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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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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 FreeBSD 부팅 과정 
 

12.1 개요 

컴퓨터를 시작하고 운영체제를 로드하는 프로세스를 “부트스트랩 프로세스” 또는 간단히 

“부팅”이라고 한다. FreeBSD 부트 프로세스는 같은 컴퓨터에 설치되어있는 다른 운영체제

를 선택하거나 같은 운영체제 또는 설치된 커널의 다른 버전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시스

템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탁월한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번 장에서는 설정할 수 있는 자세한 옵션과 FreeBSD 부트 프로세스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이것은 FreeBSD 커널이 시작되고 장치 탐색 그리고 init(8)가 시작될 때

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이 상황이 언제 발생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텍스트 

색상이 밝은 하얀색에서 회색으로 변할 때다.  

 

이번 장을 읽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다: 

 

 FreeBSD 부트스트랩 시스템은 어떤 컴포넌트이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부트 프로세스를 제어하기 위해 FreeBSD 부트스트랩 컴포넌트에 설정할 수 있는 

옵션 

 

 device.hints(5)의 기본 

 

x86: 이번 장에서는 인텔 x86 시스템에서 운용 중인 FreeBSD 의 부트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한다.  

 

 

 

12.2 부팅 문제 

컴퓨터를 켜고 운영체제가 시작되면 흥미있는 딜레마에 빠진다. 정의에 따르면 컴퓨터는 운

영체제가 시작될 때까지 어떤 일을 할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이것은 디스크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컴퓨터는 운영체제 없이 디스크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

지 못하고, 디스크에 운영체제가 있다면 운영체제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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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Adventures of Baron Munchausen 책의 내용과 유사하다. 주인공이 맨홀에 빠졌

고 그는 부트스트랩을 잡고 어렵게 빠져 나온다. 함축해서 “부팅”이라는 용어가 된 예전 컴

퓨터 용어 부트스트랩은 운영체제를 로드하는 메커니즘에 적용됐다.  

 

x86 하드웨어에서 기본 입/출력 시스템(BIOS)은 운영체제를 로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운영체제를 로딩하려고 BIOS 는 디스크의 특정 위치에 있는 마스터 부트 레코드를(MBR) 찾

기 위해 하드 디스크를 탐색한다. BIOS 는 MBR을 로드하고 실행하기에 충분한 기능을 가

지고 있고 MBR은 운영체제 로딩에 관련된 나머지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  

 

PC BIOS  

 

 

하나의 운영체제를 디스크에 설치하였다면 표준 MBR이면 된다. 이 MBR은 디스크에서 

첫 번째로 부팅할 수 있는 슬라이스를 찾아서 나머지 운영체제를 로드하는 코드를 실행한다.  

 

DISK에서 MBR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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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에 여러 개의 운영체제를 설치하였다면 다른 MBR을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체제 리

스트를 보고 부팅하려는 운영체제를 선택할 수 있다. FreeBSD는 설치할 수 있는 MBR을 

가지고 있고 다른 운영체제 벤더도 각자 MBR을 제공한다.  

 

FreeBSD Boot Manager 

 

 

FreeBSD 부트스트랩 시스템의 나머지는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컴퓨터를 

특정 단계로 보내서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하도록 하는 MBR이 실행하는 단계다. 두 번째 단

계는 세 번째 단계를 실행하기 전에 좀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운영체제 

로딩 테스크를 끝낸다. 표준 PC 는 단계 1 과 2 에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크기를 제한

하기 때문에 이 태스크는 세 단계로 나누어 진다. FreeBSD 는 연속된 태스크를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더 유연한 로더를 제공한다.  

