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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기나긴 터널을 지나 개발 유틸리티의 마지막 장인 ‘패키징 및 배포’ 장에 도착했

다. 이번 장에서 독자는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세련되게 패키징할 

수 있는지 배울 것이다.

이번 장에서 필자가 소개할 패키징 방식은 바로 RPM과 DEB 패키징이다. 그럼 먼저 

RPM 패키징은 무엇이고 어떻게 패키징하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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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RPM 패키징

  소프트웨어 패키지 관리 유틸리티의 필요성

소프트웨어 패키지 관리 유틸리티가 없던 시절에는 소스를 인터넷에서 받아 컴파일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그 시절에 이런 소스 파일이 tar.gz 파일로 압축되어 있다고 해서 

타르 볼이라고 불렀다.

소스를 컴파일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도 나름의 멋이 있다. 잘 짜여진 configure 

스크립트를 수행해 make 명령으로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화려한 메시지를 보

는 일은 설레이면서도 즐거운 일이다. 그렇지만 이런 화려함 뒤에는 다음과 같은 여

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컴파일이 힘들다는 점이다. 

물론 이 글을 읽고 있는 대부분의 독자는 컴파일이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컴파일 과정

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

든 프로그램을 사용할 대부분의 사용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프로그래머가 아니고, 컴퓨터는 그들의 수단이지 연구의 대상이거나 목적이 아닌 사람

들이기 때문이다. 비전문가에게 있어 컴파일 과정에서 나오는 오류 메시지는 “이 프로

그램은 사용할 수 없다”는 말과도 같다. 오류 메시지를 발견하면 그들은 새로운 버전을 

받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 인터넷의 암흑 속을 더듬거릴 것이다.

둘째, 컴파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올해에 필자가 컴파일한 그래픽 라이브러리 qt의 경우 컴파일하는 데 약 1시간이 걸렸

던 것으로 기억한다. 1시간 동안 필자는 컴파일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했었다. qt 라이

브러리를 컴파일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었더라면 필자는 1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필자만 qt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qt는 매우 유명한 라이브

러리이므로 많은 사람이 사용한다.

그 사람들이 모두 컴파일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했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낭비되겠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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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관리가 힘들다는 점이다.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했는지, 버전은 얼마인지, 그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파일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은 설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기 힘들다. 

그리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에 이것저것 설치하다 보면 시스템의 파일 시스템과 

함께 머릿속의 기억도 뒤죽박죽 되어버리기 쉽다. 어떤 파일로 이루어졌는지 기억하지 

못 한다면 당연히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스템에는 쓸모없는 파일

들이 쌓일 것이고 결국 소중한 주말을 할애해 시스템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 일이 발생

할 수 있다.

넷째, 프로그램의 유기적 연결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어떤 프로그램들은 실행되기 위해 다른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흔히 이런 경우 종속

성을 가진다고 한다. 가령 A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 B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A 프

로그램은 B 프로그램에 종속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종속성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프로

그램은 아예 수행되지 않거나 수행되더라도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오류를 낼 수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김프 프로그램이다. 리눅스를 많이 사용해 본 독자라면 김프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김프는 매우 유명한 그래픽 이미지 편집 유틸리티고, 윈도우즈의 포

토샵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 김프는 다음 파일들과 종속되어 있다.

/bin/sh		 	 /sbin/ldconfig		 /sbin/ldconfig		

/usr/bin/desktop-file-install		 	 config(gimp)	=	1:1.2.3-16

gimp-print-plugin	 gtk+	>=	1.2.0	 	 libICE.so.6

libSM.so.6	 	 libX11.so.6	 	 libXext.so.6

libXi.so.6	 	 libXmu.so.6	 	 libXpm.so.4

libXt.so.6	 	 libc.so.6	 	 libc.so.6(GLIBC_2.0)

libc.so.6(GLIBC_2.1)	 libc.so.6(GLIBC_2.1.3)

libc.so.6(GLIBC_2.2)	 libc.so.6(GLIBC_2.3)	 libdl.so.2

libgck-1.2.so.0	 libgdk-1.2.so.0	 libgimp-1.2.so.0

libgimpui-1.2.so.0	 libglib-1.2.so.0	 libgmodule-1.2.so.0

libgtk-1.2.so.0	 libgtkxmhtml.so.1	 libjpeg.so.62

libm.so.6	 	 libm.so.6(GLIBC_2.0)	 libpng.so.2

libpng12.so.0	 	 libtiff.so.3	 	 libz.so.1

rpmlib(CompressedFileNames)	<=	3.0.4-1

rpmlib(PayloadFilesHavePrefix)	<=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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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프가 제대로 실행되려면 이렇게나 많은 파일이 필요하다. 위 파일 중 하나라도 없

다면 김프 프로그램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usr/lib 디렉토리에 

libjpeg* 파일이 없다면 김프는 jpeg 포맷의 이미지 파일을 편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열지도 못한다.

김프뿐만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에 종속되어 있다. 소스를 컴파일해 설

치하는 데 있어 컴파일 종속성은 configure 스크립트를 사용해 해결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은 컴파일할 당시에 처음 한 번밖에 없다. 위 예제에서 김프 프로그램은 libjpeg.

so.62를 필요로 하는데, 내가 새로 설치하려는 어떤 프로그램은 libjpeg.so.7을 필요로 

한다고 가정하자. 

libjpeg.so.7이 없어 컴파일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libjpeg.so.7 소스를 받아 컴파일하

게 될 것이다. make 명령을 내리고 제대로 컴파일되었다면 make install 명령을 내려 

설치할 것이다. 이때 기존에 있던 libjpeg.so.62는 김프가 필요로 하건 필요로 하지 않

건 새로 설치하는 libjpeg.so.7에 의해 지워져 버리면 어떨까? 

당연히 다음부터 김프는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것이다. 소스를 컴파일해 프로그램

을 설치하면 이런 프로그램의 종속성에 대해 아무런 고려를 하지 못한다.

소스를 컴파일해 설치하는 방법은 이렇게 많은 문제를 내포한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에

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컴파일된 바이너리 파일을 tar.gz 형태로 묶어 배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컴파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훨씬 간편하다. 그러나 그

것뿐이다. 컴파일된 바이너리 파일을 직접 tar.gz로 묶어 배포하는 것은 세련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와 제거를 위한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종속성에 대한 고려도 

하지 못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관리 유틸리티를 사용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패

키지 관리 유틸리티를 사용하면 시스템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의 정보를 유

지하고 있어 설치 및 제거, 업그레이드가 용이하고, 프로그램 간의 종속 구조를 파악하

고 있어 다른 프로그램에 종속되어 있는 파일들을 함부로 지우지 못하게 막아준다. 이

런 소프트웨어 패키지 관리 유틸리티에는 유명한 레드햇의 RPM과 데비안의 deb, 솔라

리스의 pkg 등이 있고, 이번 절에서는 RPM 패키지를 만드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RPM 패키지로 만들어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면 사용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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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감동의 눈물을 흘릴 거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면 RPM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

인 지식을 알아보자.

  RPM의 이해

리눅스/유닉스에서 개발하는 사람치고 RPM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한

다. RPM(Redhat Package Management)은 레드햇 사에서 만든 패키지 관리 유틸리

티다. RPM의 주요 기능으로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설치, 업그레이드, 제거, 검증, 질

의, 패키지 제작 등이 있고, 이 장에서 배울 내용은 패키지 제작에 관한 내용이다.

RPM 제작만 하더라도 매우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RPM 사용법은 이 장에

서 제외한다. RPM의 사용법을 잘 모른다면 인터넷에서 찾아보거나 매뉴얼을 참고하기 

바란다. 

RPM 패키지 파일의 확장자는 .rpm이고, RPM 패키지 파일의 이름은 특별한 규칙에 따

라 지정된다. RPM 파일의 명명법은 RPM 패키징을 하기 전에 미리 알아 둬야 되기 때

문에 먼저 RPM 패키지 명명법을 알아보자.

