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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개   요 

개    요 
RedCastle 은 보호 대상 자산에 대한 침해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접근통제 정책을 제공한다. 사용자 및 자원 등급에 

기반하여 등급기반 강제적 접근통제 기능을 제공하고 

ACL(Access Control List)에 기반하여 임의적 접근통제 기능을 

제공하며 상용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권한(Privileges or 

Permission) 기반의 임의적 접근통제 기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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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목적 
 
본 설명서는 RedCastle 관리자설명서로 보안관리자가 충분히 숙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본 설명서는 Solaris 운영체제를 기준으로 
설명되고 있다. 
 
 
1.1.2 구성 
 
제 1 장은 본 문서의 목적 및 구성과 본 문서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RedCastle 제품의 구성 및 운영환경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제 2 장은 RedCastle 을 설치하기 위한 설치 환경 점검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 3 장은 RedCastle 을 설치, 시동, 삭제하는 절차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제 4 장은 RedCastle 을 최초 시작하기 위하여 ESM 시작/종료, GUI 구성, 
에이전트 관리 등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고 있다. 
제 5 장은 RedCastle 에서 제공하는 보안 기능 및 로깅에 관련된 환경 설정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제 6 장은 RedCastle 에서 제공하는 무결성 점검도구, IP Filter 관리 도구, 
계정관리 도구,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 등에 대한 설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 7 장은 RedCastle 에서 제공하는 핵심 기능인 강제적 접근통제, 임의적 
접근통제, 보안감사, 실시간 경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 8 장은 보고서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 9 장은 RedCastle 의 부가 기능으로 ESM 관리와 SecureOS 에서의 ESM 
접속제한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 10 장은 RedCastle 에 대해 ㈜레드게이트의 기술지원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제 11 장은 RedCastle 의 안전한 운영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RedCastle 에서 제공하는 콘솔 명령어, 에러메시지 및 
보안정책 수립 시나리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1.1 
 
목적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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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용어정의 
 
본 사용설명서에 사용된 전문 용어나 특정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강제접근통제(MAC, Mandatory Access Control) 
객체의 중요도 레이블 및 주체의 접근 권한에 기반하여 접근을 통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공통평가기준에서는 B&L(Bell and La Padula) 보안 모델을 예로 들고 
있음 
 
객체(Object)  
주체의 오퍼레이션 대상이며 정보를 포함하거나 수신하는 TSC(TSF 통제범위) 
내의 실체 
 
매뉴얼 
Redcastle 에 설치, 운영, 사용을 위한 설명 자료로 설치지침서, 관리자설명서, 
사용자설명서가 있음 
 
보안등급(Security Level)  
사용자나 정보의 중요도를 표시하는 계층적인 보호등급(hierarchical 
Classification) 및 비계층적인 보호범주(non-hierarchical Category)의 조합 
 
사용자(User)  
제품 외부에서 RedCastle 과 상호동작하는 모든 실체. 사용인, 외부 IT 실체 등 
 
신원(Identity)  
인가된 사용자를 식별하는 유일한 표현 
 
역할(Role)  
사용자와 RedCastle 간에 허용되는 상호작용을 설정하는 미리 정의된 규칙의 
집합(예 : 사용자, 관리자) 
 
오퍼레이션(Operation) 
컴퓨터 명령어나 의사 명령어에 의해 규정된 연산 또는 작동 
 
위협원(Threat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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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에 불법적인 접근, 변경, 삭제 등 위협을 일으키는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또는 외부 IT 실체 
 
인가된 관리자(Authorized Administrator)  
RedCastle 의 보안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인가된 사용자(Authorized User) 
 
인가된 사용자(Authorized user)  
제품 보안정책에 따라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사용자 
 
인증 데이터(Authentication Data)  
사용자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 
 
임의적 접근통제(DAC, Discretionary Access Control)  
사용자 신원(identity) 혹은 그룹 신원에 기반하여 접근을 통제하는 방식 
 
자산(Assets) 
제품의 보안대책으로 보호되는 정보 및 자원 
 
제품 CD 또는 설치 CD 
Redcastle v2.0 을 설치하기 위하여 고객 사이트로 전달되어 CD 로 RedCastle 
SecureOS 설치 CD 와 RedCastle ESM 설치 CD 로 구분 
 
제품인증서 
RedCastle 사용에 대한 인증서. 24 바이트의 숫자와 문자로 구성된 제품 
라이센스 번호가 포함되어 있음 
 
조직의 보안정책(Organizational Security Policies) 
조직에서 강제되는 보안 규칙, 절차, 관행, 지침 등 
 
종속관계(Dependency) 
일반적인 한 요구사항의 목적을 만족하기 위해 종속되는 요구사항이 
만족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간의 관계 
 
주체(Subject) 
수행할 오퍼레이션을 발생시키는 TSC 내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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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레이블(Sensitivity Label) 
주체나 객체의 보안등급을 표시하는 보안 속성 
 
RedCastle 
㈜레드게이트의 운영체제 보안제품의 대표명칭 
 
RedCastle ESM(Enterprise Security Management) 
㈜레드게이트의 운영체제 보안제품인 RedCastle 의 관리부분. 관리자 GUI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보안관리 역할을 수행 
 
RedCastle SecureOS 
㈜레드게이트의 운영체제 보안제품인 RedCastle 의 보안기능처리부분. 각 
서버에 설치되어 운영되며 접근통제 기능 및 여러 보안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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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RedCastle 전체 제품 구조도를 도식화한 것이다. 
RedCastle 은 접근통제 기능등 보안기능을 수행하는 RedCastle Secure OS 와 
보안관리 기능으로 수행하는 RedCastle ESM 으로 제공된다. RedCastle 
SecureOS 는 보호 자산인 서버의 응용 부분과 커널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형태로 동작하며 RedCastle ESM 은 Windows 2000 환경의 응용 소프트웨어 
형태로 동작한다. RedCastle SecureOS 와 RedCastle ESM 은 10/100BaseT 
Ethernet 환경을 통하여 연결된다. 
다음 그림은 RedCastle 전체 제품 구조도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에서  처럼 본 제품은 RedCastle SecureOS 와 RedCastle ESM 으로 
구분되며 참조모니터, 강제적 접근통제, 임의적 접근통제, 관리자 인증 및 식별 , 
보안감사,  보안관리, 통신데이터 보호 기능 등을 제공한다. 
 
 
 
 
 
 
 
 
 
 
1.2.1 RedCastle SecureOS 
 
RedCastle SecureOS 는 보호 자산인 서버의 운영체제에 탑재되며 강제적 
접근통제와 임의적 접근통제 등을 수행하는 커널 부분과 기타 보안 기능을 
처리하는 응용 부분으로 구성되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참조모니터 및 커널모듈 숨김 기능 
• 등급기반의 강제적 접근통제 기능 
• ACL(Access Control List) 기반의 임의적 접근통제 기능 
• 허용/거부 목록에 기반한 임의적 접근통제 기능 

1.2 
 
제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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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보안관리자 식별 및 인증 기능(인증서 인증, 보안패스워드 인증) 
• 해킹 방지(Anti-Hacking) 기능 
• 잠재적 위반분석 및 대응 기능 
• SecureOS 관리자 식별 및 인증 기능 
• 보안로그 및 시스템로그 수집 및 관리 기능 
• 로그파일 여유 공간 관리 기능 
• 통신 서버 기능 
• SecureOS 실행파일의 무결성 점검 기능 
• 보안속성 및 보안정책 관리 기능 
• 보안관리 기능의 명령어 제공 
• 서버 방화벽 기능 
• 시스템 정보 제공 
• 시스템 로그 보안 관리 
• 시스템 모니터링 기능 
 
RedCastle SecureOS 는 크게 다음 세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 통신데몬(sosd): RedCastle ESM 과의 통신을 담당하는 Local Manager 
• 로그데몬(rclogd): 보안로그 및 시스템로그를 수집하는 로그수집 서버 
• 커널모듈(RedCastle): 접근통제 등의 보안기능을 수행하는 Loadable Kernel 

Module 
 
 
1.2.2 RedCastle ESM 
 
RedCastle ESM 은 Windows 2000 환경에서 운영되며 관리 GUI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제공되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ESM 관리자 식별 및 인증 기능 
• 통합 보안관리 기능 
• 화면보호기 기능 
• 감사데이터 실시간 조회 및 조건 검색 기능 
• 보고서 작성 기능 
• 통신 클라이언트 기능 
• 보안관리를 위한 화면 인터페이스  
 
 



RedCastle 관리자 설명서 

- 8 - 

 
1.3.1 RedCastle 제품 Box 구성 
 
RedCastle 제품 Box 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되어 있다. 
 

구분 종류 수량 비고 

RedCastle SecureOS 1개  
제품 CD-ROM 

RedCastle ESM 1개  
매뉴얼 설치 및 관리자 설명서 1부  

제품인증서 제품 라이센스 1부  
 

[참고] 납품상태 확인 
고객사의 담당자와 다음 절차에 따라 납품 상태를 확인하고 납품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제품 Box 의 봉인상태를 확인 
• 제품 CD 케이스의 봉인상태 확인 
• 설치 CD 개수와 매뉴얼 개수 확인 
• 제품인증서 확인 

 
 
1.3.2 RedCastle ESM  CD 구성 
 
RedCastle ESM CD 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3 
 
제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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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Castle ESM 설치 CD 의 각 디렉토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 렉 토 리 내          용 포함한 파일 

Common 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특정 제품의 dll,exe 파일을 

저장하는 디렉토리 

Crystal Decisions(디렉토리) 

Common\Crystal Decisions  2.0(디렉토리) 

Common\Crystal Decisions\2.0  Bin(디렉토리) 

Common\Crystal Decisions\2.0\bin 보고서에 쓰이는 dll을 담은 

디렉토리 (크리스탈 리포트) 

Crxddrt9.dll, craxdrt9.dll, 

crdb_ado.dll, crdb_dao.dll, 

crdb_dictionary.dl, Crdb_odbc.dll, 

crdb_olap.dll, crdb_query.dll, 

CRDesignerCtrl.dll, crqe.dll, 

crviewer9.dll, implode.dll, 

keycode.dll 

, querybuilder.dll, ufmanager.dll 

Program Files 제품이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 

RedGate(디렉토리) 

Program Files\RedGate  RedCastleESM(디렉토리) 

ProgramFiles\RedGate\RedCastle

ESM 

RedCastleESM의 실행 파일 

및 관련 자료를 담은 

디렉토리 

Data(디렉토리), Doc(디렉토리),  

Reports(디렉토리), 

ModFirewall.dll, RCastleESM.exe, 

RedConBan.dll, RedConRpt.dll, 

AgtExpr.dll, ActWzd.dll, 

RCastle.mdb, RC_Hook.dll, 

Libeay32.dll, Libssl32.dll, 

LibRCKey.dll 

ProgramFiles\RedGate\RedCastle

ESM\Data 

보고서에 관련되어 기본적인 

자료형이 정의된 파일이 

모여있다. 

HostLoginSuc.txt, LoginFail.txt, 

LoginSuc.txt, SecLogAlerttxt 

SecViolation.txt, Sulog,txt 

SysInfoGet.txt 

ProgramFiles\RedGate\RedCastle

ESM\Doc 

제품 설명서 설치지침서.pdf, 사용자설명서.pdf, 

관리자설명서.pdf 

ProgramFiles\RedGate\RedCastle

ESM\Reports 

제품 내 보고서의 틀이 

모여있는 디렉토리 

LogAssay(디렉토리), 

Statistic(디렉토리), 

SysInfo(디렉토리) 

ProgramFiles\RedGate\RedCastle

ESM\Reports\LogAssay 

로그 분석 관련 보고서 틀이 

있는 디렉토리 

SecLogAlert.rpt 

ProgramFiles\RedGate\RedCastle

ESM\Reports\Statistic 

통계 관련 보고서 틀이 있는 

디렉토리 

LoginIP.rpt, LoginUser.rpt, 

SecViolation.rpt  

ProgramFiles\RedGate\RedCastle 시스템 정보 보고서 틀이 SysInfoGen.r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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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Reports\SysInfo 있는 디렉토리 

System32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쓰이는 dll이나 

sys 파일들을 담는 디렉토리 

msvcp60.dll 

 

 
1.3.3 RedCastle SecureOS CD 구성 
RedCastle SecureOS 패키지 파일은 Windows 버전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르고 있다. 

 
 
 
 
 

 
RedCastle SecureOS 설치 CD 는 각 운영체제 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RedCastle for Solaris 
RedCastle for Solaris 설치 CD 에는 다음의 파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tar 파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Solaris 8 sparc 버전 RedCastle v2.0.13 패키지) 

redcastle-2.0.13-solaris8-sparcv9.tar 

 
/media/ 제품 패키지 디렉토리 

init_start.sh* 초기 시작용 스크립트 
rcinstall.sh* RedCastle 설치 스크립트 
rcuninst.sh* RedCastle 제거 스크립트 
pact_rotate Pact 초기 설정 스크립트 
redcastle-2.0.13-solaris8-sparcv9.pkg RedCastle package 파일 
rcpam-2.0.1-solaris8-sparcv9.pkg PAM package 파일 

 

ipf-3.4.31-solaris8-sparc-64bit.pkg IP Filter package 파일 
(단, Solaris 운영체제의 버전 및 CPU 에 따라 파일 구성이 다를 수 있음) 

 
• RedCastle for HP-UX 
RedCastle for HP-UX 설치 CD 에는 다음의 파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tar 파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HP-UX 11.11 PA-RISC 버전 RedCastle v2.0.13 
패키지) 

redcastle-{version}-{OS}-{CPU}-{additional}.tar 
- version : 2.0.x 
- OS : solaris8, solaris9, HP-UX-B.11.23 etc. 
- CPU : sparcv9, PA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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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castle-2.0.13-HP-UX-B.11.11-PA.tar 

 
/media/ 제품 패키지 디렉토리 

init_start.sh* 초기 시작용 스크립트 
rcinstall.sh* RedCastle 설치 스크립트 
rcuninst.sh* RedCastle 제거 스크립트 
pact_rotate Pact 초기 설정 스크립트 
redcastle-2.0.13-HP-UX-B.11.11-
PA.depot 

RedCastle package 파일 

redcastle-pam-2.0.1-HP-UX-
B.11.11.depot 

PAM package 파일 

B9901AA_A.03.05.09_HP-
UX_B.11.11_32+64.depot 

IP Filter package 파일 

KRNG11i_B.11.11.08_HP-
UX_B.11.11_32_64.depot 

HP-UX 용 pseudo device 파일 

(단, HP-UX 운영체제의 버전 및 CPU 에 따라 파일 구성이 다를 수 있음) 
 
• RedCastle for AIX 
RedCastle for AIX 설치 CD 에는 다음의 파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tar 파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AIX 5.3 ML 1 버전 RedCastle v2.0.13 패키지) 

redcastle-2.0.13.0-aix5300-ml1-ppc64.tar 

 
/media/ 제품 패키지 디렉토리 

init_start.sh* 초기 시작용 스크립트 
rcinstall.sh* RedCastle 설치 스크립트 
rcuninst.sh* RedCastle 제거 스크립트 
pact_rotate Pact 초기 설정 스크립트 
redcastle-2.0.13.0-aix530-ml1-ppc64.bff RedCastle package 파일 

 

rcpam-2.0.1-aix530-ml1-ppc64.bff PAM package 파일 
(단, AIX 운영체제의 버전에 따라  파일 구성이 다를 수 있음) 

