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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갱신번호 1.1 

 

 

본 문서는 FreeBSD Documentation Project 에서 발행하는 FreeBSD Handbook 을 번역한 것으로 

2004 년 8 월 7 일자 수정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FreeBSD Handbook 은 지속적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본 문서의 발간 이후에 갱신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CVS Repository 를 조회하여 해당일 

이후에 갱신된 내용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표지에 표시되는 날짜와 문서갱신번호는 이 

문서의 갱신상태를 나타냅니다. 날짜는 번역의 대상이 되는 오리지날 핸드북의 최종 수정일자를 표시

하며, 문서갱신번호는 문서에 수정이 있을 때 증가하므로 사용자가 이 문서의 갱신상태를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문서는 이영옥이 관리, 배포하므로 내용에 오탈자 및 오역이 발견될 경우엔 

역자에게 알려주어 수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FreeBSD Handbook”의 저작권은 “FreeBSD Documentation Project”에 있으며, 번역물인 “한글 

FreeBSD 핸드북”의 저작권은 이영옥(Young-oak Lee)에게 있습니다. 

 

 
본 문서는 재 배포가 가능하며, 상업적인 용도로 인쇄물 등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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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장 서버 업데이트 
 

19.1 개요 

FreeBSD 는 릴리즈 사이에서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 최신 기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최신 개발버전으로 시스템을 동기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쉬운 메커니즘이 있다.   

 

최신 기술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번 장에서는 개발 중인 시스템을 사용할 

것인지 릴리즈된 버전 중 하나를 사용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번 장을 읽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다: 

 

 두 개발 분기의 차이점: FreeBSD-STABLE과 FreeBSD-CURRENT. 

 CVSup, CVS 또는 CTM으로 시스템 업데이트하기  

 make world로 전체 기본시스템을 다시 빌드해서 설치하는 방법  

 

이번 장을 읽기 전에 다음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를 정확히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24장). 

 추가적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4장) 

 

 

 

19.2 FreeBSD-CURRENT 대 FreeBSD-STABLE 

FreeBSD 에는 두 개의 개발 분기가 있다: FreeBSD-CURRENT 와 FreeBSD-STABLE. 이 

섹션은 각각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시스템을 각각의 트리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FreeBSD-CURRENT 를 처음에 설명하고 FreeBSD-STABLE 를 설명한다.  

 

 

19.2.1 FreeBSD를 현재 버전으로 유지하기 

 
본 문서는 재 배포가 가능하며, 상업적인 용도로 인쇄물 등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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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게 되면 FreeBSD-CURRENT 가 가장 최근에 개발된 FreeBSD 버전임을 알게 

된다. FreeBSD-CURRENT 유저는 가장 고난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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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새로운 FreeBSD 유저라면 CURRENT 를 

설치하기 전에 다시 생각해 본다.  

 

 

19.2.1.1 FreeBSD-CURRENT는 무엇인가? 

FreeBSD-CURRENT 는 가장 최근에 작업한 FreeBSD 소스다. 이것은 진행 중이며 

실험적인 설정과 다음 정식 릴리즈에 추가하거나 추가하지 않을 수 있는 과도기적인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다. 많은 FreeBSD 개발자들이 FreeBSD-CURRENT 소스 코드를 

메일 컴파일 하지만 소스가 빌드되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런 문제는 가능한 신속히 

해결되지만 FreeBSD-CURRENT 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거나 간절히 원하던 기능이 

소스코드를 받는 순간 문제가 될 수 있다. 

 

 

19.2.1.2 FreeBSD-CURRENT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FreeBSD-CURRENT 는 3 가지의 주된 관심을 가진 그룹에 유용하다: 

 

① 소스 트리의 일부에서 활동하는 FreeBSD 그룹의 맴버와 절대적으로 "current"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 

 

② 가능한 FreeBSD-CURRENT를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 문제 해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FreeBSD 테스터 그룹 멤버. 패치에 특정 설정을 적용하려고 하거나 

FreeBSD의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려는 사람. 

 

③ 단지 눈으로 확인하거나 참고적인 목적으로 current 소스를 사용하려는 사람(다시 

말해 사용하지 않고 읽으려는). 이들은 종종 코드에 대해 충고하거나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19.2.1.3 FreeBSD-CURRENT에서 안 되는 것은? 

 
본 문서는 재 배포가 가능하며, 상업적인 용도로 인쇄물 등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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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새로운 기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용해 보려고 처음으로 새로운 릴리즈를 

사용한다. 새로운 기능을 원해서 처음으로 사용해 본다는 의미는 새로운 버그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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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버그를 수정하는 빠른 방법. 제공된 버전의 FreeBSD-CURRENT는 버그를 

수정하기 위해 새로운 버그를 소개하는 것과 같다. 

 

③ 어째든 "공식적으로 지원된다". FreeBSD-CURRENT 그룹의 3가지 규정 중 하나에 

맞게 우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단순히 기술 지원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이 의미는 단순히 하루에 수백 개의 질문에 

답변하려고 FreeBSD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질문과 메시지 중 

FreeBSD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19.2.1.4 FreeBSD-CURRENT 사용하기 

① freebsd-current와(http://lists.freebsd.org/mailman/listinfo/freebsd-current) cvs-

all 리스트에(http://lists.freebsd.org/mailman/listinfo/cvs-all) 등록한다. 이것은 

괜찮은 아이디어가 아니고 기본이다. freebsd-current 리스트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current 시스템에 대해 논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찾아놓은 해결책을 볼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에 중요한 

빌드를 실수하게 된다. 

  

cvs-all 리스트에서 적절한 정보에 따라 가능한 효과적으로 변경된 각각의 로그 

엔트리를 볼 수 있다.  

 

이들 리스트나 다른 리스트에 가입하려면 

http://lists.FreeBSD.org/mailman/listinfo에서 가입하고 싶은 리스트를 선택한다. 

나머지 과정에 대한 설명도 그곳에서 볼 수 있다. 

  

 
본 문서는 재 배포가 가능하며, 상업적인 용도로 인쇄물 등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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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FreeBSD 미러 사이트에서(http://www.freebsd.org/doc/en_US.ISO8859-

1/books/handbook/mirrors.html) 소스를 받는다.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사용한다: 

 

a. /usr/share/examples/cvsup 에서 찾을 수 있는 standard-supfile 파일로 

cvsup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전체 소스를 한번에 받거나 변경된 것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권장하는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은 cron 으로 cvsup 을 

수행하여 소스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한다. 위의 샘플 supfile 을 수정하여 

환경에 맞게 cvsup 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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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인터넷 연결 상태가 좋지 않다면(가격이 비싸거나 메일만 된다면) CTM 

기능을 사용한다. CTM은 옵션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깨진 파일을 

받을 수도 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CTM을 

좀처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9600 bps 모뎀이나 더 빠른 회선을 가지고 

있다면 CVSup 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③ 사용해 보려고 소스를 받는다면 특정 부분만 선택하지 않고 FreeBSD-CURRENT 

전체를 받는다. 소스의 다양한 부분은 업데이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부분만 

컴파일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FreeBSD-CURRENT 를 컴파일하기 전에 /usr/src 에 있는 Makefile 를 주의 깊게 

읽어본다. 최소한 업그레이드 과정 중 새로운 커널을 설치하고 전체를(build the 

world) 빌드해야 된다. FreeBSD-CURRENT 메일링 리스트를 읽고 

/usr/src/UPDATING 으로 다음 릴리즈에 포함하려는 다른 부트스트랩 프로시저를 

업데이트한다.  

