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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GNU/Linux 시스템에 전원이 공급되는 순간부터 부팅 과정이 끝나 사용자가 
로그인하기 직전의 순간까지 일어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1 서론 ............................................................................................................................................................. 1 

2 디스크 구조 ................................................................................................................................................ 2 

3 시스템 부팅 방식 ....................................................................................................................................... 4 

3.1 MS-DOS만의 경우............................................................................................................................. 5 

3.2 LOADLIN 부트 로더의 경우 ........................................................................................................... 5 

3.3 DOS-MBR에 의한 LILO 동작 .......................................................................................................... 6 

3.4 DOS-MBR에 의한 다양한 선택 환경 ............................................................................................... 6 

3.5 LILO만의 부팅................................................................................................................................... 6 

4 시스템 부팅 방식의 결정 및 적용 ............................................................................................................. 7 

4.1 BIOS 제한 ........................................................................................................................................... 7 

4.2 하나의 디스크 가운데 주 파티션에 Linux가 있는 경우 ................................................................ 8 

4.3 하나의 디스크 가운데 논리 파티션에 Linux가 있는 경우 ............................................................ 8 

4.4 두 개의 하드 디스크가 가운데 첫 번째 디스크에 Linux가 있는 경우 ......................................... 8 

4.5 두 개의 하드 디스크가 있으나 Linux는 두 번째 디스크에 있고 첫 번째 디스크에 확장 
파티션이 있는 경우 ....................................................................................................................................... 9 

4.6 두 개의 하드 디스크가 있으나 Linux는 두 번째 디스크에 있고 첫 번째 디스크에 확장 
파티션이 없는 경우 ....................................................................................................................................... 9 

4.7 2개 이상의 하드 디스크가 있는 경우 .............................................................................................. 9 

5 X86 기반의 GNU/LINUX 시스템 부팅 과정 .......................................................................................... 10 

 

 

1 서론 
GNU/Linux 시스템에 관련된 많은 문서 속에는 부팅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중요한 핵심 과정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고, 시스템과 장치 구조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설명된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 접하거나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에겐 이해하기 어려웠다. 

여기서는 GNU/Linux 시스템에 전원이 공급되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부팅 과정에 대해 가능한 모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디스크의 구조에 대해 2절에서 알아보고, 다양한 시스템 부팅 방식을 3절에서 설명하며, 이러한 

                                                           
1 문서 관리: V. 1.1, 2001. 3. 4. (부팅 과정에서의 RAM 변화 상태에 대해 보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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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팅 방식들을 바탕으로 시스템 구성 상황에 맞는 부팅 방식에 대해 4절에서 설명한다. 이어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x86 기반의 PC 시스템에 설치한 GNU/Linux의 부팅 과정에 대해 5절에서 설명한다. 

이러한 부팅 과정에 대해 더 깊은 단계의 설명을 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서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인터넷 상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인 박장수 저, "LINUX hacker들을 위한 UNIX KERNEL 완전분석으로 
가는 길"과 Werner Almesberger 저, "LILO Technical overview" 문서이다. 전자의 책은 인터넷 
검색으로 찾을 수 있고, 후자의 책은 [1] 참고문헌의 장소에 가면 있다. 

2 디스크 구조 
PC 시스템이 통상 어떻게 부팅되는지, LILO를 기반으로 GNU/Linux 시스템이 어떻게 부팅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디스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절에 있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LILO User's guide" [1] 문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가장 간단한 경우는 플로피 디스크이다. 이것은 부트 섹터, 관리용 데이터 영역, 및 일반 데이터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관리용 데이터 영역에는 FAT (File Allocation Table), 수퍼 블록 (super block) 등과 
같은 디스크 관리용 데이터가 들어 가고, 일반 데이터 영역에는 일반 파일 데이터가 들어간다. 여기서는 
설명의 단순화를 위해 두 개의 데이터 영역을 뭉뚱그려 데이터 영역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구조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으며, 플로피 디스크는 GNU/Linux에서 /dev/fd0라는 하나의 장치 
파일로서 나타난다.  

