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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IT 업계 엔지니어라면 누구든 기본적인 부분은 다룰 수 있어야 하는 분야가 여럿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리눅스이다. 요즘은 업무용 프로그램, 게임, 전자책 할 것 없이 

네트워크가 있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대다수를 이룬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기반

이 되는 서버 관련 지식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서버를 조작하기 

위한 막강한 운영체제 중 하나인 리눅스에 관한 지식 또한 함께 중요시되고 있다. 

시중에 리눅스 관련 서적은 많으나 실제로 리눅스 운용에 도움이 되는 보석 같은 

서적은 그리 많지 않다. 그중에서도 이 책은 이공계의 메카 중 하나인 일본에서 상당

히 평가가 좋은 리눅스 관련 도서로서, 역자도 번역 의뢰를 받기 전까지 일본의 지인

들로부터 몇 차례 추천을 받은 도서였다. 그래서 번역 의뢰가 왔을 때 매우 기뻤고, 

해외 양서를 번역하여 한국의 IT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감과 보람을 

느끼며 번역에 임할 수 있었다.

이 책의 특징 중 하나는 ‘실전형’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내용을 단순

히 암기하듯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독자가 설계, 코딩, 테스트 등을 하며 몸으로 

익히는 부분이 많다. 또 상당히 넓은 범위의 지식을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리눅스의 

기본이 되는 부분도 잘 설명해 두어 책 제목대로 오랫동안 리눅스 관련 작업의 기반

이 될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도와준다. 중간마다 소개된 리눅스의 역사와 관련된 재미

있는 이야기, 그리고 필자의 개인적인 에피소드도 책을 읽는 독자가 즐겁게 리눅스

를 익힐 수 있게 해준다.

일반적으로 리눅스 관련 서적들은 단순히 커맨드를 나열해 두고 사용법 등을 설명

하는 서적이 주를 이루는데, 이 책은 그것을 넘어서서 리눅스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

어나는지도 자세히 설명하여 근본적으로 리눅스를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

를 들어, HA 클러스터의 연습은 가상환경에서 하는 것이 간편한데, 이 책에서는 가상

환경에 대한 설명부터 HA 클러스터에 대한 연습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설명

까지 친절히 소개해 두어서 다른 도서에서는 보기 어려운 꼼꼼함을 느낄 수 있다. 덤



x

으로 책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 저자의 인생 이야기에서는 리눅스에 관련된 지식뿐만 

아니라 인생에 관한 지혜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의 숨은 장점이라고 생각된다.

역자도 이 도서를 번역하며 리눅스의 핵심에 다가서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

으며, 또 그만큼 이 책이 업계의 많은 분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첫 장부터 리

눅스를 ‘공부’한다는 마음보다 ‘즐기는’ 마음으로 읽다 보면 어느새 리눅스에 자신감

이 붙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이런 양서의 번역 기회를 주신 제이펍 출판사 장성두 대표님과 직원 여러

분, 그리고 디자인을 멋지게 해주신 디자인콤마의 편집 디자이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3년 달 밝은 어느 날

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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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책은 회사 시스템에서 Linux에 관련된 일을 하는 엔지니어 혹은 일할 예정인 

분을 위한 책이다. 지금까지 ‘전문가를 위한 Linux 시스템’ 시리즈로 두 권의 책을 

출판하였으나 이번 책은 약간 느낌이 다른 책이다. 전에 출판한 두 권의 책은 다행히

도 ‘이해하기 쉽고 내용이 충실한 책’이란 평을 받았으나 ‘실제 현장의 기술’, ‘만일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를 위한 지식’을 다룬 책이라고 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이번 기

회에 교과서적인 설명은 뒤로하고, 초급 및 중급 Linux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Linux 

시스템 구축/운용에 관한 비법을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전하려고 노력했다.

‘사내 기밀’이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지금까지는 회사의 선배 엔지니어를 따

라 하면서 시스템 구축/운용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사회 정세의 

영향인지 기업 교육정책의 영향인지 몰라도 최근엔 이런 여유도 없이 갑자기 혼자

서 Linux 서버를 구축/운용하도록 지시받기도 한다. 이 때문에 장래 유망한 젊은 엔

지니어가 Linux 서버를 접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매일 쏟아지는 업

무에 찌들어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조금이라도 많은 엔지니어가 매일 기쁨을 

느끼며 현대 기업 시스템의 바탕을 이루는 Linux를 다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으로 집필하니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고수들이 보기에 지적할 부분이 많은 내용이지

만, 편한 마음으로 써나가려고 노력했다. ‘10년 활용’이란 제목은 좀 거창한 면이 있

지만, 그 내용은 독자 여러분의 엔지니어 인생을 오랫동안 지탱해 줄 ‘기초 중의 기

초’가 되리라고 믿고 있다.

배움의 열의에 불타는 엔지니어 독자는 선배 엔지니어가 자신만만하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이 책을 읽었으면 한다. 선배 엔지니어도 인간이다. 때로는 정

확하지 않은 설명을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금방 자기 손으

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Linux의 매력이다. 비싼 Unix 서버와 달리 가정의 PC에 

테스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 Linux다. 최근 IT 업계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예

전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스스로 발 벗고 기술을 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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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열정이야말로 베테랑 엔지니어의 필수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 쓰여 있

는 것은 필자의 지식이며 경험일 뿐이다. 독자 여러분의 열정으로 그것을 자신의 것

으로 만들 수 있다면 필자에게도 더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

2012년 여름

나카이 에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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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

이 책의 출판에 즈음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먼저 감사의 말을 전한다.

처음에 이 책은 기술평론사의 이케모토 코우헤이 씨의 조언으로 계획하게 되었다. 

매일같이 변하는 IT 업계 속에서 ‘엔지니어로서의 기초’를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소

중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고 응원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의 가상 

독자 역할을 해주신 나카야마 켄지로 씨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이 책의 내용은 필자 자신의 Linux/오픈 소스에 관한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 와중에 만날 수 있었던 Linux/오픈 소스에 대한 애정과 탐구심에 넘

치는 동료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면서 집필에 몰두한 필자를 꿋꿋이 응원해 준 

아내 신리, 그리고 ‘아빠는 일하는 걸 좋아하네!’라며 세 살이 되고부터 무척 말을 많

이 하게 된 딸 아유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은 업무 시스템으로서의 Linux 서버 구축/운용에 관한 책이다. 그중에서도 

‘Linux에 관한 기술적 이해를 한 번 더 하고 싶다’ 혹은 ‘더욱 자신 있게 일하고 싶다’

는 생각을 가진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Linux의 내부 구조부터 스크립트 작성 기술, 커널 소스를 읽는 방법 등 일반 

Linux 책에서 얻을 수 없는 ‘근본적인 부분을 다루는 기술’을 전하고자 한다. 이 책

의 기술을 디딤돌 삼아 엔지니어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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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는 법

이 책의 각 장은 각각 독립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1장부터 순서대로 읽어도 되

고, 제목을 보고 끌리는 장부터 읽어도 상관없다.

각 장의 난이도와 필요한 전제 지식에는 차이가 있다. 될 수 있으면 같은 주제를 

다루는 다른 책도 함께 참고하는 것이 좋다. 하나의 주제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는 

것이 기술 향상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제2장, 제3장, 제5장의 중요 설정 파일과 스크립트는 기술평론사가 운영하는 아래

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옮긴이_제이펍 출판사의 이 책의 소개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 http://gihyo.jp/book/2012/978-4-7741-5143-4/support

이 책에서 소개하는 구제적인 명령문이나 설정 순서는 편의상 ‘Red Hat 
Enterprise Linux 6.2’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Linux 

배포판에 의존하고 있을 수 있다. 독자 여러분의 지식을 드높여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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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소개

모르면 손해 본다! 꼭 알아두면 좋은 Linux 내부 구조

Linux 서버의 적절한 운용과 문제 해결에 기초가 되는 ‘디스크 관리’,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에 대해 설명한다. Linux 내부 구조의 관점에서 실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디스크의 기하학 구조부터 시작해서 UEFI와 GPT, 

4KB 섹터 디스크 등 새로운 구조도 다루고 있다. 더 나아가 I/O 스케줄러의 기초, 

fork와 exec의 차이, 커널 내부의 메모리 분류 등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장치가 없다고 변명하지 말자! 가상화를 이용한 인프라 환경 구축

IT 인프라를 다루는 데 기초가 되는 ‘시스템 전체 구조(아키텍처, Architecture)의 

이해’를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전체 구조와 

각 서버 기능의 관계를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효과적으로 구조를 익히는 비법은 자

신만의 개발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메일 서버와 HA 클러스터 환경 구축을 위해 

Linux KVM 가상 머신 환경을 이용하여 ‘셀프 개발환경’ 만드는 법을 소개한다.

열 번 승부! 스스로 만든 스크립트를 이용한 커맨드의 활용

서버 관리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쉘 스크립트와 Perl 스크립트의 작성법에 

대해 설명한다. 쉘 스크립트에 대해서는 단순히 기본 룰이나 샘플의 소개가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코드를 소개한다. 실용적인 쉘 스크립트를 작성

하기 위한 ‘머리를 쓰는 법’에 대해 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텍스트 분석이나 

fork의 이용 등 Perl 특유의 기능과 데이터 구조를 설명함으로써 Perl 스크립트에 

대해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최후의 보루, 커널 소스를 읽자!

Linux 내부 구조를 더욱 깊이 알기 위해서는 때로는 Linux 커널의 소스 코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막대한 코드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

CHPATER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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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제4장에서는 발상의 전환을 하여 ‘문학 작품을 즐기듯이’ 소스 코드를 읽고 전

체를 파악하도록 한다. 실제로 동작하는 커널의 빌드 순서를 소개한 후 그 소스 코드

를 읽어가는 순서로 진행한다. 소스 코드를 변경하여 자신만의 커널을 만드는 간단

한 예도 소개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자! RHEL6 신기능 총집합

Linux 서버 환경의 발전에 따라 Linux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Linux 서버 관

리자로서 알고 있어야 할 Red Hat Enterprise Linux 6(RHEL6)의 달라진 점과 새

로운 기능인 Upstart, Control Groups LXC(Linux 컨테이너)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한다. 향후 Linux의 기초 지식이 될 신기술을 먼저 익히도록 하자.

CHPATER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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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모르면 손해 본다! 꼭 알아두면 좋은 Linux 내부 구조

2

Linux 엔지니어로서 작업을 하다 보면 처음 보는 Linux에 로그인해서 작업해야 

될 때가 있다. 이때 필자가 먼저 실행해 보는 것이 df, ps, free라는 세 개의 커맨드

이다. 꼭 이렇게 하자고 스스로 규칙을 정한 건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이 커맨드를 

실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긴급한 장애를 해결해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 서버의 구조를 사전에 파

악하지 못한 채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이때 위에서 언급한 세 개의 커맨드로 기본적

인 서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1. 

먼저, df 커맨드는 파일 시스템의 남은 용량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실제 운용 

중인 서버는 파일 시스템 사용률을 감시하고 있는 게 보통이지만, 유지보수를 위해 

잠시 감시를 멈추면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에러에 직면할 수 있다. 

‘아무리 해도 커맨드 실행이 안 된다’라는 이유로 현장에 호출되었을 때, df 커맨

드를 실행해 보니 루트 파일 시스템의 사용률이 100%였다는 웃지 못할 일화도 있다. 

서버에 로그인해서 사용 중일 때는 가끔 df 커맨드로 파일 시스템 사용률을 확인하

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df 커맨드로는 디스크 파티션의 구성과 데이터 배치 상황 등을 알 수 있다. 즉, 데

이터 저장용 파일 시스템이 몇 기가바이트가 있는지, NFS 마운트를 한 영역이 있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

은 서버 전체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고전

으로 불리는 《The Mythical Man-Month》(Addison-Wesley Professional)에는 ‘데

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숨기고 플로 차트만을 보여줘도 의미가 없다. 테이블을 알 

수 있다면 플로 차트는 볼 필요조차 없다’라는 말이 나온다. 정보(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IT, 즉 정보처리 기술의 기본이므로 데이터가 모든 동작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서버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프로세스이다. ps 커맨드로 가동 중인 모

*1 그 밖에도 같은 서버에서 동시에 작업하고 있는 유저의 존재 여부를 w 커맨드로 확인할 수 있다. 

 Linux의 기초는 디스크, 프로세스, 메모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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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Linux의 기초는 디스크, 프로세스, 메모리

3

든 프로세스의 상태를 확인하면 서버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각종 서버의 ps 커맨드 출력을 자주 보게 되면, 나중에는 프로세스명만 보아도 서

버의 용도와 확인해야 할 설정 항목에 대해 대충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된

다. 예상하지 못한 프로세스가 가동되고 있음을 알아채고 면밀히 확인하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쉽게 알아 낼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free 커맨드는 메모리 사용 상황을 확인하는 커맨드이다. ps 커맨

드로 확인한 프로세스 정보에 서버 전체의 메모리 사용량과 디스크 캐시 사용량을 

함께 체크함으로써 서버의 가동 상황, 즉 어느 정도 ‘무거운’ 서버인지 확인이 가능

해진다. 

‘무겁다’, ‘가볍다’라는 것은 사실 애매한 표현이므로, 실제로는 과거의 CPU 사용

량과 디스크 I/O 빈도 히스토리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하지만, 

CPU와 I/O의 동작은 메모리의 사용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네 의사가 환자

를 겉모습을 먼저 보고 증상을 관찰하듯이, 메모리 상황을 보고 CPU와 I/O를 포함

한 서버 전체의 가동 상황을 관찰할 수 있다.

CPU 사용량과 디스크 I/O의 상세한 이력 데이터가 남아 있다고 해도 ‘혹시 CPU 

사용량이 너무 높지는 않은가’, ‘I/O 부담이 너무 높지 않은가’라는 가설을 세워봄으

로써 더욱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있다.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앞의 예로부터 알 수 있듯이 데이터의 보존 장소가 되는 디

스크,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서버의 이런저런 가동 상태의 정보가 집

약되는 메모리, 이 세 가지가 Linux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핵심이다.

