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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LVM 논리 볼륨 늘리기  343

12.4 파일시스템 마운트하기     344
12.4.1 지원되는 파일시스템  345  /  12.4.2 스왑 공간 활성화하기  347
12.4.3 스왑 영역 비활성화하기  348
12.4.4 fstab 파일을 사용하여 마운트 가능 파일시스템 정의하기  348
12.4.5 mount 명령을 사용하여 파일시스템 마운트하기  352
12.4.6 디스크 이미지 마운트하기  353  /  12.4.7 umount 명령 사용하기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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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mkfs 명령을 사용하여 파일시스템 만들기     354

12.6 정리     356

12.7 실습 과제     356

P A R T  IV    리눅스 서버 관리자를 향해

C H A P T E R  13 서버 관리  361

13.1 서버 관리 시작하기     363
13.1.1 1단계: 서버 설치하기  363  /  13.1.2 2단계: 서버 구성하기  364
13.1.3 3단계: 서버 시작하기  366  /  13.1.4 4단계: 보안 설정하기  368
13.1.5 5단계: 서버 모니터링하기  369

13.2 보안 셸 서비스로 원격 액세스 관리하기     371
13.2.1 openssh-server 서비스 시작하기  372  /  13.2.2 SSH 클라이언트 도구 사용하기  373
13.2.3 키 기반(무암호 방식) 인증 사용하기  381

13.3 시스템 로그 구성하기     383
13.3.1 rsyslog로 시스템 로그 활성화하기  383  /  13.3.2 logwatch로 로그 감시하기  388

13.4 sar로 시스템 리소스 확인하기     389

13.5 시스템 공간 확인하기     391
13.5.1 df로 시스템 공간 표시하기  391  /  13.5.2 du 명령으로 디스크 사용량 확인하기  392
13.5.3 find로 디스크 소비량 알아내기  393

13.6 기업 환경에서 서버 관리하기     394

13.7 정리     395

13.8 실습 과제     395

C H A P T E R  14 네트워크 관리하기  397

14.1 데스크톱 네트워크 구성하기     398
14.1.1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확인하기  400  /  14.1.2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구성하기  406
14.1.3 네트워크 프록시 연결 구성하기  409

14.2 커맨드라인에서 네트워크 구성하기     411
14.2.1 연결 편집하기  412  /  14.2.2 네트워크 설정 파일 이해하기  413
14.2.3 앨리어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설정하기  419  /  14.2.4 이더넷 채널 본딩 설정하기  420
14.2.5 커스텀 라우트 설정하기  422

14.3 기업 환경의 네트워크 구성하기     423
14.3.1 리눅스를 라우터로 구성하기  423  /  14.3.2 리눅스를 DHCP 서버로 설정하기  424
14.3.3 리눅스를 DNS 서버로 설정하기  425  /  14.3.4 리눅스를 프록시 서버로 설정하기  426

14.4 정리     426

14.5 실습 과제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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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15 서비스 시작하기와 중지하기  429

15.1 초기화 데몬(init 또는 systemd) 이해하기     430
15.1.1 전통적인 init 데몬 이해하기  433  /  15.1.2 Upstart init 데몬 이해하기  439
15.1.3 systemd 초기화 데몬 이해하기  445

15.2 서비스 상태 점검하기     454
15.2.1 SysVinit 시스템에서 서비스 확인하기  454
15.2.2 Upstart 시스템에서 서비스 확인하기  455
15.2.3 systemd 시스템에서 서비스 확인하기  456

15.3 서비스 중지하기와 시작하기     458
15.3.1 SysVinit용 서비스 중지하기와 시작하기  458
15.3.2 Upstart용 서비스 중지하기와 시작하기  459
15.3.3 systemd용 서비스 중지하기와 시작하기  460

15.4 지속적 서비스 활성화하기     463
15.4.1 SysVinit 시스템에서 지속적 서비스 구성하기  463
15.4.2 Upstart 시스템에서 지속적 서비스 구성하기  465
15.4.3 systemd 시스템에서 지속적 서비스 구성하기  466

15.5 기본 런레벨(타깃 유닛) 구성하기     468
15.5.1 SysVinit의 기본 런레벨 구성하기  468
15.5.2 Upstart의 기본 런레벨 구성하기  469
15.5.3 systemd의 기본 타깃 유닛 구성하기  469

15.6 새 서비스 또는 커스텀 서비스 추가하기     470
15.6.1 SysVinit에 새 서비스 추가하기  471
15.6.2 Upstart에 새 서비스 추가하기  474
15.6.3 systemd에 새 서비스 추가하기  475

15.7 정리     479

15.8 실습 과제     479

C H A P T E R  16 프린트 서버 구성하기  480

16.1 CUPS     481

16.2 프린터 설정하기     483
16.2.1 자동으로 프린터 추가하기  483  /  16.2.2 웹 기반 CUPS 관리 기능 사용하기  483
16.2.3 프린트 설정 사용하기  486

16.3 CUPS 프린트 작업하기     494
16.3.1 CUPS 서버(cupsd.conf) 구성하기  494  /  16.3.2 CUPS 서버 시작하기  496
16.3.3 수동으로 CUPS 프린터 옵션 구성하기  497

16.4 프린트 명령 사용하기     498
16.4.1 lpr을 사용하여 프린트하기  499  /  16.4.2 lpc를 사용하여 상태 출력하기  499
16.4.3 lprm을 사용하여 프린트 작업 삭제하기  500

16.5 프린트 서버 구성하기     501
16.5.1 공유 CUPS 프린터 구성하기  501  /  16.5.2 공유 삼바(Samba) 프린터 구성하기  503

차례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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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정리     506

16.7 실습 과제     506

C H A P T E R  17 웹 서버 구성하기  508

17.1 아파치 웹 서버     509

17.2 웹 서버 가져오기와 설치하기     510
17.2.1 httpd 패키지 이해하기  510  /  17.2.2 아파치 설치하기  513

17.3 아파치 시작하기     513
17.3.1 아파치 보안 설정하기  515  /  17.3.2 아파치 설정 파일 이해하기  517
17.3.3 아파치에 가상 호스트 추가하기  523
17.3.4 사용자의 웹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525
17.3.5 SSL/TLS로 웹 트래픽의 보안 유지하기  526

17.4 웹 서버 문제 해결하기     533
17.4.1 구성 오류 확인하기  533  /  17.4.2 액세스 금지 오류와 서버 내부 오류  536

17.5 정리     537

17.6 실습 과제     538

C H A P T E R  18 FTP 서버 구성하기  540

18.1 FTP 이해하기     541

18.2 vsftpd FTP 서버 설치하기     542

18.3 vsftpd 서비스 시작하기     544

18.4 FTP 서버의 보안 유지하기     547
18.4.1 FTP용 방화벽 열기  547  /  18.4.2 TCP 래퍼에서 FTP 액세스 허용하기  550
18.4.3 FTP 서버용 SELinux 구성하기  551  /  18.4.4 vsftpd와 리눅스 파일 권한  553

18.5 FTP 서버 구성하기     553
18.5.1 사용자 액세스 설정하기  553  /  18.5.2 업로드 허용하기  555
18.5.3 인터넷용 vsftpd 설정하기  556

18.6 FTP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연결하기     558
18.6.1 Firefox에서 FTP 서버에 액세스하기  559
18.6.2 lftp 명령으로 FTP 서버에 액세스하기  559  /  18.6.3 gFTP 클라이언트 사용하기  561

18.7 정리     562

18.8 실습 과제     563

C H A P T E R  19 Windows 파일 공유(Samba) 서버 구성하기  565

19.1 Samba 이해하기     566

19.2 Samba 설치하기     567

19.3 Samba 시작하기와 중지하기     569
19.3.1 Samba(smb) 서비스 시작하기  569  /  19.3.2 NetBIOS(nmbd) 이름 서버 시작하기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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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Samba(smb)와 NetBIOS(nmb) 서비스 중지하기  573

19.4 Samba 보안 설정하기     574
19.4.1 Samba용 방화벽 구성하기  574  /  19.4.2 Samba용 SELinux 구성하기  576
19.4.3 Samba의 호스트/사용자 권한 구성하기  578

19.5 Samba 구성하기     579
19.5.1 system-config-samba 사용하기  579  /  19.5.2 smb.conf 파일로 삼바 구성하기  584

19.6 Samba 공유 리소스에 액세스하기     591
19.6.1 리눅스에서 Samba 공유 리소스에 액세스하기  591
19.6.2 Windows에서 Samba 공유 리소스에 액세스하기  593

19.7 기업 환경에서 Samba 사용하기     594

19.8 정리     595

19.9 실습 과제     595

C H A P T E R  20 NFS 파일 서버 구성하기  597

20.1 NFS 서버 설치하기     599

20.2 NFS 서비스 시작하기     600

20.3 NFS 파일시스템 공유하기     601
20.3.1 /etc/exports 파일 구성하기  602  /  20.3.2 공유 파일시스템 내보내기  606

20.4 NFS 서버의 보안     607
20.4.1 NFS용 방화벽 열기  608  /  20.4.2 TCP 래퍼의 NFS 액세스 허용하기  610
20.4.3 NFS 서버용 SELinux 구성하기  611

20.5 NFS 파일시스템 사용하기     612
20.5.1 NFS 공유 확인하기  612  /  20.5.2 수동으로 NFS 파일시스템 마운트하기  613
20.5.3 시동 시 NFS 파일시스템 마운트하기  614
20.5.4 autofs를 사용하여 주문형으로 NFS 파일시스템 마운트하기  618

20.6 NFS 파일시스템 언마운트하기     622

20.7 정리     623

20.8 실습 과제     623

C H A P T E R  21 리눅스 문제 해결하기  625

21.1 시동 문제 해결하기     626
21.1.1 시작 방식 이해하기  627  /  21.1.2 펌웨어에서 시작하기(BIOS 또는 UEFI)  629
21.1.3 그럽 부트 로더 문제 해결하기  632  /  21.1.4 커널 시작하기  635

21.2 소프트웨어 패키지 문제 해결하기     645
21.2.1 RPM 데이터베이스와 캐시 문제 해결하기  649

21.3 네트워크 문제 해결하기     651
21.3.1 외부 연결 문제 해결하기  651  /  21.3.2 내부 연결 문제 해결하기  655

21.4 메모리 문제 해결하기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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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 메모리 문제 밝혀내기  660

21.5 복구 모드에서 문제 해결하기     665

21.6 정리     667

21.7 실습 과제     667

P A R T  V    리눅스 보안 테크닉

C H A P T E R  22 리눅스의 보안, 기초  671

22.1 보안 이해하기, 기초     672
22.1.1 물리적 보안 구현하기  672  /  22.1.2 재난 복구 계획 수립하기  672
22.1.3 사용자 계정 보호하기  674  /  22.1.4 암호 보호하기  678
22.1.5 파일시스템 보호하기  685  /  22.1.6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관리하기  690
22.1.7 고급 구현 주제  691

22.2 시스템 모니터링하기     691
22.2.1 로그 파일 모니터링하기  691  /  22.2.2 사용자 계정 모니터링하기  695
22.2.3 파일시스템 모니터링하기  699

22.3 리눅스 감사하기와 검토하기     707
22.3.1 컴플라이언스 검토 수행하기  707  /  22.3.2 보안 검토 수행하기  708

22.4 정리     708

22.5 실습 과제     709

C H A P T E R  23 리눅스의 보안, 고급  710

23.1 암호화로 리눅스 보안 구현하기     711
23.1.1 해싱 이해하기  712  /  23.1.2 인크립션/디크립션 이해하기  714
23.1.3 리눅스 암호화 구현하기  723

23.2 PAM으로 리눅스 보안 구현하기     733
23.2.1 PAM 인증 과정 이해하기  734  /  23.2.2 PAM 관리하기  739
23.2.3 PAM 관련 세부 정보 얻기  754

23.3 정리     754

23.4 실습 과제     755

C H A P T E R  24 SELinux로 리눅스 보안 확장하기  756

24.1 SELinux의 장점     756

24.2 SELinux의 동작 과정 이해하기     758
24.2.1 TE 이해하기  759  /  24.2.2 다중 레벨 보안 이해하기  760
24.2.3 SELinux의 보안 모델 구현하기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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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SELinux 구성하기     768
24.3.1 SELinux 모드 설정하기  769  /  24.3.2 SELinux 정책 유형 설정하기  771
24.3.3 SELinux 보안 컨텍스트 관리하기  772  /  24.3.4 SELinux 정책 규칙 패키지 관리하기  775
24.3.5 부울을 통해 SELinux 관리하기  777

24.4 SELinux 모니터링과 문제 해결     779
24.4.1 SELinux 로그 관리 이해하기  779  /  24.4.2 SELinux 로그 문제 해결하기  781
24.4.3 SELinux 공통 문제 해결하기  782

24.5 종합     784

24.6 SELinux 정보 더 얻기     785

24.7 정리     786

24.8 실습 과제     786

C H A P T E R  25 네트워크에서 리눅스 보안 유지하기  789

25.1 네트워크 서비스 감사하기     789
25.1.1 nmap으로 네트워크 서비스 액세스 평가하기  791
25.1.2 nmap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서비스 광고 감사하기  795
25.1.3 네트워크 서비스 액세스 제어하기  799

25.2 방화벽 다루기     801
25.2.1 방화벽 이해하기  801  /  25.2.2 방화벽 구현하기  802

25.3 정리     815

25.4 실습 과제     816

P A R T  VI    클라우드로 리눅스 확장하기

C H A P T E R  26 리눅스의 클라우드 컴퓨팅  821

26.1 리눅스와 클라우드 컴퓨팅 개요     822
26.1.1 클라우드 하이퍼바이저(일명 컴퓨트 노드)  822  /  26.1.2 클라우드 컨트롤러  823
26.1.3 클라우드 스토리지  823  /  26.1.4 클라우드 인증  824
26.1.5 클라우드 배포 및 구성  824  /  26.1.6 클라우드 플랫폼  825

26.2 기본적인 클라우드 기술     825

26.3 소형 클라우드 설치하기     827
26.3.1 하이퍼바이저 구성하기  828  /  26.3.2 스토리지 구성하기  832
26.3.3 가상 머신 생성하기  835  /  26.3.4 가상 머신 관리하기  839
26.3.5 가상 머신 이동하기  840

26.4 정리     842

26.5 실습 과제     842

차례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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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엔가 리눅스를 처음 만났으니 그사이 20년이나 지났습니다. 소스 코드가 공개된 탓에 

커널을 분석한답시고 밤을 지새운 날도 부지기수였고, PC에 설치한다고 포맷 또한 수도 없이 

했던 기억이 아련합니다. 20년이면 적잖은 시간인데 그동안 우리네 컴퓨팅 환경은 어떻게 얼마

나 바뀌었을까요?

이 책에 대한 소개는 저자의 머리말에서 충분히 접할 수 있으니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

겠습니다. 리눅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Windows나 애플의 OS 

X(이제 곧 macOS로 불리게 되겠죠) 등 다른 운영체제와 달리 한글화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리눅

스 배포판이 여럿인 데다 상업적인 한글화가 이뤄지지 않은 탓도 있을 겁니다. 어찌 됐든 시간

이 지날수록 한글화 완성도가 높아지고는 있어도 아직은 기대 이하인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

나 이 책은 리눅스 인증 시험(엄밀히 말해 레드햇 인증 시험) 대비서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배포판

마다 조금씩 다른 한글 용어를 한꺼번에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인증 시험 자체가 영어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 대비를 위해서도 한글 

용어보다 영문 용어를 우선하여 표기했습니다. 메뉴 이름이나 설명, 메시지 등도 모두 영문을 

기준으로 먼저 표기하고 한글을 따로 표기했습니다. 부디 독자 여러분의 혼란이 없으시기 바

랍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이번 여름만큼이나 뜨거운, 많은 사람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제 가

족과 장성두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8월

배장열

머리
말

옮
긴
이

옮긴이 머리말x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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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저
자

크리스토퍼 네거스(Christopher Negus)는 RHCI(레드햇 공인 강사)이자 RHCX(레드햇 공인 시험관), 

RHCA(레드햇 공인 아키텍트), 레드햇의 주요 기술 작가다. 그는 레드햇과 함께한 6년 이상의 시

간 동안 RHCE가 되려는 수많은 IT 전문가를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현재는 레드햇 고객 포털에 기사를 작성하고 있으며,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과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오픈스택 플랫폼,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가상화, 리눅스 도커 컨테이너를 비롯하

여 각종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크리스토퍼는 RHCA 자격증 외에도 RHCVA(레드햇 공인 가상화 관리자)와 RHCDC(레드햇 공인 

데이터센터 전문가)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배포 및 시스템 관리, 클러스터링 및 저장소 관리, 클

라우드 저장소, 서버 보안 강화(Hardening) 부문의 자격증도 가지고 있다.

그는 레드햇에 합류하기 전 《Red Hat Linux Bible》(전판), 《CentOS Bible》, 《Fedora Bible》, 

《Linux Troubleshooting Bible》, 《Linux Toys, Linux Toys II》를 비롯한 리눅스 및 유닉스 관

련 서적 수십 권을 혼자서 또는 공동으로 집필했다. 그가 공동 집필한 고급 사용자용 리눅

스 툴박스 시리즈 도서로는 《Fedora Linux Toolbox》, 《SUSE Linux Toolbox》, 《Ubuntu Linux 

Toolbox》, 《Mac OS X Toolbox》, 《BSD UNIX Toolbox》 등이 있다.

크리스토퍼는 8년 동안 유닉스 개발 회사인 AT&T에 몸담았으며, 이후 1990년대 초반에 유타 

주로 거처를 옮기면서 노벨(Novel) UnixWare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축구를 좋아하며, 여가 시

간에는 아내 셰리, 아들 세스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저자 소개 x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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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블럼(Richard Blum)은 LPIC-1이자 20년 넘게 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자로 IT 업계에 

몸담으며 수많은 리눅스 및 오픈소스 관련 서적을 출간했다. 그리고 유닉스, 리눅스, 노벨, 마

이크로소프트 서버를 관리했으며, 시스코 스위치와 라우터가 사용된 3,500여 명의 네트워크

를 디자인하고 유지, 관리에 참여했다. 또한, 리눅스 서버와 셸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자동화했고, 일반적인 리눅스 셸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는 각종 셸 스크립트를 작

성했다. 온라인 강사이기도 한 리처드는 미국 전역의 수많은 대학생에게 리눅스 입문 과정을 

강의했다.

컴퓨터를 멀리할 때는 교회 두어 곳에서 전자 기타를 맡아 연주하거나, 아내 바버라, 두 딸 케

이티 제인, 제시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소
개

기
술편
집
자

기술 편집자 소개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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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6년도 전에 레드햇에 들어와 세계적인 수많은 리눅스 개발자, 테스터, 지원 전문가, 강사 

등을 만났다.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일일이 감사의 말씀을 전할 수는 없지만, 그 대신 나의 리

눅스 기술 능력을 하루가 다르게 높여 준 레드햇의 기업 문화와 탁월함에 경의를 표한다.

레드햇은 내가 몸담은 곳이므로 직접 언급할 순 없지만, 여러 면에서 나의 신념에 부합하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이상을 구체화하는 곳이기 때문에 발을 들였다. 이 자리를 빌려 그들

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Victor Costea와 Andrew Blum을 비롯한 레드햇 

강사들과 함께한 토론 덕에 사람들이 리눅스를 어떻게 배우는지에 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

었다. 내 슈퍼바이저인 Adam Strong과 시니어 매니저인 Sam Knuth의 더할 나위 없는 든든한 

지원이 없었다면 다양한 기술적 지식을 접하지 못했을 것이다. 두 사람 덕분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번 판에서는 특히 Ryan Sawhill Aroha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는 암호화 기술 관련 내용

을 다듬어 주었다. 또한 이번 판에 새로 추가한 리눅스 클라우드 기술 내용은 오픈스택, 도커, 

RHEV 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들은 내가 최신 클라우드 기술을 빠짐없이 배울 수 있도

록 이끌어 주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책을 다듬고 나아지게 할 기회를 준 와일리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Marty Minner는 힘든 일정 속에서도 내가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해주었고, Mary 

Beth Wakefield와 Ken Brown은 내가 일정을 잊지 않도록 일깨워 주는 역할을 맡아 주었다. 

신뢰할 수 있는 꼼꼼한 기술 편집을 맡아 준 Richard Blum에게도 감사한다. 와일리와 진행

되는 계약을 담당하며 내게 늘 최고의 선물을 안겨 주는 워터사이드 프로덕션스(Waterside 

Productions)의 Margot Maley Hutchison에게도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세스와 칼렙의 훌륭한 어머니이자 나와 삶을 나누는 아내 셰리에게 감사한다.

감사
의

말씀

감사의 말씀 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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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진(오픈스택 코리안 유저 그룹)

리눅스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시작해서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까지 총망라하여 보여 

주는 책은 이게 유일할 것 같네요. 페도라 기반으로 데스크톱 리눅스를 설명하고 있어서 익숙

하지 않은 것들이 더러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리눅스를 처음 사용하는 사

용자들에게는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 중급 사용자들에게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깊게 확인할 기회를 주는 책이어서 읽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김문식(아임클라우드)

초보자와 숙련자 모두 만족할 만한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된 책입니다. 역자분이 영어 표현에 

대해 고민을 하신 흔적이 많이 보여서 좋았고, 읽기도 수월했습니다.

  김용균(이상한 모임)

리눅스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이 책을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내용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이블’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리눅스에 대해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어도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리눅스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필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읽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각 

장이 끝나고 나서 배운 내용을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하는데, 이 부분을 먼저 확

인하며 읽으니 더 재미를 들여 읽을 수 있었습니다.

  김종욱(KAIST)

《리눅스 바이블》은 말 그대로 리눅스 시스템에서 다룰 수 있는 많은 기능을 잘 정리한 책입니

다. 저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 깊게 책을 써 내려 갔고 리눅스를 하다 보면 

베타리더 후기 x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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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할 기능과 방법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자세히 집필한 흔적이 보입니다. 따라서 이 책을 

정독한 독자라면 리눅스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손쉽게 익힐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리눅스에서 주로 다루는 기능들을 중심으로 책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해당 도서를 

통해 많은 것을 독자들이 얻어 갈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무엇보다도 저자가 일일이 구성 방법

을 자세히 설명하며 집필했기 때문에 잘 따라만 하면 이 책을 읽는 그 누구나 훌륭한 리눅스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한, 번역 면에서도 기존 책들에 비해 

문맥적 오류가 거의 없어 만족하며 보았습니다.

