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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리눅스마스터 1급 2차시험 답안지

번호 답  안 배점

1 -l(--lock) 4

2 /etc/mtab 또는 /proc/mounts 4

3
pstree (-u) master

※ 모든 옵션도 가능
4

4 U 또는 F 4

5

① access(/etc/mail/access) 2

② spammer.com 550(REJECT, DISCARD) 또는

   From:spammer.com 550(REJECT, DISCARD)
2

6  DoS(DDoS) 4

7

① postrotate 2

② endscript 2

8 /etc/nologin 4

9

(아)-(나)-(라)-(다)-(가)-(마)-(바)-(사)

※ (마)-(바), (사)는 서로 바뀌어도 가능

※ (라),(다) 서로 바뀌어도 가능

4

10 alias eth2 e10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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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답  안 배점

11

<Location /server-info> 2

SetHandler server-info 2

Order deny,allow 2

Deny from all 2

Allow from admin.test.com 2

</Location> 2

12

① Timeout 20 3

② MaxKeepAliveRequests 0 3

③ MaxClients 100 3

13

[share] 3

valid users = test1 3

path = /test1 3

writable = yes 3

14

① ihd.or.kr 4

② slave 4

③ 192.168.1.10; 또는 192.168.1.10 4

15

iptables -A INPUT -s 192.168.1.100 -p tcp --destination-port telnet -j DROP

iptables -A INPUT -s 192.168.1.100 -p tcp --destination-port 23 -j DROP

※ --destination-port 대신 --dports 가능

5

16

find /home/Dannis/ | cpio -o > /mnt/backup/home-Dannis-backup.cpio

find /home/Dannis/ | cpio -ovF /mnt/backup/home-Dannis-backup.cpio

ls /home/Dannis/ | cpio -o > /mnt/backup/home-Dannis-backup.cpio

※ /home/Dannis/＊도 가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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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9(화)

8. 합격자 발표 : http://www.ihd.or.kr, 2008. 12. 19(금)

    9. 자격증 발송 : 2008. 12. 26(금)부터 개별 발송 됩니다.

     ⊙ 시험종목 : 제18회 리눅스마스터 1급 2차

     ⊙ 시험일자 : 2008. 12. 07(일) 14:00 ~ 15:40(100분)

     ⊙ 수검자 기재사항 및 감독자 확인

수 검 번 호   LMF - 18 - 감독자 확인

성       명

주 민 번 호

     ⊙ 수검자 유의사항

          
 

          

Infomation & Telecommunicati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of Korea

정보통신기술자격(IHD․CP) 검정시험
The Official Approval Test for IHD Certified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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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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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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사용하고 있는 리눅스 사용자 계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passwd 명령어와 한 개의 

단일옵션을 사용하여 user1 이라는 사용자의 

접속을 막으려고 한다. 이때 사용되는 (   )

안의 옵션을 적으시오.

passwd (   ) user1

2. 현재 리눅스 시스템에 마운트되어 있는 파티션

정보를 알기위해서는 mount 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명령어를 

통해 출력될 시스템에 마운트 된 파티션 정보가 

기록되는 파일의 절대경로와 파일명을 적으시오.

3. 현재 master라는 사용자가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pstree 명령

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명령어 구문을 작성하시오.

4. 다음 보기 내용의 구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옵션을 적으시오.

레드헷 계열 리눅스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를 

새버전의 패키지로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는 ‘rpm -(   ) 

패키지명’ 명령어를 사용한다.

■ 조 건

   - 들어갈 옵션은 반드시 1개만을 사용함.

5. 메일서버 관리자인 홍길동은 spammer.com

에서 보내지는 스팸메일을 수신거부하기 위해 

Sendmail의 설정을 바꾸기로 결정하 다. 

이를 위해 수정할 파일의 이름①과 이 파일에 

추가할 옵션②을 쓰시오.

  ① 

  ② 

6. 다음은 네트워크 침해의 유형중 하나를 설명

하고 있다 이 공격의 명칭을 쓰시오.

가. 루트권한을 획득하는 공격이 아니다.

나.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변조하거나, 훔쳐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격이 아니다.

다. 공격의 원인이나 공격자를 추적하기 힘들다.

라. 공격시 이를 해결하기 힘들다.

마. 매우 다양한 공격방법들이 가능하다.

바. 같은 공격에 대해서 각 시스템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수 있다.

사. 다른 공격을 위한 사전 공격으로 이용될수 있다.

