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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아두이노 6DOF 휴머노이드 키트는 프레임에 바로 모터를 조립할 수 있는 구조라 누

구나 손쉽게 만들어서 주행&조작할 수 있습니다. 본 도서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로봇

을 조립하고 운행과 조작까지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안전하게 제작하도록 유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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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 않게 원리를 이해하고 조립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으며 이해되지 않거나 수정

할 부분이 있는 경우 본 도서의 기술지원 게시판, 이메일 등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

다. 

2 아두이노 로봇 

2.1 개요 

2.1.1 아두이노란? 
 

아두이노는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 보드 마이크로컨트롤러로 완성된 보드(상

품)와 관련 개발 도구 및 환경을 말합니다. 2005 년 이탈리아에서 하드웨어에 익숙지 

않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디자인 작품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아두이노는 처음에 AVR 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아트멜 AVR 계열의 보드가 현재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ARM 계열의 Cortex-M0(Arduino M0 Pro)과 

Cortex-M3(Arduino Due)를 이용한 제품도 존재합니다. 

 

아두이노는 다수의 스위치나 센서로부터 값을 받아들여, LED 나 모터와 같은 외부 전

자 장치들을 통제함으로써 환경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임베디드 시스템 중의 하나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이용하여, 장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IDE)을 제공하며, 소프트웨어 개발과 실행코드 업로드도 제

공합니다. 또한 어도비 플래시, 프로세싱, Max/MSP 와 같은 소프트웨어와 연동할 수 

있습니다. 

 



6 

 

 
 

아두이노 우노(Arduino UNO R3)는 아두이노 하드웨어 중 가장 인기가 있는 제품으

로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예제 리소스가 있으므로 아두이노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에

게 적합한 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환경에 익숙하고 더 많은 확장을 원한

다면 아두이노 메가(Arduino Mega 2560) 등 상위 제품을 찾아서 적합한 보드를 선

택하면 됩니다. 

 

2.1.2 왜 아두이노 로봇인가? 
 

로봇을 조작&운행하는데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한 제어가 필요하며,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하여 운행을 제어하는 로봇을 아두이노 드론이라고 부릅니다. 아두이노 

로봇의 장점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덕분에 교육용으로 쉽게 활용 가능합니다. 

 다양한 OS 환경을 지원하기에,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보드는 오픈소스로서, 각종 회로도나 펌웨어 소스가 인터넷에 공

유되고 있기에 저렴하게 구입&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드의 

종류도 다양하기에 다양한 종류의 아두이노 드론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램 역시 오픈소스로서, 로봇 제어에 필요한 프로그램 역시 

공개되어 있어 접근이 용이하여 누구나 쉽게 수정&작성하여 로봇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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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사용했던 여러 소프트웨어&하드웨어와 연동이 가능하기에, 융합 교

육이 가능합니다. 

 

위처럼 아두이노가 가지고 있는 접근가능성, 보편성, 확장성, 경제성, 융합성 등 여러 

장점들로 인해 DIY 용 로봇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2.2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아두이노 소프트웨어(IDE)는 코드 작성이 쉽고, 보드에 업로드하기도 용이

합니다. Windows, Mac OS X, 그리고 Linux 에서 작동합니다. 환경은 자바로 써있고, 

처리 소프트웨어와 다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아두

이노 보드와도 사용 가능합니다.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는 코드 작성을 위한 텍스트 에디터, 메시지 영역, 텍스트 콘솔, 

공통 기능과 메뉴 툴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두이노 하드웨어, Genuino 하드웨어

와의 연결을 형성하고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고 통신이 가능하게 합니다. 

 

 

2.2.1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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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주소로 접속하여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 

 

1. https://www.arduino.cc/en/Main/Software 접속 

2. Windows Installer 클릭하여 다운로드 

 

 
I Agree 를 클릭합니다 

 

 
Next 를 클릭합니다 

https://www.arduino.cc/en/Main/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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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 을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설치완료 

 

Arduino 아이콘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10 

 

 
실행화면 

 

2.2.2 스케치 작성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된 프로그램을 스케치(sketches)라고 부릅니다. 

스케치는 텍스트 에디터에서 작성되고 .ino 라는 파일 확장자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에디터에서는 자르기/붙여넣기 그리고 찾기/바꾸기가 가능합니다. 메시지 영역에서는 

저장과 내보내기의 피드백이 가능하며 오류를 보여줍니다. 콘솔은 아두이노 소프트웨

어가 출력한 텍스트(오류 메시지 등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우측 아래의 창에는 보드

와 시리얼 포트가 표시됩니다. 툴바 버튼들을 통해 검증, 업로딩, 작성, 열기, 스케치 

저장, 시리얼 모니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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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메뉴 
 

[스케치(Sketch)] 

- 확인/컴파일(Verify/Compile) 

 컴파일 과정에서의 오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코드와 변수들이 사용하

는 메모리 크기를 콘솔 영역에 보여줍니다. 

- 업로드(Upload) 

 코드를 컴파일하고 포트를 이용하여 보드에 바이너리 파일을 업로드합

니다. 

- 프로그래머를 이용해 업로드(Upload Using Programmer) 

 보드의 부트로더에 덮어씁니다.  

- 컴파일된 바이너리 보내기(Export Compiled Binary) 

 다른 툴을 이용하는 보드에 보내거나 아카이빙하기 위한 .hex 파일을 

저장합니다. 

- 스케치 폴더 보이기(Show Sketch Folder) 

 현재 스케치 폴더를 엽니다. 

