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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서 사용

■ 개요 – Oracle Solaris 시스템의 지정된 보안 벤치마크 준수를 평가하고 보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대상 – Oracle Solaris 11 시스템에서 보안을 평가하는 보안 관리자 및 감사자

■ 필요한 지식 – 사이트 보안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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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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        1  장 

보안 표준 준수 보고

이 장에서는 Oracle Solaris 시스템의 보안 표준(보안 벤치마크 및 보안 정책이라고도 함)
준수를 평가하고 보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 “준수 정보” [7]

■ “Oracle Solaris 보안 벤치마크” [8]

■ “준수 측정” [8]

■ “Oracle Solaris 준수 평가” [9]

■ “준수 참조” [13]

준수 정보

보안 표준을 준수하는 시스템은 테스트, 유지 관리 및 보호가 용이할 뿐 아니라 보다 안전
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릴리스에서 Oracle Solaris는 두 가지 보안 벤치마크, 즉
Solaris 보안 벤치마크 및 PCI DSS(결제 카드 산업 데이터 보안 표준)에 대한 Oracle Solaris
시스템의 준수를 평가하고 보고하는 스크립트를 제공합니다.

시스템의 외부 및 내부 보안 정책 준수 지원을 위한 구성 검증이 중요합니다. 보안 준수 및 감
사 요구 사항 처리는 설명서, 보고서 및 검증 자체를 포함하여 IT 보안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
지합니다. 은행, 병원, 정부 등의 조직에서는 특화된 준수 요구 사항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
체제에 익숙하지 않은 감사자는 보안 컨트롤을 요구 사항과 일치시키는 일이 어려울 수 있으
므로 보안 컨트롤을 요구 사항에 매핑하는 도구를 사용하면 감사자를 지원하여 시간과 비용
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수 스크립트는 OVAL(Open Vulnerability and Assessment Language)로 작성된
SCAP(Security Content Automation Protocol)를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Oracle Solaris
에서 SCAP가 구현되어 SCE(Script Check Engine)를 준수하는 스크립트를 지원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현재 OVAL 스키마와 프로브가 제공하지 않는 보안 검사를 추가합니다. 추
가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GLBA(Gramm-Leach-Bliley Act), HIPP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SOX(Sarbanes Oxley) 및 FISMA(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와 같은 기타 환경 규제 표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
다. 이 표준의 링크는 “준수 참조” [13]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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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Solaris 보안 벤치마크

Oracle Solaris 11에서는 두 가지 표준인 Solaris 및 PCI DSS에 대한 준수 스크립트를 제공
합니다.

Solaris 보안 정책 벤치마크

Solaris 보안 정책 벤치마크는 Oracle Solaris의 "SBD"(기본 보안) 기본 설치를 기반으로 한
표준입니다. 이 벤치마크는 기준 및 권장이라는 두 가지 프로파일을 제공합니다. “준수 측
정” [8]에서 프로파일에 대해 설명합니다.

SBD를 구성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Oracle Solaris 11.2에서 시스템 및 연결된 장치의 보안
”의 “기본 보안 구성 사용” 및 “Oracle Solaris 11 보안 지침 ”의 “Oracle Solaris 구성 가능한
보안”에서 설명합니다.

이 벤치마크는 Oracle Solaris에 대한 PCI DSS, CIS(Center for Internet Security) 또는
DISA-STIG(Defense Information Systems Agency-Security Technical Information
Guides) 벤치마크의 요구 사항에 맞지 않습니다.

PCI DSS 보안 정책 벤치마크

PCI DSS 보안 정책 벤치마크는 주요 직불 및 신용 카드 소유자 정보를 처리하는 조직을 위
한 독점적 정보 보안 표준입니다. 이 표준은 PCI SSC(Payment Card Industry Security
Standards Council)에서 신용 카드 사기 방지를 위해 정의한 것입니다.

Oracle Solaris 시스템에는 PCI DSS 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구성이 필요합니다. 준수 보고서
는 실패한 테스트와 성공한 테스트를 보여주며 수정 단계를 제공합니다.

준수 측정

보안 준수(이하 준수)를 측정하려면 보안 벤치마크나 프로파일, 해당 벤치마크 준수의 측정
(평가) 및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교육이나 아카이브를 위해 보고서를 설명서 형
식으로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Oracle Solaris는 Solaris 벤치마크의 두 보안 프로파일을 측정하는 스크립트를 제공합니다.

■ Solaris 벤치마크의 기준 프로파일은 Oracle Solaris의 기본 SBD 설치에 잘 맞습니다.

■ Solaris 권장 프로파일은 기준 프로파일보다 엄격한 요구 사항을 갖춘 조직에 적합합니
다.