이 장에서는 이것들에 대해 Linux 내부 구조의 시점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

식을 전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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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를 비롯한 OS의 역할은 물리적인 하드웨어 정보를 숨기는 것, 즉 유저와 애

플리케이션에게 어떤 하드웨어를 쓰든지 간에 언제나 같은 조작 방법을 제공하는 것

이다. 

하지만, 디스크 장치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디스크 구조를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이 점은 자주 착각을 일으키곤 한다. 예를 들어, 필자가 가지고 있는 Red 

Hat Enterprise Linux 6(RHEL6)의 테스트 장치에서 fdisk 커맨드를 실행하면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fdisk -l /dev/sda

디스크 /dev/sda: 500.1 GB, 500107862016바이트

헤드 255, 섹터 63, 실린더 60801
유닛 = 실린더 수 of 16065 * 512 = 8225280바이트

섹터     사이즈 (논리/물리): 512바이트 / 512바이트

I/O 사이즈 (최소/최적): 512바이트 / 512바이트

디스크 식별자: 0x8c403069

디스크 부트     시점       종점           블록   Id   시스템

/dev/sda1  *     1        64      512000   83  Linux
파티션 1은 실린더 경계에서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dev/sda2    64     51057   409600000   83  Linux
/dev/sda3 51057     51318     2097152   82  Linux 스왑 / Solaris
/dev/sda4 51318     60802    76176407+  83  Linux

‘파티션 1은 실린더 경계에서 종료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경계 메시지 같은 것이 표

시된다. 걱정이 돼서 디스크 실린더에 대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그림 1.1과 같은 

단면을 찾을 수 있다.

 디스크와 파일에 관련된 이것저것1.2

디스크의 기하학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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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방금 전 출력의 2행 정보 ‘헤드 255, 섹터 63, 실린더 60801’과 맞춰 보자. 이 

장치의 하드웨어는 ‘255개의 헤드가 있고, 한 개의 트랙은 63섹터로 이루어져 있으

며, 1장의 디스크는 60801개의 트랙으로 분할되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255개나 되는 헤드를 가진 디스크 드라이브가 존재할 리가 없다. 디스크 장

치의 실린더(Cylinder), 헤드(Head), 섹터(Sector)의 정보를 종합해서 CHS 혹은 ‘기

하학 정보‘라고 부른다. 하지만, fdisk 커맨드가 표시하는 기하학 정보는 실제 디스

크 장치의 구조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수수께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드 디스크의 두 가지 접근 방식(멋있게 표현하자

면 ‘어드레싱 모드(Addressing Mode)’)인 CHS 방식과 LBA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데이터를 읽고 쓰는 하나의 섹터(물리적인 디스크 접

근의 최소 단위)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값, 즉 실린더 번호(외부에서 세어

봐서 몇 번째 트랙인가), 헤드 번호(어떤 헤드가 읽기/쓰기용 디스크 면인가), 그리고 섹터 

번호(트랙 안의 몇 번째 블록인가)를 정해 주면 된다. 

10년 이상 된 구식 하드웨어는 디스크 장치의 세 개의 값(CHS 방식)을 더해서 어

떤 섹터의 데이터를 읽고 쓸 것인가를 지정해 주어야만 했다. 이것이 CHS 방식이

다. 하지만, 실제로 Linux의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CHS 값을 계산하여 디스크 장치

와 데이터 간의 정보교환을 실행하므로 유저가 CHS를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CHS 방식의 디스크를 사용하던 시절에는 유저가 CHS 값을 신경 써야 

할 단 하나의 경우가 있었다. 바로 디스크 파티션 작성을 할 때다. 당시 ‘MS-DOS 

シリンダ（トラックをまとめたもの）

ヘッド トラック

セクタ（ヘッドによる書き込みの最小単位）섹터(헤드에 따른 기록의 최소 단위) 실린더(트랙을 모은 것)

헤드 트랙

 ≐그림 1.1  구형 하드 디스크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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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는 디스크 파티션을 실린더 단위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실린더는 디스크의 외측부터 순서대로 번호가 붙어져 있으므로 그림 1.2와 같은 

이미지로 파티션을 분할하게 된다. 이전에 ‘물리 디스크의 각 플래터(Platter, 디스크 

면)를 각각 다른 파티션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이상한 요청을 받은 적도 있다. 물론, 

그런 분할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

第1パーティション

第2パーティション제2파티션

제1파티션

 ≐그림 1.2  고전적인 파티션 구분법

Linux가 MS-DOS 방식을 따를 이유는 없지만, 당시에는 파티션마다 다른 OS를 도입

해서 MS-DOS와 Linux의 듀얼 부트 또는 Windows와 Linux의 듀얼 부트 등도 많이 사

용했다. 따라서 MS-DOS와 Windows의 공통 사양을 따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

그 결과로 MS-DOS의 fdisk.exe처럼 Linux의 fdisk 커맨드에서도 파티션을 작

성할 때는 파티션의 시작 위치와 종료 위치를 실린더 번호로 지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컴퓨터 역사관’에나 전시될 예전 하드웨어(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과 

할지 모르겠지만 필자의 창고에서조차 찾기 힘든 골동품이라고 할 수 있다)의 이야기이다.

현재 하드 디스크는 LBA(Logical Block Addressing, 논리 블록 어드레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하드 디스크의 전체 섹터에 0부터 일련번호(섹터 번

호)를 붙여서 이 번호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섹터를 지정하는 단순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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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터 번호와 물리적 섹터 위치를 짝 지우는 일은 하드 디스크의 컨트롤러에 내장

된 펌웨어가 담당한다. 보통은 섹터 번호가 작을수록 디스크 외측의 영역을 사용하

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파티션의 시작 위치와 종료 위치도 섹터 번호로 지정한다. 

방금 전의 fdisk 커맨드 출력에서는 오래된 CHS 방식에 따라 각 파티션의 ‘시작점’

과 ‘종료점’이 실린더 번호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이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

다. 파티션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fdisk 커맨드에 -u를 지정해야 한다.

# fdisk –lu /dev/sda

디스크 /dev/sda: 500.1 GB, 500107862016바이트

헤드 255, 섹터 63, 실린더 60801, 합계 976773168 섹터

유닛 = 섹터 수 of 1 * 512 = 512바이트

섹터 사이즈(이론/물리): 512바이트 / 512바이트

I/O 사이즈 (최소/최적): 512바이트 / 512바이트

디스크 식별자: 0x8c403069

디스크 부트      시점         종점        블록   Id   시스템

/dev/sda1  *   2048     1026047      512000   83   Linux
파티션 1은 실린더 경계에서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dev/sda2       1026048   820226047   409600000   83   Linux
/dev/sda3     820226048   824420351     2097152   82   Linux 스왑/ Solaris
/dev/sda4     824420352   976773166    76176407+  83   Linux

이 경우 각 파티션의 시작점과 종료점이 섹터 번호로 표시된다. 실제 파티션은 이 

섹터 번호로 구분된 범위가 된다. 제1파티션은 2048섹터부터 시작하므로 0~1047섹

터는 파티션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디스크의 처음에 MBR이 있고, 그 바로 뒤의 영역에 GRUB의 스테이지 1.5가 기

록된다. 위의 경우에서는 0섹터가 MBR이고, 스테이지 1.5는 그 뒤의 2047섹터까지

의 영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처음에 나왔던 경고 메시지의 수수께끼를 풀어

보자.

*2   제1파티션 시작 위치는 이전에는 63섹터가 표준이었으나 최근엔 2048섹터로 바뀌었다. 스테이지 1.5는  

 크기가 작으므로 이전의 시작 위치에 기록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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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드 디스크는 LBA 방식으로 접근하므로 거기에 맞추어 파티션 시작 위치와 

종료 위치를 지정한다.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방식이지만, fdisk 커맨드는 오래된 

CHS 방식 디스크도 대응하기 때문에 디폴트로 CHS 방식 디스크 정보를 표시한다.

이때 LBA 방식의 디스크에 대해 가공의 기하학 구조(헤드 수, 섹터 수, 실린더 수)를 

설정하여 파티션의 시작, 종료 위치의 섹터 번호를 무리하게 실린더 번호와 바꾸려고 

한다. 더욱이 파티션 종료 위치가 가공의 기하학 실린더 종료 위치에 잘 맞지 않았을 

경우, ‘파티션 1은 실린더 경계에서 종료되지 않았습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표시된다.

이는 ‘파티션이 실린더 단위로 나뉘어졌다는 전제로 움직이는 OS로 이 디스크를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의 경고이다. Linux만 사용하는 디스크

에게는 불필요한 경고일 뿐이다.

현재의 fdisk 커맨드는 -u 옵션을 지정하면 섹터 번호로 파티션 구분을 표시/지정

할 수 있다. 이제부터 fdisk 커맨드에 -u 옵션을 붙이는 습관을 만들도록 하자*3.

오래됐지만 새로운 파티션 테이블1.2.2

이전 절에서 설명한 파티션의 시작/종료 위치 정보는 디스크의 어디에 적혀 있을

까? 중간고사 기출문제 같은 질문인데, 정답은 ‘파티션 테이블’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0섹터에 있는 MBR의 446~509바이트 부분이 파티션 테이

블이다. MBR의 0~445바이트는 부트스트랩 로더(bootstrap loader), 즉 서버 가동 

시작 때 BIOS가 읽어 와서 실행하는 GRUB 스테이지 1이 기록되어 있다. 

1섹터의 사이즈는 512바이트이므로 510~511바이트(0바이트가 첫 부분이므로 511바

이트)의 2바이트가 남는데, 여기는 0xAA55라는 값이 기록된다. 이 값이 다른 디스

크는 MBR이 망가져 있다고 보면 된다. 

파티션 테이블의 사이즈는 64바이트밖에 없으므로 많은 정보를 담을 수는 없다. 대

표적인 정보로서 각 파티션에 대한 ‘CHS 방식으로 표현한 파티션의 시작 위치와 종료 

위치’, ‘LBA 방식(섹터 번호)으로 표현한 파티션 시작 위치와 섹터 수’를 기록한다(종료 

*3   Red Hat Enterprise Linux의 구버전인 Fedora에서 fdisk 커맨드는 기본적으로 섹터 단위로 동작한다.  

 그 이전 버전에서 섹터 단위 조작을 할 때는 -u=cylinders 옵션을 지정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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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의 섹터 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시작 위치에 섹터 수를 더해서 계산하면 되기 때문이다).

파티션의 시작/종료 위치의 정보가 두 가지 방식으로 기록되는 데는 역사적 이유

가 있다. LBA 방식 디스크에는 실제로 CHS 방식의 파티션 정보가 사용되지 않는다.

그림 1.3은 MBR의 446바이트부터 66바이트만큼(파티션 테이블 혹은 마지막 2바이

트)을 hexdump 커맨드로 덤프 출력한 것이다. 옵션을 붙여 LBA 방식의 파티션 정

보만 10진수로 표시하고 있다.

LBA方式

# hexdump -s 446 -n 66 -e '8/1 "%02x " 2/4 "%10d " "\n"' /dev/sda

ブートフラグ 開始位置
（CHS方式）

終了位置
（CHS方式）

開始位置
（セクタ番号）

セクタ数

パーティションID

80 20 21 00 83 dd 1e 3f 2048 1024000

00 dd 1f 3f 83 fe ff ff 1026048 819200000

00 fe ff ff 82 fe ff ff 820226048 4194304

00 fe ff ff 83 fe ff ff 824420352 152352816

55 aa

부트 플래그

파티션 ID
LBA 방식

섹터 수시작 위치

(CHS 방식)

종료 위치

(CHS 방식)

시작 위치

(섹터 번호)

 ≐그림 1.3  파티션 테이블의 덤프 출력

네모로 둘러싸인 4행이 네 개의 파티션 정보다. 이전 절의 마지막에 설명한 -u 옵

션이 붙은 fdisk 커맨드 출력과 비교해 보면, LBA 방식에 따른 섹터 번호 정보가 일

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HS 방식의 값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으나, 시작 위치와 종료 위치의 몇 

개는 같은 값이 들어 있어서 의미가 없는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CHS 방식의 정보

는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지만, 괜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마지막 2바이트는 이전에 설명했듯이 0xAA55다. 그림 1.3의 마지막 부분이 

0x55AA로 보이는 사람은 ‘리틀 엔디언(Little-endian)’에 대해 조사해 보는 것이 좋다.

일단 이것으로 LBA 방식이 심플하고 편리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최근에 LBA 방식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도대체 왜일까?
그림 1.3에서는 10진수로 표시하고 있어서 알기 힘들지만, 시작 위치의 섹터 번호 와 전

체 섹터 수를 표시하는 숫자는 모두 4바이트, 즉 0x00000000~0xFFFFFFFF의 범위밖에 

사용할 수 없다. 즉, 섹터 수가 0xFFFFFFFF를 넘는 대용량 디스크는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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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의 용량인지 상상이 되는가? 1섹터는 512바이트라는 것을 고려하여 16
진수 대응의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2TB라는 답이 나온다.

응? 16진수 대응의 계산기가 없다고? 계산기가 없어도 Linux가 있으면 다음과 같

이 bc 커맨드로 계산이 가능하다. ibase=16은 ‘입력값이 16진수다’라는 뜻이다. 그

리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0xFF는 10진수로 256이다.

# echo “ibase=16;FFFFFFFF*FF*2” | bc
2190433320450

그러므로 MBR 안의 파티션 테이블을 사용하는 한 2TB 이상의 하드 디스크에 파

티션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외부 저장 장치의 LUN(논리 디스크)을 데이터 저장 영역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파

티션을 작성하지 않고 LUN 전체를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하든지, LVM(논리 볼륨 매니

저)을 사용하여 논리 볼륨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2TB 이상의 LUN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버 내장 하드 디스크도 대용량화가 진행되어 2TB가 넘는 로

컬 디스크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이제는 2TB 이상의 파티션

을 다루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GPT(GUID Partition Table, GUID 파티

션 테이블)이다. 현재는 GPT를 사용하는 하드 디스크에서 OS를 기동할 때는 UEFI
라고 하는 규격에 대응한 OS가 필요하다. OS 중에서 Red Hat Enterprise Linux 

6(RHEL6)가 UEFI에 대응된다.그리고 파티션 테이블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최근

의 대용량 하드 디스크에서는 4KB 섹터가 채용된 경우도 있다.

