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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체제의�개요

1-1� 운영체제의�주요기능

프로세스관리:� 하드웨어에�의존하는�가장�하위�단위� 수준,� 실행� 가능한�프로세스를�추적�관리

주기억장치관리� :� 주기억장치의�접근을�관리� 제어하는�장치부분

보조기억장치관리:� 하드디스크와�같은�보조�기억장치에�대한�접근관리

입출력시스템관리:� 중앙기억장치와�외부�입출력장치�사이의�효율적인�통신방법�제공

파일시스템관리� :� 프로그램이나�데이터를�파일단위로�관리

에러검출�및�응답� :� 내부� 및� 외부하드웨어�에러�관리

1-2운영체제의�구조

프로세서�관리(1계층-하위단계)� :� 동기화�및� 프로세서�스케줄링�담당

메모리�관리(2계층)� :� 메모리�할당�및�회수� 기능

프로세스�관리(3계층-상위단계)� :� 프로세스�생성,제거,메세지전달,시작과�정지작업

주변장치관리(4계층)� :� 주변장치�상태파악과�입출력�장치의�스케줄링

파일�관리(5계층)� :� 파일의�생성과�소멸,� 파일�여닫기,� 파일� 유지� 및� 관리

✳ 순서배열�및�간단암기
1-3� 운영체제의�발전

1세대� :� 일괄처리� ->� 2세대� :� 다중프로그램,시분할,다중처리,실시간� ->� 3세대� :� 다중모드� ->� 4세대� :분산처리

일괄처리시스템� :� 일정기간�모아서�한꺼번에�처리하는�방식

다중프로그램� :� 하나의� CPU,주기억장치로�여러�개의� 프로그램을�동시�처리

시분할시스템� :� 각� 사용자는�독립된�컴퓨터를�사용하는�느낌을�주는� 것으로�라운드�로빈�방식,� CPU를� 시간단위로�나누어� CPU할당

다중처리시스템� :� 여러개의� CPU와� 하나의�주기억장치로�여러개의�프로그램을�동시에�처리

실시간처리시스템� :� 즉시처리하여�결과산출� ex)� 은행� 실험� 등등

다중모드처리� :� 위에�언급한�시스템을�한� 시스템에서�모두�제공함

분산처리시스템� :� 여러� 개의� 컴퓨터를�통신회선으로�연결하여�하나의�작업을�처리

1-4� 프로세스�상태

생성� -� >� 준비� ->� 실행� ->� 대기� ->� 종료�

생성� :� 작업을�위해� 프로그램을�보조기억장칠에서�주기억장치에�적재하여�새로운�프로세스를�생성

준비� :� 프로세스가� cpu할당을�기다림

실행� :� cpu할당� 받아� 실행

대기� :� 사용자의�입력등�이벤트발생기다림

종료� :� 프로세스가�완료되� cpu할당� 헤제,� 주메모리�제거

1-5� 프로세스�구성요소

코드영역� :� 프로그램�코드� 자체를�구성하는�명령이나�기계어�명렁을�위한� 메모리

데이터�영역� :� 프로그램의�전역변수,� 정적변수의�할당을�위해�존재

스택영역� :� 지역변수,� 매개변수,� 복귀번지,� 인수값�저장

힙영역:� 프로그램�상에서�필요로�하는� 일시적이고�동적인�메모리할당

1-6� 프로세스�스케줄링

프로세스�실행순서를�결정하는�일

1-7� 프로세스�스케줄링(선점/비선점�스케줄링�정책�비교)

1-8� 프로세스�교착상태

서로�다른�둘� 이상의�프로세스들이�상대�프로세스가�차지하고�있는�자원을�기다리는�무한대기�상태

발생조건

상호배재� :� 이미� 사용하고�있을�때� 다른�프로세스가�사용하지�못하게함

점유와�대기� :� 프로세스가�다른�자원을�요구하면서�자신에게�할당된�자원을�헤제하지않고�기다림

비중단(비선점)� 조건� :� 프로세스에�할당된�자원이�끝날때까지�해제할수�없는�경우

환형대기조건� :� 순환내의�이전�프로세스가�요정하는�자원을�점유하고�다음프로세스가�점유하고�있는�자원을�요구�

종류 처리기준 정책 유형

선입선출 빨리 도착한 작업을 우선처리 비선점형

최단작업 우선처리 cpu사이클 시간의 길이가 작은 것 우선처리 비선점형/선점형

우선순위 스케줄링 작업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처리 비선점형

최단 잔여시간 가장 빨리 끝나는 작업을 우선처리 선점형

순환할당 스케줄링 시분할 시스템에서 처리, 공평하게 할당 선점형

다단계큐 대기 큐에 따라 미리 정해진 스케줄링 실행 선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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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억장치의�종류

