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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쉘 명령어 기초

사용자의 등록:

3.1 쉘 명령어 기초

자신의 소속 조직의 리눅스 관리자로부터 사용자 계정을 받
는다는다.

시스템관리자 또는 서버 관리자로부터 계정을 부여 받는다.

본인의 컴퓨터에 리눅스를 설치하고 직접 관리자 자격으로
리눅스를 사용한다리눅스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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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3.1 쉘 명령어 기초

자신의 사용자이름과 초기의 패스워드는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부여받거나, 또는 자신 소유의 리눅스 시스템을 소유한 경우에
는 어떤 표준 값으로 설정된다. 

리눅스는 먼저 "login:"을 로그인 프롬프트로 화면에 보임으로
써, 사용자이름을 질문한다. 그런 다음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질
문한다문한다. 

리눅스는 영문자의 대소문자를 구별하는 시스템이다.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이름@Linux 현재 디렉토리]쉘프롬
프트"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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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Shell):

3.1 쉘 명령어 기초

쉘은 순수 리눅스 운영체제와 사용자 사이에서 중간적인 매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쉘은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프로세스들의 파이프라인
을 만들고, 출력을 파일에 저장하며, 동시에 하나 이상의 프로
그램이 수행되도록 한다. 

많이 사용되는 리눅스의 쉘
Bourne-Again 쉘(bash) 

C 쉘C 쉘

TC 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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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의 실행:

3.1 쉘 명령어 기초

유틸리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유틸리티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누른다키를 누른다. 

엔터 키는 사용자가 리눅스에게 명령어를 입력하였으니, 그것을
실행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모든 시스템은 정확하게 동일한 유틸리티를 갖지 않는다모든 시스템은 정확하게 동일한 유틸리티를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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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설명을 위한 BNF:

3.1 쉘 명령어 기초

참고자료의 Appendix A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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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움말 얻기 : man 

3.1 쉘 명령어 기초

모든 리눅스 시스템은 man(manual pages의 약어)이라는 유틸리
티를 가지는데 이 유틸리티는 키보드를 눌러주는 것만으로 유티를 가지는데, 이 유틸리티는 키보드를 눌러주는 것만으로 유
틸리티 사용에 관한 정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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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페이지의 주제 분류: 

3.1 쉘 명령어 기초

명령어와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 호출시스템 호출

라이브러리 호출

특수 파일

파일 포맷

게임

( )기타(Miscellaneous) 

시스템 관리 유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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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문자: 

3.1 쉘 명령어 기초

일부 문자들은 리눅스 터미널에 입력되었을 때 특수하게 해석된
다. 이러한 문자들은 때때로 메타 문자라 호칭된다.

옵션 -a(all)을 갖는 stty 유틸리티를 이용하여 이 특수 문자들옵션 a(all)을 갖는 stty 유틸리티를 이용하여 이 특수 문자들
을 모두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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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특수 문자: 

3.1 쉘 명령어 기초

프로세스의 종료: Control-C 

출력의 정지: Control-S/Control-Q 

입력의 끝: Contr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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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워드 설정 : passwd

3.1 쉘 명령어 기초

최소 6문자 이상, 사전상의 단어나 고유 명사는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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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아웃/시스템 종료/재부팅: 

3.1 쉘 명령어 기초

접속 끊기 및 로그아웃: Control-D, logout, exit

시스템 종료 : shutdown, halt

시스템 재시작 : reb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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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작업중인 디렉토리의 확인 : pwd

3.2 리눅스 유틸리티

모든 사용자는 각기 다른 자신의 사용자 홈 디렉토리를 가지며, 
이것은 보통 "/home"로 시작된다.

로그인 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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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경로 이름과 상대경로 이름:

3.2 리눅스 유틸리티

동일한 이름을 갖는 동일한 여러 개의 파일들이 여러 다른 디렉
토리들에 존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동일한 디렉토리에 동일한
이름을 갖는 2개의 파일은 존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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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경로 이름과 상대경로 이름:

3.2 리눅스 유틸리티

절대경로 이름

상대경로 이름 : /home/user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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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의 생성 : cat

3.2 리눅스 유틸리티

프로세스의 표준 입력은 키보드이고, 표준 출력은 화면이다. 

사용자는 출력 리다이렉션 이라는 쉘의 기능을 이용하여 프로세
스의 표준 출력을 화면 대신에 파일로 보낼 수 있다스의 표준 출력을 화면 대신에 파일로 보낼 수 있다. 

