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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형제인 앤드루 몽크와 팀 몽크에게

그들의 사랑과 지혜에 감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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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 / 긴 / 이 / 의 / 말

라즈베리 파이가 세상에 나온 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라즈베리 

파이 관련 웹사이트나 블로그, 카페 등도 여럿 등장했고, 각종 온라인, 오프라

인 모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라즈베리 파이로 이런저

런 창작물을 선보이며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의지를 샘솟게 합니다. 라즈베

리 파이를 즐기는 길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본연의 컴퓨터 역할입니다. 사실 좀 느리기는 하지만(오버클로킹하면 많이 

빨라집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데스크톱 PC로서가 아니라 서버로서의 역할을 

말합니다. 웹 서버, 토렌트 서버 등을 구축하는 데 라즈베리 파이는 저렴하면서

도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ssh를 사용하면 모니터도, 키보드

나 마우스도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에 연결하여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고, 따로 전원을 연결하기 위해 복잡한 장치가 필요한 것도 아니니 과연 이

보다 더 좋은 컴퓨터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전자기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은 프로토타입용 보드나 확장 보드가 많이 출시되어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교육용으로도, 취미생활을 목적으로도 라즈베리 파이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

다는 것은 사실 라즈베리 파이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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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베리 파이를 어떻게 활용하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행 조건이 있습니

다. 바로 리눅스 환경과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는 데비안 리눅스 계열인 라즈비안 위지를 비롯하여 여러 운영체제에서 동작합

니다. 최근에는 안드로이드 OS를 설치하는 과정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

찌 됐든, 리눅스 환경에 익숙해져야 라즈베리 파이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라즈베리 파이와 함께 제공되는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 가운데 파이

썬을 다루고 있습니다. 입문서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다루지 않지만, 아직 파

이썬이 생소한 사람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책 후

반부의 라즈베리 파이 활용 프로젝트에서는 저자의 명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라즈베리 파이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보이는 여러분에게 훌

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 책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

기까지 많은 사람의 노력과 열정과 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장성두 대

표님께 대표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는 딸아이가 라즈

베리라는 단어를 보면 “어! 컴퓨터도 라즈베리가 있던데”라고 합니다. 앞으로 시

간이 조금 흐르면 직접 납땜하며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항상 힘이 되어 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아이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

다. “서정아, 밝고,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렴”

2013년 8월

배장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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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 사 / 의 / 말

늘 그렇듯, 변함없이 인내와 지지를 보내주는 린다Linda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앤드루 로빈슨Andrew Robinson과 나의 아들 매튜 몽크Matthew Monk는 이 책의 기술 검

토를 맡아주었다. 앤드루의 라즈베리 파이 프로젝트 모음집을 꼭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분명 탁월한 경험을 누릴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한다.

탭/맥그로힐TAB/McGraw-Hill의 인내심 많고 더할 나위 없이 멋진 편집자인 로저 스

튜어트Roger Stewart와 탁월한 프로젝트 관리자인 바스타빅타 샤마Vastavikta Sharma와 패

티 몬Patty Mon에게도 고마움의 말을 전한다. 그들과 한 팀이었다는 즐거움이 아직 

생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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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베리 파이는 하나의 세계적인 현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

다. 사람들은 35달러짜리 컴퓨터의 가능성을 알아차리고는 다양

한 환경에서 라즈베리 파이를 활용하기 위해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다. 데스크탑 워크스테이션, 미디어 센터, 홈오토메이션 시스

템용 컨트롤러 등 이 모든 것이 라즈베리 파이로 가능하다.

이 책에서는 프로그래머가 아닌 사람들이나 아직 라즈베리 파이를 경험해보지 

않은 프로그래머 모두에게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라즈베리 파이용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pygame 모듈을 사용하여 

기본적인 GUI를 구성하고 간단한 게임들을 직접 만들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한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파이썬 3를 기준으로 하고, 필요한 모듈

을 설명하기 위해 이따금 파이썬 2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라즈베리 

파이 재단이 권장하는 라즈비안 위지 배포판을 기준으로 한다.

이 책은 라즈베리 파이의 소개로 시작하여, 필요한 주변장치 구매, 환경 설정을 

다룬다. 이어지는 몇 장에서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소개를 접하게 된다. 이런저런 

이 / 책 / 에 / 대 / 하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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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며 쉽게 라즈베리 파이 

프로그래밍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래밍과 라즈베리 파이의 GPIO 커넥터에 초점을 맞춘 곳이 모두 세 장이

다. GPIO 커넥터를 사용하면 외부 전자 부품을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할 수 있

다. 이 세 곳에서 두 가지 실습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다. 한 프로젝트로는 

LED 시계를 만들고,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초음파 거리 측정기를 갖춘 라즈베리 

파이 컨트롤러 로봇을 만들 것이다.

다음은 이 책에서 다룰 핵심 주제들이다.

