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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화 사회로의 이전에 따라 사회전반의 기반구조 및 경제 사회 활동이 정보통신 인프라에 
의존하게 되고 기반구조와 운영 소프트웨어들의 취약점으로 인한 인터넷의 보안 문제는 많은 
섬각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였다. 특히 해킹 기법과 바이러스들이 점차 자동화， 지능화， 대중 
화， 분산화， 대규모화， 은닉화 되어감에 따라 이들에 대한 효과적이 대처 방안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점차 지능화 되어가는 네트워크 상의 위협들에 관해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MIB 기반의 보안관리 시스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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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rapid adaption of the network technologies, there has been in continual troubles with 
network attacking and computer virus which are getting more automatic and intelligent. To solve 
them, we survey the existing and currently used security solutions, describe the architecture of 
traditional network management, and propose the model of a MIB-based security management 
system which has dedicated management information base on each security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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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고속통신망의 보급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 

들과 비교하여 어느 나라보다도 정보통신 인프 

라 구축이 잘 되어 좋은 환경과 폭 넓은 사용자 

를 확보하고 있다. 2001년 말 현재 전자상거래 

규모가 118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인터넷 뱅킹의 

계좌 수는 무려 1 ，131만 명， 인터넷을 통한 주식 

거래의 비중은 전체의 67%에 이르고 있는 실정 

이다. 

그러나，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인터넷의 해킹 

등 다양한 역기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해 

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가 안보 차원의 사이 

버테러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법과 제도 개선， 정보보안 역량 강화 

를 위한 인력 및 교육 방안과 보안 기술 및 정보 

보호 산업체들에 대한 산업 대책 등 다양한 중 

점 사항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산업계에서도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제안하여 정보보안에 대한 해법 

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능화 되어가는 네트워크 

침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본 논문에 

서는 매니저가 네트워크를 직접관리， 모니터링 

함으로써 보안의 질을 높이는 MIB-기반의 보안 

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네트워크 보안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해킹 등 사이버 테러에 대한 간 

략한 소개를 하고 3장에서는 현재의 보안 솔루션 

의 형태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MIB 

-기반의 보안관리 시스템의 구조와 동작에 대한 

설명을 한다[1， 2， 5] 

2. 사이버 상의 위협 

정보화가 발전될수록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상의 위협은 점차 자동화， 지능화， 대중화， 분산 

화， 대규모화， 은닉화 되어 가는 경향을 띠고 있으 

며 단순한 설력 과시용 위협에서 점차적으로 악 

성화， 범죄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해킹의 목적 

이 바뀌어 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 

운 방어 수단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이를 무력화 

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해킹 기법들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아래에서는 해킹 기법의 변천사 

와 변화되고 있는 해킹 동향들에 대해서 살펴 

본다. 

2.1 해킹기술과 바이러스 기술의 통합화 

기존에는 서버에 침입하거나 악성 코드를 관리 

자 모르게 섣치하여 자료를 삭제하거나 시스템 

을 훼손시키는 등의 기볍들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피해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코드 

레 드(Cordred) ， 님 다(Nimda )， 클 레 즈(Klez) ， 프 레 

템 (W32.Frethem.]@mm) 등 원 바이 러 스에 의 한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2.2 시스댐 공격에서 네트워크 서비스 공격 

으로변모 

앞의 해킹 기볍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특정 시스템을 침입하여 자료를 파괴하거나 획득 

하는 등의 시스템 공격에서 이제는 DoS Y- DDoS, 

DRDoS 공격과 같이 트래픽을 대량으로 발생시 

켜 해당 서버나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의 동 

작을 방해하거나 네트워크를 마비시킬 수 있어 

특정 호스트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네트워크 인 

프라스트럭처 자체에 대한 공격이 시도되고 있다. 

2.3 Hacktivism 확산 

해킹의 또 다른 변화는 개인적 단순한 목적에 

서 정치， 사회， 군사， 산업적 목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점이다. 핵티비즘이란 ‘해커 (hacker)' 

와 행동주의를 뜻하는 ‘액티비즘(activism)’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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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어로 급진적인 정치·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컴퓨터 해킹을 말한다. 온라인 상에서는 10 

명의 인원만 있어도 해당 사이트를 마비시키거 

나 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소정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사례가 늘고 었다. 

2.4 웹 공격 

최근 원과 해킹 기법이 결합된 형태가 나타나 

고 있다. 근래의 피해 사례를 보면 순위에 올라 

있는 대부분의 수법들이 원 바이러스에 의한 피 

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의 프레덤 .E(Frethem. 