Data area

Boot sector

 

그림 1 - 플로피 디스크의 영역 구성 

부트 섹터에 들어 있는 디스크 부트스트랩 프로그램은 사용하는 운영체제에 따라 다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MS-DOS 부트 섹터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부트 섹터의 첫 번째 자리에는 프로그램 
코드로 점프하기 위한 주소가 들어가 있다. 

Jump to the program code

Disk parameters

Program code

Magic number (0xAA55)

0x000

0x003

0x02C/0x03E

0x1FE

 

그림 2 - MS-DOS 부트 섹터의 구조 

LILO도 비슷한 부트 섹터 구조를 갖고 있지만, 아래 그림과 같이 디스크 파라미터 (disk parameters) 
영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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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code

Partition table

Magic number (0xAA55)

0x000

0x1BE

0x1FE

 

그림 3 - LILO 부트 섹터의 구조 

이와 같이 디스크 파라미터 영역이 없는 구조는 더 이상 부트 섹터를 참조하지 않기 때문에 Minix, Ext2, 
또는 비슷한 파일 시스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MS-DOS 파일 시스템에 LILO 부트 섹터를 
설치하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MS-DOS 파일 시스템에서는 수시로 디스크 파라미터 정보를 참조하게 
되는데 LILO 부트 섹터에는 이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MS-DOS 파일 
시스템에서 LILO와 비슷한 부트 로더 역할을 하도록 하는 SYSLINUX [2]라는 부트 로더가 만들어졌다. 

하드 디스크는 파티션이라고 불리는 여러 개의 데이터 영역으로 나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플로피 디스크 
구조보다 좀 더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MS-DOS 하드 디스크에는 주 파티션을 (primary partitions) 
최대 네 개까지 만들 수 있고, 더 많은 파티션이 필요하다면 한 개의 주 파티션을 확장 파티션으로 
(extended partition) 만들어 이 속에 여러 개의 논리 파티션을 (logical partitions) 만들 수 있다. 

각 하드 디스크의 첫 번째 섹터는 아래 그림과 같이 파티션 테이블을 갖고 있으며, 전체 하드 디스크에 
대해 /dev/hda, /dev/hdb, /dev/sda, 등과 같은 형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의 구조에서 각 
주 파티션은 /dev/hda1, /dev/hda2로 접근할 수 있다.  

Partition table

Partition 1

Partition 2

/dev/hda

/dev/hda1

/dev/hda2

 

그림 4 - 하드 디스크의 주 파티션 구조 

하드 디스크의 확장 파티션과 논리 파티션의 경도 각각이 별도의 파티션 테이블을 가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의 하다 디스크가 두 개의 주 파티션과 한 개의 확장 파티션으로 나뉘어지고 확장 파티션 
속에 두 개의 논리 파티션으로 나뉘어지는 경우라고 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구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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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tion table

Partition 1

Partition 2

/dev/hda

/dev/hda1

/dev/hda2

Extended partition table

Logical partition table

Logical partition table

Partition 3

Partition 4

/dev/hda3

/dev/hda5

/dev/hda6

 

그림 5 - 하드 디스크의 주 파티션과 확장 파티션, 및 논리 파티션의 구조 

이와 같은 구조에서 논리 파티션 테이블은 첫 번째 블록의 형태로 접근하여 읽을 수가 없으나, 주 파티션 
테이블과 확장 파티션 테이블, 및 모든 부트 섹터 영역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파티션 테이블에 관한 정보가 파티션 부트 섹터에 저장되며, 전체 하드 디스크의 파티션 부트 
섹터를 보통 부트 섹터라고 한다. 이것은 MBR (Master Boot Record)로서 불리기도 하며, 그림 3에 LILO 
부트 섹터에 대한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LILO 부트 섹터는 파티션 부트 섹터로 쓰이게끔 설계되어 있다. 즉, 파티션 테이블을 저장할 공간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LILO 부트 섹터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Linux 플로피 디스크의 부트 섹터 (/dev/fd0, etc.) 

− 첫 번째 하드 디스크의 MBR (/dev/hda, /dev/sda, etc.) 

− 첫 번째 하드 디스크의 주 파티션의 부트 섹터 (/dev/hda1, /dev/hda2, etc.) 

