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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xi

라즈베리 파이가 세상에 첫선을 보이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관련 온라인 카

페도 이곳저곳 생겨나고 라즈베리 파이를 다루는 서적도 늘어나 라즈베리 파이에 관한 기

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기도 무척 편해졌습니다. 또한, 파이를 활용한 각양각색의 전자기기 

프로젝트도 웹 사이트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바닥만한 리눅

스 컴퓨터인 라즈베리 파이가 우리,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전자공학, 컴퓨터 공학 등

을 학습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IT 강국으로 가는 첩경이 아

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너무 거창한가요?

말씀드린 대로 라즈베리 파이는 손바닥만한 리눅스 컴퓨터입니다. 따라서 리눅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라즈베리 파이에서도 무리 없이 해낼 수 있겠죠. 여기에다 각종 전자 부품

을 연결하고 프로그래밍하여 세상에 둘도 없는 신기한 ‘물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꼭 세

상에 둘도 없는 신기한 물건이어야만 라즈베리 파이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은 아니겠죠? 흔

해 빠진 CCTV도 라즈베리 파이를 활용하여 이메일 알림 기능을 추가하면 새로운 장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파이가 리눅스(데비안 리눅스인 라즈비안 

리눅스)로 돌아가는 컴퓨터이다 보니 ‘어느 정도’는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

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운영체제만 사용해 본 사람이라면 파이에서 해야 하

는 기본적인 작업, 이를테면 파일 복사나 삭제, 디렉터리 관리 등이 낯설 것입니다. 윈도에 

비해 추가로 알아야 하는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 파일의 권한을 알지 못하면 기껏 작성한 

머리
말

옮
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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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파일을 실행조차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늘 작업하던 윈도에서 소스 파일을 

편집하고, 이 파일을 파이에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파이를 위해 리눅스를 따로 배우기도 만만치 않고, 따로 배운다고 해도 파이와 직접적으

로는 관련이 적은 내용이 너무 많아 엄두가 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따로 배우

는 시간과 노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데비

안 계열의 라즈비안 리눅스를 파이에 필요한 것만 배울 수 있다면 여러모로 효율적일 것이

라는 판단이 이 책의 출발점입니다. PC를 처음 다루는 사용자들을 위한 학습서를 펼쳐 보

면 대개 PC의 역사와 간략한 구조 등 주변 이야기부터 윈도 7이나 8에 대한 사용법, 자주 

사용하는 유틸리티를 비롯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및 활용법, 그리고 PC를 관

리하는 방법 등이 실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책에도 라즈베리 파이가 무엇이고 어떤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라즈비안 운영체제를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자주 사

용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라즈베리 파이를 어

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의 적잖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를 통해 리눅스 사용자가 많아지고, 흥미로운 각종 전자기기 프로젝트를 공

유하며 더 나은 것으로 발전시킨다면, 우리의 IT 장래도 더욱 밝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거창해졌죠? 어찌 됐든, 이 책에서는 라즈베리 파이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들여다보며 

분석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서 파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에디터인 nano나 vim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

고, 기본적인 리눅스 명령, 배시 쉘을 사용하는 쉘 스크립트 등을 익힐 수도 있습니다. 리

눅스로 구축하는 웹 서버인 LAMP에 대해서도 여러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지는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라즈베리 파이의 강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손에 들려 있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전자회로 보드가 아닙니다. 전기도 별로 

먹지 않고, 비싸지도 않지만 고성능 데스크톱 PC에 뒤질 것 없는 온전한 PC입니다. 자, 이 

PC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늘 그렇듯,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 여러

분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혹시라도 이 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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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역자 메일인 justdoit709@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세상의 빛을 보기까지 많은 사람이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을 대

표하여 제이펍 장성두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하는 아내와 딸 서정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옮긴이 배장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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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멤브리 Peter Membrey 

공인 IT 전문가로서 15년간 리눅스와 오픈 소스 솔루션에 몸담았다. 17살부터 RHCE(Red 

Hat Certified Engineer, 레드햇 공인 엔지니어)로서 활동하고 있는 피터는 레드햇에서 일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또한, 오픈 소스 솔루션 관련 책도 몇 권 집필했다. 그는 리버풀 대

학에서 IT 관련 석사 학위(정보 보안)를 취득했고, 현재 홍콩 폴리테크닉 대학에서 박사 학

위를 준비하고 있다. 그의 연구 분야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과학, 보안 등이다. 현

재 피터 멤브리는 홍콩에서 멋진 아내 새라와 아들 케이딘과 함께 살고 있다. 다만, 그의 

광둥어 실력은 나날이 퇴보하고 있다.

데이비드 하우스 David Hows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소재 울런공(Woolongong)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데이비

드가 처음으로 컴퓨팅에 몸담게 된 것은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집에 있던 컴퓨터의 성능

을 높이고자 갖은 노력을 기울였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의 IT 경력은 그렇게 시작되

어 시스템 관리자, 성능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솔루션 아키텍트, 데이터베이스 엔

지니어 등을 두루 거쳤다. 데이비드는 여러 해째 축구에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허사였

다. 그의 커피잔에는 ‘Grumble Bum(투덜이)’라는 문구가 선명하다.

소개
지
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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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트 왓키스 Stewart Watkiss

영국 헐(Hull) 대학에서 전자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1990년대 말 집에 있던 컴

퓨터에 플로피 디스크를 가지고 처음으로 리눅스를 설치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

는 리눅스 팬이다. 그는 리눅스 시스템 관리자로 일하면서 2006년 LPIC(Advanced Linux 

Certification) 2를 통과했고, 사람들의 리눅스 자격증 취득을 돕고자 PenguinTutor라는 웹 

사이트를 만들었다(http://www.penguintutor.com).

라즈베리 파이가 출시되자마자 주문한 뒤 파이를 프록시 서버, 미디어 센터 등으로 활용

하며 취미용 전자 부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파이를 세 개나 더 주문하고는 자

신이 직접 두 아이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다.

소개
감
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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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의 여지없이 이 책의 진정한 주인공은 라즈베리 파이 재단과 라즈베리 파이 커뮤니티

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파이를 제공해 

준 라즈베리 파이 재단은 비영리 자선단체로서 뜨거웠던 저 80년대의 개발 열기를 다시금 

활성화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멋진 컴퓨팅 세계에 발을 들여놓도록 저렴한 플랫폼을 제공

하려는 목적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라즈베리 파이 재단은 디지털 격차의 해소를 위해 많

은 일을 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 컴퓨팅의 맛을 선사하고 있다. 응당 우리에게 감사받

을 만하다.

라즈베리 파이 재단이 심장이라면 라즈베리 파이 커뮤니티는 영혼이다. 파이 커뮤니티는 

사람들에게 기술적 숙련도가 부족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파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은 무수히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며 파이와 관련

된 각종 도구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고, 포팅하고, 해킹하고, 테스트했다. 주저하지 말고 

http://www.raspberrypi.org/에 찾아가 우리의 말을 되새겨보기 바란다.

감사
의
글



들어가며 xvii

얼핏 들으면 일요일 오후마다 할머니께서 구워주시는 파이인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하는 라

즈베리 파이는 사실 컴퓨터다.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솔직히 이름과 로고

만 보면 선뜻 와 닿지도 않는다.) 라즈베리 파이는 컴퓨터보다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정

말 많다.

1982년에는 명작이라 할 수 있는 코모도어 64가 출시되었는데, 판매량이 1,700만 대에 육

박했을 정도로 베스트셀러였다. (개인적인 시각에서)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코모도어 

64(이하 C64)가 나의 첫 컴퓨터였다는 사실이다. 내 생일은 크리스마스 며칠 뒤인데, C64가 

출시된 지 10년이 다 되던 해에, 그러니까 내 아홉 번째 생일이 얼마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

에 새로운 모델인 C64C를 선물로 받았다. C64C는 기존 모델과 코스메틱만 다른 모델이었

다. 나는 모든 것이 설정된 상태로, 더구나 멋진 14인치 TV까지(리모컨도 함께 들어 있었다!) 

연결된 채로 C64C를 받았다. 아마도 추측건대, 아버지가 한 가지 꾀를 내신 것 같았다. 

내가 자는 동안 C64C의 설정을 모두 마무리해 놓으면,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었을 때 내가 

C64C를 이리저리 만지고 노느라 당신은 단 몇 분이라도 단잠을 더 즐길 수 있을 거라 생

각하셨던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상황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설정되고 C64C의 신호를 

받을 수 있게끔 TV도 맞춰졌지만, 정작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 게임을 어떻게 로드하는

지 아무도 내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었다. 아버지는 당연히 늦잠을 잘 수 없었다.

들어
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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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CD라는 것이 존재하기 전이라(CD를 구경한지도 오래된 것 같다) 게임은 카세트

테이프에 담겨 제공되었는데, C64에서 플레이하려면 특별한 테이프리코더인 데이터세트

(datasette)에 넣어야 했다. 그런데 이 데이터세트는 내 컴퓨터에 연결된 시간보다 매장에 비

치된 시간이 훨씬 길 만큼 만져본 일이 별로 없어서, 무엇이든 컴퓨터에 로드하려면 할 수 

없이 설명서를 끝없이 탐독하고 또 탐독해야 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극적인 결과를 

낳았다. 구닥다리 베이직(BASIC, Beginners All purpose Symbolic Instructiuon Code)으로 프로그

래밍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아직도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니 믿어지는가?).

지금 이 이야기에 눈을 뗄 수 없겠지만, 내가 왜 이토록 장황하게 끌고 가는지 한번 생각

해 보기 바란다. 앞의 사건들은 20년도 더 전에 일어난 일들이다. 지금 와서 그 사건들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처음의 그 기계를 이리저리 만지다 두 번째로 아미가(아직도 나에

게는 최고의 기계다)를 손에 쥐게 되었는데,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

해한 때가 바로 그 무렵이었다. 아미가는 그 당시 PC에 비해서도 전력 소비가 형편없었지

만, 더 뛰어난 그래픽과 사운드를 무기 삼아 PC를 압도했다. 아미가의 하드웨어가 매우 정

교하게 디자인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열혈 아미가 사용자들은 최고로 리소스가 넘치

는 사람들이었다. 리얼타임 클록 포트를 고속 저장 장치용 커넥터에 연결한다는 것을 누

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그 모든 것은 사람들이 부품 하나하나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꿰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각 부품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최대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요즘 내가 진행하고 있는 업무는 빠른 것을 더 빠르게 하는 것이다. 일

말이라도 성공에 대한 희망을 가지려면 모든 것의 동작 방식을 알아야 한다. 많은 회사가 

일을 추진하기 위해 나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만 곧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것

은 바로 컴퓨터를 정말로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을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우리 같은 사람은 멸종 위기종에 속한다. 라즈베리 파이 재단이 필사적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상황이 바뀌었다. 컴퓨터는 한쪽 구석을 차지한 호기심 덩어리에

서 모든 사람의 삶의 기본 요소로 자리 잡았다. 컴퓨터는 그냥 당연히 동작하고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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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만 알면 되는 수준까지 진화했다. 마치 자동차와 흡사하다. 사람들은 자동차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크게 관심을 보이는 경우는 흔치 않다. 자동

차는 사람들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시켜 주고 그 기능이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

만 자동차가 어떤 과정을 거쳐 그렇게 하는지까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들은 컴

퓨터 또한 같은 차원으로 바라본다. 사람들은 컴퓨터를 켜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

법에 관해 대충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저수준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흥미롭게 바라보

지도, 어떤 연관성을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 결과 컴퓨팅 자체에 흥미를 보이는 사람들이 

더욱 줄어들고,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는 것 말고도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욱 줄어들고 있다.

이런 문제는 학교와 대학에까지 퍼졌다.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일은 비교적 힘들다. 프로

그래밍을 가르치려면 사람들에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방식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

다. 지금까지 대학은 컴퓨터 과학 과정을 개설할 때 논리 게이트, 메모리 동작 과정, CPU 

프로그래밍 방법 등부터 가르쳤다. 이런 기초 지식을 발판으로 삼아 C를 가르치는 것이 전

통적인 순서였다. 고급 언어인 C는 실행 환경이 되는 하드웨어를 직접 다룰 수 있다는 장점

이 있기 때문이었다. 하드웨어를 이해하면 C를 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

하지만 수강 인원이 늘어나면서 가르칠 시간은 더욱 제한을 받게 되었고, 컴퓨팅 기초 지

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아지자 대학의 교수 체계에 변화가 불

가피해졌다. 직접적인 저수준 하드웨어 강의 과정은 전격적으로 배제한 채, 자바 또는 기

타 스크립트 언어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들 언어는 전부 ‘성가신 일’을 자동으로 처리

해 주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저수준 동작이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

던 것처럼 관심 밖으로 밀어낼 수 있었다(그 결과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개의치 않았

다. ‘무한 메모리의 허상’ 참고).

