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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분투 리눅스(Ubuntu Linux, 이후 우분투)의 기본적인

화면 구성 요소와‘시스템’메뉴의 하위 메뉴들의 기능

을 이해하고 나면 유닉스나 리눅스가 터미널 화면에서

어려운 명령어를 입력해야하는 운 체제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마이

크로소프트 윈도우보다 어려운 운 체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채로 한국어를 선택하고 설치를 완료하면 첫

부팅화면은(화면1)과같다.

(화면 1)의 상단과 하단에 하얀색의 표시줄은 패널(panel)이며,

윈도우의 작업표시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 하단에 나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윈도우와 달리 우분투(엄 히 말하면 Gnome)는 패널을

여러 개 추가할 수 있고 모두 없앨 수도 있으며, 패널 위에 각종 메

뉴, 아이콘, 패널 전용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패

널 전용 프로그램인 애플릿(Applet)은 윈도우의 트레이 아이콘

(Tray Icon)과유사한개념으로패널에서동작한다.

(화면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단 패널의 좌측에 있는‘프로그

램’, ‘위치’, ‘시스템’은‘메뉴 모음 애플릿’이며, ‘프로그램’메뉴는

현 시스템에 설치된 주요 프로그램이 종류별로 분류돼 있고, ‘위치’

메뉴는주요폴더와드라이브의바로가기기능을제공한다. ‘시스템’

은 각종 시스템과 프로그램 설정에 관한 기능들을 제공해 윈도우의

‘제어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메뉴 모음 애플릿은 윈도우의 작업

표시줄에있는‘시작’버튼과기능면에서유사하다.

메뉴 모음 애플릿 상단 우측에 있는 지구본을감싼 여우 모양의 아

이콘과 편지 봉투 아이콘 그리고 물음표 아이콘이 있는데, 이 역은

실행 아이콘을표시하며, 윈도우 작업표시줄의빠른 실행과같다(화

면 2). 지구본을 감싼 여우 아이콘은 파이어폭스 웹 브라우저로, 편

지 봉투 아이콘은 에볼루션 이메일 클라이언트로써 각각 윈도우의

인터넷 익스플로어와 아웃룩 익스프레스와 유사하다. 물음표 아이콘

은도움말아이콘으로우분투사용에 한도움말을제공한다.

(화면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단 패널의 우측에 있는 사용자 계

정이표시되는 역은‘사용자바꾸기’애플릿으로여러사람이동시

에 PC를 사용할 경우, 빠른 사용자 전환과 사용자ㆍ그룹 설정 기능

을 제공한다. 사용자 계정 표시 우측에 있는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은

강좌첫회에언급했던‘Deskbar’애플릿으로, 우분투7.10부터지원

하는 Tracker(Indexing, 색인) 기능과 함께 연동돼 컴퓨터 내의 자

료 검색, 프로그램의 빠른 검색과 실행,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검색까지다양한용도의검색기능을제공한다.

(화면 4)에서 업데이트를 알리는 아이콘이 있는‘알림 역’애플

릿은 각종 프로그램의 트레이 아이콘이 나열되며, 윈도우 작업 표시

줄의 트레이 역과 유사하다. 윈도우의 트레이 기능과 같이, 메신저

아이콘과 유ㆍ무선 네트워크의 트레이 아이콘 등이 알림 역 애플

릿에표시된다. 

운 체제를 설치하고 나면 데스크톱의 기본 설정과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사용하는 데 편하다. 이는 윈도우 기반의 데스크톱을 이용해 처음

으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할 때와 비슷하다. 기존 리눅스에 관한 인식은 DOS 화면에 직접 명령어를 입력함으로써 사용하는 어려운 운

체제 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리눅스는 윈도우의 시작 프로그램, 제어판 설정, 화면 설정 등과 같은 기능 뿐만 아니라 리눅스만의 기능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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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역의트레이아이콘들을 좌측부터설명하면, 첫번재아이

콘은 업데이트할 소프트웨어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업데이트 알

림아이콘바로우측의모니터두 가겹쳐진모양의아이콘은네트

워크 매니저(Network Manager)로 유ㆍ무선 LAN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이에 따른 설정을 가능하게 한다. 키보드 모양의 아이콘은

다국어 입력기인 SCIM(Smart Common Input Method)으로 한

ㆍ 문 등의 현재 상태를 표시하며, 입력기에 한 설정이 가능하다.