■ 파이썬의 수, 변수 등 기본 개념

■ 문자열, 리스트, 딕셔너리 등 파이썬의 데이터 구조

■ 모듈과 객체 지향

■ 파일과 인터넷

■ Tkinter를 사용한 GUI

■ 파이게임을 사용한 게임 프로그래밍

■ GPIO 커넥터를 사용하여 하드웨어와 소통하기

■ 하드웨어 프로젝트 실습

이 책에 사용된 모든 소스 코드는 이 책의 웹사이트인 www.raspberrypibook.com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오표 등 이 책과 관련된 여러 유용

한 재료 또한 접할 수 있다.

1기지개를 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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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라즈베리 파이가 대중에게 모습을 나타내자 공급업

체 웹사이트는 밀려드는 주문을 처리하지 못해 곧 마비되었다. 

대체 이 작은 기기의 특별함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지대한 관심

이 쏠리는 것일까?

라즈베리 파이의 정체

라즈베리 파이의 생김새는 그림 1.1에 나타낸 대로다. 라즈베리 파이는 한마디로 

리눅스 운영체제가 돌아가는 컴퓨터다. 키보드와 마우스를 꽂을 수 있는 USB 

소켓과 TV나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는 HDMI(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비디오 출력 단자도 달렸다. 다만, 지원하는 커넥터가 VGA뿐인 모니터라면 라

즈베리 파이에 연결할 수 없다. HDMI가 아니더라도 DVI 커넥터는 지원해야 

HDMI-DVI 어댑터로 연결할 수 있다.

1기지개를 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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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1  |  라즈베리 파이

그림 1 – 2  |  라즈베리 파이 데스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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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베리 파이를 시작하면 그림 1-2와 같은 리눅스 데스크탑이 등장한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는 사무용 소프트웨어와 비디오 재생 기능, 게임 

등을 온전히 갖춘 컴퓨터라 불린다. 이 데스크탑은 마이크로소프트 Windows의 

오픈 소스 경쟁 제품인 리눅스(데비안 리눅스)이고, 윈도우 기반 환경은 LXDE다.

라즈베리 파이는 작다(신용카드 크기만 하다). 그리고 무척 저렴하다(25달러부터 시

작한다). 가격이 이렇게 낮은 이유에는 몇 가지 부품을 파이 보드에서 제외했다

는 점도 작용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케이스다. 말 그대로다. 라즈베리 파이는 순

전히 보드뿐이다. 전원 공급 장치도 없다. 그러니 5V 마이크로USB 전원 공급 장

치를 찾는 일은 사용자 몫이다. 휴대전화를 충전하듯(라즈베리 파이에 필요한 전력

은 휴대전화보다 조금 높다) 라즈베리 파이에 전원을 연결해야 하는데, USB 전원 

공급 장치나 마이크로USB 케이블이 주로 사용된다.

라즈베리 파이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리눅스 PC에서 할 수 있다면 라즈베리 파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척이나 많

다. 다만, 몇 가지 제한이 따른다.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하드디스크 대신 SD 카

드를 사용한다. 그렇다고 해서 외장 하드디스크를 USB에 연결하여 사용하지 못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피스 문서도 편집할 수 있고, 인터넷을 둘러본다거나 게

임을 즐길 수도 있다(퀘이크(Quake)처럼 꽤 정교한 게임도 가능하다).

라즈베리 파이가 저렴하다는 의미에는 미디어 센터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환

경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된다. 비디오를 재생하면서도 요즘 TV에 하나씩은 

달린 USB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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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베리 파이의 구석구석

그림 1-3에서는 라즈베리 파이의 요소요소에 해당 이름을 붙여놓았다. 이 그림

으로 라즈베리 파이의 곳곳을 들여다보자. 모델 A에 비해 크게 달라진 곳이 바

로 네트워크 연결을 담당하는 RJ-45 랜 커넥터다.

이더넷 커넥터
HDMI 비디오

마이크로USB  
전원 전용

SD 카드

GPIO 핀

RCA 비디오
오디오 출력

USB 소켓(두 개)

그림 1 – 3  |  라즈베리 파이 해부

RJ-45 이더넷 커넥터는 그림에서 왼쪽 윗부분에 자리하고 있다. 인터넷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손쉽게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라즈베리 파이에 와이파이가 내장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선 네트워크 환

경을 염두에 두었다면 별도로 USB 무선 어댑터가 필요하다. 설치 드라이버가 필

요할지도 모르겠다.

이더넷 소켓 바로 아래에 USB 소켓 두 개가 보인다. 하나는 위에, 또 하나는 아래

에 있는 구조인데, 여기에 키보드나 마우스, 외장 하드디스크 등을 꽂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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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달랑 두 개이니 이런저런 주변기기를 연결하려면 USB 허브가 필요하다.

그림에서 왼쪽 아랫부분이 오디오 소켓이다. 헤드폰이나 유전원 스피커에 아날

로그 스테레오 신호를 보내는 소켓이다. HDMI 커넥터는 소리도 함께 전송한다.