  김지만(Shine Products)

개발자라면 한 번쯤은 접해 봤겠지만, 개발자가 아니라면 다소 접하기 힘든 운영체제인데 GUI

를 갖춘 리눅스 배포판을 선정하여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해볼 수 있다는 점과 리눅스의 기술

적인 측면뿐 아니라 발전 배경 설명도 잘 곁들여져 있는 게 이 책의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

다. 리눅스에 관심은 있지만 쉽게 도전해 보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딱 안성맞춤인 책인 듯

합니다. 

  김학민(삼성 SDS)

레드햇 계열 리눅스를 중심으로 시스템 관리자가 익혀야 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쉽게 다

루고 있습니다. 책 내용도 상당히 충실해서 여러 번 읽고 지식을 내재화하면 RHCE 수준의 

지식과 역량을 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노승헌(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리눅스를 개인적으로 혹은 업무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지만 한 번도 A to Z를 제대로 살펴봤

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이블’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리눅스 시스템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배포판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는 책입니다. 책상 한편에 두

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는 참고용 도서로서 이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건국(현대자동차)

책 제목답게 리눅스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다룹니다. 특히, 레드햇과 페도라 그리고 가끔 우분

투 리눅스 내용까지 다뤄서 좋았습니다. 또한, 최근 변경 내용까지 반영되어 책의 질이 한층 

높아졌네요. 이 책을 읽고 실습 내용을 직접 해보는 구성은 리눅스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트레이닝용 책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x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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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현(SI 개발자)

리눅스의 전반적인 부분을 저 같은 초보자라도 깔끔하고 따라 하기 좋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만, 페도라 위주의 기술로 되어 있는 점이 약간 아쉽습니다. 이 책으로 학습할 때도 페도라 

설치 후에 실습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조철현(프리랜서)

리눅스의 A부터 Z까지 실용적인 내용을 잘 담고 있어서 학습 및 실무 적용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리눅스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페도라, 레드햇, 우분투 배포판에 

대한 예제들을 포함하고 있어 학습하는 데 든든합니다. 그 외에도 내용 전반이 만족스럽고, 

넓은 범위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 ‘바이블’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한홍근(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리눅스 설치부터 보안, 클라우드에 이르기까지 리눅스의 모든 것을 다루는 책입니다. 처음 접

하는 입문자부터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기를 목표하는 분들까지, 이 책을 한 장 한 장 읽고 

따라 하다 보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자신감을 갖춘 본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

라 생각합니다.

베타리더 후기 xxiv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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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배울 수는 없다.’

이것은 내가 리눅스를 십수 년간 가르치면서 도달한 결론이다. 책만 보거나 강의만 듣거나 해

서는 안 된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고 직접 뛰어들어 실행도 해봐야 한다.

와일리(Wiley)는 1999년에 나의 책인 《Red Hat Linux Bible》을 출간했다. 나는 그 책의 엄청난 

성공 덕분에 전업 개인 리눅스 작가가 되었다. 10여 년간 십수 권의 리눅스 책을 냈고, 내 작

고 조용한 ‘홈 오피스’에서 리눅스를 가르칠 최고의 방법을 파헤쳤다.

나는 2008년에 레드햇에 전업 강사로 채용되는 또 하나의 기회를 거머쥐었다. 그곳에서 

RHCE를 취득하려는 시스템 관리 전문가들에게 리눅스를 가르쳤다. 리눅스 강사로서 보낸 

3년 동안 갈고 닦은 내 교수법을 눈앞에 모인 수많은 사람에게 선보일 수 있었다. 그들은 리

눅스를 전혀 모르는 ‘생초짜’부터 리눅스 관리를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했다.

이전 판에서는 리눅스를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리눅스 전문가가 되기 위

한 기술을 설명했었다. 이번 판에서는 그 기술을 클라우드까지 확장했다. 이번 9판의 주요 특

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초보자에서 공인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마우스와 키보드로 컴퓨터를 사용해 본 적이 있

다면 이 책으로 시작할 수 있다. 리눅스를 구하는 방법, 직접 사용하며 몇 가지 핵심 

주제를 습득하고 나아가 관리 및 보안에 이르기까지 고급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

을 설명한다.

 ■ 시스템 관리자 중심: 이 책을 끝까지 읽으면 리눅스를 사용하고 수정하고 유지, 관리하

는 방법을 섭렵하게 된다. 또한, 이 책에서는 RHCE가 되기 위한 모든 핵심 주제를 다

들어
가

며

들어가며 x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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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수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 책을 바탕으로 리눅스 

시스템을 개발 플랫폼으로 또는 자신의 애플리케이션 타깃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고 있다.

 ■ 커맨드라인 도구 강조: 마우스 클릭 인터페이스를 통한 리눅스 관리 환경이 최근 비약적

으로 개선되기는 했지만, 상당수 고급 기능은 여전히 수동으로 명령을 입력하고 설정 

파일을 편집하여 발휘된다. 따라서 리눅스 커맨드라인 셸에 능숙해지기 위한 방법을 

언급하고, 그래픽 기반 도구와 커맨드라인 도구를 함께 사용하여 같은 결과를 얻는 과

정을 소개한다.

 ■ 줄어든 리눅스 배포판 종류: 이전 판에서는 모두 18가지의 리눅스 배포판을 언급했다. 

몇 가지 예외적인 반응도 있겠지만 가장 인기 있는 리눅스 배포판이라고 하면 레드햇 

기반(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페도라, 센트OS 등)과 데비안 기반(우분투, 리눅스 민트, 크

노픽스 등)을 들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주로 레드햇 배포판을 설명하지만 곳곳에서 우분

투 관련 설명을 잊지 않았다. (우분투로 리눅스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아서다.)

 ■ 정말 많은 예시와 실습 과제: 일방적인 설명 이외에도 직접 해볼 기회를 만들었다. 그리

고 직접 수행해야 할 실습 과제도 제시했다. 모든 예시와 실습 과제는 페도라나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서 테스트를 거쳤다. 물론, 우분투에서도 대부분은 동작한다.

 ■ 클라우드 기술을 향해: 리눅스는 오늘날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술적 진보에서 중심을 차

지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앞으로 데이터센터에서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리눅

스를 탄탄하게 이해해 두어야 한다. 이 책 앞부분에서는 리눅스 기초를 익히고 뒷부분

에서는 리눅스 시스템을 하이퍼바이저, 클라우드 컨트롤러, 가상 머신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와 더불어 가상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저장소의 관리 

방법도 익힐 수 있다.

이 책의 구성 방식
이 책은 리눅스 기초부터 시작하여 전문적인 리눅스 시스템 관리자 및 고급 사용자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1부 ‘첫발 떼기’에서는 리눅스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리눅스 데스크톱으로 시작하는 방법을 1장

과 2장을 통해 제공한다.

 ■ 1장 ‘리눅스 시작하기’에서는 리눅스 운영체제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들어가며 x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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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어떻게 하는지를 다룬다.

 ■ 2장 ‘완벽한 리눅스 데스크톱 만들기’에서는 데스크톱 시스템을 만들고, 가장 인기 있

는 몇 가지 데스크톱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룬다.

2부 ‘리눅스 고급 사용자 되기’에서는 리눅스 셸과 파일시스템, 텍스트 파일 조작, 프로세스 

관리 셸 스크립트 등을 다룬다.

 ■ 3장 ‘셸 사용하기’에서는 셸에 액세스하기, 명령 실행하기, 명령 불러내기, 탭 자동 완성 

사용하기 등을 다룬다. 또한 변수, 앨리어스, man 페이지(전통적인 리눅스 명령 참고 페이

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설명한다.

 ■ 4장 ‘파일시스템 파헤치기’에서는 파일 및 디렉터리의 리스트 출력, 생성, 복사, 이동에 

관한 명령을 다룬다. 이 장에서 살펴보는 고급 주제로는 파일 소유권, 권한, 액세스 제

어 리스트 등의 파일시스템 보안이 있다.

 ■ 5장 ‘텍스트 파일 다루기’에서는 기본적인 텍스트 에디터를 포함하여 파일을 찾고, 파

일 안에서 특정 텍스트를 찾는 복잡한 도구까지 모든 것을 다룬다.

 ■ 6장 ‘실행 중인 프로세스 관리하기’에서는 시스템에서 어떤 프로세스들이 실행되고 있

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변경하는 방법을 다룬다. 프로세스 변경에는 죽이기, 멈추기, 각

종 신호 보내기 등이 있다.

 ■ 7장 ‘셸 스크립트 작성하기’에서는 파일에 적용할 수 있는 각종 셸 명령 및 함수를 살펴

본다.

3부 ‘리눅스 시스템 관리자 되기’에서는 리눅스 시스템 관리 방법을 다룬다.

 ■ 8장 ‘시스템 관리 지식 쌓기’에서는 리눅스 관리를 위한 기본 그래픽 기반 도구와 명령, 

설정 파일을 다룬다.

 ■ 9장 ‘리눅스 설치하기’에서는 디스크 파티션 작업, 초기 소프트웨어 패키지 선택 등 공

통된 설치 작업을 다룬다. 이와 더불어 킥스타트 파일에서 설치 등 고급 설치 도구도 

다룬다.

 ■ 10장 ‘소프트웨어 가져오기와 관리하기’에서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동작 방식이나 관

리 방법 등을 다룬다.

 ■ 11장 ‘사용자 계정 관리하기’에서는 사용자와 그룹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법, 사용자 

계정 관리를 중앙 집중화하는 방법을 다룬다.

들어가며 x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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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장 ‘디스크와 파일시스템 관리하기’에서는 파티션 추가, 파일시스템 생성과 마운트, 

논리 볼륨 관리 등을 다룬다.

4부 ‘리눅스 서버 관리자를 향해’에서는 강력한 네트워크 서버 생성 방법과 네트워크 관리용 

도구에 관해 다룬다.

 ■ 13장 ‘서버 관리’에서는 원격 로그 관리, 모니터링 도구, 리눅스 부트 프로세스를 다룬다.

 ■ 14장 ‘네트워크 관리하기’에서는 네트워크 설정 방법을 다룬다.

 ■ 15장 ‘서비스 시작하기와 중지하기’에서는 서비스의 시작과 중지에 대해 다룬다.

 ■ 16장 ‘프린트 서버 구성하기’에서는 프린터를 설정하고 로컬로 사용하는 방법, 네트워크

의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다룬다.

 ■ 17장 ‘웹 서버 구성하기’에서는 아파치 웹 서버의 설정 방법을 다룬다.

 ■ 18장 ‘FTP 서버 구성하기’에서는 vsftpd FTP 서버를 설정하여 네트워크의 다른 컴퓨터

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위한 과정을 소개한다.

 ■ 19장 ‘Windows 파일 공유(Samba) 서버 구성하기’에서는 삼바로 Windows 파일 서버를 

구성한다.

 ■ 20장 ‘NFS 파일 서버 구성하기’에서는 NFS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의 다른 컴퓨터에서 

폴더를 공유할 방법을 다룬다.

 ■ 21장 ‘리눅스 문제 해결하기’에서는 리눅스 시스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를 다룬다.

5부 ‘리눅스 보안 테크닉’에서는 리눅스 시스템과 서비스의 보안 유지에 관해 다룬다.

 ■ 22장 ‘리눅스의 보안, 기초’에서는 기본적인 보안 개념과 기법을 다룬다.

 ■ 23장 ‘리눅스의 보안, 고급’에서는 PAM과 암호화 도구를 사용하여 시스템 보안과 인증

을 강화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 24장 ‘SELinux로 리눅스 보안 확장하기’에서는 SELinux로 시스템 서비스의 보안을 유

지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 25장 ‘네트워크에서 리눅스 보안 유지하기’에서는 시스템 서비스의 보안을 위한 

firewalld 및 iptables 방화벽 등의 네트워크 보안 기능을 다룬다.

6부 ‘클라우드로 리눅스 확장하기’에서는 최신 클라우드 기술을 소개한다.

 ■ 26장 ‘리눅스의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하이퍼바이저 설정과 가상 머신 생성을 통해 

리눅스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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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장 ‘리눅스의 클라우드 배포’에서는 리눅스 이미지를 오픈스택, 아마존 EC2, 가상화 

로컬 리눅스 시스템 등의 다른 클라우드 환경에 배포하는 방법을 다룬다.

7부에서는 리눅스 탐험에 도움이 될 두 가지 내용을 제공한다. 부록 A ‘미디어’에서는 리눅스 

배포판을 다운로드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부록 B ‘실습 과제 해답’에서는 2장부터 26장

까지 제시한 실습 과제들의 예시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책의 표기 규칙
이 책에서는 각기 다른 목적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몇 가지 서체로 달리 표현했다. 명령과 

코드는 다음 서체로 표현하였다.

This is how code looks.

입력과 출력은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표현했다. 다음 예를 눈여겨보기 바란다.

$ ftp ftp.handsonhistory.com
Name (home:jake): jake
Password: ******

본문 내용에서는

 ■ 새로운 용어와 중요한 어휘가 처음 등장하는 곳에서는 고딕체를 사용했다.

 ■ 키보드에서 여러 키를 함께 눌러야 할 때는 Ctrl+A와 같이 표현했다. Ctrl 키와 a를 함

께 누르라는 의미다.

 ■ 파일명, URL, 텍스트 안의 코드 등은 persistence. properties처럼 표현했다.

다음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아야 할 항목들이다.

  노트  

노트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추가 정보를 나타낸다.

  팁  

팁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특별한 방법을 나타낸다.

들어가며 xx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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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주의는 어떤 과정을 진행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경고다. 지키지 않으면 컴퓨터 하드웨어에 손상을 입힐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가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리눅스로 다이빙!

리눅스 ‘생초짜’라면 리눅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났는지 잘 모를 수도 있다. 리눅스는 공짜 

혹은 자유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리눅스라는 바다에 다이빙하기에 앞서 1장부터 찬

찬히 읽어 리눅스의 개념 및 배경 지식을 쌓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서두르지 말고 이 책을 찬찬히 읽으며 목적하는 바를 충실히 달성하기 바란다. 이 책을 집어 

든 순간 리눅스 전문가가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

리눅스 바이블 웹 사이트

리눅스 배포판이나 리눅스 자격증 관련 링크 또는 이 책의 수정 사항 등은 http://www.wiley.com/go/

linuxbible9에서 참고하기 바란다.

들어가며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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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눅스 시작하기

C H A P T E R

이 장에서 다룰 내용 

■ 리눅스란 무엇인가

■ 리눅스의 시작

■ 리눅스 배포판

■ 리눅스 관련 직업

■ 리눅스 공인 전문가가 되려면

금세기 들어 가장 중요한 기술적 진보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리눅스는, 인터넷의 성장에 지

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중심이 되는 각종 장치의 필수 기술로서 그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리눅스의 발전 모습은 협업 기반 프로젝트가 개인 또는 개별 회사를 

어떻게 능가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 주는 일종의 본보기가 되었다.

구글은 자사의 강력한 검색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만 대의 리눅스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기반도 리눅스이며, 크롬 OS에는 리눅스 운영체제가 밑바탕인 브라우

저가 전면에 배치된다.

페이스북은 자사의 사이트를 이른바 램프(LAMP, 리눅스, 아파치 웹 서버, MySQL 데이터베이스, 

PHP 웹 스크립트 처리 언어의 각 머리글자를 합친 말. 네 가지는 모두 오픈 소스 프로젝트다) 스택으로 

구현하여 배포하고 있다. 사실, 페이스북은 자사의 서비스에 오픈 소스 개발 모델을 적용하여 

페이스북 운영의 핵심이 되는 각종 애플리케이션과 도구의 소스 코드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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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덕분에 페이스북의 버그는 생존 기간이 짧아졌고, 페이스북은 곳곳의 지원을 받으며 급속

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운영체제의 속도와 보안에 수조 달러를 맡겨야 하는 금융 조직들 또한 리눅스에 크게 의지

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시카고상업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 도쿄증권거래소(Tokyo Stock Exchange) 등이 대표적이다.

요즘은 ‘클라우드’가 확고부동한 대세다. 그런데 이 위대한 클라우드의 혁신적 결과물들이 세

워질 토대는 바로 리눅스를 비롯한 오픈 소스 기술이다. 오픈 소스 세계에서는 개인용이든 공

개용이든 클라우드(예: 하이퍼바이저, 클라우드 컨트롤러, 네트워크 스토리지, 가상 네트워크 관리, 인

증 등)를 구성할 때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온전히 무료인 것이다.

리눅스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채택되면서 리눅스 전문가의 수요 또한 크게 늘었다. 이 장은 

여러분이 리눅스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서막이다. 리눅스가 무엇이고 어디에서 비롯되었으

며, 리눅스에 능숙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이곳에서 펼쳐질 것이다. 다음 장부

터는 리눅스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한 실습 과정이 진행된다.

1.1 리눅스란 무엇인가
리눅스는 컴퓨터 운영체제다.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환경이랄 수 있는 운영체제는 컴퓨터

를 관리하는 이런저런 소프트웨어들로 구성된다. 리눅스류의 컴퓨터 운영체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췄다.

 ■ 하드웨어 감지 및 준비 ─ 리눅스 시스템이 부팅되면(컴퓨터가 켜지면) 컴퓨터의 구성 요소

들(예: CPU, 하드 드라이브, 네트워크 카드 등)을 확인하고 하드웨어 장치에 접근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예: 드라이버와 모듈)를 로드한다.

 ■ 프로세스 관리 ─ 리눅스 운영체제는 실행되고 있는 여러 프로세스를 추적하여 어느 

프로세스가 언제 CPU에 접근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또한,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중지

하는 등 프로세스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메모리 관리 ─ 애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만큼 램과 스왑 공간(확장 메모리)을 할당

해야 한다. 리눅스 운영체제는 요청된 메모리의 처리 방식을 결정한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 운영체제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최초의 리눅스 시스템은 셸(shell)이라는 커맨드라인 인터프리터에서 접근할 수 있었다. 

요즘은 그래픽 데스크톱 인터페이스가 대세다.

CHAPTER 1  리눅스 시작하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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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시스템 제어 ─ 파일시스템 구조는 리눅스 운영체제와 한 몸이나 다름없다(모듈로 

로드되기도 한다). 리눅스 운영체제는 파일시스템의 각종 파일과 디렉터리에 대해 그 소

유권과 접근 권한을 제어한다.

 ■ 사용자 접근 권한 및 인증 방식 제공 ─ 사용자 계정 생성 및 사용자 간 경계 설정은 리

눅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사용자 간 및 그룹 간 계정 분리는 사용자가 자신의 

파일과 프로세스를 제어할 수 있는 토대다.

 ■ 관리용 유틸리티 제공 ─ 리눅스에는 사용자 추가나 디스크 관리, 네트워크 모니터링이

나 소프트웨어 설치, 컴퓨터 보안 유지 및 관리와 같은 작업을 해낼 수 있는 수백 가지

(혹은  수천 가지일지도) 명령과 그래픽 화면이 제공된다.

 ■ 서비스 시작 ─ 프린터를 사용하거나 로그 메시지를 처리하고 다양한 시스템 및 네트

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프로세스가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며, 저마다 자신

의 순서를 기다린다. 리눅스에서 실행되는 서비스는 종류가 매우 많으며, 다양한 방법

으로 이들 서비스를 시작하고 중지한다. 다시 말해, 리눅스에는 웹 페이지를 볼 수 있

는 웹 브라우저가 포함됨과 동시에 리눅스 자체가 웹 페이지를 다른 시스템에 제공하

기 위한 서버 컴퓨터가 되기도 한다. 서버 기능 중 몇 가지를 언급하자면, 웹, 메일, 데

이터베이스, 프린터, 파일, DNS, DHCP 등이 대표적이다.

 ■ 프로그래밍 도구 제공 ─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래밍용 유틸리티, 

고급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등이 리눅스와 함께 제공된다.

리눅스 시스템 관리자는 지금 언급한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꿰뚫고 있어야 한다. 

이들 중 다수는 그래픽 인터페이스로도 관리할 수 있지만, 셸 커맨드라인을 반드시 이해해야 

관리 가능한 기능이 적지 않다.

현대 리눅스 시스템은 최초의 유닉스 시스템(리눅스의 뿌리)의 성능을 훨씬 뛰어넘었다. 대기업

에서 주로 사용하는 리눅스의 고급 기능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클러스터링 ─ 리눅스는 다수의 시스템이 외부에서 하나의 시스템처럼 보이도록 클러

스터 구성을 지원한다. 이때 서비스는 클러스터 노드들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구

성된다. 클러스터 노드에서는 서비스가 방해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보

인다.

 ■ 가상화 ─ 리눅스는 컴퓨팅 리소스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상화 호스

트를 지원한다. 가상화 호스트에서는 다른 리눅스 시스템을 비롯하여 마이크로소프트 

1.1 리눅스란 무엇인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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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BSD 등 다른 운영체제까지도 가상 게스트로 실행할 수 있다. 단, 외부에서

는 이들 가상 게스트가 개별 컴퓨터로 보인다. KVM과 젠(Xen)은 리눅스에서 가상화 

호스트를 만들기 위한 대표적인 기술이다.

 ■ 클라우드 컴퓨팅 ─ 대규모 가상화 환경을 관리할 때는 리눅스 기반의 온전한 클라우

드 컴퓨팅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픈스택(OpenStack)이나 레드햇 엔터

프라이즈 가상화(Red Hat Enterprise Virtualization) 등의 프로젝트에서는 다수의 가상화 

호스트, 가상 네트워크, 사용자 및 시스템 인증, 가상 게스트, 네트워크 기반 스토리지 

등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

 ■ 실시간 컴퓨팅 ─ 리눅스는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들을 빠르고 예측 가능하도록 실

행하기 위해 실시간 컴퓨팅을 지원한다.

 ■ 전문 저장소 ─ 리눅스에서는 단순히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만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에 따라 전문화된 로컬 및 네트워크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를 사용할 수 있다.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스토리지 장치에는 대표적으로 

Ceph(http://ceph.com)와 GusterFS(http://gluster.org)가 있다.

이 책에서는 일부 고급 주제에 관해서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언급하는 기능들, 가령 셸이라

든가 디스크 작업, 서비스의 시작 및 중지, 다양한 서버 구성 등은 고급 기능을 다루기 위한 

토대라 할 수 있다.

1.2 리눅스는 다른 운영체제와 무엇이 다른가
최근에서야 리눅스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다면, 그전까지는 십중팔구 마이크로소프트의 

Windows나 애플의 맥 OS 운영체제를 사용했을 것이다. 맥 OS X의 뿌리가 통칭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라 하는 자유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이기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의 운영체제는 공개가 아닌 ‘전용’이라는 성격을 띤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자.

 ■ 운영체제를 만들 때 사용했던 코드를 볼 수 없다.

 ■ 따라서 운영체제가 자신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조

차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더구나 소스 코드가 있더라도 이로부터 운영체제를 직접 빌드

하여 사용할 수 없다.

