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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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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유닉스 기본 
 

3.1 개요 

이번 장에서는 FreeBSD 운영체제의 기본적인 명령과 기능에 대해 다룬다. 이 내용은 다른 

유닉스와 유사한 운영체제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이번 장을 대충 살펴보아도 된다. FreeBSD가 처음이라면 이번 장을 주의 깊게 읽어 보도록 

한다.  

 

이 장을 읽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다.: 

 

 FreeBSD 의 “가상 콘솔”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유닉스 파일 퍼미션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기본 FreeBSD 파일 시스템 레이아웃 

 

 FreeBSD 디스크 구성 

 

 파일 시스템 마운트와 언마운트는 어떻게 하는가 

 

 프로세스, 데몬 그리고 신호는 무엇인가 

 

 쉘이 무엇이고 기본 로그인 환경을 어떻게 변경하는가 

 

 기본 텍스트 에디터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장치와 장치 노드는 무엇인가 

 

 어떤 바이너리 포맷이 FreeBSD 에 사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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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상 콘솔 & 터미널 

FreeBSD 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텍스트 터미널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다. 유닉스 운영체제의 수 많은 유연성과 강력함은 이 방법으로 FreeBSD를 

사용 할때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터미널과 콘솔이 무엇인지 FreeBSD 에서 

이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3.2.1 콘솔 

시작하는 동안 그래픽 환경을 자동으로 시작하도록 FreeBSD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시스템은 부팅 후 시작 스크립트 실행이 끝나자 마자 로그인 프롬프트를 보여준다. 다음과 

비슷한 화면을 볼수 있다. 

 

Additional ABI support:. 

Local package initialization:. 

Additional TCP options:. 

 

Fri Sep 20 13:01:06 EEST 2002 

 

FreeBSD/i386 (pc3.example.org) (ttyv0) 

 

login: 

 

이 메시지는 여러분의 시스템과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화면을 보게 된다. 마지막 두 라인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다음은 마지막 두 번째 라인이다. 

 

FreeBSD/i386 (pc3.example.org) (ttyv0) 

 

이 라인은 부팅된 시스템에 관한 약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x86 아키텍처의 인텔이나 

인텔 호환 프로세서에서 실행 중인 "FreeBSD" 콘솔을 보고있다. 이 머신의 이름은(모든 

유닉스 머신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pc3.example.org 이고 여러분은 이 시스템 콘솔을 보고 

있다 -- ttyv0 터미널. 

 

마지막 라인은 항상 로그인 프롬프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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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n: 

 

이곳은 FreeBSD 에 로그인하기 위해 “유저 이름”을 입력하는 곳이다. 다음 장에서 어떻게 

로그인 하는지 설명한다.  

 

 

3.2.2 FreeBSD에 로그인 

FreeBSD 는 멀티유저 멀티프로세싱 시스템이다. 이 말은 머신 한대에서 수많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는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보통 주어지는 형식적인 표현이다.  

 

모든 멀티유저 시스템은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사용자를 구분하는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 

이 방법은 FreeBSD 에서(그리고 유닉스와 유사한 모든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기 전에 모든 유저는 시스템에 “로그인” 해야 된다. 모든 유저는 고유하고 개인적인 

이름과(“유저 이름”) 보안 키를(“페스워드”) 가지고 있다. FreeBSD는 유저가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실행할 수 있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물어본다. 

 

FreeBSD 가 부팅하고 시작 스크립트가 실행을 끝낸 후 정확한 유저 이름을 물어보기 위해 

프롬프트를 표시한다. 

 

login: 

 

이 예제에서 우리는 유저 이름이 john 이라고 가정한다. 이 프롬프트에 john 이라고 

입력하고 Enter 를 누른다. 그러면 ”password”를 입력하는 프롬프트가 나타난다: 

 

login: john 

Password: 

 

이제 john 의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Enter 를 누른다. 패스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제 

보안적인 사항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패스워드를 정확하게 입력했다면 이제 FreeBSD에 로그인되고 모든 명령을 입력할 준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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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여러 개의 콘솔 

콘솔 하나에서 유닉스 명령을 실행하는 것도 괜찮지만 FreeBSD 는 한번에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FreeBSD 와 같은 운영체제를 

사용할 때 하나의 콘솔에서만 명령을 입력하는 것은 상당한 낭비가 된다. 이에 대해 “가상 

콘솔”이 많은 도움을 줄수 있다. 

 

많은 가상 콘솔을 보여 주도록 FreeBSD 를 설정할 수 있다. 키 보드의 키 쌍을 눌러 가상 

콘솔 중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각 콘솔은 각자 다른 출력 채널을 가지고 

있고 가상 콘솔을 다른 가상 콘솔로 변경하는 동안 FreeBSD 는 적절한 키보드 입력과 

모니터 출력으로 방향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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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에서 Alt-F8 를 사용하여 다른 가상 콘솔로 변경할 수 있다. 

 

Note: 상당히 기술적이고 정확한 FreeBSD 콘솔의 자세한 설명과 키보드 

드라이버는 syscons(4), atkbd(4), vidcontrol(1)과 kbdcontrol(1)의 매뉴얼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흥미있는 독자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세히 설명한 전체적인 내용을 매뉴얼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 콘솔로 변경하는 동안 FreeBSD는 주의해서 화면 출력을 저장하고 복구한다. 이 

결과가 여러 "가상" 화면과 FreeBSD가 실행하도록 명령 입력에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의 

환영이다. 가상 콘솔에서 실행한 프로그램은 콘솔에 보이지 않더라도 중지되지 않는다. 

다른 가상 콘솔로 변경할 때도 프로그램은 계속 실행 중이다.  

 

 

 

3.2.4 /etc/ttys 파일 

FreeBSD 의 기본 설정은 8 개의 가상 콘솔을 시작한다.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설정이 

아니어서 더 많게 혹은 더 적은 가상 콘솔로 부팅하도록 수정하기 쉽다. 가상 콘솔의 

개수와 설정은 /etc/tty 파일에 설정되어 있다. 

 

FreeBSD 가상 콘솔 설정에 /etc/ttys 파일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파일에서 주석 처리 

되지않은 각 라인은(# 문자로 시작되지 않은 라인) 싱글 터미널이나 가상 콘솔 설정을 

가지고 있다. 이 파일의 기본 버전은 9 개의 가상 콘솔을 FreeBSD 가 설정하도록하고 이중 

8 개가 활성화된다. 다음은 ttysv 파일에서 가상 콘솔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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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일에있는 모든 칼럼의 자세한 설명과 가상 콘솔을 설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ttys(5) 매뉴얼 페이지를 참고한다. 

 

 

 

3.2.5 싱글 유저 모드 콘솔 

“싱글 유저 모드”는 무엇인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2.6.2 장에서 찾을 수 있다. 싱글 

유저 모드에서 FreeBSD를 운용할때 오직 하나의 콘솔은 의미가 없다. 이용할 수 있는 

가상 콘솔이 없기 때문이다. 싱글 유저 모드 콘솔 설정도 /etc/ttys 파일에서도 찾을 수 

있다. console 로 시작하는 라인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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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getty                           type    status          comments 

# 

# If console is marked "insecure", then init will ask for the root password 

# when going to single-user mode. 

console none                            unknown off secure 

 

Note: 위의 console 라인이 보여주는 주석에서 이 라인의 secure 를 insecure 로 

편집할 수 있다. 변경한다면 FreeBSD가 싱글 유저 모드로 부팅할 때 root 

패스워드를 물어 본다.  

 

따라서 insecure 로 변경할 때 주의한다. root 패스워드를 잊어버렸다면 싱글 유저 

모드로 부팅하는 것이 더욱 복잡해진다. 부팅은 가능 하지만 FreeBSD 부팅 

프로세스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용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3.3 퍼미션 

BSD 유닉스의 전통을 따르는 FreeBSD 는 유닉스 개념의 몇 가지 키에 기반한다. 확실한 

첫 번째는 FreeBSD 는 멀티 유저 운영체제라는 것이다. 시스템은 전혀 연관이없는 

태스크에서 여러 유저들의 모든 작업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다. 시스템은 하드웨어 장치, 

주변 장치, 메모리에 대한 적절한 공유와 요청을 제어하고 CPU 시간을 각 유저에게 공정히 

분배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시스템은 멀티 유저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자원을 읽기, 쓰기 그리고 실행시킬 수 

있는지 관리하는 퍼미션 세트를 가지고 있다. 이들 퍼미션에서 하나는 파일 주인을, 다른 

하나는 파일이 속한 그룹을 그리고 마지막은 나머지를 나타내는 두 개의 8 진수가 3 개로 

나누어져 저장되어있다. 숫자 표현은 다음과 같은 동작을 나타낸다. 

