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파워셀.indb   4 13. 5. 9.   오후 12:41



v

차 례

도움말 시스템 활용하기

3.1 도움말 시스템: 명령어를 찾는 방법 25

3.2 갱신 가능한 도움말 27

3.3 도움말 확인하기 30

3.4 도움말을 이용해 명령어 찾기 31

3.5 도움말 이해하기 34

3.5.1 매개변수 집합과 공통 매개변수 34

3.5.2 선택 매개변수와 필수 매개변수 35

3.5.3 위치 매개변수 36

3.5.4 매개변수 값 38

3.5.5 명령어 예제 찾기 42

3.6 ‘관련 주제’ 도움말 활용하기 42

3.7 온라인 도움말 참조하기 44

3.8 실습 문제 45

명령어 실행하기

4.1 스크립팅이 아닌 명령어 실행하기 47

4.2 명령어 구조 해부하기 49

4.3 커맨들릿 명명 규칙 50

4.4 알리아스: 명령어의 별명 51

4.5 매개변수 줄여 쓰기 53

4.5.1 매개변수 이름 줄이기 53

4.5.2 매개변수 이름 알리아스 54

4.5.3 위치 매개변수 54

4.6 파워셸의 치트 키: Show-Command 57

4.7 외부 명령어 지원 58

4.8 에러 처리 61

4.9 종종 헷갈리는 점 63

4.9.1 커맨들릿 이름 입력하기 63

4.9.2 매개변수 입력하기 63

4.10 실습 문제 64

CHAPTER 03

CHAPTER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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파워셀.indb   10 13. 5. 9.   오후 12:41



xi

차 례

16.6 실습 문제 282

보안 경고

17.1 파워셸을 안전하게 실행하기 283

17.2 윈도우 파워셸의 보안 목표 284

17.3 실행 정책과 코드 사인 286

17.3.1 실행 정책 설정 286

17.3.2 전자 코드 사인 289

17.4 기타 보안 장치 292

17.5 다른 보안 취약점은 없는가? 294

17.6 보안 권고 사항 295

17.7 실습 문제 296

변수: 뭐든 저장해 보자

18.1 변수란 무엇인가? 297

18.2 변수에 값 저장하기 298

18.3 변수 사용하기: 따옴표를 사용한 재미난 트릭 301

18.4 많은 객체를 변수에 저장하기 304

18.4.1 변수 안에 있는 단일 객체 다루기 305

18.4.2 다수의 객체를 포함한 변수 다루기 306

18.4.3 다수의 객체를 다루는 다른 방법 307

18.4.4 파워셸 v3 자동 펼침 기능 309

18.5 큰따옴표를 이용한 더 많은 트릭 310

18.6 변수 타입 선언 312

18.7 변수 제어 명령 316

18.8 변수 사용의 모범적인 사례 317

18.9 종종 헷갈리는 점 317

18.10 실습 문제 318

18.11 추가 학습 318

CHAPTER 17

CHAPTER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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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독자들에게 한 가지 고백부터 해야겠다. 이 책을 번역하기 전에는 역자도 파워셸을 
써 본 적이 없다. 한국에서 파워셸은 이상하리만치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파워셸에 대
해 구글링을 해봐도 한글로 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아마도 이 책이 국내에서 파워셸

에 관련된 첫 책이 될 것이다.

사실, 윈도우는 서버 분야에서는 아직 유닉스의 아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 중
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셸의 존재이다. 유닉스 셸이 가진 간결함과 강력함을 윈
도우 서버의 GUI로 대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GUI가 아닌 
셸로 도전장을 내밀었고, 그 결과물이 바로 파워셸이다. 파워셸은 .NET 프레임워크를 기
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NET 프레임워크가 가진 방대하고 강력한 기능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파워셸로 자동화한 사례가 많이 알려졌다.

이 책의 저자인 돈 존스와 제프리 힉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관리 자동화 분야에서 각
각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엔지니어이자 컨설턴트이다. 그런 저자들의 경험과 
노력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책의 원서인 『Learn Windows Powershell 3 in a 
Month of Lunches』는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파워셸 서적 중 최고의 판매를 보이고 있는 책
이자 독자 서평에서도 만점을 받을 만큼 호평을 받고 있는 책이다. 파워셸에 익숙하지 않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했던 저자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파워셸을 처음 접하는 독자도 손
쉽게 파워셸을 익히고 활용할 수 있게 설계한 책이다.

원서가 워낙 베스트셀러라 번역에 대한 부담도 컸지만, 국내서/번역서를 불문하고 한국에 
처음 발매되는 파워셸 책으로 이만한 책도 없을 거라는 자부심 또한 가지고 있다. 부디 이 
번역서가 많은 윈도우 관리자들의 일상을 자유롭게 해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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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할 분이 너무 많다. 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긴 작업 동안 번역을 핑
계로 주말마다 다방으로 도망간 남편 때문에 혼자 육아와 가사를 도맡아 
하느라 고생한 내 아내, 숙인이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대부분’은 번역 

때문이었어. 진짜야!) 그리고 늘 해맑게 자라주고 있는 아들 현민이에게 세
상에 둘도 없는 사랑을 전한다. 같이 번역 작업을 하면서도 궂은일을 도맡아 해 준 공역자 
성용이한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동생임에도 생각이나 외모가 다 어른스러워서 항상 의

지가 된다는 걸 알아주길 바라.) 번역을 처음 해 보는 역자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

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신 제이펍의 장성두 실장님에게도 감사한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잘 찾아뵙지도 못하는 아들을 이해해 주고 사랑해 주시

는 부모님, 부족한 사위를 늘 옆에서 보듬어 주시는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먼 곳에서도 늘 못난 동생을 신경 써 주는 누나와 매형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회사에서 늘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주시는 SK브로드밴드 정보기술원의 정진하 원장

님, 이춘식 팀장님과 N/W 보안 모듈의 김정환 님, 김영민 님, 안영훈 님, 신라성 님, 이경

근 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故 노무현 대통령님. 덕분에 짧
은 시간이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아직 당신이 많이 그립습니다.

감사의 글

조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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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초입에 시작하여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번역 작업이 겨울이 지나 봄이 
오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감사의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무사히 작업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께 감사를 드립

니다.

좋은 책을 선뜻 제안해주시고, 정말 바쁜 시기에 번역을 시작하여 여러 번의 지연을 믿고 
기다려주신 장성두 실장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을 위해 노
력하신 제이펍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공동 역자이며 깊은 채무 관계자이고 제 인생의 3할을 함께한 인중이 형은 굳이 말
하지 않아도 잘 알 테니 생략합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항상 걱정하고 배려해주신 10살 
차이가 무색한, 늘 친구 같은 이춘근 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빠를 닮아 
유난히 말을 안 듣고 겁 많은 연우와 그런 연우에게 매일매일 시달리는 아내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연우가 블루베리의 맛에 푹 빠져 있는 2013년 4월에...

감사의 글

강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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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은 오랫동안 윈도우 파워셸을 가르치고 관련된 책을 써 왔다. 공동 저자인 돈 존스

(Don Jones)가 이 책의 첫 번째 판을 쓰려고 마음먹었을 때, 자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파워셸 
관련 저자나 강사들이 이 셸을 프로그래밍 언어의 한 종류로 간주하도록 강요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대부분의 파워셸 관련 책은 3장이나 4장부터 스크립트 작성을 강요해 왔는데,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와 유사한 접근 방식은 더 많은 독자를 파워셸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독자 여러분과 수강생들은 셸을 말 그대로 셸처럼 사용하기를 원했지

만, 우리는 그런 교육을 제공해 주지 못했다.

돈 존스는 이런 교육 방식에 철퇴를 날리기로 마음먹었다. WindowsITPro.com에 게재한 
블로그에서 이 책의 내용 구성을 제안했고, 블로그 구독자들의 폭발적인 피드백을 받아 여
러분이 읽을 이 책에 녹여 넣었다. 책의 주된 독자층인 관리자들은 여유 시간이 많지 않을

뿐더러 실무를 하며 파워셸을 배워야 할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저자들은 각 장을 짧고, 응축

적이며,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있게 하려고 노력했다. 파워셸 v3가 나오고, 책을 수정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돈 존스는 오랫동안 동료로 지낸 제프리 힉스(Jeffery Hicks, 이 책의 공저

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저자 모두는 이 책에서 익스체인지 서버, SQL 서버, 시스템 센터 등과 같이 파워셸로 다루

는 무수한 기술보다는 파워셸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 파워셸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이런 서버 제품들을 관리하는 법은 저절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파워셸 사용법

의 핵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정한 관리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요리책(cookbook) 
스타일의 책을 가지고 있다면, 이 책은 그 예제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다. 예제의 원리를 이해하면 다른 용도에 맞게 예제를 수정하기도 쉽고, 나아가

서는 명령어와 스크립트를 처음부터 만들기도 쉽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책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길 바란다. 사실, 이 책의 관련 웹 사
이트인 MoreLunshes.com(http://morelunches.com)은 여러분이 파워셸을 조금씩 배울 

WINDOWS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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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설계하였다. 웹 사이트에서는 이 책의 각 장에서 설명한 핵심 기술의 데모를 볼 수 
있는 동영상이 제공된다. 또, 저자들은 『Learn PowerShell Toolmaking in a Month of 
Lunche』라는 제목의 책을 공동 집필했는데, 그 책도 파워셸 스크립팅과 도구 만들기 기능

에 대해 하루에 한 장씩 배울 수 있도록 이 책과 유사하게 구성하였다.

다른 도움이 더 필요하면 http://www.powershell.org 웹 사이트를 방문해 볼 것을 추천

한다. 저자들은 질문 게시판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답변을 제공한다. 또, 이 웹 
사이트는 견고하고 활동적인 파워셸 커뮤니티로 가는 관문이기도 하다. 연례행사인 ‘스크

립트로 게임 만들기’, 생생한 ‘파워셸 서밋’뿐만 아니라, 1년 내내 계속 열리는 지역 사용자 
그룹 행사와 파워셸 관련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참여하라. 파워셸이 독자 여
러분의 경력에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파워셸과 함께 즐겁고 행운이 가득한 시간이 되길 빈다.

돈 존스 & 제프리 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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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대해 알아야 할 대부분은 1장에서 다루겠지만, 그 전에 몇 가지 언급할 것들이 있다.

먼저, 이 책의 예제와 실습 문제를 직접 해보려면 윈도우 8이나 윈도우 서버 2012가 설치된 
가상 머신 또는 컴퓨터가 필요하다. 1장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루겠다. 윈도우 7에서도 진행

할 수는 있지만, 일부 실습은 건너뛰어야 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이 책은 첫 장부터 순서대로 읽어야 한다. 1장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하겠지만, 각 장
에서는 그다음 장 학습에 필요한 개념들을 소개한다. 책을 한 번에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한 장씩 읽도록 하자. 인간의 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기도 하
지만, 조금씩 나누어 학습함으로써 파워셸을 더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다.

세 번째, 이 책에는 많은 소스 코드가 포함되어 있다. 소스 대부분은 매우 짧으므로 쉽게 타이

핑할 수 있을 것이다. 파워셸 명령을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직접 타이핑하고 실행해 보
도록 하자. 긴 소스 코드는 이 책의 웹 사이트와 출판사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다. 소스 코드는 아래 예제처럼 본문

과 다른 글꼴로 표시된다. 

Get-WmiObject -class Win32_OperatingSystem 

➥ -computerName SERVER-R2

위의 예문에서는 이 책에서 사용할 줄 연결 표시도 설명하고 있다. 줄 연결 표시는 위의 
두 줄이 파워셸에서는 한 문장으로 입력되어야 함을 뜻한다. 다시 말해, 위의 문장에서

Win32_OperatingSystem 다음에 엔터 키(혹은 리턴 키)를 입력하지 말고 연속해 입력하라

는 것이다. 책에서는 편집의 한계 때문에 위와 같이 표현하지만, 파워셸은 매우 긴 커맨드

라인 입력이 가능하다.

때로는 Get-Command처럼 본문 내에 영문만 포함될 때도 있는데, 영문으로만 입력된 부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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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파워셸에 실제로 입력할 명령어, 매개변수, 또는 다른 항목임을 알려준다.

네 번째로, 이 책에서 여러 번 나타나는 억음 부호(`, 백틱(backtick))(옮긴이_일반적으로 IT 업

계에서 ` 부호를 백틱으로 읽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 

백틱으로 표기한다)에 대해 설명하겠다. 먼저, 아래 예제를 보자.