 

 

19.2.2 FreeBSD를 stable 로 유지하기 

 

19.2.2.1 FreeBSD-STABLE은 무엇인가? 

FreeBSD-STABLE 는 공식적인 릴리즈가 만들어지는 우리의 개발 분기다. 아직도 개발되고 

있지만 언젠가 FreeBSD-STABLE 소스는 특정 목적에 적당하거나 적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것은 단지 엔지니어용으로 개발중인 것 중 하나고 최종 사용자를 위한 

리소스는 아니다.  

 

 

19.2.2.2 FreeBSD-STABLE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여러분이 FreeBSD 개발 프로세스를 따르거나 특히 다음 FreeBSD 릴리즈에 기여하기를 

원하면 FreeBSD-STABLE 사용에 대해 고려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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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문제도 FreeBSD-STABLE 분기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보안 문제로 FreeBSD-

STABLE 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FreeBSD를 위한 모든 보안 권고가 릴리즈에 영향을[1] 

미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하기 때문에 단지 보안문제로 전제 개발 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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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한다면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변경을 가져오게 된다.  

 

[1]: 위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FreeBSD의 예전 릴리지를 영원히 지원하지는 않지만 

이들 릴리즈를 여러해 동안 지원해왔다. 예전 FreeBSD 릴리즈의 현재 보안 정책을 완벽

히 설명한 http://www.FreeBSD.org/security/를 본다. 

 

FreeBSD-STABLE 분기가 항상 컴파일되고 운용되도록 노력했지만 아직은 완벽하게 

보장하지 못한다. 게다가 코드가 FreeBSD-STABLE 에 포함되기 전에 FreeBSD-

CURRENT 에서 개발되었지만 FreeBSD-CURRENT 보다 FreeBSD-STABLE 를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FreeBSD-CURRENT 에서 발생하지 않던 버그가 FreeBSD-

STABLE 에서 종종 발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무턱대고 FreeBSD-STABLE 을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하고 여러분의 

개발환경에서 철저히 테스트하지 않고 서버를 FreeBSD-STABLE 로 업데이트하지 않는다. 

  

STABLE 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장 최근의 FreeBSD 릴리즈를 사용하고, 릴리즈에서 

릴리즈로 업데이트할 때 바이너리 업데이트 메커니즘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19.2.2.3 FreeBSD-STABLE 사용하기 

 

① freebsd-stable 리스트에(http://lists.freebsd.org/mailman/listinfo/freebsd-stable) 

가입한다. FreeBSD-STABLE이나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빌드 의존성 관련 정보를 이곳에서 얻을 수 있다. 개발자들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변경이나 업데이트를 계획할 때 제안된 변경에 대한 유저들의 응답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메일링 리스트에 공고할 수 있다.  

 

cvs-all 리스트에서 적절한 정보에 따라 가능한 효과적으로 변경된 각각의 로그 

엔트리를 볼 수 있다.  

 

이들 리스트나 다른 리스트에 가입하려면 

http://lists.FreeBSD.org/mailman/listinfo에서 가입하고 싶은 리스트를 선택한다. 

나머지 과정에 대한 설명도 그곳에서 볼 수 있다. 

 

 
본 문서는 재 배포가 가능하며, 상업적인 용도로 인쇄물 등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번역물의 저작권은 역자에게만 있습니다. 

Korea FreeBSD Users Group             - 6 -                http://www.kr.FreeBSD.org/ 

②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하고 stable로 가능한 유지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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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p://snapshots.jp.FreeBSD.org/pub/FreeBSD/snapshots/에서 분기의 가장 최근 

스냅샷을 받아서 다른 릴리즈처럼 설치한다. 미러 

사이트에서(http://www.freebsd.org/doc/en_US.ISO8859-

1/books/handbook/mirrors.html) 가장 최근의 FreeBSD-STABLE 릴리즈를 

설치하고 다음 지시에 따라 가장 최근의 FreeBSD-STABLE 코드로 업데이트해도 

된다.  

 

이전 릴리즈의 FreeBSD를 사용하고 소스를 통해 업그레이드하려면 FreeBSD 미러 

사이트를 통해 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다음 두 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a. /usr/share/examples/cvsup 에서 찾을 수 있는 standard-supfile 파일로 

cvsup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전체 소스를 한번에 받거나 변경된 것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권장하는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은 cron 으로 cvsup 을 

수행하여 소스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한다. 위의 샘플 supfile 을 수정하여 환경에 

맞도록 cvsup 를 설정한다.  

 

b. CTM을 사용한다. 인터넷 회선이 빠르지 않고 비싸다면 시도해 볼만한 

방법이다. 

 

③ 기본적으로 필요할 때 즉시 소스에 접근할 수 있고 통신 대역폭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면 cvsup이나 ftp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CTM을 사용한다.  

 

④ FreeBSD-STABLE를 컴파일하기 전에 /usr/src에있는 Makefile를 주의 깊게 읽어 

본다. 최소한 업그레이드 과정 중에 새로운 커널을 설치하고 세상 만들기를 해야 

된다. FreeBSD-STABLE 메일링 리스트를 읽고 /usr/src/UPDATING으로 다음 

릴리즈에 포함하려는 다른 부트스트랩 프로시저를 업데이트한다.  

 

 

 

19.3 소스 동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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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BSD 프로젝트 소스 중 특정 영역이나 관심 있는 모든 영역의 소스를 인터넷으로(또는 

email) 업데이트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주로 우리가 서비스하는 것은 익명 

CVS(http://www.freebsd.org/doc/en_US.ISO8859-1/books/handbook/anoncvs.html), 

CVSup(http://www.freebsd.org/doc/en_US.ISO8859-1/books/handbook/cvsu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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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CTM(http://www.freebsd.org/doc/en_US.ISO8859-

1/books/handbook/ctm.html)이다.  

 

주의: 소스 트리 중 특정 부분만 업데이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유일하게 지원되는 

업데이트 프로시저는 전체 트리를 업데이트하고 유저 기반과(다시 말해 /bin 과 

/sbin 에서 운용중인 모든 유저 프로그램) 커널 소스를 다시 컴파일하는 것이다. 

