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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두이노는 오픈 소스 기반 전자 프로토타이핑 플랫폼으로서, 예술가, 디자이너, 취미 활동가 등 인터랙티

브 객체 또는 환경 구축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제작되었다. 아두이노의 강점은 하드웨어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도 손쉽게 하드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다. 아두이노의 구성은 AVR 마이크로컨트

롤러 ATmega 168을 사용하며 아두이노를 동작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로는 아두이노 프로그램, MATLAB, 
Processing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아두이노는 오픈 소스 기반이며 하드웨어를 직접 제작할 수 있거나 실드를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아두이노를 결합할 수도 있다. 
Processing은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으며 2D, 3D, PDF 출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래픽 처리 부분은

P3D와 OpenGL을 사용한다. 또한 독립 응용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아두이노의 결합을 통해 사

운드, 비디오, 컴퓨터 비전 등 수 많은 라이브러리 지원을 확장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프로그래

밍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부분은 Processing을 사용하였고 하드웨어 부분은 아두이노 MegaADK 보드를

사용하였으며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간단한 2차원 게임을 제작한 후 전체적인 아두이노와

Processing의 그래픽 처리 성능을 확인하고 검증하였다.

ABSTRACT

Arduino is for design based on open source prototyping platform, artist, designer, hobby activists, etc, i has 
been designed for all those who are interested in the environment construct. Arduino adventage you can easily 
create applications hardware, without deep knowledge about the hardware. Configuration of arduino using AVR 
microcontroller ATmage 168, software to action arduino using arduino program, MATLAB, Processing. Arduino is 
open source base, you can hardware production directly and using shield additionally, the arduino can be 
combined. 

Processing iis open source. You can 2D, 3D, PDF output, using P3D and OpenGL graphics. Also you can 
check by running a stand-alone application. Through a combination of Arduino, library support, such as sound, 
video, and computer vision can be expanded, this program is the Android phone and iPhone programming.

In this paper, sortware was used for Processing, hardware was used for arduino MegaADK board, After 
making easy 2axis game, using the software and hardware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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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아두이노는 오픈 소스 기반 전자 프로토타이핑

플랫폼이다[1]. 많은 수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두이노는 다른 마이

크로 컨트롤러와는 조금 차별화된 아두이노만의

특별함이 존재한다. 다른 마이크로 컨트롤러보다

저렴하고 직접 조립하여 제작하거나 실드를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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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간편하게 추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윈도

우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Mac OS, 리눅스에

서도 동작한다. 아두이노는 오픈 소스 기반으로

제작되어 있어 경험있는 프로그래머들에 의해 언

제든 확장이 가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

드웨어에 대한 깊은 지식 없이도 손쉽게 하드웨

어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다[1].
Processing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

픈 소스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이며 자바를 기

반으로 만들어졌지만 자바를 알지 못해도 프로그

램이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쉽게 제작되어 있다. 
Processing은 대화형 프로그램으로 2D, 3D, PDF 
출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P3D, OpenGL도 사용이

가능하며 독립 응용프로그램을 마우스 더블클릭

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 사운드, 비디오, 컴퓨터

비전 등 수 많은 라이브러리 지원을 확장할 수

있다. 아두이노와 Processing의 결합은 다소 콘솔

형식의 투박한 이미지를 벗어나 화려하고 세련되

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수 있으며 안

드로이드 ADK를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기기에 앱

세서리로 연결이 가능하다.

Ⅱ. 본 론

현재 프로세싱은 정식 버전과 베타 버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가능한 정식 버전에서 작업

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프로세싱은 [그림 1]과
같이 하나의 언어로 프로그램을 동작시킬 수 있

어 C++ 언어를 다룰 수 있다면 더욱 수월하게 제

작이 가능하다. 

그림 1. 프로세싱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아두이노는 아두이노 프로그램으로

하드웨어를 제어를 할 수 있으나 뛰어난 확장성

으로 인해 MatLab[2], 혹은 Java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아두이노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언어인

Processing[3], 안드로이드 폰에 연동할 수 있는

Android ADK 등으로도 제작할 수 있다. 프로세싱

과 연동되는 아두이노 보드의 경우 가장 기본 보

드인 아두이노 Uno 보드와도 호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아두이노 Mega ADK를 이

용하여, 프로세싱과 연동하였으며 아두이노 Mega 
ADK 보드 구성은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아두이노 Mega ADK
아두이노 Mega ADK의 하드웨어 구성을 살펴

보면 미리 약속된 핀 번호를 사용하고 있고 디버

깅과 다운로드를 위한 USB Serial Port를 지원하

며 부트로더를 내장해 생산과정에 미리 프로그래

밍 되어 있다. 그래서 USB를 통해 아두이노 프로

그램의 업로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DFU(Device 
Firmware Update)모드를 지원하고 있다[4]. [그림

3]은 아두이노 메가 ADK의 하드웨어 연결 블록도

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아두이노 Mega ADK HW 연결

블록도

그래픽 처리를 위한 아두이노와 연계하기 위해

서 사용될 소프트웨어인 Processing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Processing을 다운받아야 한

다. Processing은 인스톨 과정이 필요없는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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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로 되어있으며

http://processing.org/download 로 들어가서 zip 
파일을 다운 받아 원하는 곳에 저장 후 압축을

풀어서 설치를 진행하면 된다.
Processing은 2D, 3D, PDF 출력이 가능한데 3D

의 경우는 P3D, OpenGL도 사용이 가능하다.[5] 
[그림 4]에 Processing의 P3D를 사용해 3D가 출력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Processing에 P3D로 출력되는 3D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픽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준비한다. 우선 2D의 그

래픽 처리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5초마다 서로 랜

덤으로 움직이는 사각형을 30개 발사한다. 5초가

지날 때 마다 발사되는 사각형의 수가 5개씩 증

가하여 화면에 뿌려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양이 올라가게 된다.
[그림 5]는 사각형들이 랜덤으로 움직이는 화면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동작되는 화면

스테이지 1단계인 사각형 30개로 시작하여 스

테이지 50단계인 275개가 뿌려졌지만 무난하게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 결 론

기존의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깊은 하드웨어

지식을 요구했고 하드웨어를 동작하기 위한 소프

트웨어 역시 언어를 잘 알고 있어야만 설계가 가

능했다. 하지만 아두이노와 Processing의 결합은

전자공학의 지식이 적어도 하드웨어를 다룰 수

있다는 점이고 C나 자바의 언어에 대한 지식이

적어도 그래픽적인 처리가 쉬워 디자인적인 측면

이나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다뤄도 쉽

게 접근이 가능할 정도로 직관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Processing을 이용하여 2D, 3D, 

PDF가 손쉽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두이노를 결합하여 하드웨어 역시 어려움 없이

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더 이상 공학에서만 점유하는 것이 아니

라 디자이너나 예술가들 역시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의 디자인 도구나 예술 작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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