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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포인터와 배열에 대해 감이 잘 오지 않는다면?! 
→ 바라미 C언어 세미나 5차시 (특히 5-2)



시리얼�통신�:�퀘스트

어 OO아..! 내가 전선 많이 줄테니까
10km 떨어진 곳이랑 아두이노 두개로 통신 좀 

시켜볼래? 내일까지 좀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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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잇못)

어느날 교수님이 당신에게 퀘스트를 내었습니다!



시리얼�통신�:�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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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완전 많음)

아 맞다…
데이터는 한번에 1Byte (=8bit)

를 보낼 수 있어야해

아두이노 2개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시리얼�통신�:�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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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10km * 8 bit = 80km

첫 번째 시도 : 병렬 통신

단말기 단말기

1

8

병렬포트
(DB-25)



시리얼�통신�:�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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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시도 : 병렬 통신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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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1 cycle) 신호 송출로
한 바이트를 전송 받을 수 있다!



시리얼�통신�:�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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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시도 : 병렬 통신

전선 값도 많이나가고
고장률도 높지 않을까…

1-(P(OK)^8)



시리얼�통신�:�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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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10km * 1 bit = 10km

두 번째 시도 : 직렬 통신

단말기 단말기

1



시리얼�통신�:�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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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시도 : 직렬 통신

1

기존의 방식으로 한 사이클 안에선 해결할 수 없다!
? ?

1

그러면 규칙을 정해서 시분할해보면?



시리얼�통신�:�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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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시도 : 직렬 통신

1

오후 2시 정각부터 보낼게!
1초에 비트 하나씩
총 8개를 보낼 거야!

(시작 조건)
(시분할 조건)

(종료 조건)

0b00011010
0x1A

26이구나!

14:00:00 14:00:01 14:00:02 14:00:03 14:00:04 14:00:05 14:00:06 14:00:07

0 1 0 1 1 0 0 0



시리얼�통신�:�속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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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2.0

동작 모드

선로 갯수

최대 거리

최대 속도

통신 방식

논리 레벨

USB 3.0 썬더볼트 3
(USB 타입 C)

PCIe x16 NVMe

디퍼런셜

1쌍

5m

480Mbps

반이중

±5V

디퍼런셜

3쌍

15m

5Gbps

전이중

±5V

디퍼런셜

5쌍

3m

50Gbps

전이중

±5V

디퍼런셜

17쌍

?m

16Gbps

전이중

0V +0.7V

디퍼런셜

6쌍

?m

16Gbps

전이중

0V +0.7V



UART�(범용�비동기�송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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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시도 : 직렬 통신

● Universal : 자료형, 속도, 물리적 규격 자유 (=범용적) 
● Asynchronous : 비동기 방식 (클럭 동기화 X, 시분할)
● Receiver / Transmitter : 송신과 수신 가능

프로토콜 형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 8비트, 시작/정지 1비트
가능한 비트 종류



물리적�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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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A RS 규격

RS-232

동작 모드

최대 거리

최대 속도

통신 방식

논리 레벨

RS-423 RS-422 RS-485

싱글-엔드

15m

20Kbps

전이중

±15V

싱글-엔드

1200m

100Kbps

전이중

±12V

디퍼런셜

1200m

10Mbps

전이중

±7V

디퍼런셜

1200m

10Mbps

반이중

-7V +12V



UART�:�SAM3X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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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장치 다이어그램 ↑
Due 핀아웃 ↗

U(S)ART 특성 →



시리얼�통신�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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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아두이노

아두이노-다른 장치

아두이노-센서

아두이노-PC

아두이노-스마트폰



아두이노�Serial�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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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al 클래스 목록

Serial

Serial1

Serial2

Serial3

SerialUSB

Serial

Serialx.메서드();



아두이노�Serial�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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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Serial) : Serial 클래스 자체는 bool형의 포트 개방 여부로 
평가 됨 

● available() / availableForWrite() : 포트 버퍼의 가용한 
읽기/쓰기 바이트 수를 얻어 옴

● begin() : 포트를 설정과 함께 염
● print() / println() : 포트에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의 

ASCII 문자열로 주어진 데이터를 출력함
● write() : 이진 데이터를 직접 포트 버퍼에 씀
● serialEvent() : available할 때 호출되는 콜백 함수입니다. 

