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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서 사용

Oracle® Solaris 11.2의 시스템 및 연결 장치 보안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액세스로부터
Oracle Solaris 시스템을 보호하고 모니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개요 – 허용되지 않은 액세스로부터 시스템 및 장치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합
니다.

■ 대상 – 회사 네트워크에서 보안 구현을 담당하는 시스템 관리자입니다.

■ 필요한 지식 – Oracle Solaris에서 지원되는 보안 개념 및 기능에 익숙해야 합니다.

제품 설명서 라이브러리

이 제품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알려진 문제는 설명서 라이브러리(http://www.oracle.com/
pls/topic/lookup?ctx=E5634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racle 지원 액세스

Oracle 고객은 My Oracle Support를 통해 온라인 지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info를 참조하거나, 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trs를 방문하
십시오.

피드백

http://www.oracle.com/goto/docfeedback에서 이 설명서에 대한 피드백을 보낼 수 있
습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info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acc&id=trs
http://www.oracle.com/goto/doc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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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시스템 보안 관리 9

 1 ♦  ♦  ♦        1  장 

시스템 보안 관리

시스템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시스템 관리 책임입니다. 이 장에서는 시스템
보안 관리에 대한 개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제어” [9]

■ “장치에 대한 액세스 제어” [15]

■ “시스템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제어” [17]

■ “파일에 대한 액세스 제어” [21]

■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23]

■ “보안 문제 보고” [27]

Oracle Solaris 11.2에서 시스템 및 장치 보안의 새로운 기능

이 절에서는 기존 고객을 위해 허용되지 않은 액세스로부터 시스템과 장치를 보호하는 이 릴
리스의 중요한 새로운 기능에 대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 운영 체제의 커널을 보호하는 부트 확인 지원 세부 사항은 “확인된 부트 사용” [29]을
참조하십시오.

■ TPM(신뢰된 플랫폼 모듈)에 대한 지원. 세부 사항은 “Oracle Solaris 시스템에서 TPM
초기화” [36]를 참조하십시오.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제어

작업 공간에서 서버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는 하나의 큰 다중 시스템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이 대형 시스템의 보안을 책임집니다. 액세스 권한을 얻으려는 외부인으로부터 네
트워크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내의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파일 레벨에서 Oracle Solaris는 파일, 디렉토리 및 장치를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시스템 및 네트워크 레벨에서 보안 문제는 거의 동일합니다. 보안
방어를 위한 첫번째 행은 다음 절에 설명된 대로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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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보안 유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려면 컴퓨터 환경의 물리적 보안을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예
를 들어,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도 없는 시스템은 허용되지 않은 액세스 위험에 노출
됩니다. 침입자는 운영 체제 및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주변 및 컴퓨터 하드웨어를 허용되지 않은 액세스로부터 물리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SPARC 시스템은 하드웨어 설정에 대한 허용되지 않은 액세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
다. eeprom 명령을 사용하여 PROM에 액세스하기 위한 암호를 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PARC 하드웨어 액세스에 대한 암호 요구 방법 [52]을 참조하십시오. x86 하드웨어를
보호하려면 해당 공급업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로그인 제어 유지 관리

암호 지정 및 로그인 제어를 통해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대한 허용되지 않은 로그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암호는 단순한 인증 방식입니다. 시스템의 모든 계정에는 암호가 있어야 합니
다. 암호가 없는 계정이 있으면 사용자 이름을 추측할 수 있는 침입자가 전체 네트워크에 액
세스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암호 알고리즘은 무단 공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사용자가 시스템에 로그인하면 login 명령이 이름 스위치 서비스 svc:/system/name-
service/switch의 정보에 따라 알맞은 이름 지정 서비스 또는 디렉토리 서비스 데이터베이
스를 확인합니다. 이름 지정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변경하려면 SMF 명령을 사용합니
다. 이름 지정 서비스는 로그인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베이스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 files – 로컬 시스템의 /etc 파일을 지정합니다.

■ ldap – LDAP 서버의 LDAP 디렉토리 서비스를 지정합니다.

■ nis – NIS 마스터 서버의 NIS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합니다.

■ dns – 네트워크의 도메인 이름 서비스를 지정합니다.

이름 지정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nscd(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름 지정 서비
스 및 디렉토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이름 지정 및 디렉토리
서비스 작업: DNS 및 NIS ” 및 “Oracle Solaris 11.2의 이름 지정 및 디렉토리 서비스 작업:
LDAP ”을 참조하십시오.

login 명령은 사용자가 제공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확인합니다. 사용자 이름이 암호 데이
터베이스에 없을 경우 login 명령은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합니다. 지정된 사용자 이
름에 대한 암호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login 명령은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합니다. 사
용자가 유효한 사용자 이름과 해당하는 암호를 제공할 경우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PAM 모듈은 성공적인 시스템 로그인 후에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로그인을 간소화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Kerberos 및 기타 인증 서비스 관리 ”의 1 장,
“플러그 가능한 인증 모듈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nscd-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VNA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VNA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VLDP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VLDP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MKApam-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MKApa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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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Solaris 시스템에서는 정교한 인증 및 권한 부여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
크 레벨의 인증 및 권한 부여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원격 액세스에 대한 인증 및 권한
부여” [24]를 참조하십시오.

암호 정보 관리

사용자가 시스템에 로그인할 때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로그인은 공개
적으로 알려져 있더라도 암호는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암호는 각 사용자만 알고 있어야 합
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암호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자주 변경해야 합니다.

암호는 사용자 계정을 설정할 때 처음 만들어집니다. 사용자 계정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사용자가 자신의 암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도록 암호 유효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를 잠가 사용자 계정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암호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계정 및 사용자 환경 관리 ”의 1 장, “사용자 계정 및

사용자 환경 정보” 및 passwd(1)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로컬 암호

네트워크에서 로컬 파일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경우 암호 정보는 시스템의 /etc/
passwd 및 /etc/shadow 파일에 보관됩니다. 사용자 이름 및 기타 정보는 /etc/passwd 파일에
보관됩니다. 암호화된 암호 자체는 별도의 섀도우 파일인 /etc/shadow에 보관됩니다. 이 보
안 방식은 사용자가 암호화된 암호에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etc/passwd 파일은 시
스템 로그인 권한이 있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지만 /etc/shadow 파일은 root 계정만
읽을 수 있습니다. passwd 명령을 사용하여 로컬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
니다.

NIS 암호

네트워크에서 NIS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경우 암호 정보는 NIS 암호 맵에 보관됩니
다. NIS는 암호 유효 기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passwd -r nis 명령을 사용하여 NIS 암호
맵에 저장된 사용자의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LDAP 암호

Oracle Solaris LDAP 이름 지정 서비스는 암호 정보 및 섀도우 정보를 LDAP 디렉토리 트리
의 ou=people 컨테이너에 저장합니다. Oracle Solaris LDAP 이름 지정 서비스 클라이언트에
서 passwd -r ldap 명령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LDAP 이름 지정
서비스는 암호를 LDAP 저장소에 저장합니다.

암호 정책은 Oracle Directory Server Enterprise Edition에서 적용됩니다. 특히 클라이언
트의 pam_ldap 모듈은 Oracle Directory Server Enterprise Edition에서 적용되는 암호 정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ADUSRuserconcept-97366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ADUSRuserconcept-97366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passw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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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어를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이름 지정 및 디렉토리 서비스
작업: LDAP ”의 “LDAP 이름 지정 서비스 보안 모델”을 참조하십시오.

암호 암호화

강력한 암호 암호화는 공격에 대한 1차 방어선을 제공합니다. Oracle Solaris 소프트웨어는
6가지 암호 암호화 알고리즘을 제공합니다. Blowfish 및 SHA 알고리즘은 강력한 암호 암호
화를 제공합니다.

참고 - FIPS 140 승인을 받으려면 SHA 알고리즘을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Using
a FIPS 140 Enabled System in Oracle Solaris 11.2 ”의 “passwd Command as a FIPS
140 Consumer”을 참조하십시오.

암호 알고리즘 식별자

사이트에 대한 알고리즘 구성은 /etc/security/policy.conf 파일에 지정합니다.
policy.conf 파일에서 알고리즘은 다음 표에 나온 대로 식별자로 이름이 지정됩니다. 식별
자-알고리즘 매핑은 /etc/security/crypt.conf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 가능하면 FIPS 승인 알고리즘을 사용하십시오. FIPS 승인 알고리즘 목록은 “Using a
FIPS 140 Enabled System in Oracle Solaris 11.2 ”의 “FIPS 140 Algorithm Lists and
Certificate References for Oracle Solaris Systems”를 참조하십시오.

표 1-1 암호 암호화 알고리즘

식별자
설명 알고리즘 매뉴얼 페이지

1 BSD 및 Linux 시스템의 MD5 알고리즘과
호환되는 MD5 알고리즘입니다.

crypt_bsdmd5(5)

2a BSD 시스템의 Blowfish 알고리즘과 호환되
는 Blowfish 알고리즘입니다.
참고 - FIPS 140 보안을 승격하려면 /etc/
security/policy.conf 파일의 CRYPT_
ALGORITHMS_ALLOW=2a,5,6 항목에서
Blowfish 알고리즘(2a)을 제거하십시오.

crypt_bsdbf(5)

md5 BSD 및 Linux 버전의 MD5보다 강력한 것
으로 알려져 있는 Sun MD5 알고리즘입니
다.

crypt_sunmd5(5)

5 SHA256 알고리즘입니다. SHA는 Secure
Hash Algorithm(보안 해시 알고리즘)의
약어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SHA-2 계열
에 속합니다. SHA256은 255자 암호를 지
원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기본값 (CRYPT_
DEFAULT)입니다.

crypt_sha256(5)

6 SHA512 알고리즘입니다. crypt_sha512(5)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VLDPldapsecure-66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VLDPldapsecure-66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OSFIPfips-pwd-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OSFIPfips-pwd-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OSFIPfips-pwd-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OSFIPfips-ref-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OSFIPfips-ref-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OSFIPfips-ref-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5crypt-bsdmd5-5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5crypt-bsdbf-5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5crypt-sunmd5-5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5crypt-sha256-5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5crypt-sha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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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자
설명 알고리즘 매뉴얼 페이지

__unix__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UNIX 암
호화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오래
된 시스템에 연결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crypt_unix(5)

참고 - 사용자의 초기 암호에 사용된 알고리즘이 해당 사용자의 새 암호 생성 시 계속 사용됩
니다. 이는 해당 사용자의 새 암호 생성 이전에 다른 기본 알고리즘을 선택한 경우에도 마찬
가지입니다. 이 방식은 다음 조건에서 적용됩니다.

■ 해당 알고리즘이 암호 암호화에 사용되도록 허용된 알고리즘의 목록에 포함됩니다.

■ 해당 식별자가 _unix_가 아닙니다.

암호 암호화에 대한 알고리즘을 전환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절차는 “기본 암호 암호화 알고리
즘 변경” [46]을 참조하십시오.

policy.conf 파일의 알고리즘 구성

policy.conf 파일의 기본 알고리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crypt(3c) Algorithms Configuration

#

# CRYPT_ALGORITHMS_ALLOW specifies the algorithms that are allowed

to

# be used for new passwords.  This is enforced only in crypt_gensalt(3c).

#

CRYPT_ALGORITHMS_ALLOW=1,2a,md5,5,6

# To deprecate use of the traditional unix algorithm, uncomment below

# and change CRYPT_DEFAULT= to another algorithm.  For example,

# CRYPT_DEFAULT=1 for BSD/Linux MD5.

#

#CRYPT_ALGORITHMS_DEPRECATE=__unix__

# The Oracle Solaris default is a SHA256 based algorithm.  To revert to

# the policy present in Solaris releases set CRYPT_DEFAULT=__unix__,

# which is not listed in crypt.conf(4) since it is internal to libc.

#

CRYPT_DEFAULT=5

…

CRYPT_DEFAULT에 대한 값을 변경할 경우 새 사용자의 암호가 새 값과 연결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됩니다.

기존 사용자가 자신의 암호를 변경할 경우 이전 암호의 암호화 방식은 새 암호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CRYPT_ALGORITHMS_ALLOW=1,2a,md5,5,6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5crypt-uni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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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CRYPT_DEFAULT=6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암호화된 암호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을 보여줍니다. 암호는 식별자=알고리즘으로 구성됩니다.

초기 암호 변경된 암호 설명

1 = crypt_bsdmd5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함

1 식별자는 CRYPT_ALGORITHMS_ALLOW 목록에 있습니다. 사용자의
암호는 계속해서 crypt_bsdmd5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됩니다.

2a = crypt_bsdbf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함

2a 식별자는 CRYPT_ALGORITHMS_ALLOW 목록에 있습니다. 따라서 새
암호는 crypt_bsbdf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됩니다.

md5 = crypt_md5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함

md5 식별자는 CRYPT_ALGORITHMS_ALLOW 목록에 있습니다. 따라서
새 암호는 crypt_md5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됩니다.

5 = crypt_sha256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함

5 식별자는 CRYPT_ALGORITHMS_ALLOW 목록에 있습니다. 따라서 새
암호는 계속해서 crypt_sha256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됩니다.

6 = crypt_sha512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함

6 식별자는 CRYPT_DEFAULT의 값입니다. 따라서 새 암호는 계속해서
crypt_sha512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됩니다.

__unix__ = crypt_
unix

crypt_sha512 알고
리즘을 사용합니다.

__unix__ 식별자는 CRYPT_ALGORITHMS_ALLOW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crypt_unix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 암호는
CRYPT_DEFAULT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됩니다.

알고리즘 선택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olicy.conf(4)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암호 암호화 알고리즘을 지정하려면 “기본 암호 암호화 알고리즘 변경” [46]을 참조
하십시오.

특수 시스템 계정

root 계정은 여러 특수 시스템 계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계정 중에서 root 계정만 암호가
지정되고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nuucp 계정은 파일 전송을 위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시스템 계정은 root의 전체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파일을 보호하거나 관리 프로세스를 실행
합니다.

주의 - 시스템 계정의 암호 설정은 변경하지 마십시오. Oracle Solaris의 시스템 계정은 안전
한 보안 상태로 전달됩니다. UID가 101 이하인 시스템 파일을 수정하거나 만들지 마십시오.

다음 표는 몇 가지 시스템 계정 및 해당 용도를 나열합니다. 시스템 계정은 특수한 기능을 수
행합니다. 이 목록의 각 계정은 100보다 작은 UID를 가집니다. 시스템 파일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logins -s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표 1-2 선택한 시스템 계정 및 사용

시스템 계정 UID 용도

root 0 거의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보호 및 권한을 대체
할 수 있습니다. root 계정은 전체 시스템에 대한 액
세스 권한을 가집니다. root 계정에 대한 암호는 매우
신중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root 계정은 대부분의
Oracle Solaris 명령을 소유합니다.

daemon 1 백그라운드 처리를 제어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4policy.con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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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계정 UID 용도

bin 2 일부 Oracle Solaris 명령을 소유합니다.

sys 3 많은 시스템 파일을 소유합니다.

adm 4 일부 관리 파일을 소유합니다.

lp 71 프린터에 대한 객체 데이터 파일 및 스풀링된 데이터 파
일을 소유합니다.

uucp 5 UUCP(UNIX-UNIX 복사 프로그램)에 대한 객체 데이
터 파일 및 스풀링된 데이터 파일을 소유합니다.

nuucp 9 원격 시스템에서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파일 전송을 시
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원격 로그인

원격 로그인은 침입자를 위한 공격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Oracle Solaris는 원격 로그인을
모니터, 제한 및 사용 안함으로 설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령을 제공합니다. 절차는 표 3-1.
“로그인 및 암호 보안 작업 맵”을 참조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원격 로그인은 시스템 마우스, 키보드, 프레임 버퍼, 오디오 장치 등과 같은 특
정 시스템 장치에 대한 제어 권한을 얻거나 해당 장치를 읽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ogindevperm(4)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장치에 대한 액세스 제어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된 주변 장치는 보안 위험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마이크는 대화를 가
로채고 원격 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CD-ROM은 CD-ROM 장치의 다음 사용자가 읽
을 수 있는 정보를 남겨 둘 수 있습니다. 프린터는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필수적인 장치(예: bge0과 같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도 보안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Oracle Solaris 소프트웨어는 장치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 장치 정책 설정 – 특정 장치에 액세스하는 프로세스가 일련의 권한을 사용하여 실행되도
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이 없는 프로세스는 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트
시 Oracle Solaris 소프트웨어는 장치 정책을 구성합니다. 설치 중 장치 정책에서 타사 드
라이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설치 후 관리자는 장치 정책을 장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장치를 할당 가능하도록 지정 – 사용자가 장치를 사용하려면 먼저 할당해야 하도록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할당은 한 번에 하나의 사용자로 장치 사용을 제한합니다. 또한 장치를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권한을 부여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장치 사용 금지 – 컴퓨터 시스템에서 어떤 사용자도 마이크와 같은 장치를 사용할 수 없
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키오스크는 특정 장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 장치를 특정 영역으로 제한 – 장치 사용을 비전역 영역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Oracle Solaris 영역 만들기 및 사용 ”의 “비전역 영역에서 장치 사용”을 참조하십시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4logindevperm-4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VLZSOz.admin.o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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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장치 및 영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Oracle Solaris 영역 소개 ”의 “비전역 영역의 /
dev 파일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장치 정책

장치 정책 방식을 사용하여 장치를 여는 프로세스에 특정 권한이 필요하도록 지정할 수 있
습니다. 장치 정책으로 보호된 장치는 장치 정책에서 지정하는 권한을 사용하여 실행되
는 프로세스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Oracle Solaris는 기본 장치 정책을 제공합니다. 예
를 들어, bge0과 같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경우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하는 프로세스가
net_rawaccess 권한을 사용하여 실행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은 커널에서 적용
됩니다.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프
로세스 권한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Solaris에서 장치는 파일 권한과 장치 정책으로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dev/ip 파일
은 666 권한을 가집니다. 하지만 장치는 해당 권한을 가진 프로세스만 열 수 있습니다.

장치 정책의 구성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AUE_MODDEVPLCY 감사 이벤트는 장치 정책의 변경
사항을 기록합니다.

장치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표 4-1. “장치 정책 구성 작업 맵”

■ “장치 정책 명령” [66]

■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권한 및 장치”

장치 할당

장치 할당 방식을 사용하여 CD-ROM과 같은 주변 장치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
다. 장치 할당이 사용으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주변 장치는 파일 권한만으로 보호됩니다. 예
를 들어, 기본적으로 주변 장치는 다음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용자가 CD-ROM 드라이브나 디스크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용자가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용자가 연결된 프린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장치 할당은 장치를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로 제한합니다. 또한 장치 할당은 장치에 전혀 액세
스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장치를 할당하는 사용자는 장치 할당을 해제할 때까지 해
당 장치에 대한 배타적 사용 권한을 가집니다. 장치 할당이 해제되면 device-clean 스크립트
가 남아 있는 데이터를 지웁니다. device-clean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스크립트가 없는 장치
에서 정보를 지울 수 있습니다. 예는 “새 Device-Clean 스크립트 작성” [72]을 참조하십
시오.

장치 할당, 장치 할당 해제 및 할당 가능 장치 나열 시도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 이벤트
는 other 감사 클래스의 일부입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VLZONz.config.ov-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VLZONz.config.ov-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prbac-2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prbac-2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prbac-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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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할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표 4-2. “장치 할당 관리 작업 맵”

■ “장치 할당” [66]

■ “장치 할당 명령” [68]

시스템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제어

일부 시스템 리소스는 기본적으로 보호됩니다. 또한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 작업을 제어하
고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을 설정할 수 있
습니다. 리소스 사용을 기록하고, 누가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리소스의 부적절한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소 공간 레이아웃 모든 지정

Oracle Solaris는 ASLR(주소 공간 레이아웃 모든 지정)을 사용으로 설정하기 위해 해당
userland 이진을 여러 개 태그 지정합니다. ASLR은 주소 공간의 키 부분에 대한 시작 주소
를 모든 지정합니다. 이 보안 방어 방식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악용하려는 ROP(Return
Oriented Programming) 공격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영역은 해당 프로세스의 모든 지정된 레이아웃을 상속합니다. ASLR 사용이 모든 이진에 대
해 최적이 아닐 수 있으므로 ASLR 사용은 영역 레벨 및 이진 레벨에서 구성 가능합니다.

세 가지 ASLR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안함 – ASLR이 모든 이진에 대해 사용 안함으로 설정됩니다.

■ 태그 지정된 이진 – ASLR이 이진에 코딩된 태그로 제어됩니다.

ASLR의 기본 Oracle Solaris 값은 tagged-binaries입니다. Oracle Solaris 릴리스의 여
러 이진은 ASLR을 사용하도록 태그 지정됩니다.

