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M32 EVB Cortex-M3 Mango Board M32 ( 망고 M32 보드) 프리미엄 패키지1 

 

 
 

제품소개(Introduction) 

128KB Flash 메모리인 STM32F103RBT6(72Mhz/20KB SRAM)를 탑재하였으며, 

3축,압력,조도,GPS 등을 제공되는 예제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보드 

 STM32F103RB Cortex-M3 MCU 적용 Cortex-M3 의 풍부한 기능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 

7-Segment FND 를 장착하여 

갂단한 Display 기능 검증 가능 

 40 핀 확장 커넥터는 표준 HEADER 규격 

 2.54mm, 20 핀*2 열=40 핀으로 

 STM32F103 의 각종 GPIO 가 할당 

 확장 보드를 통한 기능 확장이 용이 

 소프트웨어 제공 내역 

 Firmware 소스 프로그램 제공 

 FreeRTOS 및 uC/OS-II RTOS 소스 제공 

http://crztech.iptime.org:8080/Release/Mstory/MStory2.0.zip  

http://crztech.iptime.org:8080/Release/Mstory/MStory2.0.zip


 망고스토리 2.0, 3.0 서적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 교육용 보드로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음 

 

하드웨어 사양 
 크기 : 90mm X 50mm  

 프로세서 : STmicroelectronics사의 ST32F103RBT6  72Mhz 

 Memory 

 128KB (Flash) 

 20K (RAM) 

 UART : 3 Pin RS232C 

 7 Segment LED, Power LED 

 JTAG : 6 Pin Interface 

 3 Pin Indicator LEDs : RGB 

 확장보드 이용 각종 센서 모듈 테스트 가능 

 보드 사용 목적 :  Cortex-M3  Study용으로 적합 

 

자료 및 소스 

 소스: 3축 센서, 가속 센서, 조도센서, GPS 예제소스 제공 

 Base Source : http://crztech.iptime.org:8080/Release/Mstory/ 

 회로도 제공(PDF형태)  

 

구성 품목 

 

 

Cortex-M3 망고 M32(STM32) 보드 

(Cortex-M3 STM32F103 EVB) 

 

 

망고 M32(STM32) 확장보드 

(Cx-M32-Expansion EVB) 

 

 

ARM Cortex-M3 시스템 프로그래밍 완전정복 I 

http://crztech.iptime.org:8080/Release/Mstory/
http://www.devicemart.co.kr/goods/view.php?seq=31616


 

실전 ARM Cortex-

M3 시스템 프로그래밍 완전정복 II  

 

3Pin Serial 

 

Mini usb Cable 

 

FT2232 usb jtag and Serial 

 

압력 센서 모듈 보드 Pressure Sensor 

(망고 Cx Pressure Sensor  BMP085 ) 

 

 

3축 가속도 센서 모듈 3 Axis Sensor  

(망고 3축 가속도 모듈 BMA150 ) 

  

 

 

조도 센서 모듈 Light Sensor Module  

(망고 Cx Light Sensor BH1600FVC ) 

 

 

CAN 통신 모듈 보드 CAN Transceiver Module  

(망고 Cx CAN Transceiver ) 

  

http://www.devicemart.co.kr/goods/view.php?seq=31616
http://www.devicemart.co.kr/goods/view.php?seq=31616


 

8P Cable 4 개 

 

  



 

Cortex-M3 Expansion EVB  STM32 확장 보드 ( Cx-M32 ) 

 

 

하드웨어 사양 

 크기 : 90mm X 50mm  

 UART : 2 port 

 I2C : 1 Port 

 CAN I/O SELCTOR :  2 Port 

 UART2 (232 LEVEL) 

 

활용 예 

 



  

 

 

           

 

FT2232 USB Serial설정 및 STM32 EVB 망고M32과의 연결 

FT2232 USB Serial 설정 

드라이버 설치는 http://cafe.naver.com/embeddedcrazyboys/8356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OpenOCD FT2232D JTAG 무작정따라하기 001] 

http://cafe.naver.com/embeddedcrazyboys/2359 

[OpenOCD FT2232D JTAG 무작정따라하기 002] 

http://cafe.naver.com/embeddedcrazyboys/2416 

[OpenOCD FT2232D JTAG 무작정따라하기 003] 

http://cafe.naver.com/embeddedcrazyboys/2424 

[OpenOCD FT2232D JTAG 무작정따라하기 004] 

http://cafe.naver.com/embeddedcrazyboys/2431 

[OpenOCD FT2232D JTAG 무작정따라하기 005] 

http://cafe.naver.com/embeddedcrazyboys/2436 

FT2232 on Ubuntu Linux  http://cafe.naver.com/embeddedcrazyboys/3200 

http://cafe.naver.com/embeddedcrazyboys/8356
http://cafe.naver.com/embeddedcrazyboys/2359
http://cafe.naver.com/embeddedcrazyboys/2416
http://cafe.naver.com/embeddedcrazyboys/2424
http://cafe.naver.com/embeddedcrazyboys/2431
http://cafe.naver.com/embeddedcrazyboys/2436
http://cafe.naver.com/embeddedcrazyboys/3200


 

FT2232 USB Serial를 피시와 연결하면 아래와 같이 드라이버 장치를 설치하게 됩니다. 

 

 

드라이버 장치를 설치한 후 장치관리자를 살펴보면 ‘범용 직렬 버스 컨트롤러’ 쪽에 아래그림과같

이 ‘USB Serial Converter A,B’ 가 생성됩니다. 

