도
임베디드 시스템 역시 연산 능력을 가진 물건, 즉 사물이 될 수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마이
크로컨트롤러는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연산을 담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품 중 하나이다. 임베
디드 시스템과 데스크톱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동일하지만, 목적과 연산 능력에서 차이
가 있다. 데스크톱 컴퓨터는 범용 목적의 높은 연산 능력을 가지지만, 임베디드 시스템은 일반
적으로 특정 목적을 위한 제한된 연산 능력을 가지며, 큰 시스템의 일부로 포함(embedded)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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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다. 연산 능력에 의한 구별 외에도 사물인터넷에서의 사물은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구별
할 수 있다. 최근 사물인터넷에서는 이동형 사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웨어러블 기
기(wearables)가 대표적인 예이다. 웨어러블 기기에는 일반적으로 전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용의 낮은 연산 능력을 가진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사용된다. 웨어러블 기기 이외에도
최근 널리 보급된 스마트폰 역시 이동형 사물로 동작할 수 있다. 반면, 인터넷에 연결된 데스
크톱 컴퓨터, 원격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가전제품 등은 고정형 사물의 예이다.
사물은 데이터를 입력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데스크톱 컴퓨터
를 포함한 일반적인 계산 장치와 구성 및 기능 면에서 동일하다. 하지만, 데스크톱 컴퓨터는
혼자(stand-alone) 동작하는 반면, 사물인터넷에서의 사물은 다른 사물과 연결되어 있음으로
써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물은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여야 하므
로 높은 연산 능력이 필요하지만, 연결된 사물은 다른 사물에 의지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
고 일부 계산을 위임할 수 있으므로 높은 연산 능력 없이도 다른 사물들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 기능할 수 있다. 또한, 계산 결과를 다른 사물에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물을 도와줄 수 있
다. 사물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연산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모든 사물이 직접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은 아
니며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건물을 출입하는 사람의 수를 세기 위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다고 생각해 보자. 사람의 수
를 입구에 서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자동문이 개폐되는 횟수로 센다고 가정하면, 하루
단위의 출입자 수를 세기 위해서는 현재 시간을 알려 주는 사물, 자동문을 통해 출입하는 사
람 수를 세는 사물, 그리고 여러 자동문으로 출입하는 사람을 종합하여 건물 단위의 출입자
를 관리하는 사물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으로 연결되기 위한 통신 방법도 필요하다.

그림 1 - 1 건물 출입자 관리를 위한 구성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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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은 자동문이 2개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2개의 문은 시간을 알려 주는 사물로부터 현
재 시간을 받아 오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각 자동문에 시계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시계의 수
가 늘어나면 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쉽지 않으므로 시간을 알려 주는 하나의 사물을 통해
시간을 알아 내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 각 자동문은 하루 단위로 출입자의 수를 저장
하고 이를 건물 단위의 출입자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사물, 예를 들면 데스크톱 컴퓨터로 전
달한다. 데스크톱 컴퓨터는 건물 단위의 출입자 관리 기능을 수행하면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 원격지에 건물의 출입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1-1에서는 4개의 사물이 상호 연결
되어 있지만, 데스크톱 컴퓨터가 각 자동문에 시간 정보를 알려 주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면
그림 1-2에서와 같이 3개의 사물로 구성할 수도 있다.

그림 1 - 2 건물 출입자 관리를 위한 구성도 2

두 가지 경우 모두 자동문과 데스크톱 컴퓨터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데스크톱 컴퓨터는 인
터넷과 ‘연결’되어 있다. 자동문을 직접 인터넷에 연결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문으로 출입하
는 사람의 수보다는 건물 단위의 출입자 수가 더 유용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모든 자동
문을 인터넷에 직접 연결하는 것은 하나의 데스크톱 컴퓨터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과 비교할
때 가격 면에서도 불리하다. 또한, 필요하다면 데스크톱 컴퓨터는 출입문 단위의 출입자 정보
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출입문이 인터넷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사물들 사
이의 연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무선 연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입문과 데스
크톱 컴퓨터의 연결에는 최근 저전력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블루투스 4.0

BLE(Bluetooth Low Energy)나 지그비(ZigBee)를, 데스크톱을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와이파
이(Wi-Fi)나 이더넷(Ethernet)을 사용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이 주목받기 이전에도 건물의 출입자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였고 원격지
에서 출입자의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존재하였다. 사물인터넷이라는 개념이 도입
1.1 IoT?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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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변한 것 중 하나는 건물의 출입자 관리 시스템이 인터넷이라는 더 큰 네트워크에 연결되
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제어도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처럼 모든 사물들
이 직·간접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연결됨으로써 다른 사물들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점은 사
물의 설계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작업을 하나의 사물이 할 필요는 없다.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먼저 주변을 살펴보자. 수많은 사물들 중 어느 하나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수 있다.
‘사물인터넷’이라는 용어는 Kevin Ashton에 의해 1999년 처음 제안되었지만, 이전에 존재하던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물통신(Machine to Machine, M2M) 등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며, 현
재까지도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는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의 범위를 더 확장한 만물
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IoE)이라는 용어도 사용되는 등 유사한 개념의 단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비슷한 의미의 여러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물인터
넷에 대한 표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물인터넷은 특정 기술을 지칭하는 용어
가 아닌, 연결된 상태를 가리키는 추상적인 용어이므로 표준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
다. 이미 유사한 개념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사물인터넷이라는 단어가 사용되
고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물인터넷이 이전의 단어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사물인터
넷에 대한 정의는 각양각색이지만 유비쿼터스나 사물통신 등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에서 사물들은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다. 기존 연결이 소규모 네트워크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사물인터넷은 보다 큰 네트워크인 인터넷에 연결된다. 사물인터넷의 모든 사물들
이 인터넷에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물들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사물인터넷에서는 사물의 ‘지능’을 강조한다. 이전의 개념들에서도 연결되는 대상들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므로 지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전 개념들에서는 연결 자체가 강조
되었다면 사물인터넷에서는 사물이 가지는 지능 역시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이전 개념들과 비교했을 때 사물인터넷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물들의 연결을 통해 ‘유용한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는 점이다. 사물인터넷은 사물들의 연결이나 정