 

커널이 시작되면 장치를 탐색해서 사용하기 위해 장치를 초기화한다. 커널 부트 프로세스가 

끝나면 커널은 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저 프로세스 init(8)에게 제어권을 넘긴다. 

init(8)은 파일시스템 마운트, 네트워크로 통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카드설정 그리고 

FreeBSD 시스템이 시작될 때 일반적으로 실행되는 모든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유저 레벨 

리소스 설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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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MBR, /boot/boot0 

FreeBSD MBR 은 /boot/boot0 에 있다. 실제 MBR은 FreeBSD 영역밖에 디스크의 특정 위

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MBR 복사본이다. 

 

boot0 는 매우 단순하다. MBR 의 프로그램은 오직 512 바이트 밖에 안되기 때문에 boot0 는 

매우 단순하다. 하드 디스크에 FreeBSD MBR 을 설치하고 여러 운영체제를 설치했다면 부

팅할 때 다음과 비슷한 화면을 볼 수 있다: 

 

예제 12-1. boot0 스크린 샷 

 

F1 DOS 

F2 FreeBSD 

F3 Linux 

F4 ?? 

F5 Drive 1 

 

Default: F2 

 

다른 운영체제 특히 윈도우 95, 98 은 이전 MBR을 자신의 것으로 덮어쓴다. 이러 일이 발

생했거나 이전의 MBR을 FreeBSD MBR 로 바꾸고 싶다면 다음 명령을 이용한다: 

 

# fdisk -B -b /boot/boot0 device 

 

device 에 ad0 는 첫 번째 IDE 디스크, ad2 는 두 번째 IDE 컨트롤러의 첫 번째 IDE 디스크, 

da0 는 첫 번재 SCSI 디스크 등으로 부팅할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리눅스 유저이고 LILO가 부트 프로세스를 제어하기를 원한다면 

/etc/lilo.conf 파일을 FreeBSD 를 위해 편집할 수 있거나 FreeBSD 설치과정 중에 Leave 

The Master Boot Record Untouched 를 선택한다. FreeBSD 부트 매니저를 설치하였다면 리

눅스로 다시 부팅하여 LILO 설정파일 /etc/lilo.conf 에 다음 옵션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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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FreeBSD 

 

그러면 리눅스에서 LILO를 이용하여 FreeBSD 를 부팅할 수 있다. 우리는 예제에서 드라이

브 번호와 파티션을 결정할 때 XY 를 사용한다. SCSI 드라이브를 사용한다면 /dev/hdXY 를

XY구문을 다시 사용하는 /dev/sdXY 와 비슷하게 읽을 수 있도록 변경하기를 원할 것이다. 

같은 드라이브에 두 개의 운영체제가 있다면 loader=/boot/chain.b 는 생략할 수 있다. 새

로 변경한 내용을 시스템에 적용하도록 /sbin/lilo -v 를 실행할 수 있고 이것은 콘솔메시지

로 확인할 수 있다. 

 

 

 

 

12.3.2 단계 1: /boot/boo1과 단계 2: /boot/boot2  

개념상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는 같은 디스크영역에 있는 같은 프로그램의 일부분이다. 왜

냐하면 공간적인 제약으로 두 개의 단계로 나누어놓았지만 항상 같이 설치된다.  

 

이들은 boot0 에 있는 부트 슬라이스의 부트 섹터에서 찾을 수 있거나 MBR에서 부트 프로

세스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boot 디렉터리의 파일은 

FreeBSD 파일시스템 외부에 저장되어있는 실제 파일의 복사본이다.  

 

boot1 역시 512 바이트 크기만 허용되기 때문에 boot1 은 매우 단순하고 boot2 를 찾아서 

실행하는데 필요한 슬라이스 정보를 가지고 있는 FreeBSD disklabel 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 

  

boot2 는 조금 더 복잡하고 파일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FreeBSD 파일시스템을 알고 있으

며 커널이나 로더를 실행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예제 12-2. boot2 스크린 샷 

 

>> FreeBSD/i386 BOOT 

Default: 0:ad(0,a)/kernel 

boot: 

 

boot1 을 boot2 로 바꿀 필요가 있다면 disklabel(8)을 사용한다: 

 

# disklabel -B disks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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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0s1 은 첫 번째 IDE 디스크의 첫 번째 슬라이스처럼 diskslice 에 부팅할 수 있는 디스크

와 슬라이스를 입력한다.  