이들 프로파일은 중첩됩니다. 권장 프로파일을 준수하는 시스템은 기준 프로파일도 준수
합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ADconcept-46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OSSADconcept-46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YSADV7secovw-25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YSADV7secovw-25
https://www.pcisecuritystandards.org/security_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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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 DSS 벤치마크는 시스템의 PCI DSS 표준 준수를 측정합니다. PCI DSS 요구 사항에 직
접적인 코드 링크가 없으므로 준수에 대한 보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eeting
PCI DSS Compliance with Oracle Solaris 11을 참조하십시오.

compliance 패키지

준수 기능은 solaris-small-server 및 solaris-large-server 패키지 그룹과 함께 설치되는
pkg:/security/compliance 패키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패키지 그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 보안 지침 ”의 “Oracle Solaris OS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 패키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 Package Group Lists ”을 참조하십
시오.

■ 준수 패키지 설명을 표시하려면 pkg info compliance 명령을 실행합니다.

Oracle Solaris 준수 평가

compliance 명령은 시스템의 알려진 벤치마크 준수를 평가하고 보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Oracle Solaris 준수 명령은 특정 요구 사항의 준수를 확인하는 코드, 파일 또는 명령 출력에

벤치마크의 요구 사항을 매핑합니다. 이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mpliance(1M) 매뉴
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ompliance 명령을 지원하는 SCAP 도구 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scap(8) 매뉴얼 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SCAP 도구 세트의 버전을 표시하려면 oscap -V 명령을 실행합니다.

참고 - SCAP 도구 세트는 oscap 명령으로 생성되는 보고서와 테스트 설명을 지역화할 수 없
습니다. 지역화에는 소프트웨어를 현지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타사 준수 평가

CIS 타사 표준 조직에서는 벤치마크를 위해 자동화된 준수 검사 도구를 제공합니다. CIS에
문의하여 이러한 도구를 사용해 CIS 벤치마크 준수를 평가하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racle Solaris 준수 검사를 위해 Microsoft Windows 시스템에서 CIS 도구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Oracle Solaris 준수 평가

compliance 명령은 수정이 아니라 준수 평가를 자동화합니다. 평가 및 보고서를 나열,
생성 및 삭제하는 데 이 명령이 사용됩니다. 모든 사용자가 준수 보고서에 액세스할 수

http://www.oracle.com/us/products/servers-storage/solaris/solaris11/solaris11-pci-dss-wp-1937938.pdf
http://www.oracle.com/us/products/servers-storage/solaris/solaris11/solaris11-pci-dss-wp-1937938.pdf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YSADV7install-groups-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56343&id=SYSADV7install-groups-1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OSTPK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compliance-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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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평가를 관리하고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권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ompliance(1M)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ompliance 명령은 로컬 파일만 검사합니다. 시스템에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되는 경우 클라
이언트와 서버의 준수를 따로 테스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 서버에서 사용자 홈 디렉
토리를 마운트할 경우 홈 디렉토리를 내보내는 모든 서버 및 사용자 시스템에서 compliance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compliance 명령 실행 권한

Oracle Solaris는 준수 평가와 보고서 생성을 처리하기 위한 두 가지 권한 프로파일을 제공합
니다.

■ Compliance Assessor 권한 프로파일을 통해 사용자가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저장소에
저장하며 보고서를 생성하고 저장소에서 평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Compliance Reporter 권한 프로파일을 통해 사용자가 기존 평가에서 새 보고서를 생성
할 수 있습니다.

준수 하위 명령에는 다음 권한이 필요합니다.

■ compliance assess 명령 – 모든 권한 및 solaris.compliance.assess 권한 부여가 필요
합니다. Compliance Assessor 권한 프로파일이 이 권한을 제공합니다.

■ compliance delete 명령 – 평가 저장소에 대한 쓰기 액세스 및
solaris.compliance.assess 권한 부여가 필요합니다. Compliance Assessor 권한 프로
파일이 이 권한을 제공합니다.

■ compliance list 명령 – 기본 권한을 가진 누구든지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사용
하면 벤치마크와 평가가 모두 완전히 표시됩니다.

■ compliance report 명령 – 누구든지 실행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기능 범위
가 달라집니다. Compliance Assessor 또는 Compliance Reporter 프로파일이 지정된
사용자는 평가 저장소에 새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가 기존 보고서를
볼 수 있지만 기본 권한만 가진 사용자는 보고서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준수 평가 및 보고서 만들기

준수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평가의 모든 항목이나 평가에 포함된 정보의 하위 세트를 보고
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cron 작업 등으로 정기적으로 실행하여 시스템의 준수를 모
니터하십시오.

준수 보고서 실행 방법

기본적으로 solaris-small-server 및 solaris-large-server 패키지에 compliance 패키지
가 포함됩니다. solaris-desktop 및 solaris-minimal 패키지에는 compliance 패키지가 포
함되지 않습니다.

http://www.oracle.com/pls/topic/lookup?ctx=E36784&id=REFMAN1Mcompliance-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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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소프트웨어 설치 권한 프로파일이 지정되어야 시스템에 패키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compliance 명령 실행 권한” [10]에서 설명하는 대로 대부분의 준수 명령에 대한 관리
권한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racle Solaris 11.2의 사용자 및 프로세스 보안
”의 “지정된 관리 권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1. compliance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 pkg install compliance

다음 메시지는 패키지가 설치되었음을 나타냅니다.