 RPM 패키지 명명법

RPM 패키지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대부분의 RPM 패

키지 파일들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규칙은 RPM 패키지 

파일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알아 둬야 한다.

대부분의 RPM 패키지 파일의 파일명은 모두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PackageName-Version-Release.Architecture.rpm

예)	diary-0.0.1-3.i386.rpm

[ 제일 먼저 패키지 이름이 온다. 이런 패키지 이름에는 프로그램의 이름이나 라이브러

리 또는 프로젝트 이름이 될 수 있고, 관례상 모두 소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패키지 이름 다음에는 마이너스(-) 기호로 구분하여 버전이 온다. 

버전에는 해당 패키지의 버전이나 라이브러리의 버전이 오고, 다음에 오는 릴리즈 번호

와 함께 패키지 업그레이드를 결정할 때 비교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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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은 다음과 같이 점(.)에 의해 세 개의 필드로 이루어지는데, 제일 처음 필드가 메이

저 버전이고, 그 다음이 마이너 버전, 마지막이 패치 버전이다.

[메이저 버전].[마이너 버전].[패치 버전]

예)	0.0.1

메이저 버전은 프로그램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라이브러리의 경우 이전 버전과 

도저히 호환이 되지 않을 때 증가되는 버전이다. 그리고 마이너 버전은 그보다는 작은 

기능상의 변화에 증가되는 버전이고, 마지막으로 패치 버전은 기능상의 변화는 없으나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 버그 패치 등을 했을 때 변화되는 버전이다.

이렇게 세 개의 필드로 이루어져 있는 버전은 GNU에서 권고하는 버전 형식이기 때문

에 지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버전은 되도록 다음과 같이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diary1233.tar.gz
diary1.2.3-3.tar.gz
diary-v1.2.3-3.tar.gz

버전 다음에는 릴리즈 번호가 오는데, 릴리즈 번호는 RPM 패키지를 만든 횟수를 의미

한다. 이런 릴리즈 번호는 버전과는 무관하다. 즉, 버전 번호가 같으면 릴리즈 버전에 

상관없이 같은 소스로 RPM 패키지를 만들었다는 의미다.

릴리즈 번호는 같은 버전의 패키지 내에서 패키지를 유일하게 구분하기 위해 필요

하다. 릴리즈 번호가 증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diary-0.0.1 프로그램을 RPM 패키징해 diary-0.0.1-1.i386.rpm 파일을 만들었는데, 중

간에 실수로 어떤 파일을 빠트려 다시 패키징해야 한다. 그렇다면 다음에 역시 같은 

소스인 diary-0.0.1을 가지고 패키징할 것이다. 소스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패키징할 RPM 파일은 릴리즈 번호가 2가 되어 diary-0.0.1-2.i386.rpm이 된다. 이렇게 

릴리즈 번호는 RPM 패키지 파일들을 유일하게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다.

릴리즈 번호 다음에는 점(.)으로 구분하여 아키텍처 문자열이 온다. 

RPM 패키지는 컴파일된 바이너리 파일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키텍처 종속적

이다. 아키텍처 문자열은 해당 패키지가 설치되어 실행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의미한

다. 예를 들어 인텔 i386 계열 CPU에서 실행될 수 있는 바이너리를 담고 있는 RPM 패

키지의 아키텍처 문자열에는 “i386”이 오고, PPC 계열 CPU에 실행될 수 있는 RPM 패

키지의 아키텍처 문자열에는 “ppc”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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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아키텍처 문자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올 수 있다.

•noarch: 아키텍처에 종속적이지 않음

•i386: intel 80386 계열(i486, i586, i686, athlon) CPU

•i586: intel 80586 이상 CPU

•i686: intel 80686 이상 CPU

•alpha: 알파칩

•sparc: sun sparc

•sparc64: sun sparc

•ppc: power pc

•m68kmint: 모토로라 m68k 계열

•s390: IBM s390

•s390x: IBM s390x 계열

•ia64: intel 64bit

•armv4l: ARM 계열

아키텍처 문자열 다음에 마지막으로 .rpm 확장자가 붙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rpm 앞

에 src가 붙은 .src.rpm 파일도 볼 수 있다. 이렇게 .src.rpm 확장자가 붙은 RPM 파일

을 소스 RPM(Source RPM) 또는 SRPM이라고 부른다.

 복사와 붙이기

RPM 파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확장자가 .rpm으로 끝나는 바이너리 RPM

이고, 나머지 하나는 확장자가 .src.rpm으로 끝나는 SRPM(Source RPM)이 바로 그것

이다. 둘 다 RPM으로 패키징되어 있는 것은 같지만 내용물이 다르다. 

바이너리 RPM 파일은 프로그램이나 라이브러리를 구성하는 바이너리 파일과 설정 파

일을 묶어 놓은 패키지다. 그리고 SRPM은 바이너리 RPM 패키지 파일을 만드는 데 재

료가 된 소스 파일과 패치 파일, spec 파일을 묶어 놓은 패키지다.

SRPM은 소스로 바이너리 RPM 파일을 생성할 때 바이너리 RPM 파일과 함께 만들어진

다. 이렇게 굳이 SRPM 파일이 존재하는 이유는 GPL 때문이다. 

GPL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GPL은 매우 강력한 오픈 소스 라이

선스 정책이다. GPL은 GPL을 따르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소스를 공개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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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을 따르는 프로그램이 바이너리 RPM으로만 배포된다면 소스가 공개되지 않아 

GPL을 위반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GPL을 따르는 프로그램을 RPM 패키지로 공개할  

때 소스를 함께 배포하기 위해 SRPM이 존재한다.

또한 라이선스를 따르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SRPM을 사용하면 각 시스템에 최적화된 

RPM 패키지를 만들 수 있다.

자신이 사용하는 아키텍처에 해당하는 RPM 패키지가 없거나 아니면 더 최적화시킨 

RPM 패키지를 사용하려면 SRPM으로 RPM 패키지를 만들 수 있다. 

SRPM에 다음 명령을 내리면 SRPM에 해당하는 바이너리 RPM을 만들 수 있고, 따로 

--target 옵션을 지정하면 해당 타겟에 최적화된 RPM을 만들 수 있다.

rpmbuild	--rebuild	*.src.rpm

또는 

rpmbuild	--rebuild	*.src.rpm	--target=i686

위 명령으로 만들어진 RPM 파일은 /usr/src/redhat/RPMS 디렉토리의 해당 아키텍처 

디렉토리에서 찾을 수 있다.

이쯤에서 독자들은 정말 바이너리 RPM 파일에 실행 파일 또는 라이브러리, 설정 파일

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SRPM에 소스 파일과 spec 파일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원한다면 실제로 RPM 패키지 내부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

mc나 rpm2cpio 같은 유틸리티를 이용하면 RPM 파일의 내부를 볼 수 있다. RPM 파

일의 내부를 보면 [그림 15-1]과 같이 CONTENTS.cpio 파일과 HEADER 파일, INFO 

디렉토리와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다.

CONTENTS.cpio 파일은 프로그램을 이루고 있는 바이너리 파일과 설정 파일들의 디

렉토리 구조 자체를 묶어놓은 파일이다. 그래서 CONTENTS.cpio 파일 내부로 들어가 

보면 rpm -i *.rpm 명령에 의해 설치될 파일들의 디렉토리 구조를 볼 수 있다.

HEADERS 파일은 나중에 배울 spec 파일의 헤더 부분이 들어있는 파일이고, INFO 디

렉토리에는 해당 RPM 패키지 정보를 가진 파일들이 들어있다.

[그림 15-1]은 mc 유틸리티를 통해 이 책의 제일 첫 장인 튜토리얼 부분에서 빌드한 

likeU RPM 파일의 내부를 들여다 본 모습이다.

