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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규격이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 서버의 경우는 RAID 컨트롤러라고 하는 어댑

터를 경유해서 하드디스크에 접속합니다.２ 또한 하드웨어 레벨에서 보면, 디스크 장치나 

RAID 컨트롤러의 종류에 따라 데이터를 읽고 쓰기 위한 명령어가 각각 다릅니다.

리눅스는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 장치에 대해 통일된 액세스 방법을 제공합니다. 즉, 리눅

스를 사용하면, 유저는 디스크 장치의 종류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디스크 장치마다 다

른 하드웨어 레벨의 명령을 알지 못하더라도) 표준화된 공통의 커맨드를 이용하여 디스

크의 데이터를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디스크 장치 이외의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마

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눅스 유저는 리눅스가 그려 내는 ‘가공의 컴퓨터’의 사용법

을 마스터하여 집에 있는 PC든 고성능의 업무용 서버든 동일한 커맨드로 제어할 수 있습

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 유저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리눅스 서버를 구축하고 

운용하는 프로 관리자는 다양한 디바이스가 탑재된 물리적인 하드웨어에 리눅스를 도입

하고, 가공의 컴퓨터를 그려 낼 수 있도록 적절한 구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공의 컴

퓨터 배후에 있는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이해하고, 그것이 리눅스에 의해 어떻게 가공의 

컴퓨터로 변환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리눅스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런 변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점을 의식하면서 리눅스

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설명할 서버·하드웨어 구성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프로 리눅스 

관리자로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２　 RAID 컨트롤러는, 여러 개의 물리 디스크를 결합한 RAID 어레이(Array)를 구성하여 논리 디스크(LUN)을 작성합니다. RAID

는 3.1에서 설명합니다.

1.1.1 하드웨어 관점에서 본 OS의 역할

리눅스 서버 구축에 관한 설명에 앞서, 서버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컴포넌트부터 설명하

겠습니다. 일단 CPU, 메모리, 디스크 장치 그리고 시스템 BIOS 등, 서버 시스템을 구성

하는 컴포넌트들이 서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드웨어 컴포넌트에 대한 이해는 왜 필요할까요? 리눅스뿐만 아니라 OS의 역할은 시스

템 관리자 및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와 같은 사용자에게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추상화

(단순화)”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는 물리적인 컴퓨터 그 자체가 아닌, OS가 

그려낸 ‘가공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그림 1-1)입니다. 이는 가상의 컴퓨터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추상화(단순화)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➊ 외부 디바이스 이용 방법의 공통화

➋ 복수 프로세스에 자원 할당

➋에 대해서는 5장에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이번 절에서는 ➊ 외부 디바이스 이용 

방법의 공통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디바이스’란 디스크 장치나 모니터, 키보드 등

의 주변 기기를 말합니다. 네트워크 통신을 하기 위한 어댑터(NICNetwork Interface Card１)

도 외부 디바이스의 한 종류입니다. 디스크 장치만 보더라도 SCSI, SAS, SATA 디스크 

１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통신용 어댑터를 NIC(Network Interface Card)이라고 합니다.

1.1
서버·하드웨어



Chapter 1  리눅스 서버 구축14 서버·하드웨어 15

➊ 메모리 버스를 경유하여, 메모리에 프로그램 코드 또는 데이터를 읽고 쓰기

➋  디바이스 버스를 경유하여, 외부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읽고 쓰거나, 외부 디바이

스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지시

➌ 읽어 들인 데이터의 계산 처리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CPU 내부에는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는 기억장치(레지스터)

가 있어, 메모리에 있는 프로세스의 위치(메모리 주소)를 보관합니다. CPU는 프로그램 

카운터가 나타내는 메모리 영역으로부터 다음에 실행할 명령을 읽어 들여, 해당 명령을 

실행하는 것과 동시에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다음 주소로 변경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

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CPU가 하는 일입니다. 이때 CPU의 명령 중에는 덧셈과 

뺄셈 같은 계산 처리 외에도, 계산 결과를 메모리에 쓰거나, 외부 디바이스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외부 디바이스와의 데이터 송수신을 어떻게 실행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CPU는 디바이스 버스를 경유하여 외부 디바이스에 명령 코드를 보냅니다. 하지만 외부 

디바이스가 받아 들이는 명령 코드는 디바이스마다 다릅니다. 이 부분은 외부 디바이스 

설계자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리눅스는 서버에 접속된 외

부 디바이스마다 전용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불리는 커널 모듈３을 읽어 들여, 디바이

스 드라이버 기능을 이용하여 리눅스 표준 명령을 각각의 외부 디바이스에 고유한 명령

으로 변환하여 실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눅스 서버 관리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서버에 연결된 외부 디바이스와 해당 디

바이스에 대한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종류를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리눅

스는 외부 디바이스를 검출하고, 그에 대응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설치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에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해 의식하지 않아도 동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잘 동작하는군, 됐어 OK”라는 생각은 프로의 세계에서는 

위험합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원인이 되는 장애는 서버 운용 중에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니와 문제 판별problem determination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리눅

３　 리눅스 본체의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리눅스 커널이라고 합니다. 커널은 필요에 따라 커널 모듈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 코드를 읽어 들여 기능을 확장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추상화(단순화)된 가공의 컴퓨터

사용자

물리 컴포넌트

OS

 [그림 1-1] OS에 의한 하드웨어 추상화

1.1.2 서버·하드웨어의 기초

그럼 리눅스 서버 관리의 기초지식인,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역할 및 시스템 BIOS와 펌

웨어의 구조 그리고 서버 기동 시 처리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역할

[그림 1-2]는 기본적인 하드웨어 컴포넌트 구조를 단순화한 그림입니다. CPU와 메모리 

그리고 외부 디바이스(디스크 장치, 키보드, NIC 등)는 버스라고 불리는 신호선으로 연

결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없지만, CPU와는 별도로 하드웨어 관리를 위한 ‘시스템 

BIOS’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전용 칩도 있습니다.

서버 동작의 중심에는 CPU가 있지만, CPU의 기능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다음 3가지 경

우가 CPU의 기본 동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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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버에 탑재된 CPU나 메모리의 상태 및 서버에 접속된 외부 디바이스(어댑터)의 상

태를 확인합니다. CPU나 메모리, 어댑터 등의 연결에 문제가 있으면 콘솔에 구성 에러

를 표시하고 시스템 관리자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이때 오래된 버전의 시스템 BIOS를 

사용하고 있다면 최신 어댑터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본래는 이용 가능한 어댑터임

에도 불구하고 이용할 수 없는(구성 에러가 발생)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런 경우에는 시스템 BIOS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RAID 컨트롤러와 같은 어댑터는 그 자체가 한 대의 작은 컴퓨터에 필적하는 복잡

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어댑터에 탑재된 CPU에서 임베디드되어 있는 OS가 동작합니

다. 시스템 BIOS가 어댑터의 상태를 확인하는 타이밍에서 어댑터의 임베디드 OS가 기

동하여 [그림 1-3]과 같이 기동 메시지가 표시됩니다(여담입니다만 최근 어댑터의 임베

디드 OS에 리눅스가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개발 중인 어댑터를 테스트하고 있

는데, 한 번은 OS(임베디드 리눅스)가 기동에 실패하여 [그림 1-3]의 부분에서 커널 패

닉 메시지가 표시된 것을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버를 구성하는 여러 하드웨어 컴포넌트의 내부에는 임베디드 OS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동작하고 있습니다. 임베디드 OS를 포함하여 하드웨어 컴포넌

트에 임베디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펌웨어firmware라고 하며, 시스템 BIOS처럼 각각

의 컴포넌트에서 다시 쓰기 가능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들 펌웨어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제품처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보통 업데이트의 목적은 

버그 수정 또는 어댑터 성능 향상에 있습니다. 시스템 BIOS와 같이, 필요에 따라 펌웨

어 역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시스템 BIOS 및 펌웨어에 대한 업데이트의 필

요성 및 방법은 서버마다 다르므로 해당 벤더를 통해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

법입니다.

