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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아두이노 기초

강좌명: IoT 응용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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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준비

PDF 강의자료

컴퓨터또는노트북 + 아두이노실습킷

▶ 강좌 소개의 ‘강좌 실습 킷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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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학습내용 상기

IoT 개요

▶ 4차 산업혁명과 사물인터넷

▶ IoT의 개념

▶ IoT의 구조 및 주요 기술

▶ IoT의 주요 응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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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학습내용

2주차: 아두이노 기초

(2주차 1차시 25분) 아두이노 소개

(2주차 2차시 25분) 아두이노 개발 환경 및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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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학습목표

2주차: 아두이노 기초

1) 아두이노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아두이노 우노 보드의 구성과 기능, 

아두이노 보드와 함께 사용되는 부품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아두이노 프로그램 실행 과정과 아두이노 프로그램 기본 구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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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1차시 학습내용

2주차 1차시 : 아두이노 소개

2-1 아두이노 소개

▶ 아두이노란?

▶ 아두이노 보드의 종류

▶ 아두이노 우노 보드의 구성과 기능

▶ 아두이노 보드와 함께 사용되는 부품들

* 아두이노 보드 이미지 출처:  http://www.arduino.cc(https://store.arduino.cc/usa/)에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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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컨트롤러 기능을 갖춘 임베디드 시스템 필요

스피커
LED 
전등

LCD
디스플레이

에어컨

센싱 값에 의한 다른 사물 제어

2주차 아두이노 기초 강좌명: IoT 응용 프로그래밍

아두이노 소개

아두이노
(Arduino)

라즈베리파이
(Raspberry Pi)

비글본 블랙
(Beaglebone Black)

오픈 소스 하드웨어

* 이미지 출처: https://www.arduino.cc/(https://store.arduino.cc/us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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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소개

아두이노

“사용하기 쉬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오픈 소스 전자 플랫폼”

아두이노 공식 웹사이트
(https://www.arduino.cc/)



아두이노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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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소개

2000년대초이탈리아이브레아(Ivrea)에서탄생

IDII(Interaction Design Institute Ivrea)

▶ 컴퓨터나 기계를 다루는 기술자와 예술가가 함께 수업

▶ 기술과 예술을 융합된 작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 운영

“마이크로컴퓨터 보드와 통합개발 환경

(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으로 구성된

오픈 소스 피지컬 컴퓨팅 플랫폼”

☞ 프로그래밍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나 디자이너들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세싱(Processing) 언어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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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소개

아두이노의 기원

2005년마시모반지(Massimo Banzi)

▶ 좀 더 간단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

▶ 이탈리아어로 ‘최고의 친구’ 또는 ‘절친한 친구’라는 의미를 지닌 Arduino 발표

아두이노(Arduino)

▶ 프로그래밍이나 하드웨어를 잘 모르는 일반인과 학생을 위한 목적

▶ 프로세싱(Processing)과 동일한 형태의 통합 개발 환경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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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소개

아두이노란?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개발 보드와

개발 보드를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통합 개발 환경(IDC) 등이 함께 지원되는

오픈 소스 하드웨어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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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소개

아두이노 구성 요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아두이노

= 아두이노 보드

+ 외부 하드웨어

= 통합개발환경

+ 프로그래밍 언어

+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등

(출처: 아두이노 IDE 화면 캡처)
* 이미지 출처: https://www.arduino.cc/(https://store.arduino.cc/us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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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소개

아두이노의 특징

① 아두이노는 쉽다!

② 아두이노는 저렴하다!

③ 아두이노는 오픈 소스이다!

마이크로컨트롤러 기능을 갖춘 제품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구

사물인터넷 프로그래밍 실습에서도 많이 사용

▪ 다양한 센서로부터 데이터 수집

→ 센싱한 값에 의한 다른 기기 제어

▪ 센싱한 값을 스마트 디바이스 또는 서버로 전송

→ 다양한 IoT 서비스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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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보드의 종류

아두이노 소개

현재20여개가넘는제품과아주많은호환보드존재

공통점

▶ 동일한 통합개발환경(IDE)과 라이브러리 사용

즉, 동일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동작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사용 목적에 맞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됨

차이점

▶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로컨트롤러 종류에 따라 프로그램 작성 방법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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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보드의 종류

듀(DUE)우노(UNO) 트레(TRE)