오디오 소켓 옆에 RCA 비디오 커넥터가 보인다. 오래된 TV와 라즈베리 파이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커넥터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다. 오히려 정반

대 편의 HDMI 커넥터를 쓸 일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림에서 위쪽에 보이는 이 

HDMI 커넥터는 더 높은 품질의 영상과 소리를 한 번에 보낼 수 있어 매우 유용

하다. DVI 지원 모니터라면 어댑터를 끼워 연결한다.

노란 RCA 잭의 오른쪽으로는 두 줄로 핀이 늘어서 있다. 이 핀을 가리켜 GPIO 

(General Purpose Input/Output) 핀으로 부른다. 각종 전자기기를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할 때 사용되는 핀이다. 아두이노 등 마이크로컨트롤러 보드를 사용해봤다

면 GPIO 핀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11장에서 이들 핀을 사용하여 모터 제어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작은 로봇의 “두뇌” 역할을 라즈베리 파이로 구현할 것이다. 

10장에서는 라즈베리 파이로 LED 시계를 만들 것이다.

라즈베리 파이 아랫면에는 SD 카드 슬롯이 장착되어 있다. 사용할 SD 카드는 용

량이 최소 2GB이어야 한다.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면서 만들게 될 각종 파일

이 저장되는 파일시스템뿐만 아니라 라즈베리 파이의 운영체제가 이 SD 카드에 

들어간다. SD 카드는 라즈베리 파이에 함께 제공되지 않으며, SD 카드에 운영

체제를 담는 일이 단순하지만은 않아 SK 팡SK Pang이나 파넬Farnell, RS 컴포넌츠RS 

Components 등의 공급업체는 미리 운영체제를 담아 라즈베리 파이에서 곧바로 사

용할 수 있는 형태로 SD 카드를 판매한다. 라즈베리 파이에는 디스크가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이 SD 카드가 곧 컴퓨터인 셈이다. 따라서 SD 카드 하나로 

라즈베리 파이를 바꿔가며 사용한다면 같은 환경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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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카드 슬롯 위로 마이크로USB 소켓이 보인다. 이 소켓은 오로지 라즈베리 파

이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한쪽 끝에 마이크로USB 커넥터가 

달린 전원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형태와 다르지 않다. 

물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전원도 같은 형태가 많다. 하지만 휴대전화용 전원

이 최소 700mA를 공급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보다 적으면 라즈베리 파이가 

오작동할 수도 있다.

기술적 사양에 밝은 사람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파이 보드 한복판

에 자리한 커다란 정사각형 칩이 바로 라즈베리 파이의 모든 동작이 일어나는 

곳이다. 브로드컴의 “시스템온칩(System on a Chip)”인 이 핵심 칩에는 256MB의 메

모리뿐만 아니라 라즈베리 파이를 구동시키는 그래픽 및 범용 프로세서가 하나

로 집적되었다.

이쯤 해서 커넥터 두 곳을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고 눈치챘을지도 모르겠다. 한 

군데는 SD 카드 옆의 납작 케이블 커넥터이고, 또 한 군데는 이더넷 커넥터와 

HDMI 커넥터 사이의 납작 케이블 커넥터다. 각각 LCD 디스플레이용과 카메라

용이다. 라즈베리 파이에 사용할 수 있는 LCD 디스플레이와 카메라를 한번 찾

아보기 바란다.

라즈베리 파이 설정하기

운영체제가 미리 설치된 SD 카드와 전원 등 필요한 것들을 라즈베리 파이 구매 

시 함께 마련한다면 피곤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USB 키보드와 마우

스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집안 어딘가에 굴러다니는 키보드와 마우스가 없다면 

말이다). 이제부터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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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 마련하기

표 1-1에는 라즈베리 파이 시스템이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갖가지 

구성 요소가 나열되어 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현재, 라즈베리 파이 자체는 영

국에 본사를 둔 두 유통회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한 곳은 파넬Farnell이고(미국 

회사인 뉴어크Newark는 파넬의 자회사임), 또 한 곳은 RS 컴포넌츠RS Components다. RS 컴

포넌츠와 라디오색RadioShack을 혼동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다른 회사다.

전원(파워 서플라이)

그림 1-4는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

는 USB 전원과 USB-A-마이크로USB 

변환 케이블이다.

라즈베리 파이의 전원으로는 5V와 충

분한 전류만 제공된다면 구닥다리 

MP3 플레이어에 딸렸던 전원도 사용

할 수 있다. 라즈베리 파이에 과전류가 

공급되면 보드가 뜨거워져 망가질 수

도 있으므로(무엇보다 화재의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최소 700mA, 또는 USB 포트에 연결된 각종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1A를 라즈베리 파이에 공급해야 한다.

전원 겉면에 작지만, 자세히 쓰여 있는 사양을 꼼꼼히 읽어보고 공급하는 전류

량을 확인해야 한다. 전원 용량이 와트(W)로 표기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적

어도 3W짜리를 마련해야 한다. 5W로 쓰여 있다면 1A와 같은 의미로 생각해도 

된다.

