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노트북에 라즈베리파이 이미지를 받는다. 

A. https://www.raspberrypi.org/downloads/raspbian/ 에서 “Download ZIP” 클릭 

B. 다운받은뒤 zip 파일의 압축을 풀어 .img 파일을 얻는다. 

2. 다운 받은 라즈베리파이 이미지를 sd 카드에 입력한다. 

A. SD 카드를 노트북에 꼽는다(sd카드 외에 외장하드나 usb는 꼽지말 것). 

i. SD 카드를 카드리더기에 연결하고 노트북의 USB 포트에 삽입한다. 

B. 주의 : dd 명령어에서 of 옵션의 값은 실제 연결된 SD 카드 장치를 의미함. 학교에서 

제공하는 노트북이 아닌 다른 기종을 사용하거나, CentOS가 아닌 다른 운영체제가 

설치되어있으면 이 경로는 바뀔 수 있음. 

C. dd 명령어를 통해 SD 카드의 내용을 지운다(오래 걸림, 10분이상). 

i. sudo dd bs=1M if=/dev/zero of=/dev/sdc 

ii. sd카드 리더기가 반짝반짝 하면 내용이 지워지고 있다는 의미 

D. dd 명령어를 통해 SD 카드에 라즈베리파이 이미지를 쓴다 오래 걸림, 10분이상). 

i. sudo dd bs=1M if={다운로드 받은 .img 파일의 절대 경로} of=/dev/sdc 

ii. sd카드 리더기가 반짝반짝 하면 이미지를 쓰고 있다는 의미 

3. 노트북에 dhcp 서버를 설치한다(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어야 함). 

A. sudo yum install –y dhcp 

4. 노트북의 유선 ipv4를 설정한다. 

A. 바탕화면 상단 시계모양 왼쪽 배터리모양 왼쪽 네트워크(또는 와이파이모양) 모양 클

릭, 네트워크 설정 클릭, “Wired” 또는 “유선” 클릭, 오른쪽 아래 톱니바퀴모양 클릭 

B. “신원” 탭에서 

i. “자동으로 연결(A)” 체크 

C. “IPv4” 탭에서 주소(A) 오른쪽 선택사항을 “DHCP”가 아닌 “수동”으로 변경하고, 주소

(A)란에 다음과 같이 입력 후 “적용” 클릭 

주소 192.168.1.1 

네트마스크 255.255.255.0 

게이트웨이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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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노트북에서 dhcp 서버설정 파일을 수정한다. 

A. sudo vi /etc/dhcp/dhcpd.conf 

option domain-name-servers 168.126.63.1, 168.126.63.2; 

option subnet-mask 255.255.255.0; 

option routers 192.168.1.1; 

option broadcast-address 192.168.1.255; 

default-lease-time 600; 

max-lease-time 3600; 

subnet 192.168.1.0 netmask 255.255.255.0 { 

    authoritative; 

    interface enp0s25; 

    default-lease-time 3600; 

    max-lease-time 3600; 

option subnet-mask 255.255.255.0; 

    range 192.168.1.10 192.168.1.10; 

} 

6. 노트북에서 dhcp 데몬을 시작한다. 

A. sudo service dhcpd start 

B. 만약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dhcp 서버 설정파일을 잘못 수정한 것임 

i. 쉼표(,)를 빠뜨렸다던가, 

ii. 문장 끝에 세미콜론(;)을 빠뜨렸다던가, 

iii. 스펠링이 틀렸다던가.. 

C. 제대로 실행되었다면 

i. Redirecting … 와 같은 출력이 나옴 

7. 라즈베리파이와 노트북을 랜선으로 연결한다. 

8. SD 카드를 라즈베리파이에 꼽고 전원을 연결하여 킨다(전원 연결하고 sd 카드 꽃혀있으

면 자동으로 켜짐). 

9. 라즈베리파이로 도달가능한지 확인한다. 

A. ping 192.168.1.10 

B. 1분 정도가 지나도 ping이 가지않으면 랜선을 뺐다 다시 꼽아본다. 



10. 노트북에서 ssh 명령어를통해 라즈베리파이로 접속한다. 

A. ssh pi@192.168.1.10 

B. password : rasp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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