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눅스 컴퓨터실 관리 도구 (HardRestore)
HardRestore는 대표적 공개소프트웨어인 리눅스를 이용한 컴퓨터실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2010년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성이 입증됐으며,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1. 프로그램 개요
1) 개발 목표
기술적으로 우수한 것이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고 대중적인 것이 표준이 되는 것이다. 같은 관점에서 공개
SW가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사용자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중화되어야 한다.
이미 상용SW 환경에 길들여진 사용자에게 공개SW 환경을 제시하면 익숙하지 않은 인터페이스와 새로운 환경에 적
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익숙한 환경으로 되돌아가는 결과를 가져온
다. 따라서 컴퓨터를 많이 접하기 시작하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공개SW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어야 새롭게 다가올
환경에 대한 거부감이 최소화되고, 공개SW가 널리 쓰이는 발판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개SW의 도입이 산업 현장에만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에도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공개SW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이 준비되어야 한다.
① 리눅스 기반의 컴퓨터실 구축
② 리눅스 기반의 재부팅을 통한 컴퓨터 초기화 프로그램
윈도우의 경우 하드보안관, 리커버리, 마에스트로 등 재부팅을 통한 하드디스크 복구 프로그램들이 있어 모든 반, 모
든 학생이 동일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다. 그러나 리눅스 기반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
서 재부팅에 의해 컴퓨터가 초기 상태로 되돌아가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이며, 많은 정보·컴퓨터 교
사들이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초기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학교에서 공개SW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공개
SW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시스템구성도

3) 개발언어
개발언어 : GNU C 컴파일러
개발도구 : GTK+, rpm 패키지 빌드, deb 패키지 빌드
4) 사용시스템
X-Windows 및 GTK+ 라이브러리가 탑재된 페도라 / 우분투 리눅스 및 호환 리눅스
5) 실행 모습

2. HardRestore 사용 매뉴얼
1) HardRestore에 대한 이해
(필수) 본 프로그램은 설치 중에 student라는 계정을 백업하여 저장하므로 미리 student 계정을 만들어 두어야 함
(권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student로 로그인해서 사용하기 좋은 환경으로 설정해 놓는 것이 좋음
(필수) 소켓을 이용한 통신 프로그램이므로 방화벽을 해제하거나 신뢰하는 포트로 등록해야 함 (UDP 2010, 2011)
(필수) 프로그램 설치와 설정은 root 권한으로 해야 함
(필수)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로
컬 관리 기능만 사용 가능함
2) 전체 설치 과정
① 리눅스 설치 (페도라 또는 우분투)
② 네트워크 설정 (참고 사항 : HardRestore는 사설IP, 공인IP 모두 사용 가능함)

③ 방화벽에 신뢰하는 포트 등록
▪ 페도라 : “시스템 → 관리 → 방화벽”에서 등록 (UDP 2010, 2011)
▪ 우분투 : 방화벽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포트 등록이 불필요함
④ student 계정 생성 및 설정
⑤ HardRestore 설치 및 설정
▪ 터미널에서 다음 명령어를 입력하여 설치함
페도라 : rpm -i HardRestore-0.0.1-3.i386.rpm
우분투 : dpkg -i hardrestore_0.0.1_i386.deb
▪ 클라이언트 설정 방법 : 터미널에서 다음 명령어로 서버 IP주소를 입력
setserver 192.168.80.130
▪ 서버 설정 방법 : root의 바탕화면에 만들어진 단축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실행
"학생 컴퓨터 IP 관리" 버튼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 IP주소를 등록
3) 사용 방법
▪ 서버 : HardRestore를 실행하여 "접속 상태 새로 고침" 버튼으로 접속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 기능을 사용함
▪ 클라이언트 : HardRestore 설치 후 서버 IP주소 설정만 하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