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oT 사물인터넷과 Windows 8 
Microsoft 김영욱 부장 

2014년 명품 특강! 

2월의 주제 
사물인터넷과  
Windows 8 앱의 연결! 



 



 





 









•  2006년 초기 컨셉이 시작됨 (Eben Upton) 
•  2012년 2월 29일 판매 시작 
•  2012년 4월 16일 최초 구매자가 받기 시작 
•  2013년 1월초 1,000,000 대 판매 
•  2013년 2월 라즈베리 파이 MODEL A 판매 시작 

 



Memory 512 MB 

2 USB 

Ethernet 

Memory 256 MB 

1 USB 

No Ethernet  

BCM 2835 

   ARM 11 – 700 Mhz 

MODEL A MODEL B • 운영체제 – 리눅스 (RASPBIAN) 
• 저렴한 가격 :  Model B – USD 35,  

   Model A – USD 25 
• 저렴하고 쉬운 저장장치  
• 라즈베리 파이 재단 
• GPIO (General Purpose Input Output) 







• http://raspberrypi.org 에서 Image를 다운로드 
• http://sourceforge.net/projects/win32diskimager  

에서 Win32 Disk Imager를 다운로드 
• SD 메모리를 삽입하고 이미지를 굽는다. 
• 초기 계정은 pi/raspberry  

 

http://sourceforge.net/projects/win32diskimager




• 1991년 귀도 반 로섬(Guido Van Rossum)이 발표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 http://www.python.org/ 

• 현재 3.3까지 출시 
• 라즈베리 파이에는 2.7과 3.X가 같이 설치되어 있음. 
• 프로그램을 편하게 하기 위한 IDLE이 같이 제공 
• 들여쓰기를 이용하여 블록을 구분하는 특성들 때문에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줌 







•옴니비전(OmniVision)의 OV5647 
•8.5 x 8.5 x 5mm 
•전체 크기(PCB 포함) : 25mm x 20mm x 
9mm 
•5메가픽셀 
•정지영상 캡처 2592×1944 
•초당 30프레임의 1080p 지원 
•초당 60프레임의 720p 지원 
•초당 90프레임의 640x480p 지원 
•150mm 리본 케이블 
•PCB + 카메라 모듈의 무게 : 2.4g,  
 리본 케이블의 무게 : 1.0g 



• sudo apt-get update 
• sudo apt-get upgrade 
• sudo raspi-config 

 
• raspistill –o image.jpg 



import subprocess 
 
command = "raspistill -t 1 -o image.jpg " 
 
subprocess.call(command, shell = True) 



import time 
import subprocess 
time = datetime.now() 
 
filename = filepath + "/" + fileNamePrefix + "-%04d%02d%02d-
%02d%02d%02d.jpg" % (time.year, time.month, time.day, time.hour, 
time.minute, time.second) 
command = "raspistill -t 1 -o %s" % (filename) 
 
subprocess.call(command, shell = True) 
print "Captured %s" % filename 





https://apps.twitter.com/app/new 



Permission Change 1 2 Access Token 











import RPi.GPIO as GPIO 
 
GPIO.setmode(GPIO.BCM)  BCM 모드로 셋팅 
  
GPIO.setup(11, GPIO.OUT)  11번 핀을 OUT 단자로 설정 
GPIO.setup(11, GPIO.IN)  11번 핀을 IN 단자로 설정 



GPIO.setmode(GPIO.BCM)  BCM 모드로 셋팅 
  
GPIO.setup(11, GPIO.OUT)  11번 핀을 OUT 단자로 설정 
GPIO.setup(11, GPIO.IN)  11번 핀을 IN 단자로 설정 



blue_led = 17 
green_led = 27 
red_led = 22 
 
GPIO.output(blue_led, True) 
 



 GPIO.output(trigger, True) 
 time.sleep(0.00001) 
 GPIO.output(trigger, False) 
 
 while GPIO.input(echo) == 0: 
  signaloff = time.time() 
 
 while GPIO.input(echo) == 1: 
  signalon = time.time() 
 
 distance = (signalon - signaloff) * 17000 





sudo apt-get update  
sudo apt-get upgrade  
sudo apt-get install python-setuptools  
sudo easy_install pip  
sudo pip install twython 
 
Message Posting 
api.update_status(status=‘Hello World’) 
 
Photo uploading 
photo = open('webcam.jpg','rb') 
api.update_status_with_media(media=photo,  
   status=‘Techdays mini APP Seminar ^^') 
 
 





• 행사 종료 후 설문지를 작성하여 등록 데스크에 제출해 주세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Notice 

경 품 추 첨 

2014년 1월 새해 명품 특강! 

센서 활용 앱 개발 

스컬프트 컴포트 마우스 마이크로소프트 웨지 모바일 키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