 ■ 버그를 찾는다거나 보안의 취약점을 찾고 싶어도 코드를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한다 해

도 그 코드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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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체제를 만든 사람이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일부조차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운영체제에 직접 끼워 넣지 못할 수도 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아닌데. 나는 운영체제가 어떻게 만들

어졌는지 보고 싶지도 않고 그것을 바꾸고 싶지도 않아.” 전용 소프트웨어를 두고 이러쿵저러

쿵 말을 늘어놓으면 사람들은 보통 이런 반응을 보이고는 한다.

맞는 말일지도 모르나 사람들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구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성장을 초래했고(대표적으로 안드로이

드), 특별한 컴퓨팅 장치를 각광 받게 했으며(대표적으로 티보(Tivo)), 백여 곳의 기술 회사를 세

상에 등장시켰다. 자유 소프트웨어는 컴퓨팅 비용을 절감시켰으며, 기술 분야 곳곳에서 혁신

을 가능케 했다.

여러분 또한 리눅스를 달갑지 않게 여길지도 모른다. 구글도 그랬고, 페이스북도 그랬으며, 다

른 회사들도 모두 그랬었다. 그들은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넘는 회사를 리눅스에 맡기려고 하

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회사가 자사의 컴퓨터 인프라를 위해 리눅

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리눅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더욱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하고 유연한 컴퓨터 시스템이 도대체 왜 자유롭기까지 한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리눅스의 유래를 살펴보아야 한다. 자, 다음 절에서는 오늘의 리눅스를 있

게 한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이상하고 굴곡 많은 지난날을 풀어내고자 한다.

1.3 리눅스가 지나온 날들
리눅스의 역사는 1991년 8월 25일 리누스 토르발스(Linus Torvalds)가 다음 메시지를 comp.

os.minix 뉴스 그룹에 올린 것에서 시작되었다(http://groups.google.com/group/comp.os.minix/msg/
b813d52cbc5a044b?pli=1)1.

1 옮긴이  원문의 역사성을 고스란히 느끼기 위해 이곳에는 번역문과 함께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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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s Benedict Torvalds

Hello everybody out there using minix -

I’m doing a (free) operating system (just a hobby, won’t be big and professional like gnu) for 386(486) 

AT clones. This has been brewing since april, and is starting to get ready. I’d like any feedback 

on things people like/dislike in minix, as my OS resembles it somewhat (same physical layout of 

the file-system (due to practical reasons, among other things)…Any suggestions are welcome, but I 

won’t promise I’ll implement them :-)

Linus (torvalds@kruuna.helsinki.fi)

PS. Yes ― it’s free of any minix code, and it has a multi-threaded fs. It is NOT protable [sic] (uses 

386 task switching etc), and it probably never will support anything other than AT-harddisks, as 

that’s all I have :-(.

리누스 베네딕트 토르발스

미닉스(minix)를 쓰시는 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386(486) AT 컴퓨터용 (무료) 운영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취미용일 뿐이에요. gnu처럼 크지도, 전문적

이지도 않죠). 지난 4월부터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미닉스를 사용하시는 

여러분께 좋은지, 나쁜지 피드백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만드는 OS가 어느 정도 미닉스를 닮았거든요(일

단 파일시스템 레이아웃이 같아요(이건 무엇보다 실용적인 이유 때문임)). 그 어떤 제안도 환영합니다. 다만, 실제

로 그렇게 구현할지는 미지수예요. :-)

리누스(torvalds@kruuna.helsinki.fi)

PS. 예, 맞습니다. 미닉스 코드는 한 줄도 없지만, 멀티 스레드 파일시스템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식

성은 ‘제로’이고(386 태스크 스위칭 등을 사용함), AT 하드 디스크만을 지원합니다. 제가 가진 게 그뿐이라

서요. :-(

유닉스 계열인 미닉스는 1990년대 초 PC에서 동작하던 운영체제였고, 리눅스 또한 미닉스처

럼 유닉스 운영체제의 아류였다. 마이크로소프트 Windows 등 몇 가지 예외는 있지만, 현대 

운영체제는 (맥 OS X과 리눅스를 비롯하여) 대개 AT&T에서 최초로 개발한 유닉스 운영체제를 

그 뿌리로 삼는다.

어떻게 자유 운영체제가 AT&T 벨 연구소의 전용 운영체제를 모델로 삼을 수 있었을까? 이를 

속속들이 이해하기 위해 유닉스가 탄생한 문화, 그리고 유닉스의 핵심 부분을 자유롭게 재생

산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일련의 사건들을 되짚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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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  

리눅스의 탄생 과정에 대해 더욱 깊이 알고자 한다면 리누스 토르발스의 Just For Fun: The Story of an 

Accidental Revolutionary(하퍼 콜린스 퍼블리싱(Harper Collins Publishing), 2001)를 추천한다.

1.3.1 벨 연구소의 자유로운 유닉스 문화

애초부터 유닉스 운영체제는 공동체 문화 속에서 시작되었고, 그 속에서 온전한 모습을 갖춰 

나갔다. 유닉스의 태생 자체가 시장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었던 탓이다. 오히려 프로그램을 만

들 때 부딪히는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욕구 때문에 유닉스가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유

닉스의 원 상표권 소유자인 AT&T는 유닉스를 결국 상용 제품으로 전환했지만, 당시에는 유닉

스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던 대다수 개념이 (그리고 상당수 초기 코드조차) 일종의 공유 재산이

었다.

AT&T가 분사되던 1984년을 떠올릴 만큼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이라면, 한때 AT&T가 ‘유일

한’ 전화 회사였던 시절도 기억에 없을 것이다. AT&T는 1980년대 초까지 경쟁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했다. 당시에는 미국에서 전화를 개설하려면 당연히 AT&T로 가야만 했기 때문이었

다. 그와 같은 AT&T의 전화 사업 독점 덕분에 순수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받는 호사

를 누릴 수 있었다. 당시 뉴저지 주, 머레이 힐(Murray Hill)에 위치한 벨 연구소(Bell Laboratories)

는 순수 연구 프로젝트의 메카였다.

1969년 경 이른바 멀틱스(Multics) 프로젝트가 실패한 뒤, 벨 연구소의 켄 톰슨(Ken Thompson)

과 데니스 리치(Dennis Ritchie)는 개선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운

영체제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당시만 해도 프로그램은 대개 천공카드로 작성하여 메인프레

임 컴퓨터에 일정 묶음씩 입력해 만들어야 했다. 1980년 데니스 리치는 ‘The Evolution of the 

UNIX Time-sharing System(유닉스 시분할 시스템의 진화)’에 관한 강연에서 유닉스를 시작했던 

정신이 무엇이었는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우리가 지켜 가고 싶었던 것은 단지 프로그래밍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좋은 환경만이 아니었습

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동료애가 형성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우리

는 원격 액세스, 시분할 기계로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 컴퓨팅(communal computing)의 정수가 

단지 터미널에 프로그램을 키펀치 대신 입력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 컴퓨팅의 정수는 바로 친밀한 소통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유닉스 디자인의 간결성과 강력함은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가로막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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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유닉스의 토대는 다음 몇 가지 핵심 요소로 대별될 수 있다.

 ■ 유닉스 파일시스템 ─ 유닉스에서는 단계별 서브 디렉터리 구조(요즘으로 치자면 폴더 안에 

폴더가 존재하는 구조)를 채택했기 때문에 파일과 디렉터리를 직관적으로 구성할 수 있

다. 더욱이 디스크나 테이프 등 이런저런 장치에 액세스하던 기존의 복잡한 방식은 장

치를 디렉터리 내 항목처럼 액세스할 수 있는 개별 장치 파일로 표현하면서 크게 단순

화되었다.

 ■ I/O 리디렉션 ─ 또한, 유닉스 시스템은 초기부터 입력 리디렉션과 파이프를 지원했다. 

유닉스 사용자들은 커맨드라인에서 오른쪽 방향키(>)를 사용하여 한 명령의 출력을 화

면이 아닌 파일로 향하게 할 수 있었다. 그 후 파이프(|)의 개념이 도입되어 한 명령의 

출력이 다른 명령의 입력으로도 전환될 수 있게 되었다. 가령, 다음 명령은 file1과 file2

를 이어 붙인(cat) 다음, 두 파일의 행들을 알파벳 순서로 정렬(sort)하고, 정렬된 결과를 

출력용으로 페이지를 나눈(pr) 뒤, 컴퓨터의 기본 프린터(lpr)로 보낸다.

$ cat file1 file2 | sort | pr | lpr

이처럼 입력과 출력의 방향을 재지정하는 방식이 있었기에 개발자는 자신만의 전문 

유틸리티를 만들어 기존 유틸리티와 결합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모듈성

(modularity)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수많은 코드를 개발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사용자는 자신이 필요한 조각들을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되었다.

 ■ 이식성 ─ 유닉스의 사용 경험 단순화는 유닉스가 다른 컴퓨터에서도 실행될 수 있다는 

이례적인 이식성의 단초가 되었다. 유닉스는 장치 드라이버(파일시스템 트리 구조에서 파일

로 표현됨)를 따로 둠으로써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따

라서 애플리케이션은 실행 시 저수준 하드웨어의 세부 정보를 몰라도 됐다. 이후 개발자

들은 해당 장치 드라이버만 변경함으로써 유닉스를 다른 시스템으로 이식할 수 있었다. 

달라진 하드웨어에 맞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까지 변경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식성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필요에 맞게 구현할 수 있는 고수준 프로

그래밍 언어가 필수다. 이런 목적 아래 브라이언 커니핸(Brian Kernighan)과 데니스 리치(Dennis 

Ritchie)는 C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했고2, 1973년에는 유닉스가 C로 다시 작성되기에 이르렀

2  옮긴이  C 프로그래밍 언어는 데니스 리치가 개발하였습니다. 브라이언 커니핸은 데니스 리치와 함께 ‘C 프로그래밍 언어(The C 

Programming Language)’라는 C 언어 해설서를 집필하였기 때문에 C 언어의 공동 개발자로 오해를 받지만, 정작 자신은 C 언어

의 탄생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고 직접 밝혔습니다(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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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닉스(와 리눅스) 운영체제의 커널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본 언

어다.

리치는 1979년 한 강연(http://cm.bell-labs.com/who/dmr/hist.html)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 어셈블러로 작성된 중요 유닉스 프로그램은 어셈블러 자체가 유일합니다. 아직도 포트란

이나 파스칼, 알골68 등의 언어가 쓰이는 곳이 적지는 않지만, 사실상 모든 유틸리티 프로그램

이 C로 작성되고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유닉스의 성공은 

크게 유닉스 소프트웨어의 가독성, 수정성, 이식성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고급 언어입니다.

리눅스의 초기 기능 가운데 무엇이 지금까지 살아남았을까? 데니스 리치의 ‘UNIX Programmer’s  

Manual’ 초판(1971년 11월 3일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리눅스의 열혈 지지자라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이 책은, 그의 웹 사이트(http://cm.bell-labs.com/cm/cs/who/dmr/1stEdman.html)에서 제

공되고 있다. 이 문서는 유닉스의 man 페이지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유닉스 및 리눅스 운영체제 

명령과 프로그래밍 도구의 문서화에 지금도 기본으로 적용되는 형식이 바로 이 man 페이지 형

식이다.

초기 유닉스 시스템을 다룬 문서나 각종 기사를 살펴보면 명확해지는 사실이 있다. 유닉스

는 어떤 강제성이 배제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발전하였고, 그 결과 탁월한 운영체제로 거

듭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코드 공유(벨 연구소 안팎에서)가 자연스러운 업무 방식

이 되었고, 유닉스는 이를 기반으로 삼아 고품질 운영체제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 또한, 

AT&T조차도 쥐락펴락할 수 없는 운영체제가 되었다.

1.3.2 유닉스의 상업화

AT&T가 1984년 기업 분할로 AT&T와 7개의, 이른바 ‘베이비 벨(Baby Bell)’ 회사로 나뉘기 전

에는 컴퓨터 시스템을 판매할 수 없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버라이즌(Verizon), 퀘스트(Qwest), 

알카텔-루슨트(Alcatel-Lucent) 등은 원래 AT&T의 일부분이었다. 미국 정부는 AT&T의 전화 

사업 독점 건 때문에 고민이 깊었다. 이제 막 날개를 펴기 시작한 컴퓨터 산업조차 독불장군

이나 다름없는 AT&T가 독점할까 우려했던 것이다.

기업 분할 이전의 AT&T는 고객에게 컴퓨터를 직접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받았었다. 따라서 

AT&T는 유닉스의 소스 코드를 명목상의 비용만 받고 대학에 제공했고, 직접 컴파일하지 않

고 사용할 수 있는 판매용 유닉스 운영체제는 제공하지 않았다.

1.3 리눅스가 지나온 날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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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D의 등장

1975년 유닉스 V6는 유닉스가 벨 연구소를 넘어 널리 사용된 최초의 버전이었다. 캘리포니

아 대학교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에서는 이 초기 유닉스 소스 코드를 바탕으

로 하여 최초의 유닉스 변종 운영체제를 만들었다. 이 운영체제의 이름이 바로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버클리 소프트웨어 배포판)다.

향후 10년 가까이 UC 버클리의 BSD와 벨 연구소의 유닉스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

갔다. BSD는 벨 연구소의 초기 유닉스가 보였던 자유로움과 코드 공유의 특성을 그대로 이어

갔다. 반면 AT&T는 유닉스를 상업화하기 시작했다. AT&T는 머레이 힐이 아닌 뉴저지 주 서

밋(Summit)에서 유닉스 연구소(UNIX Laboratory)를 새로 설립하는 등 유닉스 상업화의 발판을 

마련했고, 1984년 기업 분할 이후 유닉스를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유닉스 연구소와 상업화

유닉스 연구소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팔려고 해도 팔 수 없는 보석 같은 존재로 치부되었다. 

벨 연구소와 AT&T 내 다른 부서 사이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던 유닉스 연구소는 그 명칭도 몇 

번이나 바뀌었다. 그나마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된 것은 AT&T 벨 연구소의 아류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유닉스 시스템 연구소(UNIX System Laboratories, 이하 USL)라는 이름이었다.

USL의 유닉스 소스 코드는 현재 소유권의 일부가 SCO(Santa Cruz Operation)로 넘어갔고, SCO

는 이 소유권을 바탕으로 주요 리눅스 벤더(IBM, 레드햇 등)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벌였다. 나

는 이런 연유 때문에 리눅스의 성공에 기여한 USL의 노력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고 생각한다.

물론 1980년대 동안 수많은 컴퓨터 회사들은 분할된 AT&T가 워싱턴 주 레드먼드(Redmond)

의 신생 회사3보다 컴퓨터 산업에 더 큰 위협을 드리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래서 유닉

스 연구소는 IBM이나 인텔, DEC(Digital Equipment Corporation) 등 컴퓨터 기업들의 위세를 잠

재우기 위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려는 의도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 소스 코드 ─ AT&T는 자체적으로 독립형 유닉스 제품을 만들어내지 않고 여전히 소스 

코드만을 판매했다. 따라서 라이선스를 받은 업체들은 유닉스 소스 코드를 자사의 장

비에 맞게 포팅할 수 있었다. 유닉스 연구소가 노벨(Novell)과 합작 벤처(유니벨(Univel))로 

재탄생하고, 이후 완전히 노벨에 매각된 1992년 무렵이 되어서야 소스 코드로 직접 만

3 옮긴이  마이크로소프트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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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독립형 유닉스 제품(유닉스웨어(UnixWare))이 출시되었다.

 ■ 인터페이스 퍼블리싱 ─ AT&T는 자사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들에 공

동체 의식이 깃든 공평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버전으로 포팅된 각기 다른 유

닉스 변종이 전부 유닉스로 불릴 수 있도록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포식스

(POSIX, Portable Operating System Interface) 표준과 AT&T 유닉스 SVID(System V Interface 

Definition)가 유닉스 벤더들에게 유닉스 호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표

준 사양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이들 문서는 리눅스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로드맵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노트  

리누스 토르발스는 이메일 뉴스그룹에 게시한 글에서 될 수 있으면 포식스 표준의 복사본을 온라인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AT&T는 누구든 자사의 유닉스 소스 코드를 일부라도 사용하지 않고서 표준 인터페이스만으

로 유닉스 복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 기술적 접근 ─ USL이 막을 내리기까지는 다시 한 번 유닉스의 방향에 관한 결정이 대

부분 기술적 측면에 따라 이루어졌다. 경영진에는 기술 담당 직원을 승진시켜 채웠고, 

(내가 아는 한) 다른 회사의 소프트웨어에 걸림돌이 된다거나 USL 협력사의 성공을 가로

막는 소프트웨어는 개발하자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USL이 마케팅 전문가를 영입하여,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유닉스 데스크톱 제품을 

만들게 되었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Windows가 이미 데스크톱 시장을 장악한 다음이었다. 

더구나 당시 유닉스의 방향은 대형 컴퓨팅 시스템을 대상으로 소스 코드 라이선스를 제공하

는 것이었기 때문에 USL은 데스크톱 제품의 가격 정책을 결정하는 데 난항을 겪었다. 일례로 

유닉스와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2,000달러짜리 PC 대신 100,000달러나 하는 메인

프레임을 기준으로 컴퓨터당 라이선스 요금을 받았다. 여기에 유닉스웨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없었다는 사실까지 함께 고려하면 USL의 노력이 왜 수포로 돌아갔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다른 컴퓨터 회사들은 유닉스 시스템 마케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SCO는 틈새

시장을 발굴하여 주력 제품으로 소규모 사무실에서 덤 터미널(dumb terminal)로 실행할 수 있

는 PC 버전의 유닉스를 판매했다. 썬 마이크로시스템즈(Sun Microsystems)는 프로그래머와 첨

단 기술 응용 분야(가령, 주식 거래)를 대상으로 유닉스 워크스테이션(원래는 BSD가 사용되었지만 

나중에는 SVR4 버전의 유닉스가 사용되었음)을 엄청나게 많이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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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는 시장 여기저기서 상용 유닉스 시스템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 상황에서 유닉스

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터져 나오며 반짝이던 유닉스의 공개 기여 정신은 그 빛이 바랬다. 유

닉스의 소스 코드와 상표권을 보호하고자 각종 소송 또한 잇따랐다. 그러던 차에 훗날 리눅스

의 길을 열어준 한 단체가 제한투성이었던 유닉스 자리를 대신했다. 바로 1984년에 설립된 자

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이었다.

1.3.3 GNU(그누) 그리고 자유의 품으로 돌아간 유닉스

1984년 리처드 스톨만(Richard M. Stallman)은 GNU(그누) 프로젝트(http://www.gnu.org)를 발족

했다. ‘GNU is Not UNIX(GNU는 유닉스가 아니다)’라는 재귀적 어구의 머릿글자로 표현되는 

GNU 프로젝트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중심이었다. GNU 프로젝트의 설립 목적은 유닉스 

운영체제를 완전하게 재코딩하여 자유롭게 배포하자는 것이었다.

GNU 프로젝트 페이지(http://www.gnu.org/gnu/thegnuproject.html)에는 스톨만이 직접 작성한 

GNU 프로젝트의 유래가 실려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공유 및 작성, 혁신을 부르짖는 개

발자들에게 전용 소프트웨어 회사가 던지는 여러 문제도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수백만 행의 코드를 재작성한다는 것이 한두 사람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벅찬 일이었

겠지만, 수십, 수백 명의 프로그래머가 동참하여 그 수고를 나누었기 때문에 GNU 프로젝트

는 실현 가능한 것으로 탈바꿈했다. 유닉스는 서로 다른 별개의 조각들이 함께 어우러져 파이

프 처리되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가? 개발자들은 이미 잘 알려진 인터

페이스를 사용하여 마치 품앗이를 하듯 수많은 명령과 유틸리티를 재생산했다.

결과는 금세 드러났다. 완전히 새로운 코드로 원래 유닉스와 같은 결과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코드는 원래 유닉스보다 오히려 더 나아졌다. 모든 사람이 코드가 작성되는 상황을 지

켜볼 수 있었기에 수준이 떨어지는 코드는 빠른 시간 안에 수정되거나 올바른 코드로 교체될 

수 있었던 것이다.

유닉스가 낯설지 않다면, 즐겨 사용하는 유닉스 명령에 해당하는 수천 가지 GNU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자유 소프트웨어 디렉터리(Free Software Directory, http://directory.fsf.org/wiki/GNU)에서 

한번 찾아보자. 원하는 소프트웨어는 물론, 애드온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

어 프로젝트도 함께 둘러볼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는 대개 ‘오픈 소스’라는 용어로 대체되기 시작했

다. ‘자유 소프트웨어’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선호하는 용어인데 반해, 오픈 소스 소프

CHAPTER 1  리눅스 시작하기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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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웨어는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Open Source Initiative, http://www.opensource.org)가 권장하는 

용어다.

두 진영의 주장을 함께 수용하려는 일부 움직임도 있는데, 자유 및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FOSS,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FOSS의 근본적인 원칙

은 다소 다르다. 원하는 대로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대신 다른 사람

이 이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개선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결과

물에서 이익을 누렸듯,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결과물이 이익을 안겨주어야 한다는 취지인 

셈이다.

GNU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명확히 정의

하기 위해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 GNU Public License)를 만들었다. 자유 소프트웨

어를 보호하려는 시도는 많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저마다 조금씩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데, 그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것은 GPL이다. 또한, 리눅스 커널 자체를 포함하는 라이선스

도 마찬가지로 GPL이다. GPL의 기본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작성자 권한 ─ 소프트웨어의 원 작성자가 자신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

한다.

 ■  자유 배포 ─ 사람들은 GNU 소프트웨어를 자신이 직접 만든 소프트웨어처럼 사용할 

수 있다. 즉, 원하는 대로 변경하고 재배포할 수 있다. 하지만 변경된 소프트웨어를 재

배포할 때는 소스 코드를 포함해야 한다(적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소스 코드를 제

공해야만 한다).

 ■ 저작권 유지 ─ 소프트웨어를 재구성하거나 재판매하더라도 GNU 동의서 원본은 수정

하지 않은 채 소프트웨어와 함께 배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배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게 될 미래의 사용자들도 소스 코드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동일하게 가져야 한다.

GNU 소프트웨어에는 품질 보증서가 없다. 소프트웨어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해도 원 개발자

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크고 작은 수많은 업체들이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리눅스 또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배포판에 포함될 때는 유료 지원(구독 형태)을 제

공하고 있다(이 장 후반부의 ‘OSI 오픈 소스 정의’에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상세한 정의에 대해 살펴

보기 바란다).

