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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서 사용

■ 개요 – 하나 이상의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고 파일 시스템 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
한 정보가 포함된 Oracle Solaris 파일 시스템 개요를 제공합니다.

■ 대상 – 시스템 관리자

■ 필요한 지식 – 기본적인 Oracle Solaris 또는 UNIX 시스템 관리 경력 및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 관리 경력

제품 설명서 라이브러리

이 제품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알려진 문제는 설명서 라이브러리(http://www.oracle.com/
pls/topic/lookup?ctx=E3678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racle 지원 액세스

Oracle 고객은 My Oracle Support를 통해 온라인 지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info를 참조하거나, 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trs를 방문하
십시오.

피드백

http://www.oracle.com/goto/docfeedback에서 이 설명서에 대한 피드백을 보낼 수 있
습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info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trs
http://www.oracle.com/goto/doc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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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        1  장 

파일 시스템 관리 정보

파일 시스템 관리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 관리 작업 중 하나입니다.

이 장에서 다루는 개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일 시스템 개요” [7]

■ “기본 Oracle Solaris 파일 시스템” [13]

■ “파일 시스템 마운트 및 마운트 해제에 대한 개요” [14]

■ “파일 시스템 유형 확인” [18]

■ “파일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fsstat)” [19]

■ “파일 시스템 관리 작업을 찾을 위치” [20]

파일 시스템 개요

파일 시스템은 파일을 구성 및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디렉토리 구조입니다.

file system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 특정 유형의 파일 시스템: 디스크 기반, 네트워크 기반 또는 가상

■ 루트(/) 디렉토리로 시작하는 전체 파일 트리

■ 디스크 슬라이스 또는 다른 매체 저장 장치의 데이터 구조

■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기본 파일 트리에 있는 마운트 지점에 첨부된 파일 트리 구조
의 일부

일반적으로 컨텍스트를 통해 의도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Oracle Solaris OS는 다른 파일 시스템 유형에 대한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VFS(가상
파일 시스템)를 사용합니다. VFS 아키텍처를 통해 커널에서 파일 읽기, 쓰기 및 나열과 같은
기본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VFS 아키텍처를 통해 새 파일 시스템을 쉽게 추가할 수 있
습니다.

Oracle Solaris 파일 시스템 유형

Oracle Solaris OS는 다음 3가지 유형의 파일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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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 기반

■ 네트워크 기반

■ 가상

파일 시스템 유형을 식별하려면 “파일 시스템 유형 확인” [18]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Solaris 디스크 기반 파일 시스템

디스크 기반 파일 시스템은 하드 디스크 및 DVD와 같은 물리적 매체에 저장됩니다. 디스크
기반 파일 시스템은 다른 형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형식은 다음 표에서 설명합
니다.

디스크 기반 파일 시스템 형식 설명

ZFS ZFS는 기본 디스크 기반 및 루트 파일 시스템입니다.

UFS 4.3 Tahoe 릴리스에 제공된 BSD Fat Fast 파일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레거시
UNIX 파일 시스템입니다.

PxFS Oracle Solaris Cluster 소프트웨어는 Oracle Solaris Cluster PxFS(Proxy File
System)를 기반으로 하는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SAM-QFS SAM-QFS는 HSM(Hierarchical Storage Manager)과 SAN(Storage Area
Network) 파일 시스템이 통합된 것입니다. SAM은 HSM 저장소 및 아카이브 관
리 구성 요소입니다. QFS는 SAN 확장 가능 고성능 파일 시스템 구성 요소입니다.
또한 SAM-QFS에는 디스크 볼륨 관리와 테이프 볼륨 관리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QFS의 (WORM) 파일 시스템 기능 쓰기는 한 번이며 읽기는 여러 번입니다. 파일
시스템만 필요한 경우 SAM과 별개로 QF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M을 사용하
려면 QFS가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SAM은 QFS와 별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HSFS High Sierra, Rock Ridge 및 ISO 9660 파일 시스템입니다. High Sierra는 최초
의 CD-ROM 파일 시스템입니다. ISO 9660은 High Sierra 파일 시스템의 공식적
인 표준 버전입니다. HSFS 파일 시스템은 CD-ROM에서 사용되는 읽기 전용 파
일 시스템입니다. Oracle Solaris HSFS는 Rock Ridge가 ISO 9660으로 확장되
도록 지원합니다. CD-ROM에 있으면 이러한 확장은 쓰기 가능성 및 하드 링크를
제외한 모든 파일 시스템 기능 및 파일 유형을 제공합니다.

PCFS DOS 기반 개인 컴퓨터용으로 작성된 DOS 포맷 디스크에서 데이터 및 프로그램
에 대한 읽기 및 쓰기 액세스가 가능한 PC 파일 시스템입니다.

UDFS UDFS(Universal Disk Format) 파일 시스템으로, DVD(Digital Versatile Disc 또
는 Digital Video Disc)라고 하는 광학 매체 기술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산업 표
준 형식입니다.

각 디스크 기반 파일 시스템 유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특정 매체 장치와 연관되어 있습
니다.

■ ZFS 또는 UFS - 하드 디스크

■ HSFS - CD-ROM

■ PCFS - USB 디스켓

■ UDF - D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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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 디스크 또는 테이프가 있는 SAM-QFS

■ PxFS - 하드 디스크: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의 가용성을 높이려면 하나 이상의 Oracle
Solaris 호스트에 기본 디스크 저장소를 연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에 만들어진 로컬 파일 시스템(호스트의 로컬 디스크에 저장된 파일 시스템)은 가용성이
높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Cluster Concepts Guide ”의 “Cluster
File Systems”을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연관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DVD에는 해당 DVD에서 만든 ZFS
또는 UFS 파일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UDFS(Universal Disk Format) 파일 시스템

이동식 매체에 UDFS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장치 관리 ”의 “이동식 매체에서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UDF 파일 시스템은 DVD(Digital Versatile Disc 또는 Digital Video Disc) 광학 매체에 정보
를 저장하기 위한 산업 표준 형식입니다.

UDF 파일 시스템은 SPARC 플랫폼과 x86 플랫폼에서 파일 시스템을 만들고 마운트하며 검
사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관리 유틸리티와 함께 동적으로 로드 가능한 32비트 및 64비트 모
듈로 제공됩니다. Oracle Solaris UDF 파일 시스템은 지원되는 ATAPI 및 SCSI DVD 드라이
브, CD-ROM 장치 및 디스크 드라이브와 함께 작동합니다. 또한 Oracle Solaris UDF 파일
시스템은 UDF 1.50 사양과 완전히 호환됩니다.

UDF 파일 시스템은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 산업 표준 CD-ROM 및 DVD-ROM 매체에 UDF 파일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
한 매체에 대한 액세스 기능

■ 플랫폼 및 운영 체제 전체에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유연성

■ UDF 형식 기반의 DVD 비디오 사양을 사용하여 방송 품질의 비디오, 고품질 사운드 및
상호 작용성을 갖춘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한 방식

UDF 파일 시스템에는 다음 기능이 없습니다.

■ 순차적 disk-at-once 기록 및 증분 기록과 함께 write-once 매체(CD-RW)에 대한 지원

UDF 파일 시스템에는 다음 항목이 필요합니다.

■ 지원되는 SPARC 또는 x86 플랫폼

■ 지원되는 CD-ROM 또는 DVD-ROM 장치

Oracle Solaris UDF 파일 시스템을 구현하면 다음 기능이 제공됩니다.

■ 산업 표준 읽기/쓰기 UDF 버전 1.50에 대한 지원

■ 완전히 국제화된 파일 시스템 유틸리티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29086&id=CLCONcachcgee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29086&id=CLCONcachcgee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AGDFSmedintro-57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AGDFSmedintro-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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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기반 파일 시스템

네트워크 기반 파일 시스템은 네트워크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기반 파일 시스템은 시스템 하나(주로 서버)에 상주하고 있으며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시스
템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FS 서비스를 통해 서버에서 리소스(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공유한 다음 개별 클라이언트에
서 마운트하여 분산된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FS 환경” [16]을
참조하십시오.

Oracle SMB 서비스를 통해 서버에서 리소스(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공유한 다음 개별 클라
이언트에서 마운트하여 Windows 및 Mac OS 시스템에 분산된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SMB 서비스” [18]를 참조하십시오.

가상 파일 시스템

가상 파일 시스템은 특수 커널 정보 및 기능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메모리 기반 파일 시
스템입니다. 대부분의 가상 파일 시스템은 파일 시스템 디스크 공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TMPFS(임시 파일 시스템)와 같은 일부 가상 파일 시스템에서는 디스크에 있는 스왑 공간을
사용합니다.

임시 파일 시스템

TMPFS(임시 파일 시스템)는 파일 시스템 읽기 및 쓰기에 로컬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TMPFS를 사용하면 로컬 디스크 또는 네트워크 전체에서 임시 파일을 읽고 쓰는 비용을 절감
하여 시스템 성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는 경우 임시 파일을
만듭니다. 이러한 파일을 조작하는 중 OS에서는 많은 디스크 작업 또는 네트워크 작업을 생
성합니다. TMPFS를 사용하여 이러한 임시 파일을 포함하면 생성, 조작 및 삭제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TMPFS 파일 시스템의 파일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 해제되는 경우 및
시스템이 종료 또는 재부트되는 경우 이러한 파일이 삭제됩니다.

TMPFS는 Oracle Solaris OS에 있는 /tmp 디렉토리의 기본 파일 시스템 유형입니다. ZFS 또
는 UFS 파일 시스템에서 하는 것처럼 /tmp 디렉토리로 파일을 복사하거나 해당 디렉토리 외
부로 파일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TMPFS 파일 시스템은 임시 보조 기억 장치로 스왑 공간을
사용합니다.

TMPFS 파일 시스템이 있는 시스템에 적절한 스왑 공간이 없으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규 파일 시스템에서처럼 TMPFS 파일 시스템에서 공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TMPFS는 스왑 공간을 할당하여 파일 데이터를 저장하므로 스왑 공간이 부
족하면 일부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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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FS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장. 파일 시스템 만들기 및 마운
트를 참조하십시오. 스왑 공간을 늘리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장. 추가 스왑 공간 구
성을 참조하십시오.

루프백 파일 시스템

대체 경로 이름을 사용하여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LOFS(루프백 파일 시스템)를 사용하
여 새로운 가상 파일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mp/newroot에서 루트(/) 디렉
토리의 루프백 마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루프백 마운트는 NFS 서버에서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을 포함하여 전체 파일 시스템 계층을 /tmp/newroot에서 중복된 것처럼 나타나도록
만듭니다. 루트(/)에서 시작하는 경로 이름 또는 /tmp/newroot에서 시작하는 경로 이름을 사
용하여 모든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LOFS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장. 파일 시스템 만들기 및 마운
트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세스 파일 시스템

프로세스 파일 시스템(PROCFS)은 메모리에 상주하며 /proc 디렉토리에 활성 프로세스 목
록이 프로세스 번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ps와 같은 명령에서 /proc 디렉토리의 정보를 사
용합니다. 또한 디버거 및 기타 개발 도구에서 파일 시스템 호출을 사용하여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주의 - /proc 디렉토리의 파일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proc 디렉토리에서 프로세스를 삭제하
더라도 프로세스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proc 파일은 디스크 공간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
디렉토리에서 파일을 삭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proc 디렉토리는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 가상 파일 시스템

가상 파일 시스템의 다음 추가 유형은 정보 제공용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관리할 필요가 없습
니다.

가상 파일 시스템 설명

CTFS CTFS(계약 파일 시스템)는 계약을 만들고 제어하며 관찰하기 위한 인
터페이스입니다. 계약은 더욱 다양한 오류 보고 기능 및 리소스 제거 지
연 수단(선택적)을 제공하여 프로세스와 해당 프로세스가 사용 중인 시
스템 리소스 간의 관계를 개선합니다.

