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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의 속한 확산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은 일상생활에서부터 군사 역에 이르는 특

수분야까지 범 하게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과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교환이 일반화 됨과 동시에 

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이 큰 사회  이슈로 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업의 정보소통의 근간인 경 정

보시스템(MIS)의 에서 정보보안을 바라본다. 인간과 기계를 통틀어 경 정보 시스템의 일부로 생

각하며 정보유출의 뿐만 아니라 외부 공격으로 인해 산자원이 낭비되거나 비정상 으로 작동되

고 있는지를 악하기 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에 패킷 스캐닝 방식

의 방화벽과 어 리 이션 스캐닝 방식의 방화벽을 상호 비교하여 각각의 작동원리와 장단 을 악

하여 각 기업 고유의 환경에 용하기 해 어떤 들을 취사 선택할 것인지 연구한다. 

1. 서론

   경 정보시스템 보안 리는 '경 정보시스템

(MIS)이  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하여 조

직 내의 운용과 경   리자의 의사결정기능을 

지원하는 종합 인 사용자-기계시스템

(man-machine system)을 운 하는데 있어서  컴퓨

터의 하드웨어, 소 트웨어, 수작업 차, 분석  

계획모형, 통제와 의사결정  데이터베이스, 모델, 

정보통신 등을,  련 S/W와 H/W를 활용함으로써 

MIS가 운  추구하는 주체의 정보를 보호하고 리

하고 원활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의 속한 확산으로 지  우리는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정보 속에 살고 있다. 재는 인터

넷을 통해 각종 상품의 정보를 악하고 정보획득과 

동시에 구매도 가능하며 TV, 라디오, 신문에서 제공

해 주던 정치, 경제, 스포츠. 사회 반 인 소식들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

다. 이는 우리가 정보의 홍수 시 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의 생활을 

에 비해 훨씬 풍요롭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정보가 풍부해진 것이 반드시 정의 효과만

이 있는 것은 아니다.  Karanjit Siyank & Chris 

Hare의 연구에서 "근거가 불분명하고 잘못된 정보

들로 인해 합리 인 의사결정에 해받기도 하며 많

은 정보들 속에서 정작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간

과할 우려가 있다고 하 다.[1] 특히 해커들의 침입

으로 정보가 유출되고 괴되는 일이 발생되면서 사

회에 악 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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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보안

 기업경 에 있어서 정보 보안이란 무엇이며 정보를 

보호하기 한 통제수단은 무엇인가? 불과 얼마 

까지만 해도 정보보안이란 단순히 MIS를 공격하는  

해커나 정보 사냥꾼에 해서만 언 해왔다. 그러나 

재의 정보는 부분 컴퓨터 즉 인터넷을 통해 제

공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므로 정보보안, 컴퓨터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즉 기업이나 공공기 에서 생성된 정보를 잘 지키고 

유출을 막는 것도  더 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D. Brent Chapman & Elizabeth D. Zwicky는 경

정보 시스템 보안의 정확한 개념과 이의 보완을 

한 여러 가지 방안의 모색이며 경 정보 시스템 

보안이라 하면 개 다음과 같이 3가지 요소를 포한

한 일체의 경 정보 리 시스템을 말하며 아래와 같

은 내용들이 주요한 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고 구체

인 사례를 시했다.[2]    

  첫째, 사용자-기계시스템(man-machine system)의 

안정 인 리이다.  경 정보시스템은 컴퓨터 등의 

정보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 자원도 포

함하는 개념으로 특정과업은 인간에 의해서 다른 과

업은 컴퓨터에 의해 수행되며, 특히 이들을 결합하

여 운용하는데 그 특징이 있고 이의 안정성 확보  

보안은 그런 면에서 요하다. 

  둘째, 정보이용에 한 성과  측면에서뿐만 아니

라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한 종합 인 정보시스

템계획을 심으로 한 종합시스템의 성격을 갖는다. 

자원의 낭비란  MIS 할권내에 운 되는 체 시

스템의 효율  리와 소 트웨어 인 압축, 해제, 

보존을 한 선에서 조 하여 운 되는 시스템의 

물리  소 트 웨어  과도한 설비나 장치  이에 

한 투자에 해 한 유효성에 입각한 설비  

운 의 합리 을 찾는 것이다.  

