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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사용 20주년을 기념하고 싶어서 무언가를 남기고 싶었다. 그러다 생각해본 것이 바로 집필
이다. 나에게 리눅스는 자유를 위한 꿈이었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이었다.

1994년 4월 11일 청운의 꿈을 잠시 접고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대했다.
군에서 부여받은 주특기 번호는 290, 일명 전산병이다. 4주간의 기초 훈
련을 끝내고 성남에 있는 육군 종합 행정학교에 입교했다. 6주간의 주
특기 교육을 받으면서 UNIX 기초, COBOL 프로그래밍, Informix와

4GL 등을 배웠다. 군복무 동안 유닉스를 사용하였는데 실제 시스템을
다루어볼 수 없었기 때문에 막연한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던 그해 겨울
《C 프로그램 세계》라는 잡지를 통해서 리눅스를 접하게 되었다.

1996년 군 제대 후 때마침 ‘알짜 리눅스’가 출시되었고, 이때부터 리눅스와의 동고동락이 시작되었
다. 1999년 비트교육센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에 새롬에서
만들었던 리눅스용 다이얼패드를 통해서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리눅스는 밥벌이이자 취미이며 인생의 낙이다. 20년 전 리눅스를 하기로
했던 그날의 선택을 언제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나처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세상을 바라며 이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

개정판을 출간하며
초판을 출간한 지도 벌써 5년이 흘렀다. 그 사이에 라즈베리 파이는 2에서 4로 업그레이드되었고,
리눅스 커널 버전도 3에서 4로 넘어가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사물인터넷을 넘어 인공지능과

AR/VR/MR이라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향하고 있는데,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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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많은 부분이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크게는 각 부에

3개의 장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각 장마다도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1부의 ‘라즈베리 파이 사용하기’에서는 VNC를 이용한 원격 연결과 동적 라이브러리 제작, 라즈베
리 파이 재단에서 판매하고 있는 SenseHAT의 제어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2부의 ‘리눅스 프로
그래밍’에서는 초판에서 넣지 못했던 단일 유닉스 규격(Single UNIX Specification)과 새로운 네트워
크 함수에 대한 내용을, 3부의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에서는 독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디오 녹
음과 관련된 내용, OpenCV와 OpenGL ES 프로그래밍을 추가했다. 초판의 부록으로 짧게 넣었
던 OpenCV는 내용을 추가하여 하나의 장으로 독립시켰으며, 초판에서는 버전 1을 다뤘지만 이번
개정판에서는 버전 2와 3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AR/VR/MR에 맞춰 OpenGL ES을 이용
한 3D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4부의 ‘리눅스 고급 프로그래밍’에서는 Caffe를 이용한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을 추가
해 Qt를 이용하여 터치로 입력한 숫자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프로그래밍을 다루었고, 리눅스 커널

& 디바이스 프로그래밍은 커널 버전 3에서 커널 버전 5.3에 맞도록 내용을 수정했다.
라즈베리 파이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번 개정판도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는 책으로 사랑받기를 바란다.
지은이 서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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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대하여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의 시대에 이어,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사물인터넷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로 인해 안드로이드 같은 스마트 기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리눅스는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앞으로 (임베디드) 리눅스 전문가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임베디드 리눅스 개발
자가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임베디드 리눅스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임베디드 보드를 이용
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학교나 일반 교육에서 사용하는 임베디드 보드 장비들은 수십만 원
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 임베디드 교육을 접하기는 어렵다.
이 책에서는 5~35/45/55달러 사이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임베
디드 리눅스 프로그래밍을 배워본다. 기본적인 리눅스의 지식과 리눅스의 기본 명령어, GPIO 같
은 하드웨어의 제어,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 리눅스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 OpenCV 프로그
래밍, OpenGL ES 프로그래밍, 리눅스 GUI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리눅스 커널과 디
바이스 프로그래밍 등의 다양한 사물인터넷을 위한 리눅스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라즈베리 파이에 HTTP 기반의 웹 서버(Web Server)를 프로그래밍하고 원격 감시 서버
를 제작해보면서 기본적인 리눅스 시스템 및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PC의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라즈베리 파이의 웹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하면 라즈
베리 파이에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웹 페이지가 표시된다. 이 사진을 이용해서 인
공지능으로 숫자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SenseHAT을 이용해서 인식된 숫자를 보여준다. 라즈베
리 파이에서는 Pi Camera를 이용해서 1초에 한 장씩 이미지1를 찍어서 스마트폰이나 PC로 주기적
으로 전송하고, 사용자는 웹 페이지에 보이는 버튼을 눌러 라즈베리 파이를 직접 제어할 수 있고,

SenseHAT의 8×8 LED 매트릭스로 정보를 표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다.

1

동영상 스트리밍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부록의 GStreamer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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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만들어진 원격 감시 서버는 웹상에서만 이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Qt를 이용한 GUI를 통
해서 로컬상에서도 기본적인 사용과 서버 관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의 제작을 통해
서 원격 감시 서버나 베이비 모니터, 애완견 돌보미 등의 다양한 사물인터넷을 위한 기기들을 제
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는 말이 있다. 운이 70%, 기술이 30%라는 말로, 사람이 노력만 가지고 모
든 일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이지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기술이 있어야 한다.
어찌 보면 30%가 아니라 10%의 기술이 없어서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럿 보았다. 20여
년 전에 리눅스를 만난 것이 필자의 삶을 바꾼 것처럼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찾
을 수 있는 큰 기술의 밑바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책은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리눅스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항을 담고 있고,
특히 리눅스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담았다. 십여 년 전에 필
자를 리눅스 프로그래밍으로 이끌었던 그 책들처럼 누군가에게는 소장하고 싶은 책이 되기를 바
랄 뿐이다.

책의 구성
이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는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리눅스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라즈베리 파이의 설정과
리눅스의 사용법,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의 GPIO를 사용해서 하드웨어를 조작하는 내용을 담았
다. 1부는 라즈베리 파이를 다루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아래 설명처럼 해당 내용을 이미 알
고 있는 독자는 각 장을 건너뛰고 2부로 넘어가도 괜찮다.

1장은 라즈베리 파이의 설정과 관련된 장으로,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했던 독자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 된다. 2장은 리눅스의 명령어, 텍스트 에디터(vi), 개발 환경(gcc), 컴파일 자동화(make), 디
버깅(gdb), 라이브러리 생성 등 리눅스 명령어와 관련된 장으로, 리눅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오래 해왔던 독자라면 필요한 내용만 참고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좋다. 3장은 라즈베리 파이의

GPIO를 이용해서 발광 다이오드(LED), 스위치, 모터, 빛 감지 센서, 스피커, SeneHAT 등을 다루
는 장으로, 이 역시 라즈베리 파이를 이전에 이용해봤던 독자라면 기본적인 하드웨어만 구성하고

2부로 넘어가도 좋다.
2부에서는 유닉스의 표준인 단일 유닉스 규격(Single UNIX Specification)을 기준으로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과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다룬다.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에는 리눅스의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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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력과 시간의 처리, 시그널과 프로세스, IPC와 스레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리눅스 네
트워크 프로그래밍에서는 TCP/IP의 개요와 BSD 소켓, UDP 프로그래밍과 TCP를 이용한 서버/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 그리고 웹 서버를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부에서는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으로 리눅스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 OpenCV 프로그래밍,
OpenGL ES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리눅스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에서는 멀티미디
어의 기본적인 이론과 리눅스 사운드 프로그래밍, 리눅스 프레임 버퍼 프로그래밍, 라즈베리 파
이의 Pi Camera를 이용한 Video4Linux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OpenCV 프
로그래밍에서는 OpenCV의 기본 API를 이용한 그래픽스와 영상 처리, 얼굴 인식 등에 대해서 설
명하고 있으며, OpenGL ES 프로그래밍에서는 3D 그래픽을 위한 모델링과 OpenGL ES를 이용한