보 교환을 넘어 연결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지능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아우르고 있다. 연결 자체는 이전의 개념에서와 다르
지 않지만, 사물들의 정보 교환 및 분석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유용한 서비스가 가능해
지고 이를 통해 보다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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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터넷을 위한 새로운 주소 체계: IPv6
사물인터넷에서의 사물들은 통신을 필요로 하며, 통신에서는 사물을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
는 방법이 필요하다. 2013년 기준 무선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은 1인당 1개 수준이었지
만, 2018년에 이르러서는 1인당 1.5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에서 사물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IPv6가 유일한 해결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IPv6는 Internet

Protocol version 6의 줄임말로,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IPv4를 대체해 나가고 있는 차
세대 인터넷 프로토콜이다.
인터넷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사용
할 수 있고 기기나 운영체제와 무관하게 동작할 수 있는 개방적인 프로토콜인 IPv4 덕분이라
는 데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IPv4는 1981년 개발된 프로토콜로, 설계 당시 32비트 주소를 8
비트 단위의 4개 숫자로 지정하도록 만들어졌다. 32비트 주소는 약 232 ≈ 4.3 × 10 9 = 43억 개
의 주소를 생성할 수 있어 충분히 많은 수의 기기들에 주소를 할당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
졌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매년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기의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인터넷 IP 주소를 관리하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는 2011년 2월 더 이상 IPv4 주소에 새롭

게 할당할 수 있는 주소가 남아있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가트너(Gartner)는 2020년
이면 약 260억 개의 사물이 상호 연결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2 ABI Research는 그 수가 약

300억 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등3 개수의 차이는 있지만 연결되는 사물의 개수가 기
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기존 IPv4로는 사물인터넷
을 감당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IPv6가 IPv4와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물인터넷을
위한 해결 방안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128비트의 주소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IPv6의 128비트
주소는 8개의 16비트 그룹으로 나뉘며, 각 그룹은 네 자리의 16진수로 표현되고 그룹은 콜론(:)
으로 구별하여 표시한다.
표 1 - 1 IP 주소의 표시 방식

프로토콜

표시 예

주소 분리

비트

IPv4

123.456.789.012

도트(.)

32

IPv6

2001:0db8:85a3:08d3:1319:8a2e:0370:7334

콜론(:)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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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비트 주소는 2128 ≈ 3.4 × 1038개의 주소를 표현할 수 있다. 1038이 얼마나 큰 수인지 짐작할
수 있는가?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는 약 1022개라고 한다. 우주에 있는 모든 별에 주소를 할당
하고도 남는 주소를 IPv6는 만들어 낼 수 있다. 1022개 역시 짐작하기 어려운 수이지만 지구상
의 모래알의 수가 1022개 정도 된다고 한다. 세계 인구는 약 70억(7 × 10 9)에 이른다. IPv6로 만
들어 낼 수 있는 주소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모래알만큼 많은 주소를 사용하여도 남을 만
큼의 개수에 해당한다. 당분간은 주소가 부족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물론, IPv4로
충분하리라 예상했던 주소의 개수가 30년 만에 고갈된 것처럼 IPv6 역시 30년 후에는 바닥이
날지도 모를 일이긴 하다.

IPv4 주소가 고갈되었다는 공식 발표가 있은 이후 세계적으로 IPv6 주소를 사용하기 위한 작
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주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서비스, 기기 등이
모두 IPv6를 지원해야 하므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IPv4 체계에서도 동적 IP
할당이나 사용하지 않는 주소의 재할당 등을 통해 당분간 사용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따라서 IPv6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IPv6로의
전환은 서서히 진행되고 있으며, 2030년경에 이르러서야 IPv6로 완전히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
고 있으므로 한동안은 IPv4와 IPv6가 공존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3 사물인터넷의 주요 기술
사물인터넷은 사물들이 상호 연결되고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사물인터넷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들이 필요하다.
1.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
2. 수집된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
3.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술
4. 인터넷 관련 기술

위에 나열한 기술들은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물인터넷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사용되며,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은 인터넷 관련 기술에 포함된 것으로 가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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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집을 위한 대표적인 기술에는 센서를 활용하는 센싱 기술이 있다. 온도, 습도, 조도, 열
등을 감지하는 간단한 센서로부터 위치, 움직임, 영상 등의 정보를 얻어 올 수 있는 복잡한 센
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센서가 이미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측정하고 알아 낼 수 있는 센서가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센서만으로는
사물로 동작하지 못하며 센서로 획득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정보를 교
환하는 기술과 인터넷 관련 기술을 구별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물은 직접 인터넷
에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에는 센서로부터 데이터 처리가 가
능한 사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술과 사물에서 분석하고 처리된 데이터를 인터넷에 연결된
또 다른 사물로 전달하는 기술이 포함된다. 초기 사물인터넷에서는 정보 교환 기술로 RF(Radio
Frequency)가 흔히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RF를 비롯하여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블루