■ 사용 – 사용 안함으로 명시적으로 태그 지정된 항목을 제외하고 ASLR이 모든 이진에 대
해 사용으로 설정됩니다.

sxadm 명령은 ASLR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명령을 실행하려면 root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예제 및 자세한 내용은 sxadm(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개발자 정보를
보려면 “Developer’s Guide to Oracle Solaris 11 Security ”를 참조하십시오.

수퍼유저 액세스 제한 및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수퍼유저 액세스를 위한 root 암호를 요구합니다. 기본 구성에서 사용자는
root로 시스템에 원격으로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원격으로 로그인할 때 사용자는 자신의 사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sxadm-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GSSAPI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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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이름으로 로그인한 다음 su 명령을 사용하여 root가 되어야 합니다. su 명령을 사용하
는 사용자(특히, 수퍼유저 액세스 권한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사용자)를 모니터할 수 있습니
다. 수퍼 유저를 모니터하고 수퍼 유저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절차는 “root 액세스 모니
터 및 제한” [49]을 참조하십시오.

수퍼유저를 대체하는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구성

Oracle Solaris의 기능 중 하나인 RBAC(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는 수퍼 유저의 기능을 관리
역할로 분산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수퍼유저인 root 사용자는 시스템의 모든 리소스
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가집니다. RBAC를 사용하여 root의 여러 책임을 고유 권한을 갖는
역할 세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계정 만들기를 처리하는 하나의 역할을
설정하고 시스템 파일 수정을 처리하는 또 하나의 역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root 계정은
수정할 수 없지만 계정을 역할로 남겨둔 다음 역할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시스템에 대한 root 액세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각 역할에서는 알려진 사용자가 자신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도록 요구합
니다. 로그인 후 사용자는 지정된 역할 암호를 사용하여 역할을 맡습니다. RBAC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사용자 권한 관리”를 참조
하십시오.

시스템 리소스의 의도하지 않은 악용 방지

다음 방법으로 관리자 자신 및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
다.

■ PATH변수를 올바르게 설정하면 트로이 목마가 실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제한된 셸을 사용자에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셸은 사용자가 자신의 작업에 필요
한 시스템 부분으로만 안내하여 사용자 오류를 막습니다. 실제로 신중하게 설정하면 사용
자가 효율적으로 작업하도록 도움을 주는 시스템 부분만 액세스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액세스할 필요가 없는 파일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PATH 변수 설정

신중을 기하여 PATH 변수를 올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심어둔 보
안 위험을 유발하는 프로그램을 의도하지 않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침투 프로그램은 데이터
나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트로이 목마라고 합니다. 예
를 들어, 대체 su 프로그램을 공용 디렉토리에 두면 시스템 관리자가 이 대체 프로그램을 실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크립트는 정상적인 su 명령과 똑같이 보입니다. 스크립트는 실행
후 자신을 제거하기 때문에 실제로 트로이 목마를 실행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을 수 있습
니다.

PATH 변수는 로그인 시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경로는 .bashrc 및 /etc/profile과 같은 초기
화 파일을 통해 설정됩니다. 현재 디렉토리(.)가 마지막에 오도록 사용자 검색 경로를 설정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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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이러한 종류의 트로이 목마 실행으로부터 보호됩니다. root 계정에 대한 PATH 변수에는
현재 디렉토리가 전혀 포함되면 안됩니다.

사용자에게 제한된 셸 지정

표준 셸은 사용자의 파일 열기, 명령 실행 등을 허용합니다. 제한된 셸은 사용자의 권한을 디
렉토리 변경 및 명령 실행으로 제한합니다. 제한될 셸은 /usr/lib/rsh 명령으로 호출됩니다.
제한된 셸은 원격 셸(/usr/sbin/rsh)이 아닙니다.

제한된 셸은 다음과 같이 표준 셸과 다릅니다.

■ 사용자 액세스는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로 제한되므로 사용자가 cd 명령을 사용하여 디렉
토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시스템 파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PATH 변수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시스템 관리자가 설정한 경로에 있는 명령만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전체 경로 이름을 사용하여 명령이나 스크
립트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 또는 >>를 사용하여 출력을 재지정할 수 없습니다.

제한된 셸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시스템 파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셸은
특정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용자에 대한 제한된 환경을 만듭니다. 하지만 제한된 셸은 완전
히 안전하지는 않으며, 능숙하지 않은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게 시스템을 손상시키지 못하도
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계되었습니다.

제한된 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an -s1m rsh 명령을 사용하여 rsh(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파일의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제한

Oracle Solaris는 다중 사용자 환경이므로 파일 시스템 보안은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적인 보
안 위험입니다. 전통적인 UNIX 파일 보호를 사용하여 파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욱
안전한 ACL(액세스 제어 목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에게는 특정 파일을 읽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른 사용자에게는 특정 파일을 변
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용자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Oracle Solaris 11.2의 파일 보안 및 파일 무결성 확
인 ”의 1 장, “파일에 대한 액세스 제어”에서 파일 권한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setuid 실행 파일 제한

실행 파일은 보안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실행 프로그램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root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setuid 프로그램은 사용자 ID를 0으로 설정하여 실행됩니
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사용자는 프로그램을 root ID로 실행하게 됩니다. root ID
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보안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지 않은 경우 보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
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rsh-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FVsecfile-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FVsecfi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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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uid 비트가 root로 설정된 Oracle Solaris에서 제공하는 실행 파일을 제외하고 setuid 프
로그램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setuid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해당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보안 관리에는 setuid 프로그램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파일 보안 및 파일 무결성 확인 ”의 “보안 손상으로부
터 실행 파일 보호”를 참조하십시오. 절차는 “Oracle Solaris 11.2의 파일 보안 및 파일 무결
성 확인 ”의 “보안 위험이 있는 프로그램 방지”를 참조하십시오.

기본 보안 구성 사용

기본적으로 Oracle Solaris가 설치되면 많은 수의 네트워크 서비스가 사용 안함으로 설정됩
니다. 이 구성을 “기본 보안”(SBD, Secure by Default)이라고 합니다. SBD에서 네트워크
요청을 허용하는 유일한 네트워크 서비스는 sshd 데몬입니다. 기타 모든 네트워크 서비스는
사용 안함으로 설정되거나 로컬 요청만 처리합니다. ftp와 같은 개별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
용으로 설정하려면 Oracle Solaris의 SMF(서비스 관리 기능)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etservices(1M) 및 smf(5)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리소스 관리 기능 사용

Oracle Solaris 소프트웨어는 정교한 리소스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
여 서버 통합 환경에서 응용 프로그램별로 리소스 사용 할당, 일정 설정, 모니터 및 할당량 설
정이 가능합니다. 리소스 제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프로세스에서 소비하는 시스템 리소
스에 대한 제약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조건은 시스템 리소스 과다 사용을
시도하는 스크립트를 사용한 서비스 거부 공격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리소스 관리 기능을 사용하여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리소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용 가능한 리소스를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
의 리소스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Oracle Solaris 영역 사용

Oracle Solaris 영역은 Oracle Solaris OS의 단일 인스턴스 내에서 프로세스가 시스템의 나
머지 부분과 격리된 응용 프로그램 실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분리는 하나의 영역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가 다른 영역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
을 방지합니다. 수퍼유저 권한으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라도 다른 영역의 작업을 보거나 영향
을 미칠 수 없습니다.

Oracle Solaris 영역은 여러 응용 프로그램을 단일 서버에 두는 환경에 이상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영역 소개 ”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FVsecfile-6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FVsecfile-6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FVsecfile-40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FVsecfile-40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netservices-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5smf-5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VLZ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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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리소스 사용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 작업을 모니터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시스템의 모
든 측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상적인 로드는 어느 정도인가?

■ 누가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 개인 사용자가 언제 시스템에 액세스하는가?

■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가?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알고 있으면 사용 가능한 도구를 사용하여 시스템 사용을 감사하고 개
별 사용자의 작업을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보안 침입이 의심될 때 매우 유용합니
다. 감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감사 관리 ”의 1 장, “Oracle
Solaris의 감사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파일 무결성 모니터

시스템 관리자는 관리하는 시스템에 설치된 파일이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규모 설치에서는 각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스택에 대한 비교 및 보고 도구
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BART(기본 감사 보고 도구)를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여러 시스템의 파일 레벨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
다. 여러 시스템에 걸쳐 또는 시간에 따라 한 시스템에서 BART 매니페스트 에 대한 변경 사
항으로 시스템의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BART는 매니페스트 만들기, 매니페스트 비
교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규칙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파일
보안 및 파일 무결성 확인 ”의 2 장, “BART를 사용하여 파일 무결성 확인”을 참조하십시오.

파일에 대한 액세스 제어

Oracle Solaris는 시스템에 로그인한 모든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속한 파일을 읽을 수 있
는 다중 사용자 환경입니다. 적절한 파일 권한을 가진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에게 속한 파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파일 보안 및 파일 무결성 확
인 ”의 1 장, “파일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참조하십시오. 적절한 파일 권한 설정에 대한 단계
별 지침은 “Oracle Solaris 11.2의 파일 보안 및 파일 무결성 확인 ”의 “파일 보호”를 참조하
십시오.

디스크의 파일 암호화

다른 사용자가 파일에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하여 파일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0 권한의 파일은 소유자 및 root 계정을 제외하고 읽을 수 없습니다. 700 권한의 디렉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MAAauditov-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MAAauditov-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FVbart-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FVbart-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FVsecfi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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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도 마찬가지로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암호를 알아내거나 root 암호를 알게 된 사
람은 해당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르게 액세스할 수 없는 파일은 시스템 파일
이 오프라인 매체로 백업될 때마다 백업 테이프에 보존됩니다. 보호 기능 향상을 위해 디스크
내장 암호화 또는 암호화 프레임워크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ZFS 파일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ZFS 파일 시스템 관리 ”의
“ZFS 파일 시스템 암호화”를 참조하십시오.

암호화 프레임워크는 digest, mac 및 encrypt 명령을 제공합니다. 일반 사용자는 이러한 명
령을 사용하여 파일 및 디렉토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
의 암호화 및 인증서 관리 ”의 1 장, “암호화 프레임워크”를 참조하십시오.

액세스 제어 목록 사용

ACL는 파일 권한에 비해 뛰어난 제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UNIX 파일 보호
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ACL을 추가합니다. 전통적인 UNIX 파일 보호는 소유자, 그룹 및 기
타의 세 사용자 클래스에 대해 읽기, 쓰기 및 실행 권한을 제공합니다. ACL은 더욱 세밀한 파
일 보안을 제공합니다.

ACL을 사용하면 다음을 포함하여 세밀한 파일 권한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 파일 권한

■ 소유자 그룹에 대한 파일 권한

■ 소유자 그룹 외부의 다른 사용자에 대한 파일 권한

■ 특정 사용자에 대한 파일 권한

■ 특정 그룹에 대한 파일 권한

■ 이전의 각 범주에 대한 기본 권한

ACL(액세스 제어 목록)을 사용하여 ZFS 파일을 보호하려면 “Oracle Solaris 11.2의 ZFS 파
일 시스템 관리 ”의 7 장, “ACL 및 속성을 사용하여 Oracle Solaris ZFS 파일 보호”를 참조하
십시오. 레거시 파일 시스템에서의 ACL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파일 보안 및 파일 무결성 확인 ”의 “액세스 제어 목록을 사용하여 UFS 파일 보호”를 참조하
십시오.

시스템 간 파일 공유

네트워크 파일 서버는 공유 가능한 파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파일 서버는
어떤 클라이언트가 파일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이러한 클라이언트에 대해 어떤 유형
의 액세스가 허용되는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파일 서버는 모든 클라이언트나 특정 클라이언
트에게 읽기-쓰기 액세스 권한 또는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제
어는 share 명령을 사용하여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지정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ZFSADMINgkkih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ZFSADMINgkkih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CMEscf-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CMEscf-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ZFSADMINftyxi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ZFSADMINftyxi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FVsecfile-37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FVsecfile-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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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FS 파일 시스템의 NFS 공유를 만들 경우 파일 시스템은 공유를 제거할 때까지 영구적으로
공유됩니다. 시스템이 재부트되면 SMF에서 공유를 자동으로 관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ZFS 파일 시스템 관리 ”의 “Oracle Solaris ZFS와 전통적인 파일 시
스템의 차이”을 참조하십시오.

공유 파일에 대한 root 액세스 제한

일반적으로 수퍼 유저는 네트워크에서 공유된 파일 시스템에 대한 root 액세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NFS 시스템은 요청자의 사용자를 사용자 ID가 60001인 사용자 nobody로 변경하여
마운트된 파일 시스템에 대한 root 액세스를 막습니다. 사용자 nobody의 액세스 권한은 공용
에 부여된 액세스 권한과 동일합니다. 사용자 nobody는 자격 증명이 없는 사용자의 액세스 권
한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공용이 파일에 대한 실행 권한만 가지는 경우 사용자 nobody는 해
당 파일을 실행할 수만 있습니다.

NFS 서버는 호스트별로 공유 파일 시스템에 대한 root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려면 share 명령에 root=hostname 옵션을 사용합니다. 이 옵션은 신
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NFS에서의 보안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
의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관리 ”의 5 장,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관리 명령”을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컴퓨터는 연결된 컴퓨터의 정보 교환을 허용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일부인 경우가 많습니
다. 네트워크 컴퓨터는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컴퓨터의 데이터 및 기타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는 강력하면서 정교한 컴퓨팅 환경을 만들지만 컴퓨터 보안을 복
잡하게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네트워크 내에서 개별 시스템은 정보의 공유를 허용합니다. 허용되지 않은
액세스는 보안 위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액세스하기 때문에 (특히 사용자 오류
를 통해) 허용되지 않은 액세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호의 부적절한 사용도 허용
되지 않은 액세스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방식

네트워크 보안은 대개 원격 시스템의 작업 제한이나 차단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음 그림은 원
격 작업에 지정할 수 있는 보안 제한 사항을 설명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ZFSADMINgbcik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ZFSADMINgbcik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VNFSrfsrefer-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VNFSrfsref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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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원격 작업에 대한 보안 제한 사항

원격 액세스에 대한 인증 및 권한 부여

인증은 사용자가 원격 시스템에 액세스를 시도할 때 액세스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인증은
시스템 레벨 및 네트워크 레벨 모두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원격 시스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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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권한이 부여된 후 권한 부여를 통해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다음 표는 인증 및 권한 부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나열합니다.

표 1-3 원격 액세스에 대한 인증 서비스

서비스 설명 추가 정보

IPsec IPsec은 호스트 기반 및 인증서 기반 인증과
네트워크 트래픽 암호화를 제공합니다.

“Oracle Solaris 11.2의 네트워크 보안 ”의
6 장, “IP Security Architecture 정보”

Kerberos Kerberos는 암호화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로그인하는 사용자를 인증하고 권한을 부여
합니다.

예는 “Oracle Solaris 11.2의 Kerberos 및
기타 인증 서비스 관리 ”의 “Kerberos 서비
스의 작동 방식”을 참조하십시오.

LDAP LDAP 디렉토리 서비스는 네트워크 레벨에
서 인증과 권한 부여를 모두 제공할 수 있습
니다.

“Oracle Solaris 11.2의 이름 지정 및 디렉
토리 서비스 작업: DNS 및 NIS ”

원격 로그인 명령 원격 로그인 명령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네
트워크를 통해 원격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해당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격 로
그인 명령에는 rlogin, rcp 및 ftp가 포함됩
니다. 신뢰할 수 있는 호스트인 경우 인증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자신에 대한 인증 요청을 받습니다.

“Oracle Solaris 11.2의 원격 시스템 관리
”의 3 장, “원격 시스템 액세스”

SASL SASL(Simple Authentication and
Security Layer)은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인
증 및 선택적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레
임워크입니다.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적절한
인증 프로토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Oracle Solaris 11.2의 Kerberos 및 기타
인증 서비스 관리 ”의 “SASL 정보”

보안 RPC 보안 RPC는 원격 시스템에서 요청하는 사
용자를 인증하여 네트워크 환경의 보안을
향상시킵니다. 보안 RPC에 대해 UNIX,
DES 또는 Kerberos 인증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Oracle Solaris 11.2의 Kerberos 및 기타
인증 서비스 관리 ”의 “보안 RPC 정보”

또한 보안 RPC는 NFS 환경에서 추가 보안
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보안
RPC를 사용하는 NFS 환경을 보안 NFS라고
합니다.

“Oracle Solaris 11.2의 Kerberos 및 기타
인증 서비스 관리 ”의 “NFS 서비스 및 보안
RPC”

Secure Shell Secure Shell은 보안되지 않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암호화합니다. Secure
Shell은 암호, 공개 키 또는 둘 다 사용하여
인증을 제공합니다.

“Oracle Solaris 11.2의 보안 셸 액세스 관
리 ”의 “보안 셸(개요)”

보안 RPC에 대한 가능한 대안은 Oracle Solaris 권한 있는 포트 방식입니다. 권한 있는 포트
에는 1024보다 작은 포트 번호가 지정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클라이언트의 자격 증명
을 인증한 후 클라이언트는 권한 있는 포트를 사용하여 서버에 대한 연결을 설정합니다. 그러
면 서버는 연결 포트 번호를 검사하여 클라이언트 자격 증명을 확인합니다.

Oracle Solaris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지 않는 클라이언트는 권한 있는 포트를 사용하여 통신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포트를 통해 통신할 수 없을 경우 다음과 유사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Weak Authentication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NWSECipsecov-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NWSECipsecov-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MKAkintro-25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MKAkintro-25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MKAkintro-25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VNA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VNA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VFTPremotehowtoaccess-9994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VFTPremotehowtoaccess-9994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MKAsasl-2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MKAsasl-2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MKAauth-2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MKAauth-2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MKAauth-3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MKAauth-3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MKAauth-3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MSSsshuser-2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MSSsshus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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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S request from unprivileged port”

방화벽 시스템

방화벽 시스템을 설정하여 외부 액세스로부터 네트워크의 리소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방
화벽 시스템은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사이에서 장벽 기능을 수행하는 보안 호스트
입니다. 내부 네트워크는 모든 다른 네트워크를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로 취급합니다. 이
설정은 내부 네트워크와 통신하는 외부 네트워크(예: 인터넷) 사이에서 필수로 고려해야 합
니다.

방화벽은 게이트웨이 및 장벽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게이트웨이로서 네트워크 사이에 데이
터를 전달합니다. 방화벽은 방벽처럼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통과하지 못하도록 차
단합니다. 원격 네트워크의 호스트에 액세스하려면 내부 네트워크의 사용자가 방화벽 시스
템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외부 네트워크의 사용자는 내부 네트워크의 호스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받기 전에 먼저 방화벽 시스템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방화벽은 일부 내부 네트워크 사이에서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화벽이나 보안
게이트웨이 컴퓨터를 설정하여 주소 또는 프로토콜별로 패킷 전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런 다음 메일 전송을 위한 패킷은 허용하지만 ftp 명령에 대한 패킷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또한 내부 네트워크에서 보내는 모든 전자 메일은 먼저 방화벽 시스템으로 보내집니다. 그러
면 방화벽에서 메일을 외부 네트워크의 호스트로 전송합니다. 또한 방화벽은 모든 수신 전자
메일을 받아서 메일을 내부 네트워크의 호스트로 배포합니다.

주의 - 방화벽에서는 엄격하고 강력하게 적용되는 보안을 유지하지만 네트워크의 다른 호스
트에 대한 보안을 완화할 경우 방화벽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는 공격자는 내부 네트워크의 다
른 모든 호스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게 됩니다.

방화벽 시스템에는 신뢰할 수 있는 호스트가 없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호스트는 사용
자가 암호를 제공하지 않고도 로그인할 수 있는 호스트입니다. 방화벽 시스템은 해당 파일 시
스템을 공유하거나 다른 서버의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면 안됩니다.

Oracle Solaris의 IPsec 및 IP 필터 기능이 방화벽 보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네트워크 보안 ”을 참조하십시오.

암호화 및 방화벽 시스템

네트워크 외부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사용자는 패킷이 대상에 도달하기 전에 패킷을 가로
채고 임의의 데이터를 컨텐츠에 주입한 다음 패킷을 다시 원래 경로에 두어 패킷의 데이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패킷 스매싱이라고 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NW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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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영역 네트워크에서는 패킷이 서버를 포함한 모든 시스템에 동시에 도달하기 때문에 패
킷 스매싱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패킷 스매싱은 게이트웨이에서 가능하므로 네트워크의
모든 게이트웨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공격은 데이터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에는 패킷 컨텐
츠 변경 또는 사용자 가장이 포함됩니다.

다른 공격은 도청을 수반할 수 있지만 데이터 무결성을 침해하거나 사용자를 가장하지 않습
니다. 도청은 나중에 재생을 위해 대화를 녹음합니다. 도청 공격은 데이터 무결성을 공격하지
못하지만 개인 정보에 영향을 줍니다. 네트워크를 이동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개인 정보
를 포함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보안되지 않은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작업을 암호화하려면 “Oracle Solaris 11.2의 보안
셸 액세스 관리 ”의 1 장, “보안 셸 사용(작업)”을 참조하십시오.