GNU 프로젝트는 수천 가지의 유닉스 유틸리티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냈지만, 정작 프로젝트 

자체는 핵심 코드인 커널(kernel)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GNU Hurd 프로젝트(http://www.g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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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software/hurd)와 함께 오픈 소스 커널을 만들려던 GNU 프로젝트의 노력은 성공의 빛을 보

지 못한 것이다.

1.3.4 열정을 잃은 BSD
리눅스를 물리치고 최고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는 깊은 신

뢰를 보였던 BSD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었다. 1980년대 말경, UC 버클리의 BSD 개발자들은 

십여 년 전에 받았던 유닉스 소스 코드 중에서 자신들이 재작성하지 않은 코드가 많지 않다

는 사실을 깨달았다.

UC 버클리는 1989년에 자체적으로 만든 유닉스류 코드인 Net/1을 배포하였고, 이후(1991년)에

는 Net/2를 배포했다. AT&T는 UC 버클리가 유닉스류의 운영체제를 온전한 형태로 준비하면

서 AT&T 코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려고 하자 곧장 반격을 시도했다. 1992년에 UC 버클리

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 UC 버클리의 소프트웨어가 자신들의 유닉스 시스템에 대한 영업 비

밀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라 주장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BSD 개발자들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AT&T의 코드를 완벽하게 재작성

했다는 사실이다. 저작권은 AT&T가 유닉스 코드에 대한 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수단이었다. 혹자는 AT&T가 유닉스 코드에 담긴 개념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했다면, 오늘날 

리눅스 운영체제(또는 유닉스 호환 운영체제)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 믿고 있기도 하다.

AT&T의 소송은 노벨이 1994년 AT&T의 유닉스 시스템 연구소를 인수하면서 취하되었다. 하

지만 소송이 진행되던 동안에는 BSD 코드의 적법성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의 시선이 만만치 

않았다. 급기야는 BSD가 그때까지 신생 오픈 소스 공동체에서 쌓아 올린 모멘텀이 사라지기

에 이르렀다. 대안으로 다른 오픈 소스를 찾으려는 사람이 많아졌고, 커널을 직접 작성하던 

핀란드의 한 대학생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노트  

현재, BSD 버전 몇 가지는 주요 프로젝트를 통해 접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 중에는 FreeBSD, NetBSD, 

OpenBSD가 있다. 사람들은 보통 가장 사용하기 쉬운 것으로 FreeBSD를, 가장 많은 컴퓨터 하드웨어 플랫폼

을 지원하는 것으로 NetBSD를, 광적인 보안성을 원한다면 OpenBSD를 제일로 손꼽는다. 보안에 많은 신경을 

쓰는 개인 사용자들은 여전히 리눅스보다 BSD를 선호한다. 또한, BSD 코드는 라이선스 문제로 인해 마이크로

소프트나 애플 등의 전용 소프트웨어 벤더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자사의 운영체제 코드를 다른 기업

과 공유하지 않는다. 맥에 사용되는 OS X은 BSD의 한 갈래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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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잃어 버린 조각을 맞춘 리누스

리누스 토르발스는 1991년에 리눅스를 만들기 시작했다. 당시 핀란드 헬싱키대학의 학부생이

었던 리누스는 학교에서 사용하던 운영체제를 자신의 집에서도 똑같이 동작시킬 목적으로 유

닉스와 비슷한 커널을 만들고자 했다. 리누스가 학교에서 사용하던 운영체제는 미닉스(Minix)

였지만, 그는 미닉스 표준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서고 싶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리누스는 1991년 8월 25일, comp.os.minix 뉴스그룹에 리눅스 커널의 첫 

공개 버전을 발표했다. 그가 처음 예상했던 9월 중순보다 한 달여나 빠른 발표였다.

리눅스는 386 프로세서용으로 작성되었고, 리누스 자신이 다른 프로세서용으로 포팅할 수 없

을 것이라 언급했지만, 사람들은 초기 리눅스 버전의 이식성을 끈질기게 논의했다(그리고 실제

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10월 5일, 애초 어셈블리 코드로 작성되었던 부분이 C 프로그래

밍 언어로 대거 재작성되어 리눅스 0.02가 출시되었다. 이로써 다른 기계로 포팅하려는 움직임

이 본격화되었다.

리눅스 커널은 GPL에 따라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를 온전하게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코드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코드다. 따라서 사람들이 배포판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GNU가 아닌 리눅스

라는 이름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데비안(Debian)과 같은 배포판은 GNU/리눅스 배포판으로 통

용되었다(리눅스 운영체제라는 이름에 GNU가 병기 또는 최소한 소제목으로도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GNU 프로젝트 일각에서는 이를 노골적으로 문제 삼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http://www.gnu.org에서 참

고하기 바란다).

현재 리눅스는 유닉스 계열의 오픈 소스 운영체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리눅스가 SVID 

및 포식스, BSD를 따르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리눅스는 앞으로도 포식스뿐만 아니라 유닉

스 상표권자인 오픈 그룹(The Open Group, http://www.unix.org)이 마련한 표준 역시 준수할 것

이라 여겨진다.

비영리 단체인 오픈 소스 개발 연구소(Open Source Development Labs)는 자유 표준 그룹

(Free Standards Group, http://www.linuxfoundation.org)과 병합하면서 명칭을 리눅스 재단(Linux 

Foundation)으로 변경하였고, 리누스 토르발스를 영입하여 줄곧 그의 리눅스 개발 노력을 지원

하고 있다. 리눅스 재단의 후원사 명단은 마치 후즈후(Who’s Who) 세계인명사전의 오픈 소스 

버전 격과도 같아서, 세계 유수의 상업용 리눅스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벤더가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았다. 대표적으로는 IBM, 레드햇(Red Hat), 수세(SUSE), 오라클(Oracle), HP, 델

(Dell), 컴퓨터 어소시에이츠(Computer Associates), 인텔(Intel), 시스코 시스템즈(Cisco System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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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리눅스 재단의 기본 헌장은 리눅스 개발자들에게 리눅스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와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을 제공함으로써 리눅스를 보호하고, 그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리눅스를 위한 공동의 추진력은 상당 부분 기업 컴퓨팅에 맞춰졌지만, 데스크톱 부문

에서도 거대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KDE와 GNOME(그놈) 데스크톱 환경은 일반 사용자

의 리눅스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가벼운 데스크톱 환경인 

Xfce와 LXDE는 수천 명의 넷북 사용자를 리눅스 세계로 끌어오는 중이다.

리누스 토르발스는 현재도 리눅스 커널의 유지보수와 개선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노트  

더욱 상세한 리눅스의 역사를 알고 싶다면 ‘Open Sources: Voices from the Open Source Revolution(오

라일리(O’Reilly) 출간, 1999년)’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책의 초판은 http://oreilly.com/catalog/opensources/

book/toc.html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1.3.6 OSI 오픈 소스 정의

리눅스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직접 운영체제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고,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광범위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오픈 소스 

운동의 감시 기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OSI(Open Source Initiative), http://
www.opensource.org)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기본 목적은 소스 코드를 함께 사용하자는 것이지만, OSI는 오픈 소

스 정의에서 그 밖의 다른 목적도 정의하고 있다. 오픈 소스 라이선스를 적용받기 위한 다음 

규칙들은 오픈 소스 코드의 자유와 무결성을 보호하고자 마련되었다.

 ■ 자유 배포 ─ 오픈 소스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를 재판매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소스 코드 ─ 소스 코드는 반드시 소프트웨어와 함께 배포되어야 하며, 이때 재배포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

 ■ 파생 작업 ─ 라이선스는 반드시 동일 조건에 따라 코드의 수정과 재배포를 허용해야 

한다.

 ■ 저작자의 소스 코드 무결성 ─ 라이선스는 소스 코드 사용자에게 소스 코드 변경 시 원 

프로젝트의 명칭이나 버전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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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차별 금지 ─ 라이선스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소스 코

드 사용권을 허용해야 한다.

 ■ 연구 분야에 대한 차별 금지 ─ 라이선스는 연구 단체가 상업성을 띠었다는 이유로, 또

는 소프트웨어 제공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연구 분야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소스 

코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없다.

 ■ 라이선스 배포 ─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재배포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추가로 요구해

서는 안 된다.

 ■ 라이선스는 특정 제품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 라이선스는 소스 코드를 특정 제품

으로만 제한할 수 없다.

 ■ 라이선스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 라이선스는 비오픈 소스 소프트웨

어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동일한 매체에 함께 포함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없다.

 ■ 라이선스는 기술 중립적이어야 한다 ─ 라이선스는 소스 코드의 재배포 방식을 제한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오픈 소스 라이선스는 OSI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인증받기 위해 지금까지 언급한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현재까지 40여 개 이상의 라이

선스가 OSI의 인증을 받아 ‘OSI Certified Open Source Software(OSI 인증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는 문구를 표기할 수 있게 되었다. OSI 인증 라이선스에는 GPL 외에 다음과 같은 라이선스

들도 인기가 많다.

 ■ LGPL ─ LGPL(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은 애

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기반이 되는 라이브러리를 배포하는 데 사용된다.

 ■ BSD 라이선스 ─ BSD 라이선스(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License)는 일정 요구 조건

에 따른 소스 코드의 재배포를 허용하고 있다. 즉, 소스 코드는 BSD의 저작권 고지를 

보존해야 하며, 서면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기여자의 이름을 파생된 소프트웨어

를 보증하거나 홍보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BSD 라이선스는 코드를 수

정한 사람에게 변경된 코드를 공개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GPL과 대별된다. 

이 때문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전용 소프트웨어 벤더들은 BSD 코드를 자사

의 운영체제에 사용해 왔다.

 ■ MIT 라이선스 ─ MIT 라이선스는 BSD 라이선스와 비슷하다. 보증이나 홍보 요구 조

건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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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질라 라이선스 ─ 모질라(Mozilla) 라이선스는 파이어폭스(Firefox) 웹 브라우저 등 모질

라 프로젝트(http://www.mozilla.org)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사용 및 재배포

를 다루고 있다. 이 라이선스는 지금까지 언급한 다른 라이선스보다 훨씬 더 긴데, 이

는 기여자와 소스 코드 재사용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라이선스 내에서 더욱

더 자세히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수정된 코드를 제공할 때는 변

경 내용을 담은 파일까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자신이 직접 작성한 내용을 원 코드에 

추가하여 배포할 때는 특허권 문제 또는 자신의 코드와 관련된 제한 사항을 알고 있어

야 한다.

오픈 소스 코드의 최종 결과는 무엇일까? 그 사용성의 경계가 한 차원 넓어지고 유연성이 한

층 더 높아진 소프트웨어다. 만약 많은 사람이 소스 코드를 들여다본다면, 결국 모든 사람이 

더욱 수준 높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는 것이다. 오픈 소스 옹호자

인 에릭 S. 레이먼드(Eric S. Raymond)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보는 눈이 많으면 벌레(버그)를 찾

기가 쉬워진다.”

1.4 리눅스 배포판의 등장 과정
컴퓨터 긱(geek)이라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소스 코드를 원하는 대로 가져다 컴파일하

고 패키지로 만들어 리눅스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평범한 일반 사용자들에

게는 더 단순하게 리눅스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이런 이유에서 최고로 불

리던 컴퓨터 긱들이 자신만의 리눅스 배포판을 만들기 시작했다.

리눅스 배포판은 올바로 동작하는 리눅스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와 이 구성 

요소를 설치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프로시저로 구성된다. 엄밀히 말하면 리눅스는 커널만

을 가리킨다. 커널이 유용해지려면 다른 소프트웨어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령 GNU 유

틸리티와 같은 기본 명령도 있어야 하고, 원격 로그인이나 웹 서버 등 제공하려는 서비스도 있

어야 한다. 그리고 데스크톱 인터페이스와 그래픽 애플리케이션은 거의 필수나 다름없다. 이

와 같은 제반 소프트웨어를 전부 하드 디스크에 설치해야 리눅스가 온전해진다.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지금까지도 계속 개발되고 있는 리눅스 배포판은 슬랙웨어(Slackware, 

http://www.slackware.com)다. 기술적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사용자들은 각종 소프트웨어가 미리 

컴파일되어 패키지(타볼(tarball)로 불리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로 제공되는 이 슬랙웨어로 리

눅스에 조금이나마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 디스크를 포맷한다거나 스왑 공간을 활성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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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용자 계정을 만드는 일이 바로 이 슬랙웨어가 제공하는 기본 명령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오래지 않아 여기저기서 다른 리눅스 배포판이 만들어져 공개되었다. 일부는 특별한 목적에만 

국한되어 만들어지기도 했다. 크노픽스(KNOPPIX, 라이브 디스크형 리눅스4), 젠투(Gentoo, 커스터

마이제이션의 범위가 넓은 멋진 리눅스), 맨드레이크(Mandrake, 후에 맨드리바(Mandriva)로 명칭이 바

뀐 맨드레이크는 몇 안되는 데스크톱 리눅스 배포판임)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후 등장하는 수많은 

배포판의 원조격인 두 리눅스 배포판이 전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바로 레드햇 리눅스

(Red Hat Linux)와 데비안(Debian)이었다.

1.4.1 레드햇 배포판 고르기

1990년대 말 등장한 레드햇 리눅스는 공개되자마자 최고의 인기를 누렸는데, 여기에는 몇 가

지 이유가 있었다.

 ■ RPM 패키지 관리 ─ 타볼은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는 편리하지만,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제거할 때는 불편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심지어 

단순 검색만 할 때도 불편한 것은 매한가지다. 반면, 레드햇은 RPM 패키지 형식을 만

들어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파일들뿐만 아니라 패키지 버전 정보도 함께 넣었다. 가령 

파일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느 파일이 문서화 파일이고 어느 파일이 설정 파일

인지, 파일을 언제 만들었는지 등의 정보를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모두 담았다. RPM 

패키지 형식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이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정보가 로컬 RPM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된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도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었는지 찾기도 

편할뿐더러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나 제거도 편리하다.

 ■ 단순 설치 ─ 아나콘다(anaconda)는 리눅스를 훨씬 더 단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스톨러(설치 관리자)다. 사용자는 몇 가지 단순한 단계별 질문에 답하며(그것도 대개는 

기본을 그대로 선택하면 된다) 레드햇 리눅스를 설치할 수 있다.

 ■ 그래픽 기반 시스템 관리 ─ 레드햇은 간단한 그래픽 도구를 추가하여 프린터 구성, 사

용자 추가, 시간 및 날짜 설정 등 기본적인 관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따라

서 데스크톱 사용자는 명령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도 리눅스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레드햇 리눅스는 리눅스 전문가와 고급 사용자 사이에서 가장 선호되는 리눅스 배포판으로 

4 옮긴이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에 설치하지 않고 CD나 DVD에서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형태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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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자리매김했다. 레드햇은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레드햇 리눅스의 컴파일 버전, 즉 곧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버전(흔히 바이너리로 부른다)까지 함께 제공했다. 하지만 리눅스 커뮤니티 

사용자들과 대형 고객사의 요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며 거리감이 커지자 레드햇은 레

드햇 리눅스를 버리고 새로운 두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다름 아닌 레드햇 엔터프

라이즈 리눅스(Red Hat Enterprise Linux)와 페도라(Fedora)였다.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사용하기

2012년 3월 레드햇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

익을 창출했다. 이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RHEL)를 중심으로 한 리눅스 제품군이 기

업 컴퓨팅 환경의 까다로운 요구를 잘 충족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RHEL는 다른 리눅스 배포판들이 데스크톱 시스템이나 중소 규모 컴퓨팅 환경에 초점을 맞추

는 동안, 기업과 정부에 반드시 필요한 애플리케이션들에 주목했다. 또한, RHEL은 이들 애플

리케이션을 다룰 때 필요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금융거래소들

의 트랜잭션을 빠르게 처리하며, 클러스터나 가상 호스트로 배치될 수도 있는 시스템을 만들

었다.

레드햇은 RHEL만 판매하지 않고 리눅스 고객에게 혜택이라는 생태계를 제공한다. 고객은 

RHEL을 구독 형태로 구매하여 원하는 버전을 선택하고 배치할 수 있다. 고객이 RHEL 시스

템을 설치 제거하면 구매한 구독을 다른 시스템의 배치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RHEL에는 고객의 요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수준이 제공된다. 고객은 RHEL 인증

을 받은 하드웨어나 서드파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컴퓨팅 환경을 구

성하기 위해 레드햇 컨설턴트나 엔지니어에게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자사의 직원 

교육이나 인증 시험 시에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RHEL 인증에 관해서는 이 장 말미의 관련 

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레드햇은 RHEL에 다른 제품도 추가하여 함께 제공하는데, 그중 JBoss는 자바 기반 애플리케

이션을 인터넷이나 기업 인트라넷에 배포하기 위한 미들웨어 제품이다. 또한, 레드햇 엔터프라

이즈 가상화(Red Hat Enterprise Virtualization)는 가상화 호스트와 각종 관리자, 게스트 컴퓨터

로 구성되어 사용자가 직접 거대한 가상 컴퓨팅 환경을 설치 및 실행, 관리, 마이그레이션, 서

비스 해제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레드햇은 최근 자사의 제품군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포함시켰다. RHEL 오픈스택 플랫폼

(RHEL OpenStack Platform)과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가상화(Red Hat Enterprise Virtualization)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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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머신을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완벽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레드햇 클라우드폼(Red Hat 

Cloudforms)은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이며, 도커(Docker) 형태의 리눅스 컨테이너와 RHEL 아토

믹(Atomic)은 클라우드용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RHEL을 복제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RHEL 소스 코드를 

가져다 재빌드하고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센트OS(CentOS)는 자체 커뮤니티의 관리를 받는 리

눅스 배포판으로, RHEL 소스 코드에 기반하여 만들어졌다. 오라클 리눅스(Oracle Linux)도 이

와 비슷하게 RHEL의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RHEL과 호환되지 않는 

커널을 제공하고 있다. RHEL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도적인 엔터프라이즈 컴퓨터 운

영체제로서 그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나는 이 책에서 수많은 예들을 확인할 목적으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선택했다. 리

눅스 시스템에 관한 경력을 쌓고자 할 때 RHEL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눅스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페도라(Fedora)가 탁월한 진입점일 

것이다. RHEL 시스템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동일 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페도라 사용하기

RHEL이 지원 가능한 안정적인 상용 리눅스 배포판인데 반해, 페도라는 레드햇의 후원을 받

는 최첨단 무료 리눅스 배포판이다. 다시 말해 페도라는 레드햇이 리눅스 개발 커뮤니티와 지

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용도로 무료 리눅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는 리눅스 시스템인 것이다.

페도라에는 16,000여 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에 최

신 오픈 소스 기술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일반 사용자는 페도라로 최신 리눅스 데스크톱, 서

버, 관리 인터페이스를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최신 리눅스 커널

과 개발 도구를 사용하여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테스트할 수 있다.

페도라는 최신 기술에 초점을 맞춘 탓에 안정성은 다소 뒷전으로 밀렸다. 이 때문에 모든 것

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모든 소프트웨어가 온전하게 동

작한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하지만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책의 예들 중 상당 부분을 페도라로 실습하라고 당부

한다.

 ■ 페도라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성능 시험장처럼 사용된다. 레드햇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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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들 중 상당수를 페도라에서 테스트한 뒤 RHEL에 적용하므로, 페도라

를 사용하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서 개발할 때 필요한 기능을 미리 배울 수 

있다.

 ■ 학습 관점에서는 RHEL보다 페도라가 편리하다. 게다가 RHEL에 포함된 엔터프라이즈 

기반 고급 도구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 페도라는 free다. 두 가지 의미에서 free라는 이야기다. 즉, ‘자유’라는 의미의 free이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free다.

페도라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 또 다른 리눅스 배포판이 리눅스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폭넓게 선택받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분투(Ubuntu)다.

1.4.2 우분투나 또 다른 데비안 배포판 선택하기

데비안 GNU/리눅스 배포판은 레드햇 리눅스와 같이 소프트웨어 패키지화와 관리에 뛰어난 

초기 리눅스 배포판이었으며, 데비안 deb이라는 패키지 형식 및 도구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모

든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관리한다. 데비안이 안정성으로 유명해진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많은 리눅스 배포판이 이 데비안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지는데, 디스트로워치(http://
distrowatch.com)에 따르면 120여 가지가 넘는 리눅스 배포판이 데비안을 기반으로 만들어

졌다. 이 가운데 인기가 높은 배포판을 손꼽으면 대표적으로 리눅스 민트(Linux Mint), 

elementary OS, 조린(Zorin) OS, LXLE, 칼리(Kali) 리눅스 등이 있다. 하지만 데비안 계열 리

눅스들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을 일궈 낸 것은 다름 아닌 우분투(http://www.ubuntu.com)다.

우분투 리눅스 배포판은 데비안의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패키지화를 바탕으로 데비안

에 부족했던 기능을 채워 넣었다. 우분투 프로젝트는 새로운 리눅스 사용자를 유인하고자 단

순하고 사용하기 쉬운 그래픽 기반 인스톨러와 도구를 채용했으며, 또한 인기 있는 서버 패키

지를 제공하면서도 완전한 데스크톱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분투는 새로운 방법으로 리눅스를 실행하는 혁신의 결과물이기도 했다. 우분투가 제공하

는 라이브 DVD를 사용하면 단 몇 분만에 우분투를 온전한 모습으로 실행할 수 있다. 이 CD

에는 웹 브라우저나 워드프로세서 등의 Windows용 오픈 소스 애플리케이션이 제공되는데, 

이는 Windows에서 리눅스로 쉽게 갈아타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인 셈이다.

우분투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 책에 제공되는 여러 주제를 페도라나 RHEL만큼 따라가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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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은 페도라나 RHEL에서처럼 우분투에서도 올바르게 동작할 

것이다. 또한, 이 책에서는 우분투를 폭넓게 다룰 것이다.

1.5 갖추어야 할 리눅스 직무 능력
컴퓨터 관련 연구 프로젝트나 기술 회사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어디서부

터 시작해야 좋을까? 일단 시작은 아이디어고, 그 다음에는 비전을 파헤쳐 구체화할 수 있는 

도구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아낌없이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를 세우기 위한 비용은 고작 컴퓨터와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코딩으로 밤을 지새우며 마실 카페인 음료 몇 종류뿐이다. 세상을 바꿀 만한 아이디어를 실현

할 수 있는 도구는 다름 아닌 리눅스와 수천 가지 소프트웨어 패키지인 것이다. 이외에도 오

픈 소스 세계에는 개발자 및 관리자, 사용자 커뮤니티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은 꿈

이 현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기존 오픈 소스 프로젝트는 ‘그들만의 리그’일까? 어느 프로젝트든 항상 새로운 사람을 

필요로 한다. 언제나 코드를 작성하고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할 사람, 문서를 작성할 사람이 필

요하다. 프로젝트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 전문 지식을 

기꺼이 나누려는 사람이 늘 북적인다.

