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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경력을 쌓아 나가면서 점점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리눅스에 대한 

풍부하고 깊이 있는 지식입니다. 현업 종사자 중에는 업무에 필요한 명령어만을 단편적으로 

익힌 엔지니어가 있는가 하면, 리눅스를 구성하는 각 기능의 철학과 흐름을 이해하고 능숙하

게 다루어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엔지니어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엔지니어의 

역량 차이를 판가름하는 부분인데, 쉽게 메우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컴퓨터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꼭 리눅스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깊은 영역까지 

공부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하면, 업무에 치여 따로 공부할 시

간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리눅스 프로그래밍 입문서로, 이제 막 C 언어 공부를 마친 학생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습니다. C 언어의 포인터라는 장벽을 무사히 통과하고 이제 무엇을 더 공부해야 할지 고민

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책을 선택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리눅스에서 많이 사용

하는 명령어들을 C 언어로 만들어보는 예제를 통해 리눅스와 C 언어를 동시에 익히며 쉽고 

빠르게 진도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리눅스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파일 시스템, 프로세

스, 스트림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로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어서 이제 막 리눅스에 입문하는 초

보자에게는 이만한 책이 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책을 읽고 난 후에는 리눅스와 C 언어에 대

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네트워크 관련 프로그램까지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입문서이므로 리눅스와 관련된 고급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커널 코드에서 사용된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에 대한 분석, 컴파일을 하고 패치하는 방법 

등은 다루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래밍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

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커널 자체의 코드에 대해 알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 이 책 다음으

옮 긴 이

머 리 말

 옮긴이 머리말 xiv



로 읽어볼 만한 책을 마지막 장에 소개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모쪼록 역량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꿈꾸는 많은 분께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번역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부모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옮긴이 이동규

옮긴이 머리말 xv



이 책은 리눅스에서의 C 프로그래밍 입문서입니다.

흔히 리눅스 학습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면 “리눅스용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싶은데, 리눅

스 책은 너무 어려운 말로 가득해서…”, “리눅스 설치부터 시작하는 기초적인 책, 아니면 무겁

고 두꺼운 책밖에 없어서…”, “윈도우에서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데…”라고 생각하는 독

자가 많아서 그들을 위해 리눅스 프로그래밍의 핵심을 소개하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입문서는 기능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책은 

리눅스를 구성하는 세 개의 개념인 스트림, 파일 시스템, 프로세스를 축으로 하여 리눅스의 

구성을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아울러 ‘Hello, World!’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HTTP 서버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되도록 실제 돌아가는 코

드를 작성해 보게끔 해서 개념 설명에만 그치지 않도록 해놓았습니다.

이 책은 입문서이고 분량 제약상 다루지 못한 기능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레드나 

select(2)를 사용한 I/O 다중화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마지막 장에서 분야별로 추천 도서

를 소개하였으니, 더욱 깊은 공부를 원하는 독자들은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 책의 초판이 나오고 12년이 지났습니다. 집필 당시에는 이 책이 10년은 갈 거라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12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변경이 필요한 부

분도 많아 이번 개정판을 되었네요. 특히 64비트 지원과 파일 시스템 레이아웃에 대한 부분을 

2판에서 수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책의 구성과 대상 독자는 본문에 작성하였으니,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책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은이 아오키 미네로

머 리 말

머리말  xvi



  김용현(Microsoft MVP)

이 책은 리눅스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려는 사람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핵

심적인 내용에 대한 친절한 설명과 예제 코드는 다음 레벨의 리눅스 프로그래밍 서적을 볼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키워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히 윈도우 개발자나 C처럼 낮은 레벨의 개념

이 없는 언어에 익숙한 개발자에게 NDK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이나 크로스 컴파

일을 위한 간단한 로직을 만드는 데 아주 필수적인 개념과 예제를 알려주는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박재유(LG전자)

나름대로 리눅스를 잘 다룬다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오만이었다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며 깨달

았습니다. 그럭저럭 적당히 사용할 줄 아는 정도만으로는 리눅스 커널이나 파일 시스템 레벨에 

접근하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은 리눅스의 커맨드 명령어가 실제로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C 언어 수준으로 풀이한 후, 이를 직접 구현해 볼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또한 프로

그래밍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부분들에 대한 저자의 세심한 지적도 인상 깊었습니다. 

책 중반부까지 읽는 동안 당연히 저서인 줄 알았는데, 중반에 옮긴이 주석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야 번역서임을 알았습니다. 그만큼 번역 또한 아주 자연스럽고 편집도 훌륭한 책입

니다. 추천합니다!

  온수영

리눅스 입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으며,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개념

이나 원리를 C 언어 코드 검증을 통해 독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하고 

베 타 리 더

후 기

베타리더 후기 xvii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마저 드네요. 리눅스 입문자가 명령어 옵션의 홍수 속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이 책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C 언어를 통해 기초를 다지고, 리눅스의 핵심 명령어를 구현해가다 보면, 난감하던 리눅스도 

어느 정도 마스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정판이라 그런지 내용이 명확하고 깔끔하게 떨어지

고, 기본에 충실하여 군더더기가 없는 느낌입니다.

  이현수(이멕스)

번역이 매끄러워 읽기가 좋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고, 제시된 코드를 직접 작성해 보는 것만으

로도 리눅스 프로그래밍의 핵심이 머리에 잘 들어올 것입니다.

베타리더 후기 xviii



리눅스의 구조

부제I



제1장 리눅스 프로그래밍 시작하기

제2장 리눅스 커널의 세계

제3장 리눅스의 세 가지 중요한 개념

제4장 리눅스와 사용자

3

24

34

46



제 장1
리눅스 프로그래밍 시작하기

이번 장에서는 책의 전반적인 개요를 살핀 후, 리눅스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제1장 리눅스 프로그래밍 시작하기4

1.1 책의 개요

이 책은 리눅스 프로그래밍 입문서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은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프로

그램을 만들 수 있고,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리눅스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동작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다. 

집에서 사용할 목제 수납장을 직접 만든다고 생각해 보자. 무엇이 필요할까? 나무판자와 못, 

망치 등이 생각날 것이다. 조금만 흥미를 가지고 조사해 보면 어떤 재료가 필요하고, 어떤 순

서로 만들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며, 끈기 있게 해나가다 보면 직접 완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목제 가구나 수납장을 많이 접하고 경험했기 때문이다. 즉, 세상을 살

면서 얻은 경험과 상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리눅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리눅스를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개념을 중점적으로 소개하

는데, 다음과 같다.

 파일 시스템

 프로세스

 스트림

리눅스 프로그래밍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개념을 확실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

해 쉽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고, 독자 여러분도 이를 꼭 기억하며 책을 읽어 나가기 바란다.

책의 구성

이 책의 구성은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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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책의 구성

파트 내용

제1부 리눅스의 구조

제1장 리눅스 프로그래밍 시작하기 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제2장 리눅스 커널의 세계

기본 용어와 세 개의 중요 개념 제3장 리눅스의 세 가지 중요 개념

제4장 리눅스와 사용자 

제2부 리눅스 프로그래밍의 근간

제5장 스트림 관련 시스템 콜

스트림 관련 설명
제6장 스트림 관련 라이브러리 함수

제7장 head 명령어 만들기

제8장 grep 명령어 만들기

제9장 리눅스의 디렉터리 구조
파일 시스템 관련 설명

제10장 파일 시스템 관련 API

제11장 프로세스와 하드웨어

프로세스 관련 설명
제12장 프로세스 관련 API

제13장 시그널 관련 API

제14장 프로세스 환경

제3부 리눅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제15장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의 기초

네트워크와 HTTP 서버제16장 HTTP 서버 만들기

제17장 본격적인 HTTP 서버 구현

제18장 이 책을 다 읽은 후 이 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1부에서는 전반적인 개념과 용어에 관해 설명한다. 소스 코드보다는 이론적인 개념을 다루다 

보니 손이 근질거리겠지만, 중요한 부분이니 꾹 참고 자세히 읽어 보기를 바란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리눅스의 3대 개념인 스트림, 파일 시스템, 프로세스에 대해 구체적으

로 알아보고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방법에 대해 배울 것이다. 아울러 핵심 개념을 파악하기 위

한 예제들이 준비되어 있다.

