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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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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 하기 
FreeBSD 핸드북의 이 부분은 FreeBSD 가 처음인 유저와 관리자를위한 곳이다. 이 챕터에

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한다: 

 

 FreeBSD 를 소개한다. 

 

 FreeBSD 의 설치 과정을 설명한다. 

 

 유닉스의 기본과 원칙을 소개한다. 

 

 풍부한 어플리케이션을 FreeBSD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보여준다.  

 

 유닉스 윈도우 시스템 X를 소개하고 데스크톱 환경을 업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정도 자세히 설명한다.  

 

 

1 장 FreeBSD 소개  
 

1.1 개요 

FreeBSD 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에 감사한다! 이번 장에서는 FreeBSD 프로젝트의 역사, 

목표, 개발 모델 등과 같은 프로젝트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한다.  

 

 

이번 장을 읽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다: 

 

 FreeBSD 와 다른 컴퓨터 운영체제의 차이점. 

 

 FreeBSD 프로젝트의 역사. 

 

 FreeBSD 프로젝트의 목표. 

 

 
본 문서는 재 배포가 가능하며, 상업적인 용도로 인쇄물 등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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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BSD 의 오픈 소스 개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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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FreeBSD"라는 이름의 유래. 

 

 

1.2 FreeBSD의 세계로 온 것을 환영한다. 

FreeBSD는 인텔(x86 과 Itanium), AMD64, Alpha, Sun UltraSPARC 컴퓨터에서 운용되는 

4.4BSD-Lite 기반 운영체제이며 다른 아키텍처로 이식도 진행 중이다. 이 장에서는 

FreeBSD의 역사나 현재 릴리즈에 관한 글도 읽을 수 있다.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고 싶다면

(코드, 하드웨어, 금전적으로) FreeBSD에 공헌하기라는 글을 살펴보자

(http://www.freebsd.org/doc/en_US.ISO8859-1/articles/contributing/index.html). 

 

 

 

1.2.1 FreeBSD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FreeBSD 는 주목할만한 여러가지 특징을 가지고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자! 
 

 부하가 많이 걸린 상황에서도 어플리케이션과 유저가 공정하게 컴퓨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동적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우선순위 멀티테스킹을 제공한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일에 FreeBSD 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멀티유저 

기능을 제공한다. 이 의미는 프린터, 테잎 장치와 같은 시스템 주변장치를 시스템

과 네트워크에있는 모든 유저들이 공평하게 공유하고, 중요한 시스템 자원의 과중

한 사용을 방지하기위해 유저 또는 그룹단위로 사용하는 자원을 제한할 수 있다. 

  

 SLIP 와 PPP(21 장 참고), NFS 와 DHCP 그리고 NIS(23 장 참고)같은 산업 표준을 

지원하는 강력한 TCP/ P 네트워킹을 제공한다. 이 의미는 FreeBSD 머신이 엔터프

라이즈 서버로 동작하는 다른 시스템과 쉽게 연계하여 NFS, 메일 서비스처럼 중요

한 기능을 제공한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FTP, 방화벽(14 장 참고) 서비스를 사

용하여 여러분의 그룹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I

 

 어플리케이션(또는 유저)이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간섭하지 않도록 메모리 보호기능

을 제공한다. 한쪽 어플리케이션의 문제가 어떤 경우든지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영

향을 주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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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번역물의 저작권은 역자에게만 있습니다. 

Korea FreeBSD Users Group             - 3 -                http://www.kr.FreeBSD.org/ 

 FreeBSD 는 32 비트 운영체제(Alpha, Itanum, AMD64 와 UltraSPARC 에서는 64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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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운영체제다)고 이런 배경에서 디자인되었다.  

 

 저렴한 VGA 카드와 모니터에 산업표준인 X 윈도우 시스템(5 장 참고)을 사용하여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를 제공한다.  

 

 리눅스, SCO, SVR4, BSDI 와 NetBSD용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프로그램과 바이너리 

호환성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다른 유닉스 운영체제용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수천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FreeBSD 포트와 페키지 컬렉션(4

장에서 설명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다.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인터넷에서 찾을 필

요없이 이곳에서 찾을 수 있다.  

 

 

 

 이식하기 쉬운 수천 개의 부가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인터넷에서 설치할 수 있다. 

FreeBSD 는 아주 유명한 상용 유닉스 시스템의 소스코드와 호환되기 때문에 대부

분의 어플리케이션을 컴파일할 때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그대로 컴파일할 수 

있다.  