 

값 퍼미션 디렉터리 리스트 

0 No read, no write, no execute --- 

1 No read, no write, execute --x 

2 No read, write, no execute -w- 

3 No read, write, execute -wx 

4 Read, no write, no execut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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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ad, no write, execute   r-x 

6 Read, write, no execute rw- 

7 Read, write, execute   rwx 

 

 

소유자, 그룹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위한 파일의 퍼미션 관련 칼럼과 정보를 포함하는 

자세한 디렉터리 리스트를 보기 위해 -l 명령어 라인 인자를 ls(1)에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임의의 디렉터리에서 ls –l 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여 줄 것이다. 

 

% ls -l 

total 530 

-rw-r--r--  1 root  wheel     512 Sep  5 12:31 myfile 

-rw-r--r--  1 root  wheel     512 Sep  5 12:31 otherfile 

-rw-r--r--  1 root  wheel    7680 Sep  5 12:31 email.txt 

... 

 

이제 ls –l 의 첫 번째 칼럼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설명한다: 

 

-rw-r--r--- 

 

첫 번째(왼쪽부터) 문자는 이 파일이 보통 파일, 디렉터리, 특별한 캐릭터(character) 장치, 

소켓 또는 특별한 pseudo-file 장치인지 나타낸다. 이 경우 - 는 보통 파일을 나타낸다. 이 

예제에서 다음 3 개의 문자 rw-는 파일 주인의 퍼미션을 나타낸다. 다음 세 번째 문자 r--

는 파일이 속한 그룹 퍼미션을 마지막의 세개의 문자 r--는 나머지 퍼미션이다. dash(-)의 

의미는 퍼미션 설정이 안된 것을 의미한다. 이 파일의 경우 퍼미션이 지정되어서 파일 

주인은 읽고 쓰기를, 그룹은 파일을 읽기만, 나머지도 읽기만 가능하다. 위 표에 따르면 이 

파일의 퍼미션은 644 다. 각 숫자는 파일 퍼미션의 3 개 파트를 나타낸다.  

 

이 설정이 모든 유저를 만족하겠지만 장치에서는 시스템이 퍼미션을 어떻게 제어할까? 

FreeBSD 는 실제로 대부분의 하드웨어 장치를 프로그램이 열고, 읽고, 데이터를 쓸수 있는 

다른 파일처럼 파일로 간주한다. 이들 특별한 장치 파일은 /dev 디렉터리에 저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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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렉터리도 파일로 간주되어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는 퍼미션을 가지고 있다. 

디렉터리에서 실행 가능한 비트는 파일과 약간 다른 의미를 갔는다. 디렉터리에 실행 

가능한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 의미는 디렉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이 

의미는 디렉터리에서 알고 있는 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물론 파일에 퍼미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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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된다). 

  

디렉터리 리스트를 보려면 특히 읽기 퍼미션이 디렉터리에 있어야 되고 반면에 이름을 알고 

있는 파일을 삭제하려면 쓰기와 실행 가능한 퍼미션이 파일을 포함한 디렉터리에 있어야 

된다.  

 

더 많은 퍼미션 비트가 있지만 setuid 바이너리와 sticky 디렉터리는 특별한 상황에서 주로 

사용된다. 파일 퍼미션과 퍼미션을 어떻게 지정하는지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chmod(1) 

매뉴얼 페이지를 찾아본다.  

 

 

3.3.1 심볼릭 퍼미션 

가끔 심볼릭 표현이라고 말하는 심볼릭 퍼미션은 파일이나 디렉터리에 퍼미션을 할당하는 

8 진수 값 대신 문자를 사용한다. 심볼릭 표현은 다음 값들을 사용할 수 있는 (누구에게) 

(어떻게) (퍼미션)의 구문을 사용한다. 

 

옵션 문자 표현 

(누구에게) U 유저 

(누구에게) G 그룹  

(누구에게) O 나머지 

(누구에게) A 모두 (“전체”) 

(어떻게) + 퍼미션 추가 

(어떻게) - 퍼미션 삭제 

(어떻게) = 확실하게 퍼미션 설정 

(퍼미션) R 읽기 

(퍼미션) W 쓰기 

(퍼미션) X 실행 

(퍼미션) t Sticky bit 

(퍼미션) s Set UID 또는 GID 

  

 

이들 값은 이전처럼 chmod(1)에 사용하지만 숫자 대신 문자를 사용한다. 예를들면 다른 

유저들이 FILE 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명령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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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mod go=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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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마로(,) 나누어진 리스트는 파일에 하나 이상의 설정을 변경할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 명령은 FILE 에서 그룹과 남은 사람들의 쓰기 퍼미션을 삭제하고 남은 

사람들에게 실행 퍼미션을 추가한다. 

 

% chmod go-w, a+w FILE 

 

 

 

3.4 디렉터리 구조 

FreeBSD 디렉터리 계층은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본이다. 가장 중요한 

개념을 잡기 위해 root 디렉터리를"/" 알아야 된다. 이 디렉터리는 부팅할때 처음 

마운트되고 멀티 유저 운영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root 디렉터리는 마운트하려는 모든 파일 시스템의 마운트 포인트를 가지고있다.  

 

마운트 포인트는 추가적인 파일 시스템을 root 파일 시스템에 붙일 수 있는 디렉터리다. 

표준 마운트 포인트는 /usr, /var, /mnt 와 /cdrom을 포함한다. 이들 디렉터리는 보통 

/etc/fstab 파일 엔트리를 참조한다. /etc/fstab 은 다양한 파일 시스템 테이블이고 시스템이 

마운트 포인트를 참조한다. /etc/fstab 에있는 대부분의 파일 시스템은 noauto 옵션을 

가지고있지 않다면 스크립트 rc(8)에 의해 부팅할때 자동으로 마운트된다. /etc/fstab 파일 

포맷과 이 파일이 가지고있는 옵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fstab(5) 매뉴얼 페이지를 

참고한다.  

 

/etc/fstab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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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시스템 계층에 대한 완벽한 설명은 hier(7)에서 볼 수 있다. 이제 아주 일반적인 

디렉터리에 대한 간략한 개요가 파일 시스템 계층에 대한 이해를 충족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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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렉터리 설명 

/ 파일 시스템의 root 디렉터리 

/bin/ 싱글 유저와 멀티 유저를 위한 기본 유저 유틸리티 

/boot/ 운영체제가 부트 스트랩하는 동안 사용되는 프로그램과 설정 파일 

/boot/defaults/ 기본 부트스트랩 설정 파일. loader.conf(5)를 본다. 

/dev/ 장치 노드. intro(4)를 본다 

/etc/ 시스템 설정 파일과 스크립트 

/etc/defaults/ 기본 시스템 설정 파일. rc(8)을 본다 

/etc/mail/ sendmail(8)같은 매일 전송 에이전트 설정 파일 

/etc/namedb/ named 설정파일. named(8)을 본다 

/etc/periodic/ cron(8)로 매일, 주간, 월간으로 실행되는 스크립트. periodic(8)을 본다

/etc/ppp/ ppp 설정 파일. ppp(8)을 본다 

/mnt/ 시스템 관리자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빈 디렉터리. 

/proc/  프로세스 파일 시스템. procfs(5)과 mount_procfs(8)을 본다 

/root/  root 계정의 홈 디렉터리 

/sbin/ 
싱글 유저와 멀티 유저 환경의 시스템 프로그램과 기본적인 관리자 

유틸리티. 

/stand/  Standalone 환경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 

/tmp/  
임시 파일. 보통 mfs(8) 메모리기반 파일 시스템 (/tmp 의 내용은 보통 

시스템이 재 부팅할때 보존되지 않는다). 

