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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리눅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로그인 화면

리눅스에서는 위 그림과 같은 로그인 화면을 GDM화면이라고 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한가지로 정해져 있는 

Windows와는 달리 리눅스는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GDM화면을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운받은 GDM을 리눅스에 설치하는 작업이나 GDM을 변경하는 작업은 모두 [시스템-관리-로그인 창-기본 설정]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패널

다른 운영체제와는 달리 리눅스는 위와 아래에 패널이 하나씩 있습니다. 위쪽 패널의 왼편에는 ‘프로그램’ 메뉴와 ‘위

치’ 메뉴, ‘시스템’ 메뉴가 있고 오른편에는 네트워크 아이콘과 시계 등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바탕 화면에 휴지통 아

이콘이 따로 존재하는 다른 운영체제와는 달리 리눅스의 휴지통은 아래쪽 패널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휴지통 비우

기 메뉴는 휴지통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하면 나옵니다.



메인 메뉴

윗쪽 패널에 있는 ‘프로그램’메뉴나 ‘위치’메뉴를 메인 메뉴라고 부릅니다. 

-프로그램 메뉴: 현재 자신의 리눅스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오픈오피스나 메신저, DVD보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등록되며 시스템에 설치된 코덱이나 라이브러리까지 보시려면 [프로그램-추가/제거]로 가시면 됩니다. 

-위치 메뉴: Windows XP의 시작 버튼에 ‘내 문서’나 ‘내 그림’ 등 여러가지 폴더로 가는 바로 가기가 등록되어 있는 것

처럼 다이나 리눅스의 ‘위치’에도 유사한 것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홈 폴더: /home/joon (여기서 joon은 저자의 로그인 아이디)

문서: /home/joon/문서 

음악: /home/joon/음악

Windows 파일시스템에서는 C 드라이브의 루트가 따로 있고 D 드라이브의 루트가 따로 있지만 리눅스에서는 모든 

것의 최상위는 /입니다. 읽을 때는 ‘루트’라고 읽습니다. 여러분이 하드디스크를 둘로 나눠서 첫번째 파티션을 리눅

스 파일시스템(EXT3나 EXT4 등)으로 포맷하고 두번째를 NTFS로 포맷했어도 역시 모든 것의 최상위는 /입니다. 

NTFS로 되어 있는 두번째 파티션은 D가 되야 하는 거 아니냐구요? 리눅스에서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NTFS인 두

번째 파티션의 볼륨 레이블이 DATA라고 할 때, 컴퓨터를 켜면 다이나 리눅스의 ‘위치’ 메뉴에 일단 DATA라는 항목이 

생길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직 DATA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위치’ 메뉴 중간 쯤에 등록된 DATA를 사용자

가 마우스로 클릭하면 리눅스 파일시스템에 ‘마운트’되면서 하드디스크 모양으로 생긴 아이콘이 바탕 화면에 생깁니

다. 그리고 아이콘 밑에 DATA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이제 바탕 화면의 DATA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그 안을 들

여다 볼 수 있고 그 안의 파일이나 폴더도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다른 곳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USB 메모리와 USB 외장 하드는 컴퓨터의 USB 포트에 연결하자마자 자동으로 마운트 됩니다. 따라서 볼륨 레이블

을 DYNASYS로 정해 놓은 USB 메모리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바탕 화면에 DYNASYS라는 아이콘이 생기게 됩니다. 

컴퓨터에 내장된 하드디스크의 NTFS 파티션이나 FAT 파티션은 사용자가 ‘위치’ 메뉴에서 마우스로 클릭해야 마운트

가 되는데 USB 메모리나 USB 외장 하드는 연결 즉시 자동 마운트 되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주의! USB 메모리나 USB 외장 하드에 이런저런 작업을 가한 뒤 연결 해제를 하실 때, 반드시 바탕 화면의 해당 아이

콘을 오른쪽 클릭해서 ‘볼륨 마운트 해제’를 클릭한 후에 바탕 화면에서 아이콘이 사라지면 연결 해제 하셔야 합니다. 

마운트 해제를 안 하신 채로 뽑으시면 안에 있는 내용이 다 날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 USB 메모리 안에 들어 있는 MS Word 문서를 편집하신 뒤 마운트 해제를 안 하시고 그냥 뽑으면 

문서가 과거의 상태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리눅스 초보자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시스템 메뉴: ‘기본 설정’과 ‘관리’라는 하위 메뉴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두 메뉴는 Windows의 제어판과 정확하게 

같은 역할을 하며 컴퓨터를 끌 수 있는 ‘끄기’메뉴 또한 시스템 쪽에 있습니다. 

