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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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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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어플리케이션 설치: 패키지와 포트 
 

 

4.1 개요 

이번 장에서는 FreeBSD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능인 패키지와 포트에 대해 알아보자. 

FreeBSD 는 다양한 시스템 툴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FreeBSD는 시스템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포트 컬

렉션과 바이너리 패키지라는 두 가지 기술을 제공한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기술을 사용하

여 로컬 미디어(FreeBSD CD-ROM이나 DVD-ROM)나 네트워크에서 최신 버전의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 장을 읽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다: 

 

 바이너리 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어떻게 설치하는가 

 

 포트 컬렉션에서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는가 

 

 이전에 설치한 패키지나 포트는 어떻게 삭제하는가 

 

 포트 컬렉션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옵션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는가 

 

 포트는 어떻게 업그레이드하는가 

 

 

4.2 소프트웨어 설치 개요 

이전에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을 사용해 보았다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전형적인 절차를 

알고 있을 것이다. Z 쉘 설치를 예로 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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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웹 사이트(http://www.zsh.org) 또는 FTP 사이트(ftp://ftp.zsh.org/zsh)에서 소스 코

드나 바이너리 형식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다. 여기서는 zsh-4.2.1.tar.gz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적당한 디렉터리로 이동시킨다.  

# mv zsh-4.2.1.tar.gz /t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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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운로드 한 소프트웨어 형식이 압축되었다면 (보통 compress(1), gzip(1)이나 

bzip2(1)형식으로 타볼로 압축된) 압축을 푼다: 

# tar xzvf zsh-4.2.1.tar.gz 

 

③ 압축을 푼 디렉터리의 문서 파일에서(보통 INSTALL 이나 README파일, 또는 doc/ 

서브 디렉터리에 있는 어떤 파일) 소프트웨어 설치 방법, 주의 사항과 옵션 등을 확

인한다. 

# cd zsh-4.2.1 

# more INSTALL 

 

④ 소스 형식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였다면 컴파일한다. 여기서 Makefile 을 수정하

거나 configure 스크립트 실행 같은 다른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 ./configure  

 

⑤ 에러가 없는지 테스트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 make  

# make install 

 

위의 모든 절차가 정상이라면 다행이지만, FreeBSD 에 정확히 포트되지 않은(다시 말해

FreeBSD 시스템에 맞게 수정되지 않았다면)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설치하려면 코드를 적절

히 수정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위에서 설명한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계속 설치할 수 있

다. 그렇지만 FreeBSD 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 주는 패키지와 포트라는 두 가지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10,550 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이 두 가지 방법으

로 설치할 수 있었다.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도 이 어플리케이션의 FreeBSD 패키지 파일 하나만 다운로드하면된

다. 패키지는 어플리케이션의 설정 파일이나 문서, 그리고 미리 컴파일 되어 있는 모든 명

령어 세트를 가지고 있다. 다운로드한 패키지 파일은 pkg_add(1), pkg_delete(1), 

pkg_info(1) 등의 FreeBSD 패키지 관리 명령으로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어플리케

이션을 설치하려면 명령 하나만 실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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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BSD 포트는 소스 코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컴파일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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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의 모음이다.  

 

만약 프로그램을 직접 컴파일한다면(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압축을 풀고 소스를 패치한 후 컴

파일하여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포트로 

만들어진 파일은 시스템이 수행해야 되는 필요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단한 명령을 직접 실행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를 자동으로 다운로

드해서 압축을 풀고 소스를 패치한 후 컴파일하여 설치한다. 

 

그리고 나중에 간단히 설명하는 패키지 관리 명령으로 제어되는 패키지를 만들 때도 포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패키지와 포트는 의존성을 이해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해야 되는 특정 라이브러리

에 의존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려 한다고 가정한다. 다행히 어플리케이션과 라이브러리

는 FreeBSD 포트와 패키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추가하는데 

pkg_add 명령이나 포트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둘 다 이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알려 주고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치해준다. 

 

 

앞의 두 가지 기술이 비슷하기 때문에, 왜 FreeBSD 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패키지와 포트는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들은 단지 

선호하는 것을 사용하거나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쉽도록 패키지와 포트의 장점을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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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패키지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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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볼(tar)로 압축되어 있는 패키지는,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를 타볼로 압축한 것보

다 일반적으로 작다. 

 

 소스 코드는 컴파일이 필요하지만 패키지는 컴파일이 필요없다. Mozilla, KDE나 

GNOME처럼 사이즈가 큰 어플리케이션에서, 컴파일의 유무는 상당히 중요하고 시스

템이 느리다면 특히 중요하다(자원 소모가 엄청나다).  

 

 패키지를 사용한다면 앞에서 설명한 소프트웨어 설치 절차를 이해할 필요가 없다. 명

령어 하나를 실행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해준다. 

 

 

4.2.2 포트의 장점 

 

 패키지는 광범 위한 시스템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옵션으로 컴파일되어 있다. 