3부에서는 앞서 알아본 지식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다룬다. HTTP 서버를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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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장에서는 이 책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심화 학습을 원하는 독자를 

위해 추천하는 서적을 소개한다. 

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은 리눅스에서의 프로그래밍을 기초부터 다룬다. 그러나 C 언어와 리눅스의 기초적인 

사용법에 대한 지식은 있어야 읽기 수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 내용 정도는 알고 있는 것

이 좋겠다.

 C 언어를 배워서 구조체와 포인터를 알고 있다.

 리눅스에서 에디터를 사용할 수 있다(어떤 에디터를 사용해도 좋다).

 리눅스 명령어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어 cd, ls, cat, less 등을 알고 있다.

이 책은 다음 내용을 몰라도 읽을 수 있다. 

 함수 포인터

 C 언어로 대규모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법

 make나 autoconf 등의 빌드 도구

 리눅스 시스템 관리

 리눅스 이외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

결론적으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독자에게 적합한 책이다. 

 C 언어 입문을 마친 후 리눅스에서의 프로그래밍 방법을 익히고 싶은 사람

 윈도우에서 C나 C++을 다뤄봤는데, 리눅스에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사람

 프로그래밍을 통해 리눅스의 구조를 파악하고 싶은 사람

 리눅스나 유닉스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다른 책을 읽다가 어려워서 좌절한 사람

이 책은 입문서라 리눅스 프로그래밍의 모든 것을 담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입문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개념은 충분히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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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배포판

이 책은 특정 리눅스 배포판(우분투나 레드햇 등)에 종속된 설명을 하지 않도록 신경 썼다. 그러

나 패키지 설치 같은 기능을 다룰 때는 우분투 16.04와 CentOS 7을 사용하여 설명했다. 

우분투(Ubuntu)를 선택한 이유는 커뮤니티 주도 배포판 중에서 가장 사용자가 많고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웹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 환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무료로 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CentOS를 선택한 이유는 업계 표준이라 할 수 있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Red Hat Enterprise Linux)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CentOS도 무료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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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프로그래밍 환경 준비

프로그래밍을 익히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스스로 직접 만들고 돌려보는 것이 최고다. 그러

므로 리눅스가 설치된 컴퓨터를 구해 직접 테스트하며 읽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관리자 권한이 필요 없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소프트웨어들이 필수다.

먼저 텍스트 에디터가 필요하다. 리눅스에서 쓰이는 대표적인 에디터인 Emacs나 vi 혹은 그 

외에 어떤 에디터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다음으로, C 언어 컴파일러가 필요하다. 리눅스에서는 gcc(GNU Compiler Collection)를 많이 사

용한다. 다른 컴파일러를 사용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없다면 gcc를 사용하기 바란다. gcc가 설

치되었는지 여부는 다음 명령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gcc –dumpversion
5.4.0

이처럼 버전이 출력되면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출력되었다면 아직 

gcc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다.

$ gcc –dumpversion
bash: gcc: command not found

gcc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설치를 진행하도록 한다. 우분투와 CentOS에서의 설치 방법은 다음

과 같다.



91.2 프로그래밍 환경 준비

우분투에서의 설치

우분투 16.04에는 기본으로 gcc나 libc6-dev 등의 개발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다. 그래도 혹시 

따로 설치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build-essential 패키지를 설치하면 된다. 다음과 같이 명령어

를 입력한다.

$ sudo apt-get install build-essential

CentOS에서의 설치

CentOS에서는 yum 명령어를 사용한다.

$ sudo yum group install "Developer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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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gcc를 사용한 빌드(1)

C 언어와 gcc를 사용하여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빌드해 보자. 비주얼 스튜디오(Visual 

Studio)나 이클립스(Eclipse)와 같은 IDE(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통합 개발 환경)에는 

빌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간편하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커맨드 라인에서 개

발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리눅스의 커맨드 라인에서 C 언어를 개발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에디터로 소스 코드를 작성한다(코딩).

2.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실행 파일로 만든다(빌드).

간단한 코드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자. 먼저 테스트를 위한 디렉터리를 만든다.

$ mkdir hello
$ cd hello

이어서 소스 코드를 입력하자. 어떤 에디터를 사용해도 좋다. 소스 코드 1.1의 내용을 입력하

도록 한다.

코드 1.1 hello.c

#include <stdio.h>
int
main(int argc, char *argv[])
{
    printf("Hello, World!\n");
    return 0;
}

입문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Hello World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Hello, 

World!”라는 메시지가 출력된다. printf()는 아마 익숙할 텐데,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로 자세

한 내용을 6장에서 다룰 것이다.

소스 1.1의 내용을 입력했다면 hello.c 라는 이름으로 저장한다. 참고로 샘플 예제는 이 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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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허브 리포지토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vi hello.c  편집·저장

$ ls  확인

hello.c

그럼, 작성한 소스 코드를 빌드하자. gcc 명령어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여기서는 

어떤 옵션도 없이 실행한다. 

$ gcc hello.c

아무런 메시지가 출력되지 않았으면 문제없이 빌드에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gcc를 수행할 때 

아무런 옵션도 주지 않으면, a.out이라는 이름의 실행 파일이 생성된다.

$ ls  a.out이 생성된 것을 확인 

a.out hello.c

생성된 실행 파일 a.out을 실행해 보자. 현재 디렉터리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를 붙

여서 실행한다.

$ ./a.out
Hello, World!

여기까지 무사히 따라 했다면 리눅스 프로그래밍의 첫 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것이다.

빌드에 실패한 경우

위 실습 과정 중에 문제가 생겼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텍스트 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이 책은 독자가 리눅스의 기본적인 조작법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모른

다면 이 책을 읽기 전에 먼저 리눅스의 기본 사용법에 대한 책을 읽을 것을 추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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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언어를 모르는 경우

이 책은 독자가 C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모른다

면 이 책을 읽기 전에 먼저 C 언어 입문서를 읽을 것을 추천한다.

 gcc 명령어가 실행되지 않음

앞서 설명한 방법에 따라 gcc 패키지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gcc 명령어를 실행하니 무언가 메시지가 출력됨

메시지의 내용에 맞게 대응해 주어야 하므로 우선 침착하게 해당 메시지를 읽어 

보도록 한다. 그리고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자.

 gcc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parse error라고 출력됨

C 언어의 문법이 틀린 경우에 해당한다. 다시 한번 소스 코드를 확인하자. 여러 

줄의 메시지가 출력되었다면, 첫 번째 표시되는 에러부터 확인한다. 첫 번째 표시

되는 에러의 원인을 해결하면 나머지 에러 표시도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나씩 해결하고 gcc를 다시 수행해 본다.

 a.out이 실행되지 않음

a.out을 실행하려고 했을 때 ‘no such file on directory: a.out’과 같은 에러 메시

지가 출력된다면 먼저 ls 명령어로 a.out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그리고 

실행할 때 a.out 앞에 ./를 붙였는지도 확인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메시지를 읽고  

그것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참고로 리눅스에서는 대소문자를 엄격하게 구별한다. 이는 간혹 윈도우의 CMD에 익숙한 사

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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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gcc를 사용한 빌드(2)

빌드 작업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만들어지는 실행 파일의 이름을 a.out 외에 다른 이름을 주고 싶다면 gcc 명령어를 실행할 때 

–o 옵션을 사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hello라는 이름을 주고 싶으면 ‘gcc –o hello’와 같이 옵션

을 지정하면 된다.

