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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지은이_ 윤대석

대학 시절 리눅스 커널을 처음 접하고 시작한 뒤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꾸준히 하지

도 못했고 회사에 다니면서도 리눅스 커널에 관련된 업무만을 하지는 못해 아쉽기만 

했다. 하지만 꾸준히 관심을 두고 블로그나 커뮤니티의 글을 읽으면서 좋은 방법이 없

을까 고민을 많이 해왔다. 그래서 재미있는 방법들도 찾아내고 실력도 조금씩 늘어가

는 것을 느낀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 고민하고 앞으로 계

속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저자 서문

서점에서 찾아보면 리눅스 커널과 관련하여 다양한 서적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서적

들을 읽고 코드 내용을 보며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커널에 조금 더 관심이 있고 더 많

은 재미를 느끼고 싶다면 직접 패치patch를 만들고 적용해 보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입

니다. 

처음 커널 패치를 만들려고 시도했을 때,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내려고 무수히 

많이 검색했습니다. 그러나 제작의 전체 과정이나 필요한 사항을 한꺼번에 정리해 놓

은 문서나 웹 사이트가 없어서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필요한 내용을 찾아서 진행

해야 했습니다. 

또한, 내가 보낸 패치가 어떻게 진행되었나 하루 종일 메일 박스를 새로고침해서 보기

도 했습니다. 사실 패치를 만드는 것보다 패치의 내용을 영어로 쓰고, 리뷰를 받았을 

때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하는(물론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등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 어

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니 조금씩 빨라지기도 하고 요령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

친 부분을 설명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들이 나를 조금씩 발

전하게 만든 것입니다. 

내가 겪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바탕으로 리눅스 커널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를 공부하

는 사람들이 쉽게 자료를 얻고, 공부할 수 있도록 커널을 수정하고 패치를 전달하기까

지 일련의 작업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 내공이 부족하여 커널의 중요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리뷰하지는 못하

지만, 이 책을 통해 소소한 부분이라도 꾸준하게 패치를 보내고 리뷰를 받아 하나씩 알

아가다 보면 더 좋은 개발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아직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나에게 많은 힘이 되어준 아내 남현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누구를 위한 책인가?

커널을 공부하거나 개발하고 있지만 코드를 수정하고 적용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

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 수정은 했지만 보내도 될지 망설이는 사람, 커널에 관하여 궁

금한 점이 많은 사람 등이 이 책을 읽으면 시간도 단축하고 재미도 있을 것이다. 리눅

스 커널을 많이 공부해서 조금 더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해도 좋지만, 단순한 코딩 스

타일과 사소한 패치부터 직접 만들어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다. 

이 책의 구성

1장 들어가며

리눅스 커널에 컨트리뷰션Contribution하는 일을 소개한다. 리눅스 커널은 개발 진입 장

벽이 있지만 쉬운 부분부터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경험과 생각을 정리한다.

2장 개발 환경 설정

커널 개발과 패치 커밋에 필요한 환경 설정을 소개한다. 리눅스 설치부터 소스를 받고 

수정하기 위한 에디터Editor, 소스 형상 관리를 위한 Git, 이메일 클라이언트 등을 설정

하여 개발 환경을 구성해 본다.

3장 리눅스 커널 빌드하기

리눅스 커널 패치를 위한 커널 설정과 빌드 방법을 소개한다.

4장 리눅스 커널 패치의 라이프 사이클

리눅스 커널 패치를 만들어 이를 병합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한다.

이 책을 읽기 전에



5장 리눅스 커널의 코딩 스타일 고치기

가장 간단한 커널 소스 수정은 코딩 스타일을 수정하여 패치를 보내는 것이다. 5장에

서는 코딩 스타일을 수정하여 패치를 만들고 이를 전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6장 좋은 패치 만들기

패치를 만들 때 Reviewer나 Maintainer에게 잘 전달하는 방법과 패치를 진행하면

서 Reviewer에게 받은 리뷰 내용을 정리한다.

7장 리눅스 커널 메일링 리스트 구독하기

Gmail을 이용해 커널 관련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하고, 커밋을 살펴보는 방법을 소개

한다.

8장 정적 코드 분석 도구 사용하기

커널의 코드 검증을 위한 정적 코드 분석 도구를 소개하고, 각 도구의 장단점을 비교해 

정리한다.

9장 정적 코드 분석 도구로 패치 만들기

다양한 정적 코드 분석 도구의 info/warning/error를 확인하는 방법과 어떻게 커널

을 수정하는지를 다룬다. 

10장 QEMU로 리눅스 커널 디버깅하기

추가적인 커널 개발 방법과 콘솔 터미널로 커널을 부팅하고 Buildroot로 루트 파일 

시스템과 리눅스 커널 디버깅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에 관해 다룬다.

11장 참고용 사이트

커널 개발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소개한다.



한빛 eBook 리얼타임은 IT 개발자를 위한 eBook입니다.

요즘 IT 업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기술이 나타나고 사라져 갑니다. 인

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조금이나마 정리된 정보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잘 정리되어 책으로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

도 더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남보다 조금 더 빨

리 경험하고 습득한 지식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수

많은 종이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책을 그대로 옮긴 전자책도 많습니다. 

전자책에는 전자책에 적합한 콘텐츠와 전자책의 특성을 살린 형식이 있다고 생

각합니다.

