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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리눅스마스터 1급 2차시험 답안지

번호 답  안 배점

1
mknod /dev/fd0 b 2 0 또는

MAKEDEV -d /dev fd0
4

2

① /var/log/messages

※ 순서 상관 없음

2

② /var/log/secure 2

3 authpriv.* root,posein 4

4

chattr +a /home/posein/.bash_history

((+a 또는 =a)

(/home/posein/.bash_history 또는 ~/posein/.bash_history)

4

5

① dd if=/dev/hda3 of=/dev/hdb1 2

② resize2fs /dev/hdb1(ext2online /dev/hdb1) 2

6
webmaster users ihd 또는

ihd: ihd webmaster users
4

7 swapon 4

8

① grep ihd 2

② kill -SIGTERM(kill -TERM 또는 kill -15)

   ( -s 옵션 사용 가능)
2

9

① e 2

② allmatches 2

10 modprob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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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답  안 배점

11

① /etc/aliases 3

② bowling::include:/etc/mail/member.lst 3

③ newaliases 또는 sendmail -bi 3

12

① only_from = 192.168.1.1 3

② no_access = 192.168.1.125 3

③ access_times = 9:00-11:00 13:00-17:00 3

④ instances = 30 3

13

① /etc/hosts.deny 4

② sshd: 192.168.3.124 4

14

① iptables -A INPUT -p tcp --dport 80 -j ACCEPT

(--dport 또는 --destination-port)
5

② iptables -A INPUT -p tcp --dport 21:100 -j DROP

(--dport 또는 --destination-port)
5

15

① User nobody

   Group nobody
4

② Listen 80 (Port 80) 4

③ ErrorDocument 404 /notfound.html 4

16

① DocumentRoot /home/ihd 3

② ServerName www.ihdtest.or.kr 3

③ ErrorLog errorlog/error_log_ihdtest 3



1. 수험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필기구를 사용하되, 연필이나 샤프 등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3. 답안지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뒷면

까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안지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시험 중 휴대용 전화기 등 일체의 통신장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은 실격처리 되고, 시험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5. 수험자는 수험시간 50분 후부터 퇴실이 가능하며, 문제지와 답안지를 감독위원에게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합니다.

 6. 자격증 발급 관련 유의사항

   자격증에 기재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및 수령처 주소지는 시험 후 3일 이내 확인 

및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등 단체접수는 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수정 : 홈페이지 → 자격검정 → 개인수검정보확인 → 개인정보수정)

   자격증은 합격자 발표일 10일후부터 발송될 예정입니다.

7. 시험문제 및 정답 공개 : http://www.ihd.or.kr, 2008. 9. 23(화)

8. 합격자 발표 : http://www.ihd.or.kr, 2008. 10. 3(금)

    9. 자격증 발송 : 2008. 10. 13(월)부터 개별 발송 됩니다.

     ⊙ 시험종목 : 제17회 리눅스마스터 1급 2차

     ⊙ 시험일자 : 2008. 9. 21(일) 14:00 ~ 15:40(100분)

     ⊙ 수검자 기재사항 및 감독자 확인

수 검 번 호   LMF - 17 - 감독자 확인

성       명

주 민 번 호

     ⊙ 수검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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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자격(IHD․CP) 검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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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항을 확인하신 후 시험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문제지는 총 6페이지이며, 16문제(단답식 : 1번∼10번, 

작업식 : 11번∼16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페이지와 문제수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목별 문제수 및 문제당 배점 

    - 단답식 : 10문제 × 4점 = 40점

    - 작업식 : 6문제 × 8∼12점 = 60점

○ 합격기준

    - 합계 60점 이상

○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검정색 이외의 필기구 및 연필 등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필기구를 사용할 경우 오답처리 됩니다.)

    - 답안지에 수검번호, 주민번호, 성명을 기재하여 주십

시오.

   ※답안지에 기재 오류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수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단답식(1-10)

1. 컴퓨터에 하나의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가 

장착되어 있다. 관리자가 실수로 플로피 디스크 

디바이스 파일인 /dev/fd0을 삭제하 다.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dev/fd0을 

생성하려고 할 때, 작업 명령을 적으시오.

2. 텔넷을 통해 접속한 사용자의 계정과 PID, 

접속시간, 로그인한 터미널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꼭 살펴봐야할 로그 파일 2개를 

순서에 상관없이 절대 경로로 적으시오.

