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년 학기 공개세미나 책자를 발행하며2010 1 ...
는 성균관대 리눅스 유저 그룹의 약자로 단순한 학술 동아리가 아닌 오픈소스SKKULUG ,

커뮤니티를 지향합니다.

리눅스는 생각 외로 많이 사용됩니다 서버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에서도 그 사용량이. PC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안을 보더라도 컴퓨터 공학 전공자의 경우 당장 학년 시스. 2

템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리눅스를 사용하게 되고 그 외 전공자일지라도 리눅스를 사용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리눅스와 오픈 소스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는데 있어 많은 학우들이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는 쉬워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환경을 접한.

다는 것은 그 장벽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학우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저희 동아리 회원들은 겪어왔기에 이번에 공개세미나를 개최

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리눅스의 관심이 예.

전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표만을 듣는 것으로 학우들이 리눅스를 사용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발표 내용 및 자료를 따로 문서로 만들어 여기 이렇게 책자로 발행합니다.

처음 발행하는 책자라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학우 여러분들이 리눅스를 설치하고 사용함,

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기 중에 공개 세미나가 개최될 것이고 학기와 방학 때는 리눅스 커

널 및 운영체제 전반적인 스터디 그룹이 진행될 것이니 관심 있는 학우들의 참여를 저희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자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 동아리 회원들과 학부 행정실 길성균 과장님 그

리고 신동렬 정보통신공학부 학부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성균관대 리눅스 유저 그룹(SKKULUG)

년 월2010 6

동아리 방에서SKKULUG ...



를 써봐야 하는 이유Linux
에서 대체 가능한Linux

윈도우 프로그램들

김영욱- -



1. 리눅스를 써봐야 하는 이유 

  어떤 특정 OS를 써야 한다는 이유는 없다. 모든 OS마다 특징이 있고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눅스를 한번 쯤 써봐야 한다는 것으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추상적으로 리눅스가 가진 장점을 경험해보기 위해서 리눅스를 써볼만 하다. 이에 

관해서는 리눅스가 왜 더 좋은가(http://www.whylinuxisbetter.net/index_kor.php?lang=kor)라는 

사이트에서 자세히 소개가 되어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1) 리눅스는 바이러스 위험이 매우 적다. 

- 리눅스에서 바이러스 위험이 적은 이유는 일단, 윈도우즈 사용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리눅스에서는 윈도우즈와는 달리 계정 및 파일마다 권한을 부여하는 관리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것 때문에 바이러스가 설치되거나 시스템 파일에 쉽게 접근 및 삭제를 

할 수 없다. 

2) 리눅스는 안정적이고 빠르다. 

- 이 점은 리눅스가 이미 많은 서버들에서 쓰이고 있다는 점을 통해 리눅스가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3) 리눅스는 무료이다. 

- 윈도우즈나 맥OS가 매우 비싸다는 점에서 공짜로 좋은 OS를 쓸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의 장점이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리눅스를 그렇게 써볼만 한 이유가 

되지는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공학 측면에서 볼 때 리눅스를 반드시 써봐야 할 이유가 있다. 

 

1) 다양한 개발 환경 습득 

- 학습 상에서는 윈도우즈만으로 개발을 해도 문제는 없다. 그러나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관리를 하게 될 경우 윈도우즈 뿐만 아니라 그 외의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점에서 그러한 환경을 접해볼 필요가 있다. 또, 프로그래밍을 하는 경우 

윈도우에서처럼 하나의 통합된 환경이 아닌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개발 도구를 조합해서 

사용해보는 것은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2) 임베디드 환경으로써의 경험 

- 데스크탑에서는 윈도우즈가 대부분을 차지할 지라도 모바일과 관련해서 임베디드 

환경에서는 윈도우즈 뿐만 아니라 리눅스도 매우 많이 사용된다. 특히, 리눅스가 무료라는 

점에서 작은 환경에서 많은 돈을 주면서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리눅스가 많이 이용된다. 

이러한 임베디드 환경도 데스크탑 리눅스와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리눅스를 사용 해볼만한 이유가 된다. 

 

 

 

 

2. 리눅스에서 대체 가능한 윈도우즈 프로그램들 

  지금까지 위와 같이 리눅스를 사용해봐야 할 이유를 살펴봤는데, 이러한 이유들을 고려해 봤을 

때 한번 쯤 리눅스를 경험해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리눅스를 막상 사용해보려고 하면 

윈도우즈와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지 두려움이 생긴다. 특히,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인터넷에 많이 소개 되어 있고, 좋은 상용 프로그램도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리눅스를 그러한 소개가 많지 않고, 찾기 또한 쉽지 않다. 그러나 

리눅스에도 윈도우즈 만큼이나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 

 

1) MS 오피스 및 한글 워드프로세서 – 오픈 오피스, K오피스, IBM Lotus Symphony 

- 리눅스에 제시된 오피스들 모두 충분한 기능들을 제공한다. 다만, HWP 파일의 경우 포맷이 

공개되지 않아 다른 오피스들에서는 읽을 수 없다. 만약, 읽기만 원한다면 한글 뷰어를 리눅스에 

설치하거나 웹 오피스인 씽크프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2) 메모장 – KWrite, Kate, Gedit, Nedit, BlueFish 

- 메모장은 기본 프로그램인 만큼 많은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리고 일부 메모장들은 

프로그래밍을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3) 그림판 – Tux Paint, Kolour Paint 

- 그림판은 간단하게 그림을 수정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리눅스에서도 그러한 그림판이 존재한다. 

