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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란 ?

리눅스 시스템은 다중 사용자를 지원

모든 파일과 프로그램은 사용자에 의해 소유

각 사용자 마다 UID/GID 라는 식별자를 가짐

UID / GID를 통한 파일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 제한

사용자의 구분

root user

• 시스템의 관리를 위한 모든 파일 및 프로그램에 접근 가능

nomal user

• 소유권이 있거나 실행 허가권을 가지는 파일 및 프로그램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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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directories

로그인한 사용자들을 위한 공간

/home 디렉터리의 서브디렉터리에 위치

패스워드

모든 사용자 계정은 패스워드를 소유

shells

Command 프롬프트

종류

• bash (Bourne Again Shell) – root의 기본 shell

•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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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스크립트

사용되는 shell을 위한 환경설정을 위한 도구

• DOS의 autoexec.bat와 유사

계정마다의 home 디렉터리에 위치 (hidden file)

bash 

• .bashrc

/etc/passwd

ID:PW:UID:GID:COMMAND:HOME:SHELL

sjha:x:517:517:ha sung jin:/home/sjha:/bin/bash

/etc/group

그룹이름:PW:GID:userID,userID,…

adm:x:4:root,bin,da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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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add

새로운 사용자 추가

- c : 패스워드에 대한 사용자 설명 추가

- d : 새 계정에 대한 디렉터리 위치 지정

- e : 사용자 계정이 사용될 수 있는 유효 기간

- f : 패스워드가 만기된 후 계정이 영원히 말소될 때까지의 시간

• 0 : 유효 기간 말소와 동시에 계정 삭제

• -1 : 유효 기간이 지나도 사용 ( default )

• day : day 일 동안 계정 유지

- s : 사용자 로그인 쉘 지정

- g : 사용자 그룹 지정

구문 : useradd [-c command][-d homedir][-e expire date]
[-f inactive time][-s shell][-g group] us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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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wd

추가된 사용자에 대한 passwd 설정 및 갱신

userdel

사용자 제거

- r : 사용자 홈 디렉터리 제거ation file]

구문 : passwd username

구문 : userdel [-r] us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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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add

새로운 그룹 추가

- g : 그룹의 GID

- o : GID < 500 미만인 경우

- r :  GID > 500 이상인 경우

- f :  강제로 그룹 추가

groupdel

그룹 제거

구문 : groupadd [-gorf] groupname

구문 : groupdep group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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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현재 사용자를 바꾼다.

-

• 바뀐 사용자의 로그인 스크립트와 쉘 스크립트 적용

$ su ( root 로 사용자 변경 – 패스워드 요구 )

$ su - ( root 로 사용자 변경 – root의 환경 스크립트 적용)

$ su - sjha

구문 : su [-] [로그인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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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ission (소유권)

각 파일 및 디렉터리에 대한 접근을 위한 권한설정

파일과 디렉터리 permission의 의미

10 비트로 구성

r : read , w : write , x : execution, d : direstory

root@lnx>ls –al
-rwxrw-r-- 4 sjha users 234 Aug 11:34 Readme.txt
drwx-r-xr-x 4 sjha users 6  Aug 12:12 ducument
…
…

- rwx rw- r--
디렉터리 user group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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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mod

파일에 permission 변경

절대적 방법

구문 : chmod [-R] new-mode filename

1실행만 가능--x

5읽기/실행만 가능r-x

7읽기/쓰기/실행 가능rwx

6읽기/쓰기만 가능rw-

4읽기만 가능r--

0허가권 없음---

값허 가 권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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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방법

chmod 755 Readme.txt

chmod g+rw Readme.txt

허가권 제거-

허가권 유지=

허가권 부여+

Alla

Othero

Groupg

Useru

의 미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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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목적 접근 모드

Sticky bit

• 공유 디렉터리에 대한 다른 사용자의 file 및 디렉터리 삭제 문제 해결

– /tmp

– drwxrwxrwt 15 root root 560  Aug 4 10:15 tmp

setUID

• 일반유저가 특수 파일에 접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bin/su

– -rwsr-wr-w 1 root root 14112 Jan 16 2000 su

프로세스 실행당시 UID 설정4000setUIDS

실행 후에도 메모리 점유1000sticky bitt

의 미절대적인 방법비트명코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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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grp

파일 그룹 변경

chown

파일의 owner 변경

구문 : chgrp [-R] new-group filename

구문 : chown [-R] new-owner(.new-group) fil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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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에디터 실행

sjha@lnx /sjha># vi 파일명

Mode

명령 모드 (command mode)

