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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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1. 17(화)

8. 합격자 발표 : http://www.ihd.or.kr, 2009. 11. 27(금)

9. 자격증 발송 : 2009. 12. 07(월)부터 개별 발송 됩니다.

방송통신기술자격(IHD․CP) 검정시험
The Official Approval Test for IHD Certified Professional

◉ 시험종목 : 제0902회 리눅스마스터 1급 2차

◉ 시험일자 : 2009. 11. 15(일) 14:00 ~ 15:40(100분)

◉ 수검자 기재사항 및 감독자 확인

수 검 번 호 LMF - 0902 - 감독자 확인

성 명

주 민 번 호

◉ 수검자 유의사항

Infomation & Telecommunicati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of Korea



제0902회 리눅스마스터 1급 2차 답안지

번호 답 안

1
① TMOUT

② /etc/profile 또는 ～/.bash_profile 또는 /etc/bashrc 또는 ～/.bashrc

2
① 스티키 비트(sticky bit)

② chmod 1777 /share 또는 chmod uao+rwxt /share

3
① cron 또는 crond

② 1 4 * * * /root/local/bin/job.sh

4

① -o ihd

② -I

③ -L

5
① cat /proc/cpuinfo

② cat /proc/meminfo

6 lspci

7

① snd_page_alloc

② snd_timer

③ snd_pcm

8

① syslogd

② messages

③ /etc/syslog.conf

9
① ssh-agent

② ssh

10
① find

② cpio



번호 답 안

11

① DocumentRoot /usr/local/www

port 8080 또는 listen 8080

② ServerAdmin admin@ihd.or.kr

12

① LogFormat "%h %t \"%r\" %b" ihd 또는 LogFormat "%h %t %r %b" ihd

② CustomLog /usr/local/log/httpd.log ihd

③ chown -R apache.apache /usr/local/log

13

① telnet

② user

③ pass

④ list

14

① -sT

② -O

③ -p

④ 21,22,80

15

① slave

② masters

③ 192.168.1.13

16

① find / -perm -04000

② find / -perm -04000 -name "*dumb*" -exec chmod 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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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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내용을 보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루트 계정은 리눅스 시스템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계정이다. 만약 관리자가

콘솔로 접속 후 로그아웃하는 것을 잊고

그대로 놔두었다면, 보안상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①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루트 계정에서 자동

으로 로그아웃되도록 설정할 수 있는 환경

변수는 무엇인가?

② 이 환경변수 값을 로그인할 때마다 자동

으로 적용시키고자 한다. 관리자가 배시

(bash) 쉘을 사용하고 있다면 어느 파일에

설정하여야 하는가?

2. 파일과 디렉토리의 퍼미션은 보안상의 이유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파일을 읽거나 파일에

다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해

준다. 다음 결과를 보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root@ihd /]# ls -ld /tmp

drwxrwxrwt 27 root root 20480 10월 28 11:06 /tmp

[root@ihd /]# mkdir /share

[root@ihd /]# ( ② )

[root@ihd /]# ls -ld /share

drwxrwxrwt 2 root root 0 10월 28 11:16 /share

① 위의 결과에서 퍼미션(drwxrwxrwt 27 root

…) 에 나타나는 t의 이름을 적으시오.

② /share 디렉토리의 퍼미션을 /tmp와 같도록

변경하는 명령어를 적으시오.

3. 리눅스 시스템에서 반복적으로 어떤 특정한

시간에 작업을 시작하도록 예약할 수 있는데,

아래 문제를 보고 알맞은 답을 적으시오

① 리눅스 시스템의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데몬의 이름은 무엇인가?

② 매일 오전 4시 1분에 "/root/local/bin/job.sh"

작업을 예약하고자 할 때 crontab 파일에

추가해야 하는 내용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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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C 프로그램을 컴파일

하고 싶다. 각각 사용해야 하는 옵션을 적으

시오.

[root@ihd ihd_source]# ls -l ../ihd_include/

-rw-r--r-- 1 root root 4223 10월 28 12:09 ihd.h

[root@ihd ihd_source]# ls -l ../ihd_library/

-rw-r--r-- 1 root root 13696 10월 28 12:10 libihd.a

[root@ihd ihd_source]# ls -l

-rw-r--r-- 1 root root 93147 10월 28 12:11 ihd.c

[root@ihd ihd_source]# gcc ( ① ) ihd.c -lihd

( ② )../ihd_include ( ③ )../ihd_library

[root@ihd ihd_source]# ls -l

-rw-r--r-- 1 root root 93147 10월 28 12:11 ihd.c

-rwxr-xr-x 1 root root 295783 10월 28 12:13 ihd

■ 조 건

- ihd.c는 ihd.h를 사용(#include)하고 있다.