E) , 시멸리 .D(Simile.D) 뿐만 아니라 코드레드， 

님다， 클레즈 등의 원 바이러스들이 불특정 다수 

의 컴퓨터와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님다와 코드레드 원의 경우 원 바이러스와 전통적 

인 해킹 방식이 결합되어 나타난 형태로 복제와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식과 기법이 사용됐다. 또 

이로 인해 알려진 취약점이 공개됐다. 님다의 경 

우 여러 가지 감염 방식이 사용되었으며， 다수의 

전자우편 전송자처럼 움직이면서 취약한 웹사이 

트에서 복제를 수행했다. 그리고 감염된 웹사이 

트를 방문한 사용자들의 시스템에도 다운로드를 

수행하였다. 감염된 해당 네트워크와 서버는 그 

영향으로 마비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업무에 막 

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2.5 무선 해킹의 등장 

최근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광고 발송 

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늘어나고 있는 등 

휴대폰과 PDA 등 무선 기기들의 등장과 보급으 

로 인해 점차 무선 개인정보 단말기들에 대한 

피해도 늘어날 전망이다. WPKI(무션 공개키기 

반구조)나 PDA용 무선 VPN(가상사설망) 솔루 

션 등의 다양한 솜루션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지 

만[7] ， 아직까지 이러한 개인 정보 기기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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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안은 연구단계에 불과하여 많은 피해가 예 

상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 보안 솔루션 

3.1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공공 

기관，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 

방안의 하나로 설치되고 있는 대표적인 네트워 

크 보안 솔루션은 방화벽， IDS , VPN 등이 있다. 

허나 이러한 몇 개의 제품들만을 설치했다고 해 

서 안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취약한 여러 요인 

들의 제거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이 설치되는 

등 보안 솔루션의 다각화 시대가 열리고 있다. 

3. 1.1 첨업자단 시스템(방화벽) 

침입차단 시스템은 가장 널리 설치되어 사용되 

고 있는 대표적인 보안장비제품으로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의 비인가자 침입을 차단시켜 주는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를 지칭한다. 방화벽은 

접근제어 목록(Access Control List : ACL)에 따 

라 내부 네트워크의 자원들의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솔루션이다. 

운용되는 프로토콜 계층의 위치에 따라서 크게 

네트워크 계층에서 동작하는 시스템과 응용계층 

에서 동작하는 시스템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되고 

있으며， 구현 방식에 따라서 패킷 필터링， 애플 

리케이션 프록시， 서킷레벨 프록시， 상태검사 기 

법 네 가지로 구분된다. 각각의 기술들은 독자적 

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속도가 빠른 패컷 필터링 

과 패킷을 응용계층에서 세믿하게 차단 정책을 

적용시킬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록시 기술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기에 상태검 

사 기법을 대분분의 제품에서 적용하고 있다. 상 

태검사기법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방 

화벽 업체인 체크 포인트사에서 특허 출원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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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로 세션의 연결정보를 분석해서 침입차단에 

이용하는 기술이다. 

3. 1.2 첨업탐지 시스댐(IDS) 

각각의 패컷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없는 침입 

차단 시스템인 방화벽과는 달리 침입탐지 시스 

템은 네트워크 패킷을 분석하고 이러한 패킷 중 

해킹의 징후를 띠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관 

리자에게 경보 메일 송신， 공격 세부사항 로깅 

또논 접속 단절 등 여러 다양한 대응 옵션을 제 

공하며 대부분의 침입과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패턴에 일치되는 경우의 탐 

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벗어난 경우 탐 

지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이러 

한 공격패턴 기반의 네트워크 침입탐지의 한계 

를 지적한 침입방지 시스템의 출현으로 업체간 

에 침입탐지 시스템과의 비교 논쟁이 있기도 하 

였다. 

침입탐지 시스템은 패킷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 

것이 침입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저장된 공격패 

턴과 비교 분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 

은 부하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속의 장비와 4 

계층 스위칭 장비를 이용한 로드 밸런싱 장비를 

이용해서 해결하고 있으며， 침입탐지 시스템은 

단독으로 설치 사용하기보다는 침입차단 시스템 

이나 타 보안 시스템들과 연계해서 사용하여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많은 침입 

탐지 솔루션들이 침입차단 시스템과 상호연동이 

가능하다. 새로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 침입탐지 

솔루션들은 브리지 모드로 동작될 수 있으며 침 

입탐지와 차단 기능을 동시에 지원 가능하도록 

개발되고 았다. 