SCIM은 윈도우의 IME와 유사하다. 스피커 아이콘은‘볼륨 조절’

애플릿으로써 볼륨의 크기를 표시하고, 볼륨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설정이가능하다. 

날짜와 시간를 표시하는‘시계’애플릿은 현재 날짜와 시간을 보

여주고 클릭했을 때 작은 달력을 표시해준다. 이는 에볼루션의 일정

관리와도 연동된다. 우측 마지막 단의‘끝내기’애플릿은 시스템 종

료, 로그아웃, 절전등의기능을제공한다.

이제는 하단 패널에 있는 기능을 좌측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화

면5). 하단패널가장좌측의‘바탕화면보여주기’애플릿은윈도우

의‘바탕화면 보기’와 동일하다. 그 우측으로 긴 사각형의 역은

‘창목록’애플릿으로, 실행프로그램이나열되며, 창을닫고여는등

의 부가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점에서 윈도우의 작업표시줄과 유사하

다. 2개의 사각형 모양의 아이콘은‘작업 공간 바꾸기’애플릿으로

이곳을 클릭함으로써 작업 공간을 이동한다. 유닉스에서 파생된 운

체제(유닉스, 리눅스, 맥운 체제, 이후유닉스계열)의윈도우매

니저 부분은 작업 공간(Work Space)인 가상의 데스크톱 공간을

제공한다. 이는 전통적으로 사용자 기반의 운 체제 던 유닉스 계

열이 가진 특징이며, 텍스트 기반 인터페이스(CUI, Command

User Interface)에서도 다수의 가상 콘솔(화면)을 가지고 있었던 것

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여러 작업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한정된화면을좀더넓게활용할수있다. 좌측의끝에있는‘휴

지통’애플릿은 윈도우의 휴지통 기능과 같으며 리눅스 데스크톱에

적용된것은윈도우에비해서오래되지않았다.

전통적으로 유닉스 계열 운 체제의 명령어는 사용자들이 이용하

기 쉽지 않다. 텍스트 인터페이스(CUI) 기반의 파일 삭제 명령어는

매우 중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명령어 실행시 사용자에게 재차

확인하지 않는다. 명령어에서는 옵션으로 재확인 기능을 제공하지만

옵션의 기본 설정은 재확인 기능이 체크되지 않는다. 이는 유닉스 계

열의 운 체제가 전통적으로 명령어 기반이며,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배포 초기부터 제공했던 윈도우나 맥과 같은 운 체제에 비해 그래

픽 인터페이스를 통한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기간이

적었기때문일것이다.

시스템관리와설정

좀더 편리한 우분투 사용을 위해 접근성을 높이려면 윈도우의 제

어판에해당하는‘시스템’메뉴를이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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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스템 메뉴의‘기본 설정’에 있는 주요 메뉴를 소개한다(화

면6).

ㆍ보편적 접근

기본 설정의‘보편적 접근’은‘보조 기술 기본 설정’과‘키보드 접

근성기능’의두가지의세부메뉴로나누고, 보조기술설정은‘기본

프로그램’과‘키보드 접근성’, ‘접근성 로그인(로그인 창)’메뉴를

포함한다.

키보드 접근성 메뉴는 키보드에 관한 각종 설정을 하며, 다음에 소

개될‘키보드’메뉴에서제공하는기능중일부와겹치기도한다.

ㆍIndexing Preference

색인 서비스에 관한 설정을 하는 메뉴다. 색인 작업을 얼마나 자주

사용할 것인지와 어떤 항목을 작업할 것인지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색인 작업은 하드 디스크를 자주 읽고 쓰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시

스템의 체감 성능은 낮아진다. 이에 따라 부분의 경우에는 설치 후

이서비스를가장먼저해제한다.

