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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까지 갖춘” 35달러짜리 초소형 PC 라즈베리 파이 2 리뷰

 “용도만큼 다양한” 라즈베리 파이 운영체제 10선

 혁신적이고 놀라운 라즈베리 파이 프로젝트 10선

I D G  T e c h  R e v i e w

“재미와 성능”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라즈베리 파이 2 모델 B 리뷰
2012년 혜성같이 등장해 IT 마니아들을 열광시켰던 35달러짜리 초소형 미니 PC ‘라즈베리 파이’가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왔다. 가격과 앙증맞은 크기는 그대로이지만 PC의 심장과 근육을 키운 ‘라즈

베리 파이 2 모델 B’의 성능 테스트 결과를 직접 확인해보자. 다양한 라즈베리 파이 운영체제와 활

용 사례도 함께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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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반인이 직접 난방비 절약을 위한 냉

난방 밸브 제어기를 만들어 화제다. 이렇

게 자신만의 게임기부터 때로는 기업용 서버까지 

사용자가 직접 입맛에 맞는 하드웨어를 손쉽게 개

발하는 하드웨어 DIY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물 인터넷 시대를 맞아 더욱 관심을 끌고 있는 

DIY 활동이 활발해진 배경에는 신용카드 크기의 

초소형 PC 라즈베리 파이(Raspberry pi)가 있다.

라즈베리 파이는 지난 2012년 2월 22일 출시 1

시간 만에 매진된 이후 지금까지 400만 대 이상 

판매되며 인기 행진을 이어왔다. 그리고 지난 2월 2일 새로운 모델인 ‘라즈베리 

파이 2 모델 B’가 출시됐다. 

라즈베리 파이 2는 2014년 7월에 출시된 새로운 USB 컨트롤러가 특징인 모

델 B+를 업그레이드시킨 모델이다. 기본적으로 같은 크기의 통합 CPU/GPU 

칩, 확장 I/O 핀이 탑재되어 있지만, 메인 프로세서의 코어가 1개에서 4개로 늘

어난 점 등 크게 바뀐 부분이 있다.

이러한 사양 변화를 바탕으로 라즈베리 파이 재단은 라즈베리 파이 2의 처리 

속도가 원조 라즈베리 파이보다 6배 빨라졌다고 강조한다. 원조 모델을 진화시

킨 모델로서, 신형 모델의 기능 대부분은 원조 모델과 같기 때문에 하위 호환성

이 완벽하다. 게다가 가격도 그대로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 라즈베리 파이 2의 사양 변화부터 살펴보자.

강력해진 라즈베리 파이 2

라즈베리 파이 2의 업그레이드 중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짚어보자. 지금까

지 출시된 라즈베리 파이에는 브로드컴 BCM2835 프로세서가 사용됐다. 사실

상 싱글 700MHz ARM 프로세서를 구현한 그래픽 렌더링 SoC(System-on-

a-Chip)이다. 

ARM11 마이크로아키텍처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특이하게 ARMv6-아키텍

처 코어를 채택했다. 대다수의 프로세싱 파워는 비디오코어 IV 그래픽 처리 엔

진에 사용된다. 오리지널 파이의 메모리 용량은 A 모델은 256MB, B와 B+ 모

델은 512MB이다.

“성능까지 갖춘” 35달러짜리 

초소형 PC 라즈베리 파이 2 리뷰

Brad Chacos | PCWorld

라즈베리 파이 2 모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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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라즈베리 파이 2 모델 B는 브로드컴 

BCM 2836 칩을 채택해서 성능을 높였다. 

애플리케이션 코어가 4개로 증가한 것이다. 

아키텍처도 ARMv7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

러한 아키텍처 측면의 업그레이드는 라즈베

리 파이 2가 기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작

업이 매우 증가했다는 의미다.

모델 B+는 메인 브로드컴 SoC에 자리했

던 시스템 메모리를 서킷보드 아래로 옮긴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PoP(Package on 

Package) 방식으로 BCM2835 바로 위에 위치해 있었다. 라즈베리 파이 2도 이 

레이아웃은 그대로지만, RAM을 1GB로 확장한 것이 차이점이다. 하지만 GPU

와 메모리를 공유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그래픽 프로세서는 전작과 같은 비디오코어(VideoCore) IV 3D를 탑재했으

나, 이미 이 프로세서는 풀 1080p 동영상 출력을 지원하는 동급 최강의 성능이

다. 라즈베리 파이 2에는 이더넷 포트, 풀 HDMI 포트, 3.5mm 오디오와 혼합 

비디오 잭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탑재되어 있다. 기계 만지기 좋아하

는 사람들은 40 GPIO 핀(원조 모델 B에는 24핀)과 확장 보드, 디스플레이 등의 

직접 연결을 위한 CSI와 DSI 커넥터를 환영할 것이다.