이를 생산성 관점에서 본다면 그저 환상적이라 할 수도 있지만,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면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거나 느려 터진 스크립트를 손봐야 할 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

게 되었다. 더욱 심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성능 개선에 필요한 기법을 말해줘도 어느 곳

을 말하는지 모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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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대학이 같은 과정을 경험한 것은 아니다. 나는 홍콩 폴리텍 대학에서 공부하

고 있는데, 이곳의 컴퓨터 아키텍처 과정은 매우 치밀하고,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좋

은 성적을 받고 싶다면 CPU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에 사용할 CPU 캐시를 구현할 수 있어

야 한다. 이 과정을 선택한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 상당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

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보다 더 많다. 대학원 공부를 시작할 

때 관심을 끌어내는 것은 너무 늦다. 나는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이었을 때 일곱 살짜리 아

이들에게 BBC 베이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수료한 아이들은 

학교로부터 수료증을 받기까지 했다), 그때 아이들의 반응이 무척 좋았다. 컴퓨팅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상 세계를 만들어 주고(아이들은 앙증맞은 텍스트 기반 어드벤처 게임을 즐거운 마

음으로 만들었다) 절대 권력을 여러분의 손안에 쥐어 주었다. 아이들은 마법을 만들고, 새로

운 도로를 내고, 비밀 출입구를 만드는 등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했다. 물론 아이들 혼자

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다(겨우 일곱 살일 뿐). 하지만 새롭고 멋진 것을 만들어낼 희망이 아

이들에게 있었다.

무한 메모리의 허상

나는 대기업에서 컨설팅 일을 한 지 꽤 오래되었다. 그 과정에서 자바를 수도 없이 목격했는데, 그 가운데 

기억나는 한 가지를 나는 ‘무한 메모리의 허상’이라 부른다. 이는 아마도 다른 언어에서보다 자바에서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런 상황에서 더욱 폭넓게 사용되는 것이 자바이기 때문에 

빚어진 일인 듯하다.

무한 메모리의 허상을 간단히 언급하면 이렇다. 개발자가 끊임없이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낸다. 이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이 메모리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되거나 충돌하는 지경에 이를 때도 많다. 개발자는 객체 

하나하나가 메모리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모른다. 더 심각한 경우, 메모리를 신경 써야 하는 이유조차 알지 

못한다. 개발자가 신경 쓰는 것은 새로운 객체를 만들고 이를 써먹는 것뿐이다. 객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때(즉, 객체를 가리키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자바는 어떤 시점에서 이들을 청소하느라 분주해진다(이를 

가비지 컬렉션으로 부른다). 이 과정은 모두 자동으로 진행된다. 개발자가 개입할 일이 없는 것이다.

문제는 자동화라는 미명 아래 사람들이 메모리의 유한성, 즉 어느 시점에서 메모리가 바닥난다는 사실을 

망각한다는 점이다(아예 배우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테이블에서 행 하나하나를 읽어다 데이터를 처리

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테스트 파일이 50MB까지라고 해서 애플리케

이션이 5,000MB짜리 파일을 처리할 일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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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이해의 부족은 자바가 프로그래머 대신 해주는 그 모든 고된 일을 프로그래머 자신이 인식하

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자바는 메모리 할당과 가비지 컬렉션을 늘 자동으로 실행한다. 프로그래머는 

그런 고된 일을 하지 않으니 기쁜 마음에 그냥 무식한 상태로 남게 된다. 컴퓨팅의 기초를 훌륭하게 이해

하고 있다면 개발자는 자바가 해주는 이런 일들(왜 그리고 어떻게)에 대해 날카로운 통찰력을 유지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일이 쉽다고 해서 메모리 자체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망

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희망이 바로 에벤 업튼(Eben Upton)과 라즈베리 파이 재단이 세상에 돌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 잊혀진 예술에 다시 불을 붙여 이제 다시 컴퓨터를 멋지고 흥미로운 것

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런 목적으로 그들은 컴퓨터를 만들었다. 오늘의 기준으로도 전혀 

밀리지 않는 컴퓨터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다면 노트북만큼 강력한가? 글쎄다. 아마 그

렇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주머니에 찔러 넣을 수 있고(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지만), 발열도 

많지 않으면서 전기 또한 별로 먹지 않는 노트북을 단돈 35달러에 살 수 있는가? 이 질문

에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나는 정말로, 진짜 정말로 그런 노트북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왜냐면 지금 당장 사러 가야 하니까!

그런 컴퓨터를 한번 봐야겠다고 마음먹어도 핵심은 여전히 가격이다. 라즈베리 파이는 누

구든지 깊게 고민하지 않아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컴퓨터다.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보급형 노트북은 대략 500달러 정도이고, 맥북 프로는 거의 네 배가 더 드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지를 수는 없다. 특히 취미 삼아 이것저것 테스트하는 용도로는 더더욱 그럴 수 없

다. 하지만 35달러라면,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의 월간 정액권보다도 저렴한 파이라면 문

제는 달라질 수 있다. 매달 새 파이를 장만할 수 있다는 뜻이니 말이다!

라즈베리 파이를 왜 먹을까?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결국 가격으로 귀결된다. 라즈베리 파이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든, 

매장에 놓인 라즈베리 파이가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결국 흥미를 끄는 요소는 가격이다. 

파이를 사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다. 첫 번째는 이미 리눅스를 많이 알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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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다. 이들에게 파이는 주머니 속 서버를 의미한다. 그것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한 서버 말이다. 그들에게는 덩치만 크고, 공간만 차지하는 데스크톱 PC, 전기만 하염

없이 먹어치우면서 한쪽 구석에 놓인 히터만큼이나 열을 내는 데스크톱 PC가 더 이상 필

요치 않다. 잠깐! 물론 전력 소모가 낮은 멋진 시스템이 포장도 화려하게 두르고 사람들을 

유혹한다면 기꺼이 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시스템은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 운영 비용

은 낮아도 판매 가격 자체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파이 같은 장치는 운영 비

용, 구매 비용 모두 저렴하다. 꽤 신뢰할 만한 서버를 구축하는 데도 전혀 모자라지 않다.

자신이 첫 번째 무리에 속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부터 앞세워야 할까? 절

대로 아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책이 두 번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35달러짜

리 작고 멋진 컴퓨터가 마음에 들고 이 컴퓨터로 무언가 끝내주는 일을 하고 싶은데 방법

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파이의 가장 큰 장점은 재미

를 위해, 테스트를 위해 부담 없이 구매할 정도의 가격이라는 점이다. 가족들이 사용하는 

PC를 바꾸지 않아도 되고, 몇 달씩 할부로 장만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

런저런 별 이상한 방법으로도 파이를 주무를 수 있다. 주로 사용하는 컴퓨터라 망가지면 

어떡하나(가족들이 불같이 화를 낼지도 모른다), 손상된 부품을 고치느라 쓸데없는 돈을 쓰지

는 않을까 걱정할 이유도 없다.

파이는 일반적인 PC에 충분히 근접했기 때문에(아키텍처는 다소 다르다) 파이에서도 PC에서 

하던 일 대부분을 그대로 할 수 있다. 사실,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소개한 것도 그런 내용

이다.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지

식을 파이에 적용하기만 하면 되니 모든 일이 쉽게 풀릴 것이다. 당연히 첫 번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두 번째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있다. 이 책을 한 번 다 읽으면 그 모든 일을,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파이를 사러 달려갈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실제로 책을 쓰고 있는 지금

도 주문에서 배송까지 3주가 걸리고, 파이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리셀러들은 하루 만에 

100,000건의 선주문을 받을 정도였다. 파이를 손에 쥐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지금도 달

라지고 있지만 말 그대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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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라즈베리 파이는 왜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을까? 하나의 종교처럼 추종자도 많

고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데도 무엇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가 인기를 끄는 것일까? 

고작 25달러!
OK.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이 든다는 점을 파이의 유일한 인기 

비결로 생각하는 사람, 거수! 여기저기 보인다. 라즈베리 파이 재단의 목적은 칭찬할 만하

지만, 이 강력한 기계를 우리의 손에 들려주기 위해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통장 

잔고를 바닥나지 않게 하는 가격이다.

정말로 모든 사람이 군침을 흘리도록 만드는 것은 무료로 생각해도 될 만한 컴퓨터 하드

웨어가 아니다. 그보다는 리눅스를 운영할 수 있는 온전한 컴퓨터라는 점이다. 이는 서버

를 의미하고, 홈 오토메이션과 비디오 스트리밍을 의미하며, 상상할 수 있는 그 무엇도 가

능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잠깐, 25달러가 맞나? 35달러가 맞나?

우리는 이 책 전체에서 파이의 가격을 꽤 큰 장점이라 내세웠다. 결국 파이가 돋보이는 가장 큰 매력은 역

시 가격 아니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25달러와 35달러라는 두 가지 가격을 언급했다. 어느 것이 진짜일

까? 사실, 파이의 버전은 두 가지다. 모델 A와 모델 B가 바로 그것이다(이 이름에 관해서 별 느낌이 없겠지만, 

사실 BBC 컴퓨터에서 가져온 이름들이다. 그리고 컴퓨터광의 입장에서 보면, 파이의 이름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두 

모델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모델 B에는 10/100 이더넷 포트가 내장되었고, USB 포트

가 하나 더 달렸을 뿐이다. 그리고 모델 B는 전력을 조금 더 끌어낼 수 있다. 사실, 이더넷 어댑터는 USB

를 통해 내부적으로 연결돼 있으므로 USB 포트에 직접 USB용 이더넷 장치를 연결한 것과 다른 점은 전

혀 없다.

그렇다면 어느 모델을 장만해야 할까?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면 이더넷 내장 모델이 그 가치가 높을 

것이다. 나는 이더넷 내장 모델이 더 마음에 든다. 여러모로 편하게 쓸 데가 많아서다. 반면, 네트워크 활

용도가 높지 않다면 반드시 모델 B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10달러는 나중을 위해 지금 투자

해 두어도 크지 않은 금액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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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여러 개라고?

파이가 마음에 든다면 하나 더 장만하는 것도 좋다. 그렇지 않을까? 50달러면 비용이 두 

배로 들지만 재미도 두 배로 늘어난다. 파이 두 대가 서로 소통하게끔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도 있으니,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은가?

안전한 실험실

나는 컴퓨터에 어떤 문제가 생겨 잠시라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마음이 불편

해진다. 무언가 시도하다 실수로라도 하드디스크를 날리고 싶지도 않다(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다). 여러분도 새로 산 최신 컴퓨터를 오버클로킹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

이다. 컴퓨터를 켠 지 한 시간도 채 안 돼 크게 망가진다면 그리 좋은 경험은 아닐 것이다.

하드웨어는 쉽게 망가지지 않는다(CPU의 핀에 테이프를 두른다거나 CPU 속도 제한 락을 제거

한다든가). 반면, 가족 앨범을 삭제한다거나, 6개월째 끙끙대며 매달렸던 프로젝트 파일을 

날려 버리는 일은 쉽게 일어날 수 있다(우리가 각 장이 끝날 때마다 백업을 괜히 하는 것이 아니

다). 하지만 파이에 핵공격을 퍼부어도 사라지는 것은 25달러뿐이다. 메인 PC를 망가뜨리

면 벌어질 수 있는 일들보다 훨씬 안전하다.

독립성

혹자는 지금 내가 언급한 공포의 순간들을 메인 PC가 아니라 VM에서 작업한다면 얼마

든지 피할 수 있다고 (꽤 정확하게) 지적한다. 진짜 하드웨어를 사용할 때만큼 재미가 없다

(진짜 하드웨어는 냄새부터 다르다)는 주장은 차치하고서라도 VM은 부품 하나하나를 만지작

대는 장점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우선, 가상 머신은 메인 컴퓨터가 실행 중일 때만 켜진

다. 노트북을 들고 여기저기 다닌다면 가상 머신은 가정용 웹 서버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없다. 또한, 혹시라도 메인 컴퓨터를 재시동하기라도 한다면 가상 머신은 그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TV로 영화를 스트리밍하고 있었다면, 가족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될

지도 모른다. 진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독립적으로 각종 실험에 

집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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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전력

파이의 전력 소모는 가히 경이롭다. 사실, 파이 모델 A는 300mA의 전기만 먹을 뿐이다. 다

시 말해, 파이를 USB 포트에 연결해도 된다는 뜻이다. 애플에 따르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맥은 아이들(idle)에서 94W, CPU가 최대로 동작할 때 241W를 소모한다고 한다. 파이 

모델 A는 기껏해야 1.4W만 소비한다. 모델 B는 3.5W다. 전기를 엄청나게 절약하는 셈이다. 

당연히 이 수치는 파이 자체가 소모하는 전력이고, 함께 사용하는 USB 장치를 제외한 값

이다. 이런저런 전기 먹는 하마를 파이에 연결한다면 전력 소비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사과가 더 좋을까? 오렌지가 더 좋을까?

나의 전력 소비량 비교가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 파이는 아이맥과 비

교하면 전력 소비가 거의 없다는 말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이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말도 

사실이다. 우선 화면이 넓고, 하드디스크도 달렸으며, ARM 정도는 가볍게 해치우는 CPU가 장착되었다. 

그렇다면 전혀 다른 두 시스템을 비교하고는 두 시스템이 매우 다르다고 인정하면서도(골프장 카트와 포뮬

러 원 자동차를 누가 비교하겠는가?) 무슨 이유에서 그런 설명을 늘어놓으며 아까운 시간과 지면을 낭비하

고 있는 것일까?

자, 우리가 전혀 다른 두 시스템을 비교하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하

드웨어로 할 수 있는 일의 종류인 것이다. 소규모 웹 서버를 운영한다거나 TV로 비디오를 스트리밍한다면 

파이는 충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파이가 700MHz로 동작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700MHz

이면 매우 강력한 데스크톱 PC였던 때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과거다. 엔터프라이즈급 서버에서 그만큼의 

성능을 누렸던 적도 그리 오래 되지 않은 과거다. 10년 전 700MHz는 환상 그 자체였다. 요컨대, 파이는 

서버에서 원하던 것을 뽑아낼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다. 게다가 파이가 동작하는 데 원자력발전소가 필요

한 것도 아니다.