- 라이브러리 포함하기(Include Library) 

 코드 상단에 #include 문을 삽입하여 현재 스케치에 라이브러리를 추가

합니다. 

- 파일 추가…(Add File…) 

 스케치에 소스 파일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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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Tools)] 

- 자동 포맷(Auto Format) 

 코드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 스케치 보관하기(Archive Sketch) 

 .zip 형식으로 현재의 스케치를 아카이빙합니다. 아카이브는 현재 스케

치와 같은 폴더에 생성됩니다. 

- 인코딩 수정 & 새로고침(Fix Encoding & Reload) 

 에디터 문자표(char map)와 운영체제 문자표 사이의 불일치들을 수정

합니다. 

- 시리얼 모니터(Serial Monitor) 

 시리얼 모니터 창을 열고, 현재 선택된 포트에 연결된 보드와의 데이터 

교환을 초기화합니다. 시리얼 포트 연결(opening)을 통한 리셋이 가능

한 경우, 보드를 리셋(reset)합니다. 

- 보드(Board) 

 이용하고 있는 보드를 선택합니다. 

- 포트(Port) 

 포트를 선택합니다. 

- 프로그래머(Programmer) 

 온보드 USB 시리얼 연결을 이용하지 않고 보드나 칩을 프로그래밍 할 

때, 하드웨어 프로그래머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보통은 이용하지 

않지만, 새로운 마이크로컨트롤러에 부트로더를 구웠을 때 이 메뉴를 

사용합니다. 

- 부트로더 굽기(Burn Bootloader) 

 아두이노 보드 마이크로컨트롤러 부트로더를 구울 때 사용합니다. 보통

은 필요하지 않지만, 새로운 ATmega 마이크로컨트롤러(부트로더가 없

는)를 구매했을 때 유용합니다. 부트로더를 굽기 전에 정확한 보드를 

선택했는지를 확인하세요. 

 

2.2.4 스케치북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는 스케치들을 담아 놓는 곳인 스케치북이란 개념을 사용합니다. 

스케치북의 스케치들은 [파일->스케치북]을 통해 열 수 있습니다. 처음 아두이노 소프

트웨어를 실행했을 때는 자동으로 스체키북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스케치북의 위치는 

[파일->환경설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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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시리얼 모니터 
 

아두이노 보드가 보내오는 시리얼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보드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

해서는 텍스트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이나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스케치의 

Serial.begin 에 넘겨진 레이트와 일치하도록 보드 레이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윈

도우, 맥, 리눅스에서는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 연결할 때 보드가 리셋됩니다. 

 

2.3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환경 설정 
 

컴퓨터에서 작성한 스케치를 아두이노 보드에 업로드 하려면 아두이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보드와 프로그래머, 시리얼 포트를 지정해야 합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램이 지

정한 보드와 프로그램에 맞게 스케치를 컴파일하고 업로드하기 때문입니다. 

 

2.3.1 보드 연결 
 

 
USB 케이블(보드에 맞는 USB 케이블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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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USB 단자와 아두이노 보드의 USB 단자를 연결합니다. 

 

 
아두이노 우노 R3 0 번&1 번 핀에 케이블이 연결된 상태라면, USB 케이블을 통한 업

로드를 하기 위해 해당 케이블을 뽑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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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으면 IDE 에서 연결된 자동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장치 설치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연결 선택 및 확인 : 툴 -> 포트 -> COM XX 체크) 

 

 

2.3.2 보드 지정 
아두이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고 아두이노 보드가 연결되었으면 아두이노 프로그램에

서 연결된 보드와 포트를 설정해야 합니다. 메뉴에서 [도구>보드]에서 원하는 보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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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프로그래머 지정 
아두이노 보드 선택 후 업로드 하기 위한 프로그래머를 선택합니다. 메뉴에서 [도구>

프로그래머]에서 원하는 프로그래머를 선택합니다. 보통 AVRISP mkII 를 선택하면 

됩니다. 

 

 
 

 

2.3.4 시리얼 포트 지정 
다음은 메뉴에서 [도구>포트]를 선택하고 아두이노 보드가 연결된 시리얼 포트를 지

정합니다. 아두이노 보드와 컴퓨터는 USB 포트를 이용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주고 받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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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코드 업로드 
 

코드를 업로드합니다. 

 

 
[편집] 아래에 있는 화살표(업로드 버튼)을 눌러 소스코드를 업로드 합니다(USB 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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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아두이노 보드 

2.4.1 아두이노 우노 R3 

2.4.1.1 개요 
 

 
 

아두이노 우노 R3 는 ATmega328P 에 기반한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이며, 32KB 플

래시 메모리 8 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와 2KB 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USB 케이블

로 컴퓨터와 연결할 수도 있고, AC-to-DC 어댑터나 배터리를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

할 수도 있습니다. 

