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두이노
오픈강의

살아남기, 친해지기, 부려먹기  

WHY 
Ardui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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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Ardui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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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강의 목표 

조악한 아두이노가 사람들의 관심을 끈 
이유 이해하기 

32비트, 64비트가 평범하게 다가오는 21
세기에 8비트에 만족할 수 있는 이유 이
해하기 

DIY 의 흐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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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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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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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심경
직지심체요절

1377년

세계최초의 금속활자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서적은 하권만 남음 

- 1800년대 콜랭 드 프랑시(프랑스대사)

-경매, 골동품수집가 180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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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텐베르크 성경

1450년,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를 이용한 라틴 불가타 성경 

1452 - 1455 (3년) 180권 인쇄

양피지 필사본, 수백마리 양가죽 필요, 
종이 인쇄 15배 빠른 속도(2 - 10p/m)

시민의식, 종교개혁, 르네상스 연계

마틴루터 95개조 반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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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문명사 3대혁
명

인쇄혁명(금속활자)

산업혁명(증기기관)

정보혁명(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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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금속활자는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 

<강명관, 조선시대 책과 지식의 역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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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 VS 구텐베르크 성경

고려의 인쇄기술이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1. 국가기관이  독점
2. 인쇄할 책은 왕과 관료가 결정
3. 사서삼경 같은 유학서적과  윤리서
4. 그들의 체체 유지를 위한 책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1. 개인인 벤처업자의  인쇄장사
2. 책의 소비는 대중이 결정
3. 그들이 원하는 책
4.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로  가는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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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해지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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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부도체,반도체

도체 :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

부도체 :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

반도체 :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 부도체처럼 전기가 흐르지 않다가 어
떤 조작을 가하면 전기가 흐르는 도체가 
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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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1948년 벨 전화연구소 3인의 과학자

반도체로 된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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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관,

트랜지스터,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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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LSI/VLSI

IC (Integrated Circuit)

● SSI (Small-Scale Integration) : 100개 이하의 TR // 논리게이트, 플립플롭
● MSI (Middle-Scale Integration) : 100~1000개 이하의 TR // 인코더,디코더
● LSI (Large-Scale Integration) : 1000~10000개 이하의 TR // MCU
● VLSI (Very-Large-Scale Integration) : 1만~100만개 이하의 TR // DSP
● ULSI (Ultra-Large-Scale Integration) :100만개 이상의 TR // 펜티엄

15



AND, OR, N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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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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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stor 로 할 수 있는 것 

증폭 : 아날로그
스위치 : 디지털

>> 논리회로 (AND, OR, NOT) 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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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지스터를 써서 AND / OR /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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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 NOT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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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D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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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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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회로로 Latch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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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L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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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Latch 이용한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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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ch 에서 FlipFlop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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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it Data Memory by D-FlipFl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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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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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EGA32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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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해지기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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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비트, 16비트, 32비트 MCU

8비트

저렴,

8051/PIC/AVR/…

16비트

80196/...

32비트

TI DSP/ARM Core/...

31



KEIL, IAR, Code Composer VS. GCC, SDCC, AVR-GCC 

고가의 크로스 컴파일러

더 강력하고,
더 빠르고,
더 디버깅이 간편하고,
더 ....

비싼 컴파일러

공개된 크로스 컴파일러

GCC
SDCC
AVR-G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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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들의 생각 VS 일반인들의 생각 I 

더 빨랐으면...

더 다양한 툴이 있었으
면…

저렴했으면…

쉬웠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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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들의 생각 VS 일반인들의 생각 II 

좀 더 빨랐으면...

좀 더 다양한 툴이 있었
으면…

비싸서 못 쓰겠어

어려워서 못 쓰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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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방향: 엔지니어 VS 일반인 

더 강력한 디버깅 툴

더 빠른 처리 속도

저 레벨 수준의 프로그램

>>> 장비와 프로그램 비용 고가

>>> 개발 자료는 철저한 보완, 비밀유지

전혀 다른 접근

>> 저렴한 보드와 성능 낮은 MCU

>> 무료 컴파일러 사용

>> 개발 자료는 완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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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digm Shift

1. MCU 는 더 빨라져야 해!
2. 역시 main() { … } 이지.
3. 이건 내 코드니까 , 내 재산이지.
4. 역시 컴파일러와  디버거는 비싼값을 해.

1. 8비트도 충분히 빨라, 더 느려도 돼. 그럼 
저렴해질까?

2. 왜 꼭 main() {...} 써야만 해? 초기화와 반복 
부분을 꼭 main() 에 넣어야만 하나?

3. 서로 서로 공개하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
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지. 나도 포함되고. 

4. 너무 비싸서 못쓰는 것 보다는 귀찮고 기능
이 부족해도 공개 컴파일러쓰고 , printf() 쓰
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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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서 일반인에게로... 
TY52, 8051보드, AT89S52 사용, 2005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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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52      VS      Arduino

TY52

1. 2005년 제작, TY52 출시
2. 8051코어, ATMEL AT89S52 사용
3. MCU 보드와 ISP 보드 분리, PC패러럴포트  

사용

4. 학업으로 사업화 포기, 국내 전자 DIY 미흡 

Arduino

1. 2005년 프로토타입 , 2008년 아두이노두에
밀라노 출시

2. AVR코어, ATMEL ATMEGA328 사용
3. MCU 보드와 ISP 통합, PC USB 포트 사용
4. 이탈리아 학교에서 사용, 전세계적 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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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코드

1. main()
2. {
3.     //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 진행
4. }

1. setup()
2. {
3.    // 초기화 관련 코드
4. }
5.
6. loop()
7. {
8.     // 반복되는 작업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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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려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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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LED 점멸 프로그램

1. 아두이노를  준비한다. (구입한다)
a. Arduino UNO 면 OK

2. PC 에 아두이노 IDE 를 설치한다. 
3. 아두이노와  PC 를 USB 선으로 연결한다.
4. PC 에서 아두이노 IDE 를 실행한다.
5. 오른쪽 코드를 넣고 업로드를 실행시킨다 .

1. void setup() {
2.    pinMode(13, OUTPUT);
3. }
4.
5. void loop() {
6.    digitalWrite(13, HIGH);   
7.    delay(1000);             
8.    digitalWrite(13, LOW);    
9.    delay(100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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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avr/io.h>
#include <util/delay.h>
 
#define BLINK_DELAY_MS 1000
 
int main (void)
{
 /* set pin 5 of PORTB for output*/
 DDRB |= _BV(DDB5);
 
 while(1) {
  /* set pin 5 high to turn led on */
  PORTB |= _BV(PORTB5);
  _delay_ms(BLINK_DELAY_MS);
 
  /* set pin 5 low to turn led off */
  PORTB &= ~_BV(PORTB5);
  _delay_ms(BLINK_DELAY_MS);
 }
}

Arduino Code 와 AVR Original Code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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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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