라즈베리 파이의 재료들

라즈베리 파이의 모든 장점을 확인하고 나면, 왜 35달러짜리 컴퓨터를 그보다 수십 배는 

더 비싼 컴퓨터에도 견줄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디서 그런 가격 차이가 나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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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할 것이다. 메인 컴퓨터로 하던 일 대부분을 할 수 있는 기계가 그토록 저렴하다면 다

른 기계의 가격에 분명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강력한 노트북을 훨씬 더 저렴하게 만

들 수 있다면, 이윤의 폭은 줄어도 판매량이 크게 늘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파이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메인 컴퓨터를 대체할 수 없

다. 파이를 제한하는 것은 특별한 한 가지가 아니라 기능과 가격을 저울질한 일련의 디자인 

결정이다. 이 때문에 파이는 최고가 되기에 다소 부족하다. 그렇다고 해도 파이는 여전히 

환상적인 플랫폼이다. 이제 파이를 빛나게 하는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살펴보기로 하자.

ARM CPU
파이가 여느 데스크톱 PC와 가장 눈에 띄게 다른 점은 바로 CPU다. 인텔이나 AMD 프로

세서를 장착한 데스크톱 PC와 달리 파이에는 ARM 기반 CPU가 장착되었다. CPU(Central 

Processing Unit)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구성 요소다. CPU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CPU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는 것이 먼저다. 모든 CPU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지만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가 따로 있다. ARM CPU는 인텔이나 AMD

용으로 작성된 명령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대부분(마

이크로소프트 윈도나 각종 게임)은 인텔이나 AMD용으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라

즈베리 파이에서 실행되지 않는다.

물론 파이에서 윈도 XP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ARM CPU가 어떤 장점을 제공

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을 뿐이다. 첫 번째는 ARM CPU가 전력을 적게 소비한다는 점이

다. 사실 ARM은 전력 사용량과 발열 문제가 매우 중요한 임베디드 하드웨어 업계에서 생

겨났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다지 놀랍지 않은 장점이다. 실제로 ARM은 몇 가지 형태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스마트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이폰4s, 삼성 갤럭

시 S3도 예외는 아니다. ARM CPU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로세서라고 할 

수 있으며 DVD 플레이어나 각종 가전제품, 심지어 자동차에도 사용된다.

그리고 ARM CPU는 발열량이 매우 적다. 파이의 CPU에는 히트싱크도 없다는 게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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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텔이나 AMD CPU에는 틀림없이 거대한 쿨링팬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을 것이

다. 그러지 않으면 CPU가 타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발열이 너무나 걱정되는 나머지 수

랭식 쿨링 시스템을 갖추고 CPU의 온도를 관리하는 사람도 있다.

마지막 장점은 가격 대비 성능이다. 병목현상의 원인은 대개 CPU의 데이터 처리 능력이 

아니라 CPU로의 데이터 입력 속도다. CPU는 하드디스크보다 월등히 빠르다. 과거에도 그

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리고 최신식 CPU가 아니더라도 컴퓨터의 각 구성 요소를 연결하

는 버스보다 빠르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가격적인 부

담 없이 어떤 일을 하는 데는 저가형 CPU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일 것이다.

ARM에서 실행되는 윈도 8

2012년 초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 8이 ARM 프로세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ARM이 거의 모든 

모바일 장치에 사용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윈도 8의 ARM 지원 소식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ARM 칩이 인텔과 AMD 계열 프로세서의 성능에 상당히 필적하게 되면서 데스크톱 PC에서도 ARM을 만

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은 듯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PC 시장에서 오랫동안 절대 강자로 군림해 왔다. 어느 기업이 컴퓨팅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것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선두에 있는 곳에서는 다른 기업이 뒤를 따라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RM 플랫폼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다면, 하드웨어 제조업체가 적절한 

드라이버를 제공하며 자사의 장치를 지원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게임 개발자들 또한 

ARM 기반 플랫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RM 기반 플랫폼은 흥미로운 도전과 타협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양상은 파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파이에 윈도 8을 설치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파이도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파이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은 어느 누군가의 책상 서랍에 

처박혀 있을 구식 장치들 위에서 세워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미래의 플랫폼 위에 세워졌다고 할 수 있다!

512MB의 램
파이 모델 B는 램이 512MB다(원래 256MB이었지만, 2012년 10월 512MB로 변경되었다). 이 램을 

시스템과 GPU(Graphics Processing Unit)가 나눠 사용한다. 이 책을 쓰는 데 사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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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에는 8GB의 램이 장착되었고 집에서 사용하는 데스크톱 PC에는 16GB의 램이 장

착되었다는 점(각각 16배와 32배가 된다), 그리고 512MB마저도 최대 절반까지 GPU와 공유한

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파이의 램은 다소 약해 보인다. 과연 512MB 램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모델 A나 구형 모델 B에는 이보다도 적은 256MB가 장착되었으니 이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라도 한 것일까?

글쎄, 대답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윈도 95는 단지 8MB의 램(계산하기 

편하게 파이의 1/32이라고 하자)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한때 찬란

했던 코모도어 64는 겨우 64KB의 램(이에 비하면 파이는 4,000배가량이나 많다)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수천 가지 게임을 실행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는 요즘 컴퓨터에 그렇게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하게 된 것일까? 우

선, 메모리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주 적은 메모리로도 얼마든지 엄청난 일

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기술은 이미 구식이 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메모리가 부

족할 일이 별로 없을 텐데도 어째서 메모리 최적화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일까? 

8GB의 램이 50달러라면 여기저기서 몇 MB를 절약하느라 프로그래머가 며칠까지는 아니

어도 몇 시간은 정성을 쏟을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파이는 실험용 플랫폼임을 명심해야 한다. 데스크톱 PC의 대체품이 아니다. 그리고 리눅

스(특히 GUI가 없는 리눅스)는 프로그램에 메모리를 남겨두느라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메모

리는 얼마 되지 않는다. 파이는 메모리를 적정 수준까지만 장착하여 성능을 크게 희생하

지 않고도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GPU
GPU는 CPU의 특수한 형태다. CPU는 일반적으로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한다. 한마디로 

팔방미인인 셈이다. 반면, GPU는 한 가지 일만 맡아 처리한다. GPU는 디스플레이를 렌더

링하는 데 필요한 복잡한 수학적 계산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디자인되었다. 처음에는 

주로 3D 그래픽 렌더링을 처리했지만, 요즘에는 그것보다 일상적인 컴퓨팅으로 치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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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인다. 가령 포토샵 등의 애플리케이션이 사진의 품질을 개선할 때, GPU는 이미

지에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이는 원래 CPU의 몫이었다. 오늘날의 포토샵은 여러 프

로세싱 작업을 GPU에 떠넘기는데, 이는 전문화된 GPU가 더 빠르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

기 때문이다. CPU의 힘을 빌리지 않고 GPU 단독으로 작업을 처리하는 것이다.

파이 등의 장치에서 GPU가 중요한 주된 이유는 프로세서의 성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고

품질 디스플레이를 무난하게 처리하고, 비디오 스트림을 디코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이

의 프로세서가 느리지만 그래픽을 산뜻하게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 장치로도 

손색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GPU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GPU는 직접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GPU가 무거운 그래픽 작

업을 CPU로부터 떠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파이의 ARM이 발휘하는 강력

함을 좀 더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더넷 포트(모델 B 전용)
이더넷 포트에 관해 무슨 할 말이 있겠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다분히 직관적인 구성 

요소이므로, 단순히 케이블을 꽂으면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고, 케이블이 없으면 네트

워크에 연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간단한 이야기가 아닐까?

내 경우를 말하자면 유선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와이파이는 문제를 

일으킬 때가 종종 있고, 때로는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특히 파이를 무선 

AP로 사용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이더넷 포트가 딸린 파이는 10달러를 더 치러야 하지만, 내 

경험상 네트워크 미지원 장치는 나중에 10달러보다 더 큰 노력과 시간을 뺏어간다. 한마디

로 무척 번거로워지는 것이다. 또는 모델 A에 USB 네트워크 카드를 추가로 장착해도 된다

(엄밀히 말하면 모델 B는 네트워크 카드가 USB를 통해 연결된 형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한 비용

이 10달러가 넘고 툭 튀어나온 네트워크 카드가 보기에도 좋지 않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다.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을 때 USB에 다른 장치도 연결해야지.’ 하지만 실제

로 그러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정작 네트워크가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고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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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델 A를 선택해도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 이더넷 포트가 없기 때문에 소비 전

력이 매우 낮아진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용자에게는 큰 의미로 와 닿지는 않겠지만, 배

터리 팩이 장착된 파이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구상한다면, 가급적 전력 소비를 낮춰야 

하는 것에 민감해질 수 있다.

크게 보자면 나는 모델 B를 장만하라고 권하겠다.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서다. 이더넷

을 사용할 일이 없다고 100% 장담한다면야(또는 전력 소비에 상당히 민감하다면)비용을 더 들

여 모델 B를 장만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USB
요즘에 USB가 없는 장치는 보지 못했다. 거의 모든 주변기기는 USB를 통해 연결되고, 그 

점은 파이도 예외가 아니다. 표준 USB 키보드나 마우스를 연결하면, 리눅스는 해당 드라

이버를 갖추고 있으니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USB 장치도 마찬가지다(모델 B의 이더

넷 카드).

모델 A와 B 둘 다 USB 2.0을 지원한다. 다만, 모델 A에는 USB 포트가 하나뿐이고, 모델 

B에는 두 개가 장착되어 있다. 연결할 USB 장치가 여럿이라면 모델 B가 적합하겠지만, 기

본적인 데스크톱 PC 정도로만 사용한다면 외부 USB 허브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GPIO 포트

GPIO(General Purpose Input/Output) 포트는 매우 흥미로운 구성 요소로, 파이의 핵심으로 생

각할 수 있다. 이 포트로 파이에 하드웨어를 쉽게 연결할 수 있고, 파이에서는 소프트웨어

로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다. 가령, 온도계나 광센서를 파이에서 사용하려면 GPIO 포트

를 통해 파이에 연결하게 된다.

하드웨어 프로젝트에 별로 관심이 없다면 GPIO 포트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다양한 하드웨어와 파이를 통합하거나, 파이를 독창적인 발명품의 두뇌로 사용하

고자 한다면 GPIO 포트는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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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체

이제 파이가 무엇이고 왜 특별한지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낮은 가격이라는 장점 

덕택에 쉽게 손에 쥘 수 있다. 데스크톱 PC로 할 수 있는 일 전부를 파이가 제공하지는 않

아도 상당히 매력적인 서버 플랫폼임은 말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실험실용 컴

퓨터로도 충분한 성능을 제공한다.

파이 패키지여행

자, 이제 이 책에서는 무엇을 할까?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GUI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선보인다. GUI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 1부부터 시작해야 할 것

이다. 파이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 상자에서 꺼내 곧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 약간의 

설정이 필요하다. 그다지 복잡한 과정은 아니다. 간편하고 쉽게 파이 여행을 떠날 수 있도

록 우리가 모든 준비를 해둘 것이다.

2부에서는 커맨드라인을 소개하고, 그 사용법을 다룬다. (나 자신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이 

웬만한 일은 커맨드라인으로 처리한다. 커맨드라인은 빠르고 강력하며 언제나 사용할 수 

있다(네트워크를 통해 작업하는 등 GUI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도). 다만, 사람들이 익숙하게 사

용하던 GUI보다 다소 까다롭다. 그렇다고 걱정할 것은 없다. 커맨드라인에 익숙해져 집처

럼 편안해지도록 우리가 인도할 것이다.

3부에서는 실제로 여러 흥미로운 일을 벌일 것이다. 이곳에서는 행복한 마음으로 커맨드

라인을 사용하여(다른 사람들에 비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다소 깊은 내용까지 다루며 파

이를 활용할 것이다. 몇 가지 대단한 주제가 다뤄지는 것이다. 브렌단 호런(Brendan Horan)

의 ‘Practical Pi Projects’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써먹을 수 있

는 탄탄한 기초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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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베리 파이 한 조각

1장에서는 리눅스가 무엇이고, 왜 라즈베리 파이에서 사용하는지 살펴본다. 몇 가지 서로 

다른 ‘배포판’을 가볍게 훑어보고 모든 ‘리눅스’가 왜 실은 같은 것인지를 설명한다. 라즈베

리 파이를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들여다보고 파이의 특별한 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리

고 GUI를 설정하여 실행하는 과정을 선보인다. 간단한 따라 하기를 통해 파이의 데스크

톱(바탕 화면)을 살펴보면 1장은 마무리된다.

경치 감상

이어지는 내용은 데스크톱(바탕 화면) 여행이다. 필수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하며 인터넷, 이

메일, 인스턴트 메시지 앱 등을 다룬다. 그리고 음악과 비디오에 관한 내용을 선보인다. 이 

장을 일독하면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더라도 별다른 불편 없이 일상적인 컴퓨팅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치 재구성

웹 브라우징, 이메일 전송 등을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면, 파이의 GUI를 이렇게 

저렇게 매만져 볼 것이다. ‘데스크톱 배경 변경하기’부터 시작하여 즐겁게 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자잘하게 손질도 하고, 더 좋은 환경으로 꾸밀 것이다. 

