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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LEARNING 시리즈는
대학이나 학원에서의 강의에 알맞은 구성과
적절한 난이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학습 여정에 분명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 드리는 말씀
•

이 책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운용 결과에 대해 저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제공자, 제이펍 출판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이 책에 등장하는 회사명, 제품명은 일반적으로 각 회사의 등록 상표(또는 상표)이며, 본문 중에는 TM, Ⓒ, Ⓡ
마크 등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버전은 독자의 학습 시점에 따라 책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연습문제 해답은 제이펍 홈페이지(www.jpub.kr)의 해당 도서 소개 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단, 연습문제 번호에 (+) 아이콘이 있는 문제에 한해 해답을 제공합니다.

•

이 책을 교재로 선정하신 강의자 분께는 강의교안(ppt 파일)과 이미지 파일을 제공합니다.

•

책의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지은이 혹은 출판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지은이: http://cafe.naver.com/sketchurimagination
- 출판사: readers.jpub@gmail.com

강의를 위한 안내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1~6장)에서는 마이크로컨트롤러에 대한 소개와
ATmega128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
어 환경에 대해 다룬다. 2부(7~17장)에서는 ATmega128 마이크로컨트롤러의 기본적인 기능들로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디지털 및 아날로그 데이터 입
출력 방법, 타이밍이 중요한 작업을 위한 인터럽트와 타이머/카운터 등을 다룬다. 마지막 3부
(18~34장)에서는 마이크로컨트롤러와 함께 흔히 사용되는 주변장치들을 연결하고 제어하는 방
법, 흔히 사용되지는 않지만 알아 두면 유용한 마이크로컨트롤러의 고급 기법 등을 다룬다.
이 책은 모두 3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학기 동안 이론과 실습을 함께 할 수 있는 교재
로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구성하였다. 두 학기 동안의 강의 계획표 예는 vi페이지 그림과 같다.
예로 든 강의 계획표에서 볼 수 있듯이 1부와 2부의 내용은 ATmega128의 기본적인 기능 위주
로 다루고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장을 강의에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3부의 경우 주변장치의
사용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강의 계획표의 예에서는 학생
들이 작품을 구현할 때 흔히 사용하는 장치들을 위주로 구성하였지만, 특정 작품이 정해진 경
우라면 작품에 필요한 주변장치들을 선택하여 사용해도 무방하다.
마이크로컨트롤러 관련 수업은 실습을 빼놓을 수 없으며, 이 책의 각 장 역시 실습을 위해 핵심
적인 부분들 위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실습을 병행하기에 1부와 2부의 각 장 분량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두 학기 수업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하며 한 학기 수업을 개인적으로 추천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실습을 최소화하고 이론 위주의 수업을 진행한다면 한 학기 수업을 위해
서도 이 책을 사용할 수 있다. 한 학기 수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 학기 강의 계획표의 예
에서 첫 번째 학기를 위해 구성된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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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보조자료
제이펍 홈페이지 www.jpub.kr 의 해당 도서 소개 글에서 다음과 같은 강의 보조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강의노트

저자가 작성한 pptx 형태의 강의자료 및 이미지 파일*

• 소스코드

예제 소스코드

• 연습문제 해답

기호로 표시된 연습문제의 해답

이외에 강의에 참고할 만한, 혹은 혼자 공부하는 독자들을 위한 웹사이트를 소개합니다.
• 네이버 카페

아두이노 상상을 스케치하다(저자 운영) http://cafe.naver.com/sketchurimagination

* 표시의 보조자료는 교수 및 강사에게만 별도로 제공됩니다. 강의 보조자료를 제공받길 원하는 분께서는 제이펍 출판사
(jeipubmarketer@gmail.com)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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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되고 있는 ATmega128,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ATmega128A는 발표된 지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8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다. ATmega128A의 이전 버전인 ATmega128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ATmega128 마이크로컨트롤러는 발표된 지 겨우 15년의 시간이 지났을
뿐이다. 이처럼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ATmega128이 대학의 마이크로컨트롤러 관련 교과목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로컨트롤러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ATmega128이
많은 장점을 가진 것을 방증한다 하겠다. ATmega128의 장점은 무엇일까?
아트멜에서 이야기하는 ATmega128의 장점 중 하나는 고성능 저전력 마이크로컨트롤러라는
점이지만, ATmega128보다 적은 전력을 요구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
렵지 않으며, 동작 주파수를 감안하더라도 더 높은 성능을 보여 주는 마이크로컨트롤러 역시
다수 존재한다. ATmega128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간단한 하드웨어 구조와 간단한 프로그
래밍 방법에서 찾아야 한다. 하드웨어의 구조가 간단하여 마이크로컨트롤러의 내부를 쉽게 이
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프로그래밍 방식 또한 간단하여 손쉽게 마이크로컨트롤러를 동작시
킬 수 있다. 이러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단순성은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처음 접하는 사람
들도 쉽게 마이크로컨트롤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ATmega128의 인기는 이러한 접근
용이성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다. 물론 아트멜이 내세우고 있는 고성능 저전력 마이크
로컨트롤러라는 점 또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며, ATmega128의 보급에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ATmega128이 교육용으로 적합하다는 점은 ATmega128이 다른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이해하
는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8비트의 ATmega128과 비교하자면 16비트의
르네사스 마이크로컨트롤러나 32비트의 ARM Cortex-M 마이크로컨트롤러는 내부 구조가 복

xiv

머리말

잡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마이크로컨트롤러는 마이크로컨트롤러일 뿐
이다. 마이크로컨트롤러는 복잡한 작업을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간단한
작업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ATmega128을 통해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이
해한다면 다른 마이크로컨트롤러 역시 신기하게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ATmega128을 통해 마이크로컨트롤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마
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을 소개한다. 이 책의 1부와 2부는 ATmega128
을 이해하기 위한 부분에 해당한다. 다양한 주변장치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한 3부는

ATmega128에 국한된 내용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주변장치를 통해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 주려고 했다는 점도 기억하면서 이 책을 읽어 주기를 바란다. 물론 1부와 2
부에서 설명한 ATmega128의 구조와 기본적인 동작은 다른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도 큰 차이
없이 적용된다.
보다 근본적으로 ‘마이크로컨트롤러가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마이크
로컨트롤러는 ‘보기보다’ 주변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 전 세계에 판매된 컴퓨터, 즉 마이크로프
로세서의 수보다 숨겨져 있는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수가 최소 10배는 더 많다면 믿을 수 있겠
는가? 사물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사물인터넷을 구성하는 간단한 사물을
만들기 위한 마이크로컨트롤러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이 미래 산업의
한 줄기가 될 것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마이크로컨트롤러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때인 것이다.

ATmega128은 8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더 높은 성능이 필요하다면 16비트 또는 32비트의 여러 가지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손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ATmega128을 통해 연결 고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ATmega128에 대한 책이지만, 이 책을 통해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이해하고 다른 마이크로컨트
롤러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그리고 마이크로컨트롤러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고리를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

2016년 11월
허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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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R T I

ATmega128 프로그래밍 준비하기

CHAPTER 1

마이크로컨트롤러 마이크로컨트롤러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일종으로 작고 간

단할 뿐 아니라 가격 또한 저렴하여 간단한 제어장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한다. 이 장에서는
마이크로컨트롤러의 구조와 동작 방식, 마이크로컨트롤러에 주변장치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 등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CHAPTER 2

ATmega128 소개 ATmega128은 아트멜에서 제작하는 AVR 시리즈 마이크로

컨트롤러 중 하나로, 적은 전력 소모와 높은 성능을 갖춘 8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다. 이 장에
서는 주변장치를 연결하고 주변장치와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외형적인 특징과 마이크로컨트
롤러의 내부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내부 구조 등 ATmega128의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특징들
을 알아본다.
CHAPTER 3

개발 환경 설정 ATmega128을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계어 파일

생성을 위한 교차 개발 환경과 만들어진 기계어 파일을 ATmega128로 옮겨 설치할 수 있는 장
치가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교차 개발 환경 중 하나인 아트멜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과 이를 ATmega128로 옮겨 실행시키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CHAPTER 4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위한 C 언어 ATmega128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트멜 스튜

디오에서 C 언어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위한 C 언어가 특별하지는 않지
만, 사용하는 구문과 문법 등에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장에서는
일반적인 C 프로그래밍과 비교하여 ATmega128을 위한 프로그래밍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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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ATmega128 보드 ATmega128은 64개 핀을 가지는 SMD 타입의 칩으로, 동작

을 위해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가장 간단하게는 전원만 주어지면 동작한다. 하지만

ATmega128을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사
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ATmega128 보드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6

DIY ATmega128 마이크로컨트롤러는 기본적으로 전원만 주어지면 동작한다.

이 장에서는 ATmega128 마이크로컨트롤러를 동작시키고 테스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부품들로 구성된 보드를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ATmega128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경
우 직접 보드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P A R T II

ATmega128 프로그래밍 시작하기

CHAPTER 7

디지털 데이터 출력 마이크로컨트롤러는 디지털 컴퓨터의 일종으로 디지털 데이

터를 입력받아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디지털 데이터의 출력
은 마이크로컨트롤러의 데이터 핀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장에서는 ATmega128의 데이터 핀으
로 1비트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LED를 사용하여 데이터 출력을 확인해 본다.
CHAPTER 8

디지털 데이터 입력 마이크로컨트롤러는 비트 단위의 디지털 데이터 입출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마이크로컨트롤러의 핀을 통해 이루어지는 디지털 데이터의 입출력은 마
이크로컨트롤러가 주변장치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본 방법이다. 이 장에서는 푸시 버튼을 사
용하여 ATmega128의 데이터 핀으로 1비트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9

UART 시리얼 통신 마이크로컨트롤러는 비트 단위의 디지털 데이터 입출력을

기본으로 하지만,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중앙처리장치 내에서는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한
다. 따라서 바이트 단위의 데이터와 비트 단위의 데이터 흐름 사이에 변환 과정이 필요한데, 대
표적인 예가 시리얼 통신이다. 이 장에서는 시리얼 통신 방법 중 하나인 UART 시리얼 통신에
대해 알아본다.
CHAPTER 10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마이크로컨트롤러는 디지털 데이터 입출력 이외에 아날

로그-디지털 변환기(ADC)를 통해 아날로그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다. ATmega128은 10비트
해상도를 갖는 8채널의 ADC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아날로그 값을 0에서 1,023 사이의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여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
여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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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1

아날로그 비교기 아날로그 비교기는 2개의 아날로그 입력을 비교하여 그 결과

를 출력하는 장치를 말한다. 2개의 아날로그 입력은 각각 양의 입력과 음의 입력으로 나뉘며,
양의 입력이 음의 입력보다 큰 경우 1을, 이외의 경우에는 0을 출력한다. 이 장에서는 아날로
그 비교기를 사용하여 2개의 아날로그 입력을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12

인터럽트 인터럽트는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 중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사건을

가리킨다. 인터럽트 발생 여부는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자동으로 검사하며, 인터럽트가 발
생하면 인터럽트 처리 루틴으로 이동하여 인터럽트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이 장에서는

ATmega128에 정의된 35종의 인터럽트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외부 인터럽트의 발생 및 처
리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CHAPTER 13

8비트 타이머/카운터 타이머/카운터는 마이크로컨트롤러에 공급되는 클록 펄

스를 세는 장치다. 마이크로컨트롤러에 공급되는 클록 펄스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므로 클록 펄
스를 셈으로써 시간 계산 역시 가능하다. ATmega128은 8비트 타이머/카운터와 16비트 타이
머/카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장에서는 8비트 타이머/카운터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CHAPTER 14

16비트 타이머/카운터 타이머/카운터는 ATmega128에 공급되는 클록을 기준으

로 펄스를 세고, 이를 통해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ATmega128에서 제공하는 16비트
타이머/카운터는 8비트 타이머/카운터에 비해 긴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8비트
타이머/카운터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이 장에서는 16비트 타이머/카운터에 대해 알아본다.
CHAPTER 15

PWM 펄스폭 변조(PWM) 신호는 구형파에서 HIGH와 LOW 부분의 비율을 조

절하여 아날로그 신호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디지털 신호의 일종이다. PWM 신호는 타이머/
카운터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생성이 가능하다. 이 장에서는 타이머/카운터를 이용하여 PWM
신호를 생성하고, 생성된 PWM 신호를 사용하여 LED의 밝기를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16

SPI SPI는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직렬 통신 방법 중 하나로, 마스터-슬레

이브 구조를 통해 1:n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 등 UART 통신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하
지만 SPI는 고속의 1:n 통신을 위해 많은 연결선이 필요한 단점도 있다. 이 장에서는 SPI를 통
한 시리얼 통신 방식과 SPI 통신을 사용하는 EEPROM의 사용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17

I2C I2C는 저속의 시리얼 통신 방법 중 하나로, UART, SPI와 더불어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흔히 사용된다. I2C는 마스터-슬레이브 구조를 통해 1:n 연결을 지원하며, 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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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의 개수에 상관없이 2개의 연결선만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연결과 확장이 간편하다. 이
장에서는 I2C 통신을 사용하는 RTC(Real Time Clock)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P A R T III

ATmega128 프로그래밍 활용하기

CHAPTER 18

7세그먼트 표시장치 7세그먼트 표시장치는 발광 다이오드를 사용하여 만든 출

력장치의 일종으로, 숫자나 기호 등의 표시를 위해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여러 자리 숫자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입출력 핀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한 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
를 제어하는 방법과 잔상 효과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핀으로 네 자리 7세그먼트 표시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19

디지털 입출력 확장 마이크로컨트롤러는 간단한 제어장치를 만들기 위해 주로

사용하므로 입출력 핀의 수가 많지 않다. 따라서 많은 수의 주변장치를 연결하기 위해 입출력
핀 확장을 위한 전용 칩을 사용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디지털 입출력 핀의
수를 확장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용 칩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CHAPTER 20

LED 매트릭스 LED 매트릭스는 LED를 행렬 형태로 배치하여 문자, 기호, 숫자

등을 표시하도록 만들어진 출력장치의 일종이다. LED 매트릭스는 잔상 효과를 통해 적은 수
의 핀으로 많은 수의 LED를 제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용 칩을 사용하면 더 적은 수의 핀
으로도 제어가 가능하다. 이 장에서는 LED 매트릭스의 구조와 LED 매트릭스 제어를 위한 다
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CHAPTER 21

키 매트릭스 키 매트릭스는 버튼을 행렬 형태로 배치하여 많은 수의 버튼 상태

를 적은 수의 입출력 핀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입력장치의 일종으로, 잔상 효과와 기
본적으로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이 장에서는 많은 버튼을 적은 수의 핀으로 제어하기 위한
버튼의 배열 방법과 잘못된 경로 형성에 따라 잘못된 입력이 가해지는 고스트 현상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CHAPTER 22

텍스트 LCD 텍스트 LCD는 문자 단위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출력

장치의 일종이다. 텍스트 LCD는 데이터 전달을 위해 사용하는 연결선의 수에 따라 4비트 모
드 또는 8비트 모드의 두 가지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텍스트 LCD의 구조와
제어 방법, 그리고 텍스트 LCD에 문자를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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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3

모터 제어 모터는 전자기유도 현상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하

는 장치로, 움직이는 장치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부품 중 하나다. 모터는 제어 방식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용도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마이크로컨트롤
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모터들의 동작 원리와 특성을 살펴보고, 각각의 모터를 제어하
는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24

릴레이 릴레이는 낮은 전압의 신호로 높은 전압을 제어할 수 있는 스위치의 일

종으로, 5V를 사용하는 ATmega128 신호로 220V를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제어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이 장에서는 릴레이 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기기계식 릴레이와 반도체 릴레이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CHAPTER 25

센서 센서는 자연환경에서의 다양한 물리량을 감지하고 측정하는 도구로, 마이

크로컨트롤러로 제어장치를 구성할 때 주변의 환경을 인식하고 상호 작용하기 위한 도구로 사
용한다. 센서는 아날로그 신호 또는 디지털 신호를 출력하므로 신호에 맞게 연결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이 장에서는 여러 센서들을 통해 자연환경의 물리량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본다.
CHAPTER 26

블루투스 블루투스는 유선 통신인 RS-232C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저전력

무선 통신 표준 중 하나다. UART 유선 통신을 블루투스 무선 통신으로 바꾸어 주는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는 UART 통신과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블루투스 통신
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하여 스마트폰과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CHAPTER 27

GPS GPS는 지구 주위를 선회하는 인공위성을 통해 현재 위치와 시간을 정확

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GPS 위성 신호를 바탕으로 위치와 시간을 계산하는

GPS 리시버는 UART 통신을 통해 텍스트 기반의 정보를 출력하므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
다. 이 장에서는 GPS 리시버를 사용하여 현재 위치와 시간을 알아내는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28

그래픽 LCD 텍스트 LCD가 문자 단위의 출력장치라면 그래픽 LCD는 픽셀 단

위의 출력장치로, 문자 이외에도 도형과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는 등 활용도가 높다. 그래픽

LCD는 텍스트 LCD와 달리 여러 규격이 존재한다. 이 장에서는 128×64 해상도의 단색 그래
픽 LCD를 u8g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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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9

적외선 통신 적외선 통신은 가시광선의 인접 대역인 38KHz 적외선을 사용하여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법 중 하나로, 대부분의 리모컨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장에서는 적외선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변조 및 복조하는 원리를 살펴보고 적외선을 사용한
데이터 통신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30

스피커 스피커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신호가 필요하지만, PWM 신

호를 사용하여서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PWM 신호는 타이머/카운터의 파형 생성 기능
을 통해 생성할 수 있으므로 재생하고자 하는 음의 주파수만 알고 있다면 간단하게 음을 재생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타이머/카운터의 파형 생성 기능을 통해 단음을 재생하는 방법을 알
아본다.
CHAPTER 31

EEPROM ATmega128은 세 종류의 메모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EEPROM

은 전원이 꺼져도 내용이 보존되는 비휘발성 메모리로, 작은 크기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이 장에서는 ATmega128에 포함되어 있는 4KB 크기의 EEPROM을 EEPROM
라이브러리를 통해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CHAPTER 32