cpu가� 직접�접근하여�처리할�수� 있는�기억장치

ROM� :� 읽기� 전용� 기억장치,� 비휘발성

RAM� :� 읽기/쓰기,� 휘발성

1-10� 주기억장치�공간분할�방식

고정�분할� :� 동일한�크기의�고정된�부분� /� 정적� 방식

가변�분할� :� 필요한�만큼의�공간을�할당� /� 동적� 분할� 방식

1-11� 가상� 기억장치

주기억장치에�프로그램이�많을�때� 보조기억�장치를�주기억장치로�사용할�때

페이징�기법� :� 동일한�크기의�물리적�단위

세그먼테이션�관리� :� 가변적인�크기의�논리적인�단위로�나누어�세그먼트�단위�

1-12� 페이징교체�알고리즘

1-13� 디스크와�디스크�스케줄링�

다수의�사용자가�서로�다른� 작업을�처리하기�위해�디스크의�입출력을�요구할�때�효율적으로�요청을�처리하기�위한�기법

✳ 페이징교체,� 디스크�스케쥴링,� 프로세스�스케쥴링�비교�주의

1-14주기억장치�관리�방법

반입기법� :� 보조기억장치의�데이터를�주기억장치로�옮기는�시점을�결정

배치기법� :� 페이지나�세그먼트를�주기억장치의�어느�곳에� 적재할것인가

교체기법:� 주기억장치에서�제거하여�교체할�것인가를�결정하는�정책

LRU(Least� Recently� Used)� 가장� 오래�사용하지�않은� page교체하는�기법

LFU(Least� Frequently� used)� :� 사용�횟수가�가장�적은� page� 교체하는�기법

NUR(Not� Used� Recently)� :� 최근에�전혀� 사용하지않은� page� 교체기법

1-15� 기억장치의�단편화

내부단편화� :� 하나의�프로세스를�적게하고�나서�페이ㅣ�내부에�남아� 있게� 되는�공간

외부단편화� :� 여기저기에�남게�되는� 기억공간(적재되지못함)

1-16� 단편화�해결� 방법

압축� :� 단편화된�빈� 공간을�결합하여�하나의�큰� 가용�공간을�만듬(� 쓰레기�수집)

통합� :� 입접해�있는� 단편화된�공간을�하나의�공간으로�통합(디스크조각모음)

페이징� ->� 내부단편화�발생,� 세그먼테이션� ->외부단편화�발생

1-17� 파일� 시스템관리

NTFS� 파일시스템�특징

Everyone� 그룹에�대해서는�모든�권한이� ‘허용’이다

사용자마다�다른� NTFS보안을�적용시킬�수� 있다.

파일에�설정한� NTFS� 보안이�폴더에�설정한� NTFS보안보다�우선

특정�사용자가�생성한�폴더나�파일에�대해서는�생성한�사용자에게�소유�권한있음

1-18� NTFS� 파일� 시스템의�주요기능

파일과�폴더에�대한� 보안강화�및� 접근�제어가�가능

압축�파일로�더�많은� 저장� 공ㄱ안의�사용이�가능

사용자별�디스크�사용�공간의�제어가�가능

파일에�대한�암호화�지원이�가능

1-19� EXT3� 파일�시스템

저널링�기술사용

1-20� EXT� 파일시스템

EXT3� 향상� 버전,� 대용량파일지원,� 하위�호완성,� 빠른� Fsck,� 파일시스템을�점검하여�데이터�일치성을�유지,� 하위디렉토리수�향상

✳ 저널링�기술� :� 데이터를�디스크에�쓰기�전에�로그에�데이터를�남겨�시스템�비정상적인�셧다운에도�안정적인�복구기능(ext3부터적용)

알고리즘 종류 처리기준
선입선출(FIFO)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페이지부터 교체

최근최소사용(LRU) 가장 오랜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페이지 교체
최적교체(OPT)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페이지