투스, 지그비, CAN(Controller Area Network), RS-232, RS-422 등 다양한 유무선 연결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다. 반면, 인터넷 관련 기술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에서부터 IPv6를 포
함한 통신 프로토콜,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 등 그 범위가 아주 넓다.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는 사물은 전달된 정보를 분석하고 가공하여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생성한다. 정보 분석과 처리는 간단한 정보의 요약에서부터 최근 사물인터넷과
더불어 각광받고 있는 빅 데이터 처리에 이르기까지 사물의 처리 능력에 따라 넓은 스펙트럼
을 형성한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제한된 연산 능력만을 가지고 있어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는 어려우므로, 간단한 알고리듬을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를 다른
사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책의 목적은 마이크로컨트롤러, 그중에서도 아두이노가 사물인터넷에서 사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
한 기반 기술들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그림 1-3은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1-3에 표시되어
있지만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한 가지 부분은 스마트폰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부분이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에 힘입어 스마트폰은 사물인터넷에서 중요한 사물로 자리매김하고 있
다. 이 책에는 스마트폰이 마이크로컨트롤러로 만들어지는 사물과 정보를 교환하는 또 다른
사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위한 간단한 어플리
케이션 프로그래밍도 포함되어 있다.

1.3 사물인터넷의 주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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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집
어플리케이션 개발

정보 분석 및 처리
인터넷
정보 교환

정보 교환

서비스 제공

그림 1 - 3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보 교환: 센서와 마이크로컨트롤러, 마이크로컨트롤러와 마이크로컨트롤러,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스마트폰, 마이크로컨트롤러와 데스크톱 컴퓨터, 그리고 마이크로컨트롤러
와 인터넷 사이의 통신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통신 방법에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보
전달이 가능한 와이파이나 이더넷과 더불어 블루투스, NFC, USB 등 사물 사이의 정보
교환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유무선 통신 방법이 포함된다. 정보 교환 방법은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 분석 및 처리: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다. 정보 처리는 주어진 문제에 종속적이며 처리 방법 역시 알고리듬 영역이므로 이 책에
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으며, 사물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처리나 데이
터 해석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위해 독자들은 기본적인 C/C++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한다.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이 책에서는 스마트폰을 마이크로컨트롤러와 정보를 주고받는

또 다른 사물로 가정한다. 스마트폰 역시 다양한 통신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안드로이
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역시 간단하지 않으므로, 이 책에서는 블루투스를 통해 아
두이노와 스마트폰이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 위주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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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물인터넷의 미래
최근 사물인터넷은 가장 주목받고 있는 단어 중 하나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리라는 데에 이견이 없으며, 향후 사물인터넷 시장이 폭발
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견을 같이한다. 하지만, 사물인터넷이 장밋빛 미래를 약
속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모든 사물들이 연결되고 필요한 정보를 시간과 장
소의 제약 없이 알아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편리한’ 세상이 될 것은 명백하다. 하지
만, 이처럼 편리한 세상이 과연 ‘바람직한’ 세상인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현재의 인터넷 환경
에서도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잊힐 권리는 2014
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에 구글의 검색 결과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원고의 청
원을 인정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유사한 분쟁이 사물인터넷 환경에서는 더
욱 잦아질 것임은 분명하며,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위험
을 감수하고 연결될 것인가? 아니면 안전하게 떨어져 있을 것인가? 판단은 개인의 몫이다. 하
지만, 연결되기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연결될 수 있는 준비는 필요하다. 이 책은 아두
이노를 사용하여 사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이라는 거대
한 망에 연결되기 위한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4 사물인터넷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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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H A P T E R

아두이노

아두이노는 비전공자들을 위한 오픈 소스 하드웨어의 일종으로, 사용 방법이 쉽고 간단하여 다양한 사
용자층을 확보함으로써 마이크로컨트롤러 관련 제품 중 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아두이노는 사물인터넷에서 사물로 동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갖추고 있으므로 사물인터넷
을 위한 훌륭한 사물의 후보라 하겠다. 이 장에서는 손쉽게 확장이 가능한 아두이노 하드웨어와 간단하
고 빠른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아두이노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 대해 알아본다.

2.1 아두이노 하드웨어
최근 마이크로컨트롤러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는 단어는 아두이노가 아닐까 싶다. 아두이노
란 무엇일까? 아두이노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아두이노에는 마이크로컨
트롤러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개발 보드인 하드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작시키기 위해 필요한 (마
이크로컨트롤러에서 흔히 펌웨어라 불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까지 모두 포함되

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하드웨어에 대해 살펴보자. 하지만, 아두이노 하드웨어에 대해서도 간
단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아두이노 하드웨어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 역시 여러 가
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컨트롤러와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
하여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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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는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개발 보드’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아니라 ‘개발 보드’라는 점이다.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싱글
칩 컴퓨터(single chip computer)라고도 불리는, 컴퓨터의 본체에 해당하는 기능을 하나의 칩으
로 집약시켜 놓은 저사양의 컴퓨터를 가리킨다. 컴퓨터의 본체에 전원만 꽂아 주면 컴퓨터로
기능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컨트롤러 역시 전원만 주어진다면 마이크로컨트롤러로서 동
작할 수 있다. 하지만, 아두이노에는 마이크로컨트롤러 이외에 많은 것들이 추가되어 있다. 아
두이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며 이 책에서도 사용하는 아두이노 우노를 살펴보면, 아두이노 우
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Tmega328 마이크로컨트롤러 이외에도 다양한 부품들이 자리하
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USB 시리얼 변환 마이크로컨트롤러
디지털 핀

리셋 버튼

디지털 13번 핀 LED

USB 커넥터
ISP 연결 커넥터

16MHz 클록

ATmega328
외부 전원
아날로그 핀
4

그림 2 - 1 아두이노 우노

아두이노는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위한 개발 보드이다. 편리한 개발을 위해서는 컴퓨터 또는 주
변장치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필요하며, 실제로 아두이노
우노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ATmega328 마이크로컨트롤러 이외의 부가적인 부분들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아두이노는 ‘마이크로컨트롤러 + α’를 의미한다.