한빛이 지금 생각하고 추구하는, 개발자를 위한 리얼타임 전자책은 이렇습니다.

eBook First - 

빠르게 변화하는 IT 기술에 대해 핵심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500페이지 가까운 분량의 잘 정리된 도서(종이책)가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조금은 거칠지만 100페이지 내외의 전자책 전용으로 개발한 서비스입

니다. 독자에게는 새로운 정보를 빨리 얻을 기회가 되고, 자신이 먼저 경험한 지식과 

정보를 책으로 펴내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 엄두를 못 내는 선배, 전문가, 고수 분에게

는 좀 더 쉽게 집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

와 지식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O'Reilly의 전자책 번역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업데이트되는 전자책 전용 서비스입니다

종이책으로는 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책이 일정 분량 이상으

로 집필되고 정리되어 나오는 동안 기술은 이미 변해 있습니다. 전자책으로 출간된 이

후에도 버전 업을 통해 중요한 기술적 변화가 있거나 저자(역자)와 독자가 소통하면서 

보완하여 발전된 노하우가 정리되면 구매하신 분께 무료로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한빛 eBook 리얼타임

1

2



독자의 편의를 위해 DRM-Free로 제공합니다

구매한 전자책을 다양한 IT 기기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DRM-Free PDF 

포맷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독자 여러분과 한빛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전자책을 만들

어 나가기 위해 독자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떤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편리하게 전자

책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자책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형태와 디자인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종이책을 그대로 옮겨 놓아 가독성이 떨어지고 읽기 어려운 전자책이 아니라, 전자책

의 환경에 가능한 한 최적화하여 쾌적한 경험을 드리고자 합니다. 링크 등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글자 크기나 행간, 여백 등을 전자책에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새롭게 디자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충고에 귀 기울이며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3

4

지금 보시는 전자책에 소유권한을 표시한 문구가 없거나 타인의 소유권한을 표시한 문구가 있다면 위법하게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빛미디어 사이트에서 구매하신 후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내려받으

실 수 있습니다.

한빛미디어 전자책은 인쇄, 검색, 복사하여 붙이기가 가능합니다.

전자책은 오탈자 교정이나 내용의 수정·보완이 이뤄지면 업데이트 관련 공지를 이메일로 알려 드리며, 구매하

신 전자책의 수정본은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권한은 한빛미디어 사이트에서 구매하신 독자에게만 제공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이전은 허

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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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들어가며

이 책을 보는 개발자들은 어느 정도 리눅스 커널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수업을 듣

거나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일 것이다. 리눅스 커널은 가장 활발하게 개발되는 오

픈소스며, 여러 나라의 개발자가 이에 참여하고 있다. 특정 메일링 리스트에만 가

입해서 내용을 보더라도 하루에도 몇백 건의 패치Patch가 들어온다. 이것은 리눅스 

커널이 활발하게 개발 중이며 아직도 참여의 여지가 많다는 뜻이다.

리눅스 커널을 공부하는 방법에는 개발 서적을 읽고 커널 소스를 수정하며 빌드하

고 적용해 보는 방법, 각종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해 보는 방법 등이 있다. 이 

책에서는 직접 코드를 수정하고 반영해 보는 과정을 통해 많은 개발자와 소통하는 

즐거움을 얻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커널은 많은 사람들이 개발에 참여하는 만큼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적용하는 데에 

개발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 있다. 예를 들어, 패치는 한 가지의 수정사항

만을 반영해야 하고 이 패치를 메일로 보낼 때는 지원되는 이메일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이 생기는데 이를 성의 없이 처리

하면 리뷰를 하는 다른 개발자가 화를 내기도 한다. 

이 책에서는 간단한 패치를 만들어 보고, 이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커널 패치 방법

을 알아본다. 또한, 정적 코드 분석 도구로 소스 코드를 분석하고 고쳐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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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든 패치가 메인 라인에 병합Merge01 되고 내 이름이 커밋Commit02 로그에 보

이면 매우 기쁘고 즐겁다. 하지만 패치가 병합되고 나서 또 다른 수정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가야 하는지 새로운 고민거리를 맞닥뜨리게 된다. 여러 방향으로 

고심하고 코드를 분석했지만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된 것이 메일링 

리스트였다. 메일링 리스트의 내용을 틈틈히 보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게 되었

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패치를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경험에 대한 

공유다.

리눅스 커널을 개발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다(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들은 11장에 정리하였다). 간략히 소개하면 리눅스 커널의 저장소와 버전 

관리를 위해 Git을 사용한다. 단순히 특정 경우에 사용하는 커맨드만 알아도 되지

만 Git 관련 개념이나 철학 등을 알아두면 좋다. 그리고 개발을 위한 Ubuntu의 

설정을 알아두자. 또한, Python/Perl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반복되거나 특정 행동

을 위한 간단한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이다. 

커널 패치를 만들면서 필자는 진입 장벽이 하나 더 있었다. 영어 문제였다. 처음에 

커밋을 만들고 내 의도를 Changelog에 남기는 것이 코드를 수정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렸다. 다른 개발자가 보고 욕이라도 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하루 이틀 정

도 보류시킨 적도 있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적었든 우선 그냥 보내 보는 수밖에 없다. 일

단 패치를 만들어 보내면 다른 개발자들이 친절하게 부족한 부분을 설명해 줄 것

이다. 패치를 만들고 어떻게 설명할지를 고민해 보는 것도 부족한 영어 공부를 한

다고 생각하자. 때로는 리뷰를 잘못 이해해서 여러 번 답장을 받은 적도 있다. 다행

인 것은 리뷰를 해준 개발자가 친절하게 설명을 추가해 줘서 지금껏 패치를 진행

01 많은 개발자가 공동 개발하여 만들어지는 패치들을 하나의 저장소로 모으는 작업

02 패치가 저장소에 업데이트되는 일



1 들어가며 - 003

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뷰를 배움의 기회라 생각하면 더욱더 즐기며 작업할 수 있

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필자가 명확한 해결책을 줄 순 없지만 영어를 쓰다 보

면(외국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쓰는 상황과 같다) 자연스레 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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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개발 환경 설정

2.1  기반 OS 선택

리눅스 커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리눅스 배포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치해야 한

다. 설치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1. 리눅스 배포판을 로컬 PC에 설치하여 메인 OS로 사용

   리눅스는 윈도우만큼 콘텐츠 양이 많지 않다. 윈도우를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

면 리눅스로 변경하여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리눅스 관련 개발

에만 집중할 예정이라면 이 방법을 추천한다.