SMF(서비스 관리 기능)는 프로세스 계약(계약 유형)을 사용하여 서비
스를 구성하는 프로세스를 추적합니다. 따라서 다중 프로세스 서비스의
일부에서 발생한 오류가 해당 서비스의 오류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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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파일 시스템 설명

FIFOFS(선입 선출법) 데이터에 대한 공통 액세스를 프로세스에 제공하는 명명된 파이프 파일
입니다.

FDFS(파일 설명자) 파일 설명자를 사용하여 파일을 열기 위한 명시적 이름을 제공합니다.

MNTFS 로컬 시스템에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의 테이블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
스를 제공합니다.

NAMEFS 주로 STREAMS에서 파일 위에 파일 설명자를 동적으로 마운트하는 데
사용됩니다.

OBJFS OBJFS(객체) 파일 시스템은 커널에서 현재 로드한 모든 모듈 상태를 설
명합니다. 이 파일 시스템은 디버거에서 커널에 직접 액세스할 필요 없
이 커널 기호에 대한 정보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합니다.

SHAREFS 로컬 시스템에 공유 파일 시스템의 테이블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SPECFS(특수) 문자 특수 장치 및 블록 장치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SWAPFS 커널이 스왑에 사용합니다.

확장된 파일 속성

확장된 파일 속성을 포함하도록 ZFS, UFS, NFS 및 TMPFS 파일 시스템이 향상되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는 확장된 파일 속성을 사용하여 파일에 특정 속성을 연결시킬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와 시스템 관리에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는 파일과 표시 아이
콘을 연결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장된 파일 속성은 논리적으로는 대상 파일과 연관된
숨겨진 디렉토리 내의 파일로 표시됩니다.

runat 명령을 사용하여 확장된 속성 이름 공간에서 속성을 추가하고 셸 명령을 실행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이름 공간은 지정한 파일과 연관된 숨겨진 속성 디렉토리입니다.

runat 명령을 사용하여 파일에 속성을 추가하려면 먼저 속성 파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 runat filea cp /tmp/attrdata attr.1

그런 다음 runat 명령을 사용하여 파일의 속성을 나열합니다.

$ runat filea ls -l

자세한 내용은 runat(1)를 참조하십시오.

속성 인식 옵션을 제공하여 파일 시스템 속성을 지원하도록 여러 Oracle Solaris 파일 시스템
명령이 수정되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여 파일 속성을 조회, 복사 또는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파일 시스템 명령에 대한 특정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스왑 공간

Oracle Solaris OS에서는 파일 시스템의 디스크 슬라이스가 아닌 임시 저장소의 일부 디스
크 슬라이스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슬라이스를 스왑 슬라이스 또는 스왑 공간이라고 합니
다. 현재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데 시스템에 충분한 물리적 메모리가 없는 경우, 스왑 공간은
가상 메모리 저장소에 사용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runa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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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응용 프로그램에서 스왑 공간을 사용하므로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스왑 공간을 계획, 모
니터 및 추가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스왑 공간에 대한 개요 및 스왑 공간 추가 지침
은 3장. 추가 스왑 공간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기본 Oracle Solaris 파일 시스템

혁신적인 새로운 파일 시스템인 Oracle Solaris ZFS는 간단한 관리 기능, 트랜잭션 의미, 종
단간 데이터 무결성 및 놀라운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ZFS 파일 시스템은 계층적으로, 루트 디렉토리(/)에서 시작하여 아래로 여러 디렉토리가 계
속 이어집니다. Oracle Solaris 설치 프로세스를 통해 기본 디렉토리 세트를 설치하고 규약
세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유형의 파일을 함께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ZFS는 다음과 같은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 장치 관리 지원

■ 지속적 스냅샷 및 복제 기능

■ 파일 시스템에 대해 설정 가능한 할당량

■ ACL 기반 액세스 제어

■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저장소 풀 공간 예약

■ 영역이 설치된 Oracle Solaris 시스템 지원

ZFS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ZFS 파일 시스템 관리 ”를 참조하십
시오.

Oracle Solaris 파일 시스템 및 디렉토리에 대한 개요는 filesystem(5)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표에서는 기본 Oracle Solaris 파일 시스템에 대한 요약을 제공합니다.

표 1-1 기본 Oracle Solaris 파일 시스템

파일 시스템 또는 디렉토
리

파일 시스템 유형 설명

루트(/) ZFS 계층적 파일 트리의 최상위입니다. 루트(/) 디렉토리에는 시스템
작동에 중요한 디렉토리 및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예: 커널, 장
치 드라이버 및 시스템 부트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또한 루트(/)
디렉토리에는 로컬 및 원격 파일 시스템을 파일 트리에 첨부할 수
있는 마운트 지점 디렉토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usr ZFS 다른 사용자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파일 및 디렉토리입니
다. 특정 유형의 시스템에서만 실행되는 파일은 /usr 디렉토리에
있습니다(예: SPARC 실행 파일). 모든 유형의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예: 매뉴얼 페이지)은 /usr/share 디렉토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export/home 또는 /
home

NFS 또는 ZFS 사용자 홈 디렉토리의 마운트 지점으로 사용자 작업 파일을 저장합
니다. 기본적으로 /home 디렉토리는 자동으로 마운트된 파일 시스
템입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ZFSADMIN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5filesyste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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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시스템 또는 디렉토
리

파일 시스템 유형 설명

/var ZFS 로컬 시스템의 수명 중 변경 또는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 파일 및 디
렉토리입니다. vi 및 ex 백업 파일과 같은 시스템 로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opt NFS 또는 ZFS 타사 소프트웨어의 선택적 마운트 지점입니다. 일부 시스템에서 /
opt 디렉토리는 UFS 파일 시스템 또는 ZFS 파일 시스템일 수 있습
니다.

/tmp TMPFS 시스템 부트 시 또는 /tmp 파일 시스템 마운트 해제 시마다 제거되
는 임시 파일입니다.

/proc PROCFS 프로세스 번호 기준의 활성 프로세스 목록입니다.

/etc/mnttab MNTFS 로컬 시스템에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의 테이블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를 제공하는 가상 파일 시스템입니다.

/system/volatile TMPFS 시스템 부트 후에는 필요 없는 임시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기반 파일 시스템입니다.

/system/contract CTFS 계약 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가상 파일 시스템입니다.

/system/object OBJFS 디버거가 커널에 직접 액세스할 필요 없이 커널 심볼에 대한 정보
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가상 파일 시스템입니다.

파일 시스템 마운트 및 마운트 해제에 대한 개요

파일 시스템의 파일에 액세스하려면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해야 합니다. 파일 시스템을 마운
트하는 경우 해당 파일 시스템을 디렉토리(마운트 지점)에 첨부하여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루트(/) 파일 시스템은 항상 마운트됩니다. 다른 모든 파일 시스템은 루트
(/) 파일 시스템에서 연결하거나 연결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부트 시 대부분의 파일 시스템은 SMF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마운트합니다. 일반적
으로 파일 시스템을 수동으로 마운트 또는 마운트 해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파일 시
스템 유형 마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파일 시스템 마운트 및 마운트 해
제” [25]를 참조하십시오.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는 경우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된 동안 기본 마운트 지점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 또는 디렉토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파일은 마운트 프로세스의 영향을 영
구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파일은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 해제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존 파일을 숨기려고 하지 않으므로 마운트 디렉토리는 비어 있습
니다.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는 방법에 대한 단계적 지침은 “Oracle Solaris 파일 시스템 마운트
및 마운트 해제” [25]를 참조하십시오.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 테이블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또는 마운트 해제할 때마다 /etc/mnttab(마운트 테이블) 파일이 현재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 목록으로 수정됩니다. cat 또는 more 명령을 사용하여 이 파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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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파일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etc/mnttab 파일의
예입니다.

$ more /etc/mnttab
rpool/ROOT/zfsBE    /       zfs     dev=3390002     0

/devices        /devices        devfs   dev=8580000     1337114941

/dev    /dev    dev     dev=85c0000     1337114941

ctfs    /system/contract        ctfs    dev=8680001     1337114941

proc    /proc   proc    dev=8600000     1337114941

mnttab  /etc/mnttab     mntfs   dev=86c0001     1337114941

swap    /system/volatile        tmpfs   xattr,dev=8700001   1337114941

objfs   /system/object  objfs   dev=8740001     1337114941

sharefs /etc/dfs/sharetab       sharefs dev=8780001     1337114941

/usr/lib/libc/libc_hwcap2.so.1  /lib/libc.so.1  lofs dev=3390002  13371149

fd      /dev/fd fd      rw,dev=8880001  1337114969

rpool/ROOT/zfsBE/var        /var    zfs     rw,devices,

setuid,nonbmand,exec,

rstchown,xattr,atime,dev=3390003        1337114969

swap    /tmp    tmpfs   xattr,dev=8700002       1337114969

rpool/VARSHARE  /var/share      zfs     rw,devices,setuid,nonbmand,exec,

rstchown,xattr,atime,dev=3390004        1337114969

가상 파일 시스템 테이블

대부분의 파일 시스템은 시스템 부트 시 SMF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마운트합니다.

레거시 또는 원격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거나 ZFS 스왑 볼륨을 변경하려면 /etc/vfstab 파
일을 편집해야 할 수 있습니다. ZFS 스왑 볼륨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장. 추가 스왑 공
간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레거시 또는 원격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는 데 항목을 추가하려면 지정해야 할 정보는 다음
과 같습니다.

■ 파일 시스템이 상주하고 있는 장치 또는 NFS 서버

■ 파일 시스템 마운트 지점

■ 파일 시스템 유형

■ mountall 명령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부트하는 경우 파일 시스템을 자동으로 마운트할지
여부

■ 모든 마운트 옵션

다음은 ZFS 루트 파일 시스템이 있는 시스템의 vfstab 예입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NFS 서버
neo에서 원격 파일 시스템인 /users/data를 마운트합니다.

# cat /etc/vfstab
#device         device          mount           FS      fsck    mount   mount

#to mount       to fsck         point           type    pass    at boot options

#

fd              -               /dev/fd         fd      -       no      -



파일 시스템 마운트 및 마운트 해제에 대한 개요

16 Oracle Solaris 11.2의 파일 시스템 관리 • 2014년 7월

/proc           -               /proc           proc    -       no      -

/dev/zvol/dsk/rpool/swap -      -               swap    -       no      -

/devices        -              /devices         devfs   -       no      -

sharefs         -              /etc/dfs/sharetabsharefs -       no      -

ctfs            -              /system/contract ctfs    -       no      -

objfs           -              /system/object   objfs   -       no      -

swap            -              /tmp             tmpfs   -       yes     -

neo:/users/data  -          /data            nfs     -       yes     -

ZFS 파일 시스템은 시스템 부트 시 SMF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마운트합니다. 레거시 마운트
기능을 사용하여 vfstab에서 ZFS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할 수 있습니다.

각 /etc/vfstab 필드에 대한 설명과 파일 편집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tc/
vfstab 파일에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 [28]을 참조하십시오.

NFS 환경

NFS는 네트워크의 다른 시스템과 시스템(일반적으로 서버) 하나의 리소스(파일 또는 디렉
토리)를 공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분산된 파일 시스템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시스
템의 사용자와 타사 응용 프로그램 또는 소스 파일을 공유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NFS는 사용자와 관계없이 리소스의 실제 물리적 위치를 만듭니다. NFS는 모든 시스템에 공
통적으로 사용되는 파일의 복사본을 배치하는 대신 시스템 하나의 디스크에 복사본 하나를
배치하여 다른 모든 시스템이 네트워크에서 해당 복사본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합니다. NFS에
서 원격 파일은 로컬 파일과 실제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에서 공유할 리소스가 있는 시스템이 NFS가 됩니다. 서버는 현재 공유된 리소스 및
액세스 제한(예: 읽기/쓰기 또는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 목록을 보관합니다.