Invoke-Command -scriptblock { Dir } `

-computerName SERVER-R2,localhost

첫 번째 줄 맨 마지막의 기호는 (잉크 흘린 자국이 아니다) 입력할 수 있는 실제 기호이다. 일반

적인 키보드 레이아웃에서 백틱은 ESC 키 밑에 있는 물결 표시(~, tilde)와 같은 키에 위치한

다. 소스 코드에 백틱 기호가 나오면 저 키를 입력하도록 한다. 그리고 위의 예제에서처럼 백
틱이 문장의 맨 끝에 나타나면 그 뒤에 탭이나 공백 같은 문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탭이나 공백 문자 등이 포함되면 백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예제를 실행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너무 길어서 타이핑하기 어려운 웹 사이트 주소를 표기할 때 http://mng.bz/
S085처럼 매닝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단축 URL로 표기했다(1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자 온라인 지원

이 책을 구입한 독자는 매닝 출판사가 운영하는 독자 게시판에서 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

거나 기술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책의 저자나 다른 독자들로부터 얻을 수 있다. 독자 게
시판은 브라우저에서 http://www.manning.com/LearnWindowsPowerShell3inaM
onthofLunchesSecondEdition 주소를 입력하거나, 혹은 http://www.manning.com/

jones3 웹 사이트에서 ‘Author Online’ 링크를 클릭하면 접속할 수 있다. 이 페이지에는 사
용자 등록 후 게시판에 어떻게 접속하는지, 어떤 종류의 도움말이 있는지, 그리고 게시판 
규칙에 대한 정보가 있다.

저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무보수로) 참여하는 것이므로 저자들의 참여 정도를 약속할 
수는 없지만, 매닝 출판사는 독자와 저자 간, 독자와 독자 간 의미 있는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Author Online 포럼과 기존 게시물의 내용은 이 책이 출판되는 동안에는 출판사 웹 사이트

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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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쓰고 편집하고 출판하는 일은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 기존과는 다른 윈도우 파
워셸에 대한 개념의 책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 책의 초판이 나올 수 있도록 헌신해 준 
매닝 출판사의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 

— 돈 존스

이 책을 쓰는 여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준 돈 존스에게 감사한다. 또한, 모든 파워셸 커
뮤니티의 열정과 지지에 감사드린다. 

— 제프리 힉스

‘Month of Lunches’ 시리즈의 두 번째 판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매닝 출판사에 감사

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 원고를 검토하고 피드백을 해준 Bennett 
Scharf, Dave Pawson, David Moravec, Keith Hill, Rajesh Attaluri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책의 원고와 소스 코드에 기술적인 오류가 없는지 검토해 준 James Berkenbile과 
Trent Whiteley에게도 감사드린다. 

— 저자 일동

감사의 글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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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윈도우 파워셸의 첫 번째 버전이 공개된 2006년부터 파워셸을 교육해 왔다. 그 당
시 파워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숙련된 VBScript 사용자들이었기 때문에 파워셸에 
VBScript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하려 했다. 그 결과, 우리가 작성한 모든 책이나 기고문에는 
기존의 프로그래밍 또는 스크립트 기술을 활용하도록 지도하는 강의 스타일을 채택했다.

그러나 2009년 후반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 VBScript에 대한 경험이 없는 관리자들이 
점점 더 많이 파워셸을 배우기 시작했다. 갑자기, 스크립팅과 프로그래밍에 집중했던 기
존 강의 패턴이 더 이상 먹히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야, 우리는 파워셸을 스크립트 언어

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파워셸은 커맨드라인 유틸리티(command-line 

utilities)를 실행하는 커맨드라인 셸(command-line shell)이다. 파워셸도 다른 뛰어난 셸처

럼 스크립팅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스크립팅부터 배울 
필요도 없다. 우리는 매년 연사로 참가하는 콘퍼런스에서부터 강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

다. 돈 존스는 이런 변화를 그의 강사 주도형 교육 과정에도 적용했다.

이 책은 그런 과정의 결과물이고, 스크립트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렇다고 하더라도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 파워셸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 낸 산출물 중에서 최
고라고 자부한다. 하지만 강의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시작하기 전에

CHAPTER 01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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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워셸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

사실, 파워셸 이전에도 배치 파일, KiXtart, VBScript같이 마이크로소프트(또는 다른 회사)

에서 윈도우 관리를 자동화하기 위해 내놓은 많은 제품들이 있다. 파워셸이 어떤 면에서 앞
의 제품들보다 나은지 이해한다면, 충분히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파워셸 출시 이후 달라진 부분에 대해 짚어보고, 파워셸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 살펴보자. 

파워셸이 없는 윈도우 관리자의 삶

윈도우 관리자는 일상적인 관리 작업을 GUI 상에서 마우스 클릭만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사실, GUI는 윈도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이 운영체제는 ‘텍스트’ 기반 운영

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GUI는 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준
다. 돈 존스는 처음으로 ‘액티브 디렉터리 사용자 및 컴퓨터’ 창을 열었을 때,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아이콘 위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았을 때(hovering) 나오는 
툴팁을 읽고, 메뉴를 열어보고, 이것저것에 대고 마우스 우클릭을 실행했다. GUI를 이용

하면 사용법을 쉽게 익힐 수 있지만, 사용법을 익히는 데 투자한 시간에 비해 얻는 것이 전
혀 없다. GUI로 액티브 디렉터리에 사용자를 하나 추가하는 데 5분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나 많은 입력 항목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다) 한번 방법을 익혔다 해도 사용자 추
가 시간을 단축할 수 없다. 사용자 100명을 추가하려면 무려 8시간 20분(500분!)이 필요하

다. 키보드 입력과 마우스 클릭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외에는 사용자를 
더 빠르게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관리 자동화를 위해 내놓은 많은 기술 중 가장 성공적인 것은 아
마도 VBScript일 것이다. 사용자를 CSV 파일에서 가져와 생성하는 VBScript를 작성하는 
데 한 시간쯤 걸리지만, 이후에 사용자를 추가할 때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VBScript
의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전폭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이크

로소프트의 제품 개발자가 VBScript를 통해 제품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잊
어먹었다면(혹은 시간이 없었다면), 관리자는 막다른 골목에 빠지고 만다. VBScript로 네트

워크 어댑터의 IP 주소를 바꿀 수 있을까? 가능하다. 하지만 네트워크 어댑터의 링크 속도

를 알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미안하게도,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윈도우 파워셸의 설계자(architect)인 제프리 스노버(Jeffrey Snover)는 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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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걸 ‘마지막 1마일’이라고 부른다. VBScript(또는 다른 유사한 기술)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만, 어느 지점에서는 2%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결국 ‘마지막 1마일’에 도달할 수 없다. 

윈도우 파워셸은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 ‘마지막 1마일’을 지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마이크

로소프트의 더 나은 시도이다.

파워셸과 함께하는 삶

마이크로소프트는 제품의 관리적 기능 전부를 윈도우 파워셸 안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GUI 콘솔을 계속 만들고 있지만, 그 콘솔의 내부에서는 파워

셸 명령어를 실행한다. 이런 접근 방식은 마이크로소프트로 하여금, 사용자가 제품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명령은 파워셸을 통해 수행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한다.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거나 GUI로는 하기 어려운 일련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면, 파워셸에서 전
반적인 통제 권한을 얻어 처리할 수 있다.

익스체인지 서버 2007과 2010, 쉐어포인트 서버 2010, 대부분의 시스템 센터 제품군, 윈도

우 자체의 많은 구성요소들 같은 수많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이미 이러한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제품들과 윈도우 구성요소들이 이런 패턴을 따를 것이다. 
파워셸 v3가 포함된 가장 최신 버전의 윈도우 서버는 거의 완벽하게 파워셸(또는 파워셸에 

기반한 GUI)에서 관리할 수 있다. 앞으로 몇 년 내에 파워셸이 더욱더 많은 윈도우 관리 기
능의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에 파워셸을 모른 척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스스로 질문해 보자. 여러분이 IT 관리 팀의 팀장(혹은 팀원)이라면, 당신 팀의 선임 또는 고
액 연봉자로 어떤 사람이 있길 바라는가? 매번 GUI에서 마우스를 클릭해 가며 작업을 처
리하느라 몇 분씩 걸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절차를 자동화하여 몇 초 만에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인가? IT 업계의 모든 분야에서 이미 정답은 자명하다. 시스코(Cisco) 제품 관리자나, 
AS/400 운영자나, 유닉스(Unix) 관리자 등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 대답은 똑같다. ‘커맨드

라인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낫죠.’ 앞으로 윈도우 세계

는 두 그룹으로 나뉠 것이다. 파워셸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말이

다. 돈 존스가 ‘마이크로소프트 TechEd 2010 콘퍼런스’에서 한 유명한 말처럼 ‘파워셸을 배
울 것인지, 해고되어 패스트푸드점에서 감자나 튀길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파워셸을 선택한 것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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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책인가?

이 책이 모든 독자의 모든 요구를 충족할 수는 없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파워셸 팀은 파
워셸의 주 사용 계층을 세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 단순한 명령어만 실행하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관리자

 ▒ 명령어와 도구를 조합하여 더 복잡한 프로세스를 만들어 내고, 나아가서 숙련되지 않은 
관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화하는 관리자

 ▒ 재사용 가능한 툴과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관리자와 개발자

이 책은 주로 첫 번째 계층을 대상으로 기획하였다. 여러분 모두는 파워셸에서 명령어가 
실행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 새로운 자기만의 툴과 명령어를 만들고자 한다면, 셸이 
명령어를 실행하는 패턴을 알아야만 셸 안에서 제대로 동작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

이다.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는 새로운 사용자의 권한 설정 같은 복잡한 업무 절차를 자동화하는 
스크립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뿐만 아니라, 다른 관리자들이 재사용할 수 있는 여러

분만의 새로운 명령어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파워

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깊게 파헤치지는 않는다. 우리의 목표는 이 책의 독자가 파워

셸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좀 더 효율적인 운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파워셸을 이용하여 다른 관리 기술(WMI와 정규표현식이 바로 떠오를 것이다)을 활용

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이다. 대개는 해당하는 기술에 대한 간단한 소개만 
한 후, 파워셸이 그런 기술들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집중하여 설명할 것이다. 그런 관리 
기술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그런 책들이 있다. 기술에 

대해 소개할 때 관련된 책을 추천할 예정이다.) 우리는 오로지 파워셸에 관련한 부분에만 집중

하고자 한다. 대신, 해당하는 관리 기술에 대해 여러분이 더 나아가 익히고자 할 때 필요한 
추가 설명을 제공할 것이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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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 책의 사용법

이 책은 하루에 한 장(chapter)씩 읽기에 적당하게 구성하였다. 반드시 점심시간에 읽을 필
요는 없지만, 각 장은 40분 정도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이라 나머지 20분 동안은 남은 샌드위

치를 부리나케 먹은 다음, 그 장에서 배운 내용을 실습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

이 책의 본문은 2장부터 25장까지 24개의 장으로, 한 달 정도 점심시간을 투자하면 읽고 익
힐 수 있는 분량이다. 가능한 한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되, 하루에 한 장 이상 읽어서

라도 일정을 맞춰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각 장에서 설명한 내용

을 스스로 실습하여 본인의 확고한 지식으로 만드는 것이다. 모든 장이 읽는 데 한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점심시간이 끝나 업무로 복귀하기 전에 실습해 볼(그리고 

점심도 먹을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있을 것이다.

실습 문제

각 장 후반부에는 실습 문제가 있다. 문제에 대한 설명과 약간의 힌트가 주어지지만, 정답

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문제에 대한 정답은 온라인(http://MoreLunches.com 웹 사이트)에 
있지만, 정답을 보기 전에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보충 자료

MoreLunches.com 웹 사이트에서 추가된 장, 컴패니언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보조 자료

들을 얻을 수 있다. 각 장에는 하나 이상의 컴패니언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어서 각 장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 동영상은 각 장을 읽고 난 후 감상할 수 있
도록 5분 내외로 짧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책의 1판에 대한 동영상 모음도 찾을 수 있
는데, 동영상의 내용은 파워셸 v3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게다가 모두 무료다!