 
• RedCastle for Tru64 
RedCastle for Tru64 설치 CD 에는 다음의 파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tar 파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Tru64 5.1a 버전 RedCastle v2.0.13 패키지) 

redcastle-2.0.13-OSF1-V5.1A-alpha.tar 

 
/RGSRC200 제품 패키지 디렉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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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_start.sh* 초기 시작용 스크립트 
rcinstall.sh* RedCastle 설치 스크립트 
rcuninst.sh* RedCastle 제거 스크립트 
pact_rotate Pact 초기 설정 스크립트 
/output RedCastle package 디렉터리 

 

/ipfilter IP Filter package 디렉터리 
(단, Tru64 운영체제의 버전에 따라 파일 구성이 다를 수 있음) 

 
• RedCastle for Linux 
RedCastle for Linux 설치 CD 에는 다음의 파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tar 파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Linux kernel 2.6.9-22 i386 버전 RedCastle v2.0.13 
패키지) 

redcastle-2.0.13-linux-2.6.9-22.ELsmp-i386.tar 

 
/media/ 제품 패키지 디렉토리 

init_start.sh* 초기 시작용 스크립트 
rcinstall.sh* RedCastle 설치 스크립트 
rcuninst.sh* RedCastle 제거 스크립트 
/rc_pkg/  

redcastle-2.0.13-1.i386.rpm RedCastle package 파일 
iptables-1.2.11-3.1.RHEL4.i386.rpm IP table package 파일 
psacct-6.3.2-31.i386.rpm Psacct  패키지 파일 

 

sysstat-5.0.5-1.i386.rpm Sysstat 패키지 파일 
(단, Linux kernel 버전 및 CPU 에 따라 파일 구성이 다를 수 있음) 

 
• RedCastle for Windows 
RedCastle for Windows 설치 CD 에는 다음의 파일이 포함되어 있다 
instmsia.exe 
instmsiw.exe 
isscript.msi 
RedCastle.msi 
setup.exe 
Setup.ini 

RedCastle for Windows 제품 
설치 시작 파일들 

/System32/ RedCastle driver 설치 파일 
/RedCastle/ RedCastle 응용 설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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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RedCastle ESM 운영환경 
 
RedCastle ESM 은 RedCastle SecureOS 에 대한 통합 보안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관리 GUI 로 설치되어 운영되기 위한 최소 시스템 요구 사양은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RedCastle ESM 
운영체제 Windows 2000 Professional (Service Pack 4) 

Hardware 
(최소사양) 

Pentium III 600 MHz 이상 
RAM : 128 MB 이상 
HDD : 10 MB 이상 
Network : 10/100BaseT 

Hardware 
(권장사양) 

Pentium IV 1.0GHz 이상 
RAM : 256 MB 이상 
HDD : 100 MB 이상 
Network : 10/100BaseT 

 

 

1.4.2 RedCastle for Solaris 
 
소프트웨어 Rredcastle for Solaris 
운영체제 Solaris 6, 7, 8,  9, 10 

최소사양 

Sun Sparc / x86, AMD64 with 
RAM : 128MB 이상 
HDD : 200MB 이상 
Network : 10/100BaseT 

권장사양 

Sun Sparc / x86, AMD64 2CPU 이상 with 
RAM : 256MB 이상 
HDD : 400MB 이상 
Network : 10/100BaseT 

 
 
 
 

1.4 
 
운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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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RedCastle for HP-UX 
 
소프트웨어 Rredcastle for HP-UX 
운영체제 HP-UX 11.0, 11.11, 11.23 

최소사양 

PA / Itanium2 with 
RAM : 128MB 이상 
HDD : 200MB 이상 
Network : 10/100BaseT 

권장사양 

PA/Itanium2 2CPU 이상 with 
RAM : 256MB 이상 
HDD : 400MB 이상 
Network : 10/100BaseT 

 
 
1.4.4 RedCastle for AIX 
 
소프트웨어 Rredcastle for AIX 
운영체제 IBM AIX 4.3.2, 4.3.3, 5.1, 5.2, 5.3 

최소사양 

PowerPC Power3-II 이상 
RAM : 128MB 이상 
HDD : 200MB 이상 
Network : 10/100BaseT 

권장사양 

PowerPC Power3-II 2 CPU 이상 
RAM : 256MB 이상 
HDD : 400MB 이상 
Network : 10/100BaseT 

 
 
 
 
 
 
 
 



제 1 장  개요 

- 15 - 

1.4.5 RedCastle for Tru64 
 
소프트웨어 Rredcastle for Tru64 
운영체제 Compaq Tru64 5.1a., 5.1b 

최소사양 

CPU : Digital ALPHA 400 MHz,  
RAM : 128MB 이상 
HDD : 200MB 이상 
Network : 10/100BaseT 

권장사양 

CPU : Digital ALPHA 600 MHz,  
RAM : 1024MB 이상 
HDD : 400MB 이상 
Network : 10/100BaseT 

 
 
1.4.6 RedCastle for Windows 
 
소프트웨어 Rredcastle for Windows 
운영체제 Windows 2000, XP, 2003 Server 

최소사양 

CPU : Pentium III 400 MHz,  
AMD64 1.4GHz,  

RAM : 128MB 이상 
HDD : 200MB 이상 
Network : 10/100BaseT 

권장사양 

CPU : Pentium III 600 MHz,  
AMD64 1.4GHz,  

RAM : 1024MB 이상 
HDD : 400MB 이상 
Network : 10/100B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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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RedCastle for Linux 
 
소프트웨어 Rredcastle for Linux 

운영체제 

- Asianux 2.0,  
- RedHat AS 2.1, AS 3.0, AS 4.0 
- Suse Enterprise 8, 9 
(Linux Kernel 2.2.x, 2.4.x, 2.6.x) (64-bit 포함) 

최소사양 

CPU : Pentium III 400 MHz,  
AMD64 1.4GHz,  
Itanium2 1GHz 이상 

RAM : 128MB 이상 
HDD : 200MB 이상 
Network : 10/100BaseT 

권장사양 

CPU : Pentium III 600 MHz,  
AMD64 1.4GHz,  
Itanium2 1GHz 이상 

RAM : 512MB 이상 
HDD : 400MB 이상 
Network : 10/100B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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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설치 준비 

개    요 
본 장에서는 보안관리자가 RedCastle 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일반적인 권고사항과 설치 전 시스템 
환경 점검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RedCastle 관리자 설명서 

- 18 - 

 
본 장은 관리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설치 및 운영하도록 안내해주는 관리자 
권고사항이다. 
 
기술지원 요청 
보안관리자는 설치 및 관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RedCastle 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며, 설명서의 내용을 참조하지 않고 관리자 임의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였을 경우 RedCastle 이 올바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 보다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보안관리자는 제품 공급자에 문의하여 기술지원을 받아 
운영자교육을 받은후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참고] 기술지원연락처 

㈜레드게이트 기술지원 ℡ 02-404-1441 

 
물리적보안 
RedCastle SecureOS 가 설치되는 서버와 보안관리를 위한 RedCastle ESM 이 
설치된 Windows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안전 환경에 위치하며, 인가하지 않은 
물리적 변경으로 보호할 것을 권고한다. 
 
신뢰된 보안관리자 
RedCastle 에서 접근통제 정책은 보안관리자만이 설정할 수 있으므로 신뢰되고 
적절한 교육을 받은 보안관리자가 관리자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의무를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운영체제보강 
RedCastle 에 의해 필요하지 않은 운영체제상의 서비스나 수단 등은 모두 
제거하는 작업을 통해 운영체제상의 취약점에 대한 보강 작업을 할 것을 
권고한다. 
 
 
 
 
 

2.1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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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환경 점검은 시스템 환경에 적합한 설치 CD 를 배포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루어지는 작업인 동시에 배포된 설치 CD 를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시스템 환경 점검은 운영체제에 따라서 사용하는 명령어와 방법이 다를 수가 
있으니 각 운영체제 별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거나 관련 매뉴얼을 
참고하여야 한다. 본 설명서에서는 Solaris 운영체제 기준으로 기술한다. 
 

[유의사항] 시스템 환경 점검 
시스템 환경 점검은 RedCastle SecureOS가 설치되는 각 운영체제 별 환경과 RedCastle ESM이 
설치되는 Windows 2000 시스템 환경으로 구분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2.2.1 CPU 점검 
 

가. 필요성 
License 정책 중 CPU 개수를 참조하고, 64bit 처리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재확인에 그 필요성이 있다. 
 
나. 점검 항목 
구분 목적 및 설명 
CPU 개수 정보 License 발급을 위한 정보 
프로세스 비트 RedCastle Package 제작을 위한 정보 

 
다. 관련 명령어 

명령어 설명 
psrinfo CPU 형식 및 수량 정보 
isainfo CPU Archtechure 정보 

 
라. 쉘스크립트 사용예 

#!/bin/sh 
echo "[ CPU Information ]" 
 
/usr/sbin/psrinfo -v 

2.2 
 
SECUREOS 
설치 환경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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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 -f /usr/bin/isainfo ] ; then 
 echo "[ Process Bits ]" 
 /usr/bin/isainfo -kv 
fi 

 
마. CPU 점검 결과 예 

[ CPU Information ] 
Status of processor 0 as of: 12/15/04 15:16:16 
  Processor has been on-line since 12/08/04 02:57:48. 
  The sparcv9 processor operates at 650 MHz, 
        and has a sparcv9 floating point processor. 
 
[ Process Bits ] 
64-bit sparcv9 kernel modules 

 
바. 활용 
위 결과에서 RedCastle 설정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사용된다. 
• CPU 정보 
• 프로세스 비트 
 
 
2.2.2 Disk 구성 환경 점검 
 
가. 필요성 

제품 설치 및 Log 를 남기기 위한 필요한 공간을 조사 및 확보하고, 보안 Log 를 
남기기 위한 공간 조사/확보를 위해 그 필요성이 있다. 
제품을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설치할 대상 파티션에 200MB 이상의 
여유 공간을 필요로 하며,  로그 저장 공간을 위해 500MB 이상의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나. 점검 항목 

구분 목적 및 설명 
논리적 구조 현재의 사용량을 조사하고, 남은 양을 확인하기 위함 
물리적 구조 논리적인 공간이 부족할 때 가용 할 수 있는 양 산정 

 
다. 관련 명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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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설명 
df Disk 의 논리적인 양에 대한 정보 
prtvtoc Disk의 물리적인 양에 대한 정보 

 
라. 쉘스크립트 

#!/bin/sh 
echo "[ File-System Size ]" 
/bin/df -k 
 
echo "[ Disk Partition info. ]" 
DISK=`/usr/sbin/format < /dev/null | grep cyl | awk '{print $2}'` 
 
for DL in $DISK 
do 
 echo "< ${DL}s2 >" 
 /usr/sbin/prtvtoc -h /dev/rdsk/${DL}s2 
done 

 
마. 점검 결과 예 

[ File-System Size ] 
Filesystem            kbytes    used   avail capacity  Mounted on 
/dev/dsk/c0t0d0s0    15488067 2858533 12474654    19%    / 
/proc                      0       0       0     0%    /proc 
fd                         0       0       0     0%    /dev/fd 
mnttab                     0       0       0     0%    /etc/mnttab 
swap                 2438400      16 2438384     1%    /var/run 
swap                 2438400      16 2438384     1%    /tmp 
/dev/dsk/c0t0d0s4    15488067 3475559 11857628    23%    /export 
 
[ Disk Partition info. ] 
< c0t0d0s2 > 
       0      2    00          0  31460880  31460879   / 
       1      3    01   31460880   4198320  35659199 
       2      5    00          0  78156480  78156479 
       4      0    00   35659200  31460880  67120079   /export 
       5      0    00   67120080    106080  67226159 
       6      0    00   67226160  10930320  78156479 

 
바.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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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과에서 RedCastle 설정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사용된다. 
• File system 사용량 
• Disk Partition 정보 
 
 
2.2.3 Memory 점검 
 

가. 필요성 

사용 중인 시스템의 Kernel Memory 와 User Memory 의 부족 현상을 사전에 
파악하여 제품의 원활한 구동을 보장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있다. 제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소 128MB 이상의 물리 메모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나. 점검 항목  
구분 목적 및 설명 
논리적 용량 시스템에서 사용 할 수 있는 메모리 양을 확인하기 위함 

 
다. 관련 명령어 

명령어 설명 

prtconf 메모리의 논리적인 양을 확인 

 
라. 쉘 스크립트 

#!/bin/sh 
 
echo "[ Physical Memory Size ]" 
/usr/sbin/prtconf | grep Memory 

 
마. 점검 결과 예 

[ Physical Memory Size ] 
Memory size: 512 Megabytes 

 
바. 활용 
위 결과에서 RedCastle 설정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사용된다. 
• Memory 의 가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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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소프트웨어 구성 환경 점검 
 
가. 필요성 

시스템 Software 의 구성  및 응용프로그램의 구성을 확인하여 안정적인 제품의 
설치와 보안설정의 권고안을 구축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있다. 
 
나. 점검 항목 

구분 목적 및 설명 
Software 의 구성 Software 의 구성을 파악하여 제품제작 시 참고해야 할 

사항을 제고 
 
다. 관련 명령어 
명령어 설명 
pkginfo Sotfware 의 목록 및 정보를 확인 

 
라. 쉘 스크립트 

#!/bin/sh 
 
echo "[ Software List ]" 
/usr/bin/pkginfo -l 

 
마. 점검 결과 예 

[ Software List ] 
PKGINST:  FJSVcpc 
      NAME:  CPU Performance Counter package 
  CATEGORY:  system 
      ARCH:  sparc 
   VERSION:  3.0,REV=2001.02.1301 
   BASEDIR:  / 
    VENDOR:  Sun Microsystems, Inc. 
      DESC:  Fujitsu CPU Performance 32-bit user land libraries and utilities 
    PSTAMP:  pci45020001016135221 
  INSTDATE:  Mar 16 2004 15:16 
   HOTLINE:  Please contact your local service provider 
    STATUS:  completely installed 
     FILES:     30 installed pathnames 
                13 shared pathnames 
                 1 linked files 



RedCastle 관리자 설명서 

- 24 - 

                14 directories 
                 6 executables 
               480 blocks used (approx) 
 
   PKGINST:  FJSVcpcx 
      NAME:  CPU Performance Counter package 
  CATEGORY:  system 
      ARCH:  sparc 
   VERSION:  3.0,REV=2001.02.1301 
   BASEDIR:  / 
    VENDOR:  Sun Microsystems, Inc. 
      DESC:  Fujitsu CPU Performance 64-bit user land libraries and utilities 
    PSTAMP:  pci45020001016135221 
  INSTDATE:  Mar 16 2004 15:16 
   HOTLINE:  Please contact your local service provider 
    STATUS:  completely installed 
     FILES:     22 installed pathnames 
                10 shared pathnames 
                 1 linked files 
                12 directories 
                 5 executables 
               450 blocks used (approx) 

 
바. 활용 
위 결과에서 RedCastle 설정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사용된다. 
• 시스템 Software 확인 
• 응용 소프트웨어 확인 
 
 
2.2.5 시스템 구성환경 점검 
 
가. 필요성 

시스템의 전반적인 가동 상태를 확인하여 제품 설치 전의 시스템 가용성을 
확보하고, 제품의 구성 시 기 환경에 부합하는 설정을 하기위해 그 필요성이 
있다. 
 