 

2.4.1.2 기술사양 
 

 

Microcontroller ATmega328 

Operating Voltage 5V 

Input Voltage (recommended) 7-12V 

Input Voltage (limit) 6-20V 

Digital I/O Pins 14 

PWM Digital I/O Pins 6 

Analog Input Pins 6 

DC Current per I/O Pin 40 mA 

DC Current for 3.3V Pin 50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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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Memory 32 KB 

Flash Memory for Bootloader 0.5 KB 

SRAM 2 KB 

EEPROM 1 KB 

Clock Speed 16 MHz 

 

플래쉬 메모리 용량만큼 아두이노 코드를 작성하고 아두이노 보드로 업로드하여 실행

할 수 있습니다. 32KB 중에서 0.5KB 는 부트로더(Bootloader)가 이미 사용하고 있

으므로 실제로는 31.5KB 크기의 스케치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2.4.1.3 핀 배열 및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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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아두이노 프로 마이크로 

2.4.2.1 아두이노 프로 
 

Pro 가 붙은 보드들은 아두이노 제품군 중 가장 작고 얇은 제품들이지만 UNO 와 동

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UNO 처럼 ATmega328 칩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USB 통신, 동작전압과 전원 관련된 부분들이 UNO 보드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Pro 보드의 경우 파워버튼과 외부 배터리용 커넥터가 내장되어 있지만 사이즈

가 좀 큽니다. Pro mini 는 이마저도 없지만 대신 33x18mm 로 초소형입니다. 작은 

사이즈를 위해 칩형 부품을 사용했으며 가격 절감을 위해 USB 통신기능(FTDI 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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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PC 에 연결 및 소스 업로드를 위해서는 USB to Serial (or 

USB to UART or FTDI) 변환기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Pro 시리즈는 5V(16MHz), 3.3V(8MHz) 용 제품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3.3V 

용의 경우 3.3V 로 동작하는 센서와 별도의 변압모듈(level shifter)나 레귤레이터 없

이 붙일 수 있고, LiPo 충전지(3.7v 공급)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장점이 있

습니다. 즉, 모바일-휴대용 장치를 구성하기 위한 최적의 보드입니다. Pro 시리즈의 

경우 핀이 납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휴대용 기구를 제작할 경우 많이 사용하게 되지만 UNO 등 표준 보드를 이용해 먼저 

테스트를 하고 최적화 한 후에 Pro/Pro mini 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Pro mini 3.3V 버전은 휴대용으로 최적의 보드이며 3.3V 로 동작하는 모듈들을 다루

는데 좋습니다. 

 

2.4.2.2 개요 
 

 
 

Pro micro 는 USB to UART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USB 로 바로 연결해서 파워 공급

이나 스케치 업로드가 가능하며 전압 레귤레이터가 내장되어 있어서 12V 까지 전원

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10 비트 ADC 4 개 채널, 5 개의 PWM 핀, 12 DIO, 하드웨어 

시리얼 RX/TX 를 지원하며 5V 에서 16Mhz 로 동작합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든 잘 통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류되지 않은 전원은 보드의 

VCC 가 아닌 RAW 핀에 연결해야 합니다. 

 

 

2.4.2.3 기술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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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U ATmega32u4 

Operating Voltage 5V 

Input Voltage (recommended) 7-12V 

Input Voltage (limits) 6-20V 

Digital I/O Pins 20 

PWM Channels 7 

Analog Input Channels 12 

DC Current per I/O Pin 40 mA 

DC Current for 3.3V Pin 50 mA 

Flash Memory 32 KB (ATmega32u4) of which 

4 KB used by bootloader 

SRAM 2.5 KB (ATmega32u4) 

EEPROM 1 KB (ATmega32u4) 

Clock Speed 16 MHz 

 

 

2.4.2.4 핀 배열 및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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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아두이노 메가 2560 

2.4.3.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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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2650 은 ATmega2560 에 기반한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입니다. 54 개의 디지

털 입/출력핀(이 중 15 개는 PWM 출력으로 쓸 수 있습니다), 16 개의 아날로그 입

력, 4 개의 UART(하드웨어 시리얼 포트), 16Mhz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USB 단자, 

파워 잭, ICSP 헤더, 그리고 리셋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USB 케이블을 통한 컴퓨

터와의 연결, 배터리나 AC to DC 어댑터를 이용한 전원 공급 등 마이크로 컨트롤러

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Uno 나 Duemilanove, Diecimila 

같은 이전 보드용 실드와도 대부분 호환가능합니다. 아두이노 메가의 업그레이드 버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3.2 기술사양 
 

Microcontroller ATmega2560 

Operating Voltage 5V 

Input Voltage (recommended) 7-12V 

Input Voltage (limit) 6-20V 

Digital I/O Pins 54 (of which 15 provide PWM 

output) 

Analog Input Pins 16 

DC Current per I/O Pin 20 mA 

DC Current for 3.3V Pin 50 mA 

Flash Memory 256 KB(of which 8 KB used by 

bootloader) 

SRAM 8 KB 

EEPROM 4 KB 

Clock Speed 16 MHz 

LED_BUILTIN 13 

Length 101.52 mm 

Width 53.3 mm 

Weight 37 g 

 

2.4.3.3 핀 배열 및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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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아두이노 나노 

2.4.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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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나노(아두이노 나노 3.x)는 ATmega328 에 기반한 작고, 완전하고, 브레드 

보드와 친화적인 보드입니다. 아두이노 Duemilanove 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패키지에 구현되어 있으며, DC 전원 잭은 없지만, Mini-B USB 케이블로 동작합

니다. 

