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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북과학고등학교의 임베디드 동아리 SADA입니다. SADA는 평소에
아두이노와 센서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임베디드 시스템을 구현하는 활동을 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작동하는 기계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던 중 STEAM형 수업(물리적 지식과 정보과학을 융합하는 형태의 수업)에서 아두이노를 활
용해 중력가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장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통 과학 수업에서는
측정하기 힘들고 복잡했던 실험이 쉽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실
험에도 아두이노를 도입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평소 아두이노를 사용하며 얻은 지
식과 노하우, 학교에서 배운 과학적 지식을 십분 활용하여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실험들은 중고등학교 과학시간에 배울 수 있는 이론과 그 이론을 응용하는 추가적인
실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두이노 보드는 대부분 Uno를 사용하고, 간혹 Mega를 사용
하기도 합니다. 센서들은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실험 도구는 학교 과학실
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마도 MBL 같은 고가의 장비
를 사용하지 않고도 아두이노를 활용한 실험장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
을 것입니다. 아두이노의 특성상 센서와 회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그를 이용하기 위한 프
로그래밍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과학적 지식도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저희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이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분
들께 좋은 참고서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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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가 국내에 첫선을 보인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서 움직여보려
는 사람들에게 아두이노는 충분히 매력적인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아두이노는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어에 대한 약간의 지식만 있다면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갖
고 있다.
아두이노를 배우는 사람들은 맨 처음 책을 사서 따라 해본다. 그 단계를 지나게 되면 누구나
같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자, 다음엔 무엇을 만들어 볼까? 배운 걸 어떻게 응용해볼까?’ 바로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본교의 학생들도 이러한 고민에 직면하였다.
바로 그러한 고민에서 이 책은 출발하였다. 경기북과학고등학교의 과학동아리인 “SADA”는
임베디드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과학 동아리다. 학기 초에 아두이노에 대한
기초를 학습한 후, 그다음 과정으로 개인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과학고등학교라는 특
성을 살려 아두이노에 과학적 지식을 접목하여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있으며, 바로 그 결과물
들을 이 책에 담아내게 된 것이다. 이 책에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분야의 실험들
을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제작한 과정과 그 결과들이 담겨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의 이론적인
탐색, 실험 장치 제작, 실험 결과 해석을 자세히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 해결을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융합 능력
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1년 6개월의 집필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바쁜 일정과 방대한 학습량
을 소화해야 하는 과학고 학생들이었기에 책 집필이라는 압박과 원고 일정을 맞추는 일에 대
한 어려움이 컸으리라고 생각을 한다. 또한 각 교과 분야에 적합한 실험 주제를 학생 스스로
선정하고 직접 실험 장치를 만드는 과정의 어려움, 작성한 원고의 검토 과정에서 수많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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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찾아보며 미비한 이론적인 배경을 수정하는 과정 등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해결하며 책을 완성해낸 제자들의 노력과 그를 통해 학생들이 내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교사로서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들의 더 큰 성장을 응원한다.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 먼저 학생들이 다양한 과학
적 도전을 해볼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해주시는 경기북과학고등학교의 윤재철 교장선생님과
이병진 교감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또한 이 책의 감수를 위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학
생들의 원고를 검토하며 많은 도움을 주신 물리과의 박철영 선생님, 김형준 선생님, 채규선 선
생님, 화학과의 김재균 선생님, 생명과학과의 고봉건 선생님, 김지수 선생님, 지구과학과의 김
익순 선생님, 우홍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각종 실험에 필요한 도구를 빌려주며 학생들의 연구를 지
지해준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학생들의 출판 계획서를 검토하고 선뜻
출판을 계획해주신 제이펍의 장성두 대표님과 현지환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대표 감수자 박종화

감수자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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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CHAPTER

들어가며

0-1 아두이노란?
이 책을 읽고 계신 독자 중에는 아두이노에 원래부터 관심이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아두이노
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아두이노란 무엇이고, 어
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먼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두이노란, 오픈소스 기반의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입니다. 처음 개발될 때 교육용으로 만
들어졌으며, 다른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와는 다르게 프로그램을 올리는 과정이 단순하여 다
루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Arduino IDE에서 개발하며, 자바 기
반의 Processing 언어에서 파생되었으나 문법은 C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두이노
보드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우노(Uno)’이고 전체적인 성능을 업그레
이드한 형태가 ‘메가(Mega)’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 두 형태의 아두이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핀이나 메모리가 필요하거나 처리 능력이 높아야 하는 장치에서만 메가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두이노의 성능은 다른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에 하
나의 모듈만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실험 장치에서 제어와 데이터 수집을 담당하는 중앙처리장치 역할을 합니다.