$ rm a.out  이전에 생성된 a.out은 미리 지워 둔다 

$ gcc –o hello hello.c 
$ ls
hello hello.c

위와 같이 hello라는 실행 파일이 생성되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실행해 보자.

$ ./hello
Hello, World!

결과가 문제없이 출력되었다.

버그와 디버깅

작성한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금방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나 때로는 한참 뒤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빨리 알수록 좋은데, ‘세그

멘테이션 폴트(Segmentation fault)’의 경우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널(NULL) 포인

터를 참조하는 segv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출력된다.

$ ./segv
Segmentation fault (core dumped)

운영체제에 따라 메시지가 다소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의 리눅스에서 위와 비슷한 메시지가 

출력되고 종료된다. 이를 ‘세그멘테이션 폴트에 의한 강제 종료’라고 한다. 리눅스에서는 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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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를 참조하거나 배열의 범위를 넘어서서 접근하거나 하면, 세그멘테이션 폴트라고 하는 에

러 이름으로 강제 종료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11장에서 다룬다.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발생했다면 해당 프로그램의 코드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 즉 코

드에 버그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버그를 없애기 위한 조사 및 수정 작업을 디버그(debug)라고 

한다.

디버그를 위한 가장 단순하지만 폭넓게 사용되는 기술 중 하나가 소위 printf 신공이다. printf 

신공이란, 프로그램의 내부에 printf() 함수를 심어 변수나 식의 값을 출력하여, 예상했던 값

이 출력되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리고 디버거(debugger)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디버거는 버그의 원인을 추적할 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디버거를 사용하면,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발생하는 지점을 추적하거나,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변숫값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리눅스에서 개발할 때는 gdb(GNU 

Debugger)가 많이 사용된다.

gdb의 사용법은 7장에서 다룬다.

컴파일러에 의한 코드 체크

버그가 발생한 뒤에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애초에 버그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

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버그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gcc의 -Wall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옵션을 붙이면 경고 옵션이 전부 활성화되어 인자의 수가 잘못된 점이

나 타입을 잘못 사용한 부분이 경고로 꼼꼼하게 출력된다. gcc를 사용하여 빌드할 때는 항상 

-Wall 옵션을 붙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ANSI C 스타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으면 -Wall 옵션을 사용

해도 제대로 된 확인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부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려는 독자라

면 시대가 지난 K&R 스타일1에 집착할 리가 없으나, 참고로 알아 두도록 하자.

1  옮긴이  브라이언 커닝핸(K)과 데니스 리치(R)가 1978년 출간한 《The C Programming Language》 책에서 사용한 초창기 C 언어 스

타일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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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파일러에 의한 최적화

gcc의 옵션 중에는 최적화를 수행하는 옵션도 있다. 최적화(optimization)란 것은 말 그대로 프

로그램을 ‘최적’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프로그래밍의 세계에서 ‘최적화’라고 하면 보통 ‘실

행 속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향상’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른 의미의 최적화를 말할 때는 ‘프

로그램의 크기 최적화’와 같이 명시적으로 표현한다.

gcc에는 최적화를 수행하는 수준별로 –O1(혹은 -O), -O2, -O3 옵션이 있다. 기본적으로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강력한 최적화가 수행된다. 그런데 –O3의 경우 컴파일러에 의해 버그가 

초래될 수도 있어 일반적으로 –O2를 사용한다. 여기서 ‘O’는 알파벳 대문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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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커맨드라인 인자

이어서 리눅스에서 실행 인자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리눅스 터미널에서 다음과 같

이 입력했을 때 ‘echo’는 명령어이고 ‘x y z’를 실행 인자라고 한다.

$ echo x y z

위 예에서는 실행 인자가 세 개고 ‘x’, ‘y’, ‘z’가 각각 실행 인자에 해당한다.

argc와 argv

실행 인자는 main() 함수의 인자로 프로그램에 전달된다. 처음으로 살펴봤던 Hello, World!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코드 1.2 hello.c

#include <stdio.h>

int
main(int argc, char *argv[])
{
    printf("Hello, World!\n");
    return 0;
}

여기서 argc와 argv가 실행 인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argc는 실행 인자의 개수를 담고 있

고, argv는 실행 인자의 내용을 문자열 배열 형태로 담고 있다. argv의 데이터 타입은 ‘char 타

입을 가리키는 포인터의 배열’이다. 

실행 인자로 ‘x’, ‘y’, ‘z’를 전달했을 때 argv의 구조는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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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v[0] ./ hello\0

argv[1] x\0

argv[2] y\0

argv[3] z\0

그림 1.1 argv 구조

그림을 보면 argv[0]에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입력한 명령어가 들어 있다. 따라서 argc는 언

제나 1 이상이다. 실제 프로그램에 전달된 실행 인자는 argv[1]에서부터 시작한다.

args.c
그럼, 실행 인자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코드 1.3). 프로그램의 이름은 args로 하

고 소스 코드의 파일 이름은 args.c로 한다.

코드 1.3 args.c

#include <stdio.h>
#include <stdlib.h>

int
main(int argc, char *argv[])
{
    int i;

    printf("argc=%d\n", argc);
    for (i = 0; i < argc; i++) {
        printf("argv[%d]=%s\n", i, argv[i]);
    }
    exit(0);
}

argv의 내용을 전부 확인하기 위해 argv[0] 까지도 출력하였다. 또한 return 문 대신에 exit() 

함수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종료했는데, 이를 위해 ‘#include <stdlib.h>’를 추가했다. 어떤 함

수를 위해 어떤 헤더 파일을 추가해야 하는지는 나중에 설명할 man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

다. 따라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자주 사용하는 함수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외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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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만든 소스에 대해 빌드를 수행하도록 하자.

$ gcc –o args args.c
$ ls
args    args.c    hello    hello.c

gcc의 -o 옵션은 앞서 설명했듯이 생성될 실행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는 옵션이다. 빌드가 종

료되면 다양한 실행 인자를 주어 실행해 보도록 하자.

$ ./args
argc=1
argv[0] = ./args
$ ./args x
argc=2
argv[0]=./args
argv[1]=x
$ ./args x y
argc=3
argv[0]=./args
argv[1]=x
argv[2]=y
$ ./args x y z
argc=4
argv[0]=./args
argv[1]=x
argv[2]=y
argv[3]=z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의 이름이 argv[0]에 항상 들어 있는 것과, 실행 인자를 늘리면 argc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는 실행 인자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여 실행해 보자.

$ ./args "x y z"
argc=2
argv[0]=./args
argv[1]=x y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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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셸(shell)의 기능으로, 감싼 부분을 하나의 실행 인자로 묶어 주는 효과가 있다. 다음 예도 

살펴보자.

$ ./args *.c
argc=3
argv[0]=./args
argv[1]=hello.c
argv[2]=args.c

보통 ‘*’이나 ‘?’와 같은 와일드 카드(glob 패턴)를 사용하여 파일 이름의 집합을 표현하곤 하는

데 위와 같이 파일 이름의 집합을 개별 인자로 바꿔 주는 것도 셸이 수행해 준다. 프로그램에

서 직접 해석해야 하는 윈도우와 다른 점이다.

만약에 glob 패턴을 문자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큰따옴표(")로 감싸 주

면 된다.

$ ./args "*.c"
argc=2
argv[0]=./args
argv[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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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발 환경 이야기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초를 배웠으니, 개발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 해 보겠다.