 

2.4.4.2 기술사양 
 

Microcontroller ATmega328 

Architecture AVR 

Operating Voltage 5 V 

Flash Memory 32 KB of which 2 KB used by 

bootloader 

SRAM 2 KB 

Clock Speed 16 MHz 

Analog I/O Pins 8 

EEPROM 1 KB 

DC Current per I/O Pins 40 mA (I/O Pins) 

Input Voltage 7-12 V 

Digital I/O Pins 22 

PWM Output 6 

Power Consumption 19 mA 

PCB Size 18 x 45 mm 

Weight 7 g 

Product Code A0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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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 핀 배열 및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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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임플러스와 만드는 아두이노 6DOF 휴머노이드 

3.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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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완성품 형태의 로봇들은 즉시, 운행이 가능하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만 내부 

구조나 작동 원리 등에 대한 이해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아두이노 

로봇은 프레임에 모터를 고정하여 운행하는 구조라 누구나 손쉽게 만들어서 운행할 

수 있으며, 6 개의 모터를 사용하는 6DOF 이고, 로봇의 움직임을 저장하여 반복운행

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기동작저장모드, 사용자지정동작저장모드, 반복동작

모드를 지원합니다. 

 

더 나아가 배선을 최소화하여 안전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본적인 원리나 제어 프로

그램을 제공하므로 교육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두이노 보드 실드가 제공되기

에, 아두이노 보드와 모터, 링커, 배터리의 장착이 매우 간편합니다. 또한 모터와 프

레임의 장착도 간단히 드라이버로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며, 충전가능한 배터리를 

이용하기에 반복적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본 도서에서 안전하게 제작 및 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로봇 제작 과정에 대한 설

명들이 나열되어 있으므로 처음부터 운행까지 참조하여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에 로봇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중급자는 물론 고급 사용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로봇을 접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원리를 이해하고 조립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



33 

 

으며 이해되지 않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경우 본 도서의 기술지원 게시판, 이메일 

등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2 제품사양 
 

Item Description Etc 

크기  90 x 45 x 180 가로 x 세로 x 높이  

무게  900 g   

메인보드  Arduino Nano 5 V /16MHz  

모터  FEETECH 

SCServo(SCS15) 

 

배터리 7.4V 2S LiPo   

 

3.3 기술 요구 사항 
 

아두이노 6DOF 휴머노이드 키트는 여러 종류의 하드웨어 모듈을 통합하여 사용합니

다. 서보 모터 제어, 시리얼 통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또한 운행을 하기 위해서

는 하드웨어 모듈을 제어하기 위한 기초 수준의 C/C++ 프로그래밍 능력이 요구됩니

다. 

 

1) 아두이노 IDE 기본 사용 기술 습득 

2) 아두이노 IDE 라이브러리 적용 방법 

3)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적용 및 사용에 대한 기본 이해 

4) 조립에 필요한 부품 연결 및 하드웨어 구성 이해 

5) 기초 C/C++프로그래밍 능력 

6) 서보 모터 제어 

7) 모듈 연결 및 응용 

8) 시리얼 통신에 대한 기초 이해 

9) 시스템에 소요되는 각종 부품들의 조합 및 연계 코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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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PAKAGE INCLUDED 
 

1 x 로봇 프레임 박스 

1 x 아두이노 나노 

1 x USB 케이블(mini-B) 

1 x 벨크로 테이프 

1 x 드라이버(+) 

3 x 육각봉, 너트, 볼트 

1 x 2S Li-Po 배터리 

1 x Li-Po 배터리 충전기 

10 x M2M 듀퐁 케이블 

10 x M2F 듀퐁 케이블 

10 x F2F 듀퐁 케이블 

 

* 제품에 따라 구성품목이 다를 수 있음 

 

1 x 로봇 프레임 박스 1 x 아두이노 나노 1 x USB 케이블(mini-B) 

 
 

 

1 x 벨크로 테이프 1 x 드라이버(+) 3 x 육각봉, 너트, 볼트 

 
  

1 x 2S Li-Po 배터리 1 x Li-Po 배터리 충전기 10 x M2M 듀퐁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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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x M2F 듀퐁 케이블 10 x F2F 듀퐁 케이블  

  

 

 

3.5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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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봉된 로봇 프레임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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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프레임 박스 구성물 

*제품에 따라 세부 구성물이 다를 수 있습니다. 

 

3.5.1 발판 조립 1 
 

 
프레임 박스에서 위와 같이 발판과 모터 지지대 볼트 너트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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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판과 모터 지지대를 볼트와 너트로 위와 같이 조립&고정하세요 

 

 

3.5.2 발판 조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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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조립한 발판과 1 번 2 번 서보 모터, 모터 고정용 나사를 준비합니다. 

 

 
위와 같이 서보를 장착하고 측면의 구멍에 나사를 조여 고정합니다. 

 

 

3.5.3 발목 조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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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발목 프레임와 볼트 너트를 준비합니다. 

 

 
발목 프레임을 위와 같이 조립합니다. 

 

 

3.5.4 발목 조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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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립한 발판과 발목 프레임, 볼트를 준비합니다. 

 

 
위 그림처럼 빨간선을 위와 같이 위치시키고 볼트로 고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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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된 발목의 모습 

 

 

3.5.5 다리 조립 
 

 
위와 같은 프레임과 볼트, 너트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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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프레임을 조립합니다. 

 

 
위와 같이 3,4,5,6 번 모터를 배치하고 조립에 필요한 나사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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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모터와 프레임을 조립합니다. 

 

 
앞서 조립한 발목과 다리 프레임, 볼트를 준비합니다. 

 



45 

 

 
위와 같이 3,4 번 모터의 빨간선을 위치시킨 후, 프레임에 모터를 조립합니다. 

 

 
발목과 다리가 연결된 모습 

 

 

3.5.6 골반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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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조립한 하반부와 프레임, 볼트를 준비합니다. 