포트에서 설치할 때 펜티엄 III 나 에슬론 프로세서에 최적화된 코드를 생성하도록 컴

파일 옵션을 조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성능 향상과 버그 등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과 관련된 컴파일 시간 옵션을 가

지고 있다. 예를 들어 Apache 웹 서버를 컴파일 할 때 광범위하고 다양한 컴파일 옵

션을 지정할 수 있다. 포트에서 설치하면 기본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원하는 옵션을 

지정할 수 있다.  

 

어떤 경우 어플리케이션에 특정 설정을 지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Ghostscript 는 X11 서버를 설치했는지에 따라 ghostscript 패

키지와 ghostscript-nox11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간단한 튜닝은 

패키지에서도 가능하지만, 어플리케이션이 한 개 이상의 다른 컴파일 시간 옵션을 

가지고 있다면 불가능하다.   

 

 어떤 소프트웨어 배포 판의 라이센스 조항은 바이너리 배포를 금지한다. 이들은 소스 

코드로만 배포된다.  

 

 어떤 사람들은 바이너리 배포 판을 믿지 않는다. 최소한 소스 코드를 읽어서 가능한 

문제를 직접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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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치를 가지고 있다면 패치를 적용하기 위해 소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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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들은 코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심심하면 읽고 해킹해서 필요한 부분을 복사

하는 등 여러 가지를 즐긴다.  

 

포트가 업데이트되는 상황을 계속 지켜 보려면 FreeBSD 포트 메일링 리스트와

(http://lists.FreeBSD.org/mailman/listinfo/freebsd-ports) FreeBSD 포트 버그 메일링 리스

트에(http://lists.FreeBSD.org/mailman/listinfo/freebsd-ports-bugs) 가입한다. 메일링 리스

트의 설명과 가입하는 방법은 [부록 C.1 메일링 리스트]를 참고한다. 

 

주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 전에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에 관련된 문제를 

http://vuxml.freebsd.org/에서(이곳에서는 FreeBSD와 FreeBSD 포트 컬렉션의 보안 

문제를 소개한다) 확인한다.  

 

또한 자동으로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체크하여 알려진 취약점을 검사하고, 포트로 설

치하기 전에도 체크해 주는 security/portaudit를 설치해도 된다. 어떤 패키지를 설

치한 후 portaudit –F –a 명령을 사용하면 취약점을 검사해준다.  

 

 

 

이 장의 남은 부분에서는 패키지와 포트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하

는지 설명한다. 

 

 

4.3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찾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 전에 어떤 기능을 원하고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

어야된다.  

 

FreeBSD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리스트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다행히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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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BSD 웹 사이트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된 리스트를 

http://www.FreeBSD.org/ports/ 사이트에서 유지하고 있다. 포트는 카테고리 별로 나

누어져 있어서, 이름을 알고 있다면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카테고리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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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 Langille 는 http://www.FreshPorts.org/에 최신 포트를 유지하고있다. FreshPorts

는 어플리케이션의 변경사항을 포트 트리에서 확인하여 이들 포트가 업데이트 되면 

메일로 통보해준다.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을 모른다면 어플리케이션을 찾는데 

FreshMeat(http://www.freshmeat.net/)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고, 어플리케이션이 아

직 포트되지 않았다면 FreeBSD 사이트로 다시 돌아와서 체크해본다. 

 

 

4.4 패키지 시스템 사용 

이번 섹션에서는 패키지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을 예제를 통해 보

여준다. 그리고 패키지를 관리하고 삭제하는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한다.  

 

4.4.1 패키지 설치 

FreeBSD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로컬 파일이나 네트워크의 서버에서 설치할 때 pkg_add(1) 

유틸리티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예제를 따라 해보자  

 

예제 4-1. 패키지를 직접 다운로드해서 로컬에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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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번역물의 저작권은 역자에게만 있습니다. 

Korea FreeBSD Users Group             - 7 -                http://www.kr.FreeBSD.org/ 

# ftp -a ftp2.FreeBSD.org 

Connected to ftp2.FreeBSD.org. 

220 ftp2.FreeBSD.org FTP server (Version 6.00LS) ready. 

331 Guest login ok, send your email address as password. 

230- 

230-     This machine is in Vienna, VA, USA, hosted by Verio. 

230-         Questions? E-mail freebsd@vienna.verio.net. 

230- 

230- 

230 Guest login ok, access restrictions apply. 

Remote system type is UNIX. 

Using binary mode to transfer files. 

ftp> cd /pub/FreeBSD/ports/packages/sysutils/ 

250 CWD command success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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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p> get lsof-4.56.4.tgz 

local: lsof-4.56.4.tgz remote: lsof-4.56.4.tgz 

200 PORT command successful. 

150 Opening BINARY mode data connection for 'lsof-4.56.4.tgz' (92375 bytes). 

100% |**************************************************| 92375       00:00 ETA 

226 Transfer complete. 

92375 bytes received in 5.60 seconds (16.11 KB/s) 

ftp> exit 

 

# pkg_add lsof-4.56.4.tgz 

 

로컬 패키지(FreeBSD CD-ROM 세트와 같은) 소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pkg_add(1)에 -r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유틸리티가 정확한 파일을 결정하

고 FTP 사이트에서 패키지를 가져와서 패치하고 설치한다.  