계속해서 UEFI와 GPT, 4KB 섹터 디스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 약간 복잡

한 내용이므로 정신을 집중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 UEFI와 GPT

UEFI는 이전 시스템인 BIOS의 후속작이다. 서버의 전원을 켜면 처음에 시스템 

BIOS가 가동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시스템 BIOS는 설계상 메모리를 

1MB밖에 사용할 수 없다. 시스템 BIOS의 설정 화면이 GUI가 아니라 엄청 심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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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기반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버에 설치된 여러 가지 디바이스의 설정을 시

스템 BIOS 설정 화면에서 하지 않고 Ctrl+A 키 등으로 다른 설정 화면에서 하게 한 

것도 같은 이유다. 즉, 시스템 BIOS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의 한계 때문이다.

UEFI에서는 이런 시스템 BIOS의 제한을 없애고 많은 기능을 확장하고 있다. 그 

결과, UEFI에 대응하는 서버에서는 서버 가동 때의 UEFI 설정 화면으로부터 갖가

지 디바이스 설정 화면을 직접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심지어 GUI 설정 화면을 

가진 서버도 등장하였다.

부트스트랩 로더의 로딩 방법도 변경되어 종래의 GRUB 스테이지 1, 스테이지 

1.5, 스테이지 2와 같이 단계적으로 부트 로더를 가동할 필요가 없어졌다. 나중에 다

시 설명하겠지만, GPT 방식으로 작성된 ‘EFI 시스템 파티션’에 저장된 부트 로더를 

직접 가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드디어 GPT에 대해 설명할 때가 왔다. 기존의 파티션 테이블은 0섹터의 MBR에 

저장돼 있지만, GPT는 1섹터부터 33섹터에 기록하는 새로운 타입의 파티션 테이블

이다(그림 1.4). 표 1.1에 기존의 파티션과의 중요 차이점을 정리해 두었다. 

파티션 테이블이 망가질 때를 대비해서 같은 내용이 하드 디스크의 끝에도 기록되

어 있다. GPT 헤더에는 파티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섹터의 범위가 기록되어 있다.

 

복제

MBR

GPT 헤더

파티션 테이블

엔트리 1∼128

파티션 테이블

엔트리 1∼128

파티션 1

파티션128

GPT 헤더

～

0섹터

1섹터

2섹터

33섹터

 ≐그림 1.4  GPT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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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기존 파티션과 GPT의 비교

기존 파티션 GPT

파티션 테이블 장소 MBR MBR 바로 뒤(디스크 끝에 복제)

최대 디스크 용량 2TB 8ZB(실제로는 무한대)

최대 파티션 수 15(SCSI 디스크의 경우) 128*4t

파티션 라벨 파티션 ID(용도를 표시하는 ID) GUID(용도를 표시하는 ID + 유니크 ID)

파티션 작성 툴 fdisk parted

각 파티션 정보는 ‘파티션 테이블 엔트리’에 기록된다. 하나의 파티션 테이블 엔트

리는 128바이트이므로 1섹터(512바이트)에 4개의 파티션 정보가 기록된다. 각 파티

션의 시작 섹터와 종료 섹터를 나타내는 수치는 8바이트로 기록되므로, 2TB 이상의 

하드 디스크 섹터 수에도 여유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4. 

각 파티션에는 GUID라고 하는 고유의 라벨이 기록된다. 특히, 부트 로더를 저장

하는 파티션에는 ‘EFI 시스템 파티션(ESP)’의 라벨이 붙여진다.

RHEL6의 경우에는 /boot/efi에 마운트되는 파일 시스템이 ESP다. 이 아래에 스

테이지 2에 해당되는 GRUB(grub.efi)를 저장한다*5. 따라서 GRUB 스테이지 1과 스

테이지 1.5는 필요가 없다. ESP는 VFAT 형식으로 포맷해 둔다.

GPT 형식으로 파티션을 작성할 때는 parted 커맨드를 사용한다. 표 1.2는 

parted 커맨드의 주요 내부 커맨드를 설명한다. 구체적인 사용법은 인터넷에 검색

해 보면 금방 찾을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REHL6는 인스톨러도 GPT 대응이므로 2TB 이상의 하드 디스크에 인스톨할 때 

자동으로 GPT 형식의 파티션이 생성된다.

*4   GPT의 설계상 GPT 헤더의 설정을 변경하면 128개가 넘는 파티션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적으 

 로는 최대 128개의 설정이 사용될 수 있다.

*5   시스템 백업의 리스토어 후에 UEFI 설정 화면에서 가동 대상의 부트 로더 파일의 재설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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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맨드 설명

check 파일 시스템 검사

cp 파티션을 복제

help
커맨드의 설명을 표시

‘Help<커맨드>’로 각 커맨드의 상세 정보가 표시됨

mkfs 파일 시스템을 생성

mklabel
파티션 테이블의 종류를 나타내는 디스크 라벨을 지정

GPT를 사용할 때는 ‘gpt’를 지정

mkpart 파티션을 생성

mkpartfs 파티션과 파일 시스템을 동시에 생성

move 파티션을 이동시킴

print 현재의 파티션 테이블과 디스크 라벨의 상태를 표시

quit parted 커맨드를 종료시킴

resize 파티션 사이즈를 변경

rm 파티션을 삭제

select 처리 대상의 디바이스(/dev/sda 등)를 지정

set 부트 플래그를 비롯한 각종 플래그를 설정

 ≐표 1.2  parted 커맨드의 주요 내부 커맨드

▒ 4KB 섹터 디스크

기존의 하드 디스크는 전통적으로 1섹터의 사이즈가 512바이트로 정해져 있다. 하

지만, 대용량 디스크는 섹터의 사이즈가 커지므로 섹터 단위 접근의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하드 디스크 내부에서는 섹터마다 에러 체크용 정보가 저장되어 있

다. 섹터 사이즈를 크게 함으로써 부가 정보가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고 기록 영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하드 디스크에 접근하는 측의 서버, 하드웨어, OS(디바이스 드라이버)는 

512바이트의 섹터 크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단순히 하드 디스크 측의 섹터 사

이즈를 크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한 뒤 찾아낸 방식이 하드 디스크에 내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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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가 논리적으로 512바이트의 섹터를 에뮬레이션하는 방식이다. 그림 1.5와 

같이 서버에서는 기존 방식과 동일한 512바이트의 섹터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

만, 실제로 데이터가 읽고 써질 때는 4KB 사이즈의 섹터 단위가 사용된다.

최근 몇몇 하드 디스크 제작 회사에서 이 방식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4KB 섹터

512바이트
논리 섹터

서버가 이 단위로
읽고 쓰기를 함

실제로는 이 단위로
읽고 쓰기를 함

 ≐그림 1.5  4KB 섹터 디스크의 구조

이것은 얼핏 보면 사이즈를 교환하기 위한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4KB 섹터 가운데 논리 섹터만을 읽고 쓰는 경우, 512바이트의 데이터를 읽고 쓰기 

위해 4KB 데이터의 읽고 쓰기가 발생한다. 하지만, 실제로 읽고 쓰기 패턴이 4KB 

섹터의 처음부터 시작해 어느 정도 큰 사이즈의 데이터를 다룰 경우에 이런 오버헤

드는 사라진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파티션의 시작 위치를 4KB 섹터의 시작점

에 맞추어 그 위에 생성하는 파일 시스템의 블록 사이즈를 4KB(4096바이트)로 할 필

요가 있다(파일 시스템의 블록 사이즈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위에서 소개한 필자의 테스트 장치의 예는 제1파티션 /dev/sda1이 2048섹터부

터 시작된다. 이것이 그림 1.5의 논리 섹터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하면 딱 256번째의 

4KB 섹터 시작점과 일치한다. 파티션의 섹터 수도 8의 배수이므로 파티션의 종료 위

치도 딱 4KB 섹터의 마지막 지점이 된다.

/dev/sda2와 /dex/sda3도 이와 같다. 이 파티션들은 RHEL6의 인스톨 때 인스

톨러의 화면에서 생성한 것이다. 인스톨러는 꼼꼼하게 이런 조건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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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것은 4KB 섹터를 채용하고 있는 하드 디스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주의사

항이지만, 장래에 4KB 섹터를 채용한 하드 디스크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티션의 시작 지점과 사이즈는 논리 섹터 수로 생각한 8
의 배수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6. 이 작업을 ‘파티션의 정렬(alignment)’이라고 한다.

parted 커맨드로 GPT 형식의 파티션을 생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파티션의 시작 

위치와 종료 위치를 용량(MB 등)으로 지정한다. 이때 parted 커맨드는 자동으로 파

티션을 정렬하며 생성한다. 그래도 파티션이 걱정될 경우에는 ‘unit s’ 커맨드로 파티

션의 시작 위치와 종료 위치를 섹터 단위로 표시/지정해 두면 된다.

파일 시스템과 I/O 서브시스템을 생각하다1.2.3  

▒ 파일 시스템의 블록 사이즈

이번에는 우선 파일 시스템에 따른 데이터 접근에 대해 생각해 보자. ‘파일 시스템’

이라고 하면 ext3/ext4 등을 떠올릴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파

일 시스템을 보고 있다*7.

먼저, Linux에는 갖가지 파일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도구인 ‘VFS 
(Viertual File System, 가상 파일 시스템) 레이어’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사용해 물리 

디스크에 데이터의 읽기/쓰기를 담당하는 ‘블록 레이어’가 있다. 이것들은 그림 1.6의 

‘I/O 서브시스템’으로 함께 분류된다. Linux의 파일 시스템은 VFS 레이어의 일부다.

먼저 언급한 ‘파일 시스템의 블록 사이즈’는 블록 레이어에 따른 디바이스 드라이

버가 물리 디스크에 데이터를 읽고 쓰는 최소 단위이다. 물리 디스크의 설계상 512
바이트의 섹터 단위로 데이터를 읽고 쓰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더욱 큰 단위로 

데이터를 읽고 쓰는 것이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단위를 지정하는 

것이 블록 사이즈이다.

*6   4KB 섹터, 디스크에는 ‘섹터 정렬(alignment of sector)’이라고 불리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ON일 경우  

 파티션의 시작 위치를 ‘8의 배수 + 7’섹터로 할 필요가 있다. Linux에서는 필요 없는 기능이므로 하드 디  

 스크의 점퍼 스위치 등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OFF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7   ext3 파일 시스템의 구조와 저널링(Journaling)의 구조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위한 Linux 시스템 구축과  

 운용 기술》의 5.3절 ‘파일 시스템 관리’를 참조하라.



CHAPTER 01  모르면 손해 본다! 꼭 알아두면 좋은 Linux 내부 구조

16

 ≐그림 1.6  I/O 서브시스템의 구조

유저 프로세스

파일 시스템 디스크 캐시
① 데이터 전송

VFS 레이어

I/O 스케줄러 디바이스 드라이버

논리 디스크

③ 데이터 전송 표시

블록 레이어 ② 데이터 전송 리퀘스트 ④ 데이터 전송

Linux에서는 파일 시스템의 블록 사이즈로 1024바이트, 2048바이트, 4096바이

트를 선택할 수 있다. 디폴트 블록 사이즈는 설정 파일 /etc/mke2fs.conf에 기록되어 

있지만, mke2fs 커맨드의 -b 옵션으로 사이즈를 바꿀 수도 있다. 이미 생성된 파일 

시스템에 설정되어 있는 블록 사이즈를 확인할 때는 tune2fs 커맨드를 사용한다*8.

이전 장에서는 4KB 섹터 디스크의 경우, 파티션의 시작 위치를 4KB 섹터의 앞부

분에 갖추고 블록 사이즈도 4KB(4096바이트)로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림 1.7
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림 1.7은 이 조건에 맞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로부터 접근

이 요청되면 물리 디스크가 실제로 4KB 섹터 단위로 정확히 접근하여 쓸데없는 동

작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밑에 있는 그림은 파티션의 시작 위치가 4KB 섹터의 앞부분에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1블록의 읽고 쓰기를 하였다 

고 치자. 물리 디스크는 4KB 섹터의 일부분만 바꿀 수가 없으므로 먼저 2섹터의 데

*8   RHEL6의 mke2fs 커맨드, 혹은 tune2fs 커맨드는 ext4 파일 시스템에도 대응된다. mkfs.ext4 커맨드는 

 mke2fs -t ext4와 같은 커맨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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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읽어 온다. 그리고 쓰기 요청이 된 중간 부분의 데이터를 바꾼 뒤에 다시 2섹

터만큼의 데이터를 쓰는 처리를 한다. 이것은 명백한 오버헤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7  4KB 섹터와 블록 사이즈의 매칭

파티션의 시작 지점

・・・

・・・

・・・

・・・

파티션의 시작 지점

4KB 블록

4KB 블록

4KB 섹터 4KB 섹터

4KB 섹터 4KB 섹터

1 블록의 접근에 대해
2 섹터의 접근이 발생

1 블록의 접근에 대해
1 섹터의 접근이 발생

http://www.ibm.com/developerworks/linux/library/l-4kb-sector-disks/
에서는 파티션의 시작 위치가 4KB 섹터의 첫 부분에 준비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

우의 디스크 접근 퍼포먼스를 비교하고 있다. 파티션의 시작 위치가 어긋난 경우, 특

히 쓰기 동작을 할 때 큰 퍼포먼스 낭비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보통 512바이트 섹터의 디스크에도 발생하는 것인데, 파티션 전체 사이

즈가 블록 사이즈의 정수배가 되지 않는 경우에 마지막 블록이 파티션에서 삐져나오

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럴 때 마지막 블록은 파일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림 

1.8은 2048바이트의 블록 사이즈의 예인데, 이 경우는 마지막 두 개의 섹터가 사용

되지 않고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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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블록은
사용되지 않는다.