 

4) 어크로뱃 리더 – okular, KPDF, Xpdf 

 

5) 어도비 포토샵 – GIMP, Krita, Pixel(상용), LightZone(상용) 

- 사진을 처리할 때 어도비 포토샵을 많이 쓰는데, 리눅스에서도 그러한 기능을 갖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특히, GIMP의 경우에는 리눅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프로그램이다. 

 

6) 음악 프로그램 – AmaroK, RythmBox, atunes 

7) Outlook – Thunderbird, KMail, Evolution 

 



8) 메신저 – 리눅스용 네이트온, Kopete, Pidgin 

- 리눅스에서도 메신저를 사용할 수 있다. 네이트온의 경우 리눅스 용이 오픈 소스로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Pidgin의 경우 MSN이나 AIM, ICQ, 네이트온과 같이 다양한 메신저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9) 네로 버닝 롬 – K3b, X-CD-Roast 

10) 파티션 매직 – Gparted, QtParted 

11) 동영상 프로그램 – MPlayer, KPlayer, Drogon Plyaer 

12) 토런트 – Ktorrent, Qtorrent 

13) 압축 프로그램 – Ark, Karchiver 

 

  이 외에도 윈도우즈의 프로그램들을 대체하는 많은 오픈소스 프로그램들이 있다. 리눅스 

사용자들도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똑같이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위의 외에도 다른 프로그램들을 찾고 싶다면 검색 

사이트에서 “Linux *****” 이라고 검색해보면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록을 정리한 사이트들이 있는데 아래 두 사이트 정도를 참고해보면 된다. 

 

http://www.ubuntuk.com/?mid=tip&category=204&document_srl=14552 

http://wiki.linuxquestions.org/wiki/Linux_software_equivalent_to_Windows_software 

 

 

 

3. 참고한 자료 

http://www.whylinuxisbetter.net/index_kor.php?lang=kor 

http://kldp.org/node/115004 

http://www.ubuntuk.com/?mid=tip&category=204&document_srl=14552 

http://wiki.linuxquestions.org/wiki/Linux_software_equivalent_to_Windows_software 



설치 및 설정Linux

경규홍- -



설치 및 설정< Linux >

여기서는 를 이용한 설치법과- VMware Linux

한글레이아웃 추가 및 한글로 설정하는 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여기서는 에서 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법을 다룰 것입니다- Windows VMware .

먼저 www.vmware.com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 을 클릭합니다Support & Downloads vmware workstation .



를 다운받습니다Workstation for Windows 32-bit and 64-bit with VMware Tools .



다운받기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하므로 우측에 버튼을 클릭합니다, Register .



부분을 다 채우고 가입을 합니다* .



가입을 한후 로그인을 하고 이 있는 것을 다운 받습니다, Tool .

다운받고나서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 필요하므로 한달간 사용할 수 있는, S/N

받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S/N .

현재 로그인이 되어있다면 로그아웃을 하고 로그인 화면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

좌측에 보면 라는 부분이 있을텐데 그 쪽에서 첫 번째 칸에서Login to

으로 설정해줍니다Evaluation and Free Products .



그 다음 아래 칸에서는 으로 설정해줍니다Vmware Workstation .

위와 같이 설정해준후 로그인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부분을, *

채우고 을 클릭합니다Register .



위의 과정들을 거치면 가 담긴 메일이 도착해있을 것입니다, S/N .

여기서 를 클릭합니다Active Evaluation Now .

은 한달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한달마다 새로 받아서 다시 등록해줘야 합니다- S/N , .

다음과 같이 를 받고 컴퓨터에 을 설치합니다( S/N , VMware Workstation . )



이번엔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는 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Ubuntu .

먼저 www.ubuntu.com에 접속해서 메인화면의 를 클릭합니다Download Ubuntu .

컴퓨터 사양에 맞게 선택한 후에 를 클릭합니다Begin download .



설치된 을 실행하고 메인화면에서 을 클릭합니다VMware New Virtual Machine .



설치하면서 적는 사용자이름과 비밀번호는 설치한 후에 로그인할 때 사용되므로

기억해둡니다.





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System - Preferences - Keyboard .



위와 같이 탭으로 들어가서 를 누릅니다Layouts Add .

그럼 위의 그림과 같은 창이 뜰텐데 여기서 와 에서, By country By language

한국어 설정을 모두 해주면 한글 레이아웃이 추가 됩니다, .

입력시 와 한 영 버튼을 눌러줘야 바뀝니다( Alt / .)

한국어 설정을 로 들어가서 해줍니다System - Administration - Language Support .



위와 같이 해주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 탭에서Language

를 클릭합니다Install/Remove Languages... .

목록에서 을 찾아 체크하고 아래 모든 옵션들을 선택해주고Korean ,

를 클릭합니다Apply Changes .



다음으로 탭으로 들어가 부분을 한국어로 바꿔줍니다Text English(United States) ‘ ’ .