커맨드라인에 편해지기

이제 다루는 내용이 다소 달라진다. 파이를 다른 컴퓨터처럼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

만 수준을 한 단계 올린다. 리눅스의 장점을 고스란히 누리기 위해, 그리고 몇 가지 흥미

로운 프로젝트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껍질을 벗겨내고 한 꺼풀 더 깊이 들어갈 것이다.

출발점은 커맨드라인이다. 리눅스와 매우 정확하고 강력하게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커맨드라인이다. 처음에는 이 낯선 외계 환경으로 느리고 부드럽게 진입할 것이다. 쉘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다룰 텐데, 쉘의 유래, 중요성 등을 심도 있게 언급할 것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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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의 역사도 잠깐 다루겠다. 쉘의 역사(그 자체로도 흥미롭다)를 알면 쉘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저장하고 (기분 좋게) 다시 찾기

커맨드라인에 익숙해지면 가장 중요한 주제가 기다린다. 이때, 다른 책에서는 실행할 명령

들을 소개하지만(그것도 물론 훌륭한 접근이다), 여기서는 명령이 실행되는 전후 사정부터 다

룰 것이다.

우선, 리눅스의 파일시스템을 살펴보고, 모든 유닉스 기반 운영체제의 핵심인 ‘모든 것은 

파일이다.’라는 철학을 설명한다. 덜컥 겁부터 날 수 있지만, 걱정할 만큼 깊게 들어가지는 

않는다. 다만,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새로운 명령을 소개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것이다.

커맨드라인에서 작업하기

커맨드라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리눅스에서는 파일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이해

했으므로 모든 준비는 마무리되었다. 루트가 되는 법(우주의 왕자 히맨이 ‘파워 업’하는 장면을 

기억하는가? 히맨이 누구냐고?)을 다루고 새 애플리케이션이나 도구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선

보인다. 또한, 여러분을 키보드 마니아로 만들어 줄 몇 가지 유용한 커맨드라인 기술을 소

개한다. 이제 여러분은 마우스 클릭보다 키보드가 몇 배는 더 편해질 것이다.

파일 편집하기

다음 들를 곳은 ‘파일 편집’이다. 두 가지 에디터를 선택한다. 하나는 나노다. 나노(nano)는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운 에디터로서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는 환경 설정 

파일에서 조금씩 수정할 내용이 있을 때 주로 나노를 사용한다. 조금 더 무거운 작업에는 

빔(vim)이 적당하다. 빔은 온갖 종류의 마술과도 같은 코드와 단축키를 지원한다(마치 ‘던

전스 앤드 드래곤즈’를 플레이하는 느낌이다). 단축키와 명령을 모두 머릿속에 담는다면 영원히 

빔과 함께할 것이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늘 나노가 곁을 지켜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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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에서 관리자까지

이곳에서는 시스템 서비스를 살펴보고 리눅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들여다본다. 똑

똑한 리눅스처럼 작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선보일 텐데, 지금까지 실행했던 여러 도구

와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를 적용하여 서비스를 시작하고 중지하는 과정을 다룰 것이다,

네트워크 서비스는 서버가 일용할 양식이나 다름없다. 사람들은 대부분 사용자의 관점에

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했지만 여기서는 가장 적나라한 내용을 습득하게 된다. 서버 

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OpenSSH와 아파치 웹 서버를 이곳에서 다룬다. 그리고 인터넷으

로 직접 서버를 운영하면 부딪힐 수 있는 실제 위험에 대해서도 다룬다. 여러분이 만든 서

버에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내려는 사람은 널렸다. 그들은 여러분이 누구인

지에는 별 관심이 없다.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간단히 

정리하여 이곳에 소개할 것이다.

커맨드라인의 마법(스크립트)

스크립트는 쉘 명령을 한데 담아 배시(또는 다른 쉘)가 실행할 수 있게 만든 텍스트 파일이

다. 이 간단한 형태로도 스크립트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가령,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특정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고 대단히 인상적인 도구를 만들 수도 

있다. 이곳의 목표는 모든 독자의 전문가화가 아니다. 스크립트의 강력한 맛을 직접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마법이라 한 것이 우습기도 하겠지만, 세 시간씩이나 걸릴 일을 

단 한 줄의 명령으로 4초 만에 끝나는 걸 본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파이 웹 서버

고전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바로 램프(LAMP, 즉 Linux, Apache, MySQL, PHP)다. 이곳에

서는 파이가 왜 소규모 웹 서버로서 이상적인지를 설명하고, 어째서 램프가 완벽한 동적 

웹 사이트 개발 환경일 뿐만 아니라 이동형 웹 사이트로도 각광을 받는지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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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WiPi): 파이에 무선의 자유를

작은 네트워크 서버보다 한결 재밌는 것은 무엇일까? 선이 없는 작은 네트워크 서버일 것

이다! 이곳에서는 USB 무선 네트워크 어댑터를 사용하여 파이가 아무런 선 없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파이에서 선을 모조리 제거하

여 배터리만으로도 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즈베리 스파이(sPi): 감시 카메라와 메시지 서비스
누가 몰래 방에 들어와 펜을 죄다 훔쳐갔는지 알고 싶은가? 스파이(sPi)가 모든 것을 책임

진다! 이곳에서는 파이에 웹캠을 연결하여 방을 감시하게 하고, 움직임이 포착되면 이를 

찍는 방법을 소개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사진을 찍는 즉시 이메일로 보내 침입자를 확인

할 수도 있다. 제임스 본드도 가지지 못한 최첨단 장치다.

맥파이(MC-Pi): 모든 미디어를 위한 파이
마지막으로, 그러나 중요성은 전혀 밀리지 않는 이곳에서는 파이를 개인 미디어 센터로 활

용하는 방법이 펼쳐진다. 비디오를 TV로 스트리밍하는 방법, 음악을 공유하는 에어포트 

장치로 활용하는 방법 등이 소개된다. 고화질 비디오를 스트리밍함으로써 파이의 진정한 

능력이 펼쳐질 것이다.

파이여 영원하라!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다루었다. 컴퓨팅이 지난 세월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봤고, 그런 

변화가 컴퓨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일상생활에서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들여다보았다. 더불어 컴퓨터가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학생들이 습득하는 지식의 깊이와 너비에는 또 어떤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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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했는지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간단하게나마 라즈베리 파이 재단을 언급했고, 파이가 

그런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재단의 희망도 소개했다.

뒤이어, 우리는 파이를 손에 쥐어야 하는 좀 더 매력적인 이유와 파이가 개발 및 실험을 

위한 이상적인 플랫폼인 이유를 찾아보았다. 

또한, 우리는 라즈베리 파이를 하드웨어 차원에서 들여다보며 일반적인 데스크톱 PC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다루었다. 파이의 장단점을 거론하며 이런 결정은 왜 해야 하고 

저런 결정은 왜 해서는 안 되는지,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

았다.

이제 거창했던 ‘들어가며’의 막을 내리고자 한다. 지금까지 함께한 파이 패키지여행에서 잠

깐씩만 언급했던 주제들을 분문에서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이제 책상 위에 파이를 올려놓고 파이와 함께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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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우리의 손이 바빠지는 곳이다. 서둘러 준비하고 달릴 생각에 “들어가며”를 건너뛰

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괜찮다. 문제될 것은 없다. 이 장에서 제공하는 내용이 버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들어가며”를 다시 찾겠다고 포스트잇으로 표시는 해두

는 것이 좋다. 그곳에서 파이 보드에 관한 배경 지식과 파이가 왜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지 많은 내용을 접할 수 있어서다.

이제 팔을 걷어붙이자! 파이의 포장을 뜯고 파이가 동작하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씩 정리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 가운데서도 한 가지에는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바로 파이

가 동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라즈비안 리눅스다(잠시 뒤에 더욱 자세한 내용을 다룰 것이

다). 라즈비안을 실행하는 것 외에 환경 설정도 해야 하는데, 다소 전문적이고 리눅스 전

용인 옵션이 상당수 존재한다. 물론, 이곳에서 다룰 것이니 한숨을 쉬지 않아도 될 듯하

다. 1장에서는 라즈베리 파이의 모습을 충분히 감상하기 바란다. 2장에서는 실제로 무엇

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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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따끈한 파이가 도착하다

자, 오랫동안 기다린 택배 기사가 드디어 제품을 들고 초인종을 눌렀다. 둘둘 말린 에어캡

을 뜯으니 작은 상자가 한눈에 들어온다(작다는 표현이 핵심이다). 작은 상자를 이리저리 돌려

보며 ‘달랑 이것뿐인가?’ 하는 생각이 스친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택배 상자 안팎을 다시 

확인하지만, 작은 상자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이럴 때 흔히 하는 행동이 있다. 상

자를 흔들어 보고 내용물을 꺼내 보는 것. 막상 내용물을 꺼내 봐도 눈에 띄는 것은 없다.

독자 여러분에게 알린다. 라즈베리 파이를 주문하면 라즈베리 파이가 손에 쥐는 전부다 

(그림 1-1 참고).

그림 1 - 1  |  포장을 뜯으니 나온 것

 왜 상자 사진만 실었을까?

솔직하게 말하자면, 택배 상자에서 달랑 이것만 나왔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무언가 빠진 것이 있지 않을

까 생각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쇼핑몰에도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쇼핑몰은 정직했다!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손에 쥐는 제품은 이것이 전부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파이를 이

런저런 곳에 활용하거나 업무에 적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제품 구성이다. 이때문에 곁들여 구매해야 하

는 부품이 꽤 있다(물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테지만). 따라서 처음부터 이러한 점을 강조하는 편이 여

러모로 합리적이라는 생각에서 상황을 구구절절이 늘어놓았다. 다음 절에서는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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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고딕체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GETTING STARTED, 즉 ‘시작하기’다.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의 웹 사이트 주소도 보인다. 새로운 장난감을 받아들고 상자를 열어 보는 대신, 상자 

옆면을 이리저리 확인하는 사람이라면 이 문구가 시작해 보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킬지

도 모르겠다.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를 손에 들고 처음 한 일은 바로 라즈베리 파이 웹 사이

트에 방문한 것이었지만, 라즈베리 파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는 한동안 흥분을 가라앉

히지 못했다. 상자의 다른 면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어 ‘이것이 바로 라즈베리 파이야.’라며 

들뜬 마음으로 자랑하기에는 무언가가 빠진 것 같았지만, 사무실 사람들에게 라즈베리 파

이가 얼마나 작은지 꺼내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주체할 수 없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에

게 동지가 생겼다. 첨단 기술에 푹 빠진 또 한 명의 이 새로운 파이 사용자는 파이 상자를 

스탠드로 개조하고는 고딕체 문구가 그리워 아쉬워하고 있다(포장지는 3주 째 행방불명).

http://raspberrypi.org/downloads/에 가보면 앞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좋은 곳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여기서도 곧 관련 내용을 다룰 것이다. 아직 파이를 주문하지 않았다면

(또는 택배 기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면), 그림 1-2가 대리만족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2는 마우스와 나란히 가져다 놓은 라즈베리 파이의 모습이다.

그림 1 - 2  |  라즈베리 파이와 일반 마우스를 나란히 놓은 모습

파이의 크기가 작고, 담긴 상자 또한 작다는 것은 익히들 알고 있겠지만, 막상 손에 쥐어 

봐야만 얼마나 작은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파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손

에 쥐어본 뒤에야 작은 크기를 실감하고는 잠시 할 말을 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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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갑자기 말문이 막힌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이런 종류를 처음 접한 것 아

닌데도 파이를 손에 드니 어떻게 동작시켜야 하는지 잠시 막막해졌기 때문이었다. 이유

야 어쨌든 잠시나마 할 말을 잃고 무언가 특별한 것(적어도 전자부품 마니아가 집 주위를 어슬

렁대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어야 파이가 동작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스쳤다.

TV 애니메이션 ‘덱스터의 실험실’에나 나올 법한 잡동사니를 갖추지 않았다면 몇 가지를 

직접 마련해야 한다. 그래도 대부분이 동네 컴퓨터 부품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들이라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일일이 발품을 팔 여력이 없다면, 필요한 것들을 하나로 모

아놓은 스타터 키트를 여러 업체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들 스타

터 키트는 수시로 구성품이 변경되므로 구매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Note   이 책에서는 HDMI만 다룰 생각이지만(그래서 다음 리스트에서도 디스플레이 항목이 하나뿐이다), DVI

나 컴포지트, 스카트(SCART) 등 다른 디스플레이 장치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물론, 적당한 케이블과 어

댑터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재료 목록

파이를 바삭하게 구워내려면 다음의 재료가 필요하다.

 • 라즈베리 파이

 • 마이크로 USB 케이블(전원용)

 • USB 전원 어댑터(전원용)

 • HDMI 케이블: 타입 A-타입 A(모니터나 TV에 연결함)

 • HDMI 디스플레이 장치

 • SD 카드: 2GB에서 64GB 사이(저장용), 최소 8GB 권장★

★  역주  이 책을 번역하면서 사용한 라즈비안은 2014년 1월 7일자 버전입니다. 2013년 9월 25일자 버전부터 필요한 SD 카드의 최소 

용량이 2GB에서 4GB로 변경되었는데, 그 밖에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관해서는 관련 지면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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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 카드 어댑터

 • USB 키보드와 마우스

마이크로 USB 케이블
안드로이드 폰이나 킨들을 가지고 있다면 파이에 전원을 공급하는 케이블이 따로 필요 없

다. 그렇다고 이 케이블이 데이터 전송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USB 포트에서 전원

을 끌어다 사용하더라도(데스크톱 PC나 노트북에 꽂으면 된다) 다른 목적으로 USB 커넥터를 

사용할 수 없다. USB 커넥터는 종류가 여러 가지이며, 말로 다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림 1-3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 1 - 3  |  USB 커넥터의 종류

가장 먼저 관심을 둘 커넥터는 그림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마이크로 USB다. 얼핏 보면 미

니 USB 플러그(왼쪽에서 두 번째)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일부러 

시간 내서 매장에 갔다가 엉뚱한 케이블을 골라 오지 않도록 눈여겨 봐두자.