   ①  (                )

   ②  (                ) 

3. ssh를 통해 접속하는 사용자 기록(log)을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 하고자 한다. ssh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로그를 실시간으로 root와 posein

사용자의 터미널에 보여지도록 할 경우 

/etc/syslog.conf에 설정할 내용을 적으시오.

4. posein이라는 사용자가 로그인해서 어떠한 

작업을 했는지 확인하려고 posein 사용자의 

홈디렉토리에 있는 히스토리 파일인 .bash_history를 

내용을 보고자 했으나, 사용자가 파일을 삭제

했는지 존재하지 않았다.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설정하고, 기록을 계속적

으로 남기기 위해서 시스템 관리자는 어떤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지 아래 조건에 맞게 

작성하시오.

■ 조 건

  가. posein사용자의 홈디렉토리는 /home/posein 

이다.

  나. 사용자의 히스토리 파일은 .bash_history 이고, 

이 파일은 touch 명령어를 사용하여 빈 

파일로 생성해 놓았다.

 

5. 파티션의 크기가 10GB인 /dev/hda3의 공간을 

모두 사용하여, 80GB 용량의 새로운 디스크를 

장착하고 파티션을 분할하여 /dev/hdb1으로 

생성한 후 재부팅하 다. 다음 물음에 답하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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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dd명령을 이용하여 /dev/hda3의 내용을 

/dev/hdb1으로 백업하여라.

② /dev/hdb1의 공간을 전부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명령을 적어라.

6. 보기와 같이 /etc/group 파일이 구성되어 있을 

때, groups ihd라는 명령어를 실행하 을 때의 

결과를 기재하시오.

# cat /etc/group

root:x:0:

daemon:x:1:

bin:x:2:

webmaster:x:50:ihd,linuxuser,myid,korea

users:x:100:ihd

ihd:x:1001:

linuxuser:x:1002:

myid:x:1003:

korea:x:1004:

# groups ihd

7. 일반적으로 파티션 사용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서는 "df" 명령어를 사용하지만, df 명령어는 

아래 실행 예제 보기와 같이 /etc/fstab에 명시된 

swap 파티션을 출력하지 않는다. swap 역

만을 따로 보기 위해 (   )안에 들어갈 명령어를 

기재하시오.

# cat /etc/fstab

proc      /proc   proc    defaults          0  0

/dev/sda2 / ext3 defaults,errors=remount-ro  0  1

dev/sda6  none   swap    sw              0  0

# df

Filesystem  1K-blocks  Used Available Use% Mounted on

/dev/sda1   2885812    332192   2407028  13% /

# (        ) -s

Filename   Type     Size    Used    Priority

/dev/sda6  partition  497972   80844    -1

8. 시스템 관리자 홍길동은 ihd 라는 계정이 

실행시킨 프로세스를 중단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ps -aux 명령어 실행 결과에서 

ihd 라는 문자열이 들어간 모든 프로세스를 

찾아 SIGTERM 시그널을 보내고자 한다. 

다음 (    )에 들어갈 가장 적당한 각각의 

명령어를 인자와 함께 기재하시오.

# ps -aux

USER  PID %CPU %MEM  VSZ  RSS TTY 

STAT START   TIME COMMAND

root  1  0.0  0.0  1504  468 ?  S  2006  4:52 init [2]

root  2  0.0  0.0  0  0 ?  S  2006  0:33 [migration/0]

ihd 12908 1.0 0.2 5220 2644 pts/1 S+ 21:35 0:00 vi /etc/passwd

ihd 12888 0.0 0.0 2500 848 pts/0 R+ 21:33 0:00 ps aux

... (중 략) ...

# ps -aux | ( ① ) | awk '{print "( ② )", $2}' |sh

9. 시스템 관리자 홍길동은 패키지 관리 실수로 

보기와 같이 proftpd 서버를 중복설치한 것을 

발견하 다. 설치된 proftpd 패키지를 모두 제거

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    )안에 들어갈 

인자 2개를 기입하시오.

