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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IoST(Internet of Small Things)로 분류되는 소형화된 사물에 합하도록 기존 2핀을 사

용하여 통신하는 I2C 직렬 통신과 달리 단일 핀을 사용하여 온도․습도 통신이 가능한 통신 기술을 

연구하 다. 기존의 센서 정보를 주고받는 I2C 직렬 통신 방식은 클럭과 데이터 핀을 사용하여 비교  

빠른 속도로 데이터 송을 하지만 단일 핀 사용 방식보다 력소모에 큰 향을 주기 때문에 IoST 
통신에서 보다 합하도록 하드웨어 설계를 단순화하여 면 을 이고 력 소모를 이도록 하는 방

안을 연구하 다.

1. 서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물 인터넷(IoT)은 사물들  비

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 것에 합하지

만 소물인터넷(IoST:Internet of Small Things)은 용량

의 데이터 정보를 주기 으로 송수신하는 기술로 속, 

력, 성능의 특징을 갖는 사물들로 구성된 사물 인터넷

이다. 기존 IoT 통신방식에 표 으로 사용되는 

I2C(Inter Integrated Circuit)은 주로 제어용으로 사용되며 

데이터 라인을 공유하는 동기시리얼 통신 버스로 하나의 

버스에 128개의 장치까지 연결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있지

만 IoST 기술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온도․습도 센서에

는 력소모가 으면서 데이터 송 효율이 높아질 수 있

도록 기술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I2C 데이터 구성  송

I2C 통신방식은 두 개의 라인 SCL(Serial Clock)과 

SDA(Serial Data)로 이루어져 있으며 송속도는 

100kbps 는 400kbps까지 가능한 간단한 속 통신 로

토콜이며 부분의 MCU(Micro Control Unit)과 아두이노

에 I2C통신 제어장치 내장이 되어 하나에 여러 개의 디바

이스가 물려서 버스를 공유할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의 마

스터를 둘 수 있으며 주로 제어용으로 쓰이고 있다. 디바

이스는 각각의 고유의 주소(7bit)를 가지며 필요에 따라 

Receiver와 Transmitter로 동작 하게 되며 I2C는 두 개의 

라인 SCL(Serial Clock)과 SDA(Serial Data)로 구성되며 

SCL은 통신의 동기를 한 클럭용 선이고 SDA는 데이터

용 선으로 Address, Data, Acknowledge, Start& Stop으

로 구성되어 있다. I2C의 가장 큰 장 으로 슬 이  장치

의 수에 계없이 두 가닥의 선만으로 마스터와 슬 이  

사이의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두 개 이상의 

마스터를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I2C 버스의 양방향 특성

은 오  드 인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근본 으로 

동시 양방향 통신이 불가능하고 통신 속도를 높이기 어렵

다. I2C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제품의 수는 무척 많은 반

면 슬 이  주소는 7 비트로 그 길이가 제한되어 있어서 

다수의 슬 이  장치를 사용할 때 슬 이  주소가 충돌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문제에 한 해결책으로 슬 이

 주소의 하  2～3 비트를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기는 하지만 주소가 7 비트로 제한되어 

있어서 근본 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2. 제안된 단일 비트를 이용한 온도․습도 센서 

데이터 송 방식

아래 그림 1은 기존에 많이 사용되었던 두 핀을 사용한 

통신 방식 신 단일 핀을 사용하여 설계한 온도․습도 

센서 블록도이다. 데이터 핀과 클럭 핀을 사용하는 통신 

방식신 방식을 단일 핀으로 가능 하도록 설계하 다.

<그림 1> 온도 습도 센서 단일 핀 설계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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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블록은 5개의 블록으로 회로로 구성 했으며 각

각의 회로들은 데이터의 송 시작 과 명령어 감지와 종

료 패턴으로 나 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구성 하 다. 

송 시작 회로는 아래 그림2와 같이 1인 구간이 9클록 이

상 된 후 3클록 인 구간이 0일 때 송 시작으로 감지한

다. 그림 3은 패턴 분리 회로에 한 시뮬 이션 결과로 

각 데이터의 비트 사이에 분리 패턴인 2클록 이상의 1값

으로 각각의 비트 정보 값 분리 데이터 송하게 된다. 그

림 4는 데이터 비트 결정 회로이며 송 데이터 패턴이 1

인 구간이 12클록 발생 시 데이터 0으로 간주 송 데이

터 패턴이 0인 구간이 4클록 발생 시 데이터 1로 간주 하

게 된다. 그림 5는 명령어 감지회로에 한 시뮬 이션 결

과로, 명령어 감지 회로에서는 데이터의 읽기와 쓰기상태

의 지스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읽기는 000_00111이며 

쓰기는 000_00110이다. 명령어 감지 회로는 2가지로 나  

수 있다. 온도 측정 명령어와 상 습도 측정 명령어로 나

 수 있으며 각각 온도측정 명령어는 000_00011이며 상

 습도 측정 명령어는 000_00101이다. 8비트  앞의 3비

트는 주소 비트이며 나머지 5비트가 명령어로 구분 된다. 