<여기서부터는 스튜디어 촬영이 아님>

* 이미지 출처: https://www.arduino.cc/(https://store.arduino.cc/us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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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트레
= 아두이노 우노 + 비글본 블랙

비글본 블랙
(Beaglebone Black)

우노(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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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종류의 아두이노

Arduino LEONARDO Arduino ESPLORA

Arduino MEGA Arduino YUN

* 이미지 출처: https://www.arduino.cc/(https://store.arduino.cc/us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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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종류의 아두이노

Lilypad

* 출처: 직접 촬영

* 이미지 출처: https://www.arduino.cc/(https://store.arduino.cc/usa/) 캡처



19

다양한 종류의 아두이노 쉴드

1) 아두이노 와이파이 쉴
드

2) 이더넷 쉴드 3) 모터드라이브 쉴드

4) 아두이노 우노에 와이파이 쉴드 장
착

* 이미지 출처 1) https://learn.sparkfun.com/tutorials/esp8266-wifi-shield-hookup-guide/all
이미지 출처 2) https://potentiallabs.com/cart/buy-ethernet-lan-shield-arduino-online-hyderabad-india
이미지 출처 3)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oboholic84&logNo=221043719015
이미지 출처 4): 직접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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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s://kr.123rf.com/

납땜을 통한 회로도 구성 점퍼선과 빵판을 이용한
회로도 구성

점퍼선

빵판(브레드보드)

아두이노 회로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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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기초-처음 접하는 아두이노:

https://www.youtube.com/watch?v=3e6GM4Szwk&index=1&list=PLf8roV9OYDiHCOrnXIlbrzbeQ0pJsaH8v

(제공: ODIY 한국과학창의재단 )

외부 영상 소개 : 다양한 종류의 아두이노 보드 소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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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소개

아두이노 우노

이탈리아어로‘1’을뜻함

아두이노표준모델로만들고싶어하는가장많은사랑을받고있는모델

* 이미지 출처: https://www.arduino.cc/(https://store.arduino.cc/us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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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소개

아두이노 우노 보드의 구성 및 특징

USB 커넥터

ATmega328 
마이크로컨트롤러

전원 및 보조 핀 6개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 입력 핀

14개 범용 디지털 입력 핀
(~ 6개 PWM 출력 핀)

USB-시리얼 컨버터

16MHz 클록

ICSP
프로그래밍 커넥터

내장 LED

리셋 버튼

DC 커넥터

정전압 레귤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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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이노 우노: ATmega328 마이크로컨트롤러

▶ 8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

→ 실제 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적임

▪ 아두이노 듀, 라즈베리파이, 비글본 블랙

▶ 32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

→ 운영체제, 복잡한 프로그램 작성 가능

→ 컴퓨터와 같은 성능 발휘

USB 커넥터

ATmega328 
마이크로컨트롤러

전원 및 보조 핀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 입력 핀

범용 디지털 입력 핀
(~ 6개 PWM 출력 핀)

USB-시리얼 컨버터

16MHz 클록

ICSP
프로그래밍 커넥터

내장 LED

리셋 버튼

DC 커넥터

정전압 레귤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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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공급을 위한 전원 및 보조 핀

▶ 5V 전원 공급을 위한 핀

→ 아두이노 보드의 모든 회로에서 사용

▶ 3.3V 전원을 사용하는 주변장치를 위한 3.3V 전원 공급을 위한 핀

→ 3.3V를 요구하는 외부 회로나 3.3V 전용 실드에 사용

USB 커넥터

ATmega328 
마이크로컨트롤러

전원 및 보조 핀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 입력 핀

범용 디지털 입력 핀
(~ 6개 PWM 출력 핀)

USB-시리얼 컨버터

16MHz 클록

ICSP
프로그래밍 커넥터

내장 LED

리셋 버튼

DC 커넥터

정전압 레귤레이터



USB 커넥터

ATmega328 
마이크로컨트롤러

전원 및 보조 핀 6개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 입력 핀

14개 범용 디지털 입력 핀
(~ 6개 PWM 출력 핀)

USB-시리얼 컨버터

16MHz 클록

ICSP
프로그래밍 커넥터

내장 LED

리셋 버튼

DC 커넥터

정전압 레귤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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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0개의 입출력 핀

▶ 14개의 범용 디지털 입출력 핀: 0~13번

▶ 6개의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Analog-Digital Converter: ADC): A0~A5