No updates necessary for this image.

자세한 내용은 pkg(1)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 준수 테스트를 실행할 모든 영역에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2. 평가를 만듭니다.

# compliance list -p
Benchmarks:

pci-dss: Solaris_PCI-DSS

solaris: Baseline, Recommended

Assessments:

 No assessments available

# compliance -p profile -a assessment-directory

-p 프로파일 이름을 나타냅니다. 프로파일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
다.

-a 평가의 디렉토리 이름을 나타냅니다. 기본 이름에는 시간 기록이 포함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명령은 권장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평가를 만듭니다.

# compliance -p Recommended -a recommended

이 명령은 /var/share/compliance/assessments에 이름이 recommended인 디렉토리를 만듭
니다. 이 디렉토리의 로그 파일, XML 파일 및 HTML 파일에 평가가 포함됩니다.

# cd /var/share/compliance/assessments/recommended

# ls
recommended.html

recommended.txt

recommended.xml

이 명령을 다시 실행해도 파일이 바뀌지 않습니다. 평가 디렉토리를 다시 사용하려면 먼저 파
일을 제거해야 합니다.

3. (옵션) 사용자 정의 보고서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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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MAN1pk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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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iance report -s -pass,fail,notselected
/var/share/compliance/assessments/recommended/report.-pass,fail,notselected.html

이 명령은 선택되지 않은 실패한 항목을 HTML 형식으로 포함하는 보고서를 만듭니다. 가장
최근 평가에 대해 보고서가 실행됩니다.

사용자 정의 보고서를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보고서, 즉 평가는 원래 디
렉토리에서 한 번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4. 전체 보고서를 봅니다.

텍스트 편집기에서 로그 파일을 보거나, 브라우저에서 HTML 파일을 보거나, XML 뷰어에서
XML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단계의 사용자 정의 HTML 보고서를 보려면 다음 브라우저 항목을 입력합니
다.

file:///var/share/compliance/assessments/recommended/report.-pass,fail,notselected.html

5. 보안 정책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오류를 수정합니다.

a.   실패한 항목의 수정을 완료합니다.

b.   수정을 완료하기 위해 시스템을 재부트해야 할 경우 시스템을 재부트한 다음 평가를 다
시 실행합니다.

6. (옵션) compliance 명령을 cron 작업으로 실행합니다.

# cron -e

매일 오전 2시 30분에 준수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root가 다음 항목을 추가합니다.

30 2 * * * /usr/bin/compliance assess -b solaris -p Baseline

매주 일요일 오전 1시 15분에 준수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root가 다음 항목을 추가합니다.

15 1 * * 0 /usr/bin/compliance assess -b solaris -p Recommended

매월 첫째날 오전 4시에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root가 다음 항목을 추가합니다.

0 4 1 * * /usr/bin/compliance assess -b pci-dss

매월 첫째 월요일 오전 3시 45분에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root가 다음 항목을 추가합니다.

45 3 1,2,3,4,5,6,7 * 1 /usr/bin/compliance assess

7. (옵션) 시스템에 설치된 일부 또는 전체 벤치마크에 대한 설명서를 만듭니다.

# compliance guide -a

각 보안 검사의 근거와 실패한 검사의 수정 단계가 설명서에 포함됩니다. 설명서를 교육용으
로 사용하거나 향후 테스트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할 때 각 보안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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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파일의 설명서가 생성됩니다. 벤치마크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 새 설명서를 만들 수 있
습니다.

준수 참조

준수와 관련하여 컴퓨터 보안을 설명할 때는 다양한 표준, 머리글자어 및 프로세스가 거론됩
니다. 편의를 위해 다음 용어 및 참조 목록이 제공됩니다.

다음 프로그램에서는 준수 평가 및 보고를 구현합니다.

■ SCAP(Security Content Automation Protocol)

■ SCAP 도구(OpenSCAP)

■ OVAL(Open Vulnerability and Assessment Language)

■ XCCDF(eXtensible Configuration Checklist Description Format)

다음 기관에서는 준수 표준 또는 법률을 제공합니다.

■ CIS(Center for Internet Security)

■ FISMA(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 GLBA(Gramm-Leach-Bliley Act)

■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 PCI DSS(Payment Card Industry-Data Security Standard)

■ SOX(Sarbanes Oxley)

http://scap.nist.gov/revision
http://www.open-scap.org/page/Main_Page
http://oval.mitre.org/
http://scap.nist.gov/specifications/xccdf/
http://www.cisecurity.org/
http://www.healthinfolaw.org/federal-law/federal-information-security-management-act-fisma
http://www.banking.senate.gov/conf/
http://www.cms.gov/Regulations-and-Guidance/HIPAA-Administrative-Simplification/HIPAAGenInfo/index.html?redirect=/hipaageninfo/
https://www.pcisecuritystandards.org/security_standards/
http://www.sox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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