나. CPU 점검 항목 

구분 목적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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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 Name 
Host ID 
OS Version 

License 발급 및 제품 제작을 위한 정보 확인 

Kernel Version OS 의 특수성과 안정성을 조사하기 위한 자료 
User 
Environment 

사용자 직무 설정 시의 활용 정보 

Kernel Module 
List 

제품 Module 제작 시의 System Call 사용 상황을 
참조하기 위한 정보 

 
다. 관련 명령어 

명령어 설명 
Hostname Host 의 이름 확인 
Hostid Host 의 고유 ID 를 확인 
Uname OS 의 종류 및 Kernel Level 을 확인 
Cat 사용자 구성정보를 확인 
Modinfo Kernel Module 정보 확인 

 
라. 쉘 스크립트 

#!/bin/sh 
 
printf "\t[ HOST NAME ]\n" 
/bin/hostname 
 
printf "\n\t[ HOST ID ]\n" 
/bin/hostid 
 
printf "\n\t[ OS Ver., Kernel Rev., Architecture ]\n" 
/bin/uname -aX 
 
printf "\n\t[ Kernel File Date ]\n" 
ls -l /kernel/genunix 
 
for CAT in `echo "hosts passwd group"` 
        do 
        printf "\n\t[ /etc/$CAT Contents.. ]\n" 
        /bin/cat /etc/$CAT 
        done 
 
printf "\n\t[ Kernel Module List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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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r/sbin/modinfo | grep -v Loadaddr | nl 
 
마. 결과 예 

[ HOST NAME ] 
wintersol2 
 
[ HOST ID ] 
80f104c8 
 
[ OS Ver., Kernel Rev., Architecture ] 
SunOS wintersol2 5.8 Generic_108528-27 sun4u sparc sun4uSystem = 
SunOS 
Node = wintersol2 
Release = 5.8 
KernelID = Generic_108528-27 
Machine = sun4u 
BusType = <unknown> 
Serial = <unknown> 
Users = <unknown> 
OEM# = 0 
Origin# = 1 
NumCPU = 1 
 
[ Kernel File Date ] 
-rwxr-xr-x   1 root     sys      1551012 Nov  5  2003 /kernel/genunix 
 
[ /etc/hosts Contents.. ] 
# 
# Internet host table 
# 
127.0.0.1       localhost        
#192.168.1.225  wintersol2      loghost wintersol2.redgate.co.kr 
211.56.225.83   wintersol2      loghost wintersol2.redgate.co.kr 
192.168.1.103   maruta 
192.168.1.102   zolaris 
 
 
[ /etc/passwd Contents.. ] 
root:x:0:1:Super-User:/:/bin/csh 
daemon:x: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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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x:2:2::/usr/bin: 
sys:x:3:3::/: 
adm:x:4:4:Admin:/var/adm: 
lp:x:71:8:Line Printer Admin:/usr/spool/lp: 
uucp:x:5:5:uucp Admin:/usr/lib/uucp: 
nuucp:x:9:9:uucp Admin:/var/spool/uucppublic:/usr/lib/uucp/uucico 
listen:x:37:4:Network Admin:/usr/net/nls: 
nobody:x:60001:60001:Nobody:/: 
noaccess:x:60002:60002:No Access User:/: 
 
…………… 
 
 
[ /etc/group Contents.. ] 
root::0:root 
other::1: 
bin::2:root,bin,daemon 
sys::3:root,bin,sys,adm 
adm::4:root,adm,daemon 
uucp::5:root,uucp 
 
…………… 
 
[ Kernel Module List ] 
1    6 10152000   445b   1   1  specfs (filesystem for specfs) 
2    8 10157d40   333c   1   1  TS (time sharing sched class) 
3    9 1015a938    8d4   -   1  TS_DPTBL (Time sharing dispatch table) 
4   10 1015a9c0  291e3   2   1  ufs (filesystem for ufs) 
5   11 10181b33    1f7   -   1  fssnap_if (File System Snapshot Interface) 
6   12 10181c83  10900 226   1  rpcmod (RPC syscall) 
7   12 10181c83  10900 226   1  rpcmod (32-bit RPC syscall) 
8   12 10181c83  10900   1   1  rpcmod (rpc interface str mod) 
9   13 1018fcc3  66f10   0   1  ip (IP Streams module) 
10   13 1018fcc3  66f10   3   1  ip (IP Streams device) 
…………… 
 

 
바. 활용 
위 결과에서 RedCastle 설정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사용된다. 
• Host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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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t I.D. 
• OS Version 및 Kernel Revision 
• 사용자 구성 
• Kernel 및 Kernel Module 의 구성 
 
 
2.2.6 네트워크 환경 점검 
 
가. 필요성 

RedCastle SecureOS 가 설치 되는 Server 와 RedCastle ESM 간의 통신 
환경을 점검한다. 
RedCastle 통신 데몬은 디폴트로 TCP/5002 포트를 사용한다. 만약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 포트를 사용하고 있다면, 설정 파일에서 통신 데몬이 사용할 
포트를 변경하여 실행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6.2.1 절의 RedCastle 
SecureOS 시동 절차를 참조 > 
 
나. 점검 항목 

구분 목적 및 설명 
TCP Service Port Server Agent 와 Management Console 간의 통신을 위한 

TCP Service Port 사용 여부 확인 
 
다. 관련 명령어 

구분 목적 및 설명 
netstat Network Service 의 현황 확인 

 
라. 쉘 스크립트 

#!/bin/sh 
 
echo "[ Check RedCastle Default Port : 5002 ]" 
PORT=`/bin/netstat -an | grep LISTEN | egrep ".5002" | wc -l` 
 
if [ $PORT -eq 0 ] ; then 
 echo "Port 5002 is not used." 
else 
 echo "Port 5002 is already used by other application." 
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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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점검 결과 예 

[ Check RedCastle Default Port : 5002 ] 
Port 5002 is not used. 

 
바. 활용 
결과에서 RedCastle 설정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사용된다. 
• Network Service Port 의 사용 상황 중 5002 번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제품 

시동 시 Port 번호를 변경한다. 
 
 
2.2.7 Random Number Generator 점검 및 설치 
 
가. 필요성 

RedCastle SecureOS 통신 데몬 (Sosd) 는 공개용 SSL 라이브러리인 OpenSSL 
을 사용하며, SSL 모드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Random Number 
Generator 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Solaris 8 시스템의 경우, OS 패치를 통해 
Random Number Generator 를 설치할 수 있다. 
 

[유의사항] Random Number Generator 
운영체제 별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스템 관리자에게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Solaris 8 이하, HP-UX 11.11 이하의 경우에만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Solaris 는 
Kernel patch를 통하여 설치가 이루어지며, HP-UX는 제품에 포함된 패키지로 설치하도록 한다. 

 
나. 점검 항목 

구분 목적 및 설명 
/dev/random 
/dev/urandom 

OS 에 설치되어 있는 Random Number Generating 
Device 

 
다. 관련 명령어 

구분 목적 및 설명 
ls Random Device 목록 확인 

 
라. 쉘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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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sh 
 
printf "\n[ Checking for Random Number Generator ]\n" 
 
if [ -c /dev/random ] ; then 
    echo "/dev/random is found!" 
else 
    echo "/dev/random is not found!" 
fi 

 
마. 점검 결과 예 

[Checking for Random Number Generator ] 
 
/dev/random is not found! 

 
바. 활용 
RedCastle SecureOS 통신 데몬(Sosd) 에서 송수신 되는 데이터의 암호화를 
위해 사용한다. Random Number Generator 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ESM 을 
통해 통신데몬 (Sosd) 에 접속할 수 없으며, ESM 을 이용한 RedCastle 
SecureOS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사. 설치 
Random Number Generator 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OS 패치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 
해당 패치는 http://sunsolve.sun.com 의 Patch Finder 에 Patch ID 112438 을 
입력하여 해당 패치를 다운로드 하거나, RedCastle SecureOS for Solaris8 설치 
시디에 포함되어 있는 패치를 직접 설치하면 된다. 패치는 root 권한으로만 
설치할 수 있다. 
 
내려 받은 패치(112438-03.zip) 를 다음과 같이 임의의 디렉토리에 압축을 푼다. 
# unzip 112438-03.zip 
 

 
압축을 풀면 Patch ID 에 해당하는 디렉토리 이름으로 압축이 해제되며, 
patchadd 명령을 이용하여 패치를 적용할 수 있다. 
 

http://sunsolve.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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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 112438-03 
# patchadd ./ 
Checking installed patches... 
.... 

 
 패치 적용 후에는 다음과 같이 reboot 명령을 이용하여 반드시 시스템을 리부팅 
하여야 한다. 
 

# reb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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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CPU 점검 
 
Windows 2000 에서 시스템 환경은 아래와 같이 [시작]-[프로그램]-[시스템도구]-
[시스템정보]를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다. 

  
 
 
2.3.2 시스템 일반 환경 
 
시스템 정보 창의 좌측 트리에서 [시스템정보]-[시스템요약]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OS 이름 및 버전, 시스템 종류, 메모리 등 시스템 일반 환경을 
확인할 수 있으며 RedCastle ESM 설치 환경과 같은지 검토한다. 

  
 

2.3 
 
ESM 
설치 환경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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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네트워크 환경 
 
시스템 정보 창의 좌측 트리에서 [시스템정보]-[구성요소]-[네트워크]의 각 
항목들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네트워크 환경을 확인할 수 있으며 
RedCastle ESM 설치 환경과 같은지 검토한다. 
 

  
 
 
2.3.4 RedCastle ESM 설치 공간 점검 
 
시스템 정보 창의 좌측 트리에서 [시스템정보]-[저장소]-[드라이버]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RedCastle ESM 이 설치될 드라이버의 사용 가능한 공간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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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RedCastle 설치 전 환경 점검에 따른 조치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가. 자원의 부족 
RedCastle 을 설치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을 경우 
RedCastle 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보안관리자는 RedCastle 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배포된 설치 CD 와의 불일치 
배포된 설치 CD 와 서버 환경이 불일치할 경우 보안관리자는 설치작업을 
중단시키고 제품 공급자에 문의하여 해당 시스템 환경과 일치하는 설치 CD 를 
재배포 받아야 한다. 
 
 

  
 
 
 
 

2.4 
 
환경 점검에 따른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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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명시하는 작업 및 확인사항은 설치 전 보안관리자에 의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주의]  
설치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로 인하여 보안 침해사고를 당할 수 있다. 

 
가. RedCastle ESM 설치 시스템의 독립성 확보 
RedCastle SecureOS 는 운영하는 서버에 직접 설치되지만 RedCastle ESM 은 
별도의 시스템을 요구한다. RedCastle ESM 이 설치될 시스템에는 다른 용도의 
서버가 설치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서버의 작동으로 인한 보안 허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RedCastle 의 전체적인 보안 정도가 침해 당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다른 
시스템의 설치로 인하여 운영체제보안시스템 설치의 목적이 침해될 수 있다. 
 
나.  운영체제 취약점 제거 
서버의 목적과 무관하게 필요하지 않은 운영체제상의 서비스나 수단 등은 모두 
제거하는 작업을 통해 운영체제상의 취약점에 대한 보강작업이 수행되어야 
운영체제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된다. 
 
다.  불필요한 네트워크 서비스 제거 
Windows 및 UNIX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파일 서비스를 포함한 여러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구동 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보안 허점이 야기될 수 있다. 
RedCastle ESM 에는 SSL 클라이언트만이 제공되므로 Window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네트워크 서비스는 강제적으로 삭제하거나 사용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RedCastle SecureOS 가 설치되는 서버의 목적상 필요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네트워크 서비스는 삭제하거나 사용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RedCastle ESM 은 별도의 시스템에서 독립적으로 동작하므로 불필요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와 같이 Windows 2000 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통신 프로그램들로서 보안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파일 
들이다. 이 파일들은 RedCastle ESM 설치 시 기본적으로 삭제되어야 한다. 
 
AT.EXE DCOMCNFG.EXE DLLHOST.EXE 

DSSSIG.EXE FINGER.EXE FTP.EXE 

2.5 
 
설치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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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TSTAT.EXE NDDEAGNT.EXE NDDEAPIR.EXE 

NET.EXE NET1.EXE NETDDE.EXE 

OS2.EXE OS2SRV.EXE RASADMIN.EXE 

RASMON.EXE RASPHONE.EXE RCP.EXE 

REXEC.EXE RSH.EXE TAPISRV.EXE 

TCMSETUP.EXE TCPSVCS.EXE TELNET.EXE 

TFTP.EXE   

 
라.  독립된 관리자 계정 
RedCastle SecureOS 는 운영되는 서버에 설치되므로 RedCastle SecureOS 가 
설치되면 기존 root 권한이 통제되므로 root 권한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용자 중 
보안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보안관리자는 RedCastle SecureOS 설치 후 
지정할 수 있다. 
RedCastle ESM 이 설치될 시스템은 독립된 Windows 시스템이므로 
보안관리자를 위한 Administrator 계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계정을 삭제하여 
관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마.  화면보호기 설정 
RedCastle 을 설치하는 동안 잠지 자리를 비울 경우 보안관리자가 아닌 타인이 
잘못 접근하면 설치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Solaris 시스템의 경우 설치 작업 중 보안관리자가 자리를 비울 경우 화면보호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Windows 시스템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제어판]-[디스플레이]-
[화면보호기]를 이용하여 화면보호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화면보호기 설정시 
반드시 암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설치 시설 은폐 
RedCastle 은 외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외부인이나 보안관리자가 아닌 타인이 RedCastle 에 접근하면 물리적으로 파손 
될 수 있다. 
 
사.  기타 
RedCastle 은 공개 소프트웨어인 IP Filter 와 연동기능을 제공하므로 필요시 
이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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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지침서 

개    요 
본 장에서는 RedCastle SecureOS 및 ESM 의 설치, 
시동, 제거에 대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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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는 RedCastle SecureOS 설치 과정을 기술한다. 각 운영체제 별로 
설치는 유사하며 본 설명서에서는 Solaris 버전을 기준으로 기술한다. 
 
 
3.1.1 RedCastle SecureOS 설치 과정 
 
RedCastle SecureOS 는 보안 관리자로 등록할 사용자로 로그인 한 후, su 를 
이용하여 root 로 이동한 후에 설치해야 한다.  제품을 설치 한 후에, 최초 구동 
과정에서 보안 모듈을 로드하고, 제품 파일에 대해 보안 속성 부여, 데몬 실행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만약 곧바로 root 로 로그인한 상태라면 보안 속성 
설정시 실행권한을 얻을 수 없어서, 정확한 보안 속성을 부여할 수 없거나, 보안 
관리자 등록시 다른 사용자를 지정했다면, 보안 모듈 구동시 프로세스 보안 
속성 부여 단계에서, 보안 관리자(SO)가 아닌 일반 사용자의 부적절한 root 권한 
획득으로 간주하여 로그인 쉘을 강제 종료하기 때문에,  보안 속성 설정 및 
데몬의 시작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약, 보안 관리자로 등록할 사용자로 로그인 하지 않았다면, 제품 설치 후 최초 
시동 여부를 묻는 화면에서, 'No' 를 눌러 설치를 마치고, 다시 보안 관리자로 
등록한 사용자로 로그인 하여, su 를 이용해 root 로 권한을 이동한 후에 최초 
시작 스크립트(init_start.sh) 를 이용하여 제품을 시작하여야 한다. 
 
먼저 RedCastle SecureOS 설치 작업을 위한 임시 디렉토리를 생성한다. 
 