그림 1 – 4  |  USB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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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1  |  라즈베리 파이 키트

항목 판매처와 부품 번호 추가 정보

라즈베리 파이 모델 A 

또는 모델 B

파넬(www.farnell.com)

뉴어크(www.newark.com)

RS 컴포넌츠(www.rs-components.com)

모델 B에만 네트워크 연결 소켓이 

제공된다.

USB 전원 공급 장치

(미국)

뉴어크: 39T2392
라디오색: 55053163
에이다프루트 PID: 501

5V USB 전원 공급 장치  

최소 700mA(3W) 지원

1A(5W) 권장

USB 전원 공급 장치

(영국)

파넬: 2100374
마플린스(Maplin): N15GN

USB 전원 공급 장치

(유럽)

파넬: 1734526

마이크로USB 케이블 라디오색: 55048949
파넬: 2115733
에이다프루트 PID: 592

키보드와 마우스 컴퓨터 부품 판매처 USB 키보드라면 종류는 상관없다. 

USB 어댑터가 딸린 무선 키보드, 

마우스도 올바로 동작한다.

HDMI 지원 TV/모니터 컴퓨터/전자제품 판매처

HDMI 케이블 컴퓨터/전자제품 판매처

SD 카드(OS 설치된 것) SK 팡: RSP-2GBSD
뉴어크: 96T7436
파넬: 2113756

와이파이 어댑터* elinux.org/RPi_VerifiedPeripherals#USB 

_WiFi_Adapters

elinux.org에서는 올바로 동작하

는 와이파이 어댑터의 최신 리스

트를 제공하고 있다.

USB 허브* 컴퓨터 부품 판매처

HDMI-DVI 어댑터* 뉴어크: 74M6204
마플린: N24CJ
파넬: 148271

이더넷 패치 케이블* 컴퓨터 부품 판매처

케이스* 에이다프루트, SK 팡,  

앨라이드일렉닷컴(alliedelec.com)

* 표시는 선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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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와 마우스

라즈베리 파이와 동작하지 않는 USB 키보드나 마우스는 거의 없다. 물론 동글

(dongle)만 USB 포트에 꽂아 쓰는 무선 USB 키보드와 마우스도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종류는 대개 키보드와 마우스가 한 쌍이어서 USB 포트

가 절약되는 장점도 있다. 또한, 라즈베리 파이 기반 로봇을 제어하는 10장에서

는 편리함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디스플레이

솔직히 말해 RCA 비디오 출력 단자가 라즈베리 파이에 제공된다는 것이 사뭇 

당황스럽다. 요즘에는 대부분 HDMI 커넥터에 직접 연결하기 때문이다. 최첨단 

느낌이 물씬 풍기지 않는가? 파이에 연결하기에 제격인 디스플레이는 저가형 22

인치 LCD TV다. 한편, 거실에 떡하니 놓일 법한 대형 TV도 사용하기에는 무리

가 없으니 필요할 때마다 얼마든지 TV에 연결해도 무방하다.

만일 VGA 커넥터만 달랑 제공되는 컴퓨터 모니터만 가지고 있다면, 값비싼 컨

버터를 사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모니터에 DVI 커넥터가 달렸다면, 저렴한 어댑

터만으로도 충분하다.★

SD 카드

SD 카드와 함께 운영체제 디스크 이미지가 필요하다. 운영체제 디스크 이미지를 

다루는 일이 다소 성가시다면 비용을 조금 더 들여 운영체제가 미리 설치된 SD 

카드를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 역주    VGA, 즉 RGB는 아날로그 영상 신호만을 전달합니다. 반면, DVI와 HDMI는 디지털 방식입니다. 다만, HDMI는 음성 

신호도 함께 전송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것은 단순히 어댑터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

다. 요즘에는 몇만 원으로도 구현된 HDMI-RGB 컨버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RGB 커넥터만 달랑 

제공되는 모니터를 찾아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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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라즈베리 파이 관련 모임에서 운영체제 설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다. 파넬이나 RS 컴포넌츠에서 공급하는 운영체제 포함 SD 카드는 가격이 

다소 높다. 인터넷에서 최신 운영체제 배포판이 담긴 SD 카드 공급업체를 찾아보

라. 가령, SK 팡에서는 대형 마트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최신 운영체제가 담긴 SD 

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그래도 SD 카드에 디스크 이미지를 직접 준비하고자 한다

면, www.raspberrypi.org/downloads에 제공되는 따라 하기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SD 카드를 직접 준비하려면 SD 카드를 읽고 쓸 수 있는 컴퓨터가 한 대 있어야 

한다. 준비 과정은 이 컴퓨터에서(이후에는 호스트 컴퓨터로 부를 것임) 사용하는 운

영체제가 Windows냐, 맥이냐, 리눅스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이 

프로세스를 최대한 자동화하는 유용한 도구가 널렸으니 이를 활용해도 된다.

이왕 SD 카드를 직접 준비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따라 하기 내용을 세심하게 쫓아

가야 한다. 물론 몇 가지 도구가 필요한데, 호스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재포

맷하는 실수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관련 도구를 사용할 때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관련 도구들이 점점 더 사용하기 쉬워지고 

나아진다는 점이다.

