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장  하드웨어 설정하기 편

리눅스가 하드웨어를 인식하는 방법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커널이 디바이스 드라이버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령 인텔 메인보드에 들어가

는 GMA950이나 GMA3100 같은 비디오 칩셋들은 우분투나 페도라 등 어떤 리눅스를 설치하건 OS 기본설치만 

끝나면 알아서 인식됩니다. 인텔이 GMA 제품군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항상 오픈소스로 리눅스 커뮤니티에 제공

하고 있고 리눅스 커뮤니티 또한 제공받은 인텔 드라이버를 항상 리눅스 커널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드라이버 소스를 공개하지 않는 비디오 칩셋 업체들도 있습니다. 바로 nVIDIA와 ATI입니다. 양사는 상대편

에 자기네 드라이버 소스가 공개될 경우 자사의 비즈니스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분투나 DYNA LINUX는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nVIDIA나 ATI 

제품을 발견할 경우 “드라이버를 설치하겠냐”는 메시지를 띄운 후 사용자가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면 사용자

의 nVIDIA, ATI 모델에 딱 맞는 드라이버를 알아서 다운로드 해서 설치해 줍니다.

크게 보면 리눅스의 하드웨어 인식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패턴으로 나뉘게 됩니다.

-커널이 직접 하드웨어를 인식하는 경우: 대부분의 메인보드 내장 LAN칩셋과 내장 사운드 칩셋에 해당, 인텔 GMA 

전모델 해당, IPTIME의 USB무선랜 제품군 해당(RT73계열)

-커널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OS에서 알아서 드라이버를 설치해 주는 경우: nVIDIA나 ATI 칩셋에 해당됩니다. 드라

이버를 설치하겠냐는 메시지는 보통 OS 설치 후 첫 부팅 때 나타납니다.

-사용자가 직접 드라이버를 인스톨 해야 되는 경우: 리눅스의 세계에서 가장 드문 경우에 해당됩니다. VIA의 

UniChrome 비디오 칩셋도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픽 칩셋 업체나 사운드 칩셋 업체는 자사 웹 사이트에 리눅

스 드라이버를 꾸준히 올려놓는 편이지만 프린터 업체들은 대부분 윈도우 드라이버만을 배포하므로 “리눅스에서 자

체적으로 지원되는” 프린터를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HP나 Epson의 최근 제품들은 거의 모두 지원되고 있으며 

삼성 프린터도 HP호환 제품은 대부분 인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트랙패드

키보드 

[시스템-기본 설정-키보드]에서 설정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키 배치’ 탭에 대한민국 101/104 key 

compatible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한/영’키를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이런 때는 대한민국 101/104 키를 추가

해 준 뒤 원래의 키보드 설정을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시스템-기본 설정-마우스]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트북 사용자 분들은 ‘터치 패드’ 설정에 주의해 주십시오. 

노트북의 터치 패드 영역 중에서 오른쪽 끝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휙 긁으면 웹 페이지나 문서가 스크롤 되는 기능을 

vertical scrolling 기능이라고 하는데 DYNA LINUX는 이 기능이 디폴트로 켜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는 웹 페이지가 가끔 자기 맘대로 스크롤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우스 설정 창의 ‘터치 패드’탭으로 가시면 

vertical scrolling을 끄는 것 뿐 아니라 터치 패드를 톡 치면 클릭되는 기능도 끌 수 있으며 터치 패드 자체를 

disable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노트북 사용자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화면 설정 

해상도 지정

[시스템-기본 설정-화면 해상도]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간혹 DYNA LINUX가 모니터 최대해상도를 제대로 

probing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엔 sudo gedit /etc/X11/xorg.conf 명령을 통해 xorg.conf 파일

을 직접 수정해서 모니터 스펙상의 최대해상도를 강제로 지정해 줍니다.

방법: Section "Screen" 행과 EndSection 행 사이를 보면 Identifier라든가 Monitor 등 이런저런 항목들이 있습니

다. 원래 있는 항목들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마지막 항목과 EndSection 사이에 다음과 같은 서브섹션을 새로 

추가해 줍니다.

SubSection "Display"

Modes "1280x1024@60”

EndSubSection

CRT모니터는 모니터가 지원하는 최대해상도보다는 그보다 약간 아래의 해상도로 설정해서 쓰는 사람이 많았으나 

LCD모니터는 최대해상도만 의미가 있으므로 최대로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LCD 모니

터의 경우, OS 설치 후 최대 해상도로 설정이 안 된 경우 모니터의 스펙을 참고해서 위와 같이 모니터 스펙에 나와있

는 최대해상도에 60헤르츠로 지정해 주면 거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물론 위 예제처럼 xorg.conf를 수정하고 재부팅

해도 1280x1024로 바로 바뀌진 않습니다. xorg.conf 설정은 말 그대로 ‘이 시스템은 1280x1024도 지원된다’는 의

미일 뿐이므로, ‘현재의 화면 해상도’를 1280x1024로 바꾸는 작업은 [시스템-기본 설정-화면 해상도]로 가서 마우

스로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독점 드라이버 설치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nVIDIA나 ATI 칩셋이 발견되면 OS 설치 후 첫 부팅 때 “독점 드라이버를 사용하겠냐”고 

DYNA LINUX가 묻습니다. 이 때 시계 옆에 나타난 비디오 카드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드라이버를 설치해도 되

고 이 때 안 했으면 나중에 [시스템-관리-하드웨어 드라이버]로 가셔서 설치하셔도 됩니다.