1

아두이노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림 0 - 1 아두이노 우노

아두이노 프로그램 사용법
아두이노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IDE는 아두이노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arduino.cc/en/Main/Software 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0 - 2 아두이노 IDE 다운로드 사이트

화면의 오른쪽에서 각자 자신이 사용하는 운영체제에 맞는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됩니
다. 여기서는 Windows 기준으로 설치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Windows의 경우 Windows

Installer 링크를 클릭하면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내려받은 파일을 더블클릭하여 프로그
램을 설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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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그림 0 - 3 프로그램 설치

I Agree 버튼을 누르고 다음을 진행합니다.

확인

클릭

그림 0 - 4 설치 화면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Next 버튼을 누릅니다.

클릭

그림 0 - 5 설치 화면

프로그램 설치 경로를 확인하고 Install 버튼을 누릅니다.

0-1 아두이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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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 - 6 설치 화면

진행 바가 다 차면 바탕 화면에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이로써 아두이노 IDE
의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까요? 아두이노 아
이콘을 더블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아두이노 IDE가 실행됩니다.

그림 0 - 8 아두이노 IDE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실험 장치를 설계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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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 - 7 아이콘

1
CHAPTER

물 리

중력가속도 측정하기
학습목표




단진자운동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중력가속도 식을 유도할 수 있다.
아두이노와 포토 인터럽터를 사용하여 중력가속도 측정 장치를 설계할 수 있다.

1-1 실험 이론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또는 질량이 있는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의 두 가
지 의미로 쓰입니다. 후자가 더 폭 넓은 개념이긴 하나 이 장에서는 중력을 지구가 물체를 끌
어당기는 의미로 이해하고, 지표면에서의 중력가속도를 측정할 것입니다. 뉴턴의 운동 제2
법칙에 의해, 일정한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일정 가속도로 가속됩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
하면 F = ma 라고 쓸 수 있고, 여기서 작용하는 힘이 지구의 중력이면 가속도를 g 라고 하여

F = mg 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은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
에, 중력에 의한 가속도도 거의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실험을 통해 이 중력
가속도를 측정할 것입니다.
중력가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장에서는 단진자 운동을 사용하여 중
력가속도를 측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진자 운동이란 무엇일까요?

그림 1 - 1 지구의 중력

5

시계추를 한번 생각해볼까요? 단진자 운동이란, 이처럼 줄에 매달린 물체가 중력의 영향을 받
아 왕복운동을 하는 것이지요. 중력이 관여하는 진자 운동을 분석하면 중력가속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진자 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중력가속도를 구
해야 할지 생각해봅시다.

θ

L

T

mg sinθ
θ

mg cosθ

mg

그림 1 - 2 진자 운동의 힘 분석

먼저, 단진자에 작용하는 힘을 보겠습니다. 길이 l 인 실에 질량 m 인 진자가 달려있다고 하면,
진자에는 실의 장력 T 와 중력 mg 가 작용합니다. 그림 1-2에서 장력 T 는 다음과 같습니다.

T = mgcosθ
(단, T 는 장력)

식 1-1

그런데 중력의 cosθ 성분은 실의 장력과 평형을 이뤄 진자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식 1-1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남은 알짜힘은 중력의 sinθ 성분으로, 이 힘이 진자의 회전운동을 유발하
며 식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F = mLα = – mg sinθ

식 1-2

여기서 식 1-2에 설명을 덧붙이자면, 원이 회전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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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회전

∆θ

∆S

그림 1 - 3 원의 회전운동 분석

그림 1-3에서 초기의 왼쪽 원에서 빨간 점이 회전하여 오른쪽 원과 같은 상태가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S 와 L, θ 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S = L∆θ

식 1-3

위 식의 양변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S
∆θ
=L
∆t
∆t

식 1-4

여기서, 시간당 거리의 변화는 속도이고, 시간당 각도의 변화는 각속도이므로 위 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υ = Lω
(단, ω 는 각속도)

식 1-5

마찬가지로, 시간당 속도의 변화는 길이와 시간당 각속도의 곱과 같으므로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υ = L∆ω

식 1-6

위 식의 양변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υ
∆ω
=L
∆t
∆t

식 1-7

여기서, 시간당 속도의 변화는 가속도이고, 시간당 각속도의 변화는 각가속도이므로 다음이
성립합니다.