워치도그 타이머 워치도그 타이머는 여러 이유로 마이크로컨트롤러가 비정상적

인 상태에 빠졌을 때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자동으로 리셋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이 장에서는
워치도그 타이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마이크로컨트롤러의 동작 상태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자동으로 리셋시키는 방법을 알아본다.
CHAPTER 33

퓨즈 비트 퓨즈 비트는 ATmega128의 동작 상태 등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3바이트 크기의 메모리를 가리킨다. 퓨즈 비트 설정을 통해 ATmega128의 동작 주파수와 같은
기본적인 동작 환경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퓨즈 비트의 종류와 퓨즈 비트 설정에 따
른 ATmega128의 동작 환경에 대해 알아본다.
CHAPTER 34

아두이노 아두이노는 비전공자들을 위한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일종으로, 쉽고

간단한 사용 방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용자층을 끌어들여 마이크로컨트롤러 관련 제품 중
가장 주목받는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아두이노의 특징과 아두이노를 위
한 프로그램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ATmega128을 아두이노 환경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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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김은진(동의대학교)

ATmega128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 책만큼 설명이 상세하게 잘 되어 있는 책을 본 적이 없
습니다. 기본 이론과 다양한 예제를 통해 ATmega128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여러 방
면으로 활용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끝마친다면 마이크로컨트롤러와 다양한
모듈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김진현(동의대학교)
전자공학과 전공자로서 이 책을 검토한다기보다는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했습니다. 마
이크로컨트롤러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초 지식이 없는 초보자들도 상세한 설명 덕분에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광명(한전전력연구원)
전자전기공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다뤄 보았을 ATmega128을 비전공자나 초보자
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학창 시절 관련 자료가 없어 영문 매뉴
얼을 참고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했는데, 이 책을 잘 활용한다면 마이크로컨트롤러 저변 확
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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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우(Telcoware)

ATmega128의 데이터시트를 단순히 해석한 것이 아니라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가 이해
하기 쉽게 풀어 낸 책 같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예제와 설명이 많아서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처음 접하는 입문자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최윤범(한국전력공사)
요즘 메이커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아두이노는 대표적인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로, 취미는
물론이고 산업계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두이노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컨트
롤러와 유사한 ATmega128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하드웨어적인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여 ATmega128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도 무리 없이 학습할 수 있을 듯합니다. IoT 등 마
이크로컨트롤러 응용 분야에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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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R T

ATmega128
프로그래밍 준비하기

C H A P T E R

1

마이크로컨트롤러

마이크로컨트롤러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일종으로 작고 간단할 뿐 아니라 가격 또한 저렴하여 간단
한 제어장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한다. 이 장에서는 마이크로컨트롤러의 구조와 동작 방식,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주변장치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 등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적인 내용들에 대해 알아본다.

1.1 마이크로컨트롤러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는 마이크로컨트롤러, 그중에서도 아트멜(Atmel)에서 제작한 AVR 시리즈 마이크로
컨트롤러 중 하나인 ATmega128을 다룬다. 마이크로컨트롤러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마이크로컨트롤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자.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실험 시간에 사용하던 실습 보드가 생각날 수도 있고, 보드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칩이 떠오를 수도 있다. 혹은 최근 오픈소스 하드웨어로 주목받고 있는 아두이노가 생각날지
도 모르겠다.

⒜ 마이크로컨트롤러 칩 ATmega128

⒝ 아두이노 우노1

⒞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이용한
학습 보드2

그림 1 - 1 마이크로컨트롤러

3

마이크로컨트롤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칩 위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1의 ⒜가
바로 마이크로컨트롤러다. 그림 1-1에서 ⒝와 ⒞는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이용하여 만든 보드
로, 이 역시 마이크로컨트롤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들은 마이크로컨
트롤러가 아니라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에 해당한다. 아두이노 역시 마찬가지다. 아두이노라
고 불리는 하드웨어는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아니라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이용하여 만든 마이크
로컨트롤러 보드를 가리킨다.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부품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는 마이크로컨트롤
러 보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흔히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마이
크로컨트롤러 보드를 마이크로컨트롤러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수십 개의 부품이 늘어서 있는
데다가 수십 개의 연결 핀이 있는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를 처음 접하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실제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들은 그
리 많지 않다. 가장 간단하게는 마이크로컨트롤러에 전원만 연결하면 동작한다. 컴퓨터 본체
에 전원을 연결하면 컴퓨터가 동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ATmega128의 경우 5V 전원만 연결
해 주면 마이크로컨트롤러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간단하지 않은가?
마이크로컨트롤러는 ‘하나의 칩으로 구현한 컴퓨터’라 할 수 있다. 컴퓨터와 그다지 닮아 보이
지 않겠지만 컴퓨터와 동일한 구성에 컴퓨터와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한다. 먼저 친숙한 컴퓨터
부터 살펴보자. 왜 우리는 컴퓨터를 친숙하게 여길까? 물론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
큼 컴퓨터가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그리고 컴퓨터에는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는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등이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멋진 케이스로 둘러싸
여 생소한 전자 부품들이 눈에 띄지 않으므로 편안하게 다가온다. 하지만 컴퓨터에서 키보드
와 마우스, 그리고 모니터를 제거해 보자. 컴퓨터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전원을 넣으면 전원

LED에 불이 들어와 컴퓨터가 켜졌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컴퓨터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
지고 있는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케이스도 벗겨 보자. 컴퓨터 내부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 있을
까? 메인보드가 보일 것이고, 그 위에 장착된 CPU와 메모리도 눈에 들어올 것이다. CPU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선풍기로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의 큼지막한 팬이 보이는가? 한쪽에는 하드디
스크와 DVD 드라이버가 고정되어 있다. 이외에 전원 공급 장치, 비디오 카드 등도 눈에 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케이스 내부의 선들을 먼저 치워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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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컨트롤러에는 케이스가 없다. 원한다면 멋진 케이스를 입혀 줄 수도 있겠지만 마이크
로컨트롤러는 대부분 다른 시스템의 일부로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의 일부로 포함되는 것
을 임베디드(embedded)라 이야기한다) 별도로 케이스를 만드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마이크로컨트

롤러에는 모니터도, 마우스도, 키보드도 없으므로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앞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나는가?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주변장치를 떼어 내
고 케이스를 벗겨 버린 컴퓨터와 동일하다.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컴퓨터다. 다만 주변장치가 연
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키보드, 마우스
에 해당하는) 입력장치와 (모니터에 해당하는) 출력장치를 연결해 주어야 한다.

컴퓨터는 이미 입출력장치가 포함된 형태인 반면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직접 입출력장치를 선택
하여 연결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입출력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컴퓨터의
입출력장치는 완제품 형태로 판매되며, 동일한 종류의 입출력장치는 대부분 동일한 인터페이
스를 사용하므로 컴퓨터에 연결하기만 하면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키보드
는 USB 포트에 연결하는 것만으로 동작하며, 모니터 또한 대부분 HDMI 포트에 연결하는 것
만으로 동작한다. 하지만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입출력장치 연결 방법은 여러 가지다. 간단한 정
보를 표시해 주는 LCD의 경우만 하더라도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모
니터를 연결하는 것과 같이 커넥터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동작시킬 수는 없다. 다소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사용하는 입출력 방식의 종류가 그리 많지 않으
므로 익숙해지고 나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사용하는 대
부분의 주변장치들은 몇 개의 입출력 방식 중 하나를 사용하므로 종류가 서로 다른 장치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제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컴퓨터에서 모니터와 키보드는 서로 다른 입출력
방식을 사용하지만,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컴퓨터다. 하지만 컴퓨터에 비해 연결 방법이 복잡하고 직접 연결하는 것
이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입출력장치를 연결하면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컴퓨터와 동
일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입출력장치들을 연결함으로써 컴퓨터보다 더 쉽게 작은 컴퓨
터로 기능하게 할 수 있다.

1.1 마이크로컨트롤러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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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마이크로컨트롤러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주변장치를 제거하고 케이스를 벗겨 낸 컴퓨터와 동일하므로 컴퓨터를 이
해하면 좀 더 쉽게 마이크로컨트롤러에 다가갈 수 있다. 먼저 컴퓨터의 구조부터 살펴보자. 컴
퓨터는 연산의 핵심이 되는 연산장치, 연산을 제어하는 제어장치로 이루어지는 중앙처리장치
(Central Processing Unit, CPU), 데이터 입출력을 위한 입출력장치, 데이터를 저장하는 주기억장

치 및 보조기억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메인보드
중앙처리장치

연산장치

입력장치

제어장치

출력장치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그림 1 - 2 컴퓨터의 구성 요소

집적회로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컴퓨터의 소형화 및 경량화가 실현되고, 특히 중앙처리장
치는 하나의 칩으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를 하나의

IC(Integrated Circuit) 칩으로 집적시켜 만든 반도체 소자를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라
고 부른다. 마이크로프로세서는 1969년 인텔에서 발표한 4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인 4004에
서 출발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4004의 경우 2,300여 개의 트랜지스터가 사용된 반
면, 인텔의 최신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약 22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여 4004와 비교할 때
약 100만 배 많은 트랜지스터를 탑재하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 대부
분은 마이크로프로세서로 구현한 것이다. 하지만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중앙처리장치의 여러
형태 중 한 가지일 뿐이다. 모든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중앙처리장치이지만 모든 중앙처리장치
가 마이크로프로세서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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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세서 중 하나의 칩에 중앙처리장치 기능뿐만 아니라 일정 용량의 메모리와 입출
력 인터페이스까지 내장한 것을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구별하여 마이크로컨트롤러라고 부른
다. 마이크로컨트롤러는 그림 1-2에서 메인보드에 해당하는 기능과 일부 하드디스크의 기능
을 하나의 칩으로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이크로컨트롤러는 하나의 칩에 컴퓨터가 갖추
어야 할 대부분의 기능을 담고 있으므로 ‘단일 칩 마이크로컴퓨터’ 또는 ‘마이컴’이라고도 부른
다.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컴퓨터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할까? (입력장치인) 키보드
와 마우스, 그리고 (출력장치인) 모니터만 있다면 컴퓨터로 동작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
지만 마이크로컨트롤러에 키보드나 모니터를 연결하여 사용하지는 않는다. 불가능하지는 않
지만 굳이 연결하지 않는 이유는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컴퓨터와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키보드와 모니터가 필요하다면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면 된다. ‘마이크로컨트롤러’라는
단어는 ‘마이크로+컨트롤러’로 이루어져 있다. ‘마이크로’는 작다는 의미로, 하나의 칩으로 구
성되어 작고 가볍다는 것을 뜻한다. ‘컨트롤러’는 제어기를 말하며,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제어장
치를 만드는 데 핵심 부품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작고 간단한
제어장치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특화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한 종류다.

1.3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주로 컴퓨터로 무엇을 하는가? 웹 브라우저를 실행시켜 온라인 뉴스를 읽고, 음악을 듣고, 문
서를 작성하고, 가끔은 게임도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필요한 입출력장치들이 바로 키보
드, 마우스, 그리고 모니터다.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컴퓨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컴퓨터에서 하
는 작업들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컴퓨터로 처리하는 작업들을 처리하기에
마이크로컨트롤러는 너무 느리고 용량도 충분하지 않다. 이 책에서 다룰 마이크로컨트롤러
인 ATmega128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컴퓨터와 비교해 보면 메모리는 약 6만분의 1, 속도는 약

85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환경이 아닌, 특수한 환경에서 사용할 목적
으로 만들어진 작고 간단한 컴퓨터다. 컴퓨터와 비교했을 때 마이크로컨트롤러가 가지는 장점
중 하나는 저렴한 가격에 있다. 인텔의 최신 CPU와 비교했을 때 ATmega128은 약 100분의 1
가격이면 구입할 수 있다. 현관에 사람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전등을 만들기 위해

100만 원에 달하는 컴퓨터를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작고 값싼 마이크로컨트롤러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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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현관에 불을 켜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 앞서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성능이 좋지 않
다고 말하였지만, 이는 데스크톱 컴퓨터와 비교하였을 때의 이야기이지 결코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ATmega128의 최대 클록 주파수는 16MHz다. 물론 인텔의 최신 CPU와 비교한
다면 느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하드디스크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시점에 등장한, 흔히 ‘286
컴퓨터’라고 부르던 AT(Advanced Technology) 컴퓨터의 80286 CPU 클록 주파수가 6~25MHz
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ATmega128의 16MHz 속도는 컴퓨터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ATmega128로도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전등을 만들기에는 충분하다. 오히려 ATmega128은
지나치게 성능이 좋으며, 원한다면 더 싼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켜지는 전등
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표 1 - 1 ATmega128과 데스크톱 컴퓨터 비교

항목

마이크로컨트롤러

데스크톱 컴퓨터

CPU

ATmega128

인텔 Core i7

비트

8

64

메모리

128KB

8GB

클록

16MHz

3.4GHz(Quad Core)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컴퓨터다. 작고 간단하고 저렴한 컴퓨터이긴 하지만 1,000원짜리 컴퓨터
에 키보드와 모니터를 연결하여 슈팅 게임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마이크로컨트롤러 중에는 다양한 기능과 기가헤르츠(GHz)에 달하는 클록 주파수를 가진 마
이크로컨트롤러도 존재한다. 이러한 고성능의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여전히 인텔의 최신 CPU보
다는 저렴하지만 1,000원에 구입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작고 간단한 제
어장치’를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앞에서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케이스를 만들지 않
는 이유는 다른 시스템의 일부로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자동
점등 조명 장치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컨트롤러 역시 조명 장치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다른 시스템의 일부로 포함되는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임베디드되었다고 이야기하며, 마
이크로컨트롤러는 임베디드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또
다른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마이크로프로세서다.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장착한 임베디드
시스템은 크기만 데스크톱 컴퓨터와 다를 뿐 데스크톱과 완전히 동일한 컴퓨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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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라즈베리 파이(Raspberry Pi)3를 필두로 주목받고 있는 싱글 보드 컴퓨터 역시 마이크로프
로세서를 사용한 보드로, 임베디드 시스템에서의 응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마이크로컨트롤러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다양한 제품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마이크로컨
트롤러에는 1,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그 수십 배에 달하는 것도 존재
한다. 이처럼 다양한 제품군은 용도와 목적에 맞추어 필요로 하는 기능과 성능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애초 서로 다른 목적으로 탄생한 것이니만큼 마이크로컨트롤러와 마이크로프로세서(또는 데스
크톱 컴퓨터)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지만 마이크로컨트롤러와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차

지하고 있는 자리를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다. 마이크로컨트롤러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 또는 특징이 있다.

• 제품의 소형화 및 경량화: 마이크로컨트롤러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컴퓨터의
메인보드에 포함된 대부분의 기능을 하나의 칩으로 구현하여 작고 가벼운 제어장치를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저렴한 가격: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집적도가 낮고 설계가 간단하므로 마이크로프로세서
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또한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제어 목적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
능을 포함하여 제어장치 설계 및 제작 과정이 단순하고, 개발에 필요한 비용 및 시간
을 절약함으로써 완성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준다.

• 신뢰성 향상: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제어장치 구현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을 내장하여
시스템을 구성할 때 필요로 하는 부품의 수가 적어 고장이 잘 나지 않아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 융통성: 제어를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마
이크로컨트롤러는 제어 기능들을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현하므로 기능의 변경이나 확
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컨트롤러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비해 가지는 단점도 분명 존재한다.

• 처리

능력: 마이크로컨트롤러는 단순화된 저사양의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주변장치를

통합한 형태로 만들어졌으므로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비해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높은 처리 능력을 요구하는 작업에는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적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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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많은 데이터를 빨리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범용성: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영체제를 통해 다수의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고 실행시킬 수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컨트롤러는 특정 작업을 위한 하나의 프
로그램만을 설치하고 실행시킬 수 있다.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전용의 간단한 제어장치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한다. 1,000원짜리 마이크
로컨트롤러에서 100만 원짜리 컴퓨터의 성능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
할 수 있는 곳은 무궁무진하다. 실제로도 마이크로컨트롤러를 활용한 예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마이크로컨트롤러는 큰 시스템의 일부로 임베디드되어 눈
에 띄지 않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표 1-2는 마이크로컨트
롤러가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예를 나타낸 것으로, 이보다 훨씬 많은 예들을 주변에서 어
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표 1 - 2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사용 예

분야

예

의료

의료기 제어, 자동 심박계

교통

신호등 제어, 주차장 관리

감시

출입자/침입자 감시, 산불 감시

가전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음향

CD 플레이어, 전자 타이머

사무

복사기, 무선 전화기

자동차

엔진 제어, 충돌 방지

기타

게임기, 차고 개폐 장치

1.4 마이크로컨트롤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마이크로컨트롤러는 하나의 칩일 뿐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ATmega128 마이크로컨트롤러는

64개의 핀을 가진 약 1.5×1.5cm 크기의 칩에 불과하다. 사용의 편의를 위해 보드 위에 빼곡
히 늘어놓은 부가 장치들에 지레 겁먹지만 않는다면 마이크로컨트롤러는 보기보다 쉽다. 그림

10

CHAPTER 1 마이크로컨트롤러

1-3은 이 책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 중 하나로 ATmega128 마이크로컨트롤러
를 사용하여 만든 것이다.