위 그림은 저자의 독점 드라이버 설정 창인데 저자는 GMA950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독점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않

는다고 표시됩니다. nVIDIA나 ATI 드라이버가 목록에 표시되면 ‘활성화’에 체크해주면 드라이버가 설치됩니다. 드

라이버 설치가 끝나면 시스템 재부팅이 필요합니다.

화면 효과

[시스템-기본 설정-모양새]의 마지막 탭인 ‘화면 효과’탭으로 가면 비스타 효과와 유사한 효과를 내도록 설정할 수 있

습니다. 저자의 시스템은 GMA950이기 때문에 OS 기본설치만 해도 알아서 Normal로 설정됩니다. nVIDIA나 ATI 

사용자는 독점 드라이버를 설치하기 전까진 ‘없음’으로 설정되며 ‘Nomal’이나 ‘Extra’ 설정은 독점 드라이버 설치 후 

재부팅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듀얼 모니터

[시스템-기본 설정-화면 해상도]로 가시면 듀얼모니터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모니터와 부 모니터의 위치를 마

우스로 바꿀 수 있으며 각각의 해상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리눅스는 싱글 모니터로 부팅한 후 중간에 부 모니터를 

연결했을 때 약간 해메는 경향이 있으니 가급적 처음부터 부 모니터를 연결한 상태에서 시스템을 켜도록 합니다.

백 라이트 설정

노트북 사용자의 경우, 노트북 메이커에서 지정한 ‘밝게 하기/어둡게 하기’ 단축키를 누르면 화면의 밝기가 바뀝니

다. 간혹 메이커에서 지정한 키 조합을 눌러도 밝기가 안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DYNA LINUX의 위쪽 패널

을 오른쪽 클릭하고 ‘패널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패널에 추가’ 창이 나타나면서 추가할 항목을 고르라고 나오는데 

이 때 ‘밝기 애플릿’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사운드

[시스템-기본 설정-소리]로 가시면 사운드 설정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DYNA LINUX를 처음 설치하면 ‘장치’탭이 위 그림처럼 안 되어 있고 모두 ‘자동 인식’으로 되어 있는데, 맨 아래의 기

본 믹서 트랙 설정을 제외하고 반드시 모두 ALSA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자동 인식’으로 그대로 두셨을 경우 파

이어폭스에서 Flash가 재생되고 있을 때 토템 플레이어를 띄우면 토템 쪽이 소리가 안 나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두번째 탭인 ‘소리’탭으로 가시면 로그온 사운드나 로그 아웃 사운드 설정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로밍 모드 

DYNA LINUX를 처음 설치하면 유선LAN, 무선LAN이 모두 로밍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모두가 로밍 모드

로 설정되어 있을 땐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알맞은 어뎁터가 활성화 됩니다. 저자의 노트북의 경우 유선LAN 포트

에 인터넷 선을 연결하면 마우스로 아무 것도 안 해도 알아서 리얼텍 네트웍 어뎁터가 활성화 되면서 DHCP로 IP를 

받아옵니다. 또한 인터넷 선을 뺀 상태에서 시계 근처의 무선LAN 아이콘을 클릭하고 AP목록에서 하나를 고르면 해

당 AP로 연결되면서 역시 DHCP로 IP를 받아옵니다. 고정 IP를 사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대부분의 경우 로

밍 모드로 큰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수동설정 모드

[시스템-관리-네트워크]를 클릭해서 네트워크 설정 창을 열고 ‘잠금 풀기’를 클릭하면 네트워크 설정을 수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처럼 ‘연결’탭을 보면 현재 시스템에 설치된 모든 유선LAN, 무선LAN 어뎁터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에서 설정을 바꾸길 원하는 어뎁터를 더블 클릭합니다. 참고로 ‘포인트 투 포인트 연결’ 항목은 언제나 나타나는 항목

이지만 거의 쓸모는 없습니다.