 

# pkg_add -r lsof 

 

위의 예제는 정확한 패키지를 다운로드하고 유저의 어떠한 개입도 없이 패키지를 설치한다. 

pkg_add(1)는 fetch(3)를 사용하여 FTP_PASSIVE_MODE, FTP_PROXY와 FTP_PASSWORD

를 포함하여 다양한 환경 변수가 설정된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방화벽 뒤쪽에 있다면 이들 중 한 개 또는 한 개 이상의 설정이 필요하거나, FTP/HTTP 프

록시를 사용해야 된다. 옵션 리스트 전체는 fetch(3)를 본다. 위의 예제에서 lsof 는 lsof-

4.56.4 대신 사용되었다. 원격 패치(다운로드) 기능을 사용할 때 패키지의 버전 번호는 삭제

해야한다. pkg_add(1) 명령은 가장 최신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패치한다.  

 

패키지 파일은 .tgz 형식으로 배포된다. 이들을 

ftp://ftp.FreeBSD.org/pub/FreeBSD/ports/packages/ 사이트 또는 FreeBSD CD-ROM 배

포 판에서 찾을 수 있다. FreeBSD 4-CD 세트의(그리고 PowerPak도) 모든 CD는, 

/packages 디렉터리에 패키지를 가지고있다. 패키지의 레이아웃(디렉터리 구조)은 

/usr/ports 트리의 구조와 비슷하다. 각 카테고리는 각자 디렉터리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패

키지는 All 디렉터리에서 찾을 수 있다.  

 

패키지 시스템의 디렉터리 구조는 포트 레이아웃과 매칭되어 패키지/포트 시스템 전체를 형

성하기 위해 같이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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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패키지 관리 

pkg_info(1)은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패키지 리스트와 간략한 설명을 보여 주는 유틸리티다. 

# pkg_info 

cvsup-16.1          A general network file distribution system optimized for CV 

docbook-1.2         Meta-port for the different versions of the DocBook DTD 

... 

 

pkg_version(1)은 설치되어 있는 모든 패키지의 버전을 요약해 주는 유틸리티다. 포트 트리

에서 찾은 현재 버전과 패키지 버전을 비교해준다. 패키지 업그레이드 시기 결정에 도움이

된다. 

# pkg_version 

cvsup                       = 

docbook                     = 

... 

 

두 번째 칼럼의 표식(=)은 설치된 버전과 로컬 포트 트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의 관계

를 보여준다.  

 

심볼 의미 

=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 버전이 로컬 포트 트리에서 찾은 것과 같다. 

< 설치되어 있는 버전이 포트 트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예전 것이다. 

> 
설치되어 있는 버전이 로컬 포트 트리에서 찾아낸 것보다 새로운 것이다. (로컬 

포트 트리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이다.) 

?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를 포트 인덱스에서 찾을 수 없다(예를 들면 설치된 포트가 

포트 컬렉션에서 삭제되었거나 이름이 바뀌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 

* 여러 가지 버전의 패키지가 있다. 

 

 

4.4.3 패키지 삭제 

이전에 설치한 패키지를 삭제할 때 pkg_delete(1) 유틸리티를 사용한다.  

 

# pkg_delete xchat-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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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더 자세한 패키지 정보 

모든 패키지 정보는 /var/db/pkg 디렉터리에 저장되어 있다. 설치되어 있는 파일 리스트와 

각 패키지의 설명은 이 디렉터리에 있는 파일에서 찾을 수 있다. 

 

 

4.5 포트 컬렉션 사용 

이번 섹션에서는 포트 컬렉션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삭제하는 기본적

인 정보를 제공한다.  

 

 

4.5.1 포트 컬렉션 받아오기 

포트를 설치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Makefiles 세트, 패치 그리고 /usr/ports 의 설명 파일을 

가지고 있는 포트 컬렉션을 먼저 받아 와야 된다. 

 

FreeBSD 시스템을 설치하는 중간에 sysinstall 이 포트 컬렉션을 설치할 것인지 물어 보았다. 

no 를 선택했다면 다음 지시를 따라서 포트 컬렉션을 받아올 수 있다. 

 

 

 [예제: Sysinstall 를 사용하는 방법] 

 

이 방법은 sysinstall 을 다시 사용하여 포트 컬렉션을 직접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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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root 에서 다음과 같이 /stand/sysinstall 을 실행한다: 

# /stand/sysin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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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향키로 아래로 이동하여 Configure 를 선택하고 Enter 를 누른다. 

 

③ 방향키로 아래로 이동하여 Distributions 를 선택하고 Enter 를 누른다.  