■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인증하려면 “Oracle Solaris 11.2의
Kerberos 및 기타 인증 서비스 관리 ”의 2 장, “Kerberos 서비스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IP 데이터그램을 암호화하려면 “Oracle Solaris 11.2의 네트워크 보안 ”의 6 장, “IP
Security Architecture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보안 문제 보고

의심스런 중대한 엔터프라이즈 보안 침입이 발생할 경우 CERT/CC(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Coordination Center)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CERT/CC는 Carnegie
Mellon University의 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에 위치한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펀드 프로젝트입니다. 이 기관에서 보안 문제를 해
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관은 특정 요구에 더욱 알맞은 다른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최신 연락처 정보는 CERT/CC
(http://www.cert.org/contact_cert/)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MSSsshuser-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MSSsshuser-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MKAkintro-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MKAkintro-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NWSECipsecov-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NWSECipsecov-1
http://www.cert.org/contact_cert/
http://www.cert.org/contact_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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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Solaris 시스템 무결성 보호

허용되지 않은 커널 모듈, 트로이 응용 프로그램 및 시스템에 로드되는 기타 위협으로부터
Oracle Solaris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전
체적으로 시스템 무결성을 유지 관리하는 Oracle Solaris의 보안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확인된 부트 사용” [29]

■ “확인된 부트를 사용으로 설정” [31]

■ “Trusted Platform Module 정보” [35]

■ “Oracle Solaris 시스템에서 TPM 초기화” [36]

■ “TPM 문제 해결” [41]

확인된 부트 사용

Oracle Solaris의 확인된 부트는 시스템의 부트 프로세스를 보호합니다. 이 기능은 다음과 같
은 위협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 커널 모듈의 충돌

■ 적합한 커널 모듈로 가장한 악의적인 프로그램(예: 트로이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및 루트
킷)의 삽입 또는 대체

■ 허용되지 않은 타사 커널 모듈 설치

악의적인 프로그램은 Oracle Solaris의 동작을 변경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타사에 전달할 수
도 있습니다. 타사 모듈이 일반적으로 악의적이지 않지만 사이트 변경 사항을 제어하는 정책
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용되지 않은 이러한 모듈의 설치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필
요도 있습니다.

확인된 부트 및 ELF 서명

Oracle Solaris에서 부트 확인은 elfsign 서명 또는 키를 통해 수행됩니다. 출하 시 Oracle
Solaris 커널 모듈은 이러한 키로 서명됩니다. 해당 파일 형식으로 인해 이 모듈은 ELF 객체



확인된 부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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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도 합니다. 객체 파일에서 선택한 ELF 레코드의 SHA-1 또는 SHA-256 체크섬을 사용하
여 서명이 생성됩니다. SHA-1 또는 SHA-256 체크섬은 RSA-2048 개인 및 공개 키 쌍으로
서명되었습니다. 개인 키는 배포되지 않지만 공개 키는 /etc/certs로 배포됩니다.

모든 키가 Oracle Solaris의 부트 전에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인 시스템의 사전 부
트 환경에 저장됩니다. 펌웨어는 platform/.../unix를 로드하고 부트합니다.

사전 부트 환경은 각 시스템의 범주에 따라 다릅니다. 각 범주에 대해 지원되는 사전 부트 환
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SPARC 시스템 및 x86 시스템 - 이러한 시스템에는 파일 시스템 외부에 저장 기능이
없으므로 부트 확인에 대한 구성 설정은 파일 시스템 자체에 저장됩니다. 특히 구성 정보
는 /etc/system에 저장됩니다. 키는 루트 파일 시스템 및 부트 아카이브의 /etc/certs/
*SE에 저장됩니다.

■ Oracle ILOM(Integrated Lights Out Manager)에서 확인된 부트 지원이 있는 SPARC
시스템 - 키와 구성 설정이 Oracle ILOM에 저장됩니다.

Oracle ILOM이 운영 체제의 파일 시스템 외부에 있으므로 확인된 부트 구성이 관리자
(루트) 권한을 포함하여 운영 체제의 사용자별 변조로부터 보호됩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이 범주에서 확인된 부트는 더욱 안전합니다.

Oracle ILOM에 대한 액세스가 확인된 부트 구성에 대해 무단 변경을 안전하게 막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Oracle ILOM 보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oracle.com/
goto/ILOM/docs에 있는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SPARC M5 시리즈, SPARC M6 시리즈 및 SPARC T5 시리즈 - 구성 설정이 시스템의
Oracle ILOM에 저장됩니다. SPARC 펌웨어는 구성 정보를 Oracle Solaris로 보냅니다.

시스템 부트 중 확인 시퀀스

확인된 부트는 Oracle Solaris 커널 모듈의 elfsign 서명 확인을 자동화합니다. 확인된 부트
를 사용하여 관리자는 시스템을 부트 프로세스가 완료되도록 재설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
는 부트 프로세스에서 검증 가능한 트러스트 체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스템 부트 중 부트 프로세스에서 시작된 각 코드 블록은 로드해야 하는 다음 블록을 확인합
니다. 마지막 커널 모듈이 로드될 때까지 확인 및 로딩 시퀀스가 계속됩니다.

이후에 전원 주기가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경우 새 확인 시퀀스가 시작됩니다. 관리자는 확인
된 부트를 구성하여 확인 실패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SPARC 시스템에서 Oracle Solaris의 부트 플로우를 고려합니다.

Firmware -> Bootblock -> /platform/.../unix -> genunix -> other kernel modules

SPARC 펌웨어는 출하 시 설치되어 있습니다. 펌웨어의 디지털 서명은 fwupdate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업데이트될 수도 있습니다. 펌웨어는 초기 Oracle Solaris 모듈인 Oracle Solaris /
platform/.../unix 모듈을 확인한 다음 로드합니다. 이후 모듈의 일부인 Oracle Solaris 커
널 런타임 로더 krtld는 일반 UNIX(genunix) 모듈 및 후속 모듈을 확인하고 로드합니다.

http://www.oracle.com/goto/ILOM/docs
http://www.oracle.com/goto/ILOM/d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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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부트에 대한 정책

다음 두 정책이 확인된 부트를 관리합니다.

■ 부트 정책이 UNIX 및 genunix 모듈의 확인을 조정합니다. 이러한 모듈은 부트 프로세스
중 첫번째로 로드됩니다.

■ 모듈 정책이 genunix 모듈 이후 로드할 기타 커널 모듈 확인을 조정합니다.

기존 SPARC 시스템 및 x86 시스템에서 해당 정책은 /etc/system 파일의 boot_policy 및
module_policy 변수에 정의됩니다. Oracle ILOM 확인된 부트 지원이 있는 SPARC 시스
템에서 boot_policy 및 module_policy는 x가 물리적 도메인(PDomain) 번호인 /HOSTx/
verified_boot에서 Oracle ILOM의 등록 정보입니다.

변수 또는 등록 정보 모두 다음 값 중 하나 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none - 부트 확인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boot_policy 및 module_policy 모두
구성되지 않으므로 확인된 부트가 사용 안함으로 설정됩니다.

■ warning - 모듈이 로드되기 전에 각 커널 모듈의 elfsign 서명이 확인됩니다. 모듈에서
확인을 실패할 경우 해당 모듈은 계속 로드됩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시스템 콘솔에 기
록되거나 가능한 경우 시스템 로그에 기록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로그는 /var/adm/
messages입니다.

■ enforce - 모듈이 로드되기 전에 각 커널 모듈의 elfsign 서명이 확인됩니다. 모듈에서
확인을 실패할 경우 해당 모듈은 로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시스템 콘솔에 기
록되거나 가능한 경우 시스템 로그에 기록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로그는 /var/adm/
messages입니다.

정책 구성 이외에 시스템에서 elfsign X.509 공개 키 인증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듈
과 유사하게 변수를 사용하거나 Oracle ILOM 등록 정보를 정의하여 인증서를 지정합니다.

확인된 부트를 지원하는 Oracle ILOM이 있는 시스템에서 사전 설치된 확인된 부트 인증서
파일(/etc/certs/ORCLS11SE)은 Oracle ILOM의 일부로 제공됩니다. 기존 SPARC 시스템 및
x86 시스템에서 인증서는 Oracle Solaris 파일 /etc/certs/ORCLS11SE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해당 인증서에는 ELF 객체에서 elfsign 서명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RSA 공개 키가 포함되
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제공한 인증서를 설치하여 /etc/certs/ORCLS11SE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증서는 각 개별 PDomain에서 로드되고 관리됩니다.

확인된 부트를 사용으로 설정

기본적으로 확인된 부트는 시스템에서 사용 안함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
으로 설정하는 절차는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기능을 사용으로 설정하려면 시스템에 적용
되는 이 절의 절차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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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C: Oracle ILOM 확인된 부트 지원이 포함된
SPARC 시스템에서 확인된 부트를 사용으로 설정하는 방
법

Oracle ILOM 확인된 부트 지원이 포함된 SPARC 시스템의 경우 확인된 부트 등록 정보는
HOST0, HOST1 등과 같이 x가 PDomain 번호인 /HOSTx/verified_boot에 있습니다.

참고 - 일부 SPARC 시스템에는 물리적 도메인(/HOST)만 있으며 다른 시스템에는 여러 물리적
도메인이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여러 물리적 도메인을 사용하고 /HOSTx 같은 물리적 도메
인을 참조한다고 가정합니다. 시스템과 관련된 보안 기능은 시스템의 보안 설명서를 참조하
십시오.

1. (옵션) 시스템이 확인된 부트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show /HOSTx/verified_boot
show: Invalid target /HOST/verified_boot

fwupdate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Oracle ILOM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2. 관리자로서 Oracle ILOM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합니다.

% ssh root@ilom

ilom은 Oracle ILOM 서비스 프로세서 IP 주소 또는 섀시 모니터링 모듈 IP 주소입니다.

3. 확인된 부트 등록 정보를 구성합니다.

--> set /HOSTx/verified_boot/boot_policy=warning
--> set /HOSTx/verified_boot/module_policy=warning

참고 - 각 등록 정보에 대해 warning 또는 enforce를 지정합니다. 등록 정보에는 다양한
구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구성에 대한 설명은 “확인된 부트에 대한 정
책” [31]을 참조하십시오.

부트 정책이 enforce로 구성되고 UNIX 또는 genunix 모듈의 불일치가 감지된 경우 시스템은
부트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스템은 OBP(OpenBoot PROM)로 복원합니다.

4. 시스템에서 제공된 인증서 대신 사용할 인증서를 지정합니다.

--> load /HOSTx/verified_boot/cert -source ftp-location

ftp-location은 인증서에 저장된 FTP 서버 및 파일 이름을 나타냅니다. ftp-location은 URL 형
식 ftp://server/filename이어야 합니다.

5. (옵션) 확인된 부트 구성을 표시합니다.

--> show /HOSTx/verified_b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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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0

Properties:

boot_policy = warning

module_policy = warning

cert = ftp://server/filename

기존 SPARC 시스템 및 x86 시스템에서 확인된 부트를 사
용으로 설정하는 방법

시스템의 로컬 파일 시스템 외부에 부트 확인 구성을 저장할 수단이 없는 경우 이 절차를 사
용합니다.

이 유형의 시스템에서 부트 확인을 사용으로 설정할 경우 다음 보안 고려 사항을 유의하십시
오.

■ 구성 정보는 로컬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므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권한 있는 사용자는 구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정책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부트 확인 자체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임의의 elfsign 서명자가 객체 모듈을 서명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추가 키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1. /etc/system 파일을 편집합니다.

a.   boot_policy 및 module_policy 변수를 추가하고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etc/system에서 다음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굵게 표시됨).

* Verified Boot settings: 1=none (default), 2=warning, 3=enforce

set boot_policy=2

set module_policy=2

원하는 구성에 해당하는 번호를 각 변수에 지정합니다. 변수에는 다양한 구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구성에 대한 설명은 “확인된 부트에 대한 정책” [31]을 참
조하십시오.

부트 정책이 enforce로 구성되고 UNIX 또는 genunix 모듈의 불일치가 감지된 경우 시
스템은 부트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스템은 OBP(OpenBoot PROM)로 복원합니다.

b.   elfsign X.509 키 인증서를 하나 이상 verified_boot_certs 변수에 지정합니다.

set verified_boot_certs="/etc/certs/THIRDPARTYSE"

THIRDPARTY는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서 파일의 이름입니다.

2. 부트 아카이브에서 /etc/system 파일을 업데이트합니다.

# bootadm update-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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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옵션) 확인된 부트 구성을 확인합니다.

a.   아카이브를 마운트합니다.

■ SPARC 시스템의 경우

# mount -r -F hsfs /platform/sun4v/boot_archive /mnt

■ x86 시스템의 경우

# mount -r -F hsfs /platform/x86-type/boot_archive /mnt

x86-type은 i86pc 또는 amd64입니다.

b.   확인된 부트 구성 및 elfsign 키를 표시합니다.

# gzcat /mnt/etc/system | egrep ‘verified|policy‘

# ls -l /etc/certs

Oracle ILOM 확인된 부트 지원이 포함된 시스템에서 인
증서를 관리하는 방법

이 절차에서는 시스템의 확인된 부트 인증서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사전 설치된 인증서를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서로 대체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 load /HOSTx/verified_boot/cert -source ftp://server/filename

2. 현재 인증서의 복사본을 사용자가 제공한 소스에 저장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 dump /HOSTx/verified_boot/cert -dest ftp://server/filename

3. 사용자가 설치한 인증서를 제거하고 시스템의 사전 설치된 인증서로 복원하려면 다음을 입력
합니다.

--> reset /HOSTx/verified_boot/cert

elfsign 서명을 수동으로 확인하는 방법

확인된 부트는 부트 프로세스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자동 방식입니다. 그러나 커널 모듈의 서명을 여전히 수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lfsign 명령 구문을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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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fsign verify -v kernel_module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elfsign verify -v /kernel/misc/sparcv9/cardbus
elfsign: verification of /kernel/misc/sparcv9/cardbus passed.

format: rsa_sha1.

signer: O=Oracle Corporation, OU=Corporate Object Signing, \

               OU=Solaris Signed Execution, CN=Solaris 11

Trusted Platform Module 정보

Trusted Platform Module(TPM)은 시스템에 국한된 암호화된 구성 정보가 저장되는 구현
뿐만 아니라 장치를 나타냅니다. 해당 정보는 시스템 부트 중 측정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측정
단위로 사용됩니다. Oracle Solaris는 TPM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암호화 키를 저장합니다.

다음 구성 요소는 Oracle Solaris에서 TPM을 구현합니다.

■ TPM 장치 드라이버는 TPM 장치와 통신합니다.

■ TCG(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 그룹) 소프트웨어 스택 또는 TSS는 tcsd 데몬을 통해 TPM
장치와 통신하는 통신 채널로 작동합니다.

■ PKCS #11 라이브러리는 하드웨어 토큰 또는 TPM을 사용하는 공급자를 구현하여 키를
생성하고 민감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해당 공급자는 모든 개인 데이터 객체를 TPM 장치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키로 암호화하여 보호합니다. PKCS #11 라이브러리는 RSA
Security Inc.의 PKCS #11 Cryptoki(암호화 토큰 인터페이스) 표준을 따릅니다.

■ tpmadm 명령이 부트 프로세스 확인에 대한 TPM 관련 측면을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tpmadm(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플랫폼 소유자는 권한이 부여된 작업을 허가하는 데 사용되는 소유자 암호를 설정하여 TPM
을 초기화해야 합니다. TPM 소유자라고도 하는 플랫폼 소유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에서 전
통적인 수퍼 유저와 다릅니다.

■ TPM 기능에 액세스하려면 프로세스 권한이 무관해야 합니다. 권한이 부여된 작업에는
호출 프로세스의 권한 레벨에 관계없이 소유자 암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 TPM 소유자는 TPM 키로 보호되는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소
유자는 TPM을 다시 초기화하여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
자는 다른 사용자가 소유한 TPM 키로 암호화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이 설명서에 기술된 기타 조치와 함께 Trusted Platform Module은 사용자 또는 응용 프로
그램의 허용되지 않은 액세스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tpmadm-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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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Solaris 시스템에서 TPM 초기화

이 절에서는 Oracle Solaris 시스템에서 TPM을 초기화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해당
절차는 SPARC 및 x86 시스템 간에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TPM을 초기화하려면 특정 필수
조건이 두 가지 플랫폼에 공통이어야 합니다.

■ TPM 장치 /dev/tpm은 시스템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TPM은 TCG 신뢰된 플랫폼 모듈 사양 버전 1.2(ISO/IEC 11889-1:2009라고도 함)
를 사용 중이어야 합니다. http://www.trustedcomputinggroup.org/resources/
tpm_main_specification에 게시된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 다음 Oracle Solaris TPM 패키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신뢰된 플랫폼 모듈 드라이버(driver/crypto/TPM)

■ TrouSerS TCG 소프트웨어(library/security/trousers)

이러한 패키지를 설치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 pkg install driver/crypto/tpm

# pkg install library/security/trousers

TPM 장치가 운영 체제에서 인식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Oracle Solaris에서 설치된 TPM 장치를 인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이 절차를 사용하십
시오. 이 절차는 SPARC 및 x86 시스템에 모두 적용됩니다.

터미널 창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 prtconf -v |grep tpm

TPM 장치가 인식되는 경우 해당 명령은 다음과 유사한 출력을 생성합니다.

# prtconf -v |grep tpm
tpm, instance #0

dev_path=/pci@0,0/isa@lf/tpm@0,fed40000:tpm

dev_link=/dev/tpm

출력이 생성되지 않는 경우 장치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장치를 사용으로 설
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의 플랫폼에 따라 Oracle ILOM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TPM을 초기화하는 방법 [37] 또는 BIOS를 사용하여 TPM을 초기화하는 방
법 [38]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trustedcomputinggroup.org/resources/tpm_main_specification
http://www.trustedcomputinggroup.org/resources/tpm_main_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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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또한 ls 명령을 사용하여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출력에는
prtconf 구문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적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ls -l /dev/tpm
lrwxrwxrwx  1 root root  44 May 22 2012 /dev/tpm ->

../devices/pci@0,0/isa@lf/tpm@0,fed40000:tpm

SPARC: Oracle ILOM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TPM을 초
기화하는 방법

SPARC 시스템에서 TPM을 초기화하려면 시스템의 Oracle ILOM 및 Oracle Solaris 인터페
이스를 모두 사용합니다.

1. Oracle ILOM 프롬프트에서 시스템 전력을 끕니다.

-> stop -f/SYS

2. TPM을 활성화합니다.

SPARC 시스템에 따라 다음 명령 세트 중 하나로 TPM을 활성화합니다.

■ SPARC M5 시리즈 서버 및 SPARC T5 시리즈 서버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 set /HOST/tpm mode=activated

■ SPARC M5-32 시리즈 서버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 set /HOST#/tpm mode=activated

#은 인스턴스 번호(예: HOST0/tpm)입니다.

■ SPARC T4 서버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 set /HOST/tpm enable=true activate=true

-> show /HOST/tpm

3. Oracle Solaris 프롬프트에서 TPM을 초기화합니다.

TPM을 초기화하면 TPM 소유자가 되며 소유자 PIN이라고도 하는 소유자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 tpmadm init
TPM Owner PIN:

Confirm TPM Owner PIN

4. TPM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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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madm status
TPM Version: 1.2 (ATML Rev: 13.9, SpecLevel: 2, ErrataRev: 1)

TPM resources

Contexts: 16/16 available

Sessions: 2/3 available

Auth Sessions: 2/3 available

Loaded Keys: 18/21 available

Platform Configuration Registers (24)

PCR 0: E1 EE 40 D8 66 28 A9 08 B6 22 8E AF DC 3C BC 23 71 15 49 31

PCR 1: 5B 93 BB A0 A6 64 A7 10 52 59 4A 70 95 B2 07 75 77 03 45 0B

PCR 2: 5B 93 BB A0 A6 64 A7 10 52 59 4A 70 95 B2 07 75 77 03 45 0B

PCR 3: 5B 93 BB A0 A6 64 A7 10 52 59 4A 70 95 B2 07 75 77 03 45 0B

PCR 4: AF 98 77 B8 72 82 94 7D BE 09 25 10 2E 60 F9 60 80 1E E6 7C

PCR 5: E1 AA 8C DF 53 A4 23 BF DB 2F 4F 0F F2 90 A5 45 21 D8 BF 27

PCR 6: 5B 93 BB A0 A6 64 A7 10 52 59 4A 70 95 B2 07 75 77 03 45 0B

PCR 7: 5B 93 BB A0 A6 64 A7 10 52 59 4A 70 95 B2 07 75 77 03 45 0B

PCR 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PCR 9: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PCR 1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PCR 1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PCR 1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PCR 1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PCR 1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PCR 1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PCR 1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PCR 17: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PCR 18: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PCR 19: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PCR 20: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PCR 21: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PCR 22: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PCR 2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5. (옵션) TPM 암호화 공급자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참고 - TPM 암호화 공급자는 Oracle Solaris보다 느립니다. TPM으로 암호화 작업을 수행하
려고 할 경우에만 이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cryptoadm install provider='/usr/lib/security/$ISA/pkcs11_tpm.so'

# cryptoadm list -mv provider='/usr/lib/security/$ISA/pkcs11_tpm.so'

x86: BIOS를 사용하여 TPM을 초기화하는 방법

Oracle Solaris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초기화하기 전에 x86 시스템에서 시스템 BIOS의 단계
를 수행합니다.