⒜ 앞면

⒝ 뒷면
그림 1 - 3 ATmega128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

그림 1-3의 앞면에서 중앙에 있는 가장 큰 칩이 ATmega128에 해당하며, 그 왼쪽에 클록을 공
급해 주는 크리스털이 눈에 띈다. ATmega128은 5V 전원을 사용하므로 5V 전원이 주어진다고
가정하였을 때 ATmega128을 동작시키기 위해 필요한 부품은 마이크로컨트롤러와 크리스털,
그리고 크리스털의 클록 생성을 도와주는 커패시터 2개가 전부다. 즉, 그림 1-3에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부품만을 모아 다시 구성해 보면 그림 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ATmega128을 16MHz 클록으로 동작시킨다. 만약 8MHz의 속도로 동작시킨다고
가정하면 그림 1-4에서 크리스털과 커패시터도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오직 ATmega128
뿐이다. 그렇다면 그림 1-3의 나머지 부품들은 왜 필요할까?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컴퓨터다. 컴
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본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입출력장치들이 필요하며, 이들
을 컴퓨터 본체에 연결하기 위해 다양한 커넥터들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컨트롤러
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고, 설치된 프로그램을 디
버깅하고, 주변장치와 통신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그림 1-3의 보드처럼 여러 가
지 커넥터들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뒷면에는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를 브레드보드에 꽂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핀이 마련되어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그림 1-4의 기본 회로에서

1.4 마이크로컨트롤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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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한다. 기본 회로를 바탕으로 필요한 입출력장치를 하나씩 추가해 나가면서 제어장치를 구
성해 보면 보기보다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ATmega128

그림 1 - 4 ATmega128 마이크로컨트롤러 동작을 위한 최소 회로도

마이크로컨트롤러 이외에 더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기 위한
장치다.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위한 프로그램은 컴퓨터에서 작성하지만 프로그램의 실행은 마
이크로컨트롤러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마이크로컨트롤러로 옮겨서 설치
해야 한다. ATmega128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ISP(In-System Programming) 또는
시리얼 방식을 사용하면 된다. ISP는 ATmega128을 포함한 AVR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에
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시리얼 방식은 UART 시리얼 통신을 통해 프로그램을 다운
로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위해 부트로더(bootloader)라고 불리는 특별한 프로
그램을 필요로 한다. 시리얼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 부트로더가 필요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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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 다운로드와 UART 시리얼 통신이 하나의 연결로 가능하므로 아
두이노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컴퓨터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UART 시리얼 통
신을 사용하고,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위해서는 ISP 방식을 사용한다.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위한 커넥터에는 전용 다운로드 장치를 연결하여 사용하는데, 이를 다
운로더(downloader)라고 한다. ISP 방식과 시리얼 방식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방식이 다르
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다운로더가 필요하다. 다운로더는 컴퓨터 쪽에는 USB로 연결하고, 마이
크로컨트롤러 쪽에는 전용 핀으로 연결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1-5의 두 가지 다운로더는 마이크로컨트롤러 쪽에 모두 6개의 핀이 존재하지만, 시리얼
방식 다운로더의 경우 이 중 일부는 사용하지 않는다. 시리얼 방식 다운로더의 경우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아닌 일반적인 UART 시리얼 통신을 위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책에서
는 UART 시리얼 통신을 위해 사용한다.

⒜ ISP 방식 다운로더

⒝ 시리얼 방식 다운로더

그림 1 - 5 프로그램 다운로드 장치

ATmega128 칩과 크리스털을 바탕으로 그림 1-4의 회로도를 따라 구성한 보드와 그림 1-5의
다운로더만 준비되면 ATmega128을 학습하는 데 큰 부족함은 없다. 물론 디버깅을 위해서는

JTAG 장치가 필요하며, ATmega128의 핀에 주변장치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림 1-3의 뒷면에
서 볼 수 있는 연결 핀을 추가해야 하는 등 실제로 학습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더 존재한다. 학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ATmega128을 구성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6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1.4 마이크로컨트롤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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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변장치와 어떻게 데이터를 교환하나?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입출력장치를 제거하고 케이스를 벗긴 컴퓨터라 할 수 있다. 이 상태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주변장치와 데이터를 주고받음으로써 작고 느리지만 완전한 컴퓨
터로서 동작할 수 있다. 먼저 마이크로컨트롤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마이크로컨트롤러는 디지털 컴퓨터의 일종이므로 디지털 데이터만을 처리할 수 있다. 디지털
데이터는 영( 0 )과 일( 1 )의 값만을 가지며 주변장치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마이크로컨트롤러의 핀을 통해 주변장치와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ATmega128의 경우

64개의 핀 중 53개의 핀을 데이터 교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동시에 최대 53비트의 데이
터를 주변장치와 교환할 수 있다. 즉, 핀 하나는 한 번에 1비트의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다. 데
이터를 교환하는 방식은 ATmega128과 주변장치 사이에 상호 합의된 방식으로 행해져야 하며
이를 프로토콜(protocol)이라고 한다.
마이크로컨트롤러는 대부분 핀의 개수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데이터 교환을 위한 핀의 개수
가 제한되어 있다. ATmega128의 데이터 핀이 53개라고 하면 얼핏 많아 보이지만, 작은 크기
의 그래픽 LCD를 제어하는 데만도 13개의 핀이 필요하다. 이는 마이크로컨트롤러의 핀이 비
트 단위의 데이터만을 전달할 수 있는 반면, 일반적으로 주변장치는 8개 비트가 모인 바이트
단위 또는 그 이상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전달해야 하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더 많은 수의 핀을 필요로 하며, 많은 수의 핀을 연결하는 것은 번거로울뿐더러 핀의
수가 제한된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는
바이트 이상의 크기를 갖는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핀을 동시에 사용하는 병렬 방
식보다 하나의 핀을 통해 여러 번에 걸쳐 데이터를 교환하는 직렬 방식을 선호한다.

ATmega128의 내부에서는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달하기 위해 한 번에 8비트의 데이터를 병렬
로 전달한다. 하지만 CPU를 벗어나면 데이터는 직렬로 여덟 번에 나누어 전달된다. 병렬 방
식의 데이터 전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한 바이트만을 전송하는 경우
는 드물다는 점이다. 즉, 여러 바이트의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8개의 핀을 병렬로 사용한다
고 하더라도, 여러 바이트를 전송해야 하므로 여전히 하나의 핀으로 여러 번의 데이터를 전달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말이다. 이처럼 병렬이나 직렬 방식과 무관하게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서는 연속적으로 전달되는 데이터 중 한 비트의 데이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비트 데이터의
시작점과 끝점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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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은 크게 동기 방식과 비동기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동기 방식
에서는 데이터와 별도로 동기화 클록을 사용한다. 동기화 클록의 목적은 수신된 데이터를 언
제 읽을 것인지 알려 주기 위한 것이다. 구형파의 클록이 주어지는 경우 상승 에지에서 데이터
를 읽는다고 가정해 보면 그림 1-6에서와 같이 간단하게 수신된 데이터를 읽는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
1

0

2초

1초

송신: ‘01’

동기화 클록

0

1

수신: ‘01’

그림 1 - 6 동기 전송 방식

비동기 방식은 별도의 클록을 전송하지 않고 데이터만을 보내는 방법이다. 비동기 방식으로 데
이터만을 전달한다면 데이터를 읽는 시간 간격에 따라 전혀 다른 데이터를 수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1-7의 예를 살펴보자.
1

0

1초

2초

0

0

1

0

1

송신: 초당 1비트 전송
→ ‘01’

수신 1: 초당 1비트 검사
→ ‘01’

1

수신 2: 초당 2비트 검사
→ ‘0011’

그림 1 - 7 비동기 전송 방식에서의 데이터 확인

1.5 주변장치와 어떻게 데이터를 교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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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에서 송신 장치는 1초에 한 번 1비트의 데이터를 보낸다. 즉, 데이터 전송 속도가 1bps
(bit per second)다. 수신 장치 역시 1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검사한다면 수신되는 데이터는 ‘01’

의 2비트가 되겠지만, 1초에 두 번 (2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검사한다면 수신되는 데이터는
‘0011’로 전혀 다른 데이터가 된다. 따라서 비동기 방식으로 주변장치와 정보를 교환하고자 한
다면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의 속도를 먼저 일치시켜야 한다.4 속도 설정은 동기 방식에서의 동기
화 클록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을 나누는 또 다른 방법은 전이중(full duplex) 방식과 반이중
(half duplex)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다. 전이중과 반이중 방식은 데이터 전달을 위해 사용하는

연결선의 개수로 구분하는데, 전이중 방식의 경우 2개, 반이중 방식의 경우 1개의 데이터 선
을 사용한다. 2개의 장치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2개의 장치는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고 받
을 수도 있다. 1개의 데이터 연결선만을 사용하는 반이중 방식에서는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
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2개의 데이터 연결선을 사용하는 전이중 방식에서는 데이터 송수신이
동시에 가능하다. 동일한 속도로 데이터를 전달한다면 전이중 방식이 반이중 방식에 비해 동일
한 시간에 2배의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지만, 데이터 연결선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직렬 통신 방식은 동기/비동기 및 전이중/반이중 방식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뉜다. 표 1-3
은 대표적인 직렬 통신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 3 직렬 통신 방법

데이터 선 개수

동기 클록 사용

동기 방식

비동기 방식

전이중 방식

SPI

UART

반이중 방식

I2C(또는 2-와이어)

1-와이어

표 1-3의 네 가지 통신 방법 중 ATmega128에서 주로 쓰이는 방법은 UART(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Transmitter), SPI(Serial Peripheral Interface), I2C(Inter-Integrated Circuit) 등이다.

UART 시리얼 통신은 송신과 수신을 위해 2개의 데이터 핀 연결을 사용하고 송신과 수신이 동
시에 진행되는 전이중 방식이며, 동기화를 위해 별도의 클록을 전송하지 않는 비동기 방식이므
로 통신 이전에 송수신 속도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 UART는 한 번에 하나의 장치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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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1:1 통신 방식으로 마이크로컨트롤러에 UART 방식의 주변장치를 2개 연결하고자
한다면 2개의 UART 포트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러 개의 주변장치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데이터 핀을 필요로 하는 등 단점이 존재하지만, 간단하면서도 오랫동안 사용한 방식으
로 많은 주변장치들을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다.

SPI는 짧은 거리에서 주변장치와 고속으로 정보를 교환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 데이터 전송을
위한 핀 3개, 제어를 위한 핀 1개, 총 4개의 핀 연결을 필요로 한다. 3개의 데이터 연결 핀 중 2
개는 UART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이중 방식의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사용하며, 나머지 하나는
동기화 클록을 위해 사용한다. SPI가 UART와 다른 또 한 가지는 동일한 SPI 포트를 통해 여
러 개의 장치를 연결하는 1:n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때 하나의 장치는 마스터(master)로
통신 과정을 책임지며, 다른 장치들은 슬레이브(slave)로 동작한다. 동일한 통신 포트를 통해 여
러 개의 슬레이브를 연결하면 특정 슬레이브 장치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때 제
어 핀을 사용한다. SPI는 고속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달하고 여러 개의 장치들이 포트를 공
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어 핀의 수는 연결된 장치의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단점도
존재한다.

I2C는 짧은 거리에서 주변장치와 저속의 정보 교환을 위해 주로 사용되며, 2개의 데이터 핀 연
결만을 필요로 한다. I2C는 SPI와 마찬가지로 1:n의 마스터-슬레이브 구조를 지원하는 통신
방식이지만, SPI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I2C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연결 핀 중 실제로 데이
터 전송에 사용되는 핀은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동기화 클록을 위해 사용된다. 즉, I2C는 위
의 두 가지 방법들과 다르게 송수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반이중 방식이다. 하지만 I2C
역시 SPI와 마찬가지로 동기화 방식에 속한다. 또 한 가지 I2C가 SPI와 다른 점은 1:n 연결에서
장치 구별을 위해 소프트웨어적인 주소를 사용하므로 별도의 제어 핀 연결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SPI와 달리 I2C 장치의 수가 증가하여도 필요로 하는 핀의 개수는 증가하지 않
는다.
반이중 비동기 방식인 1-와이어(1-Wire) 방식도 존재하지만, ATmega128에서는 1-와이어 방식
의 통신을 위한 전용 하드웨어를 제공하지 않는다. 표 1-4는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흔히 사용
하는 직렬 통신 방법을 비교한 것이며, 그림 1-8은 각 직렬 통신을 이용하여 2개의 주변장치를
연결하는 방법을 비교한 것이다.

1.5 주변장치와 어떻게 데이터를 교환하나?

17

표 1 - 4 시리얼 통신 방식 비교

연결선

UART

SPI

I2C

연결 방법

1:1

1:n

1:n

전송 방법

전이중

전이중

반이중

데이터

2개

2개

1개

1개 슬레이브

동기 신호

-

1개

1개

연결

제어

-

1개

-

합계

2개

4개

2개

2n개

(3 + n)개

2개

n개 슬레이브 연결

송신 1
마이크로
컨트롤러

수신 1

수신 2

주변장치

1

송신 2
주변장치

2

⒜ UART
송신
마이크로
컨트롤러

수신

주변장치

1

동기화 클록
제어선 1
주변장치

2

제어선 2

⒝ SPI
송수신
마이크로
컨트롤러

동기화 클록

주변장치

1

주변장치

2

⒞ I2C
그림 1 - 8 시리얼 통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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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컨트롤러가 컴퓨터와 같이 키보드나 모니터를 입출력장치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입력장치로 여러 가지 센서를 사용하여 주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하여 또 다
른 주변장치 제어를 위한 신호를 출력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또는 수집한 데이터를 컴퓨터로
전달하여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입력장치와 출력장치를 연결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통신 방식을 사용하며, 다양
한 주변장치와 데이터를 주고받음으로써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완전한 컴퓨터로 동작한다. 위
에서 언급한 통신 방법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 16, 17장에서 다시 다룬다.

1.6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먼저 프로그램 작성을 위해 컴파일러를
설치해야 하며,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컴파일하여 실행 파일을 만들어 내야 한다. 물론 디버깅
을 위해서는 모니터도 필요하다. 마이크로컨트롤러는 키보드와 모니터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
고 있을 것이다. 컴파일러의 경우는 어떤가? ATmega128에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는 128KB에 불과하다. 윈도우에서 가장 간단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 메모장만 하더라도 그 크
기가 수백 킬로바이트에 달하므로 ATmega128에서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물며 C/C++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되는 비주얼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수백 메가바이트의 공간을 필요로 한
다. 한마디로 ATmega128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마이크로컨트롤
러를 위한 프로그램은 컴퓨터에서 개발하고 실행 파일만을 마이크로컨트롤러로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처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환경(개발 시스템, 컴퓨터)과 프로그
램이 실행되는 환경(목적 시스템, 마이크로컨트롤러)이 서로 다른 경우를 일컬어 교차 개발 환경
(cross development environment)이라 한다.

개발된 기계어 파일을
다운로드

교차 컴파일러가 설치된
개발 시스템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행할
목적 시스템

그림 1 - 9 교차 개발 환경

1.6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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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개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발 시스템에서 동작하면서 목적 시스템에서 실행 가능한
기계어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교차 컴파일러(cross compiler)가 필요하며, 생성된 기계어 파일
을 목적 시스템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ATmega128을 위한 교차 컴파일러에는 여
러 가지가 있지만, 이 책에서는 아트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아트멜 스튜디오5를 사용한다.
교차 컴파일러는 ATmega128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실행 가능한 파일, 즉 기계어 파일을 생
성해 준다. 윈도우에서 실행 가능한 기계어 파일이 EXE 또는 DLL의 확장자를 가지는 반면,

ATmega128에서 실행 가능한 기계어 파일은 HEX 확장자를 가지는 차이가 있다.
기계어 파일이 생성되면 이를 마이크로컨트롤러에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직렬 통신
을 통해 개발 시스템에서 마이크로컨트롤러로 기계어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처
럼 실행 가능한 기계어 파일을 개발 시스템에서 목적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설치하는 과정을
‘다운로드’ 또는 ‘업로드’라 한다. 다운로드는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입장에서 개발 시스템으로
부터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것을, 업로드는 개발 시스템에서 마이크로컨트롤러로 프로그램을
보내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이처럼 다운로드와 업로드는 정반대의 의미지만, 동일한
방향의 데이터 흐름을 가리키므로 함께 사용되고 있다. 프로그램 다운로드는 SPI 직렬 통신
을 사용하는 ISP 방식 또는 UART 직렬 통신을 사용하는 시리얼 방식으로 가능하며, 프로그
램 다운로드를 위해서는 그림 1-5의 전용 다운로드 장치가 필요하다. ATmega128을 포함하는

AVR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는 일반적으로 ISP 또는 ICSP(In Circuit Serial Programming)
방식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며, 이 책에서도 주로 ISP 방식을 사용한다.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컨트롤러의 메모리에 설치된다. 마이크로컨트롤러에는 일반
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만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마이크로컨트롤러에 전원을 인가하면 간단
한 부팅 과정을 거쳐 현재 설치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된다.
교차 개발 환경은 스마트폰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도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은 마이크
로프로세서(또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사용하지만, 스마트폰용 운영체제에서는 비주얼 스튜
디오와 같은 개발 도구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컴퓨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후 개발 컴퓨
터나 마켓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스마트폰에 설치한다. 마이크로컨트롤러의 경우
와 동일하지 않은가? 물론 스마트폰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안드로이드나 iOS와 같
은 운영체제를 사용하므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점에서 마이크로컨
트롤러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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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마이크로컨트롤러가 꼭 필요한가?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전등을 만든다고 가정해 보자. 마이크로컨트롤러가 필요할
까?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단순히 어두워지면 불이 켜지는 동작은 마이크로컨트롤
러 없이도 가능하다. 빛의 양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 조도 센서를 이용하면 그림 1-10의 회로를
통해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게 할 수 있다. 저항값을 조절하면 불이 켜지는 시점의 광
량도 조절할 수 있다.

그림 1 - 10 스위칭 회로를 이용한 자동 점등 회로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이용하여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는데, 그림 1-11이

ATmega328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이용하여 구성한 회로의 예다.
트랜지스터와 저항만으로 구성된 그림 1-10의 회로에 비해 그림 1-11의 회로는 마이크로컨트롤
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배선도 복잡하다. 게다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업로드
해야 하는 등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아무런 장점이 없어 보인다. 실
제로 광량에 따라 불이 켜지는 회로에서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경우의 장점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굳이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어두워지면
불이 켜지는 간단한 동작의 경우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없지만, 기능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한다면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진가를 발견할 수 있다.