2D/3D 그래픽스, 그리고 셰이더 프로그래밍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 4부에서는 리눅스 고급 프로그래밍으로, Qt를 이용한 GUI 프로그래밍과 Caffe를 이용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그리고 리눅스 커널 프로그래밍을 담고 있다. Qt를 이용한 GUI 프로그래밍
에서는 Qt의 기본적인 내용과 사용자 정의 위젯 및 슬롯의 생성, 기본 위젯과 레이아웃, 다이얼로
그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에서는 인공지능의 개요와 Caffe를 이용한 인공지
능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손으로 그리는 숫자를 자동으로 인
식하도록 프로그래밍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눅스 커널에서는 리눅스 커널을 이용한 라즈베리
파이의 GPIO 제어와 리눅스 커널과 모듈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부록에서는 리눅스 셸 프로그래밍과 GStreamer를 이용한 미디어 프로그래밍과 스트리밍
프로그래밍에 대해 설명한다.
이 책은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하여 라즈베리 파이의 Pi Camera에서 찍은 영상을 확인하고, 인
공지능을 이용해서 손으로 쓴 글씨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SenseHAT의 8×8 LED 매트릭스로 출력
하며, 파이의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4장부터 11장까지 각 장의 제일 마
지막에는 각 장에서 배운 내용을 라즈베리 파이와 어떤 식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담았는데,
이 내용만 따라 해보면 하나의 간단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는 숙련자를 위한 ‘깊게 보기’ 코너가 있다. 초보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읽
지 않고 넘어가도 좋다. ‘참고하기’는 프로그래밍과 깊은 관계는 없지만 읽어보면 본문의 내용을 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고, 각 내용에 대한 참고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독
자를 위해 ‘각주’를 추가하였다. ‘숨은 이야기’에는 책을 읽다가 머리가 아프거나 심심할 때 읽어볼
수 있도록 재미있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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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필요한 부품 리스트
라즈베리 파이의 사용에 대해서는 1장에서 이야기한다. 책 내용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는 기본
적으로 라즈베리 파이가 필요하다. 라즈베리 파이는 최신 버전의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하면 좋은
데, 기본적으로 라즈베리 파이 4 B 모델에 리눅스 커널 5.3을 기반으로 책을 작성하였다. 이전 버
전인 라즈베리 파이 A+, B나 B+ 모델 등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속도가 느리며, 몇몇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하는 모델과 다른 점에 대해서는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7장의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에서 카메라와 관련된 사항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는 라즈베리 파
이 재단에서 공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Pi Camera가 있어야 한다. Pi Camera가 없는 경우에는 리
눅스와 Video4Linux2를 지원하는 USB WebCam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라즈베리 파이에서의
설정과 관련해서는 사용하는 USB WebCam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인터넷이
나 다른 문서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라즈베리 파이는 별도의 외장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 라즈베리 파이 A와 B 모델의
경우에는 SD 카드를 사용하고, 이후 모델의 경우에는 microSD 카드를 사용한다. 책의 예제와 Qt,
리눅스 커널을 컴파일하기 위해서는 16GB 이상의 용량이 필요한데, 메모리 용량은 가급적 넉넉하
게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PC나 노트북에 SD 카드 리더기가 내장되어 있지 않다면 SD/

microSD 카드를 위한 외부의 SD 카드 리더기가 필요하다.
라즈베리 파이를 모니터나 TV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HDMI 케이블이 필요하고, USB 포트
를 사용하는 키보드나 마우스가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PC에서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라즈베리 파이 2까지
는 안드로이드 폰이나 윈도우 폰에서 사용하는 5V 2A의 마이크로 USB 타입의 어댑터를 사용하
면 되지만, 라즈베리 파이 3 이상은 5V 2.5A의 전원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4부
터는 USB 3.1 C 타입을 사용한다.
또한, UTP 케이블을 직접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해서 유선랜을 사용할 수도 있고, 무선 USB 카드
를 이용해서 무선랜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라즈베리 파이 3부터는 무선랜을 기본으로 지원한다.
책에서 사용한 전자 부품 리스트
라즈베리 파이와 전자 부품과 관련된 사항들은 이 책의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라
즈베리 파이의 GPIO 포트를 이용해서 발광 다이오드 등 다양한 부품을 사용하며, 이 책에서 사
용한 전자 부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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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사용한 부품 리스트
구분

단위

1개

발광 다이오드
저항

수량

220Ω

9개

10㏀

2개

내용
전기 에너지를 빛으로 발산한다.

비고

+/― 극성

전류의 흐름을 제한한다.

스위치

1개

전류를 흐르거나 흐르지 않게 한다.

4단자

스피커

1개

전기의 신호를 소리로 변환한다.

2단자

빛 감지 센서(CdS)

1개

빛을 감지해서 내부 저항을 조정한다.

DC 모터

1개

전기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한다.

1개

전류의 흐름을 제어한다.

NPN형

건전지 박스

1개

전류를 제공한다.

AA형x2

7세그먼트(FND)

1개

숫자를 표시한다.

애노드 공통형

SN7447

1개

7세그먼트를 위한 디코더 IC

브레드보드

1개

전자 소자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SenseHAT

1개

온도 센서, 지자계 센서 등을 사용

트랜지스터

PN2222A

이 기본적인 전자소자들 이외에도 다른 용량의 저항이나 콘덴서가 필요하고, 라즈베리 파이와 브
레드보드 위의 전자 소자들과의 연결을 위해서 커넥터나 별도의 전선 등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
고 건전지 박스에서 사용할 별도의 건전지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도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아랫면이 금속이나 액체에 의해서 파손될 수 있다.

2015년 6월 16일 라즈베리 파이 재단에서는 라즈베리 파이를 위한 공식 케이스를 출시하였다. 또한,
여러 종류의 케이스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케이스를 이용해서 제품을 보호해주는 것이 좋다.

라즈베리 파이 공식 케이스(라즈베리 파이 4 B와 라즈베리 파이 zero)

책에서 사용하는 라즈베리 파이와 부품들은 (주)젠트솔루션의 온라인 쇼핑몰(https://smartstore.naver.
com/gent-mall)에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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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베리 파이와 부품들

소스 코드의 다운로드
소스 코드는 깃허브(GitHub)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git 명령어를 이용해서 다운로드하면 되는
데,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 데비안의 apt-get 명령어2를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다운로드한다.
pi@raspberrypi:~ $ sudo apt-get update
pi@raspberrypi:~ $ sudo apt-get install git-core
/* ~ 중간 표시 생략 ~ */
pi@raspberrypi:~ $ git clone https://github.com/valentis/LinuxProgrammingWithRaspberryPi.git
/* ~ 중간 표시 생략 ~ */

지은이의 깃허브에서 git 명령어의 clone 옵션을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한다.
독자 A/S 및 내용 업데이트 알림
책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의 업데이트는 다음의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또한, 책 내
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 그룹을 통해 문의하기 바란다.

https://www.facebook.com/groups/LinuxProgrammingWithRaspberry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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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get은 우분투(Ubuntu)를 포함한 데비안(Debian) 계열의 리눅스에서 쓰이는 패키지 관리 명령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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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승진(한단정보통신)
임베디드 리눅스 개발은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기에 실무를 담당하는 개발자라도 개발 영역 전
체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책에서는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하여 임베디드 리눅스의 많은
영역을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한 저자의 고민과 내공이 느껴집니다. 도움을 주고자 베타리딩을 신
청했지만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조덕명(에이치엠씨)
라즈베리 파이에 대한 활용서는 많지만 임베디드 프로그래밍을 다룬 책은 거의 없었는데 이 책을
먼저 읽을 기회를 가져서 무척 기쁩니다. 이 책은 기본적인 라즈베리 파이에 대한 설명부터 네트워
크, GUI, 멀티미디어, 디바이스 드라이버까지 넓은 분야를 설명하고, 구동 가능한 코드까지 포함
하여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메이커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은
분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조철현(커머스플래닛)
이 책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포함해 다양한 개발 영역을 다루는 풍부한
내용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하여 기존의 리눅스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차근히 따라 하면서 프로그래밍을 학습하기에 좋은 책입니다. gcc와 vi에 대한 설명
은 리눅스 프로그래밍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인데, 이를 충실히 포함하고 있어 더욱 좋
았습니다.

※ 개정판과 초판의 기본 형태는 거의 유사하여 초판을 베타리딩하신 분들의 후기를 개정판에도 그대로 실었음을 밝힙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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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베리 파이
사용하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혁신의 배경에는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장비 등의 스마트
기기들로 대표되는 사물인터넷 시대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물인터넷의 중심에는 리눅스 같은 오픈 소스와 위키피디아나
TED로 잘 알려진 오픈 콘텐츠 그리고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같은 오픈 소스 하드웨어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책은 라즈베리 파이라는 임베디드 보드를 이용해서 사물인터넷을 위한 리눅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학
습하는 책이다.

1부에서는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라즈베리 파이의 설정을 비롯한 개발 환경의 구성과 기본적인 리눅스
사용법을 다루며, 라즈베리 파이의 GPIO를 이용하여 LED나 스위치 같은 하드웨어를 다루는 방법들을 배운다. 여기에서
배우는 라즈베리 파이와 리눅스 개발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뒤에서 배울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 리눅스 네트
워크 프로그래밍 등의 내용과 함께 실제 임베디드 리눅스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PA R T I 의 구 성
1부는 라즈베리 파이와 리눅스 프로그래밍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며, 총 세 개 장으로 구성되
어 있다.