2. 리눅스 배포판을 별도의 PC에 설치하고 윈도우 환경으로 접속해서 개발

   아주 훌륭한 조합이다. 리눅스 커널 개발을 위해 딱히 GUI 환경이 필요하지 

않다. 즉, 리눅스가 설치된 PC가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하다면 윈도우 PC의 터

미널 프로그램으로 리눅스로 접속해서 개발할 수 있다. 하지만 PC가 두 대 이

상 필요하므로 여유 PC가 없다면 비용 문제가 생긴다.

3. 윈도우 환경에서 VirtualBox나 VMware로 리눅스 배포판 설치

   윈도우의 다양한 콘텐츠를 포기할 수 없고 비용 부담도 줄이고 싶다면 이 방법

이 가장 현실적이다. 개인 로컬 PC의 성능이 굉장히 좋다면 문제없지만, 가상 

환경에서 리눅스 커널 빌드와 개발을 하려면 조금 답답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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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환경에서 VirtualBox나 VMware로 윈도우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추천하지 않는다(게임이나 윈도우에서만 지원되는 콘텐츠를 이용하려고 가상 환경을 쓰는 것

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이 책에서는 방법3을 이용하겠다. 방법1은 VirtualBox 설

치법이 필요 없다는 것 말고는 방법3과 동일하다.

2.2  리눅스 배포판 선택

리눅스 배포판은 종류가 다양하여 선택하기 어렵다. 이 책에서는 GUI 환경을 사

용하지 않으므로 패키지 매니저에 의존성만 있을 뿐 어떤 리눅스 배포판을 사

용하더라도 문제 되지 않는다. 필자가 사용해 본 리눅스 배포판은 ‘Fedora’, 

‘Ubuntu’, ‘Gentoo’, ‘CentOS’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우분투Ubuntu를 기준으

로 설명하겠다. 이 책과 다른 배포판을 사용한다면 각 배포판에 맞는 명령어를 검

색해서 실행하면 된다. The best Linux distro of 201101 문서에 리눅스 배포

판의 비교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2.3  VirtualBox 설치

가상 환경을 제공하는 도구 중에서 VMware와 VirtualBox가 가장 많이 쓰

인다. VMware는 유/무료 버전이 있고 VirtualBox는 무료다. 이 책에서는 

VirtualBox로 리눅스 환경을 만드는데, 이미 리눅스 배포판이 설치된 PC나 서

버를 사용한다면 VirtualBox 설치 방법은 건너뛰어도 된다.

설치 방법은 간단하다. VirtualBox 홈페이지02에 접속하여 OS에 맞는 VirtualBox 

버전을 선택하고 내려받는다(이 책에서는 VirtualBox 4.3.16 for Windows hosts 버전을 사

용한다). 특별한 설정이 필요 없으므로 내려받은 파일(VirtualBox-4.3.16-95972-Win.

01 http://tuxradar.com/content/best-distro-2011

02 https://www.virtualbox.org/

http://tuxradar.com/content/best-distro-2011
https://www.virtualbox.org/
http://tuxradar.com/content/best-distro-2011
https://www.virtualbo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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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을 실행하여 다음 단계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쉽게 설치할 수 있다.

2.4  배포판 설치

2.4.1 우분투 내려받기 

우분투 홈페이지의 다운로드 페이지03에 접속하여 각자 환경에 맞는 우분투 버전

을 선택하고 내려받는다. 예전에는 버튼을 누르면 내려받기가 바로 시작이 되었

지만 최근에 과정이 하나 추가되었다. 버튼을 누르면 기부를 받는 페이지가 나오

는데, 기본 금액이 모두 ‘2$’로 설정되어 있다. 이를 모두 ‘0$’로 변경하거나 [Not 

now, take me to the download]을 누르면 화면 하단의 [Pay with PayPal] 

버튼이 [Download] 버튼으로 변경되어 우분투를 내려받을 수 있다.

2.4.2 VirtualBox 환경 설정

앞에서 설치한 VirtualBox로 리눅스를 설치해 보자. VirtualBox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뜬다. 새로운 OS를 설치하므로 이 화면에서 왼쪽 상단의 [새

로 만들기] 버튼을 누른다.

그림 2-1 VirtualBox 실행 화면

03 http://www.ubuntu.com/download/desktop

http://www.ubuntu.com/download/desktop
http://www.ubuntu.com/download/desk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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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설정 화면이 뜬다. 이 화면에서 [이름] 필드

에는 원하는 가상 머신의 이름을 적고, [종류]에는 ‘Linux’, [버전]에는 ‘Ubuntu 

(32/64 bit)’를 선택한 뒤 [다음] 버튼을 누른다.

