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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pberryPi란? 

 영국의 Raspberry 재단에서 만든 교육용 하드웨어. 

 2012년에 처음 발매되어 지금까지 꾸준히 발매되고 있다. 

 Arduino와는 다르게 모니터 및 마우스, 키보드를 연결하면 PC가 된다. 

 기본적으로 LinuxOS를 제공하고 조만간 Window 10도 지원예정. 

 



응용사례 

https://www.youtube.com/watch?v=3tyynMsUKEk 

https://www.youtube.com/watch?v=USIqNZoDfNo 

https://www.youtube.com/watch?v=i_r3z1jYH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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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pbian 설치 

 아래 링크를 따라 들어가서 Raspbian를 클릭하여 다운로드 한다. 

 다운로드 : https://www.raspberrypi.org/downloads 

 

https://www.raspberrypi.org/downloads


Raspbian 설치 

 다운받은 파일을 압축해제하고 이미지를 굽기 위해서 아래 링크를 따

라 들어가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다. 

  다운로드 : https://sourceforge.net/projects/win32diskimager 

https://sourceforge.net/projects/win32diskimager


Raspbian 설치 

 PC에 SD카드를 삽입하고 Win32 Disk Imager를 실행시킨 후 압축 푼 

img파일과 SD카드의 경로 지정 후 Write 버튼을 클릭한다. 

Img 파일 경로 SD카드 위치 

경로 및 위치 지정 후 클릭 



Raspbian 설치 

 설치가 완료 된 SD카드를 RaspberryPi에 넣고 전원을 공급하면 설치

가 완료된다. 

 전원은 마이크로 5핀 케이블을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한다. 

(후면)SD카드 슬롯 

5핀 전원 공급 



Raspbian 설치 

 HDMI와 USB를 이용하여 모니터 및 마우스, 키보드를 연결한다. 

 이후 실행되는 화면에서 ‘esc’ 키를 입력한다. 

 ID는 ‘pi’ 이고 비밀번호는 ‘raspberry’ 이다. 

 이후 ‘startx’를 입력하여 GUI를 실행한다.  

 이로써 기본적인 설치가 끝난다! 

실행된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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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와 RaspberryPi 연결 

 RaspberryPi에 인터넷을 연결한다. 

 LX Terminal을 실행 후 다음 명령어를 입력한다. 

 pi@raspberrypi ~ $ sudo raspi-config 

 8. Advanced Option > A4 SSH > Enable을 선택한다. 

 Finish를 눌러 다시 커맨드 창에서 다음 명령어를 입력한다. 

 pi@raspberrypi ~ $ ifconfig 

 유선 인터넷은 eth0, 무선 인터넷은 wlan0의 inet addr를 확인한다. 



PC와 RaspberryPi 연결 

 PC에서 접속 하실 수 있도록 PuTTY를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한다. 

  http://https://www.chiark.greenend.org.uk/~sgtatham/putty/latest.html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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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와 RaspberryPi 연결 

 PuTTY에서 RaspberryPi의 IP를 입력 후 Open 클릭. 

Raspberry Pi의 IP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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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이란? 

 네덜란드 개발자 Guido van Rossum이 만든 언어. 

 문법이 간결하고 표현 구조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있어 다용도로 확장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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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설치 

 일반적인 설치 

  Linux나 Mac에서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음. 

  Window에서는 Python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설치한다. 

  http://www.python.org/downloads 

 

 

http://www.python.org/downloads
http://www.python.org/downloads


Python 설치 

 웹 브라우저 사용 

  Python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https://www.python.org 

  브라우저에서 Shell을 눌러 실행시켜 Python 사용. 

https://www.pyth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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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to speech 

 입력된 텍스트를 녹음된 음성으로 합성 해주는 API. 

 많은 TTS API가 있지만 한글에 최적화 된 네이버 API를 사용한다. 

 링크 : https://developers.naver.com/docs/labs/tts 

 Python 이외에도 Java, PHP, C#, Node.js를 지원. 

 간단한 등록 절차를 이용하여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TTS 이외에도 다양한 API들이 제공되고 있다. 

https://developers.naver.com/docs/labs/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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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API 이용 신청 

 오픈 API 신청을 클릭하여 간단한 정보들을 입력한다. 

 비로그인 오픈 API 서비스 환경은 ‘WEB’을 선택하고 등록한다. 



오픈 API 이용 신청 

 등록이 완료가 되면 Client ID와 Client Secret을 발급 받게 된다. 

 이제 API를 사용할 준비가 완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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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S 사용해보기 
  #-*- coding:utf-8 -*- 
 import os 
 import sys 
 import urllib.request  
 client_id = "YOUR_CLIENT_ID"  
 client_secret = "YOUR_CLIENT_SECRET"  
 encText = urllib.parse.quote("반갑습니다 네이버")  
 data = "speaker=mijin&speed=0&text=" + encText;  
 url = "https://openapi.naver.com/v1/voice/tts.bin"  
 request = urllib.request.Request(url)  
 request.add_header("X-Naver-Client-Id",client_id) 
 request.add_header("X-Naver-Client-Secret",client_secret)  
 response = urllib.request.urlopen(request, data=data.encode('utf-8')) rescode = response.getcode()  
 if(rescode==200): 
    print("TTS mp3 저장") 
    response_body = response.read() 
    with open('1111.mp3', 'wb') as f: 
        f.write(response_body) 
 else: 
    print("Error Code:" + resco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