BIOS는 하드웨어 컴포넌트의 상태 확인을 마치면, 마지막으로 기동 디바이스(하드디스

크 또는 CD/DVD 미디어 등)의 선두에 쓰여 있는 446바이트의 프로그램 코드(부트 스트

랩 로더４)를 읽어 들여 메모리에 씁니다. 여기서 드디어 CPU가 기동되어, 메모리에 로드 

되어 있는 부트 스트랩 로더의 실행을 개시합니다. 부트 스트랩 로더는 부트 로더라고 하

４　 기동 미디어의 선두 512바이트를 MBR(Master Boot Record)이라고 하며, 그중 선두부터 446바이트 프로그램 코드를 부트 

스트랩 로더라고 합니다.

스 서버를 구축할 때에는 필요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사전에 조사하고, 적절히 도입해

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필요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확인하는 방법은 잠시 

후 설명하겠습니다.

메모리 버스

디바이스 버스

메모리

CPU

외부 디바이스

 [그림 1-2] 서버·하드웨어의 기본 구조

시스템 BIOS와 펌웨어

리눅스가 이미 설치된 서버에 전원을 넣으면 금방 리눅스가 기동되어 처리를 시작합니

다. 이 과정에서 리눅스 커널이 메모리에 로드되고, 이것이 CPU에 의해 실행됩니다. 그

렇다면 과연 리눅스 커널은 최초에 어떻게, 누구에 의해 메모리에 로드되는 것일까요? 

시스템 기동 시의 처리 흐름은 6.4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버에 전원을 넣으면 CPU가 처리를 시작하기 전에, 시스템 보드(CPU나 메모리가 탑재

되어 있는 마더보드)에 탑재된 칩(CPU가 아닌 별도의 칩)에서 시스템 BIOS가 동작을 시

작합니다. 시스템 BIOS 프로그램 코드는 다시 쓰기re-write 가능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

되어 있어, 필요에 의해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B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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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디스크

부트 스트랩 로더

GRUB 설정 파일

리눅스 커널

초기 RAM 디스크

시스템 BIOS

부트 로더(GRUB)

/boot 파일시스템

리눅스 커널
초기 RAM 디스크

물리 메모리

메모리에
읽어 들임

 [그림 1-4] 리눅스 커널이 기동하기까지의 흐름

1.1.3 부트 로더와 초기 RAM 디스크(initrd)

업무용 서버에 리눅스를 도입할 때의 작업 중 하나가 서버 벤더가 제공하는 디바이스 드

라이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부트 로더와 초기 RAM 디스크를 이해하는 것으로, 이 작

업의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트 로더(GRUB)의 역할

GRUB에 의해 커널이 기동하는 구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커널이 디스크 장

치에 액세스할 때는, 커널 모듈로서 제공되는 전용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용하지만, 

BIOS가 부트 스트랩 로더를 읽어 들일 때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

다. BIOS는 자체 기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 등의 부트 디바이스에 액세스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트 로더인 GRUB 역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GRUB

는 시스템 BIOS의 기능을 호출하여 디스크 장치에 액세스합니다. 

이와 같이 설명하면, 커널 또한 BIOS의 기능을 이용하여 디스크 장치에 액세스한다면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불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각 디바

이스마다 개발된 전용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비하면 BIOS의 기능은 매우 작고 제한적입

니다. 우선 BIOS가 모든 디스크 장치를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리눅스가 부팅

이 된 후에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액세스 가능한 디바이스지만, BIOS의 제한

는 프로그램 코드를 메모리에 읽어 들여 실행합니다. 리눅스는 보통 GRUB라고 하는 부

트 로더가 이용됩니다.

마지막으로 GRUB가 기동 디바이스에 보존된 커널과 초기 RAM 디스크initial ramdisk: initrd

파일을 메모리에 읽어 들여 커널을 기동합니다(그림 1-4). 여기서는 내장 하드디스크를 

기동 미디어(기동 디스크)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GRUB에 관련된 파일들

은 /boot 밑에 있습니다. 커널과 초기 RAM 디스크 파일명은 [표 1-1]과 같습니다. 초기 

RAM 디스크는 다음 섹션에서 설명합니다.

[표 1-1] 커널과 초기 RAM 디스크(initrd)의 저장 장소

커널 /boot/vmlinuz-<커널 버전>

초기 RAM 디스크 /boot/initrd-<커널 버전>.img

Adaptec RAID BIOS V5.2-0 [Build 15411]

(c) 1998-2007 Adaptec, Inc. All Rights Reserved.

◀◀◀ Press <Ctrl><A> for IBM ServeRAID Configuration Utility! ▶▶▶

Booting the Controller……Controller started

Controller #00: IBM ServeRAID 8k at PCI Slot:00, Bus:02, Dev:00, Func:00

Waiting for Controller to Start….Controller started

Controller monitor v5.2-0[15411], Controller kernel V5.2-0[15411]

Controller POST operation successful

Controller Memory Size: 256MB

Controller WWN: 5005076B143B390

Array#0 ? RAID ? 1      68.26GB      Okay

1 Array(s) Found

BIOS Installed Successfully!

[그림 1-3] RAID 콘트롤러의 기동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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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tle Red Had Enterprise Linux Server(2.6.18-194.11.1.el5)

GRUB 메뉴에서 선택할 Entry Title

 ● root(hd0,0)

커널 및 초기 RAM 디스크 파일이 BIOS로부터 보이는 첫 디스크(hd0)의 첫 파티

션(0)에 들어 있다는 것을 나타냄. 이것은 보통 /boot 디렉토리

 ● kernel /vmlinux-2.6.18-194.11.1.el5 ro root=LABEL=/ rhgb quiet

커널 파일(vmlinux-2.6.18-194.11.1.el5)과 루트 파일시스템 파티션(파일시스

템 라벨이 “/”)을 지정

 ● initrd /2.6.18-194.11.1.el5.img

초기 RAM 디스크 파일(initrd-2.6.18-194.11.1.el5.img)을 지정

‘title’ 하단에 관련 정보를 기술하면, GRUB 메뉴에서 해당하는 엔트리를 선택할 수 있다.

default=0

timeout=5

splashimage=(hd0, 0)/grub/splash.xpm.gz

hiddenmenu

title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2.6.18-194.11.1.el5)

      root (hd0,0)

      kernel /vmlinux-2.6.18-194.11.1.el5 ro root=LABEL=/ rhgb quiet

      initrd / initrd -2.6.18-194.11.1.el5.img

title Red Had Enterprise Linux Server (2.6.18-194.11.1.el5)

　　　root (hd0,0)

      kernel /vmlinux-2.6.18-194.el5 ro root=LABEL=/ rhgb quiet

      initrd / initrd -2.6.18-194.el5.img

  GNU GRUB version 0.97 (638k lower / 391104k upper memory)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2.6.18-194.11.1.e15)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2.6.18-194.e15)

[그림 1-5] grub.conf와 GRUB 메뉴

적 기능으로 인해 해당 디바이스로부터는 리눅스를 부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장에서 설명하는 SAN 스토리지는 일반적인 시스템 BIOS의 기능으로는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SAN 스토리지에 리눅스를 인스톨하는 시스템 구성을 ‘SAN 부트 구성’이

라고 하는데, SAN 부트 구성이 가능한 서버에는 HBA(SAN 접속용 어댑터)의 펌웨어에 

특별한 기능을 추가해야만 BIOS로부터 SAN 스토리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이유로 시스템 BIOS는 하드디스크의 일정 용량의 뒷부분을 액세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속된 말로 ‘OO 기가바이트의 벽’이라고 불리는 문제 때문인데, 1대

