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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25 란을 일으켰던 SQL Slammer 웜과 최근 IRCBot웜을 비롯한 다양한 악성코드들은 보안 취약

을 이용하여 되고 있다. 이러한 공격의 부분은 사 에 보안패치를 용하는 것만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각 시스템들이 최신 패치 버 으로 업데이트 되었는지 검하고 필요한 보안

패치를 분배하는 자동화된 도구의 필요성은 강조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보안패치 리도구가 리 

상 컴퓨터의 취약 을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제시한 방안을 용한 보안패치 리도구를 설계 

 구 하 다.

1. 서론

   카네기 멜론 학 CyLab의 Sustainable Computing 

Consortium(SCC)은 상업용 소 트웨어가 일반 으

로 1000라인의 소스 코드 당 20에서 30개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 다[1]. 모든 소 트웨어는 취

약 을 포함하고 있고, 결함의 수는 소 트웨어의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Microsoft사의 

Windows는 2000 버 이 약13.5만 라인인 반면에 

XP 버 은 약 40만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새로운 

버 이 출시되면서  복잡해지는 것을 알 수 있

다[2]. CERT Coordination Center (CERT/CC)에서 

제공하는 1995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의 소 트웨

어 결함에 의한 보안상의 취약  보고 황인 (그림 

1)과 같이 실제 보안 취약 이 2000년 이후로 격

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3]. 

   이러한 보안 취약 은 원격 코드를 실행, 권한 

상승, 서비스 거부 등의 공격을 가능하게 하고, 최근

에는 취약 이 발견된 후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이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는 ‘제로데이 공격

(zero-day attack)’이 실로 다가오고 있어 최신 보

안 패치를 신속하고 효율 으로 제공하기 한 자동

화된 보안패치 리도구는 실히 필요하다.

(그림 1) 보안취약  보고 황 (1995-2005상반기) 

   본 논문에서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취약 을 분

석하고 XML을 기반으로 설치가 필요한 보안패치를 

검색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제시한 방안을 용한 

보안패치 리도구를 설계  구 한다. 2장에서는 

보안패치 리도구의 체 구성을 살펴보고, 3장에

서는 보안패치 분배 시나리오, 4장에서는 취약  분

석 방법을 서술한다. 5장에서 구 내용을 다루고, 마

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을 짓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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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패치 리도구의 체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도구는 다양한 운 체제를 

상으로 각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보안패치를 분

배, 설치, 리하는 도구이다. 체 구성은 (그림 2)

와 같고, 각각의 구성요소들의 기능을 설명한다.

(그림 2) 보안패치 리도구 체 구성도  

- 보안패치 서버: 클라이언트 에이 트와의 상호 

통신작업을 지원하는 구성 요소이다. 에이 트로부

터 로 일 형식의 시스템 정보를 받고, 클라이언

트에게 합한 스캔리스트를 검색하고 송하며, 설

치 황 정보를 리하는 역할을 한다.

- 클라이언트 에이 트: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

어 시스템 정보 스캐닝, 패치 검색  설치, 스  

주기에 따른 동작 등의 일련의 작업을 수행한다.

- 보안패치 서버 매니 : 리자가 패치 리 시스

템을 리할 수 있는 웹 기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

는 구성 요소이다. 새로운 패치가 나왔을 때 해당하

는 패치 설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추가, 수정, 자

동동기화 하는 기능과 사용자  호스트의 정보 조

회 기능을 제공한다.

- 보안패치 클라이언트 매니 : 사용자가 자신의 

시스템에 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게 사용자에게 

웹 기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구성 요소로써 사용

자 정보 조회, 시스템 정보 조회, 설치된 패치 조회/

요청, 환경 설정 기능을 제공한다.

- 보안패치 DB: 리 상 사용자 정보와 호스트 

정보, 로그 정보 등을 장한다.

- 스캔리스트: 보안패치에 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XML 형태의 일들이며, 각각의 운 체제 버

에 하나씩 존재한다. 스캔리스트는 클라이언트 에

이 트에 설치해야할 보안패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단하는 기 이 되며, 보안패치 설치에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한다.