 

 Demand paged 가상 메모리와 병합된 가상 메모리/버퍼 케시 디자인이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다른 유저에 대해서도 응답을 

유지한다. 

 

 SMP는 멀티 CPU 머신를 지원한다. 

 

 C, C++, Fortran 그리고 Perl 처럼 서로 보완되는 다양한 개발 툴을 제공한다. 고급 

연구와 개발에 사용하는 다른 언어도 포트와 패키지 컬렉션에서 설치할 수 있다.  

 

 전체 시스템 소스 코드가 제공되기 때문에 원하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특정 벤

더 솔루션에 의존하지않고 진정한 오픈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광범위한 온라인 문서를 제공한다. 

 

 그리고 더 많은 특징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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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으로 최고 성능과 실제 부하에서 신뢰성을 유지하기위해 수천 시간동안 시스템을 튜

닝하고있다. 많은 거대 기업들이 성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PC 운영체제 영역으로 진출하

려고 하지만 FreeBSD 는 이러한 특징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FreeBSD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것은 오직 여러

분의 생각일 뿐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공장 자동화, 원격 위성 안테나의 방위각을 교정

하는 제품의 재고 관리까지 상업용 유닉스 제품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FreeBSD 도할 수 있

다. 게다가 FreeBSD를 사용하여 약간의 비용이나 비용이 전혀없이 리서치 센터와 전 세계 

대학에서 개발한 수천 개의 고 가용성 어플리케이션을 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물론 매일 개발되는 수많은 상업용 어플리케이션도 사용할 수 있다.  

 

FreeBSD 는 소스 코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알려지지않은 특별한 어플

리케이션이나 프로젝트용으로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요 상업용 벤더

의 운영체제로 불가능한 것도 FreeBSD 에서는 가능하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현재 FreeBSD

에 사용하고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몇 가지 모델을 보여준다: 

 

 인터넷 서비스: FreeBSD에 내장된 강력한 TCP/IP 네트워킹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

한 인터넷 서비스에 이상적인 플랫폼이됐다: 

 

 

 FTP 서버 

 

 웹 서버 (표준 또는 보안[SSL]) 

 

 방화벽과 NAT("IP 마스커레이딩") 게이트웨이 

 

 전자 메일 서버 

 

 유즈넷 뉴스 또는 전자 게시판 시스템 

 

 더 많은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다. 

FreeBSD 를 사용하여 저렵한 386 급의 PC 로 소규모로 시작하여 사업의 성장에 맞추어 

RAID 스토리지가 있는 4 개의 Xeon 프로세스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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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여러분은 컴퓨터 공학이나 엔지니어링 필드와 연관된 학생인가? FreeBSD 는 

운영체제와 컴퓨터 아키텍처, 네트워크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무

료로 사용할 수 있는 CAD 와 수학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 패키지도 주로 컴퓨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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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사람들이 다른 작업을 할 때 유용하다.  

 

 연구: 전체 시스템 소스 코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FreeBSD 는 컴퓨터 공학의 

다른 분야처럼 운영체제 연구용으로 최고의 플랫폼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FreeBSD 의 특징으로, 특별한 라이센스 계약이나 제한에 대한 걱정없이 원격그룹

의 아이디어나 공유된 개발에 협력할 수 있다. 

 

 네트워킹: 새로운 라우터, 네임서버(DNS) 또는 내부 네트워크를 지키기 위한 방화

벽이 필요한가? 사용하지 않고 구석에 쌓아둔 386 이나 486 PC 에 FreeBSD 를 설

치하여 정교한 패킷 필터링이 가능한 고급 라우터로 쉽게 바꿀 수 있다.  

 

 X 윈도우 워크스테이션: 무료 XFree86 서버나 훌륭한 상업용 서버 중 Xi Graphics

가 제공하는 저렴한 X 터미널 솔루션으로 FreeBSD 는 탁월한 선택이다. X 터미널

과 달리, 원한다면 FreeBSD 는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로컬 머신에서 실행할 수 있

기 때문에 중앙 서버의 부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FreeBSD 는 디스크 없이 부팅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대의 워크스테이션을 저렴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기본적으로 FreeBSD 시스템은 유명한 GNU C/C++ 컴파일러와 

디버거를 포함한 완벽한 개발 툴을 가지고있다.  