→ 디지털 입출력 핀으로 사용 가능: 14~19번

→ 따라서 최대 20개의 디지털 입출력 핀 사용 가능

▶ 아날로그 신호는 PWM 신호를 통해 출력

→ 14개 범용 디지털 핀 중 6개 핀을

PWM(Pluse Width Modulation: 펄스-폭-변조) 출력 핀으로 사용

→ 앞에 ‘~’ 기호가 붙어 있는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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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B 커넥터

▶ USB 케이블을 연결하여 아두이노 보드와 컴퓨터 연결

전원 공급 및 프로그램 업로드

USB 커넥터

ATmega328 
마이크로컨트롤러

전원 및 보조 핀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 입력 핀

범용 디지털 입력 핀
(~ 6개 PWM 출력 핀)

USB-시리얼 컨버터

16MHz 클록

ICSP
프로그래밍 커넥터

내장 LED

리셋 버튼

DC 커넥터

정전압 레귤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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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SP(In Circuit Serial Programming) 프로그래밍 커넥터

▶ 기존 보드에서는 프로그래머라는 별도의 기기를 사용 프로그램 업로드

▶ 아두이노는 USB 케이블을 이용하여 컴퓨터에서 작성한 프로그램

아두이노 보드로 바로 업로드

▶ 즉, ICSP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MCU에 프로그램 업로드
AVR ISP MIKI 프로그래머
(출처: Atmel Corporation)

USB 커넥터

ATmega328 
마이크로컨트롤러

전원 및 보조 핀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 입력 핀

범용 디지털 입력 핀
(~ 6개 PWM 출력 핀)

USB-시리얼 컨버터

16MHz 클록

ICSP
프로그래밍 커넥터

내장 LED

리셋 버튼

DC 커넥터

정전압 레귤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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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B-시리얼 컨버터

▶ 아두이노 보드로 프로그램 업로드를 지원하기 위한 전용 하드웨어

▪ 리셋 버튼

▶ 프로그램 재실행

▪ 16MHz 클록(Clock)

USB 커넥터

ATmega328 
마이크로컨트롤러

전원 및 보조 핀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 입력 핀

범용 디지털 입력 핀
(~ 6개 PWM 출력 핀)

USB-시리얼 컨버터

16MHz 클록

ICSP
프로그래밍 커넥터

내장 LED

리셋 버튼

DC 커넥터

정전압 레귤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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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B-시리얼 컨버터

▶ 아두이노 보드로 프로그램 업로드를 지원하기 위한 전용 하드웨어

▪ 리셋 버튼

▶ 프로그램 재실행

▪ 16MHz 클록(Clock)

USB 커넥터

ATmega328 
마이크로컨트롤러

전원 및 보조 핀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 입력 핀

범용 디지털 입력 핀
(~ 6개 PWM 출력 핀)

USB-시리얼 컨버터

16MHz 클록

ICSP
프로그래밍 커넥터

내장 LED

리셋 버튼

DC 커넥터

정전압 레귤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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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 LED

▶ 전원을 연결하면 불이 들어옴

▶ 13번 디지털 핀에 연결되어 있어 회로도 없이 제어 가능

USB 커넥터

ATmega328 
마이크로컨트롤러

전원 및 보조 핀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 입력 핀

범용 디지털 입력 핀
(~ 6개 PWM 출력 핀)

USB-시리얼 컨버터

16MHz 클록

ICSP
프로그래밍 커넥터

내장 LED

리셋 버튼

DC 커넥터

정전압 레귤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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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커넥터

ATmega328 
마이크로컨트롤러

전원 및 보조 핀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 입력 핀

범용 디지털 입력 핀
(~ 6개 PWM 출력 핀)

USB-시리얼 컨버터

16MHz 클록

ICSP
프로그래밍 커넥터

내장 LED

리셋 버튼

DC 커넥터

정전압 레귤레이터

▪ DC 커넥터

▶ 컴퓨터에서 분리해도 직류(DC: Direct Current) 전압인

DC 커넥터와 Vin 핀을 사용하여 6~20V(7~20V 권장) 전원 공급 가

▪ 정전압 레귤레이터

▶ 입력된 전압은 아두이노 정전압 5V와 3.3V로 변환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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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소개

아두이노 보드와 함께 사용되는 부품들

센서(Sensors) 액추에이터(Actuators)

