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리눅스마스터 1급 2차시험 답안지

번호 답  안

1  shadow

2  /etc/fstab

3

 kill -15 1000 1001

 kill 1000 1001

 kill -SIGTERM 1000 1001

4  gcc -o ihd_cp ihd_cp.c -lihd -L.

5

 ① autoclean

 ② insmod -k usb-uhci

    modprobe -k usb-uhci

6
 ① make mrproper

 ② make menuconfig

7  /proc/modules

8  printconf

9  uname -a

10
 ① mkisofs

 ② -J



번호 답  안

11  smbclient

12

 ① 110, pop3

 ② user

 ③ pass

 ④ list

 ⑤ retr

13  sendmail -bd -q1h -oQ/var/queue

14

 ① option domain-name-servers

 ② default-lease-time

15

 ① INVALID

 ② --log-prefix "INVALID LOG"

16

 ① tcp_wrapper

 ② ALL:myhome.ihd.or.kr

    in.telnetd:192.168.0.1, 1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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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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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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사용자 계정 

보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파일이름을 

기입하시오.

pwconv 명령어는 리눅스 시스템에 (     ) 

패스워드정책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령어이다. 

이 명령어가 수행되면 /etc/passwd 파일의 

두 번째 필드에 있는 암호화된 패스워드를 모두 

x로 표시하고 /etc/(     )의 두 번째 필드에 

저장하게 된다. 그리고 /etc/passwd 파일을 

일반 사용자들이 그 내용을 볼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etc/(     ) 파일은 root만이 읽을 수 

있도록 수정 된다.

2. 다음 (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시스템 

파일 이름을 경로를 포함하여 기입하시오.

mount -a 는 (    )에 들어 있는 파일 

시스템과 파티션 목록 중에 noauto 옵션이 

있는 항목만 빼고 모두 마운트 해 준다.

부팅 될때, 모든 파티션이 마운트 되도록 

/etc/rc.d 디렉토리에 들어있는 시스템 구동 

스크립트에서 이 명령어를 호출한다.

3. PID가 1000, 1001인 두 개의 프로세스에 

SIGTERM 시그널을 보내기위한 명령문을 kill 

명령을 한번만 이용하여 작성하시오.

4. GNU C 컴파일러인 gcc를 이용하여 컴파일 

하려고 한다. 아래의 조건을 참조하여 명령어를 

작성하시오.

   ■  조건 

가. 소스 파일은 현재 디렉토리에 ihd_cp.c 

파일이다.

나. 출력 파일명은 현재 디렉토리에 ihd_cp 로 

한다.

다. 링크할 라이브러리는 현재 디렉토리에 

libihd.a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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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내용을 읽고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커널 모듈 사용에서 (       )라는 플레그를 

이용하면 모듈이 자동으로 언로드 된다. 이 

플레그는 kerneld에 의해 모듈이 일정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을 때 모듈을 삭제하기 위해 

사용된다.

가. 위 (        )안에 알맞은 말을 기입하시오.

나. 위 플레그를 이용하여 usb-uhci 모듈을 탑재

하는 명령어를 작성하시오. 

   단, 이 모듈의 오브젝트 파일은 usb-uhci.o

이다.

6. 서버 관리자 홍길동은 커널의 중대한 버그 때문에 

커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었다.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가. 커널 컴파일에서 남아있을지 모르는 많은 

쓰레기 파일들을 삭제하며, 모든 설정과 커널의 

소스를 초기화 하는 명령어를 작성하시오.

 나. 터미널에서 메뉴방식으로 옵션을 설정하기 

위한 명령어를 작성하시오.

7. lsmod는 시스템 메모리에 로드되어 있는 커널

모듈들의 정보를 출력하는 명령어이다. 이 명

령어를 이용하면 모듈명, 모듈사이즈, 사용된 

횟수, 참조 모듈등의 정보를 볼 수 있다. 이 정보

들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름을 절대경로를 포함

하여 작성하시오.

8. 다음 (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알맞은 유틸

리티 이름을 기입하시오.

리눅스에서 프린터 설정은 printtool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최근에는 (       )라는 

유틸리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유틸리티는 

/etc/printcap 설정 파일을 다루는데 여기에서 

프린트 필터, 프린트 스풀 디렉토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9. 현재 시스템의 커널 정보를 알아보기 위한 다음 

명령을 완성하시오.