2.1 아두이노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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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AVR? ATmega328?
아두이노는 AVR 시리즈의 마이크로컨트롤러 중 하나인 ATmega328을 이용하여 만든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이다. AVR은 아트멜(Atmel)에서 제작하여 판매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 시리즈 중 하나로, 아두이노
우노에 사용된 ATmega328은 AVR에 속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이다.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중앙처리장치(CPU)와 주변장치들을 하나의 칩으로 집약시켜 컨트롤 기능에 특
화시킨 칩을 지칭하는 말이다. 아두이노 우노 보드가 옆에 있다면 보드 위에 있는 가장 큰 IC 칩을 살
펴보자. ‘Atmel’이라는 글자가 보이고 그 아래에는 ‘ATMEGA328P-PU’라는 글자가 보인다. Atmel은

ATMEGA328P-PU 마이크로컨트롤러를 만든 회사의 이름이며, ATMEGA328P-PU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
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에 해당한다.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는 ATMEGA328P-PU 마이크로컨트롤러 이외에도 전원 연결 잭, USB 연결 잭, 버
튼, 핀 연결을 위한 헤더 등 여러 가지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두이노란 마이크로컨트롤러뿐만이 아
니라 사용 편의를 위해 추가된 부품을 합한 보드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물론, 아두이노는 하드웨어뿐
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까지도 함께 가리키는 말이지만, 하드웨어 측면에서만 볼 때 아두이
노는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아니라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에 해당한다. 이처럼 아두이노와 AVR 그리고

ATmega328은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아두이노 우노는 AVR 시리즈의 마이크로컨트롤러, 그중에서도 ATmega328을 사용하므로 AVR을 프로
그래밍하는 것과 아두이노를 프로그래밍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즉, AVR을 위한 프로그램을 작
성하는 환경에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AVR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
해 흔히 사용되는 아트멜 스튜디오(Atmel Studio)에서 아두이노에서 실행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반대로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서 AVR을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도 역시
가능하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모든 AVR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지원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모든

AVR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지원하지는 않으며, 아두이노 보드에서 사용된 마이크로컨트롤러, 예를
들어 아두이노 우노에 사용된 ATmega328, 아두이노 메가에 사용된 ATmega2560 등의 마이크로컨트롤
러만을 지원한다.

또 한 가지 아두이노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점은 아두이노가 한 가지 개발 보드만을 지칭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두이노의 홈페이지5를 살펴보면 10여 가지가 넘는 보드들이 나
열되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아두이노라고 이름 붙여진 보드들은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여 외형적으로는 공통점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아두이노의 공통점은 공통된 개발 환
경, 즉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이크로컨트롤
러는 종류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동일한 회사에서 만들어진 마
이크로컨트롤러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아두이노라고 이름 붙여진 개발 보드들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동작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공통의 개발 환경이
아두이노의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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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를 특징짓는 요소 중 한 가지가 개발 환경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하드웨어의
지원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아두이노 보드들은 형태에 따라 핀 헤더가 존재하는 보드와 존재
하지 않는 보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아두이노 우노6

⒝ 아두이노 나노7

⒞ 아두이노 레오나르도8

⒟ 아두이노 마이크로9

그림 2 - 2 아두이노 보드의 종류 1

그림 2-2에서 아두이노 우노와 아두이노 나노는 동일한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여 만들어
진 아두이노 보드이다. 가장 큰 칩이 마이크로컨트롤러에 해당하며, 크기와 형태가 달라 보이
지만 패키징의 차이일 뿐 기본적으로 동일한 칩이다. 동일한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는데
굳이 서로 다른 보드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사용 목적의 차이 때문이다. 아두이노 우
노는 아두이노의 대표적인 보드 중 하나로 ‘개발 보드’의 목적에 충실하게 주변장치나 컴퓨터
를 간편하게 연결하기 위해 다양한 부가장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아두이노 나노는 개
발용이라기보다는 개발이 완료된 후 실제 제품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두
이노 우노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보드를 소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아두이노 레오나르도
와 아두이노 마이크로 역시 아두이노 우노와 아두이노 나노의 관계와 동일하다. 이외에도 웨
어러블 기기 개발을 위한 릴리패드 아두이노, 센서가 결합되어 있는 아두이노 Esplora, 주행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아두이노 로봇, 안드로이드용 액세서리 개발을 위한 아두이노 메가 ADK
등 다양한 전용 보드들이 존재한다.
2.1 아두이노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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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패드 아두이노10

⒝ 아두이노 Esplora11

⒞ 아두이노 로봇12

⒟ 아두이노 메가 ADK13
그림 2 - 3 전용 목적의 아두이노 보드

아두이노 보드들의 또 다른 공통점을 찾아내었는가? 핀 헤더의 위치를 유심히 살펴보자. 아
두이노 우노와 아두이노 메가2560의 핀 헤더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였는가?