사이 간격이 TAB임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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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 mc 유틸리티로 likeU RPM 패키지 내부를 들여다 본 모습

셸에서 mc 명령을 내려 mc를 실행시키고 커서를 *.rpm 파일에 위치시킨 후 [Enter] 

키를 누르면 RPM 파일의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림 15-1]에서 왼쪽 부분이 

RPM 파일 내부의 모습이고, 오른쪽 부분이 CONTENTS.cpio 파일의 내부 모습이다

(CONTENTS.cpio 파일의 내부 역시 커서를 CONTENTS.cpio 파일에 위치시킨 후 

[Enter] 키를 누르면 들어갈 수 있다).

[그림 15-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RPM 파일은 CONTENTS.cpio 파일과 INFO 디렉

토리 등으로 구성되고, CONTENTS.cpio 파일은 내부에 설치될 파일들의 디렉토리 트

리가 들어있다.

시스템에 실제로 설치될 부분은 바로 CONTENTS.cpio로 묶여있는 디렉토리 트리 

부분이다. 나머지 파일과 디렉토리는 RPM을 설치할 때 RPM DB 디렉토리(/var/lib/

rpm)에 들어갈 내용과 설치나 제거 시 실행할 셸 스크립트들이다.

[그림 15-2]는 SRPM의 내부를 보여준다. SRPM 역시 CONTENTS.cpio 파일과 INFO 

디렉토리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CONTENTS.cpio 파일 내부에 들어가 보면 정말 

RPM을 빌드할 때 사용한 소스 프로그램과 spec 파일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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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2] SRPM 파일의 내부

지금까지 RPM을 빌드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 보았다. 그럼 본격적으로 RPM 

파일을 빌드해 보자.

  RPM 패키징 시작

소스 파일로 RPM 패키지로 만드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다. 기본적인 절차와 spec 파일

의 작성법만 익히면 된다. spec 파일은 RPM 패키지의 명세 파일로 RPM 패키지에 대

한 정보와 함께 RPM 패키지를 빌드하기 위한 절차를 기술해 놓은 파일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spec 파일을 작성할 때 하기로 하고, 먼저 RPM 패키지를 만들기 

위한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15-3] RPM 패키징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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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M을 빌드하려면 크게 다섯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RPM 설정 파

일인 rpmrc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rpmrc 파일은 RPM을 빌드할 아키텍처에 

맞는 컴파일러 flags를 설정하고 OS를 설정하며, spec 파일에서 사용하는 매크로를 지

정하는 설정 파일이다. 이런 rpmrc 파일은 레드햇 계열 리눅스라면 기본적으로 /usr/

lib/rpm/rpmrc 파일 형태로 존재하므로 굳이 만들어 줄 필요가 없다.

두 번째로 하는 일은 빌드할 소스 파일을 처리하는 일이다. 

소스 파일이 있는 최상위 디렉토리가 있다면 최상위 디렉토리명을 [패키지명]-[버전] 

형식으로 바꾸고 [패키지명]-[버전].tar.gz 형식으로 압축한다.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빌드 트리를 구축하는 일이다. 

빌드 트리는 [그림 15-3]과 같은 구조의 디렉토리 트리를 만드는 일이다. 역시 레드햇 

계열 리눅스라면 /usr/src/redhat 디렉토리 이하에 이런 빌드 트리가 구축되어 있으므

로 그대로 사용한다.

빌드 트리를 구축했으면 tar.gz로 압축한 소스를 빌드 트리 SOURCES 디렉토리 안에 

복사한다. 그러면 세 번째 과정이 모두 끝난다.

네 번째 할 일은 빌드 트리의 SPECS 디렉토리에서 [패키지명]-[버전].spec 파일명을 

가지는 spec 파일을 작성하는 일이다. spec 파일은 만들어질 RPM 패키지에 대한 설명

과 어떻게 RPM 패키지를 만들 것인지 적어놓은 파일이다.

spec 파일은 작성 규칙만 알고 있으면 쉽게 작성할 수 있다.

spec 파일까지 작성했다면 마지막으로 RPM 빌드 명령을 내려 RPM 패키지를 빌드하

면 RPM 패키지 빌드 과정이 끝난다.

그러면 각 단계를 따라 직접 해 보자.

  rpmrc 파일 작성

먼저 자신의 시스템에 RPM 설정 파일인 rpmrc 파일이 있는지 확인한다. 셸에서 다음 

명령을 내릴 경우 rpmrc 파일이 있다면 rpmrc 파일의 패스를 출력한다.

$	locate	rpm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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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햇 사용자라면 기본적으로 [그림 15-4]와 같이 /usr/lib/rpm/rpmrc 파일을 출력

할 것이다. 그러면 확인만 하고 바로 다음 단계인 빌드할 소스 파일 처리로 건너뛰면 

된다.

[그림 15-4] locate rpmrc 명령

위와 같이 /etc/rpmrc 또는 /usr/lib/rpm/rpmrc 파일이 없으면 [예제 15-1]과 같은 내

용으로 /etc/rpmrc 파일을 만든다.

	 						rpmrc 파일의 내용

macrofiles	:	/usr/lib/rpm/macros:/usr/lib/rpm/i386-linux/macros:
/usr/lib/rpm/redhat/macros:/etc/rpm/macros.specspo:	/etc/rpm/macros.cdb:
/etc/rpm/macros.prelink:/etc/rpm/macros.solve:/etc/rpm/macros.up2date:/etc/
rpm/macros:/etc/rpm/i386-linux/macros:~/.rpmmacros

optflags	:	%{__global_cflags}	-march=i686

위 예제 파일의 내용은 공간이 부족해 여러 행에 걸쳐 표현되었지만 실제로는 총 두 행

의 파일이다. 

macrofiles : /usr/lib/rpm… 행과 optflags : %{_global… 행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macrofiles 부분을 떨어뜨리지 말고 붙여 작성하기 바란다.

물론 위 rpmrc 파일이 제대로 되려면 최소한 macros 파일이 있어야 한다. rpm 패키

지가 제대로 설치되었다면 macros 파일은 있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예제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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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mrc 파일 작성

먼저 빌드할 소스 파일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전 장에서 사용하던 diary 프로

젝트 파일을 그대로 이용하겠다.

	 						RPM 패키지 빌드에 사용할 소스 파일

diary.h :
#include	<stdio.h>
int	memo();
int	calendar();

main.c :
#include	"diary.h"
int	main()	{
	 memo();
	 calendar();
	 return	0;

}

memo.c :
#include	"diary.h"
int	memo()	{
	 printf("function	memo.\n");
	 return	0;
}

calendar.c :
#include	"diary.h"
int	calendar()	{
	 printf("function	calendar.\n");
	 return	0;
}

소스 파일이 위와 같이 있으면 configure 스크립트를 생성하기 위한 configure.ac 파

일과 Makefile.in 파일을 생성하기 위한 Makefile.am 파일을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예제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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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gure.ac 파일의 내용

AC_INIT(diary,	0.0.1,	woos@mymail.com)

AM_INIT_AUTOMAKE(diary,	0.0.1)

AC_PROG_CC

AC_CONFIG_FILES([Makefile])
AC_OUTPUT

	 						Makefile.am 파일의 내용

bin_PROGRAMS				=	diary

diary_SOURCES			=	main.c	memo.c	calendar.c	diary.h

나중에 spec 파일을 작성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반드시 autoconf와 

automake를 사용해 configure 스크립트와 Makefile.in 파일을 생성할 필요는 없다. 최

소한 Makefile만 있으면 된다. 그렇지만 좀 더 융통성 있는 빌드를 위해, 그리고 쉽게 

RPM을 빌드하기 위해서라면 autoconf와 automake를 사용해 configure 스크립트와 

Makefile.in 파일을 생성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표준 빌드 방법을 사용하면 spec 파일을 작성할 때 한결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다. 모든 파일이 다 작성된 디렉토리를 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그림 15-5] 소스 디렉토리 파일

그러면 이제 다음 명령을 순차적으로 내려 configure 스크립트와 Makefile.in 파일을 생

성한다.

