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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란, 집 밖에서도 집 안의 가전 제품들을 동작하게 

만드는 기능을 말합니다. 최근 아파트나 건물 등에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홈네트워크가 구현된 건물은 외부에서 

건물 내부에 켜놓은 전등을 끄거나, 보일러를 미리 켜두거나, 

도둑이 들었는지 감시할 수도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시스템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부품 목록이 

필요합니다. 제작에 필요한 부품들이 준비가 되었다면, 

<그림1-5>과 같이 갈릴레오 보드와 연결을 합니다.

홈네트워크 

시스템 

회로 구성

부품 목록

갈릴레오 보드 (1개), 브레드 보드 (1개), SD카드 (1개), 네트워크 케이블 (1개), 

USB 케이블 (1개), LED (1개), 220ohm 저항 (1개, 빨빨갈금), 트랜지스터 (1개),

온도센서 (1개), 점퍼 케이블

그림1-5 홈네트워크 시스템 회로도

그림1-3 추운곳에 있는 캐릭터 그림1-4 무선으로 집의 난방을 미리 가동시키는 모습

실습 01  홈네트워크 시스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홈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집안의 전등과 보일러 상태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림1-1 깜빡하고 집에 전등을 켜고 나온 모습  그림1-2 밖에서 무선으로 전등을 끄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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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릴레오 보드와 브레드 보드를 이용하여 <그림1-5>과 같은 회로를 

제작하였다면, 집안의 전등과 보일러의 전기 배선이 끝난 것입니다. 

위의 회로에 버튼을 추가한다면 일반 가정집의 전등과 보일러처럼 

버튼을 이용해서 전등과 보일러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웹상에서 전등과 보일러를 제어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합니다. 

이제 소스를 입력하고 서버를 구동시키기 위하여 갈릴레오 보드에 

접속을 합니다.

홈네트워크 

시스템 

동작시키기

갈릴레오 보드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라면 

3장의 <갈릴레오 보드 네트워크 환경설정>을 끝내고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도전하세요.

➊ 갈릴레오 보드에 전원, USB 케이블,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시키고

➋  설치된 <아두이노 1.5.3> 을 실행시켜서 갈릴레오에 설정된  

IP번호를 확인합니다.

➌  Putty.exe를 실행시켜서 확인된 IP번호로 접속하여 아이디(root)를 

입력하고, vi 에디터로 소스코드(9페이지)를 입력합니다.

➍  소스코드 74행의 IP번호를 자신의 갈릴레오 보드에 설정된 

IP번호로 변경합니다.

➎  소스코드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구동시킵니다.

에러 메시지 없이 <그림 1-7>과 같은 ‘Starting web controller…’ 

메시지가 나타나면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구동된 것입니다. 

인터넷 창을 열어서 잘 동작하는지 확인합니다.

잠깐!

그림1-7 홈네트워크 시스템 구동시키기

그림1-6 IP번호 변경시키기

인터넷 주소창에 갈릴레오 보드의 IP주소

(http://XX.XX.XX.XX:8888/)를 입력하여 나타난 웹화면에서 

집안의 전등 및 보일러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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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Galileo = require("galileo-io");

var board = new Galileo();

var milliVolts = 0.0;

var celsius = 0.0;

var peltier = 9;

var led = 2;

var ledStatus = “off”;

var boilerStatus = “off”;

var boilerValue = “0.0”;

board.on("ready", function() {

 this.pinMode("A0", this.MODES.INPUT);

 this.pinMode(led, this.MODES.OUTPUT);

 this.pinMode(peltier, this.MODES.OUTPUT);

 board.digitalWrite(peltier, 0);

 board.digitalWrite(led, 0);

 board.analogRead("A0", function(data) {

  milliVolts = (data / 1024.0) * 5000;

홈네트워크 

시스템 

제어 화면

소스 코드 

(homeNetwork.js)

그림1-8 홈네트워크 시스템 제어 화면



11 12네이버 소프트웨어 교육프로젝트  갈릴레오 보드를 활용한 홈네트워크 & 자동차 만들기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celsius = (milliVolts - 500) / 10;

  

  var str = celsius.toString();

  boilerValue = str;

  if (boilerStatus === “on”) {

   console.log(celsius);

  }

 });

 process.on(“SIGINT”, function() {

  board.digitalWrite(peltier, 0);

  board.digitalWrite(led, 0);

  console.log(“>> good-bye”);

  process.exit(0);