명령 다음에 ‘>’ 문자와 ‘파일 이름’이 뒤따른다면, 그 명령
으로부터의 출력은 파일에 저장된다.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새로이 생성되고, 그렇지 않다면 파
일에 이미 들어 있던 내용 위에 덮어서 쓰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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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의 생성 : cat

3.2 리눅스 유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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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렉토리 내용 보기 : ls

3.2 리눅스 유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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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렉토리 내용 보기 : ls

3.2 리눅스 유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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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의 내용보기 : cat

3.2 리눅스 유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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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의 내용보기 : more

3.2 리눅스 유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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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의 내용보기 : head/tail

3.2 리눅스 유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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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의 이름 바꾸기 : mv

3.2 리눅스 유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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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렉토리 만들기 : mkdir

3.2 리눅스 유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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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디렉토리로 이동 : cd

3.2 리눅스 유틸리티

d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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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복사 : cp

3.2 리눅스 유틸리티

cp가 수행하는 일

원래 파일의 내용을 물리적으로 복사원래 파일의 내용을 물리적으로 복사

계층적 디렉토리 구조 안에서 복사된 파일을 지시하는 새로운 레이
블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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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렉토리 제거 : rmdir

3.2 리눅스 유틸리티

디렉토리내에 파일이 존재하면 에러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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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의 삭제 : rm

3.2 리눅스 유틸리티

rm 유틸리티는 계층 구조로부터 파일의 레이블을 삭제한다. 더
이상 파일을 참조하는 레이블이 없다면, 리눅스는 그 파일 자체이상 파일을 참조하는 레이블이 없다면, 리눅스는 그 파일 자체
를 삭제한다. 



3 2 리눅스 유틸리티

파일의 프린팅 : lp/lpstat/cancel

3.2 리눅스 유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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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내의 단어 수 세기 : wc

3.2 리눅스 유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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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속성:

3.2 리눅스 유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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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속성:

3.2 리눅스 유틸리티

필드 1 : 파일 저장 공간

파일이 디스크 공간을 실제적으로 얼마나 점유하는지 알고자파일이 디스크 공간을 실제적으로 얼마나 점유하는지 알고자
할 때 유용하다. 

필드 2 : 파일의 유형과 허가권

첫번째 문자는 부호화된 파일의 유형을 나타낸다.



3 2 리눅스 유틸리티

파일 속성:

3.2 리눅스 유틸리티

필드 2 : 파일의 유형과 허가권

파일의 유형 확인 : file파일의 유형 확인 :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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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속성:

3.2 리눅스 유틸리티

필드 2 : 파일의 유형과 허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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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속성:

3.2 리눅스 유틸리티

프로세스가 갖는 파일 허가권과 관련한 4가지 값
실제 사용자 ID(real user ID) 

유효 사용자 ID(effective user ID) 

실제 그룹 ID(real group ID) 

유효 그룹 ID(effective group ID)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 파일 허가권의 적용
프로세스의 유효 사용자 ID와 파일의 소유자가 같다면, 사용자의 허가권이
적용된다적용된다.

프로세스의 유효 사용자 ID가 파일의 소유자와는 다르지만, 프로세스의 유
효 그룹 ID가 파일의 그룹 ID와 같다면, 그룹의 허가권이 적용된다.

프로세스의 유효 사용자 ID나 프로세스의 유효 그룹 ID가 그 파일의 소유자세 의 유 사용자 나 세 의 유 가 파 의 유자
및 그 파일의 그룹 ID와 각각 일치하지 않으면, 다른 사용자의 허가권이 적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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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속성:

3.2 리눅스 유틸리티

set user ID/set group ID
set user ID 허가권을 가진 실행 파일이 실행될 때, 프로세스의 유효 사용
자 ID는 실행 파일의 유효 사용자 ID가 된다. 

set group ID 허가권을 가진 실행 파일이 실행될 때, 프로세스의 유효 그룹
ID는 실행 파일로부터 복사된다.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실제 사용자 및 그룹 ID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 

파일 허가권에 관련된 참고 사항
프로세스가 파일을 만들 때, 그 파일에 주어진 허가권은 umask라 불리는 특
별한 값에 의해서 수정된다. 

수퍼 유저는 자동적으로 모든 접근 권리를 가진다. 

파일의 소유자가 그룹 또는 다른 사용자보다 적은 허가권을 가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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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속성:

3.2 리눅스 유틸리티

필드 3 : 하드 링크 개수

필드 3은 계층 내에 얼마나 많은 레이블이 동일한 물리적 파일을
가리키는가를 지시하는 파일의 하드 링크 수를 보여준다. 

필드 4 : 파일의 소유자

모든 리눅스 프로세스는 소유주를 가지며 그 소유주는 전형적으로모든 리눅스 프로세스는 소유주를 가지며, 그 소유주는 전형적으로
그 프로세스를 시작한 사용자의 사용자이름과 동일하다. 

프로세스가 파일을 생성할 때마다 그 파일의 소유주는 그 프로세스
의 소유주로 설정된다. 