% / > mkdir rcinst 

 
임시 디렉토리를 생성한 후에 제품 파일 “redcastle-12.0.13-solaris8-
sparcv9.tar” 을 해당 디렉토리로 복사한 후에 다음과 같이 압축을 푼다. 
 
% /rcinst > tar xvf redcastle-12.0.13-solaris8-sparcv9.tar 

 
압축을 풀면 media 디렉토리가 생성되며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 /rcinst > ls -al 
total 31798 
drwxr-xr-x   3 root     other        512 Nov  8 16:19 ./ 

3.1 
 
SECUREOS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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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wxr-xr-x  33 root     root        1024 Nov  8 16:22 ../ 
drwxr-xr-x   5 root     other        512 Nov  8 15:17 media/ 
-rw-r--r--   1 root     other    9687040 Jan  6 20:08 redcastle-12.0.13-solaris8-
sparcv9.tar 

 
RedCastle SecureOS 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media 디렉토리에서 설치 
스크립트인 “rcinstall.sh “을 실행하면 된다. 
 
% /rcinst/media > rcinstall.sh 

 
rcinstall.sh 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설치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제일 먼저 RedCastle SecureOS 가 설치될 경로를 
지정한다. 제품 디렉토리의 이름은 ‘redcastle’ 로 고정되어 있으나, 설치 경로는 
임의의 경로로 변경 가능하다. 입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디폴트로 /usr/local 로 
지정된다. 
 

 
 ====== RedCastle-2.0.13 Installation ====== 
 
RedCastle installation is started. 
First you must enter the base directory for RedCastle product. 
 
Enter the base directory for RedCastle [/usr/local] : /usr/local 
... 
Base directory is set to [/usr/local] 
and RedCastel will be installed on [/usr/local/redcastle] 
Is it correct? [Y/N] y 

 
제품의 설치 경로를 지정하면 제일먼저 설치될 호스트에 대한 라이센스 값을 
입력하여야 한다. 
 
Input RedCastle License Key : AEAAIJADAE7O7SFOQ7WIUNUH 
    > RedCastle License Key : AEAAIJADAE7O7SFOQ7WIUNUH 
 
 # Is it correct? [Y/N]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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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를 를 입력하고 나면 설치 전 단계로 acct log 환경을 설정한다. 이 
과정에서는 /var/adm/pacct 파일에 사용자들의 행위가 로그에 남도록 설정한다. 
# RedCastle Pre-Installation.. 
 
 .. Loginlog setting is completed ! 
 
# Do you want to start acct accounting? (y/n) y 
 .. Account Logging is completed ! 
 
 Pre-Installation process is done! 

 
위의 과정이 끝나면 실제 SecureOS 패키지 설치 과정으로 들어간다. 설치 과정 
중 package base directory 를 묻는 과정이 있는데, 이는 Solaris 용 pkg 파일을 
설치할 기본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위의 스크립트에서 입력한 
설치 경로와 동일하게 입력을 해야 한다. 
 
# Now installing RedCastle. Press enter to continue ... 
 
The following packages are available: 
  1  RGrcastle     RedCastle 2.0.13 for Solaris is a SecureOS product 
developed by RedGate Inc. 
                   (sparc) Release 2.0.13 
 
Select package(s) you wish to process (or 'all' to process 
all packages). (default: all) [?,??,q]: all 
 
Processing package instance <RGrcastle> from </rcinst/media/redcastle-
2.0.13-solaris8-sparcv9.pkg> 
 
RedCastle 2.0.13 for Solaris is a SecureOS product developed by RedGate 
Inc. 
(sparc) Release 2.0.13 
Copyright (c) 2003 RedGate In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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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roduct is protected by copyright and distributed under 
licenses restricting copying, distribution and decompilation. 
 
Enter path to package base directory [?,q] /usr/local 
Using </usr/local> as the package base directory. 
## Processing package information. 
## Processing system information. 
   2 package pathnames are already properly installed. 
## Verifying disk space requirements. 
## Checking for conflicts with packages already installed. 
## Checking for setuid/setgid programs. 
 
The following files are being installed with setuid and/or setgid 
permissions: 
  /usr/local/redcastle/bin/chpw <setuid root> 
  /usr/local/redcastle/bin/rclogin <setuid root> 
 
Do you want to install these as setuid/setgid files [y,n,?,q] y 
 
Installing RedCastle 2.0.13 for Solaris is a SecureOS product developed by 
RedGate Inc. as <RGrcastle> 
 
## Installing part 1 of 1. 
/etc/init.d/init.RedCastle 
/etc/init.d/init.RedLogd 
……………. 
 
Installation of <RGrcastle> was successful. 
 
 # RedCastle is successfully installed. 
 
 # RedCastle-2.0.13 Environment Configuration File will be installed to 
/etc/.evrc 
 



RedCastle 관리자 설명서 

- 42 - 

 # RedCastle-2.0.13 Environment Configuration File installed to /etc/.evrc 
 

 
제품 패키지 설치가 끝나면 최초 보안관리자(SO) 등록과정이 진행된다. 
보안관리자 등록은 새로운 사용자를 보안관리자로 등록하는 방법과 root 를 
제외한 기존의 unix 사용자 중 한명을 보안관리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은 새로운 사용자를 unix 사용자로 추가시키고 이를 보안관리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 Create SO user and Register it. ---- 
 
############################################################# 
#   Would you like to:                                                                                      # 
#                                                                                                                      # 
# 1. Create id you want to use and register it as RedCastle SO user.           # 
# 2. Use existing id as RedCastle SO user.                                                   # 
# 3. exit                                                                                                           # 
############################################################# 
Please select one of the above (1-3) : 1 
 
Enter the ID you want to create as SO user: admin 
 ... 
Enter the home dir for admin. ex) /home/admin : /export/home/admin 
 ... 
# /export/home/admin is created. 
 
Enter the password of admin 
New password: ******** 
Re-enter new password: ******** 
passwd (SYSTEM): passwd successfully changed for admin 
 
# admin for RedCastle SO user successfully created 
# Now register admin to your RedCastle SO user 
 ---- Press Enter to Continue.---- 
 
Successfully add MLS user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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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root 를 제외한 기존의 unix 사용자 중 한 명을 보안관리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 Create SO user and Register it. ---- 
 
############################################################# 
#  Would you like to:                                                                                       # 
#                                                                                                                      # 
#    1. Create id you want to use and register it as RedCastle SO user.        # 
#    2. Use existing id as RedCastle SO user.                                                # 
#    3. exit                                                                                                        # 
############################################################# 
Please select one of the above (1-3) : 2 
Enter the existing ID you want to use as SO user : admin 
 ... 
 
 # Now, register admin to your RedCastle SO user 
 
 ---- Press Enter to Continue.---- 
 
Successfully add MLS user 'admin'. 
 
 # admin is successfully added in SO user. 
 
---- Press Enter to Continue.---- 

 
보안관리자 등록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보안 관리자에 대한 보안 패스워드를 
등록한다.  보안 패스워드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최소한 8 자 이상 입력하여야 한다. 
 
# Now, change Security password for SO user admin 
 
 ---- Press Enter to Continue.---- 
 
Enter New Security Passwd : <보안 패스워드 입력> 
Re-enter New Security Passwd : <보안 패스워드 입력> 
 
 # Security password for SO user admin is successfully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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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s Enter to Continue.---- 

 
제품 설치 후, 보안 사용자를 등록하고 나면, RedCastle 에 포함되어 있는 IP 
Filter 패키지를 설치한다. IP Filter 패키지가 설치되면, IP Filter 로그를 syslog 
로 저장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etc/syslog.conf 가 수정되고, syslogd 데몬이 
재시작 된다. 
 

# Do you want to install IP Filter package (recommended)? (y/n) y 
 
 Installing IP Filter Package.. 
 
The following packages are available: 
  1  ipf      IP Filter 
              (sparc) 3.4.31 
  2  ipfx     IP Filter (64-bit) 
              (sparc) 3.4.31 
 
Select package(s) you wish to process (or 'all' to process 
all packages). (default: all) [?,??,q]: all 
Processing package instance <ipfx> from </rcinst/media/solaris-sparc-
ipf.pkg> 
 
IP Filter (64-bit) 
(sparc) 3.4.31 
 
Copyright (C) 1993-2001 by Darren Reed. 
 
The author accepts no responsibility for the use of this software and 
provides it on an ``as is'' basis without express or implied warranty. 
 
Redistribution and use in source and binary forms are permitted 
provided that this notice is preserved and due credit is given 
to the original author and the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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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I hate legaleese, don't you ? 
 
## Processing package information. 
## Processing system information. 
   6 package pathnames are already properly installed. 
## Verifying disk space requirements. 
## Checking for conflicts with packages already installed. 
## Checking for setuid/setgid programs. 
 
Installing IP Filter (64-bit) as <ipfx> 
 
## Installing part 1 of 1. 
/usr/kernel/drv/sparcv9/ipf 
/usr/sbin/sparcv9/ipf 
/usr/sbin/sparcv9/ipfs 
/usr/sbin/sparcv9/ipfstat 
/usr/sbin/sparcv9/ipmon 
/usr/sbin/sparcv9/ipnat 
[ verifying class <none> ] 
 
Installation of <ipfx> was successful. 
 
Processing package instance <ipf> from </rcinst/media/solaris-sparc-
ipf.pkg> 
 
IP Filter 
(sparc) 3.4.31 
 
Copyright (C) 1993-2001 by Darren Reed. 
 
The author accepts no responsibility for the use of this softwa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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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s it on an ``as is'' basis without express or implied warranty. 
 
Redistribution and use in source and binary forms are permitted 
provided that this notice is preserved and due credit is given 
to the original author and the contributors.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I hate legaleese, don't you ? 
 
## Processing package information. 
## Processing system information. 
   15 package pathnames are already properly installed. 
## Verifying disk space requirements. 
## Checking for conflicts with packages already installed. 
## Checking for setuid/setgid programs. 
 
This package contains scripts which will be executed with super-user 
permission during the process of installing this package. 
 
Do you want to continue with the installation of <ipf> [y,n,?] y 
 
Installing IP Filter as <ipf> 
 
## Installing part 1 of 1. 
/etc/init.d/ipfboot 
…………….. 
 
Installation of <ipf> was successful. 
IP Filter Package is successully installed.. 
 .. IP Filter Log setting is completed! 
 
 .. Syslog configuration is added (for IP Fil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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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slogd is successfully restarted ! 

 
IP Filter 설치가 끝나면 /usr/bin, /usr/sbin, /usr/lib 디렉토리에 있는 setuid/setgid 
프로그램들을 setuid program ACL 목록에 저장한다. setuid 프로그램 목록은 
RedCastle SecureOS 가 설치된 디렉토리의 data/acl_setuid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ESM 의 ACL 관리 화면에서도 확인 및 변경이 가능하다. 

# Generating ACL Setuid Program Lists in /usr/bin /usr/sbin /usr/lib .. 
 
 ---- Press Enter to Continue.---- 
 
 .. Finding Setuid Program is done.. 

 
setuid 프로그램이 등록되고 나면, 아래와 같이 설치한 제품에 대한 파일들의 
무결성 코드를 생성하여 DB 에 저장한다. 
# Generating RedCastle Integrity DB... 
 
 ---- Press Enter to Continue.---- 
/usr/local/redcastle/bin/chpw added. 
……………….. 
/usr/kernel/misc/sparcv9/RedCastle added. 
 
Total 51 file added. 
 

 
무결성 파일 등록이 끝나면 보안 위반의 ALERT 설정 단계로 넘어간다. 
E-Mail Alert 옵션을 Yes 로 설정하면, 메일을 받을 관리자의 메일 주소와 
메일을 전송할 SMTP 서버를 입력해야 한다. Alert 메일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No 로 입력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 단계에서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직접 설정 파일을 편집하거나, ESM 관리 화면을 통해서 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 
< '설치 지침서' 6.2.1 RedCase SecureOS 시동 절차 또는 '관리자 설명서'의 
5.2.3 Alert 설정 참조 > 
 
# E-Mail Alert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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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want to enable E-Mail alert option? [Yes/no] : y 
 
 E-Mail alert option is set to [y].. 
 Is it correct? [Y/N] y 
 
 Input Mail Server Address : smtp.redgate.co.kr 
 Input E-Mail Address : admin@redgate.co.kr 
 
 Mail Server   : smtp.redgate.co.kr 
 E-Mail Address : admin@redgate.co.kr 
 Is it correct? [Y/N] y 
 
.. E-Mail Alert configuration is successfully updated. 

 
E-Mail Alert 설정이 끝나면, 통신 데몬에 대한 ESM 의 접속 통제 목록을 
작성하게 된다. 만약 접속 통제 목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No' 를 선택하면 
바로 마지막 단계의 최초 제품 시동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접속 통제 목록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처럼 'Yes' 를 선택한다. 
 
# ESM Access Allow-Deny List Configuration... 
 
 Do you want to configure ESM Access Allow-Deny List? [Yes/no] : y 

 
'Yes' 를 선택하여 접속 통제 목록 설정 화면으로 들어 가게 되면 우선 접속 허용 
목록을 설정하게 된다. 기본적인 규칙의 형태는 'ROLE:role list' 와 'account 
list:ip list' 이며 account 와 ip 목록은 : (colon) 으로 구분한다. 각각의 
리스트는 ,(쉼표) 로 구분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설명서> 의 ‘9.2 
RedCastle ESM 접속 제한’ 부분을 참조한다. 
 
1. Configuring Access Allow List... 
 
[ Current Allowed Lists ] 
 
# Select your action. [I]nsert, [D]elete, [E]nd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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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ert New Rule : ROLE:SO 
 
[ Current Allowed Lists ] 
ROLE:SO 
 
 # Select your action. [I]nsert, [D]elete, [E]nd : i 
   Insert New Rule : castle:192.168.1.0/24 
 
[ Current Allowed Lists ] 
ROLE:SO 
castle:192.168.1.0/24 
 
 # Select your action. [I]nsert, [D]elete, [E]nd : i 
   Insert New Rule : admin:192.168.1.100 
 
[ Current Allowed Lists ] 
ROLE:SO 
castle:192.168.1.0/24 
admin:192.168.1.100 
 
# Select your action. [I]nsert, [D]elete, [E]nd : d 
   Delete Rule : admin:192.168.1.100 
 
[ Current Allowed Lists ] 
ROLE:SO 
castle:192.168.1.0/24 
 
# Select your action. [I]nsert, [D]elete, [E]nd : e 

 
다음은 접속 거부 목록을 설정하는 화면이다. 좀 더 안전한 설정을 위해서는 
허용 목록에 접속을 허용할 사용자와 IP 를 명시적으로 적용하고, 거부 
목록에는 다음과 같이 "ROLE:ALL", "ALL:ALL" 로 허용 목록 이외의 모든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 
 
2. Configuring Access Deny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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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 Denied Lists ] 
 
# Select your action. [I]nsert, [D]elete, [E]nd : i 
   Insert New Rule : ROLE:ALL 
 
[ Current Denied Lists ] 
ROLE:ALL 
 
# Select your action. [I]nsert, [D]elete, [E]nd : i 
   Insert New Rule : ALL:ALL 
 
[ Current Denied Lists ] 
ROLE:ALL 
ALL:ALL 
 
 # Select your action. [I]nsert, [D]elete, [E]nd : e 

 
접속 거부 목록 설정이 완료 되면 다음과 같이 최종 확인 화면이 나오고, 이상이 
없을 경우 'Yes' 를 입력한다. 만약 다시 설정을 하고 싶을 경우 여기에서 'No' 를 
선택하면 된다. 'No' 를 선택하게 되면 최초의 접속 허용 목록 설정 단계로 간다. 
 