리소스를 공유하는 경우 원격 시스템에서 마운트할 수 있도록 해당 리소스를 사용 가능하게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리소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ZFS share.nfs 등록 정보를 설정하여 ZFS 공유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zfs set share.nfs=on tank/home

■ share 명령을 사용하여 레거시 공유를 만듭니다.

# share -F nfs /ufsfs

NFS에 대한 전체 설명은 “Oracle Solaris 11.2의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관리 ”를 참조하십시
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VNFS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VN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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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S 버전 4

Oracle은 Oracle Solaris 릴리스에서 NFS 버전 4 분산 파일 액세스 프로토콜을 구현했습니
다.

NFS 버전 4는 파일 액세스, 파일 잠금 및 마운트 프로토콜을 하나의 통합된 프로토콜로 통합
하여 방화벽을 통한 흐름을 쉽게 하고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Oracle Solaris에서 구현된 NFS
버전 4는 SEAM으로 알려진 Kerberos V5와 완전히 통합되어 인증, 통합 및 프라이버시를
제공합니다. 또는 NFS 버전 4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서 사용되는 보안 추가
기능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NFS 버전 4를 사용하여 서버는 서로 다른 파일 시스템에 대하여
다양한 보안 추가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NFS 버전 4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부트 환경 간에 파일 시스템 데이터 공유

Oracle Solaris 11.1 릴리스에서는 여러 부트 환경 간에 자동 데이터 공유를 사용으로 설정
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 디렉토리는 /var/share에 마운트된 rpool/
VARSHARE 파일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var 디렉토리에 공유 데이터를 저장하면 모든 부트 환
경에 필요한 공간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ls /var/share
audit cores crash mail 

일반적으로 /var/share 파일 시스템은 관리할 필요가 없으며, /var 구성 요소로 인해 루트
파일 시스템이 채워지지 않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호환성 목적을 위해 위에 나열된 /var에서 /var/share 구성 요소로의 심볼릭 링크가 자동으

로 생성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datasets(5)를 참조하십시오.

자동 마운트(autofs)

자동 마운트 또는 autofs라고 하는 클라이언트측 서비스를 사용하여 NFS 파일 시스템 리소
스를 마운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는 autofs 서비스를 사용하여 NFS 리소스에 액세스
할 때마다 해당 액세스를 자동으로 마운트 및 마운트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디렉토리에 남아
있고 해당 디렉토리 내의 파일을 사용 중이면 리소스는 마운트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특정
기간에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리소스는 자동으로 마운트 해제됩니다.

autofs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NFS 리소스는 시스템 부트 시 마운트할 필요가 없으므로 부트 시간이 줄어듭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VNFS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VNFS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5dataset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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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S 리소스를 마운트 및 마운트 해제하기 위해 사용자가 루트 암호를 알 필요가 없습니
다.

■ NFS 리소스는 사용 중인 경우에만 마운트되므로 네트워크 트래픽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autofs 서비스는 시스템 부트 시 자동으로 실행되는 automount 유틸리티에 의해 시작됩니
다. automountd 데몬은 계속해서 실행되고 필요시 NFS 파일 시스템의 마운트 및 마운트 해제
를 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home 파일 시스템은 automount 데몬을 통해 마운트됩니다.

autofs를 사용하면 동일한 파일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여러 서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
한 서버 중 하나가 중단된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autofs는 다른 시스템에서 파일 시스템을 마
운트하려고 합니다.

autofs 설정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네트워크 파일 시스
템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Solaris SMB 서비스

Oracle Solaris OS는 NT LM 0.12 및 CIFS(Common Internet File System)를 비롯하여 여
러 SMB 언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SMB(Server Message Block) 프로토콜 서버 및 클라이
언트 구현을 제공합니다. CIFS와 SMB라는 용어는 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Solaris SMB 서버는 고유의 Oracle Solaris 시스템에서 파일 시스템 공유를 마운트한 SMB
사용 클라이언트에 파일을 SMB shares로 제공하도록 허용합니다. Windows 서버와 상호
운영하는 것처럼 Windows, Mac OS 또는 Solaris 클라이언트는 Solaris SMB 서버와 상호
운영할 수 있습니다. Solaris SMB 서버는 작업 그룹 모드 또는 도메인 모드에서 작동할 수 있
습니다. 작업 그룹 모드에서 Solaris SMB 서버는 공유된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가 요청된 경
우 로컬에서 사용자 인증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인증 프로세스를 로컬 로그인이라고 합니다.
Solaris SMB 서버는 도메인 모드에서 통과 인증을 사용하므로 사용자 인증이 도메인 컨트롤
러로 위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Managing SMB File Sharing and Windows Interoperability in Oracle
Solaris 11.2를 참조하십시오.

파일 시스템 유형 확인

다음 명령은 파일 시스템의 마운트 여부를 확인합니다.

디스크 슬라이스의 원시 장치 이름이 있는 경우 fstyp 또는 df 명령을 사용하여 파일 시스템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styp(1M) 또는 df(1M)를 참조하십시오.

예   1-1 파일 시스템 유형을 확인하는 방법

다음 예에서는 fstyp 명령을 사용하여 파일 시스템 유형을 확인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VNFS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VNFS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fstyp-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df-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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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typ /dev/rdsk/c0t0d0s0
zfs

다음 예에서는 df -n 명령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파일 시스템 유형을 표시합니다.

# df -n 
/                   : zfs     

/devices            : devfs   

/dev                : dev     

/system/contract    : ctfs    

/proc               : proc    

/etc/mnttab         : mntfs   

/system/volatile    : tmpfs   

/system/object      : objfs   

/etc/dfs/sharetab   : sharefs 

/dev/fd             : fd      

/var                : zfs     

/tmp                : tmpfs   

/var/share          : zfs     

/export             : zfs     

/export/home        : zfs     

/rpool              : zfs     

/media/cdrom        : ufs     

/media/cdrom-1      : ufs     

/media/cdrom-2      : ufs     

/media/cdrom-3      : ufs     

/media/sol_10_811_sparc : hsfs    

/media/cdrom-4      : ufs     

/pond               : zfs     

/pond/amy           : zfs     

/pond/dr            : zfs     

/pond/rory          : zfs     

파일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fsstat)

Oracle Solaris 11 릴리스에서는 파일 시스템 작업을 보고하기 위해 새로운 파일 시스템 모
니터링 도구인 fsstat가 제공됩니다. 마운트 지점 기준 또는 파일 시스템 유형 기준과 같은
여러 옵션을 사용하여 작업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fsstat 명령은 ZFS 모듈 로드 후 모든 ZFS 파일 시스템 작업을 표시합니다.

$ fsstat zfs
new  name   name  attr  attr lookup rddir  read read  write write

file remov  chng   get   set    ops   ops   ops bytes   ops bytes

268K  145K 93.6K 28.0M 71.1K   186M 2.74M 12.9M 56.2G 1.61M 9.46G zfs

예를 들어 다음 fsstat 명령은 /export/ws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된 후 모든 파일 시스템 작
업을 표시합니다.

$ fsstat /export/ws
new  name   name  attr  attr lookup rddir  read read  write 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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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remov  chng   get   set    ops   ops   ops bytes   ops bytes

0     0     0 18.1K     0  12.6M    52     0     0     0     0 /export/ws

기본 양식은 GB, KB 및 MB와 같은 값을 이해하기 쉽도록 통계 정보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fsstat(1M)를 참조하십시오.

파일 시스템 관리 작업을 찾을 위치

파일 시스템 관리를 위한 단계별 지침을 찾으려면 다음 참조를 사용합니다.

파일 시스템 관리 작업 자세한 정보

새 디스크 장치 연결 및 구성 “Oracle Solaris 11.2의 장치 관리 ”의 4 장, “Oracle
Solaris에서 디스크 관리”

새 파일 시스템 만들기 및 마운트 2장. 파일 시스템 만들기 및 마운트

원격 파일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 “Oracle Solaris 11.2의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관리 ”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fsstat-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AGDFSdisksconcepts-29477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AGDFSdisksconcepts-29477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VN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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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        2  장 

파일 시스템 만들기 및 마운트

이 장에서는 ZFS, 임시(TMPFS) 및 루프백(LOFS) 파일 시스템을 만들고 마운트하는 방법
에 대해 설명합니다. TMPFS 및 LOFS는 가상 파일 시스템이므로 마운트하여 실제로 "액세
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장에서는 레거시 UFS 파일 시스템 만들기 및 마운트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다음은 이 장에서 다루는 정보를 나열한 것입니다.

■ “Oracle Solaris 파일 시스템 만들기 및 마운트” [21]

■ “Oracle Solaris 파일 시스템 마운트 및 마운트 해제” [25]

Oracle Solaris 파일 시스템 만들기 및 마운트

이 단원에서는 Oracle Solaris 파일 시스템 만들기 및 마운트에 대한 예를 제공합니다.

ZFS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

1.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2. ZFS 저장소 풀을 만듭니다.

다음 예에서는 tank라는 이름의 간단한 미러링된 저장소 풀과 tank라는 이름의 ZFS 파일 시
스템을 하나의 명령으로 만드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전체 디스크 /dev/dsk/c1t0d0 및 /dev/
dsk/c2t0d0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 zpool create tank mirror c1t0d0 c2t0d0

3. ZFS 파일 시스템을 만듭니다.

# zfs create tank/fs

새 ZFS 파일 시스템인 tank/fs는 디스크 공간을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으며 /tank에서 자
동으로 마운트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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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일 시스템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zfs list -r tank
NAME      USED  AVAIL  REFER  MOUNTPOINT

tank      117K   268G    21K  /tank

tank/fs    21K   268G    21K  /tank/fs

레거시 UFS 파일 시스템을 만들고 마운트하는 방법

시작하기 전에 다음 필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해당 디스크가 포맷되어 있고 슬라이스로 나누어져 있어야 합니다.

■ 기존 레거시 UFS 파일 시스템을 다시 만드는 경우 해당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합니
다.

■ 해당 파일 시스템을 포함할 슬라이스의 장치 이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디스크 및 디스크 슬라이스 번호를 찾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장치 관리 ”의 6 장, “시스템의 디스크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1.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2. 레거시 UFS 파일 시스템을 만듭니다.

# newfs [-N] [-b size] [-i bytes] /dev/rdsk/device-name

시스템에서 확인을 요청합니다.

주의 - 이 단계를 수행하기 전에 슬라이스에 올바른 장치 이름을 지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잘
못된 슬라이스를 지정한 경우 새 파일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해당 슬라이스의 내용이 지워집
니다. 이러한 오류로 인해 시스템 패닉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레거시 UFS 파일 시스템이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려면 새 파일 시스템을 검사합니다.

# fsck /dev/rdsk/device-name

여기서 device-name 인수는 새 파일 시스템이 포함된 디스크 장치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fsck 명령은 새 파일 시스템의 일관성을 검사하고, 모든 문제를 보고하며 문제를 복구하기 전

에 알립니다. fsck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sck(1M)를 참조하십시오.

4. 레거시 UFS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합니다.

# mkdir /directory-name
# mount /dev/dsk/device-name /directory-name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AGDFSdisksprep-31030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AGDFSdisksprep-31030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fsck-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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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1 레거시 UFS 파일 시스템 만들기 및 마운트

다음 예에서는 /legacy에서 UFS 파일 시스템 /dev/rdsk/c0t1d0s0을 만들고 마운트하는 방
법을 보여 줍니다.

# newfs /dev/rdsk/c0t1d0s0
newfs: construct a new file system /dev/rdsk/c0t1d0s0: (y/n)? y

/dev/rdsk/c0t1d0s0:     286722656 sectors in 46668 cylinders of 48 tracks, 128 sectors

140001.3MB in 2917 cyl groups (16 c/g, 48.00MB/g, 5824 i/g)

super-block backups (for fsck -F ufs -o b=#) at:

32, 98464, 196896, 295328, 393760, 492192, 590624, 689056, 787488, 885920,

Initializing cylinder groups:

..........................................................

super-block backups for last 10 cylinder groups at:

285773216, 285871648, 285970080, 286068512, 286166944, 286265376, 286363808,

286462240, 286560672, 286659104

# fsck /dev/rdsk/c0t1d0s0

# mkdir /legacy

# mount /dev/dsk/c0t1d0s0 /legacy

다음 순서 부트 시 레거시 UFS 파일 시스템을 자동으로 마운트하려면 파일 시스템을 만든 후 /etc/
vfstab 파일에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 [28]으로 이동합니다.