통합 개발 환경

윈도우에서는 IDE(통합 개발 환경)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리

눅스에서도 이클립스(Eclipse) 등의 IDE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책에

서는 여전히 콘솔에서 에디터와 gcc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렇게 하

는 이유는 IDE를 사용해서는 리눅스를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IDE는 기본적으

로 프로그래머가 밑바닥의 동작을 잘 몰라도 다룰 수 있게 해주는 도구다. 이 책의 목표는 시

스템을 깊숙이 이해하는 것인데 IDE를 사용해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에디터 선택

IDE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에디터를 선택해야 할까? 리눅스에서는 보통 Emacs 혹은 vi

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두 에디터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비교하는 것은 종교 논쟁과도 같

으므로 언급을 피하겠다. 두 에디터 중 무엇이든 좋아하는 것을 사용하면 된다. 물론, 그 외의 

에디터도 괜찮다.

참고로 지은이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vi를 사용하지만, 문서를 작성할 때는 Emacs를 사

용한다. 한편, 이 책의 원고는 맥 OS(Mac OS)에서 Sublime Text 2로 작성하고 있다. 그리고 윈

도우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Visual Studio)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 에디터

를 사용하는 것도 각각의 장단점을 보충할 수 있어 권장할 만하다.

C 언어의 규격

C 언어의 사양에도 세대 차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변화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예외적으

로 K&R C(1978년)에서 ANSI C(1989년) 사이에는 큰 단절이 있었다. K&R C와 ANSI C는 함수

의 작성법부터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K&R C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거의 없어졌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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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I C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1999년과 2011년에 C 언어의 규격이 개정되었다. 각각의 규격을 각각 C99, C11이라고 부

른다. 그래서 개정 전의 ANSI C를  C89라고 부르기도 한다. 보통, ANSI C 만을 이야기할 때

는 C89를 말한다. gcc는 C99와 C11의 기능 대부분을 포함한다. 

이 책은 C99를 바탕으로 하며 gcc 버전 4에서 옵션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유효한 C99의 기

능만을 다룬다. 예를 들어 long long 타입, 블록 밖에서의 변수 선언, 줄 단위 주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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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보를 얻는 방법

마지막으로 리눅스에서 C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man 명령어

먼저 알아볼 것은 man 명령어다. man 명령어는 특정 함수의 스펙을 조사할 때 매우 유용하

다. 예를 들어 strlen()이라는 함수에 대해 알고 싶으면, 콘솔에서 ‘man strlen’이라고 입력하면 

된다. 

man 페이지는 내용에 따라 여러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섹션의 의미는 표 1.2와 같다.

표 1.2 리눅스 man 페이지의 섹션 구분

섹션 분류

1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나 셸 명령어

2 시스템 콜

3 라이브러리 함수

4 특별한 파일들(디바이스 파일 등)

5 파일 포맷

6 게임

7 규격 등

8 시스템 관리용 명령어

‘시스템 콜’이나 ‘라이브러리 함수’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장부터 설명할 것이니 지금은 이런 

섹션이 있다는 정도로 넘어가도 좋다. 

콘솔에서 ‘man strlen’이라고 입력하면, 섹션 1부터 차례대로 조사해서 제일 먼저 발견한 섹션

의 페이지를 표시해 준다. 그리고 ‘man 3 strlen’와 같이 중간에 섹션 번호를 넣으면, 해당 섹션

에 한해서만 검색한다. 

여러 섹션에 동일한 이름의 페이지가 존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printf’의 경우 섹션 1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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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 그래서 ‘man printf’라고 하면 제일 먼저 발견되는 섹션 1이 표시된다. 그래서 라이브

러리 함수와 관련된 printf를 보고 싶으면 ‘man 3 printf’라고 입력해야 한다. 

이러한 man의 섹션 번호는 리눅스나 유닉스와 관련된 문서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예를 들어, 

명령어 printf는 printf(1)이라고 하고 라이브러리 함수 printf는 printf(3)이라고 표시하는 식이다. 

이 책에서도 이와 같은 표기법을 사용할 것이다.

info

GNU가 만든 info라고 하는 문서 시스템도 있다. 특히, GNU libc의 경우는 man보다 info를 

먼저 참고해야 한다. man을 보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면 info 문서를 참조하도록 한다. 다

만, info 문서를 탐색하는 방식이 생소할 수 있다. 내용 대부분이 웹 사이트에도 공개되어 있으

니 웹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더 편할 것이다.

웹

예전에는 유닉스에 관련된 정보를 얻는 방법이 man, info 혹은 유즈넷이 전부였다. 지금은 인

터넷에 많은 정보가 존재한다.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이 좋

다. 물론, 잘못된 정보나 비효율적인 방법이 적힌 신뢰할 수 없는 웹상의 정보도 존재한다. 따

라서 웹 검색으로 문제 해결의 단서를 찾았다면 보다 정확한 공식 문서 등에서 한 번 더 확인

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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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에서는 리눅스의 세 가지 중요 개념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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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파일 시스템

리눅스의 세 가지 중요 개념 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파일 시스템부터 알아보자.

파일

파일 시스템은 파일을 다루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파일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는 파일(file)부터 

알아야 한다. 그러나 파일이란 용어가 생각보다 어렵다. 리눅스에서의 파일은 다음 세 가지 경

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 넓은 의미의 파일

2. 좁은 의미의 파일

3. 스트림

스트림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하므로 이번 절에서는 1번과 2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

록 하자.

넓은 의미의 파일

다음과 같이 리눅스의 특정 폴더에서 ls를 입력해 보자.

$ ls /etc
                   ∙                   ∙                   ∙
dconf                 kernel-img.conf    profile                 updatedb.conf
debconf.conf          kerneloops.conf    profile.d               update-manager
debian_version        ldap               protocols               update-motd.d
default               ld.so.cache        pulse                   update-notifier
deluser.conf          ld.so.conf         python                  UPower
                   ∙                   ∙                   ∙

여기에는 텍스트 파일(예를 들면 profile)도 있고, 바이너리 파일(예를 들면, ld.so.cache)도 있다. 

또한 디렉터리도 있고 심볼릭 링크도 있다. 이들을 서로 다른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리눅스의 세 가지 중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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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전부 ‘파일’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ls로 표시되는 모든 것이 파일이다. 이때의 파일을 넓

은 의미에서의 파일이라 할 수 있다.

파일의 종류

넓은 의미의 파일을 세분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보통 파일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데이터가 들어 있는 파일을 말한다. 이를 영어로 regular file 혹은 

normal file이라 한다. 좁은 의미에서 파일의 정의는 이러한 보통 파일만을 파일로 간주한다. 

사람이 봤을 때는 보통 파일을 텍스트 파일, 영상 파일, 이미지 파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커

널의 관점에서는 그저 모두 보통 파일일 뿐이다.

윈도우의 경우에도 텍스트 파일과 영상 파일이 전부 구별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파일의 확

장자(예를 들어 파일 끝의 .txt)를 보고 구별하여 다루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의 확장

자를 .jpg로 바꾸면 해당 파일을 이미지 파일로 다루고자 한다. 

 디렉터리

디렉터리(directory)는 다른 파일(넓은 의미의 파일)들을 담아 둘 수 있는 파일이다. 유닉스에서는 

전통적으로 디렉터리의 데이터를 단순한 바이트 열로 읽는 것이 가능했지만 리눅스에서는 금

지했다.

 심볼릭 링크

심볼릭 링크(symbolic link)란, 다른 파일을 가리키는 파일을 말한다. 소프트 링크(soft link)라고

도 한다. 심볼릭 링크 파일을 열면, 커널이 자동으로 연결된 파일을 열어 준다. 심볼릭 링크를 

사용하면 파일이나 디렉터리에 다른 이름, 즉 별명을 부여할 수 있다. 