 

④ 방향키로 ports 로 이동하여 Enter 를 누른다.  

 

⑤ 위로 이동하여 Exit 를 선택하고 Enter 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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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CDROM, FTP 처럼 원하는 설치 미디어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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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it 로 이동해서 Enter 를 누른다.  

 

⑧ X를 누르고 sysinstall 를 빠져 나간다. 

 

 

 

업데이트된 포트 컬렉션을 가져오고 유지하는 다른 방법은 CVSup을 사용한다. 

/usr/share/examples/cvsup/ 디렉터리에 있는 파일을 확인한다. CVSup 사용법과 이 파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VSup 사용] (부록 A.5)을 본다. 

 

 

 [CVSup 을 사용하는 방법] 

 

이 방법은 CVSup을 사용하여 포트 컬렉션을 빨리 받는 방법이다. 포트 트리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거나 CVSup에 대해 좀더 알고 싶다면 이전에 언급한 섹션을 읽는다. 

 

① net/cvsup 포트를 설치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CVSup 설치(부록 A.5.2)를 본다.  

 

# cd /usr/ports/net/cvsup     [설치할 포트 디렉터리로 이동한다] 

# make install                 [포트 설치 명령] 

 

② root 에서 /usr/share/exaples/cvsup/ports-supfile 를 /root 나 홈 디렉터리 같은 새로

운 위치로 복사한다.  

 

# cp /usr/share/examples/cvsup/ports-supfile . [현재 디렉터리로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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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ports-supfile 를 수정한다. 

 

# vi ports-sup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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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CHAGE_THIS.FreeBSD.org 를 가장 가까운 CVSup 서버(cvsup.kr.FreeBSD.org)로 변

경한다. 전체 미러 사이트 리스트는 [CVSup 미러 사이트]를(부록 A.5.7) 본다.  

 

⑤ cvsup 을 실행한다: 

 

 # cvsup -g -L 2 /root/ports-supfile 

 

⑥ 이 명령을 실행하면 가장 최근에 변경된 모든 것을 다운로드하고, 실제로 시스템에 

포트를 다시 빌드하는 것을 제외하고 포트 컬렉션에 적용한다. 

 

 

4.5.2 포트 설치 

포트 컬렉션은 실제로 “스켈레톤(골격)”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포트 스

켈레톤은, FreeBSD 시스템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컴파일하고 설치하는지 지정되어 있는 최

소한의 파일 세트다. 포트 스켈레톤은 다음과 같은 파일과 디렉터리를 가지고 있다: 

 

 [Makefile 파일] 이 파일은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컴파일하고 시스템의 어느 곳에 

설치해야 되는지 지정하는, 다양한 상태 정보를 가지고있다.  

 

 [distinfo 파일] 이 파일은 다운로드 해서 포트로 설치해야 되는 파일과, md5(1)를 

사용하여 파일이 다운로드되는 동안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체크섬 정보를 가지고 

있다.  

 

 [file 디렉터리] 이 디렉터리는 FreeBSD 시스템에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설치하는 

패치를 가지고 있다. 패치는 기본적으로 특정 파일을 변경하도록 지정하는 작은 파

일이다. 이들은 평범한 텍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라인 10 삭제" 또

는 "라인 26 을 이렇게 바꾸어라" 등으로 설명 되어 있다. 패치는 diff(1) 프로그램

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diffs"라고도 한다. 

 

이 디렉터리는 포트 빌드에 사용되는 다른 파일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pkg-descr 파일] 이 파일은 보통 여러 라인으로 더 자세히 프로그램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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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kg-plist 파일] 이 파일은 포트가 설치하는 모든 파일 리스트다. 그리고 삭제 명

령으로 어떤 파일이 삭제되었는지 알려주는 포트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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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포트는 pkg-message 같은 다른 파일을 가지고있다. 포트 시스템은 특수한 상황을 제

어할 때 이런 파일을 사용한다. 이들 파일과 일반적으로 포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FreeBSD 포터의 핸드북을 읽어 보기 바란다 

(http://www.freebsd.org/doc/en_US.ISO8859-1/books/porters-handbook/index.html). 

 

이제 포트 컬렉션이 무엇에 사용되는지 알고 있으므로 첫 번째 포트를 설치해 보자. 포트 

설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아래에서 각각 설명한다. 

 

그러나 시작하기 전에 설치하려는 포트를 선택해야된다. FreeBSD 웹 사이트에

(http://www.freebsd.org/ports/index.html) 리스트 되어 있는 방법을 포함하여, 포트를 선

택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사이트에 리스트 되어 있는 포트를 훓어 보거나 사이트의 

검색 기능을 사용한다. 그리고 각 포트는 설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결정하기 전

에 각 포트에 대해 약간씩 읽어 볼 수 있다. 