1.7 마이크로컨트롤러가 꼭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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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ega328

그림 1 - 11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이용한 자동 점등 회로

그림 1-10의 회로에서 불이 켜지는 기준 광량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회로에서 저
항을 다른 크기의 저항으로 교체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저항을 떼어 내고 다른 크기의 저
항으로 교체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한 경우는 어떨까? 소스 코
드에서 임계치를 조절하고 다시 업로드하면 된다.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간단하지 않은가?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는 이점이 보다 명확히 나타난다. 그림

1-10의 회로에 한 번 불이 켜지면 최소 10초는 켜져 있도록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불
이 켜진 시간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알려 주는 부품이 필요하고, 불이 켜진 시간을 저
장해 주는 메모리가 필요하고, 현재 시간과 저장된 시간을 비교하기 위한 비교기도 필요하다.
이들 부품을 모두 그림 1-10의 회로에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 경우 회로를 완전
히 다시 그려야 할지도 모르며, 완성된 회로는 그림 1-11보다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이에 비
해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한 회로는 최소 10초 동안 불이 켜져 있도록 하기 위해 회로의 변
경이 필요하지 않다. 불이 켜지는 기준 광량을 바꾸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수정만으
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는 장점이 존재한다. 동일
한 입력(광센서)과 동일한 출력(LED)을 가지는 회로에서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경우 프
로그램 수정만으로 서로 다른 동작(① 광량에 따라 점멸하는 동작 ② 광량에 따라 점멸하면서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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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졌을 때 최소 10초 동안 켜져 있는 동작)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함

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알 수 있겠는가?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주목받는 데에는 간단하게 기능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몫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점이 바로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저렴한 가격에 제
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하드웨어의 발전이다. 전통적으로 제어장치는 (그림 1-10에서와 같이) 하
드웨어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이에 반해 마이크로컨트롤러는 하드웨어로 수행할 작업을 소
프트웨어로 대체할 수 있다. 물론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이미 많은 기능들을 포함하여 가능한
일이며, 포함된 기능들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면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낭비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만들어진 제어장치의 신
뢰성을 고려한다면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함으로써 증가하는 비용을 지불할 가치는 분명히
존재한다. 간단한 마이크로컨트롤러의 경우 1,000원이면 충분하다. 1,000원으로 짧은 개발 시
간과 비용은 물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면 장점이 있지 않은가?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들자면, 최근 똑똑한 가전제품과 같이
지능형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능형 시스템에서의 모든 기능을 하드
웨어만으로 구현하기는 어려우며 계산 능력을 가진 ‘두뇌’가 필요하다. 마이크로컨트롤러는 가
격은 더 낮아지고 성능은 높아지고 있으므로 선택의 폭이 더 다양해질 것이며, 마이크로컨트
롤러의 사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책에서 다루는 ATmega128을 통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시작하고 마이크로컨트롤러와 친숙해지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1.8 마이크로컨트롤러의 CPU vs. 데스크톱 컴퓨터의 CPU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제어장치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작고 느린 컴퓨터로, 컴퓨터의 메인보
드에 해당하는 기능들과 일부 하드디스크의 기능을 하는 부품을 포함하고 있다. 마이크로컨
트롤러가 컴퓨터이기는 하지만, 데스크톱 컴퓨터와는 목적 자체가 달라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이미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친숙한 컴퓨터와의 비교를 통해 마이크로컨
트롤러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마이크로컨트롤러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대한 이
해 역시 높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ATmega128 마이크로컨트롤러를 다룬다. ATmega128에
포함된 8비트의 CPU는 변형된 RISC 구조와 하버드 구조를 사용한다. 반면 데스크톱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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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되는 인텔의 최신 CPU는 64비트의 CISC 구조와 폰 노이만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비
트 수를 제외하더라도 RISC와 CISC, 하버드와 폰 노이만이라는 서로 다른 구조를 채택한 것
이다.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1 CISC와 RISC
ATmega128을 포함하여 마이크로컨트롤러의 CPU는 RISC(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데스크톱 컴퓨터에 흔히 사용되는 인텔의 CPU는

CISC(Complex Instruction Set Computer) 구조를 사용한다. 물론 모든 마이크로컨트롤러가 RISC
구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마이크로프로세서가 CISC 구조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CISC와 RISC의 가장 큰 차이는 CPU에서 지원하는 명령어 개수에 있다. CPU에서 지원하는
명령어란 어셈블리어(assembly language) 수준에서의 명령어로, 전용 하드웨어로 처리되는 명령
어를 말한다. 하드웨어로 처리되는 명령어에는 사칙연산, 논리연산, 분기, 메모리 읽기와 쓰기
등의 명령이 포함된다. CPU의 발전과 더불어 CPU에서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의 개수 또한 점
차 증가하였다. 명령어 개수의 증가는 명령어 처리를 위한 하드웨어의 추가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CPU는 점차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명령어 추가 과정에서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이전의 명령어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므로, 새롭게 추가되는 복잡한 명령어와
이전의 간단한 명령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하드웨어가 복잡해지면서 CPU의 기능을 개선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성능 향상에도 걸
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 중 하나가 CPU에서 지원하
는 명령어의 개수를 줄이는 것으로, CISC 구조에서 자주 사용하는 간단한 명령어만으로 만들
어진 것이 바로 RISC 구조다. RISC 구조는 IBM 연구소의 존 코크(John Cocke)가 CPU에서 지
원하는 명령어 중 20% 정도가 프로그램에서 80% 이상의 일을 처리한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
써 1970년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명령어 개수를 줄이면 CPU 구조는 단순해지고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복잡한 명령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간단한 명령어를 실행해야 하지만, 80%의 일을 더 빨리 처리
한다면 나머지 20%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는 비슷하거나 더 빠른
속도로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다. 한 가지 문제점은 CISC 구조에서는 하나의 명령어로 가능
한 작업을 RISC 구조에서는 여러 개의 명령어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복잡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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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간단한 명령의 집합으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RISC 구조에서는 이러한 명령
어 분해 작업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즉 기계어 파일을 만들어 내는 컴파일러가 처리하도록 하
고 있다. 즉, CISC 구조가 복잡한 명령의 처리를 하드웨어가 담당하도록 하는 반면 RISC 구조
는 소프트웨어가 담당해야 하는 비중을 보다 높인 것이다.

CISC 구조와 RISC 구조에서 동일한 연산 ‘X = (A + B) × (C + D)’를 수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CISC 구조에서의 어셈블리 명령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어셈블리 코드에서 ‘M’
은 메모리를, ‘R’은 레지스터를 나타낸다.

ADD R1, A, B
ADD R2, C, D
MUL X, R1, R2

; R1 ← M[A] + M[B]
; R2 ← M[C] + M[D]
; M[X] ← R1 * R2

반면 동일한 연산을 RISC 구조에서의 어셈블리 명령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LOAD R1, A
LOAD R2, B
LOAD R3, C
LOAD R4, D
ADD R1, R2
ADD R3, R4
MUL R1, R3
STORE X, R1

; R1 ← M[A]
; R2 ← M[B]
; R3 ← M[C]
; R4 ← M[D]
; R1 ← R1 + R2
; R3 ← R3 + R4
; R1 ← R1 * R3
; M[X] ← R1

두 코드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차이점은 RISC 구조에서 더 많은 명령을 실행해야 CISC 구
조에서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CISC 구조가 더 좋지 않을까 하
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며, 흔한 오해 중 하나이기도 하다. CISC 구조에서 하나의 명령어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명령어의 개수는 줄어들지만, 하나의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RISC 구조에서 하나의 명령어는 단순한 작업만을 수행
하여 명령어의 개수는 늘어나지만, 하나의 명령어를 실행하는 시간은 CISC 구조에 비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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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히 코드의 길이만으로 속도 차이를 논할 수는 없으며, CISC와 RISC 구조에서의 실행
속도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CISC 구조에서는 메모리를 읽는 명령이 연산 명령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RISC 구조와 다른
점이다. CISC 구조에서 더하기(ADD) 명령에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 오는(M[A]) 동작까지
포함되어 있다. 반면 RISC 구조에서는 메모리를 읽고(LOAD) 쓰는(STORE) 명령이 별도로 존재
하며, 연산은 범용 레지스터에서만 실행된다. 메모리는 CPU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
다. 따라서 명령어 내에서 메모리를 읽거나 쓰는 횟수에 따라 명령어가 실행되는 속도는 달라
지는데, 이것이 CISC 구조에서의 명령어들이 서로 다른 실행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이유 중 한
가지가 된다. 반면 RISC 구조에서의 명령어들은 메모리를 읽거나 쓰는 명령이 연산 명령과 분
리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속도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RISC 구조에서 모든 명령어가 실행되는 속도가 동일하다는 점은 파이프라인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 CPU에서 명령어를 실행하는 과정은 명령어를 읽고(fetch), 해석하고(decode), 연산을 수행
한 후(execute), 결과를 쓰는(write-back)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RISC 구조에서의 명령어는
동일한 시간에 실행되므로 명령어의 각 단계를 중첩하여 실행함으로써 명령어 처리 효율을 높
일 수 있다. 즉, 첫 번째 명령을 읽어 해석하는 동안 두 번째 명령을 읽어 들이는 것이 가능하
다. 하지만 CISC 구조의 명령어는 명령어들 사이에 실행 시간이 달라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기
가 쉽지 않다.
그림 1-12에서 명령어의 각 처리 단계가 한 클록을 필요로 한다고 가정하면, 파이프라인이 동
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의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 4개의 클록이 필요하다. 파이프라인이
동작하는 경우 여러 명령을 연속적으로 실행시키면, 매 클록마다 명령어 실행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많은 수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경우 평균 한 클록에 하나의 명령어가 실행된다고 이
야기한다. 물론 RISC 구조라고 해서 모든 명령어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파이프라인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다음번에 실행할 명령어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하지
만, 조건 분기 명령과 같이 실제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경우에만 다음번에 실행할 명령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명령어의 실행 결과를 얻을 때까지 파이프라인은 동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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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읽기

해석

실행

읽기

해석

실행

쓰기

해석

실행

쓰기

3

2

읽기

1

1

2

1

3

쓰기

3

2

3

2

1

시간

⒜ 파이프라인이 동작하는 경우
명령어
읽기

3

읽기

해석

2

읽기

1

해석

1

실행

1

2

실행

2

해석

3

…

쓰기

2

쓰기

1

시간

⒝ 파이프라인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
그림 1 - 12 명령어 처리

표 1-5는 CISC와 RISC 구조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최근에 출시되는 CPU는 순수하게

CISC 구조나 RISC 구조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으며, 서로의 장점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CISC 구조와 RISC 구조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표 1 - 5 CISC 구조와 RISC 구조의 특징

CISC

RISC

명령어 개수

많음

적음

프로그램 크기

작음

큼

하드웨어 복잡도

높음

낮음

소프트웨어(컴파일러) 복잡도

낮음

높음

명령어당 클록 수

가변

고정

전력 소모

많음

적음

호환성

높음

낮음

대표적인 CPU 제조사

인텔

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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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폰 노이만과 하버드 구조
마이크로컨트롤러와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차이점 중 다른 한 가지는 마이크로컨트롤러가 하
버드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인텔의 CPU는 폰 노이만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폰
노이만 구조는 존 폰 노이만(John von Neumann)이 제창한 ‘내장 메모리 순차 처리 방식’을 말한
다. 폰 노이만 구조는 그림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제 연산을 수행하는 CPU와 CPU에서 처
리할 명령어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기본으로 한다.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에 설치
된다. 설치된 프로그램은 먼저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로 읽어 들이고, 메인 메모리에 적재된 프
로그램은 CPU 내의 레지스터로 이동한 후 산술 논리 연산장치(Arithmetic Logic Unit, ALU)에서
실행된다. 이처럼 프로그램은 먼저 메모리에 저장된 후 실행되므로 ‘내장 메모리 방식’이며, 메
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은 한 번에 하나씩 메모리에 저장된 순서에 따라 CPU로 옮겨져 실행
되므로 ‘순차 처리 방식’이다. 이러한 순차 처리 방식은 다음에 실행될 명령어의 위치가 현재 실
행되는 명령어의 다음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파이프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폰 노이만 구조는 간단하다. 폰 노이만 구조는 하나의 메모리를 가지며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
한 모든 내용은 유일한 메모리에 저장된다.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내용에는 명령어의 집합
인 프로그램이 당연히 포함되지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생성되고 사라지는 변수들도 고
려해야 한다. 두 정수의 합을 구하는 ‘int a = a + b;’라는 명령을 실행시킨다고 가정해 보자. 더
하기를 실행하는 명령(ADD)을 저장하기 위해 메모리가 필요하지만, 변수 a와 b의 값을 저장하
기 위해서도 메모리가 필요하다. 명령이 저장되는 메모리와 변수값이 저장되는 메모리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장 큰 차이점은 명령이 저장되는 메모리의 내용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
안 내용이 바뀌지 않는 반면, 변수값이 저장된 메모리의 값은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내용은 ‘명령어’와 ‘데이터’라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는 두 종류가 필
요하며, 폰 노이만 구조는 이들을 모두 메인 메모리라 불리는 하나의 메모리에 저장한다.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메모리의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메모리의 내용을 읽는 시간은 CPU 내에서 연산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비해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명령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빈번한 메모리 읽기
또는 쓰기가 필요하다면 CPU는 메모리와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CPU는 연
산을 수행하지 않는 유휴(idle)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시스템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느린
메모리 속도에 의해 제한받는 현상을 병목현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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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목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명령어와 데이터를 분리해
서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하버드 구조라고 한다. 폰 노이만 구조에서는 하나의 메모리에 명
령어와 데이터를 함께 저장하므로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 여러 번에 걸쳐 메모리 읽기를 수행
해야 하는데, 이는 하버드 구조에서도 동일하다. 하지만 하버드 구조에서는 명령어와 데이터가
서로 다른 메모리에 분리되어 저장되므로 명령어와 데이터를 동시에 읽어 들이는 것이 가능하
여 메모리를 읽기 위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물론 2개의 메모리를 제어해야 하는 만큼 CPU의
구조는 복잡해진다. 하버드 구조에서 명령어가 저장되는 메모리를 프로그램 메모리(program
memory) 또는 명령어 메모리(instruction memory)라고 하며,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는 데이터

메모리(data memory)라고 한다.

주소 버스

CPU

메모리
데이터 버스
(명령어와 데이터)

⒜ 폰 노이만 구조
주소 버스
프로그램
메모리

주소 버스
데이터
메모리

CPU
데이터 버스
(명령어)

데이터 버스
(데이터)

⒝ 하버드 구조
그림 1 - 13 폰 노이만 구조와 하버드 구조

3 메모리의 종류
폰 노이만 구조에서는 한 종류의 메모리만이 필요하지만, 하버드 구조에서는 두 종류의 메
모리가 필요하다. 이들 메모리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메모리이며, 메모리를 만드는 방법 역
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컴퓨터에서 메모리라고 하면 메인 메모리를 가리키는데, 이는

DRAM(Dynamic RAM)으로 만들어진다. 반면 ATmega128에서 프로그램 메모리는 플래시 메
모리(flash memory)로 만들어지고, 데이터 메모리는 SRAM(Static RAM)으로 만들어진다. 이들
메모리의 차이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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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는 크게 롬(Read Only Memory, ROM)과 램(Random Access Memory, RAM)의 두 종류로 나
눌 수 있다. 롬은 이미 기록된 내용을 읽기만 할 수 있고 쓰거나 지울 수는 없는 메모리를 말
한다. 컴퓨터의 부팅 과정에서 사용되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BIOS(Basic Input Output System)
칩이 롬의 예에 해당한다. 반면 램은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는 메모리를 말한다. 한 가지 의문
점이 생기지 않는가? BIOS는 롬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부팅 과정에서 설정을 변경하여 저장할
수 있다. 롬은 정말 읽기만 가능할까?
초기에 롬은 제조사에서 미리 내용을 기록하고 변경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이를 마스크 롬
(Mask ROM)이라고 한다. 롬 제작에 사용된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오류를 수정

하기 위해서는 칩 자체를 교환해야 하므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마스
크 롬은 더 이상 제조되지 않으며, 내용을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 롬으로 대체되었다. 내용을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다면 롬의 정의와는 달라진다. 하지만 롬에 기록된 내용은 전원이 주어지
지 않아도 보존되는 비휘발성 특성을 가지며, 이는 휘발성인 램과 구별되므로 여전히 롬으로
불리고 있다. 또한 롬에 쓰기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수명이 있어 일정 횟수 이상의 쓰기를 수
행한 후에는 더 이상 롬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램과 차이가
있다.
표 1 - 6 롬과 램 비교

(쓰기 가능한) 롬

램

읽기 속도

빠름

빠름

쓰기 속도

느림

빠름

휘발성

×

○

수명

제한된 수명

반영구적 수명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롬 중 처음 소개할 롬은 PROM(Programmable ROM)이다. PROM은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상태로 생산되고, 전용 장치를 통해 한 번만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PROM을 개선하여 여러 번 지우고 쓰기가 가능하도록 만든 롬이 EPROM(Erasable PROM)이다.
하지만 EPROM의 내용을 쓰고 지우기 위해서는 전용 장비가 필요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전
용 장치 없이 전기 신호만으로 쓰고 지우기가 가능한 롬이 EEPROM(Electrically EPROM)이다.

EEPROM은 쓰고 지우기가 가능하면서도 비휘발성인 특징을 가지므로 램을 대체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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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EEPROM에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램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
므로 램을 대체할 수는 없다. 하지만 EEPROM의 읽기 속도는 램과 거의 비슷하므로 데이터를
한 번 기록한 후에 잦은 읽기가 필요한 경우에 흔히 사용된다. ATmega128도 참조용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4KB의 EEPROM을 포함하고 있다. ATmega128에 포함되어 있는 EEPROM은
하버드 구조에서의 프로그램 메모리나 데이터 메모리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메모리로 컴퓨터
의 하드디스크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프로그램 메모리는 플래시 메모리로 만들어진다. 플래시 메모리는

EEPROM을 변형한 것으로 1984년 도시바에서 처음 개발하였다. EEPROM은 바이트 단위
로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지만, 쓰기 속도가 느려 큰 프로그램을 기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플래시 메모리 역시 바이트 단위 읽기가 가능한 점에서는 EEPROM과 동일하지만, 블
록 단위의 쓰기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큰 프로그램을 기록하기에 적합하다. 플래시 메모리
는 블록 단위의 쓰기만 가능한 단점이 있지만, EEPROM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므로 대용량
메모리를 만들기에 적합하고, 블록 전체를 쓰는 시간은 EEPROM에서 한 바이트의 데이터
를 쓰는 시간과 유사하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1988년 상업용 플래시 메모리가 처음 등장
한 이후 USB 메모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휴대용 장치에서는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
다. 하지만 플래시 메모리는 블록 단위의 쓰기를 시행하므로 일반적으로 EEPROM에 비해
쓰기 가능한 횟수가 적다. 즉, 수명이 짧다. ATmega128에 포함되어 있는 EEPROM의 경우

100,000회 쓰기를 보장하는 반면 플래시 메모리는 그 10분의 1인 10,000회 쓰기만을 보장한
다. ATmega128은 128KB의 플래시 메모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프로그
램 메모리로 사용된다.