리눅스에서 로그 파일은 일반적으로 /var/log에 쌓이는데, 배포판에 따라서는 /var/adm에 쌓

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배포판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은 /var/adm에 로그 파일이 쌓이도록 

코딩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var/log에 로그 파일을 쌓는 시스템에서 돌리고자 

할 때 심볼릭 링크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즉 /var/adm을 /var/log로 심볼릭 링크를 걸어 놓으면, /var/adm으로의 접근이 /var/log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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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이다. 따라서 코드를 고치지 않고 양쪽 시스템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디바이스 파일

디바이스 파일(device file)이란, 디바이스(하드웨어)를 파일로 표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디바이

스 파일 /dev/sda는 첫 번째 SSD 혹은 HDD를 의미한다. 따라서 5장 이후에 소개할 API를 사

용하여 이 파일에 접근하면 SSD나 HDD에 기록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실제로 해 보지는 말도록 한다.

디바이스 파일은 다루는 하드웨어에 따라 문자 디바이스 파일(character device file)과 블록 디바

이스 파일(block device filie)이 있다. 차이점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 접근할 수 있는지다.  

예를 들어 SSD와 HDD는 대표적인 블록 디바이스다. 그리고 프린터나 모뎀은 문자 디바이스다. 

그런데 디바이스 파일 중에 대응하는 디바이스가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dev/null의 

경우, 분명 디바이스 파일이지만 내용은 언제나 비어 있고 무엇을 써도 공중에 사라져 버리

는 신기한 파일이다. 마찬가지로 실제 물리적 디바이스가 없는 디바이스 파일로 /dev/zero와 /
dev/random 등이 있다. 

 명명된 파이프

명명된 파이프(named pipe)는 프로세스 간 통신에 사용하는 파일이다. FIFO라고도 불린다. 명

명된 파이프는 사용 빈도가 높지 않으므로 이 책에서 다루지 않겠다.

 UNIX 도메인 소켓

유닉스 도메인 소켓(UNIX domain socket)도 프로세스 간 통신에 사용하는 파일이다. 현재는 

TCP 소켓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이 책에서 다루지 않겠다.

메타 정보

파일에는 데이터 그 자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존재한다.

 파일의 종류(보통 파일인지, 디렉터리인지)

 권한

 크기

 마지막 수정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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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는 ‘ls –l’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ls -l /etc
total 1172
drwxr-xr-x  3 root root    4096 Jul 20  2016 acpi
-rw-r--r--  1 root root    3028 Jul 20  2016 adduser.conf
drwxr-xr-x  2 root root    4096 Aug 12 03:46 alternatives
-rw-r--r--  1 root root     401 Dec 29  2014 anacrontab
drwxr-xr-x  3 root root    4096 Aug  7 15:08 apache2
-rw-r--r--  1 root root     112 Jan 10  2014 apg.conf
drwxr-xr-x  6 root root    4096 Jul 20  2016 apm
drwxr-xr-x  3 root root    4096 Jul 22 19:39 apparmor
drwxr-xr-x  8 root root    4096 Jul 22 19:40 apparmor.d
drwxr-xr-x  5 root root    4096 Jul 22 19:39 apport
-rw-r--r--  1 root root     389 Apr 18  2016 appstream.conf
                     ∙                     ∙                     ∙
drwxr-xr-x  2 root root    4096 Aug  7 14:54 zsh

권한

파일 종류 하드 링크 수 파일 크기

소유자 그룹 갱신 시각 파일명

 

파일에 대한 특징 정리

지금까지 파일에 대해 살펴봤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파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어떤 데이터를 보유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파일은 어떠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보통 파일의 경우에는 

텍스트나 이미지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디렉터리는 그 내부 파일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메타 정보가 있다

파일에는 수정 시각 등의 메타 정보가 붙어 있다.

 이름(경로)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름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빠뜨릴 수 없는 파일의 특징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파일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는 파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바로 파일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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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시스템과 마운트 

파일 시스템은 어디에 있을까? 물론, SSD나 HDD, USB 메모리처럼 물리적인 기억 장치에 존

재한다. 예를 들어 SSD나 HDD의 경우, 먼저 디스크를 파티션(partition) 단위로 나눠 그 위에 

파일 시스템을 얹어서 마운트(mount)하면 거대한 디렉터리 트리가 생성된다.

mount 명령어를 사용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어떤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

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지은이의 시스템에서 mount 명령어를 실행한 결과다. 아무런 옵

션을 주지 않으면 출력이 너무 많아져서 ‘-t ext4’ 옵션을 붙였다.

$ mount -t ext4
/dev/sda1 on / type ext4 (rw,relatime,errors=remount-ro,data=ordered)

지은이의 컴퓨터에는 파티션이 하나밖에 없어서 한 줄만 나왔다. 파티션이 더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더 출력될 것이다. /dev/sda1은 디스크의 파티션에 대응하는 디바이스 파일의 이름이

다. 그것이 루트 경로(/)에 마운트되어 있고 ext4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운영체제에서도 파일 시스템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다. 다음은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 몇 가지를 나타낸 표다.

표 3.1 다양한 파일 시스템

종류 특징

ext4 현재 리눅스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파일 시스템

xfs 구 SGI 사가 제공한 저널링 파일 시스템

btrfs 리눅스 향 copy-on-write B tree 파일 시스템

앞서 mount 명령어를 사용할 때 ‘-t ext4’와 같은 옵션을 붙였었는데, –t 옵션은 특정 타입의 

파일 시스템만을 출력하도록 하는 옵션이다.

이 외에도 procfs, tmpfs, devfs 등의 파일 시스템이 있다. 이들은 ext4나 btrfs와는 다소 다른 

파일 시스템으로, 물리적인 디바이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타입의 파일 시스템을 가상 

파일 시스템(pseudo file system)이라 한다. 이에 대해서는 9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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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프로세스

이어서 리눅스의 세 가지 중요 개념 중 두 번째인 프로세스(process)에 대해 알아보자.

프로세스

‘프로세스’란, 간단히 말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말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이란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이전 장에서 만든 hello는 프로그램이다. 이

것을 실행하면 그때마다 새로운 hello 프로세스가 만들어진다. 즉,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새로운 프로세스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콘솔에서 ‘ps –ef’를 실행해 보면 현재 시스템에서 수행 중인 프로세스 목록이 표시된다. 지은

이의 컴퓨터에서 ‘ps –ef’를 실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ps -ef
UID      PID PPID C STIME TTY         TIME CMD
root       1    0 0 Aug01 ?       00:00:02 /lib/systemd/systemd --system --deserialize 20
root       2    0 0 Aug01 ?       00:00:00 [kthreadd]
                 ∙                 ∙                 ∙
root     944    1 0 Aug01 ?       00:00:01 /usr/bin/prltoolsd -p /var/run/prltoolsd.pid
root     947  944 0 Aug01 ?       00:00:02 /usr/bin/prltoolsd -p /var/run/prltoolsd.pid
root     954  944 0 Aug01 ?       00:00:05 prlshprint
root     956  944 0 Aug01 ?       00:00:00 prltimesync
root    1097    1 0 Aug01 ?       00:00:00 /usr/sbin/lightdm
root    1133 1097 0 Aug01 tty7    00:01:07 /usr/lib/xorg/Xorg -core :0 -seat seat0 -auth
root    1134    2 0 00:11 ?       00:00:00 [kworker/0:2]
root    1138    1 0 Aug01 tty1    00:00:00 /sbin/agetty --noclear tty1 linux
                 ∙                 ∙                 ∙

다양한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오른쪽에 표시되는 내용이 해당 프

로세스가 실행될 때의 프로그램 이름과 실행 인자다.

앞서 설명했듯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 위 ps 출력 

결과에도 /usr/bin/ptltoolsd가 두 번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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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ID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프로그램의 이름만으로는 

프로세스를 서로 구별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앞의 예에서도 prltoolsd라는 프로그램 이름으로 

만들어진 프로세스가 두 개 있었다.