추가 학습

이 책의 몇몇 장에서는 책의 범위를 벗어난 다른 뛰어난 기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여
러분이 스스로 학습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주제를 제시할 것이다. 필요에 따라 여러분의 기
술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무료 자료를 포함한 추가 리소스를 알려줄 것이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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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학습

저자들은 파워셸을 배우면서 몇 번이나 옆길로 새서 왜 그렇게 동작하는지 알고 싶을 때가 
종종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용적인 기술들을 더 많이 배운 것은 아니지만, 파워셸이 무
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 책 전체에서 나
타나는 ‘심화학습’ 항목으로 명명된 코너에는 우리가 얻은 깊은 이해에 관련된 내용을 담았

다. ‘심화학습’ 항목의 내용은 읽는 데 몇 분도 걸리지 않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사물이 왜,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흥미를 느낄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심화학습’에 있는 내용 때문에 실용적인 것들에 집중할 수 없다면, 첫 번째 통독에

서는 무시해도 좋다. 그 장의 주요 내용을 마스터한 후 언제든지 다시 참조하도록 하자.

실습 환경 구축하기

이 책에 포함된 많은 예제를 실습할 수 있는 별도의 실습 환경이 필요하다. 회사의 운영 환
경에서 실습하는 우는 절대로 범하지 않길 바란다.

예제 대부분과 실습 문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파워셸 v3가 설치된 윈도우가 필요하다. 윈
도우 비스타, 윈도우 7, 윈도우 서버 2008, 윈도우 서버 2008 R2, 윈도우 8, 윈도우 2012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참고로, ‘Starter’ 같은 윈도우의 일부 에디션에서는 파워셸을 사용

할 수 없다. 파워셸을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를 준비하도록 하자. 또한, 실습 중의 일부는 
윈도우 8과 윈도우 서버 2012에서만 실행할 수 있다. 각 실습의 초반에 해당 실습을 하기 위
해 필요한 운영체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가상 머신이라도 좋으니 윈도우 8이나 윈도우 서
버 2012를 준비할 것을 추천한다.

책 전반에서는 여러분이 64비트(x64)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64비트 운영

체제는 두 종류의 윈도우 파워셸과 윈도우 파워셸 ISE를 제공한다. 시작 메뉴(윈도우 8이라

면 Start 화면)에서 파워셸의 64비트 버전은 ‘윈도우 파워셸’과 ‘윈도우 파워셸 ISE’로 나타

난다. 32비트 버전은 바로가기 이름에 포함된 ‘x86’으로 구분할 수 있고, 실행 창의 제목에

도 ‘x86’이 나타난다. 32비트 운영체제에는 32비트 버전의 파워셸만 설치될 것이고, 별도로 
‘x86’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이 책의 예제는 64비트 버전의 파워셸과 파워셸 ISE에 기반을 두어 작성하였다. 64비트 버

1.4

파워셀.indb   6 13. 5. 9.   오후 12:41



파워셸 설치하기

7

1.5

전이 아니면 일부 예제의 결과는 책에 설명한 것과 약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일부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32비트 버전은 주로 하위 호환성을 위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일부 파워셸 확장은 32비트로만 제공되고, 32비트(x86) 파워셸에서만 구동할 수 있
다. 그런 셸 확장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64비트 운영체제에서는 64비트 
파워셸을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64비트 컴퓨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여러분이 32비트 운영체제에 매달려 있다면 뒤처질 수도 있다.

이 책에 있는 모든 예제 및 실습은 컴퓨터 한 대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예제는 같은 도메인에 포함된 두

세 대의 컴퓨터를 사용할 때 더 흥미롭게 동작한다. 우리는 몇 대의 가상 머신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저렴하

게 운영할 수 있는 CloudShare.com 서비스를 이용했다. 여러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실습하려면 

CloudShare.com 또는 유사한 종류의 서비스 사용을 고려해 보자. 참고로, CloudShare.com 서비스는 일부 국가

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집필 시점 기준)

파워셸 설치하기

윈도우 파워셸 v3는 윈도우 서버 2008, 윈도우 서버 2008 R2, 윈도우 7과 그 이후의 버전에

서 사용할 수 있다. 윈도우 비스타는 v3를 지원하지 않지만 v2는 실행할 수 있다. 파워셸은 
최근 버전의 윈도우에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오래된 버전의 윈도우에서는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파워셸 버전 확인 방법: 파워셸 콘솔을 열고, $PSVersionTable을 입력한 후 엔터 키를 입력한다. 오류 메시지가 

나오거나 결과에 ‘PSVersion 3.0’이 나오지 않는다면, 파워셸 v3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다.

파워셸 v3는 v2와 나란히 설치될 수 있으며, v3의 설치는 v2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미 
설치된 v1은 v3의 설치에 의해 대체되며, 최근 업데이트된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는 
전적으로 v1에 의존하지 않는다.

구 버전의 파워셸만 설치되어 있다면, http://download.microsoft.com에 방문하여 검
색 창에 ‘powershell 3’을 검색하도록 하자. 실습할 컴퓨터에 설치된 윈도우 버전에 맞
는 다운로드 항목을 찾아 설치한다. 검색 결과 목록에 윈도우 관리 프레임워크(Windows 

Management Framework) 3.0 패키지가 검색되는데, 파워셸 v3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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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한 번 말하지만, 설치된 운영체제에 따라 적절한 버전을 선택한다. x86은 32비트 패키지

이고, x64는 64비트 패키지이다. 최근 버전의 윈도우는 파워셸 v3가 미리 설치되기 때문에 
별도의 다운로드 항목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파워셸은 최소한 .NET 프레임워크 4가 설치되어야 하고, 가장 최신 버전의 .NET 프레임워크가 설치되어 있을수

록 좋다. 파워셸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최소한 .NET 프레임워크 3.5 SP1과 4.0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파워셸 v3를 설치하면 나중에 다룰 윈도우 원격 관리(WinRM) 서비스를 포함한 몇 가지 요
소들이 같이 설치된다. 파워셸은 핫픽스 형태로 설치되기 때문에 이후에 삭제하기가 까다

롭다. 대체로 삭제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파워셸은 공식적으로 윈도우 운영제체 핵심의 
일부이며, 버그 픽스나 업데이트가 윈도우의 다른 구성요소와 같이 추가적인 핫픽스 또는 
서비스팩에 포함될 것이다.

파워셸 v3는 두 가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표준 텍스트 기반 콘솔(PowerShell.exe)과 
통합 스크립팅 환경(ISE; PowerShell_ISE.exe)이 그것이다. 이 책에서는 대부분 텍스트 기반 
콘솔을 이용해 설명하겠지만, 여러분의 기호에 따라 ISE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서버 운영체제에는 파워셸 ISE가 운영체제와 함께 설치되지 않는다. 파워셸 ISE를 사용하려면 서버 관리자의 윈

도우 기능에서 ISE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또는 파워셸 콘솔에서 Add-WindowsFeature powershell-ise 명령을 

실행하여 추가할 수도 있다). ISE는 GUI 기능이 없는 서버 설치(예, 서버 코어 설치) 환경에는 설치할 수 없다.

더 진행하기 전에 몇 분만 투자해서 파워셸의 설정을 조정하자. 텍스트 기반 콘솔을 사용한

다면 기본 콘솔 글꼴 대신 Lucida 고정폭 글꼴을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기본 글꼴은 파워

셸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특별한 구두점(punctuation, 句讀點)을 구분하기 어렵다. 글꼴 조
정은 아래 절차를 따른다.

1. 컨트롤 박스(콘솔 윈도우의 왼쪽 위에 있는 파워셸 아이콘)을 클릭하고, 메뉴에서 ‘속성’을 
선택한다.

2. 나타나는 대화 상자의 여러 탭에서 글꼴, 창 색상, 창 크기와 위치 등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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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크기와 스크린 버퍼가 같은 너비 값을 가지도록 설정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변경 내용은 기본 콘솔에 적용

되어 새 창을 열 때도 변경한 설정이 적용된다.

온라인 리소스

앞에서 MoreLunches.com 웹 사이트(http://morelunches.com/powershell3.html)를 몇 
번 언급했는데, 여러분이 직접 방문해 보기를 추천한다. 이 책에 관한 아래와 같은 종류의 
추가 리소스를 찾을 수 있다.

 ▒ 각 장에 대한 컴패니언 동영상

 ▒ 각 장의 연습 문제 정답

 ▒ 소스 코드(책에 있는 코드를 굳이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 추가 기고문과 보너스 장
 ▒ 더 많은 예제와 기고문이 게재되어 있는 저자들의 윈도우 파워셸 블로그에 대한 링크

 ▒ 돈 존스의 윈도우 파워셸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한 링크

 ▒ 책 내용에 대해 질문하거나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토론 포럼에 대한 링크

저자들은 윈도우 파워셸 학습을 돕고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양한 리소스를 제공하고

자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웹 사이트에 추가해야 할 리소스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 책
의 다음 판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독자의 피드백을 언제나 환영한다. MoreLunches.com
의 링크를 통해 저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다. 돈 존스는 그의 회사 홈페이지인 http://ITPro.

ConcentratedTech.com과 트위터(@concentrateddon)를 통해 연락할 수 있다. 제프리 힉스는 
그의 블로그(http://jdhitsolutions.com/blog)와 트위터(@jeffhicks)를 통해 연락할 수 있다.

파워셸로 즉시 효과 보기

‘즉시 효과 보기(immediately effective)’는 이 책 전반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한 문구이다. 가
능한 한 각 장에서 실제 운영 환경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때
때로 초반에는 세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기도 했지만, 넘어간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면 적절한 시점에 다시 설명했다. 20페이지가 넘는 이론 설명을 먼저 할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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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냐, 아니면 뉘앙스, 규칙,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실습에 착수하여 결
과를 먼저 확인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런 경우, 우리는 거의 대
부분 ‘즉시 효과 보기’를 위해 바로 실습해 보는 방법을 선택했다. 하지만 모든 세부사항과 
뉘앙스에 대해서는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또는 책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세부사

항에 대해서는 이 책의 웹 사이트에 게재된 글에서) 설명했다.

자,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 이제 즉시 효과를 봐야 할 시점이다. 첫 번째 점심시간 수업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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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여러분이 어떤 파워셸 인터페이스를 선택할지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하였다. 여러

분이 전부터 파워셸을 이용해 왔기 때문에 이 장이 불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대충 훑고 넘어

가도 좋지만, 이 장의 이곳저곳에서 앞으로 도움이 될 법한 토막 지식을 발견할 수도 있다.

파워셸 버전 선택하기

마이크로소프트는 파워셸을 사용하는 두 가지(엄밀히 말하면 네 가지) 방법을 제공한다. 그
림 2.1은 윈도우 시작 화면의 전체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이며, 네 가지 파워셸 아이콘을 보
여주고 있다.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네모 상자로 강조해 두었다.

이전 버전의 윈도우는 시작 메뉴 아래의 Programs > Accessories > Windows PowerShell 위치에서 파워셸 아

이콘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시작 메뉴의 Run을 선택한 후 PowerShell.exe를 입력하면 파워셸 콘솔 애플리케이

션이 실행된다. 윈도우 8 또는 윈도우 서버 2012에서 윈도우 키를 누른 채로 R 키를 눌러 실행 대화상자 창을 띄

우거나, 윈도우 키를 눌렀다 땐 후 ‘powershell’을 입력하면 빠르게 파워셸 아이콘을 찾을 수 있다.

32비트 윈도우는 단지 두 개의 파워셸 아이콘이 표시되며, 64비트 윈도우는 최대 네 개의 
아이콘이 표시된다. 각각의 아이콘은 다음 애플리케이션들을 의미한다.

 ▒ Windows Powershell — 64비트 운영체제용 64비트 콘솔 애플리케이션 또는 32비트 운영

체제용 32비트 콘솔

파워셸과의 첫 만남

CHAPTER 02

WINDOW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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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dows Powershell(x86) — 64비트 운영체제용 32비트 콘솔

 ▒ Windows Powershell ISE — 64비트 운영체제용 64비트 그래픽 콘솔 또는 32비트 운영체

제용 32비트 그래픽 콘솔

 ▒ Windows Powershell ISE(x86) — 64비트 운영체제용 32비트 그래픽 콘솔

쉽게 말하면, 32비트 운영체제는 32비트 파워셸만을 포함하며, 64비트 운영체제는 32비트

와 64비트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32비트 버전은 아이콘에 ‘x86’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64비트 버전으로 제공되지 않는 셸 확장 기능을 사용할 때 32비트 버전의 셸을 사용해야 한
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하위 호환성을 위해 32비트 버전을 여전히 유지하지만, 최신 기능들

은 모두 64비트로 개발하고 있다.