설정을 완료한 후에 재부팅을 하면 메뉴들이 한글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관리와 사용하기Linux

안정철- -



리눅스 관리와 사용하기

세미나 발표자료- 2010.5.14 -

SKKULUG
안정철

년 월 일2010 6 2

- 1 -

리눅스?
리눅스를 처음 사용할 때 기존의 계열 운영체제를 사용할 때는 알지 못했던 개념들 때문에 혼란이, MS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개념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

1. Permission

리눅스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에서 모든 파일 및 디렉토리에는 이 존재한다 이란/ , Permission . Permission '
사용권한을 의미 하는 것으로 어떤 파일에 대한 권한을 의미한다' , Read, Write, Excute .
ex)

위 그림은 리눅스 터미널 상에서 명령으로 볼수 있는 파일 정보이다 위에서'ls' . CompizDefaultset.profile
파일의 은 이다 처음 은 각각 소유자의 권한을 의미한Permission [ rw-r--r-- ] . [ r w - ] Read, write, excute
다 위 그림에서 파일은 소유자가 및 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CompizDefaultset.profile ' ' Read Write ,

권한은 없다 다음 세 개 문자열인 는 각 각 소유그룹 과 소유자와 소유그룹 외의Excute . [ r - - ] [ r - - ] ' ' '
다른 유저 의 권한을 의미한다 현재 이 파일은 소유그룹 과 다른유저 들은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 ' ' ' ' Read
상태이다 이 파일의 소유자와 소유 그룹은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 와 이다. 'ahns' 'ahns' . Desktop
이라는 디렉토리의 경우에는 가장 앞에 라는 문자열이 표시되어서 이 파일이 디렉토리 임을 의미한다'd' .
리눅스 상에서 프로그램의 설치나 삭제 설정등을 할때 파일에 대한 때문에 오류가 일어 날, Permission
수 있으므로 잘 숙지 하는것이 좋다 물론 파일의 소유자는 파일의 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러한. Permission
명령어로는 등이 있다'chmod', 'chgrp' .

2. Root

리눅스는 여러명의 유저가 동시에 접속해서 작업할 수 있고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운영체제 이다 는 리눅스에서 관리자를 의미한다 모든 파일에multi-user, multi-programming . 'root' ' ' .
대해 권한을 가지고 있고 모든 실행중인 프로세스 프로그램 를 실행 중지 할 수 있Read, Write, Excute , ( ) ,
다.

3. X-Window == Shell

리눅스에서는 터미널 창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터미널상에서 키보드 명령어로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환경을 이라고 하는데 인터페이스 만 사용하다가 이런 환경에서 작업하shell , GUI ( X - Window )
게 되면 생소할 수 있다 하지만 든 이든 똑같이 유저가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X-Window Shell

일 뿐이다 단지 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편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줄 뿐이다Interface . X-Window . X-Window
보다는 상에서 작업 할 때에 좀 더 세심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에서 작업하는 것Terminal Terminal
이 익숙해 져야 한다.

4. FileSystem

리눅스 운영체제는 계열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드디스크등의 보조장치에 정보를 저장한다 계Ext . MS
열 운영체제는 라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리고 등의 보조기억장치들은 대부분 계열NTFS . USB FAT
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한다 리눅스는 수많은 다른 파일시스템을 가진 파티션이나 보조기억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리눅스에서 이러한 매체들을 이용 할 때에는 에 대한 개념을 숙지할. Filesystem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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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관리
파일을 관리하는 모든 명령어에 대해서 소개할 순 없지만 아주 기본적인 몇령어 몇 개만 나열해 보았다, .

는 경로명을 의미한다 계열 운영체제에서는 와 같이 를 사용하지만 리눅스상에서는PATH . MS C:\Window '\'
을 사용한다 점 은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한다'/' . ( ' . ' ) .

1. ls

는 디렉토리의 파일 목록을 보여준다 여러 가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옵션은ls .
%ls -al

로 는 숨겨진 파일을 포함한 모든파일을 출력해 달라는 의미이고 은 파일명 외에도 기타 정보를 정렬'a' , l
해서 출력해 달라는 의미이다..

2. rm

은 파일을 삭제한다 파일명 은 해당 파일을 삭제 한다 자주 사용되는 옵션은 이다rm . %rm [ ] . %rm -rf .
은 라는 의미로 파일이 포함된 디렉토리를 완전히 삭제하고 싶을때 사용하며 는' r ' Recursive , , ' f ' 'force'

의미로 삭제할지 묻지 않고 바로 삭제해 버린다는 의미이다.

3. mkdir

ex) %mkdir abc
현재 디렉토리내에서 라는 디렉토리를 생성한다abc .

경로명4. cd [ ]

ex) %cd /etc/ini.d
로 현재 디렉토리를 바꾼다/etc/init.d .

5. mv [file_1] [file_2]

을 로 이동시킨다file_1 file_2 .

파일명6. cat [ ]

파일의 내용을 출력해준다.

7. tar

명령어는 파일 압축 및 풀기 를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이다 확장자가 로 끝나는tar ' ' ' ' . tar.gz
파일들이 명령오로 압축된 파일임을 의미한다 참고로 엄밀히 말하면 은 단지 파일들을 하나로 묶tar . , tar '
는 명령어이다 하지만 이 명령어에 옵션을 주게 되면 파일들을 묶은뒤에 또는 등의 압축 프' . , ' ' 'gzip' 'bzip'
로그램을 써서 압축해 준다.

ex) %tar -cvzf ./abc.tar.gz ./def
라는 파일 또는 디렉토리 를 라는 파일로 묶은뒤 압축해준다 옵션은 압축의 의미를./def ( ) abc.tar.gz . 'c' ' ' ,

는 파일목록을 화면에 출력하라는 의미를 는 압축 프로그램으로 을 사용하라는 의미이다'v' , 'z' 'gzip' .

ex) %tar -xvzf ./abc.tar.gz ./
라는 압축 파일을 현재디렉토리 에 풀어 달라는 의미이다 옵션은 풀기를 의미한다./abc.tar.gz ./ ( ) .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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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find