3. Confirm Access Allow and Deny List.. 
 
[ Access Allowed Lists ] 
ROLE:SO 
castle:192.168.1.0/24 
 
[ Access Denied Lists ] 
ROLE:ALL 
ALL:ALL 
 
 Is it correct? [Y/N] y 
 
4. Creating sosd.allow and sosd.de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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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sd.allow is created. 
   .. sosd.deny is created. 

 
접속 통제 목록 설정이 끝나면 최초 제품 시동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아래 화면은 RedCastle SecureOS 를 시동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후 바로 
실행을 할 경우에는 ‘y’ 를 누르고 엔터를 친다. 만약 바로 실행하지 않고 추후 
실행할 경우에는 아무 키를 눌러서 빠져 나오면 된다. 이 과정에서는 제품에 
대한 보안 속성을 설정하고, 제품을 시동시키므로 반드시 보안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하여, su 를 이용해 root 로 이동한 상태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만약 보안 
관리자로 로그인한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지정했거나, root 로 바로 
로그인 한 상태라면,  우선 'y' 가 아닌 다른 키를 눌러 제품을 시작하지 않고 
설치 과정을 종료 한다. 그리고 보안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하여, su 를 통해 
root 로 권한을 이동한 후에 설치 디렉토리 내의 init_start.sh 스크립트를 
실행한다. 
RedCastle SecureOS 에 대한 시동은 “SecureOS 시동”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 If you want to start RedCastle now, press y, otherwise press any key: y 
 
1. Starting RedCastle Modules.. 
# Setting security label on RedCastle.. 
 
  Notice: Setting security label on RedCastle is done successfully.. 
 
 
2. Starting RedCastle Manager.. 
Starting RedCastle Local Manager ... 
RedCastle : Local Manager is successfully started.. 
 
3. Starting RedCastle Log Daemon.. 
Starting RedCastle Log Daemon ... 
RedCastle : Log Daemon is successfully started.. 
 
Starting IP Filter... 
Set 0 now inactive 
filter syn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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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RedCastle SecureOS 설치 실패 
 
가. 설치 OS 버전 문제 

현 상 지금 버전의 Solaris 8 시스템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설치를 종료합니다. 
해 결 Solaris 8 시스템이 아닙니다.  Solaris 8 시스템을 다시 설치하기 바랍니다. 

 
나. 설치 용량 부족 
현 상 하드디스크에 여유용량이 200MBytes이하 입니다. 설치를 종료합니다. 
해 결 설치 시스템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용량을 200Mbyte 이상 확보하여 

설치하십시오. 
 
다. 제품 일련번호 오류 
현 상 일련번호가 맞지 않습니다. 
해 결 제품 CD에 표시된 일련번호를 확인 하십시오. 

 
라. 설치 후 제품 보안 속성 설정 실패 
현 상 Error : Fail to set security label on RedCastle. 
해 결 보안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하여, su 를 이용해 root 로 권한을 이동한 

후에, 설치 디렉토리내의 init_start.sh 를 실행해 주십시요. init_start.sh 를 
실행하기 전 보안관리 데몬(Sosd) 과 로그 관리 데몬(Rclogd) 을 
종료하여야 합니다. 

 
 
3.1.3 RedCastle SecureOS 설치 확인 
 
가.  설치 파일 확인 절차 
 
RedCastle SecureOS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설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 /usr/local/redcastle > tree 
. 
|-- bin 
|   |-- chpw 
|   |-- p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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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clogin 
|-- conf 
|   |-- disk.conf 
|   |-- proc_cpu.conf 
|   |-- process.conf 
|   |-- rc.conf 
|   |-- rc_sms.conf 
|   |-- rclogd.conf 
|   |-- rcopt.conf 
|   |-- rcopt.conf-dist 
|   |-- syscheck.conf 
|   `-- sysinfo 
|       |-- aix.cf 
|       |-- aix.rcf 
|       |-- ata.cf 
|       |-- bsd.cf 
|       |-- bsdos.cf 
|       |-- bsdos.rcf 
|       |-- dospart.cf 
|       |-- eisa.cf 
|       |-- freebsd.cf 
|       |-- freebsd.rcf 
|       |-- hp-ux-com.cf 
|       |-- hp-ux.cf 
|       |-- hpux.rcf 
|       |-- ignoreserial.cf 
|       |-- irix.cf 
|       |-- irix.rcf 
|       |-- irix64.cf 
|       |-- irix64.rcf 
|       |-- linux.cf 
|       |-- linux.rcf 
|       |-- pci-class.cf 
|       |-- pci-id.cf 
|       |-- pci.cf 
|       |-- scsi.cf 
|       |-- sunos.cf 
|       |-- sunos.rcf 
|       |-- sunos_4.cf 
|       |-- sunos_5.cf 
|       `-- sunos_5.d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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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   |-- acl_setuid 
|   |-- fileint.idb 
|   |-- fileint.lst 
|   |-- hogwat.rckey 
|   |-- mls_cat 
|   `-- mls_user 
|-- etc 
|   |-- dh1024.pem 
|   |-- dh512.pem 
|   |-- rclogd.pid 
|   |-- rcpasswd 
|   |-- rcpasswd.old 
|   |-- sosd.allow 
|   |-- sosd.allow-dist 
|   |-- sosd.deny 
|   `-- sosd.deny-dist 
|-- inst 
|   |-- init.RedCastle 
|   |-- init.RedLogd 
|   `-- init.RedManager 
|-- lib 
|   |-- librclog.so 
|   `-- librcsysmon.so 
|-- logdbs 
|   |-- dbs 
|   |   |-- sulog.01 
|   |   |-- syslog.01 
|   |   `-- wtmpx.01 
|   |-- info 
|   |   |-- ipfilter.inf 
|   |   |-- loginlog.inf 
|   |   |-- sulog.inf 
|   |   |-- syslog.inf 
|   |   `-- wtmpx.inf 
|   `-- logindex.idx 
|-- logs 
|   |-- rclog.01 
|   `-- rclog.lock 
|-- modules 
|   |-- RedCas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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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arcv9 
|       `-- RedCastle 
`-- sbin 
    |-- addcat 
    |-- addmu 
    |-- cmdctl 
    |-- conv_rcpwd 
    |-- delcat 
    |-- delmu 
    |-- faclget 
    |-- faclset 
    |-- fgroupget 
    |-- fgroupset 
    |-- getcat 
    |-- getmf 
    |-- getmu 
    |-- ipf_contrc 
    |-- kaclget 
    |-- kaclset 
    |-- lastcmd 
    |-- lastlog 
    |-- loginc 
    |-- loginf 
    |-- loginh 
    |-- mkidb 
    |-- modcat 
    |-- modmu 
    |-- rc_cmdd 
    |-- rc_perf 
    |-- rc_schd 
    |-- rclogd 
    |-- rcsinfo 
    |-- replogin 
    |-- repviolation 
    |-- rgconf 
    |-- rgctl 
    |-- seclog 
    |-- setmf 
    |-- sosd 
    |-- spaclget 
    |-- spacl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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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ctl 
    |-- sulog 
    `-- syslog 
 
14 directories, 115 files 
% /usr/local/redcastle > ls -alR 
.: 
total 24 
drwxr-xr-x  12 root     bin          512 Jan  6 19:38 ./ 
drwxr-xr-x  20 root     other        512 Jan  6 19:38 ../ 
drwxr-xr-x   2 root     bin          512 Jan  6 19:38 bin/ 
drwxr-xr-x   3 root     bin          512 Jan  6 19:39 conf/ 
drwxr-xr-x   2 root     bin          512 Jan  6 21:49 data/ 
drwxr-xr-x   2 root     bin          512 Jan  6 21:49 etc/ 
drwxr-xr-x   2 root     bin          512 Jan  6 19:38 inst/ 
drwxr-xr-x   2 root     bin          512 Jan  6 19:38 lib/ 
drwxr-xr-x   4 root     bin          512 Jan  6 19:40 logdbs/ 
drwxr-xr-x   2 root     bin          512 Jan  6 19:38 logs/ 
drwxr-xr-x   3 root     bin          512 Jan  6 19:38 modules/ 
drwxr-xr-x   2 root     bin         1024 Jan  6 19:38 sbin/ 
 
./bin: 
total 2324 
drwxr-xr-x   2 root     bin          512 Jan  6 19:38 ./ 
drwxr-xr-x  12 root     bin          512 Jan  6 19:38 ../ 
-r-sr-xr-x   1 root     bin       139212 Jan  6 19:27 chpw* 
-r-xr-xr-x   1 root     bin       108300 Jan  6 19:27 psx* 
-r-sr-xr-x   1 root     bin       905320 Jan  6 21:36 rclogin* 
 
./conf: 
total 20 
drwxr-xr-x   3 root     bin          512 Jan  6 19:39 ./ 
drwxr-xr-x  12 root     bin          512 Jan  6 19:38 ../ 
-rw-r--r--   1 root     bin            0 Jan  6 19:27 disk.conf 
-rw-r--r--   1 root     bin            0 Jan  6 19:27 proc_cpu.conf 
-rw-r--r--   1 root     bin           33 Jan  6 19:27 process.conf 
-rw-r--r--   1 root     bin          615 Jan  6 19:27 rc.conf 
-rw-r--r--   1 root     bin          297 Jan  6 19:27 rc_sms.conf 
-rw-r--r--   1 root     bin          376 Jan  6 19:27 rclogd.conf 
-rw-r--r--   1 root     bin          318 Jan  6 19:39 rcopt.conf 
-rw-r--r--   1 root     other        290 Jan  6 19:39 rcopt.conf-d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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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r--r--   1 root     bin          837 Jan  6 19:27 syscheck.conf 
drwxr-xr-x   2 root     bin         1024 Jan  6 19:38 sysinfo/ 
 
./conf/sysinfo: 
total 1244 
drwxr-xr-x   2 root     bin         1024 Jan  6 19:38 ./ 
drwxr-xr-x   3 root     bin          512 Jan  6 19:39 ../ 
-r--r--r--   1 root     bin         5031 Jan  6 19:26 aix.cf 
-r--r--r--   1 root     bin          106 Jan  6 19:26 aix.rcf 
-r--r--r--   1 root     bin         1825 Jan  6 19:26 ata.cf 
-r--r--r--   1 root     bin         2379 Jan  6 19:26 bsd.cf 
-r--r--r--   1 root     bin         2176 Jan  6 19:26 bsdos.cf 
-r--r--r--   1 root     bin          111 Jan  6 19:26 bsdos.rcf 
-r--r--r--   1 root     bin         2988 Jan  6 19:26 dospart.cf 
-r--r--r--   1 root     bin         1395 Jan  6 19:26 eisa.cf 
-r--r--r--   1 root     bin         4348 Jan  6 19:26 freebsd.cf 
-r--r--r--   1 root     bin          114 Jan  6 19:26 freebsd.rcf 
-r--r--r--   1 root     bin          778 Jan  6 19:26 hp-ux-com.cf 
-r--r--r--   1 root     bin         6324 Jan  6 19:26 hp-ux.cf 
-r--r--r--   1 root     bin          110 Jan  6 19:26 hpux.rcf 
-r--r--r--   1 root     bin         1543 Jan  6 19:26 ignoreserial.cf 
-r--r--r--   1 root     bin        20921 Jan  6 19:27 irix.cf 
-r--r--r--   1 root     bin          108 Jan  6 19:27 irix.rcf 
-r--r--r--   1 root     bin          508 Jan  6 19:27 irix64.cf 
-r--r--r--   1 root     bin          110 Jan  6 19:27 irix64.rcf 
-r--r--r--   1 root     bin          567 Jan  6 19:27 linux.cf 
-r--r--r--   1 root     bin          355 Jan  6 19:27 linux.rcf 
-r--r--r--   1 root     bin         4220 Jan  6 19:27 pci-class.cf 
-r--r--r--   1 root     bin       486738 Jan  6 19:27 pci-id.cf 
-r--r--r--   1 root     bin          308 Jan  6 19:27 pci.cf 
-r--r--r--   1 root     bin         1436 Jan  6 19:27 scsi.cf 
-r--r--r--   1 root     bin        44758 Jan  6 19:27 sunos.cf 
-r--r--r--   1 root     bin           77 Jan  6 19:27 sunos.rcf 
-r--r--r--   1 root     bin          614 Jan  6 19:27 sunos_4.cf 
-r--r--r--   1 root     bin          666 Jan  6 19:27 sunos_5.cf 
-r--r--r--   1 root     bin        13983 Jan  6 19:27 sunos_5.ddb 
 
./data: 
total 46 
drwxr-xr-x   2 root     bin          512 Jan  6 21:49 ./ 
drwxr-xr-x  12 root     bin          512 Jan  6 1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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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r--   1 root     other        112 Jan  6 19:40 .mls_cat_bak 
-r--r--r--   1 root     other       3972 Jan  6 21:49 .mls_user_bak 
-rw-r--r--   1 root     bin         1605 Jan  6 19:39 acl_setuid 
-rw-------   1 root     other       5300 Jan  6 19:39 fileint.idb 
-rw-r--r--   1 root     other       1807 Jan  6 19:39 fileint.lst 
-r--------   1 root     other         25 Jan  6 19:39 hogwat.rckey 
-r--r--r--   1 root     other        112 Jan  6 19:40 mls_cat 
-r--r--r--   1 root     staff       3972 Jan  6 21:49 mls_user 
 
./etc: 
total 24 
drwxr-xr-x   2 root     bin          512 Jan  6 21:49 ./ 
drwxr-xr-x  12 root     bin          512 Jan  6 19:38 ../ 
-r--r--r--   1 root     bin          245 Jan  6 19:27 dh1024.pem 
-r--r--r--   1 root     bin          156 Jan  6 19:27 dh512.pem 
-rw-------   1 root     other          4 Jan  6 19:40 rclogd.pid 
-r--r--r--   1 root     other        228 Jan  6 21:49 rcpasswd 
-r--r--r--   1 root     other        228 Jan  6 21:49 rcpasswd.old 
-rw-r--r--   1 root     other       1048 Jan  6 19:39 sosd.allow 
-rw-r--r--   1 root     bin          984 Jan  6 19:27 sosd.allow-dist 
-rw-r--r--   1 root     other        966 Jan  6 19:39 sosd.deny 
-rw-r--r--   1 root     bin          949 Jan  6 19:27 sosd.deny-dist 
 
./inst: 
total 18 
drwxr-xr-x   2 root     bin          512 Jan  6 19:38 ./ 
drwxr-xr-x  12 root     bin          512 Jan  6 19:38 ../ 
-r-xr--r--   1 root     bin         2009 Jan  6 19:27 init.RedCastle* 
-r-xr--r--   1 root     bin         1686 Jan  6 19:27 init.RedLogd* 
-r-xr--r--   1 root     bin         2327 Jan  6 19:27 init.RedManager* 
 
./lib: 
total 96 
drwxr-xr-x   2 root     bin          512 Jan  6 19:38 ./ 
drwxr-xr-x  12 root     bin          512 Jan  6 19:38 ../ 
-r-xr--r--   1 root     bin        40916 Jan  6 19:27 librclog.so* 
-r-xr--r--   1 root     bin         5552 Jan  6 19:27 librcsysmon.so* 
 