⒜ 아두이노 우노14

⒝ 아두이노 메가256015
그림 2 - 4 아두이노 보드의 종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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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메가2560에 사용된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아두이노 우노에 사용된 마이크로컨트롤러
에 비해 더 많은 수의 입출력 핀을 제공한다. 따라서 아두이노 메가2560에는 더 많은 수의 핀
헤더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림 2-4에서 아두이노 메가2560 보드의 왼쪽에 있는 핀 헤더들은
아두이노 우노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핀의 설명 역시 동일하다. 즉, 아
두이노 우노에 연결한 주변장치를 그대로 아두이노 메가2560에 연결해도 동작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핀 배열의 공통점은 아두이노 보드들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확장 보드
인 쉴드(shield) 제작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아두이노 홈페이지에도 여러 종류의 쉴드들이 소개
되어 있다.

⒜ 와이파이 쉴드16

⒝ USB 호스트 쉴드17
그림 2 - 5 아두이노 쉴드

아두이노는 하드웨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아두이노에서 사용 가능한 쉴
드를 제작할 수 있다. 아두이노 홈페이지에 소개된 쉴드 이외에도 검색을 통해 다양하고 신기
한 기능의 쉴드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아두이노 트레를 제외하면 아두이노 보드들은 아트멜에서 제작한 마이크로컨트롤러
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트멜에서 제작한 마이크로컨트롤러 역시 크게 두 종류로 나
눌 수 있다. 아두이노 우노, 아두이노 레오나르도, 아두이노 메가2560 등은 아트멜의 아키텍
처를 사용하는 AVR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아두이노 듀에와 아두
이노 제로는 ARM의 Cortex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아트멜에서 제작한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
용하고 있다. 표 2-1은 아트멜에서 제작하고 아두이노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종류에 따라 아두이노를 분류한 것이다.

2.1 아두이노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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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1 아두이노 보드의 종류 3

아두이노

마이크로컨트롤러

우노

아키텍처

ATmega328

AVR

레오나르도

ATmega32u4

AVR

메가2560

ATmega2560

AVR

제로

ATSAMD21G18

Cortex M0+

듀에

AT91SAM3X8E

Cortex M3

트레

AM3359AZCZ100

Cortex A8

비고

Texas Instrument

애초에 아두이노는 아트멜의 AVR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하지만,
높은 사양의 마이크로컨트롤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ARM의 Cortex 아키텍처에 기반
을 둔 아두이노 보드 역시 여러 종류가 출시되고 있다. 아두이노 우노의 경우 16MHz 클록을
사용하지만, 아두이노 듀에의 경우 84MHz 클록을 사용하여 5배 이상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등 Cortex 아키텍처 기반의 아두이노 보드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
만, 아직은 AVR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한 아두이노 보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아두이노 우노와 동일한 AVR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한 아두이노 보드에는 더 많
은 수의 입출력 핀을 제공하는 아두이노 메가2560, USB 연결 기능을 내장한 아두이노 레오나
르도 등이 있으며, 특히 아두이노 레오나르도는 추가 장치 없이 직접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어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2-2는 AVR 시리즈 칩을 사용한 아두이노 보드들을 비교한
것으로 기본 기능은 거의 동일하지만, 입출력 핀의 수, 프로그램 메모리의 크기 등에서 차이가
나므로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면 된다.
표 2 - 2 아두이노 보드의 종류 4

항목

아두이노 우노

아두이노 레오나르도

아두이노 메가2560

마이크로컨트롤러

ATmega328

ATmega32u4

ATmega2560

클록

16MHz

16MHz

16MHz

핀수

28

44

100

14

18(12)

54

아날로그 입력 핀 수

6

6(12) (6개의 디지털 핀은 아날로그 핀으로 중복
16
정의되어 최대 12개의 아날로그 핀을 사용할 수 있음)

PWM 채널 수

6

7

디지털 입출력 핀 수

18

15

플래시 메모리

32KB

32KB

256KB

SRAM

2KB

2.5KB

9KB

EEPROM

1KB

1KB

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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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아두이노 우노
이 책에서 사용할 아두이노 보드는 아두이노 우노이다. 아두이노에는 많은 보드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드가 아두이노 우노이며, 아두이노 우노는 아두이노의 기본 보드로 자
리 잡고 있다. 그림 2-1에서 볼 수 있듯이, 아두이노 우노는 ATmega328 마이크로컨트롤러를
기본으로 전원 공급을 위한 부분, 핀 헤더 연결 부분, UART 통신 및 프로그램 업로드를 위
한 USB 연결 부분 등이 추가된 형태로 구성된다. ATmega328은 5V 전원을 사용하므로 아두
이노 우노에는 5V 전원 공급을 위한 레귤레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근 3.3V 전원을 사
용하는 주변장치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아두이노에도 3.3V 전원을 제공하기 위한 레귤레
이터와 핀 헤더가 포함되어 있다.
아두이노 우노는 핀 헤더를 통해 20개의 입출력 핀을 사용할 수 있다. 마이크로컨트롤러의 기
본 기능은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기능이다. 디지털 데이터의 입출력을
위해 아두이노에서는 0번에서 19번까지 핀 단위로 번호를 지정하여 사용한다. 아날로그 데이
터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으므로 디지털 데이터로의 변환이 먼
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ADC(Analog-Digital Converter)가 필요하다. ATmega328에는 10
비트 해상도에 6 채널의 ADC가 포함되어 있고, A0에서 A5까지 상수가 지정되어 있다. 한 가
지 주의할 점은 디지털 입출력을 위한 핀 중 14번부터 19번까지의 핀에 A0부터 A5까지 상수
가 할당되어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입출력 핀은 0번에서 19번까지 20개가 존재한다. 하지만,
표 2-2에서는 14개라고 설명되어 있다. 나머지 6개는 바로 아날로그 입력이 가능한 핀이다. 필
요하다면 이 아날로그 입력이 가능한 핀을 디지털 입출력 핀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사용 가능한 디지털 입출력 핀의 개수는 최대 20개이다.
아날로그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ADC와는 반대로 DAC(Digital-Analog Converter)가 필요
하지만, ATmega328에는 DAC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날로그 신호를 직접 출력할 수는
없다. 대신 PWM(Pulse Width Modulation) 신호를 통해 아날로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디지
털 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PWM 신호는 디지털 신호이기는 하지만 모든 디지털 입출력 핀을
통해 출력할 수는 없으며, 14개의 디지털 입출력 핀 중 6개의 핀을 통해서만 출력이 가능하다.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서는 핀 번호 앞에 ‘~’ 기호를 붙여 PWM 신호 출력이 가능한 핀을 구별
하고 있다.