1-1 실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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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 = Lα

식 1-8

(단, α 는 각 가속도)

여기서 얻은 a를 F = ma 의 운동방정식에 대입하면 F = mLα 라는 식 1-2를 얻을 수 있습니다.
d 2θ
이제 식 1-2의 양변을 정리하고, 각가속도 α 를 2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dt

d 2θ
g
+
sinθ = 0
dt 2
L

식 1-9

진폭이 작을 때(θ ≃ 0) sinθ 는 θ 로 근사할 수 있으므로 식 1-9를 1-10처럼 쓸 수 있고, 이는 일
반적인 단진동의 미분방정식 형태와 일치합니다.

d 2θ g
+ θ=0
dt 2 L

g
임을 알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1을 참조해주세
L

따라서 단진동의 각진동수 ω =
요). 또한 ω 의 정의가

식 1 - 10

2π
이므로 각진동수 ω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T

ω=

2π
=
T

g
L

식 1 - 11

(단, T 는 주기)

마지막으로, 식 1-5를 g 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g=

4π2L
T2

식 1 - 12

(단, T 는 주기)

π 는 원주율로 그 값이 알려져 있고 L 은 우리가 정한 실의 길이이므로 실험을 통해 T 를 측정
하기만 하면 g 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단진자 운동의 주기를 측정하는 실험 장
치를 만들어야겠지요?
1
단진자 운동

2

3

포토인터럽터
물체 감지

4
주기 측정

그림 1 - 4 실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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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및 계산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설계해볼까요? 대략적인 실험 순서는 그림 1-4와 같습니다. 추가 단진
자 운동을 할 때 포토 인터럽터를 설치하여 주기를 측정할 것입니다.
포토 인터럽터는 광학적인 방법으로 게이트를 지나는 물체를 판단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포
토 인터럽터는 발광부인 발광 다이오드와 수광부인 포토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둘은 서로 마주보고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로 물체가 지나가면 발광 다이오드로부터의
빛이 차단되어 트랜지스터에 신호가 전달되지 않고, 트랜지스터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 이를
통해 게이트 사이로 지나가는 물체의 운동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 5 포토 인터럽터

포토 인터럽터를 회로에 연결할 때는 다음과 같이 전선을 연결합니다. 흰색 선과 적색 선은 양
쪽 적외선 발광부와 수광부에 5V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므로 아두이노의 5V 핀과 연결
합니다. 검은색 선은 GND로 접지하여 포토 인터럽터에 폐회로를 만들어주고, 녹색 선은 풀다
운 저항과 연결하여 물체가 감지되면 전압이 바뀌어 아두이노에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합니다.

1-1 실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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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험 방법
준비물

아두이노 우노, 포토 인터럽터, 브레드보드, 저항 2개(220Ω, 2㏀), 스탠드, 실, 추, 테이프, 케이블

먼저, 진자 운동 장치를 제작해보기로 합니다. 진자 운동 장치를 만드는 데는 진자를 이루는
실과 추, 그리고 이를 높게 고정할 스탠드가 필요합니다.

그림 1 - 6 진자 운동 장치를 만들기 위한 준비물

실의 길이를 0.5m로 잘라줍니다(쉬운 계산을 위한 길이입니다). 실이 끊어지지 않으면서도 진자
가 흔들리지 않도록 적당한 무게의 추를 달아줍니다. 이 실험에서는 50g의 추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이제 실과 추를 연결하여 스탠드에 매달아 진자 운동 장치를 완성합니다.

그림 1 - 7 진자 운동 장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실을 스탠드에 묶을 때 매듭이 스탠드 파이프의 아래쪽에 오도록 연결하
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듭이 위쪽에 오면 파이프에 실이 감기기 때문에 진자 운동 중에 실의
길이가 변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진자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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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8 실 연결 방법의 옳은 예(왼쪽)와 잘못된 예(오른쪽)]

진자 운동을 실험할 장치가 구성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회로
를 구성할 차례입니다. 진자의 운동을 포토 인터럽터로 감지할 것인데, 포토 인터럽터가 보내는
신호를 아두이노로 받아서 컴퓨터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로를 잘 구성해야겠지요?

