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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및 문제점

아두이노는 인기 오픈 소스의 단일 보드 마이크로 컨트

롤러로서 또한 오픈 소스 배선 플랫폼으로 임베디드 프로

젝트에서 좀 더 종합적인 설계를 위해서 개발 되었다.

Artmel AVR의 프로세서를 사용하며 표준 프로그래밍 언

어컴파일러를 지원하여 부트 로더 보드에서 실행된다. 장

점으로는 다양한 입출력 포트를 지원하고 오픈 소스 기반

으로 되어 있어 개발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고, 이미

기존의 솔루션들이 많이 제공되어 있어서 기존의 소프트

웨어 설계만으로 프로젝트를 쉽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유선의 시리얼 통신을 기반

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그비 통신이나 블루투스 모

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그비 쉴드 같은 모듈을 부착해

야 하는데 포트수의 제약이 많아서 사용에 불편한 사항이

많았다. 본 논문은 기존의 아두이노보드에 기본적으로 지

그비 모듈포트를 탑재한 형식의 아두이노 보드를 제작하

여 임베디드 개발자로 하여금 좀 더 편리함을 느낄 수 있

도록 개선하려 하고 그 보드의 이름을 아두이노비

(ArdunoBee)로 명명한다.

2. 연구내용과 방법

아두이노 보드는 공식Arduinos가 사용한 megaAVR의

구체적 칩 시리즈, ATmega8, ATmega168,ATmega328,

ATmega1280과 ATmega2560 가 있고 보드의 형태는

그림1과 같다.

그림 1. Arduino Uno

그림 2. 아두이노비의 회로도

기존의 아두이노 보드에 AVR칩을 SMD타입으로 변형하

여 Xbee를 탑재하여 그림2와 같이 회로를 설계 하였다.

설계한 아두이노비를 사용하여 기존의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과 비교하여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기존의

아두이노 보드에 비해 어떻게 개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효용성의 관점에서 논의 하려한다.

3.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임베디드 개발 보드를 사용하여 프

로젝트를 진행하면 다양한 분야에 활용도가 높아진다.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나 JPEC카메라를 응용하여 무선 홈 시

큐리티 시스템을 개발 할 수 도 있고, 각종 근거리 통신을

사용한 편의 시스템을 개발하기에도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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