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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 문서는, 타이니파머 센서노드에 연결괴는 각 센서의 선 연결 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

니다. 

 

2.  각 센서 구성 

센서 목록 

품명 역할 

AM2305 온, 습도 센서 

BH1750 조도센서 

SEN0186 웨더 스테이션 키트 

H-101 PH Electrode PH 측정 센서 

WT-1000B EC, 토양 온, 습도 센서 

T6613 CO2 측정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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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회로 그림에 포트별 연결 센서 맵핑 그림으로 표시> 

 

3.  AM2305 온 습도 센서 연결 법 

3.1.  AM2305 센서 개요 

- AM2305 는 디지털 방식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센서로써 센서노드와 통신방식은 ONE 

WIRE 통신방식을 사용하고  온도 측정 범위는  -40~80 ℃ 오차는 +- 0.5℃이고 습도 측정 범

위는 0~100% 오차는 +-0.1% 이다.  

 

3.2.  AM2305 센서 선 연결 

AM2305 는 3 색 선 을 가진 센서이다. 각 선의 역할은 노란색 선은 신호선 이고 빨간색 선은 

+5V 이다. 그리고 AM2305 는 다른 센서들과 다르게 흰색선이 GND 이다. 그 외 센서들은 대부분 

검정색 선이 GND 이다. 센서 연결법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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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과 같이  모양에 그림이 있는 온습도 센서 터미널 블록에 노란색 신호선을 2 번

째자리, 빨간색 +5V 선은 3 번째자리, 흰색의 GND 선은 4 번째 자리에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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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6613 CO2 측정 센서 연결 법 

4.1  T6613 센서 개요 

T6613 CO2 측정 센서는 아날로그 방식의 센서로써 통신방식은 아날로그 신호를 츨력 함으로써 

ATMEGA128 내부의 ADC 로 디지털 신호로 변경 하여 센서 값을 읽어 온다. CO2 측정 범위는 

0~2000 PPM 이고 오차는 +- 3~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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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T6613 센서 선 연결 

 T6613 센서도 앞서 AM2305 와 같은 3 색의 선을 가지고 있고 각 선의 역할은 앞서 센서와 같이 

노란색과 빨간색은각각신호선과 +5V 이고 앞 센서와 다르게 검정색 선이 GND 선이다. 센서 연

결법은 아래와 같다. 

 6613 센서의 핀을 확대하면 좌측의 그림과 동일하다. 이 핀들 중 사용하는 핀은 C, 2, 4 세가지 

핀을 사용하고 각 핀의 역할은 C 는 +5V, 2 는 GND, 4V 아날로그 신호 출력 핀이다. 

 

 

 

 T6613 센서에 선은 위와 같이 C 에는 빨간색 선을 2 번에는 검은색선을 4 번에는 노란색 선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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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노드에 흰색으로 CO2 라고 적혀있는 터미널 블록의 노란색 신호선을 2 번째 자리에 연결 

하고 빨간색 +5V 선은 3 번째 자리 검은색 GND 선은 4 번째 자리에 연결한다. 

 

 

 

5.  H-101 PH Electrode 센서 연결 법 

5.1.  H-101 PH Electrode 센서 개요 

H-101 PH Electrode 센서는 T6613 센서와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출력 신호를 보내는 방식의

PH 측정 센서이다. 통신방식은 T6613 과 동일하며 측정 범위는 0~14PH 까지이며 오차는 +-

0.02PH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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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H-101 PH Electrode 센서 선 연결 

 H-101 PH Electrode 센서는 T6613 센서와 동일한 3 색 선을 가지는 센서이다. 각 선의 역할은 빨

간색 선과 검은색 선은 T6613 과 동일하게 +5V는 빨간색선, GND 는 검은색 선이나, 신호선은 

T6613 과 다르게 파란색 선이 신호 선이다. 자세한 연결 법은 아래와 같다. 

 

H-101 PH Electrode 는 위의 사진의 녹색 화살표처럼 센서 프로브와 같이 동봉된 PCB 를 홈에 

맞춰서 끼워 돌려서 연결하고, 빨간색 화살표처럼 3색 선도 파란색 선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커

넥터 홈에 맞춰서 연결한다. 

 

 

센서 노드와의 선 연결은 T6613 과 동일한 흰색으로 CO2 라고 표시된 터미널 블록에 연결한

다. 위치는 T6613 센서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파란색 신호 선을 1 번째 자리에 연결하고 T6613 

센서 연결 되어 있지 않다면 2 번째 자리에 연결한다. 그리고 나머지 빨간색 +5V 선과 검은색 

GND 선은 T6613과 동일 하게 빨간색 +5V은 3 번째 자리 검은색 GND 선은 4 번째 자리에 연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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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T-1000B EC 센서 선 연결 법 

6.1.  WT-1000B 센서 개요 

WT-2000B EC 센서는 디지털 방식의 EC, 토양온도, 토양 습도를 측정하는 센서이다. 통신방식

은 디지털 방식의 Serial 통신으로 1 개의 신호 선이 TX 역할을 하며 센서 노드의 RX선에 센서 값

을 전송한다. 측정 범위는 EC 는 0~9.99ds/m 이고 토양온도는 0~60℃, 토양습도는 0~99.9% 이

다. 오차는 EC 는 +-0.1ds/m 이고 토양온도는 +-0.5℃, 토양습도는 +-1%이다. 