그림 2-2 이름 및 운영체제 선택

다음으로 가상 머신의 메모리 크기를 설정한다. 설치하는 PC의 환경에 따라 설정

하면 된다. 보통 1~2GB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가상 머신에서 리눅스 커널을 빌

드하는 데 메모리나 파일 I/O 등에서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므로 넉넉히 잡아준

다. 물론 파일 I/O는 가상 머신을 이용하기 때문에 성능이 잘 나오지는 않는다.

그림 2-3 메모리 크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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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디스크를 생성하기 위해 [지금 가상 하드 드라이브 만들기]를 선택하고 [만

들기] 버튼을 누른다.

그림 2-4 하드 드라이브 설정

여러 가지 디스크 형태가 있지만, 기본으로 선택되는 형태로 진행한다.

그림 2-5 디스크 형태 설정

디스크의 크기는 [동적 할당]과 [고정 크기]가 있는데, 화면의 설명처럼 [고정 크

기]가 사용할 때 더 빠르므로 이를 선택한다. 이는 빌드 시간을 줄이기 위한 설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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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디스크 크기 할당 방법 설정

디스크 이미지 크기는 20GB로 설정한다(최소 15GB 이상으로 설정하길 바란다. 디스크 

이미지 크기는 나중에 늘릴 수 있다). 디스크 생성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

그림 2-7 디스크 크기 설정

가상 디스크 생성이 완료되면 새로 생성된 가상 머신의 상태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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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가상 머신 전체 설정 화면

2.4.3 우분투 설치

2.4.1 우분투 내려받기에서 받은 ubuntu iso 이미지를 VirtualBox의 가상 

CD롬에 마운트해야 한다. [그림 2-8]의 화면에서 상단의 [설정]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의 메뉴가 나온다. 먼저 [시스템 → 마더보드 → 부팅 순서]에서 사용하

지 않는 [플로피 디스크]는 체크를 해제한다.

그림 2-9 부팅 순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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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저장소]에서 [컨트롤러 : IDE] 옆에 있는 CD 그림을 누른다.

그림 2-10 디스크 이미지 추가

[디스크 선택하기]를 누른다.

그림 2-11 디스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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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탐색기에서 ubuntu iso 이미지를 선택해 마운트한다.

그림 2-12 디스크 이미지 선택

가상 CD롬에 ubuntu iso 이미지가 마운트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3 디스크 이미지 마운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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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 설정으로 가상 머신을 부팅해 보자. 앞의 [부팅 순서]에서 플로피 디스크

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했으므로 CD롬이 가장 먼저 인식될 것이다.

가상 머신을 시작하면 ubuntu iso 이미지를 읽어 우분투 설치를 시작한다. 설

치 화면에서 [Try Ubuntu]와 [Install Ubuntu]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Try Ubuntu]는 CD에 있는 우분투 live 이미지로 부팅하여 테스트하는 것이

고, [Install Ubuntu]는 우분투 설치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Install 

Ubuntu]를 선택하여 설치를 진행한다.

그림 2-14 시작 모드 선택

다음은 설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인터넷을 통해 업데이트하거나 여러 가지 서드

파티Third-party 소프트웨어 설치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일단 무시하고 진행하자.

그림 2-15 설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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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설치하므로 앞서 만든 가상 디스크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을 것이다. 디스크

를 모두 지우고 우분투를 설치하는 옵션으로 진행하자. [Install Now] 버튼을 눌

러 다음으로 진행한다.

그림 2-16 설치 형태 설정

다음은 지역 설정이다.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Seoul’이 설정된

다. 설정이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면 지도에서 대한민국 위치를 대충 누르면 선택

된다.

그림 2-17 지역 설정

다음은 키보드 설정과 언어 설정이다. 기본으로 ‘English’가 설정되는데, 한글로 

바꾸면 또 다른 소프트웨어 설치와 설정을 해야 한다. 리눅스 커널 개발을 위한 우

분투 환경이므로 한글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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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키보드 레이아웃 설정

 

마지막으로는 계정 설정이다. [Your name]에 이름을 입력하면 [You computer’s 

name]은 자동으로 완성해 준다(마음에 들지 않으면 변경해도 된다). [Pick a 

username]에 실제 로그인할 계정 이름을 적는다(필자는 ‘daeseok’으로 설정했다). 이 

계정은 ‘sudosubstitute user do’ 권한을 가진 ‘wheel group’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각종 

소프트웨어 설치와 시스템 설정을 할 수 있다. [Log in automatically]와 [Require 

my password to login]은 둘 중 아무거나 선택해도 무방하다. 

우분투를 설치하고 나면 무거운 GUI 환경을 사용하지 않고 콘솔 모드로 부팅할 

것이다. 이는 커널 개발에 사용하지 않는 GUI 프로세스가 실행되지 않게 하여 시

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그림 2-19 계정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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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설정을 마치고 [Continue] 버튼을 클릭하면 패키지를 설치한다. 설치 완료 

후 재부팅하면 설치된 우분투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 PC에 우분투를 설치하면 

재부팅 전에 CD롬에 들어 있는 CD를 꺼내는데, 가상 머신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마운트한 ubuntu iso 이미지를 제거한다(이 과정에서 시스템이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멈춰 있으면 강제로 가상 머신을 재부팅한다).

2.4.4 가상 머신의 네트워크 설정

네트워크로 콘솔 터미널에 접속하여 커널 개발을 하므로 우분투를 설치하고 GUI 

환경을 사용하지 않게 설정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일단 네트워크 설정 방법

을 알아보자. 