벤치마크 테스트

라즈베리 파이 2와 원조 라즈베리 파이 모델 B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라즈비

안(Raspbian) 3.18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벤치마크를 시행했다. 결과는 매우 놀

라웠다. 

우선 에피파니(Epiphany) 브라우저에 포함된 브라우저 기반 벤치마크를 실

행해 실제 사용 상황에서의 성능을 확인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라

즈베리 파이 2는 썬스파이더(Sunspider)를 원조 모델 B보다 대략 3.5배 빠르

게 처리했다.

원조 라즈베리 파이 모델 B(왼쪽)와 라즈베리 파이 2 모델 B (오른쪽) 

그림 1│라즈베리 파이 2의 썬스파이더 성능과 원조 라즈베리 파이 모델 B 성능 비교

4438.6

14582.8

라즈베리 파이 2 

모델 B

라즈베리 파이 

모델 B

썬스파이더 자바스크립트 벤치마크

작업 완료에 걸리는 시간(1/1000초)

(그래프가 짧을수록 성능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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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옥탄(Octane) 벤치마크를 돌린 결과는 그보다 더 대단했다. 라즈베리 

파이 2는 총 318점을 기록했지만, 원조 모델 B는 테스트 실행 도중 번번이 충돌

했다. 적절한 비교를 위해 출시 당시 최고급은 아니어도 상당히 쓸만했던 2013

년 모토 X 스마트폰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 3,247점을 기록했고 시간도 훨씬 

적게 걸렸다는 점을 덧붙인다.

신형 프로세서의 성능을 직접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스벤치(Sysbench) 벤치

마킹 툴을 설치해서 CPU 테스트를 했다. 라즈베리 파이 2는 원조 모델 B보다 

훨씬 향상된 싱글스레드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진가는 새로운 쿼드코어 프로세

서덕분에 멀티스레드 성능 테스트에서 나타났다. 신형 프로세서의 전체 파워를 

활용하면 라즈베리 파이 2는 싱글코어인 이전 모델보다 5배 이상 빨랐는데, 이

는 라즈베리 파이 2에 내장된 오버클로킹은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결과다.

이러한 성능 개선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다. 모델 B가 부팅에 1분 1초가 걸리

는 반면 라즈베리 파이 2는 33초 만에 부팅이 완료된다. 게다가 라즈베리 파이 

2를 실제로 사용해보면 훨씬 쾌적하다. 프로그램과 웹사이트를 라즈비안에서 

실행하는데도 (비록 일반적인 PC와는 격차가 있지만) 너무 느리지도 않다. 홈

씨어터 PC용 오픈ELEC 운영체제에서의 메뉴 내비게이션도 라즈베리 파이 2

에서 훨씬 자연스럽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굉장히 느린 고통스러움을 감수하지 않고도 라즈베리 파

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거기에 추가 USB 포트까지 더

해져 사용성이 매우 좋아졌다.

라즈베리 파이 2 소프트웨어 경험

라즈비안 운영체제에는 에피파니 브라우저와 블록버스터 게임인 마인크래프

트의 라즈베리 파이 전용 버전 등 쓸만한 소프트웨어가 사전 설치되어있다. 중

앙 “파이 스토어(Pi Store)”에서는 추가로 100여 가지 게임과 앱이 있는데 여기

에는 리브레오피스(LibreOffice) 스위트 같은 생산성 툴도 있다.