・・・

・・・

섹터（512바이트） 파티션 전체

블록（2048바이트）

이 섹터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림 1.8  마지막 블록이 파티션으로부터 삐져나오는 경우

그리고 fdisk 커맨드의 출력을 보면 블록 수의 끝에 + 기호가 붙어 있을 때가 있

다. 1.2.1절 ‘디스크의 기하학’의 예에서 /dev/sda4의 블록 수에도 붙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은 블록 수(파티션에 포함된 섹터 수)가 홀수의 경우에 이 기호가 붙도

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예전에는 Linux 파일 시스템의 블록 사이즈는 

1024바이트가 표준이었다. 따라서 블록 수가 홀수일 경우 마지막 섹터가 쓰이지 않

고 남게 되었다. + 기호는 ‘이 파티션은 마지막 섹터가 쓰이지 않아요’라는 것을 표시

하기 위해 일부러 붙인 것이다. 이것이 지금은 별 필요 없는 표시가 되어 버렸다. 

▒ I/O 서브시스템의 전체 모습

그림 1.6을 보면서 I/O 서브시스템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파일에 데이터

를 쓰는 경우와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는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 

먼저, 데이터를 쓰는 경우다. 파일 시스템의 파일에 데이터를 쓸 경우, 그 내용을 

먼저 메모리의 디스크 캐시에 쓴다(①). 데이터의 읽고 쓰기를 요청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유저, 프로세스)은 이 단계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동작을 마쳤다고 생각

하고 처리를 계속한다. 

이때 디스크 캐시에 기록되어 있을 뿐 아직 물리 디스크에는 기록되지 않은 데이

터가 생기게 된다. 이런 데이터를 ‘더티 데이터(dirty data)’라고 부른다. 디스크 캐시



19

1.2  디스크와 파일에 관련된 이것저것

에 더티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파일 시스템은 I/O 스케줄러에게 더티 데

이터를 물리 디스크에 기록하도록 요청한다(②).

이 요청은 I/O 스케줄러 내부의 ‘리퀘스트 큐’에 추가된다. 마지막에 I/O 스케줄러

는 리퀘스트 큐에 쌓여 있는 요청에 응답하여 디스크 드라이브를 이용해 물리 디스

크에 데이터를 기록한다(③④).

I/O 스케줄러에는 ‘cfq’와 ’deadline’ 등 몇 종류가 있다고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들은 리퀘스트 큐에 쌓인 리퀘스트를 어떤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 판단하는 알고리즘에서 차이를 보인다. I/O 스케줄러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하겠다.

표 1.3의 설명대로 커널 파라미터로 더티 데이터를 기록하는 빈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디폴트 값을 변경할 이유는 없다.

 ≐표 1.3  데이터의 기록 빈도에 관련된 커널 파라미터

커널 파라미터 설명

vm.dirty_background_ratio

vm.dirty_ratio

데이터의 캐시 테이터 비율을 ‘dirty_background_ratio(%)’ 

이하로 유지시킨다. 더티 데이터의 비율이 ‘dirty_ratio(%)’를 

넘으면 기록 빈도를 증가시킨다.

vm.dirty_background_bytes

vm.dirty_bytes

위와 동일한 설정을 바이트 단위로 실행한다. 일반적인 경우

는 위의 설정보다 우선권을 가지지만, 0을 설정할 경우는 위

의 설정이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vm.dirty_writeback_centisecs

vm.dirty_expire_centisecs

‘dirty_writeback_centisecs(단위는 1/100초)’마다 디스크 

캐시를 체크해서 ‘dirty_expire_centisecs(단위는 1/100초)’ 

동안 기록되지 않았던 내용을 기록한다.

이제 읽고 쓰기의 경우, 어떤 흐름이 되는지 알아보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유

저, 프로세스)이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를 읽는 경우를 떠올려 보자. 대상이 되는 데이

터가 이미 디스크 캐시에 있는 경우 파일 시스템은 이 데이터를 프로세스에 반환하

고 처리를 마친다(①).

반면에 대상 데이터가 디스크 캐시에 없는 경우, 호출을 한 프로세스는 일단 I/O
를 기다리는 상태가 되어 실행을 멈춘다. 그 뒤에 파일 시스템은 I/O 스케줄러에 데

이터의 읽기/쓰기를 요청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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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I/O 스케줄러가 요청에 응답하여 디스크 드라이브를 이용해 물리 디

스크의 데이터를 읽어 온다(③④). 그러면 요청한 프로세스의 I/O 대기 상황을 해제

한 후 프로세스에 디스크 캐시의 데이터를 받아서 전달한다(①). 

VFS 레이어에 속한 파일 시스템과 디스크 캐시, 그리고 블록 레이어에 속한 I/O 

스케줄러와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상호작용하며 파일에 데이터를 읽고 쓴다는 것이 

이제 이해되는가?
두 가지 레이어를 분리하는 것은 Linux 커널의 ‘모듈러 구조(modular structure)’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갖가지 파일 시스템을 온갖 물리 디스크와 연동해

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물리 디스크가 없는 파일 시스템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ramfs는 메모리를 이용한 RAM 디스크의 기능을 제공하는 파일 시스템이지만, 이

것은 그림 1.6의 (②)(데이터 전송 리퀘스트)를 전혀 처리하지 않는 파일 시스템이다.

이런 말을 하면 기록된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지 불가사의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

다.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는 전부 디스크 캐시에 모이게 된다. 일반 파일 시스템이

라면 물리 디스크에 기록된 더티 데이터가 아닌 클린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 디스크 

캐시로부터 제거해간다. 

반면에 ramfs의 경우는 디스크 캐시의 데이터가 영원히 더티 데이터로 남게 되므

로 디스크 캐시에서 제거되지 않는다. ramfs를 ‘메모리를 이용한 RAM 디스크’라고 

표현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디스크 캐시를 이용한 RAM 디스크’인 셈이다. 

Linux에는 ramfs와 같은 기능을 가진 tmpfs라는 것이 있다. tmpfs도 디스크 캐시

에 데이터를 저장하지만, ramfs와 다르게 스왑 아웃(옮긴이_swap-out: 동적 할당 장치

에 의해서 주기억 장치에 들어 있는 프로그램 또는 그 일부가 보조 기억 장치로 옮겨지는 것. 

교체 출력이라고도 한다)의 대상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즉, 물리 메모리가 부족해지면 

tmpfs에 저장된 파일은 물리 디스크의 스왑 영역에 기록되며, 사용 중이던 메모리는 

릴리즈된다. tmpfs를 스왑 아웃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뒤에 나오는 1.4.1절 ‘물리 

메모리의 분류’에서도 다루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하면 ‘결국 ramfs와 tmpfs 중 어느 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는 tmpfs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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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tmpfs에는 사용 중인 메모리의 상한 값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

만, ramfs에는 그 기능이 없다. ramfs에 끝없이 파일을 저장해가면 메모리도 계속

해서 소비하게 된다. 이 메모리 영역은 스왑 아웃되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은 메모리 

부족으로 OOM Killer(옮긴이_OOM Killer: 시스템에 필요한 메모리 영역을 확보하지 못

할 경우,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시켜 빈 메모리를 확보하는 Linux 커널의 장치)가 발동하게 

된다.

참고로, 원래 ramfs를 만든 사람은 리누스 토발즈이지만, 소스 코드 ramfs/
inode.c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은 코멘트가 남겨져 있다.

* NOTE! This filesystem is probably most useful

* not as a real filesystem, but as an example of

* how virtual filesystems can be wrtten.

‘최고로 단순한 파일 시스템의 샘플로서 ramfs를 작성했으므로 실제 사용에는 적

합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Linux 커널 내부에 실제로 ramfs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한 군데 있다. 

《전문가를 위한 Linux 시스템 구축과 운용 기술》의 6.4.1절 ‘Linux 부트 프로세스’

에서 다룬 Linux 가동 프로세스에서 커널 가동 직후 초기 RAM 디스크의 내용을 

RAM 디스크 영역에 전개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때 RAM 디스크 영역에 ramfs가 

사용된다. 

▒ I/O 스케줄러를 이해해자

그림 1.6과 같은 파일 시스템에서 데이터 전송 요청이 I/O 스케줄러에 따라 어떻

게 처리되는지 살펴보자. 디스크 캐시와 물리 디스크 사이에서 데이터 전송이 있을 

경우, 디스크 캐시 데이터의 배치와 물리 디스크 데이터 배치의 차이가 포인트이다. 

먼저, 디스크 캐시에서 하나의 파일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연속되는 메모리 영역을 

갖게 된다. 하지만, 물리 디스크에서는 해당 데이터가 반드시 연결된 영역을 차지하

는 것은 아니다. ‘디스크 단편화(disk fragmentation)’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그림 1.9에는 디스크 캐시에 연속된 데이터가 두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물리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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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에는 두 군데 연속된 섹터가 존재한다. 좀 인위적인 예이긴 하지만, 파일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이 물리 디스크에서 서로 끝이 닿도록 배치된 예를 들어 보자. 여전히 

Linux의 메모리는 4KB의 페이지 단위로 관리되어서 디스크 캐시의 한 페이지에 8
섹터의 데이터가 저장되게 된다. 

① ② ⑦

bio 객체

1페이지

디스크 캐시

bio 객체

⑧

① ② ③ ④ ⑤ ⑥

③ ④ ⑤ ⑥

③ ⑥

⑦ ⑧

①
②⑦
④⑤ ⑧

 ≐그림 1.9 디스크 캐시와 물리 디스크의 대응

위의 예와 같이 어떤 파일의 데이터를 디스크 위에 어떻게 배치할지를 정하는 것이 파

일 시스템의 역할이다. 그림 1.9와 같은 대응 관계는 메타데이터 영역에 기록되게 된다.

마찬가지로, 그림 1.6과 같이 파일 시스템에서 I/O 스케줄러에 데이터 전송을 요청

한 경우, 물리 디스크에 연결한 데이터마다 요청을 분할하는 처리가 파일 시스템 측에

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서 I/O 스케줄러는 물리 디스크에 연속된 데이터를 효율적으

로 기록할 수 있게 된다.

좀 전문적인 이야기지만, 시스템 성능을 생각한다면 I/O 스케줄러를 잘 이해해 두자.

먼저, 파일 시스템은 전송 대상의 데이터를 물리 디스크 연속 영역(연속 섹터)에 모

아 준 뒤 ‘bio 객체’를 커널 내부에 생성해서 이것을 스케줄러에 전달한다. 그림 1.9
에서는 두 개의 bio 객체가 I/O 스케줄러에 전달되는 셈이다.

파일 시스템으로부터 bio 객체를 전달받은 I/O 스케줄러는 또다시 두 개의 bio 

객체를 하나로 만든 ‘리퀘스트 객체’를 생성해 내부 리퀘스트 큐에 쌓아간다(그림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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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퀘스트 객체에 따라
I/O를 실행

리퀘스트 객체

서브 큐

I/O 스케줄러

디스패치 큐

디스패치·드라이버

물리 디스크

 ≐그림 1.10  I/O 스케줄러의 구조

리퀘스트 객체에 쌓아가는 방법은 I/O 스케줄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bio 

객체가 지정한 연결 섹터가 기존 리퀘스트 큐에 등록된 기존 리퀘스트 객체의 연결 

섹터에 잘 연결되는 경우, 이 bio 객체는 해당 리퀘스트 객체에 결합된다. 잘 연결되

는 리퀘스트가 없는 경우는 이 bio 객체만을 포함한 신규 리퀘스트 객체를 작성한다.

마지막에는 리퀘스트 객체에서 지정된 영역마다 물리 디스크의 데이터를 읽고 기

록한다. 이것으로 연결된 섹터 데이터의 읽기와 쓰기가 한 번에 끝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리퀘스트 객체를 실제로 어떤 순서로 처리하는지는 I/O 스케

줄러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cfq(Complete Fair Queuing) 스케줄러는 bio 객체를 프로세스마다 다

른 ‘서브 큐’에 저장함으로써 각 프로세스의 리퀘스트를 될 수 있는 한 공평하게 처리

하게 되어 있다.

그림 1.10을 보면 서브 큐의 구조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I/O 스케줄러가 받은 

bio 객체는 리퀘스트 객체로서 일단 서브 큐에 쌓여간다. 서브 큐에 어느 정도 리퀘

스트 객체가 쌓이면 각 서브 큐로부터 실제 전송 대상이 되는 순서대로 디바이스 패

치 큐로 이동해 데이터 전송 처리를 한다.

이것으로 I/O 스케줄러의 원리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I/O 스케줄러

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Linux에는 4종류의 I/O 스케줄러를 사용할 수 있다. 각각

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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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op(No Optimization) 스케줄러: 서브 큐를 하나만 가지고 받은 bio 순서대로 리

퀘스트를 처리해간다.

≐≐  cfg(Complete Fair Queuing) 스케줄러: 받은 bio는 그것을 보낸 프로세스의 프로

세스 ID를 키로 하는 해시에 의해 64개의 서브 큐에 분류된다. 그 후 각 서브 큐

에서 일정량의 리퀘스트를 처리해간다. 이에 따라 각 프로세스에 대해 공평히 I/
O 처리가 실행된다.

≐≐  deadline(Deadline) 스케줄러: 읽기 리퀘스트용 서브 큐와 쓰기 리퀘스트용 서브 

큐를 각각 가진다. 받아 온 bio는 대응하는 섹터의 위치에 대해 큐에 있는 기존 

리퀘스트의 최적 위치(디스크 헤드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삽입된다. 다만, 

큐의 앞에 있는 리퀘스트에 새로운 bio가 삽입되면 큐의 뒤에 있는 리퀘스트가 

계속해서 처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읽기 리퀘스트로 0.5초 동

안, 쓰기 리퀘스트로 5초 동안) 처리되지 않은 리퀘스트를 우선 처리한다.