➊
➋
그림 1 - 9 브레드보드 뷰

포토 인터럽터

그림 1 - 10 스케메틱

1-2 실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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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의 브레드보드 뷰를 참고하여 회로를 구성합니다. 포토 인터럽터의 출력 핀(녹색 선)을
아두이노의 2번 핀과 같은 줄에 연결하여 포토 인터럽터가 보내는 신호를 아두이노가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적색 선은 아두이노의 5V에 연결하고, 검은 선은 GND에 연결합니다. 나머지
선도 그림 1-9와 똑같이 연결해주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두 개의 저항을 사용하는데, 두 저항
의 값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➊ 번 저항은 풀다운 저항으로 2㏀짜리를 연결합니다(풀
다운 저항을 사용하는 이유는 부록을 참조해주세요). ➋ 번 저항은 적외선 발광다이오드에 전원을

공급하는 회로의 저항이므로 일반적인 220Ω짜리를 사용합니다.

그림 1 - 11 실제 회로의 모습

이제 회로의 구성이 끝났으니 회로와 실험 장치를 연결할 시간입니다. 포토 인터럽터를 추가
지나가는 위치에 정확히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림 1 - 12 완성된 실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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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실험 장치의 하드웨어 구성은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두이노를 제어하고 데이터를 받
아오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무용지물이겠지요? 아두이노 안에 들어갈 소프트웨어를 작
성할 차례입니다.
아두이노에서는 디지털 입력과 아날로그 입력을 모두 수신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입력은 전
압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하고, 아날로그 입력은 전압의 값을 특정 범위 내에서 연속적으로
측정합니다. 포토 인터럽터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으로 모두 출력이 가능한데, 이 실험 장
치에서는 디지털 출력을 사용하여 간단히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
드의 뼈대를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봅시다.
코드 1 - 1 포토 인터럽터의 기본 코드

Photo_Interruptor_Basic.i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int photoInterruptorPin = 2;
void setup()
{
pinMode(photoInterruptorPin, INPUT);
Serial.begin(9600);
}
void loop()
{
int result = digitalRead(photoInterruptorPin);
Serial.println(result);
delay(50);
}

먼저 포토 인터럽터의 출력을 받아오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포토 인터럽터는 물체의 유무를 0
과 1의 디지털 정보로 아두이노에 보내줍니다. 포토 인터럽터를 어느 핀에 연결했는지 보고,
그 핀의 모드를 pinMode 함수를 이용하여 입력 모드로 설정합니다. 10번 줄처럼 digitalRead
를 통해 정보를 읽어옵니다. 이 정보를 아두이노에서 PC로 시리얼 통신을 통해 전송하면 PC
의 시리얼 모니터에서 아두이노가 읽어온 포토 인터럽터의 값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두이노와 포토 인터럽터의 사용법을 알았으니 이를 통해 중력가속도를 계산하기 위한
주기 T를 측정해볼까요? 우선, 진자가 포토 인터럽터를 지나가는 시간 간격은 진자 운동 주기
의 절반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간격에 2를 곱해 진자의 주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주기를
앞서 유도한 식 1-6에 대입하면 중력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2 실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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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1 - 2 실험 장치의 프로그램

Photo_Interruptor_Complete.i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unsigned long duration;
int photoInterruptorPin = 2;
unsigned long before = 0;
unsigned long period = 0;
double pi = 3.14;
double length = 0.5;
void setup()
{
pinMode (photoInterruptorPin, INPUT);
Serial.begin(9600);
}
void loop()
{
duration = pulseIn(photoInterruptorPin, LOW);
if (duration > 0) {
period = (millis() - before) * 2;
Serial.println(4*pi*pi*length*1000*1000 / pow(period,2));
before = millis();
}
delay(500);
}

코드 1-2는 14번 줄에서 보듯이 pulseIn 함수를 사용하여 핀 입력이 0으로 지속된 시간을 측
정합니다. 이 시간이 0보다 크다는 것은 연속적으로 물체를 감지했다는 뜻이고, 그런 경우에
현재 시간에서 이전 측정 시간을 빼서 시간 간격을 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대로 2를 곱해서 주
기를 구하게 됩니다. 17번 줄을 보면, Serial.println 함수 인자에 식 1-12를 계산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00을 두 번 곱해준 것은 period 값이 millisecond 단위이기 때문에

1000을 두 번 곱하여 단위를 맞추어준 것입니다. 20번 줄의 delay(500)이라는 코드는 loop 함
수를 한 주기마다 500밀리초씩 지연시켜 더 안정적인 측정을 돕게 한 것입니다.