TMPFS 파일 시스템을 만들고 마운트하는 방법

1.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2. 필요한 경우 마운트하려는 디렉토리를 TMPFS 파일 시스템으로 만듭니다.

# mkdir /mount-point

여기서 mount-point는 TMPFS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되는 디렉토리입니다.

3. TMPFS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합니다.

# mount -F tmpfs [-o size=number]  swap mount-point

-o size=number TMPFS 파일 시스템의 크기 제한을 MB로 지정합니다.

mount-point TMPFS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할 디렉토리를 지정합니다.

부트 시 TMPFS 파일 시스템을 자동으로 마운트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려면 예 2-3. “부트
시 TMPFS 파일 시스템 마운트”를 참조하십시오.

4. TMPFS 파일 시스템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mount -v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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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2 TMPFS 파일 시스템 만들기 및 마운트

다음 예에서는 TMPFS 파일 시스템 /export/reports를 만들고 마운트하며, 이 파일 시스템
의 크기를 50MB로 제한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mkdir /export/reports

# chmod 777 /export/reports

# mount -F tmpfs -o size=50m swap /export/reports

# mount -v

예   2-3 부트 시 TMPFS 파일 시스템 마운트

/etc/vfstab 항목을 추가하여 부트 시 TMPFS 파일 시스템을 자동으로 마운트하도록 시스템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는 부트 시 /export/test를 TMPFS 파일 시스템으로 마
운트하는 /etc/vfstab 파일의 항목을 보여 줍니다. size=number 옵션을 지정하지 않았으므
로 /export/test의 TMPFS 파일 시스템 크기는 사용 가능한 시스템 리소스만으로 제한됩니
다.

swap - /export/test  tmpfs   -  yes  -

LOFS 파일 시스템을 만들고 마운트하는 방법

1.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2. 필요한 경우 마운트하려는 디렉토리를 LOFS 파일 시스템으로 만듭니다.

# mkdir loopback-directory

3. 새로 만든 디렉토리에 적절한 권한 및 소유권을 부여합니다.

4. 필요한 경우 LOFS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려는 마운트 지점을 만듭니다.

# mkdir /mount-point

5. LOFS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합니다.

# mount -F lofs loopback-directory /mount-point

loopback-
directory

루프백 마운트 지점에서 마운트하려는 파일 시스템을 지정합니다.

/mount-point LOFS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할 디렉토리를 지정합니다.

6. LOFS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mount -v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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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4 LOFS 파일 시스템 만들기 및 마운트

다음 예에서는 /new/dist 디렉토리에 새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마운트하며, 해당 소프트웨어
를 실제로 설치할 필요 없이 루프백 파일 시스템으로 테스트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mkdir /tmp/newroot

# mount -F lofs /new/dist /tmp/newroot

# chroot /tmp/newroot newcommand

예   2-5 부트 시 LOFS 파일 시스템 마운트

/etc/vfstab 파일 끝에 항목을 추가하여 부트 시 LOFS 파일 시스템을 자동으로 마운트하도
록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는 /tmp/newroot에서 루트(/) 파일 시스템의
LOFS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는 /etc/vfstab 파일의 항목을 보여 줍니다.

/ - /tmp/newroot  lofs   -  yes  -

루프백 항목이 /etc/vfstab 파일의 마지막 항목인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고 루프백 파일
시스템의 /etc/vfstab 항목이 이 파일 시스템에 포함된 파일 시스템보다 우선하는 경우 루프
백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할 수 없습니다.

Oracle Solaris 파일 시스템 마운트 및 마운트 해제

ZFS 파일 시스템은 자동으로 마운트 및 마운트 해제됩니다. 레거시 UFS 파일 시스템을 마운
트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파일 시스템이 지정된 마운트 지점에
서 시스템 디렉토리 트리에 첨부됩니다. 루트(/) 파일 시스템은 항상 마운트됩니다. 

다음 표는 파일 시스템 사용 방법에 따라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마운트 유형 제안된 마운트 방법

자주 마운트할 필요가 없는 로컬 또는 원격 파일 시스템 mount 명령. 명령줄에서 직접 입력합니다.

자주 마운트해야 하는 로컬 레거시 UFS 파일 시스템.
로컬 ZFS 파일 시스템은 SMF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마
운트합니다.

/etc/vfstab 파일. 시스템이 다중 사용자 상태에서 부
트된 경우 파일 시스템을 자동으로 마운트합니다.

자주 마운트해야 하는 원격 레거시 UFS 파일 시스템
(예: 홈 디렉토리)

■ /etc/vfstab 파일. 시스템이 다중 사용자 상태에서
부트된 경우 파일 시스템을 자동으로 마운트합니다.

■ autofs. 파일 시스템에 액세스하는 경우 파일 시스
템을 자동으로 마운트하고 다른 디렉토리로 변경하
는 경우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이동식 매체 마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장치 관리 ”의 14 장, “이
동식 매체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mount 명령을 사용하여 이미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mount [ -v ]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AGDFSmedformat-83002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AGDFSmedformat-8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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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는 Verbose 모드에서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 목록을 표시합니다.

예   2-6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 확인

이 예에서는 mount 명령을 사용하여 현재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방
법을 보여 줍니다.

$ mount
/ on rpool/ROOT/zfsBE read/write/setuid/devices/rstchown/dev=3390002 on Tue ...

/devices on /devices read/write/setuid/devices/rstchown/dev=8580000 on Tue May 15 ...

/dev on /dev read/write/setuid/devices/rstchown/dev=85c0000 on Tue May 15 14:49:01 2012

/system/contract on ctfs read/write/setuid/devices/rstchown/dev=8680001 on Tue May 15 ...

/proc on proc read/write/setuid/devices/rstchown/dev=8600000 on Tue May 15 14:49:01 2012

/etc/mnttab on mnttab read/write/setuid/devices/rstchown/dev=86c0001 on Tue May 15

 14:49:01 ...

/system/volatile on swap read/write/setuid/devices/rstchown/xattr/dev=8700001 on Tue May

 15 ...

/system/object on objfs read/write/setuid/devices/rstchown/dev=8740001 on Tue May 15 ...

/etc/dfs/sharetab on sharefs read/write/setuid/devices/rstchown/dev=8780001 on Tue May 15 ...

/lib/libc.so.1 on /usr/lib/libc/libc_hwcap2.so.1 read/write/setuid/devices/rstchown/dev ...

/dev/fd on fd read/write/setuid/devices/rstchown/dev=8880001 on Tue May 15 14:49:29 2012

/var on rpool/ROOT/zfsBE/var read/write/setuid/devices/rstchown/nonbmand/exec/xattr/atime/ ...

/tmp on swap read/write/setuid/devices/rstchown/xattr/dev=8700002 on Tue May 15 14:49:29 2012

/var/share on rpool/VARSHARE read/write/setuid/devices/rstchown/nonbmand/exec/xattr/atime/ ...

/home/rimmer on pluto:/export/home/rimmer remote/read/write/setuid/xattr/...

이 예에서는 zfs mount 명령을 사용하여 현재 마운트된 ZFS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표시
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zfs mount
rpool/ROOT/zfsBE                /

rpool/ROOT/zfsBE                /var

rpool/VARSHARE                  /var/share

tank/home                       /tank/home

/etc/vfstab 파일에 대한 필드 설명

/etc/vfstab 파일의 항목에는 필드가 7개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이러한 필드에 대해 설명
합니다.

표 2-1 /etc/vfstab 파일에 대한 필드 설명

필드 이름 설명

device to mount 이 필드는 다음 중 하나를 식별합니다.

■ 로컬 레거시 UFS 파일 시스템의 블록 장치 이름(예: /dev/dsk/c8t1d0s7)

■ 원격 파일 시스템의 리소스 이름(예: myserver:/export/home)

원격 시스템 리소스에 대한 항목을 추가한 후 다음 서비스가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
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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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이름 설명

# svcs -a | grep nfs/client
disabled       May_14   svc:/network/nfs/client:default

# svcadm enable svc:/network/nfs/client:default

NF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 스왑 볼륨(예: /dev/zvol/dsk/rpool/swap)입니다.

■ 가상 파일 시스템의 디렉토리

device to fsck device to mount 필드로 식별되는 레거시 UFS 파일 시스템에 해당하는 원시(문자) 장
치 이름입니다(예: /dev/rdsk/c8t1d0s7). 이 필드는 fsck 명령에서 사용한 원시 인터페
이스를 확인합니다. 읽기 전용 파일 시스템 또는 원격 파일 시스템과 같이 적용 가능한
장치가 없는 경우 대시(-)를 사용합니다.

mount point 레거시 또는 원격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할 위치를 식별합니다(예: /data).

FS type 파일 시스템 유형을 식별합니다.

fsck pass fsck 명령에서 레거시 UFS 파일 시스템을 검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전달
번호입니다. 필드에 대시(-)가 포함된 경우 해당 파일 시스템은 검사하지 않습니다. 현
재 /etc/vfstab 파일의 fsck pass 값은 부트 프로세스 중 무시됩니다.

필드에 0이 포함된 경우 레거시 UFS 파일 시스템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필드에 0보다
큰 값이 포함된 경우 해당 UFS 파일 시스템을 항상 검사합니다.

이 필드에 값 1이 포함된 모든 레거시 UFS 파일 시스템은 vfstab 파일에 나타나는 순서
대로 한 번에 하나씩 검사됩니다. fsck pass 값이 1보다 크고 preen 옵션(-o p)이 사
용되는 여러 UFS 파일 시스템에서 fsck 명령이 실행되는 경우 fsck 명령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다른 디스크에 있는 파일 시스템을 자동으로 검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달 번호 값이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mount at boot 시스템 부트 시 mountall 명령이 파일 시스템을 자동으로 마운트할지 여부에 대해 yes
또는 no로 설정합니다. 이 필드는 autofs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필드는 /proc 및 /
dev/fd와 같은 가상 파일 시스템에 대해 항상 no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mount options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는 데 사용되는, 공백 없이 쉼표로 구분된 옵션 목록입니다. 옵

션이 없음을 나타내려면 대시(-)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fstab(4)를 참조하십
시오.

참고 - /etc/vfstab 파일에 있는 각 필드에는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필드에 값이 없으면 대시
(-)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이 제대로 부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
지로 공백을 필드 값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Oracle Solaris 파일 시스템 마운트 해제를 위한 필수 조건

파일 시스템 마운트 해제를 위한 필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자여야 합니다.

■ 사용 중인 파일 시스템은 마운트 해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파일 시스템의 디렉토리
에 액세스 중인 경우, 해당 파일 시스템에 파일이 열려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또는
파일 시스템이 공유 중인 경우 파일 시스템은 사용 중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음을 수행하여 마운트 해제할 수 있도록 파일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VNFS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4vfsta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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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파일 시스템에서 디렉토리로 변경합니다.

■ 시스템에서 로그아웃합니다.

■ fuser 명령을 사용하여 파일 시스템에 액세스 중인 모든 프로세스를 나열한 다음 필
요한 경우 중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 시스템에 액세스 중인 모든 프로세스를 중
지하는 방법 [32]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중인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 파일 시스템의 공유를 해제합니다.

■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zfs set share.nfs=off tank/fs1

■ 레거시 unshare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nshare(1M)를 참조하십
시오.

파일 시스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마운트 해제했는지 확인하려면 mount 명령의 출력을 확인
합니다.