CHAPTER 1

사물인터넷과 라즈베리 파이
1.1
1.2
1.3
1.4

사물인터넷과 오픈 소스 하드웨어 플랫폼
라즈베리 파이 한 입 베어 물기
라즈베리 파이를 위한 주변 장치
라즈베리 파이를 위한 준비운동: 사용 환경 설정

1장에서는 사물인터넷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 같은 오픈 소스 하드웨어 플랫
폼에 대해서 설명한다. 라즈베리 파이의 등장 배경과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디스크 이
미지 설치와 환경 설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이를 이용해서 라즈베리 파이와 리눅스
프로그래밍을 위한 기본적인 개발 환경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CHAPTER 2

리눅스의 기초: 라즈베리 파이와 친해지기
2.1 리눅스의 사용 환경과 구조
2.2 리눅스의 기본 명령어
2.3 리눅스 텍스트 에디터
2.4 리눅스의 프로그래밍 도구
2장에서는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리눅스의
기본적인 유틸리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를 통해서 리눅스와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리눅스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vi 에디터, gcc, make, gdb 등의 텍스트 에디
터나 컴파일러 같은 도구들의 사용법도 설명한다.

CHAPTER 3

라즈베리 파이와 GPIO: 하드웨어 제어
3.1 GPIO의 개요
3.2 LED 제어 프로그래밍
3.3 wiringPi를 이용한 GPIO 프로그래밍
3.4 SenseHAT을 이용한 기상 관측 시스템
3장에서는 라즈베리 파이의 GPIO를 이용해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라즈베리
파이에서도 아두이노를 다루는 것처럼 쉬운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wiringPi라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데, 여기서는 이를 통해 GPIO를 제어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를 이용해서 LED를 켜고 끄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센서와 라즈베리 파이 재단의 SenseHAT을
이용하여 사물인터넷을 위한 하드웨어의 구성과 프로그래밍 방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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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이 녹아 세상을 찾아 떠나다. 북극곰과 펭귄을 구해주세요.
(Save Mother Earth, Save the Arctic.)

2016년 1월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경제포럼의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교수에
의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온 이후로 이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의 중요성
이 더욱 커졌다. 사물인터넷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것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사물이 인터넷을 통
해서 연결되고, 통신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모든 기기가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사물인터넷 시대의 중심에는 리눅스를 필두로 하는 오픈 소스와 오픈 콘텐츠 그리고 오픈
소스 하드웨어 플랫폼과 같은 자유와 공유의 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 리처드 스톨먼의 GNU(GNU’
s Not UNIX) 프로젝트로 시작한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은 GNOME이나 KDE 등 수많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 엔비디아 젯슨, BBC 마이크로비트
같은 오픈 소스 하드웨어나, 위키피디아, TED, 유튜브와 같은 오픈 콘텐츠 시대의 토대가 되고 있
다. 이러한 다양한 오픈 정신과 여러 플랫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사물인터넷의 시대로 널리 퍼지
게 되었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으로 일컫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불러왔다.
이번 장에서는 사물인터넷의 기본적인 개념과 오픈 소스와 오픈 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픈 소스 하드웨어의 대표 주자인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한 리눅스의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1.1 사물인터넷과 오픈 소스 하드웨어 플랫폼
스마트 기기의 발전은 사물인터넷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사물인터넷과 오픈 소스 하
드웨어 플랫폼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1.1 제4차 산업혁명과 사물인터넷
2016년 1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교수에 의해 주창된 제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
하고 있다.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사물 간의 통신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물인
터넷이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을 ‘제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 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 혁명’이라고 설명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 기술, 사물인
터넷, 생명과학 등을 통해 생산 기기와 생산품 간의 상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 과정
의 최적화를 구축하는 산업 혁신으로 ‘자동화’, ‘인공지능’, ‘재생산’, ‘로봇(무인화) 생산’ 등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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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스마트폰으로 시작된 사물인터넷이 있다. 2007년 발표된 아이폰으로
부터 시작된 스마트폰은 스마트패드, 스마트TV 등의 스마트 기기들로 이어졌으며, 스마트글래스,
스마트워치 등의 웨어러블 기기로까지 발전했다. 이외에도 스마트 가전제품, 스마트홈에 대한 기
술들이 쏟아지고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Wearable Device)

스마트 홈
(Smart Home)
스마트 카
(Smart Car)

페이저
(Pager)

베이식폰
(Basic phone)

피처폰
(Feature Phone)

스마트폰/패드
(Smart Phone/Pad)

스마트 TV
(Smart TV)

스마트 플랫폼
(Smart Platform)

그림 1-1 스마트 기기들의 발전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의 발전과 함께 모든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인터넷은 우리 생
활 속 깊숙이 침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기들은 사람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물인터넷의 발전에는 리눅스 같은 오픈 소스나 위키피디아나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유튜브(YouTube)와 같은 오픈 콘텐츠 그리고 여러 오픈 소스
하드웨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1.2 오픈 소스의 발전과 오픈 소스 하드웨어의 등장
초창기의 오픈 소스는 미국 해커들과 BSD 유닉스와 함께 시작하였다.1 AT&T의 연구소인 벨(Bell)
연구소에서 1960년대 말에 개발된 유닉스를 UC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 제공하였
고, 이는 다시 많은 해커들의 도움으로 크게 발전해나갔다.2 1984년 AT&T가 해체되면서 유닉스의
상업화가 시작된다. 리차드 스톨먼에 의해서 시작된 GNU(GNU’s Not UNIX) 프로젝트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GNU의 도구 및 컴파일러를 만들었고, 이는 다시 리눅스(Linux)를 비롯한 많은 오
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이끌었다.

1
2

https://www.joinc.co.kr/modules/moniwiki/wiki.php/Site/Linux/Documents/Hacker_Unix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AT&T는 미국 통신 시장을 90% 이상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과점으로 컴퓨터 시장 쪽으로 진출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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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07년

SourceForge.net
설립

2000년
1999년

1998년

1991년

1990년
Free Software
Foundation 설립
리차드 스톨먼

오픈 소스 모바일 플랫폼
안드로이드 발표 Google Inc.

Open Source Initiative 설립
에릭 레이몬드
리눅스 커널 공개
리누스 토발즈

1985년
1983년

리눅스 커널 5.0 발표
리눅스 커널 4.0 발표

2011년

리눅스 커널 3.0 발표

2007년

안드로이드 발표

1996년

리눅스 커널 2.0 발표

1995년

MS 윈도우 95 발표

1994년

3월 14일 리눅스 커널 1.0 발표

1992년

MS 윈도우 3.1 발표

1990년

MS 윈도우 3.0 발표

1988년

10월 12일 NeXTSTEP 발표

1984년

macOS 발표

GNU 프로젝트 시작
리차드 스톨먼

1982년

유닉스 시스템 III 개발

1981년

MS-DOS 출시(마이크로소프트)

1977년

Apple I 발표
스티브 워즈니악, 스티브 잡스

BSD 유닉스 발표
(Computer Systems
Research Group)

1976년

4월 1일 Apple Inc 창업

1973년

유닉스를 C 언어로 재작성
(Bell 연구소/켄 톰프슨,
데니스 리치)

1980년
1976년

2019년
2015년

1970년

그림 1-2 오픈 소스의 발전

1991년 핀란드의 리누스 토발즈(Linus Benedict Torvalds)가 공개한 리눅스는 수많은 해커들의 영향
으로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리눅스의 발전은 1990년대 서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임베디드(Embedded) 분야로 진출한다. 2005년 이후에는 모바일 분야로도
진출하는데 안드로이드(Android), 리모(LiMo), 모블린(Moblin), 마에모(Maemo), 미고(MeeGo), 타이젠
(Tizen), 웹오에스(webOS) 등 수많은 스마트폰 플랫폼의 기본 운영체계로 사용되었으며, 삼성전자나

LG전자, 구글의 스마트TV에서도 기본 운영체제로 사용되고 있다.
리눅스가 발전하면서 오픈된 리눅스 커널을 이용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생겨났고, 이는 곳 임베디
드 기기의 발전과 오픈 소스 하드웨어의 등장을 불러일으켰다. 초기의 임베디드 교육은 값비싼 임베
디드 보드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개발자들이 임베디드 개발에 뛰어들기 어렵게 하였다.
그리고 기초 전자 부품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저항과 콘덴서, PCB 설계와 인두를 이용
한 납땜 등의 전자공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게다가 만들어진 하드웨어를 구동시키기 위
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상당히 많은 지식을 필요로 했다. 이는 비전공자뿐만 아니라 소
프트웨어 전공자에게도 상당한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글보드,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구글 코랄(Coral), 엔디비아 젯슨 등 다양
한 오픈 소스 하드웨어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오픈 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은 진입 장벽을 낮춰
서 보다 많은 개발자들이 쉽게 하드웨어를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아이디어
를 직접 구현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 같은 오픈 소스 하드웨어
기반의 임베디드 보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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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사물인터넷과 라즈베리 파이

표 1-1 대표적인 오픈 소스 하드웨어의 비교

분류

아두이노

BBC 마이크로비트

라즈베리 파이

구글 코랄

엔비디아 젯슨

Uno(우노) R3

micro:bit

RPI4 B

Edge TPU Module

Jetson nano

$22.00

￡13($16)