$	aclocal
$	autoconf
$	automake	--foreign	--add-missing	--copy

configure 스크립트와 Makefile.in 파일이 생성되었으면 RPM 패키지를 빌드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컴파일되는지부터 다음 명령으로 확인한다.

[예제	15-3]

[예제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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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gure
$	make

필자는 위 명령을 내리고 나서 확인해 보니 [그림 15-6]과 같이 정상적으로 diary 파일

이 컴파일되었다.

[그림 15-6] 정상적으로 컴파일된 모습

정상적으로 컴파일되는 모습을 확인했으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소스 파일들을 정리

한다. 소스 파일들을 정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하고 필요한 파일들을 추가한다.

2. 패치할 것이 있다면 패치한다.

3. 소스의 디렉토리명을 [패키 명]-[버전] 형식으로 변경한다.

4. 소스 디렉토리를 tar.gz으로 압축한다.

먼저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하기 위해 make clean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필요한 파

일들을 추가하는데,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패키지들의 GNU 권장 추가 파일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표 15-1] GNU 권장 추가 파일 리스트

README 또는 READ.ME 가장 먼저 읽어야 할 로드맵 파일

INSTALL 설정, 제작(build), 설치에 관한 정보

CREDITS 프로젝트 참여자 리스트

NEWS 최근 프로젝트 소식

HISTORY 프로젝트 히스토리

COPYING 프로젝트 라이선스(GNU 규칙)

LICENSE 프로젝트 라이선스

MANIFEST 배포본의 파일 리스트

FAQ 텍스트 형식의 프로젝트 FAQ 문서

TAGS Emacs 또는 vi의 사용으로 만들어진 파일

위 파일을 다 추가시킬 필요는 없고 또한 반드시 추가시킬 필요도 없다. 자신이 생각하

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추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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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파일을 제거하고 필요한 파일들을 추가했으면 이제 패치할 것이 있는 경우 

패치를 한다. 패치는 이렇게 소스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할 수도 있고 RPM 패키지

를 빌드 명령을 내렸을 때 할 수도 있다. 

보통은 원본 소스에 직접 패치하지 않고 RPM 패키지를 빌드 명령을 내릴 때 spec 파

일에서 패치하게 지시한다. RPM의 기본 철학은 소스 파일을 가능하면 원본 그대로 유

지하고 패치가 있다면 패치까지 포함해 원본을 유지시키는 것이 기본 철학이다.

이렇게 원본 소스를 유지하고 있으면 나중에 개발자가 SRPM을 통해 원본 소스 파일과 

패치 파일을 통해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수월해진다.

필자는 이런 기본 철학에 대해서는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그냥 이런 기본 철학

이 있어 원본 소스 파일과 패치 파일로 패키징을 수행한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기 바란

다. 지금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spec 파일을 작성할 때 이해하

게 될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diary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의 패치가 없기 때문에 패치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다.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소스 디렉토리 이름을 [패키지명]-[버전]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현재 RPM 패키징에서 사용하는 diary 파일은 패키지명이 diary고 버전이 0.0.1이기 때

문에 [그림 15-7]과 같이 변경한다.

위 명령을 실행하면 저장소에서 likeU 프로젝트 파일들을 받아온다.

[그림 15-7] 소스 디렉토리명 변경

이제 마지막으로 diary-0.0.1 디렉토리를 diary-0.0.1.tar.gz 파일로 압축하면 빌드할 

소스에 대한 처리가 모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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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8] diary-0.0.1 디렉토리 tar.gz로 압축

  빌드 트리 구축

이제 빌드 트리를 구축할 차례다. 빌드 트리란 RPM 패키징에 사용되는 일련의 디렉토

리 구조를 의미한다. 레드햇 계열 리눅스라면 이런 빌드 트리가 /usr/src/redhat 디렉

토리 이하로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빌드 트리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는 디렉토리를 mkdir 명령

으로 만든다.

redhat
|--	BUILD
|--	RPMS
|			|--	athlon
|			|--	i386
|			|--	i486
|			|--	i586
|			|--	i686
|			`--	noarch
|--	SOURCES
|--	SPECS
`--	SRPMS

위의 빌드 트리에서 각 디렉토리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표 15-1] 빌드 트리 디렉토리 의미

BUILD RPM에 의해서 모든 빌드가 이루어지는 디렉토리 

RPMS 바이너리 RPM이 생성될 디렉토리(해당 아키텍처 디렉토리에 생성)

SOURCES 압축된 소스 파일과 패치를 넣어두는 디렉토리 

SPECS 명세(spec) 파일이 위치할 디렉토리

SRPMS SRPM이 만들어질 디렉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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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 트리를 만들었거나 빌드 트리가 있는 것을 확인했으면 기존에 압축한 소스 파일

을 빌드 트리의 SOURCES 디렉토리 즉, /usr/src/redhat/SOURCES 디렉토리에 복사

한다. 

그리고 패치 파일이 있는데 소스 파일을 압축하기 전에 패치하지 않고 RPM 패키지를 

빌드할 때 패치하기를 원한다면 패치 파일 역시 /usr/src/redhat/SOURCES 디렉토리

에 복사한다.

역시 diary 프로그램은 별도의 패치 파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림 15-9]와 같이 소스 

파일만 복사한다.

[그림 15-9] /usr/src/redhat/SOURCES 디렉토리에 소스 파일 복사

소스 파일을 빌드 트리의 SOURCES 디렉토리에 복사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spec 파일

을 작성한다.

  spec 파일 작성

 spec 파일의 정의

spec 파일이란 RPM 패키징을 위해 사용되는 명세 파일이다. 앞의 “프로젝트 빌드” 장에서 

make를 설명할 때 make 기술 파일인 Makefile을 알아봤었다.

Makefile은 make에게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 파일을 빌드할 것인지에 대한 순서와 절차를 

기술해 놓은 파일이다. Makefile과 마찬가지로 spec 파일 역시 RPM을 빌드할 때 어떤 순

서와 절차로 RPM을 빌드할 것인지 명시해 놓은 파일이다.

spec 파일과 make 기술 파일이 틀린 점은 make 기술 파일은 프로젝트의 빌드 방법만 기

술해 놓은 파일인 반면에 spec 파일은 만들어질 RPM의 정보도 함께 들어있다는 점이다.

이런 정보에는 RPM 패키지의 유형과 패키지명, 버전, 소스, 만든 사람 등이 있고, RPM을 

시스템에 설치할 때 시스템에 있는 RPM DB(/var/lib/rpm 이하 파일)로 들어가는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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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즉, spec 파일이란 어떤 RPM 패키지를 어떻게 빌드할 것인지 명시해 놓은 명세 파

일이다.

RPM을 오류 없이 잘 만들려면 spec 파일 작성법을 잘 이해해야 한다. spec 파일은 몇 가

지 작성 규칙만 익히면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규칙을 알아보고 직접 작성해 

보자.

 spec 파일의 기본 구조

[그림 15-10] spec 파일의 기본 구조

[그림 15-10]은 매우 간단한 spec 파일을 vim 편집기로 열어본 모습이다. [그림 15-10]

에서 볼 수 있듯이 spec 파일은 크게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일 먼저 오는 

부분이 매크로 정의 부분이다.

매크로 정의 부분은 패키지 이름과 버전과 같이 spec 파일 내부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자

열을 매크로로 정의하는 부분이다. 

