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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의 센싱 기술을 위한 직렬통신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Ser ial Communication

for IoT Sens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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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oT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될 수 있는 것은 센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센서 정

보를 주고 받는 통신 방식은 I2C로 대표적인 직렬 통신 방식이며 클럭과 데이터 2개의 핀을 사용하여 비교적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IoT 분야에서 사용되는 사물들이 점차 경량화가 되어가고, 데이터 전송 정보의

양이 적어지면서 전송 속도 보다는 하드웨어의 단순화가 중요한 설계 요소가 되는 응용분야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

문에서는 기존 통신 방식을 분석하고 경량화를 위해 기존 2개의 핀을 사용하던 통신 방식에서 단일 핀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직렬로 송/수신하는 회로를 설계하고 아두이노로 구현 하였다. 제안된 단일 핀 직렬 통신으로 기대 할 수

있는 효과는 전력소모를 낮추어 줄 수 있으며 단순화를 통하여 기존의 디지털 센서분야 IoT 기기들에 적합하다.

주요어: IoT, 직렬 통신, 센싱 기술

Abstract  IoT could be applied to various areas because of the important role of sensor. The existing sensor 
communication method is to quickly transmit data by using clock and two data pins based on the I2C serial 
communication method. As the objects used are gradually light-weighted and the amount of data transmission is 
decreased, the simplification of hardware is more emphasized as an essential design element than the speed of 
transmission. This paper designed a circuit to send/receive data in series, and also realized arduino, by analyzing 
the existing communication method and then using a single pin for light-weight. The single pin serial 
communication could reduce power consumption, which is suitable for the sensor area using digital 
communication of Io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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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IoT(Internet of Things)기반의 다양한 기술들

이 발전 하고 있다. IoT란 인간과 사물, 서비스 등 분

산된 구성 요소들 간에 인위적인 개입 없이 상호 협력

적으로 센싱, 네트워킹, 정보 처리 등 지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사물 공간 연결망을 의미 하며 다양한 분야

에서 기존 기술과 IoT를 접목 시키고 있다. 실제로 자

동차, 교통, 스마트홈, 에너지, 유틸리티, 보안, 금융, 헬

스케어,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빠르게 사용되

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IoT의 핵심 기반

기술은 센싱, 네트워킹, 인터페이스 기술로 구분 할 수

있다. IoT의 핵심기술은 한정된 전원으로 단말기에서

최대한 오래 견딜 수 있는 저전력 혹은 전원 공급 기

술이 필요 하게 되므로 그 기술 중에 하나로 센서 데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Serial Communication Using Single Pin for IoT Sensing Technology

- 28 -

이터 최적화 기술을 말하며 IoT 서비스는 수많은 단말

로 구성되고 단말 간 데이터 전송이 빈번하게 발생하

게 되므로 단말의 전력 소모를 증가 시키므로 네트워

크의 저전력화를 위한 데이터의 경로 설정 및 흐름제

어 등 데이터전송 효율화 기술이 중요하다[1]. 제안하

는 설계는 기존 데이터 전송 방식을 좀 더 간단하게

구현하고 작은 면적으로 설계하였다.

Ⅱ. 제안된 데이터 전송 방식

1. 기존 데이터 전송 방식

기존의 데이터 전송 방식에는 I2C(Inter Integrated

Circuit)가 있다. 주로 제어용으로 사용되며 데이터라

인을 공유하는 동기시리얼 통신 버스로 하나의 버스에

128개의 장치까지 연결 가능하다. 두 개의 라인

SCL(Serial Clock)과 SDA(Serial Data)로 이루어져 있

으며, 전송속도는 100kbps 또는 400kbps까지 가능한

저속 통신 프로토콜이다. 디바이스는 각각의 고유의

주소(7bit)를 가지며필요에따라 Receiver와 Transmitter

로 동작 하게 된다. 그러나 I2C 버스의 양방향 특성은

오픈 드레인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동시 양방향 통신이 불가능하고 통신 속도를 높이기

어렵다. I2C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제품의 수는 무척

많은 반면 슬레이브 주소는 7 비트로 그 길이가 제한

되어 있어서 다수의 슬레이브 장치를 사용할 때 슬레

이브 주소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문제에 대

한 해결책으로 슬레이브 주소의 하위 2～3 비트를 사

용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기는 하지

만 주소가 7 비트로 제한되어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

이 될 수는 없다.

2. 제안된 데이터 전송 방식 구현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핀과 클럭 핀 두 개의 핀을

사용하는 I2C 방식과 달리 한 개의 핀을 사용 하도록

제안한다. 클럭과 시간에 대한 정보를 사용 하지 않게

되며 디지털 비트 정보는 0 과 1의 값으로 전송되는

직렬 핀의 0인 구간으로 설정된다. 데이터 전송을 알

리는 시작 패턴은 특정 형태로 구성된다. 내부 시스템

에서 30클럭 이상 동안 1인 구간을 설정하여 수신단의

내부 시스템 클럭으로 구동하는 카운터 회로에서 이를

감지하여 1인 구간을 카운트하게 되며 30이상이 되면

데이터 전송 시작을 감지하는 구조이다. 실제 전송되

는 디지털 1값은 0인 구간을 전송 시스템 클록의 4개

이상 시간으로 보내게 되며 디지털 0 값은 0인 구간을

전송 시스템 클럭의 12개 이상 시간으로 보내게 된다.

