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설치 선택

1-1. 설치 메뉴 - 기본값인 가장 위의 값을 선택.

1-2. 설치 미디어 무결성 검사 - skip 선택

- 설치 파일에 오류가 있는지 테스트 실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skip을 눌러 진행함.

2. Oracle Linux 6 버전

2-1. Oracle Linux 6 로고가 보이면 next 클릭 후, 다음 단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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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어 선택

3-1. 설치 시 사용할 언어 선택. ( 기본값 - Engli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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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할 키보드 형식 선택

4-1. U.S English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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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치할 장치형식 선택.

*specialized Storage Devices : 기본 하드 디스크가 아닌 다른 장치를 선택하는 옵션.

5-1. 저장 장치를 선택 : 기본 저장 장치인 하드 디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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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스템이 사용 가능한 저장장치를 찾아서 그 정보를 표시. 새로운 시스템에 리눅스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안내 메시

지. 

5-2. 선택 된 하드 디스크의 내용이 모두 지워진다는 경고문이 나오면 할당한 50G 하드 디스크에 있는 내용이 지워진다는 뜻으

로 Yes를 누르고 진행.

6. 호스트 이름 설정

6-1. 설치 할 리눅스 서버의 이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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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표준 시간대 선택.

7-1. 설치하는 시스템의 사용할 표준 시간대 선택. (현재 지역 기준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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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root 계정 암호 설정.

*루트 계정은 최상위 계정으로 시스템의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된다.

8-1. 설치하는 시스템에서 사용할 root 계정 암호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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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root 암호는 반드시 유출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취약한 암호를 입력한 경우 경고 메시지가 나타난다. 우선, Use Anway 

누르고 다음 단계 진행.

9. 설치 방식 선택.

       속도나 사용상의 여러가지 편리함 제공.

*디스크 파티셔닝: 큰 하나의 물리적 디스크를 논리적인 작은 디스크 조각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

9-1. 디스크 파티션을 설정하기 위해 마지막 옵션을 선택.

9-2. 아래와 같은 절차로 디스크 파티션 생성.

/       -  10000  <- root 라고 하고 시스템의 중요한 파일들이 설치 되는 공간.

/boot   -    200  <- boot 관련된 중요한 파일들이 설치되는 공간. 

/var     -  3000  <- 주요 시스템 로그나 메시지 등이 생성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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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  3000  <- 주요 시스템 로그나 메시지 등이 생성되는 공간.

swap   -   2000  <- 메모리가 부족할 경우 가상메모리로 사용되며 주로 RAM 의 1.5 배 에서 2배 정도 설정 .

/app    -  20000  <- 이 디렉터리에 오라클을 설치.

/home  -  남은용량  <- 일반 사용자의 홈 디렉터리로 각 사용자의 자료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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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의 경우 남은 용량을 모두 할당하기 위해 Fill to maximum allowable size 를 선택.

* 설정 된 파티션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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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디스크 데이터 소실 주의

10-1. 설정 한 파티션이 포맷 된다는 경고 메시지.   Format 누르고 진행

10-2. 파티션을 설정한 사항이 디스크에 저장 된다는 메시지.  Write changes to disk를 누르고 다음 단계 진행.

11. Boor loader 프로그램 설정. (기본값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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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설치할 소프트웨어 선택.

12-1. 설치 될  Software를 설정. Basic Server선택 후, 아래의 Customize now를 선택하여 Software를 직접 설정.

*Basic Server: 기본적인 서버 설치 이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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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Base system : Base / Compatibility libraries / Console Internet tools / Debugging Tools / Directory Client / Hardware 

Monitoring Tools / Java Platform / Large System          Performance / Legacy Unix Compatibility / Network File system 

Client / Networking Tools / Performance Tools / Perl Support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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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tops: Desktop / Desktop Platform / Fonts / General Purpose Desktop / Graphic Administration Tools / Legacy X 

Window System  Compatibility / Remote Desktop Clients / X window System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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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전부 선택

Languages: Korean Support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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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s, Web Service, Databases, System Management, Virtualization, Applications  은 옵션을 선택하지 않음.

13. 설치 진행.

13-1. 패키지 간 의존성 체크 후 Oracle Linux의 설치 시작.

13-2. 모든 패키지 파일들의 설치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설치 완료 화면 표시. Reboot 를 클릭하여 시스템을 새로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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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Welcome 화면이 나오면 Forward를 눌러 설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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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License 동의 화면에서 Yes 를 선택하고 Forward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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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Software Update 여부 선택 : No, 선택 후 설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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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Update에 대한 확인 여부. No  선택 후 설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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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User 생성하는 화면. Forward 선택 후 설치 진행. (추후에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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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현재 설치하는 서버의 날짜와 시간을 확인 후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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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ump: 리눅스 커널의 한 부분. Kdump가 발생하면 디버깅 목적으로 분석될 수 있고 충돌의 원인을 결정할 수 있는 메

모리 이미지(또한 vmcore라고도 알려진)를 익스포트.

14-5. kdump 사용여부를 묻는데 체크하지 말고 F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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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ump 사용여부 경고 메시지. Yes를 누르고 진행.

15. 설치 완료

15-1. 모든 설정이 완료 된 후,  Finish를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전환.

15-2. 특정 user를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other 클릭 후, root 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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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계정으로 로그인 할 경우, 위험하다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남. close 클릭

15-3. Log in이 완료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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