다음에 오는 것이 헤더 부분이다. 헤더 부분에는 RPM 패키지에 대한 설명이 필드별로 나

누어져 있다. 주로 패키지명과 버전, 패키지 설명, 만든 사람, 라이선스 등 정보를 적는 필

드가 있고, 이런 헤더의 각 필드 정보는 RPM을 설치할 때 RPM DB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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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오는 부분이 명령 실행 부분이다. 명령 실행 부분은 RPM을 어떻게 빌드할 것인

지 정의해 놓은 부분이다. RPM을 빌드할 때는 압축된 소스 파일로 빌드하는데, 압축된 소

스를 어떻게 풀고, 어떤 명령으로 컴파일하고, 어떤 명령으로 인스톨하게 할 것인지 정의

해 놓은 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마지막으로 오는 부분이 change 로그 부분인데, 해당 패키지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는

지 적어 넣는 부분이다.

spec 파일은 이렇게 크게 네 개의 필드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을 우선 알기 바란다. 다음은 

diary 패키지 빌드에 사용되는 diary-0.0.1.spec 파일을 가지고 설명한다.

 diary-0.0.1spec 설명

다음 예제 파일은 실제 diary 패키지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spec 파일이다. [예제 15-5]를 

/usr/src/redhat/SPECS/diary-0.0.1.spec 파일명으로 작성하기 바란다.

	 							/usr/src/redhat/SPECS/diary-0.0.1.spec 예

%define	version	0.0.1
%define	name	diary

Summary:	 my	diary	program!
Name:	 	 %{name}
Version:	 								%{version}
Release:	 1
Prefix:	 	 /usr
Group:	 	 X11/Utilities
Source:	 	 %{name}-%{version}.tar.gz
BuildRoot:	 /tmp/rpm/%{name}-%{version}
License:	 	 GPL
Url:		 http://woos.wowdns.com/diary

%description

설명: 이 프로그램은 RPM 패키징 테스트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떨 때 사용하고 누가 만들었습니다.

%prep
%setup

%build
./configure	--prefix=%{prefix}
make

%install

[예제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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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prefix=$RPM_BUILD_ROOT%{prefix}	install

%files
%{prefix}/bin/diary

%clean
rm	-rf	$RPM_BUILD_ROOT

%changelog
*	Wed	Dec	15	1999	chang-woo	baek	<bckddn@daum.net>
-	updated	to	991203
-	build	proces	changed

*	Mon	Oct	18	1999	chang-woo	baek	<bckddn@daum.net>
-	updated	to	991015

spec 파일명은 diary-0.0.1.spec와 같이 [패키지명]-[버전].spec 형식으로 사용하고 빌드 

트리의 SPECS 디렉토리인 /usr/src/redhat/SPECS 디렉토리에 작성한다.

그러면 spec 파일의 각 필드를 알아보자.

▶ 매크로 정의 부분

	 						매크로 정의 부분

%define	version	0.0.1

%define	name	diary

[예제 15-6] 부분이 diary-0.0.1.spec 파일의 매크로 정의 부분이다. 이렇게 매크로를 정

의하면 spec 파일이 내부에서 %{매크로명}과 같은 형식으로 참조할 수 있다. 

주로 자주 사용되는 패키지명과 버전을 매크로로 정의해 사용하고, 위와 같이 정의하면 

spec 파일 내에 %{version}으로 사용된 부분은 보두 0.0.1로, 그리고 %{name}이라고 사용

된 부분은 모두 diary 문자열로 치환된다.

▶ 헤더 정의 부분

	 						헤더 정의 부분

Summary:	 my	diary	program!
Name:	 	 %{name}

[예제	15-6]

[예제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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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version}
Release:	 1
Prefix:	 	 /usr
Group:	 	 X11/Utilities
Source:	 	 %{name}-%{version}.tar.gz
BuildRoot:	 /tmp/rpm/%{name}-%{version}
License:	 	 GPL
Url:		 http://woos.wowdns.com/diary

%description
설명: 이 프로그램은 RPM 패키징 테스트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떨 때 사용하고 누가 만들었습니다.

[예제 15-7]이 헤더의 정의 부분이다. 헤더의 정의 부분에는 빌드할 RPM 패키지의 자세

한 설명이 들어간다.

나중에 이런 헤더 정보는 설치 시에 시스템의 RPM DB(/var/lib/rpm/) 디렉토리에 들어간

다. RPM DB에 저장된 정보는 사용자가 rpm -qi *.rpm 명령을 내리면 사용자에게 제공되

고 사용자가 해당 RPM 패키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패키지의 업그레이드를 결정

할 때 비교 정보로 사용된다.

헤더의 정의 부분은 각각의 필드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필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Summary: 패키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 

• Name: 패키지 이름 

예) diary

• Version: 패키지 버전 

예) 0.0.1

• Release: 릴리즈 버전

현재 패지키를 빌드한 횟수를 적는다. 예를 들면 현재 패키지를 2번 빌드했으면 2라고 

적고, 세 번 빌드했으면 3이라고 적는다.  현재는 diary 패키지를 제일 처음 빌드하기 때

문에 1이라고 적으면 된다. 이렇게 릴리즈 필드를 두는 이유는  각 패키지를 유일하게 

구분해주기 위해서다.

릴리즈 필드에는 반드시 빌드한 횟수를 적을 필요는 없다. 각 패키지를 유일하게 구분

해 주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 패키지 빌드에서 사용한 문자만 아니면 어떤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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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와도 상관은 없다.

예를 들면 1woos와 같이 숫자와 영어를 혼합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1woos와 같은 형

식으로 릴리즈 필드를 설정해 패키지를 빌드하면 빌드된 패키지의 이름은 diary-0.0.1-

1woos.i386.rpm과 같이 된다.

• Prefix: 프로그램이 설치될 기준 위치

프로그램이 설치될 기준 위치를 지정한다. 이렇게 Prefix 필드를 지정해 놓으면 spec 파

일 내에서 prefix 매크로가 정의된다. 그래서 spec 파일 내에서 %{prefix}과 같은 형식으

로 참조하면 Prefix 필드에서 정의한 문자열로 치환된다. 

prefix 매크로의 역할에 대해서는 당장 이해가 안 갈 것이다. prefix 매크로가 어떻게 사

용되는지는 명령 실행 부분을 알아볼 때 같이 설명한다.

• Source: 소스 파일명 

빌드할 소스 파일명을 적는다. 물론 소스 파일은 패키지를 빌드할 때 사용되는 소스를 

의미하고 현재로서는 diary-0.0.1.tar.gz 파일을 의미한다.

만들어질 하나의 패키지를 이루는 소스 파일이 하나가 아니라 다수라면 다음과 같이 

연속해서 적을 수 있다.

Source0	:	diary-0.0.1.tar.gz
Source1	:	program-0.0.1.tar.gz
Source2	:	prog1.tar.gz

• Patch: 패치 파일명

패치가 있다면 패치 파일명을 적는다. 지금 빌드하려는 diary 프로그램은 패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너뛰어도 된다.

패치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적는다.

Patch	:	diary1.patch

패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여러 개를 적어준다.

Patch0	:	diary1.patch
Patch1	:	diary2.patch



2715장_ 패키징 및 배포

• License: 패키지의 라이선스

• Copyright: 패키지의 라이선스(License 필드와 의미가 중복되는 부분이다)

• BuildRoot: RPM 파일 빌드에 사용할 루트 디렉토리를 지정

이 부분은 RPM 파일 빌드에 사용할 루트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부분이다. 나중에 자세

히 설명하겠지만 RPM 패키지를 빌드할 때 소스를 컴파일하고 컴파일한 프로그램을 

BuildRoot 필드가 지정하는 디렉토리를 루트 디렉토리(/)로 해 설치된다. 이렇게 설치

된 디렉토리 구조를 묶어 CONTENTS.cpio 파일을 만든 후 RPM 파일을 만든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diary 프로그램을 RPM으로 설치했을 때 /usr/bin 디렉토리에 

diary라는 이름으로 실행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etc 디렉토리에 diary.conf라는 이름

으로 설정 파일이 설치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BuildRoot로 /tmp/rpm/diary-0.0.1를 

지정했다면 RPM 패키징 시 diary-0.0.1.tar.gz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고 설치하면 [그림 

15-11]과 같이 BuildRoot로 지정된 디렉토리를 루트 디렉토리(/)로 해 설치된다.