− 첫 번째 하드 디스크의 확장 파티션에 있는 부트 섹터 (/dev/hda1, etc.)2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장소에는 설치되지 않는다. 

− Linux 파일 시스템이 아닌 플로피 디스크나 주 파티션의 부트 섹터 (예: MS-DOS 디스크) 

− Linux 스왑 파티션 

− 확장 파티션의 논리 파티션에 있는 부트 섹터3 

− 두 번째 하드 디스크4 

3 시스템 부팅 방식 
플로피 디스크로부터 부팅이 시작되는 경우라면 디스크의 첫 번째 섹터 자리에 있는 부트 섹터가 읽혀 
진다. 이 부트 섹터에는 각각의 운영체제를 로딩하는 조그만 프로그램이 들어 있다. 따라서 부트 섹터는 

                                                           
2 대부분의 FDISK 프로그램들은 확장 파티션에서 부팅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LILO는 activate
라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통해 확장 파티션에서 부팅할 수 있도록 해주며, GNU/Linux 시스템에 있는 fdisk는 확장 
파티션에서의 부팅을 가능하도록 해준다. 
3 LILO는 -b 옵션을 이용하여 논리 파티션의 부트 섹터에도 설치될 수는 있지만, 단지 극소수의 프로그램만이 논리 
파티션의 부트 섹터에서 부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지금은 첫 번째 디스크가 제거하거나 사용 불능이 되거나, 또는 다른 종류의 부트 로더를 사용한다면, 첫 번째가 
아닌 하드 디스크에서도 부팅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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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MS-DOS 부트 섹터에는 운영체제 로딩 프로그램 
외에도 데이터 영역도 갖고 있다. 데이터 영역에는 클러스터 크기, 섹터의 수, 헤드의 수 등과 같은 
디스크와 파일 시스템의 파라미터 정보가 들어가는 관리 데이터 영역과 일반 파일 데이터가 들어가는 
데이터 영역이 있다. 

하드 디스크로부터 부팅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하드 디스크의 헤드0, 실린더 0, 섹터 1의 위치에 있는 
MBR이 로딩된다. MBR 섹터에는 운영체제 로딩을 위한 로더 프로그램과 디스크의 파티션 테이블이 
들어 있다. 이 로더 프로그램은 마치 시스템이 플로피 디스크로부터 부팅되는 것처럼 부트 섹터를 
로딩하게끔 되어 있다. 그림 3에서 0x000와 0x1BD 영역에 있는 446 바이트는 로더 프로그램에 의해 
사용되고, 뒤 이어서 64 바이트 크기의 파티션 테이블이 나온다. 마지막 2 바이트는 기호 표시 (magic 
number) 숫자로서 이 섹터가 정말로 부트 섹터라는 것을 나타낸다. 

MBR 속에 파티션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 외에 MBR과 부트 섹터 사이에 기능적인 차이점은 없지만, 
예를 들어, MS-DOS 디스크 파라미터와 같은 특정 파일 시스템 특유의 정보들을 갖고 있지는 않다.  

부팅 환경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경우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그리고 각 
경우에 대해 나타내는 그림에 있는 몇 가지 표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DOS-MBR": 원래 MS-DOS MBR을 의미한다. 이것은 "active"로 표시되어 있는 파티션에 대해 
파티션 테이블을 검사하고, 해당 파티션에 대한 부트 섹터를 읽어 들인다. MS-DOS의 fdisk나 
Linux의 fdisk 또는 LILO에 따라오는 activate 같은 프로그램들은 파티션 테이블에 있는 active 
표시 부분을 바꿀 수 있다. 

− "MS-DOS": IO.SYS, MS-DOS.SYS, COMMAND.COM과 같이 시스템 부팅에 관련된 파일들을 
로딩할 수 있는 MS-DOS 부트 섹터를 의미한다. 

− "COMMAND.COM": MS-DOS의 표준 명령어 번역기이다. 

− "LOADLIN": MS-DOS 파티션에서 RAM으로 Linux 커널을 로딩하여 제어를 넘겨주어 커널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 통상 CONFIG.SYS로부터 실행되도록 되어 있으며, 
BOOT.SYS를 같이 이용하며 CONFIG.SYS에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 

− "LILO": Linux 커널이나 다른 운영체제의 부트 섹터를 로딩한다.  