  셋째, 에서 언 한 경 정보시스템이 종합시스

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해서는 자료의 종합

리  처리를 가능  하는 데이터 베이스가 있다. 

데이터 베이스의 보안은 얼마 에도 국의 구 에

서 우리나라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서 말썽이 났는데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은  컴

퓨터 운 자 측에서 가장 요하게 여겨야할 종목이

다.[3]  넷째, 경 정보시스템은 데이타베이스의 자료

를 기 로 하여 경 의사 결정 모형을 이용하여 의

사 결정 업무를 수행하며, 경 자에게 회사 경 에 

있어 경 성과에 버 가는 가장 타당성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 다섯째, 경 정보시스템은 포  의미에

서 조직의 기능과 경 과정을 범 하게 지원하는 

것으로서 자료 처리시스템을 포함한다. 

 의 설명과 같은 경 정보시스템에 한 입장에서 

경 정보시스템(MIS), 정보보안(ISS)이라는 동일 용

어를 통해 이론 인 근하에 기업경 에 필요한 정

보시스템의 구축과 정보보안에 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3. MIS의 보안 리제안 

  우리는 술한 바와 같이 컴퓨터가 없는 세 에 

하루도 살수 없으며  세계 수십억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보안이 취약하다해서 피하고 사용안

할수도 없는 상황에 있다. Marcus J. Ranum,은 이

러한 보안 리에 해서 어떤 기  내 정보시스템의 

험 리로서 이해해야 한다고 악하 다.[4]  보

안 책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의 험 리 인 

측면이 있다. 이것은 마치 시스템 수명(Life Cycle)

과 같이 순환 으로 실행되고 리되어야 하는 것이

다.[5] 순서에 맞게 하나씩 보안 리  험 분석을 

진행한 후, 이를 구 하고 교육과 인지를 통해 리

하다가 정기  혹은 비정기 으로 감사  사후 

리를 실시하여 하게 다시 수정 발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의 방화벽 호스트의 구축 방법은  여느 방

화벽 로그램을 분석하여 TIS Firewall Toolkit, 

Bellcore's S/Key등의 추가 기능을 한 로그램을 

재료로 방화벽 로그램의 컴 일과 설치  로그

램 소스 코드의 수정과 추가, 로그램 소스 코드의 

컴 일링, 로그램의 설치를 통해 설정 환경을 세

해보고 패킷 스캐닝 방식의 구축으로 마무리 하려 

한다. 정보보안의 허가되지 않은 근을 막을 수 있

는 가장 효과 인 보안 책은, 허가된 사용자 이외

의 모든 근을 차단하도록 구 된 방화벽을 네트워

크 경로에 설치하는 것이다. 아울러 근이 허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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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8202.30.66. *로부터의
   telnet 허용
8202.30.68.2로부터
   202.30.20.3으로의
   FTP 허용
    :

 Firewall

Internet

연결 사항을 기록 /보고

사용자의 요구

프록시가 서버의
응답을 전달

프록시가 사용자의 
요구를 전달

서버의 응담

서비스별 프록시
존재

 Firewall

사용자에 해서도 근이 이루어진 후의 활동을 감

시하고 로그하는 등의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 여기

서 논하는 것은 TCP/IP 패킷의 발신지 어드 스와 

목 지 어드 스, 요청 서비스를 분석하여 허용 여

부를 결정하고, 추가로 사용자 인증 알고리듬을 사

용하여 정당한 사용자인지를 단하는 방법이 사용

되고 있는데, 다만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자로 장하여 침입을 시도할 경우에 한 차단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방화벽은, 일반 으로 네트워크 서비스별로 해당 

서비스를 요구한 호스트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 사

용자 인증에 기반을 두고 외부 침입을 차단하게 된

다. 방화벽은 허용된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허용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서비스를 차단하고, 해당 서비스의 허용 는 실패

에 한 기록을 남긴다. 이 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방화벽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 사

용자에게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용 네트워크의 성격에 따라 가장 알맞은 형태의 방