[그림 15-11] BuildRoot에 설치된 모습

이렇게 설치된 diary 프로그램을 다시 위 그림에서 동그라미 쳐진 부분을 그대로 묶어 

CONTENTS.cpio 파일로 만들고 CONTENTS.cpio 파일을 RPM 파일에 추가해 RPM 패

키지로 만든다.

이후 이렇게 만들어진 RPM 패키지를 설치하면 [그림 15-11]에서 동그라미 쳐진 디렉

토리 구조가 CONTENTS.cpio 파일에서 그대로 풀리면서 시스템 루트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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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M 패키지는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에 실행 파일과 설정 파일을 설치한다. 

BuildRoot 필드에는 이런 디렉토리 구조를 구축할  임시 루트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부

분으로, 보통 /tmp/rpm/[패키지명]-[버전]으로 사용한다.

• URL: 프로젝트 홈페이지 주소

• Vendor: 프로젝트 벤더

• Packager: 패키지를 만든 사람

• description: 패키지에 대한 상세 설명

• Group: 프로그램의 그룹 

프로그램이 해당하는 그룹을 적으면 된다. [표 15-3]에서 선택한다.

[표 15-31] 프로그램 그룹

Applications
	 Communications
	 Editors
	 	 Emacs
	 Engineering
	 Spreadsheets
	 Databases
	 Graphics
	 Networking
	 Mail
	 Math
	 News
	 Publishing
	 	 TeX
	 Sound
Base
	 Kernel
Utilities
	 Archiving
	 Console
	 File
	 System
	 Terminal
	 Text
Daemons
Documentation
X11
	 XFree86
	 	 Servers

X11
	 Applications
	 	 Graphics
	 	 Networking
	 Games
	 	 Strategy
	 	 Video
	 Amusements
	 Utilities
	 Libraries
	 Window	Managers
Libraries
Networking
	 Admin
	 Daemons
	 News
	 Utilities
Development
	 Debuggers
	 Libraries
	 	 Libc
	 Languages
	 	 Fortran
	 	 Tcl
	 Building
	 Version	Control
	 Tools
Shells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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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X 윈도우즈에서 동작하는 그래픽 프로그램인 경우 Group 부분에 다음과 같

은 형식으로 적어준다.

Group	 :	X11/Applications/Graphics

▶ 명령 실행 부분

	 						명령 실행 부분

%prep
%setup

%build
./configure	--prefix=%{prefix}
make

%install
make	prefix=$RPM_BUILD_ROOT%{prefix}	install

%files
%{prefix}/bin/diary

%clean
rm	-rf	$RPM_BUILD_ROOT

명령 실행 부분은 RPM 패키지를 빌드하기 위한 절차와 각 절차에 해당하는 명령을 적어

주는 부분이다. [예제 15-8]에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고, 절차 아래에 있는 부분이 각 절차에 해당하는 명령이다.

명령 실행 부분은 위 예제와 같이 항상 %prep 필드로 시작한다.

%prep 다음 부분에는 압축을 풀고 압축 푼 디렉토리로 들어가기 위한 명령을 적어준다. 

위 예제에서는 단순히 %setup이라고 적었는데, %setup은 미리 정의되어 있는 내부 매크

로다.

%setup하면 헤더의 Source 필드에 적어준 파일의 압축을 풀고 파일명에서 .tar.gz를 뺀 디

렉토리로 들어간다. 현재 spec 파일의 헤더 Source 필드에는 %{name}-%{version}.tar.gz

라고 되어 있다. %{name}과 %{version}은 매크로 정의 부분에 정의된 매크로이기 때문에 

diary와 0.0.1로 치환된다.

그래서 %setup 매크로를 사용하면 /usr/src/redhat/SOURCES 디렉토리에 있는 diary-

[예제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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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tar.gz 파일의 압축을 /usr/src/redhat/BUILD 디렉토리에 풀고 압축을 푼 /usr/src/

redhat/BUILD/diary-0.0.1 디렉토리로 들어간다.

%setup 매크로 아래에 %patch -p1 매크로가 있다면 헤더 부분의 Patch 필드에 적은 패치

를 수행한다.

Patch0	:	diary1.patch
Patch1	:	diary2.patch

패치 파일이 여러 개라서 위와 같이 헤더 부분에 여러 개의 패치 파일을 지정했다면 다음

과 같이 %patch 매크로를 사용한다.

%patch0	-p1
%patch1	-p1

위와 같은 형식으로 사용하면 소스 파일에 diary1.patch 파일과 diary2.patch가 적용된다. 

물론 현재의 상황으로는 패치 파일이 없기 때문에 %patch 매크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build 부분에는 프로그램 빌드를 위한 명령을 적어준다. 위 예에서는 ./configure 

--prefix=%{prefix} 명령과 make 명령을 각각 내렸다.

이전에 automake를 설명할 때 configure 스크립트의 --prefix 옵션을 설명한 적이 있다. 

--prefix 옵션으로 어떤 디렉토리를 지정하면 프로그램은 --prefix 옵션으로 지정된 디렉

토리를 기점으로 설치된다.

위 예제에서 사용된 %{prefix} 매크로는 헤더의 Prefix 필드에서 /usr로 정의되었다. 그래

서 ./configure --prefix=%{prefix} 명령은 ./configure --prefix=/usr 명령과 같다.

이렇게 configure 셸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면 [그림 15-12]와 같은 Makefile이 만들어진다.

[그림 15-12] ./configure --prefix=/usr 명령으로 생성된 Make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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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2]에서 볼 수 있듯이 Makefile 내의 모든 디렉토리 패스들은 prefix로 지정한 /

usr 디렉토리를 기점으로 지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림 15-12]에서 

bindir 매크로의 값은 prefix 매크로가 앞에 붙어 실제로는 /usr/bin으로 정의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bindir 매크로뿐만 아니라 sbindir, libexecdir, datadir 역시 모두 마찬가지라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iary 프로그램이 컴파일된 후 make install 명령을 내리면 실행 파일인 diary가 bindir 매

크로에서 설정된 위치로 복사되는데, [그림 15-12]에서 알 수 있듯이 bindir 매크로는 

${exec_prefix}/bin으로 지정되어 있고 exec_prefix 매크로는 결국 /usr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diary 실행 파일은 make install 명령을 내리면 결국 /usr/bin 디렉토리로 복사된다.

./configure --prefix=/usr 명령으로 이렇게 RPM 패키지에서 설치하는 프로그램의 설치 

위치를 지정하고 make 명령을 내리면 diary 실행 파일이 컴파일된다.

%install 부분은 이렇게 컴파일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부분이다. 

[예제 15-8]에서는 설치 명령으로 make prefix=$RPM_BUILD_ROOT%{prefix} install가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PM_BUILD_ROOT는 RPM에서 지정한 환경 변수로, 헤더의 

BuildRoot 필드에 정의한 값으로 설정되어 있다.

diary-0.0.1.spec 파일에서 BuildRoot 필드는 /tmp/rpm/%{name}-%{version}으로 설정되

어 있기 때문에 $RPM_BUILD_ROOT는 /tmp/rpm/diary-0.0.1로 치환된다.

prefix=$RPM_BUILD_ROOT%{prefix} 부분은 make 명령을 내릴 때 prefix 매크로를 외부에

서 정의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make 명령을 내릴 때 매크로를 지정하면 make 기술 파일

(Makefile)에서 사용된 매크로 정의보다 우선시한다.