입력 모드 (input mode)

라인 편집 모드 (line edit mode)

편집을 위한 기본 단계

vi test.txt

a 나 i 를 입력 - 명령모드

내용 입력 - 입력 모드

Esc

콜론 (:)을 누른 후 wq – 라인 편집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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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모드 (command mode)

삽입 명령

바꾸기 명령

커서가 있는 라인 위에 입
력

O커서 있는 라인 밑에 입력o

라인 시작 부분에 입력I커서 앞에 입력i

라인 끝에 입력A커서 뒤에 입력a

문장의 나머지 바꾸기c)문단의 나머지 바꾸기c}

화면의 나머지 바꾸기cL파일의 나머지 바꾸기cG

커서가 있는 줄 삭제 추

입력 모드로 전환
S

커서가 있는 문자 삭제 후
입력 모드로 전환

s

한 문자씩 덮어 씀R커서가 있는 문자 대치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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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서 이동 명령

텍스트의 마지막 라인으로 이동G숫자 라인으로 이동숫자G

전 라인의 시작으로 이동-다음 라인 시작으로 이동Enter

한 라인 아래로 이동j한 라인 위로 이동k

공백으로 구분한 다음 단어로 이동W한 단어 앞으로 이동w

공백으로 구분한 이전 단어로 이동B한 단어 뒤로 이동b

공백으로 구분한 다음 단어 끝으로 이동E다음 단어의 마지막으로 이동e

화면의 처음으로 이동H왼쪽을 커서 한칸 이동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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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명령

복사 명령

문단의 나머지d}문장의 나머지d)

커서가 있는 라인 나머지D커서가 있는 라인dd

화면의 나머지dL파일의 나머지dG

커서 앞에 단어db커서가 있는 단어dw

커서 앞에 문자X커서가 있는 문자x

복사한 내용 붙이기p파일의 나머지yG

문단의 나머지y}문자의 나머지y)

커서가 있는 라인yy특정한 텍스트y

커서가 있는 앞 단어yb커서가 있는 단어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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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명령

라인 편집 모드 (line edit mode)

콜론 (:) 을 누른 후 입력

vi 내에서 빠른 작업을 위한 방법을 제공

example

• 3번부터 5번 라인까지를 9번 뒤로 이동

– :3,5m9

• 3번부터 5번 라인까지를 9번 뒤에 복사

– :3,5t9

• 7개의 라인을 a버퍼에 기억 시킨 후 현재 라인 뒤에 붙이기

– :7”aY

– :”ap

전 검색을 뒤로 반복?전 검색을 앞으로 반복/

반대 방향으로 이전

검색 반복
N앞 / 뒤로 이전 검색 반복n

텍스트 뒤로 패턴 검색>pattern텍스트 앞으로 패턴 검색/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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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교체 방법

• 정규식을 통한 문자열 검색 및 다른 문자열로 교체

• :s 명령어로 시작

– :s/교체될문자열/새문자열

– :s/snow/rain

• sample

– 커서가 위치한 한 라인에서 한번에 여러 개의 문자 교체

» :s/교체될분자열/새문자열/g

» :s/snow/rain/g

– 일정 범위 내의 라인들을 대상으로 문자열 교체

» :M,Ns/교체될문자열/새문자열 (M, N : line)

» :3,9s/snow/rain

» :3,9s/snow/ra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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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문자열 삭제

» :(.)s/삭제할 문자열//(g)

» :s/snow//

» :.s/snow//

» :s/snow//g

– 파일내의 모든 문자열 교체

» :1,$s/교체될문자열/새문자열/g

» :1,$s/snow/ra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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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계정을 추가
/home/users/home/ 밑에 개인 디렉터리를 추가

GID = STU (없으면 새로 추가)

expire data = 2002/8/10

inactive time = 3

자신의 디렉터리에 파일 다운
#ftp sizzle

ID : lect ,, passwd : lect

get INSTALL

새로운 임의의 계정 추가 ( 자신의 계저과 옵션 동일) 및 파일 복사
새로운 계정 디렉터리에 INSTALL 파일 복사

permission check

INSTALL 파일 편집 (새로운 임시 계정)
파일의 마지막 라인에 다음을 추가

• ‘-END-’
11~74번째 라인을 155번째 라인 뒤로 이동
‘GNU’ 문자열 검색

문서내의 모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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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 파일 편집 (새로운 임시 계정)

파일의 마지막 라인에 다음을 추가
• ‘-END-’

11~74번째 라인을 155번째 라인 뒤로 이동

‘GNU’ 문자열 검색

문서내의 모든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