그림 6은 종료패턴 감지회로이며 0클록인 구간이 30클록 

일 때 종료패턴으로 감지하게 된다.

검증할 데이터는 상  습도 측정 데이터로 데이터 값은 

0000_1001_0011_0001로 2353으로 아래 그림 7의 온도 습

도 센서 상  습도   독 그래 를 참고하면 

75.79%RH로 나타난다.

<그림 2> 온도․습도 센서 송 시작 회로

<그림 3> 온도 습도 센서 패턴 분리 회로

<그림 4> 온도 습도 센서 데이터 비트 결정 회로

<그림 5> 온도 습도 센서 명령어 감지 회로

<그림 6> 온도 습도 센서 종료 패턴 감지 회로

<그림 7> 온도 습도 센서 상  습도   독

3. 실험  평가

본 연구에서는 단일 핀 테스트를 해 기존의 I2C 방식

과 비교하여 실험하 다. 먼  I2C 방식의 실험 차는 다

음과 같다. 송 방법은 마스터로 지정한 보드에서 데이터 

송 요청을 하게 되면 슬 이  보드에서 데이터 송 

요청을 인지하며 요청한 데이터를 구분 하게 되며 그 후 

메시지를 출력하게 된다. 메시지가 슬 이 에서 출력되면 

임의에 온도 는 습도 값을 입력하게 된다. 입력된 데이

터가 2353이라 가정하며 슬 이 에서는 이진 값으로 변

환 시킨 뒤 센서 라이 러리에서 해당 데이터의 습도가 

퍼센트 값으로 출력된다. 해당 값은 2353으로 이진수로 표

기 하면 1001_0011_0001 이므로  그림 7의 그래 의 범

에서 확인 해 보면 75.79%RH로 아래 그림 8과 같이 시

리얼 모니터 상에서 출력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8> I2C 방식 시리얼 모니터 온도․습도 데이터 값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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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핀을 이용한 방식에서는 임의의 습도데이터 값을 

입력하여 기존의 I2C방식과 같은 데이터 값이 출력이 되

는지 확인 하 으며 기존 라이 러리를 FPGA로 검증한 

Verilog HDL방식의 소스를 아두이노 보드가 인식 할 수 

있도록 C언로 변환하여 수정 하 다. 아래 그림 9는 단일 

핀 방식의 시리얼 모니터 온도․습도 데이터 값 확인 결

과 이다.   

그림 10과 11의 결과에서 온도1, 습도 1 방식은 제안된 

논문의 실험 결과이며, 온도2, 습도2는 I2C방식을 이용한 

실험결과이다. 측정 결과 2핀을 사용하는 I2C 방식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단일 핀을 사용한 방식의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단일 핀 방식 시리얼 모니터 습도 데이터 값 

출력

<그림 10> I2C 방식과 제안된 단일 핀 방식의  온도 

데이터 비교 그래

<그림 11>  I2C 방식과 제안된 단일 핀 방식의  습도 

데이터 비교 그래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단일 핀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직렬로 

송·수신하는 회로를 설계하고 FPGA로 구  하여 데이터

가 수신되는지를 확인 하 으며, 아두이노 보드를 활용하

여 기존의 I2C 직렬 통신 방식과 단일 핀 통신 방식을 비

교 분석하 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측정하기 하여 클

라우드 서버와 아두이노 보드를 연결하여 1분 단 로 온

도 데이터와 습도 데이터를 송하게 하 다. 실험과 같이 

동일한 센서를 가지고 데이터 통신 방식을 다르게 하여 

같은 환경에서 결과 값을 비교 해보면 온도 차가 미세하

게 있지만 이는 실험 환경에 따른 오차가 존재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단일 핀 직렬통신 로토콜은 력 소모

를 일 수 있으며 하드웨어도 단순화 시킬 수 있는 장

이 있다. 이는 곳 은 양의 데이터를 송하는 IoST분야 

 센서를 사용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될 수 있을 것

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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