(Due 구현 없음)

Serial 클래스 고유의 메소드들



아두이노�Serial�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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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 버퍼에서 한 바이트 꺼내 옴
● flush() : 버퍼를 비움
● find() / findUntil() : 지정된 종결자까지 버퍼를 찾음
● peek() : 버퍼에서 한 바이트를 꺼내지 않고 읽기만 함
● readBytes() / readBytesUntil() / readString() / 

readStringUntil() : 지정된 종결자까지 버퍼를 꺼냄
● parseInt() / parseFloat() : 버퍼에서 처음으로 찾은 정(실)

수를 파싱하여 반환
● setTimeout() : find, read, parse 함수에서 최대 대기 시간을 

설정

Serial 클래스가 Stream에서 상속받은 메소드들



아두이노�Serial�라이브러리

19

라이브러리 설명에서 사용할 추상화 버퍼

● 쉽고 간단한 설명을 위해 단방향(PC → Due)으로만 데이터를 
전송하는 8비트 큐(FIFO) 형태 데이터 버퍼를 가진 상황으로 가정

● 실제 버퍼는 두 장치, 양방향 존재하지만 지금은 Due의 입장에서 
Due  내부의 수신 버퍼만 집중 

송신 PC수신 Due

Due UART 수신 버퍼



ASCII�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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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erial)�:�Serial�클래스�인스턴스의�값�평가

● Serial == true or false
● USB CDC 포트에서 준비 여부, 이외의 
포트에서는 항상 true

● Due의 CDC USB는 SerialUSB, 나머지 
보드는 S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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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송신 PC수신 Due

Due UART 수신 버퍼

falsetrue

버퍼가

(통로)
있다! 없다!



begin()�함수
● begin(speed)
● begin(speed, con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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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매개변수 ● long speed : 비트레이트(bps), ⅛ 보레이트
● USARTModes config : 설정, 기본 SERIAL_8N1

송신 PC수신 Due

Due UART 수신 버퍼

버퍼를 만듦

(시작)



available()�함수
● availRead = available()
● availWrite = availableFor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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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반환 ● availRead : 읽기 가능한 바이트 수
● availWrite : 쓰기 가능한 바이트 수 (블락 없이)

송신 PC수신 Due

Due UART 수신 버퍼

‘H’

available() == 5

‘E’ ‘L’ ‘L’ ‘O’



print()�함수
● print, println(val)
● print, println(val,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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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매개변수 ● printable val : 출력할 데이터
● int format : 데이터를 표현할 방법

수신 Due

Due UART 수신 버퍼

println(120, HEX)
발신 Due

‘7’ ‘8’ ‘\r’ ‘\n’



write()�함수
● write(val)
● write(buf, 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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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매개변수 ● byte or String val : 출력할 단일 바이트 또는 문자열
● *byte buf : 출력할 바이트 버퍼
● *byte len : 버퍼에서 쓸 바이트 갯수

수신 Due

Due UART 수신 버퍼

write(120)
발신 Due

‘x’



flush()�함수

● flush()

26

정의

세부 사항 ● 발신 버퍼의 데이터를 모두 전송하고 비움
● write() 함수는 데이터를 전송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신 버퍼에 데이터를 쓸 뿐
● write 데이터를 명시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사용.
write

flush전송
read



serialEvent()�콜백

● void SerialEvent() ~ SerialEven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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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세부 사항 ● 해당 함수를 정의해두면 available > 0 일때 
호출 됨



read()�함수
● data =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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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반환 ● byte data :�수신�버퍼에서�읽어온�단일�

바이트�(available하지�않으면�-1)

수신 Due

Due UART 수신 버퍼

발신 Due

‘H’ ‘E’ ‘L’ ‘L’ ‘O’



read()�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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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 ‘L’ ‘L’ ‘O’ read() == ‘H’

read() == ‘E’

read() == ‘L’

read() == ‘L’

read() == ‘O’

‘E’ ‘L’ ‘L’ ‘O’

‘L’ ‘L’ ‘O’

‘L’ ‘O’

‘O’

read() == -1



peek()�함수
● data = p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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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반환 ● byte data :�수신�버퍼에서�읽어온�단일�

바이트�(available하지�않으면�-1)

수신 Due

Due UART 수신 버퍼

발신 Due

‘H’ ‘E’ ‘L’ ‘L’ ‘O’



peek()�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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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 ‘L’ ‘L’ ‘O’ peek() == ‘H’

‘H’ ‘E’ ‘L’ ‘L’ ‘O’

‘H’ ‘E’ ‘L’ ‘L’ ‘O’

peek() == ‘H’

peek() == ‘H’



readBytes()�함수
● len = readBytes(buffer,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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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매개변수 ● char*, byte* buffer :�읽어온�값을�저장할�배열