ㆍMain Menu

상단 패널의‘메뉴 모음’애플릿으로 메뉴를 편집한다. 좌측의 메

뉴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하면 우측에서 그 메뉴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

들이 펼쳐진다. 펼쳐진 우측의 항목에서 보기 부분이 체크된 세부 항

목만이 메뉴에 나타난다. 이외에도 메뉴나 세부 항목을 추가하는 작

업과 아이콘 변경 기능을 제공한다. 이 메뉴는 메뉴 모음 애플릿에서

마우스의우클릭으로나타난팝업메뉴의‘메뉴편집’을선택해도실

행된다.

ㆍSCIM 입력기 설정

다국어입력기인SCIM을설정하는메뉴다. 이메뉴는한 ㆍ한자

로의 변환을 간편하게 하고 각 프로그램마다 독립적으로 한ㆍ 등

의언어입력상태를설정할수있다.

ㆍ기본 프로그램

우분투에서 사용할 기본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메신저 사용중에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때 사용할 웹 브라우저, 메일

을 사용할 기본 프로그램, 음악을 재생할 기본 프로그램 등과 같은

해당 기능과 동작을 수행하는데 있어 실행할 기본 프로그램을 설정

할수있도록한다. 

ㆍ네트워크 프록시

프록시 서버를 통해 인터넷을 연결할 경우 사용하는 메뉴이며, 이

런 방식으로의 인터넷 연결은 프록시 서버에 미리 캐싱된 내용을 사

용자가 받아봄으로써 전송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최근의 인터넷 환

경에서는 공개 프록시 서버가 사용자의 IP를 숨긴 채 인터넷을 사용

하는용도로더많이쓰이고있다.

ㆍ마우스

마우스 움직임의 감도,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인정하는 시간 간격

등과 같은 기본적인 설정 뿐 만 아니라 왼손사용자를 위한 마우스와

노트북에쓰이는터치패드등과같은설정기능도지원한다.

ㆍ모양새

각종 테마(GTK 테마)와 바탕화면의 배경그림, 시스템의 각 부분

별 폰트, 메뉴에 표시되는 아이콘, Compiz-Fusion의 3D 데스크톱

과같은화면효과등을설정하는메뉴다.

ㆍ세션

시작 프로그램에 관한 설정 기능을 지원하는 메뉴다. 로그인시 자

동으로실행될시작프로그램을‘세션옵션’탭에서설정할수있고,

현재 실행 중인 시작 프로그램을‘현재 세션’탭에서 관리한다. 앞서

언급한Tracker 서비스의해제를원할 경우에는시작 프로그램탭에

있는 Tracker를 사용하기때문에체크된것을 제거하면다음부팅부

터는이서비스가실행되지않는다.

ㆍ소리

소리 재생에 관한 것을 설정한다. 우분투가 제공하는 다양한 소리

재생엔진과, 기본믹서장치(엔진)를선택할수있다. 또한유닉스의

알림음인 삑소리(비프음)를 시각적 효과로 전환하는 것을 설정할 수

있다.

ㆍ원격 데스크톱

원격지에서 네트워크에 접속된 내 컴퓨터를 연결함으로써 내 컴

퓨터의 화면을 공유하고 작업하는 것이 가능하다. 내 컴퓨터와 원격

지 데스크톱 간의 공유를 활성화하면 오픈소스 기반의 VNC 서버가

설치되고 원격지에서 VNC 뷰어를 통해 내 컴퓨터에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VNC 서버와 뷰어는 윈도우, 리눅스, 맥 등의 운 체제를

지원한다. MSN의‘원격 제어’나 네이트온의‘내 PC 제어’와 유사

하다.

ㆍ이동식 드라이브와 미디어

USB 키보드, USB 마우스, USB 메모리, 디지털 카메라와 MP3

플레이어 등을 연결시 자동 인식여부 문제와 실행할 연결 프로그램

을 설정하는 메뉴다. 최근 리눅스는 외부 드라이브 장치들과의 호환

성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특히 리눅스 배포판 중의 우분투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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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되는장치가많은편이다.