여기서 도움이 되는 것이 프로세스 ID(process ID)다. ps 명령어의 출력 결과에서 왼쪽에서 두 번

째 열에 표시되는 것이 각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ID다. 프로세스 ID는 시스템에서 돌고 있는 

모든 프로세스 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할당된 번호다. 따라서 프로세스 ID를 사용하여 특정 

프로세스를 지정할 수 있어 유일하다(unique)고 말할 수 있다.

시그널

프로세스 ID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예로 시그널(signal)이 있다.

Ctrl  + C 를 눌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멈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때 사용된 기능이 바로 

시그널이다. Ctrl  + C 를 누르면 커널이 해당 프로세스에 인터럽트 시그널(SIGINT)을 보내, 이

를 전달받은 프로세스가 자발적으로 종료한다. 이 동작에 대해서는 4장에서 설명하는 단말과 

12장에서 설명하는 프로세스 그룹을 거쳐 13장까지 읽어야 완벽한 이해가 가능하다.

시그널은 유닉스에서 예전부터 존재했고, 리눅스 프로그래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한다.



제 장5
스트림 관련 시스템 콜

이번 장부터 리눅스의 세 가지 중요 개념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실제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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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이번 장에서 다루는 내용

리눅스의 세 가지 개념 중 제일 먼저 ‘스트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스트림과 관련

된 시스템 콜과 라이브러리 함수 중 더 밑바닥에 있는 시스템 콜부터 다루도록 하겠다. 다른 

서적에서는 활용도가 더욱 높은 라이브러리 함수를 먼저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책은 내

부 구조를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커널에 더 가까운 쪽의 시스템 콜을 먼저 설명

하도록 하겠다. 이번 장에서 소개하는 시스템 콜은 다음과 같다.

 스트림에서 바이트 열을 읽는 read

 스트림에 바이트 열을 쓰는 write

 새로운 스트림을 생성하는 open

 사용 완료한 스트림을 닫는 close

리눅스(유닉스)의 입출력은 대부분 이 네 개의 시스템 콜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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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파일 디스크립터

프로세스에서 파일을 읽거나 쓸 때 혹은 다른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스트림을 사

용한다고 설명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에서 스트림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해 파일 디스크립터(file descriptor)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커널이 스트림을 열 때 

부여하는 번호다(그림 5.1).

커널

스트림 a …… 0
스트림 b …… 1
스트림 c …… 2
스트림 d …… 3
스트림 e …… 4

프로세스

파일 디스크립터

1

그림 5.1 파일 디스크립터

커널이 만들어 준 스트림의 번호(파일 디스크립터)를 알아야 스트림을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

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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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표준 입력, 표준 출력, 표준 에러 출력

보통 셸을 통해 프로세스가 생성되는 경우, 세 개의 스트림이 기본으로 생성되며, 이에 대한 

파일 디스크립터 값이 미리 할당된다. 이 세 개의 스트림이란 표준 입력(standard input), 표준  

출력(standard output) 그리고 표준 에러 출력(standard error output)이다. 이들 스트림은 각각 파일 

디스크립터 0번, 1번, 2번에 할당된다. 이 값에 대한 매크로도 준비되어 있는데 각각 STDIN_

FILENO, STDOUT_FILENO, STDERR_FILENO다.

표준 입력과 표준 출력

표준 입력과 표준 출력을 잘 활용하면 리눅스 명령어를 조합하여 고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

다. 여러 명령어를 파이프로 연결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도 각 명령어가 표준 

입력에서 데이터를 읽어 들이고 처리 결과를 표준 출력에 쓰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의 

‘표준’은 ‘디폴트’에 가까운 의미다. 표준 입력은 프로그램의 디폴트 입력 소스이며, 표준 출력

은 디폴트 출력지라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자. cat 명령어를 단독으로 실행하는 경우 표준 입

력은 단말(키보드 입력)에 연결되고, 표준 출력도 역시 단말(화면)에 연결된다(그림 5.2). 

표준 입력

단말(키보드) 단말(디스플레이)

표준 출력
cat

프로세스

$ cat

스트림스트림 스트림스트림

그림 5.2 표준 입출력(1)

이 경우 엔터 키를 누를 때마다 키보드를 통해 입력한 내용이 단말에 그대로 표시된다.

이번에는 특정 파일을 cat의 표준 입력으로 리다이렉트해 보자(그림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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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입력

단말(디스플레이)

표준 출력
cat

프로세스

파일

hello.c

$ cat < hello.c

스트림스트림 스트림스트림

그림 5.3 표준 입출력(2)

파일의 내용이 cat 명령어의 표준 입력으로 연결되었고, 표준 출력은 화면으로 연결되었다. 이 

경우 파일의 내용이 단말에 표시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cat 명령어는 파일에서 읽어 들이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표준 입력 스트림에 파일을 연결하는 작업은 셸이 하므로 cat 명령어는 

스트림 끝에 연결된 파일을 의식하지 않고 실행된다.

마지막으로 셸의 강력한 기능이라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사용한 예를 살펴보자. grep 명령

어와 head 명령어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한 예가 그림 5.4에 표현되어 있다.

표준 입력 표준 입력

단말(디스플레이)

표준 출력 표준 출력
grep

프로세스
head

프로세스

파일

hello.c

$ grep print < hello.c ┃ head

(파이프라인)

스트림스트림 스트림스트림 스트림스트림

그림 5.4 표준 입출력(3)

이 경우에도 grep 명령어와 head 명령어는 각각 표준 입력에서 데이터를 읽고 표준 출력에 쓰

는 일을 할 뿐이다. 그러나 서로 독립적인 프로그램의 입력과 출력을 연결함으로써 더 유용한 

데이터 처리를 해내고 있다. 이는 각 리눅스 명령어가 ‘표준 입력에서 읽고 표준 출력에 쓴다’

라는 약속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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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에러 출력

표준 에러 출력은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해 사용한다. 표준 에러 출력이 필요한 이유도 역

시 파이프라인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 출력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다음 프로그램의 

표준 입력에 연결된다. 따라서 에러 메시지를 표준 출력으로 내보내면 사람이 에러 발생을 알

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여분의 스트림을 준비해서 일반 메시지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표준 출

력으로 보내고, 에러 메시지는 표준 에러 출력으로 출력하도록 한 것이다.

표 5.1에 표준 입력, 표준 출력, 표준 에러 출력에 대해 정리해 놓았다.

표 5.1 표준 입출력 스트림 정리

파일 디스크립터 매크로 의미

0 STDIN_FILENO 표준 입력, 기본 입력 스트림

1 STDOUT_FILENO 표준 출력, 기본 출력 스트림

2 STDERR_FILENO 표준 에러 출력, 별도 메시지 출력용



695.4 스트림 읽기 및 쓰기

5.4 스트림 읽기 및 쓰기

스트림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기 위해 read()와 write()라는 시스템 콜을 사용한다.

read(2)

스트림에서 바이트 열을 읽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 콜이 read()다.

#include <unistd.h>
 
ssize_t read(int fd, void *buf, size_t bufsize);

책에서 처음으로 API를 설명하기 때문에 표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우선 ‘read(2)’에서 ‘(2)’는 시스템 콜을 의미한다. 1.7절에서 설명한 man 명령어의 섹션 번호에 

해당한다. 앞으로도 ‘read(2)’나 ‘fgets(3)’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기 바

란다. 

그리고 위와 같이 #include가 있는 경우는 API를 사용하기 위해 해당 헤더 파일을 포함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read(2)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unistd.h를 include해야 한다. 

또, 위 API를 보면 반환값의 타입으로 ssize_t, 인자의 타입으로 size_t가 사용되었다. 이들은 

모두 sys/types.h에 정의된 자료형으로 정수형의 별명(alias)에 지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int 타입 

또는 long 타입이다. ssize_t는 부호가 있는 정수형이고, size_t는 부호가 없는 정수형으로 정의

되어 있다. 