USB 전원 어댑터
별로 주의를 기울일 내용이 없다. 일반적인 USB 포트로 파이 모델 A(이더넷 포트가 내장되

지 않은 버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고, 모델 B에도 테스트 용도로는 그럭저럭 사용할 수 

있다. 파이를 PC 옆에 두고 사용한다면 대체로 무난하지만, 파이만 따로 사용하겠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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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설령, PC 등과 함께 사용한다 해도 노트북에서 전원을 끌어

다 사용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파이는 쉬지 않고 동작하는데, 노트북을 이리저리 

가지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다행히 수많은 장치가 USB를 충전 수단으로 채택한 덕에 주 어댑터는 어디서든 저렴한 가

격에 구할 수 있다. 어떤 어댑터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전적으로 취향의 문제다. 하지만 파

이 모델 B는 700mA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하므로 적어도 1A짜리로 준

비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여러 차례 진행한 과학적인 테스트(발품을 팔아 매장을 돌아다니며 

각양각색의 제품을 분석했다)로는 1A짜리가 가장 보편적이었다. 500mA짜리 어댑터와 우연

히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USB 장치(파이 모델 A 포함)에 사용한다면 모를까, 파이

에는 적당하지 않다.

HDMI 케이블
지난 몇 년 사이 HDMI는 사실상 모니터나 TV에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표준으로 자리 잡

았다. HDMI는 디스플레이 장치가 이를 지원하기만 한다면 쉽게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편리하다.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

도 TV와 모니터는 서로 별개의 디스플레이 장치로 취급받았고, 컴퓨터를 TV나 VCR, 모

니터에 직접 연결하는 방법도 없었다(흥미로운 것은 20년 전에는 모든 가정용 컴퓨터가 TV에 직

접 연결되었다는 사실이다. 코모도어 64나 스펙트럼이 그 예다). 물론, 특별한 하드웨어와 일부 최

첨단 장치가 다양한 커넥터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이 두 디스플레이 장치는 서로 다른 세

상에서 어울리지 못했다.

다행히 파이는 HDMI를 사용한다. 따라서 과거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다. 

파이를 디스플레이 장치에 연결하려면 ‘타입 A-타입 A’ 케이블이 필요하다. 타입 A는 TV

나 모니터 뒷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 크기다. 준비할 것은 적당한 케이블, 즉 양쪽 끝이 같

은 크기인 타입 A 케이블이 전부다. 가전제품은 대부분 타입 A를 사용한다. 따라서 Xbox 

360을 가지고 있거나 노트북에서 HDMI를 지원한다면, 필요한 케이블을 이미 가지고 있

을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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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MI 지원 디스플레이
이미 예상했겠지만, HDMI 지원 디스플레이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HDMI가 

폭넓게 채택되었기 때문에 새로 출시되는 TV는 예외 없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HDMI 포

트를 달고 시장에 나온다. 요즘은 포트가 서너 개씩 달린 제품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런저

런 디지털 장치를 연결할 일이 많아서 그런 듯하다.

사용하고 있는 TV나 모니터가 HDMI를 지원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곧장 

HDMI 포트가 있는지 찾아보면 될 일이다. 아마도 모니터보다는 TV에 HDMI 포트가 달

렸을 확률이 높지만, 요즘 출시되는 저가형 모니터 또한 HDMI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경우, 거실에 놓인 TV는 HDMI를 지원하는데도 모니터는 구식인지 지원하지 않았

다. 물론, 거실에는 TV가 한 대뿐이므로 마룻바닥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파이의 동작

을 지켜보기에는 아무래도 답답하다. 결국, 우리는 HDMI를 지원하는 새 모니터를 장만하

기로 했다. DVI 컨버터를 구매할 수도 있었지만, 모처럼 번쩍번쩍하는 새 장난감을 살 좋

은 기회를 버릴 수 없었다.

만일 TV나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면, HDMI를 지원하는 저렴한 TV나 

모니터를 장만해야 할 것이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파이는 HDMI뿐만 아니라 컴포

지트도 지원하므로 이를 대안으로 생각해도 좋다.

SD 카드
컴퓨터에는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하드 드라이브가 장착되어 주 저장소로 사용된다. 노

트북에 장착되는 하드디스크조차도 덩치가 파이보다 크고, 최근에 등장한 SSD가 전력 소

비 면에서 월등하기는 해도 파이가 소비하는 전력량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러

나 다행히 대안이 있다. 하드디스크처럼 덩치 큰 장치 대신에 오랫동안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된 기술인 플래시 메모리를 적용할 수 있다. 플래시 메모리 카드는 용량이나 성능 면

에서 하드디스크에 필적하지 못하지만, 전력 소비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크기 또

한 하드디스크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 (파이가 지원하는 최대 용량인) 64GB가 아직은 획기적

이지 않지만, 파이에 사용하기에는 차고도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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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카드는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구구절절이 설명할 까닭은 없다. 고성능 카드가 필요하다

면 클래스 10으로 분류되는 것을 사용하면 되지만, 어떤 종류든 사용하는 데는 기본적으

로 같다. 그렇기는 해도 파이에 사용할 수 없는 SD 카드는 분명 존재한다. 듣도 보도 못한 

제조업체의 제품이라면 인식되지 않기도 한다.

요즘에는 시중에 유통되는 메모리 카드의 종류가 워낙 많지만, 그림 1-4에 등장한 SD 카

드와 모양이 대부분 같다.

그림 1 - 4  |  SD 카드, 어댑터, 마이크로 SD 카드

왼쪽이 전형적인 SD 카드이고, 오른쪽이 마이크로 SD 카드다. 모두 스마트폰, 특히 안드

로이드 폰에 널리 사용된다. 스마트폰에 함께 제공되는 SD 카드는 대부분 용량이 작아서 

용량이 더 큰 카드를 새로 장만하는 경우도 많다.

어느 것을 골라야 하는지 갈팡질팡한다면, 어댑터(그림 1-4에서 가운데)에 마이크로 SD 카

드를 끼워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에서 마이크로 SD 카드를 많

이들 사용한다. 반면, 노트북에는 SD 카드가 흔히 사용된다. 어댑터만을 따로 판매하는 

경우를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누가 알겠는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떡하니 나타날지!

SD 카드 리더
SD 카드를 장만했으면 이제 실제로 사용할 방법이 필요하다. 파일에는 SD 카드 슬롯이 내

장되어 있어서 SD 카드를 바로 꽂을 수 있지만, 다른 저장 장치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SD 카드에 리눅스 등을 설치하지 않으면, 파이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문제는 SD 카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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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를 설치하려면 이미 리눅스 등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SD 카드를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된 셈이다. 리눅스가 설

치된 다른 사람의 SD 카드를 빌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파이에서 새 SD 카드에 리눅스를 

복제하는 방법은 없다.

디지털 카메라가 보편화됨에 따라 컴퓨터에 SD 카드 리더가 많이들 장착되었다. 이른바  

미디어 PC로도 불리는 컴퓨터에는 여러 카드를 다양하게 지원하도록 이런저런 모양의 슬

롯이 장착되었다. 다시 말해, 이미 SD 카드를 읽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카드 리더가 없다

면 근처 컴퓨터 매장에서 저렴한 멀티카드 리더를 장만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카드 

리더는 대단히 저렴하고 지원하는 카드 종류도 다양하다. SD 카드를 지원하는지만 살펴보

면 힘들게 번 돈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 참고삼아 우리가 사용하는 리더를 그림 1-5에 나

타내었다.

그림 1 - 5  |  멀티카드 리더

USB 키보드와 마우스

마지막으로, 중요성은 매한가지인 것이 바로 키보드와 마우스다. 파이에 고급 기술이 적용

되었어도 텔레파시를 가지지는 않았으므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 이

는 당연한 상식이겠지만, 요즘의 컴퓨터가 USB 어댑터 형태보다는 블루투스를 직접 지원

하며 무선 키보드와 마우스 등으로 무장한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현재 그런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들은 파이에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파이에는 블루투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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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다만, 어떤 키보드와 마우스든 파이에 아무런 문제없이 동작하므로 블루투스 등에 

관해서 더 이상 언급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파이에 사용한답시고 물어물어 찾아가 원하

는 것을 구매하여 집으로 들고 왔더니, 막상 올바로 동작하지 않아 한숨만 내쉴 일은 없

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키보드와 마우스를 간단히 언급했을 뿐이다.

휴, 모두 정리했다!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갖췄다! 이들을 파이에 연결하는 일은 대단히 쉽다. 특

히, 각 장치의 모양이 제각각이라 단 한 군데 슬롯에만 들어맞으니 괜히 걱정할 까닭도 없

다(완성된 파이의 모습이 그림 1-6이다).

그림 1 - 6  |  파이 준비 끝!

각 장치를 제대로 연결하고 전원을 연결했다면 TV를 켠다. 마주하는 것은 바로 아무것도 

없는 시커먼 화면이다.

당황하셨어요?

PC나 노트북이 켜지면 바이오스(BIOS)로 불리는 작은 소프트웨어가 여러 과정을 사용자 

대신 처리한다. BIOS는 메모리를 테스트하고, 기본 디스플레이 장치를 설정하며, 각종 장

치를 모두 초기화한다. 일부 컴퓨터(주로 애플에서 생산한 컴퓨터)에는 BIOS 대신 EFI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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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도 하다. 어찌 됐든 (우리의 시각에서) 이 둘은 기본적으로 같다. 사용된 기술은 서로 

다를지언정, 마지막 단계에서 부트로더로 제어권을 넘기는 것은 바로 이 소프트웨어다. 참

고로 부트로더는 운영체제의 시작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다.

BIOS는 원래 대단히 시끄럽다.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을 BIOS 설명서에

나 나옴 직한 숫자 코드와 함께) 삑 소리를 쉬지 않고 쏟아 내거나 알아듣지도 못할 메시지를 

화면에 잔뜩 뿌려댄다. 물론, 도움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겠지만 말이다. 별 효용성이 없을

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컴퓨터가 아직 살아있다는 단적인 증거는 된다. SD 카드에 시동 가

능한 운영체제가 없다면, 파이 보드에 작은 빨간색 LED가 ‘켜지’더라도 파이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화면이 깜빡이는 등 생명의 흔적을 기대했다면(그렇게 기대한 사람, 분명히 있

다. 우리가 그랬기 때문이다), 지지리 운도 없는 사람이다(그는 파이가 죽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제 파이에 생명(시동 가능한 운영체제)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제부터 마스터플랜 2차 과정으로 나아가자. 리눅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리눅스

이 책은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리눅스에 관해 이

야기할 것이다. 리눅스의 시작, 특별한 점, 자주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 

등이 이야기의 주제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라면(또는 주체 자체에 관심이 없다면), 얼마든

지 다음 절인 “라즈비안 다운로드하기”를 걸러도 무방하다. 하지만 빠르게 정리하고자 한

다면 일독을 권한다.

리눅스란 무엇인가?

질문은 간단하지만 그 파장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다. 통조림을 열었더니 벌레가 마구 쏟

아져 나온다면 피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질문의 파장은 그 정도다. 기술적 측

면에서 리눅스는 한 가지 대상을 가리키지만, 일반적인 측면으로 확대하면 사정이 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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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으로 운영체제라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와 애플의 OS X이 자주 거론된다. 

“나는 윈도를 사용해.”라는 말뜻을 모르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윈도가 리눅스로 

바뀌면 말의 뜻이 달라진다.

리눅스는 운영체제의 커널만을 의미한다. 커널은 장치 드라이버를 처리하거나 네트워크 

또는 하드디스크에 간편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등 저수준 제어를 처리한

다. 실제로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리눅스를 둘러싼 소프트웨어 전체다. 

이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리눅스를 둘러싼 소프트웨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해

하기 시작하면 이내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만다. 컴퓨팅 세계에는 무시해도 좋은 단순 의

견 또는 소수 의견이란 없다!

앞에서 말한 소프트웨어를 가리켜 오픈 소스(open source)로 부른다. 오픈 소스는 모든 사람

이 저마다의 방식대로 얼마든지 재조립할 수 있다. 그런 이유에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리눅

스 배포판, 즉 특정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리눅스 커널을 중심으로 고유 생태계를 조성한 

운영체제를 만들기 시작했다. 가령,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RHEL, Red Hat Enterprise 

Linux)는 오랜 시간에 걸친 탄탄한 안정성을 바탕으로 하드웨어를 폭넓게 지원했다. 반면, 

페도라(Fedora)는 6개월마다 릴리스되어 최신 환경을 발 빠르게 지원했다. 젠투(Gentoo)는 

사용자가 소스 코드에서 직접 소프트웨어를 빌드하도록 했다(시스템에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데비안(Debian)은 새로운 기능의 소개 대신 안정성과 보안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오픈 소스

컴퓨터가 수백만 달러나 했던 시절에는 판매 대상이 기계 자체였지 거기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은 관

심 밖이었다. 그 당시에는 흔히 기업에서 개별 고객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따로 만들었는데, 이는 기계를 

구매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다 컴퓨터가 일상 생활용품처럼 흔해지자 이익의 중심이 별안간 

소프트웨어로 옮겨갔다. 기업이 자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프

트웨어를 소스 코드(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설계도) 없이 제공하며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보급하는 것이 한 가지 대책이었다. 다시 말해, 고객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구미에 맞게 변경

하거나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능을 개선할 수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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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와 소스 코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서로 소프

트웨어를 교환하고, 수정하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오픈 소스라는 개념이다. 오

픈 소스는 소스 코드가 자유롭게 제공되고 (오픈 소스 라이선스를 통해) 권한을 부여받아야 그 의미가 있다.