● int length : 읽어올 최대 바이트 갯수

수신 Due

Due UART 수신 버퍼

발신 Due

‘H’ ‘E’ ‘L’ ‘L’ ‘O’

반환 ● size_t len : 읽어온 바이트 갯수
(읽기�종료�조건�:�시간)

readBytes(buf, 10) == 5

buf == [‘H’, ‘E’, ‘L’, ‘L’, ‘O’] 



readBytesUntil()�함수
● len = readBytesUntil(character, buffer,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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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매개변수 ● char* character :�읽기�종료�조건�문자(열)�

(검색�종료�조건�:�시간�or�character을�찾았을�때)

● char*, byte* buffer :�읽어온�값을�저장할�배열
● int length :�읽어올�최대�바이트�갯수�

수신 Due

Due UART 수신 버퍼

발신 Due

‘H’ ‘E’ ‘L’ ‘L’ ‘O’

반환 ● size_t len : 읽어온 바이트 갯수

readBytesUntil(‘L’, buf, 10) ==  3

buf = [‘H’, ’E’, ’L’]



readString()�함수
● str = rea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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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수신 Due

Due UART 수신 버퍼

발신 Due

‘H’ ‘E’ ‘L’ ‘L’ ‘O’

반환 ● String str: 읽어온 문자열 객체
(읽기�종료�조건�:�시간)

readString() == “HELLO”



readStringUntil()�함수
● str = readStringUntil(term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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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수신 Due

Due UART 수신 버퍼

발신 Due

‘H’ ‘E’ ‘L’ ‘L’ ‘O’

매개변수 ● char* terminator : 검색 종료 조건 문자(열)
(검색�종료�조건�:�시간�or�character을�찾았을�때)

readStringUntil(‘L’) == “HEL”

반환 ● String str: 읽어온 문자열 객체



find()�함수
● found = find(target)
● found = find(target, length)
● found = findUntil(target,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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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매개변수 ● char* target:�찾을�문자�또는�문자열
● size_t length :�target의�길이
● size_t terminal:�검색�종료�문자열�(검색�종료�조건�:�시간�or�terminal)

수신 Due

Due UART 수신 버퍼

발신 Due

‘H’ ‘E’ ‘L’ ‘L’ ‘O’

find(‘O’) ==  true
반환 ● bool found : 수신 버퍼에서 target을 찾았는지 여부

findUntil(‘O’, ‘L’) ==  false
find(‘X’) ==  false



parseInt()�함수
● number = parseInt()
● number = parseInt(lookahead)
● number = parseInt(lookahead, ign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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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매개변수 ● LookaheadMode lookahead : SKIP_ALL, SKIP_NONE, SKIP_WHITESPACE
● char ignore : 무시하고 싶은 문자

수신 Due

Due UART 수신 버퍼

발신 Due

‘ ’ ‘2’ ‘3’ ‘5’ ‘0’

parseInt() ==  2350

반환 ● long number : 수신 버퍼에서 읽어 변환한 숫자 (실패 시 0)

parseInt(SKIP_NONE) == 0



parseFloat()�함수
● number = parseFloat()
● number = parseFloat(lookahead)
● number = parseFloat(lookahead, ign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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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매개변수 ● LookaheadMode lookahead : SKIP_ALL, SKIP_NONE, SKIP_WHITESPACE
● char ignore : 무시하고 싶은 문자

수신 Due

Due UART 수신 버퍼

발신 Due

‘ ’ ‘2’ ‘.’ ‘5’ ‘0’

parseFloat() ==  2.50

반환 ● float number : 수신 버퍼에서 읽어 변환한 숫자 (실패 시 0)

parseFloat(SKIP_NONE) == 0



setTimeout()�함수

● setTimeout(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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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매개변수 ● long time: 시간 제한 있는 함수들의 최대 

읽기/검색 제한 시간 (ms)



기초�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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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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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PC
pyserial + tkInter

● PC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멀티미터 만들기 (PC ← 아두이노) : 
analogRead, println

● PC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RGB LED 제어 (PC → 아두이노) :  
parseInt



질문은�언제나�환영이에요�:�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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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아두이노 스터디 단톡방 통해 연락주세요!)

● E-mail (다음 슬라이드에 주소 있습니다!)

● 바라미 디스코드 (아무 바라미 회원한테나 물어보시면 됩니다.)

● Zoom (강의자한테 연락 주세요~)

● 실습날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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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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