 

6.2.  WT-1000B 센서 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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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1000B EC 센서는 위의 센서들과 동일한 3색의 선을 가지고 있다. 각 선의 색깔은 흰색, 빨

강색, 검은색 3 색 이고 역할은 빨강색 선과 검은색 선은 앞서 센서와 동일한 빨강 선 +5V, 검정선 

GND 이다. 하지만 앞서 AM2305 센서는 흰색 선이 GND 였으나 WT-1000B 센서는 신호 선이 흰

색선이다. 

 

 

WT-1000B EC 센서는 센서 프로브와 3 색선 변환 커넥터 선을 위의 첫번째 사진의 녹색 화살

표의 각 커넥터 암과 수를 서로 크기에 맞춰 끼운 다음 2 번째 사진의 노란색 화살표에 고정 쇠를 

돌려 양 커넥터를 서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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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 노드와 연결 시 에는 가 표시된 터미널 블록에 연결한다. 각 선의 연결은 빨간 +5V선과 

검정색 GND 선은 앞서 센서들과 동일하게 3 번째에 빨간 +5V 선을 연결하고 4 번째에 검정 GND 

선을 연결한다. 그리고 흰색 신호선은 2번째 자리에 연결한다. 다만 흰색 신호 선과 빨간 +5V선

을  위의 사진과 같이 1kΩ 저항의 각 리드를 선들과 같이 연결한다. 

 

 

 

 

7.  BH 1750 조도 센서 선 연결 법 

7.1.  BH 1750 센서 개요 

BH 1750 조도 센서는 빛의 조도를 측정하는 센서이다. 통신방식은 디지털 방식의 I2C 통신으

로 신호 선인 SDA, SCL 을 통해 센서 값을 전송한다. 조도 측정 범위는 1~65535 lx 이다. 오차는 

+-2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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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BH 1750 센서 선 연결 

BH 1750 조도 센서는 4 색의 선을 가지고 있는 센서이다. 각 선의 색깔은 노란색, 흰색, 빨강색, 

검은색 4 색 이고 각 선의 역할은 빨강색 선과 검은색 선은 앞서 센서와 동일한 빨강 선 +5V, 검정

선 GND 이다. 하지만 앞서 3 색 센서들 과는 다르게 신호 선이 한 개가 더 추가되어 SDA 는 노란

색, SCL 은 흰색 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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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H 1750 센서에 선 연결은 2 개의 신호 선을 각 노란색 선은 센서의 SDA 에 흰색 선은 센서의 

SCL 에 연결한다. 검정색 선은 GND, 빨강색 선은 +5V 에 연결한다. 

 

 센서 노드에 연결 시에  가 표시 된 터미널 블록에 1번째 자리에 노란색 SDA 신호 선을 연

결하고 2 번째 자리에 흰색 SCL 신호선을 연결한다. 그리고 3 번째와 4번째 터미널 블록에는 앞

서 센서들과 동일하게 빨간색 +5V 선을 3 번, 검정색 GND 선을 4 번 터미널 블록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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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EN0186 웨터스테이션 키트 선 연결 법 

8.1.  SEN0186웨터스테이션 키트 개요 

SEN0186 웨터스테이션 키트는 현재 위치의 풍향, 풍량, 강우량 등의 날씨 상태를 측정하는 센

서 키트 이다. 통신방식은 디지털 방식의 Serial 통신으로 신호 선인 RX, TX을 통해 센서 값을 전

송한다.  각 센서들의 범위는 풍향은 0~360°, 풍량은 0~100 m/s, 강우량은 0~9999mm 이다. 

 

 

8.2.  SEN0186웨터스테이션 키트 개요 

 SEN0186 웨터스테이션 키트는 센서노드와 4색선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각 선의 역할은 

빨간색 선은 +5V, 검정색 선은 GND 으로 앞서 센서와 동일하고, 노란색과 흰색 선도 앞서 

BH1750 과 동일하게 신호 선으로 사용 된다. 다만 웨더스테이션은 Serial 통신을 사용하다 보니 

BH1750 처럼 SDA, SCL 이 아닌 RX, TX 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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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0186 웨터스테이션 키트와 동봉된 PCB 를 위 사진의 노란색 화살표처럼 4 선짜리 다소 굵

은 선은 키트에서 풍향과 풍량 측정 센서 선으로 써 PCB 에 WIND 라고 적혀져 있는 곳에 전화선 

이나 인터넷선 연결 하듯이 끼워 연결한다. 2 선짜리 다소 얇은 선은 강우량 측정 센서 선으로써 

PCB 의 RAIN 이라 적혀있는 곳에 동일한 방법으로 끼운다. 그리고 신호와 전원은 녹색 화살표처

럼 전원은 +5V는 빨간색 선, GND 는 검정색선, 신호 선은 RX 에는 노랑색 선, TX에는 흰색 선을 

연결한다. 

 

센서 노드와의 연결은 WT-1000B 센서와 동일하게  가 표시된 터미널 블록에 연결한다. 각 

선 배치는 BH 1750 과 동일하다, 먼저 노란색 RX선은 1 번째 터미널 블록에 연결 되고 흰색 TX

선은 2 번째 터미널 블록에 연결된다. 전원은 빨간 +5V 선은 3 번째 터미널 블록에, 검정 GND 선

은 4 번째 터미널 블록에 연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