책 한 권을 통째로 이 주제만을 다루려고 해도 역부족이다. 이 책의 공저자 중 한 명인 피터 멤브리(Peter 

Membrey)가 지난 해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학에서 관련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http://www.

youtube.com/watch?v=c-1LQIGh6cI에서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최선일까? 목적에 따라 다르다! 완벽한 배포판은 없다. 특정 작업

에 최적인 배포판만이 있을 뿐이다. 파이에서는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이 라즈비안

(Raspbian)이다. 데비안 배포판이 기반인 라즈비안이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리눅스인데다 사

용하기에도 가장 쉽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도) 우리는 이 책에서 라즈비안을 사용할 것이다. 우리와는 생각이 

다르다면, 브랜든 호런(Brendan Horan)의 《Practical Raspberry Pi》(Apress)가 훌륭한 선택이 

될 것이다. 《Practical Raspberry Pi》에서는 페도라의 설치 방법과 젠투의 커스텀 빌드 방법

(내공을 쌓고 싶다면 의미 있는 주제다)을 매우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리눅스 커널이 1990년대 초에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컴퓨팅 세계에 지금과 같은 지대

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리라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리눅스 커널 발표 이전부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이미 자리를 잡은 지 오래였고, 유닉스 플랫폼을 위한 수많은 도

구가 발표되었었다(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공할 만한 성능이 자랑인 GCC 컴파일러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단순한 도구였고 소프트웨어 패키지였다. 다만, 이들을 실행하려면 전용 운

영체제(당시에는 하나밖에 없었다)가 필요했는데, 그런 이유에서 오픈 소스 철학에 온전하게 

부합하기 위해 이들 도구가 실행될 오픈 소스 커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물이 바로 리눅스다. 리눅스 커널이 컴퓨팅 세계에 어떻게 자유와 희망을 선사했는지 언

급하는 사람은 많다(그렇다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물론 아니다). 우리는 그

보다 오픈 소스가 어떻게 일반 대중에게 다가갔는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이제 세상은 리눅스를 품었다. 우리는 리눅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원하는 것은 뭐든

지 할 수 있다. 파이에 무료로 설치하는 것도 그것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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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비안 다운로드하기

드디어 우리는 파이를 포장한 상자의 ‘시작하기’ 주소인 http://raspberrypi.org/downloads/에 

접속했다. 라즈비안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다. 이곳에는 라즈비안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뿐만 아니라 유용한 여러 도구나 라즈베리 파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리눅스 배

포판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도 제공된다. 라즈비안이 아닌 다른 리눅스에 관해서

는 앞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그런 다소 색다른 배포판에 관심이 간다면 다음의 “왜 

라즈비안인가?”를 훑어보기 바란다.

 왜 라즈비안인가?

라즈비안 다운로드 페이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선택할 수 있는 배포판이 적지 않다. 특히, 이전에 

리눅스를 사용한 적이 있다면 라즈비안이 아닌 다른 배포판에도 눈길이 갈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색다른 

배포판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파이를 사용하는 대다수가 라즈비안을 선택했다

는 사실부터 주목해야 한다. 고객 지원, 관련 블로그, (이 책을 비롯한) 다양한 학습서가 대부분 라즈비안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라즈비안이 아닌 다른 배포판을 선택했을 때는 도움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아 처음 계획했던 목적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좀 더 미묘한 문제가 있다. 라즈베리 파이는 ARM 기반 장치다. PC와 동작하는 방식이 여러모로 

다르다는 말이다. 가령, 파이는 PCI 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PC에서는 동작해도 파이에서는 동작

하지 않는 도구가 한둘이 아니다. 게다가 다른 배포판에는 아직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많다. 라즈비안만

큼 유지 관리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요컨대, 라즈비안을 선택하여 시작해야 어떤 작업에든 집중력을 크

게 높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리눅스 배포판은 CD나 DVD 형태로 제공된다. 선택한 배포판을 다운로드하

면,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 아닌 이미지 형태의 파일을 입수하는 것이다. 이들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실제 운영체제의 복제품이나 다름없는데,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CD에 쓰면 

이 CD는 원본과 동일한 복제품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라즈비안은 (그리고 파이는) 조금 다

르다. CD-ROM 또는 플로피 드라이브가 내장돼 있지 않아서다. 그래서 우리는 CD 또는 

DVD의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SD 카드의 이미지를 다운로드한다. SD 카드

의 이미지 안에는 라즈비안이 설치되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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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비안은 웹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할 수도 있고(미러 사이트가 많다), 비트토렌트

(BitTorrent)를 통해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비트토렌트가 더 빠를 때도 적지 않은데, 소

스 포지(Source Forge)의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비트토렌트를 지원하지 

않는 곳이 더러 있는 데다가(가령, 사무실), 비트토렌트의 동작 방식 때문에 좋지 못한 성능

을 보일 때도 있다. 따라서 마음 편하게 직접 다운로드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다. 우리는 라즈비안 위지 버전을 사용할 것이다.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배포판 리스트에서 

맨 위에 등장하는 버전이다.

SD 카드에 라즈비안 넣기
라즈비안을 SD 카드에 넣는 일은 단순히 파일을 복사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다. 라즈비안 

이미지 파일은 SD 카드에 설치되었을 때를 사진 찍듯이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을 SD 카드에 그냥 복사하면 라즈비안 이미지가 올바로 복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미지 파일을 직접 SD 카드로 ‘쓰기’ 작업을 해야 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런 일을 

해주는 도구가 필요하다.

Note   다운로드한 이미지 파일은 ZIP 형식으로 압축되었다. 윈도 7에서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압축 폴더가 

열린다.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미지 파일을 직접 복사할 수 있는데, 문서 폴더가 적당할 듯싶다. 맥에

서는 압축 파일을 더블 클릭하는 것만으로 이미지 파일이 다운로드 폴더에 자동으로 풀린다.

윈도에서 이미지 라이터 사용하기

윈도에서 이미지 쓰기 도구로 추천하는 것은 뻔한 이름이 붙은 이미지 라이터(Image Writer)

다. 라즈베리 파이 다운로드 웹 페이지에서 해당 링크를 찾을 수 있으며, 그림 1-7에서처럼 

Download 버튼을 클릭하면 바이너리 버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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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7  |  이미지 라이터의 바이너리 버전 다운로드하기

PC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었는지에 따라 압축 파일을 여는 방식이 달라진다. 폴더 

형태로 열릴 수도 있고, 즐겨 사용하는 ZIP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에서 열릴 수

도 있다. 어느 쪽이든 압축된 파일들을 전부 풀어내야 애플리케이션을 올바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윈도에 내장된 자체 도구를 사용할 때는 압축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압축 파

일이 폴더처럼 Windows 탐색기에서 곧바로 열린다.

 1.  모든 파일 압축 풀기를 선택하고, 뒤이어 나타나는 창에서 완료되면 압축을 푼 파일 표시 

항목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압축 풀기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들이 담긴 폴더가 열린다.

 3.  이곳에서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디지털 서명이 없기 때문에 그

림 1-8과 같은 경고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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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8  |  Image Writer를 실행하면 나타나는 경고 메시지

 4.  이 도구는 본연의 기능(디스크 장치에 직접 수행하는 쓰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저수준 

액세스가 필요하다. 윈도는 프로그램이 컴퓨터를 변경하려 한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예를 클릭하여 계속 진행한다.

 5.  그림 1-9와 같은 오류 메시지가 등장할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테스트를 진행한 두 대

의 컴퓨터에서 이런 오류가 일어났다. 혹시라도 같은 오류가 일어난다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기 바란다.★

그림 1 - 9  |  이미지 라이터가 열릴 때 오류가 발생했다.

Note   이미지 라이터는 시작할 때만 쓰기 작업을 수행할 SD 카드를 찾는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전에 SD 카드를 삽입해야지, 거꾸로 하면 SD 카드가 인식되지 않는다.

★  역주 이미지 라이터가 오래된 버전이라면 일어날 수 있는 버그입니다. 최신 버전에서는 이 버그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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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우리의 경우에는 쓰기 작업을 수행할 드라이브가 E:\다. 작업을 할 때는 각 상황에 맞

는 드라이브를 골라야 할 것이다. Device 드롭다운 메뉴가 비었다면, 이미지 라이터

를 닫았다 다시 연다. 가끔씩 이상한 동작을 보일 때가 있다. 올바른 드라이브를 고

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카메라에서 사용하던 SD 

카드를 다른 드라이브에 꽂아 두었다가 혹시라도 이 드라이브를 쓰기 작업용으로 잘

못 지정하면, 그동안 쌓인 소중한 추억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7.  올바른 장치를 선택하고(확신하지 못하겠다면 컴퓨터를 확인한다), 라즈비안 이미지를 찾

아 선택했다면 Write 버튼을 클릭한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SD 카드의 속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겠다. 하지만 진행 속도가 차츰 빨라지

는 특성을 보이니 무조건 답답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림 1-10은 이미지 라이터

의 동작 모습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 SD 카드에 쓰기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이미

지 파일이 현재로서는 최신 버전의 라즈비안이다.★

그림 1 - 10  |  이미지를 쓰고 있는 이미지 라이터의 동작 모습

 8. 완료되면 SD 카드를 꺼내 파이에 끼워 넣는다.

이제 파이를 즐길 시간이다! 지금 당장 시작하려면 “첫 시동” 절로 페이지를 휘리릭 넘긴다.

Note   그림 1-10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파일의 확장명이 .img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 가운

데 한 가지는 img 파일이 아닌 zip 파일로 이미지를 쓰려고 하는 것이다(확장명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명

이 같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파일을 선택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한다.

★  역주 이 책을 번역하면서 사용한 라즈비안은 2014년 1월 7일자 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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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에서 dd 사용하기

이제부터 소개할 내용은 맥 사용자를 위한 것으로, 맥에서도 SD 카드에 이미지를 쓰는 

작업이 얼마나 쉬운지 보여주려 한다. 아뿔싸! 그럴 수 없을 것 같다. 간편하고 쉽게 라즈

비안 이미지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다. 디스크 유틸리티(Disk Utility)는 여러 면에서 탁

월한 성능을 보이지만, 우리의 표준 이미지 파일을 다룰 방법은 알고 있지 못하다. 이미지 

파일을 .dmg 파일(맥 고유 이미지 파일 형식)로 변환하려고 시도했지만 이 역시 불가능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도구를 다운로드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웹을 뒤적였

지만 눈에 띄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기껏 찾아낸 것들은 예외 없이 터미널 작업보다 나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손을 고생시키기로 했다. 처음 생각했던 대로 커맨드라인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다만, 우리가 하려는 작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깊이 파헤치지는 않

을 것이다. 사용할 명령 대부분이 앞으로 이 책에서 사용할 리눅스 명령들과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이다. 지금은 우리를 믿고 따라와 주기 바란다.

터미널 찾기

우선, 터미널을 열어야 한다. 터미널은 응용 프로그램의 유틸리티에 있다. 앞으로 사용할 명

령을 한군데로 모아 이 절 끝부분에 제공하고자 한다.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물

론, 시스템 환경이 약간씩 달라 유동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다.

터미널을 열면 루트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 sudo를 사용해야 한다. 루트 사용자는 윈도 시

스템에서 관리자(Administrator)에 해당한다.

저수준 장치를 다루는 일은 꽤 위험하다. 이는 보안 문제 때문인데, 일례로 바이러스 등이 

하드디스크에 직접 쓰기 작업을 하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일반 사용자가 저수준 

명령을 직접 실행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라즈비안 이미지를 SD 카드에 직접 

쓸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루트 사용자는 시스템에 무한정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  역주 원저자의 원고가 오래되어 지금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맥에도 윈도처럼 GUI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도구가 여럿 있습니다. 

제이펍 웹 사이트(http://jpub.kr/)의 ‘글로벌 네트워크’ 카테고리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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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 사용자가 된다면 라즈비안 이미지를 SD 카드에 쓸 수 있다.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우

리는 루트 사용자가 된다.

sudo -i

명령을 실행하면 루트 사용자에 해당하는 프롬프트가 열리고 ‘슈퍼 사용자’에 걸맞은 권

한이 부여될 것이다. 개별 명령을 입력할 때 sudo를 앞에 붙여 실행할 수도 있지만, 사용

할 명령이 한두 개가 아니므로 지금처럼 하는 것이 한결 편하다. sudo는 처음 실행되면 패

스워드를 물어 온다(늘 사용하던 패스워드). 패스워드로 인증 과정이 통과되면 루트 프롬프

트가 나타난다.

Caution   이제부터는 시스템에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이는 라즈비안 이미지를 작업할 수 있다

는 뜻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뜻도 된다. 유닉스 시스템에서 루트는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사용자로 인정받은 존재다. 따라서 유닉스는 될 수 있으면 루트의 작

업을 간섭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루트로 어떤 명령을 실행할 때 사용자 스스로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

면 시스템이 망가질 수도 있다.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기 전에 반드시 이중, 삼중으로 명령을 확인

하고 살펴야 한다. 할 일이 끝나면 지체 없이 터미널을 닫는 것도 빠트려선 안 된다.