재부팅한 다음 우분투를 종료한다. 그다음 VirtualBox 메인 화면에서 [설정]을 

눌러서 [네트워크]로 이동한다. [네트워크]에 들어가면 [어댑터 1]이 ‘NAT’로 설

정되어 있다. 이를 [브리지 어댑터]로 변경한다. 나머지는 자동으로 설정된다. 

그림 2-20 네트워크 설정 – 어댑터 1

그다음 [어댑터 2]로 가서 ‘NAT’로 설정하고 [확인]을 누른 다음 시스템을 재부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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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네트워크 설정 – 어댑터 2

2.4.5 ssh 설치와 콘솔 모드 부팅

터미널 프로그램(PuTTY 등)으로 접속하기 위해 ssh를 설치한다. 가상 머신으로 

접속할 IP 주소를 확인하고, 콘솔 모드 부팅으로 수정한 다음 재부팅한다. ssh를 

설치하기 위해 GNOME(우분투 기본 GUI 환경)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터미널을 

사용한다. [Alt + F2]를 눌러 검색바를 연 다음 ‘gnome-terminal’을 입력하면 

[그림 2-22]와 같이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gnome-terminal 프로그램의 아이

콘을 누르면 터미널이 실행된다.

그림 2-22 터미널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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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을 실행하고 다음 명령을 입력하면 패스워드를 묻는데, 설치할 때 설정한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된다. 처음 설정한 계정은 sudo 권한을 가진 계정이다.

$ sudo apt-get install ssh

ssh 관련 패키지가 자동으로 설치되고, 마지막에 진행 여부를 물으면 엔터를 입력

해서 설치를 완료한다.

그림 2-23 ssh 설치

이제 터미널 프로그램으로 접속할 준비가 끝났다. 현재 시스템의 IP를 다음 명령

으로 확인해 보자. 

$ ifconfig

콘솔 화면에서 [eth0]의 IP를 확인한다. 대부분 자동으로 192.168.xxx.xxx로 

설정된다. 이제 이 IP로 PuTTY에서 접속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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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IP 주소 확인

PuTTY(http://bit.ly/1jsQjnt)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실행하고 확인한 IP를 적어 준

다. [Saved Sessions]에 ‘local ubuntu’로 이름을 정하고 [Save] 버튼을 눌러 저

장한 후 [Open] 버튼을 누르면 [그림 2-26]처럼 설치된 우분투에 접속할 수 있

다. 계정에는 우분투를 설치할 때 입력한 정보를 넣으면 된다.

그림 2-25 PuTTY 설정

http://bit.ly/1jsQjnt
http://bit.ly/1jsQj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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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우분투 접속 화면

2.4.6 콘솔 모드 부팅 설정

우분투는 기본적으로 GRUB이라는 부트로더로 부팅되는데, 여기서 설정해 주면 

GUI 환경이 아닌 텍스트 모드로 부팅되고 GUI 관련 프로세스가 실행되지 않는

다. 이제부터 모든 작업은 터미널(ssh)로 접속해 진행하므로 필요 없는 GUI는 없

앤다. 

다음 명령으로 GRUB 파일을 열고 텍스트 모드 부팅을 설정한다.

$ sudo vi /etc/default/grub

 ●  GRUB_CMDLINE_LINUX_DEFAULT="quiet splash"에 ‘#’을 붙여 주석 처리한다.

 ● GRUB_CMDLINE_LINUX=""의 큰따옴표 안에 ‘text’라고 적는다.

 ● #GRUB_TERMINAL=console에서 맨 앞의 ‘#’을 지운다.

# If you change this file, run ‘update-grub’ afterwards to update

# /boot/grub/grub.cfg.

# For full documentation of the options in this file, see:

# info -f grub -n 'Simple configuration'

GRUB_DEFAULT=0

GRUB_HIDDEN_TIMEOUT=0

GRUB_HIDDEN_TIMEOUT_QUIET=true

GRUB_TIMEOUT=10

GRUB_DISTRIBUTOR=`lsb_release -i -s 2> /dev/null || echo Deb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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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UB_CMDLINE_LINUX_DEFAULT="quiet splash"

GRUB_CMDLINE_LINUX="text"

# Uncomment to enable BadRAM filtering, modify to suit your needs

# This works with Linux (no patch required) and with any kernel that obtains

# the memory map information from GRUB (GNU Mach, kernel of FreeBSD ...)

#GRUB_BADRAM="0x01234567,0xfefefefe,0x89abcdef,0xefefefef"

# Uncomment to disable graphical terminal (grub-pc only)

GRUB_TERMINAL=console

# The resolution used on graphical terminal

# note that you can use only modes which your graphic card supports via VBE

"/etc/default/grub" 34 lines, 1241 characters written

수정이 끝나면 리눅스를 재부팅한다.

$ sudo reboot

[그림 2-27]처럼 부팅 시 GNOME(GUI 환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앞에서 

PuTTY에 저장한 설정으로 접속하면 가상 머신에 터미널로 접속할 수 있다. 콘

솔 모드로 부팅했을 때 가상 머신은 물리적인 모니터를 가상화하여 보여 주므

로 화면 스크롤이나 텍스트 복사 등의 다양한 기능은 동작하지 않는다. 그래서 

PuTTY를 이용한 터미널 접속으로 진행한다.

그림 2-27 텍스트 모드 부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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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리눅스 커널 개발 환경 만들기

가상 머신을 이용한 우분투 설치와 개발을 위한 간단한 운영체제 환경을 만들어 

보았다. 이제는 리눅스 커널 소스를 수정하고 빌드하기 위한 환경을 추가로 설치

해 보자.