$ mount | grep unmounted-file-system

/etc/vfstab 파일에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

일부 ZFS 파일 시스템에 레거시 마운트 동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부트 시 ZFS 이외의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 ZFS 파일 시스템 마운트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Oracle Solaris 11.2의 ZFS 파일 시스템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1.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2. 필요한 경우 마운트할 파일 시스템의 마운트 지점을 만듭니다.

# mkdir /mount-point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려면 로컬 시스템에 마운트 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마운트 지점은 마
운트된 파일 시스템이 첨부되는 디렉토리입니다.

3. /etc/vfstab 파일을 편집하고 항목을 추가합니다. 다음을 수행합니다.

a.   공백(공백 또는 탭)으로 각 필드를 구분합니다.

b.   필드에 내용이 없는 경우 대시(-)를 지정합니다.

c.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unshare-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ZFSADMIN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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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부트 프로세스 중 루트(/) 파일 시스템은 커널에 의해 읽기 전용으로 마운트되므로
remount 옵션 및 remount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옵션만 /etc/vfstab 파일의 루트(/) 항목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   2-7 /etc/vfstab 파일에 항목 추가

다음 예에서는 디스크 슬라이스 /dev/dsk/c0t3d0s7을 마운트 지점 /files1에 레거시 UFS
파일 시스템으로 마운트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원시 문자 장치 /dev/rdsk/c0t3d0s7은
device to fsck로 지정됩니다. fsck pass 값 2는 파일 시스템을 검사하지만 순차적으로 검
사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device           device             mount    FS       fsck   mount    mount

#to mount         to fsck            point    type     pass   at boot  options

#

/dev/dsk/c0t3d0s7 /dev/rdsk/c0t3d0s7 /files1  ufs      2      yes       -

다음 예에서는 마운트 지점 /usr/man에서 시스템 pluto의 /export/man 디렉토리를 NFS 파
일 시스템으로 마운트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NFS 파일 시스템이므로 device to fsck 및
fsck pass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이 예에서 mount options는 ro(읽기 전용) 및 soft입니다.

#device           device             mount    FS       fsck   mount    mount

#to mount         to fsck            point    type     pass   at boot  options

pluto:/export/man   -                /usr/man nfs      -      yes       ro,soft

/etc/vfstab 파일에 원격 시스템 및 리소스를 추가한 후 다음 서비스가 시작되었는지 확인합
니다.

# svcs -a | grep nfs/client
disabled       May_14   svc:/network/nfs/client:default

# svcadm enable svc:/network/nfs/client:default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시스템을 재부트한 후에도 원격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되지 않
습니다.

파일 시스템(/etc/vfstab 파일)을 마운트하는 방법

1.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2. /etc/vfstab 파일에 나열된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합니다.

# mount /mount-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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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ount-point는 /etc/vfstab 파일에 있는 mount point 또는 device to mount 필드
의 항목을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운트 지점은 쉽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   2-8 파일 시스템(/etc/vfstab 파일) 마운트

다음 예에서는 /etc/vfstab 파일에 나열된 로컬 /legacy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mount /legacy

예   2-9 모든 파일 시스템(/etc/vfstab 파일) 마운트

다음 예에서는 mountall 명령을 사용하고 파일 시스템이 이미 마운트된 경우 표시되는 메시
지를 보여 줍니다.

# mountall
mount: /tmp is already mounted or swap is busy

다음 예에서는 /etc/vfstab 파일에 나열된 모든 로컬 시스템을 마운트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
다.

# mountall -l

다음 예에서는 사용 가능한 모든 ZFS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zfs mount -a

다음 예에서는 /etc/vfstab 파일에 나열된 모든 원격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mountall -r

NFS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는 방법(mount 명령)

1.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2. 필요한 경우 마운트할 파일 시스템의 마운트 지점을 만듭니다.

# mkdir /mount-point

로컬 시스템에는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할 마운트 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마운트 지점은 마운
트된 파일 시스템이 첨부되는 디렉토리입니다.

3. 해당 리소스(파일 또는 디렉토리)가 서버에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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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S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려면 share 명령을 사용하여 서버에서 해당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리소스 공유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anaging Network File
Systems in Oracle Solaris 11.2”를 참조하십시오.

4. NFS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합니다.

# mount -F nfs [-o mount-options] server:/directory /mount-point

예   2-10 NFS 파일 시스템 마운트(mount 명령)

다음 예에서는 서버 pluto에서 /mnt의 /export/packages 디렉토리를 마운트하는 방법을 보
여 줍니다.

# mount -F nfs pluto:/export/packages /mnt

x86: 하드 디스크에서 PCFS(DOS)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하는 방법(mount 명령)

하드 디스크에서 PCFS(DOS)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

1.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2. 필요한 경우 마운트할 파일 시스템의 마운트 지점을 만듭니다.

# mkdir /mount-point

로컬 시스템에는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할 마운트 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마운트 지점은 마운
트된 파일 시스템이 첨부되는 디렉토리입니다.

3. PCFS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합니다.

# mount -F pcfs [-o rw | ro] /dev/dsk/device-name:logical-drive /mount-point

-o rw | ro PCFS 파일 시스템을 읽기/쓰기(rw) 또는 읽기 전용(ro)으로 마운트할
수 있도록 지정합니다. 이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은 rw입니다.

/dev/dsk/device-
name

전체 디스크의 장치 이름(예: /dev/dsk/c0t0d0p0)을 지정합니다.

logical-drive DOS 논리 드라이브 문자(c-z) 또는 드라이브 번호(1-24)를 지정합니
다. 드라이브 c는 드라이브 1과 동일하고 해당 드라이브의 기본 DOS
슬라이스를 나타냅니다. 다른 모든 문자 또는 번호는 확장된 DOS 슬라
이스 내의 DOS 논리 드라이브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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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point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할 디렉토리를 지정합니다.

device-name 및 logical-drive는 콜론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예   2-11 x86: 하드 디스크에서 PCFS(DOS) 파일 시스템 마운트(mount 명령)

다음 예에서는 /pcfs/c 디렉토리에 있는 기본 DOS 슬라이스에서 논리 드라이브를 마운트하
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mount -F pcfs /dev/dsk/c0t0d0p0:c /pcfs/c

다음 예에서는 /mnt 디렉토리에서 확장된 DOS 슬라이스에 있는 첫번째 읽기 전용 논리 드라
이브를 마운트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mount -F pcfs -o ro /dev/dsk/c0t0d0p0:2 /mnt

파일 시스템에 액세스 중인 모든 프로세스를 중지하는 방
법

1.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2. 파일 시스템에 액세스 중인 모든 프로세스를 나열하므로 중지할 프로세스를 파악할 수 있습
니다.

# fuser -c [ -u ] /mount-point

-c 파일 시스템의 마운트 지점인 파일과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 내의 파일
을 보고합니다.

-u 각 프로세스 ID의 사용자 로그인 이름을 표시합니다.

/mount-point 프로세스를 중지하려는 파일 시스템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3. 파일 시스템에 액세스 중인 프로세스를 모두 중지합니다.

# fuser -c -k /mount-point

해당 파일 시스템을 사용 중인 각 프로세스에 SIGKILL이 전송됩니다.

참고 - 사용자에게 먼저 경고를 표시한 후에 사용자의 프로세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파일 시스템에 액세스 중인 프로세스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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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ser -c /mount-point

예   2-12 파일 시스템에 액세스 중인 프로세스를 모두 중지합니다.

다음 예는 /export/home 파일 시스템을 사용 중인 프로세스 4006c를 중지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fuser -c /export/home
/export/home:     4006c

# fuser -c -k /export/home
/export/home:     4006c

# fuser -c /export/home
/export/home: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하는 방법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합니다.

1. “Oracle Solaris 파일 시스템 마운트 해제를 위한 필수 조건” [27]에 나열된 필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합니다.

# umount /mount-point

여기서 /mount-point는 마운트 해제하려는 파일 시스템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되는 디렉토리 이름

■ 파일 시스템의 장치 이름 경로

■ NFS 파일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

■ LOFS 파일 시스템의 루프백 디렉토리

예   2-13 파일 시스템 마운트 해제

다음 예에서는 레거시 UFS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umount /legacy

다음 예에서는 UFS /legacy 파일 시스템을 강제로 마운트 해제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umount -f /legacy

다음 예에서는 모든 ZFS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 해제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zfs umoun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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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인 파일 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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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스왑 공간 구성

이 장에서는 Oracle Solaris OS 설치 후 ZFS 루트 파일 시스템에 필요한 추가 스왑 공간을 구
성하기 위한 지침 및 단계별 지침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이 장에서 다루는 정보를 나열한 것입니다.

■ “스왑 공간 정보” [35]

■ “추가 스왑 공간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38]

■ “스왑 공간을 할당하는 방법” [39]

■ “스왑 공간 계획” [39]

■ “스왑 리소스 모니터” [41]

■ “Oracle Solaris ZFS 루트 환경에서 스왑 공간 추가 및 변경” [42]

스왑 공간 정보

다음을 확인하려면 Oracle Solaris에서 스왑 방식의 기능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스왑 공간 요구 사항

■ 스왑 공간과 TMPFS 파일 시스템 간의 관계

■ 스왑 공간과 관련된 오류 메시지에서 복구하는 방법

스왑 공간 및 가상 메모리

Oracle Solaris OS 소프트웨어 및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파일 시스템이 아니라 임시
저장소의 일부 디스크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의 예약 영역을 스왑 공간이라고
합니다. 스왑 공간은 시스템에서 현재 프로세스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물리적 메모리가 부족
할 경우 가상 메모리 저장소로 사용됩니다. ZFS 루트 파일 시스템에서 스왑을 위해 예약된 디
스크 공간이 ZFS 볼륨입니다.

가상 메모리 시스템은 디스크에 있는 파일의 물리적 사본을 메모리의 가상 주소에 매핑합니
다. 이러한 매핑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된 물리적 메모리 페이지는 파일 시스템의 정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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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스왑 공간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가 스왑 공간으로 지원되면 메모리를 지원하
는 디스크 공간에 지정된 ID가 없기 때문에 익명 메모리라고 합니다.

Oracle Solaris OS는 이러한 페이지를 실제로 지원하는 익명 메모리 페이지와 물리적 저장
소(또는 디스크로 지원되는 스왑 공간) 간의 계층인 가상 스왑 공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
다. 시스템의 가상 스왑 공간은 시스템의 모든 물리적(디스크 지원) 스왑 공간과 현재 사용 가
능한 물리적 메모리 부분의 합과 동일합니다.

가상 스왑 공간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가상 스왑 공간에는 물리적(디스크) 저장소에 상응하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많
은 물리적 스왑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 SWAPFS라는 의사 파일 시스템은 익명 메모리 페이지에 주소를 제공합니다. 메모리 페
이지의 할당을 제어하기 때문에 SWAPFS는 더욱 유연하게 페이지에 대해 발생하는 활동
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WAPFS는 디스크 지원 스왑 저장소에 대한 페이지의
요구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왑 공간 및 TMPFS 파일 시스템

TMPFS 파일 시스템은 Oracle Solaris 환경에서 /etc/vfstab 파일의 항목에 의해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TMPFS 파일 시스템은 디스크가 아닌 메모리(/tmp 디렉토리)에 파일 및 파일
관련 정보를 저장하므로 이러한 파일에 더욱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tmp를
많이 사용하는 컴파일러 및 DBMS 제품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TMPFS 파일 시스템은 시스템 스왑 리소스의 /tmp 디렉토리에서 공간을 할당합니다. 이 기
능을 사용하면 /tmp 디렉토리의 공간을 모두 사용 시 스왑 공간도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따
라서 응용 프로그램이 /tmp 디렉토리를 많이 사용하는 상태에서 스왑 공간의 사용을 모니터
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스왑 공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스왑 리소스가 제한되어 있더라도 TMPFS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사용하십시오.