$35/$45/$55

$149.90

$99

ATmega 328P

ARM Cortex-M0

Cortex-A53 64비트
Cortex-A72 64비트 쿼드 코어
쿼드 코어
Google Edge TPU
coprocessor

Cortex-A57 64비트
쿼드 코어

16MHz

16MHz

1.5GHz

1.5GHz

1.43GHz

메모리

2KB

16KB

1GB/2GB/4GB

1 GB LPDDR4

4GB LPDDR4

저장 공간

32KB

256KB

microSD 카드

8GB eMMC

microSD 카드

이더넷

없음

없음

10/100/1000M

10/100/1000M

10/100/1000M

USB

없음

없음

2x USB 3.0, 2x USB 2x USB 3.0, 1x USB
4x USB 3.0
2.0
2.0

비디오
출력

없음

없음

2x micro HDMI,
컴포지트

HDMI

HDMI

오디오

없음

없음(P0 단자로
지원)

HDMI, 아날로그

HDMI, 아날로그

HDMI

리눅스

미지원

미지원

지원

지원

지원

없음(실드로 가능)

블루투스(BLE)

무선랜, 블루투스

무선랜, 블루투스

없음

간단한
개발환경

다양한 개발 환경과
레퍼런스

다양한 레퍼런스

머신러닝을
위한 텐서플로
라이트(TFLite) 지원

강력한 성능과
CUDA 지원의 GPU

주요 모델
가격

CPU

무선 통신

비고

숨은

이야기

MaxwellTM
128코어

오픈 소스의 탄생 과정
오픈 소스란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의 제작자의 권리를 지키면서 원시 코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
록 한 소프트웨어 혹은 오픈 소스 라이선스에 준하는 모든 통칭’ 3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 복
사, 배포, 수정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자유(Free)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넓은 개념을 의미한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은 리처드 스톨먼(Richard Matthew Stallman)에 의해 시작되었다. 리처드 스톨먼은 독
점화를 시도하는 소프트웨어의 상업화가 다른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저해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985년
에 자유 소프트웨어의 생산과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FSF(Free Software Foundation)라는 단체를 설립하였다.

1985년에 스톨먼은 GNU 선언문을 발표하였고, 1989년에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 내에 카피레프트
(copyleft)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GNU/FSF하에 많은 자유 소프트웨어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리처드 스톨먼을 비롯한 수많은 개발자들이 GNU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대표 주자가 바로 리눅스다. 리눅스는 1991년 리누스 토발즈(Linus Torvalds)
가 리눅스 커널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리눅스는 미닉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GPL로 공개된 이후
수많은 해커들이 모여들면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영체제로 거듭났다.

3

https://ko.wikipedia.org/wiki/오픈_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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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R

2

리눅스의 기초:
라즈베리 파이와 친해지기

라즈베리 파이의 고향 영국으로...
벌에 떠는 근위병 펭귄: 움직이지 마!

리눅스는 1991년 핀란드의 리누스 토발즈가 리눅스 커널 0.1을 인터넷에 공개한 이후로 많은 해커
들의 노력으로 함께 발전해온 운영체제다. 리눅스는 단일 유닉스 규격(Single UNIX Specification)1을
지원하는 유닉스 계열의 운영 체제로 기본적인 유닉스 명령어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닉스의 표
준 X 윈도 시스템을 통해서 GUI 시스템을 지원한다.
리눅스의 개발은 인텔의 80386에서 시작되었지만 인터넷 공개 몇 년 후부터 Alpha, MIPS, ARM
등의 다양한 CPU를 지원할 수 있도록 포팅되었다. 리눅스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영체제로 데스크톱부터 임베디드, 안드로이드 같은 스마트폰과 스마트 TV,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카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의 중요한 플랫폼들을 지원한다.
라즈베리 파이는 리눅스를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사용하려면 리눅스의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X 윈도 시스템과 같은 GUI 시스템으로도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할 수 있
지만, 보다 세밀한 시스템의 설정이나 저수준 레벨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콘솔이 필요하다. 콘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눅스의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리눅스 명령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라즈베리 파이에서 명령어를 사용하려면 기본적인 리눅스 셸을 이용해야 하
며, 셸을 통해서 여러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참고
하기

단일 유닉스 규격(SUS, Single UNIX Specification)
운영체제에 유닉스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표준 규격으로, 여러 유닉스 계열 운영
체제의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하기 위해 시작된 POSIX(Portable Operating System Interface)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Common API Specification(Spec 1170)의 통합 버전이다. 단일 유닉스 규격은 운영체제와 사용자
및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1. 기본 정의(Base Definitions): 표준 규격의 기술을 위한 정의와 규약 등의 목록과 이를 위한 C 프로그래
밍 언어의 헤더 파일 목록
2. 셀과 유틸리티(Shell and Utilities): 유틸리티(명령)의 목록 및 셸(sh)의 상세 내역
3. 시스템 인터페이스(System Interfaces): 시스템 호출 및 C 라이브러리의 목록
4. 해설(Rationale): 단일 유닉스 규격의 표준에 대한 해설
IBM에서 개발한 AIX, HP의 HP/UX, 애플의 macOS(Mac OS X), SCO의 UnixWare, 오라클의 솔라리스(Solaris)
가 규격에 등록된 운영체제다. 오픈 소스인 BSD와 리눅스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단일 유닉스 규격을 지원
하고 있지만, 단일 유닉스 규격의 인증 유지를 위한 대표 기관이 없으므로 규격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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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중반부터 사용되었던 유닉스 표준인 POSIX는 1998년부터 통합을 시작하여 SINGLE UNIX® SPECIFICATION,
VERSION 4, 2018 EDITION으로 완성되었다(https://publications.opengroup.org/t101?_ga=2.26755261.1489435080.1582111297923432307.1582111297 참고).

CHAPTER 2 리눅스의 기초: 라즈베리 파이와 친해지기

2.1 리눅스의 사용 환경과 구조
2.1.1 리눅스의 시작
1991년 9월 17일, 핀란드 헬싱키대학에 다니던 리누스 토발즈(Linus Benedict Torvalds)는 취미 삼아
개발하던 커널을 인터넷에 공개하였는데, 이 커널이 버전 0.1이라고 불리는 리눅스(Linux) 운영체제
의 시작이었다.

그림 2-1 리눅스를 개발한 리누스 토발즈(왼쪽)와 미닉스를 개발한 교수 앤드루 타넨바움(오른쪽)

초창기의 리눅스는 앤드루 타넨바움(Andrew S. Tanenbaum)이 교육용으로 만든 미닉스(MINIX)라는
유닉스 커널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지만, 인터넷에 공개된 지 얼마되지 않아 수많은 해커들의 열광
속에 미닉스를 능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리눅스는 빠르게 발전하여 1994년에 안정적
인 리눅스 커널 1.0이 발표되었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96년에 리눅스 커널 2.0이 발표되었다.
리눅스 커널 2.0이 발표되면서 IBM, 컴팩(Compaq), 오라클(Oracle) 같은 회사들이 리눅스를 공식
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수많은 해커들과 회사들의 도움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2

2.1.2 리눅스의 특징
리눅스는 기본적인 유닉스(UNIX) 운영체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여러 사람(multi-user)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멀티프로세스(multi-process)
환경을 지원하고, 멀티 코어(multi-core)와 다중 CPU를 지원하는 멀티프로세서(multi-processor) 시스
템을 지원한다.
리눅스는 오픈 소스로 공개로 개발되는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이며 GNU 도구를 사용해서 개발
되고 있다. 초기에는 인텔의 80386에서 개발된 후 여러 시스템으로 포팅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2

리눅스 커널의 역사(https://en.wikipedia.org/wiki/History_of_Linux 또는 https://ko.wikipedia.org/wiki/리눅스 _커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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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시작해서 1990년대 말까지 서버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으며, 1998년에 모토로라 드래곤볼
(DragonBall)

68k 시리즈에 처음으로 포팅하면서 시작한 µClinux(MicroController Linux) 프로젝트와

함께 2000년대부터 임베디드 시장을 석권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리눅스는 MMU(Memory Management Unit)3가 있는 시스템에서만 설치가 되었지만 µClinux
커널은 MMU를 지원하지 않은 32비트 프로세서를 지원하였고 2003년 12월에 출시된 리눅스 커널

2.6에 병합되어 임베디드를 기본으로 지원하면서 임베디드 시장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같은 스마
트 디바이스에도 보다 폭넓게 사용되었다.
#line of Kernel
14,998,651

11,966,482

Hello Everybody
out there using minix...
메시지와 함께
리눅스 커널 발표

Psion

Symbian OS 7.0
Symbian OS 6.0

Symbian OS 9.1
Symbian OS 8.0

Symbian OS 9.4

Symbian OS 9.2

0.1

Linux

0.99

1.1

Windows CE

PocketPC 2002

Window Mobile 5

3,377,902

1,800,847

턱스(Tux)라는 이름의
펭귄이 선정

2.0

2.2

임베디드를 위한
μClinux 프로젝트
시작

iPhone OS

6.0

1.1

1.4

LiMo

LiMo Platform R1

Qt 2.0

Qt 3.0

Qt 3.2

7.0

3.0
4.4(Kitkat)