 

Dangerously Dedicated Mode: disklabel(8) 명령에서 ad0 같은 디스크 이름만 사용

한다면 슬라이스없이 dangerously dedicated disk 를 생성하게 된다. 이것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Return 을 누르기 전에 disklabel(8) 명령을 다시 체

크한다. 

 

 

12.3.3 단계 3: /boot/loader 

로더는 3 단계 부트스트랩 중 마지막 단계이고 일반적으로 파일시스템의 /boot/loader 에 있

다.  

 

로더는 더욱 복잡한 명령어 세트로 사용자 친화적인 설정방법, 사용하기 쉬운 내장형 명령

어세트 사용 그리고 더욱 강력한 인터프리터에 의한 백업을 지향한다.  

 

 

12.3.3.1 로더 프로그램의 흐름 

초기화하는 동안 로더는 콘솔과 디스크를 탐색해서 어떤 디스크로 부팅하는지 이해한다. 로

더는 변수를 적절히 지정하고 유저명령을 스크립트나 상호작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곳에서 

인터프리터를 시작한다. 

 

로더는 변수에 적절한 기본값을 설정하는 /boot/default/loader.conf 를 기본적으로 읽는 

/boot/loader.rc 를 읽은 후 이들 변수의 로컬변수로 변경하는 /boot/loader.conf 를 읽는다. 

그 다음 loader.rc 는 이들 변수로 동작해서 선택한 모듈과 커널을 로딩한다.  

 

기본적으로 로더는 키 입력을 위해 10 초 동안 기다리고 인터럽트가 없다면 커널을 부트 한

다. 인터럽트가 있다면 유저는 변수를 조정하고 모든 모듈 언 로드, 모듈 로드 그리고 마지

막으로 부트 또는 재 부팅할 수 있는 사용하기 쉬운 명령어 세트 프롬프트에 놓이게 된다. 

 

 

12.3.3.2 로더에 내장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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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로더 명령이다.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명령에 대한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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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명은 loader(8)을 본다.  

 

autoboot seconds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인터럽트가 없다면 커널 부트로 진행한다. 이것은 카운트다

운을 보여주고 기본 시간은 10 초다.  

 

boot [-options] [kernelname]  

 

커널 이름이 입력되면 즉시 입력된 옵션으로 커널 부트 한다. 

  

boot-conf  

 

부팅할 때 어떤 일을 할지 설정한 변수에 따라 모듈의 설정도 자동으로 같아진다. 

unload 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kernel 변수를 변경한다.  

 

help[topic] 

 

/boot/loader.help 의 도움말을 읽어서 보여준다. index 라는 주제를 입력했다면 입력

된 주제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include filename ...  

 

입력한 파일 이름의 파일로 진행되어 파일 라인을 읽고 해석한다. 에러가 발생하면 

명령을 포함한 체 즉시 멈춘다. 

 

load [-t type] filename  

 

입력한 커널, 커널 모듈 또는 파일을 로드 한다. 파일 이름 뒤의 인수는 파일에 적

용된다. 

 

ls [-l] [path]  

  

주어진 경로의 파일 리스트를 출력하거나 경로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root 디렉터리

를 출력한다. -l 이 지정되었다면 파일 크기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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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ev [-v]  

 

로드할 수 있는 모듈에서 모든 장치를 나열한다. –v 를 지정하면 더 자세히 출력한다. 

 

lsmod [-v]  

 

로드 된 모듈 출력. –v 를 지정하면 더 자세히 보여 준다. 

 

more filename  

 

각 LINES 가 보이면 잠시 멈추어서 지정된 파일을 보여 준다.  

 

reboot 

 

시스템을 즉시 재 부팅한다. 