64비트 운영체제 환경에서 호환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실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파워셸의 제목 

표시줄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이런 실수를 줄이도록 하자. 32비트 파워셸은 제목 표시줄에 x86이라고 표기되

어 있으며, 최신 64비트 기능들은 32비트 파워셸에서 실행되지 않는다. 빈번하게 사용하는 32비트 또는 64비트 

파워셸을 시작 메뉴의 단축 아이콘에 등록하여 쓸 것을 권장한다.

그림 2.1 선택 가능한 네 가지 파워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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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그림 2.2 파워셸 콘솔 윈도우

2.1.1 콘솔 윈도우

그림 2.2는 여러분이 파워셸을 처음 접하는 콘솔 윈도우이다. 먼저, 파워셸 콘솔에 대한 몇 
가지 단점부터 언급해 보겠다.

 ▒ 더블 바이트 문자 집합을 지원하지 않아서 비 영어권 언어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다(옮

긴이_한글판 윈도우에 포함된 파워셸은 비영어권 언어를 잘 지원한다).
 ▒ 클립보드 사용 시 표준 키 조합(Ctrl-C, Ctrl-V)을 사용하지 않아서 익숙해지기 쉽지 않다.

 ▒ 뒤에서 다룰 ISE에 비해 타이핑을 줄일 수 있는 입력 지원이 거의 없는 편이다.

이러한 단점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윈도우 서버(‘Server Core’ 설치 버전)와 같은 GUI 셸이 
설치되지 않은 일부 환경에서는 파워셸 ISE를 이용할 수 없으며, 파워셸 콘솔이 유일한 선
택이다. 콘솔 윈도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작고, 빠르며, 메모리를 적게 사용한다.

 ▒ 파워셸 콘솔은 파워셸이 요구하는 것 이외의 .NET 프레임워크 기능을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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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 배경 위에 녹색 글씨로 색상을 변경하면, 메인프레임과 모노크롬 모니터를 조합한 
1970년대의 향수를 느낄 수 있다.

콘솔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한 사용자라면 아래 옵션들을 설정할 것을 권장하며, 이 설정들

은 파워셸 콘솔 윈도우의 왼쪽 위 모서리에 있는 제어 상자를 클릭한 후 표시되는 ‘설정’ 메
뉴에서 변경할 수 있다. ‘설정’ 메뉴를 클릭하면 그림 2.3의 다이얼로그 창이 나타난다.

설정 다이얼로그의 ‘옵션’ 탭에서 명령어 히스토리를 저장하는 메모리 크기를 늘릴 수 있
다. 이 메모리는 콘솔 윈도우에서 실행된 명령의 이력을 보관하며, 키보드의 위아래 방향

키를 눌러 저장된 명령을 다시 실행할 수 있게 한다. 또한, F7 키를 눌러 명령 목록을 보여

주는 알림 창을 띄울 수 있다.

설정 다이얼로그의 ‘글꼴’ 탭에서 기본 글꼴 크기를 12보다 크게 하라. 작은따옴표(‘)나 백
틱(`)과 같이 비슷해 보이는 문자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매의 눈을 가진 것이 아
니라면 글꼴의 크기를 키우도록 하자. 작은 글꼴 사용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림 2.3 파워셸 콘솔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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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창의 배치 탭에서 화면 버퍼 크기와 윈도우 크기 두 개의 넓이를 같게 하고, 설정된 윈
도우가 화면의 해상에도 적당한지 확인하라. 잘못 설정되면 파워셸 콘솔 윈도우 아래에 수
평 스크롤 바가 나타나며, 콘솔 윈도우의 출력 결과가 화면 넓이를 벗어나 볼 수 없게 된다. 
우리 강의의 수강생 중 일부는 거의 30분 동안이나 명령어를 실행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
는다고 투덜대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화면 오른편 바깥에 표시되고 있었다. 얼마나 짜
증이 났겠는가?

마지막으로, 설정 창의 색상 탭을 보자. 고(high) 대비의 읽기 쉬운 색상을 유지하자. 기본 
색상인 파란색 바탕의 흰색 글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중간 회색 바탕에 검은색 글꼴 
정도가 적당하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다. 지금 실행하고 있는 콘솔 애플리케이션은 단지 파워셸과 상호 
작용하는 수단일 뿐 파워셸 자체는 아니다. 파워셸 콘솔의 기원은 약 1985년경이며, 아주 
원시적인 기능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절대로 멋진 사용자 경험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2.1.2 통합 스크립팅 환경(ISE)

그림 2.4는 파워셸 통합 스크립팅 환경, 즉 파워셸 ISE를 보여준다.

실수로 파워셸 ISE가 아닌 콘솔 버전을 실행한 경우라면 콘솔에서 ‘ise’를 실행하여 파워셸 ISE를 실행할 수 있다.

표 2.1 ISE의 장점과 단점

장점 단점

통합 스크립팅 환경은 깔끔한 UI와 더블 

바이트 언어를 지원한다.

윈도우 프레젠테이션 파운데이션(WPF)을 필요로 하며, GUI가 

설치되지 않은 서버 환경에서는 실행되지 않는다(WPF 애플

리케이션이 지원되는 최소 서버 GUI(Minimal Server GUI) 환

경에서는 실행할 수 있다).

파워셸 명령과 스크립트 작성에 좀 더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한다.

실행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일반적으로 단지 몇 초 

정도밖에 더 걸리지 않는다.

파워셸 콘솔과 달리 표준 클립보드 키 

입력을 사용할 수 있다.

트랜스크립션(transcription)(옮긴이_트랜스크립션은 일종

의 기록 기능으로, 콘솔 세션에서 발생한 입/출력의 전체 또

는 일부를 텍스트 파일에 기록한다. 자세한 내용은 Start-

Transcription 커맨들릿의 도움말을 참조)을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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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파워셸 ISE(PowerShell_ISE.exe)

파워셸 ISE에 관해 설명할 것이 많다. 먼저, 표 2.1의 파워셸 ISE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으

로 시작할 것이다.

파워셸 ISE의 기본 UI를 살펴보자. 그림 2.5는 파워셸 ISE의 주요 세 영역에 이름을 붙여 설
명하고 있고, 이 세 영역을 제어하기 위한 툴바 영역을 네모 상자로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2.5의 상단 영역에 스크립트 편집기가 위치하며, 스크립트 편집기는 책의 후반부에 
사용할 것이다. 현재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스크립트 편집기의 오른쪽 위에 있는 파란색 화
살표를 클릭하여 스크립트 편집기를 닫고 콘솔 영역을 최대로 키우도록 하자. 오른쪽에 있
는 명령어 탐색기는 열어둔 채로 두거나 오른쪽 위의 ‘X’ 버튼을 클릭하여 닫도록 하자. 또
한, 툴바 우측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명령어 탐색기를 윈도우 위에 띄워둘 수 있다. 그리

고 툴바 우측 마지막 버튼을 누르면 닫힌 명령어 탐색기가 다시 나타난다. 그림 상단의 네
모로 강조된 영역의 앞 세 개의 버튼을 눌러 스크립트 편집기와 콘솔을 상하 또는 좌우로 배
치하거나 스크립트 편집기를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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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파워셸 ISE을 구성하는 세 가지 영역과 툴바

ISE 윈도우의 오른쪽 아래에는 글꼴 크기를 변경하는 슬라이더가 있다. 상단 도구 메뉴의 
옵션을 선택하면 색상 및 화면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자유롭게 변경해 보라.

이 책을 읽는 독자가 파워셸 ISE를 스크립트 편집기로 쓴다고 가정할 것이다. 지금 바로 파워셸 ISE에서 스크립

트 편집기를 숨기고, 필요하지 않다면 명령어 탐색창도 숨기도록 한다. 읽기 편한 글꼴 크기를 설정하고, 기본 색

상이 기호에 맞지 않다면 변경하도록 한다. 파워셸 콘솔을 사용하기로 한 독자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제는 파워셸 콘솔에서도 잘 동작할 것이다. 하지만 몇몇 ISE에 의존적인 예제들이 있으

며, 이런 예제가 나오면 파워셸 ISE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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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타이핑 연습 시간이다

파워셸은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로 많은 타이핑을 필요로 하며, 타이핑 실수에 의한 에러 발
생이 빈번하다. 파워셸 콘솔과 ISE는 타이핑 실수에 의한 오타를 줄이는 방법을 제공한다.

아래 예제는 책에서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실제로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여러분의 파워셸에서 직접 실행해 

보자.

파워셸 콘솔이 제공하는 네 가지 탭 완성 기능을 살펴보자.

 ▒ ‘Get-S’를 입력한 뒤 잠시 기다렸다가 Tab 키를 누르고 다시 Shift-Tab 키를 눌러보라. 
입력한 단어에 대응하는 명령들이 앞뒤로 회전하게 된다. 계속해서 Tab 키를 눌러 원하

는 명령을 찾을 수 있다.

 ▒ ‘Dir C:\’를 입력한 뒤 Tab 키를 누르면, 현재 폴더 아래에 있는 파일과 디렉터리 목록을 
순서대로 보여준다.

 ▒ ‘Set-Execu’를 입력한 다음, Tab 키를 누르고 공백 하나와 붙임표(-)를 입력한다. 그리

고 Tab 키를 누르면 실행할 명령이 제공하는 전체 옵션을 순서대로 보여준다. ‘-E’를 입
력한 뒤 Tab을 누르면 대응하는 옵션 목록만 보여주며, ESC 키를 누르면 입력한 내용이 
모두 지워진다.

 ▒ 다시 ‘Set-Execu’를 입력하고 Tab 키를 누르고 공백을 누른다. 그리고 ‘-E’를 입력한 다
음, 다시 Tab 키를 누르고 공백 하나를 입력한다. 그리고 Tab 키를 누르면 선택한 매개변

수에 맞는 값들을 보여준다. 매개변수의 값에 대한 탭 완성 기능은 미리 정의된 값의 목
록이 있는 매개변수에만 적용된다. 탭 완성 기능 확인 후 아직은 명령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ESC 키를 눌러 커맨드라인을 비우도록 하자.

파워셸 ISE는 콘솔의 탭 완성 기능과 비슷하지만 좀 더 나은 인텔리센스를 제공한다. 위에

서 설명한 콘솔의 네 가지 탭 완성 기능은 인텔리센스도 같이 지원한다. 다만, 그림 2.6에서 
보듯이 선택 가능한 옵션이나 값이 알림 창으로 표시되며, 방향키를 이용하여 위아래로 값
을 찾아볼 수 있다. 값을 선택한 다음, 탭이나 엔터 키를 눌러서 값을 선택하고 명령 작성을 
계속 진행하면 된다.

인텔리센스는 ISE의 콘솔 영역과 스크립트 편집기 영역에서 동작한다.

2.2

파워셀.indb   18 13. 5. 9.   오후 12:41



종종 헷갈리는 점

19

2.3

그림 2.6 탭 완성 기능과 비슷한 ISE가 제공하는 인텔리센스 동작 화면

파워셸 명령을 입력할 때 정확하게 타이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경우에 잘못 입력한 하나의 공백, 따옴

표, 엔터 키가 명령 실행 결과를 실패로 만든다. 명령 실행 에러와 마주하게 된다면 오타가 없는지 두세 번 검사

할 필요가 있다.

종종 헷갈리는 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몇 가지 이슈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

 ▒ 콘솔 윈도우의 가로 스크롤 막대 — 몇 년간 강의를 하다 보면 수강생들이 늘 가로 스크롤 
막대 때문에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곤 한다. 콘솔 윈도우 아래 가로 스크롤 막대가 나타

나지 않도록 설정한다. 이 장의 앞에서 설정 방법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 32비트 vs 64비트 이슈 — 64비트 윈도우에서 64비트 버전의 파워셸 애플리케이션을 사
용하길 권한다. 이 책을 읽는 몇몇 독자에겐 64비트 컴퓨터를 구매하고 64비트 운영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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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구매해야 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란 걸 안다. 하지만 효과적으로 파워셸을 사
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 포함된 대부분의 예제는 32비트 
환경에서도 잘 동작하지만, 64비트가 놓인 실제 운영환경에 적용했을 때 그 결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 파워셸 콘솔 또는 ISE 애플리케이션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라 — 애플리케이션 창의 제
목 표시줄에 ‘관리자’가 표시되지 않았다면, 창을 닫고 파워셸 아이콘에서 오른쪽 마우

스를 눌러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기’를 클릭한다. 하지만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는 항
상 관리자 권한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 이 책의 뒷부분에서 명령 실
행 시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우선은 예제들을 실습하는 데 문제가 없
도록 관리자 권한으로 셸을 실행하자. 

