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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가 오늘 하려는 것? 
[인터넷]----[공유기]--WiFi--[Laptop]--Ethernet--[RaPi] 
 
위와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Laptop 에서 라즈베리파이에 SSH 로 안정적으로 접속하고, 
라즈베리 파이는 Laptop 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자. 
 
가상머신(VirtualBox)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장 혹은 Thunderbolt 
[인터넷]----[공유기]--WiFi--[Laptop]--VirtualNAT--[VM]--VirtualBridge--Ethernet--[RaPi] 
 
USB 이더넷 
[인터넷]----[공유기]--WiFi--[Laptop]--VirtualNAT--[VM]--usbEthernet--[RaPi] 
 
과 같이 됩니다. 

2. 사전 필요사항 
Raspberry Pi: 

● MicroSD card 에 Raspbian Jessie 이미지를 복사(write)해둔 상태 
○ 컴퓨터에 MicroSD 카드를 끼우면 'boot'라는 파티션이 인식됨 

(리눅스에서는 하나 더 보일 수 있음) 
● Note: 

○ 보통은 처음 받은 상태라면 Raspbian Jessie with PIXEL 이 설치되어 있음 
○ 새로 복사하려는 경우 공식 사이트에서 torrent 로 받으면 빠르나 

○ 학교에서는 토렌트 안 되므로 속도 빠른 JAIST 미러에서 받으면 좋습니다.  

○ Mac/Linux 에서는 디스크 관리자에서 이미지 복구 또는 dd 명령어를 사용해서 
할 수 있으나 Windows 에서는 Win32Imager 사용해야 함. 



Laptop: 
● 운영체제: Windows 7+ or Linux (Ubuntu) or macOS 
● 하드웨어: 

○ Wi-Fi 접속이 가능 
○ Ethernet (RJ-45) 포트가 존재 

또는 USB/Thunderbolt Ethernet Adapter 구비 
○ Wi-Fi 및 ethernet card 의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음 

3. Step 1: Raspberry Pi SSH 켜기 
Raspbian Lite 가 아니라 Raspbian with PIXEL desktop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SSH 가 기본으로 비활성화되어 있다. (Lite 버전도 SSH 가 기본 비활성화라는 사람도 있었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SSH 를 활성화하기 위해 boot 파티션에 'ssh'라는 이름으로 빈 파일을 
생성한다. 
 
먼저 Raspbian Jessie 가 설치된 MicroSD 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 Windows 에서는 
○ 탐색기에서 boot 파티션이 어떤 드라이브 문자인지 확인한 후 (D:\ 또는 E:\ 등) 
○ 명령 프롬프트 (cmd)를 실행한 후 아래 명령 실행 (> 제외하고) 

■ > E:\ 
■ > copy /b NUL ssh 

 
■ 이후 반드시 안전 제거 바람 

○ 또는 탐색기로 들어가서 
■ 폴더 옵션에서 파일 확장자 보기를 켠 후 
■ 오른쪽 클릭 - [새로 만들기] - [빈 텍스트 파일] 생성 후 
■ 파일 이름을 ssh (.txt 없이)로 변경 
■ 이후 반드시 안전 제거 바람 



 
● Linux 에서는 

○ 파일 관리자로 boot 파티션에 들어가서 
■ 오른쪽 마우스 클릭 하고 새로운 파일 만들기 
■ 파일 이름을 ssh 로 수정 

○ 또는 Terminal 을 열고 명령 실행 
■ $ cd /media/<username>/boot/ 
■ $ touch ssh 

 
● macOS 에서는 

○ Terminal 을 열고 명령 실행 
■ $ cd /Volumes/boot/ 
■ $ touch ssh 

 

4. Step 2: 인터넷 공유 설정 & SSH 접속법 

4.1. Windows 
가상머신 리눅스를 사용하지 않고 윈도우즈에서 바로 접속할 경우 사용하는 방법 

4.1.1. 인터넷 연결 공유 켜기 
(1) [제어판] -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 - [어댑터 설정 변경]으로 들어간다. 
(2) 무선랜카드를 오른쪽클릭하여 [속성]을 선택한다. 
(3) [공유] 탭에서 [홈 네트워킹 연결]을 유선랜카드로 선택한다. (선택할 수 없는 경우 그냥 
넘어간다) 
(4) '다른 네트워크 사용자가 …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을 체크하고 [확인]을 누른다. 