의 하드디스크에 복수의 OS를 인스톨하는 멀티 부트를 구성할 때, 하드디스크 뒷부분에 

인스톨한 OS를 부팅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멀티 부트 구성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

가 있으므로, 업무용 서버 시스템에서는 시스템 부팅의 구조를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멀티 부트 구성을 채용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GRUB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림 1-4]에서와 같이 부트 스트랩 로더로

부터 무사히 GRUB가 기동되면, GRUB는 /boot/grub/grub.conf(grub 설정 파일)를 읽

어 들여 GRUB 메뉴를 표시합니다(그림 1-5). 이 메뉴에서 이제부터 메모리에 읽어 들

일 커널과 초기 RAM 디스크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눅스에서는 커널 업데이

트를 자주 하므로, 여러 버전의 커널을 /boot/ 밑에 두고 서버 부팅 시 실제 메모리에 읽

어 들일 커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리눅스 시스템에 새로운 버전의 커널을 도입할 

때는 보통 지금까지 사용하던 리눅스 커널을 남겨둔 채 새로운 커널을 추가합니다. 만일 

새로운 커널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GRUB 메뉴에서 이전에 사용했던 커널을 지정하여 

원래의 상태로 돌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림 1-5]는 두 종류의 커널 버전을 구성한 grub.conf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엔트리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주요 옵션의 설명은 [표 1-2]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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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드라이버 제공 모델

리눅스에서는 ‘Red Hat Enterprise Linux 5.5’와 같은 특정 버전의 배포판에 대해, 여러 

버전의 커널이 제공됩니다. 리눅스 배포판 인스톨 미디어에는 특정 버전의 커널이 들어

있지만, 버그나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한 새로운 버전이 부정기적으로 발행됩니다.

한편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포함한 커널 모듈은, 각 버전의 커널에 맞게 개별적으로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어떤 버전의 커널용으로 컴파일한 커널 모듈

은, 다른 버전의 커널에서는 읽어 들일 수 없습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의 경우에는 각 커널 RPM 패키지(커널 패키지) 안에 커널 본

체와 그에 맞는 컴파일된 표준적인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커널 

패키지를 도입하면 디렉토리 /lib/modules/<커널 버전>/ 밑에 해당 커널용 디바이스 드

라이버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새로운 커널용 초기 RAM 디스크도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단, 업무용 서버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커널 패키지에 포함된 디바이스 드라이버와는 별

도로 서버 벤더로부터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

니다. 이는 서버에 탑재된 디스크 장치에 대해 필요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커널 패키

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서버 벤더가 개별적으로 최적화한 디바이스 드라이버

를 준비한 경우 등입니다. 특히 내장 하드디스크(RAID 컨트롤러), NIC, SAN 스토리지

(HBA 어댑터)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림 

1-6]은 서버 벤더가 제공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사용할 때의 판단 플로우가 되므로 

참조하기 바랍니다.

드라이버 미디어(dd 미디어)의 작성 방법이나 서버 벤더가 제공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의 인스톨 방법은 각 벤더가 제공하는 도큐먼트를 참조하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RPM 

패키지를 통해 인스톨하거나 소스코드로부터 컴파일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한편,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인스톨 관련하여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초기 RAM 디스크

의 재작성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알 수 있듯이, 기동 디스크용 디바이스 드라이버

를 새롭게 인스톨한 경우에는, 해당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포함한 초기 RAM 디스크를 

다시 생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버 벤더가 제공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경우는 지정

[표 1-2] grub.conf의 주요한 옵션

timeout 기동 엔트리를 선택할 때까지의 타임아웃 시간(초)

default
타임아웃이 적용된 경우에 사용될 엔트리를 지정

(0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

hiddenmenu

기동 엔트리의 선택 화면을 비표시

(기동 직후의 “Press any key to enter the menu”라고 표시하는 

사이에 임의의 키를 누르면 선택 메뉴를 표시)

kernel 엔트리의 마지막“rhgb quiet”
런레벨 5의 경우 그래픽한 기동 화면을 사용

(삭제하면 텍스트 화면에서 보다 상세한 기동 정보를 표시)

초기 RAM 디스크의 역할

커널이 기동하면 각종 파일시스템을 마운트하기 위해 디스크에 액세스할 필요가 있습니

다. 그 준비로서, 디스크에 액세스하기 위해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리눅스 

커널 모듈은 /lib/modules/<커널 버전>/ 하위 디렉토리에 있으며, 기동 디스크용 디바

이스 드라이버 역시 이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동 직후의 커널은 아직 필요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읽어 들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디렉토리에 액세스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이는 ‘디스크 액세스에 필요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액세스하고 싶은 디스크에 보존되

어있다’라는 데드락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초기 RAM 디

스크입니다. 초기 RAM 디스크의 실체는 커널이 기동 직후에 읽어 들일 디바이스 드라

이버가 포함된 아카이브 파일입니다. [그림 1-4]와 같이 초기 RAM 디스크는 GRUB

가 시스템 BIOS 기능을 이용해서 메모리에 읽어 들이므로 커널은 메모리에 있는 초기 

RAM 디스크를 이용하여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읽어 들입니다.

기동 디스크용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읽어 들인 후에는, 다른 필요한 디바이스 드라이버

는 디스크로부터 읽어 들이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초기 RAM 디스크에는 최소한 기동용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포함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RAM 디스크가 없으면 리눅

스의 시스템은 기동에 실패합니다. 초기 RAM 디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시스템 

관리자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어서 설명할 디바이스 드라이버 제공 모델의 이

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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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순서에 따라 초기 RAM 디스크를 재작성합니다. 만약 어떤 이유 때문에 명시적으로 

재작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명령을 이용합니다. mkinitrd에 -v 옵션을 

지정하면, 출력 결과에서 초기 RAM 디스크에 포함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uname -r
# mkinitrd -v -f /boot/initrd-<커널 버전>.img <커널 버전>

※ uname -r로 확인한 결과를 <커널 버전>에 대입합니다.

또한 커널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커

널 버전을 업데이트할 때 새로운 버전의 커널용으로 추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재인스톨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동 디바이스용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재인스톨한 경우는 초

기 RAM 디스크 재작성 역시 필요합니다.

시작

종료

인스톨 미디어에 포함된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기동 디스크가 인식 가능한가?

서버 벤더로부터 또 다른 개별 디바이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인스톨러 기동 화면(boot:프롬프트)에서
Enter를 입력

서버 벤더로부터 제공된
드라이버 미디어(dd 미디어)를 작성

인스톨러 기동 화면(boot:프롬프트)에서
“linux dd”를 입력

드라이버 미디어 안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인스톨 완료

인스톨러 미디어에 포함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인스톨 종료

서버 벤더가 제공하는 디바이스를 인스톨

No

No

Yes

Yes

[그림 1-6] 서버 구축 시 디바이스 드라이버 도입 방법

컬럼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 프로 시스템 관리 작업

1.2.1 사전 작업

서버 하드웨어와 그와 관련된 리눅스의 구조가 이해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절에

서는 리눅스를 실제로 구축하는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바로 인

스톨 미디어를 서버에 세팅하는 것은 프로의 자세가 아닙니다. 리눅스 서버 구축은 사전

에 준비 작업을 얼마나 철저히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네트워크 설

정과 같은 리눅스 인스톨 시의 개별 설정 항목은 사전에 설계가 끝났다고 가정하고, 그 

외의 준비 작업을 설명합니다. 또한 SAN 스토리지 등의 외부 스토리지 장치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하고, 서버의 내장 하드디스크에 리눅스를 인스톨합니다.