이렇게 타입 이름을 정의하는 이유는 사용하는 운영체제나 컴퓨터(CPU) 그리고 커널의 버전

에 상관없이 하나의 소스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다. 실제 커널 버전에 따라 실제 사용되는 

타입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헤더에 선언된 타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계속해서 read(2)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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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에서는 리눅스의 3대 개념 중 마지막 하나인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본다. 

그런데 프로세스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하드웨어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얼핏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프로세스와 하드웨어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프로세스와 하드웨어

장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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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 프로세스란 무엇인가?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컴퓨터의 물리적인 구조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컴퓨터의 구조

컴퓨터의 물리적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그려보면 그림 11.1과 같다.

버스

CPU 메모리

HDD, SSD

디스플레이, 키보드, 마우스…

그림 11.1 컴퓨터 구조

물리적으로 본 컴퓨터의 중심에는 버스(bus)가 있다. 이 ‘버스’는 도로를 달리고 있는 ‘버스’와 

유사하다. 컴퓨터 내부에서 각종 데이터가 각 장치 사이를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

게 이름이 붙여졌다. 인간의 몸에 비유하면 버스는 척추와 중추 신경에 해당한다.

메모리(memory)는 0 또는 1(비트)의 열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다. 보통 8비트를 1바이트로 통합

하므로 바이트 열을 저장한다고 할 수도 있다. 바이트를 담을 수 있는 상자마다 번호가 매겨

져 있어 그 번호를 통해 그 내용물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번호를 메모리의 주소(address)

라고 한다.

CPU(Central Processing Unit)는 메모리상에 있는 프로그램의 명령에 따라 메모리에 저장된 바이

트 열을 바꿀 수 있는 장치다. CPU의 내부에는 레지스터(register)라는 작은 저창 장치가 있다. 

CPU는 메모리부터 레지스터에 데이터를 복사하여 연산을 수행한 후, 다시 메모리에 되돌려서 

메모리의 값을 바꾼다. 또한, CPU는 버스를 통해 다양한 장치와 통신한다. CPU와 메모리를 

합치면 인간의 두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컴퓨터를 논리적으로 볼 때 그 중심에 있는 것이 CPU와 메모리다. 작은 컴퓨터에서 슈퍼컴퓨

터까지 모든 컴퓨터는 CPU와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



제11장 프로세스와 하드웨어206

다른 장치들도 모두 버스에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ard disk drive, 

HDD)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olid state drive, SSD), 키보드, 마우스, 디스플레이 등이 버스

에 연결되어 있다.

HDD나 SSD는 메모리처럼 바이트 열을 저장하는 장치지만, 메모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일정한 바이트 단위로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컴퓨터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는 보관된다.

 일반적으로 용량이 훨씬 크다.

 속도가 메모리보다 느리다.

키보드나 마우스에는 바이트 열을 기억하는 기능이 없다. 대신 CPU와 바이트 열을 주고받을 

수 있다. 키보드는 이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누른 키에 맞는 바이트 열을 CPU에 보낸다. 그러

면 CPU는 키보드의 키가 눌러졌음을 인지하고 디스플레이에 바이트 열을 보내어 화면에 표

시한다.

기계어

CPU는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의 명령에 따라 동작한다. 메모리에 있다는 것은 그것이 바이

트 열임을 의미한다. 이 바이트 열은 프로그래머에 의해 작성한 코드가 최종적으로 변환된 형

태에 해당한다. 이렇게 CPU가 읽어 들이는 바이트 열의 규칙 체계를 기계어(machine language)

라고 한다. 비트의 나열도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컴퓨터의 세계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8장에서 설명한 정규 표현식도 일종의 언어라고 볼 수 있다.

CPU가 직접 읽고 실행할 수 있는 언어는 기계어뿐이다. C 언어로 작성된 코드도 일단 기계어

로 변환된 후에야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가 있다. 사실 이것이 컴파일과 빌드가 기계어로 변환

되는 작업에 해당한다. 빌드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다.

기계어는 CPU 유형별로 다르다. 그러나 어떤 기계어든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가지

고 있다.

 메모리로부터 바이트 읽기

 메모리에 바이트 쓰기



20711.1 프로세스란 무엇인가?

 사칙 연산(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비트 전환

 원시적인 조건 분기(C 언어의 if문과 goto문을 합친 것 같은 기능)

하드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나치게 자세한 내용까지 설명하지

는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음 사항을 이해하고 넘어가기 바란다.

 모든 컴퓨터에 CPU와 메모리가 있다.

 메모리에는 비트열이 저장된다.

 CPU는 메모리의 내용을 가공한다.

 버스를 통해 디바이스와 비트열을 송수신한다.

다양한 컴퓨터 아키텍처

이 세상에는 다양한 기계어가 존재한다. CPU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별로 컴퓨터 설계 방식, 

즉 컴퓨터 아키텍처(computer architecture)가 달라 서로 다른 기계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재 개인용 컴퓨터에서 패권을 쥐고 있는 컴퓨터 아키텍처는 x86이다. x86은 인텔(Intel)사가 

개발한 아키텍처로 16비트에서 시작하여 64비트까지 성장한 역사가 긴 아키텍처다. 맥 OS X

이 x86로 변경된 시점에서 전 세계의 개인용 컴퓨터는 대부분 x86이 되었다.

x86 이외에 스마트폰의 양대 산맥인 안드로이드 및 iOS에 채용된 ARM 아키텍처(ARM 

architecture)가 있다. ARM은 소비 전력이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같은 임베

디드 시스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컴퓨터 아키텍처라고 하면 ‘32비트 아키텍처’나 ‘64비트 아키텍처’ 같은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이에 대한 설명은 필요한 배경 지식을 살펴본 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다.

멀티태스크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다.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으로, 리눅스와 같은 운영체제에서는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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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멀티태스크(multi-task)라고 한다.

지금은 대부분의 범용 운영체제가 기본으로 멀티태스크를 지원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

의 CPU와 메모리가 있을 때 어떤 한순간에 돌아갈 수 있는 프로세스는 오직 한 개뿐이다. 그

러나 만약 CPU와 메모리의 조합을 늘린다면,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돌릴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ps –ef’를 실행해 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십, 수백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돌아

가고 있다. 아무리 멀티코어 CPU의 시대여도 이만큼 물리적인 CPU와 메모리를 가지고 있기

는 힘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CPU와 메모리가 하나씩밖에 없어도 개별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전용 

CPU와 메모리가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한 기술들이 연구되었다. 현대 컴퓨터에서는 하드웨어와 

커널이 협력하여 그러한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여기서 ‘가상 CPU’와 ‘가상 메모리’라는 개

념이 등장한다.

가상 CPU와 가상 메모리

가상 CPU와 가상 메모리를 만들어내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CPU의 경우에는 매우 짧은 시간 단위, 예를 들면 0.001초 주기로 실행하는 프로세스를 전환

한다. 그러면 프로세스는 자기만을 위한 CPU가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메모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단순히 전체 메모리를 프로세스별로 나누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대신에 커널은 각 프로세스에 0번지부터 시작하는 가상의 메모리 주소 공간

(address space)을 제공해 준다. 그러면 각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가상의 주소는 실제 접근이 일

어날 때 커널에 의해 실제 메모리 주소로 변환된다. 이때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주소를 논리 

주소(logical address), 실제 주소를 물리 주소(physical address)라고 한다.

이렇게 각 프로세스마다 별도의 논리적인 주소 공간을 사용하면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도 향

상된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다른 프로세스의 메모리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프로

세스가 비정상적으로 동작해도 다른 프로세스의 메모리 내용을 손상할 수 없다. 문제가 되는 

프로세스를 죽이면 된다.

이상의 구조를 정리한 것이 그림 1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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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CPU

메모리

0x0,0x1...