3. 1.3 안티 바이러스(Anti-Virus) 

컴퓨터 바이러스는 초창기 감염된 파일이 다양 

한 경로를 거쳐 컴퓨터에 복사된 후 감염 파일 

의 실행으로 인해 다른 파일에 감염되거나 시스 

템을 손상시키는 형태로 존재했으나 네트워크의 

확산과 기술의 발전으로 다른 해킹 수법들과 마 

찬가지 로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운영체제와 관계없이 네트 

워크를 통한 다운로드， 웹다운，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메일 전송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급속 

한 속도로 전세계의 컴퓨터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였다. 대부분이 매크로 형태의 바이러스로 최 

근의 컴퓨터 바이러스는 원과 트로이 목마의 기 

능을 복합한 복잡하고 지능적인 특정을 갖는 형 

태로 출현하고 있다. 또 무선 인터넷을 통한 형 

태의 바이러스 전파가 새롭게 나타나 많은 피해 

가 우려되고 있다.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전파 

되거나， WAP 바이러스， 무선 단말기 자체에 상 

주하거 나， 스스로 감염 할 목표물을 찾아가는 스 

텔스 바이러스，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칩 내부에 

서 작동하는 바이러스 등 다양한 형태의 출현이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무선 정보 단말기의 보급 

에 따라 가장 큰 보안 위협으로 떠오르게 될 것 

으로 보인다. 

3.2 통합 보안 솔루션 

보안 감사를 통해 시도된 해킹 공격을 분석한 

결과 90% 이상이 잘못된 보안 설정과 그를 사용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안 

상의 헛점이 잘못된 관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안정책은 기업의 비즈니스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외부정책을 그대로 

인용해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적지 않 

으며 대부분 해킹 사고의 원인은 보안 담당자가 

보안 솔루션의 설정을 지속적으로 변경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활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데 있다. 즉， 해킹 방법은 1날마다 지능적으로 변 

화하고 있는데， 방화벽이나 IDS는 구축 초기의 

38



MIB 기반의 보안 관리 시스템 모델에 관한 연구 39 

설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보안 장비와 다양한 수법들 

에 대처하기 위한 장비 관리의 어려움과 전문 

인력의 부재로 보안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도 외 

부로부터의 침입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설치된 보안 장비들 

을 관리하기 쉽고 운용을 간단하게 하려는 노력 

들이 진행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안관리 

를 전문으로 하는 아웃소싱형태의 업체들이 생 

겨난 것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솔루션만이 독자적으로 설치되어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보안장비들을 통합해서 취약점을 보 

완한 형태의 통합 솔루션들과 관리 솔루션들이 

개발 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보안장 

비들을 중앙에서 감시하고 로그들을 분석해서 현 

재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통합보안관리 시스템 

(ESM)과 인증과 접근제어를 연계한 통합인증 

및 권한관리를 들 수 있다. 

중점 보안 대상 

데이터， DB, 
응용 시스템 

보안 

주전산기 

(서버) 

네트워크 

개인 PC 

전산센터 

시설물 

3.2.1 ESM 

ESM은 좁은 의미에서는 침입차단 시스템， 침 

입탐지 시스템， 안티 바이러스 등과 같은 단위 보 

〈표 1) 정보보안 체계별 솔루션 전략 

위험 요소 보안대책 해당 슬루션 

• 로깅 시스템 

• 부적절한 데이터 입력 • 파일 시스템에 대한 보안강화 
• Auditing 

·부당한 파일 사용 • 비권한자의 데이터 접근 통제 
• DB 보안 

• 데이터의 도용 • 엽무구분을 통한 권한 지정 
• App 보안 

• 데이터의 변조 및 파괴 .DBMS 고유의 보안 기능 활용 
·접큰제어 

• 부당한 데이터 유출 극대화 
• PKI 
.DRM 
• 통합인증/권한관리 CEAM) 

•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의 관리 
• 시스템 다운 대책 설정(보안정책 설정) 

• 비인가자 서버 접속 • 올바른 시스템 구성 및 지속적인 
·서버 보안 

• 비권한자의 자원 사용 패치 적용 
• 로깅 시스템 

• 내/외부인의 해킹 ·시스템 LOG 분석 및 감사 및 접큰 
• Auditing 

• 시스템 서비스의 거부 통제 
·접근제어 

• 시스템 취약점 방치 • 주기적인 보안진단 및 보완 
• 서버 취약점 분석 

.COPS(공개보안 진단툴) 설치， 운영 

• 외부 해커에 의한 접근 • 방화벽 운영 및 통제 정 책 
• 네트워크 접근 제어 

• SYN Flooding에 의 한 • 특정 패킷에 대한 필터링 
• 네트워크 침입 차단 

서버의 Busy 상태 유발 • TCP W rapper 설치， 운영 • 네트워크 침입탐지 

.IP 스푸핑， 스니핑 • 중요 데이터 암호화 전송 
.IP 주소 통제 시스템 

• 네트워크 자원 접근 • 불필요한 데몬/서비스 제거 
• 네트워크 취약점 분석 
• 네 E 워크 취약점 점검 

• 비인가자의 접근 • 화면보호기 기동 및 비밀번호 설정 
·자료유출 • 파일 공유시 비밀변호 설정 • PC 보안 
• CMOS Password 비 설 정 • 백신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 • Anti - Virus 
• 바이러스 감염 .CMOS 패〈워 E 설정 