클럭(Clock)
선입선출과 최근최소사용 결합방식

페이지와 연관된 비트가 해당 페이지가 참조될때마다 세트 

디스크 스케줄링 종류 처리기준
선입선처리(FIFO)기법) 입출력 요청 대기 큐에 들어온 순서대로

최소탐색우선(SSTF) 탐색거리가 가장 짧은 요청이 먼저 서비스
SCAN 기법 진행방향상 가장 짧은 거리에 있는 요청이 가장 먼저 서비스
C-스캔 기법 헤드 항상 바깥쪽 실린더에서 안쪽 실린더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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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커널

핵심적인�부분이면서�주기억장치에�적재된�후� 상주하며서�실행

사용자�프로그램�관리를�수행

프로세스,� 메모리,� 입출력�그리고�파일�관리의� 4개의�부분으로�나눔

쉘과�상호�연관되어�있어�쉘에서�지시한�작업을�수행

프로세스�간�통신,� 데이터�전송� 및� 변환등�여러� 가지�기능을�수행

파일시스템의�접근�권한을�처리

자원�활용도를�높이기�위해� 스케줄링�사요

1-22� 쉘

커널에�알맞은�작업을�요청하는�사용자와�시스템�간의�인터페이스를�제공한다.

1-23� 아이노드

파일의�소유자ID,� 파일�그룹ID,� 파일�크기,� 파일�주소,� 사용자접근모드(읽,쓰,실권한),� 파일타입,� 마지막으로�파일에�접근한�시간,� 마지막으

로� 파일을� 수정한� 시간,� 마지막으로� 아이노드를� 수정한� 시간,� 아이노드에� 대한� 디렉터리� 참조� 링크� 수� ,� Inode� number와� 같은� 파일� 및� 디렉

토리의�정보를�보유�

✳ 여기서�알�수�없는� 것은?�이라고�나올�확률

2. 클라이언트�보안

2-1� 공유폴더�사용권한

파일이�아닌�폴더에만�적용

NTFS사용권한보다�약한�보안을�제공

네트워크�접근�사용만을�제한하고�로컬�접속을�제어�할�수�없다

기본�공유�폴더� 사용은� Everyone� 그룹에게�모든�권한이�주어진다.

2-2� 관리적�공유폴더�제거하기� (C$,D$,E$등)

실행� ->� cmd� ->� Regedit�

Value� Name� :� AutoShareWks� ,� Type� :� REG_DWORD,� VALUE� :� 0�

2-3� 널� 세션�제거하기

IPC$경우는�제거가�되지� 않으므로�널� 세션을�제거하는�방법을�이용

value� � :� 1� (기본� 값은� 0� )�

2-4� 바이러스,� 웜

바이러스 웜
다른 프로그램에 기생 독자적 실행

컴퓨터 파일 전송 기능 X 전송 O 
파일을 감염시키나 손상시키고 대역폭 영향 X 네트워크 손상시키고 대욕폭 잠심

2-5� 레지스트리�활용

레지스트리란�윈도우�계열� 시스템에서�사용하는�시스템�구성�정보를�저장한�데이터베이스를�말함

2-6� 레지스트리�종류

HKEY_CLASSES_ROOT� :� OLE데이터와�확장자에�대한�정보�및�파일과�프로그램�간� 연결�정보

HKEY_CURRENT_USER� :� 컴퓨터�환경� 정보가�저장,� 각� 사용자별�프로파일이�저장

HKEY_LOCAL_MACHINE� :� 설치된�하드웨어가�동작하는데�필요한�드라이버나�설정�관려� 정보

HKEY_USERS:� 데스크탑�설정� 및� 네트워크�연결�정보가�저장(유저정보없음)

HKEY_CURRENT_CONFIG� :� 레지스트리�중�제일� 단순한�부분

2-7� HTTP� 프로토콜

웹상에서�파일을�주고받는데�필요한�프로토콜로� TCP/OP와� 관련된�응용� 프로토콜�기본포트값� :80

HTTP� 1.0� :� GET� /� HEAD� /� POST

HTTP� 1.1� :� CONNECT� /� DELETE/� GET/� HEAD/� OPTION/� POST� /� PUT� /� TRACE

HTTP� 2� :� ...

GET� 방식� :� 보낸�자료가� URL에� 누출될�수� 있다.