파워셸 버전 확인하기

설치된 파워셸의 파일 대부분은 1.0이라 이름 붙여진 디렉터리 안에 설치된다. 따라서 사
용 중인 파워셸의 버전을 알아내기란 그리 쉽지 않다. 파워셸 v3에서는 버전을 쉽게 확인하

기 위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공한다.

PS C:\> $PSVersionTable

Name    Value

----    ----- 

PSVersion   3.0 

WSManStackVersion  3.0 

SerializationVersion  1.1.0.1 

CLRVersion   4.0.30319.17379 

BuildVersion   6.2.8250.0 

PSCompatibleVersions  {1.0, 2.0, 3.0} 

PSRemotingProtocolVersion 2.2   

‘$PSversionTable’을 입력한 후 엔터 키를 누르면 파워셸을 포함한 관련된 기술들의 버전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 명령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거나 표시된 버전이 3.0이 아니라면, 
이 책에서 필요한 3.0이 아닌 다른 버전이다. 파워셸 v3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1장을 참조하

도록 하라.

2.4

파워셀.indb   20 13. 5. 9.   오후 12:41



실습 문제

21

2.5

아직도 파워셸을 실행해 보지 않았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당장 파워셸을 실행해 보라. 그리고 버전을 확인하고, 

3.0이 아니라면 3.0을 설치하기 전까지 더는 책장을 넘기지 마라.

파워셸 v은 v2와 나란히 설치될 수 있다. v2를 실행하기 위해 다음처럼 ‘PowerShell.exe 
-version 2.0’ 버전을 명시하여 실행할 수 있다. 흔하진 않지만, 파워셸 v3와 호환되지 않
는 v2의 명령을 실행해야 한다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다. 파워셸 v3의 설치 파
일은 v2는 설치하지 않으며, v2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v3와 v2가 따로 실행할 수 있다. 
v3 또는 v2의 설치 파일은 기존에 설치된 v1이 있다면 덮어쓰기 때문에 버전 v1은 나란히 
설치되지 않는다. 현존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의 모든 버전은(Exchange Server 2007과 

같은 오래된 소프트웨어의 최근 서비스팩 포함) 파워셸 v2와 아주 잘 동작할 것이다.

최신 윈도우 버전들은 파워셸 v3을 기본으로 설치하며, v2 엔진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필요하면 파워셸에서 

‘Add-WindowsFeature powershell-v2’ 명령을 실행하여 v2 엔진을 설치할 수 있다.

실습 문제

첫 실습이므로 어떻게 실습하는지에 대해 잠깐 설명하겠다. 실습 문제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를 주며, 필요한 경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몇 가지 힌트도 제공

한다. 거기서부터는 과제를 보고 혼자서 진행해야 한다.

모든 실습 문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모든 지식은 현재 장에 있거나 이전 장에 
포함되어 있다. (‘이전 장에 포함되어 있다’는 정보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줄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이다.) 해답이 잘 보이는 곳에 있진 않을 것이다. 각 장에서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발
견하는 방법을 가르칠 것이고, 그 발견 과정을 통해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스스로 해
답을 찾기를 강요하는 것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파워셸을 성공으로 이끌 것임을 보장한다.

MoreLunches.com 사이트를 방문하면 정답의 예를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제시하는 해답

이 생각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과제가 점점 더 복잡해질수록 더욱더 그럴 
것이다. 사실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의 방법이 아닌 파워셸이 제공하는 다양

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

2.5

파워셀.indb   21 13. 5. 9.   오후 12:41



CHAPTER 02   파워셸과의 첫 만남

22

2.6

법을 보여줄 것이고, 만약 뭔가 다른 답을 구했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어떠한 방법도 해답이 될 수 있다.

이번 실습을 위해서는 파워셸 v3가 설치된 컴퓨터가 필요하다.

쉽게 시작해 보자. 파워셸 콘솔 버전과 ISE 버전 둘 다 취향에 맞게 설정하도록 하자. 아래 
5단계를 따라 해보자.

1. 취향에 맞는 글꼴과 색상을 선택하라.

2. 콘솔 애플리케이션은 창 아래에 수평 스크롤바가 나타나지 않게 하라. 중요한 사항이기

에 이 장에서 여러 번 언급하였다.

3. 파워셸 ISE에서 콘솔 영역을 최대화하라. 명령어 탐색기는 스스로 판단하여 제거하거

나 남겨둔다.

4. 파워셸 콘솔과 ISE 애플리케이션 양쪽에서 작은따옴표와 백틱을 입력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 일반적으로 키보드 자판에서 백틱은 왼쪽 위의 ESC 키 틸드(~) 문
자와 동일한 키를 사용한다.

5. 또한, 선택한 글꼴과 크기에서 (괄호), {중괄호}, [대괄호], <꺾쇠 괄호> 같은 문자들이 
쉽게 구분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타이핑을 해보고, 구분하기 쉽지 않다면 글꼴을 변
경하고 크기를 키우도록 하라. 

이미 다 설명한 절차들이므로 이번 실습 문제는 5개의 절차를 직접 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추가 학습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방법이 파워셸을 이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파워셸을 
위해 설계된 다른 무료 및 상용 편집기와 셸 환경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도 사
용해 보길 권한다. 심지어 상용 제품들도 무료 평가판 기간을 제공하므로 사용해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 PowerGUI —  http://powergui.org를 방문하면 무료 버전을 받을 수 있고, 상용 버전은 
다음에서 받을 수 있다. http://quest.com/power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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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SAPIEN PrimalScript와 PrimalForms — 두 가지 상용 버전을 제공한다. http://
primaltools.com

 ▒ PowereSE와 PowerWF — 무료 편집기와 상용 워크플로우(workflow) 제품을 제공한다. 
http://powerwf.com

 ▒ Idera PowerShell Plus — 편집기와 콘솔 환경을 제공한다. http://idera.com

아마 다른 도구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위에서 소개한 네 개가 가장 널리 쓰이고 익숙한 도
구들이다. 저자들은 그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것 외에는 이 회사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혀둔다. 종종 저자들이 어떤 편집기를 사용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주로 파워셸 ISE를 사용한다. 우리는 종종 가상 머신을 재설치하는데, 그때마다 다른 파워

셸을 설치하기 번거롭기 때문이다(그리고 자동으로 다른 편집기를 설치하는 파워셸 스크립트

를 아직 만들지 못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서드파티 편집기로 종종 파워셸 플러스를 이
용하기도 한다. 스크립트 편집기와 콘솔을 통합한 방식이 마음에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예산과 요구에 맞는 편집기를 찾아야 한다.

2012년 1월에 돈(Don)은 다양한 파워셸 환경에 대한 논문을 썼다. 2014년 전(논문이 만료되

고 새로운 논문들이 업데이트되는 시기)에 이 책을 읽는다면 사이트를 방문하여 논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http://library.concentratedtech.com). 파워셸 버전 v3 시대에 작성된 것이며, 
논문에 언급된 제품의 특정 버전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파워셸을 학습하기 위한 좋은 출발

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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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첫 번째 장에서는, 가시성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s)를 배우고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주요한 특징인 반면, 파워셸 같은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CLIs)는 종종 가시

성이 결여되어 사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실, 파워셸은 환상적인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장점이 밖으로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주요 검색 기능 중의 하나는 도
움말 시스템이다.

도움말 시스템: 명령어를 찾는 방법

잠시만 설교할 테니 참아주길 바란다.

RTFM(‘친절한 설명서를 읽으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 사용자들에게 건네는 말)이라는 약어가 
있긴 하지만, (옮긴이_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는 ‘F’의 의미에 대해서는 위키백과를 참조하도록 

하자.) 우리가 일하는 이 업계에서는 문서 읽기를 크게 강조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관리자

들은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한 후에 툴팁, 컨텍스트 메뉴 등 GUI가 제공하는 가시성 기능의 
도움을 받아 사용법을 찾아내곤 한다. 이것이 종종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고, 여러분도 크
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 한 가지만 분명히 말하겠다.

도움말 파일을 읽지 않으면 파워셸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파워셸을 어떻게 사용하

는지, 윈도우와 익스체인지 서버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전혀 배울 수 없다. 그리고 아
마도 독자 여러분은 GUI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도움말 시스템 활용하기

CHAPTER 03

WINDOWS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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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아주 명백하다. 꽤 직설적이긴 하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툴팁, 메뉴, 컨텍스트 메
뉴를 활용하지 않고 ‘액티브 디렉터리 사용자와 컴퓨터’(또는 다른 관리 콘솔)를 찾는다고 생
각해 보라. 도움말 파일을 읽고 이해할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파워셸을 익히고 사용하려 하
는 것도 그와 똑같은 일이다. 백화점에서 구입한 자작(do-it-yourself, 自作) 가구를 매뉴얼

도 보지 않은 채 조립하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아마도 좌절감을 주며, 혼란스럽고, 비
효율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

 ▒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어떤 명령어를 사용해야 할지 모를 때, 도움말 시스템이 그 명
령어를 찾는 방법이다. 검색 포털이 아닌 도움말 시스템 말이다.

 ▒ 명령어를 실행했는데 오류가 난다면, 도움말 시스템이 명령어를 제대로 실행하는 방법

을 알려줄 것이다.

 ▒ 복잡한 작업을 하기 위해 여러 개의 명령어를 연결하여 실행하고자 한다면, 도움말 시스

템에서 각각의 명령어를 다른 명령어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구글이나 
빙에서 예제를 찾지 않아도 된다. 명령어 자체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배우게 되면 자신만

의 예제와 해결책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우리 설교가 조금 냉정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강의 시간이나 직장에서 수강생들을 고생

시켰던 문제들 중 90%는, 그 친구들이 잠시만 허리를 뒤로 젖히고 숨을 깊게 들이쉰 다음, 
도움말만 읽었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그런 후에 도움말을 이해하는 방
법을 알게 해줄 이 장을 읽는 것이다.

지금부터 도움말을 읽어야 할 몇 가지 이유를 일러주겠다.

 ▒ 예제에서 많은 명령어가 나오겠지만, 이 책에서 각 명령어의 전체 기능, 옵션, 능력은 거
의 설명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명령어의 도움말 파일을 읽고, 각 명
령어가 가진 추가적인 기능에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

 ▒ 실습에서는 어떤 명령어를 사용해야 할지 힌트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명령어 구문에 대
한 힌트는 주어지지 않는다. 실습을 완료하려면 도움말 시스템을 이용해 명령어 구문을 
찾아야 한다.

도움말 시스템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면 파워셸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약속한다. 도움말에

서 모든 사소한 항목까지 다 찾을 수는 없고,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super-advanced) 정보

는 도움말에 문서화되어 있지도 않지만, 일상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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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움말 시스템을 마스터해야 한다. 이 책은 도움말 시스템을 이
해하기 쉽게 도와주고 도움말이 설명하지 않는 개념에 대해서도 알려주겠지만, 반드시 파
워셸의 내장 도움말과 함께 설명할 것이다.

이제 설교는 끝났다.

명령어 vs. 커맨들릿

파워셸은 여러 종류의 실행 명령어를 포함하고 있다. 몇몇은 커맨들릿(cmdlet)이라 하고, 몇몇은 함수

(function)라 하고, 또 다른 일부는 워크플로우(workflow)라 부르기도 한다. 그것들을 총괄하여 명령어

(command)라 하고, 도움말 시스템은 그들 모두를 다룬다. 커맨들릿은 파워셸만의 독특한 명령어 형식이

고, 앞으로 여러분이 실행할 명령어 중 다수는 커맨들릿이다. 하지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행 가능

한 도구의 집합을 언급할 때는 명령어로 표현하도록 한다.