/usr/  주요 유저 유틸리티와 어플리케이션. 

/usr/bin/ 일반적인 유틸리티, 프로그램 툴과 어플리케이션. 

/usr/include/  표준 C include 파일 

/usr/lib/ 라이브러리 보관 

/usr/libdata/  잡다한 유틸리티 데이터 파일 

/usr/libexec/ 

시스템 데몬 & 시스템 유틸리티(다른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로컬에서 

실행 가능한 라이브러리 등. 또한 FreeBSD 포트 프래임 워크의 기본 

목적지로 사용된다. 

/usr/local/ 

/usr/local 에서 /usr 가 사용하도록 hier(7)이 보편적으로 스케치한 

레이아웃. /usr/local/share 가 아닌 /usr/local 의 man 디렉터리를 

제외하고 포트 문서는 share/doc/port 에 있다. 

/usr/obj/ usr/src 트리를 만들 때 생성되는 아키텍처에 특별한 목적 트리. 

/usr/ports FreeBSD 포트 컬렉션(옵션). 

/usr/sbin/ 시스템 데몬 & 시스템 유틸리티 (유저가 실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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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r/share/ 아키텍처 독립 파일 

/usr/src/ BSD 로컬 소스 파일 

/usr/X11R6/ 실행 가능한 X11R6 배포본과 라이브러리 등 (옵션). 

/var/ 다양한 목적의 로그, 임시, 일시적인 파일과 스풀 파일. 

/var/log/ 잡다한 시스템 로그 파일. 

/var/mail/ 유저의 메일 박스 파일. 

/var/spool/ 잡다한 프린터와 메일 시스템 스풀링 디렉터리. 

/var/tmp/ 시스템이 재 부팅할 때까지의 임시 파일. 

/var/yp  NIS 맵 

 

 

 

3.5 디스크 구성 

FreeBSD 가 파일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파일 이름이다. 파일 이름 

readme.txt 와 README.TXT 는 두개의 다른 파일로 대소 문자를 구분한다. FreeBSD는 

파일이 프로그램, 문서 또는 다른 데이터와 연관된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파일 

확장자를(.txt) 사용하지 않는다. 

파일 확장자: 윈도우를 예로 들면 *.doc 로 끝나는 파일은 워드에서 열수 있고 *.exe 로 끝나는 

파일을 실행할 수 있다. 이처럼 윈도우에서는 확장자를 통하여 파일 종류를 선별하기 때문에 일

반적인 파일은 더블클릭만 하면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파일은 디렉터리에 저장되어 있다. 디렉터리에는 파일이 없을 수도 있고 수백 개의 파일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디렉터리는 다른 디렉터리를 포함하거나 다른 디렉터리 계층에 

디렉터리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데이터를 조직화하기 매우 쉽다.  

 

파일과 디렉터리는 슬러시(/) 뒤에 주어진 파일이나 디렉터리 이름으로 참조되고 

필요하다면 다른 디렉터리 이름 뒤에 올수 있다. readme.txt 파일을 가지고있는 bar 

디렉터리를 포함하는 foo 디렉터리를 가지고 있다면 파일의 전체 이름이나 경로는 

foo/bar/readme.txt 다.  

 

디렉터리와 파일은 파일 시스템에 저장된다. 각 파일 시스템은 최상단에 root 디렉터리라고 

부르는 정확히 하나의 디렉터리를 가지고 있다. 이 root 디렉터리는 다른 디렉터리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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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식은 사용중인 다른 운영체제도 비슷할 것이다. 약간 다른 점은 예를들어 DO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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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파일과 디렉터리 이름을 나누지만 MacOS 는 :를 사용한다.  

 

FreeBSD 는 경로에 드라이브 문자나 드라이브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FreeBSD 에서는 다음과 같이 입력하지 않는다. 

 

c:/foo/bar/readme.txt  

 

대신 하나의 파일 시스템은 root 파일 시스템으로 지정되어 있다. root 파일 시스템의 root 

디렉터리는 / 라고 한다. 다른 모든 파일 시스템은 root 파일 시스템 아래에 마운트된다. 

FreeBSD 시스템이 많은 디스크를 가지고 있더라도 모든 디렉터리는 같은 디스크의 

일부분으로 나타난다.  

 

A, B, C 라고 부르는 3 개의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각 파일 시스템은 A1 과 

A2(또는 B1, B2 나 C1, C2) 두 개의 다른 디렉터리를 포함하는 하나의 root 디렉터리를 

가지고 있다. 

 

A root 파일 시스템에서 디렉터리 내용을 보기 위해 ls 명령을 사용했다면 두개의 서브 

디렉터리 A1 과 A2 를 보게된다. 디렉터리 트리는 다음과 같다. 

 

 

 

파일 시스템은 다른 파일 시스템의 디렉터리에 마운트 해야된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 B 를 

디렉터리 A1 에 마운트 했다고 가정한다. B 의 root 디렉터리는 A1 이 되고 따라서 

디렉터리는 B 는 다음과 같은 위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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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면 B1 이나 B2 디렉터리에 있는 파일은 경로가 /A1/B1 이나 /A1/B2 가 된다. 

/A1 에 있던 파일은 일시적으로 안보이게 된다. 이 파일들은 B 가 A 에서 언마운트된다면 

다시 나타난다.  

 

B 가 A2 에 마운트되어 있다면 다음 도형과 같은 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경로는 각자 /A2/B1 과 /A2/B2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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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파일 시스템은 B 파일 시스템에서 B1 디렉터리의 최 상단에 마운트할 수 있다. 이해하기 

쉽게 다음 그림을 준비한다. 

 

그렇지 않으면 C 는 A 파일 시스템의 A1 디렉터리 밑에 직접 마운트할 수 있다.  

 

 

DOS 에대해 잘 알고 있다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join 명령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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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FreeBSD 를 설치할때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서 

마운트할 곳을 결정하고 디스크를 새로 추가하지 않으면 절대 변경할 필요가 없다.  

 

다른 파일 시스템은 만들지 않고 커다란 root 파일 시스템만 만들어도 된다. 이 방법은 

약간의 결점과 하나의 장점이 있다.  

 

여러 파일 시스템의 이점 

 

 다른 파일 시스템은 다른 마운트 옵션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의 깊게 계획해서 

root 파일 시스템은 읽기 전용으로만 마운트하여 부주의한 삭제나 중요한 파일을 

변경하지 못하게할 수 있다. /home 디렉터리처럼 유저가 쓰기를 할수 있는 파일 

시스템도 nosuid 로 마운트할 수 있다. 이 옵션은 파일 시스템에서 suid/guid 비트를 

막아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suid/guid 비트: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root 나 시스템 유저 권한이 필요하

다. 특히 패스워드 변경처럼 /etc/passwd 파일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root 권한

이 필요하다. Setuid 가 없다면 모든 페스워드를 root 가 변경해 줘야된다. 이처럼 특

정 프로그램에 setuid 비트를 설정하여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root 나 시스템 유저 권한을 가지게 된다. Setgid 도 유저대신 특정 그룹의 권한을 갔

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다. 따라서 보안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한다. 

자세한 내용은 setuid 매뉴얼 페이지를 참고한다. 

 

-r-sr-xr-x  2 root  wheel  32888 May 26 06:30 /usr/bin/passwd 

 

 FreeBSD 는 파일 시스템의 용도에 따라 파일 시스템의 파일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최적화 한다. 주기적으로 쓰기가 행해지는 수많은 작은 파일을 가지고있는 파일 

시스템은 다른 형태의 파일 시스템과 다른 최적화가 수행된다. 하나의 큰 파일 

시스템으로는 최적화할 수 없다. 

  

 FreeBSD 의 파일 시스템은 전원 끊김에 강하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전원이 끊어지면 

파일 시스템 구조가 깨질 수 있다. 데이터가 여러 개의 파일 시스템에 나눠 있다면 

시스템은 부팅할 수 있고 백업된 데이터에서 복구하는 것도 쉽다. 