≐≐  anticipatory(Anticipatory) 스케줄러: deadline 스케줄러에 다음에 받을 bio를 ‘예

상’하는 기능을 추가한 것. 예를 들어, 프로세스 A로부터 읽어들인 리퀘스트를 

받아들인 후 프로세스 B로부터 다른 리퀘스트를 받을 경우, 그 다음에는 프로세

스 A에서 읽어 온 리퀘스트가 계속해서 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원리. 이

런 경우에는 프로세스 B의 리퀘스트를 처리하기 전에 일정 시간(0.7초 정도) 동

안 다음에 올 리퀘스트의 도착을 기다린다.

이와 같이 각각의 I/O 스케줄러에 따라 다른 리퀘스트 처리 방법을 ‘엘리베이터 

알고리즘(elevator algorithm)’이라고 한다. 디스크 헤드의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줄이

면서 최대한의 데이터를 읽고 쓰려는 모습을 엘리베이터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

대한의 사람을 이동시키려는 모습에 비유한 것이다.

현재는 사용되지 않지만, 초기 Linux에 사용되었던 엘리베이터 알고리즘은 리누

스 토발즈가 생각해낸 것이어서 ‘리누스 엘리베이터(Linus elevator)’라고 불렸다.

RHEL6의 디폴트 I/O 스케줄러는 cfq다. 각 하드 디스크의 I/O 스케줄러를 변경

할 경우, sys 파일 시스템의 특수 파일 /sys/block/<디바이스명>/queue/schedular에 

I/O 스케줄러 이름(noop, anticipatory, deadline, cfg)을 echo 커맨드로 기록한다.

다음은 /dev/sda의 현재 스케줄러가 cfg인 것을 확인하고 deadline에 변경하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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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 /sys/block/sda/queue/scheduler
noop anticipatory deadline [cfq]

# echo “deadline” > /sys/block/sda/queue/scheduler

# cat /sys/block/sda/queue/scheduler
noop anticipatory [deadline] cfq

현재 설정된 I/O 스케줄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lsblk 커맨드를 사용하면 된다. 

다음 SCHED 부분이 I/O 스케줄러를 표시하고 있다.

# lsblk -t
NAME  ALIGNMENT MIN-IO  OPT-IO  PHY-SEC  LOG-SEC ROTA  SCHED RQ-SIZE
sda          0     512      0      512      512    1  cfq       128
├─sda1      0     512      0      512      512    1  cfq       128
├─sda2      0     512      0      512      512    1  cfq       128
├─sda3      0     512      0      512      512    1  cfq       128
└─sda4      0     512      0      512      512    1  cfq       128

시스템 전체에서 디폴트 I/O 스케줄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GRUB 설정 파일  

/boot/grub/grub.conf의 커널 가동 옵션에 ‘elevator=deadline’을 지정한다.

마지막으로, 자주 범하기 쉬운 실수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I/O 스케줄러는  

/dev/sda 등으로 지정된 디바이스에 대해 그림 1.1과 같이 물리 디스크의 트랙 위에 

섹터가 나열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섹터를 최적화한다. 

하지만, 외부 디스크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RAID 어레이 위에 존재하는 논리 

드라이브(LUN)가 /dev/sda 등의 디스크로 인식된다. 이 경우, 저장 장치의 컨트롤

러에 디스크 접근의 최적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Linux의 I/O 스케줄러에서는 별로 

복잡한 최적화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버나 서버 가상화 

환경 등 데이터 접근의 패턴이 복잡한 환경에서 고성능의 외부 저장 장치를 사용하

는 경우, 디폴트의 cfg 스케줄러보다도 deadline 스케줄러 쪽이 접근 효율이 좋아질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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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cfg 스케줄러는 ‘각 프로세스에 대해 공평히 I/O 처리를 한다’고 설명했는

데, 공평히 처리한다는 것은 거꾸로 불공평하게 처리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ionice 커맨드를 사용하면 각 프로세스의 cfg 스케줄러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이 가능해진다. 우선순위에는 ‘Real time’, ‘Best effort’, ‘Idle’의 

세 가지 클래스가 있다. 

Real time 클래스 프로세스의 I/O는 시스템 상의 어떤 처리보다도 우선해서 실행

된다. 반면, Idle 클래스 프로세스의 I/O는 시스템 상의 모든 처리보다 우선도가 떨

어진다. 즉, 시스템이 이 프로세스의 I/O 이외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Idle 상태일 

때 처음으로 I/O 처리가 실행된다. Best effort는 디폴트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하

여, cfg 스케줄러의 일반 로직을 이용해 균등하게 I/O를 처리한다.

Real time과 Best effort의 프로세스는 같은 클래스의 우선순위를 0~7까지 붙일 

수 있다. 

그러므로 뭔가 특별한 이유로 I/O 처리가 늦어지면 안 되는 프로세스는 Real 
time 클래스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먼저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RHEL6 표준의 HA 클러스터 시스템(High Availability 애드온)에는 

공유 디스크에 기록을 정기적으로 함으로써 서버의 생사여부를 확인하는 ‘Quorum 

Disk’라고 하는 장치가 있다. 파일 쓰기가 늦어지면 서버의 장애를 잘못 진단하는 경

우가 있기 때문에, 이 처리를 실행하는 프로세스(qdiskd)에 대해 Real time 클래스

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다만, 대량의 I/O 처리를 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Real time 클래스의 우선순위

를 설정하면 다른 처리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ionice 커맨드의 사용법은 man 페이지를 참조하라. ionice의 결과를 확인하고 싶

은 경우는 다음 커맨드를 사용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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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nice -c 1 dd if=/dev/zero of=/tmp/tmp0 bs=1M count=500 oflag=direct  
& ionice -c 3 dd
if=/dev/zero of=/tmp/tmp1 bs=1M count=500 oflag=direct & wait
[1] 18764
[2] 18765
500+0 records in
500+0 records out
524288000 bytes (524 MB) copied, 4.59358 s, 114 MB/s
[1]- 종료         ionice -c 1 dd if=/dev/zero of=/tmp/tmp0 bs=1M count=500
oflag=direct
500+0 records in
500+0 records out
524288000 bytes (524 MB) copied, 9.3951 s, 55.8 MB/s
[2]+ 종료         ionice -c 3 dd if=/dev/zero of=/tmp/tmp1 bs=1M count=500
oflag=direct

위의 예는 500MB의 파일을 기록하는 dd 커맨드를 두 개 동시에 실행하는 예이

다. 각각 Real Time 클래스와 Idle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다. Idle 클래스의 I/O 처

리는 완전히 뒤로 미루어지므로 Real Time 클래스의 dd 커맨드가 끝나면 Idle 클래

스의 dd 커맨드 처리가 시작된다. 그 결과, Idle 클래스는 Real Time 클래스에 비

해 딱 두 배의 실행 시간이 걸리게 된다(그림 1.11).

시작 종료

시작 종료

Real time 클래스

Idle 클래스

I/O처리중

Real time 클래스의 처리가
우선시되어 기다림 상태가 지속됨

I/O 처리 중

 ≐그림 1.11 Real time 클래스와 Idle 클래스

dd 커맨드의 oflag=direct 옵션은 디스크 캐시를 사용하지 않고 물리 디스크에 직

접 기록하라는 커맨드이다. 물리 디스크의 퍼포먼스 측정에 자주 사용된다. 마지막

에 있는 wait의 의미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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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에서 실행하는 모든 작업은 프로세스가 담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

다. 여러 가지 시스템의 동작은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프로세스는 

‘살아있다’, ‘죽어있다’ 등 여러 가지로 인생을 표현하는 것만 같다. 매일매일 ‘감시되

는’ 갑갑한 인생을 보내는 프로세스도 있는 것 같다.

여기서는 이런 프로세스의 인생을 좌우하는 프로세스 관리에 대해 한 번 더 기

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특히, 프로세스의 fork(포크)를 이해하면 스크립트 작성

의 테크닉이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된다. fork를 사용한 스크립트의 작성 방법은 제

3장의 3.4.3절 ‘[아홉 번째 승부] 프로세스 감시로 fork를 마스터하자’에서도 설명

하고 있다.

fork와 exec는 프로세스의 분신과 변신1.3.1

시스템 콘솔에서 로그인할 때는 ‘login:’ 프롬프트(옮긴이_컴퓨터가 입력을 기다리고 

있음을 가리키기 위해 화면에 나타나는 표시)에 유저명을 입력한다. 이 ‘login:’ 프롬프트

에 유저명을 입력하는 처리는 ‘mingetty 프로세스’가 담당한다. 로그인에 성공하면 

bash가 가동되어 커맨드 프롬프트가 표시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bash 프로세

스’가 가동되어 커맨드 프롬프트를 표시한다. 그 후 커맨드 프롬프트에 ls 커맨드를 

실행하면 ‘ls 프로세스’가 동작하여 현재 디렉터리의 파일명을 표시한다. 

‘뭘 새삼스럽게, 당연한 이야기를…’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사실은 이 

일련의 동작에 프로세스 생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열쇠가 숨겨져 있다. 

Linux로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방법에는 fork와 exec의 두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은 

이 둘의 차이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럼, 자그마한 실험을 해보도록 하자. 먼저 마음에 드는 테스트용 Linux 서버를 

런레벨 3(옮긴이_Runlevel: Unix System V 계통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동작 모드를 의미. 

일반적으로 0~6의 7런레벨이나 0~9까지의 9런레벨 체계가 많이 쓰인다)으로 가동한다. 그 

후 SSH에서 리모트(원격) 로그인하여 mingetty 프로세스의 모습을 확인한다.

 프로세스를 정복하는 자가 Linux를 정복하리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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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 -ef | grep “mingett[y]”
root    1692 1  0 19:21 tty1    00:00:00 /sbin/mingetty /dev/tty1
root    1694 1  0 19:21 tty2    00:00:00 /sbin/mingetty /dev/tty2
root    1696 1  0 19:21 tty3    00:00:00 /sbin/mingetty /dev/tty3
root    1700 1  0 19:21 tty4    00:00:00 /sbin/mingetty /dev/tty4
root    1702 1  0 19:21 tty5    00:00:00 /sbin/mingetty /dev/tty5
root    1704 1  0 19:21 tty6    00:00:00 /sbin/mingetty /dev/tty6

grep 커맨드의 인수 중 마지막 y가 [y]로 되어 있다. 이것은 grep 커맨드 자신의 

프로세스가 결과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테크닉이다*9. 이것으로 6개의 mingetty 

프로세스가 확인되었다. 이것은 Ctrl+Alt+F1~F6으로 바꿀 수 있는 6개 가상 콘솔

의 login: 프롬프트에 대응된다.

여기서 시스템 콘솔을 향해 Ctrl+Alt+F1으로 표시되는 login: 프롬프트에 유저

명을 입력해서 패스워드의 입력 프롬프트가 표시될 때까지 진행한다. 아직 패스워드

는 입력하지 말자.

이쯤에서 다시 한 번 먼저 SSH에서 로그인한 단말기로부터 ps 커맨드로 min-
getty 프로세스를 확인한다. 

# ps -ef | grep “mingett[y]”
root    1694 1  0 19:21 tty2    00:00:00 /sbin/mingetty /dev/tty2
root    1696 1  0 19:21 tty3    00:00:00 /sbin/mingetty /dev/tty3
root    1700 1  0 19:21 tty4    00:00:00 /sbin/mingetty /dev/tty4
root    1702 1  0 19:21 tty5    00:00:00 /sbin/mingetty /dev/tty5
root    1704 1  0 19:21 tty6    00:00:00 /sbin/mingetty /dev/tty6

mingetty 프로세스의 수가 하나 줄어들었다. 프로세스 ID가 1692인 mingetty 

프로세스가 없어졌다. 이 프로세스는 유저명을 받아들이면 사라지는 것일까? 
그런 것은 아니다. 이번에는 ps 커맨드로 이 프로세스 ID를 검색해 보자.

*9   grep 커맨드에 지정하는 검색 문자열에는 정규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왜 정규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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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 -ef | grep “169[2]”
root     1692     1  0 19:21 tty1    00:00:00 /bin/login --

login 프로세스가 표시되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겠는가? 사실은 mingetty 

프로세스가 ‘exec() 시스템 콜’을 이용해 login 프로세스가 된 것이다(그림 1.12의 왼

쪽 그림).

 ≐그림 1.12 exec와 fork에 따른 프로세스의 변화

프로세스
PID = X

프로그램 = A

부모 프로세스
PID = X

프로그램 = A

프로세스
PID = X

프로그램 = B

부모 프로세스
PID = X

프로그램 = A

자식 프로세스
PID = Y

프로그램 = A

exec
fork

프로세스가 실행된다.
프로세스가 변한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프로세스가 두 개로 나뉜다.

Linux의 프로세스는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프로그램 코드 이외에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을 특정하기 위한 프로세스 ID가 그 중 하나이다. 그 밖에도 

다른 프로세스, 파일,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파이프, 파일 디스크립터(옮긴이_file 

descriptor: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체제가 필요로 하는 파일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FCB(File Control Block)이라고도 함) 등이 있다.

exec는 이런 프로세스의 부가 정보를 그대로 남겨두고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프로

그램 코드만 완전히 새로운 코드로 바꾼다. mingetty 프로세스의 역할은 로그인 유

저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그 뒤에 패스워드 인증 처리를 login 프로세스에 넘겨

주기 위해 이런 동작을 한다.