터미널에서 이미지 쓰기

자, 이제 무엇을 할까? 우선, SD 카드가 시스템에서 어떤 장치로 인식되었는지부터 확인해

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주 하드디스크를 SD 카드 장치로 오인한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결

과가 발생할 것은 뻔하다. 일반적으로 가정할 수는 있겠지만(가령, /dev/disk0은 시스템 디스크

다),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서라도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전체 과정을 진행할 것이다.

가장 먼저, SD 카드가 맥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mount 명령을 실행한다.

mbp:~ root# mount
/dev/disk0s2 on / (hfs, local, journaled)
devfs on /dev (devfs, local, nobrowse)
map -hosts on /net (autofs, nosuid, automounted, nobrowse)
map auto_home on /home (autofs, automounted, nobrowse)
mbp:~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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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결과는 여러분의 경우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조금씩 다르다. devfs로 시작하는 행

과 map으로 시작하는 두 행은 운영체제의 일부분이므로 무시한다. 우리가 초점을 맞출 

곳은 첫 번째 행, 즉 시스템 디스크를 나타내는 /dev/disk0s2 on /이다. 이 행은 우리가 건

드리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시스템에 따라 다른 행이 더 출력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네트워크 드라이브나 다른 디스크 이미지가 연결되었다면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표

시된다. 이 단계에서 특별히 할 일은 없다. 시스템 상태를 파악하자는 것이 우리의 의도다.

OK. 이제 SD 카드를 삽입한다. SD 카드는 디지털 카메라에서 곧바로 사용되도록 대개 

포맷된 상태로 유통되고는 한다(요즘에는 SD 카드를 다시 포맷하는 카메라가 많다). 파인더의  

장비 아래에 그림 1-11처럼 SD 카드가 나타난다.

그림 1 - 11  |  파인더에 나타난 SD 카드

SD 카드가 자동으로 마운트되었기 때문에 터미널로 돌아가 mount 명령을 다시 실행하면 

출력 결과가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된다. 다음은 새로 출력된 결과다.

mbp:~ root# mount
/dev/disk0s2 on / (hfs, local, journaled)
devfs on /dev (devfs, local, nobrowse)
map -hosts on /net (autofs, nosuid, automounted, nobrowse)
map auto_home on /home (autofs, automounted, nobrowse)
/dev/disk2s2 on /Volumes/UNTITLED (msdos, local, nodev, nosuid, noowners)
mbp:~ root#

새 디스크가 추가되었다고 알린 마지막 행이 우리가 눈길을 줄 곳이다. 여기서는 disk2가 

포함된 행인데, disk2가 마운트된 곳(/Volumes/UNTITLED)이 보인다. 바로 이곳에 이미지를 

써야 한다.

Caution   BSD 시스템에서는 디스크를 여러 조각으로 나눈다. 여기서는 마운트된 파일시스템이 disk2s2에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disk2, slice2다. 이렇게 구분지어 표시되면 원하는 슬라이스(조각)를 직접 참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장치 전체에 쓰기 작업을 해야 하므로 /dev/disk2만 알고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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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골칫거리가 있다. SD 카드가 마운트되어 사용할 수 있는 동안에는 SD 카드에 직

접 쓰기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파인더에서 SD 카드를 추출하면, 파일시스템이 언마운트

될 뿐만 아니라 장치 자체도 추출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장치가 

존재해야 쓰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맥 전용 명령을 사

용하여 수동으로 파일시스템을 언마운트해야 한다. 사용할 맥 전용 명령은 diskutil이다. 

맥에도 유닉스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언마운트 명령인 umount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이

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한다) 맥에서 SD 카드를 작업 대상으로 사용하는 순간, umount

는 동작하지 않고 장치가 사용 중이라는 경고가 표시된다. diskutil은 이런 상황에서 장치

를 별문제 없이 언마운트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명령을 실행한다.

mbp:~ root# diskutil unmount /dev/disk2s2
Volume UNTITLED on disk2s2 unmounted
mbp:~ root#

우리는 슈퍼 사용자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쓰기 작업의 대상인 SD 카드 장치를 한쪽 구

석으로 격리시켜, 카드 자체에 쓰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파일시스템을 언마운트했다. 

이제 남은 일은 실제로 쓰기 작업을 수행하는 것뿐이다.

이 작업에 사용할 도구는 dd다. dd는 장치에서 읽어다 장치로, 쓰는 일만 담당하는 다분

히 고리타분한 도구다. 파일시스템에도 관심이 없고, 하드디스크와 SD 카드가 어떻게 다

른지 알고 있지도 않다. 어디에서 읽어다 어디로 쓰는지 신경조차 쓰지 않고 읽기와 쓰기

를 수행할 뿐이다. 우리는 이런 식의 유닉스 원칙을 뒤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지금으로서

는 dd의 장점만 이해하고 쓰기 작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자.

dd를 사용하려면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읽어올 곳(if = 인수)과 쓸 곳(of = 인수)이다. 

쓸 곳(/dev/disk2)은 정해졌는데, 읽어올 곳은 어떻게 될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진행했다

면 라즈비안 이미지는 홈 폴더의 다운로드에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이다. 이 위치를 터미널에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다음을 입력한다(엔터는 아직 누르지 않음).

dd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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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더에서 다운로드 또는 이미지 파일이 있는 폴더로 이동하여, 이미지 파일을 클릭한 채 

터미널 창으로 끌고 온다. 입력하지도 않았는데 이미지의 전체 경로가 자동으로 dd if= 오

른쪽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결과는 다음과 비슷하다.

dd if=/Users/myuser/Downloads/2012-08-16-wheezy-raspbian.img

이렇게 해서 입력 파일이 지정되었다. 이제 쓸 곳을 지정한다. 쓸 곳은 앞에서 살펴본 대

로 /dev/disk2다. 여기에 bs=512를 추가할 텐데, 이 때문에 dd가 이미지를 쓸 때 한 번에 쓰

는 조각의 크기가 더 커진다(쓰기 작업이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전체 명령은 

다음과 같다.

dd if=/Users/miggyx/Downloads/2012-08-16-wheezy-raspbian.img of=/dev/disk2 bs=512

이 명령이 수행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지도 모른다(분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일 

수도 있다). 이미지의 크기가 2GB인데다, 카드 리더의 평균적인 속도가 변변치 못하기 때문

이다. 우리는 USB 어댑터를 최신 맥북 프로에 장착하여 작업했는데, 두 시간 가량 걸렸다. 

쓰기 작업이 완료되면 커맨드 프롬프트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OK! 지금까지의 과정이 윈도에서 진행했던 것만큼 쉽지도 않고, 직관적이지도 않다고 인

정한다. 하지만 커맨드라인에서 작업한 전체 과정을 들여다보면 의도한 작업을 정확하고 

군더더기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커

맨드라인 작업에 관해서는 3장에서 다시 다루고자 한다.

다음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과정 전체를 진행하면서 실행한 명령을 한데 모은 것이다. 지

금까지 설명한 부분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거나, 명령의 실행 결과에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삼아 비교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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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login: Wed Sep 19 13:48:40 on ttys000
mbp:~ pmembrey$ sudo -i
Password:
mbp:~ root# mount
/dev/disk0s2 on / (hfs, local, journaled)
devfs on /dev (devfs, local, nobrowse)
map -hosts on /net (autofs, nosuid, automounted, nobrowse)
map auto_home on /home (autofs, automounted, nobrowse)

<<SD Card inserted>>
mbp:~ root# mount
/dev/disk0s2 on / (hfs, local, journaled)
devfs on /dev (devfs, local, nobrowse)
map -hosts on /net (autofs, nosuid, automounted, nobrowse)
map auto_home on /home (autofs, automounted, nobrowse)
/dev/disk2s1 on /Volumes/UNTITLED (msdos, local, nodev, nosuid, noowners)
mbp:~ root# diskutil unmount /dev/disk2s1
Volume UNTITLED on disk2s1 unmounted
mbp:~ root# dd if=/Users/pmembrey/Downloads/2012-08-16-wheezy-raspbian.img of=/dev/disk2 bs=512
mbp:~ root#

자, (힘겹게) 준비한 SD 카드를 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

첫 시동

마라톤과도 같은 과정이었지만, 한 번은 거쳐야 하는 것을 무사히 넘겼으니 크게 숨을 내

쉬어 보자. 요령만 파악하면 유동적인 부분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끈따끈한 SD 카드를 파이에 넣고 드디어 파이를 시동해 보자. 키보드와 마우스, 모니터

를 연결한 뒤, 마지막으로 전원 케이블을 연결한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림 1-12와 비

슷한 화면이 등장할 것이다.



첫 시동 25

그림 1 - 12  |  파이의 첫 시동. 살아있네!

비슷한 화면이 등장한다면(기쁨의 눈물을 흘릴 필요까지야...) 파이가 시동되어 동작하는 것이

다! 혹시 문제가 발생했다면 몇 가지 원인을 찾아보자.

맨 먼저 확인할 것은 파이의 빨간 LED에 멋지게 불이 들어왔는지다. 당연한 이야기로 생

각하겠지만, 분명히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그러지 않는 실수는 의외로 

잦다. 분명 여러분의 책상도 우리처럼 이런저런 케이블이 주렁주렁 늘어져 있을 테니, 케

이블을 엉뚱한 커넥터에 꽂는다거나 전원 케이블에 연결된 전원이 실은 꺼져 있다(가령, 일

부 노트북은 대기 모드로 진입할 때 USB 장치를 끈다)고 해도 외관상 별 티가 나지 않을 것이

다. 어찌 됐든, 가장 먼저 확인할 곳이 바로 전원 관련 장치들이다. 실수로라도 그런 문제

들이 생길 때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뿐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도움을 

구한답시고 여러 포럼 같은 곳에 질문을 게시했다가 어느 순간 “어라, 케이블이 빠져 있

네!”라는 말이 툭 튀어나올 때가 적지 않다.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TV 또는 모니터의 입력 단자다. 요즘 TV는 대개 입력 단자가 여럿

이고, 모니터의 디폴트 입력 단자 또한 HDMI가 아닌 경우도 드물지 않다(우리의 모니터도 

그렇다). 다만, 그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기 어렵다. 사용하는 장비

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와 관련된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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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다. 입력 단자를 하나씩 테스트하면서 파이가 켜지는지 확인만 하

면 될 일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TV에는 분명히 HDMI2로 표시되었는데 막

상 파이를 연결하고 보니 HDMI3 포트에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왜 그런지 우리로서도 알 

길이 없다. 파이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TV의 입력 단자를 하나씩 바꿔가며 테스트해 보

지 않은 탓이니, 답답함과 짜증으로 지나간 시간이 아까울 뿐이다.

세 번째로 확인할 것은 SD 카드를 슬롯에 끝까지 밀어 넣었느냐다. 파이는 SD 카드를 인

식하여 시동하지 않는 이상, 글자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만일 시커먼 화면만 보인

다면 SD 카드를 슬롯에 끝까지 밀어 넣지 않아 파이가 SD 카드를 인식하지 않은 탓일 가

능성이 크다. SD 카드를 슬롯에 끝까지 밀어 넣었는데도 마찬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SD 

카드에 이미지를 쓸 때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럴 때는 페이지를 뒤로 넘겨 마

지막 절을 다시 한 번 훑어보고 SD 카드를 다시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케이블을 모두 확인했고, 입력 단자 또한 정상적으로 동작하며, 

파이의 LED에 불이 들어온다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힘들어진다. 화가 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골칫거리 파이를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어둠 속에서도 

언제나 희망은 있듯이,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다. 라즈베리 파이 커뮤니티의 수많은 사람에

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라즈베리 파이 공식 포럼에 방문하려면 www.raspberrypi.org에

서 Forum 링크를 클릭한다. 웹 페이지 상단 메뉴에 해당 링크가 있다. 포럼 첫 페이지의 

Using the Raspberry Pi 아래에 몇 가지 주제가 보일 것이다. Troubleshooting을 클릭해도 

되고, 상단의 검색을 활용해도 된다.

파이 설정하기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내용이겠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도 없는 텍스트가 쉴 

새 없이 화면에 쏟아져 나오다 그림 1-13과 비슷한 설정 화면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다. 

바로 이곳에서 파이를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음 번에 파이가 시동

될 때는 산더미 같은 텍스트가 아니라 멋진 배경 화면이 화면을 가득 메우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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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13  |  첫 시동: 파이를 설정할 시간

여기서는 기본적인 설정 옵션만을 다룰 것이다. 언제든지 여기로 돌아와 필요한 옵션을 

변경하여 파이를 재시동할 수 있으니, 어서 모니터 앞에 앉아 옵션 하나하나씩 파헤치길 

바란다. 우선 파이가 데스크톱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3번 Enable Boot to Desktop/Scratch 

옵션에서 그래픽 데스크톱을 선택한다.