- 보안패치 장소: 실제 패치 일들이 장되어 

있는 구성요소이다. 

3. 보안패치 분배 시나리오

   본 도구는 클라이언트 에이 트가 주기 으로 패

치 서버에 패치 정보를 요청하여 보안패치가 분배되

는 경우, 사용자 요청에 의해 분배되는 경우와 리

자가 서버에게 분배요청을 하는 경우로 나뉘어 진

다. 

   첫 번째 경우의 분배 과정은 다음과 같다.

[C] : 클라이언트 에이 트가 하는 일

[S] : 보안패치 서버가 하는 일 

A -> B: A에서 B로 송

(1) [C] : 시스템 정보 스캐닝  로 일 생성

로 일은 운 체제 버 , 빌드번호, 서비스팩, 인

터넷 익스 로러 버  등 필요한 보안패치를 선택하

기 한 정보를 포함한다.

(2) [C]->[S] : 로 일 송

(3) [S] : DB정보 업데이트  스캔리스트 선택

로 일 정보를 DB에 업데이트하고, 그 정보를 이

용하여 해당하는 스캔리스트를 선택한다.

(4) [S]->[C] : 스캔리스트 송

(5) [C] : 설치해야할 보안패치 검색

스캔리스트의 정보를 이용하여 각 패치들의 설치여

부를 확인하고 설치되지 않은 패치를 검색한다.

(설치되지 않은 패치가 있다고 가정)

(6) [C]->[S] : 설치되지 않은 패치 일 요청

(7) [S]->[C] : 패치 일 다운로드

(8) [C] : 패치 설치

다운로드한 패치 일을 스캔리스트의 설치 정보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9) [C] : 로그 작성

(10) [C]->[S] : 로그 송

사용자 요청과 리자 요청에 의한 분배과정은 클라

이언트 매니 와 서버 매니 를 통해 이루어지며 서

버와 클라이언트간의 과정은 첫 번째 시나리오와 동

일하다.

4.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취약  분석 방안

   보안패치 리도구는 상 시스템의 취약 을 분

석하여 한 보안패치를 분배해야 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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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존에 제안한 자동화된 패치 리 시스템은 서

버가 상 컴퓨터의 취약 을 찾아서 한 보안패

치를 분배하 다[4][5]. 이 방안은 보안패치와 련

된 정보들을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고, 클라

이언트로부터 시스템 정보를 얻어와 해당 시스템의 

취약 을 분석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 이 발

생하 다.  

▪서버 과부하 - 서버에서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상으로 취약 을 분석해야 하므로 리 도메인이 

커질수록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  

▪ 라이버시 문제 - 패치 검색에 필요한 클라이언

트 시스템에 한 정보를 스캐닝하여 서버에게 

송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요 시스템 일에 

한 정보나 특정 환경 설정값, 지스트리 정보 등 

많은 양의 정보가 달되는 것을 사용자가 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서버가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정보를 최소한으로(운

체제의 종류와 버 정보) 획득하며, 해당 시스템

에 필요한 보안패치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스캔리스

트를 구성하여 클라이언트 에이 트에게 송해 주

도록 설계하 다. 이 게 달받은 스캔리스트를 바

탕으로 클라이언트 에이 트 스스로 자신의 취약

을 분석하며 만약 설치가 필요한 패치 일이 존재할 

경우, 해당 패치 일을 서버에게 요청하도록 함으로

써 앞에서 제시된 문제 들을 모두 해결하 다. 

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설

정 등이 필요하지 않아서 서버 구축이 매우 용이하

다.