Argon

Tizen
MeeGo
1.1
OS 2007

Qt 4.0

Maemo 4

Qt 4.2

Qt 4.3

Qt 4.4

2.0

1.2
Mer / Sailfish
Harmattan

Maemo 5

Qt/Extended Qt 4.6

Qt 4.1

2.1

1.0

Moblin

Maemo

Qt 1.4

2.0

3.2 3.6
3.4 3.8

LiMo Platform R2

OS 2005

Qtopia

Qt/Embedded

6.0

3.0

OpenMoko

Moblin 2

176,250

5.0

1.6(Donut)2.1
2.3(Gingerbread) 4.0(Ice Cream Sandwich)
1.5(Cupcake) 2.0(Eclair) 2.2(Froyo)
3.1(Honeycomb)
4.1(Jelly Bean)

LIPS

310,950

8.1

7.1

4.2

2.6.37

webOS
Android

7.0

iOS 4

iPhone OS 2
iPhone OS 3

2.6

커널에서
임베디드를
바로 지원

7.8

Windows Phone 8.0
BlackBerry 10

5.0

2.4

Mango 7.5

Windows Phone 7.0

Windows Mobile 6

3.6

OSDL(MLI)

10,239

Feature Pack 1
Feature Pack 2

2.0

Window Mobile 6.5

Windows Mobile 2003
BlackBerry OS

PocketPC 2000

1.0

iPhone OS 1

1.2

Belle
Symbian^3

1.1 1.2

1.0
5,929,913

Symbian^2

Symbian^1

bada

리눅스의 라이선스가
GPL로 변경

7,752,848

Symbian

Qt 4.5

Qt 4.7

Qt Mobility 1.1

Qt 4.8
1.2

2.2.1
2.2

FireFox OS

Qt 5.0 Qt 5.1 Qt 5.2 Qt 5.3

1.3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임베디드

데스크톱/서버

스마트 디바이스/사물인터넷

그림 2-2 리눅스 커널의 발전과 스마트 플랫폼4

리눅스는 유닉스의 표준 규정인 단일 유닉스 규격(SUS)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유닉스에서 개발
된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X 윈도 시스템과 같은 같은 유닉스의 표준 GUI 시스템
이 지원된다. 그리고 유닉스의 네트워크(BSD 소켓), IPC(Inter-Process Communication)나 프로세스 스
케줄링(시분할 처리), 버퍼 캐시(buffer cache)와 페이징(paging), POSIX 스레드(thread) 등도 지원한다.
유닉스는 여러 사용자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데, 각각의 사용자는 자신의 계정(user account)5
과 비밀번호, 그리고 홈 디렉터리(home directory)라는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다. 유닉스는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사용자를 구분하며, 계정별로 접근 권한의 제약을 둠으로써 기본적
인 시스템 보안을 제공한다.

3

메모리 관리 장치(Memory Management Unit)는 CPU의 메모리 접근을 관리하는 하드웨어이다. 가상(Virtual) 메모리 주소를 실제
(Physical) 메모리 주소로 변환하며, 메모리 보호, 캐시(Cache)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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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눅스 커널 4.0이 2015년 4월 12일 발표되었고, 커널 5.0은 2019년 3월 3일에 발표되었다.

5

유닉스는 다중 사용자(Multi-user) 시스템으로 각각의 사용자는 ‘/etc/password’ 파일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자 ID(UID, User ID)를 가지
고 있다.

CHAPTER 2 리눅스의 기초: 라즈베리 파이와 친해지기

2.1.3 리눅스의 구조
리눅스는 리누스 토발즈가 개발한 커널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GNU 소프트웨어가 합
쳐진 운영체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성과 사
용자가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해야 하는데, 데비안이나 레드햇과 같은 리눅스
배포판은 리눅스 커널과 GNU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러한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
컴파일러
셸(Shell)

문서편집기

게임

라이브러리

유틸리티

X Window

X 윈도 시스템

시스템 라이브러리

네트워크
리눅스 커널(Linux Kernel)

운영체제
입출력 관리
하드웨어

셸

GUI 애플리케이션

기억장치

IPC

디바이스 드라이버

처리 장치

저장 장치

커널 모드

메모리 관리 프로세스 관리 파일시스템

CLI/CUI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모드

응용
프로그램

디바이스 드라이버
하드웨어(Hardware)

그림 2-3 리눅스의 계층적 구조

리눅스 운영체제는 크게 커널, 디바이스 드라이버, 시스템 라이브러리, 셸(Shell), 유틸리티, X 윈도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커널(Kernel)은 중심부, 핵심이라는 뜻인데, 리눅스 커널은 실제 운
영체제(Operating System)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토대로서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메모리나 프로세
스 등의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애플리케이션이 커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호출(System Call)
같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제공한다. 또한 커널은 하드웨어의 제어를 위한 디바
이스 드라이버(Device Driver)를 포함한다.
이러한 커널 위에 GNU에서 개발한 다양한 리눅스 유틸리티와 glibc 같은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위치한다. 사용자는 이러한 유틸리티들을 통해서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틸리티는 커널에
서 제공하는 시스템 호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커널과 통신할 수 있다.
리눅스에서는 콘솔(Console)이나 터미널(Terminal)을 통한 셸을 사용해 다양한 유틸리티를 실행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CLI(Command Line Interface)라고 한다. 리눅스는 또한 MS
윈도우 같은 GUI 시스템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유닉스의 표준 GUI 시스템인 X 윈도
(X Window) 시스템을 사용한다.

2.1 리눅스의 사용 환경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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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사물인터넷의 연결을 위한 기초

만리장성을 넘어 세계로의 연결!

사물인터넷이라는 단어 자체에 인터넷이 들어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은 우리 생활 깊숙히
들어왔다. 사물 간의 통신을 위해서는 네트워크라는 기술을 사용한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카
카오톡 같은 메신저, 웹 서비스, 온라인 뱅킹 등이 모두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기술이며, 네트워크
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프로토콜, 네트워크 주소, 포트 번호 등의 다양한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인터넷(Internet)에서는 TCP/IP 프로토콜이 사용되는데, TCP/IP는 아주 다양한 프로토콜로 구성되
어 있다. 통신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TCP와 UDP로 나눠볼 수 있다. TCP는 일상 생활의 전화와
같이 데이터를 안내원이나 전화 교환기(PBX)를 통해서 먼저 연결한 후 통신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UDP는 일상 생활의 일반 우편과 같은데 중간에 분실 우려가 있다.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보낼 때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주소가 필요하듯, 네트워크에서도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IP 주소와 도메인 주소, MAC 주소가 사용되고 있으며, 서비스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포트 번호가
사용된다.
유닉스에서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위해 BSD 소켓을 이용한다. 소켓을 이용해서 단말끼리의
연결을 수립하고 네트워크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소켓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위한 기본 단위
이며, 유닉스에서는 다른 디바이스와 같이 파일로 인식되기 때문에 read( )나 write( )와 같은 기본
입출력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네트워크 통신은 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데, BSD 소켓을 이용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작성할 수 있으며 서로 통신을 지원할 수 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웹 서비스는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와 HTML을 이용한
다. HTTP를 이용해 웹 서버와 웹 클라이언트 간에 통신하는데, HTTP는 요청(Request)과 응
답(Response) 방식을 통해서 동작한다. 이번 장에서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고

HTTP 기반의 웹 서버를 만들어보면서 사물인터넷을 위해서 필요한 네트워크 연동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다.

6.1 네트워크의 개요와 BSD 소켓
6.1.1 네트워크의 개요
네트워크(Network)는 통신을 위해 묶어놓은 단말(Terminal), 링크(Link), 노드(Node)들의 집합이다.
단말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들이 있으며, 링크는 이들의 연결이다. 노드는 네트워
크상의 특정 지점을 가리키는데, 네트워크의 기본 요소 단위인 하나의 LAN(Local Area Network)에
연결된 컴퓨터와 그 안에 속한 장비들을 의미한다.

330

CHAPTER 6 리눅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사물인터넷의 연결을 위한 기초

네트워크 서비스는 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단말을 통해 이루어진다. 클라이언트(Client)는 사
용자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서버가 제공하는 데이터나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역할
을 수행하고, 서버(Server)는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서비스나 데이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서비스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링크)이
필요하다.
단말

서비스 요청(Request)

단말

링크
통신망
인터넷(TCP/IP)
서비스/데이터 제공(Response)
클라이언트

서버

사용자

서비스/데이터

그림 6-1 웹 서비스와 네트워크

우리가 사용하는 웹 서비스를 생각해보자. 클라이언트(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는 네트워크를 통
해 연결되어 있는데 웹 서비스에는 인터넷이라는 통신망이 사용된다.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Web
Browser)를 통해서 웹 서버(Web Server)에 데이터를 요청하면, 서버가 웹 페이지를 보내주고 웹 브라

우저는 이를 다시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 네트워크의 역사

1844년 미국의 발명가인 새뮤얼 모스(Samuel Finley Breese Morse)는 짧은 발신 전류와 긴 발신 전류를
이용한 데이터 통신인 모스 부호(Morse Code)를 고안하였으며, 1876년 미국의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Alexander Graham Bell)에 의해 전화기가 발명된 이후로 음성 통신의 시대가 열렸다.