명령어는 파일을 찾는 명령어이다 그러나 단지 파일을 찾는 것외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 할 수있는find .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일때가 많다.

ex) %find ./ -name '*abc*'
현재 디렉토리를 포함한 모든 하위디렉토리 내에서 중간에 라는 문자열이 들어간 파일을 찾아서 출abc
력해 달라는 의미이다 외에도 다양한 표현을 써서 찾을 파일의 형태를 표시 할 수 있다 이것을 정. *abc* . '
규표현식 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알아 두는것도 좋다' , .

ex) %find ./ -name '*abc*' -execp cp {} /myabcfile/ \;
위 명령어는 현재 디렉토리를 포함한 모든 하위디렉토리에서 중간에 가 들어간 파일들을 찾은 뒤에abc ,

이라는 디렉토리로 모두 복사해 달라는 의미이다 옵션 뒤에 나오는 명령이 바로 복사/myabcfile . -execp
해달라는 명령이다 는 복사를 수행하는 일반 명령어이다 는 찾을 파일들을 의미한다 가장 끝. cp shell . {} .
에 있는 는 옵션의 끝을 의미한다 외에도 다른 명령어 또는 프로그램 들을 써서 이러한 기\; execp . cp ( )
능을 수행 할 수 있다.

9. grep, less, more

이 명령어들은 주로 리눅스의 파이프 라는 기능과 함께 혼용되는 명령어들이다 파이프는 두 개 이상의' ' . ' '
명령어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파이프 기능을 수행하는 문자는 이다. ' | ' .

은 화면에 출력되는 내용에서 어떤 문자열을 찾는 것이다9.1 'grep' .

ex) %ls | grep abc
명령어를 썼을때 화면에 출력될 내용중에서 라는 문자열이 들어간 모든 라인들만 화면에 표시해ls ' ' abc

준다.

와 는 출력내용이 화면의 범위가 넘어설 정도로 만을 때 화면 단위로 나누어서 출력해9.2 'less' 'more'

준다.

ex) %ls | more
ex) %ls | less

프로그램 설치 삭제/
프로그램 설치삭제는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수행하는 작업중에 하나일 것이다 현재 리눅스/ .
우분투 기준 는 상에서 프로그램 설치 삭제를 수행할 수 있는데 와 처럼 쉽게 사용( ) X-Window / , Windows
할 수 있다.

상에서 설치 삭제 관리1. X-Window / /

를 실행하면 된다Mainmenu ubuntusoftware cen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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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프로그램 설치 삭제 관리2. Terminal / /

상에서 프로그램 설치 삭제 관리는 우분투 기준 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한다 다음Terminal / / ( ) apt-get .
에서 볼 예제 중에서 명령어 앞에 붙는 는 의 권한으로 명령어를 실행해주는 명령어이apt-get 'sudo' 'root'
다 앞에서 설명 했듯이 리눅스에서는 이 존재한다 프로그램 설치 삭제에서는 시스템의 주요. Permission . ,
디렉토리들 등등 에 대한 파일 복사 및 삭제 작업이 이루어 지므로 권한으로 수행해야( /etc, /usr/ ) , root
한다.

명령어는 전용서버에 연결해서 프로그램 다운 및 설치를 일괄적으로 수행해주는 명령apt-get, apt-cache
어이다.

설 치2.1

패키지이름ex) %sudo apt-get install [ ]

삭 제2.2

패키지이름ex) %sudo apt-get remove [ ]
패키지이름ex) %sudo apt-get autoremove [ ]

라는 패키지를 검색 및 설치하는 화면blufish
검 색2.3

ex) %sudo apt-get update
서버로부터 패키지 목록을 다운받는다.

패키지이름ex) %sudo apt-cache search [ ]
다운된 패키지 목록에서 검색을 실행한다.

설치된 패키지 보기2.4

ex) %dpkg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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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패키지를 시스템상에서 검색한 화면이다 이미 설치된 패키지blufish .
를 보여준다.

프로세스
리눅스상에서 프로세스 즉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에 대해 간단히 소개 한다 프로세스를, .
검색해서 해당 프로세스를 종료 시키는 명령어 두가지에 대해서만 소개 한다.

1. ps

명령어는 프로세스 목록을 나열해 준다ps .
ex) %ps -ef | grep auda
위 명령어는 현재 프로세스 목록중에서 라는 문자열이 들어간 것만 골라서 보여준다 명령어에auda . grep
대한 설명은 앞에 있으므로 생략한다.

명령어로 출력되는 내용중에 가장 앞의 는 실행한 사용자를 의미하고 그 다음의 는 이 프로ps ahns , 1945
세스의 를 의미한다id ( pid ) .

2. kill

명령어는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 시키는 명령어이다kill .
ex) %kill [pid]

명령어로 해당 프로세스를 검색해서 를 알아낸뒤에는 명령어로 종료 시킬 수 있다ps, grep pid kill .

3. top

명령어는 현재 실행중인 모든 프로세스 목록과 점유율 메모리 사용량등의 정보를 보여준다top , cpu , .

활용MAN PAGE
명령어%man [ ]

리눅스에서 는 어떤 명령어 또는 프로그램 의 설명을 담고 있는 것을 말한다MAN Pag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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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명령어에 대한 이라고 입력하면top man page. %man top
된다.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와 프로그램들은 셀 수도 없이 많다 일일이 그 사용법을 다 기억하기.
는 힘들다 그래서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 마다 간단히 를 보고 명령어를 사용하면 된다. man page .