POST� 방식� :HTTP� 헤더�안에� 넣어서�보냄,� 폼의�자료는�인코딩되어�전송됨

2-8� 대표적� HTTP� 상태코드

2xx� 성공

200� :� HTTP� 요청에�대해� 에러�없이� 성공

201� :� 서버가�성공적으로�요청된�새� 리소스를�생성

3xx� 재전송

300� :� 클라이언트가�선택할�수�있는� 리소스에�대한�다중옵션을�표시

301� :� 현재�및�이후� 모든� 요청들은�변경된�위치에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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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현재�요청을�임시위치에서�수행하지만,� 이후� 요청은�원래의�위치에서�수행

4xx� 클라이언트�에러

400� :� 문법상�오류로�인해� 요청을�수행할�수� 없다

401� :� 요청에�대해� 인층이�필요� 혹은�인증실패

403� :� 유효한�요청에�대해� 서버가�응답을�거부

404� :� 현재�요청된�리소스를�찾을�수�없음

5xx� 서버�에러

500� :� 예외�조건발생으로� adkfakw은� 상세메세지가�없을�때� 표시�되는� 일반적인�에러

501� :� 서버가�요청된�메서드를�인식하지�못하거나,� 수행� 할� 수� 있는�성능이�결여

2-9� 유저모드� :� ring� 0� ~� 3까지�권한을�가지는데�가장�낮은� ring3� 권하을�가짐

커널모드� :� ring0을� 사용

2-10� 루트킷�탐지� 방법

일반적으로�루트킷이�되는�기술은�후킹이다

후킹이란?� :� 특정� 함수나� 명령어가� 실행될� 때� 중간에서� 해당내용을� 가로채어� 작업을� 수행한� 이후에� 다시� 원래� 함수로� 내용을� 전달하여�

처리하는�방식

2-11� 안티루트킷의�주요�기능

기능 분류 상세 내용

숨긴 파일 찾기
윈도우 탐색창에서 루트킷 파일 숨김

Dos 명령어 DIR에서 루트킷 파일 숨김
수정된 레지스트리 찾기 악의적인 행위를 하기 위한 레지스트리 수정

프로세스 보호 해제
프로세스 및 스레드 종료

실행 방지
프로세스의 메모리 변경

2-12� 패스워드�크랙�프로그램

John� The� Ripper� :� 패스워드�점검� 도구

pwdump� :� 윈도우�패스워드�덤프

L0phtCreack� :� 패스워드�취약성�점검�도구

ipccrack,� chntpw,� ERD� Commander

2-13� 포트스캐닝

다중�취약점�스캔� :� SAINT,� sscan2k,� vetescan,� mscan등

특정�취약점�스캔� :� cgiscan,� winscan,� rpcscan

스캐닝�기법

Stealth� Scanning� :� fin� SCANNING,� X-MAS� scanning,� NULL� scanning

포트스캐닝은� UDP포트스캐닝과� TCP포트스캐닝으로�나누어짐

UDP포트스캐닝� :� UDP� 패킷을�보내어�포트가�열려� 있으면�응답이�없고� 열려� 있지�않으면� UDP� 패킷이�목적지에�도달못했다는�메시지옴

TCP� 포트스캐닝� :� 3-WAY�핸드쉐이크를�이용하여�완전한�연결�

2-14� Nmap� 스캔타입

-sT� :� TCP� Connect()의� 가장� 기초적인�형태

-sS� :� TCP� Syn� scan

-sF,� sX,� sN� :� Stealth� FIN,� XMAS,� NULL� Scan

-sP� :� Ping� Scanning

-sU� :� UDP� scan

-sA� :� ACK� scan

-sW� :� Window� scan

-sR� :� RPC� Scan

-b� :� FTP� Bounce� Attack� :� 익명� FTP� 서버를�이용해� FTP� 서버를�경유하여�호스트를�스캔

2-15� 키로거�프로그램

Keycopy,� keylogwin,� Keylog25,� Winhawk,� perfectkeylog� 등등

3. 서버보안

/etc/passwd:� 사용자기본정보파일을�포함

/etc/shadow� :� 패스워드가�암호화되어�있는�파일과�패스워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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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tc/passwd� 파일� 구조