리눅스 서버 관리자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서버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때 작업 실수로 인한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해 서버 앞에서는 머리를 쓰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서버 앞에서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이것 저것 고민할 필요 없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테스트 환경이 아닌 실제 서비스 중인 환경 서버 앞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커맨드를 실행시키는 것은 프로의 자세가 아닙니다. 모든 작업을 실제로 작업하기 전에 커맨드 

레벨에서 준비하고, 각각의 커맨드의 실행 결과에서 정상 동작을 미리 확인합니다. 이때 현장에

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실제로 상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D를 삽입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부분에서 프로 엔지니어는 “혹시 FD 드라이브가 없는 

서버라면?!”과 같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감이 생깁니다. 따라서 외장 FD 드라이브를 

사전에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외장 FD 드라이브를 서버 

1.2
리눅스 도입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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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포트에 접속시키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작업 예정의 리눅스 서버는 이 FD 드라이

브를 제대로 인식할까?”라고 의심할 수 있는 감이 생길 것입니다. 작업 예정인 서버의 리눅스 

버전을 확인해서, 준비한 FD 드라이브가 커널에 표준 탑재된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약간은 지나친 걱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모든 상황을 가

정하고 만전을 기하는 것이 프로의 자세이자 책임입니다.

실제로 작업을 실시할 서버와 같은 구성의 테스트용 서버가 있다면, 모든 작업의 예행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한 구성의 서버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실제 서버와의 차이점을 생

각하면서 “실제 서버와 검증용 서버는 여기가 다르니까 이렇게 될거야… 그러니까 추가 작업이 

필요하니까…”와 같이, 앞서처럼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작업 항목을 준비합니다. 각각의 커맨드

와 그에 따른 실행결과 레벨에서 작업 내용을 준비한 후, 그 내용에 대해 관계자 및 선배의 피

드백을 받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모든 준비가 되었다면 실제 작업에 들어갑니다. 모든 행동의 시뮬레이션을 이미 했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한 것과 같이 서버 앞에서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작

업 내용을 기록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각 작업에 대한 개시 시각과 종료 시각을 기록합니다. 서

버에 입력할 커맨드와 그 결과는 사용하는 터미널 툴의 로깅 기능을 이용해 로그 파일에 기록

합니다.

만약 시뮬레이션과 다른 현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작업을 중단합니다. “생각한 커맨드가 잘못

되었나?”와 같은 근거 없는 가정으로 다른 커맨드를 실행하는 것은 최악의 행동입니다. 예상했

던 결과가 아닌 경우, 처음에 가정했던 것과 어딘가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

황에서도 상상력을 발휘해 가면서 잘못된 부분이 없나 확인합니다. 원인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준비한 문서를 고친 후 작업을 재개합니다.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나, 준비한 문서를 대폭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날 작업

은 중지하고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도움이 되는 것이, 조금 전에 작성한 작업 기록입니

다. 서버 관리자는 모든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

릴 듯한 문제는, 관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프로 서버 관리

자의 자세입니다. 이때 시스템의 구성 정보와 실시했던 것에 대한 작업 기록이 없다면, 관계자

들도 원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테크닉은 6.1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서포트 버전의 확인

업무용 서버의 경우, 각 서버는 서버 벤더의 서포트 대상이 되는 리눅스 배포판과 버전

이 결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포트 대상이란,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

니라 어떤 이유로 인해 서버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경우, 서버 벤더가 책임지고 필요

한 수정을 실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서포트 대상이 아닌 조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

우 문제가 생겨 벤더에게 서포트를 지원 요청을 하더라도 서포트 대상이 아니므로 지원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서버 벤더가 제공하는 정

보를 바탕으로 인스톨 예정의 서버와 리눅스 배포판 및 그 버전이 서포트하는 대상의 조

합인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서버 벤더가 제공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유무를 확인합니

다. 이에 관련해서는 해당 서버의 홈페이지의 기술 지원 문서를 참고합시다.

인스톨 디스크의 파티션 구성

설정(네트워크 설정 등)에 대한 설계는 사전에 이미 했다는 전제였지만, 리눅스를 설치할 

디스크 파티션의 구성은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므로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리눅스를 설치할 디스크에 파티션을 나눠서 사용합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구성할 파티션은 [표 1-4]와 같이 5개 파티션 정도입니다.

각 파티션 사이즈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부트 파티션은 커널과 초기 RAM 디스크를 포함해서 GRUB에 관련된 파일을 저장

하므로, 100MB면 충분합니다. 

루트 파티션은 인스톨 예정의 RPM 패키지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인스톨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가 필요합니다. Red Hat Enterprise 5의 인스톨 미디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인스톨하더라도 10GB면 충분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영역으로 외

부 스토리지를 이용하는 경우(데이터용 파티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다른 파티션을 

뺀 나머지를 모두 루트 파티션으로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swap 파티션은 Red Hat Enterprise Linux의 매뉴얼에서는 [표 1-5]에서 제시하는 사이

즈를 추천합니다만, 이는 물리 메모리가 비싸서 swap 영역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었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서버 퍼포먼스 관점에서는 swap 파티션을 가능하면 사용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업무용 서버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사용할 메

모리 용량을 사전에 측량하여, 그에 필요한 물리 메모리를 탑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

라서 기본적으로는 swap 영역은 불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 디스크 버퍼로 메

모리가 대량으로 소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2GB 정도를 상한으로 하여 준



Chapter 1  리눅스 서버 구축28 리눅스 도입 작업 29

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 1-5]에서 제시하는 사이즈를 계산한 결과가 2GB 이하의 경

우, 계산 결과의 사이즈만큼 swap 파티션을 작성합니다. 계산 결과가 2GB 이상인 경우

는 2GB swap 파티션을 작성합니다. 사용할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전제 조건으로, 

swap 영역 사이즈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합니다.

kdump 파티션을 사용하는 경우, 여러 번 덤프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고려해서 물리 

메모리 사이즈의 2배에서 3배 정도로 합니다. kdump에 대해서는 6.2에서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용 파티션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영역과 같이 운용 중에 데이터 양이 

계속해서 증가해 갈 영역으로 사용합니다. 이 파티션의 사이즈는 보존할 데이터 양을 체

크하고, 운용 중에 용량이 부족하지 않을 범위에서 결정합니다. 데이터 양을 사전에 측량 

불가능할 경우, 데이터 영역에는 별도의 디스크를 사용합니다. 이때 3.2에서 설명하는 

LVM(논리 볼륨 메니저)를 이용해서, 데이터 영역의 사이즈를 확장할 수 있도록 고려합

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5에서는, 디폴트 설정인 ‘디폴트 레이아웃’을 이용하면 리눅스 

인스톨 영역도 LVM을 이용한 구성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리눅스를 

인스톨하는 디스크상에서는 LVM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2.2에서 설명

하는 시스템 백업이 복잡해지고, 만일 파일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복원이 어려워

지는 등의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LVM을 이용하면, 차후 파일시스템의 사이즈를 확

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용 중에 증가하는 데이터를 리눅스 인스톨 영역

(루트 파티션)에 배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결국 데이터 양이 일정한 영역과 데이

터 양이 증가하는 영역을 나눠서 관리하는 것이 디스크 관리의 기본입니다.

[표 1-4] 인스톨 디스크 표준적인 파티션 구성

부트 파티션 ext3 파일시스템으로 포맷하고 /boot 디렉토리로 사용

루트 파티션 ext3 파일시스템으로 포맷하고 / 디렉토리로 사용

swap 파티션 swap 영역으로서 포맷

kdump 파티션 ext3 파일시스템으로 포맷하고 마운트는 하지 않는다.

데이터용 파티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영역으로서 사용

[표 1-5] Red Hat Enterprise Linux 매뉴얼에서 추천하는 swap 영역의 사이즈

메모리가 2GB 이하의 경우 물리 메모리의 2배

메모리가 2GB 이상의 경우 물리 메모리 + 2GB

1.2.2 설치 작업

설치를 위한 사전 준비가 되었으므로, 실제 설치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BIOS의 초기 설정을 하고, 디스크의 RAID 구성을 한 후 리눅스를 인스톨합니다. 그 다

음에 필요에 따라 커널 업데이트 및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인스톨합니다.