 });

});

function trunOnLed() {

 board.digitalWrite(led, 1);

 ledStatus = “on”;

 console.log(“>> LED on”);

}

function turnOffLed() {

 board.digitalWrite(led, 0);

 ledStatus = “off”;

 console.log(“>> LED off”);

}

function turnOnBoiler() {

 board.digitalWrite(peltier, 1);

 boilerStatus = “on”;

 console.log(“>> Boiler On”);

}

function turnOffBoiler() {

 board.digitalWrite(peltier, 0);

 boilerStatus = “off”;

 console.log(“>> Boiler Off”);

}

function startServer() {

 console.log(“Starting web controller…”);

 var http = require(“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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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reateServer(function(req, res) {

  function respond() {

   res.writeHead(200, {“Content-Type”: “text/html”});

   res.write(“<!DOCTYPE html><html>”);

   res.write(“<head><meta  httpe

quiv=\” refresh\”content=\”5;url=http://192.168.0.10:8888/\”></head>”);

   res.write(“<body><h1>NAVER Project to Software Education</h1>”);

   res.write(“<p><hr>”);

   res.write(“<h2> LED Control</h2>”);

   res.write(“</p><p>LED Status: “);

   res.write(ledStatus);

   res.write(“</p>”);

   res.write(“<input type=‘button’ onclick=‘location.pathname=\”/ledOn\”’

value=‘Turn LED on’/>”);

   res.write(“&nbsp   <input  type=‘button’

onclick=‘location.pathname=\”/ledOff\”’ value=‘Turn LED off’/></p>”);

   res.write(“<p>&nbsp</p><hr>”);

   res.write(“<h2>Boiler Control</h2>”);

   res.write(“<p>Boiler temperater: “);

   res.write(boilerValue);

   res.write(“</p>”);

   res.write(“<p>Boiler Status: “);

   res.write(boilerStatus);

   res.write(“</p>”);

   res.write(“<input

type=‘button’onclick=‘location.pathname=\”/boilerOn\”’  value=‘Turn  Boiler

on’/>”);

   res.write(“&nbsp   <input  type=‘button’

onclick=‘location.pathname=\”/boilerOff\”’ value=‘Turn Boiler off’/>”);

   res.write(“<p><input  type=’button’  onclick=’location.reload();’

value=’Refresh’/></p>”);

   res.write(“</body></html>”);

   res.end();

  }

  if (req.url === “/ledOn”)

   turnOnLed();

  else if (req.url === “/ledOff”)

   turnOffLed();

  else if (req.url ====“/boilerOn”)

   turnOnBoiler();

  else if (req.url === “/boilerOff”)

   turnOffBoiler();

  respond();

 }).listen(8888);

}

start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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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9행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변수의 초기값을 설정합니다.

•11행 갈릴레오 보드를 동작 시킵니다.

•12행~14행 INPUT, OUTPUT 핀 번호를 설정합니다.

•16행~17행 서버가 시작될 때, 보일러와 전등을 끕니다.

•19행~29행 온도센서의 값을 읽어서 화면에 표시합니다.

•31행~37행 강제 종료(ctrl+C) 시, 전등과 보일러를 정지시킵니다.

•40행~50행 전등을 켜는 함수와 전등을 끄는 함수입니다.

•52행~63행 보일러를 켜는 함수와 보일러를 끄는 함수입니다.

•66행~109행 인터넷 상에서 전등과 보일러 제어를 위한 HTML 코드입니다.

•111 행 서버를 동작시킵니다.

소스 

살펴 보기

최근 무인운전자동차(self-driving car)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인운전자동차 시대가 된다면 자동차 사고가 줄고, 

도로의 효율성과 연료 효율이 높아지고, 운전 노동에서 

해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인운전자동차의 외형은 

일반 자동차와 비슷한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성능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의 힘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모형 자동차를 스마트 기기나 컴퓨터 상의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주요 기능은 전진, 후진, 우회전, 좌회전 등의 움직임을 제어 합니다.

자동차 제어 

시스템

실습 02 자동차 제어 시스템
웹 브라우저에서 모형 자동차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림2-1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모습  그림2-2 무인으로 자동차를 조정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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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바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L293B 모터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직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등의 기능을 하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2-3>과 같이 L293B를 

이용하여 회로도를 완성합니다.