그림 1.13은 mingetty가 exec를 실행하는 부분의 소스 코드이다. 각 행 처음에 

나오는 숫자는 실제 소스 코드의 행 번호를 나타낸다. 454행의 함수 execl은 exec() 

시스템 콜을 사용하여 변수 loginprog에 지정된 프로그램(여기서는 /bin/logi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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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대상을 바꾼다*10. 그 후 이 프로세스는 /bin/login을 실행하게 되므로 보통은 

455행 이후의 코드는 실행될 일이 없다. exec() 시스템 콜에 실패해서 에러가 발생한 

경우만 455행 다음 코드가 실행된다.

mingetty.c

454    execl (loginprog, loginprog, autologin? “-f” : “--”, logname, NULL);
455    error (“%s: can’t exec %s: %s”, tty, loginprog, strerror (errno));
456    sleep (5);
457    exit (EXIT_FAILURE);

 ≐그림 1.13 migetty가 exec되는 부분의 소스 코드

exec로 실행된 login 프로세스는 패스워드의 입력을 받아들여 유저 인증을 한다. 

그리고 로그인한 유저의 bash를 가동한다.

아까 패스워드의 입력 전에 작업을 중단했는데,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 

처리를 완료하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같은 프로세스 ID로 검색해 본다.

# ps -ef | grep “169[2]”
root    1692  1 0 19:21 ?   00:00:00 login -- root
root    1818 1692 0 19:29 tty1   00:00:00 -bash

login 프로세스는 아까와 같은 프로세스 ID(1692)로 남겨져 있다. 그런데 이번엔 

bash 프로세스도 검색 결과에 포함되어 있다. bash 프로세스 자신의 프로세스 ID(1818)

가 아닌, 부모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ID(1692)가 grep의 검색에 매치된다(ps -ef 커맨드의 

출력은 앞부분부터 유저 ID, 프로세스 ID, 부모 프로세스의 순으로 프로세스 ID를 표시한다). 이

것은 login 프로세스의 자식 프로세스로서 bash 프로세스가 가동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10   exec() 시스템 콜을 호출하는 C 언어 함수에는 execl, execlp, execle, execv, execvp 등이 있다. execl 

 과 execv는 커맨드의 인수 전달 방법이 다르다. 마지막 부분에 p가 붙은 커맨드(execelp, execvp)는  

 PAPH 환경 변수에서 내용을 검색한다는 특징이 있다.

1.3  프로세스를 정복하는 자가 Linux를 정복하리라



CHAPTER 01  모르면 손해 본다! 꼭 알아두면 좋은 Linux 내부구조

32

일반적으로, 부모 프로세스로부터 자식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을 ‘프로세스를 

fork(포크)한다’라고 한다. 다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login 프로세스로부터 직접 

bash 프로세스를 fork한 것이 아니다. 그림 1.12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fork는 실행 

중의 프로세스와 완전히 동일한 복사본을 자식 프로세스로서 생성하는 것이다. 

login 프로세스는 fork에 따라 자기 자신의 복사본을 생성한 후에 자식 프로세스 

측으로부터 exec에 따라 bash를 가동한다. 이런 테크닉을 ‘fork-exec’라고 부른다. 

그림 1.14를 보면 전체의 흐름을 잘 알 수 있다.

부모 프로세스
PID 1692
mingetty

부모 프로세스
PID 1692
login

자식 프로세스
PID 1818
login

부모 프로세스
PID 1692
login

자식 프로세스
PID 1818
bash

exec

fork

exec

 ≐그림 1.14 가상 콘솔의 로그인에 따른 프로세스의 변화

fork-exec가 무슨 뜻인지 아직 잘 모르겠으면 login의 소스 코드로부터 fork-exec를 

실행하고 있는 장소를 실제로 찾아보면 좋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스스로 조사

할 수 있는 것이 Linux나 오픈 소스의 멋진 점일 것이다. 소스 코드의 검색 방법은 제4
장 ‘최후의 보루, 커널 소스를 읽자!’에서도 설명하고 있다. 일단 이 장에서는 그림 1.15
를 답안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자. //로 시작되는 주석은 필자가 추가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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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5 login이 fork-exec를 실행하는 부분의 소스 코드

login.c

1183    child_pid = fork();
     // 부모 프로세스의 child_pid에는 자식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ID가 들어간다.
     // 자식 프로세스의 child_pid에는 0이 들어간다.
1184    if (child_pid < 0) {
      // fork에 실패한 경우의 에러 처리

      // (소스 코드 생략)
1189     exit(0);
1190    }
1191
1192    if (child_pid) {
      // 부모 프로세스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 이 예에서는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하는 것을 기다린 후 자기도 종료된다.
      // (소스 코드 생략)
1201     /* wait as long as any child is there */
1202     while(wait(NULL) == -1 && errno == EINTR)
1203         ;
      // (소스 코드 생략)
1206 exit(0);
1207     }
1208
     // 자식 프로세스는 여기서부터 실행된다.
1209    /* child */
1210
     // (소스 코드 생략)
     // 자식 프로세스는 exec를 통해 bash로 바뀐다.
1280    execvp(childArgv[0], childArgv + 1);

먼저, 1183행에서 fork를 실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두 개로 나누어진 프로세스는 

어느 쪽이든 1184행부터 프로그램의 실행을 계속하게 된다. 물론, 두 쪽 다 프로세스

가 완전히 같아서는 의미가 없다. 그 후 자식 프로세스에는 exec로 bash를 바꿀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한 트릭이 변수 child_pid에 대입된 fork의 리턴값이다. fork에 실패한 경

우는 마이너스 값이 부모 프로세스에 리턴된다. 하지만, 성공일 경우는 부모 프로세

1.3  프로세스를 정복하는 자가 Linux를 정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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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 fork로 생성된 자식 프로세스에서 반환 값이 다르다. 부모 프로세스 쪽에는 자

식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ID 값이 들어가고, 자식 프로세스에는 0이 들어간다.

따라서 부모 프로세스 쪽은 1192행의 if 문의 조건이 성립되어 if 문 안의 코드가 

실행된다.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자

기 자신도 종료된다. 자식 프로세스 쪽은 1192행의 if 문을 건너뛰고 1209행부터 처

리를 계속한다. 이 예에서는 1280행에서 exec를 실행한 후 bash를 실행한다.

fork는 Perl 등의 스크립트 언어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C 언어 프로그래밍을 잘 

못하는 독자라도 여기서 소개한 fork 처리 테크닉은 꼭 익혀두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세스가 끝날 때 흐름도 확인해 보자. 먼저, 부모 프로세스인 

login은 그림 1.15의 1202행 함수 wait에서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할 때까지 슬립 상

태로 계속 기다린다. 다음과 같이 ps 커맨드로 프로세스의 상태를 확인하면 슬립 상

태를 나타내는 S의 기호가 붙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ps aux | grep “logi[n]”
root    1692 0.0 0.2  77004 2532 ?    Ss  19:21  0:00 login -- root

이제 가상 콘솔에서 로그인한 후 표시된 bash 커맨드 프롬프트에 exit를 입력해서 

로그아웃한다. 이때 bash 프로세스는 exit() 시스템 콜에 의해 종료되어 부모 프로세

스인 login에 CHLD 시그널을 송신한다. 

CHLD 시그널을 받은 login은 함수 wait에서 벗어나서 종료된다. wait는 자식 프

로세스가 종료되어 CHLD 시그널을 받을 때까지 슬립 상태로 기다리기 위한 함수다.

한편, CHLD 시그널을 송신한 자식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가 이것을 받을 때

까지 ‘좀비 프로세스’라고 불리는 상태가 된다. 부모 프로세스 측에서 CHLD 시그널

을 무시하는 설정이 되어 있으면 좀비 프로세스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좀비 프로세스는 ‘ps aux’로 프로세스의 상태를 확인하면 Z라고 표시된다. 끝 부

분에는 <defunct>라고 표시된다. 

그림 1.16은 bash 프로세스가 exit에서 종료된 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 그

림을 보면 마지막에 종료된 login 프로세스도 무언가를 향해 CHLD 시그널을 송신

하고 있다. 이 신호를 받은 건 대체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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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n/init

부모 프로세스
PID 1692
login

좀비 프로세스
PID 1692
login

좀비 프로세스
PID 1818
bash

CHLD

CHLD

exit

exit

자식 프로세스
PID 1818
bash

 ≐그림 1.16 가상 콘솔에서 로그아웃할 때 생기는 프로세스의 변화 

방금 전 다룬 ps 커맨드의 출력에서 알 수 있듯이, login 프로세스의 부모 프로세

스는 프로세스 ID가 1인 init 프로세스이다. 따라서 init 프로세스가 CHLD 시그널

을 받아들여서 login 프로세스가 좀비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편, CHLD 시그널을 받아들임으로써 login 프로세스(혹은 근본이 되는 mingetty 

프로세스)가 종료된 것을 알아차린 init 프로세스는 다시 한 번 새로운 mingetty 

프로세스를 가동한다. 이로 인해 이 가상 머신에서 다시 로그인이 가능하게 된다. 

mingetty 프로세스의 가동에는 먼저 설명한 fork-exec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min-
getty 프로세스는 init 프로세스의 자식 프로세스가 된다. 

또한, RHEL5까지의 init 프로세스는 설정 파일 /etc/inittab에 따라 mingetty 

프로세스를 재가동한다. 한편, RHEL6에서는 init 프로세스의 구조가 ‘Upstart’라고 

불리는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etc/init/ 이하의 설정 파일이 사용된다. 

Upstart에 대해서는 5.2절 ‘서버 가동 처리를 바꾸는 Upstart’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fork-exec의 동작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세스 감시에 대한 트러블을 

소개하겠다. fork-exec에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 처음 fork한 순간에는 자

식 프로세스의 프로세스명은 부모 프로세스와 동일하다. 그 뒤 exec에 의해 새로운 

프로세스명으로 바뀐다. 같은 원리로 특정 프로세스명의 프로세스 수를 체크하는 경

우(프로세스 감시), fork-exec에 의해 순간적으로 프로세스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

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이름의 프로세스는 반드시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고 설정한 경우, fork-exec와 

1.3  프로세스를 정복하는 자가 Linux를 정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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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간격의 타이밍이 일치해서 프로세스 수가 이상하다고 잘못 감지할 수도 있다.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fork-exec의 존재를 눈치 채지 못하

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작업 제어의 이것저것1.3.2

이전 절에서는 프로세스 가동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 설명하였다. 여기에서는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하겠다.

먼저, 쉘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커맨드를 실행하면, 보통은 커맨드 실행이 완료된 

단계에서 다시 한 번 커맨드 프롬프트가 표시된다. 이것은 login 프로세스가 bash 

프로세스를 가동하는 흐름(그림 1.14)과 동일하다.

bash 프로세스는 fork-exec에 따라 커맨드에 대응하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실행한 

후,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까지 슬립 상태로 기다린다. 그 뒤 CHLD 시그널을 받

아서 자식 프로세스의 종료가 확인되면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다시 입력을 기다린다.

커맨드의 끝에 ‘&’를 붙여 실행하면 커맨드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된다. 이 경우 

bash 프로세스가 fork-exec로 새로운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것까지는 이전에 설명

한 것과 동일하지만, bash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의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프롬프트를 표시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커맨드를 실행할 

때나 여러 개의 커맨드를 함께 실행하고 싶을 때 편리한 방법이다.

그럼, 여기서 응용 문제를 내겠다. 복수의 커맨드를 한꺼번에 실행하면서 모든 커

맨드가 완료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예를 들어, 10대의 서버 각각에 SSH로 리모트 커맨드를 날려서 모든 서버에서 커

맨드를 완료하는 것을 기다리는 쉘 스크립트 등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11 그림 1.17
은 필자가 실제로 사용한 예인데, 3대의 서버(node01~node03)에서 클러스터 서비스

의 가동 커맨드(clstart)를 실행하는 쉘 스크립트다(http://www.slideshare.net/enakai/

rhel6-rhcs-guidepreview-8758112 참조). 편의상 clstart_all.sh라고 이름 붙였다.

*11   SSH로 리모트 커맨드를 실행하는 방법은 《전문가를 위한 Linux 시스템 구축과 운용 기술》의 2.3.4절  

 ‘SSH의 이용 방법’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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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프로세스를 정복하는 자가 Linux를 정복하리라

 ≐그림 1.17  복수 서버로 커맨드를 병행 실행하는 쉘 스크립트(clstart_all.sh)

예1 서버 한 대마다 실행

#!/bin/sh
ssh node01 /usr/local/bin/clstart
ssh node02 /usr/local/bin/clstart
ssh node03 /usr/local/bin/clstart

예2 커맨드의 실행 완료 전에 종료

#!/bin/sh
ssh node01 /usr/local/bin/clstart &
ssh node02 /usr/local/bin/clstart &
ssh node03 /usr/local/bin/clstart &

예3 커맨드의 실행 완료 후에 종료

#!/bin/sh
ssh node01 /usr/local/bin/clstart &
ssh node02 /usr/local/bin/clstart &
ssh node03 /usr/local/bin/clstart &
wait

예1에서는 ‘node01에서 clstart를 실행해서 그것이 완료되면, 다음 node02로 이

동’하는 순서로 한 대씩 순서대로 실행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시간 낭비다.

그래서 예2에서와 같이 각 커맨드를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해 본다. 이 경우는 세 

대의 서버에서 동시에 clstart를 실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서버에서 clstart의 

실행이 완료되기 전에 clstart_all.sh 자체가 종료돼버리고 만다.

이것은 모든 서버에서 클러스터 서비스의 가동이 완료된 뒤, 다음 커맨드의 입력을 

받고 싶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 커맨드 프롬프트가 표시된 후에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커맨드의 출력 메시지가 표시되어 콘솔 화면이 혼잡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그 점을 해결한 것이 예3이다. 마지막에 wait 커맨드가 추가되어 있는데, 이것

은 그림 1.15의 1202행에 등장한 C 언어의 wait와 비슷한 동작을 하는 bash의 커맨드이다.

clstart_all.sh는 wait 커맨드를 실행한 곳에서 슬립 상태로 대기하며, 백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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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실행 중인 자식 프로세스가 완전히 종료되어 CHLD 시그널이 통지되기를 기다

린다. 모든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wait의 다음 처리를 진행한다.