소스 트리 중 특정 부분, 커널 또는 유저 기반 프로그램만 업데이트하면 종종 

문제가 발생된다. 이들 문제는 컴파일 에러에서부터 커널 패닉이나 데이터 손실 

등이 발생한다. 

 

익명 CVS와 CVSup는 pull 모델의 소스 업데이트를 사용한다. 이러한 경우 CVSup은 

유저가 cvsup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cvsupd 서버와 연동하여 파일을 업데이트한다. 

업데이트에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원할 때만 업데이트해도 된다. 관심 있는 특정 

파일이나 디렉터리만 업데이트할 수 있다. 어떤 파일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업데이트하는가에 따라 업데이트는 서버에 부하를 유발한다. CVSup은 원격 CVS 

저장소에서 변경된 디렉터리를 정확히 받아오도록 단지 CVS를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익명 

CVS는 CVSup 보다 더 간단하다. CVSup이 더 효과적이지만 익명 CVS가 사용하기 쉽다.  

 

반면 CTM은 마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전체 소스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스를 비교하지 

않는다. 대신 마지막으로 실행된 이후부터 변경된 파일을 확인하는 스크립트가 마스터 CTM 

머신에서 하루에 여러 번씩 실행되어 변경된 것을 압축한 후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고 

메일로(출력할 수 있는 ASCII 기 때문에) 보내기 위해 암호화한다.   

이들 CTM 데이터를 받은 뒤 자동으로 암호를 풀고 변경된 것을 유저 소스에 복사, 적용, 

확인하는 ctm_rmail(1) 유틸리티에게 넘긴다. 이 프로세스는 CVSup 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pull 모델이 아닌 push 모델이기 때문에 서버 자원을 적게 사용한다.  

 

물론 또 다른 차이가 있다. 부주의하게 데이터를 처리하였다면 CVSup은 손상이 있는 

부분을 감지하여 다시 빌드한다. CTM은 이런 기능이 없고 소스 트리에서 특정 부분을 

지웠다면(백업하지 않고) 단순히 삭제한 비트를 다시 동기화하기 위해 CTM이나 익명 

CVS로 다시 빌드해야 된다.  

 

 

 

19.4 make world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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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소스 트리를 FreeBSD 의 특정 버전에(FreeBSD-STABLE, FreeBSD-CURREN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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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도록 동기화했다면 시스템을 다시 빌드하기 위해 소스 트리를 사용할 수 있다. 

 

백업: make world 하기 전에 시스템을 백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world 를(다음의 지시를 따른다면) 다시 빌드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실수를 

했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시스템이 부팅하지 못한다. 

 

백업을 하고 부팅 플로피를 만든다. 이 플로피를 사용할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것이 낮다.  

 

적당한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한다: 기본적으로 FreeBSD-STABLE 과 FreeBSD-

CURRENT 분기는 개발 중이다. FreeBSD 에 공헌하는 사람들도 종종 실수를 

유발하기도 한다.  

 

가끔 이런 실수는 대수롭지 않게 시스템에 진단 메시지를 출력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니면 변경된 것이 큰 문제를 유발하여 시스템이 부팅하지 못하거나 

파일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다(최악의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문제를 설명하고 어떤 시스템과 관련 있는지 적절한 

메일링 리스트에 경고 메시지가 붙는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경고 

해제 발표가 난다.  

 

FreeBSD-STABLE 이나 FreeBSD-CURRENT 를 유지하면서 FreeBSD-STABLE 또는 

FreeBSD-CURRENT 메일링 리스트를 읽지 않는다면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19.4.1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일반적인 방법 

시스템을 업데이트 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른다: 

 

# make buildworld 

# make buildkernel 

# make installkernel 

# reb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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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 유저모드로(예를 들면 로더 프롬프트에서 boot –s 를 사용) 부팅한 후 다음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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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한다: 

 

# mergemaster -p 

# make installworld 

# mergemaster 

# reboot 

 

더 자세한 설명: 위에서 설명한 순서는 시스템 업데이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짧게 

요약한 내용이다. 그러나 각 단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단계를 읽고 

특히 사용자 커널 설정을 사용한다면 완벽히 이해해야 된다. 

 

 

19.4.2 /usr/src/UPDATING을 읽는다 

시작하기 전에 /usr/src/UPDATING을(또는 언제나 소스 코드에서 복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파일) 읽는다. 이 파일은 발생하게 될 문제나 특정 명령을 실행하는 순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UPDATING 이 이 글과 약간 모순된다면 UPDATING 을 따른다.  

 

중요: UPDATING 을 읽는다고 이전에 설명한 정확한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되는 것이 

아니다. 두 가지 필수사항은 배타적이 아닌 상호 보완적이다. 

 

 

19.4.3 /etc/make.conf 체크 

/etc/defaults/make.conf 와 /etc/make.conf 를 확인한다. 첫 번째 파일에는 기본 정의 몇 

가지가 있다; 대부분은 주석처리 되어 있다. 소스에서 시스템을 다시 빌드할 때 이들 

정의를 사용하려면 /etc/make.conf 에 추가한다. /etc/make.conf 에 추가하는 모든 것은 

make 를 실행할 때마다 사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시스템에 설정해두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관리자는 /etc/defaults/make.conf 에서 CFLAGS 와 NOPROFILE 라인을 

/etc/make.conf 에 복사하여 주석을 푼다. 

  

다른 정의를(COPTFLAGS, NOPORTDOCS 등) 확인해서 필요한 것인지 결정한다.  

 

 
본 문서는 재 배포가 가능하며, 상업적인 용도로 인쇄물 등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번역물의 저작권은 역자에게만 있습니다. 

Korea FreeBSD Users Group             - 10 -                http://www.kr.FreeBSD.org/

 



 

한글 FreeBSD 핸드북
이영옥 <rick@rickinc.com> 역

19.4.4 /etc 파일 업데이트 

/etc 디렉터리는 시스템이 시작될 때 사용되는 스크립트와 시스템 설정 정보의 중요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들 스크립트 중 몇 개는 FreeBSD 버전에 따라 변경된다.  

 

또한 설정파일 중 몇 가지, 특히 /etc/group 과 같은 파일은 시스템이 하루하루 운용되는 

동안 사용된다.  

 

"make world"를 설치하는 동안 특정 유저이름과 그룹이 있어야 될 때 문제가 발생되어 

왔다. 업데이트할 때 이들 유저나 그룹이 존재하지 않다면 문제가 된다. 

  

최근의 사례는 smmsp 유저가 추가되었을 때다. mtree(8)가 /var/spool/clientmqueue 를 

생성하려고 할 때 설치 과정이 실패했었다.  