 

 
위처럼 모터의 빨간선을 위와 같이 위치시킨 후, 조립을 하여 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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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이 고정된 모습 

 

 
위와 같이 골반부 상판 프레임과 볼트, 너트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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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가 장착된 프레임과 상판 프레임을 조립하여 고정합니다. 

 

 

3.5.7 모터 케이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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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봉된 모터 케이블을 준비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모터를 케이블을 이용하여 연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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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링커, 배터리, 아두이노 보드 장착 
 

 
동봉된 링커(TTLinker_mini) 

 

 
링커의 뒷면에 제공된 벨크로 테이프를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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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커를 부착할 곳에도 벨크로 테이프를 부착합니다. 

 

 
벨크로 테이프를 이용하여 로봇에 링커를 부착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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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봉된 Li-Po 배터리의 모습 

 

 
배터리에 위와 같이 벨크로 테이프를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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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를 부착할 곳에도 벨크로 테이프를 부착합니다. 

 

 
벨크로 테이프를 이용해 배터리를 부착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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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봉된 아두이노 나노 실드 

 

 
동봉된 아두이노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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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드에 아두이노 보드를 장착한 모습(보드의 핀과 실드의 핀이 일치하도록 주의해서 

장착합니다. 예) TX1<->TX1) 

 

 
실드에 아두이노 보드를 장착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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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상판 프레임에 실드를 장착할 육각봉을 설치합니다. 

 

 
설치된 육각봉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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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드의 구멍과 육각봉을 일치시킨 후 볼트를 이용하여 보드를 고정합니다. 

 

 
링커, 배터리, 아두이노 보드가 장착된 모습 

 

 

3.5.9 모터, 링커, 배터리, 아두이노 보드 연결 
 

링커 아두이노 실드 배터리 

TX1 TX1(5 개 MALE 단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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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0 RX0(5 개 MALE 단자 중)  

Vin Vin(5 개 MALE 단자 중)  

GND(4 개 단자 중) GND(5 개 MALE 단자 중)  

GND(2 개 단자 중) GND(아래 16 개 단자 중)  

 Vin(5 개 FEMALE 단자 중) 빨간선(2 개 단자 중) 

 GND(5 개 FEMALE 단자 중) 검은선(2 개 단자 중) 

 

 
연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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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번, 6 번 모터와 연결된 선을 링커에 위와 같이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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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커(위)와 아두이노 보드(아래)가 서로 연결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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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위)와 아두이노 보드(아래)가 서로 연결된 모습 

 

3.6 운행 코드 
 

먼저 아두이노 IDE를 설치해야 합니다 : “2.2.1 설치

 

” 참조) 

3.6.1 코드 다운로드 
 

1. 다운로드 받은 통합 소스코드 파일의 압축을 해제합니다. 

2. 해제한 폴더 안의 .ino 파일을 아두이노 IDE 로 열고 로봇에 업로드합니다. 

 

#include "SCServo.h" 

#include <EEPROM.h> 

SCServo SERVO; 

 

int addr = 0; 

int maxaddr = 12; 

int LED1 = 4; 

int LED2 = 2; 

int motion_t = 1000;  

int T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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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    But_1   A1 // define an button for select Program mode or 

Control mode 

#define   But_2   A2 // define an button to confirm input 

 

void ProgramStartMotion() 

{ 

  int bot2 = analogRead(But_2);  // 

    if(bot2<20) 

    { 

        digitalWrite(LED2,HIGH);      // 

        delay(500); 

        digitalWrite(LED2,LOW); 

        for(int y=0; y<=960;y++) 

        { 

          for(int i = 1; i <= 6; i++) 

            { 

                s16 pos = SERVO.ReadPos(i);//read Servo ID i position  

                byte posL =  pos&0xff;   

                EEPROM.write(y, posL); 

                byte posH =  pos>>8;        

                y = y + 1; 

                EEPROM.write(y, posH); 

                y = y + 1; 

             } 

         } 

        EEPROM.write(12, 0xff); 

        EEPROM.write(13, 0xff);     

    } 

} 

 

void ProgramMotion() 

{ 

    int back_loop = 1; 

    while(back_loop) 

    { 

        SERVO.EnableTorque(0xfe, 0); 

        delay(200); 

        digitalWrite(LED1,LOW);      // 

        delay(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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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Write(LED1,HIGH);      // 

        int bot1 = analogRead(But_1);  // 

        if(bot1 < 20)//exit program motion 

        { 

            addr = 0;//perform start at address 0 

            back_loop = 0; 

            digitalWrite(LED1,LOW);      // 

            delay(500); 

        }  

        int bot2 = analogRead(But_2);  // 

        if(bot2 < 20) 

        {         

            digitalWrite(LED2,HIGH);      // 

            delay(500); 

            digitalWrite(LED2,LOW);      //         

            for(int i = 1; i <= 6; i++) 

            { 

                s16 pos = SERVO.ReadPos(i);//read Servo ID i position  

                byte posL =  pos&0xff;   

                EEPROM.write(addr, posL); 

                byte posH =  pos>>8;        

                addr = addr + 1; 

                EEPROM.write(addr, posH); 

                addr = addr + 1; 

                // advance to the next address.  there are 1k bytes in 

                // the EEPROM, so go back to 0 when we hit 1k. 

                if (addr == 960) 

                { 

                    addr = 0; 

                    delay(100); 

                } 

             } 

             if(addr>maxaddr) 

               { 

                 maxaddr=addr; 

                 EEPROM.write(addr, 0xff); 

                 EEPROM.write(addr+1, 0xff); 