갱신 가능한 도움말

파워셸에서 도움말을 처음 실행하면 놀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도움말이 아무것도 없
기 때문이다! 잠깐만,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파워셸 v3에 ‘갱신 가능한 도움말(updatable help)’이라는 새 기능을 포
함했다. 파워셸 v3는 갱신되고, 수정되고, 확장된 도움말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
다. 아쉽게도, 그러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는 도움말을 설치 단계부터 ‘내장(in the box)’하

지 않았다. 명령어에 대한 도움말을 찾으면, 축약되고 자동 생성된 버전의 도움말과 함께 
도움말을 어떻게 갱신할지 알려주는 메시지가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PS C:\Users\Administrator> help Get-Service

이름

    Get-Service

구문

    Get-Service [[-Name] <string[]>] [-ComputerName <string[]>] 

    [-DependentServ    ices] [-RequiredServices] [-Include <string[]>] 

    [-Exclude <string[]>]  [<CommonParameters>]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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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Service -DisplayName <string[]> [-ComputerName <string[]>] 

    [-DependentS    ervices] [-RequiredServices] [-Include <string[]>] 

    [-Exclude <string[]>]  [<CommonParameters>]

    Get-Service [-ComputerName <string[]>] [-DependentServices] 

    [-RequiredServices] [-Include <string[]>] [-Exclude <string[]>] 

    [-InputObject <ServiceController[]>]  [<CommonParameters>]

별칭

    gsv

설명

    Get-Help가 이 컴퓨터에서 이 cmdlet에 대한 도움말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일부 도움말만 표시합니다.

        -- 이 cmdlet을 포함하는 모듈에 대한 도움말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려면 Update-Help를 

    사용하십시오.

        -- 이 cmdlet에 대한 도움말 항목을 온라인으로 보려면 “Get-Help Get-Service -Online“을 

    입력하거나 http://go.microsoft.com/fwlink/?LinkID=113332(으)로 이동하십시오.

사용자가 최초로 도움말을 이용할 때 로컬 도움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런 경우는 파워셸이 도움

말을 갱신하도록 알려주므로 로컬 도움말의 설치 여부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파워셸의 도움말을 갱신해 보자. 도움말 파일은 System32 디렉터리에 저장되어 있
다. 따라서 도움말을 갱신하려면 파워셸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파워셸 제목 
표시줄에 ‘관리자’라고 표시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오류 메시지를 보게 될 것이다.

PS C:\> Update-Help

Update-Help : ‘Microsoft.PowerShell.Management, Microsoft.PowerShell.

Utility, Microsoft.PowerShell.Diagnostics, Microso

ft.PowerShell.Host, Microsoft.PowerShell.Security, Microsoft.WSMan.

Management, Microsoft.PowerShell.Core‘ 모듈에 대한

도움말을 업데이트하지 못했습니다. 이 명령이 Windows PowerShell 핵심 명령 또는 $pshome\

Modules 디렉터리에 있는 모듈에 대한 도움말 항목을 업데이트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도움말 항목을 업

데이트하려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옵션을 사용하여 Windows PowerShell을 시작한 후 명령을 다시 

시도하십시오.

위치 줄:1 문자:1

+ Update-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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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ategoryInfo         : InvalidOperation: (:) [Update-Help], Except

   ion

    + FullyQualifiedErrorId : UpdatableHelpSystemRequiresElevation,Micros

   oft.PowerShell.Commands.UpdateHelpCommand

Update-Help : UI 문화권 {en-US}을(를) 사용하는 ‘CimCmdlets, ISE, 

PSScheduledJob, PSWorkflow, PSWorkflowUtility‘ 모듈에

대한 도움말을 업데이트하지 못했습니다. ‘C:\Windows\system32\WindowsPowerShell\v1.0\

Modules\CimCmdlets\en-US‘ 경로에 대한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위치 줄:1 문자:1