■ TMPFS가 사용할 수 있는 스왑 리소스의 양을 제어하는 크기 옵션(-o size)을 사용하여
TMPFS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합니다.

■ 컴파일러의 TMPDIR 환경 변수를 사용하여 다른 큰 디렉토리를 가리킵니다.

컴파일러의 TMPDIR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컴파일러의 /tmp 디렉토리 사용 여부를 제
어할 수 있습니다. 이 변수는 /tmp 디렉토리를 사용하는 다른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습니다.

스왑 공간 및 덤프 장치 구성

덤프 장치는 일반적으로 시스템 충돌 덤프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예약된 디스크 공간입니다.
시스템이 설치되면 ZFS 스왑 볼륨 및 덤프 볼륨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dumpadm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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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시스템의 덤프 볼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시스템 관리 문제 해결 ”을 참조하십시오.

ZFS 루트 환경에서 스왑 및 덤프는 별도의 ZFS 볼륨으로 구성됩니다. 이 모델의 장점은 다음
과 같습니다.

■ 스왑 및 덤프 영역을 포함하기 위해 디스크를 분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스왑 및 덤프 장치에서 기본 ZFS I/O 파이프라인 아키텍처의 이점이 활용됩니다.

■ 스왑 및 덤프 장치에서 압축과 같은 특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스왑 및 덤프 장치 크기를 둘 다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zfs set volsize=2G rpool/dump

# zfs get volsize rpool/dump

NAME        PROPERTY  VALUE       SOURCE

rpool/dump  volsize   2G          -

대용량 덤프 장치를 재할당하는 프로세스의 경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 활성 시스템에서 보조 스왑 볼륨을 추가하여 전체 스왑 크기를 늘릴 수 있습니다.

ZFS 스왑 및 덤프 장치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ZFS 파일 시스템
관리 ”의 “ZFS 스왑 및 덤프 장치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스왑 공간 및 동적 재구성

좋은 실례로 충분한 스왑 공간을 할당하여 동적으로 재구성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한 CPU 및
시스템 보드를 지원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CPU 또는 시스템 보드 오류로
인해 메모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호스트 또는 도메인이 재부트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가 스왑 공간을 사용 가능하도록 설정하지 않으면 메모리 부족으로 인해 한 개
이상의 응용 프로그램이 시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발생 시 스왑 공간을 추가
하거나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의 메모리 사용을 재구성하려면 수동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 있
습니다.

재부트 시 메모리의 잠재적인 손실을 처리하도록 추가 스왑 공간을 할당한 경우 모든 핵심 응
용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고 일부
추가 스왑으로 인해 시스템이 느려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드웨어 동적 재구성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SAN 환경에서 스왑 공간 구성

SAN 환경과 같은 네트워크 연결 디스크에서 스왑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항목을 검토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ADTRB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ADTRB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ZFSADMINggrln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ZFSADMINggr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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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로 연결된 디스크에서 스왑 공간 문제를 진단하는 것은 네트워크 연결 디스크에서 스
왑 공간 문제를 진단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 SAN을 통한 스왑 공간 성능은 로컬로 연결된 디스크에서 구성된 스왑 공간 성능에 필적
해야 합니다.

■ 로컬로 연결된 디스크로 스왑을 이동하는 것보다는 성능 데이터 분석 후에 성능 문제가
있는 시스템에 메모리를 추가하는 것이 SAN를 통한 스왑 성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낫
습니다.

추가 스왑 공간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시스템에 추가 스왑 공간이 필요한지 확인하려면 swap -l 명령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swap -l 출력은 이 시스템의 스왑 공간이 거의 완전히 사용되었거나 100%
할당되었음을 표시합니다.

$ swap -l
swapfile                   dev    swaplo   blocks     free

/dev/zvol/dsk/rpool/swap  182,2       16   67108848     92

시스템의 스왑 공간이 100% 할당되면 응용 프로그램의 메모리 페이지는 임시 잠금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스템 성능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왑 관련 오류 메시지

다음 메시지는 응용 프로그램이 추가 익명 메모리를 얻으려고 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러
한 동작을 지원할 스왑 공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application is out of memory

malloc error O

messages.1:Sep 21 20:52:11 mars genunix: [ID 470503 kern.warning]

WARNING: Sorry, no swap space to grow stack for pid 100295 (myprog)

TMPFS 관련 오류 메시지

파일을 쓸려고 했을 때 페이지를 할당할 수 없으면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TMPFS가 허
용되는 것보다 많이 쓰려고 한 경우 또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많은 메모리를 사용 중
인 경우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directory: File system full, swap space limit exc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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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메시지는 새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중 TMPFS에서 물리적 메모리가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directory: File system full, memory allocation failed

TMPFS 관련 오류 메시지에서의 복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mpfs(7FS)를 참조하십시오.

스왑 공간을 할당하는 방법

처음에 스왑 공간은 Oracle Solaris 설치 프로세스의 일부로 할당되며 스왑 공간 크기는 시스
템 메모리에 따라 다릅니다.

스왑 공간 할당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은 “스왑 공간 계획” [39]을 참조하십시오.

스왑 영역 및 /etc/vfstab 파일

시스템이 설치된 후에 스왑 영역 및 스왑 파일은 /etc/vfstab 파일에 나열됩니다. 스왑 파일
은 시스템 부트 시 /sbin/swapadd 스크립트로 활성화됩니다.

/etc/vfstab 파일에서 스왑 장치에 해당하는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 ZFS 루트 파일 시스템이 있는 시스템의 스왑 볼륨 경로 이름에 대한 전체 경로 이름

■ 스왑 슬라이스 또는 스왑 파일의 파일 시스템 유형

스왑 파일이 포함된 파일 시스템은 스왑 파일이 활성화되기 전에 마운트되어야 합니다. 따라
서 /etc/vfstab 파일에서 스왑 파일을 활성화하는 항목 앞에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는 항목
이 왔는지 확인합니다.

스왑 공간 계획

스왑 공간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지원 설계 시뮬레이터, 데이터베이스 관리 제품, 트랜잭
션 모니터 및 지질 분석 시스템과 같은 대용량 응용 프로그램은 200-1000MB의 스왑 공간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스왑 공간 요구 사항은 응용 프로그램 공급업체에 문의하십시오.

응용 프로그램 공급업체로부터 스왑 공간 요구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스템 유형을 기
반으로 다음 일반 지침을 수행하여 스왑 공간을 할당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7tmpfs-7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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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충돌 덤프 컨텐츠가 압축되므로 덤프 장치에는 물리적 메모리와 동일한 크기가 있을 필
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덤프 컨텐츠 값은 커널 페이지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덤프 컨텐츠
값이 모든 메모리 페이지를 덤프하도록 설정되면 덤프 크기를 물리적 메모리 크기의 절반 이
상으로 늘릴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표 3-1 ZFS 파일 시스템에 대한 스왑 및 덤프 볼륨 크기

시스템 유형 스왑 볼륨 크기 덤프 볼륨 크기

약 4GB의 물리적 메모리가 있는 시
스템

1GB 2GB

약 8GB의 물리적 메모리가 있는 중
급 서버

2GB 4GB

약 16GB-128GB의 물리적 메모리
가 있는 고급 서버

4GB 8-64GB

128GB 이상의 물리적 메모리가 있
는 고급 서버

물리적 메모리 크기의 1/4 물리적 메모리 크기의 1/2

참고 - 활성 ZFS 파일 시스템이 많이 있는 사용 중인 시스템은 덤프 장치 크기로 물리적 메모
리 크기의 1/2에서 3/4을 사용합니다.

ZFS 루트 파일 시스템이 있는 시스템에서 dumpadm -d 명령을 사용하여 시스템 충돌 시스템을
보유하기에 너무 작은 덤프 장치를 지정하려고 하면 다음과 유사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dumpadm: dump device /dev/zvol/dsk/rpool/dump is too small to hold a

system dump dump size 43467329536 bytes, device size 42949672960 bytes

ZFS 기반 시스템에 스왑 공간 할당

ZFS 루트 파일 시스템의 처음 설치하는 동안 ZFS 루트 풀의 ZFS 볼륨에서 스왑 영역이 자동
으로 만들어집니다.

■ 스왑 장치는 고정된 크기의 슬라이스에 미리 할당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매우 쉽게 스왑
크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응용 프로그램의 스왑 요구 사항을 평가한 후 기본 스왑 크기를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
우에는 처음 설치하는 동안 또는 설치 후에 스왑 볼륨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ZFS 환경에서 파일 시스템은 풀의 공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var/crash 디렉토리는 충
돌 덤프의 저장량에 따라 필요한 공간을 사용합니다.

스왑 볼륨을 만들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 스왑 영역과 덤프 장치에 별도의 ZFS 볼륨을 사용해야 합니다.

■ 현재 ZFS 파일 시스템에서는 스왑 파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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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루트 풀에 스왑 및 덤프 장치를 만들려는 경우 스왑 및 덤프 볼륨을 RAID-Z 풀에 만들
지 마십시오. 풀에 스왑 및 덤프 볼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1-디스크 풀 또는 미러링된
풀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과 유사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dev/zvol/dsk/rzpool/swap: Operation not supported

스왑 리소스 모니터

/usr/sbin/swap 명령은 스왑 영역 관리에 사용됩니다. -l 및 -s 옵션은 둘 다 스왑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swap -l 명령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스왑 영역을 식별합니다. 활성화된 스왑 장치 또는 파일
은 swapfile 열 아래에 나열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swap -l
swapfile             dev  swaplo blocks   free

/dev/dsk/c0t0d0s1   136,1      16 1638608 1600528

ZFS 루트 파일 시스템이 있는 시스템에서 swap -l 명령은 ZFS 볼륨 경로 이름을 식별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유사한 출력을 식별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swap -l
swapfile                  dev  swaplo blocks   free

/dev/zvol/dsk/rpool/swap 256,1      16 1058800 1058800

swap -S 명령을 사용하여 스왑 리소스를 모니터합니다.

# swap -s
total: 57416k bytes allocated + 10480k reserved = 67896k used,

833128k available

used 값과 available 값의 합은 물리적 메모리와 스왑 장치(또는 파일)의 일부를 포함한 시
스템의 전체 스왑 공간과 동일합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스왑 공간 사용을 모니터하기 위한 방법으로 swap -s 출력에서 사용 가능
한 스왑 공간과 사용된 스왑 공간의 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성능이 양호하면 swap
-s를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스왑 공간을 확인합니다. 시스템 성능이 느려지면 사용 가능한 스
왑 공간의 양을 검사하여 스왑 공간이 줄어들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스왑 공간 사용을
증가시켰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변경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사용하는 경우 커널 및 사용자 프로세스가 물리적 메모리를 잠그고 잠금을 해제함
에 따라 스왑에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메모리의 양이 크게 변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
오.

참고 - swap -l 명령은 512바이트 블록으로 스왑 공간을 표시합니다. swap -s 명령은 1024
바이트 블록으로 스왑 공간을 표시합니다. swap -l에서 블록을 추가하고 해당 블록을 KB로
변환하면 결과는 swap -s 출력에서 used와 available의 합계보다 작습니다. swap -l이 스왑
공간 계산에 물리적 메모리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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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에서는 swap -s 명령의 출력을 요약합니다.

표 3-2 swap -s 명령 출력

키워드 설명

bytes allocated 보조 기억 장치(디스크 지원 스왑 공간)로 현재 할당된, 1024바이트 블록으로
표시된 총 스왑 공간입니다.

reserved 현재 할당되지 않지만 추후 사용 가능하도록 메모리에서 요청하는 1024바이
트 블록으로 표시된 총 스왑 공간입니다.

used 할당 또는 예약된, 1024바이트 블록으로 표시된 총 스왑 공간입니다.

available 추후 예약 및 할당을 위해 현재 사용 가능할 수 있는, 1024바이트 블록으로 표
시된 총 스왑 공간입니다.