“주변의 환경적인 값이나

물리적인 값을 감지하여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해 주는 장치”

“전기적인 신호를 이용해

제어될 수 있는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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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Sensors)
센서들을 통해 데이터 수집

센서(Sensors)
센서들을 통해 데이터 수집

액추에이터(Actuators)
액추에이터 작동 제어

액추에이터(Actuators)
액추에이터 작동 제어

조도센서 온습도센서 LED 스텝 모터

▪ 조도센서 > LED 제어

▶ 조도센서가 감지한 빛에 값에 따라 LED 밝기 조절

▪ 온습도센서 > 스텝 모터 제어

▶ 측정한 습도에 따라 스텝 모터 작동 제어

아두이노 보드와 함께 사용되는 부품들

* 이미지 출처:
조도센서: http://scipia.co.kr/cms/blog/151
온습도센서: http://vctec.co.kr/product/
LED: Fritzing 이미지(Fritzing는 오픈 소스)
스텝 모터: http://makeshare.org/bbs/board.php?bo_table=arduinomotor&wr_id=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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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실습에 사용하게 될 센서, 모듈들IoT 실습에 사용하게 될 센서, 모듈들

버튼

조도센서
(빛의 밝기 감지)

온습도센서
(온습도측정)

초음파센서
(사물의 거리 측정)

(on/off 신호 입력)

인체감지센서
(사람의 움직임 감지)

* 이미지 출처:
버튼: Fritzing 이미지(Fritzing는 오픈 소스)
인체감지센서: 직접 촬영
초음파센서: Fritzing 이미지(Fritzing는 오픈 소스)



8) 스텝 모터&드라이버

IoT 실습에 사용하게 될 액추에이터들IoT 실습에 사용하게 될 액추에이터들

1) 여러 색상의 LED 2) 삼색 LED
(다양한 색상의 빛 발산)

3) 부저(Buzzer)
(소리 발생)

4) LCD
(글자나 숫자 표시)

5) 7세그먼트
(0~9사이 숫자 표시)

7) DC 모터&드라이버

6) 서보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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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1), 2), 3), 6): Fritzing 이미지(Fritzing는 오픈 소스)
4), 5), 7): 직접 촬영
8) : http://makeshare.org/bbs/board.php?bo_table=arduinomotor&wr_id=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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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보드와 함께 사용되는 부품들

브레드보드(Breadboard) = 빵판브레드보드(Breadboard) = 빵판

아두이노의 특징

“납땜 없이 브레드보드와

점퍼선을 이용해 회로도 구성”

브레드보드(Breadboard)

“기판에 납땜을 하지 않고도

전자부품을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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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크기의 브레드보드다양한 크기의 브레드보드

다양한 크기의 브레드보드

핀을 꼽을 수 있는 구멍들

* 이미지 출처: http://makeshare.org/bbs/board.php?bo_table=Parts&wr_id=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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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드보드의 구성브레드보드의 구성

단자 띠
(terminal strip)

버스 띠
(bus strip)

버스 띠
(bus strip)

중앙선

단자 띠
(terminal strip)

▪ 버스 띠(bus strip)

▶ 내부에 철을 이용해 가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전원 공급을 위한 것

▶ 적색: 전원선(+), 청색: 접지선(-)

▪ 단자 띠(terminal strip)

▶ 세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전자부품들 간의 연결을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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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 띠
세로로 연결됨

버스 띠
가로로 연결됨

브레드보드는 중앙선을 중심으로 양쪽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점퍼선을 이용해 연결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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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퍼선 = 점퍼와이어점퍼선 = 점퍼와이어

“떨어져 있는 두 위치를 도선으로 이어주는 역할”

아두이노 보드와
브레드보드에 있는 부품 연결

아두이노 보드와
외부에 있는 부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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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부분이 구멍으로 된 끝 부분이 핀으로 된

점퍼선 = 점퍼와이어점퍼선 = 점퍼와이어

M타입 F타입

* 이미지 출처: http://makeshare.org/bbs/board.php?bo_table=arduino&wr_id=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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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퍼선의 종류점퍼선의 종류

서로 다른 타입의 점퍼선을 연결해 점퍼선의 길이를 확장해 사용 가능

M타입 F타입

* 이미지 출처: http://makeshare.org/bbs/board.php?bo_table=arduino&wr_id=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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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들은