 

해결방법은 /usr/src/etc/group 를 확인해서 여기에 나열된 그룹과 여러분의 그룹을 

비교한다. 여러분의 파일에 없는 그룹이 새로운 파일에 있다면 이것을 복사한다. 또한 

/etc/group 에서 /usr/src/etc/group 과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GID 를 가지고 있는 그룹은 

이름을 바꾼다.  

 

4.6-RELEASE 부터 world 를 빌드하기 이전 모드에서 -p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mergemaster(8)을 실행할 수 있다. 이것은 buildworld 나 installworld 를 성공시키는데 필수 

적인 파일만 비교한다. 이전 버전의 mergemaster 가 -p 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처음 실행할 

때 소스 트리에서 새로운 버전을 사용한다: 

 

# cd /usr/src/usr.sbin/mergemaster 

# ./mergemaster.sh -p 

 

Tip: 특히 걱정된다면 이름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려는 파일이 어느 그룹인지 

확인한다:  

 

# find / -group GID -print 

  

위 명령은 그룹 GID 의(그룹 이름이나 숫자로 된 그룹 ID) 모든 파일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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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 유저모드에서 시스템을 컴파일 하려고 할 것이다. 시스템을 다시 설치하려면 모든 

표준 시스템 바이너리, 라이브러리, 파일 등을 포함하여 수많은 시스템 파일을 다루기 

때문에 싱글 유저모드에서 빠르게 컴파일 할 수 있다. 운용중인 시스템에서(특히 그 시간에 

작업하는 유저가 있다면) 이런 컴파일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시스템 컴파일은 멀티 유저모드에서 수행하고 설치는 싱글 유저모드에서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을 원한다면 단순히 빌드가 끝날 때까지 다음 단계를 따른다. 

installkernel 이나 installworld 를 해야 될 때 싱글 유저모드로 변경한다. 

  

슈퍼유저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한다: 

 

# shutdown now 

 

위 명령으로 운영중인 시스템에서 싱글 유저모드로 들어간다.  

 

다른 방법은 시스템을 재 부팅하고 부트 프롬프트에서 -s 플래그를 입력해도 된다. 

시스템이 싱글 유저모드로 부팅하면 쉘 프롬프트에서 다음 명령을 수행한다: 

 

# fsck -p 

# mount -u / 

# mount -a -t ufs 

# swapon -a 

 

위 명령은 파일시스템을 체크해서 읽기 쓰기로 /를 다시 마운트한 후 /etc/fstab 에 있는 

다른 UFS 파일시스템을 마운트하고 스왑을 켠다.  

 

 

Note: CMOS 시간이 GMT가(date(1) 명령의 출력이 정확한 시간이나 위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아닌 로컬 시간으로 설정되어있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해야 될 

것이다: 

 

# adjkerntz -i 

 

이 명령은 로컬 시간을 정확하게 설정한다; 정확하지 않은 시간은 나중에 문제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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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usr/obj 삭제 

빌드된 시스템의 일부는 /usr/obj 디렉터리에(기본적으로) 저장된다. 이 디렉터리는 

/usr/src 의 복사본이다.  

  

이 디렉터리를 삭제하여 "make world"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고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usr/obj 의 어떤 파일은 먼저 삭제해야 되는 삭제방지 플래그가 설정되어있다(더 많은 

정보는 chflags(1)을 본다). 

 

# cd /usr/obj 

# chflags -R noschg * 

# rm -rf * 

 

 

19.4.7 소스를 다시 컴파일하기 

 

19.4.7.1 출력 저장 

make(1)을 실행하면서 생긴 출력을 다른 파일에 저장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에러 메시지를 복사할 수 있다. 어떤 문제인지 진단할 때 직접 도움이 안되더라도 

FreeBSD 메일링 리스트에 문제를 게시한다면 도움이 된다. 

 

출력을 저장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모든 출력을 저장할 파일 이름을 script(1) 명령에 

지정해서 사용한다. world 를 다시 빌드하기 전에 빨리 script(1) 명령을 실행하고 진행이 

끝나면 exit 를 입력한다.  

 

# script /var/tmp/mw.out 

Script started, output file is /var/tmp/mw.out    

# make TARGET 

... compile, compile, compile ...      

# exit 

Script d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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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출력을 /tmp 에 저장하지 않는다. 이 디렉터리는 다음에 재 부팅할 때 

정리되기 때문이다. 더 좋은 장소는 /var/tmp(이전의 예제처럼) 또는 root 의 홈 디렉터리에 

저장한다.  

 

 

19.4.6.2 기본 시스템 컴파일하기 

/usr/src 디렉터리로 이동한다: 

 

# cd /usr/src 

 

(물론 소스 코드가 다른 곳에 있다면 소스 코드가 있는 디렉터리로 변경한다) 

 

world 를 다시 빌드하려면 make(1) 명령을 사용한다. 이 명령은 FreeBSD 를 어떻게 다시 

빌드해야 되는지 빌드되는 순서 등이 설명된 Makefile 의 설정을 읽는다.  

 

입력할 일반적인 명령어 라인 형식은 다음과 같다: 

 

# make -x -DVARIABLE arget t

 

이 예제에서 -x 는 make(1)에 적용하는 옵션이다. 적용할 수 있는 옵션 예제는 make(1) 

매뉴얼 페이지를 본다.  

 

-DVARIABLE 은 Makefile 에 적용하는 변수고 Makefile 의 동작은 이들 변수로 제어된다. 

이들은 /etc/make.conf 에 지정하는 변수와 같고 설정하는 다른 방법을 제공한다.  

 

# make -DNOPROFILE target 

 

위 명령은 빌드하지 말아야 되는 라이브러리 프로필을 지정하는 다른 방법이고 

/etc/make.conf 의 다음 라인과 일치한다. 

 

NOPROFILE=    true     #    Avoid compiling profiled libraries 

 

target 은 make(1)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준다. 각 Makefile 에 다른 여러 타겟을 

지정하고 어떤 타겟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정한다.  

 
본 문서는 재 배포가 가능하며, 상업적인 용도로 인쇄물 등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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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타겟은 Makefile 에 나열되어 있지만 실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시스템이 세부 

단계를 다시 빌드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로 빠져 나가도록 빌드 프로세스가 사용한다.  

 

대부분 make(1)에 매개변수를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명령은 다음과 비슷하다: 

 

# make target 

 

FreeBSD 버전 2.2.5 부터(실제로 FreeBSD-CURRENT 분기에서 최초로 만들어졌고 

FreeBSD-STABLE 2.2.2 와 2.2.5 사이에서 적용되었다) world 타겟은 두 개로 나눠졌다: 

buildworld 와 installworld. 

