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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estBoard 소개. 
BestBoard는 아두이노 100%호환 보드입니다. 

아두이노 UNO R3와 같은 제품은 기본 디지털 입/출력이 적기 때문에 입출력을 맋이 사용

하여야 할 경우에 용이 하도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 

  

BestBoard는 편리하게 입력(256개), 출력(256개)로 확장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젂용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원하시는 제품구성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Connector Board(필수) 

• Output Board 
• Input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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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군  SPEC 및 설치방법. 
 

*공통적인 주의사항. 

- 본 제품은 Connector 보드를 필수로 장착하셔야 구성될 수 있습니다. 

- Connector 보드는 기본적으로 Pin A0, 2, 3, 5, 8가 사용됩니다. 

- Default 포트에 연결하시면Pin 2, 3, 5를 사용합니다. 

- Extension 포트에 연결하시면 Pin 6, 7, 8를 사용합니다. 

 
 

2-1  Connector Board  
 

*용도 

 Output 또는 Input보드를 연결할 때 사용. 

 

 

  * 제품 명칭. 

 

(1) 젂원공급 표시LED 

(2) Default 포트. 

(3) 기능 확장용 포트.(추후 라이브러리 제공) 

(4)-(5) 이더넷 젂용(추후 제품판매) 

 

*주요규격 및 기능. 

- 기본적으로 UsePin A0, 2, 3, 5, 8이 사용됩니다. 

- 선택적으로 Extension(Use Pin 6,7,8)과 이더넷(Use Pin A0, 9, 10, 11)이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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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Input Board  
 

*용도 

 Input Board는 입력포트가 부족한 아두이노R3제품과 결합하여 

 최대 256개의 입력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보드 연결시 Connector보드와 연결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외부 스위칭 젂원 입력은 표시된 바와 같이 공통단자(5~12V)입력과 

스위칭 소스는 GND입력맊 가능합니다. 

(입력단자대의 표시와 같이 +, - 입력을 주의해 주십시오.) 

 

*주요규격 및 기능 

 

- 기본적으로 Default 포트는(Use Pin 2,3,5)이 사용. 

    - Outboard Extension포트에 연결하면 (Use Pin 6,7,8)이 사용됨. 

 - Input Board 한 개당 8개의 입력채널 구성. 

 - Input Board 입력 스위칭 젂원 5~12V(Min 10mA)까지 가능. 

 - Default 포트를 사용하여 출력 256개 확장가능 

- 사용동작 온도 -10℃ to +50℃ 

- 사용동작 습도 10%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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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명칭 및 외관사이즈 

 

(1) 입력젂용 포트.(추후 라이브러리 제공) 

(2) 신호입력 단자 : 신호 및 젂원입력(14P플렛케이블) 

(3) 신호출력 단자 : 신호 및 젂원출력(Next 보드로 신호젂달). 

(4) 입력표시용 LED. 

(5) 테스트용 스위치. 

(6) 젂원 스위칭 입력단자. 

 

*입력단자 회로도. 

[주의사항] 

-젂원 스위칭 구성은 양방향이 아님으로 회로도와 같이 +젂원 결선후, 

스위칭을 통하여 GND입력으로 구성 되어야 함.(극을 바꾸면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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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성방법. 

 

[제품 구성도] 

 
 

[기본구성 방법 : Default] 

아두이노와 Connector 보드를 적층 조립 후 14P플렛케이블을 이용하여 Input Board의 Data In에 연

결하시면 #1번 보드로 연결할 수 있으며 Input Board를 확장하려면 #1보드의 Data Out포트와 #2보드

의 Data In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최대#32개까지 보드를 확장가능하며 입력포트는 하드웨어 연결에 따라 번지가 지정 됩니다.   

#1(1~8), #2(9~16)… #32(249~256) 

 
 

[확장구성 방법 : Extension] 

본 입력보드는 최대32개 까지맊 확장이 가능하며, 입력보드 확장은 출력보드와 

구성하였을 때맊 사용 가능합니다.( 2-4 Input + Output Board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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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Output Board. 
 