2.5.1 리눅스 커널 소스 받기

리눅스 커널 소스 코드를 빌드하려면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한데, 다음 명령으로 

각 도구를 설치한다. libncurses는 커널 빌드를 세부 설정할 때 텍스트 기반 UI

를 제공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이고, gcc/make는 빌드 도구, git은 소스를 받고 패

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

$ sudo apt-get install libncurses5-dev gcc make git

좀 더 자세한 사항은 KernetBuild04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정 버전 받기

리눅스 커널은 소스 코드마다 관리자가 달라서 이를 관리하는 저장소Repository의 

종류가 많고 다양하다. 이 많은 트리(각 저장소 브랜치Branch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가 

모여 최종 릴리스(안정) 버전이 된다. 이 버전은 리누스 토르발스inus Torvalds가 관

리하는 Git 저장소0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눅스 커널 개발을 위해 관리되는 모

든 Git 저장소를 모두 확인하고 싶다면 커널 Git 저장소06 문서를 참고하기 바 

란다.

04 http://kernelnewbies.org/KernelBuild

05 http://git.kernel.org/cgit/linux/kernel/git/torvalds/linux.git

06 https://kernel.googlesource.com/

http://kernelnewbies.org/KernelBuild
http://git.kernel.org/cgit/linux/kernel/git/torvalds/linux.git
https://kernel.googlesource.com/
http://kernelnewbies.org/KernelBuild
http://git.kernel.org/cgit/linux/kernel/git/torvalds/linux.git
https://kernel.googlesour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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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최신 안정 버전을 git 명령어로 내려받아 보자(이를 가지고 개발하지는 않지만, 패

치가 최종으로 들어가는 곳이니 일단 받아 놓자).

각자의 home 디렉터리를 기준(/home/<user id>/)으로 하위에 work/Kernel/

linux-kernel 디렉터리를 만든다.

$ mkdir -p ~/work/Kernel/linux-kernel

linux-kernel 디렉터리로 이동하여 최근에 배포된 커널을 내려받는다.

$ cd ~/work/Kernel/linux-kernel

$ git clone https://kernel.googlesource.com/pub/scm/linux/kernel/git/torvalds/

linux

내려받은 안정 버전의 리눅스 커널 소스 코드는 나중에 패치가 병합된 것을 확인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개발과 테스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개발용 linux-next 브랜치 받기 

이 책에서는 개발 브랜치로 linux-next를 사용한다. 이 브랜치는 리눅스 커널 개

발을 위해 Maintainer가 관리하는 각각의 Git 저장소를 통합한 저장소로, 패치

를 비교적 짧은 주기로(패치당 24시간 이내) 업데이트한다. 이 브랜치 외에 추가로 

필요한 Git 저장소가 있다면 그때그때 설명하겠다.

앞에서 받은 안정 버전의 리눅스 커널에서 git remote add 명령으로 linux-

next 브랜치를 내려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디렉터리를 만들어서 git clone 명

령으로 안정 버전 소스를 받는 방법과 동일하게 linux-next 브랜치를 받아 관리

해도 된다.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알아보자.

새로운 디렉터리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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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kdir -p ~/work/Kernel/

$ cd ~/work/Kernel/

$ git clone https://kernel.googlesource.com/pub/scm/linux/kernel/git/next/

linux-next

다음은 기존 안정 버전에서 linux-next를 추가하여 관리하는 방법이다.

$ cd ~/work/Kernel/linux-kernel

$ git remote add linux-next https://git.kernel.org/pub/scm/linux/kernel/git/

next/linux-next.git

$ git fetch linux-next

$ git checkout linux-next

git remote 명령으로 ‘linux-next’라는 이름을 linux-next 브랜치의 url에 입력

하면 추가 리모트 브랜치Remote Branch07로 관리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리눅스 안정 버

전과 개발 브랜치를 하나의 디렉터리 안에서 관리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현재 안정 버전을 테스트하거나 안정 버전 소스를 보고 싶을 때 개

발 중인 디렉터리의 소스를 안정 버전으로 체크아웃checkout하는 일들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리눅스 커널 개발은 linux-next 브랜치에서 모두 진행하

고 확인 정도만 안정 버전으로 하므로 따로 디렉터리를 만드는 것을 권장한다.

 NOTE  주의!!!

linux-next 브랜치는 많은 Maintainer가 관리하는 통합 저장소이므로 linux-next 브랜치에서 

git pull 명령을 사용하면 안 된다. git pull은 git fetch와 git merge 명령을 함께 수행하는 

명령으로, linux-next에서 git pull을 사용하면 오랜 시간 동안 소스 코드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git fetch와 git reset --hard 명령으로 소스 코드를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자.

$ git checkout linux-next

07 리모트 저장소에 있는 브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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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 fetch origin linux-next

$ git reset --hard remotes/linux-next/master

2.5.2 개발 도구 설치와 환경 설정

소스를 받고 나면 이를 분석하고 편집할 수 있는 리눅스 도구가 필요하다. 이 책에

서는 편집기로는 Vim을 사용하고, 소스 추적에는 Ctags와 Cscope를 같이 사

용한다. 이 도구를 설치하는 방법과 필자가 이 도구들에서 사용하는 편의 설정을 

간단히 살펴보자. 

Vim 설치와 설정

Vim은 다음 명령으로 간단히 설치된다.

$ sudo apt-get install vim

Vim은 Vi Improved의 약자로, 설치한 다음 간단한 설정이 필요하다. 기본 편

집기로 Vi가 있지만 여기서 사용할 편집기는 Vim이므로 vi 명령어로 Vim이 실

행되게 설정해야 한다.