• 비 인가자의 전산실 출입 
• 비인가자의 전산실 줄입통제 및 

• 정전， 습도， 기온에 의한 
기록， 추적 .CCTV 

시스템 정지 
• 무중단 전원 공급 장치 (UPS) ， 항온， ·지문인식 

• 천재지변의 발생 
항습기 설치 ·생체인식 

• 부대시설 정기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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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솔루션들로부터 전송되는 로그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분석하는 관리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넓은 의미의 ESM이란 이러한 보안관련 데 

이터 분석이나 관리영역을 넘어 보안관리 영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잠재된 위험요소들을 사전 

에 제거하여 능동적으로 기업의 정보자산을 안 

전하게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종합적인 위 

험관리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제품들은 

단순히 로그를 통합해서 분석하는 정도의 기능 

으로 보안 솔루션들을 중앙에서 관제하는 역할 

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보안 솔루션 

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 

에 단순한 통합관리 차원을 넘어서 잠재적으로 

산재해 있는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위험관리 차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제 

품들도 개발되고 있다[3， 7]. 

3.2.2 EAM 

EAM은 ID와 패스워드의 관리 방안으로 나온 

싱글 사인 온(single sign on)에 사용자의 지급 

과 담당 업무 등의 권한에 따라 시스템의 접근 

을 제어하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사용자와 관 

리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서로 다른 플랫폼이 

나 운영시스템， 웹서버， 애플리케이션간의 사용 

자 권한을 중앙에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통 

합인증관리용 시스템이자 솔루션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번의 아이디 입력으로 다양한 시스템에 

접근하고 각각의 ID에 따라 사용권한을 차등 부 

여한다. 싱글 사인온 기능에 사용자 통합관리， 다 

양한 인증방법지원 사용자 관리용 디렉터리 서 

비스와의 통합 등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 

4. MIB 기반 보안관리 시스템 모델 

4.1 NMS 

NMS 시스템은 인터넷을 구성하는 시스템들을 

하나의 확고한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TCP!IP 인터네트의 네트워크 관리는 네트워크 관 
리 스테이션들이 네트워크 요소들에게 관리 정보 

를 질의하는 분산 모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네트워크 요소에는 호스트， 라우터， X 터미널 서버 

등 TCP!IP 프로토콜을 수행하는 것은 무엇이든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 요소를 에이 

전트(Agent) 또는 피관리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 

림 1)는 TCP/IP 인터넷 관리 모델을 네트워크 
레벨에서 그리고 한 쌍의 관리 스테이션과 에이 

전트 레벨에서 살펴본 것이다. 

뻗빨E를 

너룹덩크 11... ~l 단련 
스테이션 +----

Responses 

를--

Traps 

(그림 1 ) 관리 스테이션과 에이전트간의 

질의 응답 

네트워크 관리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써 이 

루어진다. 

1) MIB(Management Information Base) 

네트워크 요소틀이 유지하는 값들을 나타낸다. 

2) SMI(Struct of Management Information) 

MIB 내에 저장되어 있는 변수들을 참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통 구조와 식별 기법의 집 

합을 말한다. 

3)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D 

관리자 스테이션과 네트워크 요소간의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다. 

4.2 MIB 기반의 시스댐 관리 

MIB 기반의 시스템은 보안적 네트워크 장비 

또는 프로세서에 대한 MIB을 정의하고 이 정보를 

받아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한다. (그림 2)은 MIB 

기반의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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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NMS-based Security Management 시스템의 구조 

에서 인터넷 관리 모델을 관리자 시스템과 보안 

관리 중섬의 관리 대상 객체로 구분하였다. 보안 

관리 대상 객체는 앞 절에서 기술한 라우터， 스 

위치， 방화벽， 침입탐지 시스템， VPN, Anti-vi 

rus 등이 MIB 형태로 존재하게 되며， 관리자 시 

스템은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MIB 정보를 요청， 

수집， 분석， 관리하는 모률이 펼요하게 된다. 

5. 결 론 

해킹 등 네트워크에 대한 침해는 점차로 지능 

화되고 악성화 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들이 결 

합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단순한 

보안 정책과 단일 보안 솜루션으로는 지능적 네트 

워크 침해에 대해 대처하기가 역부족이라는 의 

미 이 며 , 이 에 본 논문에 서 는 NMS-based Security 

Management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를 위해 SNMP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장비를 제 

어하였고，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하여 SNMP 자 

체의 보안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MIB의 

확장을 그 배경으로 삼았다. 현재 네트워킹 장비 

에서 보안 기능이 핵섬 요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단순 예방과 탐지만으로는 갈수록 늘어 

나는 침해사고에 대처하기는 어려워지고 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탐지하고 직접 네트워크 장 

비를 조작하여 보안 레벨을 높이는 NMS-based 

형태의 보안 솜루션은 앞으로 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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