브레드보드에 꼽아

점퍼선을 이용해

아두이노 입출력 핀에

연결해 사용

▪ 핀(Pin)

▶ 원래 아두이노에 점퍼선을 꼽을 수 있는 부분을 헤더 소켓이라 부름

▶ 이를 핀이라 부름

헤더 소켓

= 핀

M-M 타입 점퍼선을 이용하여
한쪽은 아두이노 보드 핀 구멍에
다른 한쪽은 브레드보드 버스 띠
또는 단자 띠 구멍에 꽂음M-M 타입 점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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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보드와 함께 사용되는 부품들

저항저항

▪ 전기를 열로 바꿔주는 전자부품

▪ 3개 또는 그 이상의 띠가 표시되어 있음

▪ 띠가 몰려 있는 부분의 색이 저항 값을 뜻함

▪ 반대편 금색 또는 은색은 오차(금색: 5%, 은색: 10%)

▪ 저항 값 표시: 옴(Ω)

저항 값의 오차

저항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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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저항

▪ 전자부품들은 전기를 이용하여 동작

▶ 필요한 전류보다 더 높은 전류에 연결되면 많은 열이 발생되어 탈 수 있음

▪ 저항은 과전류로부터 전자부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 전류(전기의 흐름)을 방해해서 전자부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

▪ 아두이노 우노는 5V 전압을 기본으로 사용

▶ 전자부품 동작에 필요한 전류가 5V 전압보다 낮다면 이에 맞은 저항을

사용하여 과전류를 방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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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저항

220k 1K

10K
1M

▪ 저항 값이 클수록 전류는 약해짐

▪ 다양한 종류의 저항 값 존재

▶ 전자부품은 각기 다른 전압과 전류 사용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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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값을 계산하는 법저항 값을 계산하는 법

▪ 띠가 몰려있는 부분을 왼쪽을 향하게 둠

▪ 아두이노 첫 번째와 두 번째 띠의 색상에

해당하는 색상을 색상표에서 찾아 숫자로 바꿈

▪ 세 번째 띠는 앞에서 찾은 숫자 뒤에 붙여줄

0의 개수임

▪ 값의 크기에 따라 단위가 달라짐

- 천보다 크면 뒤에 k, 백만보다 크면 뒤에 M

▪ 만약 띠가 4개가 있다면 앞에 3개의 띠들이

숫자에 해당, 마지막 띠 하나가 0의 개수를 뜻함

예) 첫 번째 빨간색: 2
두 번째 빨간색: 2
세 번째 밤색:    0

=====================
계산 값의 크기가 천보다 작으므로 단위 k    
☞ 220kΩ

* 이미지 출처: 최재규, 이준혁 공저,
아두이노,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프로젝트(입문편),
영진닷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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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와 전자부품 구입아두이노와 전자부품 구입

▪ 인터넷 검색을 통한 국내·외 웹사이트

▪ 아두이노 공식 홈페이지

▶ https://store.arduino.cc/usa/

▪ 국외 사이트 구매

▶ 가격 저렴, 늦은 배송

▪ 국내 사이트 구매

▶ 빠른 배송, 해외 판매가보다 비쌈

▪ 전자부품 구매 시 데이터시트 확인

▶ 전자부품의 기능, 성능, 주의점 등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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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정리

아두이노 소개

▶ 아두이노란?

▶ 아두이노 보드의 종류

▶ 아두이노 우노 보드의 구성과 기능

▶ 아두이노 보드와 함께 사용되는 부품들

아두이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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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 안내

강의 계획서에 안내되어 있는 읽기자료 및 동영상 자료

2주차 1차시 퀴즈 안내

게시판 활용 학습자 활동

질의응답게시판

▶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

퀴즈게시판

▶ 퀴즈 시험기간 완료 후 퀴즈에 대한 정답 및 해설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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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2차시 학습내용 안내

2주차2차시(25분):  아두이노개발환경

▶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 설치

▶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의 화면 구성

▶ 첫 번째 아두이노 프로그램 실행

▶ 아두이노 스케치의 구조

2주차 2차시 수업 준비물 안내

컴퓨터또는노트북 + 아두이노실습킷

▶ 강좌 소개의 ‘강좌 실습 킷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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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아두이노 기초

2주차 2차시: 아두이노 개발 환경



54

2주차 1차시 학습내용 상기

아두이노 소개

▶ 아두이노란?

