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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ATmega128

1.1 ATmega128이 뭔지 아니?

 안녕, 우리는 취업을 나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 선배야. 우

선 너희가 왜 ATmega128을 사용하는지 알고 있니? 나도 학교 다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주는 대로 쓰다가 회사에 입사한 뒤에야 알게 되

었어. 그러고선 느낀 게 어떤 칩을 왜 사용하는지, 그 칩에 특징을 알

아야 상황에 맞춰서 스스로 사용해볼 수가 있고 그래야 엔지니어의 길

에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거더라고.

 칩을 선정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기능을 구현할 

것인지에 따라 어떤 핀이 필요한지를 고려하는 거야. 일단 아무 칩이

ATmega128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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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골라서 납땜도 다 했는데 정작 네가 쓰려는 기능이 들어있지 않은 

칩이면 얼마나 바보 같은 상황이겠어? 그런데 왜 하필 ATmega128을 

쓰는가 하면 가장 다양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

야. Tiny시리즈, Mega 시리즈, AT90 시리즈 등 다양하게 있지만, 가격

과 기능, 너희가 사용할 코드의 양 등을 고려해서 ATmega128을 사용

하게 된 거야.   

1.2 ATmega128의 기능 및 성능

 AVR은 ATMEL 사의 Micro Control Unit(MCU)으로 Tiny 시리즈, 

Mega 시리즈, AT90 시리즈를 아우르는 말이야. 이러한 AVR의 특징으

로 첫 번째는 저 전력 소모, 두 번째는 저렴한 가격, 세 번째는 높은 

성능이 있어 한마디로 효율이 좋다는 말이지.

 그중 ATmega128이 속한 Mega 시리즈는 100핀 이하 20핀 이상의 

핀 수를 가지고 있고, 메모리도 다른 종류의 AVR보다 크기 때문에 가

격도 높지만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 Mega시리즈 중에서도 

ATmega128은 성능이 높은 축에 속해 EEPROM과 SRAM은 4Kbyte로 

상당히 크고 Flash메모리도 128KByte나 되기 때문에 다양한 코드를 

작성해볼 수 있어. 

 이런 ATmega128에는 ADC, USART, PWM 등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너희 혹시 데이터 시트라는 말을 들어봤니? 데이터 시트란 간

단하게 말해서 칩 사용설명서야. 칩을 만든 사람이 이 칩은 이렇게 사

용해야 한다고 설명해 놓은 거지. 

 물론 너희가 배우고 직접 사용해보면서 외워지기도 하겠지만 그걸 몇 

년이고 계속 기억할 수는 없어. 그렇기에 너희는 Datasheet를 읽고 사

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 어차피 모든 부품은 Datasheet가 있을뿐더

러 몇 년이 지나도 데이터시트가 없어지진 않거든. 혹시 그건 알고 있

니? 저항, 캐패시터도 데이터시트가 있다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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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컴파일러를 아니?

 컴파일러는 쉽게 말해서 너희가 C언어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쓰

여있는 것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어셈블러)로 옮겨주는 것을 말해.

※어셈블러 : 기계어와 일대일 대응이 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언어

※기계어  : CPU가 직접 해독하고 실행할 수 있는 비트 단위로 쓰인 컴퓨터 언어

 컴파일러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는 Codevision AVR 이란 툴을 

사용할 거야. Codevision AVR 이란 방금 설명한 컴파일러 툴이야 아

래 그림을 보면 어떤 것인지 느낌이 올 거야.

그림2-1. Codevision AVR 화면

컴파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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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코드비전에서 Build 버튼을 누르면 컴파일된 어셈블러가 기계

어로 링크 되어 .hex파일인 기계어가 나오게 되는거야. (어셈블러를 기

계어로 바꿔주는 장치를 링커라고 해) 이제 이 파일을 ATmega128에 

다운로딩 할 거야. 프로그램을 다운로딩하기 위해선 ISP (In-System 

Programmable)라는 장치가 필요해 ISP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하니까 

지금은 이름만 알아둬.

 ATmega128에 다운로딩 할 땐 우리는 주로 AVR studio 4를 써 5,6

도 있지만, 그 둘에 비해 사용하기가 가벼워 사용하기 편할 거야. AVR 

studio 4는 STK500, AVR MK2, AVR OSP2 등의 프로그래머 킷(ISP의 

종류)을 사용해.

그림2-2. AVR studio 4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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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ISP를 본적이 있지 않니?