가상 데스크탑: 마치 모니터를 2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게 해 줍니다. 아랫쪽 패널 맨 오른쪽에 나

타나는 사각형 2개를 보시면 자신이 현재 몇 번째 화면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각형 2개 중 첫번째 사각형을 클

릭하면 메인 화면으로, 두번째 사각형을 클릭하면 언제라도 서브화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개인설정

테마

[시스템-기본 설정-모양새]의 여러 탭 중 가장 첫번째 탭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버튼을 클릭하면 자신이 만들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테마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창 틀의 모양이나 버튼, 아



이콘 등의 모양을 세세하게 설정하고 싶으시면 ‘사용자 설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배경

두번째 탭인 ‘배경’탭에서 바탕 화면의 이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글꼴

세번째 탭은 ‘글꼴’탭입니다.

Windows의 경우엔 새로운 폰트를 설치하고 싶으면 제어판에서 폰트 폴더를 열어서 드래그 앤 드롭만 하면 되지만 

리눅스의 경우엔 자신의 홈 폴더에 .fonts라는 폴더를 생성해서 여기에 폰트를 넣어두어야 합니다. 앞에 점이 붙으면 

리눅스에서는 숨김 폴더이므로 다음번에 다시 홈 폴더를 열어보면 .fonts가 안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다시 .fonts 

폴더를 들여다 보고 싶으면 폴더 창의 보기 메뉴로 가서 ‘숨긴 파일 보기’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DYNA LINUX를 처음 

설치하고 나면 글꼴 그리기 설정이 ‘모양 위주’로 되어 있는데 LCD모니터 사용자 분들은 꼭! ‘LCD용’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LCD용으로 설정하면 글꼴이 훨씬 미려하게 표시됩니다.



새 사용자 추가

[시스템-관리-사용자와 그룹]에서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기존 사용자의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잠금 풀기 필요)

참고로 처음 DYNA LINUX를 설치하면 root의 비밀번호는 미정인 상태가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랜덤 문자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터미널을 열고 sudo passwd root를 입력하면 root 패스워드를 자신이 원하는 패스워드로 지

정할 수 있습니다. sudo를 입력했으므로 처음엔 ‘현재 로그인 된 사용자’의 암호를 물을 것입니다. 현재 joon으로 로

그인 된 상태라면 joon의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joon의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엔 자신이 원하는 root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sudo는 superuser do의 약자로, sudo xxxx를 터미널에서 입력하면 xxxx 명령을 root 권한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다

이나 리눅스에 amule을 설치하려면 원래는 루트로 로그인 해서 터미널을 열고 apt-get install amule을 입력해야 하

지만, sudo를 이용하면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 한 상태에서 그냥 sudo apt-get install amule을 입력하면 됩니다.

매번 무슨 작업을 할 때마다 일일이 앞에 sudo를 붙이는 게 싫으면 일단 sudo -i를 입력해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sudo -i를 입력하면 프롬프트가 $프롬프트에서 #프롬프트로 바뀌며, 이후부터는 계속 root 권한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 관리 – 로그인 창]으로 가서 ‘보안’탭으로 가시면, ‘로컬 시스템 관리자 로그인 허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

다. 그다지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 항목에 체크하면 GDM 화면에서 root로 로그인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

다. 물론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 한 뒤 sudo passwd root를 사용해서 root 패스워드를 지정한 다음에만 가능한 작업

입니다. root 권한으로 다이나 리눅스를 완전한 GUI 환경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저자도 다이나 리

눅스 새 버전을 제작할 때는 항상 ‘로컬 시스템 관리자 로그인 허용’에 체크하고 GDM에서 root로 로그인 해서 작업

을 합니다. 일반 사용자에게는 그다지 필요한 기능은 아닙니다.



시작 프로그램 설정

[시스템-기본 설정-세션]에서 시작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Windows의 msconfig와 비슷한 역할을 하며 ‘추

가’버튼을 눌러서 실행 프로그램을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강제종료

[시스템-관리-시스템 감시]를 실행시킨 후 ‘프로세스’ 탭을 여시면 원하는 프로세스의 강제종료가 가능합니다. 



시간설정

윗쪽 패널 오른쪽의 시계를 클릭하면 처음엔 달력만 표시되지만, 달력 밑에 있는 ‘편집’버튼을 클릭하시면 설정하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기만의 세계시계를 꾸밀 수 있습니다.

바탕 화면에 바로 가기 아이콘 만들기

메인 메뉴의 ‘프로그램’ 메뉴에 등록되어 있는 아이콘들은, 오른쪽 클릭해서 ‘바탕 화면에 추가’를 클릭하면 바탕 화

면에도 복사해 놓을 수 있습니다. 오픈오피스 아이콘들은 바탕 화면에 만들어 두는 것이 여러가지로 편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