하지만 탁월한 차세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도, 보수가 높은 수천 명의 

리눅스 관리자나 개발자와 경쟁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갈고 닦고 싶어 할 때도 리눅스 시스

템 설치, 보안 유지, 관리 방법은 알고 있어야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된다.

자, 직업으로서 리눅스의 전망은 어떨까? 리눅스 재단은 “The 2014 Linux Jobs Report(http://
www.linuxfoundation.org/publications/linux-foundation/linux-adoption-trends-end-user-report-2014)”를 

통해 총 1,100명 이상의 인사 관리자와 4,000명의 리눅스 전문가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

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응답 결과의 일부다.

 ■ 최우선순위라 할 수 있는 리눅스 지식 ─ 77%의 인사 관리자는 리눅스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리눅스가 가져다주는 승진 기회 ─ 리눅스 전문가들의 86%는 리눅스 지식이 승진 기회

를 높였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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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눅스 전문가 증원 ─ 인사 관리자의 46%는 리눅스 인재 채용 비율을 전년도 대비 최

고 3%까지 늘릴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설문 조사로 알 수 있는 요점은 리눅스의 성장 추세가 지속되어 리눅스 전문가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예정이라는 점이다. 리눅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기업들은 향후에도 리눅스를 계

속 사용할 것이 확실하며, 이들 기업의 리눅스 사용 영역 또한 더욱 넓어질 것이다. 더불어 리

눅스가 제공하는 비용 절감, 높은 보안성 및 유연성을 얻고자 앞으로도 리눅스에 더 많이 투

자할 것이다.

1.5.1 기업은 리눅스로 어떻게 이윤을 낼까?

오픈 소스 열혈 지지자들은 더 나은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전용 개발 모델보다 오픈 소스 

개발 모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굳게 믿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자사에서 사

용할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라도 타사의 소프트웨어에 기여하게 되면 (자사의 소

프트웨어에도 기여를 받을 수 있어) 훨씬 더 나은 최종 제품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비용까지 절

감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판매를 통해 이윤을 내고자 하는 회사는 과거보다 더욱더 창의적으로 변모해야 

한다. GPL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고 해도 이 소프트웨어

의 소스 코드 또한 공개해야 한다. 물론 공개된 소스 코드를 다른 사람이 재컴파일하여 그대

로 사용해도 되고, 원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재판매할 수도 있다. 다

음은 이와 같은 문제를 기업들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몇 가지 방법을 추린 것이다.

 ■ 소프트웨어 구독 ─ 레드햇은 자사의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제품을 구독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연간 일정량의 구독료를 지불하면 리눅스를 실행할 수 있는 바이너리 

코드(직접 컴파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와 보증 지원을 받고,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

프트웨어를 추적할 수 있는 도구나 레드햇의 지식 베이스 등 관련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중 상당수는 이미 레드햇의 페도라 프로젝트에 바이너리 형태로 

제공되기는 하지만, 페도라 프로젝트는 이들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보증이나 향후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 RHEL과 다르다. 소규모 회사나 개인 사용자는 페

도라를 사용하여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는 있겠지만(페도라만으로도 탁월한 운영체

제이기는 하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라면 조직에 반드시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RHEL 구매를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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리눅스.indb   26 2016. 8. 24.   오후 9:39



 ■ 교육 및 인증 ─ 정부나 대기업에서 사용되는 리눅스 시스템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시스템을 지원할 전문 인력의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 레드햇은 교

육 과정 및 인증 제도를 운영하여 RHEL 시스템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시스템 관리자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레드햇 공인 엔지니어(RHCE, 

Red Hat Certified Engineer)와 레드햇 공인 시스템 관리자(RHCSA, Red Hat Certified 

System Administrator) 인증 제도(http://www.redhat.com/certification)는 이미 그 인기가 매

우 높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장 말미에 제공하는 RHCE/RHCSA 인증 관련 내용을 참

고하기 바란다.

그 밖에 다른 인증 프로그램은 리눅스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인 LPI(Linux Professional 

Institute, http://www.lpi.org)와 CompTIA(http://www.comptia.org), 노벨(http://www.novell.

com)이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LPI와 CompTIA는 컴퓨터 업계와 직접적인 관련성

이 높다. 노벨은 수세(SUSE) 리눅스 제품의 교육과 인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장려금 ─ 소프트웨어 장려금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매력적

인 방법이다. 가령 XYZ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어느 순간 새로운 기

능이 필요해졌을 때 XYZ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나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소프트

웨어 장려금을 제공하고 필요한 기능 개선을 그들의 최우선 작업 순위로 올려놓을 수 

있다. 이때 장려금을 제공하고 받은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오픈 소스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지만, 상대적으로 무척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기능을 얻게 된다. 아무것도 없는 상

태에서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상 그 이상이다.

 ■ 기부 ─ 많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는 개인에게서나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를 사용하는 

오픈 소스 회사로부터 기부를 받고 있다. 놀랍게도 많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한두 

명의 개발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도 해당 기부금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박스 세트, 머그잔, 티셔츠 ─ 많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온라인 상점을 운영하면서 박

스 세트(손에 쥘 수 있는 CD 형태와 종이에 인쇄된 설명서를 선호하는 사람이 아직도 꽤 있다)와 

다양한 머그잔, 티셔츠, 마우스 패드 등 관련 액세서리를 함께 판매하고 있다. 아무쪼

록 티셔츠를 구매하는 프로젝트의 열렬한 지지자가 많기를!

정해진 방법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제작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기저

기서 갖가지 창의적인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이 기여자가 되었고, 오픈 소스 소

프트웨어의 옹호자가 되었다. 그만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는 방증인 셈이다. 대가

를 바라지 않는 그들의 기여는 똑같은 일을 하는 다른 사람에게서 가치 있는 보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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리눅스.indb   27 2016. 8. 24.   오후 9:39



1.5.2 레드햇 공인 전문가 되기

이 책에서는 리눅스 공인 전문가가 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지만, 인기 있는 리눅스 

인증 시험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활동에 대해서는 언급하고자 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집중

하고 있는 대목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7을 다루고 있는 RHCE(Red Hat Certified Engineer) 및 

RHCSA(Red Hat Certified System Administrator) 시험이다.

리눅스 IT 전문가로 직업을 찾으려 한다면 RHCSA나 RHCE 자격증이 필수 조건인 구인 광고

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RHCSA 시험(EX200)에서는 디스크 및 파일시스템 구성, 사용

자 추가, 단순 웹 및 FTP 서버 설정, 스왑 공간 추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 인증을 제공한

다. RHCE 시험(EX300)에서는 한결 수준 높은 서버 구성과 더불어 보안 기능, 가령 SELinux 

및 방화벽 등에 대한 고급 지식을 테스트한다.

RHCE/RHCSA 교육 과정을 담당하고 시험을 출제하는 (나 같은) 사람들은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언급할 수 없다. 다만, 레드햇은 시험 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시험에서 다뤄질 수도 있는 전반적인 주제들까지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시험 목표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에서 둘러볼 수 있다.

 ■ RHCSA ─ http://www.redhat.com/en/services/training/ex200-red-hat-certified-

system-administrator-rhcsa-exam

 ■ RHCE ─ http://www.redhat.com/en/services/training/ex300-red-hat-certified-

engineer-rhce-exam

시험 목표에 언급된 대로 RHCSA 및 RHCE 시험은 성과 기반이다. 이 말은 곧 응시자는 어떤 

과제를 받아 실제 RHEL 시스템에서 해당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업무 현장과 

같은 셈이다. 평가는 응시자의 과제 수행 정도에 따라 이뤄진다.

시험을 치를 생각이라면 시험 목표가 때때로 변경되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를 자주 둘러보는 

것이 좋다. RHCSA가 별도의 인증 자격증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다만, RHCE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RHCSA 및 RHCE 시험 모두를 통과해야 한다. 두 시험이 같은 날 진행될 때

도 적지 않다.

RHCSA 및 RHCE 교육과 시험은 http://training.redhat.com에서 신청한다. 교육 및 시험은 미

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은 

다음 절에서 언급하겠다.

CHAPTER 1  리눅스 시작하기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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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CSA 주제

앞에서 언급한 대로 RHCSA 시험 주제는 기본적인 시스템 관리 기술을 다룬다. 다음은 현재 

RHCSA 시험 목표 페이지에서 거론하고 있는 주제들이다(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해당 페이지를 주기

적으로 둘러보는 것이 좋다).

 ■ 기본적인 도구 이해 ─ 명령 셸(bash)에 대한 실무 지식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

하면 올바른 명령 문법을 사용하고 입출력 리디렉션(<, >, >>)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원격 및 로컬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어야 하며, 파일의 권한이나 소유권을 생

성, 이동, 복사, 링크, 삭제,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man 페이지와 /usr/share/doc

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관련 주제를 이 책의 3장과 4장에서 다루고 

있다. 5장에서는 파일의 편집 및 찾기를 다룬다.

 ■ 실행 시스템 운영 ─ 리눅스 부팅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하며, 단일 사용자 모드 진입, 시

스템 종료, 재부팅, 타깃(런레벨(runlevel)에 해당하는 새로운 용어) 변경 등을 수행할 수 있어

야 한다. 또한 프로세스를 식별하고 값을 변경하거나 요청을 받으면 프로세스를 죽일 수

도 있어야 한다. 또한 가상 머신 및 네트워크 서비스를 시작하고 중지할 수 있어야 하며, 

로그 파일을 찾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15장에서는 타깃과 런레벨을 변경하는 방법

과 시스템 서비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다룬다. 프로세스의 관리나 변경에 관해서는 6장

을 참고하고 가상 머신에 관해서는 26장을, 로그 관리는 13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 로컬 저장소 구성 ─ 디스크 파티션 설정에는 물리적 볼륨의 생성 및 LVM(논리적 볼륨 

관리, Logical Volume Management) 구성과 암호화(LUKS)가 포함된다. 파티션을 파일시스

템이나 스왑 공간으로 설정하여 마운트하거나 부팅 시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디스

크 파티션 설정과 LVM은 12장에서, LUKS를 비롯한 암호화 주제는 23장에서 다루고 

있다.

 ■ 파일시스템 생성 및 구성 ─ 여러 파일시스템을 만들고 자동으로 마운트할 수 있어야 한

다. 대표적으로 정규 리눅스 파일시스템(ext2, ext3, ext4 등), LUKS 암호화 파일시스템, 

네트워크 파일시스템(NFS 및 CIFS) 등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set group ID 비

트 기능과 ACL(Access Control List)을 사용하여 협업 디렉터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또한, LVM을 사용하여 논리 볼륨의 크기를 늘릴 수도 있어야 한다. 파일시스템 관련 

주제는 12장에서 다루고 있다. CIFS에 대해서는 19장을, NFS에 대해서는 20장을 참고

하기 바란다.

 ■ 시스템 배포 및 구성, 유지 관리 ─ 이 과제에는 다양한 주제가 포함된다. 가령,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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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구성, cron 작업 생성, 기본 런레벨 설정, RHEL 시스템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간

단한 HTTP 및 FTP 서버를 구성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레드햇 네트워크(Red Hat 

Network)나 원격 보관소(repository), 로컬 파일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가져다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커널을 올바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하며, 시스

템이 시작할 때 여러 커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부팅시킬 수 있어야 한다. cron 기

능은 13장에서 다루고 있으며, 웹 서버(HTTP)와 FTP 서버 설정은 각각 17장과 18장에

서 다루고 있다.

 ■ 사용자 및 그룹 관리 ─ 사용자 및 그룹 계정을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change 명령을 사용한 암호 기한 설정에 관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LDAP 디렉터리 서버로 연결하여 시스템을 인증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도 있어

야 한다. 사용자와 그룹의 구성에 관한 내용은 11장에서 다루고 있다.

 ■ 보안 관리 ─ 기본적으로 방화벽(firewalld 또는 system-config-firewall, iptables) 설정 방법과 

SELinux 사용 방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키 입력 기반 인증을 위해 SSH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SELinux에 관해서는 24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방화벽은 25장

에서, 키 입력 기반 인증에 관해서는 13장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들 주제 대부분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다. 혹시라도 이 책에서 다루지 않은 주제가 있다면 

레드햇 제품 문서(https://access.redhat.com/documentation/)를 참고하기 바란다. 특히, 시스템 관

리자 가이드(System Administrator’s Guide)에서는 RHCSA 관련 주제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하고 있다.

RHCE 주제

RHCE 시험 주제에서는 한결 수준 높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의 서버 구성을 비롯하

여 다양한 서버 보안 기능을 다루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RHCE 시험 목표 페이지를 자

주 둘러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접하기 바란다.

시스템 구성과 관리

시스템 구성 및 관리에 필요한 RHCE 시험에서는 넓은 범위의 주제를 다룬다. 이 가운데 대표

적인 것을 추려내면 다음과 같다.

 ■ 본딩 ─ 본딩(bonding)을 설정하여 네트워크 링크를 종합할 수 있어야 한다. 본딩은 14

장에서 다루고 있다.

 ■ IP 트래픽 라우팅 ─ 특정 네트워크 주소의 정적 라우트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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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 라우트를 설정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14장에서 다루고 있다.

 ■ 방화벽 ─ 웹, FTP, NFS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특정 포트의 트래픽을 차

단하거나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접속자의 IP 주소에 따라 특정 서비스를 차단

하거나 허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 방화벽에 관해서는 25장을 살펴보기 바란다.

 ■ 커널 tunable 파라미터 ─ /etc/sysctl.conf 파일과 sysctl 명령으로 커널 tunable 파라미터

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etc/sysctl.conf 파일을 사용하여 /proc/sys에서 IP 포워딩 설

정을 변경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14장을 살펴보기 바란다.

 ■ 커버로스 인증 ─ 커버로스(Kerberos) 방식을 사용하여 RHEL 시스템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어야 한다. 커버로스 서버의 설정 주제는 11장에서 다룬다.

 ■ iSCSI 구성 ─ 부팅 시 iSCSI 타깃을 마운트하는 iSCSI 타깃 및 이니시에이터(initiator)

로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레드햇 스토리지 관리 가이드

(https://access.redhat.com/documentation/en-US/Red_Hat_Enterprise_Linux/7/html/Storage_

Administration_Guide/ch-iscsi.html)를 참고하기 바란다.

 ■ 시스템 보고 ─ sar 등의 기능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메모리, 디스크 액세스, 네트워크 

트래픽, 프로세서 활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sar 명령에 관해서

는 13장을 살펴보기 바란다.

 ■ 셸 스크립팅 ─ 입력을 받고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출력하는 셸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

어야 한다. 셸 스크립트 작성에 관한 설명은 7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원격 로그 처리 ─ 로그 메시지를 수집하여 이를 원격 로깅 서버에 분배할 수 있도록 

rsyslogd 기능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로깅 클라이언트에서 로그 메시지를 수

집할 수 있도록 원격 로깅 서버 기능을 구성할 수도 있어야 한다. rsyslogd를 사용한 원

격 로그 처리는 13장에서 다루고 있다.

 ■ SELinux ─ 다음 절에서 설명하는 모든 서버 구성의 보안이 SELinux로 올바르게 유지

되고 있는지 강제(Enforcing) 모드의 보안 강화 리눅스(Security Enhanced Linux)를 사용하

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SELinux는 24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네트워크 서비스 설치하기와 구성하기

다음에서 언급하는 모든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 정해진 단계를 밟아 각 서비스에 필요한 패

키지를 설치하고, 각 서비스에 액세스를 허용할 수 있도록 SELinux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부팅 시 서비스가 시작하도록 설정하고, 호스트나 사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보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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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ables나 TCP 래퍼(wrapper), 서비스 자체 제공 기능 등을 사용하여)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기본적

인 운영을 위한 구성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 구체적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웹 서버 ─ 아파치(Apache) 서버(HTTP/HTTPS)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상 

호스트를 설정하고 CGI 스크립트를 배포할 수 있어야 하며, 사설 디렉터리를 사용하

고 특정 리눅스 그룹에서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웹 서버 구성 방법은 

17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 DNS 서버 ─ DNS 쿼리를 다른 DNS 서버로 전달할 수 있는 캐시 전용 이름 서버로 

동작할 수 있도록 DNS 서버(bind 패키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단, 마스터 영역이

나 슬레이브 영역까지 구성할 필요는 없다. 클라이언트쪽 DNS는 14장에서 다루고 있

다. DNS 서버 구성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RHEL 네트워크 가이드(https://access.

redhat.com/documentation/en-US/Red_Hat_Enterprise_Linux/7/html-single/Networking_Guide)

를 살펴보기 바란다.

 ■ NFS 서버 ─ 특정 디렉터리를 특정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공유하여 그룹 간 협업에 사

용될 수 있도록 NFS 서버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NFS 관련 주제는 20장에서 다루

고 있다.

 ■ Windows 파일 공유 서버 ─ 특정 호스트 및 사용자에게 SMB 공유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리눅스(삼바(Samba))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그룹 간 협업을 

구현해야 한다. 삼바 구성에 관한 내용은 19장을 살펴보자.

 ■ 메일 서버 ─ 로컬 호스트 외부에서 보낸 메일을 수신할 수 있도록 postfix와 sendmail

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스마트 호스트(smart host)로 메일을 전달(릴레이)할 수 

있어야 한다. 메일 서버 구성은 이 책의 주제가 아니다(가볍게 훑고 지나갈 내용도 아니

다). 메일 서버 구성에 관해서는 RHEL 시스템 관리자 가이드(https://access.redhat.com/
documentation/en-US/Red_Hat_Enterprise_Linux/7/html-single/System_Administrators_Guide/
index.html#ch-Mail_Servers)를 살펴보기 바란다.

 ■ 보안 셸 서버 ─ 로컬 시스템에 대한 원격 로그인뿐만 아니라 키 입력 기반 인증을 허용

할 수 있도록 SSH 서비스(sshd)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는 sshd.conf 파일을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sshd 서비스의 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13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 네트워크 시간 서버 ─ NTP 피어들과 시간을 동기화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시간 프로

토콜(Network Time Protocol) 서버(ntpd)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ntpd 서비스 구성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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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서는 26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 데이터베이스 서버 ─ 마리아DB(MariaDB)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다양한 관리 방법

을 이해하여 MariaDB.org 사이트(https://mariadb.com/kb/en/mariadb/documentation/)로부

터 마리아DB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RHCE 시험에는 여러 과제가 준비되어 있다. 다만, 앞에서도 주목한 대로 이 과제

들은 대개 서버 구성과 서버의 보안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 방화벽 규칙

(iptables), SELinux, TCP 래퍼(Wrapper) 등 설정 파일로 만들어 특정 서비스에 적용할 기능들

이 그 예다.

1.6 정리
리눅스는 전 세계 소프트웨어 개발자 커뮤니티가 리누스 토르발스와 함께 만들어 낸 운영체

제다. 원래는 유닉스 운영체제에서 갈라져 나왔지만, 현재는 인기도나 영향력 측면에서 유닉스

를 뛰어 넘었다.

리눅스 운영체제의 역사는 초기 유닉스 시스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유닉스는 당시 대학에 

무료로 배포되었고, BSD 등의 프로젝트로 성능이 개선되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완전

히 무료인 유닉스류의 운영체제에 필요한 수많은 구성 요소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리눅스 커

널 자체는 운영체제의 마지막 핵심 구성 요소다.

리눅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대개 오픈 소스 프로젝트의 영향력 내에 있는 일련의 라이선

스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GPL(GNU Public License)이다. 리눅스 

표준 베이스(Linux Standard Base) 등의 표준과 세계적 수준의 단체 및 기업(가령, 레드햇)은 앞으

로도 리눅스가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체제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리눅스 시스템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습득하면 그 어떤 리눅스 작업에도 어

렵지 않게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부터는 여러분의 이해도를 테스트할 수 있는 일련

의 연습문제를 제공하고자 한다. 각 장에 마련된 연습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앞에 놓인 리눅스 시스템의 가치는 배가될 것이고, 여러분은 최고의 리눅스 지식을 섭

렵하게 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리눅스를 시작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어떻게 리눅스 

데스크톱 시스템을 구성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가 자세하게 펼쳐질 것이다.

1.6 정리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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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벽한 리눅스 데스크톱 만들기

C H A P T E R

이 장에서 다룰 내용 

■ X 윈도우 시스템과 데스크톱 환경

■ 라이브 CD로 실행하는 리눅스

■ 그놈 3 데스크톱

■ 그놈 3의 확장 프로그램

■ 노틸러스와 그놈 3
■ 그놈 2 데스크톱

■ 그놈 2의 3D 효과

리눅스를 데스크톱 시스템으로 끼고 살아도 불편하지 않은 세상이 되고 있다. 리눅스의 모든 

것에는 선택권이 있다. 완벽한 성능을 자랑하는 그놈(GNOME)과 KDE 데스크톱 환경도 있고, 

가벼운 데스크톱의 대명사인 LXDE와 Xfce도 있다. 심지어 이보다도 더 단순한 독립형 창 관

리자도 있다.

선택의 대상은 데스크톱뿐만이 아니다. Windows 컴퓨터나 맥에 설치된 거의 모든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또한 리눅스 버전이 존재한다.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없는 Windows용 애플리

케이션은 Windows 호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리눅스에서도 실행할 수 있다.

이 장의 목표가 바로 리눅스 데스크톱 시스템과 관련된 개념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리눅스 데

스크톱을 수월하게 다루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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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스크톱 기능과 관련 기술들을 하나씩 살펴본다.

 ■ 그놈 데스크톱 환경의 주요 기능을 둘러본다.

 ■ 최고의 그놈 데스크톱을 경험하기 위한 정보와 팁을 익힌다.

이 장에서 언급하는 내용을 익히려면 페도라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페도라

를 구하는 방법은 많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라이브 DVD에서 곧바로 페도라 실행하기 ─ 페도라를 다운로드하여 라이브 DVD(Live 

DVD) 또는 라이브 USB로 만드는 방법을 부록 A에서 소개하고 있다. 라이브 DVD/
USB로 페도라를 시작하여 이 장의 내용을 실습할 수 있다.

 ■ 하드 디스크에 페도라 설치하기 ─ 페도라를 하드 디스크에 설치하고 거기서 페도라를 

시작한다(9장 ‘리눅스 설치하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페도라는 현재 그놈 3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중이며, 여기서 설명하는 대부분의 과정은 그

놈 3가 적용된 다른 리눅스 배포판에서도 동일하게 동작한다. 단, 구버전의 레드햇 엔터프라

이즈 리눅스(RHEL 6에는 그놈 2가 적용되었다) 사용자를 위해 그놈 2에 대한 설명도 함께 실을 

것이다.