EEPROM과 플래시 메모리가 롬이라면 마이크로컨트롤러의 데이터 메모리인 SRAM과 컴퓨
터의 메인 메모리인 DRAM은 램에 속한다. CPU가 연산을 수행하는 동안 잦은 메모리 쓰기
는 피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반영구적인 램을 사용한다. 램은 크게 동적 램(Dynamic RAM,
DRAM)과 정적 램(Static RAM, SRAM)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동적과 정적의 차이는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기록된 데이터가 보존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SRAM은 플립플롭을 바탕
으로 만들어진 메모리로, 한 번 기록된 데이터는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계속 남아 있다. 반면

DRAM은 커패시터에 전하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기록하므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방
전으로 인해 기록된 데이터가 사라진다. 따라서 DRAM은 일정 시간 간격으로 커패시터를 재

1.8 마이크로컨트롤러의 CPU vs. 데스크톱 컴퓨터의 C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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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해야 하는데, 이를 리프레시(refresh)라고 한다. SRAM은 DRAM에 비해 최대 20배 이상의
속도로 동작할 수 있지만, 집적도가 낮고 가격이 비싸 대용량의 메모리를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SRAM은 CPU 내의 레지스터나 캐시 메모리 등 작은 크기의 고속 메모리에 주로
사용된다. 반면 DRAM은 구조가 간단하여 집적도를 높이기가 용이하므로 대용량의 메인 메
모리로 주로 사용된다. ATmega128에 포함되어 있는 4KB의 SRAM은 데이터 메모리로 사용되
며 DRAM은 사용되지 않는다.
표 1 - 7 SRAM과 DRAM

SRAM

DRAM

읽기/쓰기 속도

빠름

느림

리프레시

×

○

집적도

낮음

높음

가격

비쌈

저렴

Mask ROM
ROM

PROM
EPROM
EEPROM

메모리

RAM

플래시 메모리

DRAM
SRAM

그림 1 - 14 메모리의 종류

1.9 요약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작고 간단한 컴퓨터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다양한 작업을 수
행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컨트롤러에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다양한 작업을 수
행할 수 있다. 특히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제어장치를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화된 컴퓨터
로, 다양한 하드웨어와 함께 어우러져 각종 제어장치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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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컨트롤러가 컴퓨터이기는 하지만, 흔히 접하는 데스크톱 컴퓨터나 노트북 컴퓨터와
는 차이가 있다.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애초 데스크톱 컴퓨터나 노트북 컴퓨터와는 목적이 다르
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이크로컨트롤러와 데스크톱 컴퓨터나 노트북 컴퓨터에서 사용
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차이를 이해하고, 마이크로컨트롤러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다면, 다양한 종류의 마이크로컨트롤러 중 하고자 하는 일에 적합한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이크로컨트롤러는 큰 시스템의 일부에 포함되는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흔히 사용되므로 실
제 눈에 띄는 것보다는 숨어 있는 마이크로컨트롤러가 더 많다. 관심을 갖고 주위를 둘러본다
면 숨어 있는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손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연습 문제
1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사용된 예는 표 1-2에서 나열한 경우 외에도 많다. 일상생활에서 마이크로컨트
롤러가 사용된 예를 찾아보자.

2

이 책에서 다루는 ATmega128은 아트멜에서 제작한 8비트의 마이크로컨트롤러다. 최근 마이크로컨
트롤러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16비트 또는 32비트의 고성능 마이크로컨트롤러 사용 역시 증가하
고 있으며, ARM에서 설계한 Cortex-M 시리즈가 대표적인 32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들이다. 8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와 32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자.

3

싱글 칩 컴퓨터(single chip computer)라고 불리는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컴퓨터이기는 하지만 낮은
성능과 적은 메모리를 탑재한 것으로, 애초 데스크톱 컴퓨터와는 그 용도가 다르다. 데스크톱 컴퓨
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마이크로컨트롤러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데스크톱 컴퓨터와 같이 운영체제
를 바탕으로 동작하는 또 다른 종류의 컴퓨터인 싱글 보드 컴퓨터(single board computer)가 최근
임베디드 시스템 영역에서 주목받고 있다. 싱글 칩 컴퓨터의 대표적인 예 중 하나인 아두이노와 싱글
보드 컴퓨터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라즈베리 파이6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자.

연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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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Tmega128 소개

ATmega128은 아트멜에서 제작하는 AVR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 중 하나로 적은 전력 소모와 높은
성능을 갖춘 8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다. 이 장에서는 주변장치를 연결하고 주변장치와 데이터를 교환하
기 위한 외형적인 특징과, 마이크로컨트롤러의 내부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내부 구조 등 ATmega128의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특징들을 알아본다.

2.1 AVR 마이크로컨트롤러
아트멜은 1984년 창립한 반도체 제조 회사다. 아트멜의 주력 상품은 플래시 메모리를 내장한
마이크로컨트롤러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아트멜의 홈페이지7를 살펴보
면 마이크로컨트롤러 외에도 터치 솔루션, 자동차 관련 제품, 무선통신 관련 제품, 메모리 관
련 제품, 보안 관련 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중 마이크로컨트롤러는

8051, ARM, AVR 등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8051은 1980년 인텔에서 발표한 8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로, AVR과 ARM 마이크로컨트롤
러가 RISC 구조를 사용하는 반면 8051은 CISC 구조를 사용한다. 8051 마이크로컨트롤러는

1990년대 초까지 모뎀, 게임기, 타자기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지금도 간단한 구조와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회사에서 8051 호환 마이크로컨트롤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ARM 마이크로컨트롤러는 ARM의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아트멜에서 제작하는 32비트 마
이크로컨트롤러로, Cortex-M0, Cortex-M0+, Cortex-M3, Cortex-M4, Cortex-M7 등 모든

Cortex-M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들을 아트멜에서 생산하고 있다. ARM은
스마트폰에 포함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설계한 회사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ARM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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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하고 제작은 하지 않으므로 여러 회사에서 설계에 대한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마이크로컨
트롤러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생산하고 있다. 아트멜에서 생산하는 SAM(Smart ARM-based
Microcontroller unit) 시리즈가 ARM의 Cortex-M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마이크로컨트

롤러의 예라면, 삼성의 엑시노스(Exynos)는 ARM의 Cortex-A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마이크로프로세서(또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plication Processor, AP))의 예에 해당한다.

AVR은 1996년 발표된 아트멜 고유 아키텍처로, 아트멜의 대표적인 마이크로컨트롤러 제품군
중 하나다. AVR은 변형된 하버드 구조를 사용하는 8비트 RISC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노르
웨이 공대(Norwegian Institute of Technology)의 학생이었던 Alf-Egil Bogen과 Vegard Wollan에 의
해 고안되었다. AVR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처음 출시된 마이크로컨트롤러는 AT90S8515이며,
상업적으로 성공한 첫 번째 마이크로컨트롤러는 AT90S1200이다. 이처럼 아트멜에서 처음 내
놓은 AT90Sxxxx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는 ‘클래식 AVR’이라고도 불리며 대부분 AVR 시리
즈 마이크로컨트롤러로 대체되고 있다.

AVR은 8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출발했지만, 2006년 이후에는 32비트 AVR 마이크로컨트
롤러인 UC3 시리즈도 생산하고 있다. 32비트 AVR은 멀티미디어 처리를 포함하여 확장된 기
능을 제공한다. 32비트 AVR은 역시 32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인 ARM과 경쟁 관계에 있지만

8비트 AVR이나 ARM과 호환되지는 않는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8비트 AVR 시리즈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타이니(tiny) 시리즈, 메가(mega) 시리즈, X-메가(xmega) 시리즈의 크게 세 가지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 타이니 시리즈: 1~8KB 크기의 프로그램 메모리와 6~32개의 핀을 가지는 마이크로컨
트롤러로, 핀 수가 적어 한정된 주변장치 연결 방법만을 지원하며, 간단한 제어장치를
구성할 때 사용한다.

• 메가 시리즈: 4~256KB 크기의 프로그램 메모리와 28~100개의 핀을 가지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확장된 명령어 집합(곱셈 명령, 프로그램 메모리 관리 명령 등)을 지원하고 타
이니 시리즈에 비해 다양한 주변장치 연결 방법을 제공한다.

• X-메가 시리즈: 32~384KB 크기의 프로그램 메모리와 44~100개의 핀을 가지는 마이크
로컨트롤러로, 메가 시리즈보다 확장된 기능을 제공한다.

2.1 AVR 마이크로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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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1 AVR 시리즈 비교

타이니

메가

X-메가

프로그램 메모리(KB)

1~8

4~256

32~384

핀 수(개)

6~32

28~100

44~100

지원하는 어셈블리 명령어 수(개)

~120

~135

~142

최대 동작 속도(MHz)

20

20

32

아트멜에서 제작하는 8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인 AVR과 8051 외에도 마이크로칩(Microchip)
사의 PIC 마이크로컨트롤러를 흔히 볼 수 있다. AVR, 8051, PIC 마이크로컨트롤러 중 이 책
에서는 AVR 시리즈 중에서도 메가 계열에 속하는 ATmega128을 다룬다. 왜 AVR일까? 왜

ATmega128일까? AVR을 고집할 이유는 없으며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선택은 필요에 따라 고르
는 것이 당연하다. 하드웨어 성능만 놓고 본다면 8비트 AVR 마이크로컨트롤러보다는 ARM의

32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가 뛰어나다. 또한 최근 ARM의 마이크로컨트롤러 가격은 AVR과 비
교했을 때에도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 하지만 8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가 32비트 마이크
로컨트롤러에 비해 가지는 장점 중 하나는 구조가 간단하다는 점이다.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이
해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는 물론 마
이크로컨트롤러 자체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처음 배우
는 경우라면 간단한 8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로 접근하는 것이 마이크로컨트롤러의 구조를 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더불어 AVR 시리즈는 8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 중
에서도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아키텍처에 바탕을 두고 있어 다른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이해하
는 기초가 될 수 있다. 마이크로컨트롤러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AVR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
러에 익숙해진다면 다른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

AVR 마이크로컨트롤러의 또 다른 장점은 다양한 예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하드
웨어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는 흔히 펌웨어라 불리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마이크로컨트롤러에 설치해야 한다.

간단한 검색을 통해 AVR 시리즈의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위한 예제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처음 배우는 학생과 메이커들에게는 큰 장점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하자면, 최근 마이크로컨트롤러와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아두이노8에서 AVR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은 AVR 시리즈 마이크로

36

CHAPTER 2 ATmega128 소개

컨트롤러를 눈여겨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될 것이다.

AVR 메가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ATmega128이며,
이 책에서도 역시 ATmega128을 다룬다. 이외에도 아두이노의 보급에 힘입어 ATmega328
과 ATmega2560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메가 시리즈에도 다양한 마이크로컨트롤
러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기능은 동일하다. 다만 핀의 수에 따라 연결할 수 있는 주변장치
의 개수가 달라지며,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일부 기능이 빠지거나 더해지는 경우도 있다. 메가
시리즈 중 핀이 가장 적은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아두이노 우노에 사용된 ATmega328인데, 28
개의 핀을 가지고 있다. 핀이 가장 많은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아두이노 메가2560에 사용된

ATmega2560으로 100개의 핀을 가지고 있다. 반면 ATmega128은 64개의 핀을 제공하므로 지
원하는 기능과 가격, 그리고 내부 구조의 복잡한 정도를 고려할 때 AVR 마이크로컨트롤러 학
습에 적당한 마이크로컨트롤러라 할 수 있다.

ATmega128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이크로컨트롤러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다. 2001년 첫선을 보
인 ATmega128이 처음 출시된 모델이며, 저전력 버전인 ATmega128L은 동작 전압과 동작 속도
의 차이를 제외하면 ATmega128과 동일하다. ATmega128L은 최저 2.7V에서도 동작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지만, 최대 동작 속도는 8MHz로 제한된다. ATmega128과 ATmega128L을 통합
하여 개선한 것이 현재 흔히 ATmega128이라고 부르는 ATmega128A로, 2008년 발표되었다.

ATmega128A는 2.7~5.5V 전압에서 동작한다는 점에서는 ATmega128L과 동일하지만, 낮은
전압에서는 최대 8MHz로, 높은 전압에서는 최대 16MHz로 동작하는 점에서 ATmega128L
과 차이가 있다. ATmega128A는 ATmega128 및 ATmega128L과 핀 호환성을 가지므로 대체
가 가능하다. 현재 시중에서 ATmega128이나 ATmega128L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으며, 대부분

ATmega128A를 사용하고 있다.9
ATmega128과 이름이 유사한 마이크로컨트롤러에는 ATmega1280이 있다. 하지만 ATmega128
과 ATmega1280 은 128KB의 플래시 메모리를 장착하고 있다는 점만 동일할 뿐이다.

ATmega128은 64핀을, ATmega1280은 100핀을 가지고 있는 AVR 메가 시리즈 마이크로컨
트롤러로, 핀 수의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기능 면에서 차이가 있다. 오히려 ATmega1280은

ATmega128보다는 ATmega2560과 유사한 마이크로컨트롤러다.

2.1 AVR 마이크로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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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ega128은 고성능, 저전력 마이크로컨트롤러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그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이미 접해 본 독자라면 아래 특징들의 나열만으로도 ATmega128이
다른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지원하면서 동작 주파수에 비해 높은 성
능을 자랑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 개선된 RISC 구조 사용
• ATmega128은 고성능, 저전력의 8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다.
• 다양한 어셈블리 명령어를 가지고 있다.
• 파이프라인을 통해 대부분 1 클록에 실행된다.
• 하드웨어로 구현되어 있는 곱셈기는 2 클록에 동작하므로 16MHz 클록에서 최대
16MIPS(Mega Instructions Per Second) 성능을 보여 줄 수 있다.

• 32개의 8비트 범용 레지스터와 주변장치 제어를 위한 전용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다.
• 완전한 정적 동작(static operation)을 지원한다. 정적 동작이란 메모리가 DRAM이 아
닌 SRAM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클록 주파수가 변하면 DRAM의
경우 리프레시 오류로 잘못된 동작을 보여 줄 수 있는 것과 달리 SRAM의 경우는
리프레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안정적인 동작을 유지한다.

• 다양한 메모리
• 128KB의 비휘발성 플래시 프로그램 메모리를 가지고 있으며 10,000회 쓰기를 보장
한다.

• 4KB의 비휘발성 EEPROM을 가지고 있으며 100,000회 쓰기를 보장한다.
• 4KB의 휘발성 SRAM을 가지고 있다.
• 부트로더를 통해 셀프 프로그래밍(self programming) 기능을 지원한다. 셀프 프로그
래밍이란 부트로더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된 코드를 플래시에 기록하는 것으로 프
로그램 업데이트에 흔히 사용된다.

• 최대 64KB의 외부 메모리를 연결할 수 있다.
• 잠금 비트(lock bit)를 통해 플래시 메모리 내의 데이터 보안이 가능하다.
• SPI(Serial Peripheral Interface)를 통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며 이를 ISP 또는 ICSP라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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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AG 지원
• JTAG(Joint Test Action Group) 표준을 지원한다. JTAG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이 하드웨어를 테스트하는 방법에 관한 표준으로 1990년 IEEE 표준으로 정해졌다.

• (JTAG을 사용한) 하드웨어 테스트를 통해 프로그램을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실행시
키면서 디버깅이 가능한데, 이를 온-칩 디버깅(on-chip debugging)이라고 한다. 실제
로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실행시키지 않고 디버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도
구를 에뮬레이터(emulator)라고 한다. 에뮬레이터의 경우에는 실제 마이크로컨트롤
러상에서 실행되는 환경과 완전히 동일하게 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JTAG을 통해 플래시, EEPROM, 퓨즈 비트, 잠금 비트 등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주변장치
• 2개의 8비트 타이머/카운터와 2개의 16비트 타이머/카운터를 가지고 있다.
• 독립된 오실레이터로 동작시킬 수 있는 실시간 카운터(Real Time Counter, RTC)를 가
지고 있다.

• 2개의 8비트 PWM 채널과 2~16비트로 설정할 수 있는 6개의 PWM 채널을 가지고
있다.

• 8 채널의 10비트 ADC를 가지고 있다. 8개 채널 중 7개는 차동 입력이 가능하며, 8
개 채널 중 2개는 최대 200배의 이득(gain)을 설정할 수 있다.

• 바이트 기반의 TWI(Two Wire Interface)를 지원한다. TWI는 칩 제조사에서 사용하
는 I2C(Inter Integrated Circuit)의 다른 이름이다.

• 2개의 USART(Universal Synchronous/Asynchronous Receiver Transmitter)를 지원한다.
• SPI를 지원한다.
• 별도의 오실레이터로 동작하는 워치도그(watchdog) 타이머를 가지고 있다.
• 하드웨어로 구현한 아날로그 비교기를 가지고 있다.
• 기타 특징
• 충분한 전력이 공급되고 있는지를 감지하는 브라운아웃 감지 기능을 제공한다.
• 내부 오실레이터를 가지고 있어 외부 클록의 공급 없이도 동작 가능하다.

