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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관련4 (파티션의 이해) 

유신우                             /2002-06-14 02:55:13

 훌...본이아니게...게시판이 지저분해져버렸네요...

그럼 파티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눅스는 하개의 파티션을 하나의 디렉토리로 사용합니다...

윈도우를 쓰는 우리에겐 좀 의아 하게 느껴지겠지만... 파티션에 대해서 이해 하면

 아~ 하실겁니다...

윈도우는  하나의 하드드라이브(C: 이하 C:라고 함) 에다가 windows폴더나 programe file 폴더 

기타 my document 와같은 디렉토리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리눅스는 그와는 다르게 하나의 디렉토리가 하나의 파티션이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잘 안된다구요? 당연히 그래야 제가 글을 쓸맛이나죠...이해가 안가실겁니다...

우린 윈도우에 익숙하니까...

자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릴꼐요...그림 솜씨가 별루죠...그래도 이해해주시길...

이 그림처럼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이런식으로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활된 파티션 자체가 하나의 디렉토리인 셈입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위그림은 임의로 분할한 것이니 용량에 신경쓰지 마시길...그냥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위의 그림처럼 하나의 드라이브를 /, /usr, /home, /var, /tmp, swap 등 기타 여러 분할로 쪼개어서

사용을 합니다...그리고 이 디렉토리 자체가...하나의 파티션이란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가신다면...멜보내주세요...

그럼 다음으로 할당된 디렉토리가 하는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 (이하 루트디렉토리 라고 함)

1) /: 이 루투 디렉토리는 최상위 디렉토리이며 이 디렉토리 안에서 중요한 바이너리 디렉토리인 /bin 

그리고 시스템 및 네트웍 설정 파일 디렉토리인 /etc/ 등과 비교적 크기가 작은 파일들이 있는 디렉토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참 중요한 곳입니다...그런데...아무리 그림이지만 용량을 너무적게 적었죠...

만약 데이터를 여기에 저장한다면 좀더 많은 용량을 적어 주어야 겠죠...

하지만 뒤에 나올 /var 디렉토리가 있으므로 좀 작게 적었습니다...

2) /boot : 이곳은 커널 부트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팅과 관련한 디렉토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량은 그리 크게 잡지 안으셔도 됩니다...책에는 한 10mb정도를 잡아줬는데...

커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므로 좀더 많이 잡아주었습니다...

3) /usr : 이곳은 리눅스 설치시 패키지 선택 부분에서 선택한 응용프로그램 또는 서버들이 설치되는 

곳입니다...윈도우로 생각하면 programe file정도된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그리고 패키지 선택시 전체 선택을 하셨다면...용량이 꽤 되거든요...한 3.4GB정도 되는거 같더군요...

참고 하세요...만약 이것보다 적게 파티션을 설정했다면 설치시 에러가 날껍니다...

한 3.5GB이상 잡아주세요....필요없는걸 지울수도 있지만 새로 설치할 경우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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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ome :이곳은 사용자 계정 파티션입니다...

웹호스팅을 하려고 혹은 포털 사이트 야후나 네이버 기타 회원가입하면 홈페이지 공간이라고 하며

무료로 한 10~30MB정도의 공간을 주죠... 이부분에서 떼서 주는 겁니다...

만약 웹호스팅을 한다면 이공간은 꽤 많이 주어야 겠죠...

여기서는 한 100정도 준거 같은데...혼자 공부하는 수준이며...또한 누구에게 계정을 줄만한 

일은 없을듯 해서 작게 잡았습니다...

5)/var : 이곳은 로그파일 파티션이라고 하며 

데이터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홈페이지 또는 메일,,,기타 ftp, 데이터 베이스 등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6)/tmp : 이곳은 말그대로 임시저장소 입니다...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응용프로그램을 다운받을때 이부분을 사용하죠...

윈도우의 temp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swap : 이곳은 가상 메모리로 사용되는 곳입니다...실제 물리적인 램이 부족할때 

이부분을 램처럼 사용하게됩니다...일반적으로 물리적인 메모리의 1.5배정도라고 하는데요...

요즘으 램사양이 꽤 높아서요...전 한 128MB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실제메모리는 320MB 이구요

이제 다된건가요?

이해가 가셨나요?

잘 이해가 안가신다구요?

제가 워낙 허접한 글솜씨라...오히려 햇갈리지는 안으셨는지...

잘 이해가 안가시면 글 남겨주심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만이 삽질하시길...^^낼은 기본 명령어 와 apm2를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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