root:x:0:0:root:/root:/bin/bash

root� :� 사용자의�계정을�나타냄�

x� :� 패스워드가�암호화�되어� /etc/shadow파일에�저장되어있음

0� :� 사용자� UID로서�관리자이므로� 0번,� 일반사용자는� 500번부터�시작�

0� :� 그룹� GID이다.� 관리자�그룹이므로� 0번

root� :� 계정�이름

/root� :� 사용자의�홈디렉토리�설정하는�곳으로�관리자는� /root가� 홈디렉토리,� 일반� 사용자는� /home� 디렉토리�하위에�위치

/bin/bash� :� 사용자의�쉘을� 정의,� 기본� 쉘은� bash� 쉘,� /etc/shells� 파일에�정의되어�있음

3-2� /etc/shadow� 파일� 구조

root:$!$1321#214213@!K$fjeawEWAgr:15551:0:99999:7:� :� :

root� :� 사용자�계정

$!$1321#214213@!K$fjeawEWAgr:� 암호화된�사용자�패스워드

15551� :� 1970년1월1일부터�계산하여�마지막으로�패스워드를�바꾼�날짜까지의�값(일� 단위)

0:� 패스워드를�변경하고자�하는�최소�일수

99999:� 패스워드를�바꾸지�않고� 최대한�사용� 가능한�일수

7� :� 만료� 7일전부터�경고�메시지�출력

� :� 계정에�대한� 사용제한을�설정하고�며칠�후에� 완전히�정지� 할� 것인지를�설정

� :� 사용자가�시스템을�마지막으로�사용할�수� 있는� � 날짜를�기록

� :� 예약된�필드로�현재는�사용하지�않음

3-3� FAT32� 특징

FAT32에서는�가능하지�않은�일부� 디스크�관련� 오류를�자동으로�복구

대용량�디스크에�대한�지원� 향상

사용권한�및�암호화를�사용하여�승인된�사용자만�특정�파일에�엑세스�할� 수� 있게� 됨

현재�윈도우�파일� 시스템의�기본�형태로�사용

3-4� 디렉토리�구조

/bin� :� 시스템�사용시�기본� 명령어�포함

/boot� :� 부팅에�필요한�커널과�부팅시�필요한�핵심�파일

/dev� :� 장치� 파일�있는곳

/etc� :� 시스템이나�사용자�관리를�위한�자료� 파일,� 관리자용�명령어�등� 시스템�설정� 파일이�있는� 디렉토리

/home� :� 일반� 사용자�홈디렉토리

/lib� :� 시스템�운영� 및� 프로그램�구동시�필요한�공유�라이브러리

/mnt� :� cd-rom과� 플로피�마운트�포인트를�제공

/proc� :� 프로세스와�시스템�정보를�제공하기�위한�가상� 파일�시스템을�사용
/root� :� root� 사용자�홈� 디렉토리

/sbin� :� 관리자가�사용하는�시스템�운영에�필요한�명령어가�있는곳

/tmp� :� 임시�파일� 저장하는�디렉토리

/var� :� 내용이�자주�변경되는�가변�자료를�저장하는�디렉토리

/usr:� 각종�서드파티�응용�프로그램들이�설치

3-5� setuid,� setgid,� sticky� bits

setuid,� setgid� :� 파일이�실행될�때만� 실행한�사용자에게�소유자�권한을�부여하는�퍼미션,� setgid는� 그룹의�권한� 부여

sticky� bit� :�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디렉토리에� 지정하는� 것,� 디렉토리내에� 있는� 파일을� 다른� 소유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고,�

오직� 파일�소유자와� root만이� 삭제,� 변경� 권한이�있음� 대표적�사례가� /tmp디렉토리

3-6� 리눅스� iptables

INPUT� :� 호스트를�대상으로�하는�네트워크�패킷

FORWARD� :� 호스트를�통해�라우팅된�네트워크�패킷

OUTPUT� :� 로컬에서�생성된�네트워크�패킷에�적용

/sbin/service� iptables� save� <-� 재부팅해도�그대로�적용� 가능�시키게�하는�것

3-7� iptables의�주요� 규칙� 매개변수

-D� 규칙을�삭제

-l� 새로운�규칙� 삽입

-R� 새로운�규칙을�교체

-F� 체인의�모든�규칙을�삭제(초기화)