그림 1 - 13 실제 실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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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실제 실험 값을 얻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우리가 가정했던 작은 각도의 진자 운
동을 위해서는 처음에 진자를 조금만 움직여야 합니다. 진자가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게
주의하면서 포토 인터럽터 사이의 왕복운동을 계속 측정하면, 앞에서 작성한 코드에 의해 중
력가속도 값이 계산되어 모니터에 출력됩니다.

1-3 실험 결과

그림 1 - 14 아두이노 프로그램과 시리얼 모니터
표 1 - 1 실험 결과

측정값

실험 횟수

출력된 중력가속도 평균값

1

9.682

2

9.88

3

9.6

4

9.54

5

9.88

평균

9.63

이론값(9.8㎨)과의 오차

0.17

실험 결과, 표 1-1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섯 번의 실험으로 얻은 결과는 9.63으로, 지표
면의 중력가속도 값인 9.8 에 근접한 결과가 나왔습니다(오차 0.17). 오차의 원인으로는 스탠
드와 책상의 기울기, 주위의 바람, 공기의 저항력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의 시간이 지나면 진자가 멈추게 되는데, 바로 공기의 저항력이 작용해서 진자 운동의 속도가
1-3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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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중력가속도를 측정하는 데 오차로 작용합니다. 여러분도 실험 장
치를 설계하여 직접 실험해보면 위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알아보기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자!

아두이노가 제공하는 시리얼 통신은 시리얼 포트를 통해 서로 연결된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
록 해줍니다. 이 실험에서 아두이노가 측정한 중력가속도 값을 PC에 전송하여 엑셀 파일에서 처리할 수 있도
록 csv 파일을 만들고, csv 파일을 사용해 엑셀에서 실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싱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프로세싱은 아두이노와 마찬가지로 오픈 소스 기반
의 프로그래밍 언어이며, 다양한 그래픽을 보다 손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아두이노와의 호환성이 뛰어납니
다. 또한, 시리얼 통신을 처리하기 위한 코드와 파일 처리를 위한 코드 역시 간단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여
기서는 프로세싱을 사용하여 엑셀 파일로 데이터를 출력해보도록 합시다.
시리얼 통신에는 한 번에 둘 이상의 장치가 연결될 수 없으므로 프로세싱에서 시리얼 포트를 사용해 값을 받
아오기 위해서는 아두이노 IDE의 시리얼 모니터를 실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코드 1-3을 사용하면 프로세싱
을 실행하여 데이터를 받고 아무 키나 눌러서 데이터를 csv 파일로 저장한 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코드 1 - 3 데이터를 csv 파일로 내보내는 프로세싱 코드

DataSaveAsCSV.pd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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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processing.serial.*;
PrintWriter output;
Serial myPort;
void setup() {
size(500, 400);
println(Serial.list());
output = createWriter(“photogate.csv”);
myPort = new Serial(this, Serial.list()[0], 9600);
}
void draw () {
}
void keyPressed() {
output.flush();
output.close();
exit();
}
void serialEvent(Serial myPort) {
String input = myPort.readStringUntil(10);
if (input != null) {
print(“Received: “);
println(input);
output.print(input);
}
}

CHAPTER 1 중력가속도 측정하기

2번 줄에 선언된 PrintWriter는 프로세싱에서 파일에 쓰기 작업을 하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PrintWriter객체
를 만들고, 그 객체를 통해 csv 파일에 데이터로 쓰는 작업을 합니다. 9번 줄은 Serial 클래스의 생성자를 사
용하여 현재 열려있는 시리얼 포트 중 가장 첫 번째 포트를 프로세싱에 연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13번 줄
의 keyPressed 함수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싱에서 키보드 입력이 발생하면 작동하는 함수로, 여기에서는 직
접 그 함수 내부의 기능을 새로 정의합니다(이를 오버라이딩이라 합니다). keyPressed 함수 내부를 보면

PrintWriter인 output의 flush와 close 함수를 사용하여 파일의 끝을 맺고(flush) 닫은 후(close)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코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19번 줄의 serialEvent 함수는 시리얼 입력이 들어오면 작동하는 함수
로, 내부에는 readStringUntil 함수를 사용하여 10바이트 길이의 문자열을 읽어오고, 문자열이 제대로 들어
오면 이를 다시 output을 통해 csv 파일로 출력하는 코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1-3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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