개별 어뎁터를 더블클릭하면 위 그림과 같은 속성 창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로밍 모드 사용’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

는 것을 없애 주셔야 아래에 있는 항목들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프린터

리눅스에서 정상적으로 인식되는 프린터의 경우 프린터를 연결하고 켜는 것 외엔 할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리눅스

에서 인식되지 않는 프린터의 경우 제조사 웹 사이트에 가 봐도 리눅스용 드라이버도 없고 속수무책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HP, Epson, Canon 같은 유명 메이커의 프린터들은 대부분 지원되므로 전혀 인식이 안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노트북의 경우 HP 1210 사무복합기를 처음 연결하면 하드디스크를 엑세스하는 소리가 잠깐 나다가 시계 옆

에 프린터에 인쇄할 준비가 되었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메시지가 나타난 것은 프린터 설정이 완료된 것을 의미

하며 그 때부터는 [시스템-관리-인쇄]에 가면 위 그림처럼 자신의 기종이 아이콘으로 등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저렇게 플러그 앤 플레이 식으로 인식시키는 방법은 로컬 프린터에만 해당되며 네트워크 프린터는 

위 화면에서 사용자가 ‘새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해서 직접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새 프린터’ 창이 위 그림과 같이 나타나면 왼쪽의 목록 중에서 Windows Printer via SAMBA를 선택해 주고 오른쪽

의 SMB 설정에서 ‘찾아보기’버튼을 클릭해서 네트웍 프린터를 찾아 등록해 줍니다. 

착탈식 드라이브

아래의 장치들을 편의상 착탈식 드라이브라고 통칭하겠습니다.

-USB메모리

-외장 하드디스크, 외장 CD/DVD롬 드라이브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 카드 리더 (메모리 카드가 실제로 삽입되었을 때만 리눅스에서 인식됨)

-iPod이나 다른 모든 MP3 플레이어

DYNA LINUX에서는 착탈식 드라이브를 삽입하면 항상 ‘위치’메뉴에 등록되면서 바탕 화면에 드라이브 아이콘이 생

깁니다. 즉, 착탈식 드라이브는 시스템에 삽입하는 것만으로 항상 ‘마운트’됩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엔 삽입하면 

F-스팟 포토매니저가 자동으로 실행되는데, 이것이 귀찮으신 분은 [시스템-기본 설정-이동식 드라이브 및 미디어]로

가서 아래 그림과 같이 디지털 카메라 항목의 체크 표

시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 약간 귀찮으시더라도 아무 폴더 창이나 여신 뒤, 폴더 창의 메뉴 중 [편집-기본 설정]으로 가셔서 아

래 그림과 같이 ‘사진’항목을 ‘폴더 열기’라고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디카 관련 설정을 두군데 고쳐놓으면 디카를 연

결했을 때 디카의 메모리 카드를 폴더 형태로 보여줄 뿐 아무 프로그램도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DVD 동영상 항목도 ‘아무 것도 하지 않기’로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DVD 동영상 항목을 VLC Media Player로 설정해 두면 나중에 VLC가 자동실행되서 영화 DVD를 감상하실 때 메뉴 

탐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 그림처럼 ‘아무 것도 하지 않기’로 설정한 다음 사용자가 스스로 VLC

를 실행시켜서 영화를 감상하시면 메뉴 탐색을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VLC 실행은 영화 DVD 삽입 후

에 해야겠죠?)

다른 장에서도 강조했지만 모든 착탈식 드라이브는 뽑기 전에 반드시! ‘마운트 해제’를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컴퓨

터에 내장된 하드디스크의 한 파티션이 드라이브로 마운트 되었을 때는 평생 ‘마운트 해제’를 하실 일이 없습니다. 왜

냐 하면 사용자 여러분이 매번 시스템 종료를 할 때마다 알아서 ‘마운트 해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착탈식 드

라이브는 시스템이 동작하는 도중에 뺄 일이 많기 때문에 매번 ‘마운트 해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스캐너, UPS

스캐너와 UPS 또한 케이블을 연결하고 전원을 켜는 것만으로 리눅스에서 인식됩니다. 스캐너를 연결하고 전원을 넣

었으면 그 다음 할 일은 메인 메뉴에서 [프로그램-그래픽-XSane Image Scanner]를 실행시키는 것입니다. 



블루투스

사용자의 시스템에 블루투스 기능이 있으면 시계 근처에 블루투스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블루투스 아이콘이 나타나

면 오른쪽 클릭을 하고 ‘Preference’를 클릭합니다. (아직 한글UI를 확인을 못 해서 영문UI 표현으로 적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Preference 창이 나타나면, 첫번째 탭이 펼쳐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Visible and Connectible for Other Devices’

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엔 블루투스 디바이스의 pairing을 시작해 줍니다. 그 후엔 시계 근처에 PIN을 입력하라는 창

이 나타납니다. PIN을 입력하고 나면 블루투스 디바이스는 사용자의 시스템에 계속 연결된 것으로 설정됩니다. 재부

팅 해도 PIN을 입력하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블루투스 디바이스가 한 번 paring된 후에는 리눅스에서 블루투스 디바이스로 파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보내고 싶

은 파일을 오른쪽 클릭한 후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보낼 방법’이 블루투스로 선택되어 있고 ‘받을 사람’이 원하는 블

루투스 디바이스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보내기’버튼을 클릭합니다. 시계 근처의 블루투스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

하고 ‘Preference’ 메뉴로 들어가면 블루투스 디바이스의 파일을 리눅스쪽으로 보낼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