SD 카드를 직접 준비하면 다양한 운영체제 배포판 가운데 마음에 드는 한 가지

를 골라 사용하는 장점을 얻게 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가장 인기가 높은 

몇 가지를 표 1-2에 나타내었다. 새로운 배포판이 있는지는 라즈베리 파이 재단

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물론 SD 카드를 몇 종류로 장만하여 서로 다른 배포판을 설치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든가, 그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한 가지만 사용한다고 해서 누가 뭐

라고 하지는 않는다. 다만, 리눅스 초보자라면 표준 라즈비안 위지Raspbian Wheezy 

배포판을 사용하는 편이 여러모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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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2  |  라즈베리 파이 리눅스 배포판

배포판 설명

라즈비안 위지(Raspbian Wheezy) “표준” 라즈비안 운영체제이며, 이 책의 모든 예시 프로그램에 

사용되었다. LXDE 데스크탑을 사용한다.

아치(Arch) 리눅스 ARM 리눅스 전문가에 어울리는 배포판이다.

큐톤파이(QtonPi) Qt5 그래픽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그래픽 프로그램 개발자

에 특화된 배포판이다.

오키덴탈리스(Occidentalis) 에이다프루트가 개발한 라즈비안 위지 기반 배포판이다. 하드

웨어 해커에 특화되었다.

케이스

라즈베리 파이는 보드 형태로만 제공된다. 다시 말해 어디에 담겨 제공되지 않

는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선택이지만, 그 대신 부서질 위험이 적지 않다. 케이스

를 직접 만들든 비용을 내고 구입하든 하나 장만하는 편이 좋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케이스를 그림 1-5에 나타내었다.

A B C

그림 1 – 5  |  라즈베리 파이 케이스

그림에서 (a)는 에이다프루트(www.adafruit.com)가, (b)는 SK 팡이, (c)는 모드마이파

이(www.modmypi.com)가 공급하는 케이스다. 라즈베리 파이로 무엇을 할는지에 따

라 케이스 선택이 달라지기도 한다. 만일 3D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다면 다음 

오픈 소스 디자인을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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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thingiverse.com/thing:23446

■ www.thingiverse.com/thing:24721

그리고 라즈베리 퍼닛Punnet(www.raspberrypi.org/archives/1310)에서는 종이를 접어 만

드는 케이스 디자인도 찾아볼 수 있다.

라즈베리 파이를 구시대 빈티지 컴퓨터라든가 게임 콘솔 등으로 재탄생시키는 

일에 재미가 들린 사람이 많다. 레고 블록으로 케이스를 만든 사람도 있다. 내가 

처음 라즈베리 파이용으로 만든 케이스는 원래 명함 케이스였던 플라스틱 케이

스에 구멍을 낸 것이었다.

그림 1 – 6  |  라즈베리 파이 수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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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라즈베리 파이의 두 모델 모두 와이파이를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네트워크에 

무선으로 연결하려면 두 가지 선택권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는 USB 소켓에 꽂

아 사용하는 USB 무선 어댑터를 사용하는 방법이다(그림 1-7 참고). 운이 좋다면 

리눅스에서 인식되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쉽게 찾을 수도 있다.

표 1-1에서 언급한 와이파이 어댑터들은 라즈베리 파이와 올바로 동작하는 목록

이지만, 가끔 와이파이 드라이버에 문제가 생겨 라즈베리 파이 포럼이나 위키를 

검색하여 해당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

또 하나는 와이파이 브리지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는 라즈베리 파이 모델 B에

서만 가능하다. 와이파이 브리지는 대개 USB로 전원을 공급받고 이더넷 소켓에 

끼워 사용한다. 이더넷 소켓만 제공되고 와이파이는 지원되지 않는 게임 콘솔에 

이 와이파이 브리지가 많이 사용된다. 이 방법은 라즈베리 파이를 특별히 설정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장점이다.

USB 허브

라즈베리 파이에는 USB 포트가 두 개뿐이어서 이런저런 기기를 연결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USB 포트를 더 많이 확보하려면 USB 허브가 해답이다(그림 1-8 

참고).

USB 허브는 제공하는 포트의 수가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8개 이상까지 제각각

이다. 다만, 확인할 것은 USB 2를 지원하는지 여부다. “유전원” 허브라면 라즈베

리 파이에서 전원을 끌어다 사용하지 않으므로 훨씬 더 활용 가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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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7  |  와이파이 어댑터

그림 1 – 8  |  USB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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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체하기

필요한 기기는 모두 마련되었다. 이제 전부 연결하고 라즈베리 파이의 첫 부팅을 

시작해보자. 그림 1-9는 모든 것이 연결된 전체 시스템의 모습이다.