 

 

1.2.2 누가 FeeBSD를 사용하는가? 

 

FreeBSD 는 다음 사이트들을 포함하여 인터넷의 거대한 사이트에 힘이되고있다: 

 

  

 Yahoo!(http://www.yahoo.com/) 

 

 Apache (http://www.apache.org/) 

 

 Boue Mountain Arts (http://www.bluemountain.com/) 

 

 Pair Networks (http://www.pa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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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craft (http://www.netcraft.com/) 

 

 Weathernews (http://www.supervalu.com/) 

 

 TELEHOUSE America (http://www.telehouse.com/) 

 

 Sophos Anti-Virus (http://www.sophos.com/) 

 

 JMA Wired (http://www.jmawired.com/) 

 

 그리고 국내에서는 드림위즈 (http://www.dreamwiz.com)와 세이클럽 

(http://www.sayclub.com) 등 많은 사이트에 사용되고 있다. 

 

드림위즈 

 

 

세이클럽 

 

 

 

1.3 FreeBSD 프로젝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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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섹션은 FreeBSD 프로젝트의 간략한 역사, 목표와 개발 모델을 포함하여 프로젝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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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3.1 간략한 FreeBSD의 역사 

FreeBSD 프로젝트는 마지막 3 명의 패치킷 진행자(필자, Nate Williams 와 Rod Grimes)들의 

“비공식 386BSD 페치킷”에서 파생되어 이른 1993 년에 시작되었다. 

우리의 최초 목적은 386BSD 의 수많은 문제를 페치킷 메커니즘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386BSD 의 중간 스냅샷을 만드는 것이었다. 독자 중 몇명은 예전 프로젝트 제목 "386BSD 

0.5" 또는 "386BSD Interim"을 기억할 것이다. 386BSD 는 거의 1 년 동안의 무관심으로 더 

심각해진 Bill Jolitz 의 운영체제였다. 게다가 패치킷이 매일 증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운 시도를 해야된다고 동의했고 이 중간 단계를 정리하는 스냅샷을 제공해서 Bill 을 지원하

기로 결정했다. 이 계획은 프로젝트가 무엇을 지원해야될지 확실히 결정하지않고 Bill Jolitz

가 갑자기 협의를 철회했을 때 돌연이 끝났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는 Bill 의 지원없이도 목표를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David 

Greennam이 만든 "FreeBSD"라는 이름을 채택하였다. 그 당시 우리는 시스템 유저들의 컨

설팅을 받은 후 최초 목표를 설정하였다. 프로젝트의 목표가 현실적인 방향으로 확실해진 

후 나는 인터넷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위해 FreeBSD 의 배포 채널을 개선할 방법으

로 Walnut Creek CDROM과 연락하였다. Walnut Creek CDROM은 FreeBSD 를 CD로 배포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머신과 빠른 인터넷 회선을 제공하였다. 

그 당시 전혀 알려지지않은 프로젝트에 대한 Walnut Creek CDROM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신뢰가 FreeBSD 를 빠르게 발전시켰다. 

 

첫 번째 CDROM 배포판(그리고 일반 네트워크 배포판)은 1993 년 12 월의 FreeBSD 1.0 릴

리즈였다. 이 배포판은 386BSD와 자유 소프트웨어 협회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컴포넌트와 

U.C Berkeley(버클리대학)의 4.3BSD-Lite("Net/2") 테잎에 기반하였다. 최초의 배포판이 상

당히 성공하여 우리는 1994 년 5 월에 FreeBSD 1.1 을 아주 성공적으로 배포하였다. 

 

이 시기에 Novell(우리에게는 넷웨어로 더 친숙하다)과 U.C.Berkeley 사이에 제기된 

Berkeley Net/2 테잎에 대한 장기간의 소송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폭풍 구름이 형성되었다. 

Net/2 의 주요 코드가 이전 AT&T 로부터 Novell 이 구입한 코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판정

은 U.C.Berkely 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Berkeley 가 해결해야되는 과제는 Novell 이 지적한 

4.4BSD-Lite 릴리즈였기 때문에 모든 Net/2 유저는 신고되지않은 코드를 변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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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FreeBSD 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1994 년 7 월 마지막 날까지 Net/2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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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적용을 중단해야 되었다. 이 협정 기간동안 프로젝트는 시한 이전에 마지막 배포판

인 FreeBSD 1.1.5.1 을 발표할 수 있었다. 그리고 FreeBSD는 사실상 불완전한 4.4BSD 의 

코드를 완전히 새로 구성하는 힘든 작업을 시작하였다. Berkeley 의 CSRG는 시스템을 실제

로 부팅하기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코드를 삭제했기 때문에(법률상 필요로) 4.4 인텔 포트는 

아주 불완전해서 "Lite" 릴리즈는 가벼웠다.  