ㆍ전원 관리

기 화면시 절전모드나 화면을 끄는 문제, 또한 노트북의 덮개를

닫았을때의동작등을설정하는메뉴다. 윈도우가제공하는전원관

리와같다.

ㆍ창

창의 크기, 창의 열기ㆍ닫기 문제, 창의 이동 등의 동작을 설정하

는메뉴다.

ㆍ키보드

키보드 키의 감도, 커서의 깜박임의 빈도수, 키보드 배치 등과 같

은 각종 키보드 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 ‘키 배치’탭에서 키 배치가

‘Korea, Republic of 101/104 key Compatible’로기본설정돼있다

면한 키와한자키를사용하는것에무리가없다.

ㆍ키보드 바로가기

키보드와 노트북의 단축키를 설정하는 메뉴다. 창의 최 ㆍ최소

화, 창닫기, 바탕화면 보기 등의 다양한 동작에 따른 단축키를 설정

할수있다.

ㆍ하드웨어 정보

다양한 하드웨어 정보를 제공한다. 하드웨어의 제조사, 상태, 각종

설정값에 한내용을상세히볼수있다.

ㆍ화면 보호기

일정시간동안입력이없을경우작동할화면보호기를제공한다.

ㆍ화면 해상도

화면의 해상도와 주사율을 조절하며 화면의 회전을 설정할 수 있

다. 최근의 우분투는‘시스템’메뉴에 있는‘관리’의 하위 메뉴인

‘Screens and Graphics’라는 한층 향상된 새로운 화면 설정 메뉴를

지원함으로써기존의이메뉴를거의사용하지않는다.

시스템 메뉴의 하위에 있는‘관리’의 주요 메뉴를 소개한다(화

면 7).

ㆍScreens and Graphics

우분투 최신 버전에서 추가된 메뉴로 부분의 우분투 사용자들에

게 호평을 받는 메뉴다. 이는 해상도 설정 뿐만 아니라 듀얼 모니터

나 외장 모니터에 관한 설정이 가능하고, 그래픽 드라이버의 선택과

변경이 기존보다 간편해졌다. 이 메뉴를 통해 수정된 사항은

/etc/X11/xorg.conf 에반 돼적용된다. 기존의편집기를통해직접

설정파일을 불러와 작업해야했던 번거로운 설정 방식이 그래픽 메뉴

를통해간편해졌다.

ㆍ공유폴더

유닉스 계열간의 파일 공유 방식인 NFS(Network File System)

와 윈도우와의 파일 공유 방식인 SMB(Server Message Block)를

사용해 공유폴더를 설정하는 메뉴다. NFS로 공유폴더를 설정하면

유닉스나 리눅스 환경에서 폴더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고, SMB로

공유폴더를 설정하면 유닉스나 리눅스 환경에서 윈도우와도 공유폴

더로 접근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유닉스 계열이 SMB도 지원하기

때문이다.

ㆍ네트워크

유ㆍ무선 LAN과 모뎀에 관해 설정하는 메뉴다. 기본적으로 우분

투의 네트워크 설정은 네트워크 매니저 프로그램이 담당하고 있어

이프로그램을사용하지않는경우에는불필요한메뉴다.

ㆍ네트워크 도구

텍스트 인터페이스가 제공하는 각종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들을 그

래픽 인터페이스 상에서 실행하고 그 결과값을 보여주는 메뉴다. 이

는 장치(ifconfig), Ping, Netstat, 포트검색(nmap) 등의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들을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통해 실행하고 볼 수 있도록

한다.

ㆍ로그인 창

첫부팅후로그인화면인GDM(Gnome Display Manager)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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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정을 한다. 암호 입력 없이 자동으로 로그인이 가능하게 설정하

거나 이외의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다. 이를 사용하는 부분의 경우

는GDM의테마를바꾸는것이다.

ㆍ사용자와 그룹

‘사용자바꾸기’애플릿에서도실행가능한메뉴로, 사용자와그룹

에 관한 설정을 도와주는 메뉴이다. 이 메뉴를 통해‘/etc/passwd’,

‘/etc/group’와같은파일을수정하는효과가있다.