3.1 MS-DOS만의 경우 
아래 그림 6은 MS-DOS가 하드 디스크로부터 부팅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MBR Boot sector Operating system

DOS-MBR MS-DOS COMMAND.COM
 

그림 6 - MS-DOS 하드 디스크에서의 부팅 과정 

DOS-MBR은 활성화되어 있는 파티션이 (active partition)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므로 MS-DOS 부트 
섹터를 로딩한다. 이 부트 섹터는 다시 IO.SYS와 MSDOS.SYS로 이루어진 MS-DOS를 로딩하고, 
최종적으로 MS-DOS는 COMMAND.COM을 읽어 들여 제어 권한을 넘겨 준다. 

3.2 LOADLIN 부트 로더의 경우 
LOADLIN 부트 로더는 MS-DOS 동작 환경에서 Linux 커널을 로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트 로더이다. 
이 환경에서의 동작은 MS-DOS 부팅이 일어나는 경우가 똑같지만, CONFIG.SYS나 AUTOEXEC.BAT 
파일 속에서 LOADLIN이 실행되는 점이 다르다.[3] 

MBR Boot sector Operating system

DOS-MBR MS-DOS COMMAND.COM

LOADLIN Linux
 

그림 7 - LOADLIN 부트 로더를 이용한 부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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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CONFIG.SYS와 AUTOEXEC.BAT에 있는 설정 항목을 선택하기 위해 BOOT.SYS 같은 프로그램이 
쓰이는데, 부트 섹터를 변경시킬 필요가 없어 유용하다.[4] 

3.3 DOS-MBR에 의한 LILO 동작 
DOS-MBR에 의해 LILO 부트 로더가 동작하는 방식인데, 다른 부트 섹터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만약 
여러 개의 운영체제가 사용되는 경우에 Linux 외의 다른 운영체제가 LILO를 사용하지 않고 부팅되어야 
한다면, 이 운영체제가 들어 있는 파티션을 fdisk나 activate 프로그램으로 "active"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MBR Boot sector Operating system

DOS-MBR LILO Linux

other OS
 

그림 8 - DOS-MBR에 의한 LILO 방식 부팅 과정 

이 같은 방식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Linux 파티션의 부트 섹터에 LILO 설치 

− fdisk나 activate를 이용하여 파티션을 active 상태로 설정 

− 다시 부팅 

설치 해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다른 파티션에 대해 active 상태로 설정 

− LILO and/or Linux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이든 설치 

3.4 DOS-MBR에 의한 다양한 선택 환경 
MBR은 바뀌지 않은 채 두 개의 선택 옵션에서 Linux나 MS-DOS를 부팅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위 
3.3절이 확장된 형태이다. LILO를 통해 다른 운영체제를 부팅시킬 수도 있다. 

MBR Boot sector Operating systems

DOS-MBR MS-DOS COMMAND.COM

LOADLIN Linux

LILO Linux

MS-DOS COMMAND.COM
 

그림 9 - DOS-MBR에 의한 부팅 방식 선택 

3.5 LILO만의 부팅 
LILO는 전체 부팅 절차를 제어할 수 있는데, MBR에 설치되어 있다면 LILO가 Linux나 다른 운영체제를 
부팅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에 단점이 있는데, LILO가 설치되면서 기존의 MBR이 
지워지기 때문에 Linux를 제거하는 경우에 MBR을 다시 복구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MBR Operating system

LILO Linux

other OS
 

그림 10 - LILO 방식의 부팅 

LILO를 설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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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Linux로 부팅을 한다. 

− 기존의 MBR을 플로피 디스크에 백업으로 받아둔다. 즉, 
dd if=/dev/hda of=/fd/MBR bs=512 count=1 

− 부트 섹터에 MBR로서 LILO를 설치한다. 

− 다시 부팅한다. 