시스템 BIOS의 초기 설정

리눅스를 설치할 서버에서 우선 시스템 BIOS 설정을 초기화합니다. 보통은 공장에서 

출하된 직후의 서버는 시스템 BIOS 설정이 초기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설

정을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실제로 시스템 BIOS의 설정이 변경되어 있는 이유로 리눅

스 인스톨에 실패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서버 전원을 넣으면 시스템 BIOS

의 기동 화면이 표시되므로 지정 키를 눌러 시스템 BIOS 설정 화면에 들어가 설정을 초

기화합니다. IBM System x3550 M2의 경우는 [그림 1-10]의 화면에서 을 눌러 설정 

화면이 표시되면 ‘Load Default Settings’를 실행합니다. 

특별한 요건이 없는 경우에 그 밖의 설정은 디폴트로 합니다. 퍼포먼스에 관련된 설정을 

하고 싶을지 모르겠으나, 퍼포먼스 설정은 그 서버에서 실행하는 애플리케이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상관없는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설

정이라면 보통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단, 인스톨하는 리눅스 배포판에 고유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는 인스톨 가이드를 참조하

도록 합시다.



Chapter 1  리눅스 서버 구축30 리눅스 도입 작업 31

[그림 1-10] 시스템 BIOS의 기동 화면

RAID 구성

업무용 서버의 경우는, 통상 리눅스를 인스톨할 내장 하드디스크는 RAID 컨트롤러를 경

유해서 서버에 접속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리눅스를 인스톨하기 전에, RAID 컨트

롤러의 설정 화면에서 RAID 구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개의 물리 디스크를 미러링

(RAID1)으로 구성하고, 전체를 1개의 논리 디스크(LUNLogical Unit Number)로 인식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AID 컨트롤러의 기능으로 RAID를 구성하는 것을 하드웨어 RAID라고 합니다. 하드

웨어 RAID의 경우 리눅스에서 각 물리 디스크의 상태는 보이지 않습니다. 논리 디스크

(LUN)가 서버에 직접 접속된 디스크인 것처럼 인식됩니다. RAID 구성 방법은 RAID 컨

트롤러마다 다르므로 제품의 매뉴얼을 참조합니다.

하드웨어 RAID 외에 리눅스 자체 기능을 이용하여 RAID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RAID

도 있습니다만, 업무 시스템에서는 소프트웨어 RAID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물

리 디스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하드웨어 RAID라면 디스크를 교환하는 것만으로 자동

으로 RAID 재구성을 하는데, 서버에 따라서는 리눅스가 부팅된 상태에서 디스크 교환이 

가능합니다. 한편 소프트웨어 RAID에서는 디스크 교환 시 서버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습

니다. 또한 장애 상태를 확인하면서 리눅스 커맨드를 이용하여 RAID의 재구성을 할 필

요가 있으므로, 작업상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나는 충분히 이

해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서버 관리자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역시 프

로의 자세가 아닙니다. 업무 시스템은 여러 엔지니어가 접속하여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 이 외의 시스템 엔지니어가 사전에 준비된 자료를 이용해 작업을 하는 경우

도 자주 있습니다. 정상적인 작업은 가능한 단순화하는 것이 시스템 트러블을 방지하는 

대원칙입니다.１

리눅스 인스톨

드디어 실질적인 리눅스 인스톨에 들어갑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의 경우 GUI를 

통해 가이드가 표시되므로, 기본적으로는 화면의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IBM 서버의 경

우는, 인스톨 가이드에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는 진행 과정 중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파티션 설정 화면에서는 ‘Default Layout’이 아닌 ‘Custom Layout’을 선택해서 명시적으

로 파티션을 구성합니다. [그림 1-11]은 [표 1-4]에서 파티션 구성에서 데이터용 파티션

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예입니다.２

패키지 설치 화면에서는 필요한 패키지와 함께 반드시 ‘개발용 도구’ 그룹에 포함되어 있

는 개발용 도구 및 개발용 라이브러리를 선택합니다. 이는 서버 벤더가 제공하는 디바이

스 드라이버를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서버 구축 시에 인스톨할 필요가 없는 경우

１　 하드디스크의 고장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5년에 1회의 고장률로 계산해도, 2000개의 하드디스크가 있다면 매일 1개는 고

장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２　 마지막으로 남은 영역은 인스톨 후에 kdump 파티션으로 사용합니다. 인스톨러에서는 마운트 지점을 갖지 않는 ext3 파일시

스템 파티션 작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빈 영역(여유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Chapter 1  리눅스 서버 구축32 리눅스 도입 작업 33

라도, 차후 발생하는 문제점을 수정하거나, 서버 벤더로부터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제공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인스톨을 합시다. 

‘방화벽’과 ‘SELinux’는 ‘사용하지 않음’으로 합니다. 이들은 보안에 관한 중요한 설정 항

목이므로 인스톨러에서 자동으로 설정하도록 하지 말고, 설치가 완료한 후에 명시적으

로 필요한 설정을 합니다. 이 책에서는 방화벽iptables과 SELinux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

습니다만, iptables에 대해서는 [*]을 읽을 것을 추천합니다. SELinux는 일반적인 업무시

스템에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만 공부하기 위한 것이라면[**]를 추천합니다. 또한 리눅

스를 인스톨한 후에 SELinux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etc/sysconfig/

selinux에서 SELINUX=disabled로 지정하고 서버를 재기동하면 됩니다.

‘kdump’ 역시 ‘사용하지 않음’으로 지정하고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것도 인스

톨러의 자동설정을 이용하지 않고, 인스톨이 끝난 후 명시적으로 필요한 설정을 합니다. 

kdump는 6.2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11] 디스크 파티션의 구성 예

커널 업데이트

리눅스 인스톨이 완료되면 필요에 따라 커널 업데이트를 합니다. 커널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것인가의 결정은 서버에서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

니다. 3.1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SAN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스토리지 장치 전

제 조건으로 커널 버전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http://www.frozentux.net/documents/iptables-tutorial/

[**]　 『Selinux: Nsa’s Open Source Security Enhanced Linux』 Bill McCarty. O’Reilly(2005)

여기서는 Red hat Enterprise Linux 5.5에 표준으로 들어 있는 kernel-2.6.18-194.el5

를 kernel-2.6.18-194.11.1.el5로 업데이트합니다. [표 1-6]의 세 가지 RPM 패키지 파

일을 다운로드３합니다. 여기서는 작업 디렉토리 /root/work/ 하위에 각 RPM 파일을 보

존했다고 가정합니다. 다음 커맨드를 이용하여 각 패키지를 인스톨합니다.

# cd /root/work
# rpm -ivh kernel-2.6.18-194.11.1.el5.x86_64.rpm
# rpm -ivh kernel-devel-2.6.18-194.11.1.el5.x86_64.rpm
# rpm -Uvh kernel-headers-2.6.18-194.11.1.el5.x86_64.rpm

kernel 패키지와 kernel-devel 패키지는 -i 옵션을 사용하는 것에 주의하도록 합니다. 