 

 

포트 쪽을 살펴보게 되면 USB Serial Port (COM X)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FT2232와 STM32 EVB 망고M32과의 연결도 

 

 

터미널 확인 



 

  



 

압력 센서 모듈 보드 Pressure Sensor(망고 Cx Pressure Sensor  BMP085 ) 

 

 

하드웨어 사양 

 크기 : 30mm X 20mm  

 Sensor : BMP085 

 I2C Port 8Pin : 1Port 

 

활용 예 

 
확장보드와의 연결 

 

자료 및 소스 

 Base Source : http://cafe.naver.com/embeddedcrazyboys/15149 

 

프로그램 writing 

http://cafe.naver.com/embeddedcrazyboys/15149


 망고스토리 2, 6.1.4 Flash Download(p151)을 참고해 주세요. 

 

Test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실행 시키면 터미널 창에서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

다. 

 

 

 5번은 현재 접속되어 있는 센서보드의 종류를 알려줍니다. 

현재 연결되어 있는 센서는 Pressure Sensor 입니다. 

 

 

 6번은 압력 센서의 값을 읽어 오는 동작을 합니다. 

6을 실행 시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도 값의 경우 제가 열을 가하거나, 온도를 낮춰서 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압력센

서의 경우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만약 잘못 되어 있다면 말씀 부탁 드립니다. 

 

3축 가속도 센서 모듈 3 Axis Sensor (망고 3축 가속도 모듈 BMA150 ) 

 

 

하드웨어 사양 

 크기 : 30mm X 20mm  

 Sensor : BMA150 

 I2C Port 8Pin : 1Port 

 

활용 예 



 
확장보드와의 연결 

 

자료 및 소스 

 Base Source : http://cafe.naver.com/embeddedcrazyboys/15146 

 

프로그램 writing 

 망고스토리 2, 6.1.4 Flash Download(p151)을 참고해 주세요. 

 

Test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실행 시키면 터미널 창에서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

다. 

 

 

 5번은 현재 접속되어 있는 센서보드의 종류를 알려줍니다. 

현재 연결되어 있는 센서는 3-Axis ACC Sensor 입니다. 

http://cafe.naver.com/embeddedcrazyboys/15146
http://cafe.naver.com/embeddedcrazyboys/15146


 

 

 6번은 3축 가속도 센서 ID를 읽어 오는 동작을 합니다. 

3 축 가속도 센서의 ID는 데이터 시트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0x02 입니다. 

 

6을 실행 시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도 센서 모듈 Light Sensor Module (망고 Cx Light Sensor BH1600FVC ) 

 

 

하드웨어 사양 

 크기 : 30mm X 20mm  

 Sensor : BH1600FVC 

 I2C Port 8Pin : 1Port 

 

활용 예 

 
확장보드와의 연결 

 

자료 및 소스 

 Base Source : http://cafe.naver.com/embeddedcrazyboys/15147 

 

프로그램 writing 

http://cafe.naver.com/embeddedcrazyboys/15147
http://cafe.naver.com/embeddedcrazyboys/15147


 망고스토리 2, 6.1.4 Flash Download(p151)을 참고해 주세요. 

 

Test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실행 시키면 터미널 창에서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

다. 

 

 

 5번은 현재 접속되어 있는 센서보드의 종류를 알려줍니다. 

현재 연결되어 있는 센서는 Light Sensor 입니다. 

 

 

 6번은 광량의 값을 높게 증폭하여 받겠다는 것 입니다. 

실행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Light Sensor의 값이 조도 센서의 광량 값입니다. 

뒤쪽 보드 검출 값은 454 근방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54값이 조도 센서 AD 데이터 입니다. 



  

 

 7번은 광량의 값을 낮게 증폭하여 받겠다는 것 입니다. 

실행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Light Sensor의 값이 조도 센서의 광량 값입니다. 

뒤쪽 보드 검출 값은 454 근방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54값이 조도 센서 AD 데이터 입니다. 

  

  



CAN 통신 모듈 보드 CAN Transceiver Module (망고 Cx CAN Transceiver ) 

 
 

 

 

하드웨어 사양 

 크기 : 30mm X 20mm  

 CAN IC : SN65HVD231D  

 Port 8Pin :  CAN Tx/Rx  

 

활용 예 

 
확장보드와의 연결 

 

 

자료 및 소스 

 Base Source : http://cafe.naver.com/embeddedcrazyboys/15214 

 카페 : http://cafe.naver.com/embeddedcrazyboys 

 자료실 : http://crztech.iptime.org:8080/Release/ 

http://cafe.naver.com/embeddedcrazyboys/15214
http://cafe.naver.com/embeddedcrazyboys
http://crztech.iptime.org:8080/Release/


 

프로그램 writing 

 ARM Cortex-M3 시스템 프로그래밍 완전정복 I , 6.1.4 Flash Download(p151)을 참고. 

  http://cafe.naver.com/embeddedcrazyboys/7453  

 (Cortex-M3, STM32) 망고 M32 다운로드 방법) 

 

H/W 변경 사항 

CAN 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망고 M32 보드의 빨간 박스 안 LD1, LD2 를 제거해야 합니다. 

 LED 신호를 CAN 라인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빨간색 박스의 점퍼를 모두 2,3 핀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H/W 연결 

아래 사진과 같이 연결 하면 됩니다. 

 
 

 

http://cafe.naver.com/embeddedcrazyboys/7453


 

Test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실행 시키면 터미널 창에서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

다. 

 

 

 5번은 현재 접속되어 있는 센서보드의 종류를 알려줍니다. 

현재 연결되어 있는 센서는 CAN 보드 입니다. 

 

 

 6번을 누르면 CAN 테스트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보드 2개를 모두 6을 누른 후, 키보드를 누르면 누른 키가 전송이 되게 됩니다. 

 

왼쪽 창에 A를 누른 것이 오른쪽 창에 전송이 된 화면 입니다. 

 

오른쪽 창에 B를 누른 것이 왼쪽 창에 전송 된 화면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