 

 

싱글 파일 시스템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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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만들었다면 뒤늦게 더 큰 파티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백업하지 

않고 새로운 크기로 파일 시스템을 만들고 백업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중요: FreeBSD 4.4 와 그 후 버전의 기능 중 growfs(8) 명령으로 빠르게 파일 

시스템 크기를 증가 시킬 수 있어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파일 시스템은 파티션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FreeBSD의 유닉스 전통 때문에 앞장에서 

사용한 파티션 이라는 용어와 다른 의미를 가진다. 각 파티션은 a 에서 h 까지의 문자로 

식별된다. 각 파티션은 하나의 파일 시스템만 포함할 수 있다. 이 의미의 파일 시스템은 

파일 시스템 계층에서 그들의 마운트 포인트나 그들이 포함된 파티션의 문자 중 하나로 

자주 설명된다.  

 

그리고 FreeBSD 는 스왑 공간으로 디스크를 사용한다. 스왑 공간은 FreeBSD 에 가상 

메모리를 제공한다. 이것은 컴퓨터가 실제보다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한다. 

FreeBSD 는 메모리 부족이되면 현재 사용하지않는 데이터를 스왑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필요할때 다시 불러온다.  

 

어떤 파티션은 특정 관례를 가지고 있다.  

 

파티션 관     례 

a 보통 root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b 보통 스왑 공간을 가지고 있다. 

c 

보통 슬라이스를 감싸는 크기와 같다. 이것은 유틸리티가 C 파티션의 전체 

슬라이스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예를들면 배드 블록 스캐너). 일반적으로 

이 파티션에는 파일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다. 

d 

파티션 d 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요즘의 

어떤 툴은 파티션 d 에서 실행시키면 이상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sysinstall 은 

일반적으로 d 파티션을 만들지 않는다.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있는 각 파티션은 FreeBSD가 슬라이스(slice)라고 부르는곳에 

저장되어있다. 슬라이스는 FreeBSD 가 예전 파티션을 부르는 용어고 FreeBSD 가 유닉스 

기반이기 때문에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슬라이스는 1 부터 4 까지의 번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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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번역물의 저작권은 역자에게만 있습니다. 

Korea FreeBSD Users Group             - 18 -                http://www.kr.FreeBSD.org/

슬라이스 번호는 장치 이름 앞에 s 를 붙이고 1 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da0s1"는 첫 번째 

SCSI 장치의 첫 번째 슬라이스다. 디스크에 4 개의 물리적인 슬라이스를 만들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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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종류의 물리적인 슬라이스 안에 논리적인 슬라이스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확장된 

슬라이스 번호는 5 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ad0s5"는 첫 번째 IDE 디스크의 첫 번째 확장 

슬라이스다. 이들 장치는 슬라이스를 차지하고 있는 파일 시스템에 사용된다.  

 

슬라이스와 다른 드라이브는 문자 a 에서 h 로 표현되는 파티션을 가지고 있다. 이 문자를 

장치 이름에 덧붙이기 때문에 "da0a"는 첫 번째 da 드라이브 파티션이다. “ad1s3e"는 두 

번째 IDE 디스크 드라이브에있는 새 번째 슬라이스의 다섯 번째 파티션이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각 디스크는 동일하다. 디스크 이름은 디스크 종류를 표시하는 코드로 

시작되고 어떤 디스크인지 번호가 표시된다. 슬라이스와 달리 디스크 번호는 0 에서 

시작된다. 표 3-1 에서 일반적인 코드를 볼수 있다.  

 

FreeBSD 에 필요한 파티션을 언급할때 파티션을 가지고 있는 슬라이스와 디스크 이름도 

표시해야되고 슬라이스를 언급할 때는 디스크 이름도 표시해야 된다. 디스크 이름을 리스트 

할때 s + 슬라이스 번호 + 파티션 문자를 나열한다. 예제는 예제 3-1 에서 보여준다. 

 

예제 3-2 는 이해를 돕기 위해 디스크 레이아웃의 개념적인 모델을 보여준다.  

 

FreeBSD 를 설치하기 위해 첫째로 디스크 슬라이스를 설정하고, FreeBSD를 설치할 

슬라이스에 파티션을 만들고, 각 파티션에 파일 시스템을(또는 스왑 공간) 만들고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할 곳을 결정한다.  

 

표 3-1. 디스크 장치 코드 

 

코드 의미 

Ad ATAPI (IDE) disk 

Da SCSI direct access disk 

Acd  ATAPI(IDE) CDROM 

Cd SCSI CDROM 

Fd Floppy disk 

 

 

예제 3-1. 샘플 디스크, 슬라이스, 파티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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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의미 

ad0s1a  첫 번째 IDE 디스크에서(ad0) 첫 번째 슬라이스의(s1) 첫 번째 파티션(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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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1s2e  두 번째 SCSI 디스크(da1)에서 두 번째 슬라이스의(s2) 다섯 번째 파티션(e)

 

 

예제 3-2. 디스크의 개념적인 모델 

이 모형도는 FreeBSD 의 관점에서 시스템에 붙어있는 첫 번째 IDE 디스크를 나타낸다. 

디스크는 크기가 4GB이고 두개의 2GB 슬라이스를(DOS 파티션)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첫 번째 슬라이스는 DOS 디스크 C:를 포함하고 두 번째 슬라이스는 FreeBSD 설치를 

포함한다. 이 FreeBSD 설치 예제는 새개의 파티션과 스왑 파티션을 가지고있다.  

 

새개의 파티션은 각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있다. 파티션 a 는 root 파일 시스템에 e 는  

/var 디렉터리 계층 그리고 f 는 /usr 디렉터리 계층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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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파일 시스템 마운트와 언마운트  

파일 시스템에서 / 는 나무의 뿌리로 root 디렉터리에있는 /dev, /usr 과 다른 디렉터리는 

/usr/local 처럼 자신만의 줄기를 가지고있는 줄기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  

 

분리된 파일 시스템에 이들 디렉터리를 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var 은 log/, spool/ 

디렉터리와 여러 종류의 임시 파일들로 채워져 있을 것이다. root 파일 시스템을 

채우는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에서 /var 을 나누는것이 유리하다. 

  

다른 파일 시스템에 특정 디렉터리 트리를 포함시키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이 분리되어있는 

물리적인 디스크 또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마운트처럼 가상 디스크에 있거나 CDROM 

드라이브에 있기 때문이다.  

 

 

3.6.1 fstab 파일 

부팅이 진행되는 동안 /etc/fstab 에 리스트된 파일 시스템은 자동으로 마운트된다 (noauto 

옵션으로 리스트되어 있지 않다면) 

 

 

/etc/fstab 파일은 다음 포맷과 같은 라인 리스트를 가지고있다: 

 

device /mount-point fstype options dumpfreq passno 

 

device 

장치 이름(필요하다). 16.2 장에서 설명한다. 

 

mount-point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할 디렉터리(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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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type  

mount(8)에 적용할 파일 시스템 타입. 기본 FreeBSD 파일 시스템은 ufs 다. 

 

options 

파일 시스템을 읽고 쓰는 rw 또는 파일 시스템을 읽기 전용으로 만드는 ro 처럼 

필요에의해 적용되는 옵션들. 보통 부팅하는 동안 마운트하지 않아야 되는 파일 

시스템의 일반적인 옵션은 noauto 다. 다른 옵션은 mount(8) 매뉴얼 페이지에 

리스트 되어있다. 

 

dumpfreq 

이 옵션은 어떤 파일 시스템의 덤프가 필요한지 결정할 때 dump(8)가 사용한다. 

필드에 아무것도 없다면 0 값으로 채워진다. 

 

passno 

어떤 파일 시스템을 체크해야 되는지 순서를 결정한다. 파일 시스템 체크가 필요 

없다면 그 파일 시스템의 passno 를 0 으로 지정한다. root 파일 시스템은(다른 것 

보다 먼저 체크해야 된다) passno 를 1 로 지정하고 다른 파일 시스템의 passno 는 

1 보다 큰 값으로 지정해야한다. 하나 이상의 파일 시스템이 같은 passno 를 가지고 

있다면 fsck(8)는 가능하다면 병렬로 파일 시스템을 체크한다. 