               } 

          digitalWrite(LED2,HIG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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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ay(500); 

          digitalWrite(LED2,LOW);      // 

        }               

    } 

} 

 

void PerformMotion() 

{ 

    SERVO.EnableTorque(0xfe, 1);  

    // read a byte from the current address of the EEPROM 

    for(int i = 1; i <= 6; i++) 

    { 

        byte posL = EEPROM.read(addr); 

        addr = addr + 1; 

        byte posH = EEPROM.read(addr); 

        addr = addr + 1; 

        s16 pos =posH<<8; 

        pos = pos | posL; 

        SERVO.RegWritePos(i, pos, motion_t); 

       if (addr == 960) 

          { 

            addr = 0; 

            delay(100); 

          } 

    } 

    if(EEPROM.read(addr)==0xff && EEPROM.read(addr+1)==0xff) 

    { 

        addr = 0;//read end flat perform start at address 0 

    } 

    SERVO.RegWriteAction(); 

    delay(T); 

} 

 

void setup() 

{ 

    Serial.begin(1000000);//init Serial baudrate 

    delay(500); 

    pinMode(LED1,OUTPUT); 

    pinMode(LED2,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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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O.InitForSC(); //SCServo for SC10  

    SERVO.EnableTorque(0xfe, 0);// 

    ProgramStartMotion(); 

} 

 

void loop() 

{ 

    int bot1 = analogRead(But_1);  // 

    digitalWrite(LED2,LOW);      // 

    if(bot1<20) 

    { 

        digitalWrite(LED1,HIGH);      // 

        delay(100); 

        ProgramMotion(); 

    } 

    else 

    { 

        digitalWrite(LED1,LOW);      // 

        digitalWrite(LED2,HIGH);      //  

        PerformMotion(); 

    }  

    int bot2 = analogRead(But_2);  // 

     if(bot2<20) 

    { 

        digitalWrite(LED2,LOW);      // 

        motion_t = motion_t - 100; 

        T = T - 100; 

        if(motion_t < 100) 

        { 

         motion_t = 1000; 

         T = 1000; 

        } 

        delay(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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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로봇과 PC의 연결 
 

동봉된 USB 케이블을 준비합니다. 

 

 
컴퓨터의 USB 단자에 케이블의 USB 단자를 연결합니다. 

 

 
위와 같이 USB 케이블과 로봇의 USB 단자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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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후, 아두이노 IDE 에서 위와 같이 포트에서 COMX 라는 항목이 생겼는지 확인

합니다. 생겼다면 기체와 PC 의 연결이 완료된 것입니다. 

(연결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잠시 기다린 후 확인해주세요) 

 

3.6.3 소스 업로드 
 

소스를 아두이노 보드에 업로드합니다. 

 

 
”툴” -> “보드” -> Arduino Nano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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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 -> “프로세서” -> ATmega328 (을)를 선택합니다. 

 

 
”툴” -> “포트” -> COMX 를 선택한 후 업로드합니다. 

업로드할 때 실드의 RX0, TX1 케이블을 빼준 후 업로드합니다. 

업로드 완료 후 다시 끼워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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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가 완료된 모습 

 

USB 케이블을 뽑아주고, 배터리의 전원을 연결해줍니다 

 

 

3.7 운행 
 

로봇은 크게 초기동작저장모드, 사용자지정동작저장모드, 반복동작모드의 3 가지 모드

로 운행됩니다. 초기동작저장모드에서는 초기 동작을 저장할 수 있고 사용자지정동작

저장모드에서는 사용자가 손으로 로봇의 동작을 지정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반복

동작모드에서는 저장된 동작을 반복운행합니다. 

 

[주의사항] 

 로봇이 스스로 움직일 때는 주의하여 조작하도록 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배터리의 전원을 제거합니다. 

 저장할 수 있는 동작에는 제한이 있습니다(70-80 개의 동작 저장 가능) 

 초기동작은 직립상태로 하는 것이 조작에 용이합니다. 

  

[방법] 

1. 전원을 제거한 상태에서 로봇을 직립 상태로 만듭니다. 

2. 전원을 제공하거나 아두이노 나노의 리셋버튼을 누릅니다.  

3. (1 초 이내에 = LED2 가 켜지기 전에, S2 스위치를 누르면) LED2 의 불이 

들어왔다 나가며 초기동작저장모드로 들어갑니다. 로봇을 처음 구동할 때 한 

번은 해주어야 합니다. 2-3 초 내외의 시간이 걸리며 해당 시간동안의 

움직임을 초기동작으로 저장합니다. 직립 상태로 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완료되면 반복동작모드로 진입합니다. 

4. (반복동작모드) LED2 에만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가 됩니다. 이 모드에서는 

저장된 동작을 반복합니다. 저장된 동작이 없다면, 초기동작을 반복합니다. 

초기동작이 직립 상태라면, 계속 직립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모드에서는 로봇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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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지정동작저장모드 : 진입) 반복동작모드에서 S1 스위치를 누르면 

동작을 멈추고 LED2 은 꺼지고 LED1 만 깜빡이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로봇을 손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6. (사용자지정동작저장모드 : 저장) 원하는 동작을 취하고 S2 를 눌러주는 

것을 반복합니다. 총 연속 3 가지 동작이라면, 1 번 동작을 취하고 S2 를 

누르고 2 번 동작을 취하고 S2 를 누릅니다. 그리고 3 번 동작을 취하고 

S2 를 누릅니다. S2 를 눌렀을 때 LED1 과 LED2 가 동시에 불이 들어오고 

곧 다시 LED1 만 깜빡인다면, S2 를 누를 당시의 로봇의 동작이 성공적으로 

저장된 것입니다. 