+ Update-Help

+ ~~~~~~~~~~~

    + CategoryInfo          : InvalidOperation: (:) [Update-Help], Except

   ion

    + FullyQualifiedErrorId : UnknownErrorId,Microsoft.PowerShell.Commands.

   UpdateHelpCommand

앞의 오류 메시지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파워셸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고 Update-Help 명령

을 다시 실행하면, 몇 분 안에 갱신된 도움말을 이용할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도움말을 갱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파워셸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아닌 명령어의 도움말도 다운로드하여 갱신할 수 있다(명령어가 적절한 위치에 설치

되어 있고, 갱신된 도움말의 온라인 위치를 포함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가정하에).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 문제없다.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에서 Save-Help 명령어를 실행하여 도움말의 로컬 복사본을 생성하고, 생성한 파
일을 파일 서버나 네트워크의 다른 접근 가능한 곳에 업로드한다. 다시, 원래 컴퓨터에서 
Update-Help 명령어를 실행하되, -Source 매개변수에 생성한 로컬 복사본의 위치를 지
정하여 실행한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네트워크에 포함된 어떤 컴퓨터라도 인터넷이 
아닌 로컬 네트워크에서 도움말을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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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확인하기

윈도우 파워셸은 도움말 시스템에 접근할 때 이용할 Get-Help라는 커맨들릿을 제공한다. 
Help 키워드나 Man 키워드(Unix에서 사용되며, Manual이라는 의미를 가짐)를 이용하도록 
알려주는 예제를 볼 수 있다(특히 인터넷에서). Man이나 Help는 내장된 커맨들릿이 아니

다. 이것들은 내부의 Get-Help 커맨들릿을 이용하는 래퍼 함수(wrapper function)이다.

Help는 그 기반이 되는 Get-Help와 매우 유사하게 동작하지만, 도움말 결과물을 More 
명령과 연결(pipe)하여 모든 도움말이 한 번에 휙 지나가지 않고 페이지별로 볼 수 있게 한
다. Help Get-Content와 Get-Help Get-Content 명령어는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만, 전자는 결과물을 한 번에 한 페이지씩 표시한다. Get-Help Get-Content | More 명
령어를 실행하여 한 페이지씩 표시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입력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는 
일반적으로 Help를 사용하겠지만, 그 내부에서는 약간의 다른 트릭이 있음을 이해할 필요

가 있다.

엄밀히 말하면, Help는 함수이고 Man은 Help의 알리아스(alias) 또는 별명이다. 어떤 것을 사용해도 결과는 같

다. 알리아스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덧붙여서, 때로 페이지가 매겨진 표시가 귀찮을 때도 있다. 이미 필요한 정보를 찾았는데

도 불구하고 남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스페이스 바를 눌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Ctrl-C를 눌러 명령을 중지하고 파워셸 프롬프트로 돌아간다. 파워셸 콘솔 윈도우에서는 
Ctrl-C는 ‘클립보드에 복사’가 아닌 ‘실행 중단’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래픽 환경을 가진 윈
도우 파워셸 ISE에서 Ctrl-C는 ‘클립보드에 복사’를 뜻한다. 툴바에 있는 빨간 ‘중지’ 버튼

을 눌러 실행 중인 명령을 중단할 수 있다.

More 명령어는 ISE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다. Help나 Man 명령어를 실행해도 도움말 내용은 한 페이지씩 표시되

지 않고 한 번에 다 표시된다.

도움말 시스템에는 특정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를 찾고, 찾은 명령어를 어떻게 사
용하는지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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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 도움말을 이용해 명령어 찾기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도움말 시스템은 파워셸 안에 어떤 명령어가 있는지 모른다. 도움

말 시스템이 가진 정보는 어떤 도움말 주제어가 있는가뿐이며, 명령어에 해당하는 도움말 
파일이 없다면 도움말 시스템은 명령어가 있는 것조차도 알 수 없다. 다행히도, 마이크로

소프트는 자신들이 만든 거의 모든 커맨들릿에 대한 도움말을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은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 게다가, 도움말은 배경 개념과 일반적인 정보 등 특정한 커맨

들릿에 연관되지 않은 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명령어처럼 Get-Help는 (당연히 Help 명령어도) 여러 매개변수(parameter)를 갖
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Name 매개변수이다. 이 매개변수는 사용자가 원하는 도움말 주
제의 이름을 입력받는데, 위치 매개변수이기 때문에 굳이 -Name을 치지 않고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만 입력해도 된다. 또,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할 수 있어 명령어를 검색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예를 들어, 파워셸에서 이벤트 로그를 사용해 어떤 작업을 한다고 가정하자. 어떤 명령어

를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벤트 로그에 관련된 도움말 주제를 검색하기로 했다.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실행할 것이다.

Help *log*

Help *event*

첫 번째 명령은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Name    Category  Module

----                           --------  -------

Clear-EventLog   Cmdlet    Microsoft.PowerShell.M...

Get-EventLog   Cmdlet    Microsoft.PowerShell.M...

Limit-EventLog   Cmdlet    Microsoft.PowerShell.M...

New-EventLog   Cmdlet    Microsoft.PowerShell.M...

Remove-EventLog   Cmdlet    Microsoft.PowerShell.M...

Show-EventLog   Cmdlet    Microsoft.PowerShell.M...

Write-EventLog   Cmdlet    Microsoft.PowerShell.M...

Get-AppxLog   Function  Appx

Get-DtcLog   Function  MsD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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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t-DtcLog   Function  MsDtc

Set-DtcLog   Function  MsDtc

Get-LogProperties  Function  PSDiagnostics

Set-LogProperties  Function  PSDiagnostics

about_Eventlogs   HelpFile

about_Logical_Operators  HelpFile

앞의 리스트에서 Appx, MsDtc 등의 모듈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또는 함수)를 볼 수 있다. 도움말 시스템은 확장

이 메모리로 로드되지 않았더라도(실제 사용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간과하지 않게 하여 컴퓨터에 있는 모든 

명령어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 7장에서 따로 다루겠지만, 도움말 시스템은 적절한 위치에 설치된 모든 파워셸 

확장의 명령어에 대한 검색을 지원한다.

앞에서 나온 리스트 중의 많은 함수들은 이벤트 로그와 관계된 것처럼 보이고, ‘동사-명사’ 
명명 규칙(Get-Something 형식)을 볼 때 마지막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는 특정한 커
맨들릿에 대한 도움말 주제로 보인다. 마지막 두 개의 ‘about’ 주제는 배경 정보를 제공한

다. 마지막 항목인 ‘about_Logical_Operators’는 이벤트 로그와 아무 관계도 없어 보이지

만, ‘logical’이라는 단어가 ‘log’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 결과에 포함되었다. 가급적 
‘*eventlog*’보다 ‘*event*’ 또는 ‘*log*’처럼 더 넓은 범위의 단어로 검색하게 되면, 더 많은 
도움말 항목을 검색할 수 있다.

일단 원하는 작업을 할 것 같은 커맨들릿을 찾으면(위 예제에서는 Get-EventLog가 적당해 

보인다), 그 주제에 대한 도움말을 아래와 같이 요청할 수 있다.

Help Get-EventLog

탭 자동 완성 기능도 잊지 말 것! 상기하자면, 명령어 이름의 일부를 입력하고, 탭 키를 누
르면 파워셸에서 가장 가깝게 매치되는 명령어를 찾아서 완성해 준다. 탭 키를 반복하여 누
를 때마다 입력한 명령어와 매치되는 다른 대안을 반복하여 보여준다.

Help Get-Ev를 입력하고 탭 키를 눌러 보자. 첫 번째로 Get-Event가 매치되어 나오지만, 원하는 명령어가 아니

다. 탭 키를 다시 누르면 우리가 찾는 Get-EventLog 명령어가 나온다. 엔터 키를 눌러 명령어를 실행하면 Get-

EventLog에 대한 도움말을 볼 수 있다. ISE를 사용 중이라면 탭 키를 누를 필요도 없다. 매치되는 명령어 목록이 

오른쪽 팝업에 표시되고, 그중 하나를 골라 엔터 키를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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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에서 와일드카드 문자(주로 0 또는 그 이상의 글자를 뜻하는 *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와일드카드 조건을 만족하는 검색 결과가 하나인 경우, 찾은 아이템의 목록을 표시하지 않
고 바로 아이템의 내용을 표시한다.

Help Get-EventL* 명령을 실행하면, 검색어와 일치하는 명령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Get-EventLog의 도움말

이 표시된다.

지금까지 따라해 왔다면 Get-EventLog의 도움말을 보게 될 것이다. 이 파일은 요약 도움

말(summary help)이라고 하는데, 명령어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실행 문법이 표시된다. 요
약 도움말에 표시된 정보는 명령어 실행 방법을 빨리 확인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이 장에

서는 요약 도움말부터 시작하여 도움말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심화학습

이 책에서는 훌륭하지만 파워셸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는 않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할 때, 이런 ‘심화

학습’ 코너를 이용할 것이다. 원하지 않는다면 읽지 않고 넘어가도 좋다. 이 코너에서는 파워셸을 이용해 

결과를 얻는 다른 방법이나 파워셸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앞에서 Help 명령어는 커맨들릿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도움말 주제어를 찾는다고 언급했다. 사실, 모든 커

맨들릿에 대한 도움말 파일이 있으므로 Help 명령어의 검색 결과에는 커맨들릿이 포함될 뿐이다. 하지만 

Get-Command 커맨들릿(또는 그 알리아스인 Gcm)을 이용하면 커맨들릿을 바로 찾을 수 있다.

Help 커맨들릿처럼 Get-Command는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름에 ‘event’가 포

함된 명령어를 찾으려면 Gcm *event*처럼 실행할 수 있다. 좋건 나쁘건 간에, 이 실행 결과는 커맨들릿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netevent.dll같이 그다지 쓸모 없는 외부 명령어도 검색해 낸다.

-Noun이나 -Verb 매개변수를 사용하는 방식이 더 나은 접근 방식이다. 커맨들릿만이 ‘동사-명사’ 명

명 규칙을 가지기 때문에 검색 결과에 커맨들릿만 포함되도록 제한할 수 있다. Get-Command -noun 

*event* 명령을 실행하면 event에 관련된 커맨들릿의 목록만 나온다. Get-Command -verb Get 명령을 

실행하면 정보를 찾아오는(Get) 능력을 가진 커맨들릿을 모두 보여준다. -CommandType 매개변수도 사

용하여 커맨들릿 형식만 검색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Get-Command *log* -type cmdlet 명령을 실행하

면, 외부 애플리케이션이나 명령어를 제외하고 이름에 log가 포함된 커맨들릿만 검색 결과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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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이해하기

파워셸의 커맨들릿 도움말 파일에는 특정한 규칙들이 있다. 도움말 파일의 규칙을 이해해

야 커맨들릿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최대한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3.5.1 매개변수 집합과 공통 매개변수

대부분의 명령어는 사용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 Get-EventLog 커맨들릿의 도움말 문법을 보자.

SYNTAX

    Get-EventLog [-AsString] [-ComputerName <string[]>] [-List] [<Com

    monParameters>]

    Get-EventLog [-LogName] <string> [[-InstanceId] <Int64[]>] [-Afte

    r <DateTime>] [-AsBaseObject] [-Before <DateTime>] [-ComputerName 

     <string[]>] [-EntryType <string[]>] [-Index <Int32[]>] [-Message 

     <string>] [-Newest <int>] [-Source <string[]>] [-UserName 

     <string[]>] [<CommonParameters>]

명령어 문법이 두 개 나열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Get-EventLog 명령어가 두 개의 매
개변수 집합을 가지며, 두 가지 문법으로 실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매개변수 중 일부는 
두 집합에 공통이다. 예를 들어, 두 집합 모두 -ComputerName 매개변수를 포함한다. 하
지만 각 집합은 다른 집합에서 갖지 않은 유일한 매개변수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한다. 
위의 경우, 첫 집합은 두 번째 집합에 없는 -AsString과 -List 매개변수를 갖는 반면, 두 번
째 집합은 첫 집합에 없는 많은 매개변수를 갖는다.

동작 방식은 이렇다. 만약 한 집합에만 포함되는 매개변수를 사용한다면, 명령에 사용할 
매개변수는 그 집합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한된다. 위에서 -List 매개변수를 사용하면, 그 
명령에 사용할 수 있는 매개변수는 -List 매개변수가 포함된 집합에 있는 -AsString과 
-ComputerName밖에 없다. -LogName 변수는 두 번째 집합에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즉, -List와 -LogName 매개변수는 상호 배타적이다. 두 매개변수(-List

와 -LogName)는 서로 다른 집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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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매개변수 집합이 모두 갖고 있는 매개변수만으로 명령어를 실행할 때, 파워셸은 일반

적으로 첫 번째로 나온 매개변수 집합을 이용한다. 어떤 집합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동작이 
다르기 때문에 명령을 실행할 때 어떤 매개변수 집합이 사용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위 예제에서 모든 커맨들릿이 매개변수 집합의 마지막 원소로 [<CommonParameters>]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커맨들릿을 어떤 매개변수 집합과 함께 실행하든지 포함되는 8
개의 변수 집합을 말한다. 이 공통 매개변수에 대해서는 지금 다루지 않고 이 책 후반부에

서 실제 사용할 때 설명하겠다. 궁금한 독자를 위해 이 장의 후반부에 공통 매개변수에 대
해 참조할 곳을 소개하겠다.

http://MoreLunches.com 사이트의 첫 페이지에서 이 책을 선택하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자

료에는 매개변수와 매개변수 집합 같은 핵심 컨셉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 데모를 포함하고 있다.

3.5.2 선택 매개변수와 필수 매개변수

커맨들릿을 실행할 때 모든 매개변수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다. 도움말에서 선택 매개

변수는 대괄호([ ])로 둘러싸여 있다. 예를 들어, [-ComputerName <string[]>] 항목은 
-ComputerName 매개변수가 선택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커맨들릿은 이 매개변수가 없
다면 자동으로 대상 컴퓨터 이름을 로컬 컴퓨터로 지정한다. 마찬가지로, 대괄호에 묶여 
있는 [<CommonParameters>] 매개변수가 주어지지 않아도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커맨들릿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택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다. 선택 매개변수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매일 사용하기도 한다. 매개변수를 사용할 때는 파워셸

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매개변수의 이름을 충분히 길게 입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

하자. 예를 들어, -L로는 -List와 -LogName을 구분할 수 없지만, -List를 제외하고 -Li
로 시작하는 다른 매개변수가 없으므로 -List는 -Li로 표현할 수 있다.

필수 매개변수를 넣지 않고 명령어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 Get-EventLog 도움말에서  
-LogName은 꺾쇠 괄호로 싸여 있지 않으므로 필수 매개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 변수를 
입력하지 않고 Get-EventLog 명령어를 실행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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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Event를 매개변수 없이 실행해 보라. 파워셸이 필수 매개변수인 LogName을 입력하라는 프롬프트를 띄워

줄 것이다. 여러분이 System 또는 Application을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누르면 명령이 실행된다. Ctrl-C를 눌러 명

령을 중단할 수도 있다.

3.5.3 위치 매개변수

파워셸 설계팀은 사용자들이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는 매개변수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입력

하기 번거로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변수들은 보통 위치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적절한 
위치에 있기만 하면 굳이 매개변수의 이름을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위치 매개변수는 요약된 문법과 전체 도움말 두 가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문 요약에서 위치 매개변수 찾기

명령어의 구문 요약에서 위치 매개변수를 확인할 수 있다. 매개변수의 이름만 대괄호로 묶
여 있는 것이 바로 위치 매개변수이다. Get-EventLog의 두 번째 매개변수 집합의 처음 두 
개를 보자.

[-LogName] <string> [[-InstanceId] <Int64[]>]

첫 번째 매개변수 -LogName의 이름과 값이 모두 대괄호로 싸여 있지 않으므로 선택 변수

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매개변수 이름을 대괄호로 싸 위치 매개변수를 만들며, 매개

변수 이름 없이 값을 넣을 수 있다. 그리고 -LogName 매개변수는 도움말 파일의 처음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해야 하는 첫 번째 매개변수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매개변수 -InstanceId는 이름과 값이 모두 대괄호로 싸여 있으므로 선택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또, -InstanceId는 대괄호로 다시 한 번 묶여 있는데, 이 매개변수가 위치 매개

변수임을 뜻한다. 이 변수는 두 번째 위치에 나타나기 때문에 매개변수 이름을 생략하려면 
두 번째 위치에 매개변수에 대한 값을 넣어야 한다.

구문의 뒤쪽에 있는 -Before 매개변수(Help Get-EventLog를 실행해서 직접 찾아보라)는 대
괄호로 묶여 있으므로 선택 변수이다. 그리고 이름이 대괄호로 묶여 있지 않으므로 매개변