 ISP가 뭐지? 하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봐. 프로그램

을 짜본 적이 있다면 누구나 본 적이 있을 거야. 혹은 볼 기회는 있었

지만 무심코 지나가는 일이 많았을 거야. ISP(In System Programmin

g)는 쉽게 말해 너희가 짠 프로그램을 MCU에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것

을 말해. 우리는 Atmel 사에 칩을 사용하니까 그에 맞는 AVR ISP를 

사용할 거야. AVR ISP의 종류는 MK-II, STK500, AVR 911 등 여러 

가지가 있어. 그중 사용해보고 각자 좋다 생각하는 거로 사용하면 돼.

그림3-1. ATtiny45, ATtiny85 – Programmer

3.2 ISP는 꼭 사야하는 걸까?

 시중에 파는 MK-II, STK500 등 AVR ISP의 가격은 성인에게도 부담

스러울 정도의 가격이야. 그런데 직장인도 아닌 너희보고 사서 쓰라면 

더 부담스럽겠지? 그래서 너희를 위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 너희가 

이 책을 보고 있다면 알겠지만 BoardFree 사이트에서는 ISP 보드도 

무료로 나눠주고 있어. 너희에게 부담스럽지 않고 직접 만들어보기도 

할 수 있는 안성맞춤의 사이트라고 생각해. 사이트 홍보는 짧게 하고 

ISP를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설명해줄게.

I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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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AVR ISP,어떻게 만들까?

 먼저 어떻게 만들지 설명하기 전에 주의사항! 이 사이트는 좋은 목적

으로 운영하는 만큼 우리가 지켜줘야 할 몇몇 가지 에티켓이 있어. 홈

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들이 있지? 그걸 꼭 먼저 읽

어보고 필요한 내용을 찾아보길 바래. 그래야 서로 간의 예의가 지켜

지면서 담당자분들도 기분 좋게 계속해서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고 받

는 너희들도 무료로 공부할 기회를 주는 사이트를 계속 이용할 수 있

잖아? 자, 이쯤이면 모두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고 AVR ISP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게.

1. 일단 http://boardfree.kr/ 사이트에 들어가.

2. 그리고 가장 첫 페이지의 내용을 쭉 읽어봐!

3. 다 읽었으면 상단의 ISP,ICSP,JTAG 로 들어가.

4. 들어갔으면 AVR – ISP 중에 너희가 맘에 드는 보드를 고르고 첫 

페이지에 양식에 맞춰 보드를 신청해.

5. 신청한 보드를 받았다고 치고 해당 보드 회로도를 열어 조립을 해

(나는 임의로 MK-II로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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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립을 끝냈으면 아래 IC 모양을 눌러 안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메모장에 붙여 넣거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 

7. 내용을 붙여 넣었으면  ‘영어로 쓴 파일 이름.hex’의 hex파일로 저

장하면 돼.

8. 에 들어가면 있는 USB 케이블로 프로그램 입력하기 ( FLIP 

사용방법)을 따라하면 돼.(7에서 만든 .hex파일은 여기서 사용 됨)

9. AVR-ISP 완성! 

만약 이대로 했는데 안된다면 납땜 문제, 드라이버 문제, 시키는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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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문제 등 일 테니 알아서 디버깅하도록!

4.1 회로도

그림 4-1. 메인보드 회로도 

 회로도라 하니까 ‘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야.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려고 해. 단! 앞에서 말

했었듯이 데이터 시트를 읽었어야 이해하기 쉽다?

A. LED와 AVCC전원

 LED는 보통 어떤 신호를 나타내기 위해 많이 사용하지? 예를 들어 

뭔가 위험할 때 빨간 LED를 깜빡깜빡, 동작 중일 때 초록 LED를 ON. 

이렇듯이 LED1도 전원이 들어왔을 때를 의미해. LED 위쪽에 VCC가 

들어가는 게 보이지? VCC 즉, 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LED는 꺼질 

메인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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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고 전원이 들어오면 LED는 켜지겠지. 쉽지?

 AVCC는 뭘까? 데이터 시트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분명 알 거야. 

AVCC는 나중에 배우게 될 A/D 변환에서 사용될 전원이야. ADC를 사

용하거나 혹은 ADC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ADC에 해당하는 핀을 사용

(SW or LED 등의 용도)할거면 AVCC에 전원을 꼭 인가해야 해. A/D 

변환에서는 전압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전원을 따로 분리해 놓

은 거야. 왜 코일이랑 캐패시터로 회로를 구성했냐고 묻는다면 이것도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어. 어때 데이터시트를 왜 읽어야 하는지 확 와  

닿지 않아?

B. ISP

 ISP가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 너희 

RESET처럼 위에 바가 붙으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바가 붙으면 0을 

줘야 1이고 바가 붙지 않으면 1일 때 1이야. 그래서 그림 좌측에 SW

가 눌리면 RESET(바가 붙어있으니까 0일 때 1) 이 접지로 붙어서 0이 

들어가는 거지. 옆에 ISP는 핀 맵이 이미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는 핀 

번호대로 MCU랑 이어주면 되는 거지.