1876년 3월 전

화기 특허가 미국의 특허청에 등록되었고, 1885년 AT&T(American Telephone and Telegraph Company)
가 설립되었으며, 1895년 이탈리아의 마르코니(Guglielmo Marconi)에 의해 무선 통신이 시작되었다.
초기의 컴퓨터들은 사무실만한 크기에 많은 전력을 소모하였고 가격이 고가라서 이를 효율적으
로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컴퓨터들이 크게 발전하였는데, 냉
전 속에서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자 미국에서도 첨단 기술의 연구를 위해
여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프로젝트 사이에서 정보 교환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네트
워크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를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아파넷(ARPAnet,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이다. 아파넷은 유닉스가 탄생한 1960년대 말부터 미 국방성의 컴퓨터와 대학 등의 연구기

관 컴퓨터들을 네트워크로 묶는 연구와 작업을 수행하였다.

6.1 네트워크의 개요와 BSD 소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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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994년

internet/DARPANET
Sputnik 발사 성공/소련

1982년
1969년
1957년

TCP/IP 프로토콜 슈트(Suite)
BSD Socket(4.1BSD and 4.2BSD)

ARPANET/미 국방성

1981년

1981년 IETF에서 IPv4 표준(RFC
791) 제정

1979년

DARPA funds UCB

컬러 TV 방송/영국 도미니언 극장

1974년

IEEE에 빈트 서프가 TCP 논문 발표

1969년

ARPANET과 UNIX

1962년

J.C.R Licklider에 의해서 서로 다른
컴퓨터 간의 통신 방법 제시

1950년

1939년

기계식 TV 방송/BBC

1983년
1982년

WWW/월드 와이드 웹

1929년

1900년
1895년

전화기/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1876년

1850년
1844년

무선 통신/굴리엘모 마르코니

모스 부호(Morse code)/
새뮤얼 핀리 브리즈 모스

1958년

미국 공군 SAGE 시스템

1958년

ARPA(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출범

1901년

대서양(영국과 미국) 무선 통신

1895년

마르코니의 최초의 무선 통신

1885년

AT&T(American Telephone and
Telegraph Company)가 설립

1876년

3월 전화기 특허가 미국의 특허청에
등록

1844년

모스 부호 시작

1800년

그림 6-2 네트워크와 통신의 역사

이러한 아파넷은 1983년 군사용인 밀넷(MILNET, Military Network)과 대학 등의 연구망인 다르파
(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인터넷으로 분화하였고, 서서히 지금의 인터넷으로

성장했다. 아파넷 초기에는 NCP(Network Control Program)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였지
만 나중에 TCP/IP로 변경되었다.
숨은

이야기

BSD 유닉스와 TCP/IP 네트워크
1960년대 말 AT&T의 벨 연구소에 의해 유닉스가 개발된 후 이 유닉스의 커
널은 미국의 UC 버클리로 배포되었다. 데니스 리치와 켄 톰슨의 노력에 힘입
어 1974년 UC 버클리 내의 PDP-11 머신에 유닉스가 설치되었으며, 1975년 켄
톰슨은 또 다른 천재, 빌 조이1를 만나 교육용 파스칼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빌 조이는 곧 BSD의 핵심 커널 개발자로 일하게 되었다. 1978년 최초의 BSD
유닉스가 발표되었고, 많은 해커들이 BSD 유닉스에 매달려 소켓이나 csh처럼

AT&T에서 개발된 오리지널 유닉스보다 더 좋은 기능들을 제공하였다.
빌 조이는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의 공동 창업자이며 BSD의 핵심 개발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유닉스의 기본 에디터로 사용되고 있는 vi 에디터를 단 일
주일만에 개발하였고, csh, chroot, NFS 같은 다양한 유닉스의 유틸리티와

그림 6-3 빌 조이

솔라리스를 개발하였다. 또한 자바 개발에도 참여하였고, 썬에서 사용했던

CPU인 SPARC의 디자인에도 참여하였다.
그 당시 미국의 다르파(DARPA)에서는 유닉스에 네트워크를 추가하기를 원했는데, UC 버클리에서 BSD 유
닉스를 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BSD 유닉스에 TCP/IP를 넣는 작업은 어찌 보면 당연했을지도 모르겠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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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wikipedia.org/wiki/빌_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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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TCP/IP의 개발은 BBN 테크놀로지(BBN Technologies, Bolt Beranek and Newman Technologies)2에서
시작되었고, BSD 유닉스와의 연결을 위해 개발된 코드를 UC 버클리로 보내게 되었다. 이때 다르파와 함께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빌 조이이다. 빌 조이는 BBN 테크놀로지에서 받아온 소스 코드가 BSD 유닉스
에서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새로 TCP/IP 코드를 작성해서 BSD 유닉스에 추가한다. 그리고

TCP/IP와 함께 통신을 위한 socket( ) 인터페이스가 BSD 유닉스에 추가되었다.
BSD 개발 후 UC 버클리를 떠나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의 공동 창업자가 된 빌 조이는 솔라리스 개발에 매
진하게 된다. 그러던 중 솔라리스에도 BSD 유닉스에 탑재하였던 TCP/IP를 탑재하였다. BSD 유닉스의 성공
과 솔라리스의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 빌 조이가 개발한 TCP/IP는 AT&T에서 개발한 유닉스에도 탑재되었
으며, 지금까지 리눅스를 비롯한 모든 유닉스에서 사용되고 있다.

■ 인터넷
위키피디아의 정의에 의하면 인터넷(Internet)은 전 세계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3라는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는 컴퓨터 네트워크다.4

인터넷이란 용어는 1973년 TCP/IP 프로토콜의 기본 개념을 생각한 빈턴 서프(Vinton Cerf)와 밥 칸
(Bob Khan)에 의해서 명명되었고,5

1990년대 웹 서비스가 급격히 발달하면서 컴퓨터 간의 통신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참고
하기

프로토콜
프로토콜(Protocol)은 컴퓨터 간 통신을 위해 필요한 상호 규약으로 TCP/IP, 토큰링, SNA 등이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언어이다. 만일 한 사람은 영어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은 한국어로 이야기한다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컴퓨터 간 통신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사이의
공통 규약이 필요한데 이것을 프로토콜이라 한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TCP/IP를 표준 프로토콜로 사용한다.

■ OSI 7계층과 TCP/IP

OSI 7계층(Open System Interconnection 7 Layer)은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에서 1984년 발표한, 통신을 위한 이상적인 프로토콜 모델이다. 기존에는 IBM에서 개발한 SNA,
토큰링, FDDI 등 다양한 네트워크6가 존재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네트워크 사이에서 이들을 연결
하고 상호 호환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장한 모델이 바로 OSI 7계층으로, 각 계층은 다음과 같이 구
분할 수 있다.

2
3

http://ko.wikipedia.org/wiki/BBN_테크놀로지
TCP/IP는 빈턴 서프(Vinton Cerf)와 밥 칸(Bob Khan)이 고안한 프로토콜로 인터넷상에 있는 컴퓨터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을
정의한다.

4

http://ko.wikipedia.org/wiki/인터넷

5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를 지향하며 모든 컴퓨터를 하나의 통신망 안에 연결(inter network)하자는 의미에서 인터넷(internet)으로 명명되었다.

6

현재 이러한 네트워크는 TCP/IP의 이더넷(Ethernet)이 등장하면서 거의 없어지거나 부분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5.6 네트워크의 개요와 BSD 소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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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
현란함과 즐거움

호주에 간 펭귄: 오페라하우스를 보면서 캥거루와 즐거운 한 때

데이터 통신 기술의 발달과 하드웨어의 향상으로 처리되는 데이터 역시 정적인 형태의 텍스트에서
동적인 형태의 멀티미디어로 발전하였다. 이제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은 시장의 필수 요소가 되었
다. 그러나 멀티미디어가 말 그대로 하나의 미디어가 아닌 여러 미디어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각각
의 미디어 처리에 대한 많은 지식이 요구된다.