자동차 제어 

시스템 

회로 구성

부품 목록

갈릴레오 보드 (1개), 브레드 보드 (1개), SD카드 (1개), 네트워크 케이블 (1개),

USB 케이블 (1개), DC모터 (2개), 모터 드라이버 L293B (1개), 볼캐스터 (1개),

점퍼 케이블

그림2-3 자동차 제어 시스템 회로도

자동차 제어 

시스템 

동작시키기

갈릴레오 보드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라면 

3장의 <갈릴레오 보드 네트워크 환경설정>을 끝내고 ‘자동차 제어 시스템’에 도전하세요.

➊ 갈릴레오 보드에 전원, USB 케이블,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시키고

➋  설치된 <아두이노 1.5.3> 을 실행시켜서 갈릴레오에 설정된  

IP번호를 확인합니다.

➌  Putty.exe를 실행시켜서 확인된 IP번호로 접속하여 아이디(root)를  

입력하고, vi 에디터 로 소스코드(16페이지)를 입력합니다.

➍  소스코드 90행의 IP번호를 자신의 갈릴레오 보드에 설정된  

IP번호로 변경합니다.

➎  소스코드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자동차 제어 시스템을 구동시킵니다.

에러 메시지 없이 <그림 2-5>와 같은 ‘Starting web controller…’ 

메시지가 나타나면 자동차 제어 시스템이 구동된 것입니다. 

잘 동작이 되는지 웹 브라우저를 열고 실행시켜 보세요.

잠깐!

그림2-5 자동차 제어 시스템 구동시키기

그림2-4 IP번호 변경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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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소창에 갈릴레오 보드의 IP주소

(http://XX.XX.XX.XX:8888/)를 입력하여 나타난

화면에서 자동차의 전진, 후진, 우회전, 좌회전 등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현재 상태를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어 

화면

그림2-6 자동차 제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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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Galileo = require("galileo-io");

var board = new Galileo();

var carStatus = “---”;

var right_wheel_forward = 5;

var right_wheel_backward = 6;

var left_wheel_forward = 9;

var left_wheel_backward = 10;

board.on("ready", function() {

 this.pinMode(right_wheel_forward, this.MODES.OUTPUT);

 this.pinMode(right_wheel_backward, this.MODES.OUTPUT);

 this.pinMode(left_wheel_forward, this.MODES.OUTPUT);

 this.pinMode(left_wheel_backward, this.MODES.OUTPUT);

 board.analogWrite(right_wheel_forward, 0);

 board.analogWrite(right_wheel_backward, 0);

 board.analogWrite(left_wheel_forward, 0);

 board.analogWrite(left_wheel_backward, 0);

 

소스 코드 

(car_wheel.js)

 process.on(“SIGINT”, function() {

  board.analogWrite(right_wheel_forward, 0);

  board.analogWrite(right_wheel_backward, 0);

  board.analogWrite(left_wheel_forward, 0);

  board.analogWrite(left_wheel_backward, 0);

  console.log(“\n***** good-bye *****”);

  process.exit(0);

 });

});

function stop() {

 board.analogWrite(right_wheel_forward, 0);

 board.analogWrite(right_wheel_backward, 0);

 board.analogWrite(left_wheel_forward, 0);

 board.analogWrite(left_wheel_backward, 0);

 carStatus = “---”;

 console.log(“---”);

}

function forward() {

 board.analogWrite(right_wheel_forward, 614);

 board.analogWrite(right_wheel_backward, 0);

 board.analogWrite(left_wheel_forward, 614);

 board.analogWrite(left_wheel_backward, 0);

 carStatus = “Forward”;

 console.log(“>> forward”);

}

function backward() {

 board.analogWrite(right_wheel_forward, 0);

 board.analogWrite(right_wheel_backward, 200);

 board.analogWrite(left_wheel_forward, 0);

 board.analogWrite(left_wheel_backward, 200);

 carStatus = “Backward”;

 console.log(“<< backward”);

}

function right_turn() {

 board.analogWrite(right_wheel_forward, 200);

 board.analogWrite(right_wheel_backward, 0);

 board.analogWrite(left_wheel_forward, 0);

 board.analogWrite(left_wheel_backward, 0);

 carStatus = “Right Turn”;

 console.log(“Right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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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ction left_turn() {

 board.analogWrite(right_wheel_forward, 0);

 board.analogWrite(right_wheel_backward, 0);

 board.analogWrite(left_wheel_forward, 200);

 board.analogWrite(left_wheel_backward, 0);

 carStatus = “Left Turn”;

 console.log(“Left Turn”);