1. Oracle Solaris 프롬프트에서 시스템을 재부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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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boot -p

2. 시스템이 부트되는 중 F2 키를 눌러 BIOS 메뉴에 액세스합니다.

3. BIOS 메뉴 옵션을 사용하여 TPM을 구성합니다.

a.   Advanced → Trusted Computing으로 이동합니다.

b.   다음 메뉴 항목의 값을 지정하여 TPM을 설정합니다.

TCG/TPM Support [Yes]

Execute TPM Command [Enabled]

c.   Esc 키를 눌러 BIOS 메뉴를 종료합니다.

d.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 및 Exit(종료)을 선택합니다.

e.   부트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하려면 OK(확인)를 선택합니다.

4. 부트 프로세스를 완료한 후 tcsd 데몬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 svcadm enable -s svc:/application/security/tcsd

5. TPM을 초기화합니다.

TPM을 초기화하면 TPM 소유자가 되며 소유자 암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 tpmadm init
TPM Owner PIN:

Confirm TPM Owner PIN

6. TPM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 tpmadm status
TPM Version: 1.2 (ATML Rev: 13.9, SpecLevel: 2, ErrataRev: 1)

TPM resources

Contexts: 16/16 available

Sessions: 2/3 available

Auth Sessions: 2/3 available

Loaded Keys: 18/21 available

Platform Configuration Registers (24)

PCR 0: E1 EE 40 D8 66 28 A9 08 B6 22 8E AF DC 3C BC 23 71 15 49 31

PCR 1: 5B 93 BB A0 A6 64 A7 10 52 59 4A 70 95 B2 07 75 77 03 45 0B

PCR 2: 5B 93 BB A0 A6 64 A7 10 52 59 4A 70 95 B2 07 75 77 03 45 0B

PCR 3: 5B 93 BB A0 A6 64 A7 10 52 59 4A 70 95 B2 07 75 77 03 45 0B

PCR 4: AF 98 77 B8 72 82 94 7D BE 09 25 10 2E 60 F9 60 80 1E E6 7C

PCR 5: E1 AA 8C DF 53 A4 23 BF DB 2F 4F 0F F2 90 A5 45 21 D8 BF 27

PCR 6: 5B 93 BB A0 A6 64 A7 10 52 59 4A 70 95 B2 07 75 77 03 45 0B

PCR 7: 5B 93 BB A0 A6 64 A7 10 52 59 4A 70 95 B2 07 75 77 03 45 0B

PCR 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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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9: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PCR 1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PCR 1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PCR 1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PCR 1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PCR 1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PCR 1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PCR 1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PCR 17: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PCR 18: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PCR 19: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PCR 20: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PCR 21: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PCR 22: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FF

PCR 2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7. (옵션) TPM 암호화 공급자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참고 - TPM 암호화 공급자는 Oracle Solaris보다 느립니다. 따라서 TPM으로 암호화 작업을
수행하려고 할 경우에만 이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cryptoadm install provider='/usr/lib/security/$ISA/pkcs11_tpm.so'

# cryptoadm list -mv provider='/usr/lib/security/$ISA/pkcs11_tpm.so'

TPM을 보안 키 저장소로 사용할 PKCS #11 소비자를 사
용으로 설정하는 방법

시작하기 전에 이 절차를 수행하려면 시스템에 TPM을 설치하고 사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tcsd 데몬도 실
행 중인지 확인하십시오.

1. TPM 장치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ls -alF /dev/tpm
lrwxrwxrwx 1 root 39 Dec 27 2011 /dev/tpm -> ../devices/pci@0,0/isa@1/tpm@1,1670:tpm

2. tcsd 데몬을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 svcadm enable tcsd

3. 개인 TPM으로 보호된 토큰 저장소를 초기화합니다.

$ pktool inittoken currlabel=TPM

참고 - 모든 개별 사용자는 이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4. 보안 관리자에 대한 토큰 PIN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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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ktool setpin token=tmp/TPM so

5. 사용자의 PIN을 설정합니다.

$ pktool setpin token=tmp/TPM

6. 토큰이 초기화되었을 때 사용된 토큰 이름을 지정하여 TPM 장치를 사용하는 키 및 인증서를
생성합니다.

$ pktool gencert token=tpm/TPM -i

$ pktool list token=tpm/TPM

libpkcs11에서 이미 암호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기존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세션에 대해
TPM 토큰 장치를 선택하여 해당 작업에 TPM 토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2-1 TPM을 사용할 PKCS #11 소비자를 사용으로 설정하기

이 예에서 TPM 토큰에는 먼저 새 이름이 지정됩니다. 그러면 해당 토큰의 모든 후속 작업이
새 이름을 참조합니다.

$ pktool inittoken currlable=TPM newlabel=JohnDoeTPM

$ pktool setpin token=tmp/JohnDoeTPM so

$ pktool gencert token=tpm/JohnDoeTPM -i

$ pktool list token=tpm/JohnDoeTPM

TPM 문제 해결

이 절에 설명된 명령을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TPM을 사용하고 TPM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운영 구성 요소를 모니터합니다.

■ tcsd 데몬이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 svcs tcsd

STATE      STIME      FMRI

online     Nov_07     svc:/application/security/tcsd:default

■ TPM 장치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ls -alF /dev/tpm

lrwxrwxrwx 1 root 39 Dec 27 2011 /dev/tpm -> ../devices/pci@0,0/isa@1/tpm@1,1670:tpm

■ TSS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pkg info trousers

Name: library/security/trousers

Summary: TrouSerS TCG software to access a TPM device

Description: The TrouSerS library provides a software stack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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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ed Computer Group (TCG) that accesses a Trusted Platform Module

(TPM) hardware device.

Category: System/Security

State: Installed

Publisher: solaris

Version: 0.3.6

Build Release: 5.11

Branch: 0.175.1.0.0.24.0

Packaging Date: September 4, 2012 05:28:21 PM

Size: 3.65 MB

FMRI: pkg://solaris/library/security/

trousers@0.3.6,5.11-0.175.1.0.0.24.0:20120904T1728212

■ 앞서 TPM이 다시 초기화된 후 요구 사항에서 TPM을 지웁니다.

■ Oracle Solaris 프롬프트에서 다음을 입력합니다.

 # tpmadm clear owner

■ Oracle ILOM 프롬프트에서 다음을 입력합니다.

-> stop /SYS

-> set /HOST/tpm forceclear=true

-> start /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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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제어

이 장에서는 Oracle Solaris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를 제어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
합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로그인 및 암호 보안” [43]

■ “기본 암호 암호화 알고리즘 변경” [46]

■ “root 액세스 모니터 및 제한” [49]

■ “시스템 하드웨어에 대한 액세스 제어” [52]

시스템 보안에 대한 개요 정보는 1장. 시스템 보안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로그인 및 암호 보안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보호하기 위해 원격 로그인을 제한하고, 사용자에게 암호를 가지도
록 요구하고, root 계정이 복잡한 암호를 가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액세스를 관리하
기 위해 사용자에게 보안 메시지를 표시하고, 실패한 액세스 시도를 모니터하고, 로그인을 일
시적으로 사용 안함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작업 맵에서는 사용자 로그인을 모니터하고 사용자 로그인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표 3-1 로그인 및 암호 보안 작업 맵

작업
설명 지침

로그인 시 사용자에
게 사이트 보안을 알
려줍니다.

사이트 보안 정보와 함께 로그인 화면에 텍
스트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Oracle Solaris 11 보안 지침 ”의 “배너 파
일에 보안 메시지를 배치하는 방법”

“Oracle Solaris 11 보안 지침 ”의 “데스크
탑 로그인 화면에 보안 메시지를 배치하는
방법”

   

사용자의 로그인 상
태를 표시합니다.

사용자의 로그인 계정에 대한 포괄적인 정
보(예: 전체 이름 및 암호 에이징 정보)를 나
열합니다.

사용자의 로그인 상태를 표시하는 방
법 [44]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YSADV7security-msg-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YSADV7security-msg-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YSADV7login-msg-2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YSADV7login-msg-2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YSADV7login-ms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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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설명 지침

암호가 없는 사용자
를 찾습니다.

계정에 암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용자만 찾
습니다.

암호가 없는 사용자 표시 방법 [45]

일시적으로 로그인
을 사용 안함으로 설
정합니다.

시스템 종료 또는 일반적인 유지 관리의 일
부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로그인을 거부
합니다.

일시적으로 사용자 로그인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는 방법 [45]

사용자의 로그인 상태를 표시하는 방법

시작하기 전에 logins 명령을 사용하려면 User Management 또는 User Security 권한 프로파일이 지정
된 관리자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root 역할에는 이 권한 부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용”을 참조하십시
오.

logins 명령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로그인 상태를 표시합니다.

# logins -x -l username

-x 확장된 일련의 로그인 상태 정보를 표시합니다.

-l username 지정된 사용자에 대한 로그인 상태를 표시합니다. 변수 username은
사용자의 로그인 이름입니다. 여러 로그인 이름은 쉼표로 구분됩니다.

logins 명령은 적절한 암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로그인 상태를 가져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로컬 /etc/passwd 파일 또는 이름 지정 서비스용 암호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ogins(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예   3-1 사용자의 로그인 상태 표시

다음 예에서는 사용자 jdoe에 대한 로그인 상태가 표시됩니다.

# logins -x -l jdoe
jdoe       500     staff           10   Jaylee Jaye Doe

/home/jdoe

/bin/bash

PS 010103 10 7 -1

jdoe 사용자의 로그인 이름을 식별합니다.

500 사용자 ID(UID)를 식별합니다.

staff 사용자의 기본 그룹을 식별합니다.

10 그룹 ID(GID)를 식별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logins-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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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lee Jaye Doe 주석을 식별합니다.

/home/jdoe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를 식별합니다.

/bin/bash 로그인 셸을 식별합니다.

PS 010170 10 7

-1
다음과 같은 암호 에이징 정보를 지정합니다.

■ 마지막으로 암호가 변경된 날짜

■ 다음 번 변경까지 필요한 기간(일)

■ 변경이 필요하기까지 남은 기간(일)

■ 경고 기간

암호가 없는 사용자 표시 방법

시작하기 전에 logins 명령을 사용하려면 User Management 또는 User Security 권한 프로파일이 지정
된 관리자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root 역할에는 이 권한 부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용”을 참조하십시
오.

logins 명령을 사용하여 암호가 없는 사용자를 모두 표시합니다.

# logins -p

-p 옵션은 암호가 없는 사용자 목록을 표시합니다. logins 명령은 분산된 이름 지정 서비스가
system/name-service/switch 서비스의 password 등록 정보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로컬 시
스템에서 passwd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예   3-2 암호가 없는 계정 표시

다음 예에서 사용자 pmorph 및 역할 roletop은 암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logins -p
pmorph          501     other           1       Polly Morph

roletop         211     admin           1       Role Top

# 

일시적으로 사용자 로그인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는 방
법

시스템 종료 또는 일반적인 유지 관리 중 일시적으로 사용자 로그인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합
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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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이 절차는 모든 사용자자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 절차로 생성된 /etc/
nologin 파일이 있어도 다음 사용자는 시스템에 계속해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수퍼 유저

■ root 역할이 지정된 사용자

■ solaris.system.maintenance 권한 부여가 지정된 사용자

자세한 내용은 nologin(4)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solaris.admin.edit/etc/nologin 권한 부여가 지정된 관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
로 root 역할에는 이 권한 부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1. 텍스트 편집기에서 /etc/nologin 파일을 만듭니다.

# pfedit /etc/nologin

solaris.admin.edit/etc/nologin 권한 부여 사용 예는 예 3-3. “사용자 로그인을 사용 안함
으로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2. 시스템 가용성에 대한 메시지를 포함합니다.

3. 파일을 닫은 후 저장합니다.

예   3-3 사용자 로그인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

이 예에서 사용자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알림을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이 부
여됩니다.

% pfedit /etc/nologin
***No logins permitted.***

***The system will be unavailable until 12 noon.***

기본 암호 암호화 알고리즘 변경

암호 암호화에 대해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하려면 /etc/security/policy.conf 파일을 편집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 암호는 crypt_sha256 알고리즘으로 보안 처리됩니다. 해당 알고
리즘은 파일에서 CRYPT_DEFAULT 매개변수에 지정된 식별자 5로 표시됩니다. 다른 알고리즘
으로 전환하려면 다른 식별자를 지정하십시오. 암호 암호화 알고리즘 및 해당 식별자의 목록
은 표 1-1. “암호 암호화 알고리즘”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4nologin-4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암호 보안 처리 알고리즘 지정 방법

3장.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제어 47

참고 - 가능하면 FIPS 승인 알고리즘을 사용하십시오. FIPS 승인 알고리즘과 비승인 알고
리즘 목록은 “Using a FIPS 140 Enabled System in Oracle Solaris 11.2 ”의 “FIPS 140
Algorithm Lists and Certificate References for Oracle Solaris Systems”를 참조하십시
오.

새 알고리즘은 새 사용자를 위한 암호 암호화에만 적용됩니다. 기존 사용자의 경우 이전
알고리즘이 unix가 아닌 CRYPT_ALGORITHMS_ALLOW 매개변수에 정의되어 있으면 이 알고
리즘은 작동됩니다. 이 경우 암호화가 구현되는 방법을 보려면 “policy.conf 파일의 알고
리즘 구성” [13]을 참조하십시오. 기존 사용자를 새 암호 암호화 알고리즘에 포함하려면
CRYPT_ALGORITHMS_ALLOW 매개변수로부터 이전 알고리즘도 제거합니다.

알고리즘 선택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olicy.conf(4)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암호 보안 처리 알고리즘 지정 방법

시작하기 전에 root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1. /etc/security/polic.conf 파일에서 선택한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한 식별자를
CRYPT_DEFAULT 변수의 값으로 지정합니다.

2. (옵션) 파일에서 선택한 내용을 설명할 주석을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cat  /etc/security/policy.conf
…

# Sets the SHA256 (5) algorithm as default.

# SHA256 supports 255-character passwords.

# Passwords previously encrypted with MD5 (1) will be encrypted

# with SHA256 (5) when users change their passwords.
#CRYPT_DEFAULT=1

CRYPT_DEFAULT=5

이 예에서 CRYPT_DEFAULT의 새 값은 5이고, SHA256 알고리즘 SHA256을 가리킵니다. SHA
는 Secure Hash Algorithm(보안 해시 알고리즘)의 약어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SHA-2 계열
에 속합니다. SHA256은 255자 암호를 지원합니다.

3. (옵션) 이전 알고리즘을 CRYPT_ALGORITHM_ALLOWED에서 제거하여 새 알고리즘을 기존 사용자
에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SHA256 알고리즘이 기존 사용자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면
CRYPT_ALGORITHM_ALLOWED에서 MD5를 가리키는 이전 식별자 1을 제외해야 합니다.

참고 - 더불어, FIPS 140 보안을 승격하려면 항목에서 Blowfish 알고리즘(2a)을 제외하십시
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OSFIPfips-ref-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OSFIPfips-ref-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4policy.conf-4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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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_ALGORITHMS_ALLOW=5,6

예   3-4 이기종 환경에서의 암호 보안 처리 알고리즘 제약

이 예에서는 BSD 및 Linux 시스템이 포함된 네트워크에서 관리자가 암호를 모든 시스템
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구성합니다. 일부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SHA512 암호화
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관리자가 허용되는 알고리즘 목록에 해당 식별자를 포함시키지 않
습니다. 관리자는 SHA256 알고리즘 5를 CRYPT_DEFAULT 변수에 대한 값으로 유지합니다.
CRYPT_ALGORITHMS_ALLOW 변수에는 BSD 및 Linux 시스템과 호환되는 MD5 식별자와 BSD
시스템과 호환되는 Blowfish 식별자가 포함됩니다. 5는 CRYPT_DEFAULT 알고리즘이므로
CRYPT_ALGORITHMS_ALLOW 목록에 나열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유지 관리를 위해 관리자
는 CRYPT_ALGORITHMS_ALLOW 목록에 5를 배치하고 CRYPT_ALGORITHMS_DEPRECATE 목록에 사
용되지 않은 식별자를 배치합니다.

CRYPT_ALGORITHMS_ALLOW=1,2a,5

#CRYPT_ALGORITHMS_DEPRECATE=__unix__,md5,6

CRYPT_DEFAULT=5

NIS 도메인에 대한 새 암호 알고리즘 지정 방법

NIS 도메인의 사용자가 암호를 변경하면 NIS 클라이언트는 /etc/security/policy.conf 파
일에서 로컬 알고리즘 구성을 확인합니다. NIS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암호를 보안 처리합니
다.

시작하기 전에 root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1. NIS 클라이언트의 /etc/security/policy.conf 파일에서 암호 암호화 알고리즘을 지정합니
다.

2. 수정된 /etc/security/policy.conf 파일을 NIS 도메인의 모든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복사합
니다.

3.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된 /etc/security/policy.conf 파일을 NIS 루트 서버 및 슬레
이브 서버에 복사합니다.

LDAP 도메인에 대한 새 암호 알고리즘 지정 방법

LDAP 클라이언트가 제대로 구성되면 LDAP 클라이언트는 새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LDAP 클라이언트의 작동 방식은 NIS 클라이언트의 작동 방식과 동일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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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root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1. LDAP 클라이언트의 /etc/security/policy.conf 파일에서 암호 암호화 알고리즘을 지정합
니다.

2. 수정된 policy.conf 파일을 LDAP 도메인의 모든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복사합니다.

3. 클라이언트의 /etc/pam.conf 파일에 pam_ldap 모듈이 사용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pam_ldap.so.1이 포함된 항목 앞에 주석 기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server_policy 옵션
은 pam_authtok_store.so.1 모듈과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클라이언트의 pam.conf 파일에 있는 PAM 항목은 로컬 알고리즘 구성에 따라 암호가 보안
처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PAM 항목은 암호가 인증될 수 있도록 합니다.

LDAP 도메인의 사용자가 암호를 변경하면 LDAP 클라이언트는 /etc/security/
policy.conf 파일에서 로컬 알고리즘 구성을 확인합니다. LDAP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암호
를 보안 처리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crypt} 태그를 가진 보안 처리된 암호를 서버로
보냅니다. 서버에서는 태그를 통해 암호가 이미 보안 처리되었음을 확인하고, 암호를 그대로
저장합니다. 인증을 위해 클라이언트는 저장된 암호를 서버에서 검색합니다. 그런 다음 사용
자가 입력한 암호를 기반으로 클라이언트가 생성한 암호화된 버전과 저장된 암호를 비교합니
다.

참고 - LDAP 서버에서 암호 정책 제어를 사용하려면 pam.conf 파일의 pam_authtok_store 항
목과 함께 server_policy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그런 후 암호가 LDAP 서버에서 암호화됩
니다. 절차는 “Oracle Solaris 11.2의 이름 지정 및 디렉토리 서비스 작업: LDAP ”의 4 장,
“LDAP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Oracle Directory Server Enterprise Edition 설정”을 참조
하십시오.

root 액세스 모니터 및 제한

기본적으로 root 역할이 초기 사용자에게 지정되며 로컬 시스템에 직접 로그인하거나 모든
Oracle Solaris 시스템에 원격으로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su 명령을 사용 중인 사용자 모니터 방법

sulog 파일은 사용자에서 root로의 전환에 사용되는 su 시도뿐 아니라 사용자 전환(su) 명령
의 모든 사용을 나열합니다.

이 파일의 su 로깅은 /etc/default/su 파일의 다음 항목을 통해 기본으로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VLDPsundssetup-13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VLDPsundssetu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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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OG=/var/adm/sulog

시작하기 전에 root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정기적으로 /var/adm/sulog 파일의 내용을 모니터합니다.

# more /var/adm/sulog
SU 12/20 16:26 + pts/0 stacey-root

SU 12/21 10:59 + pts/0 stacey-root

SU 01/12 11:11 + pts/0 root-rimmer

SU 01/12 14:56 + pts/0 jdoe-root

SU 01/12 14:57 + pts/0 jdoe-root

항목에는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 명령이 입력된 날짜 및 시간

■ 시도 성공 여부. 플러스 기호(+)는 시도 성공을 나타냅니다. 마이너스 기호(-)는 시도 실
패를 나타냅니다.