-X� 체인을�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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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 iptables� –A� INPUT� –p� tcp� –m� tcp� —dport� 443� –j� ACCEPT� :� 443� 포트를� any로� 허용하는�규칙

iptables� –A� OUTPUT� –p� tcp� –m� tcp� —dport� 443� –j� ACCEPT

✳ 윈도우� IPSEC� 과� 네트워크� VPN-3계층-IPSEC과� 혼동하지�말� 것�

3-8� 시스템�로그� 설정과�관리

리눅스�시스템의�로그� :� /var/log디렉토리가�존재,� 로그� 기록만�잘� 살펴� 보아도�침해� 사고시나�장애�발생시에�아주�많은� 도움

messages� :� 디바이스에�간련된�정보와�네트워크�그리고�부팅시�정보등�많은�로그� 기록을�담고� 있는� 파일

lastlog� :� 최근�로그인�시간,� 사용자�이름� IP� 정보� 등의�확인이�가능,� 바이너리�형태여서� lastlog� 명령어로만�확인�가능

wtmp� :� 파일이�생성되는�순간부터�로그인과�로그아웃�정보를�보여줌

last� :� 사용자의�로그인�시간,� 사용자,� 세션지속시간,� 접속자ip등을� 보여줌

btmp� :� 시스템에�로그인�실패할�경우에�이�파일에�저장,� 바이너리�형태여서� ‘lastb‘� 라는�명령어를�사용하여�확인�가능�

utmp� :� utmp파일은�wtmp와� 유사하나�로그아웃에�대한�정보는�없다,� /var/run/utmp� 경로에�파일이�존재

dmesg� :� 부팅에서부터�하드웨어적인�부분의�장애나�에러사항을�기록해주는�메시지

secure� :� 로그인�시도나� ftp� 원격접속�인증등을�기록

✳ secure.log,� secure1.log,� secure2.log,� secure3.log� 파일이�있을�때� secure.log파일이�가장� 최신이고�숫자가�작을수록�최신
httpd� access_log,� error_log� :� 웹서버에�대한� 엑세스�로그와�에러로그로� DDos공격과�같이� 과부하�일으키는거에�분석�용이

xferlog� :� FTP� 프로토콜로�어떠한�자료가�오고갔는지의�발자취를�보여주는�로그�파일

3-9� 시스템�취약점�점검� 도구

NESSUS,� SARA,� nikto2

NESSUS� :� 서버� 클라이언트�구조,� 사용이�자유롭고�플러그인�업데이트등,� HTML� 등� 여러� 형태로�결과를�리포트,� Nmap과� gtk기반

SARA� :� SANS� TOP20� 취약점�점검,� CVE� 표준�지원,� 대규모�네트워크�점검�가능,� SATAN� 모델�기반�

3-10� 무결성�점검� 도구

tripwire,� Fcheck

3-11� 접근� 통제�및�로깅도구

TCP_Wrapper

TCP_Wrapper는� ’/etc/hosts/deny‘파일과� ’/etc/hosts.allow‘파일을�통해� 접근� 통제를�강력히�구현

hosts.deny� -� 형식� ->� 데몬종류� :� 클라이언트�주소� ,� ipop3d� :� 10.10.10.10

hosts.allow� –� pop3� :192.168.1.100

3-12� 스캔� 탐지�도구

portsentry� :� 포트스캔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tcp_wrapper와� 결합해� hosts.deny� 파이레� 자동으로� 등록하여� 해당� ㅑㅔ등을� 방어해� 주

는� 스캔� 탐지형�도구

3-13� 로깅� 및� 로그�분석� 도구

syslog� :� 백그라운드�프로세스로�돌면서�로그� 메시지를�받아서�하나� 이상� 개별�파일에�기록하는�데몬� /etc/syslog.conf

형식� :� facility.priority logfile-location

facility에� 대해� priority� 발생시� logfile-location에� 기록을�저장

3-14� priority� 종류

레벨수준 내용
emerg 시스템 다운으로 인한 서비스 불가의 가장 높은 단계
alert 경고 수준 레벨로 데몬 종료후 보안 조치 필요
crit 하드웨어 장애
err 에러수준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warn 단순 경고 메세지
notice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주의의 정도
info 정보를 제공하는 메세지

debug 세부적인 정보출력으로 도움 줌
none 아무것도 로그하지 않음

✳심각한�순서대로�출제할�가능성이�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