}

function startServer() {

 console.log(”Starting web controller…”);

 var http = require(“http”);

 http.createServer(function(req, res) {

  function respond() {

   res.writeHead(200, {“Content-Type”: “text/html”});

   res.write(“<!DOCTYPE html><html>”);

   res.write(“<head><meta http-equiv=\”refresh\” content=\”5;

url=http://192.168.0.10:8888/\”></head>”);

   res.write(“<body><h1>NAVER Project to Software Education</h1>”);

   res.write(“<p><hr>”);

   res.write(“<h2> My CAR Control </h2>”);

   res.write(“</p><p> CAR Status : “);

   res.write(carStatus);

   res.write(“</p><p>”);

   res.write(“<input type=’button’ onclick=’location.pathname=\”/stop\”’ value=’Stop’/>”);

   res.write(“&nbsp <input type=’button’ onclick=’location.pathname=\”/forward\”’

value=’Forward’/>”);

   res.write(“&nbsp <input type=’button’ onclick=’location.pathname=\”/backward\”’

value=’Backward’/></p>”);

   res.write(“<p> </p><br>”);

   res.write(“<input type=’button’ onclick=’location.pathname=\”/right_turn\”; value=’Right

Turn’/>”);

   res.write(“&nbsp <input type=’button’ onclick=’location.pathname=\”/left_turn\”’

value=’Left Turn’/>”);

   res.write(“</body></html>”);

   res.end();

  }

  if (req.url === “/stop”)

   stop();

  else if (req.url === “/forward”)

   forward();

  else if (req.url === “/backward”)

   back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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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 if (req.url === “/right_turn”);

   right_turn();

  else if (req.url === “/left_turn”)

   left_turn();

  respond();

 }).listen(8888);

}

startServer();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행~8행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변수의 초기값을 설정합니다.

•10행 갈릴레오 보드를 동작 시킵니다.

•11행~14행 OUTPUT 핀을 설정합니다.

•16행~19행 자동차의 초기상태를 정지로 설정합니다.

•21행~29행 강제 종료(ctrl+c) 시, 자동차를 정지시키고 프로그램을 멈춥니다.

•32행~40행 ‘Stop’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42행~50행 ‘Forward’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52행~60행 ‘Backward’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62행~70행 ‘Right Turn’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72행~80행 ‘Left Turn’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82행~120행 웹 브라우저 상에서 자동차를 제어하기 위한 HTML 코드입니다.

•122 행 서버를 동작시킵니다.

소스 

살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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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립하기

➊  <그림 2-7>과 같이 떨어져 있는 모터와 바퀴를 <그림 2-8>과 같이 

연결합니다.

➋  <그림 2-8>과 같이 모터와 바퀴가 한 쌍으로 조립된 부품  

2개를 만듭니다.

➌  <그림 2-9>처럼 2 개의 모터를 마주하도록 한 후 윗면과 아랫면에  

검정 테이프를 붙입니다.

➍  <그림 2-10>과 같이 2 개의 모터가 붙어있는 앞부분에  

검정 테이프를 이용하여 볼캐스터를 부착합니다.

그림2-7 모터와 바퀴 그림2-8 모터와 바퀴 붙이기

➊ 인텔 갈릴레오 보드에 전원 공급을 위하여 5v power supply를 연결하고

➋ 데이터 전송을 위한 USB2.0 케이블을 연결하고

➌  인터넷 접속을 위하여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시키고

➍  SD카드를 넣습니다. 

＊SD카드에는 리눅스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어야 함 (22페이지 참조).

갈릴레오 보드와 

컴퓨터 연결하기

그림3-1 전원, USB, 데이터 케이블 연결하기

갈릴레오 보드 
네트워크 환경 설정

환경설정

바퀴 2 개로 달리는 자동차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자동차는 유선이기 때문에 먼곳까지 달릴 수 없지만, 

갈릴레오 보드에 wifi 쉴드를 장착한다면 선에 구애를 받지 않고 달리는 

무선 모형 자동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2-9 DC모터 붙이기 그림2-10 볼캐스터 붙이기

갈릴레오 보드를 사용하기 위한 환경설정 방법입니다.