■ 명령이 실행된 포트

■ 사용자 이름 및 전환된 ID의 이름

일반 오류 ???가 포함된 항목은 su 명령에 대한 제어 터미널을 식별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
로 데스크탑이 표시되기 전에 시스템에서 su 명령을 호출하면 ???가 SU 10/10 08:08 + ???
root-root에서처럼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데스크탑 세션을 시작한 후에는 ttynam 명령이 제
어 터미널의 값을 sulog: SU 10/10 10:10 + pts/3 jdoe-root에 반환합니다.

su 명령이 명령줄에서 호출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항목은 SU 10/10 10:20 + ??? root-
oracle과 유사하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Trusted Extensions 사용자가 GUI를 사용하여
oracle 역할로 전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root 로그인 제한 및 모니터 방법

이 방법은 root의 로컬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시도를 즉시 감지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root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1. /etc/default/login 파일에서 CONSOLE 항목을 확인합니다.

CONSOLE=/dev/console

기본적으로 콘솔 장치는 /dev/console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여 root가 콘
솔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root는 원격으로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2. root가 원격으로 로그인할 수 없는지 확인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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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시스템에서 root로 로그인해 봅니다.

mach2 % ssh -l root mach1
Password: <Type root password of mach1>
Password:

Password:

Permission denied (gssapi-keyex,gssapi-with-mic,publickey,keyboard-interactive).

기본 구성에서 root가 역할이고, 역할은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본 구성에서 ssh 프로
토콜이 root 사용자 로그인을 막습니다.

3. root로 로그인하려는 시도를 모니터합니다.

기본적으로 root로 로그인하려는 시도는 SYSLOG 유틸리티를 통해 콘솔에 인쇄됩니다.

a.   데스크탑에서 터미널 콘솔을 엽니다.

b.   다른 창에서는 su 명령을 사용하여 root로 로그인합니다.

% su -
Password: <Type root password>
#

메시지가 터미널 콘솔에 인쇄됩니다.

Sep 7 13:22:57 mach1 su: 'su root' succeeded for jdoe on /dev/pts/6

예   3-5 root 액세스 시도 기록

이 예에서는 root 시도가 SYSLOG를 통해 기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자가 /etc/
default/su 파일의 #CONSOLE=/dev/console 항목에서 주석을 제거하여 해당 시도를 기록하
고 있습니다.

# CONSOLE determines whether attempts to su to root should be logged

# to the named device

#

CONSOLE=/dev/console

사용자가 root로 로그인하려고 시도하면 터미널 콘솔에 해당 시도가 인쇄됩니다.

SU 09/07 16:38 + pts/8 jdoe-root

일반 오류 /etc/default/login 파일에 기본 CONSOLE 항목이 포함된 경우 원격 시스템에서 root가 되려
면 사용자가 먼저 자신의 사용자 이름을 사용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사용자 이름으로 로그
인한 후 su 명령을 사용하여 root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 Last login: Wed Sep 7 15:13:11 2011 from mach2와 비슷한 항목이 표시되면 시
스템이 원격 root 로그인을 허용하도록 구성된 것입니다. 원격 root 액세스를 방지하려면 /
etc/default/login 파일에서 #CONSOLE=/dev/console 항목을 CONSOLE=/dev/console로 변

경하십시오. ssh 프로토콜을 기본값으로 반환하는 방법을 찾으려면 sshd_config(4) 매뉴
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4sshd-confi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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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하드웨어에 대한 액세스 제어

하드웨어 설정에 액세스하려는 경우 암호를 제공하도록 하여 물리적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
습니다. 사용자가 중단 시퀀스를 통해 윈도우화 시스템을 종료하지 못하도록 하여 시스템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BIOS를 보호하려면 공급업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SPARC 하드웨어 액세스에 대한 암호 요구 방법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는 Device Security, Maintenance and Repair 또는 System Administrator 권한
프로파일이 지정된 관리자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
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1. 터미널 창에서 PROM 보안 모드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 eeprom security-mode=command

Changing PROM password:

New password: <Type password>
Retype new password: <Retype password> 

command 또는 full 값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eprom(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위 명령을 입력할 때 PROM 암호를 제공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을 경우 시스템에 이미
PROM 암호가 있는 것입니다.

2. (옵션) PROM 암호를 변경합니다.

주의 - PROM 암호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암호 없이는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eprom security-password= Press Return
Changing PROM password:

New password: <Type password>
Retype new password: <Retype password>

새 PROM 보안 모드 및 암호는 즉시 적용되지만, 다음 번 부트 시 통지될 수도 있습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eeprom-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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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중단 시퀀스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는 방법

참고 - 일부 서버 시스템에는 키 스위치가 있습니다. 키 스위치가 안전한 위치에서 설정된 경
우 스위치가 소프트웨어 키보드 중단 설정을 대체합니다. 따라서 다음 절차를 통해 변경한 내
용이 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solaris.admin.edit/etc/default/kbd 권한 부여가 지정된 관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본
적으로 root 역할에는 이 권한 부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
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1. KEYBOARD_ABORT의 값을 disable로 변경합니다.

/etc/default/kbd 파일의 enable 행을 주석 처리합니다. 그런 다음 disable 행을 추가합니
다.

# cat /etc/default/kbd
…

# KEYBOARD_ABORT affects the default behavior of the keyboard abort

# sequence, see kbd(1) for details.  The default value is "enable".

# The optional value is "disable".  Any other value is ignored.

…

#KEYBOARD_ABORT=enable

KEYBOARD_ABORT=disable

2. 키보드 기본값을 업데이트합니다.

# kbd -i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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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        4  장 

장치에 대한 액세스 제어

이 장에서는 장치 보호를 위한 단계별 지침을 참조 절과 함께 제공합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장치 정책 구성” [55]

■ “장치 할당 관리” [57]

■ “장치 할당” [62]

■ “장치 보호 참조” [66]

장치 보호에 대한 개요 정보는 “장치에 대한 액세스 제어” [15]를 참조하십시오.

장치 정책 구성

장치 정책은 시스템에 필수적인 장치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거나 금지합니다. 정책은 커널
에서 시행됩니다.

다음 작업 맵은 장치 정책에 관련된 장치 구성 절차를 가리킵니다.

표 4-1 장치 정책 구성 작업 맵

작업
설명 지침

시스템의 장치에 대
한 장치 정책을 봅니
다.

장치 및 해당 장치 정책을 나열합니다. 장치 정책을 보는 방법 [55]

장치 정책의 변경 사
항을 감사합니다.

장치 정책의 변경 사항을 감사 증적에 기록
합니다.

장치 정책의 변경 사항을 감사하는 방
법 [56]

/dev/arp에 액세스
합니다.

Oracle Solaris IP MIB-II 정보를 얻습니다. /dev/* 장치에서 IP MIB-II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 [56]

장치 정책을 보는 방법

시스템의 모든 장치에 대한 장치 정책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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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devpolicy | more
DEFAULT

read_priv_set=none

write_priv_set=none

ip:*

read_priv_set=net_rawaccess

write_priv_set=net_rawaccess

…

예   4-1 특정 장치에 대한 장치 정책 보기

이 예에서 세 장치에 대한 장치 정책이 표시됩니다.

% getdevpolicy /dev/allkmem /dev/ipsecesp /dev/bge
/dev/allkmem

read_priv_set=all

write_priv_set=all

/dev/ipsecesp

read_priv_set=sys_net_config

write_priv_set=sys_net_config

/dev/bge

read_priv_set=net_rawaccess

write_priv_set=net_rawaccess

장치 정책의 변경 사항을 감사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as 감사 클래스는 AUE_MODDEVPLCY 감사 이벤트를 포함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Audit Configuration 권한 프로파일이 지정된 관리자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AUE_MODDEVPLCY 감사 이벤트를 포함하는 감사 클래스를 미리 선택합니다.

# auditconfig -getflags
current-flags
# auditconfig -setflags current-flags,as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감사 관리 ”의 “감사 클래스를 사전 선택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dev/* 장치에서 IP MIB-II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

Oracle Solaris IP MIB-II 정보를 검색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dev/arp(/dev/ip 아님)를 열어
야 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MAAaudittask-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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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v/ip 및 /dev/arp의 장치 정책을 확인합니다.

% getdevpolicy /dev/ip /dev/arp
/dev/ip

read_priv_set=net_rawaccess

write_priv_set=net_rawaccess

/dev/arp

read_priv_set=none

write_priv_set=none

/dev/ip를 읽고 쓰려면 net_rawaccess 권한이 필요합니다. /dev/arp에 필요한 권한은 없습
니다.

2. /dev/arp를 열고 tcp 및 udp 모듈을 푸시합니다.

필요한 권한은 없습니다. 이 방법은 /dev/ip를 열고 arp, tcp 및 udp 모듈을 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dev/ip을 열려면 권한이 필요하므로 /dev/arp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
니다.

장치 할당 관리

장치 할당은 일반적으로 장치 보안의 추가 계층이 필요한 사이트에서 구현됩니다. 일반적으
로 사용자는 할당 가능한 장치에 액세스하기 위한 권한 부여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작업 맵은 장치 할당을 사용으로 설정하고, 구성 및 문제 해결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장치 할당은 기본적으로 사용으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장치 할당을 사용으로 설정한 후 장치
할당 지침은 “장치 할당” [62]을 참조하십시오.

표 4-2 장치 할당 관리 작업 맵

작업
설명 지침

장치를 할당 가능하
도록 만듭니다.

장치 할당을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합니다.

한번에 하나의 사용자에 장치가 할당되도록
합니다.

모든 장치에서 할당 제한을 제거합니다.

장치 할당을 사용으로 설정하는 방
법 [58]

장치를 할당할 수 있
는 권한 부여를 사용
자에게 부여합니다.

사용자에게 장치 할당 권한 부여를 지정합
니다.

장치를 할당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권한
을 부여하는 방법 [58]

시스템의 할당 가능
한 장치를 봅니다.

할당 가능한 장치와 장치의 상태를 나열합
니다.

장치에 대한 할당 정보를 보는 방
법 [59]

강제로 장치를 할당
합니다.

즉시 필요한 사용자에게 장치를 할당합니
다.

장치를 강제로 할당하는 방법 [60]

강제로 장치를 할당
해제합니다.

현재 사용자에게 할당된 장치를 해제합니
다.

장치를 강제로 할당 해제하는 방법 [60]

장치의 할당 등록 정
보를 변경합니다.

장치 할당을 위한 요구 사항을 변경합니다. 할당 가능한 장치를 변경하는 방법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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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설명 지침

장치 할당을 감사합
니다.

장치 할당을 감사 증적에 기록합니다. 장치 할당을 감사하는 방법 [62]

device-clean 스크
립트를 만듭니다.

물리적 장치에서 데이터를 비웁니다. “새 Device-Clean 스크립트 작성” [72]

장치 할당을 사용으로 설정하는 방법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는 Device Security 권한 프로파일이 지정된 관리자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용”을 참조하십시
오.

1. 장치 할당 서비스를 사용으로 설정하고 서비스가 사용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svcadm enable svc:/system/device/allocate

# svcs -x allocate
svc:/system/device/allocate:default (device allocation)

State: online since September 10, 2011 01:10:11 PM PDT

See: allocate(1)

See: deallocate(1)

See: list_devices(1)

See: device_allocate(1M)

See: mkdevalloc(1M)

See: mkdevmaps(1M)

See: dminfo(1M)

See: device_maps(4)

See: /var/svc/log/system-device-allocate:default.log

Impact: None.

2. 장치 할당 서비스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하려면 disable 하위 명령을 사용합니다.

# svcadm disable device/allocate

장치를 할당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
법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는 User Security 권한 프로파일이 지정된 관리자여야 합니다. 권한 프로파일은
solaris.auth.delegate 권한 부여를 포함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
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1. 적절한 권한 부여 및 명령을 포함하는 권한 프로파일을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solaris.device.allocate 권한을 포함하는 권한 프로파일을 만듭니다.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권한 프로파일을 만드는 방법”의 지침
을 따릅니다. 다음과 같은 적절한 등록 정보를 권한 프로파일에 제공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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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 프로파일 이름: Device Allocation

■ 부여된 권한: solaris.device.allocate

■ 권한 포함 명령: sys_mount 권한의 mount 및 sys_mount 권한의 umount

2. (옵션) 권한 프로파일에 대한 역할을 만듭니다.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사용자에게 권한 지정”의 지침을 따릅
니다. 다음 역할 등록 정보를 길잡이로 사용합니다.

■ 역할 이름: devicealloc

■ 역할 전체 이름: Device Allocator

■ 역할 설명: Allocates and mounts allocated devices

■ 권한 프로파일: Device Allocation

이 권한 프로파일은 역할에 포함된 프로파일 목록의 첫번째여야 합니다.

3. 권한 프로파일을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 또는 권한이 부여된 역할에 지정합니다.

4. 장치 할당 사용 방법을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이동식 매체 할당의 예는 장치를 할당하는 방법 [62]을 참조하십시오.

장치에 대한 할당 정보를 보는 방법

시작하기 전에 장치 할당을 사용으로 설정하는 방법 [58]을 완료하십시오.

사용자는 Device Security 권한 프로파일이 지정된 관리자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용”을 참조하십시
오.

시스템에 할당 가능한 장치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 list_devices device-name

여기서 device-name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 audio[n] – 마이크 및 스피커입니다.

■ rmdisk[n] – USB 플래시 드라이브와 같은 이동식 매체 장치입니다.

■ sr[n] – CD-ROM 드라이브입니다.

■ st[n] – 테이프 드라이브입니다.

일반 오류 list_devices 명령이 다음과 비슷한 오류 메시지를 반환하는 경우 장치 할당이 사용으로 설
정되지 않았거나 정보를 검색할 권한이 부족한 것입니다.

list_devices: No device maps file entry for specified device.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2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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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성공하려면 장치 할당을 사용으로 설정하고 solaris.device.revoke 권한을 가진 역
할을 맡습니다.

장치를 강제로 할당하는 방법

누군가 장치 할당 해제를 잊어버렸을 때 강제 할당이 사용됩니다. 사용자가 장치를 즉시 필요
로 할 때에도 강제 할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solaris.device.revoke 권한 부여가 지정된 관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용”을 참조하십시
오.

1. 내 역할에 적절한 권한 부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auths
solaris.device.allocate solaris.device.revoke

2. 장치가 필요한 사용자에게 강제로 장치를 할당합니다.

이 예에서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사용자 jdoe에 강제로 할당됩니다.

$ allocate -U jdoe

장치를 강제로 할당 해제하는 방법

프로세스를 종료하거나 사용자가 로그아웃할 때 사용자에 할당된 장치가 자동으로 할당 해제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장치 할당 해제를 잊어버렸을 때 강제 할당 해제가 사용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solaris.device.revoke 권한 부여가 지정된 관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용”을 참조하십시
오.

1. 내 역할에 적절한 권한 부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auths
solaris.device.allocate solaris.device.revoke

2. 강제로 장치 할당을 해제합니다.

이 예에서는 프린터가 강제로 할당 해제되어 다른 사용자가 프린터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 deallocate -f /dev/lp/printer-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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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가능한 장치를 변경하는 방법

시작하기 전에 이 절차가 성공하려면 장치 할당을 사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장치 할당을 사용으로 설정하
려면 장치 할당을 사용으로 설정하는 방법 [58]을 참조하십시오. root 역할을 맡아야 합
니다.

device_allocate 파일에서 장치 항목의 다섯번째 필드를 변경하여 권한 부여가 필요한지 지
정하거나 solaris.device.allocate 권한을 지정합니다.

audio;audio;reserved;reserved;solaris.device.allocate;/etc/security/lib/audio_clean

fd0;fd;reserved;reserved;solaris.device.allocate;/etc/security/lib/fd_clean

sr0;sr;reserved;reserved;solaris.device.allocate;/etc/security/lib/sr_clean

여기서 solaris.device.allocate는 사용자가 장치를 사용하려면
solaris.device.allocate 권한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예   4-2 모든 사용자가 장치를 할당하도록 허가

다음 예에서 시스템의 모든 사용자가 모든 장치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device_allocate 파
일에서 모든 장치 항목의 다섯번째 필드는 at 기호(@)로 변경되었습니다.

# pfedit /etc/security/device_allocate

audio;audio;reserved;reserved;@;/etc/security/lib/audio_clean

fd0;fd;reserved;reserved;@;/etc/security/lib/fd_clean

sr0;sr;reserved;reserved;@;/etc/security/lib/sr_clean
…

예   4-3 일부 주변 장치의 사용을 금지

다음 예에서 오디오 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device_allocate 파일에서 오디오 장치 항
목의 다섯번째 필드는 별표(*)로 변경되었습니다.

# pfedit /etc/security/device_allocate

audio;audio;reserved;reserved;*;/etc/security/lib/audio_clean
fd0;fd;reserved;reserved;solaris device.allocate;/etc/security/lib/fd_clean

sr0;sr;reserved;reserved;solaris device.allocate;/etc/security/lib/sr_clean

…

예   4-4 모든 주변 장치의 사용을 금지

다음 예에서 어떤 주변 장치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device_allocate 파일에서 모든 장치 항
목의 다섯번째 필드는 별표(*)로 변경되었습니다.

# pfedit /etc/security/device_allocate

audio;audio;reserved;reserved;*;/etc/security/lib/audio_clean

fd0;fd;reserved;reserved;*;/etc/security/lib/fd_clean

sr0;sr;reserved;reserved;*;/etc/security/lib/sr_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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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 할당을 감사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장치 할당 명령은 other 감사 클래스에 속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Audit Configuration 권한 프로파일이 지정된 관리자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ot 감사 클래스를 미리 선택합니다.

$ auditconfig -getflags
current-flags
$ auditconfig -setflags current-flags,ot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감사 관리 ”의 “감사 클래스를 사전 선택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장치 할당

장치 할당은 한번에 하나의 사용자에 장치가 사용되도록 예약합니다. 마운트 지점이 필요한
장치를 마운트해야 합니다. 다음 절차는 장치를 할당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장치를 할당하는 방법

시작하기 전에 장치 할당을 사용으로 설정하는 방법 [58]에 설명된 대로 장치 할당을 사용으로 설정해
야 합니다. 권한 부여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1. 장치를 할당합니다.

장치 이름으로 장치를 지정합니다.

% allocate device-name

2. 명령을 반복하여 장치가 할당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allocate device-name
allocate. Device already allocated.

예   4-5 마이크 할당

이 예에서 사용자 jdoe가 마이크 audio0을 할당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MAAaudittask-45


할당된 장치를 마운트하는 방법

4장. 장치에 대한 액세스 제어 63

% whoami
jdoe

% allocate audio0

예   4-6 프린터 할당

이 예에서 사용자가 프린터를 할당합니다. 사용자가 printer-1을 할당 해제하거나 프린터가
다른 사용자에게 강제로 할당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프린터에 인쇄할 수 없습니다.

% allocate /dev/lp/printer-1

강제 할당 해제의 예는 장치를 강제로 할당 해제하는 방법 [60]을 참조하십시오.

예   4-7 USB 플래시 드라이브 할당

이 예에서 사용자가 USB 플래시 드라이브 rmdisk1을 할당합니다.

% allocate rmdisk1

일반 오류 allocate 명령이 장치를 할당할 수 없는 경우 콘솔 창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할당 오

류 메시지 목록은 allocate(1)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할당된 장치를 마운트하는 방법

적절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자동으로 장치가 마운트됩니다. 장치 마운트를 실패한 경우 이
절차를 따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장치를 할당받았습니다. 장치를 할당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
법 [58]에 설명된 대로 장치를 마운트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지정되었습니다.

1. 장치를 할당하고 마운트할 수 있는 역할을 맡습니다.

% su - role-name
Password: <Type role-name password>
$

2. 역할의 홈 디렉토리에 마운트 지점을 만들고 보호합니다.

처음으로 마운트 지점을 사용할 때만 이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 mkdir mount-point ; chmod 700 mount-point

3. 할당 가능한 장치를 나열합니다.

$ list_devices -l
List of allocatable devices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allocat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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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치를 할당합니다.

장치 이름으로 장치를 지정합니다.

$ allocate device-name

5. 장치를 마운트합니다.

$ mount -o ro -F filesystem-type device-path mount-point

-o ro 장치가 읽기 전용으로 마운트됨을 나타냅니다. -o rw를 사용하여 장치
를 쓰기 가능으로 지정합니다.

-F filesystem-type 장치의 파일 시스템 포맷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CD-ROM은
HSFS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됩니다. 디스켓은 대개 PCFS 파일 시스템
으로 포맷됩니다.

device-path 장치의 경로를 나타냅니다. list_devices -l 명령의 출력은 device-
path를 포함합니다.

mount-point 2단계에서 만든 마운트 지점을 나타냅니다.

예   4-8 CD-ROM 드라이브 할당

이 예에서 사용자가 CD-ROM 드라이브 sr0을 할당하고 마운트할 수 있는 역할을 맡습니다.
드라이브는 HSFS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됩니다.

% roles
devicealloc

% su - devicealloc
Password: <Type devicealloc password>
$ mkdir /home/devicealloc/mymnt

$ chmod 700 /home/devicealloc/mymnt

$ list_devices -l
...

device: sr0 type: sr files: /dev/sr0 /dev/rsr0 /dev/dsk/c0t2d0s0 ...