Compiz
는 가속을 리눅스 창관리자에 적용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우분투에서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Compiz 3D .

있다 화려한 효과를 창과 데스크탑에 적용시켜 주기 때문에 리눅스를 사용 할때 보는 맛을 제공하기도. , ' '
한다.

를 소개하는 이유는 화려한 그래픽 효과 때문이 아니라 창관리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Compiz , ,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지정한 단축키들을 창과 를 컨트롤 하는데 연결시켜 주며 복잡하게. Workspace ,
겹쳐진 여러개의 창들을 한번에 볼 수 있도록 나열 시켜 주기도 하고 간단히 마우스를 움직인 것만으로' ' ,
바탕화면보기를 수행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옵션을 잘 활용하면 리눅스 데스크탑을 효율적으로 컨트' ' .
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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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I. VI

는 리눅스를 써본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써봤을 에디터이다 혹은 에서 유명VI . Linux Unix

한 는 대개 가 있다Editor VI, emacs, gedit .

각각은 로 이루어진 형 파일을 다루는데 쓰이는 에디터로Byte code binary character text

서 처음에는 같은 파일을 다루기 위해 사용되었다가 점차 개발자를 위해서 진화하기 시, txt

작했다.

이번에 소개할 에디터는 로써 현재 사용중인 에디터이다 그리고 와 같은 에디VI , . emacs

터들에 비해 사용하기도 편리한 것 같아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법2. VI

준비(1)

프로그램 설치1)

아직 본인의 컴퓨터에 가 설치가 안되어 있을 경우 공식 사이트 에서 이VI , vim (Naver VIM

라고 치면 공식사이트가 나온다 에서 다운받아 설치한다 자신의 운영체제를 파악하.) . Linux

고 그에 맞는 패키지를 선택하여 설치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설치할 수 있다, .

의 경우에도 를 그리워 하는 사용자들을 위하여 이라는 형태의Windows vi (?) gvim Graphic

를 제공한다VI .

이 소책자에서는 에서 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Linux vi .

프로그램 실행2)

에서 처음 을 열게 되면 가 뜬다 대개 이라는 폴더에 저장Linux Terminal , Prompt . , /usr/bin

이 되고 이 폴더는 웬만하면 라는 에 저장이 되어 있다, PATH Shell environment variable .

따라서 그냥 아무 곳에서나 라는 명령을 치면 된다, vi .

몇가지 명령어(2)

정의1)

대개의 명령들은 키를 누르고 콜론 을 누른 후 명령을 입력하는 것으로 시ESC Shift + “:” ,

작한다 이를 표준 명령 입력 모드라 정의하겠다. .

단순히 키를 누르게 되면 수정 또는 삽입모드가 아닌 명령입력모드로 전환이 된다ESC , .

일반 명령 입력 모드라 정의하겠다.

프로그램 종료2)

를 처음 켜면 일단 무얼 해야할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일단은 나가고 싶어질 가능성이vi , .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명령을 소개한다, .

일단 표준 명령 입력 모드에서 를 누르고 를 누른다 만약 실수로 아무키나 누르게q Enter .

돼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안될 경우 를 입력하고 를 누르면 강제로 종료할 수 있다, , q! En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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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종료 - :q

강제종료 - :q!

파일 열기3)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표준 명령 입력 모드로 전환 한 후 이라 입력한다 파일e filename .

탐색기 모드를 켜고 싶다면 라고 입력한 후 를 누른다, "e ." enter .

파일이름 열기 - :e filename

파일탐색기 열기 - :e .

파일 저장4)

현재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표준 명령 입력 모드에서 라는 명령이 사용된다 문제w .

는 새 파일을 작성중이라면 이라고 파일이름을 명시해줘야 한다, , w filename .

파일이름이 명시되어 있을 때 저장하기 - :w

파일이름으로 저장하기 - :w filename

새로운 파일 열기5)

새로운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표준 명령 입력 모드에서 이라고 입력e [new filename]

한다 그러면 그 파일을 저장하기 전까지는 생성되지 않지만 생성하려 한다면 그 파일이름. ,

으로 저장될 수 있게 만든다.

:e [new filename]

수정하기6)

이제 문서를 수정해보도록 한다 일반 명령 입력 모드에서 수정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하나는, . Insert

키를 누르는 것과 또 하나는 키를 누르는 것이다, a .

키와 의 차이점은 키를 누르면 현재 커서가 위치한 곳에서 수정할 수 있게Insert a , Insert

만드는 것이고 를 누른다는 것은 커서 바로 다음 칸에 입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a .

단어찾기7)

중간에 문서를 작성하다보면 글귀를 찾아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일반 명령, . ,

입력 모드나 표준 명령 입력 모드로 전환하고 슬러쉬 와 찾고자 하는 문자열을 입력한 후/( )

키를 누른다 즉Enter . ,

/word

와 같은 명령이다 또 다음에 그 같은 단어를 계속 검색하고 싶다면 일반 표준 명령 입. , ,

력 모드에서 와 를 누르면 된다/ Enter .

치환하기8)

만약 단어의 철자를 틀리게 기록을 했거나 단어의 선택을 달리 해야할 경우 일일이 찾아,

서 모두 바꾸기엔 시간낭비일 것이다.

그럴 때 표준 명령 입력 모드에서, :%s/word1/word2 라고 입력해주면 모든/ word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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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2로 치환해준다 공백의 경우에도 치환이 가능하다. .

한줄 삭제9)

한줄 삭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명령입력 모드에서 를 두 번 입력하면 한 줄이 삭d

제된다.