파일시스템 확장하기

첫 번째로 관심을 둘 옵션은 Expand Filesystem이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옵션은 

파일시스템을 SD 카드 전체로 확장한다. 우리가 다운로드한 이미지는 압축을 풀면 크기

가 대략 2GB다. 2GB짜리 파일을 SD 카드에 쓴 것이다. 사용하고 있는 SD 카드가 8GB짜

리라고 해도 처음 2GB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파일시스템을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줘야 한다.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SD 카드는 

용량이 제각각인데, 각각의 용량에 맞춰 이미지 파일을 만들 수는 없으므로 동일한 이미

지를 설치한 뒤 SD 카드에서 남은 용량으로 파일시스템을 확장하면 일이 간단해진다. 옵

션을 선택할 때는 위, 아래 화살표키를 사용하여 해당 옵션으로 이동한 뒤 엔터를 누르면 

세부 옵션이 나타나지만, 파일시스템을 확장할 때는 1번 옵션에서 엔터만 누르면 된다. 새

로 시동하면 파일시스템의 크기가 재조절된다는 메시지가 나타날 것이다. 엔터를 누르면 

다시 메인 메뉴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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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설정하기

다음 설정할 옵션은 키보드다. 메뉴에서 International Options를 선택하면 세부 메뉴가 나

타나는데, I3번 Change keyboard Layout을 선택한다. 라즈비안에는 영국 키보드 레이아웃

이 디폴트로 적용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라즈비안은 실로 다양한 키보

드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혼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 가령,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가 제네릭 104 키보드인지 105 키보드인지 구별할 수 있는가? 우리도 무엇이 다

른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 1-14와 같이 디폴트인 Generic 105-key (Intl) PC를 선

택하기로 했다.

그림 1 - 14  |  키보드 고르기

정확한 모델을 찾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해당 키보드를 선택한다. 그러나 키보드의 종류를 

확신하지 못할 때는 우리를 따라 같은 키보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키보드를 선택했으

면 엔터를 누르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한다.

이제 사용할 키맵을 골라야 한다. 디폴트는 영국(UK) 키맵이므로 각 상황에 맞는 키맵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맨 아래에 보이는 Other를 선택하고 엔터를 누른 뒤, 원하는 키맵을 

선택한다. 다시 한 번 엔터를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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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15  |  키보드 레이아웃 고르기

이어서 나타난 메뉴(그림 1-16)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도 자신을 학대할 이유

는 없다. 그런 사람이 꽤 있어서 하는 말이다. 대개의 경우, 키보드 디폴트만으로도 충분

하다. 선택한 키보드에 이미 특수키를 누를 수 있는 키 조합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 옵

션을 변경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왜 변경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므로, 

모르고 있는 사람이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디폴트 옵션을 변경할 이유도 없다. 미

심쩍더라도 그냥 엔터키를 누른다. 뒤이어 나타난 메뉴(그림 1-17)도 전작과 마찬가지다. 다

시 한 번 엔터를 누른다. 디폴트 옵션이면 충분하다.

그림 1 - 16  |  키보드 설정 커스터마이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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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17  |  키보드 설정 커스터마이즈하기 - 계속

다음 메뉴(그림 1-18)는 오래된 리눅스 사용자에게만 의미가 있다. 과거에는 GUI에 문제가 

있을 때 Ctrl + Alt + 백스페이스를 눌러 GUI 세션을 ‘재시동’할 수 있었다. GUI가 발전을 

거듭하여 안정성을 담보하고, 리눅스가 주류로서 세를 불리면서 이 기능은 별 효용성을 띠

지 않게 되었다. 우리도 이 기능이 유용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지 꽤 되었다. 디폴트는 No다. 사용자들 대부분 이 기능을 사용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 기

능이 마음에 들어 꼭 한번 써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이 설정 화면으로 돌아와 해당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 디폴트를 그대로 사용하려면 엔터만 누른다(다시 메인 메뉴로 복귀한다).

그림 1 - 18  |  X 서버 킬 스위치를 활성화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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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워드 변경하기

그 다음은 pi 사용자의 계정에 쓰일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옵션이다. pi는 이 책 전체에서 

사용할 계정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이에 필요한 유일한 계정이기도 하다. 처음

에는 디폴트 패스워드인 raspberry로 설정되어 있다. 이 패스워드로 누구나 로그인할 수 있

으므로, 무단 침입자로부터 파이를 지켜내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해 패스

워드를 변경해두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파이의 활용도가 높아져 인터넷을 통해서도 파이

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되고, 어쩌다 보니 디폴트 패스워드를 그대로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

겠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니 지금 기회에 패스워드를 꼭 변경

하도록 하자. Change User Password를 선택하고 엔터를 누른다. 그림 1-19와 비슷한 화면

이 등장할 것이다.

그림 1 - 19  |  패스워드를 설정할 시간

설정 도구는 표준 명령인 passwd를 실행한다. 그 때문에 깔끔한 메뉴가 아니라 텍스트 프

롬프트가 화면에 나타난다. 새로운 패스워드를 입력하고(대소문자를 구별한다. HeLLo와 hello, 

Hello는 서로 다르다) 엔터를 누른다. 입력되는 패스워드는 보안 때문에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다. 패스워드를 화면에 표시할 때 흔히 통용되는 애스터리스크(*)도 표시되지 않으므로, 실

제로 패스워드를 입력하는지도 겉으로만 보아서는 알 수 없다.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다시 패스워드를 물어온다. 엔터를 누르면 설정 메뉴로 돌아간다(반갑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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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케일 설정하기

다음은 로케일 설정이다. 사용자의 지역을 리눅스에 알려주면 유용한 여러 가지를 결정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세 자리마다 어떤 구분 기호를 넣는지, 통화 기호는 무엇을 사용

하는지 등이다. 가령, 미국에서라면 1,000.00으로 쓰겠지만, 유럽에서는 대부분 1.000,00

으로 쓴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상황에 맞으려면 지역을 올바로 설정해야 한다. 

Internationalisation Options를 선택한 뒤, Change Locale을 선택한다.

상당히 긴 로케일 리스트가 나타난다(그림 1-20 참고). 각 항목의 처음 두 글자는 언어를 가

리키고, 그 다음 두 글자는 지역을 나타낸다. 가령, en_US는 미국의 영어 사용자에 커스터

마이즈된 로케일이다. 반면, en_GB는 영국의 영어 사용자를 위한 로케일이다. 이렇게 언

어와 지역이 짝을 이루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알맞은 로케일을 구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

다. 선택할 때는 스페이스 바를 사용한다. 같은 로케일의 ISO-8859와 UTF-8 버전 둘 다 필

요하면 그렇게 선택해도 된다. 다만, 모든 로케일을 전부 선택하면 파이가 모든 로케일 정

보를 일일이 만드느라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고 경고한다. 사실, 우리는 이 옵션을 선택

했다가 로케일 여러 가지를 생성하는 데만도 엄청난 시간이 걸려 아예 전원 케이블을 뽑아 

버리기도 했다. 어찌 됐든 로케일을 선택한 뒤에는 탭을 눌러 Ok 버튼으로 이동한다. 이어

서 엔터를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한다. 바뀐 화면에서는 디폴트 로케일을 선택해야 한

다(그림 1-21 참고). 디폴트 로케일을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 다시 주 설정 메뉴로 돌아간다.

그림 1 - 20  |  사용할 로케일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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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21  |  디폴트로 사용할 로케일 선택하기

시간대 변경하기

Internationalisation Options 메뉴를 선택하면 Change Timezone 옵션이 등장한다. 이곳에

서 말 그대로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 지역 리스트가 등장하는데(그림 1-22), 여기서는 

Asia를 선택한다. 뒤이어 등장하는 화면에서는 세부적으로 도시를 선택한다(그림 1-23). 적

절한 도시를 선택한 뒤 엔터를 누른다.★

그림 1 - 22  |  지역 선택하기

★  역주 키보드에서 s를 누르면 s로 시작하는 지역들 중 첫 번째로 직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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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23  |  국가 또는 도시 선택하기

메모리 할당하기

Advanced Options 항목 아래에는 Memory Split(메모리 분할)이라는 옵션이 있다. 다소 설

명이 필요한 옵션이다. 파이에는 주 프로세서가 두 개 있다. 하나는 CPU(Central Processing 

Unit)이고, 또 하나는 GPU(Graphics Processing Unit)다. CPU는 기계의 일반적인 동작을 담당

하고, GPU는 디스플레이 처리를 담당하며 고품질 비디오 스트림을 디코딩하기 위한 하드

웨어 지원과 더불어 2D 및 3D 가속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GPU는 그래픽 처리 전용이

라서 CPU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하지만 CPU가 복잡한 그래픽 작업을 GPU에 떠넘길 

수 있다면, CPU는 사실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도 된다. 파이는 CPU와 GPU를 둘 다 장착

하여 성능을 크게 희생하지 않고도 월등히 낮은 가격과 전력 소비를 동시에 이뤄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메모리를 분할하는 것과는 어떤 관련이 있

을까? 파이는 256MB의 램을 달고 출시되었는데(모델 A), 이 램은 CPU와 GPU가 같이 사

용한다. GPU가 사실상 독립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메모리도 별도로 할당받아야 하지만, 

CPU와 GPU가 메모리를 따로 사용하기보다는 256MB라는 전체 메모리를 두 프로세서가 

나눠 사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다. 파이의 디폴트로 CPU에 192MB, GPU에 64MB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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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 파이를 서버로 사용하든, 디스플레이 장치를 연결하여 GUI를 사용하든 192/64는 

이상적인 배분이다. 만일 그래픽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GPU에 부가적인 메모리를 할당하

는 것은 다소 무의미한 계획이다.

반면, 파이를 데스크톱 컴퓨터의 대안으로 사용한다거나 고품질 영화 감상용으로 생각하

고 있을 경우에는 GPU에 가능한 한 많은 메모리를 할당하고 싶을 것이다(이 경우에는 메

모리를 반으로 나눠 128MB가 적당하다). 사람들의 파이 활용 양상을 일일이 예측하기란 불가

능하고, 파이 보드 자체에 메모리를 증설하는 문제는 논외로 친다면(비용 상승), 사실 쉬운 

해결 방법은 없다. 파이가 제공하는 대안이 바로 메모리 할당량의 조절이다.

우리는 일반적인 활용성이나 “시작하기” 수준의 작업 정도라면 192MB/64MB(모델 B일 때

는 384MB/128MB)를 추천한다. 주 설정 화면에서 Advanced Options, Memory Split을 차례

로 선택한다. 이때 나타나는 화면이 그림 1-24다. 적절한 메모리양을 입력한 뒤, 탭을 눌러 

Ok 버튼으로 이동한다. 엔터를 누르면 주 설정 메뉴로 돌아간다.

그림 1 - 24  |  메모리 할당량 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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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설정 완료!

우와, 우리가 정말로 많은 것을 지나 종착역에 이르렀다. 그간의 노력을 뒤로 하고 이제 

파이를 재시동한다. (드디어) 파이를 사용할 때가 된 것이다! 탭을 두 번 눌러 Finish 버튼

으로 이동한 뒤 엔터를 누른다. 이제 파이는 종료되고 재시동하게 된다. 루트 파일시스템

을 확장하겠다고 선택했다면 시동 과정에서 그림 1-25와 비슷한 화면이 등장할 것이다.

그림 1 - 25  |  첫 시동 시 파일시스템 크기 조정하기

이 과정은 SD 카드의 용량에 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크기 조정 프로세스가 

시작 프로세스에 크게 간섭하는 것은 아니지만, 백그라운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SD 카드

에서 진행되기에는 다소 과중한 작업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느리게 진행될 것이다. 이

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이 과정만 지나가면 속도가 꽤 붙는다.

그간의 모든 노력의 결과(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로 파이가 시동되어 마침내 그림 1-26과 

비슷한 멋진 그래픽 화면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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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26  |  오랜 기다림 끝에 배경 화면이 보인다!

모두 자축하길 바란다. 온전히 기능을 발휘하는 라즈베리 파이가 눈앞에 펼쳐졌다. 멋진 

화면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설정 메뉴를 좀 더 건드려야 한다. 로그인 프롬프트에서 사용

자명은 pi를, 패스워드는 설정 메뉴에서 지정했던 패스워드를 입력한다. 로그인한 뒤, 다

음 명령을 입력하여 실행한다. 처음 파이를 시동했을 때 보았던 설정 메뉴가 등장한다(여

기서 설정할 옵션은 Enable Boot to Desktop/Scratch다).

$ sudo raspi-config

다음 명령으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수동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 star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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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치 감상하기

C H A P T E R

정리

이 장에서는 파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동작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우리는 

일부러 더디게 진행하였고, 언제나 별것 아닌 것이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기 때문에(우리

도 마찬가지) 될 수 있는 한 기초적인 이야기를 아끼지 않고 다루었다. 처음 박스를 개봉했

을 때부터 들어 있던 것(들어 있지 않은 것이 더 중요했다)을 살펴보고 실제로 필요한 한 가지, 

한 가지를 리스트로 만들어 제공했다.

그리고 리눅스에 관해서도 살짝 언급했다. 배포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책에서 

왜 라즈비안을 고집하는지도 설명했다. 뒤이어 라즈비안을 다운로드하는 방법과 라즈비안

을 SD 카드에 설치하는 방법(처음 의도했던 것보다 내용이 많아졌다)을 소개했다.

각 주변 장치를 모두 갖춰놓고 파이를 시동하여 초기 설정 과정을 수행했다. 그 결과, 상당

히 예쁜 라즈베리 파이 로고가 화면 정중앙에 떡하니 자리를 잡은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데스크톱(바탕 화면)을 면밀히 파헤칠 것이다. 라즈비안에 어떤 것들이 함께 

제공되는지 간단하게 훑고, 각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커스터마이즈하는 방법을 선보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