이렇게 되어 프로젝트는 네트워크와 CDROM으로(늦은 12 월에) FreeBSD 2.0 을 배포하게

된 1994 년 11 월까지 코드를 변경했다. 완벽하게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이 릴리즈는 상당

히 성공적이어서 1995 년 6 월에 더욱 강력하고 설치하기 쉬운 FreeBSD 2.0.5 를 배포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1996 년 8 월에 FreeBSD 2.1.5 를 배포하였고 이 버전은 ISP 와 상용 커뮤니티 사이

에서 2.1-STABLE 분기가 안정될 때까지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 FreeBSD 2.1.7.1 이 1997

년 2 월에 배포되어 2.1-STABLE 의 주요 개발이 끝났다. 이제 유지 모드로 이 분기의 보안 

향상과 중요한 버그 패치도 끝났다. 

 

FreeBSD 2.2 는 주요 개발라인에서("-CURRENT") 1996 년 11 월에 RELENG_2_2 로 분기되

었고, 첫 번째 전체 릴리즈는(2.2.1) 1997 년 4 월에 배포되었다. 2.2 분기 이 후의 릴리즈는 

97 년의 여름과 가을 사이에 끝났고 마지막은(2.2.8) 1998 년 11 월에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식 3.0 릴리즈가 1998 년 10 월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2.2 분기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었

다. 

 

이 버전은 1999 년 1 월 20 일에 4.0-CURRENT 와 3.X-STABLE 분기로 나누어졌다. 3.X-

STABLE 부터 3.1 은 1999 년 2 월 15 일에, 3.2 는 1999 년 5 월 15 일에, 3.3 은 1999 년 9

월 16 일에, 3.4 는 1999 년 12 월 20 일에 배포되었고 마지막으로 보안 패치가된 kerberos

를 적용하기위해 며칠 후 3.5.1 이 된 3.5 는 2000 년 6 월 24 일에 배포되었다.  

 

용어 설명: Kerberos 는 유저가 보안 서버의 서비스를 통해 직접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에 추가된 시스템/프로토콜이다. 원격 로그인, 원격 복사 그리고 시스템과 관련

된 파일을 안전하게 복사하고 난 위도가 높은 태스크를 상당히 안전하고 더 세심히 제어

할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은 14.6 장을 읽는다. 

 

4.X-STABLE 분기가 출현하게된 2000 년 3 월 13 일에 다른 분기가 시작되어 이제 

"current-stable 분기"로 여겨졌다. 이때부터 몇 개의 릴리즈가 배포되었다. 4.0-RELEASE

는 2000 년 3 월에 그리고 가장 최근의 4.9-RELEASE 는 2003 년 10 월에 배포되었다. 2003

년에는 4.X-stable(RELENG_4) 분기를따라 더 많은 분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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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기다려온 5.0-RELEASE는 2003 년 1 월 19 일에 발표되었다. 거의 3 년 동안의 

작업 결과인 이 릴리즈부터 FreeBSD는 발전된 멀티프로세서와 어플리케이션 쓰레드를 지

원하고 UltraSPARC®과 ia64 플렛폼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 릴리즈 이 후로 2003 년 6 월에 

5.1 이 나왔다. 다양하고 새로운 기능으로 5.X 릴리즈도 주요 시스템 아키텍쳐의 개발 노선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으로 제대로 테스트되지않은 많은 양의 새로운 코드

가 포함되었다. 이런 이유로 5.X 릴리즈는 “신 기술” 릴리즈라고 하지만 4.X 시리즈는 “제

품” 릴리즈라고 한다. 조만간 5.X 는 stable 로 선언되고 다음 개발 분기 6.0-CURRENT 가 

시작된다.  

 

장기간의 개발 프로젝트는 당분간 5.X-CURRENT 분기를 유지하고 CDROM으로된(물론 인

터넷으로도) 5.X 의 스냅샷 릴리즈도 작업이 진행되는동안 스냅샷 서버에서

(ftp://current.freebsd.org/pub/FreeBSD/snapshots/) 이용할 수 있다.  