2.2 아두이노 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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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3 아두이노 우노

항목

내용

비고

마이크로컨트롤러

ATmega328

ATmega328P-PU

동작 전압

5V

입력 전압

7V~12V

추천 입력 범위

디지털 입출력 핀

14개

6개의 PWM 출력 핀(3, 5, 6, 9, 10, 11번 핀)

아날로그 입력 핀

6개

14번에서 19번까지의 디지털 입출력 핀

플래시 메모리

32KB

ATmega328, 부트로더 0.5KB

SRAM

2KB

ATmega328

EEPROM

1KB

ATmega328

클록 주파수

16MHz

아두이노가 다른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와 또 다른 점은 프로그램 업로드 방식에 있다. 일반
적으로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프로그램 업로드는 ISP(In System Programming) 방식으로 이루
어진다. 그림 2-1에서도 ISP 연결 커넥터를 볼 수 있으며, 아두이노에서도 ISP 방식으로 프로
그램을 업로드할 수 있다. 하지만, 아두이노에서는 일반적으로 부트로더(bootloader)를 통한 시
리얼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업로드한다. 부트로더란 플래시 메모리의 특정 위치에 존재하는 작
은 크기의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표 2-3에서도 알 수 있듯이 32KB의 플래시 메모리 중 부트로더가 0.5KB를 차지하고 있다. 하
지만, 부트로더만 있다고 프로그램 업로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하드웨어적인 지원이 필요하
다. 그림 2-1에서 USB 시리얼 변환 마이크로컨트롤러가 프로그램 업로드를 지원하기 위해 사
용된 전용 하드웨어이다. 아두이노의 부트로더는 UART 시리얼 통신을 통해 프로그램을 업
로드하며, ATmega16u2 마이크로컨트롤러는 USB를 통해 컴퓨터에서 전달되는 프로그램을

UART 형식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프로그램 업로드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ATmega16u2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컴퓨터와 UART 시리얼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아두이
노를 위한 드라이버가 성공적으로 설치되었다면 장치 관리자에서 가상의 시리얼 통신 포트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포트를 통해 아두이노 우노에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고

UART 통신을 통해 컴퓨터와 아두이노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아두이노 우노 보드가 준비되었다면 필요한 것은 아두이노 우노의 USB 커넥터와 컴퓨터의

USB 커넥터를 연결하는 것뿐이다. 물론,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컴퓨터와의 통
신을 위해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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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아두이노에는 다양한 보드들이 존재하지만, 모두 동일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
다는 점이 아두이노의 장점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였다. 아두이노 개발 환경은 자바를 기반으
로 만들어진 통합 개발 환경(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과 그 아래에 숨겨진 아두
이노 함수들로 이루어진다. 먼저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아두
이노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18

그림 2 - 6 아두이노 프로그램 다운로드 페이지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윈도우즈(Windows)를 포함하여 Mac OS X과 리눅스(Linux)도 지원하므
로 운영체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으면 된다.19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따로 설치한 필
요가 없으며, 압축을 해제하는 것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윈도우즈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스톨 파일도 제공되며, 인스톨 파일의 경우 프로그램 설치 이외에 아두이노를 위한 드라이
버 설정 등을 자동으로 해 주므로 윈도우즈 환경에서 사용한다면 인스톨 파일을 다운로드받
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인스톨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실행해 보자.

2.3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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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7 인스톨 옵션

인스톨 과정에서는 필요한 파일들의 복사 이외에도 드라이버 설치, 아이콘 생성, 아두이노 스
케치 파일의 확장자인 INO 연결 등의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림 2 - 8 아두이노 프로그램 설치 디렉터리

아두이노 프로그램의 설치 디렉터리를 ‘C:\Arduino’로 지정하였다고 가정하자. 필요한 파일들
의 복사가 시작되고 복사가 끝나면 아두이노를 위한 USB 드라이버를 설치하기 위한 보안 경
고창이 나타난다. ‘설치’ 버튼을 눌러 드라이버를 설치하자.