./logdbs: 
total 10 
drwxr-xr-x   4 root     bin          512 Jan  6 1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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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wxr-xr-x  12 root     bin          512 Jan  6 19:38 ../ 
drwx------   2 root     other        512 Jan  6 19:40 dbs/ 
drwx------   2 root     other        512 Jan  6 19:40 info/ 
-rw-------   1 root     other          6 Jan  7 01:59 logindex.idx 
 
./logdbs/dbs: 
total 38388 
drwx------   2 root     other        512 Jan  6 19:40 ./ 
drwxr-xr-x   4 root     bin          512 Jan  6 19:40 ../ 
-rw-------   1 root     other     203490 Jan  6 21:18 sulog.01 
-rw-------   1 root     other     108112 Jan  7 00:00 syslog.01 
-rw-------   1 root     other    19291080 Jan  7 01:59 wtmpx.01 
 
./logdbs/info: 
total 14 
drwx------   2 root     other        512 Jan  6 19:40 ./ 
drwxr-xr-x   4 root     bin          512 Jan  6 19:40 ../ 
-rw-------   1 root     other          9 Jan  6 19:40 ipfilter.inf 
-rw-------   1 root     other          9 Jan  6 19:40 loginlog.inf 
-rw-------   1 root     other         14 Jan  6 21:18 sulog.inf 
-rw-------   1 root     other         13 Jan  7 00:00 syslog.inf 
-rw-------   1 root     other         16 Jan  7 01:59 wtmpx.inf 
 
./logs: 
total 24 
drwxr-xr-x   2 root     bin          512 Jan  6 19:38 ./ 
drwxr-xr-x  12 root     bin          512 Jan  6 19:38 ../ 
-rw-------   1 root     other       9922 Jan  7 01:54 rclog.01 
-rw---l---   1 root     other          0 Jan  6 19:38 rclog.lock 
 
./modules: 
total 374 
drwxr-xr-x   3 root     bin          512 Jan  6 19:38 ./ 
drwxr-xr-x  12 root     bin          512 Jan  6 19:38 ../ 
-rwx------   1 root     bin       177196 Jan  6 19:27 RedCastle* 
drwxr-xr-x   2 root     bin          512 Jan  6 19:38 sparcv9/ 
 
./modules/sparcv9: 
total 644 
drwxr-xr-x   2 root     bin          512 Jan  6 19:38 ./ 
drwxr-xr-x   3 root     bin          512 Jan  6 1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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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x------   1 root     bin       316264 Jan  6 19:27 RedCastle* 
 
./sbin: 
total 12116 
drwxr-xr-x   2 root     bin         1024 Jan  6 19:38 ./ 
drwxr-xr-x  12 root     bin          512 Jan  6 19:38 ../ 
-r-xr-xr-x   1 root     bin       112120 Jan  6 19:27 addcat* 
-r-xr-xr-x   1 root     bin       112780 Jan  6 19:27 addmu* 
-r-xr--r--   1 root     bin       121108 Jan  6 19:27 cmdctl* 
-r-xr--r--   1 root     bin        98836 Jan  6 19:27 conv_rcpwd* 
-r-xr-xr-x   1 root     bin       112104 Jan  6 19:27 delcat* 
-r-xr-xr-x   1 root     bin       112144 Jan  6 19:27 delmu* 
-r-xr--r--   1 root     bin       106764 Jan  6 19:27 faclget* 
-r-xr--r--   1 root     bin       112916 Jan  6 19:27 faclset* 
-r-xr--r--   1 root     bin        99560 Jan  6 19:27 fgroupget* 
-r-xr--r--   1 root     bin       113228 Jan  6 19:27 fgroupset* 
-r-xr-xr-x   1 root     bin       100248 Jan  6 19:27 getcat* 
-r-xr-xr-x   1 root     bin       105044 Jan  6 19:27 getmf* 
-r-xr-xr-x   1 root     bin       101072 Jan  6 19:27 getmu* 
-r-xr--r--   1 root     bin         3250 Jan  6 19:27 ipf_contrc* 
-r-xr--r--   1 root     bin        98992 Jan  6 19:27 kaclget* 
-r-xr--r--   1 root     bin       112428 Jan  6 19:27 kaclset* 
-r-xr--r--   1 root     bin       102556 Jan  6 19:27 lastcmd* 
-r-xr--r--   1 root     bin       102368 Jan  6 19:27 lastlog* 
-r-xr--r--   1 root     bin       101672 Jan  6 19:27 loginc* 
-r-xr--r--   1 root     bin       109804 Jan  6 19:27 loginf* 
-r-xr--r--   1 root     bin       113808 Jan  6 19:27 loginh* 
-r-xr--r--   1 root     bin       130024 Jan  6 19:27 mkidb* 
-r-xr-xr-x   1 root     bin       112760 Jan  6 19:27 modcat* 
-r-xr-xr-x   1 root     bin       112820 Jan  6 19:27 modmu* 
-r-xr--r--   1 root     bin        33716 Jan  6 19:27 rc_cmdd* 
-r-xr--r--   1 root     bin        32316 Jan  6 19:27 rc_perf* 
-r-xr--r--   1 root     bin        35184 Jan  6 19:27 rc_schd* 
-r-xr--r--   1 root     bin       148440 Jan  6 19:27 rclogd* 
-r-xr--r--   1 root     bin       408592 Jan  6 19:27 rcsinfo* 
-r-xr--r--   1 root     bin       113948 Jan  6 19:27 replogin* 
-r-xr--r--   1 root     bin       109728 Jan  6 19:27 repviolation* 
-r-xr--r--   1 root     bin       118404 Jan  6 19:27 rgconf* 
-r-xr--r--   1 root     bin       132116 Jan  6 19:27 rgctl* 
-r-xr--r--   1 root     bin       115576 Jan  6 19:27 seclog* 
-r-xr-xr-x   1 root     bin       115616 Jan  6 19:27 set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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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r--r--   1 root     bin      1325024 Jan  6 19:27 sosd* 
-r-xr--r--   1 root     bin        98728 Jan  6 19:27 spaclget* 
-r-xr--r--   1 root     bin       111708 Jan  6 19:27 spaclset* 
-r-xr--r--   1 root     bin       121356 Jan  6 19:27 suctl* 
-r-xr--r--   1 root     bin       110420 Jan  6 19:27 sulog* 
-r-xr--r--   1 root     bin       110188 Jan  6 19:27 syslog* 
 
% /usr/local/redcastle > ls -al /etc/init.d/init.Red* 
-rwxr-x---   2 root     sys         2009 Nov  8 16:01 /etc/init.d/init.RedCastle* 
-rwxr-x---   2 root     sys         1686 Nov  8 16:01 /etc/init.d/init.RedLogd* 
-rwxr-x---   2 root     sys         2327 Nov  8 16:01 /etc/init.d/init.RedManager* 
 
% /usr/local/redcastle > ls -al /etc/rc2.d/S??Red* 
-rwxr-x---   2 root     sys         1686 Nov  8 16:01 /etc/rc2.d/S98RedLogd* 
-rwxr-x---   2 root     sys         2327 Nov  8 16:01 /etc/rc2.d/S98RedManager* 
-rwxr-x---   2 root     sys         2009 Nov  8 16:01 /etc/rc2.d/S99RedCastle* 
 
% /usr/local/redcastle > ls -al /usr/kernel/misc/RedCastle 
/usr/kernel/misc/sparcv9/RedCastle 
-rwx------   1 root     bin       169552 Nov  8 16:01 /usr/kernel/misc/RedCastle* 
-rwx------   1 root     bin       302504 Nov  8 16:01 
/usr/kernel/misc/sparcv9/RedCastle* 

 
 
나.  시스템 환경 변화 확인 절차 
RedCastle SecureOS 는 상용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의 형태로 
설치시 운영체제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으며 설치 후 패키지 정보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rcinst > pkginfo -l RGrcastle 
PKGINST:  RGrcastle 
      NAME:  RedCastle 2.0.13 for Solaris is a SecureOS product developed 
by RedGate Inc. 
  CATEGORY:  system 
      ARCH:  sparc 
   VERSION:  Release 2.0.13 
   BASEDIR:  /usr/local 
    PSTAMP:  RedGate R&D Team 
  INSTDATE:  Nov 09 2004 15:14 
     EMAIL:  support@redga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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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  completely installed 
     FILES:    130 installed pathnames 
                 2 shared pathnames 
                 3 linked files 
                15 directories 
                56 executables 
                 2 setuid/setgid executables 
             14109 blocks used (appr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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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RedCastle SecureOS 시동 절차 
 
가. 시스템 로그 파일 확인 
 
Redcastle SecureOS 는 시스템 로그 파일의 사본을 생성해서 별도로 관리한다. 
해당 시스템 로그가 없는 경우는 시스템 로그 파일을 생성해야 한다. 로그 
파일이 없는 경우 로그가 발생해도 로그가 남지 않으므로 로그를 수집할 수 
없다. Process accounting 을 위해 /etc/init.d/acct 에 대한 하드 링크를 
/etc/rc2.d 에 생성한다. 
 

파  일 비  고 
/var/adm/wtmpx 
/var/adm/loginlog 
/var/adm/sulog 
/var/adm/messages 

파일이 없는 경우 생성 
파일은 존재하나 디폴트 위치가 아닌 경우, 
RedCastle 로그 설정 파일에서 경로를 재지정 

/etc/rc2.d/S99acct /etc/init.d/acct 에 대한 하드 링크 
 
나. 네트워크 설정 
 
Redcastle SecureOS 는 기본적으로 TCP 5002 포트를 사용한다. TCP 5002 
포트가 이미 사용 중일 경우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 환경을 변경할 수 있다. 
 
• 설정파일 변경 :  RedCastle SecureOS 가 설치된 디렉토리의 conf/rc.conf 

설정 파일에서 SERVER_PORT 항목에 원하는 포트번호를 입력한 후에, 
통신데몬 를 실행한다. 

• 옵션 이용 : -p 옵션과 원하는 포트번호를 이용하여 Sosd 를 직접 실행한다. 
설정파일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옵션에 입력된 포트번호로 통신데몬 가 
동작한다. 

 
 RedCastle SecureOS 의 포트를 변경하여 실행하였을 경우, RedCastle ESM 의 
[에이전트 편집] 메뉴에서 해당 에이전트의 포트 번호를 변경한 후에 접속해야 
한다. 
 
다. 실행 환경 설정 확인 
 

3.2 
 
SECUREOS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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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Castle SecureOS 는 통신데몬 및 로그 수집 데몬에 의해 다음과 같은 환경 
설정 파일을 필요로 한다. 환경 설정 파일은 RedCastle SecureOS 가 설치된 
디렉토리 내의 conf 디렉토리에 위치한다. 
 

파일명 설명 

rc.conf 
RedCastle SecureOS 의 통신데몬 (Sosd) 의 운용 환경 
설정 파일 

rclogd.conf 
RedCastle SecureOS 의 로그 수집 데몬의 시스템 로그 
수집을 위한 환경 설정 파일 

rcopt.conf 보안 로그 옵션 설정 파일 

 
위의 환경설정 파일들의 각각의 항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rc.conf > 
통신데몬 (Sosd) 에서 사용하는 환경설정 파일로, 설정 내용 변경시 통신데몬 
를 재시작 하여야 한다. 

키워드 기본값 설명 

SERVER_PORT 5002 
통신데몬 (Sosd) 가 ESM 과의 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포트. 

DIR_IPF /opt/ipf 

IP Filter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 IP Filter 패키지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설치되므로, 값을 변경할 필요 없다. 

DIR_IPF_BAK /opt/ipf/backup 
IP Filter 설정 파일을 백업하기 위한 
디렉토리, 값 변경 후 해당 디렉토리를 
생성해야 한다. 

IPF_CONF /etc/opt/ipf/ipf.conf
IP Filter 룰 설정 파일의 경로, ESM 을 
통해 IP Filter 를 관리할 경우에 
사용한다. 

TRANS_MODE ssl 통신데몬 (Sosd) 의 통신 모드 

ADH_FILE dh1024.pem 
SSL 서버 인증을 위한 ADH 파일, 이 
파일은 RedCastle SecureOS 가 
설치된 디렉토리의 etc 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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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logd.conf > 
로그 수집 데몬 (Rclogd) 에서 사용하는 환경설정 파일로, 설정 내용 변경시 
로그 수집 데몬을 재시작 또는 kill –HUP <pid of rclogd> 와 같은 명령을 통해 
변경 내용을 적용시켜야 한다. 

키워드 기본값 설명 

MaxLogSize 50000000 
시스템 로그 DB 에 저장될 파일의 
최대 크기 <단위 : byte> 

MaxLogFileCount 5 Log Rotate 할 최대 갯수 

CollectInterval 1 
시스템 로그 수집 간경 <단위 : 
sec> 

FirewallLevel 4 

IP Filter 로그 수집 레벨, Syslog 의 
로그 레벨과 동일하며, 해당 레벨을 
포함한 상위 레벨의 IP Filter 로그만 
수집하게 된다. 
각각의 레벨 값은 다음과 같다. 

LOG_EMERG     0 
LOG_ALERT       1 
LOG_CRIT          2 
LOG_ERR           3 
LOG_WARNING 4 
LOG_NOTICE     5 
LOG_INFO          6 
LOG_DEBUG      7 

WtmpxCollect Y wtmpx 로그 수집 여부 
WtmpxPath /var/adm/wtmpx wtmpx 로그 파일의 경로 
LoginlogCollect Y Failed Login 로그 수집 여부 
LoginlogPath /var/adm/loginlog loginlog 로그 파일의 경로 
SulogCollect Y su 로그 수집 여부 
SulogPath /var/adm/sulog sulog 로그 파일의 경로 
SyslogCollect Y syslog 수집 여부 
SyslogPath /var/adm/messages syslog 로그 파일의 경로 
FirewallCollect Y IP Filter 로그 수집 여부 
FirewallPath /var/log/ipflog IP Filter 로그 파일의 경로 

 
< rcopt.con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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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데몬 (Sosd) 또는 로그 수집 데몬 (Rclogd) 과 같이 보안 로그를 남기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환경설정 파일로, 설정 내용 변경시 각각의 데몬을 
재시작 하거나 kill –HUP <pid> 와 같은 명령을 통해 변경 내용을 적용시켜야 
한다. 