2.1 AVR 마이크로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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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인터럽트를 지원한다.
• 사용 전력 제어가 가능하도록 여섯 가지의 슬립 모드를 지원한다.
• 프로그램으로 클록 주파수 제어가 가능하다.
• 각 핀의 풀업 저항 사용 여부는 개별적으로 제어 가능하다. 더불어 모든 핀의 풀업
저항 사용을 한꺼번에 금지시킬 수도 있다.

• 입출력 포트 수 및 패키지
• ATmega128 칩은 64개의 핀을 가지고 있다.
• 64개의 핀 중 53개의 핀은 포트 A에서 포트 G까지 7개 포트에 할당하여 입출력 핀
으로 사용할 수 있다.

• TQFP(Thin Quad Flat Pack) 패키지를 흔히 볼 수 있으며, QFN/MLF(Quad Flat Noleads/Micro Lead Frame) 패키지 역시 판매되고 있다.

• 동작 전압
• 2.7~5.5V
• 동작 속도
• 0~16MHz
얼마나 많은 내용을 이해했는가?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처음 접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이 많겠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는 위에서 언급한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2 ATmega128의 외형적 특징
ATmega128을 온라인에서 검색해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칩을 발견할 수 있다. 두 종류의 칩은
패키지의 차이일 뿐 기능적인 차이는 없다. 흔히 볼 수 있는 TQFN 패키지와 QFN/MLF 패
키지의 차이는 마이크로컨트롤러의 핀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지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TQFN 패키지의 경우 핀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으며, 핀 사이의 간격은 0.8mm다. 일반적으로
브레드보드에 꽂아 사용할 수 있는 칩은 DIP(Dual In-line Package) 타입이라 불리며, 핀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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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이 2.54mm로 TQFN 패키지에 비해 크다. 핀의 수가 많은 경우 DIP 패키지로 제작하면 칩
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지므로, 64개의 핀을 가지고 있는 ATmega128은 DIP 타입으로 제작하
지 않는다.

QFN/MLF 패키지는 TQFN 패키지에서 외부로 노출된 핀을 제거한 형태와 유사하다. 또한 핀
사이의 간격이 0.5mm10로 TQFN 패키지보다 좁다. 따라서 TQFN 패키지는 핀을 제외한 경우
에도 14×14mm 정도의 크기인 반면 QFN/MLF 패키지는 9×9mm 정도이므로 크기가 중요한
경우에는 QFN/MLF 패키지 형태의 칩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TQFN 패키지를 기준
으로 설명한다.

⒜ TQFN

⒝ QFN/MLF

⒞ DIP(ATmega328)

그림 2 - 1 패키지의 종류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작고 간단한 컴퓨터로, 마이크로컨트롤러의 핀을 통해 주변장치와 데이
터를 주고받음으로써 컴퓨터로 동작한다. 따라서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각 핀의 역할을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다. ATmega128의 핀 배치는 그림 2-2와 같다.

2.2 ATmega128의 외형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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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2 ATmega128 핀 배치

ATmega128은 64개의 핀을 가지고 있다. 이 중 디지털 및 아날로그 전원 관련 핀 7개(GND,
VCC, AVCC, AREF), 외부 클록 공급을 위해 사용하는 크리스털 연결 핀 2개(XTALn, n = 1, 2),

리셋(RESET), 그리고 SPI를 통한 시리얼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사용하는 PEN 핀11을 제외한 53
개의 핀은 데이터 입출력 핀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림 2-2에서 볼 수 있듯이 ATmega128의 대부분의 핀은 2개 이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마
이크로컨트롤러는 핀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 반면 다양한 주변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하므로 하나의 핀이 2개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각 핀에 붙여
져 있는 이름들은 해당 핀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전원, 크리스털,
리셋, 프로그래밍 가능 핀을 제외한 데이터 핀들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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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2-2에서 64개의 핀에 붙여져 있는
이름을 이해하는 것은 ATmega128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표 2-2는 ATmega128
의 핀에 붙여져 있는 이름을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표 2 - 2 ATmega128 핀의 기능별 분류

용도

리셋

포트

핀 이름

핀수

설명

RESET
PAn

n = 0, ..., 7

PBn

n = 0, ..., 7

PCn

n = 0, ..., 7

PDn

n = 0, ..., 7

PEn

n = 0, ..., 7

PFn

n = 0, ..., 7

PGn

n = 0, ..., 4

VCC
전원

클록

외부 메모리
인터페이스

GND
AVCC

analog VCC

AREF

analog reference

XTALn

n = 1, 2

external clock

ADn

n = 0, ..., 7

low-order address bus and data bus

An

n = 8, ..., 15

high-order address bus

ALE

address latch enable

RD

read strobe

WR

write strobe

AD 변환기

ADCn

n = 0, ..., 7

ADC input channel n

아날로그 비교기

AINn

n = 0, 1

analog comparator positive(0)/negative(1) input

외부 인터럽트

INTn

n = 0, ..., 7

external interrupt source

ICPn

n = 1, 3

timer/counter n input capture pin

OCn

n = 0, 2

timer/counter n output compare and PWM output

OCnX

n = 1, 3
X = A, B, C

timer/counter n output compare and PWM output X

Tn

n = 1, 2, 3

timer/counter n clock input

TOSCn

n = 1, 2

timer/counter oscillator pin

타이머/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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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2 ATmega128 핀의 기능별 분류 (계속)

용도

시리얼 프로그래밍

UART

SPI

I2C

JTAG

핀 이름

핀수

설명

PDI

programming data input

PDO

programming data output

PEN

programming enable

RXDn

n = 0, 1

USART n receive

TXDn

n = 0, 1

USART n transmit

XCKn

n = 0, 1

USART n external clock input/output

MISO

master input slave output

MOSI

master output slave input

SCK

serial clock

SS

slave select

SCL

serial clock

SDA

serial data

TCK

JTAG test clock

TDI

JTAG test data input

TDO

JTAG test data output

TMS

JTAG test mode select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면 표 2-2의 설명만으로도 대부분의 ATmega128
기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그림 2-2의 데이터 핀 이름에서 괄
호 안에 들어 있지 않은 이름이 모두 PXn(X는 A~G, n은 정수)이라는 점이다. ‘P’는 ‘Port’의 약자
로 데이터 입출력을 위한 통로를 의미한다. 핀의 첫 번째 이름이 PXn이라는 것은 주변장치와
의 데이터 교환이 마이크로컨트롤러의 기본 기능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괄호 안의 이
름들도 대부분 데이터 입출력과 관련되어 있지만,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이름인 반
면 PXn은 비트 단위의 범용 데이터 입출력을 의미하므로 핀의 기능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표
시되어 있다.
‘X’에 해당하는 A~G는 포트의 이름을 나타낸다. ATmega128 마이크로컨트롤러는 8비트 CPU
를 포함하고 있다. 즉,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는 8비트이며, 데이터는 8비트의
정수배 단위로 처리된다. 마이크로컨트롤러는 핀을 통해 비트 단위로 주변장치와 데이터를 교
환할 수 있지만, 실제로 CPU 내부에서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는 없으며 8비트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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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데이터를 처리하여 입출력 핀으로 전달한다. 따라서 ATmega128은 핀을 8개씩 묶어서 A에
서 G까지 포트의 이름을 붙여 관리한다. 하지만 입출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핀의 개수인 53
은 8의 배수가 아니다. 따라서 포트 G에는 5개의 핀만이 할당되어 있다. 다른 6개 포트가 0에
서 7 사이의 ‘n’ 값을 가지는 반면 포트 G는 0에서 4 사이의 값을 가진다. ‘n’은 포트에서의 비
트 번호를 나타내며, n = 0은 최하위 비트(Least Significant Bit, LSB)를, n = 7은 최상위 비트(Most
Significant Bit, MSB)를 의미한다. 표 2-3은 각 포트에서의 비트와 ATmega128의 핀 사이 관계를

요약한 것으로 포트 F의 경우 아날로그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포트에 해당한다.
표 2 - 3 포트별 핀 번호

포트

포트 비트

7(MSB)

6

5

4

3

2

1

0(LSB)

A

44

45

46

47

48

49

50

51

B

17

16

15

14

13

12

11

10

C

42

41

40

39

38

37

36

35

D

32

31

30

29

28

27

26

25

E

9

8

7

6

5

4

3

2

F(ADC)

54

55

56

57

58

59

60

61

G

-

-

-

1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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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레지스터
마이크로컨트롤러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레지스터(register)의 이름을 기억하
는 일이 아닐까 싶다.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레지스터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내부
에 있는 임시 저장 공간을 가리키는 말로 실행할 명령어, 피연산자, 계산 결과 등을 임시로 저
장하는 곳이다. C/C++ 프로그래밍에서 레지스터를 알고 있어야 하는 일은 거의 없다. 마이크
로컨트롤러 프로그래밍에서도 현재 실행하는 명령어가 무엇인지, 계산 결과가 잠시 저장되었다
가 사라지는 레지스터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마이크로컨트롤러 프로그
래밍에서는 C/C++ 프로그래밍에서와 다르게 주변장치와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이 주된 작업
중 하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마이크로프로세서 역시 주변장치와 데이터를 교환하
는 것이 주된 작업 중 하나지만, 마이크로컨트롤러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다르게 주변장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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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칩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데이터 입출력을 위한 전용 하드웨어를 거쳐 주변장치와 데이터를 교환
할 때 사용되는 임시 저장 공간 역시 레지스터라고 부른다. 즉, 마이크로컨트롤러에는 마이크
로프로세서에서 사용되는 레지스터 외에도 주변장치와 데이터 교환을 위한 특별한 레지스터
가 존재하는데, 이를 입출력 레지스터라고 한다.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중요한 레지스터는 바
로 이들 입출력 레지스터이며, ATmega128을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레
지스터 역시 입출력 레지스터다. C 언어에서 키보드에서 눌러진 키 값을 읽어 들이는 getchar
함수를 생각해 보자.
코드 2 - 1 문자 읽기

#include <stdio.h>
int main(int argc, char* argv[])
{
char ch;
ch = getchar();
printf("%c\n", ch);

}

return 0;

getchar 함수는 키보드로부터 문자를 읽어 반환하는 함수로 코드 2-1에서 반환된 값은 문자형
변수인 ch에 저장된다. getchar 함수는 입력장치인 키보드와 데이터를 교환하지만, 데이터 교
환의 대부분의 과정은 메인보드에 있는 USB 제어장치와 운영체제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는 윈도우와 같은 친절한 운영체제를 사용
할 수 없다. 키가 눌러졌다면 이를 읽어서 중앙처리장치로 전달해 주는 역할까지도 프로그램
에서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입출력 레지스터들이다. 마이크로컨트롤러
에 친절한 운영체제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불친절한 것만은 아니다. 포트 B에
키보드를 연결하고 눌러진 키의 8비트 값이 포트 B로 전달된다고 가정해 보자. 전달된 8비트
의 값은 마이크로컨트롤러로 직접 전달되지 못하고 포트 B와 연결되어 데이터가 임시로 저장
되는 입출력 레지스터인 ‘PINB’에 저장된다. PINB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은 C 언어 프로그래밍
에서 getchar 함수와 마찬가지로 변수에 대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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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Value = PINB;

유사하게 포트 D에 한 문자를 표시할 수 있는 LCD가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자. 포트 D로
출력할 문자의 8비트 값을 전달하면 전달된 값은 LCD로 전달되고 LCD에 글자가 표시된다.
이때 프로그램에서는 핀으로 직접 데이터를 출력할 수 없고 데이터 출력을 위한 전용 레지스터
인 ‘PORTD’로 데이터를 출력한다. 데이터 출력 과정은 코드 2-1에서 printf 함수를 통해 콘솔
창으로 문자를 출력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PORTD = characterValue;

이처럼 입출력 핀 또는 포트를 통한 데이터 입출력은 항상 전용의 레지스터를 거쳐서 이루어지
며, 전용 레지스터는 C/C++ 프로그래밍에서의 변수와 동일하게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다.
입출력 레지스터는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와 (실제 출력이 이루어지는 마이크로컨트롤러
의 핀인) 하드웨어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입출력 레지스터는 메모리의 일종으로 번지(address)로 구별한다. PINB 레지스터는 0x36 번지,

PORTD 레지스터는 0x32 번지와 같은 식이다. 하지만 번지를 통해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것은
기억하고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각 레지스터에 이름을 정의하여 쉽게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도
록 했다. 각 번지에 해당하는 레지스터의 이름은 ‘io.h’ 파일에 정의되어 있다.12 하지만 ‘io.h’ 파
일을 열어 보면 레지스터의 정의는 찾아볼 수 없고,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종류에 따라 포함시
켜야 하는 헤더 파일들이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 ATmega128의 경우 ‘iom128.h’ 파일을 포함하
도록 정의되어 있으며, ATmega128A의 레지스터 이름은 ‘iom128a.h’ 파일에 정의되어 있다.
#elif defined(__AVR_ATmega128__)
# include <avr/iom128.h>
#elif defined(__AVR_ATmega128A__)
# include <avr/iom128a.h>

‘ iom128a.h ’ 파일을 열어 보자. 수많은 레지스터 정의가 보이는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PORTB’ 레지스터 정의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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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
#define
#define
#define
#define
#define
#define
#define
#define

PORTB _SFR_IO8(0x18)
PORTB0 0
PORTB1 1
PORTB2 2
PORTB3 3
PORTB4 4
PORTB5 5
PORTB6 6
PORTB7 7

‘PORTB’라는 레지스터 이름은 실제로는 0x18 번지의 입출력 메모리 주소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헤더 파일에는 레지스터 이름뿐만 아니라 PORTB 레지스터의 각 비트에 대한 이
름도 정의되어 있다. PORTB는 실제로 마이크로컨트롤러 내부에서 계산된 값이 출력되는 8비
트 레지스터를 가리키는 메모리이며 8개의 핀이 연결되어 있다.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는 비트
단위의 데이터 입출력이 가능하므로 PORTB의 각 비트, 즉 각 핀을 개별적으로 제어하는 것
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포트의 각 비트에 할당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PORTB의 각 비트
는 PORTB에 해당하는 8개 핀 각각에 해당한다. 각 핀에 LED(Light Emitting Diode)를 연결하면

PORTB 레지스터의 각 비트는 LED 점멸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PORTB0
8

PORTB

CPU

PORTB7

그림 2 - 3 포트와 핀

레지스터, 특히 입출력 레지스터는 AVR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 프로그래밍을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모든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도 마이크로컨트롤러가 주변장치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마이크로컨트롤러의 핀을 사용한다는 점, 핀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레지스터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레지스터의 이름은 헤더 파일에 정의되
어 있으며, 정의된 이름들은 C/C++ 언어에서의 변수와 유사하게 읽고 쓸 수 있다는 점은 반드
시 기억해야 한다. 다만 C/C++ 언어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변수의 이름을 프로그래머가 자유
롭게 정할 수 있지만, 레지스터의 이름은 헤더 파일에 미리 정해져 있어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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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이다. 또한 일부 레지스터의 경우에는 읽기 또는 쓰기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C/C++ 언어에서의 변수와 다른 점이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ATmega128의 핀 하나와 연관된 레지스터가 2개 이상이 있을 수 있
다는 점이다. ATmega128의 핀은 두 가지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Tmega128의 13번 핀의 이름은 ‘PB3’로 포트 B의 네 번째 비트에 해당하므로 데이터 출력
을 위해 ‘PORTB’ 레지스터와 연관되어 있다. 이외에 13번 핀의 부가 기능 중 하나가 ‘MISO’
다. MISO(Master Input Slave Output)는 SPI 직렬 통신을 위해 사용되며, SPI와 관련된 레지스
터 중 하나가 SPCR(SPI Control Register) 레지스터다. 즉, SPI 통신을 위해 13번 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PORTB 레지스터뿐만 아니라 SPCR 레지스터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ATmega128에는 몇 개의 레지스터가 존재할까?
레지스터는 1바이트 크기를 갖는 메모리에 해당하며 각 레지스터는 메모리 번지로 구분된다.

io.h 파일에서 각 메모리 번지에 레지스터의 이름을 지정해 주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레지스
터의 메모리 번지 지정을 위해서는 8비트 주소를 사용한다. 따라서 ATmega128에서 정의할 수
있는 레지스터의 최대 개수는 28 = 256개다. 이 중 실제로 정의되어 사용하는 레지스터는 137
개이며, 나머지 119개는 추후 사용을 위해 남겨져(reserved) 있다.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처음 접
하는 사람들은 혼란에 빠진다. 몇 개의 알파벳으로 축약되어 있는 레지스터 이름에서 그 의미
를 짐작해 낼 수 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또한 대부분의 레지스터에는 각 비트별로
이름이 정해져 있어 어림잡아 비트 이름은 1,000개에 이른다. 그렇다면 이들 137개의 레지스터
이름과 1,000개의 비트 이름을 모두 기억해야 할까? 이들 모두를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필요할 때마다 데이터시트를 참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따라서 항상 ATmega128의 데이터시
트를 곁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볼 것을 추천한다.
부록 A는 ATmega128의 256개 레지스터를 요약한 것이다. 앞에서 레지스터를 CPU 내부에
서 연산을 위해 사용하는 레지스터와, 주변장치와의 데이터 교환을 위해 사용하는 입출력
레지스터의 두 종류로 구분했다. 하지만 부록 A에서 ‘주소’ 부분을 살펴보면 (0x00)~(0x1F),
(0x20)~(0x5F), 그리고 (0x60)~(0xFF)의 3개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0x00)~(0x1F) 사이의 32개 레지스터는 CPU 내부에서 연산을 위해 사용되는 레지스터로,
범용 레지스터(general purpose register)라고 불린다. 나머지는 입출력 레지스터에 속하지만,
(0x20)~(0x5F) 사이의 64개 레지스터에는 0x00~0x3F까지 별도의 주소가 존재하며 입출력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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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터라고 불린다. 반면 나머지 0x60~0xFF 사이의 160개 레지스터는 확장 입출력 레지스터
라고 구별하여 부른다. 메모리의 구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 뒷부분에서 다시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ATmega128의 레지스터는 CPU 내부에서 사용되는 범용 레지스터와

CPU와 주변장치의 데이터 입출력에 사용되는 입출력 레지스터로 나뉘며, 동일한 메모리 주소
체계를 사용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도록 하자.