 

 

1.3.2 FreeBSD 프로젝트의 목표 

FreeBSD 프로젝트의 목표는 추가 조항없이 어떤 목적에든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코드에(그리고 프로젝트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약간의 재정적인 보수를 바라는것은 확실히 아니지만 아주 부인하는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어떤 목적에든 코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드는 가능한 폭넓게 사용되여 최대 이익을 제공해야된다. 이것이 자유소프트웨어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우리가 열광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다. 

 

GNU General Public License(GPL) 또는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LGPL)를 가지고 있

는 우리 소스 트리의 코드는 일반적인 반대 세력보다 사용하기 쉽겠지만 약간의 조항이 더 

붙어 있다. GPL 소프트웨어를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약간 더 복잡해지기 때문

에 적절한 옵션이 필요하다면 소프트웨어를 더욱 자유로운 BSD 라이센스로 배포한다. 

 

 

1.3.3 FreeBSD 개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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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우리의 공헌자 리스트에서 볼 수 있듯이

(http://www.freebsd.org/doc/en_US.ISO8859-1/articles/contributors/article.html) 

FreeBSD 개발은 전 세계 수백 명의 공헌자들에게 오픈되어 유연성있게 진행되고 있다. 우

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개발자와 아이디어를 찾고있으므로 관심있는 사람은 FreeBSD 기술 

토론 메일링 리스트에(http://lists.FreeBSD.org/mailman/listinfo/freebsd-hackers) 등록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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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와 더 가까워질 수 있다. FreeBSD 공지 메일링 리스트도

(http://lists.FreeBSD.org/mailman/listinfo/freebsd-announce) 프로젝트의 주된 사항을 다

른 FreeBSD 유저에게 알리는데 사용할 수 있다. 메일링 리스트의 종류와 등록에 대한 자세

한 정보는 [부록 C.1]을 참고한다. 

 

혼자서 일을 하거나 같이 협력하던지 FreeBSD 프로젝트와 개발 진행에 대한 유용한 사항

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알 수 있다: 

 

 

CVS 저장소 

 

FreeBSD의 중앙 소스 트리는 FreeBSD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스 코드 제어 

툴인 CVS로(http://www.cvshome.org/)(버전 관리 시스템) 관리된다. 주 CVS 저장

소는(http://www.FreeBSD.org/cgi/cvsweb.cgi) 미국 Santa Clara CA의 머신에 있고 

복제된 많은 미러 머신이 전세계에 걸쳐있다. CURRENT와 STABLE 트리를 가지고

있는CVS 트리는 여러분의 머신에도 쉽게 복제할 수 있다. 복제하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자료는 [소스 트리 동기화]섹션을 본다.  

 

 

커미터 리스트 

 

커미터는 CVS 트리에 접근하여 FreeBSD 소스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이다(용어 “committer”은 새롭게 변경한 내용을 CVS 저장소에 보관하는데 사용하는 

cvs(1) commit 명령에서 왔다). 소스에 대한 재 검토를 요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커미터 리스트에 send-pr(1) 명령을 사용하는 것이다.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FreeBSD 커미터 메일링 리스트에 메일을 보내서 해결할 수 있다. 

 

 

FreeBSD 코어 팀 

 

FreeBSD 프로젝트가 회사라면 FreeBSD 코어 팀은 위원회와 같다. 코어 팀의 최 

우선 업무는 프로젝트가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바른길로 인도하는 일이다. 새로

운 코어 팀원을 채용하는 것만큼 헌신적이고 책임감있는 개발자를 우리 커미터 그

룹에 영입하는것도 코어 팀의 임무 중 하나다. 현재 코어 팀은 2002 년에 커미터 후

보자 중에서 선출됐다. 선거는 매 2 년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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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코어 팀원은 특정 영역의 의무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이들이 시스템 작업의 

중요한 역할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FreeBSD 개발자와 이들의 역할에 대한 전

체적인 리스트는 공헌자 리스트를(http://www.freebsd.org/doc/en_US.ISO8859-

1/articles/contributors/article.html) 본다.  

 

 

Note: 대부분의 코어 팀원은 FreeBSD 개발과 프로젝트에서 금전적인 대가

를 받지않는 봉사자이기 때문에 “헌신”을 “대가가 보장”된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위의 “위원회”라는 말은 정확하지않고 이들은 FreeBSD 를위해 

자신들의 생활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이다. 