...

$ allocate sr0

$ mount -o ro -F hsfs /dev/sr0 /home/devicealloc/mymnt

$ cd /home/devicealloc/mymnt ; ls
List of the contents of CD-ROM

일반 오류 mount 명령이 장치를 마운트할 수 없는 경우 mount: insufficient privileges 오류 메시지
가 표시됩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프로파일 셸에서 mount 명령을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역할을 맡은 경우 역할에 프로파
일 셸이 있습니다. mount 명령으로 프로파일이 지정된 사용자인 경우 프로파일 셸을 만들

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프로파일 셸 목록은 pfexec(1)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pfexe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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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된 마운트 지점을 소유하는지 확인합니다. 마운트 지점에 대한 읽기, 쓰기, 실행 액세
스가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할당된 장치를 마운트할 수 없는 경우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권한 지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먼저 참조하십시
오.

장치 할당을 해제하는 방법

할당 해제를 수행하면 사용자 작업 완료 시 다른 사용자가 장치를 할당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시작하기 전에 장치에 할당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를 할당하는 방법 [62]을 참조하십시오.

1. 장치가 마운트된 경우 장치 마운트를 해제합니다.

$ cd $HOME

$ umount mount-point

2. 장치를 할당 해제합니다.

$ deallocate device-name

예   4-9 마이크 할당 해제

이 예에서 사용자 jdoe가 마이크 audio의 할당을 해제합니다.

% whoami
jdoe

% deallocate audio0

예   4-10 CD-ROM 드라이브 할당 해제

이 예에서 Device Allocator 역할이 CD-ROM 드라이브 할당을 해제합니다. 메시지를 인쇄
한 후에 CD-ROM이 배출됩니다.

$ whoami
devicealloc

$ cd /home/devicealloc

$ umount /home/devicealloc/mymnt

$ ls /home/devicealloc/mymnt
$

$ deallocate sr0
/dev/sr0:      326o

/dev/rsr0:     326o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60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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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_clean: Media in sr0 is ready.  Please, label and store safely.

장치 보호 참조

Oracle Solaris의 장치는 커널 장치 정책으로 보호됩니다. 주변 장치를 장치 할당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장치 할당은 선택적으로 사용으로 설정되며, 사용자 레벨에서 시행됩니다.

장치 정책 명령

장치 관리 명령은 로컬 파일의 장치 정책을 관리합니다. 장치 정책은 권한 요구 사항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Device Management 및 Device Security 권한 프로파일이 지정된 사용자
는 장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장치 관리 명령을 나열합니다.

표 4-3 장치 관리 명령

명령 용도

add_drv(1M) 실행 중인 시스템에 새 장치 드라이버를 추가합니다. 새 장치에 장치 정책을 추가하는 옵션
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명령은 장치 드라이버를 설치 중일 때 스크립트로 호출됩
니다.

devfsadm(1M) 실행 중인 시스템에서 장치 및 장치 드라이버를 관리합니다. 또한 장치 정책을 로드합니
다.

devfsadm 명령은 디스크, 테이프, 포트, 오디오 및 의사 장치에 대한 남은 /dev 링크를 정
리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지정된 드라이버의 장치를 재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getdevpolicy(1M) 하나 이상의 장치와 연관된 정책을 표시합니다. 이 명령은 모든 사용자가 실행할 수 있습니
다.

  

rem_drv(1M) 장치 또는 장치 드라이버를 제거합니다.

update_drv(1M) 기존 장치 드라이버의 속성을 업데이트합니다. 장치에 대해 장치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옵
션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명령은 장치 드라이버를 설치 중일 때 스크립트로 호출
됩니다.

장치 할당

장치 할당을 사용하여 데이터 손실, 컴퓨터 바이러스 및 기타 보안 침해로부터 사이트를 보
호할 수 있습니다. 장치 정책과 달리, 장치 할당은 선택 사항입니다. 장치 할당은 권한 부여를
사용하여 할당 가능한 장치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add-drv-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devfsadm-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getdevpolicy-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rem-drv-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update-drv-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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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할당의 구성 요소

장치 할당 방식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svc:/system/device/allocate 서비스. 자세한 내용은 smf(5) 매뉴얼 페이지와 장치 할
당 명령에 대한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allocate, deallocate, dminfo 및 list_devices 명령. 자세한 내용은 “장치 할당 명
령” [68]을 참조하십시오.

■ Device Management 및 Device Security 권한 프로파일. 자세한 내용은 “장치 할당 권
한 프로파일” [67]을 참조하십시오.

■ 각 할당 가능한 장치에 대한 device-clean 스크립트

이러한 명령과 스크립트는 다음 로컬 파일을 사용하여 장치 할당을 구현합니다.

■ /etc/security/device_allocate 파일. 자세한 내용은 device_allocate(4)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etc/security/device_maps 파일. 자세한 내용은 device_maps(4) 매뉴얼 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 각 할당 가능한 장치에 대한 /etc/security/dev 디렉토리의 잠금 파일.

■ 각 할당 가능한 장치와 연관된 잠금 파일의 변경된 속성

장치 할당 서비스

svc:/system/device/allocate 서비스는 장치 할당을 제어합니다.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사용 안함으로 설정됩니다.

장치 할당 권한 프로파일

장치 및 장치 할당을 관리하려면 Device Management 및 Device Security 권한 프로파일
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권한 프로파일은 다음 권한을 포함합니다.

■ solaris.device.allocate – 장치를 할당하는 데 필요합니다.

■ solaris.device.cdrw – CD-ROM 읽기 및 쓰기에 필요합니다.

■ solaris.device.config – 장치의 속성을 구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 solaris.device.mount.alloptions.fixed – 고정된 장치를 마운트할 때 마운트 옵션을
지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 solaris.device.mount.alloptions.removable – 이동식 장치를 마운트할 때 마운트 옵
션을 지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 solaris.device.mount.fixed – 고정된 장치를 마운트하는 데 필요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5smf-5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4device-allocate-4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4device-map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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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aris.device.mount.removable – 이동식 장치를 마운트하는 데 필요합니다.

■ solaris.device.revoke – 장치를 취소하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합니다.

장치 할당 명령

대문자 옵션과 함께 사용되는 allocate, deallocate 및 list_devices 명령은 관리 명령입니
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명령은 사용자 명령입니다. 다음 표는 장치 할당 명령을 나열합니
다.

표 4-4 장치 할당 명령

명령 매뉴얼 페이지 용도

allocate(1) 한 사용자가 사용하도록 할당 가능한 장치를 예약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장치를 할당하려면 solaris.device.allocate 권한이 있어야 합니
다. 사용자 권한 부여가 필요하지 않도록 device_allocate 파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러면 시스템의 사용자가 사용할 장치가 할당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deallocate(1) 장치에서 할당 예약을 제거합니다.

dminfo(1M) 할당 가능한 장치를 장치 유형별, 장치 이름별, 전체 경로 이름별로 검색합니다.

list_devices(1) 할당 가능한 장치의 상태를 나열합니다.

device_maps 파일에 나열된 장치와 연관된 장치 특수 파일을 모두 나열합니다.

-U 옵션을 사용하여 지정된 사용자 ID에 할당 가능한 또는 할당된 장치를 나열합니다. 이
옵션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할당 가능한 또는 할당된 장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olaris.
device.revoke 권한 부여가 있어야 합니다.

할당 명령에 대한 권한 부여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할당 가능한 장치를 예약하려면 solaris.device.allocate 권한이 있
어야 합니다. solaris.device.allocate 권한 부여가 포함되도록 권한 프로파일을 만들려면
장치를 할당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 [58]을 참조하십시오.

관리자가 장치의 할당 상태를 변경하려면 solaris.device.revoke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예
를 들어, allocate 및 list_devices 명령에 -U 옵션을 사용하거나 deallocate 명령에 -F 옵
션을 사용하려면 solaris.device.revoke 권한 부여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권한 부여가 필요한 선
택된 명령”을 참조하십시오.

할당 오류 상태

deallocate 명령이 할당 해제를 실패하거나 allocate 명령이 할당을 실패할 때 장치가 할당
오류 상태에 놓입니다. 할당 가능한 장치가 할당 오류 상태에 있을 때 장치를 강제로 할당 해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allocate-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deallocate-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dminfo-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list-devices-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ref-4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re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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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야 합니다. Device Management 권한 프로파일이나 Device Security 권한 프로파일을
가진 사용자/역할만 할당 오류 상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deallocate 명령을 -F 옵션과 함께 사용하면 강제로 할당 해제됩니다. 또는 allocate -U를
사용하여 장치를 사용자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장치를 할당하면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경우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장치 관련 문제를 수정한 후에 강제로 할당 해제할 수 있습니다.

device_maps 파일

장치 할당을 설정할 때 장치 맵이 생성됩니다. /etc/security/device_maps 파일은 각 할당
가능한 장치와 연관된 장치 이름, 장치 유형, 장치 특수 파일을 포함합니다.

device_maps 파일은 각 장치에 대한 장치 특수 파일 매핑을 정의하며, 이는 대부분의 경우
직관적이 아닙니다. 이 파일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은 어떤 장치 특수 파일이 어떤 장치에 매
핑되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minfo 명령을 사용하여 할당 가능한 장치를 설정
할 때 지정된 장치 이름, 장치 유형, 장치 특수 파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dminfo 명령은
device_maps 파일을 사용하여 이 정보를 보고합니다.

각 장치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한 라인으로 입력됩니다.

device-name:device-type:device-list

예   4-11 샘플 device_maps 입력

다음 예는 device_maps 파일의 항목을 보여줍니다.

audio0:\

audio:\

/dev/audio /dev/audioctl /dev/dsp /dev/dsp0 /dev/mixer0 /dev/sound/0 

/dev/sound/0ctl /dev/sound/audio810\:0mixer /dev/sound/audio810\:0dsp 

/dev/sound/audio810\:0 /dev/sound/audio810\:0ctl

device_maps 파일에서 다음 행에 입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행이 백슬래시(\)로 끝날 수 있
습니다. 주석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파운드 기호(#)는 백슬래시 바로 앞에 오지 않는 다음
개행 전까지 모든 후속 텍스트를 주석 처리합니다. 선행 및 후행 공백이 필드에 허용됩니다.
필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device-name 장치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현재 장치 이름 목록은 장치에 대한 할당 정
보를 보는 방법 [59]을 참조하십시오.

device-type 일반 장치 유형을 지정합니다. 일반 이름은 st, fd, rmdisk, audio와 같
은 장치 클래스의 이름입니다. device-type 필드는 관련 장치를 논리적
으로 그룹화합니다.

device-list 물리적 장치와 연관된 장치 특수 파일을 나열합니다. device-list는 특
정 장치에 액세스가 허용된 특수 파일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목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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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하면 악의적인 사용자가 개인 정보를 계속 얻거나 수정할 수 있
습니다. device-list 필드의 유효한 항목은 /dev 디렉토리에 위치한 장
치 파일을 반영합니다.

device_allocate 파일

/etc/security/device_allocate 파일을 수정하여 장치를 할당 가능에서 할당 불가능으로
변경하거나 새 장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device_allocate 파일의 항목에 장치가 할당 가능함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장치가 할
당 가능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device_allocate 파일에서 각 장치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한 라인으로 입력됩니다.

device-name;device-type;reserved;reserved;auths;device-exec

다음 예제는 샘플 device_allocate 파일을 보여줍니다.

st0;st;;;;/etc/security/lib/st_clean

fd0;fd;;;;/etc/security/lib/fd_clean

sr0;sr;;;;/etc/security/lib/sr_clean

audio;audio;;;*;/etc/security/lib/audio_clean

audio 장치 항목의 다섯번째 필드에는 별표(*)가 있습니다.

device_allocate 파일에서 다음 행에 입력을 계속하려면 백슬래시(\)로 끝날 수 있습니다.
주석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파운드 기호(#)는 백슬래시 바로 앞에 오지 않는 다음 개행 전
까지 모든 후속 텍스트를 주석 처리합니다. 선행 및 후행 공백이 필드에 허용됩니다. 필드 정
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device-name 장치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현재 장치 이름 목록은 장치에 대한 할당 정
보를 보는 방법 [59]을 참조하십시오.

device-type 일반 장치 유형을 지정합니다. 일반 이름은 st, fd, sr과 같은 장치 클래
스의 이름입니다. device-type 필드는 관련 장치를 논리적으로 그룹화
합니다. 장치를 할당 가능하도록 만들 때 device_maps 파일의 device-
type 필드에서 장치 이름을 검색합니다.

reserved Oracle은 나중에 사용하도록 reserved로 표시된 필드 두 개를 예약합
니다.

auths 장치가 할당 가능한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 필드의 별표(*)는
장치가 할당 불가능함을 나타냅니다. 권한 부여 문자열 또는 빈
필드는 장치가 할당 가능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auths 필
드의 문자열 solaris.device.allocate는 장치를 할당하려면
solaris.device.allocate 권한 부여가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이 필드
의 at 기호(@)는 모든 사용자에 의해 장치가 할당 가능함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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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exec 할당 프로세스 동안 정리 및 객체 재사용 보호와 같은 특수 처리를 위해
호출할 스크립트의 경로 이름을 제공합니다. device-exec 스크립트는
장치가 deallocate 명령으로 작동할 때 언제든지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sr0 장치의 입력은 solaris.device.allocate 권한 부여를 가진 사용
자에 의해 CD-ROM 드라이브가 할당 가능함을 나타냅니다.

sr0;sr;reserved;reserved;solaris.device.allocate;/etc/security/lib/sr_clean

기본 장치 및 정의된 특성을 사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새 장치를 설치한 후에 항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에 할당되어야 할 장치는 해당 장치 시스템의 device_allocate
및 device_maps 파일에 정의해야 합니다. 현재 카트리지 테이프 드라이브, 디스켓 드라이브,
CD-ROM 드라이브, 이동식 매체 드라이브 및 오디오 칩이 할당 가능한 것으로 고려됩니다.
이러한 장치 유형에는 device-clean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참고 - Xylogics 및 Archive 테이프 드라이브에는 또한 SCSI 장치용으로 제공된 st_clean
스크립트가 사용됩니다. 터미널, 그래픽 타블렛 및 기타 할당 가능한 장치에 대한 고유의
device-clean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크립트는 해당 유형의 장치에 대한 객체 재사
용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Device-Clean 스크립트

장치 할당은 보안 감사자의 일부 객체 재사용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device-clean 스크
립트는 재사용 전에 물리적 장치에서 모든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비우도록 보안 요구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른 사용자에 의해 장치가 할당 가능하기 전에 데이터를 지웁니다. 기본적으로
카트리지 테이프 드라이브, 디스켓 드라이브, CD-ROM 드라이브 및 오디오 장치는 Oracle
Solaris가 제공하는 device-clean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이 절은 device-clean 스크립트가
하는 일을 설명합니다.

테이프용 Device-Clean 스크립트

st_clean device-clean 스크립트는 세 가지 테이프 장치를 지원합니다.

■ SCSI ¼인치 테이프

■ Archive ¼인치 테이프

■ Open-reel ½인치 테이프

st_clean 스크립트는 mt 명령에 rewoffl 옵션을 사용하여 장치를 정리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mt(1)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스크립트가 시스템 부트 중 실행되면 장치를 질의
하여 장치가 온라인인지 확인합니다. 장치가 온라인이면 장치 안에 매체가 있는지 확인합니
다. ¼인치 테이프 장치 안에 매체가 있으면 할당 오류 상태에 놓입니다. 할당 오류 상태에 놓
이면 관리자가 수동으로 장치를 정리해야 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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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시스템 운영 중에 deallocate 명령을 대화식 모드로 실행할 때 매체를 제거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매체를 장치에서 제거할 때까지 할당 해제가 지연됩니다.

디스켓 및 CD-ROM 드라이브용 Device-Clean 스크립트

다음 device-clean 스크립트가 디스켓 및 CD-ROM 드라이브용으로 제공됩니다.

■ fd_clean 스크립트 – 디스켓용 Device-clean 스크립트입니다.

■ sr_clean 스크립트 – CD-ROM 드라이브용 Device-clean 스크립트입니다.

스크립트가 eject 명령을 사용하여 드라이브에서 매체를 제거합니다. eject 명령을 실패하

면 장치가 할당 오류 상태에 놓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ject(1)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오디오용 Device-Clean 스크립트

오디오 장치는 audio_clean 스크립트로 정리합니다. 스크립트가 AUDIO_GETINFO ioctl 시스
템 호출을 수행하여 장치를 읽습니다. 그런 다음 AUDIO_SETINFO ioctl 시스템 호출을 수행하
여 장치 구성을 기본값으로 재설정합니다.

새 Device-Clean 스크립트 작성

시스템에 할당 가능한 장치를 더 추가하면 고유의 device-clean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합니
다. deallocate 명령은 device-clean 스크립트에 매개변수를 전달합니다. 여기에 표시된 매

개변수는 장치 이름을 포함하는 문자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device_allocate(4) 매뉴
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lean-script -[I|i|f|S] device-name

Device-clean 스크립트는 성공은 "0", 실패는 "0"보다 큰 값을 반환해야 합니다. -I, -f, -S 옵
션이 스크립트의 실행 모드를 결정합니다.

-I 시스템 부트 중에만 필요합니다. 모든 출력은 시스템 콘솔로 이동해야
합니다. 매체 강제 배출을 실패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장치가 할당 오류
상태에 놓여야 합니다.

-i -I 옵션과 비슷하지만, 단 출력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f 강제 정리용입니다. 옵션이 대화식이고 사용자가 프롬프트에 응답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는 스크립트는 정리의 한 부분
을 실패할 경우 정리를 완료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eject-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4device-allocate-4


장치 보호 참조

4장. 장치에 대한 액세스 제어 73

-S 표준 정리입니다. 옵션이 대화식이고 사용자가 프롬프트에 응답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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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바이러스 검사 서비스 75

 5 ♦  ♦  ♦        5  장 

바이러스 검사 서비스

이 장에서는 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 항목을 다룹니다.

■ “바이러스 검사 정보” [75]

■ “vscan 서비스 정보” [75]

■ “vscan 서비스 사용” [76]

바이러스 검사 정보

데이터는 다양한 검사 엔진을 사용하는 검사 서비스인 vscan을 통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됩
니다. scan engine(검사 엔진)은 타사 응용 프로그램으로, 외부 호스트에 상주하며 파일에서
알려진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합니다. 파일 시스템이 vscan 서비스를 지원하며 서비스가 사
용으로 설정되었고 파일 유형이 제외되지 않은 경우 파일이 바이러스 검사 대상이 됩니다. 그
런 다음 파일이 이전에 최신 바이러스 정의로 검사되지 않았거나 파일이 마지막 검사 이후 수
정된 경우 열기 및 닫기 작업을 수행할 때 파일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가 수행됩니다.

여러 검사 엔진을 사용하도록 vscan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최소한
두 개의 검사 엔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검사 요청은 사용 가능한 모든 검사 엔진
에 분산됩니다.

vscanadm show 명령은 시스템에서 구성된 검사 엔진을 나열합니다.

# vscanadm show
max-size=1GB max-size-action=allow

types=+* 

no scan engines configured 

vscan 서비스 정보

실시간 검사 방법의 이점은 파일이 사용되기 전에 최신 바이러스 정의로 검사된다는 것입니
다. 이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바이러스로 인해 데이터가 손상되기 전에 바이러스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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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서 파일을 열면 바이러스 검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1. vscan 서비스는 파일이 이전에 최신 바이러스 정의로 검사되었는지 여부 및 파일이 마지
막 검사 이후 수정되었는지 여부를 기반으로 파일을 검사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프로세스가 종료되고 사용자는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2. 검사가 필요할 경우 파일이 검사 엔진으로 전송됩니다.

전송을 성공한 경우 파일이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엔진은 최신 바이러
스 정의를 사용하여 파일을 검사합니다.

전송을 실패한 경우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계속됩니다.

■ 해당 파일이 파일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사용 가능한 검사 엔진으로 전송됩니
다.

■ 대체 엔진이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바이러스 검사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고 파
일에 대한 액세스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감지된 바이러스가 없는 경우 파일에 검사 기록 태그가 지정되고 클라이언트가 파일에 액
세스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감지되면 파일이 격리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격리된 파일은 읽거나 실행하거
나 이름을 바꿀 수 없지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로그는 격리된 파일의 이름과 바이
러스 이름을 기록하고 감사가 사용으로 설정된 경우 동일한 정보의 감사 레코드가 만들어
집니다.

vscan 서비스 사용

바이러스 검사 파일은 다음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나 이상의 검사 엔진이 설치 및 구성되어 있습니다.

■ 파일이 바이러스 검사를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에 상주합니다.