 
 
이제 유선카드를 오른쪽 클릭하여 '상태'를 선택한다. 상태 창에서 [자세히]를 선택하여 IP 를 
확인한다. 

 



4.1.2. 라파이 ethernet 선 연결 및 IP 확인, SSH 접속 
 
윈도우즈에는 IP 스캐닝을 위한 nmap 이 없으므로, 별도의 프로그램(아래 링크)을 
다운로드한다. 
http://www.advanced-ip-scanner.com/ 
 
인터넷 연결 공유를 사용중인 IP 대역만 남기고 삭제한 뒤 [Scan]을 누른다. 

 
 
 
Raspberry Pi 의 IP 가 발견되었다. 



 
 
 
Putty, TeraTerm, Xshell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라파이에 접속한다. 계정은 기본으로 pi, 
비밀번호는 raspberry 이다. 
 
아래는 TeraTerm 으로 접속한 모습이다. 

 
 



4.2. Ubuntu (가상머신일 경우도 포함) 

4.2.1. 가상머신 (VirtualBox) 사용자의 경우 먼저 추가로 설정할 것 
가상머신이 아닌 native Ubuntu 의 경우 4.2.2. 섹션으로 가세요. 

선택 (1) USB 어댑터를 가상머신에 직접 할당하는 방법 (미완성 but 추천) 

VirtualBox 또는 VMWare, Parallels 등에서 외부 디바이스 연결 메뉴를 통해 USB 10/100 
Ethernet Adapter 를 가상머신에 직접 연결 (Host 운영체제로부터는 분리됨) 
 
<차후 내용 추가 예정> 내용 추가 전까지는 구글링 등을 통해 방법 확인 바람 

선택 (2) Bridge 를 사용한 방법 

1 단계 for macOS host 

(1) Thunderbolt ethernet adapter 를 연결하고 
(2) [시스템 환경설정] - [공유]로 가서 [인터넷 공유] 체크를 해제한다. 
(3) [시스템 환경설정] - [네트워크]로 가서 [Thunderbolt 이더넷]의 IPv4 구성을 [끔]으로 
변경한다. 



 
 

1 단계 for Windows host 

따로 해줄 것이 없음. 
 

2 단계 (공통) 

(1) Ubuntu 가 설치된 VM 설정으로 들어가서 
(2) [네트워크] 탭에 [어댑터 2]로 들어가서 어댑터 2 를 활성화시킨다. 
(3) [다음에 연결됨]을 ‘브리지 어댑터’로 변경한다. 
(4) [이름]을 라즈베리파이를 연결할 유선랜 어댑터로 바꾼다. 

● macOS 에서는 ‘Thunderbolt 이더넷’ 또는 USB Ethernet 이 될 것이다. 
● Windows 에서는 ‘유선  

 



 
 

4.2.2. 네트워크 공유 켜기 
 
네트워크 아이콘 - 편집 



 
 
 
네트워크를 공유할 이더넷에 대한 네트워크 설정을 편집하거나 네트워크 설정을 새로 만든다. 
(가상머신에서는 enp0s3 외에 추가로 생긴 브리지 연결 랜카드에 대해서) 



 
Ethernet 탭에서 Device 를 지정해준다. 
 
 
IPv4 Settings 에서 Method 를 Shared 로 지정한다. 
상단의 Connection Name 을 Shared to RaspPi 등 알아볼 수 있게 바꾼다. 



 
 
그리고 나서 다시 네트워크 아이콘을 클릭해서 기존 프리셋을 disconnect 시키고 

 
 
새로 만든 프리셋을 눌러 연결한다. 



 
 
 
네트워크 아이콘 메뉴에서 Connection Information 을 선택하여 Shared 네트워크가 잘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 다음 단계를 위해 IP 도 확인해두면 좋다. 

 
 



4.2.3. 라파이 ethernet 선 연결 및 IP 확인, SSH 접속 
 
Terminal 을 실행하고 다음 명령어를 실행한다. 
 
$ ifconfig 
 
여기서 IP 는 10.42.0.1 이 IP 로 설정되어 있을 것이다. 
 