 

set variable, set variable=value  

 

로더의 환경변수 설정 

 

unload 

 

로드 된 모든 모듈을 삭제한다.  

 

 

12.3.3.3 로더 예제 

로더를 사용하는 몇 가지 예제가 여기 있다: 

 

 단순히 일반 커널로 부팅하지만 싱글 유저모드로 들어가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한

다: 

 

boo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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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커널과 모듈을 내린 후 예전(또는 다른) 커널을 로드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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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oad 

load kernel.o d l

l

 

설치 디스크의 일반 커널을 지칭하는 kernel.GENERIC 이나 이전에 설치된 커널을

(예를 들어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또는 직접 커널을 설정했다면) 지칭하는 

kernel.old 를 사용할 수 있다.  

 

Note: 일반 모듈과 다른 커널을 로드하려면 다음 라인을 사용한다: 

 

unload 

set kernel="kernel.o d" 

boot-conf 

 

 커널 설정 스크립트를 로드하려면 (커널 boot-time configurator 에서 자동으로 만

들어져서 일반적인 작업을 하는 스크립트) 다음 명령을 입력한다: 

  

load -t userconfig_script /boot/kernel.conf 

 

 

 

12.4 부팅 시 커널과 상호작용 

커널이 로더나(보통) boot2 로(로더로 바이패스 한다) 로드되고 부트 플래그가 있다면 플래

그를 검토해서 필요한 움직임을 조정한다. 

 

 

12.4.1 커널 부트 플래그 

여기 아주 일반적인 부트 플래그가 있다: 

 

-a 

커널을 초기화할 때 root 파일시스템 같은 장치들을 마운트할지 문의한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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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OM에서 부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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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부팅할 때 커널을 설정하는 UserConfig 를 실행한다.  

 

-v 

 

커널이 시작될 때 자세한 설명을 보여준다.  

 

Note: 다른 부트 플래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oot(8)을 읽는다. 

 

 

 

12.5 장치 힌트 

 

Note: 이것은 이전 버전에는 없는 FreeBSD 5.0 과 이후 버전의 기능이다.  

 

시스템이 처음 시작되는 동안 boot loader(8)는 device.hints(5) 파일을 읽는다. 이 파일은 

변수 같은 커널 부트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종종 장치 힌트라고 부른다. 이들 “장치 힌트”

는 장치를 설정하기 위해 장치 드라이버가 사용한다. 

 

또한 장치 힌트는 단계 3 의 부트 로더 프롬프트에도 지정될 있을 것이다. 변수는 set 을 사

용하여 추가할 수 있고 unset 으로 삭제하며 show 명령으로 볼 수 있다. /boot/device.hints 

파일에 변수를 지정하여 이 설정을 무시할 수 있다. 부트 로더에서 입력한 장치 힌트는 영

구적이지 않고 다음에 부팅할 때 삭제된다. 

 

시스템이 부팅되면 kenv(1) 명령은 모든 변수를 덤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boot/device.hints 파일의 구문은 주석 표시에 표준 해시“#”를 사용하여 라인당 변수를 한 

개씩 지정한다. 라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hint.driver.unit.keyword="value"

 

단계 3 의 부트 로더 구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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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hint.driver.unit.keyword=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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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r 는 장치 드라이버 이름, unit 은 장치 드라이버 유닛번호 그리고 keyword 는 힌트 키

워드다. 키워드는 다음과 같은 옵션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at: 장치가 붙어있는 버스 지정 

 

 port: 사용할 I/O 의 시작주소 지정 

 

 irq: 사용할 인터럽트 요청번호 지정 

 

 drq: DMA 채널번호 지정 

 

 maddr: 장치가 사용할 물리적인 메모리주소 지정 

 

 flags: 장치의 변수 플래그비트 설정 

 

 disabled: 1 로 설정되어 있다면 장치는 비활성 된다. 