▶ 아두이노 우노 보드의 구성과 기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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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2차시 학습내용

2주차2차시(25분): 아두이노개발환경

▶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이란?

▶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IDE) 다운로드 및 설치

▶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의 구성

▶ 첫 번째 아두이노 프로그램 실행

▶ 아두이노 스케치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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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개발 환경

다양한 종류의 아두이노 보드

▶ 모두 동일한 환경에서 프로그램 개발

▶ 이를 아두이노 통합개발환경, 

IDE(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이라 함

아두이노 통합개발환경

2주차 아두이노 기초 강좌명: IoT 응용 프로그래밍

* 이미지 출처: 아두이노 IDE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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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에 필요한 도구들을 통합해

하나의 환경으로 제공해 주는 소프트웨어” 

통합개발환경
구성요소

통합개발환경
구성요소

① 편집도구: 프로그램의 작성과 편집

② 컴파일러: 작성한 프로그램(스케치) 컴파일

③ 업로드 기능: 실행파일을 아두이노 보도로 업로드하여 실행

④ 다양한 샘플 예제 및 라이브러리 등

아두이노 통합개발환경이란?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 IDE)

아두이노 개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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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두이노 공식 웹 사이트(https://www.arduino.cc/)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1)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인 화면 상단: [SOFTWARE] → [DOWNLOADS] 항목선택

2) 또는 아두이노 다운로드 웹 페이지로 바로 이동: https://www.arduino.cc/en/Main/Software)

▶ 아두이노 최신 버전 다운로드 웹 페이지로 이동

아두이노 IDE 다운로드 및 설치

* 이미지 출처: https://www.arduino.c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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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컴퓨터 운영체제에 맞는 설치 파일 다운로드

▶ Windows,  Mac OS X, Linux 운영체제 지원

▶ 설치 파일은 압축 파일로 제공

▶ 압축 파일을 해제해서 바로 사용하면 됨

윈도우

맥

리눅스

* 이미지 출처: https://www.arduino.c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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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의
설치 파일
윈도우의
설치 파일

① 압축 파일(Windows ZIP file for non admin install)

② 인스톨러(Windows Installer, for Windows XP and up)

▶ 드라이버까지 자동으로 설치해주기 때문에 추천

③ [Windows Installer, for Windows XP and up] 클릭

윈도우
인스톨러

* 이미지 출처: https://www.arduino.c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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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운로드한 인스톨러 파일 클릭 → [실행]

라이선스 동의를 위한 윈도우 창 → [I Agree] 버튼 클릭

클릭

* 이미지 출처: 아두이노 IDE 설치 과정 화면 캡처



62

⑤ 설치 옵션 선택을 위한 윈도우 창

→ 모두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Next] 버튼 클릭

▪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설치

▪ USB 드라이버 설치

▪ 시작 메뉴에 바로가기 아이콘 설치

▪ 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 설치

▪ 저항 아두이노 스케치 파일(.ino) 연결

설치 옵션설치 옵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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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아두이노 설치 폴더 위치 선택을 위한 윈도우 창

→ 주어진 기본 위치 사용 또는 C:\Arduino

→ [Install] 버튼 클릭

▪ 아두이노 설치 경로 변경할 경우 한글이

포함되지 않도록 함

▪ 설치 경로를 너무 길게 설정 하지 않도록 함

설치 경로
주의사항
설치 경로
주의사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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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아두이노 설치 파일 진행 윈도우 창

▶ 설치 마지막 단계에서 아두이노 USB 드라이버 설치를 위한 보안 경고창

→ “Arduino LLC”의 소프트웨어 항상 신뢰(A) 체크 박스 체크

→ [설치] 버튼 클릭하여 드라이버 설치

체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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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아두이노 설치 완료 알림 윈도우 창

→ [Close] 버튼 클릭

→ 아두이노 IDE 설치 완료



66

⑨ 윈도우 시작화면과 바탕화면에 아두이노 IDE 바로가기 아이콘 생성

아두이노
IDE

바로가기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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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아두이노 UNO USB B선

아두이노 IDE 실행

준비물준비물

USB 드라이버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함

* 이미지 출처: Fritzing 이미지(오픈 소스)



