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rable IOT
Controller Board

01 IOT 보드 연결하기
1. 제품 구성 확인
우선 IOT 보드를 연결하거나 사용하기 이전에 박스를 열어
제품의 구성 및 부품의 명칭 부터 확인 해보도록 합니다.

IOT 박스 구성품은 ‘IOT 보드’ 에서 부터 폼보드 까지
하나의 패키지 안에 여러 개의 제품이 있습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여 각 제품의 명칭과 제품의 개수
그리고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 부품들인지 설명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합니다.

※ 주의사항
어린이는 보호자의 손이 닿는 곳에서 제품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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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품의 기능
각각의 보드 및 부품들의 특징과 기능을 확인해 봅니다.
IOT 보드 x1

5핀 케이블 x1

IOT 키트를 컨트롤

보드를 PC에 연결

하는 메인 보드 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폼보드 (IOT 보드 )
IOT 보드에 씌울 수
있는 커버 폼 입니다.

폼보드 (핸들 )
폼보드를 씌울 수 있는
커버 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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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동 가능한 추가 구성품
기본 IOT 보드 패키지에서 추가로 부품을 구매하여
IOT 보드 키트에 연동 할 수 있는 부품들 입니다.
조이스틱 케이블 x2

조이스틱 좌,우 x1

조이스틱을 IOT

IOT 보드에 연결하는

보드에

연동 컨트롤러 입니다.

연결 할 수 있습니다.

RF 모듈

미니 배터리

IOT 키트를 무선으로

IOT 키트를 무선으로

컨트롤 할 수 있게

사용 할 때 보드에

연동 시키는 무선

연결 시키는

통신 모듈 입니다.

보드 전용 배터리
입니다.

폼보드 (조이스틱 )
조이스틱에 씌울 수
있는 커버 폼 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품 들을 연동하여 더 확장된
기능들을, IOT 보드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수업 목적 또는 키트의 종류에 따라
구성품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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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OT 보드 PC 연결 방법
우선은 IOT 보드를 PC에 연결 하는 방법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OT보드

PC 또는 노트북

IOT 보드의 우측에 보면 ‘5핀 케이블’을 연결 할 수 있는 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곳에 함께 등봉 되어 있는 ‘5핀 케이블’을
먼저 끼워 주며, 반대쪽 케이블은 PC에 끼워주세요
또한 조이스틱이 있다면, 조이스틱의 색상에 맞춰
아래 그림처럼 보드의 뒷면에 연결 합니다.

조이스틱 (회색)

IOT보드 (뒷면)

조이스틱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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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OT 보드 PC 연결 방법 (무선)
IOT 보드는 5핀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 외에, 추가 구성품이
있다면 무선으로도 사용이 가능 합니다.
무선 연결을 위해선 RF 모듈과 무선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IOT보드 – 조이스틱 연결

연결

IOT보드 – PC 연결

무선
IOT보드 – 통신모듈 연결 (무선)

통신모듈 – PC 연결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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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2-Funcion
1. 12개의 기능
웨어러블 보드는 독립적으로 12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5핀 케이블을 통해 보드를 켜거나
배터리를 통해 보드를 연결 한 후 스위치를 켜면
상단에 흰색 LED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1. Full - LED
02. LED + 마이크

12. 조이스틱 + 음계

03. 드론 조이스틱 제어

11. 조이스틱 + LED

04. 드론 자이로 제어

10. 흔들기 감지

09.소리 감지
경보기

05. 다이스(주사위)

06. 버튼 + LED

08. 링 게임
07. 자이로+음계

이번 챕터에서는 보드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아보고
각 기능을 실행 해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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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선택하기
보드를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여 켠 후 잠시 기다리면
보드의 상단 부분에 흰색 LED가 표시됩니다.

스위치
IOT보드

PC 또는 노트북
배터리를 끼운 후 스위치를 눌러 켭니다.

PC와 5핀 케이블로 연결한 후 스위치를 눌러 켭니다.

자이로 센서를 사용하여 선택
왼쪽으로 넘기기
오른쪽으로 넘기기
해당 기능 선택

보드가 켜진 상태

보드의 좌/우 버튼을 눌러 해당 기능을 선택 한 후
보드의 하단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2번 기능

4번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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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기능

(1) Full-LED

(2) LED + 마이크

보드의 12개의 LED가 랜덤으로

마이크에 감지되는 소리의 크기 만큼

불이 켜집니다.

LED가 켜집니다.

마이크

(3) 드론 : 조이스틱 제어

(4) 드론 : 자이로 제어

보드에 조이스틱이 연결되어 있다면

드론을 보드의 자이로 센서를 사용하여

드론을 조이스틱으로 제어합니다.

조종합니다.

(5) 다이스(주사위)

(6) 버튼 + LED

보드를 흔들면 랜덤의 숫자로

보드의 버튼을 눌러 LED 의 밝기를

LED 가 켜집니다.

조절 할 수 있습니다.

LED 밝게 하기
우측 LED 켜기
좌측 LED 끄기
LED 어둡게 하기

58

(8) 링 게임

(7) 자이로 + 음계
자이로 센서를 작용하면

보드를 기울여서 파란 LED를 조종하고

음계가 발생합니다.

빨간 LED와 닿을 수 있게 조작합니다.

도

미

파

목표

레

(10) 흔들기 감지

(9) 소리 감지 경보기
보드의 마이크 부분에 소리가 감지되면

보드를 흔들면 흔드는 강도에 따라

경보음을 울립니다.

LED가 점점 올라갑니다.

감도 설정 (감도-)

감도 설정 (감도-)

감도 설정 (감도+)

(12) 조이스틱 + 음계

(11) 조이스틱 + LED
조이스틱을 설정하여 보드의

조이스틱을 조작하여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LED를 바꿀 수 있습니다.
LED 밝기 ▲
LED 끄기

LED 켜기
LED 색 변경
LED 밝기 ▼

감도 설정 (감도+)

도
미

깜빡임 on

솔
파

레
LED 색변경

시

도↑
라

깜빡임 off

※ 왼쪽 조이스틱 버튼 클릭 ※ 오른쪽 조이스틱 버튼 클릭
: 녹음시작/녹음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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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된 음계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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