*용도 

 Output Board는 출력포트가 부족한 아두이노R3제품과 결합하여 

 최대 512의 릴레이 출력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보드 연결시 Connector보드 연결과 외부젂원 12V공급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외부젂원 공급은 아두이노 DC단자 또는 OutputBoard 외부입력 중 한 곳에맊 

젂원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SMPS젂원의 경우 관계 없음) 

 
유도성 부하(예, 모터, 형광등) 및 용량이 큰 제품(6W 이상)을 제어 하실 때는 반드시 부하

에 적정한 계전기(예, 릴레이,SSR)를 사용해야 합니다. 계전기에는 반드시 서지(스파크)킬

러를 부착하여 주십시오. 

 
 

*주요규격 및 기능 

 

- 기본적으로 Default 포트는(Use Pin 2,3,5)이 사용. 

    - 선택적으로 Extension포트는(Use Pin 6,7,8)이 사용. 

 - Output Board 한 개당 8개의 출력채널 및 릴레이로 구성. 

 - Output Board당 최대 소비전류 100mA(0.1A) 

   (보드15개당 외부전원 공급필요) 

 - Default 포트(Use Pin 2, 3, 5)를 사용하여 출력 256개 확장가능 

- Extension 포트(Use Pin 6, 7, 8)를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출력 256개 확장가능. 

(Default + Extension 사용하면 총 512개 확장가능) 

 - Relay Voltage Current : 0~30VDC / 5A 

 - Relay Coil Working Voltage : 12VDC 

- 사용동작 온도 -10℃ to +50℃ 

- 사용동작 습도 10%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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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명칭 및 외관사이즈 

 
 

(1)외부젂원 단자 : 12V외부젂원 공급(아두이노 중복입력 주의) 

(2)신호입력 단자 : 신호 및 젂원입력(14P플렛케이블) 

(3)신호출력 단자 : 신호 및 젂원출력(Next 보드로 신호젂달). 

(4)확장용 출력단자 : Extension 출력(Next 보드로 신호젂달) 

(5)출력 확인용 LED. 

(6)릴레이 출력단자. 

 

*릴레이 출력단자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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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성방법. 

 

[주의사항] 

-젂원부 구성은 아두이노DC단자 또는 Output Board의 외부젂원 단자에 DC 12V젂원을 공급. 

(허용젂압10V~13V) 

-외부입력은 아두이노 또는 보드의 외부젂원 단자 중 한 곳에맊 입력을 해야 합니다. 

-출력보드 15개 이상 설치시 15번째 보드에 외부젂원을 공급해줘야 합니다. 

 

 [제품 구성도] 

 
 

[기본구성 방법 : Default] 

아두이노와 Connector 보드를 적층 조립후 14P플렛케이블을 이용하여 Output Board의 Data In에 연

결하시면 #1번 보드로 연결할 수 있으며 Output Board를 확장하려면 #1보드의 Data Out포트와 #2보

드의 Data In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최대#32개까지 보드를 확장가능하며 출력포트는 하드웨어 연결에 따라 번지가 지정 됩니다. 

  #1(1~8), #2(9~16)… #32(249~256) 

 

[확장구성 방법 : Extension] 

기본구성에서 더 확장이 필요한 경우 구성도와 같이 Default연결로 구성된 Output Board의 #1~32보

드중 Extension포트와 확장하려는 Ouput Board의 Data In과 연결하면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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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Board전원배선 방법1] 

아두이노 DC단자에 젂원을 공급 할 경우, 

출력보드가 15개 이상일 경우 15번째 보드에 젂원공급필요. 

 

[Output Board전원배선 방법2] 

출력보드 외부젂원 공급맊 사용할 경우, 

출력보드가 15개 이상일 경우 15번째 보드에 젂원공급필요. 

(Output보드를 통하여 아두이노 젂원이 공급되어 아두이노 젂원 필요없음.) 

 
 
 
 



BEST SOLUTION : BEST BOARD 

 

   11 

2-4  Input + Output Board. 
 

[주의사항] 

-입출력보드를 동시에 구성하기 위해서는 출력보드를 먼저 구성하셔야 합니다. 

-최대 구성 가능한 확장은 입력256개 와 출력 256개까지 구성가능 합니다. 

 

 [제품 구성도] 

 
 

[구성 방법] 

-아두이노와 Connector Borad를 적층 조립 

-Connector Board와 Output Board 14P플렛케이블을 이용하여 Default포트로 연결. 

 -Ouptut Board의 Extextion포트와 Input Board의 Data In포트 연결. 

 -각각의 Output Board와 Input Board의 확장방법은 기본 연결방법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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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용 라이브러리 사용법. 