  

 

3.6.2. mount 명령 

mount(8) 명령은 궁극적으로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할때 사용한다. 

 

다음은 마운트 명령을 사용할 때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다. 

  

# mount device mountpoint 

 

mount(8) 매뉴얼 페이지에 풍부한 옵션이 있지만 아주 일반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마운트 옵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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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fstab 에 리스트 되어있는 모든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한다. "noauto"로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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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제외하고 -t 플래그나 이미 마운트된것은 배제시킨다. 

 

-d 

실제로 시스템에 마운트하는것을 제외하고 관련된 모든 것을 체크한다. 이 옵션은 

-v 플래그와 같이 사용하여 실제로 mount(8)를 해야되는지 결정할 때 유용한다.  

 

-f 

결함이 있는 파일 시스템을(위험한) 강제로 마운트 하거나 파일 시스템의 마운트 

상태를 읽기-쓰기에서 읽기 전용으로 바꿀때 쓰기 접근을 강제로 취소한다. 

 

-r 

파일 시스템을 읽기 전용으로 마운트한다. 이것은 rdonly 인자를 -o 옵션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다. 

 

-t fstype 

주어진 파일 시스템 타입으로 원하는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거나 -a 옵션이 

있다면 주어진 타입으로만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한다. 

 

"ufs"는 기본 파일 시스템 타입이다.  

 

-u 

파일 시스템에서 마운트 옵션을 업데이트한다.  

 

-v 

대화형으로 명령을 실행한다. 

 

-w 

파일 시스템을 읽고-쓰기로 마운트한다.  

 

 

-o 옵션은 다음 옵션을 포함한 옵션 리스트를 컴마(,)로 나누어서 적용한다. 

 

nodev 

파일 시스템에서 특별한 장치를 해석하지 않는다. 보안 옵션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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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x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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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일 시스템에서 바이너리를 실행하지 않는다. 이것도 보안 옵션에 유용하다. 

 

nosuid 

파일 시스템에서 setuid 나 setgid 플래그를 해석하지 않는다. 이것도 보안 옵션에 

유용하다. 

 

 

 

3.6.3 umount 명령 

umount(8) 명령은 매개 변수로 마운트 포인트, 장치 이름 또는 -a 나 –A 옵션을 가지고 

있다. 

 

모든 형식은 강제로 언마운트하는 –f 와 대화형으로 진행하는 -v 를 가지고 있다. -f 는 보통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다. 강제로 파일 시스템을 언마운트 하는것은 컴퓨터가 충돌됐거나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가 파괴되었을 때다. 

 

-a 와 -A 는 -t 뒤에 나열된 파일 시스템 타입 때문에 수정되었을 마운트된 모든 파일 

시스템을 언마운트 하는데 사용한다. 그러나 -A 는 root 파일 시스템은 언마운트하지 

않는다.  

 

 

 

3.5 프로세스 

FreeBSD 는 멀티테스킹 운영체제다. 이 말은 동시에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이 운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같은 시간에 동작하는 각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한다. 실행할 모든 

명령은 최소 하나의 새로운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시스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실행 

중인 많은 시스템 프로세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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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프로세스는 파일처럼 process ID 나 PID 라고 하는 유일한 번호로 인식되고 각 

프로세스는 하나의 소유자와 그룹을 갔는다. 소유자와 그룹 정보는 이전에 말했듯이 파일 

퍼미션을 사용하여 프로세스가 어떤 파일이나 장치를 열수 있는지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부모 프로세스는 이들 

프로세스를 시작한 프로세스다. 예를들어 쉘에서 명령을 입력하였다면 그 쉘은 프로세스가 

되고 여러분이 실행한 명령도 프로세스가 된다. 이런 식으로 실행한 각 프로세스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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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로 쉘을 가지고 있다. 예외가 되는 것은 Init 라는 특별한 프로세스다. init 는 항상 

최초의 프로세스기 때문에 PID 는 항상 1 이다. Init 는 FreeBSD 가 시작될 때 커널에 의해 

자동으로 시작된다.  

 

두개의 명령 ps(1)와 top(1)은 시스템에서 프로세스를 볼때 특히 유용하다. ps(1) 명령은 

현재 동작 중인 프로세스를 정적으로 리스트해서 볼때 사용하고 그들의 PID 와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프로세스를 시작한 명령 라인 등을 보여 줄수 있다. 

top(1) 명령은 운용 중인 모든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몇초 간격으로 프로세스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무엇을 하는지 동적으로 볼수 있다. 

 

기본적으로 ps(1)는 여러분이 실행한 명령만 보여 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수 있다. 

 

 

이 예제에서 보듯이 ps(1)의 출력은 수많은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PID 는 이미 말했듯이 

프로세스 ID다. PID 는 1 부터 99999 까지 할당되고 동작이 끝나면 다시 시작 위치로 되돌려 

진다. TT 칼럼은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tty 를 보여주고 잠시동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STAT 는 프로그램의 상태를 보여주고 역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TIME 은 CPU 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된 시간의 양을 보여준다. 어떤 프로그램은 CPU 를 사용할 필요가 있기 

전까지 많은 시간동안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시작한 

시간부터 경과된 시간을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마지막으로 COMMAND 는 프로그램을 

실행한 명령 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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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1)는 보여주는 정보를 변경하는 여러가지 옵션을 지원한다. 아주 유용한 옵션 세트 중 

하나는 auxww다. 여러분의 프로세스와 동작 중인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u 는 메모리 사용량과 프로세스 소유자의 이름을 표시한다. x 는 데몬 프로세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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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보여주고 ww는 ps(1)가 전체 명령어 라인을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긴 명령어 

라인을 화면에 맞게 잘라서 보여준다.  

 

top(1)의 출력도 비슷하다. 샘플 세션은 아래와 비슷하다. 

 

 

출력은 섹션 두개로 나눠 진다. 헤더는(첫 번째 5 라인) 실행 중인 마지막 프로세스의 PID, 

시스템 부하 평균(시스템의 사용량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그리고 시스템 업 

타임과(마지막 부팅부터 경과된 시간) 현재 시간을 보여준다. 헤더에 관련된 다른 숫자는 

몇 개의 프로세스가 운용 중인지(이 경우 47 개), 메모리와 스왑 공간은 얼마나 사용 중 

인지와 다른 CPU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보여준다.  

 

아래는 ps(1)의 출력과 비슷한 정보를 가진 연속된 칼럼이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PID, 

유저 이름, CPU 를 사용한 시간 그리고 실행한 명령을 보여준다. 그리고 top(1)은 

프로세스가 사용 중인 메모리 공간의 양을 기본적으로 보여준다. 이중 하나는 총 크기와 

상주하고 있는 크기로 두개의 칼럼으로 나누어진다. 총 크기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로하는 

메모리의 양을 상주하고있는 크기는 최근 어느정도의 메모리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 예제에서 Netscape 가 거의 30MB의 메모리를 요구하는것을 볼수 있지만 

현재 9MB만 사용하고 있다.  

 

top(1)은 이 화면을 자동으로 매 2 초마다 업데이트한다. 이것은 s 옵션으로 바꿀 수 있다.  

 

3.8 데몬, 시그널 그리고 프로세스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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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쉬운 에디터를 실행할 때 불러올 파일을 지시할 수 있다. 에디터가 이 기능을 

제공하고 에디터는 터미널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다. 어떤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유저가 입력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 터미널 연결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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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웹 서버는 모든 시간을 웹 요청에 응답하는데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력이 필요없다. 사이트에서 사이트로 메일을 전송하는 프로그램도 이런 유형의 또 다른 

예가 된다.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데몬이라고 한다. 데몬은 그리스 신화의 캐릭터들이다. 그들은 

선도 악도 아닌 영혼으로서 인류를 위해 간접적으로 크고 유용한 일들을 했다. 요즘의 웹 

서버와 메일 서버처럼 유용하다. 이것이 아주 오랜시간 동안 왜 BSD 마스코트가 고무로된 

장화를 신고 3 갈퀴의 포크를 가진 유쾌한 악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준다.  