설치해둔 LILO를 제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일단 Linux로 부팅을 한다.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존 MBR을 복구한다. 즉, dd
if=/fd/MBR of=/dev/hda bs=446 count=1 

만일 LILO를 MBR로서 설치한 경우라면, 맵핑 파일을 업데이트할 때 LILO 환경 설정 파일에서 
(lilo.conf의 "boot=" 변수) 부트 섹터의 위치를 분명히 밝혀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현재의 
루트 파일 시스템이 있는 파티션의 부트 섹터에서 부팅을 시작하려고 하게 된다. 

4 시스템 부팅 방식의 결정 및 적용 
LILO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치될 수 있지만, 실제 동작은 동작 환경을 설정하는 파일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파일은 GNU/Linux 시스템에서 통상 /etc/lilo.conf로 저장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예를 
보자. 

boot = /dev/hda2 
compact
image = /vmlinuz
image = /vmlinuz.old
other = /dev/hda1

table = /dev/hda
label = msdos

LILO는 Linux 커널 이미지로 /vmlinuz를 로딩하고, 실패할 경우의 대안으로서 /vmlinuz.old를 
로딩한다. 또한 /dev/hda1에서 MS-DOS 부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른 부트 로더를 설치한다. 
compact라는 옵션은 map installer에게 로딩할 때 최적화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4.1 BIOS 제한 
최근에 나오는 시스템들은 20GB 이상의 큰 하드 디스크를 갖고 있거나, 여러 개의 하드 디스크를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PC BIOS가 설계되던 약 18년 전에는 디스크 인터페이스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LILO에게 미치는 가장 대표적 제한은 두 개의 하드 디스크만 지원하고, 디스크당 1024 실린더 
이상은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LILO가 이 문제를 검출할 수 있으며,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설정해주어 한다. 

디스크 드라이브의 수 제한이 모든 BIOS에 있는 문제는 아니다. 어떤 메인 모드와 디스크 콘트롤러는 
보통 네 개까지의 디스크 드라이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BIOS를 갖고 있기도 하다. 이때 LILO는 두 
번째 이상의 하드 디스크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계속 동작한다. 하지만 
두 개만 지원하는 BIOS 환경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드 디스크 외의 장소에서 부팅을 시킬 수 없다. 

실린더 수 제한은 IED 형식 하드 디스크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문제이다. 504MB 이상의 용량을 가진 
하드 디스크는 보통 실린더 수가 1024개를 넘는다. 따라서 최근에는 대부분 10GB 이상의 하드 디스크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BIOS는 1024 번째 이상의 실린더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 없게 된다. LILO는 이 문제를 
검출하여 설치를 중단해 버린다. 그러나 linear 옵션을 사용하면 계속 진행할 수 있다.5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5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usr/src/linux/Documentation/ide.txt 문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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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린더 번호 1024를 넘지 않는, 접근 가능 디스크 영역에 다른 파티션을 만든다.  

− 파티션과 디스크를 재구성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기존 데이터들을 모두 지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적절히 백업을 받아 두고 작업해야 한다. 

− 만약 시스템이 DOS/Windows로 동작하고 있다면, LILO 대신에 LOADLIN을 설치한다. 

LILO가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읽어 들일 때는 BIOS에 따라 좌우된다. 

− /boot/boot.b 

− /boot/map6 

− 모든 커널 

− LILO가 부팅시킬 모든 운영체제들의 부트 섹터 

− 시작 메시지 

이상과 같은 설명에서 나타나는 것은 Linux 루트 파일 시스템은 접근 가능한 안전 영역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커널들을 /boot 속에 둔다든지, 어떤 파티션을 /boot로 마운트 한다거나, 
/boot를 그 파티션으로 링크를 걸어 두는 방식으로 피해갈 수도 있다. 

4.2 하나의 디스크 가운데 주 파티션에 Linux가 있는 경우 
첫 번째 하드 디스크의 주 파티션들 가운데 하나에 Linux 파일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 파티션에 
LILO 부트 섹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원래 MBR에 의해 부팅되어야 한다. 아래 그림 11과 같은 
구조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예에서 boot 변수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부트 섹터가 
루트 파티션에 있기 때문이다. 