 
장치 드라이버는 여기에 나열된 것보다 더 많은 힌트를 가지고 있으므로(또는 필요하고) 매

뉴얼 페이지를 보도록 한다. 더 많은 정보는 device.hints(5), kenv(1), loader.conf(5)와 

loader(8) 매뉴얼 페이지를 참고한다. 

 

 

 

12.6 Init: 프로세스 컨트롤 초기화  

커널 부팅이 끝나면 /sbin/init 에 있는 유저 프로세스 init(8) 또는 loader 의 init_path 변수

에 지정한 경로에 있는 프로그램에게 제어권을 넘긴다.  

 

 

12.6.1 자동 재 부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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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재 부팅은 시스템의 결함이 없는 상태에서 파일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자동으

로 재 부팅되지 않으면 fsck(8)은 결함을 수정하지 못하고 init(8)은 시스템관리자가 문제를 

직접 수정하도록 시스템을 싱글 유저모드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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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싱글 유저 모드 

자동 재 부팅 순서를 거쳐서 또는 유저가 –s 옵션으로 부팅하거나 로더에서 boot_single 변

수를 설정하여 싱글 유저모드로 들어갈 수 있다.  

 

또한 멀티 유저모드에서 재 부팅(-r)이나 halt(-h) 옵션 없이 shutdown(8)을 실행시켜서 싱

글 유저모드로 들어갈 수 있다.  

 

시스템 콘솔이 /etc/ttys 에서 insecure 로 설정되어있다면 싱글 유저모드를 초기화하기 전에 

root 패스워드를 요청하는 시스템 프롬프트가 나타난다.  

 

예제 12-3. /etc/ttys 에서 Insecure 콘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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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ecure 

 

Note: insecure 콘솔의 의미는 콘솔의 물리적인 보안을 비 보안으로 설정하여 root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 사람만 싱글 유저모드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콘솔을 보안

상 불안하게 운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므로 안전을 생각한다면 secure 가 아

닌 insecure 를 선택한다.  

 

 

12.6.3 멀티 유저 모드 

init(8)가 파일시스템을 순서대로 찾았거나 유저가 싱글 유저모드를 끝냈다면 시스템의 리소

스 설정이 시작되는 멀티 유저모드로 들어간다.  

 

 

12.6.3.1 리소스 설정(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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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설정 시스템은 /etc/defaults/rc.conf 에서 기본 설정을 읽고 자세한 시스템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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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c/rc.conf 에서 읽는다. 그 다음 /etc/fstab 에서 지시한 파일 시스템 마운트, 네트워크 서

비스 시작, 잡다한 시스템 데몬 시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치된 패키지를 시작 스크립트로 

실행한다. 

 

rc(8) 매뉴얼 페이지는 스크립트 자체를 분석할 수 있어서 시스템의 리소스 설정에 좋은 레

퍼런스가 된다.  

 

 

 

12.7 셧다운 순서 

shutdown(8)로 셧다운 명령이 떨어지면 init(8)은 /etc/rc.shutdown 스크립트를 실행해서 

모든 프로세스에게 TERM 신호를 보내고 시간 내에 중지하지 않는 서비스에게 KILL 신호를 

보낸다.  

 

전원 관리를 지원하는 아키텍처와 시스템에서 FreeBSD 머신의 전원을 끊으려면 간단히 

shutdown –p now 명령을 사용하면 즉시 전원이 끊어진다. FreeBSD 시스템을 재 부팅만 하

려면 shutdown –r now를 사용한다. shutdown(8)을 실행하려면 root 나 operator 그룹의 맴

버여야 된다. halt(8)와 reboot(8)명령도 사용할 수 있다. 더 많은 정보는 halt(8), reboot(8)

그리고 shutdonw(8) 매뉴얼 페이지를 참고 한다. 

 

Note: 전원 관리를 위해 FreeBSD 5.X 는 acpi(4)를 그리고 FreeBSD 4.X 는 apm(4)

을 지원하는 커널이나 모듈을 로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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