 

이름이 암시하듯 buildworld 는 /usr/obj 에 새로운 트리를 완벽히 빌드하고 installworld 는 

현재 머신에 이 트리를 설치한다.  

 

이것은 2 가지 이유 때문에 매우 유용한다. 첫째 운영중인 시스템의 어떠한 컴포넌트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빌드를 안전하게 한다. 멀티 유저모드로 운영중인 머신에서 신경 쓰지 

않고 buildworld 를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installworld 부분은 싱글 

유저모드에서 실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두 번째로 네트워크에 있는 여러 머신을 NFS 마운트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A, B 와 C 

3 대의 머신을 업그레이드한다면 A 에서 make buildworld 와 make installworld 를 실행한다. 

B 와 C 는 /usr/src 와 /usr/obj 를 A 에서 NFS 로 마운트하고 make installworld 를 실행해서 

빌드 결과를 B 와 C에 설치한다. 

  

world 타켓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  

 

다음 명령을 실행한다: 

 

# make buildworld 

 

그리고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하는 –j 옵션을 make 에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 개의 CPU 가 있을 때 아주 유용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컴파일과정이 CPU 역할 

보다는 IO 절차가 많기 때문에 CPU가 하나만 있는 머신에서도 유용하다.  

 

전형적으로 CPU 가 하나만 있는 머신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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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j4 buildworld 

 

make(1)은 한번에 4 개의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메일링 리스트에 있는 경험적인 증거로 위 

명령이 보통 최고의 성능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신에 여러 개의 CPU가 있다면 SMP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커널로 6 에서 10 사이의 값을 

사용하여 얼마나 속도가 증가하는지 확인한다.  

 

이것은 아직도 실험적이어서 소스 트리가 이 기능으로 종종 깨질 수 있다. 이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world 를 컴파일 하는데 실패했다면 문제를 메일링 리스트에 올리기 전에 이 

매개변수 없이 다시 시도한다. 

 

 

19.4.7.3 빌드 시간 

여러 가지 요인이 빌드 시간에 영향을 주지만 어떤 트릭이나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 

500Mhz 펜티엄 III 와 128MB의 메모리로 FreeBSD-STABLE 트리를 빌드하는데 대략 

2 시간이 걸린다. FreeBSD-CURRENT 트리는 약간 더 걸린다. 

 

 

19.4.8 새로운 커널 컴파일과 설치 

새로운 시스템을 완벽히 적용하려면 커널을 다시 컴파일한다. 이것은 특정 메모리 구조가 

변경되기 때문에 특히 필요하고 ps(1)와 top(1)같은 프로그램은 커널과 소스 코드 버전이 

같아질 때까지 작동하지 않는다. 

  

커널을 다시 컴파일하는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은 GENERIC 기반 커널에서 빌드하고 

설치한다. GENERIC 은 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시스템을 싱글 

유저모드로 다시 부팅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추가해야 된다. 새로운 시스템이 정확히 

동작하는지 테스트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GENERIC 으로 부팅해서 시스템이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일반 커널 설정파일에 새로운 커널을 빌드할 수 있다.  

 

현대 버전의 FreeBSD 에서 새로운 커널을 빌드하기 전에 world 를 빌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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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 /usr/src 

# make buildkernel KERNCONF=MYKERNEL 

# make installkernel KERNCONF=MYKERNEL 

 

FreeBSD 4.2 또는 예전 버전에서는 KERNCONF= 를 KERNEL=로 변경해야 된다. 

4.2-STABLE 은 2001 년 2 월 이전에 패치 되어서 KERNCONF=를 인식하지 못한다.  

 

kern.securelevel 을 1 이상으로 올렸고 커널 바이너리에 noshchg 이나 비슷한 플래그를 

설정하였다면 싱글 유저모드에서 installkernel 을 사용해야 된다. 플래그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이들 명령을 멀티 유저모드에서 문제 없이 수행할 수 있다. kern.securelevel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init(8)를 그리고 다양한 파일 플래그는 chflags(1)를 확인한다. 

  

FreeBSD 4.0 이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면 예전 커널 빌드 프로시저를 사용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명령어 라인을 사용하는 새로운 버전의 config(8)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usr/obj/usr/src/usr.sbin/config/config KERNELNAME 

 

 

19.4.8 싱글 유저모드로 재 부팅 

새로운 커널이 동작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싱글 유저모드로 재 부팅한다. 싱글 유저모드로 

부팅하는 방법은 19.4.5 의 지시를 따른다.  

 

 

19.4.9 새로운 시스템 바이너리 설치 

make buildworld 를 실행하여 최신 버전의 FreeBSD 로 빌드하였다면 새로운 시스템 

바이너리 설치는 installworld 를 사용한다. 

  

다음 명령을 실행한다: 

 

# cd /usr/src 

# make install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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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make buildworld 명령어 라인에 옵션을 지정했다면 make installworld 명령어 

라인에도 같은 옵션을 지정해야 된다. 다른 옵션을 지정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j 는 installworld 에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음 명령을 사용했다면: 

 

# make -DNOPROFILE buildworld 

 

설치할 때도 같은 옵션을 사용한다: 

 

# make -DNOPROFILE installworld 

 

그렇지 않으면 make buildworld 하는 동안 빌드하지 않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려고 

한다. 

 

 

19.4.10 make world 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파일 업데이트 

world 를 다시 만드는 것은 새로 생성되거나 변경된 설정파일과 특정 디렉터리를(특히 /etc, 

/var 과 /usr) 업데이트하지 않는다.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들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mergemaster(8)을 사용한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던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etc 를 백업한다.  

 

 

19.4.11.1 mergemaster 

mergemaster(8) 유틸리티는 /etc 디렉터리에 있는 여러분의 설정파일과 소스 트리에 있는 

/usr/src/etc 에서 설정파일의 차이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는 본 쉘 스크립트이다. 이것은 

이런 위치에 있는 시스템 설정파일을 소스 트리로 업데이트하는데 권장하는 솔루션이다.  

 

mergemaster 는 3.3-릴리즈와 3.4-릴리즈 사이에 FreeBSD 기본 시스템에 통합되었다. 이 

의미는 3.3 이후의 모든 -STABLE 과 –CURRENT 시스템에 이 유틸리티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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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gemaster 은 / 아래에 일시적인 root 환경을 빌드하고 다양한 시스템 설정파일을 

이곳에 놓는다. 이들 파일은 현재 시스템에 설치되어있는 것과 비교된다. 여기서 

추가되거나 수정된 라인은 + 표시로 -는 완전히 삭제됐거나 새로운 라인으로 대체되어 

차이가 있는 파일을 diff(1) 포맷으로 보여준다. diff(1) 구문과 파일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매뉴얼 페이지를 참고한다.  