 

TV/모니터

인터넷 공유기

키보드 마우스

마이크로USB 케이블

HDMI 케이블

이더넷
케이블

USB 전원 
어댑터

그림 1 – 9  |  라즈베리 파이 시스템

SD 카드를 넣고, 키보드와 마우스, 모니터를 파이에 연결한다. 마지막으로, 전원

을 연결하면 준비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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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라즈베리 파이가 처음 시작될 때는 다른 곳, 가령 Windows 컴퓨터에서 흔히 보았

던 그런 그래픽 환경으로 직행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이런저런 과정이 지나다 환경 

설정 화면에서 멈춘다(그림 1-10 참고). 이 화면에서 각종 설정을 변경해야 한다.

그림 1 – 10  |  환경 설정 화면

우선, SD 카드의 용량부터 점검해야 한다. SD 카드가 2GB보다 크다고 해도 

expand_rootfs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제 용량을 모두 사용할 수는 없다. 위/아

래 화살표와 엔터를 사용하여 이 옵션을 선택한다.

변경하는 것이 더 나은 두 번째 옵션은 boot_behaviour다. Boot Straight to 

Desktop(데스크탑으로 시작하기)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라즈베리 파이를 시작할 때

마다 로그인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일일이 수동으로 윈도우 기반 환경에 진입해야 

한다(그림 1-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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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11  |  데스크탑으로 시작 옵션

마무리

이제 라즈베리 파이의 설정을 끝내고 사용할 준비를 마쳤다. 지금부터는 라즈베

리 파이의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리눅스의 기초를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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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첫발을 떼다

라즈베리 파이의 운영체제는 리눅스다. 이 장에서는 리눅스를 

소개하고, 데스크탑과 커맨드 라인의 사용법을 살펴보자.

리눅스

리눅스는 오픈 소스 운영체제다. 이 말인즉슨, 리눅스라는 소프트웨어가 마이크

로소프트의 Windows와 애플의 OS X이 주름잡은 운영체제 시장에서 대안을 찾

으려는 사람들에게 커뮤니티 프로젝트 성격으로 출발했다는 뜻이다. 모든 기능

을 빠짐없이 갖춘 리눅스 운영체제는 초창기 컴퓨터 시절에 등장했던 견고한 유

닉스 개념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 결과, 리눅스는 강력하고 사용하기 쉬운 운

영체제로 성장했다.

이 운영체제에 리눅스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 리눅스는 하나가 아니다. 배

포판(디스트로(distro)라고도 부름)의 형태로 다양한 리눅스가 존재한다. 이들 배포

판은 기본적인 운영체제의 면면이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윈도

우 기반 시스템이 패키지로 묶여 제공된다. 여러 배포판이 존재하지만 라즈베리 

파이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배포판은 라즈비안 위지Raspbian Wheezy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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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Windows에만 익숙했다면, 새로운 운영체제에 적

응하는 과정은 좌절의 연속일지도 모른다. 리눅스에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돌아

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눅스의 구석구석을 자신의 구미에 맞게 바꾸고 싶다면 

거의 모든 것을 그렇게 바꿀 수 있다. 리눅스는 오픈 소스이고 완벽하게 통제받

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화 ‘스파이더맨’의 대사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면 그만큼 

책임감도 커진다. 다시 말해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운영체제 전체를 망가

뜨릴 수도 있다.

데스크탑★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라즈베리 파이를 시작하고 로그인하여 윈도우 시스

템으로 들어왔다. 그림 2-1은 라즈베리 파이의 데스크탑 화면이다. 여러분의 화

면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Windows나 맥 컴퓨터를 사용해 왔다면 백그라운드로 동작하는 폴더의 일종인 데

스크탑이라는 개념과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에서 하는 모든 것에 익숙할 것이다.

데스크탑의 왼쪽으로는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해주는 여러 아이콘이 자리하고 있

다. 화면 아랫부분에 자리한 태스크 바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

면 라즈베리 파이에 설치된 여러 애플리케이션과 도구가 나타난다(마이크로소프

트 Windows의 시작 버튼과 유사하다). File Manager(파일 관리자)부터 시작할 텐데, 

파일 관리자는 Accessories 메뉴에 있다.

파일 관리자는 Windows의 Windows 탐색기나 맥의 파인더(Finder)와 비슷하다. 

★ 역주    라즈비안 위지의 버전에 따라 데스크탑에 표시되는 내용물이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결과와 책의 내용이 달라지는 곳은 역주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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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파일시스템을 헤집고 다니며, 파일을 복사하거나 이동하고, 실행 가

능한 파일(애플리케이션)이면 실행까지 할 수 있다.