4.1. 스캔리스트의 구성

   스캔리스트는 XML 기술을 기반으로 구성하여 

DB의 장 인 추가․삭제의 편리함, 검색의 편리성 

등을 모두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XML은 정보를 

일로 장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에이 트

가 스캔리스트를 요청했을 때 별도의 작업 없이 이

미 일로 장된 XML형태의 스캔리스트를 송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스캔리스트는 <표 1>과 같은 태그로 구성되며, 

depth는 depth가 낮은 태그가 높은 태그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즉 os 태그안에는 상 시스템에 설치되

어야 할 패치 개수만큼의 patch 태그를 포함하고, 

각 patch 태그들은 detection 태그와 install 태그를 

포함한다. os 태그의 운 체제 종류와 버  정보를 

가지고 상 시스템의 련 정보를 비교하여 한 

스캔리스트를 받았는지 검사함으로써 정확성을 높인

다. detection 태그의 installed 필드는 패치가 설치되

었는지의 여부를 단하기 한 정보를, exception 

태그는 해당 OS에 설치되어야 하는 패치이지만 특

수한 경우 필요하지 않거나, 설치해서는 안 되는 패

치를 구분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를 바탕으로 해당 패치를 시스템에 설치해야 하는지

의 여부를 단할 수 있다. 그리고 install 태그는 de

scription 태그와 installation 태그를 포함하는데, de

scription 태그에 포함된 패치에 한 설명은 사용자

에게 어떠한 패치가 설치되는지 련 정보를 제공하

고, installation 태그는 실제 패치를 설치하는 과정

에서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

<표 1> 스캔리스트의 태그와 설명

태그 depth 설명

os 1

운 체제의 종류와 버

- Windows의 경우, 버 , 제품 형태, 빌드 

번호, 서비스팩 정보, 아키텍처 등을 포

함

- Linux와 UNIX의 경우, 버 , 아키텍처, 

커  버  등을 포함

patch 2 패치를 구분하는 단일의 정보

detection 3
설치된 패치와 설치해야 할 패치를 검색하

는 기

installed 4

설치 확인 정보

- 시스템 일의 버 이나 지스트리 값 

등을 비교

exception 4

설치 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단하기 한 기

-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한 태그

install 3 패치 설치 정보

description 4
사용자가 식별할 수 있는 패치에 한 설

명

installation 4

설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 일이름, 일 크기, 설치 형태, 설치 명

령어, 재부  여부, 개별 설치 여부 등

을 포함

스캔리스트의 정보는 충분한 테스트를 통해서 생

성되어야 할 것이며, 스캔리스트의 정보를 악용한 

공격이나 스캔리스트를 변조하는 공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암호화, 해쉬값 비교  인증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스캔리스트의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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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설치 승인 요청 

4.2. 취약  분석 차

   클라이언트 에이 트가 보안패치 서버로부터 

합한 스캔리스트를 받은 후 (그림 3)과 같이 취약  

분석 과정을 통해서 설치되어 있는 패치와 설치해야 

할 패치를 결정하여 서버에게 송하면, 서버는 설

치되어 있는 패치 정보로 패치 DB를 업데이트하고, 

설치해야 할 패치의 설치 일을 클라이언트 에이

트에게 송한다.

(그림 3) 취약  분석 차 

5.구  

   취약  검 모듈은 VC++ 6.0에서 구 하 고, 

MSXML.h에 포함된 IXMLDOMDocumentPtr, IXM 

LDOMNamedNodeMapPtr, IXMLDOMNodeListPtr, 

IXMLDOMNodePtr 클래스를 이용하여 XML 데이

터를 활용하 다. 그리고 Windows 2000/XP/2003 

시스템을 상으로 테스트하 다. (그림 4)는 설치해

야 할 패치를 검색하고 다운로드한 후, 사용자에게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화면이다.

6.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보안패치 리도구는 보안패

치 분배  설치를 자동화하여 상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 을 제거함으로써 악의 인 공격을 사 에 방

할 수 있다. 특히 스캔리스트를 이용한 취약  분석 

방안은 기존에 제안된 보안패치 리 시스템의 서버 

과부하, 라이버시 침해 문제 들을 보완하 다. 

   앞으로 멀티 랫폼 환경에서 패치 리가 효율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스캔리스트의 구성정보

와 벤더의 패치 정보 제공 방식에 한 표 화 연구

가 필요하며, 패치 미 용시 국내의 경우 5분 국외

의 경우 20분 내에 악의 인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입는다는 통계를 비추어 볼 때, 공격보다 패치분배

가 먼  이루어져야하는 것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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