 

다른 방법은 whereis(1) 명령을 사용하는 것이다. 단순히 whereis file 이라고 입력하고, 여

기서 file 은 설치하려는 프로그램이다. 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스템에서 찾았다면 다음과 같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다: 

 

# whereis lsof 

lsof: /usr/ports/sysutils/lsof 

 

이 명령은 lsof 를 /usr/ports/sysutils/lsof 디렉터리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해준다.  

 

특정 포트를 찾는 다른 방법은 포트 컬렉션에 내장되어 있는 검색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것

이다. 검색 기능을 사용하려면 /usr/ports 디렉터리로 이동한다. 이 디렉터리에서 make 

search name=program-name 을 실행하고, 여기서 program-name 은 찾으려는 프로그램의 

이름이다. 이제 lsof 를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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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 /usr/ports 

# make search name=lsof 

Port:   lsof-4.56.4 

Path:   /usr/ports/sysutils/lsof 

Info:   Lists information about open files (similar to fstat(1)) 

Maint:  obrien@FreeBSD.org 

Index:  sysutils 

B-d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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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eps: 

 

출력 부분에서 특히 관심을 가질 곳은, 어디서 포트를 찾을 수 있는지 알려 주는 "Path:"라

인이다. 다른 정보는 설치할 때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지 않는다.  

 

좀더 철저한 검색은 make search key=string 를 사용할 수 있고, string 은 검색하려는 문자 

열이다. 이 명령은 포트 이름, 주석, 설명과 의존성을 찾아준다. 또한 찾으려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모를 경우 특정 주제와 관련된 포트를 찾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경우 검색 문자열은 대소 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LSOF" 검색은 "lsof" 검색과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Note: 포트 설치는 root 에서 해야된다.  

 

이제 설치하려는 포트를 찾아냈고 실제로 설치 준비가됐다. 포트는 소스 코드를 빌드하는 

설정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소스 코드는 포함하지 않는다. 소스 코드는 CD-ROM이나 

인터넷에서 가져올 수 있다. 소스 코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원하는 형식으로 배포된다. 

대부분의 소스 코드는 tar 와 gzip 파일 형식이지만, 다른 툴이나 압축하지 않았을 수도 있

다.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어떤 형식이던지 "distfile" 라고 부른다. Distfile 은 CD-ROM이나 

인터넷에서 받을 수 있다. 

 

주의: 포트를 설치하기 전에 포트 컬렉션을 업데이트하고 포트와 관련된 보안 문제

를 http://vuxml.freebsd.org 사이트에서 체크해야 된다. 

 

보안 취약점은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설치하기 전에 portaudit로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다. 이 툴은 포트 컬렉션(security/portaudit)에서 찾을 수 있다. 새로운 포트를 설

치하기 전에 portaudit –F를 실행하면 최신 취약성 데이터베이스로 패치한다. 보안 

공고와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는 일일 보안 시스템 체크로 수행된다. 더 많은 정보

는 portaudit(1)과 periodic(8) 매뉴얼 페이지를 참고한다.  

 

 

4.5.2.1 CD-ROM에서 포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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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BSD 프로젝트의 공식 CD-ROM 이미지에는 더 이상 distfile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CD-ROM들은 미리 컴파일되어 있어서 패키지에 적합한 많은 디렉터리를 가지고 있다. 

FreeBSD PowerPak같은 CD-ROM 제품은 distfile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은 FreeB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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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 (http://www.freebsdmail.com/) 같은 벤더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섹션은 FreeBSD 

CD-ROM 세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FreeBSD CD-ROM을 드라이브에 넣고 /cdrom에(다른 마운트 포인트를 사용한다면 설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마운트한다. 설치하려는 포트 디렉터리로 변경해서 설치를 시작한다: 

 

# mount /cdrom 

# cd /usr/ports/sysutils/lsof 

 

lsof 디렉터리 안에서 포트 스켈레톤을 볼 수 있다. 다음 단계는 포트를 "빌드(컴파일)"한다. 

이 단계는 프롬프트에서 단순히 make 를 입력한다. 명령을 입력하면 다음과 비슷한 메시지

를 보게 된다: 

# make 

>> lsof_4.57D.freebsd.tar.gz doesn't seem to exist in /usr/ports/distfiles/. 

>> Attempting to fetch from file:/cdrom/ports/distfiles/. 

===>  Extracting for lsof-4.57 

... 

[extraction output snipped] 

... 

>> Checksum OK for lsof_4.57D.freebsd.tar.gz. 

===>  Patching for lsof-4.57 

===>  Applying FreeBSD patches for lsof-4.57 

===>  Configuring for lsof-4.57 

... 

[configure output snipped] 

... 

===>  Building for lsof-4.57 

... 

[compilation output snipped] 

... 

# 

 

컴파일이 끝나면 프롬프트로 다시 되돌아온다. 다음 단계는 포트를 설치하는 단계로 install

이라는 간단한 단어를 make 명령에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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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install 

===>  Installing for lso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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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allation output snipped] 

... 

===>   Generating temporary packing list 

===>   Compressing manual pages for lsof-4.57 

===>   Registering installation for lsof-4.57 

===>  SECURITY NOTE:  

      This port has installed the following binaries which execute with 

      increased privileges. 