이번에는 wait 커맨드에서 쉘 스크립트가 종료되므로, 모든 서버에서 clstart 커
맨드가 종료된 타이밍에서 clstart_all.sh를 종료하는 것이 된다. 이런 처리 방법을 

‘비동기 실행의 대기 처리’라고 한다. 

‘비동기 처리’란 백그라운드의 프로세스가 서로 각각 처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

편, 그 부모 프로세스가 전체 프로세스의 완료 보고를 기다린 뒤 다음으로 진행되는 

것을 ‘대기 처리’라고 한다. 멀티 스레드를 이용한 병렬 프로그래밍에서도 이용되는 

테크닉이다.

예2의 경우,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ssh 커맨드를 남겨두고 부모 프로세스인 

clstart_all.sh가 먼저 종료되게 된다. 이렇게 부모 프로세스가 먼저 종료되었을 때 

자식 프로세스를 ‘Orphan(고아) 프로세스’라고 부른다. 

부모 프로세스가 없으면 이 프로세스의 종료 때 발생하는 CHLD를 받아들일 상

대가 없어지므로 좀비 프로세스가 남겨지게 된다. 그래서 Orphan 프로세스가 발

생하면 프로세스 ID가 1인 init 프로세스가 자동적으로 부모 프로세스가 된다. 

Orphan 프로세스의 CHLD 시그널은 init 프로세스가 받아서 종료 확인 처리를 하

므로 좀비 프로세스가 남을 염려는 없다.

위의 예는 쉘 스크립트를 이용해 백그라운드에서 자식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예이

다. 한편, 커맨드 프롬프트를 이용해 직접 백그라운드에서 커맨드를 실행할 때는 출

력의 리다이렉트와 쉘의 종료 처리에도 주의해야 한다.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하는 커맨드의 출력을 직접 화면에 표시하면, 다음 커맨드를 

입력하는 도중에 이전 커맨드의 출력이 섞여서 엉망이 된다.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하

는 커맨드의 화면 출력은 파일 등에 리다이렉트하는 것이 좋다. 다음의 세 종류가 대

표적인 예이다.

# command >cmd.log 2>cmd.err &
# command >cmd.log 2>&1 &
# command >/dev/null 2>&1 & 표준 출력과 표준 에러 출력을 버린다.

표준 출력과 표준 에러 출력을 cmd.log에 출력
표준 출력 cmd.log, 표준 에러 출력을 cmd.err에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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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Linux의 프로세스가 화면에 출력하는 내용은 ‘표준 출력(stdout)’과 

‘표준 에러 출력(stderr)’의 둘로 나뉜다.

디폴트로는 둘 다 커맨드를 실행한 터미널 창에 출력되게 되어 있으므로 다른 점

을 찾기 힘들지만, 프로그램 내부에서 stdout와 stderr은 엄연히 다른 출력 대상이

다. 프로세스가 본래 출력해야 할 처리 결과를 표준 출력으로 전송한 후, 그 밖의 에

러 메시지를 표준 에러에 보낸다.

첫 번째 예는 커맨드(command)의 표준 출력에 할 출력을 파일 cmd.log에 출력

한 후, 표준 에러에 할 출력을 cmd.err에 출력하는 예이다. 표준 출력과 표준 에러 

출력은 파일 디스크립터 번호가 1, 2와 같이 정해져 있으므로 원래는 ‘1>cmd.log 

2>cmd.err’라고 적어야 한다. 하지만, 표준 출력을 뜻하는 1은 디폴트 값으로서 생

략할 수 있으므로 이런 방식으로 쓰이는 것이다. 기존 파일에 출력을 덧붙여 기재할 

때는 ‘ >’ 대신에 ‘ >>’를 사용한다.

두 번째 예는 표준 출력과 표준 에러 출력의 양쪽을 같은 파일(cmd.log)에 출력한

다. ‘2>&1’은 표준 에러 출력의 출력 대상을 표준 출력과 같게 한다는 의미이다. 

마지막 예는 특정 파일 /dev/null에 출력하는 예이다. /dev/null은 출력 내용을 그

냥 버리는 처리인데, Unix를 오래 전부터 사용했던 사람은 ‘블랙홀’이라고도 부른다. 

철자를 잘못 적어 ‘/dev/null’이라고 적으면 dev/ 밑에 출력 파일이 생성되므로 주의

해야 한다.

/dev/null과 함께 기억해 두면 좋은 것이 /dev/zero이다. 이것은 바이트 코드 

0(NULL 값)을 계속해서 출력하는 특수 파일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하면 

NULL 값으로 구성된 100MB의 빈 파일이 작성된다.

# dd if=/dev/zero of=/tmp/tmp0 bs=1M count=100

위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러 흥미로운 top 커맨드 실행의 예를 들었다. 나

아가서 다음과 같은 색다른 예를 소개하겠다. 

# cat /dev/zero >/dev/null

1.3  프로세스를 정복하는 자가 Linux를 정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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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야 할 부분은 exit 커맨드(혹은 logout 커맨드, Ctrl+D 등)로 bash를 종료시

킬 때 동작이다.

터미널 화면 위에 가동된 bash 프로세스는 종료할 때 자식 프로세스마다 HUP 시

그널을 전송한다. HUP 시그널은 프로세스를 종료하기 위한 시그널이므로 백그라운

드에서 실행 중인 커맨드가 있을 경우는 그것들도 함께 종료된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벤치마크를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한 경우 슬픈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Putty 등의 터미널에서 서버에 접속해서 벤치마크를 시작하면, 예상보다 

더 벤치마크에 시간이 걸려서 시스템을 강제 종료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커맨드가 nohup이다. 이 커맨드에는 HUP 시

그널을 무시하도록 설정해 커맨드를 실행하는 기능이 있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 nohup command >cmd.log 2>&1 &

이렇게 하면 exit 커맨드로 bash를 종료해도 백그라운드의 커맨드(command)는 

HUP 시그널을 무시하며 실행을 계속한다. 다만, 부모 프로세스인 bash 프로세스가 

사라지므로 Orphant 프로세스가 되고 /sbin/init가 새로운 부모 프로세스가 된다.

nohup 커맨드 이외에도 알고 있으면 좋은 편리한 커맨드에 screen 커맨드가 있

다. 이 커맨드를 이용하면 Putty 등의 텍스트 터미널에 가상 터미널 화면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게다가 이 가상 터미널을 그대로 놔두고 Putty 화면을 닫을 수도 있

다. 이 경우 다시 한 번 screen을 가동해서 이전에 남겨두었던 가상 터미널에 재접속

하여 작업을 이어갈 수 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므로 실제로 예를 들어 보겠다. screen 커맨드가 디폴트로 도입

되어 있지 않다면, screen이란 이름의 RPM 패키지를 도입한다.

# yum install screen

SSH 접속한 터미널에서 screen 커맨드를 실행한다.

#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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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윈도우 타이틀에 ‘screen 0:bash’라고 표시될 것이다. 이것은 0번째 

터미널에 접속해 있다는 것을 뜻한다. top 등의 적당한 커맨드를 실행해 두고 

Ctrl+A+C(Ctrl+A를 누른 채 C를 누름)를 입력하면 첫 번째 가상 터미널이 새로 생성

된다. top 화면이 사라지고 새롭게 bash 커맨드 프롬프트가 표시되며, 윈도우의 타

이틀 부분의 표시가 [screen 1:bash]로 바뀐다.

Ctrl+A+C를 몇 번씩 입력하면 그 입력 횟수만큼의 가상 터미널이 생성된다. 그 

뒤에 Ctrl+A‘<0~9의 숫자>’를 입력하면 지정한 번호의 가상 터미널로 되돌아갈 수

가 있다. 예를 들어, Ctrl+A+0으로 0번째 가상 터미널로 돌아가면, top 커맨드가 

실행 중인 화면이 나타난다. 10번째 이후의 가상 터미널은 Ctrl+A+’(작은따옴표)의 

뒤에 터미널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Ctrl+A+N과 Ctrl+A+P 조작을 통해 가상 터

미널을 서로 바꿀 수도 있다.

그리고 Ctrl+A+D를 입력하면, 이 가상 터미널을 남겨둔 채 screen 커맨드 실행 

전의 화면으로 돌아간다. 얼핏 보면 screen 커맨드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는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동작하고 있으며 가상 터미널의 세션도 살아있다.

이 터미널을 닫은 후에 새로 SSH 접속한 터미널에서 -r 옵션을 지정하여 screen 

커맨드를 실행해 보자.

# screen -r

Ctrl+A+D를 입력하기 직전의 가상 터미널 화면이 다시 표시되어 거기서 하고 

있던 작업을 이어서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screen 커맨드의 가상 단말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시간이 걸리는 

벤치마크 등도 안심하고 실행할 수 있다. screen 커맨드는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즈

가 가능하므로 man 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마음에 드는 작업 환경을 구축하라.

마지막으로, 작업 관리의 기본 커맨드를 설명하겠다.

bash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끝에 &를 붙여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한 프로세스는 일반 

프로세스 ID가 아닌, 그 쉘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작업 ID’가 할당(assign)된다.

실행 중인 작업 리스트는 jobs 커맨드로 표시한다. kill 커맨드로 프로세스 시그널

을 송신할 때는 프로세스 ID 대신 작업 ID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은 작

업 ID가 1인 프로세스를 지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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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붙이지 않고 포그라운드에서 실행하는 커맨드는 Ctrl+Z로 일시 정지한 뒤에 

bg 커맨드로 실행하면 백그라운드에서의 실행으로 바꿀 수 있다. bg 커맨드 대신에 

fg 커맨드를 실행하면 포그라운드 실행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또한, 작업 ID를 지정해서 fg 커맨드를 실행하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커맨

드를 포그라운드로 변환할 수 있다.

 ≐그림 1.18  작업의 상태 변화

fg

fg
bgCtrl+Z

포그라운드 실행 백그라운드 실행

일시 정지

필자는 가끔 vi 에디터에서의 작업 중 잘못하여 Ctrl+Z를 누를 때가 있다. 에디터 

화면이 없어지고 커맨드 프롬프트에 되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당황하지 말고 

fg 커맨드를 실행하면 무사히 vi 에디터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

파이프라인으로 하는 빠른 데이터 처리1.3.3

프로세스 이야기의 마지막을 파이프라인 처리에 대한 이야기로 끝내고자 한다. 기

초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파이프라인의 배경에는 Linux가 Unix로부터 이어받은 

중요한 사고방식이 있다. 

파이프라인의 구조를 생각해낸 덕 맥일로이(Doug McIlroy)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짜라. 서로 협조해서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짜라. �

세계 공통의 인터페이스인 텍스트 스트림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짜라.”

이 말의 배경에는 ‘컴퓨터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프로그램보다는 유저가 더 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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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12’라는 사상이 담겨 있다. 유저는 파이프라인의 구조를 이용함으로써 프로그

래머가 준비한 다양한 부분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자기에게 필요한 처리를 해나간다. 

특히, 서버 관리자는 주어진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최소한의 툴을 조합하여 그 자

리에서 빨리 작업을 진행해야 할 때가 있다. 웹 검색을 하면 편리한 툴이 많이 나오

지만, 그 툴을 도입할 시간조차 없을 때도 있고 또 툴을 설치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

은 서버도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Linux 서버에는 반드시 있는 툴’을 조합해

서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둬야 한다. 

파이프라인 처리의 기초는 표준 입출력이다. 먼저, 프로그램의 출력처가 되는 표

준 출력(stdout)과 표준 에러 출력(stderr)을 소개하겠다. 한편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 입력의 대상이 되는 것은 표준 입력(stdin)이라고 한다. 표준 입력은 터미널

에서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이 기본이다. 

예를 들어, cat 커맨드는 보통 파일명을 지정하여 그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지만, 

파일명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표준 입력에서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표준 출력에 

1행씩 출력한다(그림 1.19의 상단).

 ≐그림 1.19  표준 입력과 리다이렉트

stdin stdout

stderr

cat

stdin

stdout

stderr

cat

입력 파일“<”

출력 파일“>”

백그라운드 실행

*12   이것과 반대되는 발상에는 ‘프로그램이 해야 할 일(유저에게 필요한 기능)은 프로그래머가 결정한다’라 

 는 것이 있다. 이런 발상으로 생성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금방 익숙해질 수 있는 반면에 응용해서  

 활용하기 힘든 면도 있다. 유저가 필요로 하는 기능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끔씩 대규모 업데이트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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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
Hello, 
Hello, 
World! 
World! 같은 내용을 화면에 출력

Ctrl+D로 종료

키보드로부터 입력
같은 내용을 화면에 출력
키보드로부터 입력

표준 입출력 대상을 디폴트의 키보드나 터미널 화면으로부터 파일로 바꾸는 처리

를 ‘리다이렉트’라고 한다. stdout과 stderr의 리다이렉트에 대해서는 > 기호를 사용

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했다. stdin 입력 대상을 파일로 하기 위해서는 < 기호를 사용

한다(그림 1.19의 하단).

다음은 키보드에서 입력한 내용을 greeting.txt에 저장한 후 그것을 다시 한 번 화

면에 표시하는 예이다.

# cat > greeting.txt
Hello, 
World! 

# cat < greeting.txt
Hello,
World!

키보드로부터 입력
Ctrl+D로 종료

키보드로부터 입력

그리고 두 프로세스의 표준 출력과 표준 입력을 직접 결합하는 것이 파이프라인이

다(그림 1.20). 두 커맨드를 I 기호로 연결해서 실행한다.

 ≐그림 1.20  파이프라인 처리

프로세스 A
stdin stdoutstdout “|” stdin

stderr

프로세스 B

stde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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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ps 커맨드의 출력 결과를 grep 커맨드로 필터링하는 예가 등장한다.

# ps -ef | grep “mingett[y]”

물론, 셋 이상의 커맨드를 파이프라인에서 연결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행한 커맨드에서 얼마나 많은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재미있

을 것이다*13.