➊

➍

➌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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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이트에서 리눅스 이미지를 다운 받습니다.

https://communities.intel.com/docs/DOC-22226

파일명 SDCard.1.0.3.zip

SD카드에 

리눅스 이미지 

저장하기

갈릴레오 보드의 

IP주소 

알아내기

그림3-2 리눅스 이미지 다운받기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갈릴레오 보드로 들어가는 방법은 <그림3-4>와 

같은 콘솔 케이블이 있으면 터미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갈릴레오 보드의 

리눅스로 직접 접속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콘솔 케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교재에서는 콘솔 케이블이 없이 접근을 

하기 위해서 아두이노 IDE의 system() 함수를 이용합니다.

이제 아두이노 IDE를 이용하여 갈릴레오 보드의 IP주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운받은 파일의 압축을 풀어서 SD카드에 저장합니다. 

※ PC에 있는 데이터를 SD카드로 옮기기 위해서는 <micro SD카드 리더기>가 필요함.

그림3-3 SD카드에 저장된 파일 목록

그림3-4 USB 콘솔 케이블

아두이노 IDE 접근을 위해서 갈릴레오 보드가 몇 번 포트를 

이용하여 컴퓨터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작업을 수행하는지 알아봅니다.

[시작 메뉴 - 제어판 - 장치 관리자 - 포트(COM & LPT)]에서 

“Galileo(COM?)” 번호를 확인합니다.

※ 그림의 예제에서는 ‘COM5’ 포트를 사용함(각 컴퓨터마다 번호는 달라질 수 있음)

장치관리자에서는 COM5를 사용한다는 것만 확인하고 

<아두이노 1.5.3>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시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인텔 갈릴레오 아두이노 파일을 다운 받습니다.

https://communities.intel.com/docs/DOC-22226

파일명 arduino-widows-1.0.3.7z

그림3-5 장치관리자에서 포트번호 확인

그림3-6 갈릴레오 보드용 아두이노 파일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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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은 압축파일을 풀면 ‘arduino-1.5.3-Intel1.0.3’ 폴더 안에 

실행파일(arduino.exe)이 있습니다. 이 실행파일이 인텔 갈릴레오를 위한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입니다.

[도구 - 시리얼 포트]에 선택된 번호가 장치관리자의 포트번호(COM5)와 

일치하는지확인합니다. 만약 다르다면 같은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도움말 - Firmware Update] 펌웨어 업데이트를 합니다. 

(5분정도 걸림. 마지막 에러 메시지 무시.)

arduino.exe 파일을 실행시키고 [도구 - 보드]에서의 목록 중에 

‘Intel®Galileo’를 선택합니다.

그림3-7 아두이노 실행시키기

그림3-9 시리얼 포트 확인하기

그림3-8 갈릴레오 보드 선택하기 그림3-10 펌웨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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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릴레오 보드에 IP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loop() 함수에 

<그림3-11>과 같이 입력한 후, “  컴파일”과 “  업로드”를 합니다.

그림3-11 컴파일/업로드 하기

“  시리얼 모니터”를 클릭하면 <그림3-13>과 같이 ‘시리얼 모니터’ 창을 통해서 

갈릴레오 보드의 IP주소(네 자리 숫자 : XX.XX.XX.XX)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3-12 시리얼 모니터 창 열기

갈릴레오 보드에 XX.XX.XX.XX 라는 인터넷 IP주소가 설정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된 IP주소로 갈릴레오 보드에 접속합니다.

갈릴레오 보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putty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Putty 사이트(http://www.putty.nl/download.html)에서 

‘putty.exe’ 파일을 다운받아 바탕화면에 저장합니다.

그림3-13 시리얼 모니터 창에서 IP주소 확인

갈릴레오 보드에 

접속하기

그림3-14 putty 다운받기



29 30네이버 소프트웨어 교육프로젝트  갈릴레오 보드를 활용한 홈네트워크 & 자동차 만들기

바탕화면에 있는 ‘putty.exe’ 파일을 실행시키고 [Host Name (or IP address)]에 

IP주소를 입력하고 [open]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3-15 putty 접속 창에 IP주소 입력하기

갈릴레오 보드의 입출력을 위해서 galileo-io 스크립트를 설치합니다.

root@clanton:~# npm install galileo-io

vi 에디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입력합니다.

root@clanton:~# vi 파일명.js

※  vi 에디터의 자세한 사용법은 인터넷 검색 엔진에 “vi 에디터 사용법” 이라고 입력해 보세요.