아. 사용자의 실수로 발생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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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홍길동은 logrotate를 사용하여 로그를 관리

하고자 한다. 그는 logrotate 에 의해 로그가 

rotate 된 후, 다음과 같은 명령을 실행하도록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config file의 ①과 

②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var/log/messages {

    rotate 5

    weekly

    (     ①      )

      /sbin/killall -HUP syslogd

    (     ②      )

}

  ① 

  ② 

8. 홍길동이 관리하는 시스템은 여러 사용자가 

원격으로 사용하고 있다. 어느 날, 시스템에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어 모든 사용자의 접근을 

통제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 이를 위해 홍길동이 

생성해야 하는 파일은 무엇인가?

9. 다음은 커널 컴파일 시에 사용되는 명령어

들이다. 다음의 명령어들을 순서대로 나열

하시오.

(가) make bzImage

(나) make config

(다) make clean

(라) make dep

(마) make install

(바) make modules

(사) make modules_install

(아) make mrproper

■ 조 건

   - 리눅스 커널 버전 2.4.x

10. 리눅스 커널 2.6 기반의 시스템에 새롭게 

랜카드를 추가하여 eth2로 디바이스 명을 

설정하여 사용하려 한다. 추가된 랜카드는 

e1000.ko 라는 모듈을 사용하여 동작이되며, 

이를 위해 /etc/modprobe.conf 에 추가할 

내용을 작성하시오.

■ 조 건

   - e1000.ko 모듈의 별칭은 e1000으로 한다.

- 작업식 문제 계속(다음장) -



             정보통신기술자격(IHD․CP)검정시험 - 제18회 리눅스마스터 1급  2차 시험          3 / 4
━━━━━━━━━━━━━━━━━━━━━━━━━━━━━━━━━━━━━━━━━━━━━━━━━━━━

━━━━━━━━━━━━━━━━━━━━━━━━━━━━━━━━━━━━━━━━━━━━━━━━━━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

 
작업식(11-16)

11. 아파치 웹서버 2.x 버전에서 웹브라우저를 통해 'Apache Server Information' 정보를 보려고 

하는데 admin.test.com의 이름을 가진 관리자 PC에서만 이 정보를 보기 위해서 아파치 웹서버

httpd.conf에 설정해 주어야 할 내용을 작성하시오. (12점)

■ 조 건

- 웹브라우저 접근시 사용 URL은 http://서버주소/server-info 이다.

- 사용모듈은 mod-info.c를 사용한다.

12. 아파치 웹서버를 다음과 같은 모드로 동작시키려고 한다. 이럴 경우 http.conf 파일에 설정할 

내용을 작성하시오. (9점)

■ 조 건

- 클라이언트에게 타임아웃은 20초로 설정한다.

- 접속 후 요청 허용 횟수를 무제한으로 한다.

- 동시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수를 100으로 제한한다.

① 

② 

③ 

13. Samba 서비스를 이용하여 특정 디렉토리를 공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etc/ 

samba/smb.conf 파일을 수정하려 한다. 이때 수정될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시오. (12점)

■ 조 건

- 사용자 명은 test1이며 홈디렉토리는 잘 접근이 되어 사용이 가능하다.

- 공유하려고 하는 디렉토리 위치는 /test1 이며, 공유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공유명칭은 

share 다. 또한  현재 /test1 디렉토리의 소유자는 test1 이다.

- smb.conf 파일안에 valid users, path 및 writable 구문과 공유명 구문만을 사용하여 공유된 

디렉토리가 test1 사용자에 대해서만 읽고 쓰기가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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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홍길동은 자신의 시스템에 네임 서버를 설치하여 운용 중이다. 최근 시스템의 부하가 증가하여 

안전하게 보조 네임 서버를 설치하게 되었다. 조건에 맞게 새로 설치한 보조 네임 서버의 

/etc/named.conf 의 내용을 완성하시오. (12점)

  

zone “( 1 )” {

         type ( 2 );

         file “ihd.or.kr.zone”

         masters { ( 3 ) }

};

zone “1.168.192.in-addr.arpa” {

         type ( 2 );

         file “ihd.or.kr.rev”;

         masters { ( 3 ) }

};

■ 조건

  가. 주 네임 서버의 주소는 “192.168.1.10” 이다.

  나. 설정할 도메인의 이름은 “ihd.or.kr" 이다.

   (1) 

   (2) 

   (3) 

15. 시스템 관리자 홍길동은 iptables를 이용하여 192.168.1.100에서 들어오는 텔넷 서비스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려고 한다. 아래 조건을 참조하여 명령을 작성하시오. (5점)

     ■ 조건

  가. iptables 버전 : 1.2.1

  나. 기존의 설정에 추가한다.

16. /mnt/backup/ 디렉토리에 /home/Dannis/ 디렉토리의 내용을 담은 home-Dannis-backup.cpio 

라는 cpio 아카이브 파일을 생성하는 명령을 작성하시오.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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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