5. 리눅스 시스템의 CPU를 업그레이드하고,

메모리를 확장한 후에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하였다. 다음에 사용될 명령어를 차례대로

적으시오.

[root@ihd /]# ( ① )

processor : 0

vendor_id : GenuineIntel

cpu family : 6

model : 23

model name : Intel(R) Core(TM)2 Duo CPU

E8400 @ 3.00GHz

stepping : 6

cpu MHz : 2000.000

cache size : 6144 KB

......

[root@ihd /]# ( ② )

MemTotal: 2074168 kB

MemFree: 144804 kB

Buffers: 81128 kB

Cached: 1461712 kB

SwapCached: 28 kB

......

6. PCI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장치에 대한

정보를 보기 위한 콘솔 명령으로,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출력화면을 볼 수 있다. 이 명령은

무엇인가?

# ( )

00:00.0 Host bridge: Intel Corporation 82815

815 Chipset Host Bridge and Memory

Controller Hub (rev 11)

00:02.0 VGA compatible controller: Intel

Corporation 82815 CGC [Chipset Graphics

Controller] (rev 11)

00:1e.0 PCI bridge: Intel Corporation 82801

Mobile PCI Bridge (rev 03)

00:1f.0 ISA bridge: Intel Corporation

82801BAM ISA Bridge (LPC) (rev 03)

00:1f.1 IDE interface: Intel Corporation

82801BAM IDE U100 (rev 03)

00:1f.2 USB Controller: Intel Corporation

82801BA/BAM USB (Hub #1) (rev 03)

00:1f.3 SMBus: Intel Corporation

82801BA/BAM SMBus (rev 03)

00:1f.4 USB Controller: Intel Corporation

82801BA/BAM USB (Hub #2) (rev 03)

00:1f.5 Multimedia audio controller: Intel

Corporation 82801BA/BAM AC'97 Audio (rev

03)

... 중략 ...

- 단답식 문제 계속(뒷면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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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lsmod의 명령 실행 결과 화면 중 일부

이다. 표시된 모듈의 의존 관계를 완성하시오.

■ 결과화면

snd_hda_intel 449368 0

snd_pcm 99336 1 snd_hda_intel

snd_timer 35080 1 snd_pcm

snd_page_alloc 0368 2 snd_hda_intel,snd_pcm

snd_hwdep 19720 1 snd_hda_intel

snd 78024 4 snd_hda_intel,snd_pcm,snd_timer,snd_hwdep

■ 의존관계

8. 다음 조건에 맞게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기술하시오.

시스템에 이상이 있거나 해킹의 위험요소를 파악한

경우 시스템관리자는 시스템로그를 참조하여야

한다. 시스템에 관련된 로그는 가장 중요한 로그

이기도 하다. 시스템로그는 ( ① ) 데몬에 의해

제어가 되며, 실시간으로 로그파일을 참조하고

싶으면 콘솔에서 #tail -f /var/log/( ② ) 명령을

통해 로그메시지를 참조할 수 있다. 만약 이

파일들에 기록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 ③ ) 파일에서 수정을 해주면 된다.

■ 조 건

가. ( ② )번의 경우는 로그파일명만 쓰시오

나. ( ③ )번의 경우는 절대경로와 파일명을

쓰시오

9. 원격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하여 telnet 보다는

보안이 강화된 SSH(Secure SHell)의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SSH를 사용할 때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공개키/개인키를 이용한 인증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다음은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 화면의 일부분이다.

다음 ( ) 안에 알맞은 명령어는 무엇인가?

user1@ihd.or.kr:~$ ( ① )

SSH_AUTH_SOCK=/tmp/ssh-sPAnOW2442/a

gent.2442; export SSH_AUTH_SOCK;

SSH_AGENT_PID=2443;export AGENT_PID;

echo Agent pid 2443;

user1@ihd.or.kr:~$ ( ② ) user1@system.ihd.or.kr

Enter passphrase for key '/home/user1/.ssh/id_rsa':

Last login: Fri Oct 30 23:21:57 from 172.16.165.16

[user1@system ~]$

10. 다음은 리눅스의 파일을 테이프 드라이브에

저장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디렉

토리 정보를 다루지는 못하지만, 표준 입력을

통해 지정할 수 있고, 또한 기록된 정보를

표준 출력을 통하여 다른 프로그램으로 넘겨

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형태이다. 다음 ( ) 안에 들어갈 명령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백업 파일 생성 시

# ( ① ) . -print | ( ② ) -o > ../ihd.backup.( ② )

백업 파일에서 파일 내용 추출 시

# ( ② ) -idmv < ihd.backup.( ② )

- 작업식 문제 계속(뒷면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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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식(11-16)

11. 아래의 info.php 파일을 웹을 통해 실행시키고자 한다. 다음 조건에 맞도록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8점)

[root@ihd www]# pwd

/usr/local/www

[root@ihd www]# cat info.php

<?

phpinfo();

?>

① 이를 위해 httpd.conf에 수정해야 하는 DocumentRoot 와 포트 설정 내용을 적으시오.