 

mergemaster(8)은 변경된 각 파일을 보여주고 여기서 새로운 파일 삭제(임시 파일이라고 

한),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파일 설치, 현재 설치된 파일과 임시 파일 합병 또는 

diff(1) 결과를 다시 볼 수 있는 옵션을 보여준다.  

 

/etc/hosts 파일 비교화면 

 

 

임시 파일 삭제를 선택하면 mergemaster(8)에게 변경되지 않은 현재 파일을 유지하고 

새로운 버전을 삭제하도록 한다. 이 선택은 현재 파일을 변경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권장하지 않는다. ?를 입력하여 mergemaster(8) 프롬프트에서 언제라도 도움말을 볼 수 

있다. 유저가 파일 건너뛰기를 선택했다면 모든 파일이 처리된 후 다시 나타난다.  

 

도움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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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지 않은 임시 파일을 설치하도록 선택하면 현재 파일을 새로운 것으로 바꾼다. 

파일을 수정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여 새로운 파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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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합병을 선택하면 텍스트 에디터에 양쪽 파일의 내용이 나타난다. 스크린 양쪽의 

파일을 보면서 합병할 수 있고 양쪽에서 일부분을 선택하여 새로운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 

파일을 양쪽에서 비교할 때 l 키는 왼쪽 내용을 r 키는 오른쪽 내용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출력되는 내용은 양쪽 파일을 조합한 것으로 설치될 파일이다. 이 선택은 유저가 설정을 

변경한 파일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diff(1) 결과를 다시 보겠다고 선택하면 mergemaster(8)은 선택할 옵션을 보여 줄 때처럼 

파일의 차이를 보여준다.  

 

mergemaster(8)는 시스템 파일의 변경을 끝낸 후 다른 옵션을 보여준다. megemaster(8)은 

패스워드 파일을 다시 빌드할 것인지 그리고 FreeBSD 5.0 이전 버전을 운용한다면 

MAKEDEV(8)을 실행할 것인지 문의하고 임시 파일을 삭제하는 옵션을 보여주고 끝난다.  

 

mergemaster 끝내기 

 

 

 

19.4.11.2 수동 업데이트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은 /usr/src/etc 파일을 /etc 로 복사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 

파일 중 몇 개는 "설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usr/src/etc 디렉터리는 /etc 디렉터리의 

복사본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etc 에만 있고 /usr/src/etc 에 없는 파일이 있다.  

 

mergemaster(8)을 사용한다면 다음 섹션까지 건너뛸 수 있다.  

 

업데이트를 수동으로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파일을 새로운 디렉터리에 설치하고 

차이점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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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디렉터리 백업: 이론상 이 디렉터리의 어떤 것도 자동으로 건드리지 않게 되어 

있지만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etc 디렉터리를 다음 명령으로 안전한 

곳으로 복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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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 -Rp /etc /etc.old 

 

-R 은 서브 디렉터리까지 복사 -p 은 파일 변경시간과 소유자의 정보를 유지한다.  

 

새로운 /etc 와 다른 파일을 설치할 임시 디렉터리가 필요하다. /var/tmp/root 가 적당하고 

이 디렉터리에 수많은 서브 디렉터리가 존재하게 된다.  

 

# mkdir /var/tmp/root 

# cd /usr/src/etc 

# make DESTDIR=/var/tmp/root distrib-dirs distribution 

 

위 명령은 필요한 디렉터리 구조를 빌드하고 파일을 설치한다. /var/tmp/root 아래에 생성된 

수많은 서브 디렉터리 중 비어있는 디렉터리는 삭제해야 된다. 삭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음 명령을 사용한다: 

 

# cd /var/tmp/root 

# find -d . -type d | xargs rmdir 2>/dev/null 

 

이 명령은 비어있는 모든 디렉터리를 삭제한다(이 디렉터리들이 비어있지 않다는 경고를 

막기 위해 표준 에러는 /dev/null 로 리다이랙트 한다) 

 

/var/tmp/root 는 이제 / 아래의 적당한 위치에 놓을 모든 파일을 포함한다. 이제 이들 

파일에서 이전 파일과의 차이점을 확인한다. 

 

/var/tmp/root 에 설치될 어떤 파일은 "."으로 시작되는 파일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을 작성할 

때 다른 파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파일은 /var/tmp/root 와 /var/tmp/root/root 에 

있는 쉘 시작 파일뿐 이다. ls -a 로 이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diff(1)로 두 파일을 비교하는 것이다: 

 

# diff /etc/shells /var/tmp/root/etc/sh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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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령은 /etc/shells 파일과 새로운 /var/tmp/root/etc/shells 파일을 비교해서 차이점을 

보여준다. 변경한 것을 합병하거나 새로운 파일로 덮어쓰기를 결정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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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root 디렉터리(/var/tmp/root) 이름에 변경 시간을 포함해서 양쪽 버전의 차이점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world 를 다시 빌드한다는 의미는 /etc 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찮은 일이 될 수 있다.  

 

/etc 에 합병하여 마지막으로 변경된 파일 세트의 복사본으로 이 절차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다음 프로시저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① 일반적으로 world를 만든다. /etc와 다른 디렉터리를 업데이트할 때 현재 날짜가 

반영된 이름으로 타겟 디렉터리를 생성한다.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1998년 2월 

14일은 다음과 같다: 

 

# mkdir /var/tmp/root-19980214 

# cd /usr/src/etc 

# make DESTDIR=/var/tmp/root-19980214 ₩ 

 distrib-dirs distribution 

  

②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디렉터리에서 변경한 것을 합병한다. 그리고 

/var/tmp/root-19980214 디렉터리는 삭제하지 않는다.  

  

③ 마지막 버전의 소스를 다운로드 해서 다시 빌드했을 때 위의 단계 1을 따른다. 

따라서 /var/tmp/root-19980221이라고 부르게 될 새로운 디렉터리를 

생성한다(업데이트 간격이 일주일 이라면). 

 

④ 두 디렉터리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새롭게 추가된 주 사이에 변경된 것은 

diff(1)를 사용하여 볼 수 있다.  

# cd /var/tmp 

# diff -r root-19980214 root-19980221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온 결과는 /var/tmp/root-19980221/etc 와 /etc 의 다른 

세트보다 더욱 작다. 세트의 차이점이 적기 때문에 변경된 것을 여러분의 /etc 

디렉터리로 합병하는 것은 더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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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제 예전 두 개의 /var/tmp/root-* 디렉터리를 삭제할 수 있다: 

# rm -rf /var/tmp/root-199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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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변경된 것을 /etc에 합병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이 절차를 반복한다.  

 

디렉터리 이름을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해 date(1)를 사용할 수 있다: 

# mkdir /var/tmp/root-`date "+%Y%m%d"` 

 

 

19.4.12 /dev 업데이트 

 

Note: FreeBSD 5.0 이나 이후 버전을 운용 중 이라면 이 섹션을 건너뛰어도 된다. 