여기서 조심해야할 점은 키를 한번 누르고 화살표를 위나 아래로 누르면 한번에 여러줄d ,

이 삭제된다 이점을 조심해야 한다. .

복사하기 및 붙여넣기10)

한줄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일반 명령 입력 모드에서 를 두 번 입력한다y .

그리고 원하는 줄에 가서 를 누르면 붙여넣기가 행해진다p .

창 나누기11)

작업을 하다보면 두 개의 파일을 동시에 작업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럴 경우 표준 명령. ,

입력모드에서 이란 명령을 입력한다 은 가로로 분할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고 세로split . split ,

로 분할하고 싶을 때에는 라고 입력한다vsplit .

분할하는 동시에 새 파일을 열고 싶다면 명령 바로 다음에 을 입력하면 된, split filename

다 좀 더 응용해서 라고 명령을 입력하면 새로운 창에 탐색기가 생성된다. , vsplit . .

창을 이동하려 할 때에는 일반 명령 입력모드 상태에서 를 입력해준<Ctrl> + <W>, <W>

다 창을 닫고 싶다면 해당 창에서 종료명령을 입력하면 된다. , .

옵션 설정(3)

명령 종류1) set

명령은 환경설정에 해당한다 일단 를 사용하다보면 환경설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set . vi .

이 명령은 표준 명령 입력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다set .

set [Environment]=[Value]

위와같은 명령구조를 가진다.

어떤 에서는 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다Environment Value .

내가 자주 쓰는 명령은 다음과 같다.

줄번호 보이기 및 숨기기set nu <-> set nonu -

자동 들여쓰기set autoindent, set smartindent, set cindent -

키를 눌렀을 때 칸만 이동하게 설정set tabstop=4 - Tab 4

자동 들여쓰기일 때 칸만 이동하게 설정set shiftwidth=4 - 4

배경화면 설정 을set background=dark <-> set background=light - : Color Scheme

사용하는 명령인데 라고 입력한다는 것은 가 어두우므로 글씨를 밝게 표, dark , background

시해달라고 요청할 때 쓰고 라 입력하면 그 반대의 효과를 나타낸다, light .

이란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것은 키에 대하여 사용map . Function Key - F1 ~ 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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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원하는 명령에 맵핑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령줄map <F2>

이것의 예를 하나만 들자면,

map <F2> <ESC>:vsplit .<cr>

이것은 표준 일반 명령 입력모드에서 동작하게 되는 것인데 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 F2 ,

표준 명령입력모드를 설정하고 창을 나누어 나눈 창에 파일 탐색기를 표현하라는 것을 의,

미한다.

기본환경 설정하기2)

이제 기본환경 설정에 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를 켤 때마다 만약 매번 같은 설정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일 것이다vi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서 자신의 의 내에 라는 파일을 생성한, Linux Home Folder ".vimrc"

다.

에서 다음과 같이 명령을 입력한다Shell .

1 - $ cd

2 - $ touch .vimrc

을 통해 홈 폴더로 이동하고 를 통해 를 생성한다1 , 2 .vimrc .

그리고 를 열어 그 안에 자신이 설정하고자 하는 명령들을 입력한다vi .vimrc .

아래는 내가 사용하는 환경설정이다.

-------------------------My .vimrc-------------------------

set background=dark

set cindent

set autoindent

set smartindent

set tabstop=4

set shiftwidth=4

syntax on ; Syntax mode on

map <F3> <ESC><C-W><LEFT> 현재를 기준 왼쪽창 활성화;

map <F4> <ESC><C-W><RIGHT> 현재를 기준 오른쪽 창 활성화;

map <F5> <ESC>:vsplit .<cr>

map <F6> <ESC>:e .<cr>

map <F7> <ESC>:rightb vsplit .<cr>

map <F8> <ESC><C-W>O 현재 창 확장;

------------------------end of file------------------------

란 키를 누름을 의미한다<C-W> , Ctrl + W .

는 작업중인 창에서 왼쪽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를 누른다는<C-W><LEFT> , <RIGHT>

것은 오른쪽창을 활성화 시킨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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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설정할 때 라는 명령을 앞에 넣어준 것은 창을 분할할 때 보통 왼쪽으로 분F7 rightb , ,

할이 이루어지는데 오른쪽 창을 새로 생성하고 싶다면 를 넣어주는 것이다rightb .

그리고 마지막 는 현재 창만 남겨두고 나머지 창을 모두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C-W>O

다.

마무리3.

추가로 또 다른 명령을 알고 싶다면 구글링을 하거나 혹은 실행 후 표준 명령 입력모, vi

드에서 를 치면 해당 명령에 대한 설명과 그 명령과 관련된 명령어를 모help [Command] ,

두 표현해준다.



질문 잘하기
검색 팁

박진영- -



질문 잘하기 그리고 검색 팁

발표자 박진영:

컴퓨터 사용하면서 어렵거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린

어떻게 할까요?

친구에게 물어보거나 네이버 지식인에 해결방법을 물

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를 사용하면서 어려움이 생긴다면 많은Linux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RTFM(Read The Fucking Manual)!1)

STFW(Search The Fucking Web)!

즉 매뉴얼을 읽거나 검색을 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

기합니다.

따라서 매뉴얼을 펼쳐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동아리 서버에서 로 명령어에'man ls' ls

대한 매뉴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기 어렵네요 다행스럽게도 한국어로 적혀 있.

지만 그럼에도 주절주절 말이 많아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기 힘듭니다.