# 

 

프롬프트가 나타나면 방금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다. lsof 는 권한을 증가시키

기 때문에 보안 경고가 뜬다. 포트를 빌드하고 설치하는 동안 발생할만한 다른 경고에 주의

를 기울인다.  

 

Note: 어떤 쉘은 PATH 환경 변수에 나열되어 있는 디렉터리에서 실행할 명령을 케시

에 담고 있다. 이런 쉘을 사용하고 있다면 새로 설치한 명령을 사용하기 전에 포트를 

설치한 후 rehash 명령을 실행해야 된다. 이런 쉘들은 기본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어

서(tcsh 같은) 포트에서(예를 들면 shells/zsh) 사용할 수 있다. 

 

 

4.5.2.2 인터넷에서 포트 설치 

마지막 섹션에서처럼 이번 섹션도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고 가정한다. 연결

되어 있지 않다면 CD-ROM을 설치하거나 distfile 의 복사본을 /usr/ports/distfiles 에 직접 

넣어야된다.  

 

Note: 어떤 포트 라이센스는 CD-ROM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포트

는 다운로드하기 전에 등록 폼을 채워야 되거나, 재 배포를 허용하지 않거나 다른 이

유일 수 있다. CD-ROM이 아닌 포트에서 설치하려면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인터넷에서 포트를 설치하는 것은 CD-ROM에서 설치하는 것과 같다. 둘 사이의 유일한 차

이는 distfile 을 CD-ROM에서 읽지 않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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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설치 과정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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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install 

>> lsof_4.57D.freebsd.tar.gz doesn't seem to exist in /usr/ports/distfiles/. 

>> Attempting to fetch from ftp://ftp.FreeBSD.org/pub/FreeBSD/ports/distfiles/. 

Receiving lsof_4.57D.freebsd.tar.gz (439860 bytes): 100% 

439860 bytes transferred in 18.0 seconds (23.90 kBps) 

===>  Extracting for lsof-4.57 

... 

[extraction output snipped] 

... 

>> Checksum OK for lsof_4.57D.freebsd.tar.gz. 

===>  Patching for lsof-4.57 

===>  Applying FreeBSD patches for lsof-4.57 

===>  Configuring for lsof-4.57 

... 

[configure output snipped] 

... 

===>  Building for lsof-4.57 

... 

[compilation output snipped] 

... 

===>  Installing for lsof-4.57 

... 

[installation output snipped] 

... 

===>   Generating temporary packing list 

===>   Compressing manual pages for lsof-4.57 

===>   Registering installation for lsof-4.57 

===>  SECURITY NOTE:  

      This port has installed the following binaries which execute with 

      increased privileges. 

# 

 

이전 예제에서 /usr/ports/distfiles/ 디렉터리에서 포트 distfile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ftp://ftp.FreeBSD.org/pub/FreeBSD/ports/distfiles/ 사이트에서 받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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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에서 설명했지만 포트 시스템도 FTP_PASSIVE_MODE, FTP_PROXY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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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P_PASSWORD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 변수가 지정된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fetch(1)

를 사용한다. 방화벽 안쪽에 있다면 한가지 또는 한가지 이상의 설정이 필요하거나, 

FTP/HTTP 프록시를 사용해야 된다. 전체 옵션 리스트는 fetch(3) 매뉴얼 페이지를 본다.  

 

항상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유저를 위해 make fetch 옵션이 제공된다. 디렉터리의 가장 

상위 레벨에서(/usr/ports) 이 명령만 실행하면 필요한 파일이 다운로드된다. 이 명령은 

/usr/ports/net 처럼 레벨이 낮은 카테고리에서도 실행된다. 포트가 라이브러리나 다른 포트

에 의존된다면 포트의 의존성 포트나 라이브러리의 distfile 은 패치하지 않는다. 포트 의존

성도 모두 패치하려면 fetch 를 fetch-recursive 로 변경한다. 

 

Note: 앞서 말한 make fetch 처럼 최상위 디렉터리 make 를 실행하여 전체를 빌

드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포트는 동시에 빌드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방법이

다. 다른 경우 어떤 포트는 같은 파일 이름으로 두 개의 다른 파일을 설치할 수 

있다. 

 

가끔 MASTER_SITES 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위치) 타볼(tar 로 압

축된 소스코드)을 받아야 된다. 다음 명령으로 MASTER_SITE 옵션을 무시할 수 있다: 

 

# cd /usr/ports/directory 

 

# make MASTER_SITE_OVERRIDE= ₩ 

ftp://ftp.FreeBSD.org/pub/FreeBSD/ports/distfiles/fetch 

 

이 예제는 MASTER_SITE 옵션을 ftp.FreeBSD.org/pub/FreeBSD/ports/distfiles/로 변경한다. 