# history | grep “|”

grep 커맨드 이외에 파이프라인에서 자주 쓰이는 커맨드에는 cut, tr, sort, 
uniq, paste, wc, head 등의 커맨드가 있다. 표 1.4는 이 커맨드에 대해 간단히 소

개한 표이다. 각 커맨드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man 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표 1.4  파이프라인에서 사용하는 편리한 커맨드

커맨드 설명

cut 구분 기호로 분할하여 특정 필드를 표시

grep 패턴에 매치되는 행을 표시

head 파일의 첫 부분을 표시

paste
두 파일의 각 행을 지정한 구분 기호로 결합. 

혹은 한 파일의 여러 행을 지정한 구분 기호로 결합

sort 여러 행을 정렬

tr 문자의 치환

uniq 연결하는 동일 행을 압축

wc 바이트 수, 단어 수, 행의 수를 표시

*13   약간 우스운 일이지만, 필자의 경우 ‘history | grep ~’ 패턴이 대량으로 나왔다. 과거에 실행한 커맨드의 

 옵션을 확인하기 위해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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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여기에서 연습문제에 도전해 보자. 먼저, ‘ps -ef’의 출력을 파일 /tmp/

temp0에 저장한다. head 커맨드로 첫 부분의 5행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된다.

# ps -ef > /tmp/tmp0
# head -5 /tmp/tmp0
UID   PID  PPID  C STIME TTY      TIME CMD
root    1      0  0 Aug26 ?        00:00:06 /sbin/init
root    2      0  0 Aug26 ?        00:00:00 [kthreadd]
root    3      2  0 Aug26 ?        00:00:00 [migration/0]
root    4      2  0 Aug26 ?        00:00:02 [ksoftirqd/0]

cron 작업에서 과거의 ps 커맨드 출력이 파일에 저장되어 이 파일로부터 여러 가

지 분석을 해가는 경우 등에 나타나는 화면이다. 이 경우 프로세스 ID(PID) 값만을 

추출해서 파일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웹 검색이나 man 페이지를 참조하지 말고 여

러분이 금방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아라.

우선, 다음의 예는 꽤 고전적인 해답이다.

$ cat /tmp/tmp0 | tr -s “ “ | cut -d “ “ -f 2 | grep -v “PID” > /tmp/tmp1

cut 커맨드는 -d 옵션으로 지정한 문자를 구분 기호로 하여 -f 옵션으로 지정한 위

치 데이터(필드)만을 검출한다. 이 경우는 스페이스가 구분 기호가 된다. 다만, 연결

한 스페이스는 복수의 구분 문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미리 tr 커맨드로 cut 커맨드의 

연결 스페이스를 하나의 스페이스로 변환하고 있다. tr 커맨드와 cut 커맨드의 조합

은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마지막에는 첫 헤더 행을 grep 커맨드로 지우고 파일 /tmp/tmp1에 결과를 출력

하고 있다. grep 커맨드의 -v 옵션은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행만을 검출해낸다는 의

미이다.



47

1.3  프로세스를 정복하는 자가 Linux를 정복하리라

그리고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첫 부분에 스페이스를 포함한 행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첫 부분의 스페이스도 구분 문자로 해석되기 때문에 필드의 위치가 하나 뒤로 

어긋나게 된다. 각 행 첫 부분의 스페이스를 제거하는 방법은 뒤에 소개한다.

tr 커맨드와 cut 커맨드의 조합 대신 awk를 이용할 수도 있다.

# cat /tmp/tmp0 | awk ‘{print $2}’ | grep -v “PID” > /tmp/tmp2

awk는 연결 스페이스를 구분 문자로 인식해 자동으로 입력 데이터를 분석한다. 

그리고 print$2는 두 번째 데이터를 출력하라는 의미이다. 행 첫 부분의 스페이스는 

자동으로 무시되므로 앞에 든 예에서처럼 행 첫 부분의 스페이스를 미리 제거할 수 

있다.

스페이스 이외의 구분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F 옵션으로 구분 문자를 지정한

다. 다음은 /etc/passed 파일에 등록된 유저명의 리스트를 출력하는 예이다.

# cat /etc/passwd | awk -F “:” ‘{print $1}’

참고로,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 대해 프로세스 ID의 리스트를 표시하고 싶으

면 ps 커맨드의 옵션을 활용하면 되므로 굳이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 ps -e --no-headers -o pid > /tmp/tmp3

하지만, 이것은 먼저 저장한 것과 조금 형식이 다르다. /tmp/tmp1 또는 /tmp/

tmp2는 좌측 정렬로 프로세스 ID를 보여주지만, /tmp/tmp3는 프로세스 ID 값을 

우측 정렬로 보여주므로 각 행 첫 부분에 스페이스가 나타난다.

좀 인위적이지만, head 커맨드와 tail 커맨드를 조합해 파일의 중간 부분을 비교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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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 -98 /tmp/tmp1 | tail -6
976
992
994
1044
1045
1046
# head -98 /tmp/tmp3 | tail -6
  976
  992
  994
 1044
 1045
 1046

확실히 /tmp/tmp3에는 행 첫 부분에 연결된 스페이스가 존재한다. 그럼, 이 스페

이스를 제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고전적인 제거 방법으로는 sed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보통 각 행의 AAA를 

BBB로 치환하는 방법으로 ‘sed "s/AAA/BBB/g"’라는 패턴이 있다. s는 치환을 뜻하

는 sed 커맨드고, g는 행의 전부를 AAA로 치환하라는 뜻이다. 마지막의 g를 생략하

면 행 첫 부분의 AAA만이 치환된다. 

같은 식의 처리는 tr 커맨드에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sed의 경우는 정규표현을 사

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위의 예에서는 각 행 첫 부분의 연결 스페이스를 삭제

하므로(즉, 아무것도 없는 문자열로 변환) 다음과 같이 된다. 

# cat /tmp/tmp3 | sed “s/^ *//” > /tmp/tmp4

awk와 sed는 쉘 스크립트 안에 사용되는 경우도 많고, 다른 사람이 쓴 쉘 스크립

트를 해석할 때도 자주 사용된다. 인터넷에도 많은 정보가 있지만, 한 번 정도는 《sed 

& awk(2nd Edition)》(O’Reilly Media) 등의 서적을 구해 철저히 공부해 보는 것이 

좋다. awk와 sed로 이용 가능한 정규표현에 대해서도 위의 책에 잘 설명되어 있다.

특히, awk는 범용성이 크고 텍스트 처리뿐만 아니라 Perl 등의 더욱 고도한 언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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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Perl로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을 괜히 awk로 할 필

요는 없지만, 알아두면 경우에 따라 멋지게 활용할 일이 있을지 모르니 익혀 두는 것도 

좋다*14.

그리고 파이프라인 처리와 함께 쓰면 편리한 $( )에 대한 테크닉을 소개하고자 한

다. 이것은 커맨드의 일부로서, $( )에 적혀 있는 커맨드의 출력 결과를 삽입하는 bash 

기능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커맨드가 실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 yes “kill” | head -$(cat /tmp/tmp4 | wc -1)

$( )의 안에는 파일 /tmp/tmp4에 포함된 행의 수를 표시한다. 즉, 이 결과가 150

이었으면 커맨드는 다음 커맨드와 똑같은 결과를 가진다.

# yes “kill” | head -150

뭔가 무시무시하지만, 이것은 ‘kill’이라는 문자열을 150행 표시한다. yes 커맨드는 

특정 문자열을 끝없이 출력시키는 명령어인데, head와 함께 써서 첫 부분의 150행

을 검출하는 처리를 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yes 커맨드의 실행이 끝나면 head 커맨드가 바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라. 만약 그렇다면 yes 커맨드는 영원히 끝나지 않으므로 이 파이프라인

도 끝없이 실행되게 된다.

실제로는 yes 커맨드의 출력이 시작됨과 동시에 head 커맨드는 그것을 입력의 일

종으로 받아들인다. head 커맨드는 150행 출력을 받아들인 후 yes 커맨드보다도 먼

저 종료된다.

이때 yes 커맨드의 출력을 받아들일 상대가 없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es 커
맨드가 더 출력을 하려고 하면, yes 커맨드에 PIPE 시그널이 송신된다. yes 커맨드

는 이 시점에 종료되게 된다. 

*14   필자는 이전에 Perl로 된 스크립트를 Perl이 탑재되지 않은 오래된 Unix 서버로 이동시킨 적이 있다.  

 이때 Perl에서 awk로 이식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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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인위적인 예인데, 다음과 같은 것도 자주 사용된다.

# mkinitrd -f /boot/initramfs-$(uname -r).img $(uname -r)

이것은 가동 중인 커널 버전을 지정해서 초기 RAM 디스크 파일을 생성하는 커맨

드이다. uname -r의 실행 결과가 커널의 버전이 된다. 

그러면 파이프라인 처리의 연습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에 도전해 보자.

①  루트 유저 이외의 유저 권한으로 가동된 모든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ID를 파일 /tmp/

tmp0에 기록하라.

②  파일 /tmp/tmp0의 각 행 첫 부분에 ‘kill –9’란 문자열을 붙인 것을 파일 /tmp/

tmp1로 저장하라.

③  /tmp/tmp1은 루트 유저 이외의 프로세스를 강제로 정지시킬 때 이용된다. /tmp/

tmp0과 같은 파일을 사용하지 않되, 이것과 같은 처리를 하는 커맨드를 만들어보라.

좀 인위적인 문제들이지만, 커맨드 연습으로는 더할 데 없이 좋으므로 여러모로 

궁리를 해보라. 물론, 해답은 여럿 있을 수 있다. 

▒ ①의 해답

먼저, 파이프라인 처리를 이용한 방법을 소개한다.

# ps -ef | grep -E -v “^(root|UID)” | awk ‘{print $2}’ > /tmp/tmp0

grep 커맨드는 -E 옵션을 사용하면 ‘확장 정규표현’이라는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정규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첫 부분이 root 혹은 UID로 시작하는 것에 매치하는 확

장 정규표현을 사용하여 이것을 포함하는 행을 제거해간다. UID는 ps 커맨드의 1행 

째 헤더 부분이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ID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검

색 전용의 pgrep 커맨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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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grep -v -u root > /tmp/tmp0

pgrep 커맨드의 옵션은 man 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다. 복잡한 파이프라인을 생

각하기보다는 같은 동작을 하는 커맨드가 이미 존재하는지 먼저 찾아보는 것이 좋다.

▒ ②의 해답

방금 전에 행 첫 부분의 연결 스페이스를 빈 문자열로 바꾸는(즉, 삭제하는) 예가 있

었다. 이번에는 그 반대로 행 첫 부분의 빈 문자열을 지정한 문자열로 바꾸는 처리를 

한다. 다음은 sed를 이용하는 예이다.

# cat /tmp/tmp0 | sed “s/^/kill -9 /” > /tmp/tmp1

혹은 awk를 이용한 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cat /tmp/tmp0 | awk ‘{print “kill -9 “ $0}’ > /tmp/tmp1

awk에서 $n은 n번째 필드를 의미한다. $0은 필드에 분해하기 전 단계의 각 행을 

의미한다. 그 밖의 방법에는 위에서 설명한 yes 커맨드의 예를 응용한 방법도 있다.

# yes “kill -9 “ | head -$(cat /tmp/tmp0 | wc -l) | paste -d “ “ - /tmp/tmp0 
> /tmp/tmp1

paste 커맨드는 두 파일의 각 행을 -d 옵션으로 지정한 구별 문자로 결합한다. 이 

예에서는 첫 번째 파일명이 ‘- ’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파일 대신 표준 입력을 사용하

겠다는 의미이다. /tmp/tmp0과 같은 행의 수만큼 kill -9를 생성하여 이것을 paste 
커맨드로 /tmp/tmp0과 결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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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는 약간 무리하게 든 예이긴 하지만, paste 커맨드의 사용법은 꼭 기억

해 두는 것이 좋다. 앞으로도 사용 예는 얼마든지 등장하기 때문에 paste 커맨드의 

man 페이지에서 -s 옵션에 대해서도 확인해 두도록 하라.

▒ ③의 해답

①과 ②의 해답을 파이프라인으로 잘 결합하여 중간 파일 /tmp/tmp0을 쓰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소개하지 않겠다. 사실 pgrep 커맨드의 경

우처럼 이를 위해 준비된 pkill이란 커맨드가 있기 때문이다. 

# pkill -9 -v –u root

다수의 프로세스를 한 번에 정지시킬 때 ps 커맨드로 표시된 프로세스 ID를 하나

씩 카피&패이스트하는 개발자도 많을 것이다. pgrep 커맨드와 pkill 커맨드를 이용

하면 그런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다. 이 커맨드들을 자주 연습해 보도록 하라.

파이프라인 처리의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다. 같은 작업을 할 때도 여러 가

지 해결법이 있다. 어떤 방법이 최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필요

하다. 이때는 《The Art of UNIX Programming》(Addison-Wesley)에 소개된 

‘Transparency(투과성)’와 ‘Discoverability(발견성)’이 도움이 된다.

Transparency라는 것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코드를 봤을 때 쉽게 어떤 코드인

지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Transparency가 풍부하다는 것은 그만큼 예상 못

한 상황(흔히 말하는 ‘버그’)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코드는 자기 자신도 언젠가 이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하나의 Discoverability는 열심히 이것저것 조사하지 않아도 금방 그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별로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용하기 쉬운 

코드라는 것이다. Discoverability가 높다는 것은 여러 상황에서 응용해 사용 가능

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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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보자면, 너무 복잡한 옵션을 자주 사용하는 습관도 좋은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세한 옵션을 조사할 여유가 없을 때도 금방 응용할 수 

있는 테크닉을 익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또 Transparency와 Discoverability는 반드시 양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것

을 우선할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좋다. 보통 때 사용하는 커맨드와 자

작 스크립트를 한번 이 관점에서 점검해 보도록 하라. 

참고로, 《The Art of UNIX Programming》은 Unix를 만든 사람들의 다양한 사

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명작이다. ‘Linux는 알지만 Unix는 만져보지도 않은’ 세대

의 엔지니어는 꼭 한 번 읽어 보라. 새로운 관점으로 Linux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