1990년대 중반 MS 윈도우가 출시되면서 PC에 사운드 카드가 보급되기 시작하고, 점차 웹이 발전
함에 따라 멀티미디어에 대한 기본 처리가 가능해졌다. 2000년대 들어 PC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
한 동영상의 재생이나 편집 등은 기본적인 일이 되었고, 이와 더불어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에 대
한 기술도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리눅스는 커널에서 기본적으로 사운드 입출력과 TV 수신 카드나 USB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호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프레임 버퍼나 X 윈도를 통해 이미지나 영상을 출력할 수 있
다. 또한 멀티미디어를 위해 OpenGL, OpenAL, OpenCV 등의 산업계 표준 기술들과 GStreamer나

SDL 등의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지원한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멀티미디어를 사용하기 위한 기
본 개념들과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하는 ALSA나 Video4Linux2와 같은 멀티미디어 관련 기본 시스
템 호출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7.1 멀티미디어와 라즈베리 파이
멀티미디어는 인간이 오감으로 인식하는 여러 매체들의 혼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다양한’
이라는 뜻을 가진 멀티(Multi)와 전달 등의 ‘수단’, ‘방법’, ‘매체’들을 뜻하는 미디어(Media)의 합성어
이다.

7.1.1 멀티미디어
인간은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소리, 이미지 등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데이터를 받아들이기 위해 눈
(시각), 귀(청각), 코(후각), 혀(미각), 피부(촉각)의 ‘오감(五感)’을 사용한다.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되는 정보를 미디어(Media)1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미디어만 사용되지 않고 음성, 소리, 문자, 그림, 동영상 등의
미디어가 혼합된 형태로 사용되는데 이를 멀티미디어(Multimedia)라고 부른다. 디지털 미디어에서
는 여러 미디어 중에서도 주로 시각과 청각을 사용하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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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미디어와 같이 미디어는 인간 상호 간에 정보, 지식, 감정, 의사 등을 전달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서로 나눠 갖는다는 뜻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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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색상 체계
색상은 빛이 물체에 의해서 반사되어서 사람의 눈에 관찰된 빛의 파동을 의미한다.2 자연계에 존
재하고 있는 색상을 컴퓨터의 모니터나 컬러 프린터 같은 장비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
한 색상들을 표현하고자 여러 색상 모델들이 만들어졌지만, 각 모델별로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범위에 제한이 있다.

실제 빛
(수십 억 색상)

RGB 색상
카메라 필름
CMYK 색상(출판)
머신코트지(Coated paper)
신문 용지
컬러 모니터
(1670만 트루컬러)

그림 7-1 자연계의 색상과 색상 공간(color space)(QR 코드의 컬러 화보 참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모니터(RGB 모드)와 인쇄물(CMYK 모드)은 색상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
문에 동일하게 표현되지 않는다. 모니터 같은 시스템에서는 RGB 색상 모형을 사용하고, 인쇄를 위
한 시스템에서는 CMYK 색상 모형을 사용한다. 또한 색상, 채도, 명도를 사용하는 경우 HSI 색상
모형은 영상 처리에서 주로 사용된다.
영상 입력 디바이스는 YUV를 많이 사용하는데, 영상의 압축에 많이 사용되는 JPEG과 MPEG와
같은 코덱에서도 YUV를 이용한다. 이러한 YUV 데이터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색상 공간
의 종류와 변환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 RGB 색상 모델
빛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RGB 색상 모델을 사용하며, 이는 빨간색(Red), 초록색(Green), 파란색(Blue)
의 세 가지 색으로 표현되는데, 이를 빛의 삼원색이라고 부른다. 컴퓨터상의 표시를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색상 모델이며 모니터나 영화관 등에서 사용하는 빛의 혼합을 위한 색상 모델이다.

2

빛이 물체에 반사되어 사람의 눈에 도착하면 눈에 있는 시신경을 통해서 인식되는데, 인간의 눈은 구조상 색상보다는 밝기에 더 민감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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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레이어(8비트)

녹색 레이어(8비트)

청색 레이어(8비트)

합쳐진 RGB 이미지
(24비트)

그림 7-2 RGB 색상 모델의 이미지 표현(QR 코드의 컬러 화보 참고)

■ CMY/CYMK 색상 모델

CMY 색상 모델은 청록색(Cyan), 자홍색(Magenta), 노랑색(Yellow) 색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색의 삼
원색이라고 부른다. CMY 색상 모델의 세 가지 색을 모두 합하면 이론적으로는 검은색이 나와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진한 회색이 나오므로 검정색(Black)을 추가해서 CYMK 모델을 사용한다.
청록색 레이어

노랑색 레이어

심홍색 레이어

검은색 레이어

CMYK 이미지

그림 7-3 CYMK 색상 모델의 이미지 표현(QR 코드의 컬러 화보 참고)

■ HSI/HSV 색상 모델

HSI 색상 모델은 색상(Hue), 채도(Saturation), 명도(Intensity/Value)3의 세 가지를 이용해서 영상을 나
타낸다. 색상은 앞의 색상 모델의 색으로 다양한 파장이 관측자에게서 느껴지는 느낌이고, 채도
는 백색으로 희석되지 않는 색깔의 정도(순수성, 탁한 정도)이며, 명도는 빛이 물체에 반사되어 느껴
지는 밝기의 강도로 정의될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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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그램 평활화나 에지(경계) 추출과 같은 영상 처리에서는 주로 명도 값을 사용한다.

CHAPTER 7 리눅스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 현란함과 즐거움

White
1

Blue

(0, 0, 1)

Cyan
Green

Yellow

120°

Magenta

White
Green

Black
Gray
Scale

Red
(1, 0, 0)

Cyan

(0, 1, 0)

Hue

0°

0
1

Saturation
240°

Red

Magenta

Blue

Yellow

Intensity
0

Black

그림 7-4 RGB 색상 모델과 HSI 색상 모델(QR 코드의 컬러 화보 참고)

■ YUV 색상 모델

YUV나 YIQ 색상 공간은 컬러 TV에서 사용되는 색 표현 방식으로 YUV나 YIQ는 아날로그에
서 사용하고 YCbCr은 JPEG/MPEG 코덱이나 디지털 방송에서 사용한다. Y는 밝기 정보인 휘도
(Luminance)이며, IQ/UV/CrCb는 비디오 신호의 색상 정보를 형성하며 색상(Chrominance)이라 한다.

그림 7-5 YUV 색상 모델의 이미지 표현(QR 코드의 컬러 화보 참고)

컬러의 표시를 위해서 사용하는 RGB 색상 모델은 흑백 TV에서 바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 등장한 모델이 바로 YUV 모델이다. 컬러 방송을 YIQ로 송출했는데, 여기서 Y가 바
로 흑백 TV에서 사용하는 밝기와 동일한 신호이므로 YUV를 사용해서 흑백 TV와의 호환성을 유
지할 수 있었다.

7.1 멀티미디어와 라즈베리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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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GL ES를 이용한
3D 프로그래밍: 3차원의 세계로

울면 안돼~ 울면 안돼~ 루돌프와 착한 아이 찾으러 떠나요…

컴퓨터에서 3차원 그래픽스를 위해 3D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OpenGL이나 Direct3D와 같
은 3D 모델링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Direct3D는 PC에서 주로 사용되는 MS 윈도우를 만든 마
이크로소프트에서 3D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API로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OpenGL에 비해서 편리하기 때문에 2000년대 중반까지 많은 게임 등에서 사용되었지만, 2008년
아이폰(iPhone)의 개발 환경과 안드로이드가 나오면서 다시 3D 그래픽스의 주류가 OpenGL로 넘어
가게 되었다.
라즈베리 파이에서 OpenGL ES를 지원하기 위해서 비디오코어(VideoCore) API와 EGL을 사용한다.

OpenGL ES는 OpenGL의 임베디드 버전으로 라즈베리 파이는 1.x와 2.0 이상의 버전을 지원하고
있다.

