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례
	옮긴이의 글
	감사의 글
	들어가는 글
	1부. 시작하기
	1장 시작하기 전에
	1.1 가정 자동화란?
	1.2 상용화된 가정 자동화 기기들
	1.3 DIY를 사용한 해결책
	1.4 사용금액 책정하기
	1.5 작업대 꾸리기
	1.6 아이디어 구상하기
	1.7 코딩, 배선 정리, 그리고 테스팅
	1.8 작업 과정 보존하기

	2장 필요한 요건들
	2.1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
	안드로이드프로그래밍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XBee 프로그래밍
	트윗하는 새 모이 그릇

	2.2 소프트웨어 이해하기
	2.3 재미있으면서도 안전하게 진행합시다


	2부. 8가지 프로젝트
	3장 수위 경보기
	3.1 필요한 물품
	3.2 제작 과정 미리보기
	3.3 조립하기
	아두이노 설정
	flex 센서를 위한 코드
	코드 실행
	작동 확인

	3.4웹 메일러 작성
	3.5아두이노 이더넷 실드를 연결하기
	아두이노 이더넷 실드를 코딩하기
	메시지 보내기
	모두 준비 완료

	3.6 다음 단계

	4장 전자 경비견
	4.1 필요한 물품
	4.2 제작 과정 미리보기
	4.3 전자 경비견 조립
	4.4 전자 경비견 프로그래밍
	4.5 시험해 보기
	4.6 실전 배치
	4.7 다음 단계

	5장 트윗하는 새 모이 그릇
	5.1 필요한 물품
	5.2 제작 과정 미리보기
	5.3 횃대 센서
	센서 제작
	센서 프로그래밍하기

	5.4 새 모이 센서
	5.5 무선장비 설치
	코드 완성하기

	5.6 파이썬으로 트윗하기
	데이터베이스 설정
	트위터 API 인증
	파이썬 트위터 라이브러리

	5.7 완성시키기
	5.8 다음 단계

	6장 소포 배달 감지기
	6.1 필요한 물품
	6.2 제작 과정 미리보기
	6.3 하드웨어 조립
	6.4 코드 작성
	6.5 소포 배달 코드
	6.6 소포 배달 코드 시험하기
	6.7 배송 정보 처리
	6.8 배송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6.9 배송 추적 라이브러리 설치
	6.10 스크립트 작성
	6.11 배송정보 처리 테스트
	6.12 설치하기
	6.13 다음 단계

	7장 웹과 연결된 전원 스위치
	7.1 필요한 물품
	7.2 제작 과정 미리보기
	7.3 조립하기
	7.4 웹 클라이언트 코드 작성
	7.5 웹 클라이언트 테스트
	7.6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코드 작성
	7.7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테스트
	7.8 다음 단계

	8장 커튼 자동화
	8.1 필요한 물품
	8.2 제작 과정 미리보기
	8.3 스테퍼 모터 사용
	8.4 스테퍼 모터 프로그래밍
	8.5 센서 추가
	8.6 코드 작성
	8.7 하드웨어 설치
	8.8 다음 단계

	9장 안드로이드 문단속 장치
	9.1 필요한 물품
	9.2 제작 과정 미리보기
	9.3 안드로이드 문단속 장치 제어
	9.4 안드로이드 서버 구축
	고정 IP 주소 설정
	안드로이드 웹 서버 제작
	웹서버 + IOIO 보드
	사진 촬영
	메시지 송신하기
	하드웨어 권한 설정
	서버를 테스트해 보자

	9.5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 제작
	9.6 설치 및 시험
	9.7 다음 단계

	10장 말하는 집
	10.1 필요한 물품
	10.2 스피커 설치
	10.3 사자에게 목소리를 주자
	10.4 무선 마이크 조정
	10.5 말하는 사자를 프로그래밍하자
	10.6 집과 대화하기
	10.7 다음 단계

	11장 미래의 디자인
	11.1 근미래에 산다는 것은
	아두이노 1.0
	Android@Home
	애플 홈 버튼

	11.2 장기적 관점
	집이 컴퓨터입니다
	임베디드 매트리스

	11.3 미래의 집

	12장 추가 프로젝트 아이디어
	12.1 잡동사니 감지기
	12.2 전기 사용량 모니터링
	12.3 전자 허수아비
	12.4 여가 시스템 리모컨
	12.5 집 전원 차단 타이머
	12.6 습도 센서를 장착한 스프링클러 시스템
	12.7 네트워크에 연결된 화재 감지기
	12.8 자동 차고 문 개폐기
	12.9 스마트 HVAC 컨트롤러
	12.10 스마트 우편함
	12.11 스마트 전등 관리 시스템
	12.12 태양광/풍력 발전 모니터링


	3부.부록
	부록 A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설치
	애플 OS X
	리눅스
	윈도

	부록 B 부품 구하기
	B-1. 부품 구매처
	다이소
	대형마트
	용산 전자상가
	전파상, 철물점
	인터넷 오픈마켓
	인터넷 부품/공구 쇼핑몰

	B-2.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부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