7. (사용자지정동작저장모드 : 종료) 원하는대로 로봇을 다 움직이고 저장까지 

마쳤다면 S1 을 누릅니다. LED1 은 꺼지고 LED2 는 켜진채로 유지된다면 

사용자지정동작저장모드가 종료되고 반복동작모드로 진입한 것입니다. 

8. 다시 4 번으로 이동합니다(반복동작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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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아두이노 실습 예제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하고 첨부된 코드를 보드에 업로드하여 예제를 

실행합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는 명령구문(structure), 변수(variables), 상수

(constant)로 이루어져 있고 스케치는 초기화 구문인 setup()과 반복구동 구문인 

loop()로 구성됩니다. 

 

 setup() – 프로그램 시작할 때 1 번 실행되는 함수. 기본세팅, 설정값 등

을 처리 

 loop() – 반복 실행되는 함수. Input, Output 포트로 들어오고 나가는 

데이터 처리 

 int – 정수형 변수, 예) int a = 37; 

 char – 문자형 변수, 예) char c = ‘K’; 

 float – 부동소수형 변수, 예) float b = 3.7; 

 

4.1 LED 깜박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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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구성 

 

/* 

깜박이기 

1 초 동안 LED 를 켜고, 다음 1 초 동안 LED 를 끕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복합니

다. 

*/ 

 

// setup 함수는 보드의 리셋버튼을 누르거나 보드에 전원을 주었을 때 한 번 실행됩

니다. 

void setup() { 

  // 디지털 핀 LED_BUILTIN 을 출력핀으로 초기화합니다. 

  pinMode(LED_BUILTIN, OUTPUT); 

} 

 

// loop 함수는 무한히 반복하여 실행됩니다. 

void loop() { 

  digitalWrite(LED_BUILTIN, HIGH);   // turn the LED on (HIGH is the voltage 

level) 

  delay(1000);                       // wait for a second 

  digitalWrite(LED_BUILTIN, LOW);    // turn the LED off by making the voltage 

LOW 

  delay(1000);                       // wait for a second 

} 

 

 

 pinMode(pinNumber, mode) – 사용할 핀과 모드를 설정 함수. 

pinNumber – 사용할 핀 번호 지정 

mode – OUTPUT or INPUT 여부 지정 

 

 digitalWrite(pinNumber, value) – 디지털 출력포트로 값을 보내는 함

수 

pinNumber – 사용할 핀 번호 지정 

value – HIGH(5V) 또는 LOW(0V)., ON/OFF 를 의미함 

 

 delay(time) – 지정한 시간만큼 대기 

time – 1000 당 1 초로 설정 (1 초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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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HELLO, ARDUINO! 출력하기 
 

아두이노가 메시지를 [시리얼 모니터] 윈도우에 출력하는 스케치를 작성하여 아두이

노 보드를 테스트합니다. 

 

void setup() { 
Serial.begin(9600); 

} 
 
void loop() { 

Serial.println(“Hello, Arduino!”); 
  delay(1000); 
} 

 

 

 
 

 

 Serial.begin(speed) – 지정한 속도로 시리얼 포트 초기화 

speed – 시리얼 통신 속도(초당 비트수), 9600, 1150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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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al.println(value) – 시리얼 포트로 지정한 값을 출력하고 줄바꿈

value – 숫자, 문자 등 여러가지 타입을 지정할 수 있음 

 

4.3 변수 타입 
 

변수는 값을 아두이노 메모리에 저장하고 이용하기 위해 생성하는 이름입니다. 변수

는 종류에 따라 int, char, float, long, byte, array 등이 있습니다. 아두이노 스케치에

서 변수의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void setup() { 

Serial.begin(9600); 
 
int a = 27; 
char c = ‘K’; 
float root4 = sqrt(4.0); 
 
Serial.println(a); 
Serial.println(c); 
Serial.println(root4); 

} 
 
void loop() { 
} 

 

 

 

 변수(Variables)는 반드시 타입을 선언 해야 합니다. 예) int a; 

 int a = 27 은 int a;  a = 27 과 같은 명령문입니다. 

 int 타입은 -32.768 에서 32,767 까지 범위의 정수 값을 저장하고, 더 

큰 수는 long 타입을 이용하여 됩니다 

 sqrt()는 아두이노 라이브러리에 내장된 제곱근 함수입니다. 

 

 

스케치에서 둘 이상의 함수에서 동일한 변수를 사용하려면 전역변수를 사용해야 합니

다. Setup() 함수가 시작하기 전인 함수 외부에서 선언하면 되며, 함수 블록 안에서 

수를 선언하면 오직 해당 함수 범위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역변수(Global)와 지역변수(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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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a; char c; float root4; // 전역변수 선언 
 
void setup() { 

Serial.begin(9600); 
 
a = 27; 
c = ‘K’; 
root4 = sqrt(4.0); 

} 
 
void loop() { 

Serial.println(a); 
Serial.println(c); 
Serial.println(root4); 
delay(2000); 

} 

 

 

 

스케치에서 산술연산자는 계산에 유용합니다. 능한 연산자는 대입(=), 덧셈(+), 뺄셈

(-), 곱셈(*), 나눗셈(/) 나머지(%) 이며, 아래 예제를 통해 아두이노가 제공하는 연

산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술 연산자 

 

 
void setup() { 

Serial.begin(9600); 
 
int a = 27; // 대입 
int b = 19; 
int c = a + b; // 덧셈 
 
Serial.print(“a + b = “); 
Serial.println(c); 