그림 2│라즈베리 파이 2와 라즈베리 파이 모델 B의 시스벤치 CPU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 

92.182

296.5775

509.8225

라즈베리 파이 2 

모델 B(4스레드)

라즈베리 파이 2 모델 

B(1스레드)

라즈베리 파이 모델 

B(1스레드)

시스벤치 CPU 벤치마크

작업 완료에 걸리는 시간(초)

(그래프가 짧을수록 성능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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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라즈베리 파이 재단의 목표는 사람

들에게 프로그래밍을 소개하는 것인 만큼, 

라즈비안에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에도 그

런 의도가 보인다. 울프람 매터매티카(Wol-

fram Mathematica)와 파이썬(Python) 프

로그램 생성 툴 그리고 아동용 애니메이션 

코딩 IDE인 스크래치(Scratch)도 찾을 수 

있다.

컴퓨터 과학의 기본을 가르친다는 목표의

식은 전체 라스베리 파이 경험에 스며들어있다. 인스톨러가 잘 배치되어 단 몇 

분 만에 설정을 완료해주긴 하지만, 팔을 걷어붙이고 명령행을 파고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기기를 제대로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윈도우에 길든 사람들에

게는 교육적 경험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은 라즈베리 파이 2가 윈도우 10을 

구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얼마 전 “윈도우 10이 라즈베리 파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라즈베리 파이의 성능이 개선되어 마이크로소프트와 라

즈베리 파이 재단이 협력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라즈베리 파이 2 사용자들은 윈도우 기반의 스마트 기기, 로봇, 가전 

등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라즈베리 파이 2에서 구동되는 윈도우 10은 정식 

윈도우 10의 간소화된 버전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오피스 같은 애플리케이

션을 이용할 수 없다. 대신에 명령행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IoT 기기를 개발

할 수 있다. 

필요한 액세서리

그러나 라즈베리 파이 2를 제대로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가 35달러

뿐 아니라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물론 대부분 이미 집에 있는 것들이겠지만, 라

즈베리 파이 2를 구동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모두 정리해보았다.

  최소 1,200mA를 끌어올 수 있는 5V 마이크로-USB 코드. 모든 마이크로-USB 태블

릿 충전선 이라면 충분할 것이다. 카메라 같은 추가 기

기를 사용하면 라즈베리 파이 2의 필요 전력이 증가

할 수도 있다.

  USB 키보드와 마우스

  호환 운영 체제가 설치된 마이크로SD 카드. 4GB도 되

지만 용량이 클수록 파일 저장, 추가 소프트웨어 설치 

등에 유용하다. 라즈비안이 설치된 마이크로SD 카드

를 엘레멘트 14나 기타 라즈베리 파이 공급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HDMI 케이블이나 혼합 비디오/3.5mm 오디오 코드

일반적인 라즈비안 바탕화면

라즈베리 파이 2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SD 카드가 필요한데, 아

마도 그 작은 스토리지 장치상에 운영체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SD 카드 어댑터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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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할 모니터나 TV

  이더넷 케이블이나 USB 와이파이 어댑터

  노출된 보드를 보호할 케이스도 구하는 게 좋다.

결론

라즈베리 파이 2에는 라즈베리 파이의 핵심 ‘경험’은 그대로 들어있다. 또한, 

이 ‘경험’은 500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하드웨어 제작 툴이나 초보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위한 학습 툴로도 활

용 가치가 높다. 여전히 주 컴퓨터로 쓰기는 어렵지만, 이는 라즈베리 파이 2의 

목표도 아니다. 

라즈베리 파이 2 모델 B는 원조 라즈베리 파이가 뛰어났던 부분들을 모두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담아냈다. 전작과 비교하면 괴물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 만

약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드웨어 DIY, 혹은 리눅스의 맛을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경험하고 싶다면, 라즈베리 파이 2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기업 IT 책임자를 위한 
글로벌 IT 트렌드와 깊이 있는 정보

ITWorld의 주 독차층인 기업 IT 책임자들이 원하는 정보는 보다 

효과적으로 IT 환경을 구축하고 IT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비즈

니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입니다. 

ITWorld는 단편적인 뉴스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계 전문가

들의 분석과 실제 사용자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 깊이 있는 정보

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설문조사와 

사례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무에 활용할 수 있고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내용과 형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IDG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된 방대한 정보와 전세계 

IT 리더들의 경험 및 의견을 통해 글로벌 IT의 표준 패러다임을 제

시하고자 합니다.