결국 [그림 15-12]에서 Makefile의 prefix 매크로 값은 기술 파일에서 지정한 /usr이 아니

라 외부 명령으로 지정한 /tmp/rpm/diary-0.0.1/usr이다. 이렇게 prefix 매크로를 /tmp/

rpm/diary-0.0.1/usr로 정의하고 make install 명령을 내리면 컴파일된 diary 프로그램은 

[그림 15-12]에서 bindir 매크로가 지정하는 위치인 /tmp/rpm/diary-0.0.1/usr/bin으로 

복사된다.

%files 부분에서는 RPM으로 패키징될 파일들을 하나씩 지정한다.

%files 부분에서 파일을 지정할 때는 $RPM_BUILD_ROOT가 지정하는 디렉토리를 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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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정해야 한다. [예제 15-8]에서는 %{prefix}/bin/diary라고 되어 있는데, $RPM_

BUILD_ROOT가 지정한 디렉토리를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tmp/rpm/

diary-0.0.1/usr/bin/diary 파일을 RPM 패키지에 포함시킨다.

포함시킬 때 /tmp/rpm/diary-0.0.1/usr/bin/diary라는 전체 패스를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

라 $RPM_BUILD_ROOT(헤더의 BuildRoot에서 지정)를 제거한 /usr/bin/diary의 패스만 포

함시킨다.

CONTENTS.cpio 파일에 /usr/bin/diary 파일이 포함될 때는 디렉토리 구조 자체가 포함

된다. 즉, /usr/bin 디렉토리가 있고 /usr/bin 디렉토리에 diary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 트리 

자체가 CONTENTS.cpio 파일로 묶인다.

패키징할 파일이 여러 개라면 다음과 같이 여러 행에 걸쳐 파일 패스를 지정한다. 

%{prefix}/bin/diary
%{prefix}/sbin/myprg
%{prefix}/lib/libdiary.a

그리고 이렇게 패스를 직접 지정하는 방법 외에도 [예제 15-9]와 같은 매크로를 사용해 

파일을 지정할 수 있다.

	 						패키징될 파일 지정 예

%doc	README	NEWS
%config	/etc/diary.conf
%dir	/usr/lib

%doc README NEWS하면 소스에 있는 README 파일과 NEWS 파일을 /usr/share/doc/

[패키지명]-[버전] 디렉토리에 넣어 디렉토리째 패키징한다.

그리고 %config 매크로는 설정 파일을 지정하는 매크로다. 이렇게 /etc/diary.conf 파일을 

설정 파일로 지정해 놓으면 RPM 패키지에 추가될 뿐만 아니라 해당 패키지가 제거될 때 

패키지에 포함된 다른 파일들은 시스템에서 삭제가 되지만 %config 매크로로 지정된 설

정 파일은 [설정 파일 패스].rpmsave 형태로 백업된다. 그래서 /etc/diary.conf 파일은 시

스템에서 제거되지 않고 /etc/diary.conf.rpmsave 파일명으로 백업된다.

%dir 매크로는 RPM 패키지에 추가할 디렉토리를 지정할 때 사용한다. [예제 15-9]와 같

이 /usr/lib 디렉토리를 지정하면 /usr/lib 디렉토리 자체가 RPM 패키지 안에 추가된다.

[예제	15-9]



3315장_ 패키징 및 배포

이렇게 패키징해 줄 파일을 지정하는 것 외에도 패키징할 파일의 속성을 지정하는 매크

로도 있다.

%defattr(-,root,root)

%defattr 매크로는 파일의 기본 속성을 지정하는 매크로다. %defattr(-,root,root)하면 파

일의 유저와 그룹을 모두 root로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clean 필드는 RPM 패키지를 다 만들고 나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지정하는 

부분이다. rm -rf $RPM_BUILD_ROOT 명령을 내리면 헤더의 BuildRoot 필드에서 지정한 

/tmp/rpm/diary-0.0.1 디렉토리를 지운다.

RPM 패키지를 빌드하고 나면 이와 같이 반드시 빌드에 사용된 빌드 루트 디렉토리를 지

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패키징할 때 이전에 빌드 루트 디렉토리의 파일들이 남

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명령 실행 부분은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부분이 더 있을 수 있다.

%pre

RPM 패키지를 설치하기 전에 실행되는 명령들(한글을 사용하면 하위 버전에서 문제 발

생)로, %pre 이하 부분에 명령을 적으면 RPM 패키지를 설치하기 전에 적은 명령들을 먼

저 실행한다.

%post

RPM 패키지 설치한 후에 실행되는 명령들로, %post 이하 부분에 명령을 적으면 RPM 패

키지를 설치한 후에 적힌 명령을 수행한다.

%preun

RPM 제거하기 전에 실행되는 명령들

%postun

RPM 제거한 후에 실행되는 명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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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지 로그 부분

	 							체인지 로그 부분 예

%changelog
*	Wed	Dec	15	1999	chang-woo	baek	<bckddn@daum.net>
-	updated	to	991203
-	build	proces	changed

*	Mon	Oct	18	1999	chang-woo	baek	<bckddn@daum.net>
-	updated	to	991015

마지막으로 %changelog 필드 이하로 패키지가 바뀐 부분에 대해 적는다. 체인지 로그 부

분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규칙에 준해 적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RPM 패키지 빌드 명령

을 내렸을 때 오류를 출력할 것이다.

%changelog
*	[날짜]	[이름]	[e-mail]
-	[바뀐 내용1]
-	[바뀐 내용2]

*	[날짜]	[이름]	[e-mail]
-	[바뀐 내용1]

  rpm 빌드 명령 수행

spec 파일을 /usr/src/redhat/SPECS 디렉토리에 제대로 작성했다면 빌드 트리 구조는 다

음과 같을 것이다.

[그림 15-13] 빌드 명령을 내리기 전의 최종 디렉토리 트리 구조

[예제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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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와 같은 형태로 되었다면 /usr/src/redhat/SPECS 디렉토리에 가서 다음의 명령을 내

리면 RPM 패키지를 빌드한다.

rpmbuild	-ba	diary-0.0.1.spec

위와 같이 명령을 내리면 [그림 15-14]와 같이 RPM 패키지를 빌드한다.

[그림 15-14] RPM 빌드 화면

[그림 15-14]와 같이 ‘작성’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생성되는 RPM 패키지 리스트와 마지막

으로 ‘exit 0’가 출력되었다면 정상적으로 RPM 패키지가 빌드된 것이다.

빌드 명령에 의해 생성되는 파일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RPMS/i386/diary-0.0.1-1.i386.rpm 

바이너리 RPM 패키지

• RPMS/i386/diary-debuginfo-0.0.1-1.i386.rpm

디버깅 심볼이 들어있는 바이너리 RPM 패키지

• SRPMS/diary-0.0.1-1.src.rpm

소스 RPM 패키지(내부에 소스 파일과 spec 파일이 들어있음)

• BUILD/diary-0.0.1/

압축을 풀고 컴파일 작업을 하고 난 후의 소스 디렉토리

이 중에서 배포를 위해 필요한 파일은 바로 /usr/src/redhat/RPMS/i386/diary-0.0.1-1.

i386.rpm 파일이다. 그러면 /usr/src/redhat/RPMS/i386/diary-0.0.1-1.i386.rpm 파일로 설

치 명령을 내렸을 때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는지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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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명령을 내리면 RPM 패키지가 시스템에 설치된다.

rpm	-Uvh	[RPM	패키지명]

[그림 15-15] RPM 패키지 설치

[그림 15-15]와 같이 설치되면 /usr/bin 디렉토리에 정확하게 diary 실행 파일이 설치되

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diary 파일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자.

[그림 15-16] 설치 파일 검증

[그림 15-16]에서 알 수 있듯이 /usr/bin 디렉토리에 diary 실행 파일이 설치되었고 정상

적으로 동작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명령을 내리면 우리가 spec 파일에 적은 헤더의 

내용이 출력됨을 알 수 있다. 

$	rpm	-qi	diary

[그림 15-17] rpm -qi diary 명령으로 헤더의 정보를 출력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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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7]에서 알 수 있듯이 정확하게 헤더의 정보가 출력됨을 알 수 있다. 