 

Note: 어떤 포트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비활성하거나, 특정 보안 옵

션과 튜닝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할 수 있는 빌드 옵션을 제공한다. 염두 해 둘만한 

포트 몇 개는 www/mozilla, security/gpgme와 mail/sylpheed-claws가있다. 이런 

옵션을 이용할 수 있을 때 메시지가 나타난다. 

 

 

4.5.2.3 기본 포트 디렉터리 무시하기 

가끔 다른 distfiles 과 포트 디렉터리를 사용하는 것도 유용하다(또는 필수적이다). 다음과 

같이 PORTSDIR 과 PREFIX 변수로 기본 디렉터리를 무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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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ORTSDIR=/usr/home/example/ports install 

 

위 명령은 /usr/home/example/ports 에서 포트를 컴파일하고 /usr/local 아래에 설치한다.  

 

# make PREFIX=/usr/home/example/local install 

 

위 명령은 /usr/ports 에서 컴파일하고 /usr/home/example/local 에 설치한다.  

 

# make PORTSDIR₩=../ports PREFIX=../local install 

 

위 명령은 두 개를 결합한다(이 페이지에서 전체 내용을 설명하기에 너무 길기 때문에 일반

적인 사용법만 설명한다). 

 

이런 변수를 환경 변수에 설정할 수 있다. 쉘에서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방법은 매뉴얼 페

이지를 참고한다. 

 

 

4.5.2.4 imake 문제 

imake 를(X 윈도우 시스템의 일부) 사용하는 어떤 포트는, PREFIX 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고 /usr/X11R6 에서 설치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어떤 Perl 포트도 

PREFIX 를 무시하고 Perl 트리에서 설치해야 된다. 이런 포트에는 PREFIX 를 사용하기가 어

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4.5.3 설치되어 있는 포트 삭제하기 

포트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포트를 잘못 설치했다고 생각될 경우 어떻게 삭제

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이전 예제에서 설치한 포트를 삭제하는 예제를 보자 (별로 관심이 

없는 lsof 같은 포트). 포트를 설치할 때처럼 포트 디렉터리(/usr/ports/sysutils/lsof )로 이동

한다. 디렉터리를 변경 했으면 lsof 를 삭제할 준비가 되었다. make deinstall 명령을 이용하

면 삭제할 수 있다: 

# cd /usr/ports/sysutils/lsof   [삭제하려는 포트 디렉터리로 이동] 

# make deinstall    [삭제 명령 실행] 

===> Deinstalling for lso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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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lsof 가 삭제되었다. 삭제한 포트를 다시 설치하려면 /usr/ports/sysutils/lsof 디렉터리

에서 make reinstall 을 사용하여 다시 설치할 수 있다.  

 

# make reinstall 

 

make clean 를 실행하면 make deinstall 과 make reinstall 은 동작하지 않는다. 포트를 정리

(clear)한 후 삭제하려면, 핸드북의 패키지 섹션에서 설명한 pkg_delete(1)를 사용한다. 

 

 

4.5.4 포트와 디스크 공간 

포트 컬렉션을 이용하면 많은 디스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make clean 옵

션을 사용하여 작업한 디렉터리를 항상 정리해야 된다. 이 명령은 포트를 빌드하고 설치한 

후 작업한 디렉터리를 삭제한다. 그리고 distfiles 디렉터리의 tar 파일을 삭제할 수 있고 포

트 사용이 끝나면 설치된 포트를 삭제할 수 있다. 어떤 유저는 refuse 파일에 관련된 옵션

을 입력하여 특정 포트 카테고리의 선택을 제한하기도 한다. 이 경우 CVSup을 실행하면 

그 카테고리의 파일은 다운로드하지 않는다.  

 

 

4.5.5 포트 업그레이드 

항상 업데이트된 상태로 포트를 유지하는 것은(그래야 최신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다) 상당히 피곤한 작업일 것이다. 예를 들어 포트를 업그레이드하려면 포트 디렉터리

로 이동하여 포트를 빌드한 후 예전 포트를 삭제한다. 그리고 새로운 포트를 설치한 후 정

리한다. 다섯 개의 포트만 생각해 보더라도 상당히 지겨울 것이다. 시스템 관리자들에게 이

런 작업은 큰 문제였기 때문에 자동으로 포트를 업데이트하는 유틸리티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sysutils/portupgrade 유틸리티는 자동으로 포트를 업데이트 해준다. 다른 포트처럼 

make install clean 명령을 사용하여 이 유틸리티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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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 /usr/ports/sysutils/portupgrade 

# make install  

# /usr/local/sbin/pkgdb –F   

--->  Checking the package registry database 

[Rebuilding the pkgdb <format:bdb1_btree> in /var/db/pkg ... - 13 packages found (-0 

+13) .............done] 

 

# /usr/local/sbin/portupgrad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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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ing the portsdb <format:bdb1_btree> in /usr/ports ... - 10796 port entries 

found .........1000.........2000.........3000.........4000.........5000.........6000.........7000....