#rpm -qa proftpd

proftpd-1.2.7-3kr

proftpd-1.2.7-3kr

#rpm -(   ①  ) proftpd-1.2.7-3kr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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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스템 관리자 홍길동은 e1000 이라는 이름의 

커널 모듈을 포함시킬 필요성을 느껴 아래 

보기와 같이 e1000이라는 이름의 적재 가능한 

커널 모듈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커널에 

동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가장 적당한 

명령어를 기재하시오.

# (     ) -l |  grep e1000

/lib/modules/2.6.8-3-686-smp/kernel/drivers/net/e1

000/e1000.ko

# (      ) e1000

# lsmod

Module                  Size  Used by

e1000                  87204  0

- 작업식 문제 계속(다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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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식(11-16)

11. 메일 서버 관리자인 홍길동은 운 중인 센드메일 서버를 사용하여, bowling이라는 계정으로 메

일을 보내면  /etc/mail/member.lst 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의 주소로 메일이 전송되도록 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9점)

■ 조 건

- /etc/mail/member.lst 파일에는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가 한줄에 하나씩 등록되어 있다.

① 위의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파일을 절대경로로 쓰시오.

② ①의 파일에 추가로 설정해야할 내용을 쓰시오.

③ 설정후 사용해야할 명령어를 쓰시오.

12. 텔넷서비스가 슈퍼데몬인 xinetd에 의해 동작중이고, 기본 설정이 아래와 같은 경우 다음의 물

음에 답하시오.(12점)

service telnet

      {

              disable = no

              flags           = REUSE

              socket_type     = stream

              wait            = no

              user            = root

              server          = /usr/sbin/in.telnetd

              log_on_failure  += USERID

      }

① telnet을 192.168.1.1 호스트만 허가하도록 하는 설정을 쓰시오.

② 192.168.1.125 호스트는 텔넷 서비스를 차단하는 설정을 쓰시오.

③ 서비스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허가하는 설정을 쓰시오.

④ 최대 접속수는 30으로 설정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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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로그를 분석하던 중 IP주소가 192.168.3.124인 호스트에서 열려진 ssh 포트에 무작위로 계정과 

패스워드를 대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차단하기 위해 TCP Wrapper를 사용하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8점)

①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일을 절대경로로 쓰시오.

② 192.168.3.124 호스트의 ssh 사용을 차단하는 설정을 적으시오.

14. iptables를 이용하여 tcp 기반의 서비스 포트 중 21번부터 100번까지 차단하고, 웹 서비스 

포트인 80번 포트만 허가하도록 설정하고자 한다. 순서에 맞게 설정하여라.(10점)

  

■ 조건

  가. inbound 트래픽만 고려한다. (INPUT 사슬 사용)

  나. 패킷은 거부 메시지 없이 무조건 거절한다. (DROP)

  다. 어떠한 방화벽도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기존 정책에 추가하는 형태(-A)로 작성한다.

15. 웹서버를 운 하고 있는 시스템 관리자 홍길동은 아파치 웹서버 데몬을 아래의 조건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아파치 웹서버 설정 파일인  httpd.conf 설정을 모두 

기재하시오.(12점)

     

① 웹서버를 실행할 때 웹서버 프로세스의 소유권을 갖게되는 사용자와 그룹이름은 모두 

nobody 이다.

② 웹서버가 대기하는 포트 번호는 기본적으로 80번이다.

③ 존재하지 않는 웹페이지를 요청받을 경우 /notfound.html 파일을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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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스템 관리자 홍길동은 IP 기반 가상 호스트 방식으로 웹서버를 운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괄호안에 들어갈 httpd.conf 의 VirtualHost 설정을 기재

하시오. (9점)

■ 조 건 

가. 100.101.102.103 아이피에 대한 기본 문서 디렉토리는 /home/ihd 이다.

나. 100.101.102.103 아이피에 대한 서버 이름은 www.ihdtest.or.kr 이다.

다. 에러 로그 파일은 httpd.conf에 ServerRoot로 설정된 디렉토리의 하위 디렉토리인 errorlog 

디렉토리에 error_log_ihdtest 라는 파일 이름으로 저장한다.

<VirtualHost 100.101.102.103>

(           ①            )

(           ②            )

(           ③            )

</VirtualHost>

※ 다음 사항을 확인하신 후 시험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 및 문제지에 수검번호(뒷자리 6자리), 주민등록번호(13자리),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셨습니까?

○ 답안지에 문제에 대한 답안을 모두 기입하셨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