0x0,0x1,.... .....Oxffffffff

프로세스

CPU

메모리

0x0,0x1...

프로세스

CPU

메모리

0x0,0x1...

메모리

프로세스

CPU

메모리
논리 주소

물리 주소

0x0,0x1...

프로세스

차례로 실행

그림 11.2 가상 CPU와 가상 메모리

가상 CPU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돌아가는 구조를 더 상세하게 알아보자. 우선 CPU부터 생각해 

보겠다.

CPU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빠르게 교체되는데, 이때 각 프로세스에 할당되는 시간을 타

임 슬라이스(time slice)라고 한다. 치즈 슬라이스를 연상해 보면 타임 슬라이스는 ‘시간을 잘게 

자른 토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프로세스별로 우선순위가 달라 타임 슬라이스를 동일하게 부여받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nice 

명령어로 우선순위를 낮게 주고 기동한 프로세스는 CPU가 바쁠 때는 타임 슬라이스를 부여

받지 못한다. 또한, read()와 같은 API를 사용하여 디스크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들이는 프로

세스도 타임 슬라이스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커널에서 프로세스에 타임 슬라이스를 배분하

는 주체를 스케줄러(scheduler) 혹은 디스패처(dispatcher)라고 한다.

가상 메모리

다음으로 메모리에 대해 알아보자.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은 4KB 또는 8KB 크기의 페이지(page) 단위로 관리된다. 물리 주소와 

논리 주소의 매핑도 페이지 단위로 관리된다. 프로세스별 주소 공간이 물리 메모리에서 연속

적이지는 않다. 실제로는 페이지별로 위치가 다 다르다(그림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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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0x0,0x1...

0x0,0x1...

...0xffffffffffffffff
논리 주소 공간

...0xffffffffffffffff

물리 주소 공간

그림 11.3 논리 주소와 물리 주소의 대응

그림 11.3에서 물리적 주소로 매핑되지 않은 페이지도 있는 것에 주목하기 바란다. 물리적 주

소와 매핑되지 않은 논리적 주소의 경우, 필요할 순간에 물리적 주소를 할당받거나 의도적으

로 접근 금지 페이지로 남겨 둔 경우도 있다.

리눅스에서 접근이 금지된 페이지에 프로세스가 접근하면, 커널은 프로세스에 시그널 SIG 

SEGV를 보낸다. 이것이 1장에서 소개한 세그멘테이션 폴트(segmentation fault)다. 신호 SIGSEGV 

에 대해서는 13장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참고로, 리눅스에서 NULL 포인터를 참조하면 반드시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발생한다. 이때 

NULL 포인터에 대한 접근을 확실하게 검출하기 위해서 리눅스 커널이 의도적으로 논리 주소

의 처음 몇 페이지에 물리적 주소를 할당하지 않은 채로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논리 주소가 반드시 물리적 주소를 할당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주소 공간은 실제로 컴퓨터가 

장착하고 있는 물리 메모리보다 큰 크기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PC에 탑재되는 

물리 메모리의 크기가 2GB에서 64GB 정도임에 반해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의 크기는 약 172

억GB(16 엑사바이트)에 해당한다. 

64비트 아키텍처

주소 공간의 크기인 ‘약 172억GB’는 어떻게 계산된 것일까? 이 값은 부호가 없는 64비트 정수

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크기에 해당한다. 즉, 64비트 포인터로 표현할 수 있는 주소 공간인 것

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64비트 주소 공간과 64비트 레지스터를 가진 컴퓨터 아키텍처를 64

비트 아키텍처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AMD64 및 x86-64 또는 x64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거의 동일하다. AMD64 아키텍

처의 CPU는 64비트 레지스터 16개를 가지고 있으며, x86 아키텍처의 약점을 어느 정도 보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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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x86의 32비트 아키텍처인 IA-32와 호환성이 있어 기존 프로그램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다. 

AMD64용 리눅스에서는 포인터와 long은 64비트고 int가 32비트인 LP64 모델(LP64 model)이 

채택되었다. 이에 반해 IA-32용 리눅스에서는 int, long, 포인터가 전부 32비트였다.

가상 메모리 메커니즘의 응용

가상 메모리를 응용한 메커니즘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페이징(paging)

 메모리 맵 파일(memory mapped file)

 공유 메모리(shared memory)

순서대로 알아보겠다.

 페이징

페이징(paging)은 디스크(HDD나 SSD 등)를 물리 메모리 대신에 사용하는 메커니즘

이다. 동작 원리는 다음과 같다.

물리 메모리가 부족하게 되면, 커널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 페이지를 선정하여 스

토리지에 기록하고, 논리 주소와의 매핑을 해제해 버린다. 그러다가 프로세스가 그 

페이지가 필요하면 그 순간에 커널이 프로세스를 중지하고 스토리지에서 페이지를 

읽어 들이고, 논리 주소와 매핑한 후 프로세스를 재개한다. 따라서 프로세스는 메

모리의 내용이 스토리지에 보관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수행하게 된다.

참고로, 위와 같은 작업을 페이지 단위로 수행하는 것이 페이징이고, 프로세스 단

위로 하는 경우를 스와핑(swapping)이라고 한다. 그러나 페이징과 스와핑을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메모리 맵 파일

메모리 맵 파일(memory mapped file)은 파일을 메모리에 매핑하여 메모리를 읽으면 

파일을 읽은 것이 되고, 메모리에 쓰면 파일에 쓰는 것이 되게 하는 메커니즘이다. 

메모리 맵 파일을 사용하면 파일에 랜덤 액세스하는 코드를 단순화할 수 있다.

메모리 맵 파일의 경우는 페이징과 반대로 처음에는 논리 주소와 물리 주소 사이

에 아무런 매핑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다 액세스가 있는 시점에서 커널이 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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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에 읽어 들이고 그 메모리를 논리 주소에 매핑한다. 그리고 프로세스가 사

용 완료를 통지하면 논리 주소와 물리 주소의 매핑을 해제하고 메모리의 내용을 

파일에 쓴다.

파일을 메모리에 매핑할 때 사용되는 시스템 콜이 mmap()이다. 사실 mmap()은 

가상 메모리 메커니즘 자체에 대한 인터페이스로, 이를 메모리 맵 파일에 응용하

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mmap()의 사용법은 ‘man mmap’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유 메모리

공유 메모리(shared memory)는 이름 그대로 특정 범위의 물리 메모리를 여러 프로

세스에서 공유하는 메커니즘이다.

논리 주소에 관해 설명할 때 프로세스별로 메모리 공간이 원천적으로 분리되어 있

어 안전하다고 했지만, 메모리를 공유하는 게 더 편리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거대한 이미지 데이터를 여러 프로세스에서 편집하고 싶은 경우가 그렇다. 실제로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인 GIMP나 X 윈도우 시스템 서버는 공유 메모리를 사용하

여 처리를 고속화하고 있다.

공유 메모리의 구조는 매우 간단한데, 하나의 물리 메모리 페이지를 두 프로세스

의 논리 주소에 매핑하는 것뿐이다. 구체적인 API로는 mmap(), POSIX 공유 메모

리, System V 공유 메모리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mmap()은 가상 메모리 메커니즘에 대한 인터페이스이므

로, 공유 메모리를 만드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System V 공유 메모리는 예전부

터 있던 API로, POSIX 공유 메모리는 그것을 개선한 API다. 따라서 공유 메모리

를 사용해야 할 때는 POSIX 공유 메모리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다.

주소 공간의 구조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은 용도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리눅스에서는 다음과 같다.

 텍스트 영역

텍스트(text) 영역이란 기계어 코드, 즉 프로그램 코드가 배치되는 공간을 의미 

한다.

 데이터 영역

데이터(data) 영역에는 전역 변수나 함수 내 정적 변수 중에서 초깃값이 있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