4-2. AVR ISP connectors 핀 맵

C. 전원

 전원은 그냥 VCC,GND를 이어주면 되는 건데 우리가 쓰려는 JACK이 

3핀짜리라 1개는 VCC,2개는 GND로 이은 거야. 혹시 이런 고민을 하

는 애가 있니? 몇 V를 인가해야 할까 하고. 데이터 시트 앞장에 MCU 

동작 전압이 쓰여 있는데 그냥 그거에 맞춰서 결정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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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남은 핀들

 정말 말 그대로 남은 핀들을 모아 놓은 거야. 아 이 중에 AREF는 

AVCC처럼 A/D 변환에서 쓰이는데 이거의 전압은 너희가 바꿔서 사용

할 수 있도록 따로 빼놓은 거니 혹시 필요하거든 사용하도록 해!

E. 박스 헤더

 박스 헤더를 20핀짜리로 3개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른 보드를 이

을 때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야. 예를 들면 너희가 A/D 변환을 하

려는데 그 핀이 PORTF에 있다. 그럼 그 해당하는 박스 헤더를 이어서 

연결하면 되는 거지. 박스헤더 연결은 다시 한 번 뒤에서 설명할 거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말어.

F. CRYSTAL(X-TAL) 

 CRYSTAL은 정말 들어본 적 없는 애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 들어

본 적이 없다는 말은 무슨 기능을 하는지도 모르겠지. CRYSTAL은 일

정하게 진동하는 크리스탈 판이야. 막상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

지? 코드를 짜다 보면 정말 정확한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1

초를 센다든가, 특정 주파수마다 뭔가 해야 한다든가 이럴 때 사용하

는데 이와 비슷한 거에는 오실레이터라는게 있어. 둘이 모양은 비슷한

데 차이점은 확연해.

X-TAL 오실레이터

그림 4-3, 4-4

주변 회로

별도의 드라이버가 있고 외

부에 크리스탈과 캐패시터를 

달아야함.

내부에 크리스탈, 캐패시터 ,게

이트 또는 X-TAL 드라이버가 

이미 들어있어서 주변회로가 

간단함.

가격
오실레이터에 비해 가격이 

싸지만 고주파일수록 비쌈
크리스탈에 비해 비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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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TAL은 알다시피 MCU에 XTAL1,XTAL2에 캐패시터와 함께 달면 되

고 오실레이터는 어떻게 다는지 궁금하지 않아? MCU에 XTAL1,XTAL2

이 각각 INPUT, OUTPUT인 건 알고 있어? 그래서 오실레이터의 출력

을 XTAL1으로 입력하면 돼.

X-TAL 오실레이터

또 이런 건 생각해본 적 있어? 두 개의 MCU 보드를 같은 X-TAL 혹

은 오실레이터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 간

단하게 X-TAL이나 오실레이터가 들어간 쪽의 XTAL2(출력)를 다른 

MCU보드의 XTAL1(입력)에 연결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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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제 보드

A. 전원

전원은 4.1에서 말했던 것처

럼 전압을 골라서 인가해주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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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SP 

ISP에도 비슷한 모양의 커넥

터가 있지? 나중에 저 두 부

분에 선으로 연결하면 되

C. 남은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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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그림은 예시야 이런 식으로 핀을 따로 뽑아다가 빵판(브레드보

드)던 혹은 너희가 따로 기판에 납땜을 하던 원하는 데로 사용하면 돼. 

위의 그림의 경우는 VCC와 PG0을 따로 뽑아와서 PG0은 LED를 켜졌

다 꺼졌다 하는 신호선으로, VCC는 LED에 전원으로 사용한 예제야

5.1 보드끼리 아무렇게나 연결하면 되는 건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세 개의 박스헤더는 다른 보드와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책의 순서로는 다음에 배울 내용은 LED_MATRI

X잖아? 그럼 그 보드를 조립해서 세 개의 박스헤더에 연결하면 돼. 물

론 이제 너가 어떤 기능을 쓸 거냐에 따라 그에 맞는 포트에 연결해야 

하지. 예를 들면 아래 그림은 ATmega128의 핀 맵이야. 근데 우리가 

통신을 하려고 해. 그럼 TX, RX가 있는 포트를 사용해야겠지? 그럼 

RX,TX가 있는 포트가 어딘지 보자. PORTE,PORTD지? 그럼 둘 중에 

마음에 드는 PORT로 선택해서 그 PORT가 포함되어 있는 박스헤더를 

연결해주면 되는 거야. 간단하지?

보드 투 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