 

데몬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에는 보통 "d"가 붙는 관례가 있다. BIND는 버클리 

인터넷 네임 데몬(실행하는 실제 프로그램은 named 라고 한다), Apache 웹 서버 

프로그램은 httpd 라고 부르고, 라인 프린터 스풀링 데몬은 lpd 라고 한다.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 규칙이 아닌 관례다. 예를들어 센드메일 어플리케이션의 메인 메일 데몬은 여러분이 

상상하듯이 maild 라고 하지않고 sendmail 이라고 한다.  

 

가끔 데몬 프로세스와 통신을 해야된다. 이런 통신을 신호라고 하고 신호를 보내서 

데몬과(또는 실행 중인 프로세스) 통신을 할수 있다. 데몬에게 보낼 수 있는 여러가지 

신호가 있다. 그 중 몇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른 신호는 어플리케이션이 

해석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문서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할지 알려준다. 

여러분이 소유하고있는 프로세스에게만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프로세스에 kill(1)이나 kill(2) 신호를 보내면 거부당한다. 여기서 예외는 모든 사용자의 

프로세스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root 유저다. 

  

FreeBSD 도 어떤 경우에 어플리케이션에게 신호를 보낸다. 어플리케이션 상태가 이상하고 

예상치 못한 메모리 접근을 시도한다면 FreeBSD는 그 프로세스에게 

Segmentation Violation 신호를(SIGSEGV) 보낸다. 어플리케이션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경고를 하기위해 alarm(3) 시스템 콜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알람 신호를(SIGALRM) 계속해서 

보낸다. 

  

SIGTERM과 SIGKILL 두 개의 신호는 프로세스를 중지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 

SIGTERM은 프로세스를 중지시키는 안전한 방법이다. 프로세스는 이 신호를 감지할 수 

있고 셧다운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열려있었던 로그 파일을 닫고 무엇이든 

하고있던 작업을 셧다운 하기전에 끝낸다. 인터럽트 할수 없는 작업의 중간에 있다면 

프로세스는 SIGTERM 신호를 무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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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KILL 은 프로세스가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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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중단하라"는 신호다. SIGKILL 신호를 프로세스에게 보낸다면 FreeBSD는 그 

프로세스를 바로 중단시킨다.  

 

프로세스를 바로 중단시킨다: 인터럽트 할 수 없는 몇 가지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예를들면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컴퓨터의 파일을 읽으려는 프로

세스와 어떤 이유로 다른 컴퓨터가 없어졌다면(껐거나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겼다면) 

프로세스는 “인터럽트 할 수 없음”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결국 프로세스는 몇분 

후 타임 아웃이 된다. 이 타임 아웃이 떨어지자 마다 프로세스는 중지 된다. 

 

사용하려는 다른 신호는 SIGHUP, SIGUSR1 과 SIGUSR2 일 것이다. 이들은 일반적인 

목적의 신호기 때문에 이들 신호가 보내졌을 때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다른 동작을 할 

것이다.  

 

웹 서버의 설정 파일을 변경했다고 가정한다. 웹 서버가 설정 파일을 다시 읽기를 원할 

것이다. httpd 를 중지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원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웹 서버를 

중단시킨다. 대부분의 데몬은 SIGHUP 신호의 응답으로 설정 파일을 다시 읽도록 

작성되었기 때문에 httpd 를 죽이고 다시 시작하는 대신 SIGHUP 신호를 보낸다. 이들 

신호의 응답에는 표준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없어서 다른 데몬은 다른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해당 데몬 문서를 읽도록 한다. 

 

[프로세스에게 신호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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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제는 inetd(8)에게 어떻게 신호를 보내는지 보여준다. inetd(8)의 설정 파일은 

/etc/inetd.conf 이고 SIGHUP 를 보내면 inetd(8)은 이 설정 파일을 다시 읽는다.  

 

① 신호를 보내려는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ID 를 찾는다. ps(1)과 grep(1)을 사용하면 

된다. grep(1) 명령은 출력에서 명시된 문자열을 찾는데 사용된다. 이 명령은 일반 

유저에서 실행하고 ientd(8)은 root 로 실행되었기 때문에 ps(1)에 ax 옵션을 꼭 

지정해야 된다.  

 

% ps -ax | grep inetd 

  198  ??  IWs    0:00.00 inetd –wW 

 

따라서 inetd(8) PID 는 198 이다. 어떤 경우 grep inetd 명령도 똑같은 출력 결과를 

만든다. 이것도 ps(1)이 실행 중인 프로세스 리스트를 찾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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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kill(1)로 신호를 보낸다. inetd(8)은 root 로 실행되었기 때문에 su(1)를 사용하여 

root 가 되어야 한다.  

 

% su  

Password: 

# /bin/kill -s HUP 198 

 

대부분의 일반적인 유닉스 명령에서 성공했다면 kill(1)은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는다. 

소유권이 없는 프로세스에게 신호를 보낸다면 “kill: PID: Operation not 

permitted”라는 메시지를 보게된다. PID 를 잘못 입력했다면 나쁜 상황이 될수 있는 

다른 프로세스에게 신호를 보내거나 운이 좋다면 현재 사용하지 않는 PID 에게 

신호를 보낼 것이고 “kill: PID: No such process”를 보게된다.  

 

왜 /bin/kill 을 사용해야 되는가? 많은 쉘은 내장된 명령에서 kill 명령을 제공한다. 따라서 

쉘은 /bin/kill 을 실행하지않고 직접 신호를 보낸다. 이 방법은 매우 유용하지만 다른 

쉘들은 신호를 보내려는 이름을 다른 형식의 구문으로 지정한다. 모든 것들을 배우는것 

보다 /bin/kill 명령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훨씬 단순할 수 있다. 

 

다른 신호를 보내는 것도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명령어 라인에서 TERM이나 KILL 대신 

필요한 것을 사용한다. 

 

중요: 시스템의 프로세스를 함부로 죽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특히 프로세스 ID 

1 init(8)은 매우 특별하다. /bin/kill -s KILL 1 을 실행하는 것은 시스템을 셧다운하는 

빠른 방법이다. Return 을 누르기 전에 kill(1)에 사용하는 인자를 항상 두번씩 체크 

한다.  

 

 

 

3.9 쉘  

FreeBSD 에서 메일 수행하는 수많은 작업은 쉘 이라는 명령어 라인 인터페이스로 수행된다. 

쉘의 주된 기능은 입력 채널로 들어온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다. 또한 쉘에는 파일 관리, 

파일 검색, 명령어 라인 편집, 명령 매크로와 환경 변수처럼 메일 수행하는 업무를 돕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FreeBSD 는 본쉘 sh 과 C-쉘을 발전시킨 tcsh 같은 쉘 세트를 

가지고 있다. zsh 와 bash 같은 다른 쉘은 FreeBSD 포트 컬렉션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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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에서 쉘의 위치 

 

 

어떤 쉘을 사용할 것인가? 이것은 실제로 선호도 문제다. C 프로그래머라면 tcsh 처럼 C와 

호환성있는 쉘을 편하게 느낄 것이다. 리눅스를 사용했거나 유닉스 명령어 라인이 

처음이라면 bash 를 사용해 본다. 각 쉘은 선호하는 작업 환경과 맞거나 안 맞을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쉘을 사용할지 선택해야 된다.  

 

쉘의 일반적인 특징 중 한가지는 파일 이름 완성이다. 명령이나 파일 이름의 처음 몇 개의 

문자가 주어지면 보통 키보드의 Tab키를 눌러서 나머지 명령이나 파일 이름을 쉘이 

자동으로 완성시킨다. 여기 예제가 있다. foobar 와 foo.bar 라고 하는 두 개의 파일이 

있다고 가정한다. foo.bar 를 지우기 위해 키보드에 입력해야 되는 것은 rm fo 

[Tab].[Tab]이다. 

 

쉘은 rm foo[BEEP].bar 를 출력할 것이다.  

 

한 개 이상의 매칭되는 파일이 있기 때문에 파일 이름을 완전히 완성할 수 없다고 쉘이 

말하는 [BEEP]는 콘솔 벨이다. foobar 와 foo.bar 둘다 fo 로 시작되지만 foo 로 완성될 수 

있다. .을 입력하고 Tab를 다시 누르면 쉘이 나머지 파일 이름을 완성시켜 준다. 

