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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ed에서 쉽게 사용가능한 IoT Cloud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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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ingspark 란?

• thingspark
• open IoT Platform Service

• 사물인터넷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 모든 센서데이터를 쉽게 모을 수 있습니다.

• 쉬운 데이터 시각화
•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하면 쉽게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thingspark가 어떤 서비스 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hingspark 는 개인사용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1.1 thingspark 환경설정 - 회원가입

• thingspark 사이트 열기
• https://www.thingspark.co.kr

• 무료로 시작하기 or REGISTER

• user name, email 입력 후 Submit

• 해당 이메일로 인증 메일 발송

• 이메일에서 인증 URL 확인

• 비밀번호 설정

• 로그인

thingspark 회원가입 절차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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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thingspark 환경설정 - 회원가입

thingspark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상단에 있는 “REGISTER” 나 가운데 “무료로 시작하기＂ 녹색버튼을 눌러 회원가입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5



1.1 thingspark 회원가입

User Name 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Email 을 입력하고 Submit 클릭합니다. 
해당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발송하게 되므로 정확한 이메일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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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메일로 인증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메일함에서 인증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1.1 thingspark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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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thingspark 회원가입

이메일 인증 URL을 포함한 이메일을 확인 하고 링크를 눌러서 이메일을 인증하도록 합니다. 8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쉬운 비밀번호는 다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1.1 thingspark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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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thingspark 회원가입

비밀번호 설정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



1.2 thingspark 환경설정 – 채널 생성

• 로그인 후 My Channels 화면

• New Channel 버튼

• New Channel Name, Description, 사용할 Field – Active 선택 후 Field
이름 입력(온도, 습도)

• Save Channel

* public 항목은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로그인 까지 마쳤으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1.2 thingspark 환경설정 – 채널 생성

로그인을 하게 되면 빈 채널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mbed 온도습도 연동 샘플 채널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ew Channel”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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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생성 화면입니다. 채널 이름, 설명을 입력합니다. 채널 이름은 “샘플”로 해주세요. 변경하실 분은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드1부터 10까지 있는데 이는 센서나 수집할 데이터 수에 맞게 Active 를 선택하고 해당 Field에 이름을 입력해주도록 합니다. 
예로 Field1에는 온도, Field2 에는 습도를 입력하고 Save Channel 을 합니다.  public 항목은 아직 개발중인 항목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1.2 thingspark 환경설정 – 채널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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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hingspark – 채널

• View - 현재 채널의 자세한 화면 확인

• Channel Setting – 채널 설정

• API Key (중요) 
• api key 는 IoT 디바이스 연동할 때 필요. API Key가 노출되었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Generate New API Key”로 새로운 키 생성

• API Key 우측에 사용가능한 API 항목 확인

• RESTFUL 로 개발된 API URL 확인

• URL복사 후 브라우저에서 URL 확인

• View – 화면 이동 후 Chart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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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까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채널 내용을 변경하고 싶을 경우 Channel Setting 에 가서 변경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채널에서 중요한 항목이 있는데 API Key 입니다. API Key 를 눌러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2 thingspark –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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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API Key는 연동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api key 가 노출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Generate New API Key 를 눌러서
새로운 키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우측에 restful api가 있습니다. 채널에 데이터 저장용 api 입니다. https 부터 선택해서 브라우저 주소창에 입력해보도록 합니다. 
임의의 숫자가 나오면 정상입니다. 확인은 다시 View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2 thingspark –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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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bed to thingspark example

• mbed 디바이스에서 RESTFUL API를 직접 호출

• thingspark 서버로 바로 접속

• https://os.mbed.com/users/master_k1/code/thingspark-example/

• 온라인 컴파일러에서 프로젝트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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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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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ed_app.json – wifi 정보 변경



2.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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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main-http.cpp – Line 15 – apikey 변경



2.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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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 Log 확인



참고

• 서울 하드웨어 해커톤
• https://www.topmaker.kr

• 온라인 컴파일러
• https://ide.mbed.com/

• mbed pelion
• https://portal.mbedclou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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