 

 

외부 공헌 자 

 

가장 큰 개발자 그룹은 정보를 제공하고 버그를 수정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유저

들 자신이다. FreeBSD의 다른 개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가지기 위해 이러한 주제

가 토론되는 FreeBSD 기술 토론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한다. FreeBSD 메일링 리스

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부록 C]를본다.  

 

FreeBSD 공헌자 리스트는 상당히 길고 꾸준히 늘고있다. 망설이지 말고 참여하기 

바란다. 

 

코드를 제공하는것만이 프로젝트에 공헌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필요한것에 대

한 전체적인 리스트는 FreeBSD 프로젝트 웹사이트를 참고한다. 

 
다시 요약하면 우리의 개발 모델은 중심화된 여유있는 집합으로 조직되어있다. 중심화된 

모델은 공헌자가 아닌 FreeBSD 유저들이 하나의 메인 코드를 유지하기 쉽도록 편리하게 

디자인 되어있다. 우리의 바램은 유저들이 쉽게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관된 어플리

케이션 프로그램으로 안정된 운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개발 모델이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FreeBSD 개발자로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사람들이 현재 참여하

고있는 정도를 원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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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현재 FreeBSD 릴리즈 

현재 FreeBSD 는 Intel i386™, i486™, Pentium®, Pentium Pro, Celeron®, Pentium II, 

Pentium III, Pentium 4 (또는 호환), Xeon™, DEC Alpha™ 그리고 Sun UltraSPARC 기반 컴

퓨터 시스템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4.4BSD-Lite 기반의 완전한 소스다. FreeBSD는 

NetBSD, OpenBSD, 386BSD, 자유 소프트웨어 협회의 소프트웨어와 U.C.Berkeley CSRG 

그룹의 소프트웨어에 바탕을 두고있다.  

 

늦은 94 년 2.0 릴리즈부터 FreeBSD의 성능, 기능과 안정성이 급격히 향상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병합된 가상메모리/파일 버퍼 케시로 가상 메모리 시스템의 혁신을 이룬것이다. 성

능 향상뿐 아니라 메모리 접근을 쉽게할 수 있도록 5MB로 설정하여 FreeBSD 의 메모리 

누수도 줄였다. 또 다른 발전은 완벽한 NIS 클라이언트와 서버 지원, TCP 트랜잭션 지원, 

dial-on-demand PPP, 통합된 DCHP 지원, SCSI 서브시스템 향상, ISDN 지원, ATM 지원, 

FDDI, 기가 비트 이더넷(1000 Mbit) 아답터, 최신 Adaptec 컨트롤러 지원 향상 등 천여가

지 이상의 버그들이 수정되었다. 

 

기본 배포판에서는 미리 포팅되어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천 개의 소프트웨어 

컬렉션을 제공한다. 이 글을 쓸때는 10,500 개 이상의 포트가 있었다! 포트 리스트는 

http(WWW) 서버부터 게임, 언어, 에디터와 거의 모든것을 포함한다. 전체 포트 컬렉션은 

대략 300MB의 공간이 필요하고 모든 포트는 실제 소스의 “델타”라고 한다. 이 시스템으로 

예전 1.0 포트 컬렉션에서 요구되어왔던 쉬운 포트 업데이트와 디스크 공간을 엄청나게 줄

였다.   

포트를 컴파일하려면 단순히 설치하려는 프로그램의 디렉터리로 변경해서 make install 을 

입력하면 나머지는 시스템이 처리한다. 빌드하는 각 포트의 실제 원본 소스는 CDROM이나 

FTP 사이트에서 동적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원하는 포트를 빌드할 수 있는 충분한 디스크 

공간만 필요하다. 또한 소스에서 포트 컴파일을 원하지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부분의 포트

는 간단한 명령으로(pkg_add) 설치할 수 있는 미리 컴파일된 “패키지”를 제공한다. 패키지

와 포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4 장에서 찾을 수 있다.  

 

FreeBSD 설치와 사용에 유용한 다른 문서들도 FreeBSD 머신의 /usr/share/doc 디렉터리

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다음 URL 에서도 매뉴얼을 볼 수 있다: 

 

 

FreeBSD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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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BSD FAQ 

 

 /usr/share/doc/faq/index.html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자료는 http://www.FreeBSD.org/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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