68

아두이노 IDE 실행을 위한 준비아두이노 IDE 실행을 위한 준비

▪ USB 케이블을 이용하여 PC와 아두이노 보드 연결

▶ 아두이노 우노 보드 USB 포트에 USB B선 연결

▶ 반대편은 PC의 USB 포트에 연결

▪ USB 케이블

▶ USB 허브 또는 연장선과 함께 이용

▪ USB 허브 이용할 경우 장점

▶ 아두이노 보드에 과전류 방지를 쉽게 할 수 있음

① PC – USB 케이블 – 아두이노 보드 연결

USB 허브

* 이미지 출처: http://www.itenjoy.co.kr/view.php?num=2223743&tb=&count=&category=862r886r1035&pg=2503

(이미지 출처: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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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B 바탕화면에 있는

아두이노 바로가기 아이콘 클릭

▶ 아두이노 IDE 실행

▶ 아두이노 IDE 창이 뜸

클릭

② 아두이노 IDE 실행

* 이미지 출처: 아두이노 IDE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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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하는 아두이노 보드 설정 확인

메뉴의 [툴] → [보드] → [Arduino/Genuino Uno]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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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아두이노 포트 설정 확인

메뉴의 [툴] → [포트] → [Comx (Arduino/Genuino Uno)] 선택

▪ 아두이노 보드가 PC와

연결되면 시리얼 통신을

위한 시리얼 포트가

하나 추가 됨

▶ 프로그램 업로드와

컴퓨터와의 통신에 활용

▶ 포트가 추가되어

있지 않은 경우:

USB 케이블 연결 재시도

또는 USB 드라이버

관리자 권한으로 재설치

▶ 포트 번호는

컴퓨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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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아두이노 포트 설정 확인(계속)

윈도우 경우: [제어판] → [장치 관리자]의 [포트]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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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IDE 화면 구성

① 메뉴

② 툴바

③ 편집 창

④ 콘솔
출력 창

⑤ 현재 작업 중인
프로그램 이름

⑥ 메시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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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리얼모니터

메뉴의 자주
사용하는
5가지 기능에
대한 아이콘

툴바에서 제공하는 기능 아이콘 버튼툴바에서 제공하는 기능 아이콘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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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바에서 제공하는 기능 아이콘 버튼툴바에서 제공하는 기능 아이콘 버튼

① ② ③ ④ ⑤ ⑥

아이콘 버튼
기능

아이콘 버튼
기능

① 확인 : 현재 편집 창에 열려 있는 프로그램(스케치) 컴파일

② 업로더: 컴파일된 실행 파일을 아두이노 보도로 업로드

③ 새 파일: 새 프로그램(스케치) 파일 생성

④ 열기: 저장되어 있는 스케치 또는 예제 프로그램 열기

⑤ 저장: 현재 작업 중인 프로그램(스케치) 파일 저장

⑥ 시리얼모니터: 컴퓨터와 시리얼통신을 위한 윈도우 콘솔 창 표시

시리얼 모니터업로더 새파일 열기 저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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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예제 프로그램 실행

▪ 아두이노 IDE

▶ 다양한 예제 제공

▶ 아두이노 프로그램 학습에 활용

▪ 아두이노 프로그램 언어

▶ C/C++ 언어 사용

▶ C 언어 선수 학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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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예제: Blink실행 예제: Blink

내장 LED
1초 간격으로
깜빡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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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C – USB 케이블 – 아두이노 보드 연결

② 아두이노 IDE 실행

③ 사용하는 아두이노 보드 및 포트 설정 확인

예제 프로그램 실행 절차예제 프로그램 실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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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예제 프로그램 열기 : 메뉴 바의 [파일] → [예제] → [01.Basics] → [Blink] 클릭

* 이미지 출처: 아두이노 IDE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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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스케치 컴파일 : 툴바 [확인] 아이콘 클릭(단축키: Ctrl+R)

▶ 컴파일 완료되면 출력 창에 실행파일 정보 출력

▶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 메시지 출력

→ 오류 수정(스케치 수정 또는 회로도 구성 확인) 후 재 컴파일

확인

컴파일
정보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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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컴파일된 실행파일 아두이노 보드로 업로드 : 

툴바 [업로드] 아이콘 클릭(단축키: Ctrl+U)

▶ 컴파일된 실행파일은 아두이노 보드에서 실행 → 아두이노 보드로 업로드

▶ 툴 메뉴에서 아두이노 보드 및 포트 설정 확인

업로드



82

⑦ 프로그램 실행 및 확인

▶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업로드된 프로그램은 바로 실행이 됨

▶ 프로그램 실행은 반복적으로 수행됨

▶ 프로그램 실행 종료: PC와 USB 케이블 연결을 끊음

1초
간격으로
깜빡임

(이미지 출처: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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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단계일반적인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단계