MBR

MS-DOS

Linux

/dev/hda

/dev/hda1

/dev/hda2
 

그림 11 - One disk, Linux on a primary partition 

4.3 하나의 디스크 가운데 논리 파티션에 Linux가 있는 경우 
첫 번째 하드 디스크에 Linux 설치할만한 주 파티션이 없고 다만 확장 파티션의 논리 파티션 하나에 
Linux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LILO 부트 섹터는 반드시 확장 파티션의 파티션 섹터에 설치되어야 하고, 
원래 MBR에 의해 부팅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아래 그림 12와 같은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 

MBR

MS-DOS

Extended

/dev/hda

/dev/hda1

/dev/hda2

Linux

....

/dev/hda5

/dev/hda6
 

그림 12 - One disk, Linux on a logical partition 

많은 종류의 디스크 파티션 프로그램들이 확장 파티션을 active 상태로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activate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할지도 모르며, 이 프로그램은 LILO와 함께 따라 온다. 

4.4 두 개의 하드 디스크가 가운데 첫 번째 디스크에 Linux가 있는 경우 
두 개의 하드 디스크 가운데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첫 번째 하드 디스크에 Linux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6 /sbin/lilo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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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한 개의 디스크가 있는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Linux 부트 섹터는 첫 번째 하드 디스크에 
설치되고 두 번째 디스크는 부팅 과정 동안에 뒤에 사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부트 섹터의 위치이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예를 들어, 루트 파일 
시스템, 스왑 파티션, Linux 파일 시스템, /boot/boot.b, /boot/map 등은 특정한 조건 아래서 두 
번째 하드 디스크의 어느 곳에 두어도 괜찮다. 

4.5 두 개의 하드 디스크가 있으나 Linux는 두 번째 디스크에 있고 첫 번째 디스크에 확장 
파티션이 있는 경우 
두 개의 하드 디스크 가운데 첫 번째 디스크에는 Linux 파티션이 없지만 확장 파티션이 있다면 LILO 
부트 섹터가 확장 파티션의 파티션 섹터에 설치될 수 있다. 따라서 원래의 MBR에 의해 부팅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은 아래의 그림 13에서 나타낼 수 있다. 

MBR

MS-DOS

Extended

/dev/hda

/dev/hda1

/dev/hda2

....

....

/dev/hda5

/dev/hda6

MBR

Linux

....

/dev/hdb

/dev/hdb1

/dev/hdb2

First Disk Second Disk

 

그림 13 - Two disks, Linux on second disk, first disk has an extended partition 

앞서 설명한 것처럼 확장 파티션에 active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LILO 패키지 속에 있는 activate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4.6 두 개의 하드 디스크가 있으나 Linux는 두 번째 디스크에 있고 첫 번째 디스크에 확장 
파티션이 없는 경우 
두 개의 하드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첫 번째 디스크에 Linux 파티션도 없고 확장 파티션도 없다면, 
LILO는 MBR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LILO가 모든 운영체제에 대한 부팅을 담당하게 
된다. 아래 그림 14가 이에 대한 것이다. 

MBR

MS-DOS

....

/dev/hda

/dev/hda1

/dev/hda2

MBR

Linux

....

/dev/hdb

/dev/hdb1

/dev/hdb2

First Disk Second Disk

 

그림 14 - Two disks, Linux on second disk, first disk has no extended partition 

LILO를 MBR에 설치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기존의 원래 MBR에 대해 백업을 받아 두어야 하고, LILO가 
다른 운영체제도 적절히 부팅시킬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MBR에 LILO가 설치된 경우에는 /etc/lilo.conf 파일의 boot 옵션에 적절히 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4절의 앞 부분에 있는 lilo.conf의 예에서 boot=/dev/hda2는 boot=/dev/hda로

바뀌어야 한다. 

4.7 2개 이상의 하드 디스크가 있는 경우 
두 개 이상의 하드 디스크를 가진 시스템의 경우에 통상 처음 두 개의 디스크만 접근 가능하다. 따라서 
부트 로더 설치는 하드 디스크 두 개의 경우와 같다.  

나머지 하드 디스크에 대해 접근하게 되면 LILO는 다음과 같은 경고 메시지를 보여 준다. 하지만 실행이 
종료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두 개 이상의 하드 디스크를 지원하는 BIOS가 설치된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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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이다. 0xnnnn은 16진수의 임의의 숫자를 나타낸다. 