우분투는 기본 셸로 bash를 사용한다. bash 관련 설정은 /etc/bashrc에 있는

데, 이는 시스템 전역 설정을 하는 곳이므로 그대로 두고 계정마다 갖고 있는 설정 

파일을 추가 및 수정하여 사용하자.

계정별 bash 설정 스크립트는 각자의 home 디렉터리에 ‘.bashrc’라는 파일로 

관리된다. 일단 설정 파일을 열어보자.

$ vi ~/.bash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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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일의 맨 마지막 줄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alias vi="/usr/bin/vim"

이제 bash 셸 어디서는 vi 명령어는 /usr/bin/vim으로 실행된다. 

이제 리눅스 커널 개발에 필요한 간단한 Vim 설정을 알아보자. 이는 필자가 다년

간 리눅스 환경에서 코드를 살펴보고 결정한 옵션이다. 물론 사용자에 따라 조금

씩 변경하거나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만 하길 바란다. 

Vim도 관련 설정 파일을 시스템 전역으로 적용하는 /etc/vimrc 파일이 있고, 

계정별로도 있다. bash 설정 파일과 동일한 규칙으로 ‘.vimrc’로 관리된다(이 파

일도 각 계정의 home 디렉터리에 위치해야 한다). 

일단 설정 파일을 열어보자(이 파일이 없다면 만들어야 한다). 다음은 기본 설정이다. 

이후 Ctags와 Cscope를 설치하고 추가 설정을 하자.

set bg=dark  " Vim의 배경색을 dark로 설정

set autoindent  " autoindent와 cindet는 자동으로 코드의 들여쓰기를 해주는 기능

set cindent

set tabstop=8  " 리눅스 커널은 기본적으로 tab 하나를 8 개의 공백으로 구성한다.

set shiftwidth=8 " 들여쓰기할 때 기본으로 들어가는 공백의 크기다. tab 크기를 8로 했으

       므르 다음 코드 라인의 들여쓰기 시 탭이 하나 더 추가된다는 의미다.

set nu    " 코드 라인의 숫자를 보여 준다.

" 아래의 if문 내부에 있는 script는 불필요한 공백이나 들여쓰기에 빨간색으로 보여 준다.

if has("autocmd")

 highlight ExtraWhitespace ctermbg=red guibg=red

 match ExtraWhitespace /\s\+$\|\t/

 autocmd BufWinEnter * match ExtraWhitespace /\s\+$\|\t/

 autocmd InsertEnter * match ExtraWhitespace /\s\+\%#\@<!$\|\t/

 autocmd InsertLeave * match ExtraWhitespace /\s\+$\|\t/

 autocmd BufWinLeave * call clearmatches()

endif

" 파일을 다시 열었을 때, 이전의 위치를 기억하고 다시 그 위치에서 열어주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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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has("autocmd")

 au bufreadpost * if line("’\"") > 0 && line("’\"") <= line("$")

  \| exe "normal g’\"" | endifendif

" 아래는 Vim을 한 화면에 여러 개의 파일을 열 수 있는데 'ctrl + 이동키'로 파일 간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핫키 설정

nmap <C-H> <C-W>h

nmap <C-J> <C-W>j

nmap <C-K> <C-W>k

nmap <C-L> <C-W>l

Ctags/Cscope 설치와 설정

다음 명령으로 간단히 설치된다. 설치는 간단하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알아야 할 

것이 많으므로 익숙해질 때까지 사용해 봐야 한다.

$ sudo apt-get install exuberant-ctags cscope

리눅스 커널 소스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Ctags나 Cscope에 심벌을 등

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Ctags를 위한 tag 파일 생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 cd ~/work/Kernel/linux-next

$ ctags -R .

Cscope는 조금 다르다. 먼저 Cscope에서 관리할 소스 파일의 목록을 만들고 

이 목록에서 Cscope를 위한 심벌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 리눅스 커널 코드는 거

의 대부분 C 파일과 S(Assembly)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헤더 파일인 ‘*.h’를 포함

해 리눅스 커널 소스 파일의 목록을 만들어 보자.

find 명령어로 현재 디렉터리 하위의 모든 파일에서 확장자가 ‘c’, ‘s’, ‘S’, ‘h’인 

것을 모두 찾아 ‘cscope.files’라는 파일로 기록한다. 그다음 만들어진 파일 목록

을 가지고 Cscope가 심벌을 만드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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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 . \( -name ‘*.c’ -o -name ‘*.h’ -o -name ‘*.s’ -o -name ‘*.S’ \) 

-print > cscope.files

$ cscope -i cscope.files

코드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Ctags와 Cscope도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이때, 

Ctags는 그냥 입력하더라도 Cscope는 매번 입력하기가 귀찮으므로 이를 스크

립트로 만들어 두면 편하다.

$ mkdir ~/bin

$ vi ~/bin/mkcscope.sh

find부터 cscope.files까지는 한 줄로 구성해야 한다.

[ ~/bin/mkcscope.sh]   

#!/bin/bash

find . \( -name ‘*.c’ -o -name ‘*.cpp’ -o -name ‘*.cc’ -o -name ‘*.h’ -o 

-name ‘*.s’ -o -name ‘*.S’ \) -print > cscope.files

cscope -i cscope.files

이렇게 파일을 만든 뒤, 다음 명령으로 실행 권한을 준다.