그림 2 - 9 아두이노 드라이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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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끝났으면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컴퓨터에 연결해 보자.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처음 컴
퓨터와 연결하였다면 드라이버 설정을 통해 추가 작업 없이 자동으로 인식된다. 아두이노 프
로그램의 설치는 끝났다. 간단하지 않은가? 설치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자. 아두이노 프로
그램은 프로그램 작성과 업로드에 필요한 기본 기능들만으로 구성되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를 제공하고 있다. C 언어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면 아두이노 프로그램이 어딘가 허전해 보
일 수도 있지만, 아두이노는 비전공자들을 위한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기억하자.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필요한 기본 기능들만을 제공함으로써 쉽고 간단하게 프로그
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림 2 - 10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에는 아두이노 프로그램 이외에도 아두이노에
서 제공하는 함수들의 집합이 있다.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작고 간단한 통합 개발 환경으로 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고급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면 아두이노 프로그램
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두이노 프로그램의 제한된 기능을 넘어서
는 고급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면 아트멜 스튜디오 등의 개발 환경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
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아트멜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경우와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사용하
는 경우의 공통점은 바로 아두이노의 함수에 있으며, 이것이 아두이노의 장점 중 하나이다.

2.3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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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가 다른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와 비교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공
통된 핀 배치와 이를 통해 다양한 확장 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하드웨어 측면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컨트롤러의 기능을 추상화된 함수로 제공해 주어 손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소프트웨어도 큰 몫을 차지한다. 아두이노의 13번 핀에 연결된 LED를 켜
는 프로그램을 다른 마이크로컨트롤러 개발 방법에서와 같이 ATmega328의 레지스터를 통해
구현하면 다음과 같다.
DDRB |= 0x20;
PORTB |= 0x20;

동일한 기능을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추상화된 함수를 통해 구현해 보자.
pinMode(13, OUTPUT);
digitalWrite(13, HIGH);

어느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운가? 물론, 아두이노에서 ATmega328의 모든 기능을 추상화된 함
수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한 추상화된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으므
로 빠른 시간 내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추상화된 함수와 더불어 아두이노에서는
주변장치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C++의 클래스 형태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
다. EEPROM의 100번지에 10의 값을 쓰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
EEPROM.write(100, 10);

간단하지 않은가? 물론, EEPROM 클래스의 write 멤버 함수 이면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
고 있다. 하지만, 아두이노는 모든 번거로운 작업을 대신해 주고 있으므로 프로그래머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그리 많지 않다. 더 반가운 소식은 지금도 아두이노의 라이브러리는 늘어나
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두이노가 설치된 디렉터리 아래의 ‘libraries’ 디렉터리를 살펴보면 사용
하고자 하는 주변장치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디렉터리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들을 확인할 수
있다. 라이브러리가 겨우 10여 개뿐이어서 실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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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11 아두이노의 기본 라이브러리

아두이노 설치 디렉터리 아래 존재하는 라이브러리들은 기본 라이브러리라고 불리며, 이 라이
브러리들은 아두이노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다. 하지만, 하드웨어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 쉴
드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들
역시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확장 라이브러리라고 한다. 확장 라이브러
리는 기본 라이브러리 디렉터리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도 있지만, 스케치북 디렉터리 아래 별
도의 ‘libraries’ 디렉터리가 존재하므로 일반적으로 그 아래에 설치한다. 스케치북 디렉터리는
‘파일  환경 설정’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D:\Arduino’로 설정한 것으로 가정한다.

2.3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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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12 환경 설정 - 스케치북 위치

아두이노를 위해 작성한 프로그램을 ‘스케치(sketch)’라고 부른다. 쉽고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듯
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스케치북은 스케치들을 모아놓은
것을 말한다. 여러 개의 스케치들은 라이브러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스케치북 디렉터리 아래에
디렉터리별로 저장되고 관리된다. 스케치북 디렉터리 아래에는 ‘libraries’ 디렉터리가 자동으로
생성되며, 일반적으로 확장 라이브러리를 이곳에 설치한다.
아두이노는 애초에 비전공자들을 위한 마이크로컨트롤러로 만들어졌다. 간단한 하드웨어와
간단한 프로그램, 그리고 추상화된 함수들을 통해 쉽고 빠르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점이
아두이노의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확장 라이브러리로, 아두
이노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지만 수많은 자발적인 참여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무료
로 공개된 확장 라이브러리는 아두이노라는 생태계 구축을 촉진시키고 지금과 같은 아두이노
의 성공을 이끈 주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기존 라이브러리보다 더 편리
한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을 것이며, 아두이노의 영토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26

CHAPTER 2 아두이노

2.4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USB 연결선을 이용하여 컴퓨터와 연결하고 프로그램 설치도 끝났다
면 아두이노를 시작할 준비는 모두 끝난 것이다.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파일  예제


01.Basics  Blink’를 선택해 보자. C 프로그래밍에 ‘Hello World’가 있다면 아두이노에는

‘Blink’가 있다. Blink 예제는 13번 핀에 연결된 내장 LED를 1초 간격으로 점멸하는 스케치에
해당한다.

그림 2 - 13 Blink 예제

스케치를 컴파일하고 아두이노 우노로 업로드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다만 업로드 이전에 확인
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 있다. 먼저 ‘도구  보드’ 메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아두이노 보드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한다.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사용할 것이므로 ‘Arduino Uno’를 선택한다.