Warning: BIOS drive 0xnnnn may not be accessible

이러한 문제는 BIOS에 의해 부팅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부팅이 되고난 후에는 Linux가 이들 
모든 하드 디스크를 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5 x86 기반의 GNU/Linux 시스템 부팅 과정 
GNU/Linux가 설치되어 있는 인텔 x86 CPU 기반의 데스크탑 PC에 전원을 넣게 되면 ROM에 있는 
BIOS (Basic Input/Output System) 프로그램이 동작하게 된다. BIOS는 하드웨어 제작업체가 만들어서 
하드웨어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 POST (Power-On Self Test) 프로그램이 시스템에 있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 장치들을 점검 

− 원시적인 I/O 서비스를 제공 

− 하드웨어 인터럽트에 대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 

− ROM 부트스트랩 루틴 (bootstrap routine) 제공 

시스템에 전원이 공급되거나 RESET 동작이 시작되면, CPU의 프로그램 실행은 0FFFF0H 번지에서 
시작하며, 이것은 운영체제와는 관련이 없고 x86 계열 프로세서의 특성 때문이다. 0FFFF0H 주소는 
ROM 영역을 나타내고 있으며 POST 동작과 ROM 부트스트랩 루틴으로 제어를 넘겨주기 위한 점프 
기계 명령어를 갖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POST 루틴이 동작하여 각종 장치들에 대한 점검 작업을 수행한다. 이어서 ROM 부트스트랩 
루틴은 부트 드라이브의 부트 섹터로부터 디스크 부트스트랩 루틴을 RAM의 임의 장소로 읽어 들인 
다음에 그곳으로 제어 권한을 넘긴다.7[5]  

이때 부트 드라이브를 찾는 순서는 BIOS 동작 환경에서 설정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데, 통상 플로피 
디스크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이어서 하드 디스크나 CD-ROM 등과 같은 장치 순서로 되어 있다. 그래서 
ROM 부트스트랩 루틴은 먼저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에 디스크가 존재하고 있는지 검사하고, 있다면 
플로피 디스크의 부트 섹터를 읽어서 디스크 부트스트랩 루틴을 로딩한다. 그러나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에 디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하드 디스크에서 부트 섹터를 읽어 온다. 만일 하드 디스크에도 
부트 섹터가 없다면 그 다음 순서의 부트 드라이브를 찾아서 부트 섹터를 읽는다. 설정되어 있는 모든 
부트 드라이브에서 부트 섹터를 찾지 못 했다면 더 이상 부팅 작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들어 있는 디스켓을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에 넣으라는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한다.[6] 

ROM 부트스트랩 루틴이 읽어 들이는 디스크 부트스트랩 루틴은 사용하는 운영체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MS-DOS 디스크 부트스트랩 루틴은 루트 디렉토리의 첫 번째 섹터를 읽어서 처음 두 
개의 파일이 순서대로 IO.SYS와 MSDOS.SYS인지 검사를 하고, 만약 없다면 아래의 예와 같이 디스크를 
바꾸고 다시 시도하기 위해 아무런 키나 누르라고 하는 프롬프트 메시지가 출력된다. 만약 IO.SYS와 
MSDOS.SYS 두 개의 파일이 발견되면, 디스크 부트스트랩은 두 파일을 RAM에 읽어 들이고, 제어를 
IO.SYS의 시작점으로 옮긴다.8 

Invalid system disk
Replace the disk, and then press any key

GNU/Linux 시스템의 경우에는 부트 드라이브의 부트 섹터에 대부분 LILO가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헤드 0, 실린더0, 섹터 1 자리인 부트 섹터에는 LILO와 같은 부트 로더가 있을 수도 있고 Linux와 같은 
운영체제 커널이 시작점이 (entry point) 있을 수도 있다. 9 