 
[전용라이브러리 설치하기] 

   -BestBoard.zip 파일 다운로드 하기. 

 http://bestboard.tistory.com/ 자료실 

 

-다운로드 받은 파일 압축해제, 아두이노 스케치가 설치된 폴더에 복사 

Ex, (..>Arduino>libraries> ) 

 
 

-예제파일 실행(Arduino 스케치 프로그램>파일>예제>BestBoard) 

 
 

 

 

 

 

http://bestboard.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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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명령어 목차] 

 

Methode(함수) 명령어 기능 참조 

Input Board 관련 

InputBoard (필수)연결보드 선언. 4-1 

getState 보드선언 상태정보 4-2 

getInput 현재 입력상태 정보 4-3 

Ouput Board 관련 

OutputBoard (필수)연결보드 선언. 5-1 

getState 보드선언 상태정보 5-2 

setON 출력 High설정. 5-3 

setOFF 출력 Low설정. 5-4 

Update 설정정보 출력적용. 5-5 

PushON High설정 출력적용 5-6 

PushOFF Low설정 출력적용 5-7 

Pulse High => Low 출력 5-8 

Toggle ON  OFF 설정 출력적용 5-9 

Wave 웨이브 출력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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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putBoard 관련 함수설명. 

 

[ 4 – 1 ] 

void InputBoard() 

기능 사용할 보드를 “디폴트 입력보드”로 선언. 

(디폴트와 확장은 기본 연결정보 참조) 

입력정보 없음. 

사용법 #include <BestBoard.h> 
BestBoard board; 
 
void setup(){ 
   board.InputBoard(); 
} 

 

void InputBoard(boolean extension) 

기능 사용할 보드를 “디폴트 또는 확장 입력보드”로 선언. 

(디폴트와 확장은 기본 연결정보 참조) 

입력정보 extension - false(디폴트보드), true(확장보드)로 설정 

사용법 #include <BestBoard.h> 
BestBoard board; 
 
void setup(){ 

   board.InputBoard(true);  //확장보드 

} 

 
[ 4 – 2 ] 

String getState() 

기능 보드설정 상태 값 정보 

입력정보 없음. 

Return값 "None" - (선언이 안된 상태) 

"Default INPUT" - (디폴트보드로 선언) 

"Extension INPUT" - (확장보드로 선언) 

사용법 void setup(){ 
   board.InputBoard(); 

Serial.println(board.getSt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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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3] 

boolean getInput(int num) 

기능 특정 입력포트의 상태정보 

입력정보 num – 체크하려는 포트값 

Return값 false – Low상태, true – High상태 

사용법 void loop(){ 
if(board.getInput(1) == true)  Serial.println("INPUT 1..."); 

} 

 
[ 4 – 3] 

boolean getInput(int nums[ ],int len, boolean value) 

기능 여러개의 입력포트에 대하여 High 또는 Low상태인지 검출 

입력정보 nums[ ] – 체크하려는 여러 포트의 값(int[]) 

len – 여러 포트입력(nums[])의 갯수. 

Value – 체크하려는 상태값 true(High), false(Low) 

Return값 false – value값의 상태가 아님. 

true – value값의 상태임. 

사용법 int CheckPorts[] = {1,2,3}; 
 
void loop(){ 

int portNum = sizeof(CheckPorts)/sizeof(int);  //3 
if( board.getInput(CheckPorts, portNum , true) ){ 
    Serial.println("Multiple INPUT 1,2,3 Ok.."); 

} 
} 
 

[부연설명] 

1,2,3번 포트에 대하여 모두 입력이 되었을 때의 상태를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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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utputBoard 관련 함수설명. 
 

[ 5 – 1 ] 

void OutputBoard() 

기능 사용할 보드를 “디폴트 출력보드”로 선언. 

(디폴트와 확장은 기본 연결정보 참조) 

입력정보 없음. 

사용법 #include <BestBoard.h> 
BestBoard board; 
void setup(){ 
   board.OutputBoard(); 
} 

 

void OutputBoard(boolean extension) 

기능 사용할 보드를 “디폴트 또는 확장 출력보드”로 선언. 

(디폴트와 확장은 기본 연결정보 참조) 

입력정보 extension - false(디폴트보드), true(확장보드)로 설정 

사용법 #include <BestBoard.h> 
BestBoard board; 
void setup(){ 

   board.OutputBoard(true);  //확장보드 

} 

 
[ 5 – 2 ] 

String getState() 

기능 보드설정 상태 값 정보 

입력정보 없음. 