축하한다. 이제 RPM 패키징을 위한 모든 부분이 끝났다.

지금까지 필자가 설명한 내용 외에도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필자가 설명한 기

본 골격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한다면 나중에 새로운 것

이 나오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독자가 원하는 RPM 패키지를 쉽게 빌드할 수 

있을 것이다. 

DEB 패키징

자, 이제는 데비안(우분투 포함) 진영에서 사용되는 DEB 패키징을 해 보자. DEB 패키징 

역시 RPM 패키징과 마찬가지로 기본 개념은 동일하다. 이전에 RPM 패키징을 설명하면서 

기본 개념을 설명했으므로 바로 DEB 패키징을 빌드해 보자.

  빌드 패키지 설치

DEB 패키지는 레드햇 계열 배포판에서도 빌드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점이 많

이 있다. 때문에 우분투 배포판에서 빌드하도록 한다. DEB 패키지를 빌드하려면 build-

essential과 dpkg-dev 패키지가 설치되었어야 한다. 다음 명령으로 설치한다.

$	sudo	apt-get	install	build-essential	dpkg-dev

  빌드 디렉토리 생성

다음으로 빌드 디렉토리를 생성한다. 다음과 같은 빌드 디렉토리를 생성한다.

	 							빌드 디렉토리 구조

diary-0.0.1/
|--	DEBIAN
			|--	control
			|--	postinst
			̀ --	prerm

02

[예제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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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diary-0.0.1이라는 빌드 루트 디렉토리를 생성한다. 그리고 diary-0.0.1 디렉토리 내

에 DEBIAN이라는 디렉토리를 생성한다.

$	mkdir	diary-0.0.1
$	cd	diary-0.0.1
$	mkdir	DEBIAN

DEBIAN 디렉토리에는 RPM의 spec과 같은 기능을 하는 control 패키지 설정 파일과 패키

지 설치 또는 제거 시 수행할 스크립트들(postinst, prerm)이 위치한다.

  설정 파일 작성

DEBIAN 디렉토리를 생성했으면 DEBIAN 디렉토리 내에 다음과 같은 control 파일을 작

성한다.

	 							diary-0.0.1/DEBIAN/control 파일 내용

Package:	diary
Version:	0.0.1
Section:	X11/Utilities
Priority:	optional
Architecture:	i386
Depends:	libc6	(>=	2.4),	libgcc1
Recommends:	qmail
Suggests:	firefox
Installed-Size:	1024
Maintainer:	Changwoo.Baek	<bckddn@daum.net>
Conflicts:	loveU
Description:	설명: 이 프로그램은	DEB	패키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누가 만들었고 어떤 일을 수행합니다.

control은 RPM spec 파일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패키지를 빌드하고 설치/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이다. 각각의 필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Package: 패키지명

• Version: 패키지 버전

• Section: 패키지 종류

• Priority: 패키지 우선순위

• Architecture: 아키텍처

[예제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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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ends: 반드시 필요한 패키지

• Recommends: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관계없는 패키지

• Suggests: 있으면 도움이 되는 패키지

• Installed-Size: 설치되는 사이즈

• Maintainer: 메인터너 정보

• Conflicts: 함께 설치되어서는 안 되는 패키지

• Description: 설명

여기서 Depends 항목의 libc6 (>= 2.4)에서 괄호 안 내용은 종속 버전을 의미한다. 때문에 

libc6 (>= 2.4)의 의미는 적어도 libc6 2.4 버전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만 diary 프로그램

이 설치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우리의 diary 프로그램은 너무도 단순해 굳이 따질 필

요는 없지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어 둔다.

control 파일 작성 시 주의 할 점은 Description 항목을 작성할 때 여러 라인을 작성할 경

우에는 다음 라인에서 공백을 추가해야 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패키지 빌드 시 오

류를 출력할 것이다.

  설치/제거 스크립트 파일 작성

설치/제거 스크립트(preinst, postinst, prerm, postrm 등)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스

크립트들이다. 패키지 설치 전이나 후, 혹은 패키지 제거 전이나 후에 어떤 일을 수행하고 

싶다면 설치/제거 스크립트를 작성해 넣는다. 각각의 스크립트가 수행되는 때는 다음과 

같다.

• preinst : 설치 전에 수행

• postinst : 설치 후에 수행

• prerm : 제거 전에 수행

• postrm : 제거 후에 수행

필자는 독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postinst 스크립트와 prerm 스크립트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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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ary-0.0.1/DEBIAN/postinst 파일 내용

#!/bin/sh
echo	"diary	패키지 설치..."

	 							diary-0.0.1/DEBIAN/prerm 파일 내용

#!/bin/sh
echo	"diary	패키지 제거..."

스크립트 파일을 작성했으면 다음과 같은 명령으로 실행 권한을 주어야 한다.

#	chmod	755	diary-0.0.1/DEBIAN/postinst		diary-0.0.1/DEBIAN/prerm	

위와 같이 스크립트를 DEBIAN 디렉토리에 작성하였다면 이후 빌드된 deb 패키지를 설

치 후 “diary 패키지 설치…”라는 문자열이 출력되고, deb 패키지를 제거할 때 “diary 패키

지 제거…”라는 문자열이 출력 될 것이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설치/제거 스크립트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없어도 관계없다.

  설치 디렉토리 생성

다음으로 할 일은 설치할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일이다. 다음과 같은 구조로 생성한다.

	 							설치 디렉토리 구조 생성

diary-0.0.1/
|--	DEBIAN
|			|--	control
|			|--	postinst
|			̀ --	prerm
-̀-	usr
				̀ --	bin
								̀ --	diary

diary-0.0.1 디렉토리에 설치할 파일들의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설치할 파일들을 위치시킨

다. myconfig.conf 파일이 /etc 디렉토리에 설치된다면 diary-0.0.1 디렉토리에 etc 디렉토

리를 생성하고 해당 etc 디렉토리에 myconfig.conf 파일을 위치시킨다. 결국 diary-0.0.1/

[예제	15-13]

[예제	15-14]

[예제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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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myconfig.conf와 같은 형태로 될 것이다.

이렇게 설치될 모든 디렉토리와 파일들은 diary-0.0.1 디렉토리를 루트 디렉토리로 보고 

위치시키면 된다. 위 예에서 필자는 /usr/bin 디렉토리에만 diary 실행 파일을 설치할 것이

기 때문에 diary-0.0.1/usr/bin/diary 파일만 위치시켰다.

  DEB 패키키 빌드

모든 빌드 디렉토리 구성이 끝났으면 다음 명령으로 DEB 패키지를 빌드한다.

$	dpkg	-b	[패키지 디렉토리명]	[패키지명]
예)	dpkg	-b	diary-0.0.1	diary-0.0.1.deb

[그림 15-18] DEB 패키지 빌드

그러면 위 그림과 같이 diary-0.0.1.deb 패키지가 빌드된다. 빌드된 패키지를 설치하는 명

령은 다음과 같다.

$	dpkg	-i	[패키지 파일명]		 #	패키지 설치

예)	dpkg	-i	diary-0.0.1.deb

[그림 15-19] 빌드된 diary-0.0.1.deb 패키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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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명령을 내리면 위 그림과 같이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설치된 

패키지를 제거하려면 다음 명령을 내린다.

$	dpkg	-r	[패키지 명]		 #	패키지 제거

예)	dpkg	-r	diary

DEB 패키지 내부가 궁금한 독자가 있다면 ar -x diary-0.0.1.deb 명령을 내려 보기 바란

다. 그러면 3개의 파일이 생성되는데, control.tar.gz 파일에 DEBIAN 디렉토리가 들어있고, 

data.tar.gz 파일에 설치될 파일들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DEB 패키지 빌드에 대한 모든 설명이 끝났다. RPM 패키징을 본 독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