 

쉘의 다른 특징은 환경 변수의 사용이다. 환경 변수는 변수 키 쌍이 쉘의 환경 공간에 저장 

되어있는 것이다. 쉘이 호출한 프로그램이 이 공간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프로그램 

설정을 가지고 있다. 다음 표는 일반적인 환경 변수 리스트와 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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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설명 

USER 현재 로그인한 유저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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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바이너리를 찾기 위해 콜론(:)으로 나누어진 디렉터리 리스트 

DISPLAY 가능하다면 연결하려는 x11 화면의 네트워크 이름 

SHELL 현재 쉘 

TERM  유저 터미널 이름. 터미널의 특성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TERMCAP 
다양한 터미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터미널을 벗어나는 코드의 

데이터베이스 엔트리 

OSTYPE 운영체제 타입. 예를들어 FreeBSD. 

MACHTYPE 시스템이 실행 중인 CPU 아키텍처 

EDITOR 유저가 선호하는 텍스트 에디터 

PAGER 유저가 선호하는 텍스트 패이저 

MANPATH 매뉴얼 페이지를 찾는 콜론(:)으로 나누어진 디렉터리 리스트 

 

 

환경 변수 지정은 쉘별로 약간씩 다르다. 예를 들어 tcsh 나 csh 처럼 C 스타일의 쉘에서 

환경 변수 지정은 setenv 를 사용한다. sh 나 bash 처럼 본쉘과 비슷한 쉘에서 현재 환경 

변수 지정은 export 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csh 나 tcsh 에서 EDITOR 환경 변수를 

/usr/local/bin/emacs 로 설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setenv EDITOR /usr/local/bin/emacs 

 

본쉘에서는 다음명령을 사용한다. 

 

% export EDITOR="/usr/local/bin/emacs" 

 

또한 명령어 라인에서 환경 변수 앞에 $ 문자를 두어서 대부분의 쉘을 확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TERM에 echo 를 적용해서 쉘이 확장되기 때문에 echo $TERM은 $TERM이 

설정된 상태를 출력한다.  

 

쉘은 메타 문자라고 부르는 수많은 특수 문자를 특별한 데이터 표현으로 간주한다. 아주 

일반적인 것은 파일 이름에서 여러 문자를 표현하는 * 문자다. 이런 특수 메타 문자는 파일 

이름 검색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echo *라고 입력하는 것은 ls 라고 입력하는 것과 거의 

같다. 왜냐하면 쉘은 *와 매칭되는 모든 파일을 echo 로 볼수 있도록 명령어 라인에 놓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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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특수 문자를 쉘이 해석하지 않도록 하려면 특수 문자 앞에 백슬래시를(₩) 두면 된다. 

echo $TERM 터미널 설정을 출력한다. echo ₩$TERM도 $TERM과 같은 내용을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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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쉘 변경 

쉘을 변경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chsh 명령을 사용한다. chsh 를 실행하면 EDITOR 환경 

변수에 지정한 에디터로 들어간다; 지정되지 않았다면 vi 로 들어간다. “Shell:” 라인을 

적절히 변경한다 

 

또한 chsh 에 –s 옵션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에디터에 입력할 필요없이 쉘을 지정한다. 

예를들어 쉘을 bash 로 변경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한다. 

 

% chsh -s /usr/local/bin/bash 

 

chsh 를 아무런 매개 변수없이 실행하고 쉘을 편집해도 된다.  

 

 

  

Note: 사용하려는 쉘은 /etc/shells 파일에 있어야 된다. 포트 컬렉션에서 쉘을 

설치했다면 /etc/shells 파일에 쉘이 존재한다. 직접 쉘을 설치했다면 

/etc/shells 파일에 직접 입력해야 된다.  

 

예를들어 직접 bash 를 설치하고 bash 가 /usr/local/bin/에 있다면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 echo "/usr/local/bin/bash" >> /etc/shells 

 

그리고 다시 chsh 를 실행한다.  

 

 

 

3.10 텍스트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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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BSD 에서 다양한 설정은 텍스트 파일을 편집하면 된다. 이런 이유로 텍스트 에디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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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숙하게 다루는것이 많은 도움이된다.  

 

배우기 가장 쉽고 가장 단순한 에디터는 쉬운(easy) 에디터(editor)를 나태내는 ee라는 

에디터다. ee 를 시작하려면 명령어 라인에서 ee filename 을 입력한다. filename 은 편집 

하려는 파일 이름이다. 예를들어 /etc/rc.conf 를 편집하려면 ee /etc/rc.conf 를 입력한다. 

ee 에서 에디터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모든 명령은 화면 상단에 리스트 되어있다.  

 

 

^ 문자는 키보드의 Ctrl 키를 의미하기 때문에 ^e 키 조합은 Ctrl+e 가 된다. ee 에서 

나가려면 Esc 키를 누르고 에디터에서 떠나기를 선택한다. 파일을 수정했다면 에디터는 

변경한 것을 저장할 것인지 묻는 프롬프트를 표시한다.  

 

 

또한 FreeBSD 는 기본 시스템에서 vi 같은 더욱 강력한 에디터를 제공하지만 emacs 와 

vim 같은 다른 에디터는 FreeBSD 포트 컬렉션에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에디터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배우기에는 더 복잡하다. 그러나 수 많은 텍스트를 편집할 계획이라면 

vim 이나 emacs 같은 더 강력한 에디터를 배우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3.11 장치와 장치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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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는 디스크, 프린터, 그래픽 카드와 키보드를 포함하는 대부분 시스템 하드웨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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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다. FreeBSD가 부팅할 때 주로 표시하는 것은 검색된 장치다. 

/var/run/dmesg.boot 에서 부트 메시지를 다시 볼수 있다. 

 

예를 들어 acd0 는 첫 번째 IDE CDROM 드라이브지만 kbd0 는 키보드를 나타낸다. 

 

유닉스 시스템에서 이들 대부분의 장치는 /dev 디렉터리에있는 장치 노드라고하는 특별한 

파일을 통해 접근해야 된다.  

 

 

3.11.1 장치 노드 생성 

시스템에 새로운 장치를 추가하거나 추가적인 장치를 지원하도록 컴파일할 때 새로운 

장치를 위해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장치 노드를 생성해야 된다.  

 

 

3.11.1.1 MAKEDEV 스크립트 

DEVFS 가 없는 시스템에서(이것은 5.0 이전의 모든 FreeBSD 버전을 의미한다.) 장치 

노드는 아래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MAKEDEV(8)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생성한다. 

 

# cd /dev 

# sh MAKEDEV ad1 

 

이 예제는 설치할 때 두 번째 IDE 드라이브에 적절한 장치 노드를 생성한다.  

 

 

3.11.1.2 DEVFS (장치 파일 시스템) 

장치 파일 시스템 또는 DEVFS 는 글로벌 파일 시스템 이름 공간에서 커널의 장치 이름 

공간에 접근하도록 한다. 장치 노드를 생성하고 수정하는 대신 DEVFS 은 이 특별한 파일 

시스템을 관리한다. 

 

더 많은 정보는 devfs(5) 매뉴얼 페이를 본다. 

 

DEVFS 는 FreeBSD 5.0 과 이후 버전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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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바이너리 포맷 

FreeBSD 가 왜 ELF 포맷을 사용하는지 이해하려면 우선 현재 유닉스에 실행할 수 있는 

3 가지 주요 포맷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  

 

 

 out(5) 

가장 오래되고 고전적인 유닉스 오브젝트 포맷. 특정 포맷에(더 자세한 사항은 

a.out(5)를 본다) 종종 사용되며 시작 부분에서 매직 번호(magic number)로 짧고 

조밀한 헤더를 사용한다. 3 개의 로드된 세그먼트를 포함한다: 심볼 테이블과 문자열 

테이블을 더한 .text 그리고 .data 와 .bss  

 

 COFF  

SVR3 오브젝트 포맷. 이제 헤더는 섹션 테이블을 포함하기 

때문에 .text, .data 와 .bss 보다 많은 섹션을 가질 수 있다. 