키워드 기본값 설명 
SecureLogDir /usr/local/redcastle/logs 보안로그 저장 디렉토리 
SecureLogBakDir /var/rclog_backup 보안로그 백업 디렉토리 

SecureLogSize 10 
보안로그 파일 Size (1 ~ 100)  
<단위 : MB> 

SecureLogFileCount 5 보안로그 파일 수 (1 ~ 10) 

AuditTrailAlert Y 
로그 누적률 80% 초과시 
Alert 전송 여부 

ModulePending Y 
로그 누적률 100% 도달시 
보안모듈 Pending 여부 

PV_Enable Y 잠재적 위반분석 사용 여부 

PV_Time 60 
잠재적 위반분석 시간 간격 
(10 ~ 86400) <단위 : sec> 

PV_Count 5 
잠재적 위반으로 분류할 
누적위반횟수 (2 ~ 10) 

PV_ProcessKill N 
잠재적 보안 위반 프로세스 
강제 Kill  대응 여부 

MailEnable N 
Alert 대응시 E-mail 전송 
여부 

MailServer  메일 서버 IP 
MailAddress  메일 주소 

ClearAllLog N 
모든 로그파일 초기화 여부 
(N 일 경우 최근 로그를 
남기고 부분 초기화 함) 

CurrentFileRate 100 

보안 로그 초기화 시에 보안 
로그 파일 rclog.01 에 남길 
크기, ClearAllLog 가 N 일 
경우에만 사용됨 <단위 : %> 

BackupAndClear N 
로그파일 전체 백업 후 
초기화 여부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옵션으로, 



제 3 장 설치 지침서 

- 67 - 

보안 로그를 초기화 할 경우 
무조건 백업을 먼저 수행함) 

 
환경 설정 파일은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는한 변경할 필요는 없으며, 보안 로그 
환경 설정 파일의 MailServer 와 MailAddress 항목에는 해당하는 메일 서버의 
주소 및 Alert 메일 수신용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라.  전체 시동 
 
시동 과정은 통신데몬 시동, 커널모듈 시동, 로그 데몬 시동으로 구분된다.  
RedCastle SecureOS 전체 시동은 설치 스크립트인 “rcinstall.sh”을 계속 
진행하는 방법과 시작 스크립트인 “init_start.sh”을 실행하는 방법이 있다. 
“rcinstall.sh”에서 설치 후 준비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만약 
설치 후 바로 실행을 할 경우에는 ‘y’ 를 누르고 엔터를 친다. 만약 바로 실행하지 
않고 추후 실행할 경우에는 아무 키를 눌러서 빠져 나오면 된다. 

# If you want to start RedCastle now, press y, otherwise press any key: y 
 

 
설치만 종료하였을 경우 RedCastle SecureOS 시동은 아래와 같이 시작 
스크립트인 “init_start.sh” 을 실행하면 통신데몬, 커널모듈, 로그 데몬이 
시동되며 IP Filter 를 설치하였을 경우 IP Filter 도 동시에 시동된다. 이 
스크립트는 설치 과정 중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며, 제품을 실행하기 전에 
파일에 대한 보안 속성을 부여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 init_sart.sh 
1. Starting RedCastle Modules.. 
# Setting security label on RedCastle.. 
 
  Notice: Setting security label on RedCastle is done successfully.. 
 
2. Starting RedCastle Manager.. 
Starting RedCastle Local Manager ... 
RedCastle : Local Manager is successfully started.. 
 
3. Starting RedCastle Log Daemon.. 
Starting RedCastle Log Daemon ... 
RedCastle : Log Daemon is successfully sta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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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ing IP Filter... 
Set 0 now inactive 
filter sync'd 
 

 
마. 개별 시동 및 정지 
 
RedCastle SecureOS 를 개별적으로 시동할 경우 통신데몬(Local Manager), 
커널 모듈, 로그 데몬 등을 모두 구동시켜야 한다. 각각에 대한 시동 및 정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통신데몬 시동 및 정지 

통신데몬 의 시동 및 종료는 반드시 root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시동은 unix 
root 에서도 가능하나 종료 시에는 반드시 보안관리자 권한(SO, Security 
Officer)에서 종료시킬 수 있다. 
통신데몬 전체를 자동으로 시동하기 위해서는 다음와 같이 시작 스크립트인 
“init.RedManager”를 실행하면 된다. 

# /etc/init.d/init.RedManager start 

 
통신데몬을 수동으로 시작할 경우 아래 프로세스를 구동하면 된다. 실제로 
시작 스크립트는 ‘sosd’ 프로세스를 구동하는 것이므로 실행 후 ps 명령어 
등을 통하여 sosd 가 구동 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 /usr/local/redcastle/sbin/sosd 
 
통신데몬을 종료할 경우 다음과 같이 시작 스크립트인 “init.RedManager”를 
실행하면 된다. 

# /etc/init.d/init.RedManager stop 

 
통신데몬을 수동으로 종료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sosd 프로세스를 
kill 하므로써 종료할 수 있다. 

ps –ef | grep sosd 를 하여 데몬의 pid 를 알아낸다. 
# kill <pid> 

 
• 커널 모듈 시동 및 정지 

커널 모듈 시동은 커널모듈을 커널로 로딩하는 과정과 시동시키는 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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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되어 있다. 
커널 모듈의 시동 및 정지는 시스템의 콘솔 혹은 터미널에서 반드시 
root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시동은 unix root 에서도 가능하나 종료 시에는 
반드시 보안관리자 권한(SO)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RedCastle 
ESM 에서도 시동 및 정지가  가능하다. 
커널 모듈 로딩은 시스템 부팅 시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수동으로 
커널 모듈을 커널에서 제거한 후 다시 로드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한다. 
시작 스크립트를 이용한 커널 모듈의 커널 로딩은 root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스크립트 내에서 커널 모듈을 커널로 로드하고 보안 기능을 
시동 시킨다. 
# /etc/init.d/init.RedCastle start 

 
커널 모듈 정지는 반드시 실행 권한이 SO 인 root 사용자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실행하여야 한다. 
# /usr/local/redcastle/sbin/rgctl stop 

 
커널 모듈 정지 한 후에 커널에서 삭제할 경우에는 보안 관리자(SO)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스크립트를 실행한다. 
# /etc/init.d/init.RedCastle stop 

 
커널 모듈 시동은 보안 관리자(SO) 권한을 가진 root 사용자만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 /usr/local/redcastle/sbin/rgctl start 

 
만약 로그 데몬이 동작중이 아니라면 보안 기능을 시동시킬 수 없다. 보안 
기능을 시동하기 전에 반드시 로그 데몬의 상태를 확인하고, 만약 동작 중이 
아니라면 로그 데몬을 먼저 시동 시킨 후에 보안 기능을 시동시켜야 한다. 
 
 

• 로그 데몬 시동 및 정지 
로그 데몬의 시동 및 종료는 시스템의 콘솔 혹은 터미널에서 반드시 
root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시동은 unix root 에서도 가능하나 종료 시에는 
반드시 보안관리자 권한(역할이 SO, 등급이 1 인 보안 사용자가 rclogin 
명령을 사용하여 보안관리자 권한을 획득)에서 종료시킬 수 있다. 또한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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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몬은 RedCastle ESM 에서 시동 및 종료시킬 수 있다. 
 
시작 스크립트를 이용한 시동은 root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 /etc/init.d/init.RedLogd start 

 
로그 데몬을 수동으로 시작할 경우 아래 프로세스를 구동하면 된다. 실제로 
시작 스크립트는 ‘rclogd’ 프로세스를 구동하는 것이므로 실행 후 ps 명령어 
등을 통하여 rclogd 가 구동 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 /usr/local/redcastle/sbin/rclogd 

 
로그 데몬을 종료할 경우 다음과 같이 시작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된다. 

# /etc/init.d/init.RedLogd stop 

 
로그 데몬을 수동으로 종료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rclogd 프로세스를 
kill 하므로써 종료할 수 있다. 

ps -ef  | grep logd 를 하여 log daemon 의 pid 를 알아낸다. 
# kill –9 <pid> 

 
로그 데몬을 종료할 때에는 우선 보안 기능을 먼저 종료시켜야 한다. 보안 
기능이 동작중일 때에는 로그 데몬으로 가는 시그널 중 SIGHUP 을 제외한 
모든 시그널이 차단되어, 로그 데몬을 정지 시킬 수가 없다. 

 
바. ESM 접속 통제 목록 설정 
 
RedCastle SecureOS 통신 데몬(Sosd) 에 대한 ESM 의 접속을 ROLE, ID, IP 
별로 허용 또는 차단시킬 수 있으며,  통신 데몬 실행 전 또는 이후에라도 해당 
파일을 변경함으로써 바로 변경 내용을 적용시킬 수 있다. 
제품 설치 직후에는 제품이 설치된 디렉토리의 etc 디렉토리 내에 sosd.allow-
dist, sosd.deny-dist 라는 이름으로 템플릿 파일이 제공되며, 설치시에 ESM 의 
접속을 허용 또는 차단할 사용자의 ID 와 IP 등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설치시에 접속 통제 목록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위의 템플릿 파일을 
참조하여 직접 접속 통제 목록을 편집할 수 있다. 
 
입력 적용 예 > 하나의 IP 에서 한명의 관리자만 접속하도록 설정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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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sosd.allow > 
ROLE:SO 
admin:192.168.1.100 

<sosd.deny> 
ROLE:ALL 
ALL:ALL 

 
더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설명서> 의 ‘9.2 RedCastle ESM 접속 제한’ 부분을 
참조한다. 
 
 
3.2.2 RedCastle SecureOS 시동 실패 
 
(1) RedCastle SecureOS 데몬 미실행 

 
현 상 RedCastle SecureOS 데몬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해 결 RedCastle SecureOS 데몬들을 개별적으로 실행하십시오. 
 
(2) RedCastle SecureOS 데몬 실행 오류 
 
현 상 RedCastle SecureOS의 실행이 실패하였습니다. 

해 결 RedCastle SecureOS을 다시 설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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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RedCastle SecureOS 제거 과정 
 
RedCastle SecureOS 제거는 보안관리자가 root 로 권한을 이동한 상태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제거 스크립트는 RedCastle SecureOS 패키지 내에 포함되어 
있다. 설치와 마찬가지로 작업을 위한 임시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패키지 tar 
파일의 압축을 푼다. 
 

% / > mkdir /rcuninst 

 
임시 디렉토리를 생성한 후에 “redcastle-2.0.13-solaris8-sparcv9.tar” 파일을 
해당 디렉토리로 복사한 후에 다음과 같이 압축을 푼다. 
 
% /rcuninst > tar xvf redcastle-2.0.13-solaris8-sparcv9.tar 

 
RedCastle SecureOS 를 제거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자는 삭제 스크립트인 
“rcuninst.sh”를 실행한다.  
 

% /rcuninst/media > rcuninst.sh 
 
보안관리자가 RedCastle SecureOS 제거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RedCastle Uninstall Script v1.0 
 
  This script will remove all RedCastle product installed on this machine. 
Kernel module for IPS and MLS feature, RedCastle management daemon, 
System log 
management daemon and configuration files will be removed. 
 
 
Do you want to remove all RedCastle product? [Y/N] y 
 
... 
Proceed to removing RedCastle... 
... 
 
 

3.3 
 
SECUREOS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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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aning all security label on files.. 
 
## Stopping RedCastle modules & Local Manager.. 
Trying to unload RedCastle module.. 
RedCastle module is successfully unloaded.. 
Stopping RedCastle Local Manager ... 
RedCastle : Local Manager is successfully stopped.. 
Stopping RedCastle Log Daemon ... 
  RedCastle Log Daemon is successfully stopped.. 
 
## Removing RedCastle packages ... 
 
The following package is currently installed: 
   RGrcastle       RedCastle 2.0.10 for Solaris is a SecureOS product 
developed by RedGate Inc. 
                   (sparc) Release 2.0.10 
 
Do you want to remove this package? 
## Removing installed package instance <RGrcastle> 
## Verifying package dependencies. 
## Processing package information. 
## Removing pathnames in class <none> 
/usr/local/redcastle/sbin/syslog 
…… 
## Updating system information. 
 
Removal of <RGrcastle> was successful. 
## Removing /etc/.evrc ... 
 

 
RedCastle SecureOS 패키지가 성공적으로 제거 되면, IP Filter 패키지도 
제거할 것인지 확인한다. n 을 입력하면 IP Filter 를 제거하지 않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며 추후 Solaris 의 패키지 관리 명령어인 pkgrm 명령을 
이용하여 IP Filter 패키지를 제거할 수 있다. IP Filter 를 제거하더라도 기존의 룰 
설정 파일은 /etc/opt/ipf-<날짜>_<시간> 의 이름으로 보존되므로, 확인 후 별도 
백업 또는 완전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Do you want to remove IP Filter package? (y/n)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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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package is currently installed: 
   ipfx            IP Filter (64-bit) 
                   (sparc) 3.4.31 
 
Do you want to remove this package? y 
 
## Removing installed package instance <ipfx> 
….. 
## Updating system information. 
 
Removal of <ipfx> was successful. 
 
The following package is currently installed: 
   ipf             IP Filter 
                   (sparc) 3.4.31 
 
Do you want to remove this package? y 
 
## Removing installed package instance <ipf> 
 
This package contains scripts which will be executed with super-user 
permission during the process of removing this package. 
 
Do you want to continue with the removal of this package [y,n,?,q] y 
……. 
## Updating system information. 
 
Removal of <ipf> was successful. 
 .. IP Filter is stopped and removed. 
 

 
IP Filter 를 제거하면 Acct Account Log 의 수집을 중지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var/adm/pacct 에 사용자들에 대한 로그가 더 
이상 저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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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you want to remove acct accounting? (y/n) y 
Stopping process accounting 
 .. Acct accounting is stopped. 

 
또한 Failed Login Log 의 수집을 중지할 것인지의 여부도 확인하게 된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var/adm/loginlog 로그는 파일명에 현재 날짜가 포함된 파일로 
변경되고, 더 이상 Failed Login Log 는 수집되지 않는다. 
 
Do you want to stop login failed log (/var/adm/loginlog)? (y/n) y 
 .. Loginlog is backupped. 

 
RedCastle SecureOS 제거가 완료되면 최초 설치되었던 패키지내의 파일들은 
모두 삭제되지만 RedCastle  SecureOS 설치 이후 생성된 환경 파일, 로그 
및 DB 파일 등은 삭제되지 않으며, 설치 디렉토리는 redcastle-<날짜>_<시간> 
과 같은 이름으로 변경하여 백업 되므로, 확인 후 별도 백업 또는 완전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Notice : RedCastle package is successfully removed. 
         But some data files & directories are backupped. 
         Check files & directories in /usr/local/redcastle-041108_1030 manually. 

 
 
3.3.2 RedCastle SecureOS 제거 실패 
 
현 상 보안 모듈이 제거되지 않음 (Device Busy) 
해 결 /etc/rc2.d 의 모듈 시작스크립트 S99RedCastle 을 제거하고, 시스템을 

재부트 해야 한다. 위와 같이 하면 재부팅시에 보안 모듈이 로드되지 
않으므로, 이후 패키지 제거 과정을 진행시킬 수 있다. 

 
현 상 RedCastle SecureOS가 제거되지 않는다. 
해 결 RedCastle SecureOS 데몬이 실행되고 있으면 이를 중지하고 설치 소스 

디렉토리와 설치디렉토리를 삭제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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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RedCastle ESM 설치 과정 
 
RedCastle ESM 설치 CD 에서 “setup.exe”를 실행하면된다. 실제 RedCastle 
ESM 설치 CD 를 넣으면 다음과 같이 자동적으로 설치 준비가 시작된다. 
 

  
 
설치 준비가 끝나면 다음과 같이 RedCastle ESM InstallShield 마법사가 
수행된다. 
 

  
 
RedCastle ESM InstallShield 마법사에서 [다음] 키를 누르면 사용권 계약에 
대하여 설명이 나온다. RedCastle ESM 을 설치하려면 이 계약에 동의하여야 

3.4 

 

ESM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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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예]를 누르면  다음 설치 과정이 진행된다. [아니오] 단추를 누르면 설치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고객 정보를 입력한다. 고객 정보에는 사용자명과 회사명을 입력하면 된다. 
RedCastle ESM 을 설치에 관련하여 보안관리자가 한 명일 경우 [본인만]을 
선택하고 보안관리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선택하고 [다음] 버턴을 누른다. 
 