ㆍ서비스

우분투는 사용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이

서비스 중의 일부를 활성화할 것인지에 관한 설정을 할 수 있다. 유

닉스계열서버는이런서비스들을데몬(daemon)이라고한다.

ㆍ소프트웨어 소스

우분투는‘저장소’에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제공한다. 이런 저장

소는 세계 곳곳에 복사본(Mirror)이 존재하며, 이 메뉴는 어느 지역

의 어떤 저장소를 선택할 것인지와 어떤 정책의 저장소를 사용할 것

인지 등을 설정한다. 또한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 만든 비공식적인 서

드 파티 저장소도 이에 추가할 수 있고 업데이트 빈도 등과 같은 업

데이트에관한설정을할수있다.

ㆍ날짜와 시간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며 인터넷 시간(시계) 서버와 동조

(Synchronize)시켜시간을맞출수있는기능을제공한다.

ㆍ시냅틱 꾸러미 관리자

‘소프트웨어 소스’메뉴를 통해 설정된 저장소에 있는 프로그램을

검색하거나 설치ㆍ삭제할 수 있는 메뉴다. 우분투에서 제공하는 모

든프로그램은이메뉴를통해검색하고설치ㆍ삭제할수있다. 

프로그램의 소스를 직접 받아 컴파일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업그

레이드 등과 같은 버전을 관리하는 문제가 어렵다. 따라서 특수한 경

우를 제외하고 이 메뉴를 사용하면 프로그램을 설치ㆍ삭제하기가 간

편해진다. 이 메뉴를 통해 설치된 프로그램은 새로운 버전의 프로그

램이 저장소에 등록되면 업데이트 알림 기능을 통해 새로운 버전의

프로그램 출시를 알려주며, 이를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다. 우분투

사용에있어가장중요한메뉴이다.

‘시냅틱 꾸러미 관리자’메뉴를 실행하면 왼쪽에는 카테고리 별로

정리돼 있고, 우측의 목록에서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우측 하단에서

간단한설명을볼수있다.

ㆍ시스템 감시

CPU나 메모리 사용률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현재 실행중인 각

종 프로세서와 프로그램의 정지ㆍ종료를 관리하며, 현재 사용중인

파일시스템이나하드디스크의정보를확인할수있는메뉴다.

ㆍ시스템 로그

유닉스계열은각종로그파일이일반적으로/var/log 폴더아래에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쌓인 각종 로그 파일들을 쉽게 확인 할 수 있

는 메뉴다. 이 메뉴는 날짜별로 로그 메시지를 분류해 보여주며, 필

터링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좀 더 간편하게 로그 메시지를 확인 할 수

있다.

ㆍ언어

현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관한 설정을 하는 메뉴다. 기본

언어를 바꿈으로써 각종 메뉴와 메세지의 언어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

ㆍ업데이트 관리자

시스템에 로그인시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로 업데이트 관리자

가 자동으로 실행됨으로써 업데이트할 프로그램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준다. 이는 하루에 한번 업데이트 정보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것

이기본으로설정돼있다.

ㆍ제한된 드라이버 관리자

오픈소스 드라이버를 제공하지 않는 하드웨어를 사용할 경우, 이

메뉴를 통해서 하드웨어의 드라이버를 다운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로드컴사의 칩을 쓰는 유ㆍ무선 LAN 카드나 NVIDIA

의 비디오 카드를 사용할 때, 이런 하드웨어를 위한 드라이버가 이

메뉴를통해제공된다. 

ㆍ키 모음 관리자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하거나 노틸러스를 사용해 ftp 서버에 접속

할 때의 암호키 등을 관리하는 메뉴다. 부분은 사용자들이 알아채

지 못하는 동안에 암호를 저장하고 관리하지만, 이 메뉴를 통하면 관

리내용을확인할수있다.

ㆍ프린트 하기

프린터를 추가하거나 사용 중인 프린터를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메

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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