            
테 크 놀 로 지  및  비 즈 니 스  의 사  결 정 을  위 한  최 적 의  미 디 어  파 트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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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니 컴퓨터 라즈베리 파이는 DIY 마니아들과 연구원, 교육기관 등에

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작고 저렴하면서 상당한 성능을 제공하

며, 무엇보다도 아주 다재다능하다. 게다가 어떤 프로젝트에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운영체제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을 알면 놀

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즈베리 파이 운영체제

는 라즈비안만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이 10

가지 운영체제를 잘 살펴보기 바란다.

라즈비안(Raspbian)

튼튼하고 인기도 높은 데비안 리눅스 운영체제와 

비견할만한 라즈베리 파이 운영체제가 있다면? 당연

히 라즈비안이다. 이 운영체제는 라즈비안 프로젝트

에서 개발했지만, 라즈베리 파이 재단으로 양도됐으

며, 라즈베리 파이 웹 사이트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라즈비안 프로젝트의 재미

있는 점 한 가지는 열성적인 사용자들이 만든 비공식 

변형 버전이 많다는 것이다.

아치 리눅스 ARM(Arch Linux ARM)

아치 리눅스 ARM은 아치 리눅스의 ARM 프로세

서용으로 버전이다 이 배포판은 다양한 제품에 사용

된 긴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포고플

러그(Pogoplug)와 라즈베리 파이이다. 빠르고 안정

적인 것이 특징이다.

오픈ELEC(OpenELEC)

오픈ELEC(Open Embedded Linux Entertain-

ment Center)는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로, XBMC 

인기 오픈소스 디지털 미디어 센터 소프트웨어인 

XBMC를 구동한다. 첫 번째 릴리즈는 2013년에 나

왔다. 위키백과의 설명에 따르면, 라즈베리 파이용 

“용도만큼 다양한” 
라즈베리 파이 운영체제 10선

Mark Gibbs | NetworkWorld

라즈비안(Raspbian)

아치 리눅스 ARM(Arch Linux ARM)

오픈ELEC(Open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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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ELEC를 리눅스 컴퓨터에서 설치하는 과정은 매우 간단하며, 리눅스 초보

자라도 쉽게 설치할 수 있다. 

파이도라(Pidora)

파이도라는 페도라 리눅스의 맞춤형 버전인 페도라 리믹스(Fedora Remix)의 

하나로, 빠른 속도가 특징이다. 파이도라 저장소에서 수천 가지의 패키지가 있

어서 사용자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찾을 수 있다.

Raspbmc

오픈ELEC와 마찬가지로 XBMC를 구현한 또 하나의 라즈베리 파이 운영체제

로, 가볍고 튼튼한 것이 특징이다. 

마인피온(Minepeon)

비트코인 채굴 때문에 관심을 모은 라즈베리 파이 운영체제이다. 비트코인 채

굴은 컴퓨팅 성능이 중요한데, 마인피온은 작고 저렴한 라즈베리 파이를 기반으

로 하기 때문에 인기를 얻었다. 

칼리 리눅스(Kali Linux)

칼리 리눅스는 필자가 좋아하는 취향의 리눅스 중 하나인데, 뛰어난 침입 테스

파이도라(Pidora)

마인피온(Minepeon)

Raspbmc

칼리 리눅스(Kali Lin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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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 진단 툴 모음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리

눅스 운영체제를 라즈베리 파이에서 구동한다는 것

은 주머니 속에 맞춤형 펜 테스트를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즈베리 파이용 OpenWrt

라즈베리 파이용 OpenWrt는 임베디드 디바이스

용 리눅스 배포판이다. OpenWrt 기반의 시스템은 

라우터로 많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3500가지의 애

드온 패키지를 이용하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용도에

도 맞춰서 사용할 수 있다.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

는 초소형 초경량 무선 라우터가 필요한가?

라즈베리 파이 디지털 사이니지

(Raspberry pi Digital Signage)

라즈베리 파이 디지털 사이니지는 라즈베리 파이 

상에서 구동되는 데비안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며, 

웹 키오스크나 디지털 광고판(디지털 액자 포함)에 

주로 사용된다. 정말로 신중하게 만들어진 시스템으

로, 쉽게 관리하면서도 가능한 해킹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개발됐다.