그럼 검색은 어떨까요?

유명한 검색엔진인 에서 를 한 번 검색해Google Linux

보았습니다.

검색결과로 무려 억 천만개가 나왔군요 저 많은 것2 5 !

을 언제 다 보죠?

그럼 세계에서 질문은 안 되는 것일까요Linux ?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 .

도 수많은 질문과 답변이 커뮤니티에 올라오고Linux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일까RTFM, STFW

요?

그것은 바로 질문에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좋고 나쁘다고 할 때 나쁜 질문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흔히들 이런 질문이 나쁜 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급함 제 노트북에 비디오가 나오지 않아요! !

에 관한 자료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Linux ?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아요.

다운받은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아요.

설치가 안 되요Linux .

해킹은 어떻게 하나요?

왜 이런 질문들이 나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일단 어렵다 라고 얘기드릴 수‘ .’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토

론하였고 각 시기에 맞춰 이렇게 하면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이것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어

봅시다.

에러 메시지가 영어라고 두려워 하지 말자

웹을 검색 해보기

매뉴얼을 읽어 보기

를 찾아보기FAQ

비슷한 경험이 있는 친구에게 묻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

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linm2)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을 설치할 때 나타난 문구입니다.

한글로 오류 이라고 적혀진 것으로 보아 설치할 때‘ 1’

오류가 발생한 듯싶은데 영어로 주절주절 적혀져있네요.

아 영어라서 전 모르겠어요 라며 바로 질문한다면‘ .. !’

조금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오류가 났다는 메시지 위를 보면 'Permission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즉 에 문제denied' . , Permission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로 로그인하여 설치를root

수행하니 문제없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질문 전에 웹을 검색해보는 것도 좋은 자세입니다 왜.

냐하면 내가 겪은 문제라는 것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이

이미 겪어서 해결을 보고 이를 글로 남겼을 것이기에

그것을 찾는다면 굳이 질문할 필요없이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매뉴얼은 읽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그렇지만 그,

안에는 좋은 정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 예로 나는 의 옵션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ls

싶어 라는 질문에 대해서 검색이나 질문보다는 매뉴얼.’

을 읽는 것이 더욱 빠르고 정확한 답을 얻어낼 수 있습

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가진 질문은 다른 사람이

이미 가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배포.

하는 측에서는 자주하는 질문을 모아놓는 경우가 많습

니다.

한 예로 FileZilla3)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접속하

는 사이트와 셋팅 정보를 어디에 저장하는지 궁금해졌

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궁금했으리.

라 생각해서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의 FAQ4)를 찾아가

니 그곳에 정확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경험이 있는 친구에게 물어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글과 그림만으.

로 문제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 오프라.

인에서 친구와 만나 얘기하고 직접 컴퓨터를 같이 만진

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는 에서 그런 경험과 정보를 같SKKULUG Linux

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을 할 때 입니다.

맞는 게시판 선택하기

가능하다면 프로젝트 메일링리스트를 이용해라

답변하기 쉽게 질문하기

명확하고 문법적으로 올바른 질문하기,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질문하기

의미 있고 분명한 제목을 사용하라.

명확하지만 자세하게 질문하라

문제의 증상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라

학교 숙제 질문하지 않기

예의 바르게 질문하기

이것들을 역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게시판이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게.

시판을 여러 개 운영하는 이유는 각 주제별로 글을 모

으기 위함인데 게시판 성격과 다른 질문글을 올린다면,

안 됩니다.

특히 자유게시판에 글과 사람들이 많다고 하여 따로

질문게시판이 있음에도 거기에 글을 올린다면 많은 사

람들로 하여금 지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

습니다 이 때 각 프로젝트 별로 메일링 리스트라는 것.

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글을 메일로 주고.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일링 리스트는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

람부터 고급유저까지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문제 겪는 프로그램의 메일링 리스트에

관련 질문을 올린다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문제sagemath

가 발생하여 질문한 것으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답을

달아줘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제 경험을 담았

습니다.

답변하기 쉽게 질문하기라고 하는데 이는 간단히 개인

메일로 답장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째로 만약 그러할,

경우 답변을 하는 사람은 그에게 메일을 보내기 위해

메일 프로그램을 켜고 로그인하고 글을 적고 보내야 하

는 수고로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훗날 같은 질문을 하게 된 다른

사람이 해당 질문글을 찾았을 때 답변이 메일로 보내졌

다면 그는 그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변을 메일로 보내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하고 문법적으로 올바른 질문을 하자라고 하는데

간단히 표준어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가끔 외계어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하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

저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떨 때는 읽을 수도 없는 경

우가 있습니다 이를 삼가 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스펠링 체크를 통해 맞춤법 등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별 것이 아닌 것 같아도 답변자의 입장에서는.

질문자가 성의 없이 질문을 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

어 답변을 꺼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질문을 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라는 얘기를 듣고

질문자는 현재 자신의 컴퓨터에 어떤 프로세스가 돌아

가는지를 얘기하고자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씁니다.

ps uaxw

상에서 한 번 저 명령어를 쳐보세요 그럼 엄청Linux .

난 양의 에 관한 정보가 화면에 뿌려지는 것을process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세스 하나가 문제라는데 컴퓨터의 모든 정보를 다

가르쳐 줄 필요가 있을까요?



게시판이라는 것은 질문의 목록을 보게 되고 질문을

클릭할 때 본문을 보는 방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모호하거나 본문과 관련이 없다면 사람들은 글을 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례 상 질문글의 제목은 주제와 이상한 점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현재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고.