$ (       )

Linux core 2.6.11.5 #2 SMP Sat Mar 26 

08:58:12 KST 2005 i686 Intel(R) 

Pentium(R) 4 CPU 2.80GHz GenuineIntel 

GNU/Lin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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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정 디렉토리를 CD Recorder를 이용하여 

백업하기 위하여 iso 파일을 생성하려고 할 때 

다음 명령을 완성하시오.

 (    ①    ) ( ② ) -o cdrom.iso target/

   ■  조건

   가. 긴 파일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Joliet 옵션을 

사용한다.

   나. target 디렉토리를 iso로 만든다. 해당 디렉

토리 및 이하 파일 크기는 650Mb를 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 작업식 문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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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식(11-16)

11. 다음은 삼바를 이용하여 원격지의 파일을 전송받기 위한 일련의 수행과정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명령어를 기입하시오.(7점)

# (        ) //remoteserver/pds -U myeclispe

Added interface ip=111.23.4.56 bcast=111.23.4.255 nmask=255.255.255.0

Password:

Domain=[IHD] OS=[UNIX] Server=[Samba]

smb: \> get somefile.zip

12. 서버관리자인 홍길동은 pop3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서 qpopper을 설치하였다. qpopper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그인 후 메일을 읽어 보려 한다. 그러나 접속도구가 없어 telnet을 

이용하여 접속 한 후 메일을 확인하였다.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11점)

[cp@ihd root]# telnet 192.168.1.100 (     ①     )

Trying 192.168.1.100...

Connected to 192.168.1.100.

Escape character is '^]'.

+OK ready  

(     ②    ) test

+OK Password required for mons.

(     ③    ) qlalfqjsgh

+OK mons has 1 visible message (0 hidden) in 2234 octets.

(     ④    )

+OK 1 visible messages (2234 octets)

1 2234

.

(     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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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메일 서버인 센드 메일을 운영하려고 한다. 아래 조건을 참조하여 명령어를 작성하시오.(10점)

 ■ 조건

 가. 센드메일을 백그라운드 데몬 모드로 실행한다.

 나. 1시간 단위로 큐 내용을 처리한다.

 다. 사용할 큐 디렉토리는 /var/queue이다.

 라. sendmail의 위치는 /usr/sbin/sendmail 으로 path가 설정되어 있다.

14. 다음은 DHCP서버(dhcp 3.0.1)의 설정파일인 dhcpd.conf 파일의 일부 내용이다. 아래의 조건을 

참조하여 (       )를 기입하시오.(10점)

 

 subnet 192.168.11.0 netmask 255.255.255.0 {

  option routers 192.168.11.254;

  option subnet-mask 255.255.255.0;

  option domain-name  "ihdcp.or.kr";

  (        ①         ) 192.168.11.2,168.126.63.1;

  (        ②         )  420;

  max-lease-time 7200;

  range 192.168.11.10 192.168.11.253;

}

 ■ 조건 

 가. DNS 서버의 ip 주소는 192.168.11.2와 168.126.63.1이다.

 나. dhcp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없을 때 기본으로 ip를 할당해 주는 시간은 7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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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iptables를 이용한 패킷 필터링 룰을 구성하여 패킷의 상태를 식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 

로그를 남기고 해당 패킷은 무시하도록 작성하려고 한다.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다음을 완성하시오. (10점)

 

iptables -A INPUT -m state --state ( ① ) -j LOG ( ② )

iptables -A INPUT -m state --state ( ① ) -j DROP

 ■ 조건 

 가. 남기는 로그는 알아보기 쉽게 “INVALID LOG"라는 명칭으로 시작하도록 한다.

16. 다음의 내용을 보고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12점)

TCP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제 서비스는 하지는 않지만 tcpd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요청하는 호스트를 검사하여 실제 서비스와 연결해주거나 거절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외부 네트

워크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프로그램

① 위에서 설명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쓰시오.

② 위에서 설명하는 프로그램의 정책 파일인 hosts.allow를 다음 조건에 맞게 완성하시오

 ■ 조건 

 가. 호스트명이 myhome.ihd.or.kr인 경우 모든 서비스 접근을 허용한다.

 나. 텔넷 서비스는 192.68.0.1과 10.0.0.24 두 호스트만 허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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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