$ chmod +x ~/bin/mkcscope.sh

그리고 mkcscope.sh 파일을 실행할 때 파일 패스를 모두 사용하지 않도록 ~/

bin을 실행 환경변수에 등록한다. bashrc 파일을 열어서 맨 마지막 줄에 export 

PATH=$PATH:~/bin/이라고 적어 주면 시스템 전역 실행 패스에 각자 만든 스크

립트가 있는 ~/bin도 추가되어 어디서든 파일 패스 없이 mkcscope.sh만 사용

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을 수정한 다음 셸을 다시 시작해야 변경 사항이 적용된다. 현재 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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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수를 바로 적용하고 싶으면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된다.

$ source ~/.bashrc

이제 mkcscope.sh를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이후 추가되는 스크립트도 마찬

가지로 ~/bin 하위에 넣으면 된다.

ctags –R과 cscope 명령을 실행하면 명령을 실행한 위치에 있는 모든 코드를 

포함한 파일의 심벌들을 기록하는 파일이 생성된다(각 파일의 이름은 tags와 cscope.

out이다). 이 심벌 파일을 편집기에 로딩해 줘야 코드를 보면서 추적이 가능한데, 

각 심벌 파일을 Vim을 열 때마다 로딩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개발하는 리눅스 커널의 위치는 변하지 않으므로 tags

와 cscope.out의 절대 경로가 변하지 않는다면 .vimrc 파일을 열어서 set 

tags=/path/to/kernel/tags로 Ctags의 tag 파일을 지정하고 Cscope는 cs 

add /path/to/kernel/cscope.out이라고 해 두면 Vim을 열 때는 무조건 해

당 파일을 로딩하여 언제든지 코드를 추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리눅스의 다른 버전을 추가로 받거나 다른 오픈소스 프로젝

트를 개발할 때마다 설정을 추가해야 한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편집

기를 연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심벌 파일을 동적으로 로딩하도록 만들어 주

는 설정이 있어 소개한다.

이 설정은 현재 편집기를 연 시점의 디렉터리에서 하위로 이동하여 tags 파일을 

찾고 로딩한다. 이것을 .vimrc 파일 맨 아래에 넣고 사용하면 된다.

function SetTags()

 let curdir = getcwd()

 while !filereadable("tags") && getcwd() != "/"

  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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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while

 if filereadable("tags")

  execute "set tags=" . getcwd() . "/tags"

 endif

 execute “cd “ . curdir

endfunction

call SetTags()

Cscope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는데, 설정은 다음과 같다.

set csprg=/usr/bin/cscope

set csto=0

set cst

set nocsverb

function! LoadCscope()

 let db = findfile("cscope.out", ".;")

 if (!empty(db))

  let path = strpart(db, 0, match(db, "/cscope.out$"))

  set nocscopeverbose " suppress ‘duplicate connection’ error

  exe "cs add " . db . " " . path

  set cscopeverbose

 endif

endfunction

au BufEnter /* call LoadCscope()

Ctags와 Cscope를 둘 다 사용한다면 두 스크립트 내용을 .vimrc에 넣고 둘 중 

하나만 사용한다면 선택해서 넣으면 된다.

이제 ctags와 cscope의 사용법을 알아보자.

Ctags와 Cscope로 코드 추적하는 방법

검색해 보면 Ctags와 Cscope를 사용하는 방법이 매우 잘 설명된 페이지가 많으

니 그 페이지들을 참고해도 된다. 코드를 분석할 때 한번 사용해 보면 좋은 도구라

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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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단축키(Ctags)와 명령어(Cscope)는 다음과 같다.

그림 2-28 Ctags/Cscope 기본 단축키와 명령어 - Vim 편집기의 명령 모드(Esc)에서 사용 

-   현재 편집기의 창을 수평으로 
나누고 정의로 이동

- 이전으로 이동Ctrl t

- 정의로 이동Ctrl ]

- 질의 종류

 0 또는 s : 일치하는 심벌 이름으로 검색(느림)
 1 또는 g : 심벌의 정의 검색
 2 또는 d : 함수에서 호출된 함수 검색
 3 또는 c : 함수를 호출하는 함수 검색
 4 또는 t : 텍스트 문자열 검색
 6 또는 e : 확장 정규식을 사용하여 심벌 검색
 7 또는 f : 파일 이름 중에서 심벌 이름 검색
 8 또는 I : 심벌 이름을 포함하는 파일 검색

- 예) cs find s start_kernel

cs find: 질의 종류

심벌 이름

Ctrl w ]

기본 명령어만 사용해도 심벌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코드를 열고 

함수 내에 호출되는 함수의 정의를 살펴보고 싶다면 커서를 해당 함수 위에 올려

놓고 ‘Ctrl + ]’를 누르면 된다. 심벌이 하나만 있으면 바로 이동하지만 같은 이름

의 심벌이 여러 개가 있으면 선택 가능한 메뉴가 하나 더 나오는데, 해당 번호를 

선택하여 이동하면 된다(Cscope도 마찬가지다).

Cscope08와 Ctags09 홈페이지에 가면 매뉴얼 등 다양한 문서를 볼 수 있고 구글

을 검색해도 잘 정리해 놓은 페이지가 많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설명하지 않

는다.

2.6  이메일 계정 만들기

개발 환경 설정의 마지막 단계로 Google의 Gmail 계정을 등록한다. 커밋 로그

08 http://cscope.sourceforge.net/

09 http://ctags.sourceforge.net/

http://cscope.sourceforge.net/
http://ctags.sourceforge.net/
http://cscope.sourceforge.net/
http://ctags.sourceforg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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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실제 패치를 작성한 사람의 이름을 꼭 넣어야 하므로 이메일 계정은 자신의 

이름을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필자도 daeseok.youn@gmail.com으

로 사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