OpenGL ES를 통해서 3차원 이미지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OpenGL ES의 API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OpenGL ES는 현재 버전 3까지 개발되었지만, 버전 1.x와 2.0대 이후로 호환이 되지 않는
다. 일반적으로 버전 1.1이 2.0에 비해서 수학적 계산이 적어서 학습하기 쉬우나 2.0에 비해 기능
의 사용이 제한적이다. 이 책에서는 먼저 OpenGL ES 1.1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버전 2.0에 대해
서 살펴보겠다.
아울러 라즈베리 파이에서 OpenGL ES 1.x를 이용해서 3차원 입체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고 3차원 입체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정점 배열의 사용법과 색상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회전을 위한 OpenGL 1.x의 변환 함수들을 살펴보겠다. 또한 OpenGL의 파이프라
인과 OpenGL ES 2.0에서 지원하고 있는 셰이더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OpenGL ES 2.0에서 3
차원 객체를 모델링하고 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9.1 라즈베리 파이와 OpenGL
라즈베리 파이는 기본적으로 리눅스를 기반으로 동작하며, 파이썬이나 C/C++ 언어를 통한 시스
템 프로그래밍 등의 개발 환경을 지원한다. 유닉스의 표준 GUI 환경인 X 윈도를 지원하며, 프레
임 버퍼를 통한 그래픽 출력도 지원한다.1 라즈베리 파이에 탑재된 브로드컴의 ARM 기반 CPU는
그림 7-14와 같이 VideoCore라는 GPU를 통해서 OpenGL ES 1.1/OpenGL ES 2.0/OpenVG 1.1/

Open EGL/OpenMAX 등의 멀티미디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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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3D 그래픽스와 OpenGL 그리고 OpenGL ES
컴퓨터에서 3차원 그래픽스를 위한 기술로 OpenGL과 Direct3D가 있다. Direct3D는 PC에서 주로
사용되는 MS 윈도우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3D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API로, MS 윈도우
계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OpenGL에 비해서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2000년대 중반까지 많
은 게임 등에서 사용되었지만 2008년 아이폰(iPhone)의 개발 환경과 안드로이드가 나오면서 다시

OpenGL로 3D 그래픽스의 주류가 넘어가게 되었다.
OpenGL은 3D 그래픽을 모델링하기 위한 언어로 3차원 입체들은 각각의 점(OpenGL은 이를 정점
(Vertex)이라고 부른다.)과 면(프래그먼트(Fragment))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OpenGL을 이해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정육면체를 떠올려보자. 8개의 정점을 떠올리고 각 정점들의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다고
간주한다. 2개의 정점을 이어서 12개의 선을 만들고, 4개의 정점과 4개의 선을 채워서 6개의 면을
만드는데, 면의 크기는 일정하다. 이렇게 말로 설명한 3차원 입체를 컴퓨터 내부로 표현하는 언어
가 바로 OpenGL과 Direct3D이다.

OpenGL은 2차원 및 3차원 그래픽스를 하기 위한 표준으로, 3차원과 슈퍼컴퓨터로 유명한 실
리콘 그래픽스(Silicon Graphics Inc.)에서 만든 워크스테이션에 사용되던 IRIS GL을 1992년 7월
에 오픈화해서 발표한 C 언어 기반의 라이브러리이다. OpenGL 1.0은 약 250여 개 가량의 API를
제공하며, 단순한 기하도형에서부터 복잡한 3차원 장면을 생성할 수 있다.

OpenGL은 거의 모든 운영체제에서 지원이 되고 이식성(Portability) 또한 뛰어나서 한번 만든 코
드는 다른 플랫폼에서도 거의 수정없이 사용할 수 있다. 현재 OpenGL의 관리는 크로노스 그룹
(Khronos Group)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OpenGL의 제일 최근 버전은 4.x 버전이다.2

이러한 OpenGL은 초반의 Direct3D의 성능 문제와 함께 PC 시장을 거쳐서 널리 퍼져나갔다. 2000
년대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임베디드 장비와 모바일 장비들이 사용되었는데, 공개적인 표준 API인

OpenGL을 임베디드 시장에서도 활용하려고 하였다. 기존의 OpenGL은 PC에 맞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이를 임베디드 장비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무거웠고, 이를 임베디드에 맞도록 API를 정리해
서 OpenGL ES(GLES, OpenGL for Embedded System)를 발표하게 된다.

9.1.2 OpenGL ES 1.1과 OpenGL ES 2.0
2003년 7월 28일에 발표된 OpenGL ES 1.0은 OpenGL 1.3을 기반으로 하였고, OpenGL ES 1.1은
OpenGL 1.5를 기반으로 한다. OpenGL 1.x는 2D 텍스처만 제공되며, GLfloat나 GLdouble과 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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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복된 자료형과 관련 함수들을 정리하였다. glBegin( )이나 glEnd( ) 함수와 같은 폴리곤을 그
리기 위한 API를 제공하지 않고 정점 배열을 이용해서 삼각형 위주로 그려서 메모리 사용량을 줄
이고 속도가 빨라지도록 하였다.

2007년 3월, OpenGL ES 2.0이 발표되었는데 OpenGL 2.0을 기반으로 하였고, GLSL(OpenGL
Shading Language)3라는 새로운 셰이딩 언어를 지원하여 보다 동적인 3D 그래픽이 가능해졌지만,

OpenGL ES 1.x와는 호환되지 않는다. 셰이딩 언어는 C 언어나 어셈블러와 같은 저수준의 언어로
CPU가 아닌 GPU에서 동적으로 컴파일되고 실행할 수 있는 언어이다.
기존의 OpenGL ES 1.x은 고정된 파이프라인(Pipeline)4을 가졌지만, OpenGL ES 2.0은 GLSL을 이
용해서 동적인 파이프라인의 수행이 가능해졌다. CPU는 일반적으로 논리 연산을 하기 위한 프로
세서이므로 그래픽과 같이 2차원 공간을 처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 GPU는 2차원이나 3
차원 공간을 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서로 병렬 구조의 부동소수점에 처리를 위한 연산을 제공하는
데, GPU에서 OpenGL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다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2012년 8월, OpenGL 4.3을 기반으로 하는 OpenGL ES 3.0을 발표하였고, 2014년 3월에 OpenGL
4.5를 기반으로 하는 OpenGL ES 3.1이 발표되었다. OpenGL ES 3.x는 OpenGL 2.0과 하위 호환
성을 제공하며, 안드로이드 4.3 젤리빈, iOS 7 이후에 출시된 폰들에서 사용할 수 있다.5 OpenGL

ES의 최신 버전은 2015년 8월에 발표된 3.2이다.

9.1.3 라즈베리 파이의 멀티미디어 환경
라즈베리 파이는 멀티미디어 환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VideoCore를 위한 개발 환경을 제공한
다. /opt/vc 디렉터리 아래에 개발 환경을 위한 헤더 파일(/opt/vc/include)과 라이브러리(/opt/vc/lib)가
있다. 그리고 OpenGL ES의 사용을 위한 기본 코드인 hello_triangle, H.264 비디오를 출력하는

hello_video, PCM 오디오 출력을 위한 hello_audio, OpenMAX API와 GPU를 사용하는 H.264
인코더를 위한 hello_encode 등의 다양한 예제들을 /opt/vc/src 디렉터리에서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라즈비안(Raspbian)에는 설치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 별도의 설치가 필요하면
깃허브(https://github.com/raspberrypi/firmware)를 이용할 수 있다. 라즈베리 파이에서 이 라이브러리로

OpenGL ES와 EGL을 사용하는데, X 윈도 대신에 프레임 버퍼를 이용해서 출력하므로 메모리
사용량이 적고 속도가 빠르다. 라즈베리 파이 4부터는 OpenGL 라이브러리인 MESA를 직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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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irect3D에서 사용되는 셰이딩 언어는 HLSL(High Level Shading Language)라고 한다.

4

3D 그래픽을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델링, 변환, 레더링과 같은 그래픽 처리 과정을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른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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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므로 VideoCore 함수 대신 DRM과 GBM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9.1.4 라즈베리 파이의 GPU 초기화
VideoCore GPU를 사용하려면 bcm_host_init( ) 함수를 이용해서 관련된 초기화를 수행하고, 그
래픽의 작업이 끝나면 bcm_host_deinit( ) 함수를 이용해서 할당된 자원의 반환과 같은 마무리 작
업을 수행한다. 라즈베리 파이의 그래픽의 구조를 보면 VideoCore 위에 리눅스 커널 드라이버로

VCHIQ가 올라가 있다. GPU의 초기화가 완료되면 vc_*_init(vc_vchi_dispmanx_init, vc_vchi_tv_init,
vc_vchi_cec_init 또는 vc_vchi_gencmd_init 등) 함수를 이용해서 이와 관련된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코드 9-1 init_screen.c

#include <stdio.h>
#include <unistd.h>
#include <bcm_host.h>

/* BCM GPU 사용을 위한 헤더 파일 */

int main(int argc, char **argv)
{
bcm_host_init();

/* BCM GPU를 위한 초기화 수행 */

getchar();
bcm_host_deinit();
}

/* BCM GPU를 위한 정리 작업 수행 */

return 0;

위의 소스 코드를 빌드하려면 앞에서 사용한 <bcm_host.h> 헤더 파일의 위치를 지정하고 관련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링크해줘야 한다. 2장에서 본 것과 같이 gcc 명령어를 사용해서 컴파일할 때
‘-I’는 헤더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터리를 표시하고, ‘-L’은 라이브러리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디
렉터리, 그리고 ‘-l’(소문자 L)은 링크할 때 사용할 라이브러리를 의미한다.
pi@raspberrypi:~ $ gcc -o init_screen init_screen.c -I/opt/vc/include/ -I/opt/vc/
include/interface/vcos/pthreads -I/opt/vc/include/interface/vmcs_host/linux -L/opt/
vc/lib/ -lbcm_host

위의 init_screen.c를 빌드해서 수행하면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다. 화면에 무언가를 표
시하려면 라즈베리 파이의 GPU API와 EGL을 이용해서 OpenGL ES과 관련된 추가 작업이 필요
하다.

9.1 라즈베리 파이와 Open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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