                                                           
7 앞서 2절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부트 섹터에는 디스크 형식을 나타내는 정보도 실려 있다. 
8 구현 제품에 따라서는 디스크 부트스트랩은 단지 IO.SYS만 읽어 들이고, 그 다음에 IO.SYS가 MSDOS.SYS 파일을 
로딩하게끔 만든 것도 있다. 
9 부트 섹터는 512 바이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트 섹터에 부트 로더 전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부트 로더의 
크기가 큰 이유로 부트 섹터 밖의 데이터 영역까지 자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Linux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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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Linux 커널을 디스켓이나 하드 드라이브의 첫 번째 섹터로부터 로딩해서 부팅을 시키게 되면 BIOS 
코드가 실행된 후에 곧바로 커널 부팅이 시작되게 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사용자가 운영체제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는 제한을 만들게 되므로 부트 로더 (boot loader)를 이용하여 부팅 절차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부트 로더는 같은 하드웨어 시스템에서 단지 다시 부팅만 함으로써 원하는 운영체제를 선택하여 다른 
운영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GNU/Linux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트 로더는 LILO이며, 
커널이 있는 위치를 알고 있어 커널 로딩을 하고 실행시키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부팅을 시작하도록 
한다. LILO 부트 로더는 부트 섹터에 저장되어 있고 lilo.conf 파일에 부트 로더에 대한 환경 설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lilo.conf 설정 파일을 수정하여 lilo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수정된 LILO 부트 
로더가 부트 섹터에 다시 저장된다.  

전원을 켜고 부팅이 시작되면 BIOS에 의해 LILO 부트 로더가 로딩되어 부트 로더 코드가 실행된다. 
LILO 부트 로더는 운영체제와 부팅에 관련된 옵션 파라미터를 선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10 
선택에 따라 커널을 로딩하거나 다른 운영체제의 부트 섹터를 로딩한다. 이어서 로딩된 커널이나 새로운 
부트 코드가 실행되는데, Linux 커널이 로딩된 경우에 각종 하드웨어 장치들에 대한 점검 및 초기화 
작업을 하고 루트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한다.11 

루트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되고 나면, 커널은 파일 시스템 내에 있는 init 프로그램을 찾아 실행시킨다. 
이로써 시스템 최초의 프로세스가 생성되고, init 프로세스는 inittab 설정 파일에 따라 지정된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작업 가운데 하나로서 sysinit 스크립트를 찾아서 실행시킨다. 이 스크립트는 시스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쉘 명령어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디스크에 대해 fsck를 
실행시키고, 필요한 커널 모듈들을 로딩하고, 스와핑과 네트워크 초기화 작업을 수행시키고, fstab에 
기록되어 있는 디스크 마운팅 작업을 수행시키고, 그 외의 다른 스크립트들도 동작시킨다.  

sysinit 스크립트가 작업을 끝내고 나면 시스템 제어 권한을 다시 init 프로세스에게 돌려주고, init 
프로세스는 inittab 파일의 initdefault에 표시되어 있는 default runlevel로 진입한다. 통상의 
경우에 runlevel은 시스템 콘솔과 tty 사이의 통신을 담당하는 getty를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데, 
getty는 "login: " 프롬프트를 표시하고, 사용자 인증 및 세션을 관리하는 login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이로써 부팅 절차는 완료되고 사용자 로그인을 위한 대기 상태로 있게 된다. 

 

                                                                                                                                                                                     
운영체제 커널도 부트 섹터 0의 자리부터 커널이 시작될 수 있다. 
10 부트 로더가 커널을 로딩하면서 각종 선택 변수들을 전달해주는데, LILO의 경우에 lilo.conf 파일에 그 내용이 
저장된다. 다양한 선택 변수들에 대한 설명이 http://www.linuxdoc.org/HOWTO/BootPrompt-HOWTO.html 
문서에 있다. 
11 디스켓으로부터 부팅되는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종종 루트 파일 시스템은 RAM 디스크 장치로 로딩되곤 한다. 
이때 파일 시스템은 마치 하드 디스크에 있는 것처럼 RAM을 이용한다. 파일 시스템을 RAM 디스크로 로딩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플로피 디스크보다 RAM에 매우 빠르기 때문에 시스템 동작으로 빠르게 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커널이 플로피 디스크로부터 압축된 형태의 파일 시스템을 로딩하여 RAM 디스크로 풀어서 
로딩할 수 있으므로 디스켓에 보다 많고 큰 크기의 파일들을 담아둘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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