Oracle Solaris ZFS 루트 환경에서 스왑 공간 추가 및 변경

다음 단원에서는 ZFS 루트 환경에서 스왑 공간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
다. 시스템 또는 응용 프로그램에 추가 스왑 공간이 필요한지 확인하려면 이전 단원을 참조하
십시오.

ZFS 루트 환경에서 스왑 및 덤프 볼륨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ZFS 파일 시스템 관리 ”의 “ZFS 스왑 및 덤프 장치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Solaris ZFS 루트 환경에서 스왑 공간을 추가하는
방법

1.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2. 현재 스왑 볼륨을 파악합니다.

스왑 볼륨은 사용 중에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blocks 열에서 파악된 블록과 free 열에서 파
악된 블록을 비교하여 현재 스왑 볼륨이 사용 중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열의 블록이 동
일하면 스왑 영역은 사용 중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swap -l
swapfile                 dev  swaplo   blocks   free

/dev/zvol/dsk/rpool/swap 256,1      16 1058800 1058800

3.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스왑 볼륨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a.   현재 스왑 영역이 사용 중이 아니면 현재 스왑 볼륨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지만 늘어난
스왑 공간을 확인하려면 시스템을 재부트해야 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ZFSADMINggrln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ZFSADMINggrln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Oracle Solaris ZFS 루트 환경에서 스왑 공간을 추가하는 방법

3장. 추가 스왑 공간 구성 43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zfs get volsize rpool/swap
NAME        PROPERTY  VALUE    SOURCE

rpool/swap  volsize   517M     -

# zfs set volsize=2g rpool/swap

# zfs get volsize rpool/swap
NAME        PROPERTY  VALUE    SOURCE

rpool/swap  volsize   2G       -

# init 6

b.   시스템을 재부트할 수 없으면 다른 스왑 볼륨을 추가하여 전체 스왑 공간을 늘립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zfs create -V 2G rpool/swap2

그런 다음 두번째 스왑 볼륨을 활성화합니다.

# swap -a /dev/zvol/dsk/rpool/swap2

# swap -l
swapfile                  dev  swaplo   blocks   free

/dev/zvol/dsk/rpool/swap  256,1      16 1058800 1058800

/dev/zvol/dsk/rpool/swap2 256,3      16 4194288 4194288

4. 필요한 경우 두번째 스왑 볼륨에 대한 항목을 /etc/vfstab 파일에 추가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dev/zvol/dsk/rpool/swap2    -        -       swap    -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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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        4  장 

파일 및 파일 시스템 복사

이 장에서는 다양한 백업 명령을 사용하여 파일 및 파일 시스템을 디스크, 테이프 및 디스켓
에 복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 다루는 단계별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일 시스템 간에 디렉토리를 복사하는 방법(cpio) [47]

■ 파일을 테이프에 복사하는 방법(tar) [49]

■ 테이프에 있는 파일을 나열하는 방법(tar) [50]

■ 테이프에서 파일을 검색하는 방법(tar) [50]

■ “pax 명령을 사용하여 파일을 테이프에 복사” [51]

■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테이프에 복사하는 방법(cpio) [52]

■ 테이프에 있는 파일을 나열하는 방법(cpio) [53]

■ 테이프에서 모든 파일을 검색하는 방법(cpio) [54]

■ 테이프에서 특정 파일을 검색하는 방법(cpio) [55]

■ 파일을 원격 테이프 장치에 복사하는 방법(tar 및 dd) [56]

■ 원격 테이프 장치에서 파일을 추출하는 방법 [57]

파일 시스템 복사 명령

개별 파일, 파일 시스템의 일부 또는 전체 파일 시스템을 복사하거나 이동하려는 경우에 이
장에 설명된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Oracle Solaris 릴리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백업 및 복원 명령에 대해 설명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백업 제품 사용을 고려해 보시기 바
랍니다.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백업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Technical Network
를 참조하십시오.

표 4-1 다양한 백업 명령 요약

명령 이름 파일 시스템 경계 인식 여
부

다중 볼륨 백업 지원 여부 물리적/논리적 복사

volcopy 예 예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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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이름 파일 시스템 경계 인식 여
부

다중 볼륨 백업 지원 여부 물리적/논리적 복사

tar 아니오 아니오 논리적

cpio 아니오 예 논리적

pax 예 예 논리적

dd 예 아니오 물리적

zfs send 및 zfs receive 예 해당 없음 논리적

zfs snapshot 예 해당 없음 논리적

다음 표는 각 명령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표 4-2 tar, pax 및 cpio 명령의 장점과 단점

명령 기능 장점 단점

tar 파일 및 디렉토리 하위 트리
를 테이프 하나에 복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 대부분의 UNIX 운영 체
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 공용 도메인 버전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파일 시스템 경계를 인식
하지 않습니다.

■ 전체 경로 이름의 길이가
255자를 초과할 수 없습
니다.

■ 여러 개의 테이프 볼륨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없습
니다.

pax 여러 개의 테이프 볼륨이 필
요한 파일, 특수 파일 또는
파일 시스템을 복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또는 파일을
POSIX 호환 시스템에서 또는
POSIX 호환 시스템으로 복사
하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POSIX 호환 시스템에서
tar 또는 cpio 명령보다
이식성이 좋습니다.

■ 여러 공급업체를 지원합
니다.

tar 명령과 비교했을 때 비슷
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pax
명령으로는 여러 개의 테이
프 볼륨을 만들 수 있습니다.

cpio 여러 개의 테이프 볼륨이 필
요한 파일, 특수 파일 또는 파
일 시스템을 복사하는 데 사
용합니다. 또는 최신 Oracle
Solaris 릴리스를 실행하는
시스템에서 이전 Solaris 릴
리스를 실행하는 시스템으로
파일을 복사하려는 경우에 사
용합니다.

■ tar 명령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테이프에 압축
합니다.

■ 복원할 때 테이프에서 잘
못된 부분을 모두 건너뜁
니다.

■ 서로 다른 시스템 유형
간의 이식성을 위해 tar,
ustar, crc, odc, bar 등의
여러 헤더 형식을 사용하
여 파일을 기록하는 옵션
을 제공합니다.

■ 여러 개의 테이프 볼륨을
만듭니다.

명령 구문은 tar 또는 pax 명
령보다 어렵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단계별 지침을 설명하고 이러한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의 예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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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시스템 간에 디렉토리 복사(cpio 명령)

cpio(copy in and out) 명령을 사용하여 개별 파일, 파일 그룹 또는 전체 파일 시스템을 복
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cpio 명령을 사용하여 전체 파일 시스템을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cpio 명령은 파일 목록을 하나의 큰 출력 파일에 복사하는 아카이브 프로그램입니다. 이 명
령은 개별 파일 사이에 헤더를 삽입하여 복구를 지원합니다. cpio 명령을 사용하면 전체 파
일 시스템을 다른 슬라이스, 다른 시스템 또는 매체 장치(예: 테이프나 USB 디스켓)에 복사
할 수 있습니다.

cpio 명령은 매체의 끝을 인식하고 다른 볼륨을 삽입하라는 프롬프트를 표시하기 때문에 여
러 테이프 또는 USB 디스켓을 사용해야 하는 아카이브를 만드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명령
입니다.

cpio 명령을 사용할 때는 ls 및 find 명령을 사용하여 복사할 파일을 나열 및 선택한 다음 출
력을 cpio 명령으로 파이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일 시스템 간에 디렉토리를 복사하는 방법(cpio)

1.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2. 적절한 디렉토리로 변경합니다.

# cd filesystem1

3. find 및 cpio 명령을 사용하여 filesystem1에서 filesystem2로 디렉토리 트리를 복사합니다.

# find . -print -depth | cpio -pdm filesystem2

.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서 시작합니다.

-print 파일 이름을 인쇄합니다.

-depth 디렉토리 계층을 내려가 파일 이름을 아래쪽부터 인쇄합니다.

-p 파일 목록을 만듭니다.

-d 필요에 따라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m 디렉토리에 올바른 수정 시간을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pio(1)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cpi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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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디렉토리 이름에 해당되는 파일을 복사합니다. 심볼릭 링크는 보존됩니다.

-u 옵션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옵션은 무조건 복사를 강제로 실행합니다. 이전 파일로
새 파일을 대체하려면 이 옵션을 지정해야 합니다. 디렉토리의 정확한 복사본이 필요하며 복
사할 파일 일부가 이미 대상 디렉토리에 있는 경우에 이 옵션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4. 대상 디렉토리의 내용을 표시하여 복사에 성공했는지 확인합니다.

# cd filesystem2
# ls

5. 필요한 경우는 소스 디렉토리를 제거합니다.

# rm -rf filesystem1

예   4-1 파일 시스템 간에 디렉토리 복사(cpio)

# cd /data1

# find . -print -depth | cpio -pdm /data2
19013 blocks

# cd /data2

# ls

# rm -rf /data1

파일 및 파일 시스템을 테이프에 복사

tar, pax 및 cpio 명령을 사용하여 파일과 파일 시스템을 테이프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복사
시 원하는 유연성과 정확성에 따라 선택하는 명령이 달라집니다. 세 개의 명령이 모두 원시
장치를 사용하므로 테이프를 사용하기 전에 포맷하거나 파일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
다.

사용하는 테이프 드라이브 및 장치 이름은 각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테
이프 장치 이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장치 관리 ”의 “사용할 매체 선
택”을 참조하십시오.

파일을 테이프에 복사(tar 명령)

다음은 tar 명령을 사용하여 파일을 복사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 tar 명령에 -c 옵션을 사용하여 파일을 테이프에 복사하면 현재 테이프 위치 또는 그 이후
에 이미 테이프에 있던 파일이 모두 삭제됩니다.

■ 파일을 복사할 때 지정하는 파일 이름의 일부로 파일 이름 대체 와일드카드(? 및 *)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미어가 .doc인 모든 문서를 복사하려면 파일 이름 인수로
*.doc를 입력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AGDFSbkuptapedevice-2695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AGDFSbkuptapedevice-2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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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 아카이브에서 파일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파일 이름 대체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없
습니다.

파일을 테이프에 복사하는 방법(tar)

1. 복사할 파일이 포함된 디렉토리로 변경합니다.

2. 쓰기 가능한 테이프를 테이프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

3. 파일을 테이프에 복사합니다.

$ tar cvf /dev/rmt/n filenames

c 아카이브를 만드는 것을 나타냅니다.

v 아카이브 처리하는 동안 각 파일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f /dev/rmt/n 지정한 장치 또는 파일에 아카이브를 기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filenames 복사할 파일 및 디렉토리를 나타냅니다. 여러 개의 파일은 공백으로 분
리합니다.

지정한 파일 이름이 테이프에 복사되며 테이프에 있는 기존 파일을 덮어씁니다.

4. 드라이브에서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테이프 레이블에 파일의 이름을 씁니다.

5. 복사한 파일이 테이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tar tvf /dev/rmt/n

tar 테이프의 파일 나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이프에 있는 파일을 나열하는 방법
(tar) [50]을 참조하십시오.

예   4-2 파일을 테이프에 복사(tar)

다음 예는 세 개의 파일을 테이프 드라이브 0에 있는 테이프에 복사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cd /export/home/kryten

$ ls reports
reportA reportB reportC

$ tar cvf /dev/rmt/0 reports
a reports/ 0 tape blocks

a reports/reportA 59 tape blocks

a reports/reportB 61 tape blocks

a reports/reportC 63 tape blocks

$ tar tvf /dev/rm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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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에 있는 파일을 나열하는 방법(tar)

1. 테이프를 테이프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

2. 테이프 내용을 표시합니다.

$ tar tvf /dev/rmt/n

t 테이프에 있는 파일의 컨텐츠를 표시합니다.

v t 옵션과 함께 사용하며 테이프에 있는 파일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
공합니다.

f /dev/rmt/n 테이프 장치를 나타냅니다.