각각의 데이터 비트 사이에는 분리 패턴인 2클록 이상

의 1 값으로 각각의 비트 정보 값을 분리 할 수 있도

록 구성 하였으며 전송하는 데이터의 종료 시점을 알

려주는 종료 패턴은 내부 시스템 20클록 이상 동안 1

인 구간으로 설정하여 전송한다. 그림 1과 그림 2는 데

이터 전송을 나타내는 시작 패턴과 정보 0과 정보 1,

종료 패턴에 대한 타이밍 도를 나타냈으며 시작 패턴

이후 또는 분리 패턴 마다 각각의 0인 구간을 수신단

의 시스템 클록을 이용한 카운터 회로와 수신 회로로

정보 0과 1을 감지한 후 수신 레지스터에 저장하게 된

다. 8비트가 모두 0인 경우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시간

은 132개의 시스템 클록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클록과

시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송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게 되며 0인 구간 카운터 값은 10%의 허용 마

진을 가지고 설계 및 구현 하였다.

그림 1. 단일 핀 직렬 통신 데이터 타이밍도

Fig 1. The timing diagram one pin serial communications

data

그림 2. 단일 핀 직렬 통신 종료 패턴 타이밍도

Fig 2. The timing diagram one pin communication end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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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의 단일 핀 통신을 테스트를 하기에 앞서 기

존의 I2C 방식으로 2개의 핀을 사용하여 센서 임의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온도와 습도 데이터 결과를 확인하

였다. 그.림 3은 I2C방식을 사용한 구성도와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단일핀을 사용한 방식의 구성도이

다. 전송 방법은 마스터로 지정한 보드에서 데이터 전

송 요청을 하게 되면 슬레이브 보드에서 데이터 전송

요청을 인지하며 요청한 데이터를 구분 하게 되며 그

후 메시지를 출력하게 된다. 메시지가 슬레이브에서

출력되면 임의에 온도 또는 습도 값을 입력하게 된다.

입력된 데이터를 2353으로 가정하며 슬레이브에서는

그림 3. 아두이노 I2C 방식 구성도

Fig 3. Arduino I2C configuration diagram

그림 4. 아두이노 단일 핀 방식 구성도

Fig 4. Arduino one pin configuration diagram

그림 5. I2C 방식 시리얼 모니터 습도 데이터 값 출력

Fig 5. I2C method serial monitor humidity data value output

그림 6. 단일 핀 방식 시리얼 모니터 습도 데이터 값 출력

Fig 6. Single pin ype serial monitor humidity data value

11101001수신확인

그림 7. 단일 핀을 이용하여 11101001 수신 후 LED 상태

Fig 7. The LED status after 1101001 data reception

이진 값으로 변환 시킨 뒤 센서 라이브러리에서 해

당 데이터의 습도가 퍼센트 값으로 출력된다. 해당 값

은 2353으로 이진수로 표기 하면 1001_0011_0001 이므

로 그림 5의 그래프의 범위에서 확인 해 보면

75.79%RH로 시리얼 모니터 상에서 출력 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단일 핀 직렬 통신 송신단과 수신단을 별도의

FPGA 모듈을 사용하여 구현하였으며 송신단과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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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서 각각의 내부 시스템 클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며 수신단에서 그림 6과 같이 수신 데이터 값을

확인하여 각각의 기능을 검증 하였으며, 검증 결과 I2C

방식을 사용할 때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10비트의 데이터 값 0과 1을 FPGA의 LED 점등과 점

멸 값으로 매칭 하여 각각의 데이터 비트를 LED 상태

로 확인하였다. 그림 7은 FPGA 실험 결과로 출력된

LED는 데이터 값이 모드 비트 2비트를 제외한 실제

데이터의 8비트 값이 LSB부터 출력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FPGA를 이용한 검증 결과 모든 10비트 데

이터 패턴에 대해서 제안된 단일 핀 직렬 통신 프로토

콜이 정상 수신됨을 확인하였다. 수신 단에서 사용된

게이트 수는 Hynux 0.35um CMOS 표준 공정을 이용

하여 합성한 결과, 995개의 게이트 (칩 면적

52,655um2) 로 비교적 간단한 하드웨어로 구현되었다

[3].

IV. 결 론

기존의 마이크로컨트롤러에서 사용하던 방식이 존

재하지만 스마트 홈과 같이 24시간 가동을 하게 될 경

우 전력소모가 많이 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아두이노 보드도 소형화를 시켜 필요한 핀들만

구성 하여 전력소모를 줄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센

서 정보를 주고받는 기존의 I2C 직렬 통신 방식은 클

록과 데이터 2개의 핀을 사용하여 비교적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지만 이조차도 전력소모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본 논문에서 단일 핀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직렬로 송·수신하는 회로를 설계하고 FPGA

로 구현 하여 데이터가 수신되는지를 확인 하였으며

아두이노 보드를 활용하여 기존의 I2C 직렬 통신 방식

과 단일 핀 통신 방식을 비교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단일 핀을 사용하여 구현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단일 핀 직렬통신 프로

토콜은 핀의 개수가 줄어든 만큼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으며 하드웨어도 단순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적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IoT분야 중 센서

를 사용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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