그림 2 – 1   |  라즈베리 파이 데스크탑

파일 관리자는 홈 디렉터리의 내용을 보여주며 시작한다. 라즈베리 파이에 로그

인할 때 로그인 이름이 pi였을 것이다. 따라서 홈 디렉터리의 루트는 /home/pi

가 된다. 맥의 OS X처럼 리눅스에서도 디렉터리를 구분하는 문자로 슬래시(/)를 

사용한다. 따라서 /는 루트(root) 디렉터리로 부르며, /home/은 사용자마다 하나

씩 할당된 디렉터리가 모인 곳이다.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대개 사용자가 한 명이

므로(디폴트 사용자는 pi임), 이 디렉터리에는 pi라는 디렉터리 하나만 담긴다. 현재 

디렉터리는 상단의 주소표시줄(address bar)에 표시되어 있으며, 이곳에 직접 주소

를 입력하면 보고 싶은 디렉터리로 곧장 이동한다. 왼쪽에 마련된 즐겨 찾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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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navigation bar)에서 원하는 곳을 클릭해도 된다. /home/pi 디렉터리의 내용물

은 데스크탑(Desktop)과 파이썬 게임(python_games) 디렉터리가 거의 전부다.

Desktop 디렉터리를 더블클릭하면 이 디렉터리가 열리기는 하는데 별로 시선을 

잡아끄는 것은 없다. 데스크탑 왼쪽에 놓인 각종 아이콘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

이다. python_games 디렉터리로 가보면 해볼 만한 게임 몇 가지가 보인다. 그림 

2-2가 이 디렉터리의 모습이다.

그림 2 – 2   |  파일 관리자에서 볼 수 있는 python_games의 내용물

홈 디렉터리를 벗어나 파일시스템의 다른 곳에 들어갈 일은 별로 없어야 한다. 

필요한 모든 문서와 음악 파일 등을 홈 폴더 안에서 만든 디렉터리들이나 외부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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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인터넷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만 하면 인터넷을 사용

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라즈베리 파이를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인터넷 공유기가 알아서 라즈베리 파이에 IP 주소를 할당하고 네트워크 접

속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라즈베리 파이에는 미도리Midori라는 웹 브라우저가 기본 제공된다. 미도리는 시

작 메뉴의 인터넷 섹션에 있다. 미도리를 시작하고, 원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하

면 네트워크 연결 상태가 OK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3이 그 예다.

그림 2 – 3   |  미도리 웹 브라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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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맨드 라인

Windows와 맥 사용자는 커맨드 라인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

다. 반면, 리눅스 사용자는 그렇지 않다. 사실 리눅스 사용자에게는 이 장이 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이 장의 내용 대부분이 다소 기초적이기 때문이다.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리눅스 시스템을 부족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명

령을 커맨드 라인에 직접 입력해야 할 때가 있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

거나 라즈베리 파이를 설정하는 경우가 그럴 때다.

왼쪽 아래의 시작 버튼을 클릭한 뒤, 터미널(LXTerminal)을 연다. 여기까지가 그

림 2-4다.

그림 2 – 4   |  LXTerminal 커맨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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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과 친해지기

커맨드 라인에서는 아마도 세 가지 명령을 자주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는 pwd로서 print working directory를 줄인 명령인데, 글자 그대로 현재 디렉터

리를 보여준다. 터미널 윈도우에서 $ 기호 바로 다음에 pwd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른다. 결과까지 나타난 모습이 그림 2-5다.

그림 2 – 5   |  pwd 명령

보이는 것처럼 현재 우리는 /home/pi에 있다. 이제부터 터미널에서 입력해야 하

는 것을 나타낼 때는 일일이 스크린 샷을 제공하지 않고 $ 기호를 입력 내용 앞

에 붙여 표기하는 방법을 따를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p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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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명령 등의 결과를 나타낼 때는 맨 앞에 $ 기호를 붙이지 않을 것이다. 따

라서 pwd 명령을 실행하는 전체 과정은 다음과 같다.

$pwd
/home/pi

이제부터 살펴볼 두 번째로 자주 사용하는 명령은 ls다. ls는 list를 줄인 명령으

로서, 현재 작업 디렉터리 안에 들어 있는 파일과 디렉터리를 리스트로 뽑아준

다. 다음을 입력해보자.

$ls
Desktop

이 결과를 말로 풀어보면 /home/pi 디렉터리에 들어 있는 것은 Desktop 디렉터

리가 유일하다는 뜻이다.

마지막 명령은 cd(change directory의 줄임말)다. 이 명령은 현재 작업 디렉터리를 변

경해준다. 구 작업 디렉터리를 기준으로 신 작업 디렉터리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도 표현할 수 있고, /로 시작하는 전체 디렉터리를 지정한다면 전혀 다른 디렉터

리로도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 명령은 현재 작업 디렉터리를 /home/

pi/Desktop으로 변경해준다.