이상한 점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점입니다.

문제가 일어난 환경 컴퓨터 사양 운영체제 프로그램( , , )

에 대한 것과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해하기 위해 해보았

던 것 컴퓨터나 소프트웨어에 최근에 일어난 변화 등을,

설명해야 답변자가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의 증상을 시간 순서대로 어떤 일을 하였는

지 얘기한다면 답변자는 몇 번째 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질문글을 보면 학교 숙제 레포트 를 요구하는 경( )

우가 많습니다.

답변자들은 대체로 그런 교과과정을 이미 수행한 경험

이 많기에 학교 숙제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

다.

과제는 자신이 직접 해야 하는 것임은 초등학교에서도

배우는 것이니 굳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입

니다.



마지막으로 예의 바르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간단한 얘기이지만 실제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터넷은 오프라인과 달리 글과 그림만으로 정보와 의

사를 전달하기에 자칫 상대방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예의 바르게 글을 적어야 괜한 시시비비에 얽

매이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답변을 얻었을 때입니다.

좋은 답변을 얻어 문제를 해결했다면 감사의 뜻을 표

시해야겠지요 간단히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으로도 큰? ‘ .’

힘이 됩니다.

하지만 답변이 없거나 을 외치거나 이해를 할 수RTFM

없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풀 수 있을만한 문제였는지를 확인하여 문제를 해

결하도록 합시다.

이 화면은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찾은 나쁜 질문의

한 예제입니다.

어떤 점이 이 질문을 나쁜 질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일

까요?

또한 다른 재미있는 자료로 네이버 지식 바른 생활iN

가이드5)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보시면 질문.

하는데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입

니다.



다음으로 웹 검색을 할 때 개인적인 팁을 얘기하겠습

니다 저보다 많은 분들이 웹을 검색함에 있어 좋은 팁.

을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제가 를 사용하면서 웹, Linux

검색을 하였을 때 얻은 경험과 교훈을 얘기하고 싶어

첨가하였습니다.

웹은 넓고 양은 많기에 나에게 맞는 자료를 찾기는 힘

듭니다.

따라서 전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합니다.

검색 엔진

검색 쿼리

어떠한 검색 엔진을 사용해서 찾을 것이고 거기서 어,

떤 쿼리를 던져 결과를 얻을 것인가입니다.

검색 엔진 역시 수많은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 중 제가.

많이 쓰는 것으로 Google, Naver, Yahoo, Altavista

가 있습니다.

은 정확하고 빠른 결과를 보여주며 영어에 특Google

화되어 있습니다.

는 한국어에 특화되어있고 안의 정보를Naver , Naver

얻을 때 유용합니다.

와 는 에 비해 성능은 떨어지Yahoo Altavista Google

지만 가끔 에 없는 것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Google

니다 따라서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다음으로 검색 쿼리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팁을 추려냈습니다.



먼저 검색 쿼리를 만들 때 먼저 문제 환경 문제 타겟, ,

문제 행동의 특별한 단어를 선택해서 만드는 것이 좋습

니다.

동아리 서버인 에서 버전이 이라CentOS 5.3 PHP 5.1

서 가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동작하지 않는 문5.2

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색을 하였는데 이 때 주요 키워

드인 만을 적고 검색'CentOS 5.3', 'PHP 5.2', 'install'

하였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맞는 가장 알맞은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다보면 에러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

니다 이 때 나타난 에러가 어떤 것이니 에러 메시지를.

화면에 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에러 메시지.

를 그대로 검색해본다면 같은 문제를 겪은 사람들을 쉽

게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답이 있을 확률이 높습

니다.

앞의 화면에서 나온 에러 메시지를 그대로 검색하였더

니 거기에 맞는 문서를 찾을 수 있었고 그 중 하나의

글에서 문제 해결법을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연산자 사용입니다 여러 연산자가 검색 엔진.

에서 제공되는데 저는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첫 째로 라는 연산자입니다 이 연산자를 사용하면Site .

해당 사이트를 기준으로 쿼리를 찾게 되는데 kldp.or

g6)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pidgin

유용합니다.

다음으로 쌍따옴표를 이용한 구문검색이 있습니다 띄.

어쓰기를 한다면 각 단어는 연산과 동일하게 되는and

데 구문검색을 한다면 공백까지 동일한 것을 찾기에 메

시지 등을 찾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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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날짜 확인입니다.

에서 을 통해 서버에 접속할 필요가ssh tunnel samba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것을 찾아보았는데 첫.

부분에 올라온 글들이 대부분 불가능하다 가능하지‘ ’, ‘

만 매우 어렵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

하지만 살펴보니 글의 작성 시각이 약 년 전이기에6~7

최근 글을 찾아보았습니다 년에 적혀진 글에서는. 2009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였고 이에

따라 저도 쉽게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검색을 할 때도 글의 작성 날짜를 확인하는 것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이런 검색들이 어렵다면 의 경Google

우 고급 검색7)이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이.

용하면 연산자를 외우지 않고서도 필요한 것을 사용할

수 있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질문법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나쁜 질문을‘

피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자 이고 검색 팁에서는 좀’ , ‘

더 좋은 검색 결과를 위해 이렇게 해보자 는 것입니다’ .

그럼에도 를 사용하면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을Linux

것입니다 그럴 때 를 쓰는 사람들끼리 질문과 답. Linux

변 그리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

니다.

저희 성균관대학교 리눅스 유저 그룹 는 바(SKKULUG)

로 그런 이유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