이들 버전은 장치 노드를 할당하기 위해 devfs(5)를 사용한다. 

  

대부분 mergemaster(8) 툴은 장치 노드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수행한다. 여기서는 장치 노드를 수동으로 어떻게 업데이트하는지 알려준다.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여러 단계가 있다. 

 

① /var/tmp/root/dev/MAKEDEV를 /dev에 복사한다: 

 

# cp /var/tmp/root/dev/MAKEDEV /dev 

 

/etc 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mergemaster(8)을 사용한다면 MAKEDEV 스크립트가 

필요할 경우 직접 체크해서 문제없이 복사하여 업데이트한다. 

 

② 이제 현재 /dev 스냅샷을 가져온다. 이 스냅샷은 퍼미션, 소유권, 각 파일 이름의 

major와 minor 번호를 포함해야 되지만 변경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스냅샷을 

가져오는 가장 쉬운 방법은 awk(1)를 사용하여 몇몇 정보를 잘라낸다: 

 

# cd /dev 

# ls -l | awk '{print $1, $2, $3, $4, $5, $6, $NF}' > /var/tmp/dev.out 

 

③ 모든 장치 노드를 다시 생성한다: 

 

# sh MAKEDEV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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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른 디렉터리의 스냅샷을 작성한다. 여기서는 /var/tmp/dev2.out이다. 이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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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장치 노드가 있는지 두 개의 파일을 살펴본다. 필요는 없겠지만 후회하는 

것보다 낮다.  

 

# diff /var/tmp/dev.out /var/tmp/dev2.out 

 

디스크 슬라이스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명령으로 슬라이스 전체를 다시 

생성한다.  

 

# sh MAKEDEV sd0s1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를 것이다. 

 

 

19.4.13 /stand 업데이트 

 

Note: 이 단계는 마무리에 포함된다. FreeBSD 5.2 또는 이후 버전을 사용한다면 

/rescue 디렉터리는 make installworld 를 수행하는 동안 정적으로 컴파일 된 

바이너리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stand 를 업데이트 할 필요는 없다. 

안전하게 생략할 수 있다.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 /stand 파일까지 업데이트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들 파일은 

/stand/sysinstall 바이너리에 하드 링크되어 있다. 이 바이너리는 정적으로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파일시스템이(특히 /usr) 마운트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작할 수 있다.  

 

# cd /usr/src/release/sysinstall 

# make all install 

 

 

19.4.14 재 부팅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정확한 위치에 있다면 시스템을 재 부팅한다. 그냥 

shutdown (8)을 사용한다: 

 

# shutdown –r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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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5 끝내기 

이제 FreeBSD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업데이트하였다. 축하한다!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시스템의 특정 부위를 다시 빌드하는 것은 쉽다. 예를 들어 

업그레이드나 /etc 를 합병할 때 /etc/magic 을 우연히 삭제하였다면 file(1) 명령은 

동작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 cd /usr/src/usr.bin/file 

# make all install 

 

 

19.5.16 자주 있는 질문 

 

19.4.16.1 변경할 때 마다 world 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가? 

이것은 변경한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질문이다. 예를 들어 CVSup를 

실행해서 다음과 같은 파일이 업데이트 되었다면 전체 world 를 다시 빌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src/games/cribbage/instr.c 

src/games/sail/pl_main.c 

src/release/sysinstall/config.c 

src/release/sysinstall/media.c 

src/share/mk/bsd.port.mk 

 

적당한 서브디렉터리로 가서 make all install 을 수행하면 된다. 그러나 예를 들어 

src/lib/libc/stdlib 와 같이 변경된 것이 중요하다면 world 를 다시 만들거나 정적으로 링크된 

부분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정적 링크도 추가했다면). 

 

그리고 이것은 얼마나 자주 업그레이드 할 것인지 그리고 FreeBSD-STABLE 또는 

FreeBSD-CURRET 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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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6.2 수많은 11 에러신호와 함께(또는 다른 에러 신호) 

컴파일에 실패했다. 무슨 일인가? 

이것은 보통 하드웨어 문제를 보여준다. world 를 만드는 것은 하드웨어에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테스트하는 방법이고 종종 메모리 문제가 나타난다. 보통 컴파일러가 이상한 

신호를 보내면서 이유 없이 죽기 때문에 하드웨어 상태를 알 수 있다.  

  

make 를 다시 시작했고 프로세스가 다른 부분에서 죽는다면 하드웨어 문제가 확실하다. 

  

이 보기에서 머신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컴포넌트에서 스왑을 켜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것은 매우 적다. 

 

 

19.4.16.3 world 만들기를 끝내고 /usr/obj 를 삭제할 수 있는가? 

간단히 대답하면 삭제할 수 있다.  

 

/usr/obj 는 컴파일 하는 동안 생성된 모든 오브젝트 파일을 가지고 있다. 보통 "make 

world"의 첫 번째 단계는 이 디렉터리를 삭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만들기를 끝낸 후 

/usr/obj 를 가지고 있다면 수많은 디스크 공간을 낭비하는 것이다(현재 대략 340MB 정도).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면 “make world”에서 이 단계를 건너 뛰어도 된다. 

/usr/obj 로 대부분의 소스를 다시 컴파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빌드를 더욱 

빠르게 할 수 있다. /usr/obj 를 삭제해야 되는 이유는 이상한 의존성 문제가 발생하여 

빌드가 실패한다. 이 문제는 FreeBSD 메일링 리스트에 종종 보고되고 있다.  

 

 

19.4.16.4 다시 시작하기 위해 빌드를 멈출 수 있는가? 

문제를 발견하기 전에 얼마나 진행 되었는가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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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 룰은 아니다) "make world" 은 기본적인 툴과(gcc(1)와 

make(1) 같은) 시스템 라이브러리의 새로운 복사본을 빌드한다. 따라서 이들 툴과 

라이브러리가 설치된다. 새로운 툴과 라이브러리는 다시 빌드하는데 사용되고 다시 

설치된다. 전체 시스템은(ls(1) 또는 grep(1)과 같은 일반적인 유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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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스템 파일로 다시 빌드된다.  

 

마지막 단계에 있다면(저장되고 있는 출력을 살펴보아서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이할 수 

있다(상당히 안정적으로): 

 

... fix the problem ... 

# cd /usr/src 

# make -DNOCLEAN all 

 

이 명령이 "make world"를 이전으로 되돌려 놓지는 않는다. 

 

"make world"출력에서 다음 메시지를 보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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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ilding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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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상당히 안전한 상태다. 

  

이 메시지를 보지 못했거나 확실하지 않다면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것이 낮기 때문에 

빌드를 다시 시작한다.  