.....8000.........9000.........10000....... ..... done] 

 

  설치가 끝나면 pkgdb -F 명령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 이 명령은 설치되어 

있는 포트 리스트를 읽어서 /var/.db/pkg 디렉터리에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생성한다.  

 

  그리고 portupgrade -a 를 실행하면 포트 데이터베이스와 포트 INDEX 파일을 읽는

다. 마지막으로 portupgrade 는 다운로드를 시작하고 빌드한다. 그리고 기존 설정을 

백업한 후 설치하고 업데이트된 포트를 정리한다.  

 

portupgrade는 여러 가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

한 옵션을 아래에서 설명한다.  

 

전체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특정 어플리케이션만 업그레이드한다면 portupgrade pkgname

를 사용한다. 여기서 pkgname 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이름이다. portupgrade 가 입력한 패

키지의 의존성과도 동작해야 된다면 -r 플래그를 사용하고, –R 은 입력한 패키지에 필요한 

모든 패키지와 동작한다. 포트 대신 패키지를 사용하여 설치하려면 –P 옵션을 주고, 빌드와 

설치는 하지 않고 distfile 만 패치하려면 –F 를 사용한다. 더 자세한 설명은 portupgrade(1) 

매뉴얼 페이지를 확인한다.  

 

Note: 데이터베이스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 pkgdb – F 를 사용하여 

패키지 데이터베이스를 규칙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portupgrade

가 필요할 때). 데이터베이스 무결성이 깨지기 때문에 패키지 데이터베이스를 업데

이트하는 동안 portupgrade 를 중단하지 않는다. 

 

portupgrade 같은 다른 유틸리티도 있으므로 ports/sysutils 디렉터리를 체크하고 어떤 포트

가 가능한지 확인해본다.  

 

 

4.6 설치 후 과정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되어있는 문서를 읽어본

다. 그리고 필요한 설정을 편집하여 부팅할 때 (데몬 이라면) 그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시작되기를 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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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어플리케이션을 설정하는 정확한 단계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방금 어플리케이션을 새

로 설치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에 대해, 다음 설명이 도움이 될 것이

다.: 

 

 어떤 파일이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찾을 때 pkg_info(1)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FooPackage 버전 1.0.0 을 바로 설치했다면 다음 명령으로 패키지가 설치한 모든 

파일을 볼 수 있다. 

 

# pkg_info -L foopackage-1.0.0 | less 

 

매뉴얼 페이지는 man/ 디렉터리를 설정파일은 /etc 디렉터리, 그리고 더욱 포괄적

인 문서가 있는 doc/ 디렉터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 

 

방금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의 버전이 확실하지 않다면, 다음 명령으로 foopackage

라는 패키지가 설치한 모든 패키지를 볼 수 있다. 

  

# pkg_info | grep -l foopackage 

 

명령어 라인에서 foopackage 를 방금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바꾼다. 

 

 어플리케이션의 매뉴얼 페이지가 설치된 곳을 확인하여 man(1)으로 다시 읽어본다. 

그리고 샘플 설정 파일과 같이 제공된 추가적인 문서도 확인한다.  

 

 어플리케이션이 웹 사이트를 가지고 있다면 추가적인 문서와 빈번한 질문 등을 확

인해본다. 웹 사이트 주소가 확실하지 않다면 다음 명령의 결과에 표시될 것이다. 

  

 

# pkg_info foopackage-1.0.0 

 

WWW: 라인이 어플리케이션의 웹사이트 URL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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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팅할 때 시작해야 되는 포트는 보통 /usr/local/etc/rc.d 에 샘플 스크립트를 설치

한다. 이 스크립트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하거나 이름을 바꾼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작 서비스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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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깨진 포트문제 해결 

포트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다면 체크할 만한 몇 가지 사항이 있다:  

 

1. 수정하자! Porters 의 Handbook 은(http://www.freebsd.org/doc/en_US.ISO8859-

1/books/porters-handbook/index.html) "Ports" 구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

기 때문에, 때때로 깨진 포트를 수정하거나 알맞게 고칠 수 있다. 

 

2. 포트 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낸다. make maintainer 명령을 실행하거나 관리자의 메

일 주소를 찾기 위해 Makefiles 을 읽어본다. 포트 이름 및 버전(Makefile 에서 

$FreeBSD: 라인을 보낸다)과 관리자가 메일을 받았을 때 에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결과도 포함시켜야 된다. 관리자로부터 답변이 오지 않는다면 send-pr(1)을 사용하

여 버그 리포트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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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까운 FTP 사이트에서 패키지를 받는다. "마스터" 패키지 컬렉션은 

ftp.FreeBSD.org 의 패키지 디렉터리에 있지만

(ftp://ftp.FreeBSD.org/pub/FreeBSD/ports/packages/), 가까운 미러 사이트를 먼

저 체크해 보자! 이들 미러 사이트는 원활히 동작하고 더 빠르다. 그리고 다운받은 

패키지를 설치하려면 이전에 설명한 pkg_add(1)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