그림3-17 galileo-io 스크립트 설치하기

그림3-18 소스 코드 입력하기

부품 목록 부록 01

교재에서 사용된 부품 목록과 각 부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갈릴레오 보드

우리가 만들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핵심 보드로 모든 시스템을 

제어하는 역할을 할 부품입니다. 

이 보드에 우리가 개발하려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됩니다.

검정색 화면이 나타나면 아이디(root)만 입력하여 서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접속 후, date 명령으로 서버의 날짜(MMDDhhmmYYYY.ss)를 변경합니다.

login as : root

root@clanton:~# date 080820112014.00

그림3-16 갈릴레오 보드 접속하고 날짜 변경하기

GP LED

Power LED Reset button for 
sketch and shield(s)

USB Client Port and
Programming Port

Reboot button for
Intel® Quark™ SoC

USB Host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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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드 보드

납땜을 하지 않고도 연결하고 싶은 부품을 꽂아 전자회로의 

동작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품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의 홈은 가로 방향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안쪽 부분의 홈들은 세로 방향을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케이블

인터넷에 접속을 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되는 케이블입니다. 

원거리 제어를 위한 통신 케이블 역할을 합니다.

USB 데이터 케이블

컴퓨터와 갈릴레오 보드의 

데이터를 주고 받기 위한 케이블입니다.

LED

가정의 전등에 해당하는 부품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전류를 증폭할 수 있는 부품으로 전신주에서 흔히 보는 

변압기 역할을 합니다.

온도센서

온도를 검출하는 부품으로 보일러, 에어컨에 

온도 표시할 때 사용됩니다.

저항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부품으로 전등이나 

온도 센서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부품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점퍼 케이블

부품과 부품 사이의 전원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줄입니다. 

전선 역할을 합니다.

DC모터

DC모터는 선풍기의 날개나 자동차 바퀴 등과 같이 

반복적인 회전을 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볼캐스터

고정된 물건을 쉽게 움직이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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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js 소개 부록 02

갈릴레오 보드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된 프로그래밍 언어 

node.js를 소개합니다.펠티어 소자

한 쪽 면은 발열하여 온도가 상승하고 다른 쪽은 흡열하여 

온도가 낮아지는 부품입니다.

모터 드라이버

모터를 정밀하게 작동시켜야 할 경우 모터 드라이브를 사용합니다. 

입력 받은 신호를 판독하여 모터를 정회전, 역회전, 빠르게, 느리게, 

정지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CHIP ENABLE1(1핀)은 보드의 아날로그 입력(A0핀~A5핀)과 

연결하고, GND(4핀, 5핀)는 보드의 GND와 연결합니다. 

INPUT1(2핀)과 INPUT2(7핀)은 보드에서 데이터 값을 입력 받을 수 있으며, 

입력 받은 값은 OUTPUT1(3핀)과 OUTPUT2(6핀)을 통해서 모터로 전달합니다.

본 교재에서는 마이크로컨트롤러(갈릴레오 보드) 제어와 웹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노드(node.js)를 사용했습니다.

노드는 서버 사이드 자바스크립트의 강력함과 단순함을 기반으로 빠르고 

확장 가능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으며, 모듈을 통해 

기능을 확장합니다. npm(Node Package Manager)은 모듈을 통합관리하는 

툴로 홈페이지(http://npmjs.org)에는 다양한 모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모듈을 설치하고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인텔 갈릴레오 보드는 npm으로 galileo-io 모듈을 설치하고, 

설치된 모듈은 require() 함수를 사용해서 로드합니다.

var Galileo = require(“galileo-io”);

galileo-io 모듈의 on() 함수를 호출하여 갈릴레오 보드를 동작 시키고 

pinMode() 함수는 갈릴레오 보드의 입출력 핀 번호를 설정합니다. 

digitalWrite() 함수로 디지털 출력을 하고, analogWrite() 함수로 

아날로그 출력을 합니다. digitalRead() 함수는 디지털 입력 값을 받아 들이고, 

analogRead() 함수는 아날로그 입력 값을 받아들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http 모듈을 로드하고 싶다면 “var http = require(‘http’);” 라고 

입력하여 모듈을 로드한 후 http 모듈에서 제공하는 함수 중 하나인 

createServer() 함수를 호출하여 http 서버를 만듭니다. 

http 서버의 writeHead() 함수에 작성된 내용은 http 헤더로 보내고, 

write() 함수의 내용은 http 바디로 보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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