$pwd
/home/pi
$cd Desk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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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처럼 입력해도 같은 결과를 얻는다.

cd /home/pi/Desktop

디렉터리나 파일명을 입력할 때는 전체 이름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

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전체 이름을 입력하지 않고도 입력 도중 아무 때라도 

탭을 누르면 전체 이름이 자동으로 완성된다. 다만, 탭을 누르는 시점에 중복되

는 파일명이 없어야 제대로 동작한다.

sudo

자주 사용하는 명령에는 sudo(super-user do의 줄임말)도 있다. sudo는 자신의 오

른쪽에 입력된 명령을 현재 사용자가 슈퍼유저인 것처럼 실행해준다. 실행해줄 

명령은 그 종류를 가리지 않는데, 그렇다면 현재 사용자가 아예 슈퍼유저라면 

sudo는 필요 없을 텐데 굳이 복잡하게 이런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할 것이다. 디

폴트 사용자 계정(사용자명은 pi, 암호는 raspberry)은 특권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

이 그 이유다. 다시 말해, 운영체제의 핵심 부분에 접근하여 필요 시 일부 파일

을 삭제할 수 있는 특권은 아무 사용자에게나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이

런 특권을 소유하면 시스템에 대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어, 이를 막기 위해 필요 

시 sudo를 앞에 붙여 명령을 실행한다. 이렇게 하면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다뤘던 몇 가지 명령은 sudo를 각 명령 앞에 입력하여 실행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궁금증을 참지 말고 다음과 같이 입력해보자.

sudo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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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만 입력하여 실행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작업 디렉터리도 같으니 

결과도 같을 것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sudo를 처음 입력했을 경우 운영체제가 

암호를 물어오는 것이다★.

애플리케이션

라즈베리 파이용 라즈비안 위지 배포판은 꽤 단출하지만,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을 얼마든지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려면 

커맨드 라인과 친해져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제거하려면 apt-get 명

령을 사용하는데, 슈퍼유저 권한이 필요하므로 sudo 또한 함께 입력한다.

apt-get 명령은 패키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인터넷으

로 업데이트된다. 따라서 커맨드 라인에서 다음과 같이 apt-get 명령을 사용해야 

한다.

sudo apt-get update

이렇게 하면 패키지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된다. 물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

야 올바로 동작할 것이다.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할 패키지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한다. 가령, 

애비워드Abiword라는 워드프로세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입력

한다.

★ 역주    다른 점이 하나 더 있다. ls의 결과와 같지만, 디렉터리와 파일을 알려주는 색상이 다르다. 직접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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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do apt-get install abiword

애비워드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린다. 모두 마무리되면 

시작 메뉴에 Office라는 폴더가 생기고 그 안에서 애비워드 애플리케이션을 확

인할 수 있다(그림 2-6 참고).

그림 2 – 6   |  애비워드 화면

그림에 보이는 내용은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내용의 초안이다. 사실 상당 

부분이 수정되었는데, 최종 원고는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결과물이다.

애비워드는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다른 워드프로세서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

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나의 맥 사랑이 좀 덜했다면 아마도 라즈베리 파이에서 애

비워드로 책 전체를 집필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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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애플리케이션을 좀 더 이야기하면, 워드프로세서와 더불어 사무용 애플

리케이션의 거물이 바로 스프레드시트다. 애비워드와 단짝인 스프레드시트는 그

뉴메릭Gnumeric이다. 그뉴메릭을 설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sudo apt-get install gnumeric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면 조금 전에 확인했던 오피스 메뉴에 또 다른 항목이 생

긴다. Gnumeric이다.

설치하고 싶은 애플리케이션에 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을 때는 인터넷에 올라

온 추천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그중에서도 라즈베리 파이 포럼(www.raspberrypi.

org/phpBB3)이 유용하다. 그리고 라즈비안 위지에 사용할 패키지 리스트를 http://

packages.debian.org/stable/에서도 둘러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리스트에 올라온 모든 패키지가 올바로 동작하는 것은 아니다. 라즈

베리 파이는 메모리가 크지도 않고, 저장 용량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는 

해도 제대로 동작하는 패키지는 꽤 많으니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패키지를 제거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한다.

sudo apt-get remove --auto-remove --purge 패키지이름

이렇게 하면 해당 패키지와 이 패키지에 딸렸지만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

지 않는 패키지까지 모두 제거된다. 파일 관리자 윈도우의 오른쪽 아랫부분을 

보면 남은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



45마무리

각종 인터넷 리소스

라즈베리 파이를 프로그래밍 용도로 사용하는 일 말고도 온전한 컴퓨터로서 탐

험하고 싶은 것이 많을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군데 유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

하고자 한다. 이곳에서 라즈베리 파이의 다양한 활용성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정보와 조언을 얻을 수 있다.

표 2 – 1  |  라즈베리 파이를 위한 인터넷 리소스

사이트 설명

www.raspberrypi.org 라즈베리 파이 재단의 홈페이지. 포럼과 FAQ를 살펴보자.

www.raspberrypi-spy.co.uk 따라 하기 중심의 블로그 사이트

elinux.org/RaspberryPiBoard 라즈베리 파이 위키. 라즈베리 파이에 관한 수많은 정보, 그중에

서도 검증받은 주변장치 리스트(elinux.org/RPi_VerifiedPeripherals) 

등이 유용하다.

표 2-1은 라즈베리 파이와 관련하여 유용하게 둘러볼 수 있는 사이트들의 리스

트다. 직접 검색해보면 이보다 더 많은 곳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마무리

지금까지 라즈베리 파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고, 세부적인 설정까지 마쳤

다.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시작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