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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쉘(Shell)

쉘이란?

사용자가 입력하는 명령을 읽고
해석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분투에서는 주로 Bash Shell이 사용된다

Bash Shell

산술 연산 기능, 명령문 편집 기능, 
Tab키를 이용한 파일 이름 완성 기능, 

Alias(별칭) 기능 등이 존재한다

Shell 명령문의 일반적인 형태

Command(명령어)  [options(옵션)]  [arguments(인자)]

단독으로 사용하는 명령어도 있지만 옵션이나

인자를 함께 사용하는 명령어도 있다

※ 사이 공백은 한 칸 씩!

ex) pwd
ls -l
rm –r DIRECTORY_NAME

자주 사용하는 긴 명령어를 간단한 명령어로

등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 alias la = ‘ls –la’
=>  ls –la 라는 명령어를 la 로 간단하게 줄여서 등록

Alias

※Alias 제거 하는 방법 : unalias command

ex) unalias la => 이전에 등록한 la 명령어 제거



01 쉘(Shell)

터미널이란?
컴퓨터와 사용자 사이를 소통 시켜주는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다 (번역기와 같은 역할)

윈도우는 마우스를 사용하는 그래픽 기반이고, 리눅스는 키보드를 사용하는 텍스트 기반이다

터미널을 실행하면 쉘이 자동으로 선택된다

터미널 실행 방법

window 버튼 혹은 왼쪽 위의 버튼을 누른다 terminal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른다

Ctrl + Alt + Tor 단축키



02 편집기(editor)

편집기란?

문자를 입력하고 저장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편집기의 일종이다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편집기는 리눅스 환경에서 코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부가적인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편집기로는 vi, vim, nano, atom, sublime 등이 있다

vi editor
리눅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문서 편집기

명령모드와 편집모드 2가지 모드를 변환하면서 편집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다



02 편집기(editor) vi

$ vi 파일이름(ex test.c / test.py)

파일이름을 작성하고 vi를 실행시키면

저장 시에 자동으로 파일이름이 적용된다

vi를 실행시키면 좌측 하단에

파일 이름이 나타나고 최초 실행 시에 자동으로

명령 모드가 적용된다

<vi 실행방법> <vi 최초 실행 화면>

- vi 실행



02 편집기(editor) vi

편집 모드의 경우 끼워넣기(INSERT)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며

명령 모드의 경우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있지 않다

편집 모드에서 명령 모드로 바꾸고 싶을 때는 <esc>키를 누르면 되고

커맨드 모드에서 편집 모드로 바꾸고 싶을 때는 <i> 키를 누르면 된다

<편집 모드> <명령 모드>

- 모드 확인



02 편집기(editor) vi

- 모드 확인

:w 현재 작업중인 문서를 저장하는 명령어

위 화면과 같이 :w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파일이 저장된다



02 편집기(editor) vi

문서 수정 후 저장하지 않고 :q를 입력 후 엔터를 누르면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 수정사항을 모두 무시하고 강제로 종료하는 방법과 저장을 하고 종료를 하는 방법이 있다

강제로 종료할 때는 :q! 명령어를 입력하고 저장 후 종료 할 때는 :wq 명령어를 입력한다

<강제 종료> <저장 후 종료>

- 종료하기

:q 현재 작업중인 문서를 종료하는 명령어



02 편집기(editor) vi

- 기타 명령어

dd 한 줄 전체를 삭제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
vi editor에서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지우는 작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령모드에서 지우고 싶은 줄에서 dd 명령어를 사용하면 한 줄을 삭제할 수 있다

그 외 기타 명령어들은 다음 URL을 참고
http://cafe.naver.com/sskangpl/5

(강승식 교수님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 카페)
http://gyuha.tistory.com/157

(vi 명령어 정리 블로그)

http://cafe.naver.com/sskangpl/5
http://gyuha.tistory.com/157


03 리눅스 기초 명령어 ls

ls 명령어는 ‘list segments’ 의 약자로

현재 디렉토리(폴더)에 있는 하위 디렉토리와

파일들을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ls –l 로 옵션을 추가할 경우

각 디렉토리와 파일의 정보를 자세히 알려준다

ls



03 리눅스 기초 명령어 cd

cd 명령어는 ‘change directory’ 의 약자로 상/하위 디렉토리로 이동할 경우에 사용한다

디렉토리를 표시 할 때 ‘..’은 상위 디렉토리, ‘.’은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하며

맨 앞에 ‘/’ 를 붙일 경우 root부터 절대경로로 인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바탕화면 디렉토리로 가고 싶다면 cd 바탕화면으로 상대경로를 이용하거나

cd /home/username/바탕화면으로 절대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



03 리눅스 기초 명령어 clear

clear 명령어는 커서가 위치한 행을 화면 상단에 두고

터미널 화면을 깨끗이 지우는 기능을 수행한다



03 리눅스 기초 명령어 pwd

pwd 명령어는 ‘print working directory’의 약자로 현재 위치를 출력할 때 사용한다

현재 작업중인 디렉토리를 절대 경로로 정확하게 표시해주기 때문에

리눅스를 사용하다 보면 ls, cd, clear와 함께 자주 사용하게 되는 명령어이다



03 리눅스 기초 명령어 mkdir

mkdir 명령어는 ‘make directory’의 약자로 디렉토리(폴더)를 생성할 때 사용한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mkdir testDirectory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testDirectory라는 이름을 가진 디렉토리가 생성된다



03 리눅스 기초 명령어 cp

Case 1) 파일을 같은 폴더 내에 복사하는 방법

→ ctrl+C를 해주는 기능을 수행

NAME1에는 기존의 파일명을 적어주고, 

NAME2에는 복사 후 파일의 새로운 이름을 적어 줌

[copy] cp NAME1 NAME2

Case 2) 파일을 하위 폴더에 복사하는 방법

→  ctrl+C하고 하위 폴더에 ctrl+V하는 기능을 수행

NAME1에는 기존의 파일명을 적어주고,

NAME2에는 하위 폴더의 이름을 적어 줌



03 리눅스 기초 명령어 mv

Case 1) 파일명을 바꿔주는 방법

Windows에서 파일명을 변경하는 기능을 수행

NAME1에는 기존의 파일명을 적어주고,

NAME2에는 파일의 새로운 이름을 적어 줌

Case 2) 파일을 하위 폴더로 이동시키는 방법

Windows에서 파일을 폴더로 이동하는 기능을 수행

NAME1에는 기존의 파일명을 적어주고,

NAME2에는 하위 폴더의 이름을 적어 줌

[move] mv NAME1 NAME2



03 리눅스 기초 명령어 rm

rm 명령어는 ‘remove’ 의 약자로

파일을 삭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r 옵션을 추가하면 폴더 삭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폴더의 파일들을 함부로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r(recursive)라는 옵션으로 폴더 내부까지 삭제한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rm testFile01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testFile01라는 파일이 삭제된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rm testDirectory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testDirectory 폴더가 삭제된다



03 리눅스 기초 명령어 cat

Cat NAME
파일의 내용을 출력해주는 기능을 수행

cat 명령어는 ‘catenate’ 의 약자로 파일의 내용을 이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Cat NAME1 NAME2 > NAME3
파일 여러 개를 합치는 기능을 수행

예를 들어 그림에서 cat testFile01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testFile01라는 파일의 내용인

“Hello World!”가 출력 된다

예를 들어 cat testFile01 testFile02 > testFile00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testFile01과 testFile02가

합쳐져 testFile00 파일이 생성된다



LAB ANYWHERE SUP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