■ 바이러스 검사가 파일 시스템에서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vscan 서비스가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vscan 서비스가 지정된 파일 유형의 파일을 검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vscan 서비스를 설정하기 위해 수행할 작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작업 설명 지침

검사 엔진을 설치합니다. Oracle Solaris에 지원되는 타사 바이러
스 방지 제품 중 하나 이상을 설치 및 구성
합니다.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파일 시스템이 바이러스 검사를
허용하도록 합니다.

ZFS 파일 시스템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사
용으로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사는
사용 안함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사용으로 설정하는 방법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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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설명 지침

vscan 서비스를 사용으로 설정
합니다.

검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vscan 서비스를 사용으로 설정하
는 방법 [77]

vscan 서비스에 검사 엔진을 추
가합니다.

vscan 서비스에 특정 검사 엔진을 포함합
니다.

검사 엔진 추가 방법 [78]

vscan 서비스를 구성합니다. vscan 등록 정보를 확인 및 변경합니다. Vscan 등록 정보 확인 방
법 [78]

검사한 파일의 크기를 제한하는
방법 [78]

특정 파일 유형에 대한 vscan 서
비스를 구성합니다.

검사에 포함 및 제외할 파일 유형을 지정
합니다.

바이러스 검사에서 파일을 제외하
는 방법 [79]

파일 시스템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사용으로 설정하는 방
법

파일 시스템 명령을 사용하여 파일의 바이러스 검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

러스 검사에 ZFS 파일 시스템을 포함하려면 zfs(1M) 명령을 사용합니다.

ZFS 파일 시스템에서는 특정 사용자에게 일부 관리 작업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된 관
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ZFS 파일 시스템 관리 ”의 8 장, “Oracle
Solaris ZFS 위임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ZFS File System Management 또는 ZFS Storage Management 권한 프로파일이 지정된
관리자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
정된 관리 권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ZFS 파일 시스템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 zfs set vscan=on zfs-file-system

예를 들어, ZFS 파일 시스템이 path/pool/volumes/vol1인 경우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 zfs set vscan=on path/pool/volumes/vol1

vscan 서비스를 사용으로 설정하는 방법

시작하기 전에 VSCAN Management 권한 프로파일이 지정된 관리자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바이러스 검사 서비스를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 svcadm enable vscan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ZFSADMINgbchv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ZFSADMINgbchv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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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엔진 추가 방법

시작하기 전에 VSCAN Management 권한 프로파일이 지정된 관리자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기본 등록 정보로 vscan 서비스에 검사 엔진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 vscanadm add-engine engineID

자세한 내용은 vscanadm(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Vscan 등록 정보 확인 방법

시작하기 전에 VSCAN Management 권한 프로파일이 지정된 관리자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검사 엔진 또는 특정 검사 엔진의 vscan 서비스에 대한 등록 정보를 확인합니다.

■ 특정 검사 엔진의 등록 정보를 확인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 vscanadm get-engine engineID

■ 모든 검사 엔진의 등록 정보를 확인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 vscanadm get-engine

■ vscan 서비스의 등록 정보 중 하나를 확인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 vscanadm get -p property

여기서 property는 vscanadm(1M) 명령 매뉴얼 페이지에 설명된 매개변수 중 하나입
니다.

예를 들어, 검사할 수 있는 파일의 최대 크기를 확인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 vscanadm get max-size

검사한 파일의 크기를 제한하는 방법

여러 검사 엔진에서 검사할 파일의 크기를 제한하므로 vscan 서비스의 max-size 등록 정보는
검사 엔진에서 허용하는 최대 크기보다 작거나 같은 값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최대
크기보다 커서 검사되지 않는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의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VSCAN Management 권한 프로파일이 지정된 관리자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vscanadm-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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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등록 정보를 봅니다.

# vscanadm show

2. 바이러스 검사에 대해 최대 크기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128메가바이트의 제한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 vscanadm set -p max-size=128M

3. 크기로 인해 검사되지 않는 파일에 대한 액세스가 거부되도록 지정합니다.

# vscanadm set -p max-size-action=deny

자세한 내용은 vscanadm(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바이러스 검사에서 파일을 제외하는 방법

바이러스 방지 보호를 사용으로 설정하면 특정 유형의 모든 파일이 바이러스 검사에서 제외
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vscan 서비스는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끼치므로 특정 파일 유형
이 바이러스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도록 하여 시스템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VSCAN Management 권한 프로파일이 지정된 관리자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1. 바이러스 검사에 포함된 모든 파일 유형 목록을 확인합니다.

# vscanadm get -p types

2. 바이러스가 검사될 파일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JPEG 유형 등의 특정 파일 유형을 바이러스 검사에서 제외합니다.

# vscanadm set -p types=-jpg,+*

■ 실행 파일 등의 특정 파일 유형을 바이러스 검사에 포함합니다.

# vscanadm set -p types=+exe,-*

자세한 내용은 vscanadm(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vscanadm-1m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UPrbactask-28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vscanadm-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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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용어

공개 키 기술에
대한 정책

키 관리 프레임워크(KMF)에서 정책은 인증서 사용을 관리합니다. KMF 정책 데이터베이스
는 KMF 라이브러리에서 관리되는 키 및 인증서 사용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공개 키 암호화 각 사용자가 두 개의 키, 즉 하나의 공개 키와 하나의 개인 키를 사용하는 암호화 체계입니
다. 공개 키 암호화에서 발신자는 수신자의 공개 키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수신
자는 개인 키를 사용하여 암호를 해독합니다. Kerberos 서비스는 개인 키 시스템입니다.
private-key encryption(개인 키 암호화)도 참조하십시오.

관리자 주체 username/admin(예: jdoe/admin) 형식의 이름을 가진 사용자 주체입니다. 관리자 주체는
일반 사용자 주체보다 더 많은 권한(예: 정책 변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principal name(주
체 이름), user principal(사용자 주체)도 참조하십시오.

기본 주체 이름의 첫번째 부분입니다. 인스턴스, principal name(주체 이름), realm(영역)도 참
조하십시오.

네트워크 애플
리케이션 서버

ftp와 같은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버입니다. 영역에 여러 네트워크 애플리
케이션 서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정책 네트워크 트래픽을 보호하기 위해 네트워크 유틸리티가 구성하는 설정입니다. 네트워크 보
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네트워크 보안 ”을 참조하십시오.

다이제스트 message digest(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참조하십시오.

동기 감사 이벤
트

감사 이벤트의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시스템의 프로세스와 연관됩니다. 프로
세스와 연관된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벤트는 실패한 로그인과 같은 동기 이벤트입니다.

마스터 KDC 각 영역의 주 KDC로, Kerberos 관리 서버인 kadmind와 인증 및 티켓 부여 데몬인
krb5kdc를 포함합니다. 각 영역에는 적어도 하나의 마스터 KDC가 있어야 하고, 클라이언트
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중복된 슬레이브 KDC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무결성 사용자 인증과 더불어, 암호화 체크섬을 통해 전송된 데이터의 유효성을 제공하는 보안 서비
스입니다. authentication (인증), privacy(프라이버시)도 참조하십시오.

문장암호 개인 키를 문장암호 사용자가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문구입니다. 좋은 문장암호
는 10-30자 길이로, 영문자와 숫자를 섞어서 만들고 단순한 문구와 단순한 이름을 피합니
다. 통신을 암호화 및 해독하기 위해 개인 키 사용을 인증하려면 문장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NW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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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서비스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보안 정책 policy(정책)을 참조하십시오.

상속 가능한 세
트

exec의 호출에서 프로세스가 상속할 수 있는 권한 세트입니다.

서버 주체 (RPCSEC_GSS API)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입니다. 서버 주체는 service@host 형식으로
ASCII 문자열로 저장됩니다. 클라이언트 주체도 참조하십시오.

서비스 1. 종종 여러 대의 서버에 의해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에 제공된 리소스입니다. 예를 들어,
central.example.com 시스템에 rlogin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은 rlogin 서비스를 제
공하는 서버입니다.

2. 인증 외의 보호 레벨을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무결성 또는 프라이버시)입니다. 무결성 및
privacy(프라이버시)를 참조하십시오.

서비스 주체 서비스에 Kerberos 인증을 제공하는 주체입니다. 서비스 주체의 경우 기본 이름은 ftp와 같
은 서비스 이름이고, 해당 인스턴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정규화된 호스트 이름입
니다. host principal(호스트 주체), user principal(사용자 주체)도 참조하십시오.

서비스 키 서비스 주체 및 KDC에서 공유되고 시스템 한도 밖에서 배포되는 암호화 키입니다.
key(키)를 참조하십시오.

수퍼 유저 모델 컴퓨터 시스템의 전형적인 UNIX 보안 모델입니다. 수퍼 유저 모델에서 관리자는 all-or-
nothing 방식으로 시스템을 제어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하려는 경우 사용자는
수퍼 유저(root)로 로그인하여 모든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입력을 암호화하거나 해시하는 확립된 순환적 계산 프로시저입니
다.

암호 정책 암호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암호 변경 주기, 암호 시도 허용
회수, 기타 보안 고려 사항 등 암호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안 정
책에 암호가 필요합니다. 암호 정책에서는 암호를 AES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해야 하고, 추가
로 암호 강도와 관련된 요구 사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알고리
즘

알고리즘을 참조하십시오.

암호화 프레임
워크의 정책

Oracle Solaris의 암호화 프레임워크 기능에서 정책은 기존 암호화 방식을 사용 안함으로 설
정합니다. 그러면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 프레임워크의 정책은 DES와 같은 공
급자가 CKM_DES_CBC와 같은 특정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제어 목
록(ACL)

액세스 제어 목록(ACL)은 전통적인 UNIX 파일 보호보다 좀 더 세부적인 파일 보안을 제공
합니다. 예를 들어, ACL을 사용하여 파일에 그룹 읽기 액세스를 허용하면서 해당 그룹의 한
멤버만 파일 쓰기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 세트 현재 프로세스에 발효 중인 권한 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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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서비스 범
위

역할이 작동하도록 허가된 범위입니다. 즉, NIS LDAP와 같은 지정된 이름 지정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개별 호스트 또는 모든 호스트를 말합니다.

인스턴스 주체 이름의 두번째 부분으로, 인스턴스는 주체의 기본 부분을 한정합니다. 서비스 주체의
경우 인스턴스는 필수 사항입니다. 인스턴스는 host/central.example.com과 같이 호스트의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입니다. 사용자 주체의 경우 인스턴스는 선택 사항입니다. 그러나 jdoe
및 jdoe/admin은 고유한 주체입니다. 기본, principal name(주체 이름), 서비스 주체, user
principal(사용자 주체)도 참조하십시오.

잘못된 티켓 아직 사용할 수 없는 후일자 티켓입니다. 잘못된 티켓은 유효해질 때까지 애플리케이션 서
버에서 거부합니다. 유효화하려면 시작 시간이 지난 후에 VALIDATE 플래그 세트를 사용하여
TGS 요청의 클라이언트가 KDC에 잘못된 티켓을 제시해야 합니다. postdated ticket(후일
자 티켓)도 참조하십시오.

장치 정책 커널 레벨의 장치 보호입니다. 장치 정책은 장치에 두 개의 권한 세트로 구현됩니다. 첫번째
권한 세트는 장치의 읽기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두번째 권한 세트는 장치의 쓰기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policy(정책)을 참조하십시오.

장치 할당 사용자 레벨의 장치 보호입니다. 장치 할당은 하나의 장치를 한번에 한 사용자만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장치 재사용 전에 장치 데이터를 비웁니다. 권한 부여를 사용하여 장치
할당이 허가된 사용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 세트 프로세스와 그 자식에 사용 가능한 권한에 대한 외부 제한입니다.

주체 1. 네트워크 통신에 참여하는 고유한 이름이 지정된 클라이언트/사용자 또는 서버/서비스입
니다. Kerberos 트랜잭션에는 주체들(서비스 주체 및 사용자 주체) 간의 상호 작용 또는 주
체와 KDC 간의 상호 작용이 관여합니다. 다신 말해서, 주체는 Kerberos가 티켓을 지정할 수
있는 고유한 개체입니다. principal name(주체 이름), 서비스 주체, user principal(사용자
주체)도 참조하십시오.

2. (RPCSEC_GSS API) 클라이언트 주체, 서버 주체를 참조하십시오.

초기 티켓 (기존 TGT(티켓 부여 티켓)에 기반하지 않고) 직접 발행된 티켓입니다. 암호를 변경하는 응
용 프로그램과 같은 일부 서비스는 initial로 표시된 티켓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클라이언
트가 보안 키를 알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증해야 합니다. 초기 티켓은 클라이언트가 (오랫
동안 존재해 왔던 TGT(티켓 부여 티켓)에 의존하는 대신) 최근에 자체 인증되었음을 나타내
므로 이 보증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소 권한의 원
칙

최소한의 특권을 참조하십시오.

최소한의 특권 지정된 프로세스를 일부 수퍼 유저 권한에만 제공하는 보안 모델입니다. 최소 권한 모델은
일반 사용자가 파일 시스템 마운트 및 파일 소유권 변경과 같은 개인적인 관리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지정합니다. 반면에 프로세스는 완전한 수퍼 유저 권한(즉 모든
권한)이 아닌, 작업 완료에 필요한 권한으로만 실행됩니다. 버퍼 오버플로우 같은 프로그래
밍 오류로 인한 손해는, 보호된 시스템 파일 읽기/쓰기 또는 시스템 정지 같은 중요한 능력에
액세스할 수 없는 비루트 사용자에 국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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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 서버 실행에 필요한 최소 운영 체제를 설치합니다. 서버 작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프
트웨어는 설치되지 않거나 설치 후 삭제됩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감사 이벤
트

AUE_BOOT 이벤트와 같이 개시자가 결정할 수 없는 감사 이벤트입니다.

클라이언트 좁은 의미로, 사용자 대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예를 들어,
rlogin을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서버 자체가 다른 서버나 서비스의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의미로, a) Kerberos 자격 증명을 수신하고 b) 서버에서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호스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체입니다.

클라이언트 주
체

(RPCSEC_GSS API) RPCSEC_GSS로 보안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사
용자 또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클라이언트 주체 이름은 rpc_gss_principal_t 구조 형태
로 저장됩니다.

클럭 불균형 Kerberos 인증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호스트의 내부 시스템 클럭에 차이가 날 수 있는 최
대 시간입니다. 참여하는 호스트 사이에 클럭 불균형을 초과할 경우 요청이 거부됩니다. 클
럭 불균형은 krb5.conf 파일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티켓 사용자의 신원을 서버나 서비스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 패킷입니다. 티켓은
단일 클라이언트에만, 그리고 특정 서버의 특정 서비스에만 유효합니다. 티켓에는 서비스의
주체 이름, 사용자의 주체 이름, 사용자 호스트의 IP 주소, 시간 기록, 티켓의 수명을 정의하
는 값이 포함됩니다. 클라이언트 및 서비스에서 사용할 무작위 세션 키로 티켓이 생성됩니
다. 일단 티켓이 만들어지면 만료될 때까지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티켓은 새로운 인증자와
함께 제시될 때 클라이언트 인증에만 사용됩니다. authenticator (인증자), credential(자격
증명), 서비스, session key(세션 키)를 참조하십시오.

티켓 파일 credential cache(자격 증명 캐시)를 참조하십시오.

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의 머리글자어로, 고급 암호화 표준입니다. 대칭 128비트
블록 데이터 암호화 기술입니다. 미국 정부는 2000년 10월 알고리즘의 Rijndael 변형을 암
호화 표준으로 채택했습니다. AES가 정부 표준으로 user principal(사용자 주체) 암호화를
대체합니다.

application
server(애플리
케이션 서버)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참조하십시오.

asynchronous
audit
event(비동기
감사 이벤트)

비동기 이벤트는 시스템 이벤트의 소수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어떤 프로세스와
연관되지 않으므로 프로세스를 차단했다가 나중에 깨울 수 없습니다. 초기 시스템 부트 및
PROM 진입/종료 이벤트가 비동기 이벤트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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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 files(감
사 파일)

이진 감사 로그입니다. 감사 파일은 감사 파일 시스템에 별도로 저장됩니다.

audit
policy(감사 정
책)

어떤 감사 이벤트를 기록할지 결정하는 전역 사용자별 설정입니다. 감사 서비스에 적용되는
전역 설정은 일반적으로 감사 추적에 포함할 선택적 정보 조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설정
cnt 및 ahlt는 감사 대기열을 채울 때 시스템의 작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감사 정
책에서 시퀀스 번호가 모든 감사 레코드에 속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audit trail(감
사 증적)

모든 호스트의 모든 감사 파일 모음입니다.

authenticated
rights
profile(인증
된 권한 프로파
일)

지정된 사용자나 역할이 프로파일에서 작업을 실행하기 전에 암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rights profile(권한 프로파일)입니다. 이 동작은 sudo 동작과 비슷합니다. 암호가 유효한 기
간은 구성 가능합니다.

authentication
(인증)

주체의 제시된 신원을 확인하는 프로세스입니다.

authenticator
(인증자)

인증자는 티켓(KDC에서) 및 서비스(서버에서)를 요청할 때 클라이언트에 의해 전달됩니다.
최근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및 서버에만 알려진 세션 키를 사용하여 생성된
정보를 포함하므로 트랜잭션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티켓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인증자
는 사용자 주체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인증자에는 사용자의 주체 이름, 사용자 호스트의 IP
주소, 시간 기록이 포함됩니다. 티켓과 달리, 인증자는 대개 서비스 액세스를 요청할 때 한번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자는 클라이언트 및 서버에 대한 세션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됩
니다.

authorization
(권한 부여)

1. Kerberos에서는 주체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객체에 주체가 액세스할 수 있
는지, 각 객체에 대해 허용된 액세스 유형 등을 결정하는 프로세스입니다.

2. 사용자 권한 관리에서는 다른 상황에서 보안 정책에 의해 금지되는 종류의 작업을 수행하
기 위해 역할 또는 사용자에 지정하거나 권한 프로파일에 포함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권한
부여는 커널이 아니라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레벨에서 적용됩니다.

basic set(기본
세트)

로그인 시 사용자 프로세스에 지정되는 권한 세트입니다. 수정되지 않은 시스템에서 각 사용
자의 초기 상속 가능한 세트는 로그인 시 기본 세트와 같습니다.

Blowfish 32-448비트의 가변 길이 키를 사용하는 대칭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저작자인 Bruce
Schneier에 따르면, Blowfish는 키를 자주 바꾸지 않는 응용 프로그램에 최적화되어 있습니
다.

confidentiality
(기밀성)

privacy(프라이버시)를 참조하십시오.

consumer(소
비자)

Oracle Solaris의 암호화 프레임워크 기능에서 소비자는 공급자로부터 전달된 암호화 서비
스의 사용자입니다. 소비자는 응용 프로그램, 최종 사용자 또는 커널 작업일 수 있습니다. 소
비자의 예로 Kerberos, IKE, IPsec 등이 있습니다. 공급자의 예는 provider(공급자)를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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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ential
cache(자격 증
명 캐시)

KDC로부터 받은 자격 증명을 포함하는 저장 공간(대개 파일)입니다.

credential(자
격 증명)

티켓 및 일치하는 세션 키를 포함하는 정보 패키지입니다. 주체의 신원을 인증하는 데 사용
됩니다. 티켓, session key(세션 키)도 참조하십시오.

DES Data Encryption Standard의 머리글자어로, 데이터 암호화 표준입니다. 1975년에 개발되
고 1981년에 ANSI에 의해 ANSI X.3.92로 표준화된 대칭 키 암호화 방법입니다. DES에서
는 56비트 키를 사용합니다.

Diffie-
Hellman 프로
토콜

공개 키 암호화라고도 합니다. 1976년 Diffie와 Hellman이 개발한 비대칭 암호화 키 계약
프로토콜입니다. 이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두 사용자가 사전 보안 없이 비보안 매체를 통해
보안 키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Diffie-Hellman은 Kerberos에서 사용됩니다.

DSA Digital Signature Algorithm의 머리글자어로,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입니다. 512-4096비
트의 가변 키 크기를 사용하는 공개 키 알고리즘입니다. 미국 정부 표준인 DSS는 1024비트
까지 지원합니다. DSA는 입력에 SHA1을 사용합니다.

ECDSA Elliptic Curve Digital Signature Algorithm의 머리글자어로, 타원 곡선 디지털 서명 알고
리즘입니다. 타원 곡선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 공개 키 알고리즘입니다. ECDSA 키 크기는 동
일한 길이의 서명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DSA 공개 키의 크기보다 많이 작습니다.

flavor(종류) 전통적으로 보안 종류와 인증 종류는 인증 유형(AUTH_UNIX, AUTH_DES,
AUTH_KERB)을 지칭한 종류로서, 동일한 의미입니다. RPCSEC_GSS는 인증과 더불어 무
결성과 프라이버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역시 보안 종류입니다.

forwardable
ticket(전달 가
능 티켓)

클라이언트가 원격 호스트에서 티켓을 요청하기 위해 전체 인증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도 사용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jennifer의 시스템에 있는 동안 사용자
david가 전달 가능 티켓을 얻은 경우 david는 새 티켓을 얻지 않고도(다시 인증받을 필요 없
이) 자신의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proxiable ticket(프록시 가능 티켓)도 참조하십
시오.