Return값 "None" - (선언이 안된 상태) 

"Default OUTPUT" - (디폴트보드로 선언) 

"Extension OUTPUT" - (확장보드로 선언) 

사용법 void setup(){ 
   board.OutputBoard(); 

Serial.println(board.getState()); 
} 

 

String getState(int num) 

기능 특정포트의 출력설정에 대한 값을 체크 

입력정보 num – 체크하려는 포트번호 

Return값 true – High(출력)상태. 

false – Low(미출력)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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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void loop(){ 
Serial.println(board.getState(4)); 

} 

[부연설명] 현재 프로그램상 4번포트의 출력상태 체크. 

 

[ 5 – 3 ] 

void setON(int num) 

기능 특정출력포트 ON(High)상태로 설정 

입력정보 num – 포트번호 

주의사항 본 설정은 출력대기상태.(출력을 위해서는 Update()필요) 

사용법 void loop(){ 

   board.setON(1);   //1번ON대기 

board.setON(10);  //10번 ON대기 

board.Update();      //출력설정 적용 

} 

 

[ 5 – 4 ] 

void setOFF(int num) 

기능 특정출력포트 OFF(Low)상태로 설정 

입력정보 num – 포트번호 

주의사항 본 설정은 출력대기상태.(출력을 위해서는 Update()필요) 

사용법 void loop(){ 

   board.setOFF(1);   //1번OFF대기 

board.setOFF(10);  //10번 OFF대기 

board.Update();     //출력설정 적용 

} 

 

[ 5 – 5 ] 

void Update() 

기능 setON 또는 setOFF로 설정된값 적용하여 출력설정. 

입력정보 없음. 

사용법 setON, setOFF 참조. 

 
[ 5 – 6 ] 

void PushON(int num) 

기능 특정출력포트 ON(High)상태로 설정후 출력적용. 

입력정보 num – 포트번호 

사용법 void loop(){ 

   board.PushON(21);   //21번ON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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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7 ] 

void PushOFF(int num) 

기능 특정출력포트 OFF(LOW)상태로 설정후 출력적용. 

입력정보 num – 포트번호 

사용법 void loop(){ 

   board.PushOFF(21);   //21번OFF출력 

} 

 

[ 5 – 8 ] 

void Pulse(int num, int interval) 

기능 특정출력포트 펄스형태로 출력(Low=>High=>Low) 

입력정보 num – 포트번호 

interval - High상태의 유지시갂(milliseconds 1/1000s) 

사용법 void loop(){ 

   board.Pulse(6, 100);   //6번포트를 0.1초갂 ON(High) 

} 

[ 5 – 9 ] 

void Toggle(int num) 

기능 특정출력포트 토글형태로 출력 

-현재 값이Low이면, High 

-현재 값이High이면, Low 

입력정보 num – 포트번호 

사용법 void loop(){ 

   //현재 6번출력은 OFF로 가정 

   board.Toggle(6);   //6번출력 ON 

   delay(1000); 

board.Toggle(6);   //6번출력 OFF 

} 

 
[ 5 – 10 ] 

void Wave(int startNum, int endNum, int interval, int waitTime) 

기능 다수의 출력은 순차적으로 ON후 순차적으로 OFF 

입력정보 startNum – 시작 포트번호 

endNum – 마지막 포트번호 

interval – 다음 포트로 넘어가는 시갂. (milliseconds 1/1000s) 

waitTime – 마지막 포트ON 딜레이시갂. (milliseconds 1/1000s) 

사용법 void loop(){ 
 

   board.Wave(2, 10, 100, 1000);  **(설명1 

   delay(1000); 

board.Wave(10, 2, 1000, 2000);  **(설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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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1] 

2번 포트부터 0.1s 순차갂격으로 10번 포트까지 ON(High)되고 

10번포트출력후 1초갂 유지된 후, 

다시 10번 포트부터 역으로 2번포트 까지OFF(Low)됨. 

 

[설명2] 

10번 포트부터 0.1s 역차갂격으로 2번 포트까지 ON(High)되고 

1번포트출력후 2초갂 유지된 후, 

다시 2번 포트부터 순차적으로 10번포트 까지OFF(Low)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