  노트  

우분투에서는 그놈 대신 자체 유니티(Unity) 데스크톱을 기본으로 사용한다. 다만, 우분투 그놈 프로젝트도 분

명히 진행 중이다. 그놈 데스크톱이 적용된 최신 우분투는 우분투 그놈 다운로드 페이지(http://ubuntugnome.

org/download/)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우분투 11.10 이후 버전에는 그놈을 직접 추가하여 데스크톱 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다. 11.10 이전 버전에는 그

놈 2가 기본으로 적용돼 있다.

2.1 리눅스 데스크톱 기술
현대적인 컴퓨터 데스크톱 시스템이라면 거의 예외 없이 마우스와 키보드로 조작할 수 있는 

그래픽 기반 화면과 아이콘, 메뉴 등을 제공하고 있다. 30세 미만의 사용자에게는 이 말이 선

뜻 와 닿지 않겠지만, 최초의 리눅스 시스템은 그래픽 기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한, 현재도 특정 용도에 맞춰진 리눅스 서버(가령, 웹 서버나 파일 서버로 사용되는 리눅스)는 대개 

데스크톱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지 않다.

거의 모든 주요 리눅스 배포판은 X 윈도우 시스템(X Window System, http://www.x.org)을 기반으

2.1 리눅스 데스크톱 기술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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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데스크톱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X 윈도우 시스템은 다양한 데스크톱 환경이나 

단순 창 관리자를 만들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원래는 네트워크 기반의 가벼운 데스크톱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진 X 윈도우 시스템(흔히들 줄여

서 X로 부름)은 리눅스 이전부터 사용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 Windows보다도 그 역사가 깊다.

X는 클라이언트/서버 모델로 치자면 다소 구식이다. X 서버는 로컬 시스템에서 실행되어 인터

페이스를 화면이나 마우스, 키보드에 제공한다. X 클라이언트(가령, 워드 프로세서, 음악 플레이

어, 이미지 뷰어 등)는 로컬 시스템에서 또는 X 서버가 허용한 네트워크에서 실행될 수 있다.

X는 그래픽 기반 터미널(씬 클라이언트(thin client))이 단순히 키보드와 마우스, 디스플레이만을 

관리하던 시절에 만들어졌다. 애플리케이션이나 디스크 스토리지, 프로세싱 파워 등은 전부 

중앙 컴퓨터의 몫이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은 더 큰 머신에서 실행되었지만, 화면 표시는 

네트워크를 거쳐 씬 클라이언트에서 이루어지고 관리되었다. 후에 이 씬 클라이언트는 개인용 

데스크톱 컴퓨터로 대체되었다.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대개 로컬에서 실행되어 로컬 프

로세싱 파워와 디스크 공간, 메모리 등 로컬 하드웨어를 사용했고, 로컬 시스템에서 시작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은 실행이 제한되었다.

X 자체는 밋밋한 회색 배경과 단순한 ‘X’ 마우스 커서만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메뉴도 없고, 

패널이나 아이콘도 없다. X 클라이언트(가령, 터미널이나 워드 프로세서)를 실행하면 테두리도 두

르지 않은 이동, 최소화, 닫기 버튼을 달고 X 디스플레이에 모습을 드러낸다. 창을 예쁘게 치

장하는 일은 창 관리자의 몫이다.

창 관리자는 데스크톱에 창 관리 기능을 덧댄다. 대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거나 그 밖의 데

스크톱 작업을 하는 데 사용될 메뉴를 제공한다. 이런저런 기능을 온전하게 갖춘 데스크톱 

환경에는 창 관리자뿐만 아니라 메뉴나 패널도 포함되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사용되

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도 포함된다.

자, 리눅스에서 데스크톱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한다면 리눅스를 사용할 때 

어떤 도움이 될까? 다음 몇 가지를 떠올릴 수 있다.

 ■ 리눅스에서는 데스크톱 환경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데스크

톱이 없는 리눅스 시스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데스크톱이 배제된 리눅스 시스템은 

일반 텍스트 형식의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뿐이다. 물론 나중에 데스크톱만 

추가할 수도 있으며, 데스크톱을 설치한 뒤에는 컴퓨터가 시작할 때 데스크톱이 자동

으로 시작하도록 하거나 필요할 때만 별도로 시작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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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경량 리눅스 시스템, 가령 성능이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은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리눅

스 시스템에서는 기능이 다소 달리더라도 효율적인 창 관리자(twm 또는 fluxbox 등)나 가

벼운 데스크톱 환경(LXDE 또는 Xfce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성능이 보장되는 컴퓨터에는 훨씬 강력한 데스크톱 환경(그놈 또는 KDE 등)을 설치하여 

이벤트 발생(USB 드라이브가 삽입되었다 등)을 주시한다든가 발생한 이벤트에 응답하는

(창을 열고 드라이브의 내용을 확인한다 등) 일까지도 처리할 수 있다.

 ■ 데스크톱 환경을 여럿 설치해 두고, 로그인할 때마다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를 수도 있다. 

그러면 한 컴퓨터에서도 여러 사용자가 각기 다른 데스크톱 환경을 사용할 수 있다.

리눅스에서는 데스크톱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은데,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환경

이 있다.

 ■ 그놈(GNOME) ─ 그놈은 페도라와 RHEL 등 수많은 리눅스 운영체제의 기본 데스크톱 

환경이다. 전문 데스크톱 환경으로 여겨지는 그놈은 눈길을 사로잡는 효과보다는 안정

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 KDE ─ KDE(K Desktop Environment)는 두 번째로 인기가 높은 리눅스용 데스크톱 환경

일 것이다. 그놈보다 화려한 KDE는 통합성이 한층 더 높아진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

며, 페도라, RHEL, 우분투 등 많은 리눅스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다.

 ■ Xfce ─ 최초의 경량 데스크톱 환경이라 할 수 있는 Xfce는 구형 컴퓨터 또는 성능이 

비교적 낮은 컴퓨터에서 사용하기에 알맞은 데스크톱이다. RHEL, 페도라, 우분투 등

의 리눅스 배포판에서 사용할 수 있다.

 ■ LXDE ─ LXDE(Lightweight X11 Desktop Environment)는 빠른 처리와 에너지 절감이 특

징인 데스크톱 환경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다소 저렴한 넷북 컴퓨터나 라이브 미디어

(라이브 DVD 또는 라이브 USB 스틱 등)에 사용된다. 크노픽스(KNOPPIX) 라이브 DVD 배

포판의 기본 데스크톱 또한 바로 LXDE다. RHEL에는 LXDE가 제공되지 않지만, 페도

라나 우분투에는 사용할 수 있다.

그놈은 원래 맥 OS의 데스크톱을 본떠 디자인했다. 반면, KDE는 Windows 데스크톱 환경을 

흉내 내었다. 그놈이 가장 인기가 많은 데스크톱 환경인데다 기업 리눅스 시스템에서도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으므로, 이 책에 실은 대부분의 데스크톱 작업과 실습 과제는 그놈 데스크

톱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다만, 그놈을 사용하더라도 리눅스 배포판은 한 가지에만 

얽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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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페도라 그놈 데스크톱 라이브 이미지 시작하기
즉석에서 리눅스 시스템을 구성하여 실행하는 데는 라이브 리눅스 ISO 이미지가 제격이다. 

라이브 이미지는 크기가 제각각이지만 대개 CD나 DVD 한 장, 또는 USB 드라이브로 복사해 

컴퓨터에서 곧바로 부팅할 수 있다. 리눅스 라이브 이미지로 부팅하면 하드 드라이브의 내용

물에 어떤 해도 입히지 않고 컴퓨터 제어권을 리눅스로 잠시 가져올 수 있다.

Window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면 리눅스는 이를 무시하고 컴퓨터를 자체적으로 제어한다. 

리눅스 라이브 이미지로 작업이 끝난 뒤에는 컴퓨터를 재시작하고 CD/DVD를 꺼낸다. 원래 

운영체제가 무엇이었든 거기로 돌아갈 것이다.

다음 설명에 따라 그놈 데스크톱을 체험해 보려면, 우선 페도라 라이브 DVD부터 구해야 한

다(부록 A에 설명돼 있다). 라이브 DVD는 모든 작업을 메모리와 DVD에서 수행한다. 따라서 하

드 드라이브에 설치된 리눅스 시스템보다 느리고, 파일을 변경한다든가 소프트웨어를 추가하

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등의 작업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기본으로는 재시작 시 모든 작업 결

과가 사라진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데이터를 하드 드라이브나 외부 저장 장치에 분명히 저

장해야 한다.

라이브 환경에 적용한 변경 내용이 재시작과 함께 사라진다는 사실은 뒤집어 보면 이것저것을 

실험해 볼 환경으로는 최적이라는 이야기다. 다만, 지속적으로 데스크톱이나 서버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면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가 한 대 더 있다면 직접 하드 디

스크에 리눅스를 설치하는 것이(9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을 실습하기에 좋다.

라이브 DVD를 마련했다면 다음 과정을 따른다.

1. 우선 컴퓨터부터 준비한다. CD/DVD 드라이브, 최소 1GB의 메모리(램), 최소 400MHz

의 프로세서가 장착된 표준 PC(32비트든 64비트든 상관없다)면 시작할 준비는 얼추 끝난

다. (다만, 사용 중인 시스템 아키텍처용으로 알맞은 이미지를 다운로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64

비트용 이미지는 32비트 컴퓨터에서 실행되지 않는다.) 

2. 라이브 DVD를 시작한다. 라이브 DVD 또는 USB 드라이브를 컴퓨터에 삽입하고 컴퓨

터를 재시작한다. 컴퓨터에 설정된 시작 순서에 따라 라이브 이미지가 BIOS(운영체제가 

시작하기 전 컴퓨터를 제어하는 코드)에서 곧바로 시작할 수도 있다.

3. 페도라를 시작한다. 선택된 드라이브로 시작되면 시작 화면이 등장한다. 페도라에는 

Start Fedora 항목이 선택되어 있을 것이다. 엔터를 누르면 라이브 미디어가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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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  

라이브 이미지가 아니라 하드 디스크에 설치된 기존 운영체제로 부팅된다면 별도의 단계를 거쳐야 라이브 CD/

DVD로 부팅할 수 있다. 우선 컴퓨터를 재시작한다. BIOS 화면이 나타나면 ‘시작 순서’에 해당하는 메뉴를 찾는

다. F12나 F1을 누르라고 화면에 지시가 나타난다면 해당 키를 누른다. 시작 순서를 고를 수 있는 화면이 등장

하면 CD/DVD 또는 USB 항목을 선택하고 엔터를 누른다. CD/DVD 또는 USB 드라이브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

면, BIOS에서 CD/DVD 또는 USB 드라이브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4. 데스크톱을 사용한다. 페도라에서는 라이브 미디어로 시작하면 페도라를 설치할 것인

지 미디어에서 곧장 그놈 3 데스크톱으로 부팅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한다.

이제 다음 절인 ‘그놈 3 데스크톱 사용하기’로 나아가도 될 것 같다(페도라를 비롯한 다양한 배포

판에서 그놈 3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 그놈 2 데스크톱도 다룰 것이다.

2.3 그놈 3 데스크톱 사용하기
그놈 3 데스크톱은 그놈 2.x와 비교하면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그놈 2.x도 쓸 만하지만 그

놈 3는 우아하기까지 하다. 한마디로 그놈 3가 채택된 리눅스 데스크톱은 모바일 기기의 그래

픽 인터페이스와 무척이나 닮았다. 마우스를 여러 번 클릭하거나 복잡한 키 조합을 눌러야 할 

일이 크게 줄어들었고,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

그놈 3 데스크톱은 구조적이거나 치밀한 느낌이 덜하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확장될 수 있

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 그 아이콘이 Dash대시보드에 추가되고, 다음 작업 공간을 

선택하면 작업 공간이 새로 열려 화면에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둘 수도 있다.

2.3.1 컴퓨터가 시작한 뒤에는

라이브 이미지로 시작하여 페도라를 곧바로 실행하면 사용자명은 Live System User가 된다. 

하드 디스크에 설치된 페도라가 시작되면 로그인 화면이 등장하고 시스템에 추가된 사용자 계

정이 나타난다. 사용자 계정을 선택하면 암호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란이 나타난다. 미리 정의

된 사용자명과 암호로 로그인해 보자.

그림 2.1은 페도라에서 볼 수 있는 그놈 3 데스크톱 화면이다. 키보드에서 Windows 키를 누

를 때마다(또는 마우스 커서를 데스크톱 왼쪽 상단으로 가져갈 때마다) 빈 데스크톱과 전체(Overview) 

화면 사이를 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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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페도라에 채택된 그놈 데스크톱 3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놈 3 데스크톱은 휑하다. 화면 상단의 표시줄을 보자. 왼쪽에는 

Activities현재 활동가, 가운데에는 시계, 오른쪽에는 스피커 아이콘과 네트워크 연결 설정 아이

콘, 현재 사용자의 이름 등이 보인다. 전체(Overview) 화면 애플리케이션을 열거나 실행 중인 

윈도우 또는 다른 작업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이다.

마우스로 이곳저곳 둘러보기

일단, 마우스로 그놈 3 데스크톱 여행을 떠나 보자.

1. Activity와 Window 왔다 갔다 하기. 마우스 커서를 왼쪽 상단 구석의 Activities현재 활동에 

가까이 가져다 대면 현재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이나 접근할 수 있는 Activity(설치된 

애플리케이션)들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표시된다(키보드에서 Windows 키를 눌러도 같은 효

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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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plications Bar즐겨찾기에서 창 열기. Dash대시보드에서 애플리케이션(Firefox나 Files 

Manager 파일, Shotwell 등)을 클릭하여 연다. 다시 화면 왼쪽 상단 구석으로 마우스를 가

져다 대면 실행 중인 모든 창을 작은 이미지 형태로(전체 화면) 보여 주거나 겹쳐서(전체 

크기) 보여 준다. 그림 2.2는 작은 이미지 형태의 창 표시 예다.

그림 2.2  데스크톱의 모든 창이 최소화되어 표시된다.

3. 애플리케이션 리스트에서 애플리케이션 열기. 전체(Overview) 화면에서 왼쪽 칼럼의 아래

쪽에 있는 Application프로그램 표시 버튼(네모난 점 9개로 구성된 버튼)을 선택한다. 시스템

에 설치된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아이콘 형태로 표시된다. 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2.3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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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표시된다.

4. 추가 애플리케이션 보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변경할 수 있다.

 ■ 페이지 넘기기 ─ 화면에서 표시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을 확인하려면 오른

쪽 가운데쯤에 보이는 둥근 점을 클릭한다.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이다. 마우

스에서 휠 버튼을 아래로 내려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 Frequent 자주 ─ 화면 아래쪽에 있는 Frequent 자주를 선택하면 자주 사용된 애플리

케이션들이 화면에 표시된다. All모두 버튼을 선택하면 애플리케이션 전체가 다시 나

타난다.

 ■ 애플리케이션 실행하기 ─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려면 현재 작업 공간에서 해당 애

플리케이션 아이콘을 클릭한다.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작은 메뉴

가 나타나는데, 이 메뉴에서 New Window새 창를 선택할 수도 있고, Favorites즐겨찾기

에 추가하거나 Favorites즐겨찾기에서 삭제할 수도 있다(이 애플리케이션이 Dash대시보드에 나

타난다). 또한 Show Details자세히 보기를 선택하여 이 애플리케이션의 세부 정보를 확인

할 수도 있다. 그림 2.4가 이 메뉴의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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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애플리케이션의 선택 메뉴를 표시하려면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다.

5. 추가 애플리케이션 열기. 추가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한다.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열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Dash대시보드에 나타난다. 다음 방법으로도 애플리케

이션을 열 수 있다.

 ■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을 클릭한다 ─ 열고 싶은 애플리케이션의 아이콘을 클릭한다.

 ■ Dash대시보드 아이콘을 작업 공간으로 끌어다 놓는다 ─ 창 보기에서는 Dash대시보드의 애

플리케이션 아이콘을 끌어다 오른쪽에 있는 작은 작업 공간에 놓으면 해당 애플리

케이션이 실행된다.

6. 다중작업 공간 사용하기. 마우스를 왼쪽 상단 구석으로 다시 가져가면 작은 창들이 한 

화면에 나타난다. 이때 오른쪽에는 작업 공간들이 표시되는데, 실행 중인 창들이 표현

된 것도 있고 비어 있는 것도 있다. 윈도우 몇 개를 빈 작업 공간으로 끌어다 놓아 보

자. 그림 2.5에서는 작업 공간의 예를 보여 주고 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마지막 

빈 작업 공간이 사용될 때마다 새로운 빈 작업 공간이 생성된다는 점이다. 작은 창을 

어떤 작업 공간으로든 끌어다 놓고 그 작업 공간을 선택해 보자.

7. 창 메뉴 사용하기. 마우스를 왼쪽 상단 구석으로 가져다 놓으면 활성 작업 공간으로 돌

아간다(일반 윈도우 보기 상태). 어떤 창에서 제목 표시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

릭하면 창 메뉴가 나타난다. 이 메뉴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 Minimize최소화 ─ 창을 현재 화면에서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만든다.

 ■ Maximize최대화 ─ 창을 최대 크기로 확장한다.

 ■ Move옮기기 ─ 창 이동 모드로 진입한다. 이제부터는 움직이는 마우스에 따라 창도 

함께 움직인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곳에 창이 고정된다.

 ■ Resize크기 조정 ─ 창 크기 조정 모드로 진입한다. 이제부터는 움직이는 마우스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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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창의 크기가 변경된다. 마우스를 클릭하면 변경된 크기로 유지된다.

 ■ Workspace selections작업 공간 선택 ─ 작업 공간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Always on Top항상 위은 현재 창이 다른 창들 위에 놓이도록 할 때 선택한다. Always 

on Visible Workspace항상 보이는 작업 공간에는 현재 보이는 작업 공간에서 창이 항상 나

타나도록 할 때 선택한다. Move to Workspace Up위 작업 공간으로 옮기기 또는 Move to 

Workspace Down아래 작업 공간으로 옮기기은 창을 한 작업 공간 위로 또는 아래로 옮길 때 

사용한다.

그림 2.5  새로운 데스크톱이 사용되면 오른쪽에 차례로 추가된다.

만약 마우스로 그놈 3의 이곳저것을 둘러보기가 불편하다거나 마우스가 없다면, 다음 절의 

키보드로 떠나는 데스크톱 여행이 여러모로 반갑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키보드로 이곳저곳 둘러보기

마우스로 손을 가져가는 것이 귀찮다면 키보드에서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그놈 3를 경

험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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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dows 키 ─ 키보드에서 Windows 키를 누른다. 마이크로소프트 Windows 로고가 

찍혀 있는 Windows 키는 대부분 예외 없이 Alt 키 바로 옆에 있다. 이 키를 누를 때마

다 전체(Overview) 화면과 실행 중 창(현재 작업 공간) 화면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실제

로 많이 사용되는 키라 할 수 있다.

 ■ 다른 보기 선택 ─ 창 보기 또는 애플리케이션 보기에서 Ctrl+Alt+Tab을 누르면 다양한 

보기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2.6). Ctrl+Alt를 계속 누른 채 Tab 키를 반복하여 누

르면 다음 아이콘들 중 하나가 하이라이트되는데, 원하는 아이콘에 다다랐을 때 Tab 

키에서 손을 뗀다(선택된다).

그림 2.6  Ctrl+Alt+Tab을 누르면 선택할 수 있는 추가 데스크톱 영역이 나타난다.

 ■ Top bar최상위 표시줄 ─ 현재 보기를 유지한다.

 ■ Dash대시보드 ─ 왼쪽의 애플리케이션 표시줄에서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을 하이라이

트한다. 메뉴 아래쪽이나 위쪽으로 이동할 때는 방향키를 사용한다. 하이라이트된 

애플리케이션을 열려면 엔터를 누른다.

 ■ Windows창 ─ 창 보기를 선택한다.

 ■ Applications프로그램 ─ 애플리케이션 보기를 선택한다.

 ■ Search검색 ─ 검색 상자를 하이라이트한다. 글자 몇 개를 입력하면 이 글자들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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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 애플리케이션 아이콘들이 나타난다.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나타날 때까지 

글자를 계속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된다.

 ■ Message tray알림 창 ─ 메시지 트레이가 화면 하단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 트레이에

서 알림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이동식 미디어를 열 수 있다.

 ■ 활성 윈도우 선택 ─ 현재 작업 공간으로 돌아간다(활성 작업 공간으로 돌아가려면 

Windows 키를 누른다). Alt+Tab을 누르면 실행 중인 모든 창의 리스트가 나타난다(그림 

2.7). 이때 Alt 키를 누른 채 Tab 키를 반복하여 눌러(왼쪽 방향키나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

도 된다)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하이라이트한다. 다만, 애플리케이션에서 열린 창이 여

럿일 때는 Alt+̀ (백틱, Tab 키 위에 있다)을 누른다. 이렇게 하면 하위 창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Alt 키에서 떼면 창이 선택된다.

그림 2.7  Alt+Tab을 누르면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 명령 또는 애플리케이션 실행 ─ 활성 작업 공간에서 리눅스 명령 또는 그래픽 기반 애

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Applications프로그램 ─ 전체(Overview) 화면에서 Ctrl+Alt+Tab을 누른 채 Applications
프로그램 아이콘이 하이라이트될 때까지 계속 Tab 키를 누른다. 이제 Ctrl+Alt에서 손

을 뗀다. 첫 번째 아이콘이 하이라이트된 채 애플리케이션 보기가 나타난다. 열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Tab 키 또는 방향키(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하이라이트하고 엔

터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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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mand명령 상자 ─ 실행하려는 명령의 이름을 알고 있을 때는 Alt+F2를 누른다. 

명령 상자가 등장하면 실행하려는 명령의 이름을 이 상자에 입력한다(가령, 계산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는 gnome-calculator를 입력한다).

 ■ Search검색 상자 ─ 전체(Overview) 화면에서 Ctrl+Alt+Tab을 누른 채 돋보기(검색) 아이

콘이 하이라이트될 때까지 Tab 키를 계속 누른다. 이제 Ctrl+Alt에서 손을 뗀다. 하

이라이트된 검색 상자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이나 설명에 해당하는 몇 글자를 

입력한다(scr을 입력해 보라).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여기서는 Screenshot)이 하이라이트

될 때까지 계속 글자를 입력하다 엔터를 누르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된다.

 ■ Dash대시보드 ─ 전체(Overview) 화면에서 Ctrl+Alt+Tab을 누른 채 별(Dash대시보드) 아이콘이 

하이라이트될 때까지 Tab 키를 계속 누른다. 이제 Ctrl+Alt에서 손을 뗀다. Dash대시보드

에서 위쪽이나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 실행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을 하이라이트하고 엔

터를 누른다.