FQDN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입니다. 간단한 denver와 대조되는 central.example.com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GSS-API Generic Security Service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 Kerberos 서
비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모듈형 보안 서비스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GSS-API
는 보안 인증, 무결성, 프라이버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uthentication (인증), 무결성,
privacy(프라이버시)를 참조하십시오.

hardening(강
화)

호스트에 내재된 보안 취약성을 제거하도록 운영 체제의 기본 구성을 수정한 것입니다.

hardware
provider(하드
웨어 공급자)

Oracle Solaris의 암호화 프레임워크 기능에서 장치 드라이버 및 해당 하드웨어 가속기입니
다. 하드웨어 공급자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값비싼 암호화 작업 부담을 덜어주므로 CPU 리소
스를 확보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ovider(공급자)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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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
principal(호스
트 주체)

ftp, rcp 또는 rlogin과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체(기본 이름
host로 서명됨)가 설정되는 특정 인스턴스의 서비스 주체입니다. 호스트 주체의 예는 host/
central.example.com@EXAMPLE.COM입니다. 서버 주체도 참조하십시오.

host(호스트) 네트워크를 통해 액세스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KDC Key Distribution Center의 머리글자어로, 키 배포 센터입니다. 세 가지 Kerberos V5 구성
요소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 주체 및 키 데이터베이스

■ 인증 서비스

■ TGS(티켓 부여 서비스)

각 영역에는 마스터 KDC가 있고 하나 이상의 슬레이브 KDC가 있어야 합니다.

Kerberos 인증 서비스,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또는 서비스 구현에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Kerberos V5 구현에 가장 근접한 Oracle Solaris의 Kerberos 구현입니다.

"Kerberos"와 "Kerberos V5"는 기술적으로 서로 다르지만 Kerberos 문서에서 종종 바꿔
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Kerberos(Cerberus라고도 씀)는 그리스 신화에서 지옥의 문을 지키는 머리가 셋 달린 사나
운 개입니다.

Kerberos
policy(Kerberos
정책)

Kerberos 서비스에서 암호 사용을 통제하는 규칙 세트입니다. 정책을 통해 주체의 액세스나
티켓 수명 매개변수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key(키) 1.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주요 키 유형 중 하나입니다.

■ 대칭 키 – 암호 해독 키와 똑같은 암호화 키입니다. 대칭 키는 파일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
됩니다.

■ 비대칭 키 또는 공개 키 – Diffie-Hellman 또는 RSA와 같은 공개 키 알고리즘에 사용되
는 키입니다. 공개 키에는 한 사용자에만 알려진 개인 키, 서버나 일반 리소스에서 사용
되는 공개 키, 그리고 둘을 조합한 개인-공개 키 쌍이 포함됩니다. 개인 키는 보안 키라고
도 합니다. 공개 키는 공유 키 또는 공통 키라고도 합니다.

2. keytab 파일의 항목(주체 이름)입니다. keytab file(keytab 파일)도 참조하십시오.

3. Kerberos에서 암호화 키로 사용되며 다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개인 키 – 주체 및 KDC에서 공유되고 시스템 한도 밖에서 배포되는 암호화 키입니다.
private key(개인 키)도 참조하십시오.

■ 서비스 키 – 이 키는 개인 키와 동일한 목적을 제공하지만, 서버 및 서비스에서 사용됩니
다. 서비스 키도 참조하십시오.

■ 세션 키 – 단일 로그인 세션 기간으로 제한된 수명 동안 두 주체 간에 사용되는 임시 암호
화 키입니다. session key(세션 키)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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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store(키
저장소)

키 저장소는 응용 프로그램별로 검색하기 위한 암호, 문장암호, 인증서 및 기타 인증 객체를
저장합니다. 키 저장소는 일부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기술 또는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keytab
file(keytab 파
일)

하나 이상의 키(주체)를 포함하는 키 테이블 파일입니다. 사용자가 암호를 사용하는 것처럼
호스트나 서비스는 keytab 파일을 사용합니다.

kvno 키 버전 번호. 생성 순서대로 특정 키를 추적하는 시퀀스 번호입니다. 가장 높은 kvno가 최
신의 가장 현재 키입니다.

MAC 1. MAC(메시지 인증 코드)를 참조하십시오.

2. 레이블 지정이라고도 합니다. 정부 보안 기술에서 MAC은 필수 액세스 제어입니다.
MAC의 예로 Top Secret 및 Confidential과 같은 레이블이 있습니다. MAC은 DAC(모든
액세스 제어)과 대조를 이룹니다. DAC의 예로 UNIX 사용 권한이 있습니다.

3. 하드웨어에서 LAN의 고유한 시스템 주소입니다. 시스템이 이더넷에 있는 경우 MAC은
이더넷 주소입니다.

MAC(메시지
인증 코드)

MAC는 데이터 무결성을 보증하고 데이터 발신을 인증합니다. MAC는 도청에 대해 보호되
지 않습니다.

MD5 디지털 서명을 포함하여 메시지 인증용으로 사용되는 반복적인 암호화 해시 함수입니다. 이
기능은 1991년 Rivest가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mechanism(방
식)

1. 데이터 인증 또는 기밀성을 이루기 위한 암호화 기법을 지정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
다. 예: Kerberos V5, Diffie-Hellman 공개 키.

2. Oracle Solaris의 암호화 프레임워크 기능에서 특정 목적을 위한 알고리즘의 구현입니다.
예를 들어, 인증에 적용된 DES 방식(예: CKM_DES_MAC)은 암호화에 적용된 DES 방식
(예: CKM_DES_CBC_PAD)과 별도의 방식입니다.

message
digest(메시지
다이제스트)

메시지 다이제스트는 메시지에서 계산된 해시 값입니다. 해시 값은 메시지를 거의 고유하게
식별합니다. 다이제스트는 파일 무결성 확인에 유용합니다.

NTP Network Time Protocol의 약자.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밀한 시간이나 네트워크 클럭 동기
화(또는 둘 다)를 관리할 수 있는 델라웨어 대학교에서 설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NTP를 사
용하여 Kerberos 환경에서 클럭 불균형을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클럭 불균형도 참조하
십시오.

PAM Pluggable Authentication Module의 약자. 여러 인증 방식에서 서비스를 재컴파일할 필
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PAM은 로그인 시 Kerberos 세션 초기화를 사용
으로 설정합니다.

permitted
set(허가된 세
트)

프로세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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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정책)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및 조치를 반영하거나 결정하는 계획이나 행동 방침입니다. 컴퓨터 시
스템의 경우 정책은 대개 보안 정책을 의미합니다. 사이트의 보안 정책은 처리 중인 정보의
민감도를 정의하는 규칙 세트이자, 허용되지 않은 액세스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
는 측정치입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을 감사하고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당하고 암호를
6주마다 변경하도록 보안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Oracle Solaris OS의 특정 영역에서 정책을 구현하는 방법은 audit policy(감사 정책), 암
호화 프레임워크의 정책, 장치 정책, Kerberos policy(Kerberos 정책), 암호 정책 및 rights
policy(권한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postdated
ticket(후일자
티켓)

후일자 티켓은 생성 후 지정된 시간까지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티켓은 밤
늦게 실행하려는 일괄 처리 작업에 유용합니다. 티켓을 훔친 경우 일괄 처리 작업이 실행될
때까지 티켓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후일자 티켓을 발행할 때 invalid로 발행되고 a)
시작 시간이 지날 때까지 b) 클라이언트가 KDC에서 검증으로 요청할 때까지 해당 방법을
유지합니다. 후일자 티켓은 보통 TGT(티켓 부여 티켓)의 만료 시간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나
후일자 티켓이 renewable로 표시된 경우 티켓의 수명이 보통 TGT(티켓 부여 티켓)의 전체
수명 기간과 똑같이 설정됩니다. 잘못된 티켓, renewable ticket(갱신 가능 티켓)도 참조하
십시오.

principal
name(주체 이
름)

1. primary/instance@REALM 형식의 주체 이름입니다. 인스턴스, 기본, realm(영역)도 참
조하십시오.

2. (RPCSEC_GSS API) 클라이언트 주체, 서버 주체를 참조하십시오.

privacy(프라
이버시)

전송된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암호화하는 보안 서비스입니다. 프라이버시에는 데이터 무결
성과 사용자 인증도 포함됩니다. authentication (인증), 무결성,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private
key(개인 키)

각 사용자 주체에 제공되며 주체의 사용자와 KDC에만 알려진 키입니다. 사용자 주체의 경
우 키는 사용자 암호를 기반으로 합니다. key(키)를 참조하십시오.

private-key
encryption(개
인 키 암호화)

개인 키 암호화에서 발신자와 수신자는 암호화에 동일한 키를 사용합니다. 공개 키 암호화도
참조하십시오.

privilege
escalation(권
한 에스컬레이
션)

기본값을 대체하는 권한을 포함하여 지정된 권한이 허용하는 리소스 범위 밖에 있는 리소스
에 대한 액세스를 얻는 것입니다. 그 결과, 프로세스에서 허용되지 않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
습니다.

privilege
model(권한
모델)

수퍼 유저 모델보다 더 엄격한 컴퓨터 시스템의 보안 모델입니다. 권한 모델에서 프로세스를
실행하려면 권한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운영은 관리자가 해당 프로세스에 보유한 권한으로
기반으로 별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로그인 프로세스에 권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 명령에만 효력을 발휘하도록 권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privilege
set(권한 세트)

권한 모음입니다. 각 프로세스에는 프로세스가 특정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
하는 4개의 권한 세트가 있습니다. 제한 세트, 유효 세트, permitted set(허가된 세트), 상속
가능한 세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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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권한의 basic set(기본 세트)는 로그인 시 사용자의 프로세스에 지정된 권한 모음입니
다.

privilege-
aware(권한
인식)

코드를 통해 권한 사용을 켜고 끄는 프로그램, 스크립트, 명령입니다. 운용 환경에서 켜져 있
는 권한을 프로세스에 제공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사용자가 권한을 프로그램에 추가한 권

한 프로파일을 사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권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privileges(5) 매뉴
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privilege(권
한)

1. 일반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에서 일반 사용자의 권한을 벗어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기능입니다. 수퍼 유저 권한은 수퍼 유저에게 부여된 모든 rights(권한)입니다. 권한 있
는 사용자 또는 권한 있는 응용 프로그램은 추가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입니
다.

2. Oracle Solaris 시스템에서 프로세스에 대한 별개의 권한입니다. 권한은 root인 프로세스
를 좀 더 세부적으로 제어합니다. 권한은 커널에서 정의되고 시행됩니다. 권한을 프로세스
권한 또는 커널 권한이라고도 합니다. 권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privileges(5)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privileged
application(권
한 있는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 컨트롤을 대체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이 특정 UID, GID, 권
한 부여 또는 권한과 같은 보안 속성을 검사합니다.

privileged
user(권한 있
는 사용자)

컴퓨터 시스템에서 일반 사용자의 권한을 벗어난 권한이 지정된 사용자입니다. trusted
users(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도 참조하십시오.

profile
shell(프로파일
셸)

권한 관리에서는 역할 또는 사용자가 역할의 권한 프로파일에 지정된 권한 있는 응용 프로그
램을 명령줄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셸입니다. 프로파일 셸 버전은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
한 셸에 해당합니다(예: bash의 pfbash 버전).

provider(공급
자)

Oracle Solaris의 암호화 프레임워크 기능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된 암호화 서비스입니다.
공급자의 예로 PKCS #11 라이브러리, 커널 암호화 모듈, 하드웨어 가속기가 있습니다. 공
급자는 암호화 프레임워크에 플러그인되므로 플러그인이라고도 합니다. 소비자의 예는
consumer(소비자)를 참조하십시오.

proxiable
ticket(프록시
가능 티켓)

클라이언트에 작업을 수행하는 대신,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따라서 서비
스가 클라이언트의 프록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티켓을 사용하여 서비스는 클
라이언트의 신원을 차용할 수 있습니다. 프록시 가능 티켓을 사용하여 다른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티켓을 얻을 수 있지만, TGT(티켓 부여 티켓)는 얻을 수 없습니다. 프록시 가능 티
켓과 전달 가능 티켓의 차이점은, 프록시 가능 티켓은 단일 작업에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forwardable ticket(전달 가능 티켓)도 참조하십시오.

public
object(공용
객체)

root 사용자가 소유하고 어디서든 읽을 수 있는 파일입니다(예: /etc 디렉토리의 파일).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5privileges-5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5privilege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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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 Quality of Protection의 머리글자어로, 보호 품질입니다. 무결성 서비스나 프라이버시 서
비스와 함께 사용되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는 매개변수입니다.

RBAC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의 머리글자어로, Oracle Solaris의 사용자 권한 관리 기능입니다.
rights(권한)을 참조하십시오.

RBAC
policy(RBAC
정책)

rights policy(권한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realm(영역) 1. 단일 Kerberos 데이터베이스와 일련의 KDC(키 배포 센터)에 의해 제공된 논리적 네트워
크입니다.

2. 주체 이름의 세번째 부분입니다. 주체 이름 jdoe/admin@CORP.EXAMPLE.COM의 경우 영역
은 CORP.EXAMPLE.COM입니다. principal name(주체 이름)도 참조하십시오.

reauthentication
(재인증)

컴퓨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암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sudo 작업
에는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인증된 권한 프로파일에는 재인증이 필요한 명령이 포함될 수 있
습니다. authenticated rights profile(인증된 권한 프로파일)을 참조하십시오.

relation(관계) kdc.conf 또는 krb5.conf 파일에 정의된 구성 변수 또는 관계입니다.

renewable
ticket(갱신 가
능 티켓)

장시간 존재하는 티켓은 보안 위험이 있으므로 티켓을 renewable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갱
신 가능 티켓에는 두 개의 만료 시간 a) 티켓의 현재 인스턴스가 만료되는 시간 b) 티켓의 최
대 수명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티켓을 계속 사용하려면 첫번째 만료가 발생하기 전에 티
켓을 갱신합니다.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유효한 티켓이 있고 모든 티켓은 최대 10시간의 수
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티켓을 보유하는 클라이언트가 1시간보다 더 오래 티켓을 보관하려
면 티켓을 갱신해야 합니다. 티켓이 최대 티켓 수명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만료되어 갱신할
수 없습니다.

rights
policy(권한 정
책)

명령과 연관된 보안 정책입니다. 현재 Oracle Solaris에 유효한 정책은 solaris입니다.
solaris 정책은 권한과 확장 권한 정책, 권한 부여 및 setuid 보안 속성을 인식합니다.

rights
profile(권한
프로파일)

프로파일이라고도 합니다. 역할 또는 사용자에 지정할 수 있는 보안 대체 모음입니다. 권한
(right) 프로파일에는 권한 부여, 권한(privilege), 보안 속성 포함 명령 및 보충 프로파일이
라고 하는 기타 권한(right) 프로파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rights(권한) all-or-nothing 수퍼 유저 모델의 대안입니다. 사용자 권한(right) 관리 및 프로세스 권한
(right) 관리를 통해 조직은 수퍼 유저의 권한(privilege)을 분담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역할
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Oracle Solaris의 권한(right)은 커널 권한(privilege), 권한 부여 및
프로세스를 특정 UID 또는 GID로 실행하는 기능으로 구현됩니다. rights profile(권한 프로
파일) 및 role(역할)에서 권한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role(역할) 지정된 사용자만 맡을 수 있는 권한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특수한 신원입니
다.

RSA 디지털 서명 및 공개 키 암호화 체계를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1978년에 개발자 Rivest,
Shamir, Adleman이 처음 기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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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
engine(검사
엔진)

파일에 알려진 바이러스가 있는지 조사하는, 외부 호스트에 상주하는 타사 응용 프로그램입
니다.

SEAM Solaris 시스템의 Kerberos 초기 버전에 대한 제품 이름입니다. 이 제품은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개발된 Kerberos V5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제 SEAM을 Kerberos 서비스라고 합니다. SEAM은 계속해서 MIT 버전과 약간
다릅니다.

secret key(보
안 키)

private key(개인 키)를 참조하십시오.

Secure
Shell(보안 셸)

비보안 네트워크를 통해 보안 원격 로그인 및 기타 보안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수한 프로토콜입니다.

security
attributes(보
안 속성)

수퍼 유저가 아닌 사용자가 관리 명령을 실행할 때 이 명령이 성공하게 해주는 보안 정책
의 대체입니다. 수퍼 유저 모델에서는 setuid root 및 setgid 프로그램이 보안 속성입니
다. 이러한 속성을 명령에 적용할 때 누가 명령을 실행하든지 관계없이 명령을 성공합니다.
privilege model(권한 모델)에서는 커널 권한 및 기타 rights(권한)이 setuid root 프로그
램을 보안 속성으로 대체합니다. 권한 모델은 setuid 및 setgid 프로그램을 보안 속성으로
인식하므로 수퍼 유저 모델과 호환됩니다.

security
flavor(보안 종
류)

flavor(종류)를 참조하십시오.

security
mechanism(보
안 방식)

mechanism(방식)을 참조하십시오.

seed(시드) 무작위 수를 생성하기 위한 숫자 스타터입니다. 스타터가 무작위 소스에서 기원할 때 시드를
무작위 시드라고 합니다.

separation of
duty(책임 구
분)

최소한의 특권 개념의 일부입니다. 책임을 구분하면 한 사용자가 트랜잭션을 완성하는 모든
작업을 수행하거나 승인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RBAC에서 보안 대체 지정으로부터
로그인 사용자 생성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한 역할이 사용자를 만듭니다. 별도의 역할이 권
한 프로파일, 역할, 기존 사용자의 권한과 같은 보안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server(서버)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에 리소스를 제공하는 주체입니다. 예를 들어, central.example.com 시
스템에 ssh를 제공하면 해당 시스템은 ssh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입니다. 서비스 주체도 참
조하십시오.

session
key(세션 키)

인증 서비스 또는 TGS(티켓 부여 서비스)에서 생성된 키입니다. 세션 키는 클라이언트와 서
비스 간에 보안 트랜잭션을 제공하기 위해 생성됩니다. 세션 키의 수명은 단일 로그인 세션
으로 제한됩니다. key(키)를 참조하십시오.

SHA1 Secure Hashing Algorithm의 머리글자어로, 보안 해시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264 미만의 입력 길이에서 작동하여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생성합니다. SHA1 알고리즘은
DSA에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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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system
image(단일
시스템 이미
지)

단일 시스템 이미지는 Oracle Solaris 감사에 사용되어 동일한 이름 지정 서비스를 사용하는
감사 시스템 그룹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해당 감사 레코드를 중앙 감사 서버로 보
내고, 여기서 레코드가 한 시스템에서 나온 것처럼 레코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slave KDC(슬
레이브 KDC)

마스터 KDC의 복사본으로, 대부분의 마스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역에는 대개
여러 개의 슬레이브 KDC(마스터 KDC는 하나만)가 있습니다. KDC, 마스터 KDC도 참조하
십시오.

software
provider(소
프트웨어 공급
자)

Oracle Solaris의 암호화 프레임워크 기능에서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널 소프트웨어
모듈 또는 PKCS #11 라이브러리입니다. provider(공급자)도 참조하십시오.

stash 파일 stash 파일은 KDC용 마스터 키의 암호화된 복사본을 포함합니다. kadmind 및 krb5kdc 프로
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KDC를 자동으로 인증하도록 서버를 재부트할 때 이 마스터 키가 사
용됩니다. stash 파일에 마스터 키가 포함되므로 stash 파일과 그 백업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암호화가 훼손되면 키를 사용하여 KDC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거나 수정해야 합
니다.

TGS Ticket-Granting Service의 머리글자어로, 티켓 부여 서비스입니다. 티켓 발행을 담당하는
KDC의 부분입니다.

TGT Ticket-Granting Ticket의 머리글자어로, 티켓 부여 티켓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다른 서비스
에 대한 티켓을 요청할 수 있는 KDC에서 발행한 티켓입니다.

trusted
users(신뢰할
수 있는 사용
자)

결정된 사용자는 일부 신뢰 레벨에서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자는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에 대한 로그인을 만들고 사용자의 신뢰 레벨 및 기능과 일치하
는 관리 권한을 지정합니다. 이러한 사용자는 시스템을 구성 및 유지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
니다. 권한 있는 사용자라고도 합니다.

user
principal(사용
자 주체)

특정 사용자에 기인한 주체입니다. 사용자 주체의 기본 이름은 사용자 이름이고, 선택적 인
스턴스는 의도한 해당 자격 증명 용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이름입니다(예: jdoe 또는
jdoe/admin). 사용자 인스턴스라고도 합니다. 서비스 주체도 참조하십시오.

VPN(가상 사
설망)

암호화를 사용하고 공용 네트워크를 통한 사용자 연결을 터널링하여 보안 통신을 제공하는
네트워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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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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