① 아두이노 회로도 구성

▶ PC로부터 USB 케이블 연결을 해제하고 회로도 구성

② 아두이노 IDE 실행 후 아두이노 스케치 작성(새 파일) 및 저장

③ 스케치 컴파일 – 디버깅

④ PC – USB 케이블 – 아두이노 보드 연결

⑤ 사용하는 아두이노 보드 및 포트 설정 확인

⑥ 컴파일된 실행파일 아두이노 보드로 업로더

⑦ 프로그램 실행 및 확인

▶ 실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로도와 소스코드 확인

☞ 반드시 동일한 단계로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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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이노에서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이름

▪ 아두이노 보드에 업로드되어 실행되는 코드의 단위

▪ 아두이노는 C/C++ 언어 사용

아두이노 스케치(sketch)

아두이노 스케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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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언어

▶ main() 함수가 반드시 필요

▪ 아두이노 스케치

▶ setup()과 loop() 함수가 반드시 필요

▶ 먼저 setup() 함수가 한번 실행되고 loop() 함수가 반복 실행됨

▶ 내부적으로는 main() 함수에 setup()과 loop()함수를 포함한 구조로

변환하여 사용

Þ 주석처리, 라이브러리 함수 이용, 함수 선언, 전역/지역변수 선언 등은

C/C++ 언어와 동일한 문법 사용

아두이노 스케치 구조

C/C++ 언어와 아두이노 스케치 구조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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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스케치 구조

기본 구성

void setup()

void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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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setup()void setup()

▪ 아두이노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맨 먼저 한 번 실행되는 함수

▪ 주로 초기 설정과 관련된 코드 포함

▶ 핀 모드 설정, 통신 초기화, 라이브러리 초기화 등

void loop()void loop()

▪ setup() 함수의 실행이 종료되면 호출되어 실행되는 함수

▪ 아두이노 보드에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반복적으로 실행

▪ 주로 회로도에 구성되어 있는 센서나 액추에이터 제어 코드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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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k 예제Blink 예제

스케치에
대한 주석

스케치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 이미지 출처: 아두이노 IDE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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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up()과 loop함수로 구성

▪ setup()

▶ pinMode() 함수 이용

LED_BUILTIN핀을

OUPTUT 핀으로 설정

▪ loop()

▶ digitalWrite() 함수 이용

LED_BUILTIN핀을

HIGH 또는 LOW 신호 출력

▶ delay(1000);  // 1초가 실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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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LED_BUILTIN상수 LED_BUILTIN

▪ 아두이노 보드는 저항과 함께 직렬로 내장된 LED에 연결된 핀이 있음

▪ 아두이노 우도 보드는 13번 핀에 연결되어 있음

▪ 그러나 모든 아두이노 보드가 13번 핀을 사용하는 것은 아님

▶ Gemma: 1번 핀 상요

▪ 상수 LED_BUILTIN를 사용하면

▶ 해당 보드에서 사용하는 핀 번호로 자동으로 설정 됨

회로도 구성 없이 ‘led’ 를 13번 핀에

직접 연결해 제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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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프로그래밍 언어 참조아두이노 프로그래밍 언어 참조

▪ 아두이노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웹 사이트 참조

▶ https://www.arduino.cc/reference/ko/

▶ https://www.arduino.cc/en/Reference/Libraries

▶ https://www.arduino.cc/glossary/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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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 정리

아두이노 개발 환경

▶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 설치

▶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의 화면 구성

▶ 첫 번째 아두이노 프로그램 실행

▶ 아두이노 스케치의 기본 구조

아두이노 개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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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 안내

강의 계획서에 안내되어 있는 학습자료 및 동영상 자료

2주차 2차시 퀴즈 안내

문항수: 5문항

2주차 2차시 실습 과제 안내

실습과제: Blink 예제그대로시연해보기

성적반영비율: 1%

제출방법: 과제게시판제출방법안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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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학습내용 안내

디지털입출력프로그래밍

아날로그입출력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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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수업 준비물 안내

컴퓨터또는노트북 + 아두이노실습킷

▶ 강좌 소개의 ‘강좌 실습 킷 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