RISC OS Pi

RISC OS는 1987년 영국의 아콘 컴퓨터가 개발해 

출시한 운영체제로, 이를 기반으로 한 RISC OS Pi

는 매우 전문화된 ARM 깁나 운영체제이다. 웹 사이

트의 설명에 따르면, 처음 접한 사용자는 이 운영체

제가 다른 어떤 운영체제와는 전혀 다른 식으로 동

작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RISC OS Pi는 2012년부

터 라즈베리 파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라즈베리 파이용 OpenWrt

라즈베리 파이 디지털 사이니지(Raspberry pi Digital Signage)

RISC OS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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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베리 파이는 그 자체가 창의성을 불러일으킨다. 에본 업튼과 라즈베

리 파이 재단은 학생들이 컴퓨터 과학을 배우도록 유도하고 발명가들이 

막대한 예산 없이도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5달러

짜리 미니 PC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됐다. 최근 라즈베리 파이 2 출시를 맞아 라즈베리 파

이가 처음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나온 가장 창의적이고 놀랍고 흥미로운 라즈베

리 파이 발명품 10가지를 선정했다. 게다가 발명가들은 대부분 자신의 혁신적

인 프로젝트를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과정을 모두 공유하

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자!

말하는 장난감

영국인 그랜트 깁슨은 토이 스토리 3에 등장하는 말

하는 전화기, 피셔프라이스 채터 텔레폰(Fisher-Price 

Chatter Telephone) 장난감을 보고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해 이 장난감을 더욱 개선해보기로 결심했다. 깁슨

은 채터 텔레폰 토이 스토리 특별판을 구해서(토이 스

토리의 음성이 저장되어 있음)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라

즈베리 파이 B+를 추가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날씨, 

인근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알려주고 라디오 기능

도 겸비한 “수다쟁이 스마트폰”이 완성됐다. 더불어 위치 기반 알림 기능도 제

공한다. 예를 들어 소유자가 사무실을 나가면 집에 있는 장난감이 울리며 가족

들에게 이를 알린다.

정보 :  http://www.grantgibson.co.uk/2014/08/fisher-price-

talking-chatter-smartphone/

파이크로웨이브(Picrowave)

일반적인 전자 레인지의 내부를 조금만 손보면 직접 

파이로 구동되는 재미있는 전자 레인지를 만들 수 있다.

개발자 네이던 브로드벤트는 전자 레인지를 분해한 

다음 터치패드를 재설계하고 음성 제어, 바코드 스캐너

(조리 시간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접속용), 원격 

혁신적이고 놀라운 

라즈베리 파이 프로젝트 10선
Ian Paul | PC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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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를 위한 웹 기반 인터페이스, 타이머 종료 시 자동 트윗 등의 여러 가지 기

능을 추가했다.

정보 :  http://madebynathan.com/2013/07/10/raspberry-pi-powered-microwave/

포타베리 파이(Portaberry Pi)

라즈베리 파이를 게임기로 만드는 것은 라즈베리 파

이의 전형적인 사용 사례 중 하나지만, 포타베리 파이

는 그 중에서도 돋보인다. 라즈베리 파이 모델 B와 4.5

형 TFT 디스플레이, 3D 인쇄된 케이스와 여러 가지 요

소를 조합한 복고풍의 휴대용 게임기다. 유튜브에서 

완성된 프로젝트로 슈퍼 닌텐도용 슈퍼 마리오 월드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정보 :  http://www.thingiverse.com/thing:321624/#files

파이폰(PiPhone)

라즈베리 파이 프로젝트 중에는 멋지

고 실제 유용한 것도 있고 훌륭한 아이

디어를 구상한 것도 있다. 데이비드 헌

트의 파이 모바일 폰은 후자에 속한다

고 할 수 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쓸 만한 물건은 아니다. 그러나 라즈베

리 파이에 GSM 모듈, 배터리, TFT 터

치스크린을 결합해 직접 휴대폰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

정보 :  http://www.davidhunt.ie/piphone-a-raspberry-pi-based-smartphone/

파이-럿 라디오(Pi-rate Radio)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이 프로젝트는 라즈베리 파이

를 휴대용 FM 트랜스미터로 만드는 방법을 보여준다. 

이 FM 트랜스미터로 주위 사람들과 음악을 공유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의 미학은 그 단순함에 있다. 라즈베

리 파이의 기본 요소(SD 카드, 전원, 라즈베리 파이)와 

안테나를 위한 배선, 기본 공구, 그리고 여유있는 1시

간만 있으면 된다.