② 웹서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웹마스터의 메일주소를 admin@ihd.or.kr 로 변경하고자

할 때 설정 내용을 적으시오.

■ 조 건

- 이때 사용할 URL은 http://localhost:8080/info.php 이다

12. 웹마스터 자신이 관리중인 웹서버의 접근에 대한 로그를 얻으려고 한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http.conf 파일의 설정내용 및 명령어를 적으시오. (12점) 단, 기존에는 로그를 저장하지 않았다.

[root@ihd /]# ls -l /usr/local/log

drwxr-xr-x 3 root root 388 10월 28 15:05 ./

-rw-r--r-- 1 root root 0 10월 28 15:09 httpd.log

[root@ihd /]# grep apache /etc/httpd/conf/httpd.conf

User apache

Group apache

① 얻고자 하는 정보가 접속한 곳의 호스트 이름, 시간, 요청한 내용의 첫 번째 줄, 전송량

일 때 http.conf에 설정해야 하는 내용을 적으시오. 단, 로그포맷의 이름은 ihd 이다.

② 로그 파일을 /usr/local/log/httpd.log 로 사용하고자 할 때, http.conf 파일에 설정해야 하는 내용을

적으시오.

③ 로그 파일을 정상적으로 저장하기 위하여 디렉토리와 로그파일의 소유자 및 그룹을 변경

하는 명령어를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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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은 pop3.ihd.or.kr 에 pop3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직접 콘솔상에서 test 계정으로 접속하여

수신된 메일의 목록을 출력하고 로그오프하는 일련의 과정을 나열한 것이다. 다음을 참고하여

(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명령어를 작성하시오. (8점)

# ( ① ) pop3.ihd.or.kr 110

Trying pop3.ihd.or.kr...

Connected to pop3.ihd.or.kr

Escape character is '^]'

+OK POP3 pop3.ihd.or.kr v2000.70rh server ready

( ② ) test

+OK User name accepted, password please

( ③ ) testpassword

+OK test has 2 visible messages (0 hidden) in 0 octets.

( ④ )

... 메일 목록 출력 ...

quit

#

14. 포트스캐닝 도구인 nmap을 이용하여 다음 결과와 같이 스캐닝을 하려 한다. 다음 조건에 맞게

( )를 채우시오. (14점)

shell>nmap ( ① ) ( ② ) ( ③ ) ( ④ ) 192.168.1.1

Starting nmap 3.70 ( http://www.insecure.org/nmap/ ) at 2009-04-20 17:46 KST

Interesting ports on 192.168.1.1:

(The 1648 ports scanned but not shown below are in state: closed)

PORT STATE SERVICE

21/tcp open ftp

22/tcp open ssh

80/tcp open http

Device type: general purpose

Running: Linux 2.4.X

OS details: Linux 2.4.20 (Itanium)

Uptime 36.727 days (since Sun Mar 15 00:20:23 2009)

■ 조 건

- TCP Connect Scan 옵션을 사용하시오.

- 대상 서버의 OS를 출력하시오.

- 21,22,80번 포트만 스캐닝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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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조 DNS 서버를 설정하기 위한 작업 중의 일부이다. 설정 파일을 완성하시오. (10점)

단, 주 DNS 서버의 IP는 192.168.1.13 이라고 가정한다.

zone "ihd.or.kr" {

type ( ① );

file "ihd.or.kr.zone";

( ② ) { ③ };

}

16. 침입이 의심되는 시스템에서 몇 가지 확인 작업을 수행하려고 한다. 다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어와 옵션을 작성하시오. (8점)

① SUID가 설정된 파일들의 리스트를 검색하기 위한 명령어와 옵션을 작성하시오

② SUID가 설정된 파일들 중 파일 명에 "dumb" 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파일에 대해서, 퍼미션을

600으로 변경하는 명령어와 옵션을 작성하시오

■ 조 건

- 디렉토리는 root(/)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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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