예   4-3 테이프에 있는 파일 나열(tar)

다음 예는 드라이브 0의 테이프에 있는 파일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 tar tvf /dev/rmt/0
drwxr-xr-x   0/0        0 Jul 14 13:50 2010 reports/

-r--r--r--   0/0   206663 Jul 14 13:50 2010 reports/reportC

-r--r--r--   0/0   206663 Jul 14 13:50 2010 reports/reportB

-r--r--r--   0/0   206663 Jul 14 13:50 2010 reports/reportA

테이프에서 파일을 검색하는 방법(tar)

1. 파일을 넣을 디렉토리로 변경합니다.

2. 테이프를 테이프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

3. 테이프에서 파일을 검색합니다.

$ tar xvf /dev/rmt/n [filenames]

x 지정한 아카이브 파일에서 파일을 추출해야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
정된 드라이브의 테이프에 있는 모든 파일이 현재 디렉토리에 복사됩니
다.

v 검색하는 동안 각 파일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f /dev/rmt/n 아카이브가 포함된 테이프 장치를 나타냅니다.

filenames 검색할 파일을 지정합니다. 여러 개의 파일은 공백으로 분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r(1)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ta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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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일이 복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ls -l

예   4-4 테이프에서 파일 검색(tar)

다음 예는 드라이브 0에 있는 테이프에서 파일을 모두 검색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cd /var/tmp

$ tar xvf /dev/rmt/0
x reports/, 0 bytes, 0 tape blocks

x reports/reportA, 0 bytes, 0 tape blocks

x reports/reportB, 0 bytes, 0 tape blocks

x reports/reportC, 0 bytes, 0 tape blocks

x reports/reportD, 0 bytes, 0 tape blocks

$ ls -l

일반 오류 테이프에서 추출한 파일의 이름이 아카이브에 저장된 파일의 이름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
다. 파일의 이름이나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테이프에 있는 파일을 나열해 보십
시오. 테이프에 있는 파일을 나열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테이프에 있는 파일을 나열하는 방
법(tar) [50]을 참조하십시오.

pax 명령을 사용하여 파일을 테이프에 복사

이 절에서는 pax 명령을 사용하여 테이프에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파일을 테이프에 복사하는 방법(pax)

1. 복사할 파일이 포함된 디렉토리로 변경합니다.

2. 쓰기 가능한 테이프를 테이프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

3. 파일을 테이프에 복사합니다.

$ pax -w -f /dev/rmt/n filenames

-w 쓰기 모드를 사용합니다.

-f /dev/rmt/n 테이프 드라이브를 식별합니다.

filenames 복사할 파일 및 디렉토리를 나타냅니다. 여러 개의 파일은 공백으로 분
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ax(1)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pa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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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일이 테이프에 복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pax -f /dev/rmt/n

5. 드라이브에서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테이프 레이블에 파일의 이름을 씁니다.

예   4-5 파일을 테이프에 복사(pax)

다음 예는 pax 명령을 사용하여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을 보여 줍
니다.

$ pax -w -f /dev/rmt/0 .

$ pax -f /dev/rmt/0
filea fileb filec

cpio 명령을 사용하여 파일을 테이프에 복사

이 절에서는 cpio 명령을 사용하여 테이프에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테이프에 복사하는 방법
(cpio)

1. 복사할 파일이 포함된 디렉토리로 변경합니다.

2. 쓰기 가능한 테이프를 테이프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

3. 파일을 테이프에 복사합니다.

$ ls | cpio -oc > /dev/rmt/n

ls cpio 명령에 파일 이름 목록을 제공합니다.

cpio -oc cpio 명령이 copy-out 모드로 작동하며(-o) 헤더 정보를 ASCII 문자 형
식으로 쓰도록(-c) 지정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다른 공급업체 시스
템에 대한 이식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dev/rmt/n 출력 파일을 지정합니다.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이 지정한 드라이브의 테이프로 복사되며 테이프에 있는 기존 파
일을 덮어씁니다. 복사한 총 블록 수가 표시됩니다.

4. 파일이 테이프에 복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cpio -civt < /dev/rm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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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pio 명령이 파일을 ASCII 문자 형식으로 읽도록 지정합니다.

-i 지금은 파일만 나열하지만, cpio 명령이 copy-in 모드로 작동하도록 지
정합니다.

-v ls -l 명령의 출력과 비슷한 형식으로 출력을 표시합니다.

-t 지정한 테이프 드라이브의 테이프에 있는 파일에 대한 컨텐츠를 나열합
니다.

< /dev/rmt/n 기존 cpio 아카이브의 입력 파일을 지정합니다.

5. 드라이브에서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테이프 레이블에 파일의 이름을 씁니다.

예   4-6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테이프에 복사(cpio)

다음 예에서는 /export/home/kryten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테이프 드라이브 0의 테
이프에 복사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cd /export/home/kryten

$ ls | cpio -oc > /dev/rmt/0
1280 blocks

$ cpio -civt < /dev/rmt/0
-r--r--r--    1 kryten   staff      206663 Jul 14 13:52 2010, filea

-r--r--r--    1 kryten   staff      206663 Jul 14 13:52 2010, fileb

-r--r--r--    1 kryten   staff      206663 Jul 14 13:52 2010, filec

drwxr-xr-x    2 kryten   staff           0 Jul 14 13:52 2010, letters

drwxr-xr-x    2 kryten   staff           0 Jul 14 13:52 2010, reports

1280 blocks

테이프에 있는 파일을 나열하는 방법(cpio)

참고 - 테이프의 컨텐츠를 나열하려면 cpio 명령이 아카이브 전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
간이 오래 걸립니다.

1. 아카이브 테이프를 테이프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

2. 테이프에 있는 파일을 나열합니다.

$ cpio -civt < /dev/rmt/n

예   4-7 테이프에 있는 파일 나열(cpio)

다음 예는 드라이브 0에 있는 테이프의 파일을 나열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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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io -civt < /dev/rmt/0
-r--r--r--    1 kryten   staff      206663 Jul 14 13:52 2010, filea

-r--r--r--    1 kryten   staff      206663 Jul 14 13:52 2010, fileb

-r--r--r--    1 kryten   staff      206663 Jul 14 13:52 2010, filec

drwxr-xr-x    2 kryten   staff           0 Jul 14 13:52 2010, letters

drwxr-xr-x    2 kryten   staff           0 Jul 14 13:52 2010, reports

1280 blocks

테이프에서 모든 파일을 검색하는 방법(cpio)

상대 경로 이름을 사용하여 아카이브를 만든 경우에는 파일을 검색할 때 입력 파일이 현재 디
렉토리에 있는 디렉토리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절대 경로 이름을 사용하여 아카이브를 만든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동일한 절대 경로를 사용하여 파일을 다시 만듭니다.

주의 - 절대 경로 이름을 사용하면 시스템에 있는 기존 파일을 덮어쓸 위험이 있습니다.

1. 파일을 넣을 디렉토리로 변경합니다.

2. 테이프를 테이프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

3. 테이프에서 모든 파일을 추출합니다.

$ cpio -icvd < /dev/rmt/n

-i 표준 입력에서 파일을 추출합니다.

-c cpio 명령이 파일을 ASCII 문자 형식으로 읽도록 지정합니다.

-v ls 명령의 출력과 비슷한 형식으로 파일을 검색하여 표시합니다.

-d 필요에 따라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 /dev/rmt/n 출력 파일을 지정합니다.

4. 파일이 복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ls -l

예   4-8 테이프에서 모든 파일 검색(cpio)

다음 예는 드라이브 0에 있는 테이프에서 파일을 모두 검색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cd /var/tmp

cpio -icvd < /dev/rmt/0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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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directives

tests

8 blocks

$ ls -l

테이프에서 특정 파일을 검색하는 방법(cpio)

1. 파일을 넣을 디렉토리로 변경합니다.

2. 테이프를 테이프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

3. 테이프에서 파일 하위 세트를 검색합니다.

$ cpio -icv "*file" < /dev/rmt/n

-i 표준 입력에서 파일을 추출합니다.

-c cpio 명령이 헤더를 ASCII 문자 형식으로 읽도록 지정합니다.

-v ls 명령의 출력과 비슷한 형식으로 파일을 검색하여 표시합니다.

"*file" 패턴과 일치하는 모든 파일이 현재 디렉토리에 복사되도록 지정합니
다. 여러 패턴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 각 패턴을 큰따옴표로 둘
러싸야 합니다.

< /dev/rmt/n 입력 파일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pio(1)를 참조하십시오.

4. 파일이 복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ls -l

예   4-9 테이프에서 특정 파일 검색(cpio)

다음 예에서는 드라이브 0에 있는 테이프에서 접미어가 chapter인 파일을 모두 검색하는 방
법을 보여 줍니다.

$ cd /home/smith/Book

$ cpio -icv "*chapter" < /dev/rmt/0
Boot.chapter

Directory.chapter

Install.chapter

Intro.chapter

31 blocks

$ ls -l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cpi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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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테이프 장치에 복사

이 절에서는 tar 및 dd 명령을 사용하여 원격 테이프 장치에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을 설명합
니다.

파일을 원격 테이프 장치에 복사하는 방법(tar 및 dd)

1. 테이프 드라이브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원격 시스템에서 ssh를 구성합니다. “Oracle Solaris
11.2의 보안 셸 액세스 관리 ”의 “보안 셸 구성(작업)”을 참조하십시오.

2. 파일을 넣을 디렉토리로 변경합니다.

3. 테이프를 테이프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

4. 파일을 원격 테이프 드라이브에 복사합니다.

$ tar cvf - filenames | ssh remote-host dd of=/dev/rmt/n obs=block-size

tar cf 테이프 아카이브를 만들고 아카이브 처리되는 파일을 나열하며 테이프
장치를 지정합니다.

v tar 파일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이픈) 테이프 장치의 위치 표시자를 나타냅니다.

filenames 복사할 파일을 식별합니다. 여러 개의 파일은 공백으로 분리합니다.

ssh | remote-host tar 명령의 결과를 원격 시스템으로 파이프 출력합니다.

dd of= /dev/rmt/
n

출력 장치를 나타냅니다.

obs=block-size 블록화 인자를 나타냅니다.

5. 드라이브에서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테이프 레이블에 파일의 이름을 씁니다.

예   4-10 원격 테이프 드라이브에 파일 복사(tar 및 dd)

# tar cvf - * | ssh mercury dd of=/dev/rmt/0 obs=126b
password:

a answers/ 0 tape blocks

a answers/test129 1 tape blocks

a sc.directives/ 0 tape blocks

a sc.directives/sc.190089 1 tape blocks

a tests/ 0 tape blocks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MSSsshuser-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MSSsshuse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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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sts/test131 1 tape blocks

6+9 records in

0+1 records out

원격 테이프 장치에서 파일을 추출하는 방법

1. 테이프를 테이프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

2. 임시 디렉토리로 변경합니다.

$ cd /var/tmp

3. 원격 테이프 장치에서 파일을 추출합니다.

$ ssh remote-host dd if=/dev/rmt/n | tar xvBpf -

ssh remote-host dd 명령을 사용하여 테이프 장치에서 파일을 추출하기 시작한 보안 셸
을 나타냅니다.

dd if=/dev/rmt/n 입력 장치를 나타냅니다.

| tar xvBpf - dd 명령의 출력을 파일 복원에 사용되는 tar 명령으로 파이프합니다.

4. 파일이 추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ls -l

예   4-11 원격 테이프 드라이브에서 파일 추출

$ cd /var/tmp

$ ssh mercury dd if=/dev/rmt/0 | tar xvBpf -
password:

x answers/, 0 bytes, 0 tape blocks

x answers/test129, 48 bytes, 1 tape blocks

20+0 records in

20+0 records out

x sc.directives/, 0 bytes, 0 tape blocks

x sc.directives/sc.190089, 77 bytes, 1 tape blocks

x tests/, 0 bytes, 0 tape blocks

x tests/test131, 84 bytes, 1 tape blocks

$ ls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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