 ■ 빠져나오기 ─ 원하지 않는 작업에서 빠져 나오려면 Esc 키를 누른다. 가령, Alt+F2(명

령 입력)를 누른 뒤 최상위 표시줄(위 막대)에서 아이콘을 열고 전체(Overview) 화면에서 

Esc 키를 누르면 활성 데스크톱의 활성 창으로 돌아간다.

이제 그놈 3 데스크톱에 어느 정도 익숙해 졌으리라 생각한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놈 3

의 이런저런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자.

2.3.2 그놈 3 데스크톱 설정하기

그놈 3에서는 대부분의 항목이 자동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지 

않다. 다만, 각자의 입맛에 맞게 몇 가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설정 작업은 대부분 

System Settings설정에서 할 수 있다(그림 2.8 참고). 애플리케이션 리스트에서 Settings설정 아이콘

을 연다.

2.3 그놈 3 데스크톱 사용하기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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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System Settings설정에서 데스크톱 설정을 변경한다.

그놈 3 데스크톱에 어울리는 설정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네트워크 구성 ─ 페도라 시스템에서도 시작 시 유선 네트워크 연결이 자동으로 구성된

다. 무선의 경우에는 무선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해야 할 것이다. 최상위 표

시줄(위 막대)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다. 네트워

크 구성에 대해서는 14장 ‘네트워크 관리하기’를 살펴보기 바란다.

 ■ 개인 설정 ─ 이 그룹의 각종 도구들은 데스크톱 배경(Background)을 변경할 때나 별도

의 온라인 계정(Online Accounts)을 사용하려고 할 때, 시스템에서 사용할 언어나 날짜 

및 시간 형식을 지역에 기반하여 설정할 때(Region and Language지역 및 언어), 화면을 잠글 때

(Screen사생활 보호) 사용한다. 배경을 변경하려면 System Settings설정를 열고 Background배경

를 선택한 다음, 마음에 드는 배경 그림(Wallpapers)을 선택한다. 배경 그림을 직접 추가

하려면 원하는 배경 그림을 Pictures그림 폴더에 넣은 다음, 배경 그림(Wallpapers) 상자를 

클릭하고 Pictures그림 폴더에서 해당 그림을 찾아 선택한다.

 ■ 블루투스 ─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에서는 이 장치를 켜서 다른 블루투스 장치

(가령, 블루투스 헤드폰 또는 블루투스 프린터)를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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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린터 ─ System Settings설정에서 프린터를 설정하기보다는 16장 ‘프린트 서버 구성하기’

에 설명된 CUPS 서비스 관련 프린터 설정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 소리 ─ Sound소리에서는 소리 입력 및 출력 장치를 조정할 수 있다.

2.3.3 그놈 3 데스크톱 확장하기

그놈 3에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짜증을 내지는 말지어다. 각종 익스텐션을 추가하여 원

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서다. 그리고 GNOME Tweak Tool을 사용하면 그놈 3의 고급 설

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

그놈 셸 익스텐션 사용하기

그놈 셸 익스텐션을 사용하면 그놈 데스크톱의 겉모습과 동작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그놈 

3 데스크톱에서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그놈 셸 익스텐션 사이트(http://extensions.

gnome.org)에 방문해 보자. 현재 시스템에 어떤 익스텐션이 설치되어 있는지, 어떤 익스텐션을 

설치할 수 있는지 사이트에서 직접 알 수 있다. 단, 이 사이트에서 그런 익스텐션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익스텐션 페이지에서는 어떤 익스텐션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놈 3 버전이 실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에 호환되는 익스텐션들만을 추려서 보여 준다. 그놈 2

의 기능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익스텐션이 많다. 이 가운데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Applications Menu ─ 애플리케이션 메뉴(Applications Menu)가 상단 패널에 추가된다. 

그놈 2와 비슷한 화면으로 꾸며진다.

 ■ Places Status Indicator ─ 시스템 상태 메뉴(Places Status Indicator)가 추가된다. 그놈 2

의 Places위치 메뉴와 비슷해져 시스템 내 유용한 폴더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 Window List ─ 실행 중인 창들의 리스트가 상단 패널에 추가된다. 그놈 2의 하단 패

널에 나타나는 창 리스트와 비슷한 모습이 된다.

익스텐션을 설치하려면 이름 옆의 ON 버튼을 선택한다. 또는 리스트에서 익스텐션 이름을 

클릭하여 익스텐션 페이지를 확인하고, 이 페이지에서 OFF 버튼을 ON으로 변경해도 된다. 

Install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및 설치가 진행된다. 설치된 익스텐션은 데스크톱에 추가된다.

그림 2.9에서는 Applications Menu(발 모양 그놈 아이콘), Window List(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의 

2.3 그놈 3 데스크톱 사용하기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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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을 보여 줌), Places Status Indicator(드롭다운 메뉴로 표시되는 폴더들) 익스텐션의 예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9  익스텐션은 그놈 3 데스크톱에 이런저런 기능을 추가한다.

사용할 수 있는 그놈 셸 익스텐션은 백여 가지가 넘는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추가되고 있다. 인

기가 높은 익스텐션들을 추려 보면 Notifications Alert(읽지 않은 메시지를 알려 줌), Presentation 

Mode(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을 때 화면 보호기가 동작하지 않도록 함), Music Integration(인기 있

는 음악 플레이어들을 그놈 3에 통합하여 현재 재생되는 곡 정보를 알려 줌) 등이 있다.

익스텐션 사이트는 시스템에 설치된 익스텐션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이지 상단에 있는 

Installed extensions 버튼을 클릭하면 설치된 전체 익스텐션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페이지에

서 익스텐션을 켜거나 끌 수도 있고 아예 삭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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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OME Tweak Tool 사용하기

일부 내장된 그놈 3 기능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GNOME Tweak Tool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많은 부분을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어서다. 단, 페도라 그놈 라이브 DVD로는 이 도

구가 기본으로 설치되지 않아 gnome-tweak-tool 패키지 설치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10장 ‘소프

트웨어 가져오기와 관리하기’에서 페도라의 소프트웨어 패키지 설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설치가 마무리되면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Advanced Settings 아이콘을 클릭하여 GNOME 

Tweak Tool기능 개선 도구을 시작할 수 있다. 우선 그놈 3에서 Desktop데스크톱 항목부터 변경해 보

자. 그림 2.10은 Tweak Tool기능 개선 도구에서 Appearance모양새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10  GNOME Tweak Tool기능 개선 도구로 데스크톱 설정을 변경한다.

글꼴이 너무 작아 보일 수도 있다. 글꼴의 크기를 늘리려면 Fonts글꼴 항목을 선택하고 Scaling 

Factor스케일 상수 상자 옆에 있는 + 기호를 클릭한다. 아니면 문서, 창 제목, 모노스페이스 글꼴 

등에 따로따로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

Top Bar최상위 표시줄 설정을 살펴보자. 최상위 표시줄(위 막대)에 시계 정보를 어떻게 표시할지 또

는 주 단위 번호를 달력에 함께 표시할지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데스크톱의 모양을 변경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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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Appearance모양새 항목을 선택하고 드롭다운 상자에서 Icons아이콘 테마와 GTK+ 테마를 변경

한다.

2.3.4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시작하기

페도라 그놈 3 데스크톱 라이브 DVD에는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멋진 애플리케이션들이 함

께 제공된다. 그놈 3를 기본적인 데스크톱으로 사용하려면 하드 디스크에 설치해 두고 필요한 

애플리케이션(가령, 워드 프로세서, 이미지 에디터, 이미지 생성용 애플리케이션 등)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시작해 보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앞으로 몇 절에 걸쳐 다룰 멋진 애플리케이션부터 사용

해 보기 바란다.

노틸러스로 파일과 폴더 다루기

파일이나 폴더의 이동, 복사, 이름 변경 등 그놈 3의 전반적인 파일/폴더 관리에는 노틸러

스(Nautilus) 파일 관리자가 제격이다. 노틸러스는 그놈 데스크톱의 기본 파일 관리자로서 

Windows 시스템이나 맥의 파일 관리자와 비슷하게 동작한다.

노틸러스는 그놈 Dash대시보드나 애플리케이션 리스트에서 Files파일 아이콘을 클릭하면 실행된다. 

현재 사용자 계정의 폴더 밑으로 일반적인 콘텐츠, 즉 Music음악, Pictures그림, Videos비디오 등

이 노틸러스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폴더 위치다. 이들 폴더를 담고 있는 디렉터리가 이른바 홈

(Home) 디렉터리다. 그림 2.11은 홈 디렉터리에서 열린 노틸러스의 예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이나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한 파일을 저장해야 할 때 이들 폴더

에 차곡차곡 정리해 둘 수 있다. 얼마든지 새로운 폴더를 만들 수도 있고, 기존 파일이나 폴더

를 끌어다 놓거나 이동하고 삭제할 수도 있다.

노틸러스나 다른 컴퓨터 시스템에서 흔히 사용되는 파일 관리자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끌어다 놓기, 폴더 다루기 등 세세한 것까지 언급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다만, 노

틸러스를 사용할 때 분명하지 않은 몇 가지 조작 방법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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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노틸러스 창에서 파일과 폴더를 관리할 수 있다.

 ■ 홈 폴더 ─ 홈 폴더에서 만든 파일이나 폴더는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파일시

스템의 다른 부분에는 일반 사용자로서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다.

 ■ 파일시스템 구조 ─ 홈 폴더가 Home이라는 폴더 밑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로는 파일시스템에서 /home 폴더 밑에 사용자명으로 된 이름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

면 /home/liveuser 또는 /home/chris 등이다. 다음 몇 장에서는 파일시스템의 구조를, 

특히 리눅스 명령 셸과 연결 지어 다룰 것이다.

 ■ 파일과 폴더 다루기 ─ 파일이나 폴더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그 

상황에서 어떤 조작들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가령, 복사, 자르기, 휴지통으로 이

동(삭제), 열기 등을 선택할 수 있다.

 ■ 폴더 만들기 ─ 폴더를 새로 만들려면 폴더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New Folder새 폴더를 선택한다. 하이라이트된 Untitled Folder이름 없는 폴더에 만들 폴더의 이

름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른다.

 ■ 원격 콘텐츠에 액세스하기 ─ 노틸러스는 로컬 파일시스템뿐만 아니라 원격 서버의 콘

텐츠까지 표시할 수 있다. 노틸러스의 파일 메뉴에서 Connect to Server서버에 연결를 선

택하고 SSH(보안 셸)나 FTP 로그인, 공개 FTP, Windows 공유, WebDav(HTTP), 보

안 WebDav(HTTPS) 등으로 원격 서버에 연결한다. 올바른 사용자 및 암호 정보를 입

력하면 원격 서버의 콘텐츠가 노틸러스 창에 등장한다. 그림 2.12는 SSH 프로토콜

(ssh://192.168.0.138)로 접속한 원격 서버의 폴더들을 보여 준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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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소프트웨어 설치하기와 관리하기

페도라 라이브 데스크톱에는 웹 브라우저(파이어폭스)와 파일 관리자(노틸러스)를 비롯해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함께 제공된다. 다만, 라이브 DVD의 용량 때문에 유용한 

애플리케이션들 모두가 함께 제공되지는 않는다. 라이브 페도라 워크스테이션을 하드 디스크

에 설치(관련 내용은 9장에서)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로 다른 소프트웨어가 더 

필요해질 수 있다.

  노트  

라이브 미디어를 실행하고 있더라도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볼 수는 있다. 다만, 라이브 미디어에서는 쓰기가 가

능한 공간으로 가상 메모리(RAM)를 사용하므로 공간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시스템 재시작 이후에는 그 전의 

내용이 모두 사라지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페도라는 설치될 때 인터넷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방대한 페도라 소프트웨어 보관소

(repository)에 연결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구성된다. 이후에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소프

트웨어 추가/제거 도구를 통해 수천 가지 페도라 패키지를 제한 없이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수 

있다.

그림 2.12  노틸러스에서는 Connect to Server서버에 연결 기능으로 원격 서버에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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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도라에서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전반적인 과정은 10장 ‘소프트웨어 가져오기와 관리하기’

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기능을 잘 모르더라도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설

치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 그럼 시작은 어느 곳일까?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Software소프트

웨어를 열어 보자.

Software소프트웨어가 열리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검색(찾기 상자에서 소프트웨어 이름을 입력)하

거나 카테고리에서 직접 골라 설치할 수 있다. 카테고리 안에는 하위 카테고리별로 패키지들

이 정렬되어 있고, 각 하위 카테고리에서 대표적인 패키지들이 맨 위쪽에 노출되어 있다. 그림 

2.13은 패키지의 이름이나 설명에 adventure가 들어가는 경우를 검색한 결과다.

검색 결과에 등장하는 패키지의 설명 부분도 읽어 보고 설치할 패키지를 결정했다면 Install설

치을 과감히 클릭한다. 이 패키지 및 이 패키지와 관련된 종속 패키지 모두가 다운로드되고 설

치될 것이다.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하여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데스크톱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여러모로 편리해진다. 10장에서는 소프트웨어 보관소를 어떻게 추가하는지, 그리고 페

도라나 RHEL에서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기 위한 rpm 명령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상세

히 설명하고 있다.

그림 2.13  방대한 페도라 보관소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수 있다.

리듬박스로 음악 즐기기

Rhythmbox리듬박스는 페도라 그놈 라이브 데스크톱과 함께 제공되는 음악 플레이어다. 그놈 3 

Dash대시보드에서 실행할 수 있는 리듬박스는, 음악 CD나 팟캐스트,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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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재생할 수도 있다. WAV나 Ogg Vorbis 형태의 오디오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고, 플러그

인을 추가하여 MP3를 비롯한 다양한 오디오 형식을 다룰 수도 있다.

그림 2.14는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가져와 음악을 재생하고 있는 리듬박스의 예다.

그림 2.14  Rhythmbox리듬박스로 음악, 팟캐스트, 인터넷 라디오를 즐길 수 있다.

다음은 리듬박스를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다.

 ■ Radio라디오 ─ Library라이브러리에서 Radio라디오를 더블클릭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라디

오 방송국 리스트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다.

 ■ Podcast팟캐스트 ─ 인터넷에서 팟캐스트를 검색하여 흥미를 끄는 팟캐스트의 URL을 

찾는다. Podcasts팟캐스트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New Podcast Feed를 

선택한다. 해당 URL을 입력하거나 붙여넣기를 하고 Add를 클릭한다. 해당 팟캐스트

가 오른쪽에 나타나면 듣고 싶은 한 가지를 더블클릭한다.

 ■ 오디오 CD ─ 오디오 CD를 삽입하고 리듬박스에서 Play를 클릭한다. 리듬박스로 리핑

이나 굽기도 할 수 있다.

 ■ 오디오 파일 ─ 리듬박스는 WAV, Ogg Vorbis 파일 등을 재생할 수 있다. MP3를 비롯

한 다양한 오디오 형식은 해당 플러그인을 설치하여 재생할 수 있다. MP3 형식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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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특허 문제 때문에 페도라에는 MP3 재생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리눅스 

배포판의 저장소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구하는 방법은 10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앨범 커버 이미지를 가져오고 아티스트와 음악 정보를 보여 주거나 각종 음악 서비스(Last.fm, 

Magnatune 등) 지원을 추가하고 가사를 불러오는 등의 작업도 리듬박스용 플러그인으로 할 수 

있다.

2.3.5 그놈 3 데스크톱 중지하기

그놈 3를 종료하려면 최상위 표시줄(위 막대)의 오른쪽에 있는 아래쪽 화살표 버튼을 선택한

다. 그곳에서 On/Off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아웃, 중지, 로그인하지 않고 다른 사용자 계정으

로 전환 등을 선택할 수 있다.

2.4 그놈 2 데스크톱 사용하기
RHEL 6 전체에 적용된 기본 데스크톱인 그놈 2는 인지도가 높고 안정적이지만 다소 지루하

기도 하다.

그놈 2 데스크톱에서는 좀 더 표준적인 메뉴와 패널, 아이콘, 작업 공간 등을 제공한다. 

RHEL 6 이전 또는 페도라/우분투 배포판 구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놈 2 데스크톱 환경을 

이미 접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 절에서는 그놈 2 여행을 떠나 보자. 그와 더불어 그놈 2를 더욱 예쁘게 단장하는 방법도 

살펴볼 것이다. 최근 출시되는 그놈에는 3D 효과(‘AIGLX로 3D 효과 추가하기’ 참고) 등의 고급 기

능이 포함되고 사용성이 한층 더 개선되어 제공된다. 이 또한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그놈 데스크톱을 사용하려면 먼저 다음 구성 요소에 익숙해져야 한다.

 ■ 메타시티(Metacity, 창 관리자) ─ 메타시티(Metacity)는 그놈 2용 기본 창 관리자다. 메타시

티의 테마와 창 테두리를 비롯한 각종 컨트롤은 구성 옵션으로 제어할 수 있다.

 ■ 컴피즈(Compiz, 창 관리자) ─ 컴피즈 창 관리자를 적용하면 그놈 데스크톱에서 3D 효과

를 누릴 수 있다.

 ■ 노틸러스(Nautilus, 파일 관리자/그래픽 셸) ─ 데스크톱에서 Home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는 

등 폴더를 열게 되면 노틸러스가 열리고 선택된 폴더의 내용물이 화면에 나타난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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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스는 다른 형식의 내용물, 가령 네트워크에 있는 Windows 컴퓨터의 공유 폴더도 

화면에 보여 줄 수 있다(이때 사용되는 것이 SMB다).

 ■ 그놈 패널(애플리케이션/작업 실행 아이콘) ─ 화면에서 상단 및 하단에 자리하고 있는 패널

들은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편리하게 시작하도록 하거나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

션을 관리하고 가상 데스크톱을 동시에 여러 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

춰졌다. 기본 설정을 정리해 보면, 상단 패널에는 메뉴 버튼(Applications프로그램, Places위치, 

System시스템),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실행 아이콘(Evolution 이메일 애플리케이션, Firefox 웹 

브라우저), 작업 공간 바꾸기(가상 데스크톱 관리용), 시계 등이 자리하고 있다. 소프트웨

어 업데이트가 감지되었거나 SELinux에서 어떤 문제를 감지했을 때 이 상단 패널에 아

이콘이 등장하기도 한다. 하단 패널에는 Show Desktop데스크톱 보기 버튼, 창 리스트, 휴지

통, 작업 공간 바꾸기 등이 자리한다.

 ■ 데스크톱 영역 ─ 사용하는 창과 아이콘들이 가지런히 배열되는 데스크톱 영역에서는 

애플리케이션 간 끌어다 놓기라든가 데스크톱 메뉴(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등장

함), 애플리케이션 시작 아이콘 등을 지원한다. 컴퓨터 모양의 아이콘은 CD 드라이브, 

플로피 드라이브, 파일시스템, 공유 네트워크 리소스 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놈에는 데스크톱을 이렇게 저렇게 구성할 수 있는 일련의 Preferences기본 설정가 제공된다. 이 

창에서 배경 그림이나 색상, 글꼴, 키보드 바로 가기 등 데스크톱의 겉모습이나 동작 방식과 

관련된 이모저모를 변경할 수 있다. 그림 2.15에서는 처음 로그인했을 때 만나게 되는 그놈 2 

데스크톱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화면에 몇 가지 창이 보이는 그림 2.15는 RHEL에서 볼 수 있

는 예다. 다음 절에서는 그놈 2 데스크톱의 이모저모를 상세히 언급할 것이다.

2.4.1 메타시티 창 관리자 사용하기

메타시티(Metacity) 창 관리자는 그 단순함 때문에 그놈의 기본 창 관리자로 낙점을 받은 것 같

다. 메타시티의 개발자는 메타시티를 “어른스럽고 무미건조한 창 관리자”로 부르면서 다른 창 

관리자들을 죄다 형형색색의 설탕 덩어리 시리얼로 빗대고는 했다. 메타시티는 시리얼로 치자

면 치리오(Cheerios)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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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  

3D 효과를 사용하려면 이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컴피즈(Compiz) 창 관리자가 최선이다. 메타시티로는 많은 것

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작업 효율성이 메타시티의 유일한 소득이다). 메타시티로도 새로운 테마를 적용하거나 색상

을 변경하는 등 창을 여기저기 꾸밀 수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테마 자체가 매우 적다. 한 가지 다행은 지금도 

테마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인 메타시티 기능들 가운데 흥미를 끄는 것은 키보드 바로 가기와 작업 공간 바꾸기다. 표 2.1에 메타시

티 창 관리자를 주무를 수 있는 키보드 바로 가기들을 정리했다.

그림 2.15  그놈 2 데스크톱 환경

 표 2.1  키보드 바로 가기

동작 키 입력

팝업 아이콘 없이 뒤로 순환 Alt + Shift + Esc

패널 사이를 뒤로 순환 Alt + Ctrl + Shift + Tab

닫기 메뉴 Esc

물론, 다른 바로 가기도 사용할 수 있다. System시스템  Preferences기본 설정  Keyboard 

Shortcuts키보드 바로 가기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바로 가기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 Run프로그램 실행 대화상자 ─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입력하여 데스크톱에서 곧장 시작하

게 하려면 Alt+F2를 누른다. 이때 나타나는 대화상자에서 해당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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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누르면 된다. 예를 들어, gedit를 입력하면 간단한 그래픽 기반 텍스트 에디터가 실

행된다.

 ■ Lock Screen화면 잠그기 ─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화

면을 기웃대지 않게 하려면 Ctrl+Alt+L을 누른다. 작업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암호를 입

력해야 한다.

 ■ Show Main Menu주 메뉴 보기 ─ Applications프로그램, Places위치, System시스템 메뉴 등에서 애

플리케이션을 열려면 Alt+F1을 누른다. 이제 위쪽,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 애플리케이

션을 선택하든가 오른쪽, 왼쪽 방향키를 눌러 다른 메뉴로 이동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할 수 있다.

 ■ Print Screen화면 인쇄 ─ 키보드에서 Print Screen 키를 누르면 데스크톱 전체를 사진 찍

을 수 있다. Alt+Print Screen을 누르면 현재 창만 사진 찍힌다.

흥미로운 메타시티 기능을 하나 더 살펴보자. 바로 작업 공간 바꾸기(Workspace Switcher)다. 그

놈 2 패널의 Workspace Switcher작업 공간 바꾸기에는 모두 네 개의 가상 작업 공간이 제공된다. 작

업 공간 바꾸기로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다.

 ■ 현재 작업 공간 선택하기 ─ 작업 공간 바꾸기에는 모두 네 개의 가상 작업 공간이 제공

된다. 이들 중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하면 현재 작업 공간으로 전환된다.