이는 인스톨되어 있는 이전 버전을 지우지 않고, 새로운 버전의 패키지를 추가 인스톨하

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버 기동 시 GRUB 메뉴에서 사용할 커널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그림 1-5]는 새로운 커널 버전 패키지를 인스톨한 후의 grub.conf의 내

용입니다. 새로운 커널이 디폴트로 선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커맨드의 출력

을 보면 /boot/ 밑에 두 종류의 커널과 초기 RAM 디스크 파일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 ls /boot/initrd-* /boot/vmliuz-*
/boot/initrd-2.6.18-194.11.1.el5.img  /boot/vmlinuz-2.6.18-
                                      194.11.1.el5
/boot/initrd-2.6.18-194.el5.img       /boot/vmlinuz-2.6.18- 
                                      194.el5

kernel-headers 패키지는 커널 모듈을 컴파일할 때 필요한 헤더 파일입니다. 이 패키지

는 여러 버전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U 옵션을 지정해서 인스톨합니다. 이 옵션을 

이용하면 기존의 버전을 삭제하고 새로운 버전의 패키지를 인스톨합니다. 자주 이용하는 

３　 커널 패키지를 포함한 Red Hat Enterprise Linux의 각종 업데이트 패키지는 Red Hat Network로부터 다운로드합니다. Red 

Hat Network를 이용하는 경우, Red Hat Enterprise Linux Subscription을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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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m 커맨드의 사용법은 [표 1-7]에 모아 두었습니다. RPM 패키지의 인스톨이 끝나면, 

서버를 재기동한 후 다음 커맨드로 새로운 커널이 기동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uname -r
2.6.18-194.11.1.el5

[표 1-6] 커널 업데이트에 필요한 RPM 패키지

커널 버전 kernel-2.6.18-194.11.1.el5.x86-64.rpm

커널 개발 패키지 kernel-devel-2.6.18-194.11.1.el5.x86_64.rpm

커널 헤더 파일 kernel-headers-2.6.18-194.11.1.el5.x86_64.rpm

[표 1-7] 자주 이용하는 rpm 커맨드

커맨드 설명

# rpm -qa 인스톨한 RPM 패키지 리스트를 표시

# rpm -Uvh <RPM 파일명>
RPM 패키지 인스톨 및 업데이트(이전 버전 인스톨되어 있는 경우, 이전 버

전의 파일은 삭제됨)

# rpm -ivh <RPM 파일명>
RPM 패키지를 인스톨(이전 버전이 인스톨되어 있는 경우, 이전 버전의 파

일은 삭제되지 않고 남음)

#rpm -qlp <RPM 파일명> RPM 패키지 파일이 제공하는 파일의 리스트를 표시

#rpm -ql <RPM 패키지명>
인스톨된 RPM 패키지가 제공하는 파일의 리스트를 표시(패키지명은 버전 

이후를 포함하지 않아도 됨)

#rpm -qf <파일명> 특정 파일을 제공하는 인스톨된 패키지의 표시

디바이스 드라이버 인스톨

커널 업데이트에 이어서 서버 벤더가 제공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인스톨합니다. 디바

이스 드라이버는 커널 버전마다 컴파일할 필요가 있으므로, 디바이스 드라이버 인스톨을 

하기에 앞서 커널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임을 기억합시다.

여기서는 mptsas 및 bnx2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인스톨합니다. /root/work/ 밑에 다운로

드 한 파일을 보존했다고 가정하고, 다음 커맨드로 bnx2를 인스톨합니다.

# mkdir /root/work/bnx2
# cd /root/work/bnx2
# tar -xvzf ../brcm_dd_nic_netxtreme2-2.0.8e_1.52.16
  _rhel5_32-64.tgz
# ./install.sh -update -override

계속해서 다음의 커맨드로 mptsas를 인스톨합니다. 마지막 커맨드 --add-initrd 옵션으

로 초기 RAM 디스크의 재작성을 지정합니다.

# mkdir /root/work/mpt
# cd /root/work/mpt
# tar -xvzf ../ibm_dd_mptsas_4.22.80.03_rhel5_32-64.tgz
# ./install.sh -update -override --add-initrd

마지막으로 서버를 재기동하고, 커널 메시지에 포함된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출력 메시지

로부터 새로운 버전의 드라이버가 사용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dmesg 커맨드는 커널 메

시지를 표시하는 커맨드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6.1에서 설명합니다.

# dmesg | grep bnx2
# dmesg | grep bnx2

이 순서는 인스톨 가이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

고 인스톨하려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마다 다르므로, 각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첨부되어 있

는 설명을 반드시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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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인스톨 후 설정 리스트

이번 절에서는 리눅스를 인스톨한 후에 바로 실시해야 할 기본적인 설정을 알아봅니다. 

시큐리티에 관련한 설정은 2.3에서 설명합니다.

런레벨과 서비스 설정

리눅스에서는, 시스템 기동될 때 런레벨(Runlevel: 실행 레벨)값을 참조합니다. 리눅스 

서버 관리자로서 알아야 할 런레벨은 [표 1-8]에 정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버를 운용할 때는 3 또는 5를 지정합니다. 3을 지정하면 텍스트 로그인 화

면이 시스템 콘솔에 표시되고, 5를 지정하면 GUI 로그인 화면이 표시되어 여기서 로그

인하면 시스템 콘솔에서 그래픽 인터페이스 환경(X 윈도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시스템 콘솔상에서 GUI를 이용할지 여부에 있습니다. 보통 업무용 서버

를 운용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GUI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3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

다. 디폴트 런레벨은 /etc/inittab에서 지정하므로 5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 예와 

같이 3으로 변경합니다.

id:3:initdefault:

또한 리눅스 설치 시에 그래픽 인터페이스 환경에 관한 패키지를 포함했다면 런레벨이 3

인 경우라도 시스템 콘솔로 로그인한 후 startx 커맨드를 이용하여 그래픽 인터페이스 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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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로그아웃하면 텍스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startx

또한 원격으로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GUI 환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VNC를 이용합니다.

런레벨 1은 최소한의 OS 기능만을 이용하는 상태로, 네트워크 기능은 정지하기 때문에 

리모트 로그인은 불가능합니다. 시스템 콘솔에서 root만이 커맨드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Single User Mode(단일 사용자 모드)’라고 합니다.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정지시킨 후 시

스템 백업을 할 경우 등에 이용됩니다. 서버를 런레벨 1, 즉 싱글 유저 모드로 부팅하는 

경우에는 GRUB 메뉴에서 커널 옵션 마지막에 1을 지정합니다(6.4절 참조). 또는 다른 

런레벨 상태에서 다음 커맨드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런레벨 1로 이동합니다.

# telinit 1

리모트 로그인 중에 런레벨 1로 이동하면 네트워크 접속이 끊겨 시스템 콘솔에서만 조작

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서버가 원격지의 머신 룸에 있다면 상당히 곤란

해집니다.１

런레벨 0과 6은 보통 사용하지 않지만, poweroff 커맨드나 reboot 커맨드를 실행하면 내

부적으로 이들 런레벨로 이동하여 시스템 정지나 재기동 처리가 실행됩니다.２

런레벨 설정에 이어 서버가 부팅될 때 자동으로 시작될 서비스를 설정합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에서는 서버 기동 시에 다양한 서비스가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되어 있

습니다. 각 서비스는 런레벨에 따라 설정(on/off 설정)되어 있으므로 [표 1-9]의 커맨드

를 이용하여 설정 변경을 합니다. 서비스에는 데몬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과 부팅 시의 

초기 설정을 하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１　 최근 업무용 서버에는,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원격 조작이나 시스템 콘솔 조작이 가능한 리모트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이

런 경우를 위해서라도 리모트 관리 기능이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２　 호기심이 많은 독자라면 telinit 커맨드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런레벨 0과 6으로 이동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도 좋습니다. 물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문제없는 테스트용 서버를 이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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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0]은 런레벨 3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리스트입니다. 이 외의 서비스는 해당 서버

에서 제공할 기능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커맨드를 이용하면 

런레벨 3에서 자동으로 시작되는 서비스의 리스트를 표시합니다.

# chkconfig -list | grep 3:on

당연한 얘기지만, 퍼포먼스나 세큐리티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불필요한 서비스(데몬 프로

세스)가 동작하여, 문제 발생 시 원인 판별이 그만큼 어려워지므로 필요한 서비스만을 선

택하여 기동되도록 합니다.