 

 elf(5) 

멀티 섹션과 32-bit 또는 64-bit 값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으로 COFF 를 계승한다. 

한가지 주요 결점: ELF 도 시스템 구조당 ABI 가 하나만 있다고 가정하고 

디자인되었다. 이 가정은 실제로 전혀 맞지않고 상용 SYSV 세계에서도(최소한 

3 개의 ABI 를 갔는: SVR4, Solaris, SCO) 사실이 아니다.  

 

FreeBSD 는 ABI 에 관한 정보로 실행할 수 있는, ELF 라고 하는 branding 

유틸리티를 제공해서 이 문제를 다소 해결하였다. 더 많은 정보는 brandelf(1) 

매뉴얼 페이지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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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BSD 는 “클래식” 캠프와 a.out(5) 포맷에 사용된 기술을 시도하여 3.X 분기가 시작될 

때까지 사용하여 많은 세대의 BSD 릴리즈를 거치는 동안 증명되었다. 가끔 그 이전 

FreeBSD 시스템에서 본래의 ELF 바이너리를(그리고 커널) 빌드해서 실행할 수 있었지만 

FreeBSD 는 처음에 기본 포맷을 ELF 로 바꾸는 것을 반대했다. 왜냐하면 리눅스 캠프가 

어렵게 ELF 로 변경할때 밴더와 마찬가지로 개발자들에게도 공유 라이브러리 구조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그 들의 유연성 없는 jump-table 기반 공유 라이브러리 메커니즘 때문에 

a.out 의 실행 가능 포맷을 변경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다. ELF 툴을 공유 라이브러리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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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솔루션으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고 어째든 필요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이식 비용도 허용되었다. FreeBSD 의 공유 라이브러리 메커니즘은 

Sun 의 SunOS 스타일 공유 라이브러리 메커니즘에 더욱 가까웠기 때문에 사용하기 쉽다.  

 

그런데 왜 다양한 포맷이 있는가? 

 

단순한 하드웨어만 있던 오래 전의 어두운 시대에 이 단순한 하드웨어는 간단하고 작은 

시스템만 지원했었다. a.out 은 이 단순한 시스템에서(PDP-11) 바이너리를 표현하는 업무에 

완벽하게 적합했다. 이전 모토로라 68k 와 VAXen 같은 아키텍처의 유닉스 포트에 적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단순한 시스템에서 유닉스로 포트할 때 a.out 포맷을 남겨 두었다.  

 

그리고 어떤 뛰어난 하드웨어 엔지니어는 얄팍한 트릭을 강제로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수 

있다면 디자인의 한계를 깨고 CPU core 가 빠르게 동작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종류의 하드웨가(요즘의 RISC 로 알려진) 등장했지만 a.out 은 이 하드웨어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하고 제한적인 a.out 포맷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이 

하드웨어에서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여러 포맷이 개발되었다. COFF, ECOFF 와 

다른 몇 개의 포맷이 개발되어서 ELF 에 탑재하기 전에 성능 테스트가 되었다. 

  

게다가 프로그램 크기는 계속 거대해지고 디스크는(그리고 물리적인 메모리) 아직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공유 라이브러리 개념이 탄생했다. VM 시스템도 더욱 복잡해 

졌다. 이들 발전 양상 중 각각은 a.out 포맷을 사용했지만 새로운 기능은 더욱 유용해 졌다. 

게다가 사람들은 실행하려고 할때 동적으로 로드 되거나 init 코드가 실행된 후 필요없는 

자원이 코어 메모리와 스왑 공간으로 되돌려 지기를 원했다. 언어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동으로 실행되기 전에 코드를 불러와야 됐다. 많은 해커는 a.out 

포맷으로 이런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수많은 시간을 작업했다. 이 시간 동안 a.out 은 더욱 

복잡한 코드 없이는 이런 문제를 제어하지 못했다. ELF 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에서 변경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ELF 로 이동하는 것보다 

a.out 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때까지 ELF 는 기다려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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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두 개의 병렬 트리에서 파생된 빌드 툴이(특히 어셈블러와 로더) 

이들의 빌드 툴이 되었다. FreeBSD 트리에 공유 라이브러리가 추가되었고 몇몇 버그가 

수정되었다. 최초에 이들 프로그램을 작성한 GNU 사람들은 크로스 컴파일러, 다른 포맷 

플러그인 등 간단한 지원을 추가하여 이들 프로그램을 재 작성 했다. 많은 사람들이 

FreeBSD 를 목적으로 크로스 컴파일러 빌드를 원했지만 FreeBSD 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소스 as 와 ld 가 상위 업무에 맞지 않았다. 새로운 GNU 툴들은(binutils) 크로스 컴파일, 

ELF, 공유 라이브러리 그리고 C++ 확장 등을 지원했다. 게다가 많은 벤더들이 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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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너리를 릴리즈했기 때문에 FreeBSD 가 이들을 실행하기에 좋았다. ELF 는 a.out 보다 

풍부하고 기본 시스템에서 더욱 확장할 수 있다. ELF 툴들은 유지하기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크로스 컴파일을 지원한다. ELF 는 a.out 보다 약간 느리겠지만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어떻게 이 두 가지가 페이지를 맵으로해서 init 코드를 

제어하는 등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모두 중요하지는 않지만 차이가 있다. a.out 지원은 

GENERIC 커널로 이동되고 레거시(legacy) a.out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결국 

커널에서 삭제될 것이다. 

 

 

 

3.13 더 많은 정보 

 

3.13.1 매뉴얼 페이지 

FreeBSD 관한 더 포괄적인 문서는 매뉴얼 페이지 형식으로 되어있다. 시스템의 거의 모든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사용법과 다양한 인자를 설명하고 있는 짧은 레퍼런스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이들 매뉴얼은 man 명령으로 볼수 있다. man 명령의 사용은 간단하다.  

 

% man command 

 

command 는 배우려는 명령의 이름이다. 예를 들어 ls 명령에 대해 더 많이 배우려면: 

  

% man ls 라고 입력한다. 

 

온라인 매뉴얼은 여러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있다:  

 

 1. 유저 명령 

 2. 시스템 콜과 에러 번호 

 3. C 라이브러리에서의 함수 

 4. 장치 드라이버 

 5. 파일 포맷 

 6. 게임과 다른 오락도구 

 7. 잡다한 정보 

 8. 시스템 유지와 운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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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커널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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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온라인 매뉴얼의 하나 이상의 섹션에 같은 주제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chmod 유저 명령과 chmod() 시스템 콜이 있다. 이 경우 원하는 섹션을 지정하여 

man 명령을 사용할 수 있다.  

 

% man 1 chmod 

 

이것은 유저 명령 chmod 매뉴얼 페이지를 보여준다. 온라인 매뉴얼의 특정 섹션을 

조회하는 것은 작성된 문서에서 전통적으로 괄호안에 두기 때문에 chmod(1)은 chmod 

유저 명령을 chmod(2)는 시스템 콜을 조회한다. 

 

명령어의 이름을 알고 있고 단순히 이 명령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싶다면 괜찮지만 

명령어 이름을 모른다면? 명령이 설명된 곳에서 –k 를 사용하여 키워드 검색을 할수  

있다. 

 

% man -k mail 

 

이 명령으로 설명에 "mail" 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명령어 리스트를 볼수 있다. 이것은 

실제로 apropos 명령을 이용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명령을 /usr/bin 에서 찾을 수 있지만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면 단순히 다음 명령을 사용한다: 

  

% cd /usr/bin 

% man -f * 

 

또는 다음 명령을 사용한다: 

 

% cd /usr/bin 

% whatis * 

 

 

 

3.13.2 GNU Info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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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BSD 는 자유 소프트웨어 협회에서(FSF) 만든 수많은 어플리케이션과 유틸리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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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info 명령이나 emacs 를 설치하였다면 emacs 의 info 

모드에서 볼수 있는 info 파일이라는 광범위한 하이퍼 텍스트 문서를 가지고 있다.  

 

info(1) 명령의 사용은 단순히 다음 명령을 입력한다: 

  

% info 

 

 

간략한 소개는 h 를 입력한다. 빠른 명령어 레퍼런스는 ?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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