} 
 
void loop() { 
} 

 

 

 
void setup() { 

Serial.begin(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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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at r = 0.75; // 반지름 
float c = 2.0 * PI * r; // PI 는 아두이노 상수 
 
Serial.print(“원 둘레 길이: 원주 = “); 
Serial.println(c); 

} 
 
void loop() { 
} 

 

 

 

4.4 조건문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된 입력 센서에 따라 여러가지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void setup() { 
Serial.begin(9600); 
 
int a = 88; 
int b = 54; 
 
if(a > b) { 

Serial.print(“a 가 b 보다 크다”); 
} 

} 
 
void loop() { 
} 

 

 

 
void setup() { 

Serial.begin(9600); 
 
int a = 88; 
int b = 54; 
 
if(a > b) { 

Serial.print(“a 가 b 보다 크다”); 
} 
e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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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al.print(“a 는 b 보다 작다”); 
} 

} 
 
void loop() { 
} 

 

 

 
void setup() { 

Serial.begin(9600); 
 
int a = 88; 
int b = 54; 
 
if(a > b) { 

Serial.print(“a 가 b 보다 크다”); 
} 
else if(a < b) { 

Serial.print(“a 는 b 보다 작다”); 
} else { 

   Serial.print(“a 와 b 눈 같다”); 
 } 

} 
 
void loop() { 
} 

 

 

 
void setup() { 

Serial.begin(9600); 
 
int a = 115; 
int b = 84; 
 
if((a > 100) && (b < 90)) { 

Serial.print(“정상입니다!”); 
} 

} 
 
void loo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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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setup() { 
Serial.begin(9600); 
 
int a = 135; 
int b = 84; 
 
if((a > 120) || (b < 90)) { 

Serial.print(“위험합니다!”); 
} 

} 
 
void loop() { 
} 

 

 

 

4.5 제어문 
 

여러 번 반복 처리해야 하는 경우 for 또는 while 제어문을 이용합니다. 일정 횟수만

큼 반복하려면 for 문으로 처리하며, while 문은 조건이 참인 경우만 명령문을 반복

합니다. 

 

 
void setup() { 

Serial.begin(9600); 
 
for(int i=1; i<=25; i++) { 

Serial.println(i); 
} 

} 
 
void loop() { 
} 

 

 

 for 제어문은 초기값(i=1), 종료조건(i<=25), 증가분(i++) 을 설정해야 합니

다. 

 i++ 는 i = i + 1 과 동일합니다. 

 

 
const int speed = 9600; // 상수 변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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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setup() { 
Serial.begin(speed); 

} 
 
void loop() { 

int i = 0; 
while(i < 5) { 
  i = i + 1; 
  Serial.println(i); 
  delay(1000); 
} 

} 

 

 

 const int speed 에서 const 는 상수 선언으로, 값을 초기화 후 값이 변경되

지 않습니다. 

 // 는 라인주석으로 뒷부분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   */ 블록주석으로 주로 여러 라인을 코멘트 처리할 때 사용한다. 

 

 

5 [부록]서보 모터 
 

이 키트에서는 각도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서보 모터를 이용하여 

관절의 각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서보 모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1 개요 
 

“서보(Servo)” 란 “서보 메커니즘(Servo Mechnism)” 의 줄임말로서 일본 공업 규격

(JIS)에서는 “물체의 위치, 방위, 자세 등을 제어량으로 하고 목표치의 임의 변화에 추

종하도록 구성된 제어계”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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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보(Servo)는 Servant(하인)라는 단어에 기인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주인에 

충실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서보 모터란 “주인의 명령에 충실하게 동

작하는 모터” 를 나타내며 동작이란 위치, 속도 및 가속도의 3 요소를 말하지만 실제

로 서보 모터의 적용에 있어서 위치 제어를 위한 적용처와 속도 제어를 위한 적용처

의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위치 제어에는 속도를 제어하여 위치를 추종하게 되고 속

도 제어에는 순간 가속도를 제어하여 속도를 추종하게 됩니다. 

 

서보 모터는 일반 모터와는 달리 빈번하게 변화하는 위치나 속도의 명령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터를 의미합니다. 서보 모터는 급가속 

및 급제동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따라서 서모 모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큰 회전력(토크, Torque)을 가질 것 

▶ 회전자(Rotor)의 관성 모멘트가 작을 것 

 

위의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DC 모터입니다. 이 때문에 DC 모터는 오랫동안 

서보 모터로 사용되어 왔고 일반 모터보다 큰 토크를 가지고 회전자 관성을 줄이기 

위하여 회전자가 가늘고 긴 구조를 가지며 영구자석으로 여자속을 만들어 크기를 줄

이고 작으면서도 큰 토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2 기술 사양 
 

Dimensions 40.0X20.0X40.5mm 

Weight 56g(1.98oz) 

Gear Type(Ratio) Metal(275:1) 

Bus Interface TTL Level Multi Drop 

Position Sensor(Resolution) Potentiometer(215°/1024) 

Operating Angle 200°(Servo Mode) 

Control System Bus Packet Communication 

Protocol Type  

ID 254 ID (0~253) 

Communication Speed 38400bps 1 Mbps 

FEETECH SCServo Multi-purpose UART Bus Robot Servo for Arduino DIY 

(FT-SC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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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http://www.gameplusedu.com 

http://www.igameplussh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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