이제 라파이와 노트북 사이에 이더넷 선을 연결한다. 그리고 라파이를 켠다. 
라파이가 준비되도록 30 초-1분 가량 기다린 후에 방금 확인했던 IP 의 X 에 해당하는 숫자를 

사용해서 다음 명령을 실행한다. nmap 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설치한다. 
 
$ sudo nmap -sS 10.42.X.1-254 
또는 
$ sudo nmap -sP 10.42.X.1-254 

 
 
 
nmap 결과에서 laptop 측 IP 192.168.X.1 외에 나머지 하나가 라즈베리 파이의 IP 이다. 
확인된 IP 로 SSH 접속을 한다. 기본 계정은 pi, 비밀번호는 raspberry 이다. 
 
$ ssh pi@10.42.X.R 



 
 

4.3. macOS 

4.3.1. 인터넷 공유 켜기 
 
먼저 맥북에 Thunderbolt Ethernet Adapter 를 연결한다. (또는 USB Ethernet Adapter) 
 
그리고 [시스템 환경설정] - [공유] - [인터넷 공유]로 들어간다. 

 
위의 그림과 같이 같이 차례대로 설정하고 
(1) 연결 공유 = Wi-Fi 
(2) 다음 사용 = Thunderbolt 이더넷 체크 



      (USB 사용시에는 USB Ethernet 또는 USB 10/100 등) 
(3) 인터넷 공유 = 체크 
 

 
확인 창이 나오면 시작을 누른다. 
 
#### macOS 는 KMU 에 접속했을 경우 WPA-Enterprise 암호화 문제로 인터넷 공유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Ubuntu 가상머신이나 부트캠프로 Windows 를 사용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4.3.2. 라파이 ethernet 선 연결 및 IP 확인, SSH 접속 
 
macOS Terminal 을 실행하고 다음 명령어를 실행한다. 
 
$ ifconfig -l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목록이 표시된다 
$ ifconfig bridge100 #bridge 뒤의 숫자는 위에서 리스트업된 것 중 하나 
 

 
이 브릿지 장치는 인터넷 공유를 위한 가상 네트워크 장치이고, 
여기서 IP 는 192.168.X.1 이 IP 로 설정되어 있을 것이다. 
 
 
 



 
이제 라파이와 노트북 사이에 이더넷 선을 연결한다. 그리고 라파이를 켠다. 
 
라파이가 준비되도록 30 초-1분 가량 기다린 후에 방금 확인했던 IP 의 X 에 해당하는 숫자를 
사용해서 다음 명령을 실행한다. 
 
$ sudo nmap -sS 192.168.X.1-254 
또는 
$ sudo nmap -sP 192.168.X.1-254 
 

 
 
nmap 결과에서 laptop 측 IP 192.168.X.1 외에 나머지 하나가 라즈베리 파이의 IP 이다. 
확인된 IP 로 SSH 접속을 한다. 기본 계정은 pi, 비밀번호는 raspberry 이다. 
 
$ ssh pi@192.168.X.R 
 



 
 
Note: 매번 IP 를 확인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아랫쪽 cmdline.txt 고정 IP 설정을 참조하여 IP 를 
고정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SSH만 되고 인터넷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5. 참고 자료 

5.1. 부팅시 IP 고정 및 SSH 켜기 (boot/cmdline.txt) 
파일 맨 끝에 

● ip=X.X.X.50::X.X.X.X:255.255.255.0:rpi:eth0:off 
○ macOS IP:192.168.2.1,GW:same,NetMask:255.255.255.0 
○ rapi IP:192.168.2.2,GW:2.1:NetMask:255x3 

■ 띄어쓰고 ip=192.168.2.2::192.168.2.1:255.255.255.0:rpi:eth0:off 
● 설명: 

ip=my_ip::gateway:subnet_mask:_idontknow_:interface:_idontknow_ 
 
그리고 boot 파티션 루트에 'ssh' 라는 빈 파일을 생성 (txt 등의 확장자 없이)  
 
참고자료 

● IP 설정 
○ https://pihw.wordpress.com/guides/direct-network-connection/super-easy-

direct-network-connection/ 
○ http://kr15h.github.io/RPi-Setup/ 

● SSH 설정 
○  

5.2. Ubuntu 에서 nmap 설치 
Terminal 에서 
$ sudo apt-get install nmap 



 
 
에러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dpkg --configure, apt-get -f 명령을 사용한다. 
(우리 학부에서 제공된 VM 에서 발생하는 문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