화벽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는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된 유일한 창

구인 Gateway를 통해 들어오는  서비스의 속  

거부,  사용자 인증,  내・외부 상호 속된 네트워

크에 한 트래픽 감시, 기록을 심으로 정보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4. 기존 로그램에 연동 가능한  Packet 

Scanning( Filtering)의 구축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방식은 패킷 스캐  

방식이다. 흔히 스캐닝(필터링) 방식이라고도 말하는

데 여기서는 네트워크의 OSI 모델에서 네트워크층 

(IP 로토콜)과 송층 (TCP 로토콜)층에서 패

킷을 스캐닝(필터링)하는 기능을 하면서, 패킷에 

한 경로 배정을 한 자체 로토콜을 함께 사용하

는 형태의 방화벽 시스템으로의  구축이다.  패킷 

스캐닝(필터링) 방식의 방화벽은 스크리닝 라우터와 

구성하며, 베스쳔 호스트와 패킷 스캐닝(필터링) 소

트웨어의 양측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구축하려 

시도하려 한다. 

(그림 1) 패킷 스캐닝(필터링) 방식의 방화벽  

(그림 2) 어 리 이션 스 닝 방식의  방화벽

  구 코자 하는 스캐닝 방식의 시스템 기능은  

Source / Destination IP Address를 이용한 호스트

별, 네트워크별 근 제어를 가능  하고  TCP / 

UDP 포트를 이용한 응용 서비스별 근 제어, 

TCP, UDP, ICMP 등 로토콜별 근 제어, TCP 

Sync 비트를 이용한 최  근 제어를 가능  할 

수 있다.. 기 되는 시스템의 장 을 살펴보면 패킷 

스캐닝( 필터링) 방식의 방화벽은 근 통제 기능이  

제 3, 4 계층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상

으로 빠르고, 사용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하며, 새

로운 서비스에 해 비교  쉽게 연동할 수 있는 유

연성이 있다. 한 이제까지 실 되었던 기존의 패

킷 블록 방식이나 제어방식보다 구축이 용이하고 기

존의 응용 서비스 로그램에 한 수정이 필요치 

않다는 좋은 이 있다. 그러나 반 로 생각하면,  

제 3, 4 계층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모든 트래픽이 

IP 패킷 형태로 되어 있어 내부 시스템과 외부 시스

템이 직  연결된다, 데이터가 IP 수 에서 처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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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데이터의 내용에 한 분석이 불가능하

다, 근 제어를 한 복잡한 규칙으로 인해 운 상 

어려움이 있다, IP 패킷 헤더 내에는 소스, 목 지 

주소  포트 번호에 한 정보 등이 들어 있는데, 

이들 정보는 해커에 의해 조작이 가하다,  (IP 스푸

핑 등의 공격 방법), 로깅  사용자 인증 기능에 

한계가 있다, 한번 공략된 경우 체 인 보안 규칙

이 무 지기 쉬우며, 이러한 경우 체 네트워크에 

미치는 향이 있을 수 있는 등의 단 이 나올 수가 

있다.

   모든 방화벽이 치명 인 단 과 장 을 가지고 

있다. 한 환경과 문제 을 짚어 보고 그 기업이

나 자신에게 알맞은 구축시스템은 효율성을 따져 필

수 이다. 그림 2에서는 어 리 이션의 방어벽인데 

방화벽의 성능이 비교  떨어지며, 한 사용자에게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치명 인 단

이 있다. 즉 사용자에게 속 차의 변경을 요구하

거나 (Modified Procedure),  방화벽에서 새로운 서

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새로운 락시가 추가되

어야 하므로 새로운 서비스에 한 유연성이 떨어진

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장단 들을 비교하여 설

치하는 것도 효율면에서 상당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

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패키지 스캐닝 구축

방법을 각 기업이나 기 이 운 하는 시스템의 환경

에 맞게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의 장단 을 살

펴 구축할 때에 고려 사항으로 제시하면 좋을 것이

며 이 시스템의 단 에 한 문제가 없는 기업이나 

MIS에서의 활용은 구축비용등에 상  경쟁력이 

있어 고려해 볼만한 시스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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