사용자 이름으로 알려진 문자열은 전형적으로 사용자를 나타내는
방법이지만, 리눅스는 내부적으로는 사용자 ID라고 알려진 정수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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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속성:

3.2 리눅스 유틸리티

필드 5 : 파일이 그룹

프로세스에 의해 생성된 파일은 그 프로세스를 생성한 사용자와 동프로세스에 의해 생성된 파일은 그 프로세스를 생성한 사용자와 동
일한 그룹에 할당. 

그룹도 이름의 문자열에 의해 참조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룹 ID라그룹도 이름의 문자열에 의해 참조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룹 ID라
불리는 정수 값으로 표현된다. 

필드 6 : 바이트 단위로서 파일의 크기

실제 파일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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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속성:

3.2 리눅스 유틸리티

필드 7 : 파일의 마지막 변경 시간

make 유틸리티는 파일의 마지막 변경 시간을 파일간의 상호 관계
검사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한다. 

find 유틸리티는 파일의 마지막 변경 시간을 기초로 하여 파일을
찾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다.  

필드 8 : 파일의 이름

리눅스의 파일 이름은 255자 길이까지 가능하다.

/를 제외한 어떤 프린트 가능한 문자로도 구성이 가능하다. 

<, >, *, ?, tab 과 같이 사용자 및 쉘 모두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특수 문자의 사용은 피하도록 권한다.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확장자를 파일 이름 끝에 요구하지는 않는다. 

사용자가 정의하여 선택할 수 없는 유일한 파일 이름은 "."과 ".."
이다이다. 



3 2 리눅스 유틸리티

그룹 목록 보기 : group

3.2 리눅스 유틸리티

파일 그룹 바꾸기 : chgrp



3 2 리눅스 유틸리티

파일의 허가권 바꾸기 : chmod

3.2 리눅스 유틸리티



3 2 리눅스 유틸리티

파일의 허가권 바꾸기 : chmod

3.2 리눅스 유틸리티



3 2 리눅스 유틸리티

파일의 허가권 바꾸기 : chmod

3.2 리눅스 유틸리티

표준 파일 퍼미션:

644 : 슈퍼유저의 파일644 : 슈퍼유저의 파일

664 : 일반 사용자의 파일

755 : 슈퍼유저의 실행 파일

775 : 일반 사용자의 실행 파일

755 : 슈퍼유저의 디렉토리755 : 슈퍼유저의 디렉토리

775 : 일반사용자의 디렉토리



3 2 리눅스 유틸리티

파일의 소유권 바꾸기 : chown

3.2 리눅스 유틸리티

그룹의 변경 : newgrp



3 2 리눅스 유틸리티

터미널의 특성 변경 : stty

3.2 리눅스 유틸리티



3 2 리눅스 유틸리티

터미널의 특성 변경 : stty

3.2 리눅스 유틸리티



3 3 파일의 편집 : vi 에디터3.3 파일의 편집 : vi 에디터

vi 편집기의 시작
Bill Joy에 의해 BSD 유닉스용으로 개발

System V와 유닉스의 대부분 버전에서 기본 유틸리티로 채택

vi는 visual editor의 약어이다. 

처음 vi를 시작하려면, 아무런 인수 없이 vi라고 타이핑하면 된다. 존
재하는 파일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명령 줄에 인수로서 그 파일 이름을
넣어야 한다.넣어야 한다.



3 3 파일의 편집 : vi 에디터

텍스트 입력 모드

3.3 파일의 편집 : vi 에디터

다음 줄로 이동하기 위해서 엔터 키를 누르면 된다. 

입력된 마지막 문자를 지우기 위해서 백스페이스 키를 이용할 수 있다. 

텍스트 입력 모드에서 명령 모드로의 전환은 Esc 키를 누름으로써 가능
하다. 



3 3 파일의 편집 : vi 에디터

명령 모드

3.3 파일의 편집 : vi 에디터

vi의 편집 특성은 특수한 문자들을 연속적으로 누름으로써 선택된다. 



3 3 파일의 편집 : vi 에디터

커서의 이동

3.3 파일의 편집 : vi 에디터



3 3 파일의 편집 : vi 에디터

텍스트의 삭제

3.3 파일의 편집 : vi 에디터



3 3 파일의 편집 : vi 에디터

텍스트 치환

3.3 파일의 편집 : vi 에디터

텍스트의 붙이기



3 3 파일의 편집 : vi 에디터

탐색

3.3 파일의 편집 : vi 에디터

탐색 치환



요약 정리요약 정리

요 약 정 리:

리눅스에 사용자 등록하는 방법

리눅스 시스템으로 로그인/로그아웃하는 방법리눅스 시스템으로 로그인/로그아웃하는 방법

패스워드 변경의 중요성

쉘의 기능

유틸리티를 수행하는 방법

도움말을 얻는 방법

특별한 터미널 메타문자

가장 일반적인 파일 지향적 유틸리티

두 가지 리눅스 편집기두 가지 리눅스 편집기

터미널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