2.4 ATmega128의 내부 구조
ATmega128의 핀 배치와 각 핀의 기능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ATmega128의 내부 구
조를 살펴보자. 그림 2-4는 ATmega128의 내부 구조를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8비트 데이터 버스
인터럽트 장치

명령어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터

상태 레지스터
워치도그 타이머

32×8
범용 입출력
레지스터

아날로그 비교기

SPI

명령어 해석기

ALU

TWI
USART

제어 신호
데이터 메모리
(SRAM)

EEPROM

입출력 모듈 1

…

프로그램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입출력 모듈 n

그림 2 - 4 ATmega128의 내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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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컴퓨터와 마이크로컨트롤러의 메모리
먼저 ATmega128에 포함되어 있는 세 종류의 메모리를 살펴보자. AVR 시리즈 마이크로컨트
롤러는 하버드 구조를 사용한다. 즉, 명령어와 데이터를 위한 별도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림 2-4에서 프로그램 메모리와 데이터 메모리(SRAM)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EEPROM까지 ATmega128에는 세 종류의 메모리가 포함되어 있다. 표 2-4는

ATmega128에 포함되어 있는 세 종류 메모리를 비교한 것이다.
표 2 - 4 메모리의 종류 및 특성

플래시 메모리

SRAM

EEPROM

크기(KB)

128

4

4

용도

프로그램 저장

데이터 저장

데이터 저장

휘발성

×

○

×

프로그램 실행 중 변경 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속도

중간

가장 빠름

가장 느림

수명

10,000회 쓰기

반영구적

100,000회 쓰기

주소 할당 단위

2바이트

1바이트

1바이트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컴퓨터의 메인보드 기능과 ‘일부’ 하드디스크의 기능을 하나의 칩으로 구
현한 것이다. 여기서 ‘일부’ 하드디스크의 기능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하드디스크와 유사하
면서도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의 예로 Atmel Studio

7을 사용하여 ATmega128에서 실행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먼저 Atmel
Studio 7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데,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에 설치된다. 설치가 끝나면 아
이콘을 더블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하드디스크에 설치된 프
로그램은 메인 메모리로 읽혀지고 메인 메모리로 이동한 프로그램은 다시 CPU로 이동하여 화
면에 멋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여 주면서 프로그램 입력을 기다린다.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은 컴퓨터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면서도 세부
사항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이전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동일하
다. 하지만 마이크로컨트롤러에는 하드디스크가 없다. 그렇다면 어디에 프로그램이 설치될까?
바로 메모리에 설치된다. 컴퓨터에서 메모리라고 불리는 메인 메모리는 전원이 꺼지면 그 내용
이 지워지는 휘발성 메모리로 DRAM으로 만들어진다. 반면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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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치되는 메모리는 전원이 꺼져도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로 플래시 메모리
또는 프로그램 메모리라고 불린다.
프로그램 설치 후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로 옮겨 와
야 하지만, 마이크로컨트롤러의 경우 이미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위치해 있으므로 바로 실행
가능하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생성되는 변수들의 값 역시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에 저
장된다. 예를 들어, 코드 2-1에서 변수 ch의 값은 프로그램이 실행된 후 키가 눌러질 때까지 알
수 없으며 키가 눌러진 후에라야 그 값이 메인 메모리에 저장된다. 컴퓨터의 경우 하드디스크
에서 읽혀진 프로그램과 변수값은 동일한 메인 메모리에 저장된다. 즉, 폰 노이만 구조를 사용
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컨트롤러의 경우 변수값이 저장되는 메모리는 프로그램이 저장되
는 메모리와는 다른 SRAM에 저장된다. SRAM은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와 동일하게 휘발성 메
모리이므로 전원이 꺼지면 그 내용은 사라진다. 하지만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가 DRAM인 것
과 비교하여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는 SRAM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서 실행 결과를 하드디스크에 기록하여 다음번 실행 시에
이전 실행 결과를 참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면서 이전에 열어 본 문
서 목록이 메뉴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을 것이다. 하드디스크의 어딘가에 이
전에 편집한 문서의 목록이 저장되어 프로그램에서는 이를 읽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마이크
로컨트롤러에서 이와 유사하게 현재 상태를 기록한다고 생각해 보자. 어디에 기록해야 할까?

SRAM은 휘발성이므로 데이터를 기록해 놓을 수 없다. 플래시 메모리는 롬에 가까워 프로그
램이 실행 중인 동안 정보를 기록할 수 없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에 플래시 메모리에 쓰기
가 가능하긴 하지만,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가 플래시 메모리에 쓰기가 가능한 유일한 경우다.
제3의 메모리인 EEPROM이 바로 여기에 사용된다. EEPROM은 플래시 메모리와 같이 비휘
발성이면서도 읽고 쓰기가 자유로운 메모리로, 프로그램 실행 중에도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
어 보존이 필요한 정보를 기록해 두기에 적합하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는가? 플
래시 메모리를 EEPROM으로 대체하면 프로그램 실행 중에도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자유
롭게 읽고 쓸 수 있지 않을까? 프로그램 메모리는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다. 만약
실행 중에 프로그램 메모리에 쓰기가 가능하다면 프로그램 실행 중에 프로그램 자체를 바꾸
는 것도 가능해져 이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플래시 메모리에 실행 중 정보
를 기록하지 못하는 것은 플래시 메모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프로그램 메모리이기 때문이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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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PROM이 기능적인 면에서 흠잡을 데 없긴 하지만 쓰기 속도가 느려 데이터를 기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EEPROM은 반드시 기록해서 보존해야만 하는 작은 크기의 정보를 기록
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기를 추천한다.
그림 2-5는 컴퓨터와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을 비교하여 나타
낸 것이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기능을 담당하는 ATmega128의 메모리는 플래시 메모리와

EEPROM이며,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 기능을 담당하는 ATmega128의 메모리는 플래시 메모리
와 SRAM이다. 이처럼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실행되는 과정은 비슷하지만 각 단계에서 사용되
는 메모리는 서로 다르며, 이는 컴퓨터의 CPU는 폰 노이만 구조를, ATmega128의 CPU는 하
버드 구조를 사용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 준비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메모리(플래시 메모리)

EEPROM

CPU
레지스터

SRAM
데이터
영구 저장

실행 중 데이터 저장

⒜ 마이크로컨트롤러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
실행 준비

프로그램
실행

CPU

메인
메모리

하드
디스크

(DRAM)

레지스터

데이터
영구 저장
실행 중 데이터 저장

⒝ 컴퓨터
그림 2 - 5 프로그램 실행 과정과 메모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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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모리 주소
세 종류의 메모리는 각기 별도의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다. 그중 구조가 가장 간단한 메모리
는 EEPROM으로, 바이트 단위로 메모리 주소가 정해지며 입출력 역시 바이트 단위로 이루어
진다. EEPROM의 읽기와 쓰기 중 특히 쓰기 속도가 느려 빈번하게 값을 기록하는 용도보다는
값을 한 번 기록한 후 자주 참고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플래시 메모리는 128KB 크기를 가진다. ATmega128에는 8비트 CPU가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기계어 명령어는 16비트 또는 32비트 크기를 가지고 있다. ATmega128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
계어 명령어는 130여 개에 불과하므로 8비트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피연산자를 포함하게 되면

8비트로는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플래시 메모리의 주소는 다른 메모리들과 다르게 2바이트
단위로 정해져 있고 128KB의 메모리는 64K개의 주소(128KB ÷ 2Byte)를 표현하기 위해 16비트
의 주소(64K = 64 × 210 = 26 × 210 = 216)를 사용하고 있다. 플래시 메모리의 최소 번지는 0x0000
이며 최대 번지는 0xFFFF이다.

버스 시스템
버스란 마이크로컨트롤러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에서 정보가 교환되는 통로를 말한다. 메모리의 200번지에

100의 값을 기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중앙처리장치(CPU)는 메모리에 어떤 정보를 전달해야 할까? CPU
는 메모리에 기록할 값인 100, 값을 기록할 번지인 200, 그리고 메모리가 쓰기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
어 등 세 가지의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이들 세 가지 정보는 그 특징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전용의 데이터 이
동 경로, 즉 버스를 통해 전달된다. 메모리에 기록할 값은 ‘데이터 버스’를 통해, 메모리의 번지는 ‘어드레스 버
스’를 통해, 그리고 쓰기 명령어는 ‘제어 버스’를 통해 전달되며, 이들을 모두 통틀어 ‘시스템 버스’라고 한다.
어드레스 버스

200
CPU

데이터 버스

100

메모리

제어 버스

WRITE

어드레스 버스는 CPU에서 메모리로만 전달되는 단방향 버스지만, 데이터 버스는 값을 읽고 쓸 수 있는 양방
향 버스다. 제어 버스는 CPU에서 메모리로 명령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메모리의 상태나 동작 중 발생하는 오
류 등을 전달하기 위해서도 사용되므로 데이터 버스와 마찬가지로 양방향 버스다.

CPU 내에서 데이터는 워드(word) 단위로 처리된다. ATmega128의 경우 8비트 CPU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워드
는 1바이트이며 데이터 버스의 폭 역시 1바이트가 된다. 데이터 버스의 크기는 종종 해당 CPU의 처리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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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인텔의 최신 CPU의 경우 8바이트, 64비트의 데이터 버스 폭을 가지고 있다.
어드레스 버스의 크기는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ATmega128에서 데이터 메
모리의 경우 가장 큰 메모리 주소는 0xFFFF이므로 데이터 메모리를 위한 어드레스 버스의 크기는 16비트가
된다. 프로그램 메모리의 경우도 가장 큰 프로그램 메모리 주소는 0xFFFF이지만, 데이터 메모리의 경우 하나
의 번지에 1바이트의 데이터가 기록되는 반면 프로그램 메모리의 경우에는 하나의 번지에 2바이트의 명령어
가 기록된다.

플래시 메모리는 2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플래시 메모리는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
을 저장하는 공간이지만, 부트로더(bootloader)라고 불리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위해 일부 공간
을 사용할 수 있다. 부트로더 역시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인 점은 동일하지만, ‘boot+loader’
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이크로컨트롤러가 ‘부팅’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용도로 흔히 사용된다. 그림 2-6
은 ATmega128의 플래시 메모리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부트로더의 크기는 설정에 따라 최소

1KB에서 최대 8KB의 크기를 가질 수 있으며14 프로그램 메모리의 가장 뒤쪽에 위치한다.
0x0000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영역

부트로더 영역

0xFFFF
= 1111 1111 1111 11112

그림 2 - 6 ATmega128의 플래시 메모리 구조

데이터 메모리인 SRAM은 세 종류의 메모리 중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실 그 구
조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SRAM은 레지스터와 주소를 함께 사용하여 이해하기 까다로울 뿐
이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마이크로컨트롤러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귀찮은 부분은 레지스터다.

ATmega128에는 256개의 레지스터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세 부분으로 나뉜다. 컴퓨
터에서 레지스터라고 하면 연산을 위해 필요한 피연산자와 연산의 결과를 임시로 저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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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내의 기억장치를 가리키는데, 이를 범용 레지스터라고 한다. ATmega128에도 32개의 범
용 레지스터가 준비되어 있으며, (0x00)부터 (0x1F)까지의 메모리에 위치한다. 이를 제외한 나
머지 224개 레지스터는 입출력 레지스터에 해당한다. 224개 입출력 레지스터는 다시 (0x20)부
터 (0x5F)까지의 번지에 해당하는 64개 기본 입출력 레지스터와 (0x60)부터 (0xFF)까지의 번지
에 해당하는 확장 입출력 레지스터로 구별된다.15 기본 입출력 레지스터에 속하는 64개 레지스
터는 이름이 모두 정해져 있지만, 확장 입출력 레지스터에 속하는 160개 레지스터는 41개만 이
름이 정해져 있으며, 나머지 119개는 추후 사용을 위해 남겨져 있다. 물론 이름이 정해진 레지
스터의 경우에도 일부 비트만이 사용되고 전체 8비트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표 2 - 5 ATmega128의 레지스터 개수

사용 가능한 개수

실제 정의되어 사용하는 개수

추후 사용을 위해 예약된 개수

범용 레지스터

32

32

0

입출력 레지스터

64

64

0

확장 입출력 레지스터

160

41

119

합계

256

137

119

앞에서 SRAM은 레지스터와 메모리 주소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림 2-7을 보
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32개 범용 레지스터

0x0000~0x001F

64개
입출력 레지스터

0x0020~0x005F

160개
확장 입출력
레지스터

0x0060~0x00FF

4KB

내부 SRAM

0x0100~0x010FF

0x1100~0xFFFF
최대 64KB
외부 SRAM

그림 2 - 7 ATmega128의 데이터 메모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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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범용 레지스터 32개가 0번지부터 할당되고, 다음으로 기본 입출력 레지스터와 확장 입출
력 레지스터가 할당되어 있다. 그 뒤에는 4KB 크기의 SRAM 주소가 할당되어 있으며, 이후
번지는 외부 SRAM을 위해 남겨져 있다. 데이터시트에서는 최대 64KB의 외부 SRAM을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외부 메모리에 할당할 수 있는 주소는 0xEF00개
(0x1100~0xFFFF)로 61,184Byte = 59KB에 해당한다. 즉, 메모리의 주소를 16비트로 지정하므
로 최대 64KB 크기의 외부 메모리를 연결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59KB 크기의 외부 메모리는 존
재하지 않는다) 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16

AVR에서 레지스터와 SRAM으로 이루어지는 메모리를 데이터 메모리라고 부른다. EEPROM
역시 데이터 저장을 위해 사용하는 메모리지만 별도의 주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소를 이야
기하는 경우 데이터 메모리에 EEPROM을 포함시키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ATmega128에는 세 종류의 메모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세 종류의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엄청
나게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작성
하면서 프로그램이 적재되는 메모리 주소나 현재 계산 결과를 저장할 변수가 위치하는 메모리
주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은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을 것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도 마찬가지다.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플래시 메모
리와 변수의 값이 저장되는 SRAM의 주소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데이터 메모리의 일부를 차
지하는 레지스터는 어떤가? 모든 레지스터에는 이름이 정해져 있으므로 레지스터 사용을 위
해 번지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EEPROM은 다르다. EEPROM은 유일하게 번지로만 접
근이 가능한 메모리이므로 데이터를 읽거나 쓰기 위해서는 번지를 사용해야 한다.
앞에서 ‘PORTB’ 레지스터의 정의를 살펴본 것이 기억나는가? PORTB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
펴보자.
#define PORTB _SFR_IO8(0x05)

앞에서 언급하지 않고 슬쩍 지나친 부분이 바로 ‘_SFR_IO8’이라는 매크로다. _SFR_IO8은 입
출력 주소를 데이터 메모리 주소로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입출력 주소’는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주소와는 또 다른 주소로, 기본 입출력 레지스터로만 구성되는 공간에 할당되는 주소를
말한다. 그림 2-7에서 기본 입출력 레지스터는 데이터 메모리의 0x20부터 0x5F까지의 주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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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입출력 주소는 데이터 메모리 주소에서 0x20을 뺀 값,
즉 첫 번째 입출력 레지스터의 주소가 영(zero)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부록 A의 레지스
터 목록을 살펴보면 기본 입출력 레지스터에는 2개의 번지가 할당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하나는 입출력 주소이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 메모리 주소에 해당한다. 반면 확장 입출
력 레지스터는 데이터 메모리 주소로만 정의된다.

3 범용 레지스터, 전용 레지스터
그림 2-4에는 위에서 설명하지 않은 몇 개의 레지스터가 더 포함되어 있으며 상태 레지스터
(status register), 명령어 레지스터(instruction register), 프로그램 카운터(program counter) 등이 여기

에 속한다. 이외에도 그림 2-4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프로그램 실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는 레지스터에는 스택 포인터(stack pointer)가 있다.

CPU 내에서 실제 연산은 산술 논리 연산장치(Arithmetic Logic Unit, ALU)에서 이루어진다. 컴퓨
터가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ALU에서는 한 번에
하나의 명령어만을 처리할 수 있으며, 여러 프로그램을 짧은 시간 동안 번갈아 실행함으로써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뿐이다.

CPU에서 실행되는 문장은 명령어에 해당하는 연산자(operator)와 피연산자(operand)로 구성된
다. CPU에서는 한 번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명령을 실행하므로 다음에 실행할 명령이 저장된
프로그램 메모리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
는 곳이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PC)다. PC에서 가리키는 프로그램 메모리 주소의 내용은 명령
어 레지스터에 먼저 저장된다. 명령어 레지스터에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이 저장된다고 보면 된
다. 다음에 실행할 명령에서 피연산자는 32개의 범용 레지스터에 저장되며, 연산자는 명령어
해석기를 통해 실제 연산을 수행할 장치로 제어 신호를 통해 알려 주게 된다.
제어 신호를 통해 ALU에서 연산을 수행한 후 그 결과는 상태 레지스터에 반영한다. 상태 레지
스터(SREG)는 1바이트 크기의 레지스터로, 각 비트는 다양한 연산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분기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태 레지스터의 구조는 그림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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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7

6

5

4

3

2

1

0

비트 이름

I

T

H

S

V

N

Z

C

읽기/쓰기

R/W

R/W

R/W

R/W

R/W

R/W

R/W

R/W

초깃값

0

0

0

0

0

0

0

0

그림 2 - 8 상태 레지스터의 구조

상태 레지스터 각 비트의 의미는 표 2-6과 같다.
표 2 - 6 상태 레지스터 비트

비트 번호

비트 이름

7

I

6

T

설명

Global Interrupt Enable: 전역적인 인터럽트 발생을 허용한다. 인터럽트 발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역 인터럽트 비트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SEI(Set Interrupt), CLI(Clear
Interrupt) 명령을 통해 설정할 수 있다.
Bit Copy Storage: 비트 복사를 위한 BLD(Bit Load), BST(Bit Store) 명령에서 사용한다.
BST 명령에 의해 비트 값을 비트 T에 저장할 수 있으며, BLD 명령에 의해 비트 T의
내용을 읽어 올 수 있다.