사이트에는 트랜스미터의 방송 대역 선택에 주의하

라는 경고문이 있다. 정부 대역, 또는 인가 받은 라디오 방송국이 사용하는 대역

으로 음악을 송출할 경우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보 :  http://makezine.com/projects/make-38-cameras-and-av/raspberry-pirate-

radio/

https://www.youtube.com/watch?v=9xu7DCyLc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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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거울

개발자 마이클 티우에게 좋은 홈 프로젝트 아이디어

가 떠올랐다. 하루의 시작을 준비할 때 날씨와 시간, 

오늘의 주요 뉴스를 보여주는 첨단 거울을 만드는 것

이다.

티우는 단면 거울을 구해서 디스플레이와 라즈베리 

파이를 뒷면에 부착한 다음 맞춤 제작한 케이스에 모두 

집어넣었다. 이 프로젝트는 큰 인기를 끌면서 다른 사

람들도 자기만의 “마법 거울”을 만들었다. 티우의 블로

그를 방문하면 거울을 제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으며, 세계 곳곳의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울도 볼 수 있다.

정보 :  http://michaelteeuw.nl/post/84026273526/and-there-it-is-the-end-result-of-

the-magic

클러스터 컴퓨팅

라즈베리 파이 하나만으로 훌륭한 프로젝트가 가능하다면 

여러 개를 합칠 경우 그 잠재력은 분명 더 대단할 것이다. 특히 

강력하면서도 저렴하고 전력 효율적인 컴퓨터 클러스터를 만

들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구미가 당기는 이야기다.

웹 및 모바일 개발 회사인 미드웨스턴 맥(Midwestern Mac)

을 운영하는 제프 기어링은 라즈베리 파이 2를 5개 모아서 드

루팔 8(웹 사이트용 콘텐트 관리 플랫폼)을 구동하는 미니 데

이터센터를 구축했다. 기어링은 자신이 만든 이 시스템을 “드

램블(Dramble: Drupal과 bramble의 조합)”로 이름 붙였다. 라즈베리 파이 클

러스터 실험은 인기다. 영국 정보 당국인 정보통신본부(GCHQ)도 라즈베리 파

이 클러스터를 사용한다. GCHQ의 경우 66개의 라즈베리 파이가 클러스터를 구

성하고 있으며 그 이름이 바로 브램블(Bramble)이다.

정보 :  http://www.midwesternmac.com/blogs/jeff-geerling/introducing-dramble-

raspberry

출입 보드

많은 수의 룸메이트나 가족들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유용한 도구다. 

블루투스 USB 동글과 모니터,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해서 한눈에 누가 집이나 

사무실 안에 있는지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서 블루투스를 활성화해서 라즈베리 파이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군가가 집 안에 위치하면 디스플레

이에 그 사람(또는 그 사람 소유의 스마트폰)이 있음이 표

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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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G Tech Review│“재미와 성능”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라즈베리 파이 2 모델 B 리뷰

정보 :  http://www.instructables.com/id/Raspberry-Pi-Bluetooth-InOut-Board-or-

Whos-Hom/

반자율 쿼드콥터

비용이 다소 들고 기계적으로도 꽤 복잡한 프로젝트

지만 라즈베리 파이로 초소형 비행 장난감을 직접 만든

다면 그 보람도 클 것이다.

영국에 거주하는 열렬한 파이 추종자 앤디 베이커는 

자체 비행 계획을 프로그램할 수 있는 반자율 쿼드콥터

를 제작하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공개했다. 또한 베이커

가 2월부터 시작한 새로운 쿼드콥터 프로젝트도 꼭 확

인해 보기 바란다.

정보 :  http://blog.pistuffing.co.uk/themagpi/private-article/

코뿔소 에리카

마지막 프로젝트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종류의 프로젝

트는 아니지만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한 정말 멋진 사

례 중 하나다.

사우샘프턴 대학의 전자공학 및 컴퓨터과학 팀이 5개

의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해 완성했다. 이 코뿔소는 귀

를 움직이고 트윗을 올리거나 읽을 수 있으며 코뿔소 

소리를 내고 스마트폰을 통해 가까이 있는 관람객과 상

호작용도 한다. 에리카는 자체 웹 사이트를 갖고 있으

며, 이곳에서 이 흥미로운 실험의 세부적인 내용을 볼 수 있다.

정보 :  http://www.ericatherhino.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