수를 사용할 때 변수의 이름을(또는 이름의 일부라도)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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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매개변수에 활용할 수 있는 몇 개의 트릭이 있다.

 ▒ 위치 매개변수와 일반 매개변수를 조합해 사용할 수 있다. 위치 매개변수는 정확한 순
서에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Get-EventLog System -Newest 20 명령은 유효한 구문

이다. 적절한 순서에 위치한 System은 -LogName 매개변수의 값으로 입력되고, 20은 
-Newest 매개변수의 값으로 입력된다.

 ▒ 매개변수의 이름을 모두 입력한다고 가정하면 매개변수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Get-
EventLog -Newest 20 -Log  Application은 매개변수의 순서가 바뀌었지만, 변수의 
이름을 입력했기 때문에 유효한 명령어이다. (-LogName은 -Log로 축약했다)

 ▒ 하나의 커맨드라인 안에서 여러 개의 위치 매개변수를 사용할 경우, 변수의 순서에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Get-EventLog Application 0에서 Application은 -LogName에, 0
은 -InstanceId에 입력되어 잘 동작한다. 하지만 Get-EventLog 0 Application에서는 
0이 -LogName에 입력되지만, 0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벤트 로그가 없기 때문에 제대

로 동작하지 않는다.

좋은 지침을 하나 제안하겠다. 여러분이 커맨들릿에 익숙해지고, 자주 쓰이는 매개변수 이
름을 계속 입력하기 지겨워질 때까지 매개변수 이름을 사용하라. 그런 후에 위치 매개변수

를 사용해서 타이핑을 줄이도록 하자. 나중에 쉽게 재사용할 목적으로 텍스트 파일에 명령

어를 복사해 넣을 때는 위치 매개변수나 축약한 형태의 매개변수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커
맨들릿 이름과 매개변수 이름을 모두 쓰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텍스트 파일에 저장된 명령

어를 나중에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어차피 파일에 저장해 놓으면 다시 타이핑

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전체 도움말에서 위치 매개변수 찾기

앞에서 위치 매개변수 여부를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방법은 
Help 명령어에 -full 매개변수를 주고 실행하여 도움말을 확인하는 것이다.

Help Get-EventLog -full 커맨드라인을 실행해 보자. 스페이스 바를 눌러 도움말의 다음 페이지로 넘길 수 있고, 

도움말 파일의 끝에 도달하기 전에 끝내고 싶다면 Ctrl-C를 누르면 된다. -LogName 매개변수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까지 페이지를 넘기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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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Name <string> 

    Specifies the event log.  Enter the log name (the value of th

    e Log property; not the LogDisplayName) of one event log. Wil

    dcard characters are not permitted. This parameter is require

    d.

    필수 여부   true

    위치    1

    기본값

    파이프라인 입력 적용 여부  false

    와일드카드 문자 적용 여부  false

앞의 예제에서 -LogName 변수의 필수 여부 값이 ‘True’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필수 매개

변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위치가 1로 표시되므로 첫 번째로 나타날 위치 매개변수

인 것도 알 수 있다. 

우리는 수강생들이 커맨들릿을 처음 사용할 때, 커맨들릿의 구문만 보여주는 축약된 도움

말보다 전체 도움말을 읽도록 권장한다. 전체 도움말에서 매개변수의 사용 방법에 대한 설
명을 포함한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도움말에서 이 매개변수가 와일드카드 문자를 
입력으로 받지 않으므로 App*같이 와일드카드가 포함된 값이 아니라, Application처럼 완
전한 로그 이름을 입력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3.5.4 매개변수 값

도움말 파일은 각 매개변수가 어떤 종류의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지 알려준다. 보통, 스위

치로 불리는 몇몇 매개변수는 어떤 값도 입력받지 않는다. 축약된 버전의 도움말에서 스위

치 매개변수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AsString]

반면, 전체 도움말에서는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AsString [<SwitchParameter>]

    개체 대신 문자열로 출력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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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여부   false

    위치    named

    기본 값

    파이프라인 입력 적용 여부  false

    와일드카드 문자 적용 여부  false

[<SwitchParameter>] 항목은 이 매개변수가 스위치이므로 어떤 입력 값도 받지 않음을 의
미한다. 스위치는 위치 매개변수가 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매개변수 이름(또는 축약된 이름)

을 입력해야 한다. 스위치는 항상 선택 매개변수이므로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입력 값을 필요로 하는 다른 매개변수는 매개변수 이름과 (콜론, 등호 등 다른 문자가 아닌) 
공백 문자로 분리된 입력 값을 받는다. 축약된 도움말에서는 입력 값의 종류가 아래와 같이 
<> 기호 안에 표시된다.

[-LogName] <string>

전체 도움말에서는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Message <string>

    Gets events that have the specified string in their messages.

     You can use this property to search for messages that contai

    n certain words or phrases. Wildcards are permitted.

    필수 여부   false

    위치    named

    기본값

    파이프라인 입력 적용 여부  false

    와일드카드 문자 적용 여부  true

주로 사용되는 입력 값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문자열(string) — 문자와 숫자의 나열. 공백 문자를 포함할 경우는 반드시 인용 부호

(‘‘)로 감싸야 한다. 예를 들어, C:\Windows는 인용 부호로 감쌀 필요가 없지만, C:\
Program Files는 중간에 공백이 있으므로 인용 부호로 감싸야 한다. 인용 부호로 작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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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표와 큰따옴표를 모두 쓸 수 있지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작은따옴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정수/32비트 정수/64비트 정수(Int/Int32/Int64) — 소수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정수

 ▒ 날짜(DateTime) — 일반적으로, 컴퓨터의 지역 설정에 따라 날짜로 해석할 수 있는 문자

열이다. 미국에서는 10-10-2010(월-일-연도)로 표기한다.

다른 특별한 입력 값 종류에 대해서는 처음 나올 때 다루도록 하겠다.

또한, 몇몇 입력 값에 아래와 같이 대괄호가 표기된 것을 볼 수 있다.

[-ComputerName <string[]>]

입력 값 종류 옆에 나란히 표시된 대괄호는 뭔가가 선택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매개변수가 
배열(array)이나 집합(collection), 리스트(list)를 매개변수 값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아래와 같이 하나의 값만 입력하는 것도 유효하다.

Get-EventLog Security -computer Server-R2

여러 개의 값을 입력하는 간단한 방법은 콤마로 분리된 리스트를 입력하는 것이다. 파워셸

은 콤마로 분리된 리스트를 값의 배열로 인식한다.

Get-EventLog Security -computer Server-R2,DC4,Files02

위에서 말했듯이, 공백을 가진 문자열은 반드시 인용 부호로 묶어야 한다. 하지만 전체 리
스트가 아닌 개별 문자열 값만 인용 부호 안에 넣어야 한다. 다음 명령어는 유효하다.

Get-EventLog Security -computer 'Server-R2‘,‘Files02‘

매개변수의 값에 굳이 인용 부호가 필요 없더라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인용 부호를 사용해

도 상관없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구문은 유효하지 않다.

Get-EventLog Security -computer 'Server-R2,File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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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커맨들릿은 사용자의 의도와 달리 ‘Server-R2,Files01’이라는 이름을 가진 서
버를 찾는다.

한 줄에 하나의 값을 기록한 텍스트 파일을 입력 값 리스트로 전달할 수도 있다. 다음 텍스

트 파일 예제를 보자.

Server-R2

Files02

Files03

DC04

DC03

텍스트 파일이 준비되면, Get-Content 커맨들릿을 이용해 파일의 내용을 -computer 
Name 매개변수의 값으로 넘길 수 있다.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던, 괄호를 이용해 연
산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방법을 떠올려 보자. 동일한 원칙을 파워셸에서도 사용할 수 있
다. 아래 커맨드라인처럼 Get-Content 명령을 괄호로 둘러싸 먼저 실행하게 하면, 실행한 
명령어의 결과가 -computerName 매개변수의 값으로 전달된다.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괄호가 연산의 순서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에 대해 배웠다. 
파워셸에서도 괄호의 역할은 같다. 괄호 안에 포함된 명령이 먼저 실행된다.

Get-EventLog Application -computer (Get-Content names.txt)

이전 예제에서 유용한 트릭을 하나 볼 수 있다. 웹 서버, 도메인 컨트롤러, 데이터베이스 서
버 등 용도에 따라 컴퓨터를 분류하고, 각 서버의 이름을 텍스트 파일에 기록한 후, 위 예제

에서 사용한 트릭을 이용해 전체 컴퓨터에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액티브 디렉터리에서 컴퓨터 목록을 가져와 매개변수에 전달하

는 방법도 있다. 이후에 나올 장에서 이런 트릭에 필요한 몇 가지 커맨들릿에 대해 좀 더 배
운 후 다루도록 하겠다.

필수 매개변수일 때는 매개변수를 아예 입력하지 않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 장의 앞
에서도 설명했지만, 파워셸은 필수 매개변수를 입력하지 않으면 입력 프롬프트를 띄운다. 
매개변수에 전달할 값의 리스트 중 첫 번째를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누르면, 두 번째 값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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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할 프롬프트가 나온다. 입력을 마치고 나서 빈 프롬프트에서 엔터 키만 입력하면, (매개

변수에 전달할 값을 입력하지 않고) 입력이 끝난 것으로 인식한다. 언제든지 Ctrl-C를 눌러 
명령어 실행을 종료할 수 있다.

3.5.5 명령어 예제 찾기

예제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 책에 최대한 많은 예제를 넣기 위해 노력했

다.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예제를 참조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파워셸 설계팀은 도움말 파일 
안에 굉장히 많은 예제를 추가했다. Get-EventLog 도움말의 맨 아래 쪽으로 스크롤해 보
면, 커맨들릿 사용법에 대한 예제가 거의 한 다스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설명을 제외하고 예제만 보고 싶다면, Help 명령어를 실행할 때 아래와 같이 -full 스
위치가 아닌 -example 스위치를 넣어보자.

Help Get-EventLog -example

커맨들릿에 -example 스위치를 주고 실행하여 예제를 확인해 보라.

일부는 조금 복잡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예제는 도움이 된다. 너무 복잡해 보이는 예제는 
무시하고, 다른 예제들을 먼저 보도록 하자. 아니면, 복잡해 보이는 예제를 실행해서 (운영 

환경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다.) 어떤 일을 하는 예제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 실험해 보
는 것도 좋다.

‘관련 주제’ 도움말 활용하기

이 장의 앞에서 파워셸의 도움말 시스템이 특정 커맨들릿에 대한 도움말뿐 아니라 배경 지
식에 대한 주제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주제는 도움말 파일 이름이 ‘about_’
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종종 ‘관련 주제’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모든 커맨들릿이 일반 매개

변수 집합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 일반 매개변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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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기 전에 도움말에서 일반 매개변수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 와일드카드 문자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 장에서 ‘common’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었으므로 ‘common’을 키워드로 검색

해 보자. 아래 명령어를 입력해 보자.

Help *common*

실제로, 이 키워드는 도움말 주제가 하나만 검색되는 좋은 검색어이다. 도움말 주제는 
‘about_CommonParameters’이다. 검색 결과가 하나밖에 없으므로 도움말 주제가 자동으

로 표시된다. 페이지를 밑으로 넘기면 여덟 개의 일반 매개변수 목록을 볼 수 있다.

-Verbose

-Debug

-WarningAction

-WarningVariable

-ErrorAction

-ErrorVariable

-OutVariable

-OutBuffer

도움말에서 파워셸이 두 개의 ‘위험 완화(risk mitigation)’ 매개변수를 제공하지만, 모든 커
맨들릿이 위험 완화 매개변수를 지원하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움말 시스템의 ‘관련 주제’ 항목은 특정 커맨들릿에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
요함에도 간과하기 쉽다. help about* 명령어를 실행하여 목록을 확인해 보면, 얼마나 많
은 주제 문서들이 파워셸 안에 숨겨져 있는지 놀랄 것이다.

표 3.1은 파워셸 도움말 이용에 도움을 줄 서드파티 스크립트와 애플리케이션 목록을 표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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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파워셸 도움말을 위한 서드파티 스크립트와 애플리케이션 목록

리소스 URL

도움말 주제를 모두 나열한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파워셸 스크립트

http://mng.bz/5w8E

모든 도움말 주제가 나열된 전용 윈도우 애플리케

이션

http://www.sapien.com/downloads; http://www.

sapien.com/downloads; 무료 회원 가입 후 ‘Free 

Tools’ 디렉터리 아래 참조

파워셸과 같이 배포된 도움말(관련 주제를 포함한) 

파일 다운로드 링크

http://download.microsoft.com 사이트 검색 이용

온라인 도움말 참조하기

파워셸 도움말에도 분명 오류가 있다. (네, 그들도 사람이지요.) Update-Help 명령어를 통
해 도움말을 갱신할 수도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도움말을 웹 사이트에도 게시하고 있
다. 아래와 같이 Help 명령어에 -online 스위치를 주고 실행하면, 관련된 명령어에 해당하

는 온라인 도움말이 있는 웹 사이트가 브라우저에서 열린다.

Help Get-EventLog -online

도움말 파일은 마이크로소프트 테크넷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고, 로컬에 파워셸과 같이 설
치된 도움말보다 더 빨리 갱신된다. 예제나 실행 구문에서 오류를 발견했다면 온라인 도움

말을 참조해 보자. 마이크로소프트의 각 제품 개발팀(익스체인지, SQL 서버, 쉐어포인트 등

의 개발팀)이 도움말을 제공해야 하므로 모든 커맨들릿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있기만 하다면 내장된 도움말 파일과 함께 참조하면 큰 도움이 된다.

온라인 도움말을 이용하면 파워셸에 명령어를 입력하면서 웹 브라우저에 표시된 도움말을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온라인 도움말은 구성 또한 매우 깔끔하다.) 운 좋게 듀얼 모니

터를 사용할 수 있다면(돈 존스처럼!) 온라인 도움말을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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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 실습 문제

이번 실습을 위해서는 파워셸 v3가 설치된 컴퓨터가 필요하다.

이 장을 통해 파워셸에서 도움말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고자 했던 의도가 잘 전
달되었기를 바란다. 이제 실습을 통해 스킬을 연마할 때가 왔다. 실습 문제에 대한 정답은 
MoreLunches.com 웹 사이트를 참조하라. 문제 해결의 힌트가 될 핵심 단어는 굵은 서체

로 표시했으므로 주의 깊게 보도록 한다.

1. 먼저, Update-Help 커맨들릿이 오류 없이 실행되는지 확인한다. 도움말 복사본이 로
컬 컴퓨터에 설치될 것이다.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관리자 권한으

로 파워셸을 실행해야 한다. (파워셸 창의 제목 표시줄에 ‘관리자’라고 표시되는 것을 확인

한다.)

2. 다른 커맨들릿의 실행 결과를 HTML로 변환할 수 있는 커맨들릿을 찾아보자.

3. 명령어 실행 결과를 파일(file) 또는 프린터(printer)로 재지정(redirect)할 수 있는 커맨들릿

을 찾아보자.

4. 프로세스(processes)에 관련된 커맨들릿이 몇 개나 되는지 찾아보자. (힌트: 커맨들릿의 

명사 부분은 모두 단수형이다.)

5. 이벤트 로그(log)에 로그를 기록(write)하기 위해 사용하는 커맨들릿은 무엇인가?

6. 알리아스(aliases)는 커맨들릿의 별명이다. 알리아스를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내보내거

나(export), 가져올 수 있는(import) 커맨들릿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자.

7. 파워셸에서 타이핑한 내용을 모두 기록(transcript)하고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라.

8. 보안 이벤트(event) 로그 전체를 가져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최근 100개만 가져

오려면 어떻게 하겠는가?

9. 다른 컴퓨터에 설치된 서비스(services) 목록을 가져오는 방법은 무엇인가?

10. 다른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세스(processes)가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

인가?

11. Out-File 커맨들릿의 도움말 파일을 열어보자. 이 커맨들릿이 생성하는 파일에 기록

되는 가로 글자 수의 기본 값은 얼마인지 확인하고, 이 가로 글자 수를 바꿀 수 있는 매
개변수가 있는가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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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본적으로 Out-File 커맨들릿은 입력한 파일과 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을 경우 기존 
파일을 덮어쓴다. 기존 파일을 덮어쓰지 않도록 하는 매개변수가 있는지 찾아보자.

13. 파워셸에 정의된 알리아스(aliases)의 목록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14. Server1이라는 이름을 가진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 목록을 출력하는 커맨드

라인을 작성하되, 알리아스와 축약된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가장 짧게 만들어보라.

15. 포괄적인 객체(generic objects)를 다룰 수 있는 커맨들릿은 몇 개나 있는가? (힌트: 복수

형 ‘objects’가 아닌 단수형 ‘object’로 검색하라.)

16. 이 장에서는 배열(arrays)을 간단하게만 언급했다. 도움말의 어떤 항목에서 배열에 대
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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