 ■ 창을 다른 작업 공간으로 이동하기 ─ 어떤 창이든 작업 공간에는 아주 작은 사각형으로 

표현되는데, 이들 중 하나를 클릭하고 다른 작업 공간으로 끌어다 놓는다. 마찬가지로 

창 리스트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을 끌어다 다른 작업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

 ■ 작업 공간 추가하기 ─ 작업 공간 바꾸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Preferences기본 설정를 클릭한다. (최대 32개까지) 작업 공간을 추가할 수 있다.

 ■ 작업 공간에 이름 붙이기 ─ 작업 공간 바꾸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Preferences기본 설정를 클릭한다. 작업 공간 이름 상자에서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한다.

메타시티의 각종 컨트롤이나 설정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하려면 gconf-editor설정 편집기를 사용한

다(터미널에서 gconf-editor를 입력한다). gconf-editor에서조차도 자신이 각종 설정 내용을 변경하

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그놈 2의 설정 변경 기능을 통

해 데스크톱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 다만, 메타시티의 각종 기능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분을 

확인할 때는 gconf-editor도 좋은 대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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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onf-editor설정 편집기에서 apps  metacity를 클릭하고 general, global_keybindings, 

keybindings_commands, window_keybindings, workspace_names를 선택한다. 여기서 키를 

클릭하면 해당 키의 값, 간이 설명, 세부 설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4.2 그놈의 모양 변경하기

그놈 데스크톱의 전반적인 모습은 System시스템  Preferences기본 설정  Appearance모양새를 클릭

하면 변경할 수 있다. Appearance Preferences모양새 기본 설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탭은 모두 세 가

지다.

 ■ Theme테마 ─ 데스크톱의 색상이나 아이콘, 글꼴 등을 변경하는 테마 전체를 그놈 2에

서 사용할 수 있다. 그놈 데스크톱과 함께 제공되는 일부 테마들은 이 탭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른 테마를 가져오려면 Get more themes online온라인에서 테마를 더 가져옴을 클릭한다.

 ■ Background배경 ─ 데스크톱의 배경을 변경하려면 이 탭에 제공되는 배경 리스트에서 

선택한다. 배경을 선택한 즉시 데스크톱에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배경을 

시스템에 추가할 수도 있다(Get more backgrounds online온라인에서 배경을 더 가져옴을 클릭해서 다운

로드한 배경들은 대개 Pictures그림 폴더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Add추가를 클릭하고 Pictures
그림 폴더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한다.

 ■ Fonts글꼴 ─ 애플리케이션, 문서, 데스크톱, 창 제목 표시줄 등에 서로 다른 글꼴을 선

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2.4.3 그놈 패널 사용하기

그놈 패널은 그놈 데스크톱의 상단과 하단에 제공된다. 패널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할 

수도 있고(버튼이나 메뉴로부터), 현재 어떤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으며, 시

스템의 실행 과정을 모니터할 수도 있다. 물론, 상단 및 하단 패널을 여러 가지로 변경할 수도 

있다. 일례로 애플리케이션이나 모니터를 추가하고, 패널의 위치나 동작 방식을 변경하면 패널

의 모습이 변경된다.

상단이든 하단이든 패널의 빈 공간을 아무 곳이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다. 그림 

2.16은 상단 패널 메뉴의 한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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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그놈 패널 메뉴

그놈의 Panel패널 메뉴에서 다양한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메뉴 사용하기

 ■ 데스크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 도구 대부분이 Applications
프로그램 메뉴에 등장한다.

 ■ Places위치 메뉴로는 여러 위치들, 가령 Desktop바탕 화면 폴더나 홈 폴더, 이동식 미디

어, 네트워크 위치 등으로 갈 수 있다.

 ■ System시스템 메뉴로는 그놈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시

스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 Add to Panel패널에 추가 ─ 애플릿, 메뉴, 실행 아이콘(launcher), 서랍(drawer), 버튼 등을 

추가할 수 있다.

 ■ Properties속성 ─ 패널의 위치, 크기, 배경 속성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Delete This Panel이 패널 삭제 ─ 현재 패널을 삭제할 수 있다.

 ■ New Panel새 패널 ─ 스타일이나 위치가 다른 새 패널을 데스크톱에 추가할 수 있다.

패널 항목들을 다룰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항목 옮기기 ─ 패널의 항목을 옮기려면 해당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

고 Move옮기기를 선택한 다음, 새로운 위치로 끌어다 놓는다.

 ■ 항목의 크기 조정하기 ─ 창 리스트 등 일부 요소들은 그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가령, 

가장자리를 클릭하고 끌어다 놓으면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창 리스트 사용하기 ─ 데스크톱에서 실행되고 있는 작업들은 창 리스트에 나타난다. 

최소화/최대화할 작업을 클릭한다.

다음 절에서는 그놈 패널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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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메뉴와 System 메뉴 사용하기

패널에서 Applications프로그램를 클릭하면 선택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 도구들이 

카테고리별로 분류되어 나타난다. 실행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을 여기서 클릭하면 된다. 애플리

케이션을 패널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메뉴 항목을 추가하려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패널로 끌

어다 놓는다.

그놈 2 메뉴에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 메뉴 이름이나 마우스 오른

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Edit Menus메뉴 편집를 선택한다. Applications프로그램이나 System시스템 메뉴

와 관련된 메뉴를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는 창이 열리게 된다.

애플릿 추가하기

작은 애플리케이션이라 불리는 애플릿(applet)을 그놈 패널에서 실행할 수 있다. 이런 애플릿들

은 실시간 정보를 보여 주기도 하고 단순히 재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어떤 애플릿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들 중 하나를 골라 패널에 추가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른다.

1. 패널에서 빈 공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패널 메뉴가 나타나도록 한다.

2. Add to Panel패널에 추가을 클릭한다. Add to Panel패널에 추가이 나타난다.

3. 시계나 사전 찾기, 증권 투자, 날씨 알림 등 마음에 드는 애플릿 하나를 고른다. 고른 애플릿

이 패널에 나타나면 사용할 준비가 된 것이다.

그림 2.17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눈동자, 시스템 정보, 날씨 알림, 터미널, 물고기가 패널에 추

가된 예다.

그림 2.17  패널에 애플릿을 추가하면 한결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설치된 애플릿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권 투자 애플릿의 Preferences속성를 선택하면 관심 있게 지켜볼 주식을 추가할 수

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식을 삭제할 수도 있다. 설치된 애플릿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는 애플릿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Move옮기기를 선택한다. 원하는 자리로 애플릿

을 밀어 놓고 클릭하면 그 위치에 고정된다.

애플릿을 패널에서 제거하려면 애플릿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Remove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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리눅스.indb   63 2016. 8. 24.   오후 9:39



Panel패널에서 제거을 선택한다. 패널에 더 이상 애플릿을 추가할 공간이 없을 때는 화면 다른 부

분에 새 패널을 추가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패널 추가하기

상단 및 하단 패널로도 애플릿을 담을 공간이 부족할 때는 새 패널을 추가할 수 있다. 그놈 

2 데스크톱의 패널은 여러 개가 지원되므로 상단과 하단뿐만 아니라 화면의 양옆에도 패널을 

둘 수 있다. 패널을 추가하려면 다음 과정을 따른다.

1. 패널의 빈 공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다. Panel패널 메뉴가 등장한다.

2. New Panel새 패널을 클릭한다. 새로운 패널이 화면 한쪽 옆에 등장한다.

3. 새로 추가된 패널에서 빈 공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Properties속성를 선택한다.

4. Panel Properties패널 속성에서 Orientation방향을 선택한다(Top위, Bottom아래, Left왼쪽, Right오른쪽).

추가한 패널에는 기본 패널처럼 애플릿이나 애플리케이션 런처를 둘 수 있다. 패널을 삭제하려

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Delete This Panel이 패널 삭제을 선택한다.

애플리케이션 실행 아이콘 추가하기

패널에는 기본적으로 웹 브라우저와 몇 가지 생산성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아이콘들이 줄

지어 있다. 여기에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을 추가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다. 새 애플

리케이션 실행 아이콘을 추가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른다.

1. 패널에서 빈 공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다.

2. 등장하는 메뉴에서 Add to Panel패널에 추가  Application Launcher프로그램 실행 아이콘을 클

릭한다. Applications프로그램 및 System시스템 메뉴에 분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카

테고리별로 똑같이 나타난다.

3.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찾아 Add추가를 클릭한다. 추가된 애플리케이션의 아이콘이 패널

에 나타난다.

추가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려면 단순히 아이콘만을 클릭한다.

실행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이 메뉴에 제공되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이 실행 아이콘을 직접 만

들어 추가할 수도 있다. 

1. 패널에서 빈 공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다.

2. Add to Panel패널에 추가  Custom Application Launcher사용자 지정 프로그램 실행 아이콘  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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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를 클릭한다. Create Launcher실행 아이콘 만들기가 나타난다.

3. 추가하려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다음 정보를 제공한다.

 ■ Type종류 ─ Application프로그램(일반적인 GUI 애플리케이션) 또는 Application in 

Terminal터미널에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추가할 애플리케이션이 문자 기반이거나 ncurses 

기반(ncurses 라이브러리로 제작된 애플리케이션. 터미널에서 실행되지만 GUI 애플리케이션

처럼 마우스와 키보드 컨트롤에 특화되었다)이라면 Application in Terminal터미널에 프로그램

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Name이름 ─ 애플리케이션을 구별할 이름을 입력한다(이 이름이 마우스 포인터를 아이

콘 위로 가져갔을 때 툴팁(풍선 도움말) 형태로 나타난다).

 ■ Command명령어 ─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커맨드라인을 입력한다. 단, 전체 경로를 

입력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옵션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 Comment설명 ─ 애플리케이션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설명을 입력한다. 

이름과 마찬가지로 툴팁에 표시된다.

4. 아이콘 상자를 클릭한다(현재는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음에 드는 아이콘을 선

택하고 Open열기을 클릭한다. 다른 곳에서 다른 아이콘을 선택할 수도 있다.

5. OK확인를 클릭한다.

추가한 애플리케이션이 패널에 등장한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애플리케이션이 시작된다.

  노트  

애플리케이션을 나타내는 아이콘들은 /usr/share/pixmaps 디렉터리에 제공된다. 이들 아이콘은 .png 또는 

.xpm 형식이다. 마음에 드는 아이콘이 없다면 (두 형식 중 하나로) 직접 만들어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해도 된다.

Drawer서랍 추가하기

Drawer서랍란 메뉴나 애플릿, 실행 아이콘 등 다른 아이콘들을 표시할 수 있는 아이콘을 말한

다. 단, 동작 방식은 패널과 닮았다. 기본적으로 패널에 넣을 수 있는 항목이라면 서랍에도 넣

을 수 있다. 그놈 패널에 서랍을 추가하면 여러 애플릿과 실행 아이콘을 하나의 아이콘으로 

통합할 수 있다. 서랍을 클릭하면 실제 서랍에서 물건을 꺼내듯 애플릿과 실행 아이콘을 꺼내 

사용할 수 있다.

패널에 서랍을 추가하려면 패널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Add to Panel패널에 추

가  Drawer서랍를 선택한다. 추가된 서랍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패널에 애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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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실행 아이콘을 추가하는 것처럼 똑같이 필요한 대로 추가할 수 있다. 서랍 아이콘을 다

시 클릭하면 서랍이 닫힌다.

그림 2.18  그놈 2 패널에서 서랍에 실행 아이콘이나 애플릿 추가하기

패널 속성 변경하기

데스크톱 패널의 방향, 크기, 숨기기 방식, 배경 등 각종 속성을 변경할 수 있다. Panel 

Properties패널 속성를 열려면 패널의 빈 공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Properties속성

를 선택한다. 패널 속성에서는 다음 값들을 변경할 수 있다.

 ■ Orientation방향 ─ 패널을 다른 위치로 옮긴다. 새 위치를 클릭하면 된다.

 ■ Size크기 ─ 패널의 크기를 선택한다. 높이는 픽셀 단위로 정하면 된다(기본은 48픽셀).

 ■ Expand늘리기 ─ 이 확인란을 선택하면 패널이 양 끝까지 확장된다. 체크 표시를 하지 

않으면 현재 애플릿들이 담길 만큼까지만 표시된다.

 ■ AutoHide자동 숨기기 ─ 패널이 자동으로 숨겨지도록 할지 선택한다(마우스 포인터가 패널 영

역에 들어올 때만 패널이 나타난다).

 ■ Show Hide buttons숨기기 단추 표시 ─ 패널 한쪽 끝에 숨기기 버튼을 표시할지 선택한다

 ■ Arrows on hide buttons숨기기 단추 위에 화살표 ─ Show Hide Buttons숨기기 단추 표시를 선택했다

면 이 버튼에 화살표를 표시할지 말지도 선택할 수 있다.

 ■ Background배경 ─ Background배경 탭에서는 패널의 배경에 색상이나 픽셀 이미지를 넣

을 수도 있고, 그냥 기본(현재 시스템 테마)으로 둘 수도 있다. 배경에 쓸 이미지를 선택

하려면 Background Image배경 그림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 /usr/share/backgrounds/tiles 

디렉터리에서 타일 이미지를 고를 수 있다.

  팁  

나는 AutoHide자동 숨기기 기능을 켜두고 Hide숨기기 버튼을 끈다. 그래야 데스크톱이 조금 더 넓어지기 때문이다. 

패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패널이 있는 영역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면 그뿐이다. 이런 동작 방식에서는 

Hide숨기기 버튼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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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AIGLX로 3D 효과 추가하기

최근에는 우분투나 오픈수세(openSUSE), 페도라에서 AIGLX(http://http://fedoraproject.org/wiki/
RenderingProject/aiglx)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AIGLX(Accelerated Indirect GLX) 프로젝트의 목적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데스크톱 시스템

에 3D 효과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메사(Mesa, http://www.mesa3d.org) 오픈 소스 

OpenGL을 사용하여 OpenGL(http://opengl.org) 가속 효과를 구현했다.

현재 AIGLX는 비디오 카드 지원도 제한적이고 적용할 수 있는 3D 효과도 몇 가지 되지 않는

다. 다만, 3D 효과란 이런 것이다랄 수 있는 통찰력을 보여 주고 있기도 하다.

비디오 카드의 종류가 올바로 감지되어 적절하게 구성만 된다면 Desktop Effects데스크탑 효과 기능

을 활성화하여 지금까지 구현된 각종 효과를 직접 맛볼 수 있다. Desktop Effects데스크탑 효과 기

능을 활성화하려면 System시스템  Preferences기본 설정  Desktop Effects데스크탑 효과를 클릭한다. 데

스크탑 효과에서 Compiz를 선택한다(Compiz가 없다면 compiz 패키지를 설치해야 한다).

Compiz는 다음과 같이 활성화한다.

 ■ Starts Compiz ─ 현재 창 관리자를 중지하고 Compiz 창 관리자를 시작한다.

 ■ Enables the Windows Wobble When Moved effect이동시 윈도우 요동 효과 ─ 창의 제목 표

시줄을 클릭하여 다른 곳으로 끌어다 놓을 때 창이 요동친다. 데스크톱에서 열리는 메

뉴나 다른 항목들도 마찬가지다.

 ■ Enables the Workspaces on a Cube effect정육면체에 작업 공간 보이기 효과 ─ 창을 화면의 왼

쪽이나 오른쪽 가장자리로 끌고 가면 데스크톱이 정육면체가 회전하는 모습을 보인

다. 정육면체의 한 면 한 면이 작업 공간인 것이다. 이제 원하는 작업 공간에 창을 놓

으면 된다. 하단 패널의 Workspace Switcher작업 공간 전환를 클릭해도 동일한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Alt+Tab을 누르면 또 다른 멋진 데스크톱 효과를 발견할 수 있는데, 실행 중인 모든 창이 섬네

일로 표현되고 창 하나씩 차례로 하이라이트된다.

그림 2.19는 AIGLX가 활성화된 Compiz 데스크톱의 한 예다. 그림에서는 웹 브라우저 윈도우

가 한 작업 공간에서 다른 작업 공간으로 옮겨질 때 정육면체 모양으로 회전하는 장면을 보여 

주고 있다.

이제 3D AIGLX 데스크톱에서 누릴 수 있는 흥미로운 몇 가지 효과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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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AIGLX 데스크톱 효과를 적용하면 작업 공간을 회전할 수 있다.

 ■ 정육면체 회전하기 ─ Ctrl+Alt를 누른 채 왼쪽이나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정육면체 

형태의 데스크톱이 다음 작업 공간으로 회전한다.

 ■ 천천히 정육면체 회전하기 ─ Ctrl+Alt를 누른 채 마우스 왼쪽 버튼도 클릭한 상태로 마

우스를 화면 이곳저곳으로 움직이면, 정육면체 형태의 데스크톱이 마우스를 따라 천천

히 회전한다.

 ■ 창 크기 조절하기와 분리하기 ─ 데스크톱에 이런저런 창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면 

Ctrl+Alt를 누른 채 위쪽 방향키를 누른다. 창들이 줄어들어 데스크톱과 분리된다. 계

속해서 Ctrl+Alt를 누른 채 방향키들을 누르면 특정 창만이 하이라이트되고 방향키에

서 손가락을 떼면 하이라이트되었던 창이 표면으로 올라온다.

 ■ 다음 창으로 건너뛰는 Tab 키 ─ Alt 키를 누른 채 Tab 키를 누르면 실행 중인 모든 창

이 화면 중앙에 가지런히 표시된다. 이때 현재 창이 정중앙에 하이라이트된다. Alt 키

를 누른 상태에서 Tab 또는 Shift+Tab을 반복하여 누를 때마다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며 창을 훑는다. 키를 놓을 때 창이 하이라이트된다.

 ■ 작업 공간 크기 조절하기와 분리하기 ─ Ctrl+Alt를 누른 채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면 작

업 공간을 축소한 이미지가 화면 가운데 가로로 표시된다. Ctrl+Al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이나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작업 공간 사이를 누비게 된다. 키를 놓을 때 작업 

공간이 하이라이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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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창을 다음 작업 공간으로 보내기 ─ Ctrl+Alt+Shift를 누른 채 왼쪽이나 오른쪽 방

향키를 누르면 다음 작업 공간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현재 데스크톱에 등장한다.

 ■ 창 밀기 ─ 마우스 왼쪽 버튼을 창 제목 표시줄 위에서 클릭한 채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면 그때마다 누른 만큼 창이 화면에서 밀린다.

요동치는 창이나 회전하는 정육면체가 슬슬 지겨워지면 AIGLX 3D 효과를 과감히 끄고 메타

시티가 적용된 데스크톱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System시스템  Preferences기본 설정  Desktop 

Effects데스크탑 효과를 다시 클릭하고 Enable Desktop Effects 버튼을 해제한다.

시스템에 장착된 비디오 카드가 리눅스의 지원을 받는 모델이더라도 Desktop Effects데스크탑  

효과를 적용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럴 때는 X 서버가 올바로 시작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etc/X11/xorg.conf 파일이 올바로 구성되었는지를 꼼꼼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Module 섹션의 dri와 glx 항목이 로드되었는지 확인하고, 파일에서 어느 부분에라도 다음과 

같이 extensions 섹션을 추가해야 한다(대개 파일의 끝부분에 둔다).

Section "extensions"
 Option "Composite"
EndSection

추가해야 할 옵션이 한 가지 더 있다. 다음 행을 /etc/X11/xorg.conf 파일의 Device 섹션에 추

가한다.

Option "XAANoOffscreenPixmaps"

XAANoOffscreenPixmaps 옵션을 추가하면 성능이 향상된다. /var/log/Xorg.log 파일을 들여

다보고 DRI 및 AIGLX 기능이 올바로 시작되었는지 확인하면 된다. 로그 파일의 메시지를 분

석하면 다른 문제를 디버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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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리
그놈(GNOME) 데스크톱 환경은 페도라와 RHEL을 비롯한 여러 리눅스 시스템에서 기본 데스

크톱 환경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현대적이고 우아한 그놈 3 데스크톱(현재 페도라와 RHEL 7

에 사용됨)은 오늘날 수많은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인터페이스와 어울리도록 

디자인되었다. 그놈 2 데스크톱(RHEL 6에서 사용됨)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데스크톱 경험을 제

공하고 있다.

그놈 말고도 인기 있고 쓸 만한 데스크톱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 그놈보다 더욱 다양한 멋진 

기능을 제공하는 KDE(K Desktop Environment)도 많이 사용되며, 특히 몇몇 리눅스 배포판에서

는 기본으로 제공된다. 넷북이나 라이브 DVD 배포판에 사용되기도 하는 LXDE나 Xfce 데스

크톱도 나쁘지 않은 대안이다.

지금까지 리눅스 데스크톱을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훨

씬 더 전문적인 관리자용 인터페이스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다. 3장에서는 리눅스의 

커맨드라인 셸 인터페이스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2.6 실습 과제
다음 실습 과제들로 그놈 데스크톱 사용 능력에 대해 점검하기 바란다. 여기에 소개하는 과제

들은 그놈 2.x(RHEL 6.x까지)나 그놈 3.x(페도라 16 이후, 우분투 11.10 이후 등)를 가리지 않고 적용

되는 것들이다. 만약 과제 수행에 문제가 있다면, 부록 B를 참고하기 바란다.

1. 리눅스 시스템에 그놈 2나 그놈 3 데스크톱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자. 시스템을 시

작하고 그놈 데스크톱으로 로그인하라.

2.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를 시작하고 그놈 홈페이지(http://gnome.org)에 접속하라.

3. 그놈 아트 사이트(http://gnome-look.org/)에서 마음에 드는 배경을 골라 Pictures그림 폴더

에 다운로드한 뒤 데스크톱 배경으로 설정하라.

4. 노틸러스 파일 관리자 창을 시작하고 이 창을 두 번째 작업 공간으로 옮겨라.

5. 데스크톱 배경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어느 곳에 다운로드했는지 확인하고 이 이미지를 

이미지 뷰어로 열어라.

6. 파이어폭스와 노틸러스 파일 관리자를 서로 다른 작업 공간에서 실행하고, 이 두 작업 

공간으로 번갈아 이동하라.

CHAPTER 2  완벽한 리눅스 데스크톱 만들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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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스템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들의 리스트를 열고 그중에서 이미지 뷰어를 선택하라. 

키 입력과 마우스 클릭을 최소로 하여 과제를 수행하라.

8. 현재 작업 공간의 창 보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은 보기로 전환하라. 그리고 다른 

창을 선택하여 현재 윈도우로 지정하라.

9. 데스크톱에서 키보드만을 사용하여 음악 연주기를 시작하라.

10. 사용 중인 데스크톱을 사진 찍되(화면 캡처), 키 입력으로만 수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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