5

H

Half Cary Flag: 산술 연산에서의 보조 캐리 발생을 나타낸다. 보조 캐리는 바이트 단위
연산에서 하위 니블(nibble)로부터 발생하는 자리 올림을 말한다.

4

S

Sign Bit: 부호 비트로, 음수 플래그(N)와 2의 보수 오버플로 플래그(V)의 배타적
논리합(XOR)으로 설정된다(S = N ⊕ V).

3

V

2

N

Negative Flag: 산술 연산이나 논리 연산에서 결과가 음수임을 나타낸다.

1

Z

Zero Flag: 산술 연산이나 논리 연산에서 결과가 영(zero)임을 나타낸다.

0

C

Carry Flag: 산술 연산이나 논리 연산에서 캐리가 발생했음을 나타낸다.

2’s Complement Overflow Flag: 2의 보수를 이용한 연산에서 자리 올림이 발생했음을
나타낸다.

ATmega128의 데이터 버스의 크기는 8비트인 반면 어드레스 버스의 크기는 16비트다.
ATmega128의 모든 레지스터 크기 역시 8비트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 8비트 크기의 레지
스터로 16비트의 주소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해답은 간단하다. 2개의 레지스터를 동시에
사용하면 된다. 32개의 범용 레지스터는 데이터 메모리의 0(0x00) 번지에서 31(0x1F) 번지까지
지정되어 있으며, 피연산자와 연산 결과를 임시로 저장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먼저 범용 레
지스터의 구조를 살펴보자.

2.4 ATmega128의 내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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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B

LSB
R0

0x00

R1

0x01

R2

0x02

R3

0x03

...

R26

0x1A

X 레지스터 하위 바이트

R27

0x1B

X 레지스터 상위 바이트

R28

0x1C

Y 레지스터 하위 바이트

R29

0x1D

Y 레지스터 상위 바이트

R30

0x1E

Z 레지스터 하위 바이트

R31

0x1F

Z 레지스터 상위 바이트

그림 2 - 9 범용 레지스터의 구조

그림 2-9의 범용 레지스터의 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32개의 범용 레지스터 중 마지막 6개 레지
스터(R26~R31)는 3개의 16비트 레지스터인 X, Y, Z 레지스터를 구성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X, Y, Z 레지스터의 구조는 그림 2-10과 같이 2개의 범용 레지스터를 연결해 놓은 형태다.
비트

15

X 레지스터

비트

0
XL

R27

R26
8

7

0

YH

YL

R29

R28

15

Z 레지스터

7

XH

15

Y 레지스터

비트

8

8

7

0

ZH

ZL

R31

R30

그림 2 - 10 X, Y, Z 레지스터의 구조

X, Y, Z 레지스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프로그램 메모리와 데이터 메모리에서 번지를
직접 지정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번지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메모리는 EEPROM이 유일하다
는 점을 앞에서 이미 설명했다. X, Y, Z 레지스터는 CPU가 동작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사
용되는 레지스터이므로 프로그래머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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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프로그램 메모리 역시 16비트의 주소를 가진다는 점이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사용하는 변수는 데이터 메모리인 SRAM에 생성된다. 하지만 SRAM은 4KB의
크기를 가지므로 배열과 같이 큰 메모리를 요구하는 변수를 저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경
우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프로그램 메모리에 변수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실
행되는 동안 프로그램 메모리에 값을 기록할 수는 없으므로 프로그램 메모리에 저장된 변수
의 값을 변경할 수는 없지만, 참조 테이블(lookup table)과 같이 읽기만 하는 변수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메모리에 변수를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 메모리의 주소를 지정하기 위
해서는 16비트 주소가 필요한데, 이때 X, Y, Z 레지스터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레지스터는 스택 포인터다. 스택은 함수 호출, 인터럽트 발생 등에 의해 순
차적인 실행의 흐름이 바뀔 때 지역변수를 저장하고, 함수 실행이나 인터럽트 처리 등이 종료
된 이후 다시 실행해야 할 명령이 저장된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 마련한 메모리 공간을
가리킨다. 스택은 SRAM의 마지막에 위치하며, 스택 포인터는 스택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
는 위치를 가리킨다.
스택 포인터의 초깃값은 SRAM의 가장 큰 메모리 번지를 가리키고 있다. 스택에 데이터를 저
장하는 명령은 PUSH로, 데이터가 저장되면 스택 포인터의 값은 감소한다. 스택에 저장된 데이
터를 제거하는 명령은 POP이며, 데이터가 제거되면 스택 포인터의 값은 증가한다.
초기 상태

PUSH 100

POP

100
SP

0x10FF

⒜ 초기 상태

SP

0x10FE

⒝ PUSH

SP

0x10FF

⒞ POP

그림 2 - 11 스택의 동작

스택 포인터는 SRAM의 메모리 번지를 가리키므로 메모리 번지를 저장하기 위해 16비트 크
기의 레지스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스택 포인터는 8비트의 SPH(Stack Pointer High Register)와

SPL(Stack Pointer Low Register) 레지스터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2.4 ATmega128의 내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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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15

14

13

12

11

10

9

8

SPH

SP15

SP14

SP13

SP12

SP11

SP10

SP9

SP8

SPL

SP7

SP6

SP5

SP4

SP3

SP2

SP1

SP0

비트

7

6

5

4

3

2

1

0

R/W

R/W

R/W

R/W

R/W

R/W

R/W

R/W

R/W

R/W

R/W

R/W

R/W

R/W

R/W

R/W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읽기/쓰기

초깃값

그림 2 - 12 스택 포인터 레지스터의 구조

4 시스템 클록
디지털 시스템에서 동작의 기준이 되는 신호를 클록 (clock)이라고 한다. 이 책에서는

ATmega128에 16MHz 크리스털을 연결하여 사용한다. 즉, 1초에 최대 16M개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인텔의 최신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경우 3GHz 이상의 클록을 사용하므로
단순 비교해 보아도 인텔의 최신 마이크로프로세서는 ATmega128에 비해 약 200배 빠른 속도
로 명령을 처리할 수 있다. 물론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마이크로컨트롤러는 그 목적이 다르므
로 단순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것이다.

ATmega128이 16MHz 클록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기능의 경우에는 다른 주파수의 클
록에 의해 동작한다. 예를 들어 ATmega128의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는 CPU가 동작하는
속도보다 낮은 속도에서 동작한다. 따라서 CPU에 공급되는 클록의 속도를 낮추어서(이를 분
주(prescale)라고 한다) 사용한다. 또한 CPU 클록과는 독립적인 클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ATmega128에는 시스템이 예상치 못하게 무한 루프에 빠지거나 정지하는 경우를 검사하는 워
치도그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워치도그를 동작시키기 위한 클록은 CPU 클록과는 별개의
내부 오실레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시계 기능을 위한 RTC(Real Time Clock) 역시 CPU 클
록과는 별도의 외부 클록을 사용한다. 일부 ATmega128 보드의 경우 2개의 클록을 포함한 경
우를 볼 수 있다. 이 중 하나는 CPU의 동작 속도를 결정하는 CPU 클록(또는 시스템 클록)이며,
나머지 하나는 RTC에 공급되는 32.768KHz 클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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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록을 이야기할 때 주의할 점은 ATmega128이 16M개의 명령을 처리하는 것과 16M개의 사칙
연산을 수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이다. ATmega128의 특징 중 하나가 2 클록에 곱셈이 가
능하다는 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가? ATmega128은 1초에 최대 16M개가 아닌 8M개의 곱
셈을 실행한다. 곱셈 역시 ATmega128이 처리할 수 있는 명령인 것은 사실이지만, ATmega128
이 처리할 수 있는 명령은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의 명령이 아닌 기계어 수준에서 처리할 수 있
는 명령이다. ATmega128이 처리할 수 있는 명령은 기계어 명령으로 130여 개뿐이며 RISC 구
조를 채택하여 ‘대부분의’ 명령을 한 클록에서 처리한다. 반면 사람이 생각하는 명령은 여러
개의 기계어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 판
별식을 계산하는 명령을 생각해 보자. 판별식 ‘d = b × b – 4 × a × c;’를 계산하는 명령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명령일 수 있지만, 세 번의 곱셈과 한 번의 뺄셈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곱셈은 2 클록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림잡아도 7 클록이 소요된다. 이처럼 사람이 생각하
는 명령과 실제 ATmega128이 실행하는 명령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람이 생각하는
명령의 수와 실제 CPU에서 실행되는 명령의 수는 달라진다.

ATmega128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록 소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CKSEL(Clock Selection)
퓨즈 비트를 통해 설정할 수 있다. 표 2-7은 ATmega128에서 사용 가능한 클록 소스의 종류
를 나타낸 것이다. ATmega128은 디폴트로 조정된 내부 RC 오실레이터를 사용하도록(CKSEL =
00012) 설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외부 클록 없이도 동작한다.
표 2 - 7 ATmega128의 클록 소스

클록

CKSEL[3:0]

외부 크리스털/세라믹 레조네이터

1111~1010

외부 저주파 크리스털

1001

외부 RC 오실레이터

1000~0101

조정된(calibrated) 내부 RC 오실레이터

0100~0001

외부 클록

0000

먼저 클록 소스의 종류를 살펴보자. 이 책에서는 클록 소스로 16MHz의 크리스털을 사용한
다. 크리스털(crystal, X-tal)은 대표적인 발진자로, 발진자란 클록을 생성하는 부품을 말한다. 크
리스털은 2개의 핀을 가지고 있지만, 극성이 없으므로 연결 방향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크
리스털은 자체적으로 클록을 생성하지 못하고 마이크로컨트롤러의 내부 회로와 함께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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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록을 생성한다. 이처럼 일정한 주파수의 클록을 출력하는 동작을 ‘발진’이라고 한다. 수정(크
리스털)을 얇게 자르고 전기적 신호를 가하면 수정 편의 두께와 잘린 각도 등에 의해 일정한 주

파수로 진동하는데, 이때 진동 주파수는 전압, 온도, 습도 등의 외부 환경에 영향을 적게 받
으므로 안정적인 클록 생성이 가능하다. 안정도는 10-6~10-8 정도로 10MHz 클록의 경우 최대

10Hz 정도의 오차가 발생한다.
레조네이터(resonator)는 일반적으로 세라믹 발진자를 가리킨다. 세라믹 레조네이터는 압전 효
과를 이용하여 클록을 생성하며, 크리스털보다 안정도가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10-3~10-4 정도
의 안정도를 가지고 있다.
크리스털을 사용하는 경우 클록 생성을 위해 발진 회로를 추가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ATmega128은 내부에 발진 회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크리스털만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ATmega128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클록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발진자와 발진 회로가 포함된
부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오실레이터라고 한다. 오실레이터는 일반적으로 4개의 핀을 가
지고 있으며, 그중 2개는 VCC와 GND에 해당한다. 나머지 2개 핀 중 하나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로 클록 신호를 발생시킨다.

⒜ 크리스털

⒝ 오실레이터

그림 2 - 13 크리스털, 오실레이터

크리스털은 ATmega128의 XTAL1, XTAL2(또는 Xin, Xout) 핀에 연결하여 사용하며 세라믹 레
조네이터 역시 마찬가지다. 크리스털의 연결 방법은 그림 2-14와 같으며, 16MHz 크리스털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커패시터는 12~22pF 용량을 사용한다. 저주파 크리스털 오실레이
터는 32.768KHz 크리스털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32.768KHz 크리스털의 경우 내부에 커
패시터가 포함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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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14 크리스털 오실레이터 연결

RC 오실레이터는 저항(R)과 커패시터(C)를 사용하여 만든 오실레이터로, 발진 주파수는
1
f=
로 결정된다. RC 오실레이터는 정밀도가 낮지만 간단히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3RC
ATmega128 내부에도 RC 오실레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내부 RC 오실레이터의 경우 1.0MHz,
2.0MHz, 4.0MHz, 8.0MHz 클록을 공급할 수 있으며, 외부 클록 소스를 필요로 하지 않아 디
폴트로 사용하는 클록 소스이기도 하다. 외부 RC 오실레이터는 XTAL1 핀에 연결하며 XTAL2
핀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림 2 - 15 RC 오실레이터 연결

외부 클록 역시 RC 오실레이터와 마찬가지로 XTAL1 핀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오실레이터는
자체적으로 클록을 생성하므로 ATmega128에서 클록 소스를 선택하는 퓨즈 비트를 잘못 설정
하여 마이크로컨트롤러가 동작하지 않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17

2.4 ATmega128의 내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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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령어 실행
ATmega128은 선택한 클록 소스(clkCPU)에 의해 동작한다. ATmega128에서 명령어의 실행은 파
이프라인을 통해 대부분 1 클록에 실행되는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클록에 실행
이 가능한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CPU에서 명령어를 실행하는 과정은 명령어를 읽고, 해석하고, 실행하고, 결과
를 쓰는 4개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CPU의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ATmega128에서의 명령 실행 단계는 (플래시 메모리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메모리에서 명령어를
읽어 오는 단계와 명령어를 실행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명령 실행의 두 단계는 파이
프라인에 의해 중첩되어 실행된다.
T1

T2

T3

T4

clkCPU
첫 번째 명령어 읽기
첫 번째 명령어 실행
두 번째 명령어 읽기
두 번째 명령어 실행
세 번째 명령어 읽기
세 번째 명령어 실행
네 번째 명령어 읽기

그림 2 - 16 ATmega128에서 명령어 실행을 위한 파이프라인

읽기 단계는 (플래시 메모리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메모리에서 명령어를 읽어 오는 단계이며, 실
행 단계는 ALU에서 레지스터에 있는 피연산자를 사용하여 연산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해당
레지스터에 기록되기까지의 단계를 말한다. RISC 구조의 특징 중 하나는 메모리를 읽거나 쓰
는 명령이 연산 명령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실제 연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LOAD 명령을 통해 피연산자가 레지스터로 옮겨진 상태여야 하며, 연산 결과는 레지스터에만
기록된다. 레지스터에 기록된 연산 결과는 필요하다면 메모리에 기록할 수도 있지만, 연산 과
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결과인 경우에는 메모리에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STORE 명령을 통해 명시적으로 메모리에 기록해야 한다. ATmega128에서의 연산은 레지스터
에 있는 값을 읽고 계산하여 레지스터에 결과를 쓰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명령어 실행 단계에
서는 하나의 클록만을 사용하므로 한 클록에 3개의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ALU는 CPU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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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클록을 3개의 하위 클록으로 나누어서 동작한다. 즉, 크리스털을 통하여 생성한 클록은

16MHz이지만, ALU에서는 이의 3배에 해당하는 48MHz로 동작하는 것이다.
T1

T2

T3

T4

clkCPU
총실행 시간
레지스터
피연산자 읽기

ALU 연산 실행
결과 쓰기

그림 2 - 17 ALU의 동작 클록

이외에도 ATmega128은 다양한 인터럽트를 지원하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장치와 다양한
시리얼 통신 장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해당 장에서 상세히 다룬다.

2.5 요약
ATmega128은 저전력 고성능의 8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로, 아트멜의 AVR 시리즈에 속하는 마
이크로컨트롤러 중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마이크로컨트롤러 중 하나다. AVR 시리즈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8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 중에서는 최신의 구조를 반영하여 설계했으므로 다른 8
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다. 게다가 다양한 관련 정보를 온·오프라인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 또한 AVR의 대중화를 이끄는 데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AVR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의 우수성은 최근 오픈소스 마이크로컨트롤러 프로젝트로 주목
받고 있는 아두이노에서 AVR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채택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Tmega128은 플래시 메모리, SRAM, EEPROM 등 세 종류의 메모리를 포함하고 있다.
ATmega128은 하버드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플래시 메모리와 SRAM은 각각 프로그램 메
모리와 데이터 메모리로 사용된다. EEPROM은 비휘발성의 메모리로 프로그램 정보 등을 기록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일부 마이크로컨트롤러의 경우 EEPROM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EEPROM은 간단하게 읽기와 쓰기 작업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2.5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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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ega128에서는 53개의 데이터 핀을 사용하여 다양한 주변장치와 연결할 수 있다. 주변장치
는 UART, I2C, SPI 등의 통신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들 통신 방법은 대부분의 마이크로컨트
롤러에서 제공하는 방법인 데다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ATmega128을 통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활용한 제어장치를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더 많은 수의 입출력 핀이나 더 큰 프로그램 메모리가 필요하다면 동일한 AVR 시리즈 마이크
로컨트롤러에 속하는 ATmega2560을 채택하고, ATmega128보다 간단한 마이크로컨트롤러가
필요하다면 ATmega328을 사용하면 된다. AVR 시리즈 마이크로컨트롤러는 메모리의 크기와
데이터 핀의 수에 따라 다양한 제품군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이들 마이크로컨트롤러는 기본
적으로 ATmega128과 사용법이 동일하므로 ATmega128은 마이크로컨트롤러를 배우기 위한
훌륭한 시작점이 되어 줄 것이다.
이후 장에서는 이 장에서 언급한 ATmega128의 특징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는 방
법에 대해 알아보자. 이 책을 다 읽을 때쯤이면 ATmega128의 활용 방법은 물론 마이크로컨트
롤러로 할 수 있는 일들과 할 수 없는 일들을 구별하고, 원하는 시스템 구성을 위해 필요한 마
이크로컨트롤러를 선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ATmega128이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
용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연습 문제
1

ATmega128은 아트멜의 AVR 시리즈, 그중에서도 메가 시리즈에 속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 중 하나
다. 이외에도 메가 시리즈에 속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에는 ATmega328, ATmega2560 등이 있다. 하
드웨어 측면에서 이들 마이크로컨트롤러의 특징들을 비교해 보자. 하드웨어 측면의 특징은 핀 수, 데
이터 핀 수, 메모리 크기, 지원하는 통신 방법, 통신 포트의 수 등을 포함한다.

2

ATmega128은 플래시 메모리, SRAM, EEPROM 등의 세 종류 메모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플
래시 메모리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메모리로 모바일 장치와 싱글 보드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되는 메
모리에 SD(Secure Digital) 카드와 eMMC(Embedded Multi Media Card) 등이 있다. 플래시 메모리
와 SD 카드 및 eMMC와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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