[표 1-8] 런레벨에 의한 동작의 차이점

런레벨 서버의 동작

1 시스템 정지

2 싱글 유저 모드로 기동

3 텍스트 모드로 기동

5 GUI 모드로 기동

6 시스템 재기동

[표 1-9] 서비스 조작 커맨드

커맨드 설명

#chkconfig -list 서비스 자동 기동 설정 리스트를 표시

#chkconfig <서비스명> on 서비스 자동 기동의 유효화

#chkconfig <서비스명> off 서비스 자동기동의 무효화

#service <서비스명> start 서비스를 수동으로 기동

#service <서비스명> stop 서비스를 수동으로 정지

#service <서비스명> status 서비스 기동 상태의 확인

[표 1-10] 런레벨 3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예

서비스 설명

acpid ACPI 관리 기능을 제공(acpid를 기동)

anacron cron 작업을 재실행

atd at 작업을 실행(atd 기동)

cpuspeed CPU 속도를 자동 조절(커널 모듈을 읽어 들임)

crond cron 작업을 실행(crond를 기동)

firstboot 인스톨 직후 설정 메뉴를 표시

haldaemon 디바이스 동적 변경을 감지한다(hald 등을 기동)

irqbalance IRQ 인터럽트 처리를 복수의 CPU에 분산(irqbalance를 기동)

lvm2-monitor LVM 미러 장애 감시를 설정

messagebus D-BUS 시스템 기능을 제공(dubs-daemon을 기동)

netfs 네트워크 파일시스템을 마운트

network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기동

rawdevices RAW 디바이스 바인드 처리를 실시

readahead_early 지정 파일을 디스크 캐시에 읽어 들임

sshd SSH 접속 데몬(sshd를 기동)

syslog 시스템 로그와 커널 로그를 출력(syslogd와 klogd를 기동)

cron 작업에 관한 설정

[그림 1-12]는 /etc/crontab의 디폴트 설정 값입니다. daily, weekly, monthly의 cron 작

업이 오전 4시대에 시작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통이라면 이 설정 그대로 문제 없

어 보이지만, 같은 시간대에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 배치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경우라면, 

업무 처리 실행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cron 작업의 시각을 수정합니다.

daily cron 작업은 /etc/cron.daily/밑의 스크립트들이 실행됩니다. 이 중에서 prelink는 

실행 파일이 사용하는 공유 라이브러리의 링크 정보를 사전에 실행 파일에 포함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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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입니다.３ 프로그램 실행 시 시간의 단축 효과가 있으며, 데스크탑 환경에서 유저의 조

작성이 향상됩니다. 그 대신 정기적으로 cron 작업에 의해 링크 정보를 갱신하므로, cron 

작업의 부하를 되도록 낮추고 싶은 경우는 prelink를 정지해도 상관없습니다. prelink의 

정지는 /etc/sysconfig/prelink에서 [PRELINKING = no]로 지정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etc/cron.daily/ 밑의 0logwatch(/usr/share/logwatch/scripts/logwatch.pl

로의 심볼릭 링크)는 1일 간격으로 logwatch.pl을 실행합니다. 이는 다양한 로그 파일 내

용을 조사해서, 관련된 정보를 서버 관리자에게 메일을 전송하는 툴입니다. 사용법에 따

라서는 편리한 툴입니다만, 디폴트 설정으로는 서버의 로컬 메일 Box에 root 앞으로 메

일이 쌓여갑니다. 다음 커맨드를 이용하면 심볼릭 링크를 삭제하고, 실행을 정지합니다.

# rm /etc/cron.daily/0logwatch

서버에서 외부로 메일을 전송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logwatch의 메일을 서버 관리자의 

개인 메일 주소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리하는 서버가 많으면 그만큼 메일의 양

이 증가하여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 logwatch를 이용한 메일 덕에 부정한 액세스 및 

비정상적인 서버의 상태 등을 찾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버의 문제를 조기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시 1분에 /etc/cron.hourly/ 밑의 작업을 실행

매일 아침 4:02에 /etc/cron.daily/ 밑의 작업을 실행

매주 일요일 4:22에 /etc/cron.weekly/ 밑의 작업을 실행

매월 1일 4:42에 /etc/cron.monthly/ 밑의 작업을 실행

작업의 시간 설정 부분

01  *  *  *  *  root run-parts /etc/cron.hourly

02  4  *  *  *  root run-parts /etc/cron.daily

22  4  *  *  0  root run-parts /etc/cron.weekly

42  4  1  *  *  root run-parts /etc/cron.monthly

[그림 1-12] /etc/crontab의 디폴트 설정 

３　 이 부분은 리눅스 실행 파일과 공유 라이브러리 ‘ELF 바이너리’라고 불리는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수준 높은 

내용입니다만, 다소의 시간을 내서 공부할 가치가 있습니다.  

yum 리포지터리(Repository) 구성

리눅스를 설치한 후에 추가로 필요한 RPM 패키지를, 인스톨 미디어를 이용하여 설치하

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표 1-7]의 rpm 커맨드로 개별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면, 패키

지의 의존관계가 복잡하여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４가 생깁니다. 이때 yum 커맨드를 이용

하면, 의존 패키지를 자동으로 발견하여 필요한 모든 RPM 패키지를 인스톨합니다. yum 

커맨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yum 리포지터리의 구성 및 설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인스톨 미디어를 마운트하여 ‘미디어 ID’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에 출력된 숫자가 미

디어 ID입니다. 그 다음 [그림 1-13]의 내용으로 리포지터리 파일 /etc/yum.repos.d/

base.repo를 작성합니다.

# mount /media/cdrecorder
# head -1 /media/cdrecorder/.disinfo
1269263646.691048

다음 커맨드를 이용하여 등록한 리포지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base, VT, Cluster, 

ClusterStorage의 리포지터리 정보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 yum repolist

이제 yum 커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표 1-11]에는 자주 이용하는 yum 커

맨드를 정리했습니다. yum install 커맨드로 패키지를 지정하면, 의존 패키지를 포함하여 

설치할 패키지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Is this ok [y/N]:’ 확인 메시지에서 y를 입력하면 

패키지의 인스톨을 시작합니다. 이 책에서 추가 RPM 패키지의 인스톨은 가능하면 yum

커맨드를 이용하겠습니다.

yum은 패키지를 업데이트하는 경우에도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Red Hat Enterprise 

Linux 5.4를 인스톨한 서버에서, Red Hat Enterprise Linux 5.5 인스톨 미디어를 리포지

터리로 설정하면 필요한 패키지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４　이를 ‘rpm 지옥’이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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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yum을 이용하면, 네트워크를 통해 패키지를 인스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 대

의 서버에 패키지를 인스톨하는 경우, 서버마다 인스톨 미디어를 세팅할 필요가 없어집

니다. yum의 자세한 사용법은 man 페이지를 참조합시다.