 

 

19.4.16.5 world 를 만들 때 어떻게 속도를 높일 수 있는가? 

 

 싱글 유저모드로 실행한다. 

 

 /usr/src와 /usr/obj 디렉터리를 다른 디스크의 파일시스템에 둔다. 가능하다면 

이들 디스크도 다른 디스크 컨트롤러에 둔다.  

 

 더 좋은 방법은 이들 파일 시스템을 ccd(4) 장치를(디스크 드라이버를 

연결시키는) 사용하여 여러 디스크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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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을 끈다(/etc/make.conf에서 ``NOPROFILE=true''). 보통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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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etc/make.conf에 -O –pipe처럼 CFLAGS를 설정한다. -02로 튜닝하면 더 

느리고 -0에서 -02 사이로 다르게 튜닝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pipe는 

컴파일러에게 임시 파일보다 디스크 사용을 자제하는(메모리 사용이 많아지는) 

파이프를 사용하여 통신하도록 한다.  

 

 -jn 옵션을 make(1)에 적용하여 여러 프로세스를 병렬로 수행한다. 이 옵션은 

싱글이나 멀티 프로세서 머신이나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도움이 된다.  

 

 /usr/src를 가지고 있는 파일시스템을 noatime 옵션으로 마운트(또는 다시 

마운트)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파일시스템을 사용한 시간을 저장하지 않는다. 

어쨌든 이 정보가 필요 없을 것이다.  

 

# mount -u -o noatime /usr/src 

 

주의: 이 예제는 /usr/src 가 자체 파일시스템에 있다고 가정한다. 그렇지 

않다면(예를 들어 /usr 의 일부이면) /usr/src 가 아닌 다른 파일시스템 마운트 

포인트가 필요하다.  

 

 /usr/obj를 가지고 있는 파일시스템은 async 옵션으로 마운트(또는 다시 

마운트)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비 동기적으로 디스크 쓰기를 수행한다. 다시 

말해서 쓰기는 즉시 이루어지지만 데이터는 몇 초 후에 디스크에 저장된다. 

클러스터로 쓰기를 할 수 있어서 극적인 성능 향상을 가져온다.  

 

주의: 이 옵션을 사용하면 파일시스템이 깨지기 쉽다. 이 옵션을 사용하는 동안 

전원 공급이 끊어지면 머신이 재 시작했을 때 파일시스템은 복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 파일시스템에 /usr/obj 만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이 파일 

시스템에 유용한 데이터가 있다면 이 옵션을 사용하기 전에 백업한다. 

 

 # mount -u -o async /usr/obj 

 

그리고 위에서처럼 /usr/obj 가 자체적인 파일시스템에 없다면 적당한 마운트 

포인트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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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6.6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환경이 이전 빌드와 많이 다르지 않다면 단순하게 다음 명령들을 실행한다. 

 

# chflags -R noschg /usr/obj/usr 

# rm -rf /usr/obj/usr 

# cd /usr/src 

# make cleandir 

# make cleandir 

 

위에서 make cleandir 은 실제로 두 번 실행한다.  

 

그리고 전체 과정을 다시 시작하고 make buildworld 를 시작한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에러와 uname -a 의 출력을 FreeBSD 일반 질문 메일링 리스트로 

보낸다. 관련된 단계의 다른 사람의 답을 확인한다.  

 

 

 

19.5 여러 대의 머신 업데이트하기 

같은 소스 트리로 만들고 싶은 여러 대의 머신이 있다면 모든 머신에 소스를 다운로드해서 

모든 것을 다시 빌드하는 것은 자원 낭비다: 디스크 공간, 네트워크 대역폭과 CPU. 

해결책은 대부분의 작업을 한대의 머신에서 수행하고 나머지 머신은 NFS 를 통해서 

작업한다. 이 섹션은 이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19.5.1 준비과정 

첫째 우리가 빌드 세트라고 하는 같은 바이너리 세트를 운용하려는 머신들을 확인한다. 각 

머신이 사용자 커널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유저기반 바이너리를 운용할 것이다. 이들 머신 

중에서 world 와 커널을 빌드하려는 빌드 머신을 선택한다. make world 를 수행할 충분한 

CPU 를 가지고 있는 빠른 머신이어야 된다. 실제 서버에 적용하기 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테스트 할 머신도 선택한다. 이 머신은 일정시간 동안 다운시켜도 되는 

머신이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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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빌드 세트에서 모든 머신은 똑 같은 머신의 /usr/obj 와 /usr/src 를 같은 위치에 마운트 

해야 된다. 여러 개의 빌드 세트를 가지고 있다면 /usr/src 는 한대의 빌드 머신에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이곳에 NFS 로 마운트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빌드 세트 머신의 /etc/make.conf 는 빌드 머신과 일치해야 된다. 이 

의미는 빌드 세트 머신에 설치할 모든 기본 시스템을 빌드 머신에서 빌드해야 된다. 또한 

각 빌드 머신은 /etc/make.conf 에 KERNCONF 로 커널 이름 세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며, 

빌드 머신은 자신의 커널을 처음에 그리고 모든 커널 이름을 차례로 KERNCONF에 

나열해야 된다. 빌드 머신이 다른 머신의 커널을 빌드하려면 /usr/src/sys/arch/conf 에 각 

머신의 커널 설정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9.5.2 기본 시스템 

이제 빌드 할 모든 준비가 끝났다. 19.4.7.2 장에서 설명한대로 빌드 머신에서 커널과 

world 를 빌드하지만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는다. 빌드가 끝난 후 테스트 머신에 방금 

빌드한 커널을 설치한다. 이 머신이 /usr/src 와 /usr/obj 를 NFS 로 마운트 했다면 재 

부팅하여 싱글 유저모드로 들어갔을 때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이들을 마운트한다. 이 들을 

마운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멀티 유저모드로 부팅하고 싱글 유저모드로 가기 위해 

shutdown now 를 실행한다. 그곳에서 새로운 커널과 world 를 설치하고 일반적으로 

mergemaster 를 실행할 수 있다. 끝나고 이 머신을 멀티 유저모드로 되돌리기 위해 재 

부팅한다.  

 

테스트 머신에서 모든 것이 정상이라면 같은 절차로 빌드 세트의 각 머신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19.5.3 포트 

포트 트리도 같은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중요한 단계는 /usr/ports 를 

동일한 머신에서 빌드 세트의 모든 머신에 마운트한다. /etc/make.conf 를 적절히 설정하여 

distfiles 를 공유한다. NFS 마운트로 매핑된 root 유저가 쓰기를 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공유 디렉터리에 DISTDIR 를 설정한다. 각 머신은 로컬 빌드 디렉터리에 WRKDIRPREFIX 를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패키지를 빌드하고 배포한다면 DISTDIR 처럼 디렉터리에 

PACKAGES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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