2.4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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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14 보드 선택

다음은 ‘도구  포트’ 메뉴에서 아두이노 보드에 할당된 시리얼 통신 포트를 선택한다. 아두
이노 우노가 연결된 포트 번호 옆에는 ‘Arduino Uno’라는 표시가 나타나므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 15 포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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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번호는 컴퓨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어판의 장치 관리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 16 아두이노 보드에 할당된 시리얼 통신 포트

설정이 끝났으면 먼저 스케치를 컴파일해 보자.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들
은 아두이노 프로그램의 툴바 버튼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확인

새 파일

업로드

저장

시리얼 모니터

열기

그림 2 - 17 아두이노 프로그램의 툴바

툴바의 버튼 중 가장 왼쪽에 있는 버튼은 ‘확인’ 버튼으로, 스케치의 문법적인 오류를 검사하
기 위해 사용된다. 오류가 있다면 메시지 출력 창에 오류 정보를 보여 주며, 오류가 없다면 아
두이노 보드로 업로드할 기계어 파일의 크기와 메모리 사용 정보를 알려 준다. 오류가 없다면
이제 아두이노 우노로 Blink 스케치를 업로드해 보자. ‘확인’ 버튼 옆에 있는 ‘업로드’ 버튼으로
생성된 기계어 파일을 시리얼 포트를 통해 아두이노로 업로드할 수 있다. 업로드에 성공하면

13번 핀에 연결된 LED가 1초 간격으로 깜빡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두이노 우노에 포
함되어 있는 LED는 칩 타입의 작은 LED이므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
으니 유심히 살펴보기 바란다.

2.4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29

장치 관리자에 나타나는 시리얼 통신 포트는 프로그램 업로드 이외에도 컴퓨터와의 UART 통
신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툴바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시리얼
모니터’ 버튼을 눌러보자.

그림 2 - 18 시리얼 모니터

시리얼 모니터는 아두이노에서 전달된 데이터를 표시하는 부분과 아두이노로 전달할 데이터
를 입력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아두이노가 간단하고 편리한 프로그램인 것은 맞지만
고급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으며, 특히 디버깅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불편함
이 아닐까 싶다. 디버깅을 위해서는 전용의 장비가 필요하며, 비전공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아두이노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두이노에서 전달된 정보를 표시해
주는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 스케치의 실행 과정 및 결과를 표시해 주므로 디버깅 용도로 사용
할 수 있으며, 시리얼 모니터는 C 프로그래밍에서 콘솔(console)과 유사한 목적으로 흔히 사용
된다.

2.5 스케치의 구조
스케치를 업로드하고 실행 결과까지 확인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스케치의 독특한 구조이다. Blink 예제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는가? 그림 2-13을
다시 살펴보자. 아두이노의 스케치는 C/C++ 언어로 만들어지며, C/C++ 언어의 경우 프로그
램의 시작점으로 제일 먼저 실행되는 main 함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림 2-13에서는

main 함수를 찾아볼 수 없으며, 2개의 함수, 즉 setup과 loop만이 존재한다. main은 어디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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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컨트롤러에는 컴퓨터와는 달리 오직 하나의 프로그램만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된 프
로그램은 전원이 주어지는 동안 끝나지 않는 무한루프(메인 루프 또는 이벤트 루프)를 통해 데이
터를 처리한다. 이외에도 필요한 헤더 파일을 포함시키거나 상수를 정의하는 등의 작업을 수
행하는 전처리 부분,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설정하는 초기화 부분 등이 필요하다.

전처리
int main(void)
{
초기화
while(1)
{
데이터 처리

}

}
return 1;

그림 2 - 19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위한 프로그램의 구조

아두이노의 스케치는 그림 2-19에 나타난 프로그램의 구조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
록 초기화 부분과 데이터 처리 부분을 별개의 함수로 분리하고 있다.

전처리
void setup(void)
{
초기화
}
void loop(void)
{
데이터 처리
}

그림 2 - 20 아두이노를 위한 스케치의 구조

2.5 스케치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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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다. 다만 모양이 바뀌었을 뿐이다. 아두이노에도 main 함수는 존재한
다. 아두이노 설치 디렉터리 아래 ‘hardware\arduino\avr\cores\arduino’ 디렉터리를 살펴보면

main.cpp 파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구조가 그림 2-19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main.cpp
#include <Arduino.h>
int main(void)
{
init();
initVariant();
#if defined(USBCON)
USBDevice.attach();
#endif
setup();		

// 초기화

for ( ; ; ) {		
// 메인/이벤트 루프
loop();		
// 데이터 처리
if (serialEventRun) serialEventRun();
}

}

return 0;

2.6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아두이노
사물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에 발맞춰 ARM, 인텔 등의 IT 기업들 역시 자신들만의 강점을
내세워 사물인터넷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러한 거대기업들의 틈바구니에서 어찌 보면 시대
에 뒤떨어지는 저사양의 8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로 만들어진 아두이노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두이노에는 아두이노의 자
리가 있다.
아두이노가 처음 소개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비전공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쉽고 간단
한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를 목표로 시작된 아두이노는 수많은 참여자들에 의해 독자적인 생
태계 구축에 성공함으로써 수많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특히 아두
이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변장치에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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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장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여기에 힘을 더해 주는 사실은 사물인터넷에서의 사물은
종류가 다양하여 8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만으로도 충분한 사물들이 수없이 많다는 점이다.
복잡하고 빠른 계산이 필요하다면 아두이노가 아닌 클록이 1GHz인 ARM Cortex-M 마이크
로컨트롤러를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자동문을 만들기 위해 클록이 1GHz인 고성능의 마이
크로컨트롤러가 필요하지는 않다. 사물은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의미를 갖는다. 아두이노는 이
미 수많은 연결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물로 기능할 발판은 다른 무엇보다 굳건하다. 누
구와 어떻게 연결할지만 결정된다면 그 방법은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6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아두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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