(mediaid에는 확인한 미디어 ID를 지정) 

[base]

name=DVD for RHEL5 Server

mediaid=1269263646.691048

baseurl=file://media/cdrecorder/Server

enabled=1

gpgcheck=0

[VT]

name=DVD for RHEL5 VT

mediaid=1269263646.691048

baseurl=file://media/cdrecorder/VT

enabled=1

gpgcheck=0

[Cluster]

name=DVD for RHEL5 Cluster

mediaid=1269263646.691048

baseurl=file://media/cdrecorder/Cluster

enabled=1

gpgcheck=0

[ClusterStorage]

name=DVD for RHEL5 ClusterStorage

mediaid=1269263646.691048

baseurl=file://media/cdrecorder/ClusteStorager

enabled=1

gpgcheck=0

※

※

※

※

[그림 1-13] /etc/yum.repos.d/base.repo의 설정 내용

[표 1-11] 자주 이용되는 yum 커맨드

커맨드 설명

yum clean all 패키지 캐시 파일을 삭제

yum list 모든 패키지를 표시

yum install <패키지명> 패키지를 인스톨

yum remove <패키지명> 인스톨한 패키지를 삭제

yum check-update 업데이트 가능한 패키지를 확인

yum update <패키지명> 특정 패키지의 업데이트

yum update 모든 패키지의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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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버에 탑재된 NIC의 MAC 주소 등 

하드웨어 고유의 정보에 관련된 라이선스 코드를 가지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가 있으므

로, 이런 경우는 라이선스 코드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한편 Red Hat Enterprise Linux에서는 킥스타트KickStart라고 불리는 구조가 표준 기능으

로 제공되어, 네트워크 인스톨 방식에 의한 자동 배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반적인 

인스톨러에서 입력하는 설정항목은 킥스타트 파일이라고 하는 설정 파일에 기록하여 자

동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킥스타트에서는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리눅스를 인스톨한 

후에, 인스톨된 서버에 지정한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➌ 이후의 작업 역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1대의 킥스타트 서버를 사용해서, 다양한 버전의 리눅스를 인스톨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노트 PC를 킥스타트 서버로 구축해 놓으면, 언제 어디

서던 마음에 드는 버전의 리눅스를 간단히 인스톨할 수 있습니다. 업무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몇 번이고 리눅스를 재설치할 필요가 있는 테스트용 서버나 연구용 서버 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 1-12] OS 자동 배포 방식

이미지 배포 방식
OS를 인스톨한 서버로부터 디스크의 내용을 디스크 이미지 파일로 추출하여, 

그 이미지를 새로운 서버 디스크에 배포(복사)한다.

네트워크 인스톨 방식
OS 인스톨 미디어의 내용을 웹 서버 등에 배치하여, 인스톨 미디어를 이용한 

설치와 같은 순서로 네트워크를 경유해 설치한다.

계속해서 킥스타트 구조 및 킥스타트 서버 구축 순서를 설명하겠습니다.

1.4.2 킥스타트의 구조

킥스타트 서버 구축에 앞서 킥스타트 서버가 제공하는 기능과 그 기능을 이용한 네트워

크 인스톨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1.4.1 서버 배포

일반적으로 서버를 구축할 때의 작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➊ 하드웨어 준비(전원 접속, 케이블 배선, 시스템 BIOS, 펌웨어 업데이트 등)

➋ OS 설치

➌ 디바이스 드라이버 갱신

➍ 네트워크 등의 개별 설정

➎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및 설정

최근에는 스케일 아웃Scale-out 타입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비슷한 구성의 서버를 대

량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➊ 하드웨어 준비에 관한 케이블 배선 등은 블레이드 

서버Blade Server를 이용하면 작업이 편해집니다. 또한 스케일 아웃형 구성에 특화된 서버

에서는, 하드웨어 구성이나 케이블 배선 작업을 끝낸 모든 서버가 랙에 탑재된 상태에서 

공장으로부터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➋~➎ 작업을 단순화하기 위해 다양한 자동화 툴이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Server 

Deployment Tool(서버 배포 툴)’이라고 합니다. 특히 ➋의 OS 설치에는 [표 1-12]에서 

보듯, 두 가지 종류의 방법이 있습니다. 상용 툴을 사용한 OS 설치에는 이미지 배포 방

식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이 경우 애플리케이션까지 인스톨한 상태의 이미

지를 취득하여, 새로운 서버에 배포하면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인스톨 자동화가 가능합

니다. 단, 이미지를 추출한 서버와 하드웨어 구성이 다른 서버에 배포하는 경우, 그에 맞

1.4
킥스타트에 의한 자동 인스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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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의 정보를 취득합니다. 이들 정보를 기반으로 킥스타트 서버로부터 부트 스트랩 

이미지를 TFTP로 다운로드하여 서버의 메모리에 올린 후 이를 실행합니다. 여기까지가 

PXE 부트의 기능입니다. 1.1.2에서 설명한 시스템 BIOS가 기동 미디어를 이용하여 부

트 로더를 기동하는 구조가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처리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킥스타트 서버 네트워크 스위치 신규 서버

❷ IP 주소, next-server, filename을 취득(DHCP)

❸ 부트 스트랩 이미지를 취득(TFTP)

❼ 인스톨러용 커널과 초기 RAM 디스크를 취득(TFTP)

❿ IP 주소를 취득(DHCP)

 킥스타트 파일을 취득(HTTP)

 RPM 파일의 취득 및 설치(HTTP)

❶ PXE 부트를 개시

❹ 부트 스트랩 이미지를 기동

❺ 부트 메시지를 표시

❻ 부트 옵션을 입력

❽ 커널을 기동

❾ 인스톨러를 기동

 인스톨 전의 스크립트를 실행

 인스톨 개시

 인스톨 후의 스크립트를 실행

 서버의 재기동

 [그림 1-14] 킥스타트 플로우

이후부터는 부트 스트랩 이미지에 의해 처리가 진행됩니다. 킥스타트 서버가 제공하는 

부트 스트랩 이미지의 경우는, 부트 메시지를 표시하여 부트 옵션을 입력받습니다. 여러 

버전의 리눅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인스톨할 버전을 선택합니다. 유저가 

킥스타트 서버의 기능

킥스타트 서버의 디스크에는 인스톨 미디어의 내용(RPM 파일 등)을 모두 복사하여 보존

합니다. 킥스타트 서버와 새롭게 설치할 서버를 같은 LAN에 두고 네트워크를 통해 부팅

하면, 킥스타트 서버로부터 RPM 파일이 전송되어 리눅스가 설치됩니다. 다양한 버전의 

인스톨 미디어의 내용을 복사해 두면, 부트 메뉴에서 인스톨할 버전을 선택하는 것도 가

능합니다.

킥스타트 서버에는 DHCP 서버, TFTP 서버, HTTP 서버를 구성합니다. 이 서버가 제공

하는 기능을 [표 1-3]에 정리했습니다. 이 기능들과 ‘PXEPre eXecution Enviroment 부트’라고 

불리는 네트워크 부트의 기능을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경유한 자동 인스톨 환경을 구축

할 수 있습니다. PXE 부트 기능은 서버에 탑재된 NIC의 펌웨어가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즉, 네트워크 부트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PXE 부트 기능을 지원하는 NIC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용 서버에는 보통 PXE 부트 기능을 지원하는 NIC가 탑재되어 있

습니다만, 매우 오래된 모델이나 데스크톱 PC의 경우 네트워크 부트가 불가능한 것도 있

습니다.

[표 1-13] 킥스타트 서버가 제공하는 기능

DHCP 서버
인스톨 시에 사용할 임시 IP 주소를 배포

킥스타트 서버의 IP 주소와 부트 스트랩 이미지를 통지

TFTP 서버
부트 스트랩 이미지, 부트 메시지, 옵션 설정 파일의 배포

인스톨러 기동용 커널과 초기 RAM 디스크의 배포

HTTP 서버 킥스타트 파일과 인스톨 미디어의 내용(RPM 파일)의 배포

PXE 부트와 네트워크 인스톨 구조

[그림 1-14]는 킥스타트가 처리되는 흐름입니다. 신규로 설치할 서버에 전원을 넣고, 시

스템 BIOS의 설치 디스크 선택 화면에서 ‘Network’를 선택하면 서버에 탑재된 NIC 펌

웨어의 PXE 부트 기능이 동작합니다. 

PXE 부트 기능에서는 우선 DHCP를 통해 NIC 자신에게 할당할 IP 주소를 취득하고, 

next-server 엔트리(킥스타트 서버의 IP 주소)와 filename 엔트리(부트 스트랩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