  
 
RedCastle ESM 이 설치될 디렉토리를 선택한다. 디폴트로 “Program Files” 
디렉토리 하위에 “RedGate” 폴더 하위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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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Castle ESM 을 설치할 파일을 복사하기 전에 설정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 
설정 사항을 변경하려면 [뒤로] 버턴을 누르고 현재 설정값으로 파일 복사를 
시작하려면 [다음] 버턴을 누른다. 
 

  
 
설치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진행되는 동안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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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Shield 마법사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완료]를 누르면 모든 설치가 완료되고 설치 과정에서 선택한 폴더에 
RedCastle 이 설치되며 바탕화면이 RedCastle 아이콘이 발생한다. 
 
 
3.4.2 RedCastle ESM 설치 실패 
 
가. 설치 OS 버전 문제 
현 상 지금 버전의 Windows 시스템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설치를 종료합니다. 
해 결 Windows 2000 시스템이 아닙니다.  Windows 2000 시스템을 다시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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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나. 설치 용량 부족  
현 상 하드디스크에 여유용량이 10MBytes이하 입니다. 설치를 종료합니다. 
해 결 설치 시스템의 하드 디스크 C 드라이브의 용량을 10Mbyte 이상 확보하여 

설치하십시오. 
 
다. Registry 등록 실패 
현 상 기본적인 Registry의 등록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Windows 시스템이 잘못 

설치 된 것입니다. 
해 결 Windows 2000 시스템을 다시 설치 하십시오. 

 
라. 레지스터리 오류  
현 상 HKEY_LOCAL_MACHINE을 Registry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설치를 

종료합니다. 
해 결 Windows 2000을 다시 설치 하십시오. 

 
 
3.4.3 RedCastle ESM 설치 확인 
 
가. 설치 파일 확인 절차 
RedCastle ESM 이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RedCastle” 아이콘이 
생성된다. 
또한 [Program-Files]-[RedGate] 디렉토리가 생성되고 하위 [RedCastle ESM] 
디렉토리에 아래와 같이 제품이 설치된다. 
 

 



제 3 장 설치 지침서 

- 81 - 

 
나. 시스템 환경 변화 확인 절차 
RedCastle ESM 은 상용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의 형태로 설치시 
운영체제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으며 설치 후 [프로그램 추가/제거 정보]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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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RedCastle ESM 시동 과정 
 
가.  RedCastle ESM 실행 
 
RedCastle ESM 의 시동을 위해서 먼저 RedCastle 설치 디렉토리에서 
RedCastle.exe 를 실행하거나 바탕화면에서의 RedCastle ESM 아이콘을 
클릭한다. 
 

 
 
 
나. RedCastle ESM 관리자 등록 
 
RedCastle ESM 을 최초 실행하면 ESM 관리자 등록과정이 수행된다. 여기에서 
사용자 ID 와 패스워드는 RedCastle ESM 로그인시에 사용되며 전체은 참고 
자료로만 이용된다. 
 

 
 

3.5 

 

ESM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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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Castle ESM 관리자가 추가되면 RedCastle 로고 화면이 나온다. 
 

 
 
RedCastle 로고 화면이 끝나고 전체 RedCastle ESM 화면이 나오면 모든 설치 
및 시동 과정이 끝난다. 
 

 
 
 
이후 RedCastle ESM 을 실행시키면 아래와 같이 관리자 식별 및 인증 기능이 
수행되며 관리자는 ID 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야만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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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RedCastle ESM 시동 실패 
 
가. RedCastle ESM 실행 실패 
현 상 RedCastle ESM이 실행되지 않는다. 
해 결 RedCastle ESM을 다시 설치 하십시오. 

 
나. RedCastle ESM 관리자 등록 실패 
현 상 RedCastle ESM의 관리자 등록에 실패하였다. 
해 결 관리자 ID가 8자 이상인지 패스워드 규칙에 적합한 패스워드를 입력하였는지 

점검 하십시오. 
 
본 제품에서 보안관리자는 RedCastle ESM 을 통해서만 RedCastle 
SecureOS 에 접근할 수 있다. 보안관리자는 RedCastle ESM 을 실행하면 
관리자 식별 및 인증이 이루어지며 각 서버의 RedCastle SecureOS 에 접근을 
요청하면 서버별 보안관리자 식별 및 인증과정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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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RedCastle ESM 제거 절차 
 
RedCastle ESM 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어판]-[프로그램 추가/제거]를 
이용하여 제거할 수 있다. 
 

 
 
[프로그램 추가/제거] 창에서 RedCastle ESM 을 선택하고 [변경/제거] 버턴을 
누르면 InstallShield Wizard 가 실행된다. 
 

 
 
아래 화면이 나타나면 삭제를 위해서는 [제거]를 선택하고 [다음] 버턴을 누른다. 
 

3.6 

 

ESM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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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에 의한 삭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번 더 삭제에 대한 확인을 거친다. 
 

 
 
RedCastle ESM 제거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진행되는 동안 다음과 같은 
화면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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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Castle ESM 제거가 완료되면 아래 관리 화면에서 [완료] 버턴을 누른다. 
 

 
 
삭제가 완료되면 [프로그램 추가/제거] 창에서 RedCastle ESM 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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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Castle ESM 제거가 완료되면 해당 파일은 모두 삭제되지만 RedCastle  
ESM 설치 디렉토리와 설치 후 생성된 환경 파일 등은 삭제되지 않는다. 
재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서 다시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 이전 상태를 
복원할 수 있다. 만약 RedCastle 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해당 
디렉토리까지 지우면 된다. 
 
 
3.6.2 RedCastle ESM 제거 실패 
 
현 상 RedCastle ESM이 제거되지 않는다. 
해 결 RedCastle ESM이 실행되고 있으면 이를 중지하고 설치디렉토리 및 파일을 

삭제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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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Castle 이 어떠한 이유에서 재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백업데이터를 이용하여 RedCastle 을 재구성할 수 있다. RedCastle 의 재구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주의]  
RedCastle을 재설치하기 전에 백업받은 파일을 하드디스크의 임의의 디렉토리에 복사한다. 

 
 
3.7.1 SecureOS 재설치 절차 
 
설치시 RedCastle SecureOS 설치 CD 로부터 파일을 복사한 디렉토리로 
이동한다. 만약 이 디렉토리를 지웠다면 관리자는 먼저 RedCastle SecureOS 
설치 CD 로부터 파일을 복사할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redcastle-2.0.13-solaris8-
sparcv9.tar” 파일을 해당 디렉토리로 복사하고 압축을 푼다. 
RedCastle SecureOS 를 재설치하기 위해서는 RedCastle SecureOS 를 
삭제해야 한다. RedCastle SecureOS 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삭제 
스크립트인 “rcuninstall.sh “을 실행한다. 

3.7 

 

REDCASTLE 

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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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uninstall.sh 

 
RedCastle SecureOS 삭제가 끝나면 설치 스크립트인 “rcinstall.sh “을 
실행함으로써 재설치가 완료된다. 

# ./rcinstall.sh 
 
위의 과정은 RedCastle SecureOS 제거 및 설치 과정과 동일하다. 
 
RedCastle SecureOS 제거가 완료되면 해당 파일은 모두 삭제되지만 
RedCastle  SecureOS 설치 후 생성된 환경 파일 등은 삭제되지 않고 기존의 
설치 디렉토리는 redcastle-<날짜>_<시간> 의 이름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재 설치후 이전 환경 설정 및 DB 를 복원할 경우에는 설치 작업을 
수행한 후에, SecureOS 에이전트 및 Local Manager, 로그 수집 데몬등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백업된 DB 및 환경 설정 파일들을 설치한 디렉토리에 
덮어 씌우고, SecureOS 에이전트 및 Local Manager, 로그 수집 데몬 등을 다시 
시작하면 이전 상태를 복원할 수 있다. 
 

 [주의]  
RedCastle SecureOS 재설치 기능은 현재 설정된 환경 데이터가 있거나 백업된 데이터가 있을 
경우 사용된다. 

 
 
3.7.3 ESM 재설치 절차 
RedCastle ESM 을 재설치하기 위해서는 [제어판]-[프로그램 추가/제거]를 
이용하여 먼저 RedCastle ESM 을 삭제하여야 한다. 삭제 과정은 “RedCastle 
ESM 제거” 과정과 동일하다. 
RedCastle ESM 삭제가 끝나면 RedCastle ESM 설치 CD 를 가지고 재설치한다. 
재설치 과정은 “RedCastle ESM 설치”을 수행하면 재설치가 완료된다. 
RedCastle ESM 제거가 완료되면 해당 파일은 모두 삭제되지만 RedCastle  
ESM 설치 디렉토리와 설치 후 생성된 환경 파일 등은 삭제되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 다시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 이전 상태를 복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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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REDCASTLE ESM 
시작하기 

개    요 
본 장에서는 RedCastle ESM 을 시작하고 종료하는 
절차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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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RedCastle ESM 시작 
 
RedCastle ESM 의 시동을 위해서 먼저 RedCastle 설치 디렉토리에서 
RedCastle.exe 를 실행하거나 바탕화면에서의 RedCastle ESM 아이콘을 
클릭한다. 
 

  
 
(1) ESM 관리자 등록 
ESM 최초 설치후 시작시 ESM 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다.(이후 등록하는 
사용자는 모두 ESM 사용자이다.) 
 

4.1 

ESM 시작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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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ID : 영문, 숫자, 한글 등으로 구성된 사용자 ID 를 입력 
• 전체 이름 :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이름 정보를 입력 
• 패스워드 : ESM 구동시 사용할 패스워드 입력 
• 패스워드 확인 : 패스워드란에 입력한 패스워드를 한번더 입력 
• 추가 버튼 : ESM  관리자 정보를 저장한다. 
• 닫기 버튼 : ESM 관리자 추가를 종료한다. 
ESM 관리자 등록을 마치면 RedCastle ESM 을 실행하는 동안 아래와 같이 
RedCastle 로고 화면이 나오고 RedCastle ESM  전체 화면이 나타난다 
 

 
 

[참고]  
ESM 관리자 등록은 최초 등록시에만 이루어진다. 이후에 추가되는 사용자는 ESM 사용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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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SM 로그인  
RedCastle ESM 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인증 및 식별을 거쳐야 한다. 
아래 화면에서 ESM 사용자는 사용자명과 패스워드를 입력한다.  
 

[경고] 관리자 인증 실패 

RedCastle ESM 에 대한 관리자 인증이 5 회 이상 실패시 ESM 이 자동

종료된다. 

 

 
 
관리자 인증에 성공하면 RedCastle ESM 을 실행하는 동안 아래와 같이 
RedCastle 로고 화면이 나오고 RedCastle ESM  전체 화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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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RedCastle ESM 종료 
 
RedCastle ESM 이 실행되면 아래와 같이 빈화면이 나타난다. 
 

 
 
RedCastle ESM 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위 화면 우측상단의  키를 누르거나 
아래 그림과 같이 [에이전트] 메뉴에서 [ESM 종료]를 선택하면 모든 
에이전트와의 접속이 끊기고 ESM 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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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전체 화면 구성 
 
RedCastleTM의 관리 화면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상단메뉴 

상단 메뉴는 RedCastle SecureOS 가 설치된 에이전트 관리, SecureOS 가 

설된 서버의 보안 기능 및 환경 설정, ESM 관리 환경 설정,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자주 사용되는 메뉴에 

대해 별도의 아이콘을 제공하고 있다. 

• 좌측화면 

좌측화면은 RedCastle SecureOS 가 설치된 여러 에이전트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트리 형식으로 나타난다. 

• 우측화면 

좌측 화면에서 선택한 에이전트에 대한 보안 기능을 관리할 수 있다. 우측 
화면 상단 아이콘에 의해 실시간 경고 및 현황, 사용자 관리, 파일관리,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감사, 보안감사, 시스템 일반정보 등을 제공한다. 

• 하단화면 

RedCastle ESM 에서 관리하는 여러 SecureOS 들에서 올라오는 정보 및 

경고 중에서 중요한 것만을 통합적으로  보여준다. 

 

 

4.2 

ESM 전체 화면 설명 

상단메뉴

좌측화 우측화면

하단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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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상단 메뉴 
 
메뉴는 메뉴바와 아이콘으로 구성된다. 메뉴바는 RedCastle SecureOS 가 

설치된 에이전트 관리, 서버의 보안기능 설정, IP Filter 설정,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자주 사용되는 메뉴는아이콘으로 

구성되어 있다. 
 

 
 
• 에이전트 

여러 에이전트(SecureOS 가 설치된 서버)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에이전트 
목록에 대한 추가, 변경, 삭제 기능이 제공되며 에이전트로의 접속 및 해제, 
ESM 종료 기능이 제공된다. 

• 설정 
각 RedCastle SecureOS 의 보안 기능 및 로깅 환경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 도구 
각 Redcastle SecureOS 에서 시스템 보안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도구 즉, 
무결성 관리, 공유자원관리, Firewall 관리, 시스템 계정 관리, 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 

• 보고서 
각 Redcastle SecureOS 가 설치된 서버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를 생성한다. 

• ESM 관리 
Redcastle ESM 을 실행할 수 있는 사용자 관리, 사용자 암호 변경, 화면 잠금 
설정, 화면 잠금 실행 및 및 ESM 무결성 관리 기능을 지원한다. 

• 도움말 
RedCastle ESM 에 대한 버전 정보를 제공한다. 

 
가. 에이전트 메뉴 
에이전트 메뉴는 여러 에이전트(SecureOS 가 설치된 서버) 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에이전트 메뉴는 에이전트 목록 관리 메뉴, 최근 에이전트 
목록 메뉴, 에이전트 접속 및 해제 메뉴, ESM 종료메뉴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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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이전트 목록 관리 
 
• 새 에이전트 

새로운 에이전트 목록 파일을 만든다. [새 에이전트] 메뉴는 항상 On 상태에 
있다. 

• 에이전트 열기 
기존에 만들어 놓은 에이전트 목록 파일을 불러온다. [에이전트 열기] 메뉴는 
항상 On 상태에 있다. 

• 에이전트 편집 
현재 좌측화면에서 참조하고 있는 에이전트 목록 파일을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 [에이전트 편집] 메뉴는 ESM 시작시 OFF 상태이며 [에이전트 열기] 
또는 [최근 파일]을 통하여 에이전트 목록을 불러왔을 경우에 On 상태가 
된다. [에이전트 편집] 메뉴는 [에이전트 편집] 아이콘으로도 제공된다. 

 
 

[참고] 에이전트 목록 파일 

에이전트 목록 파일은 디폴트로 RedCastleESM 설치경로에“.agt” 파일로

저장된다. 

 
(2) 최근 사용한 에이전트 목록 
• 최근 파일 

최근 사용한 에이전트 목록 파일들을 나타난다. 최초 ESM 시동시 빈 상태의 
목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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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목록이 구성되면 이를 사용하면 가장 최근에 사용한 에이전트 
목록 파일이 최상위에 나타나고 가장 오래전에 사용한 목록이 최하위에 
나타난다. 

 
 

(3) 에이전트 접속 및 접속해제 
• 접속하기 

선택한 에이전트에 접속한다. [접속하기] 메뉴는 접속이 안된 에이전트를 
선택하면 On 상태가 된다. [접속하기] 메뉴는 [접속하기] 아이콘으로 
제공된다. 

 
• 접속끊기 

선택한 에이전트의 접속을 해제한다. [접속끊기] 메뉴는 접속된 에이전트를 
선택하면 On 상태가 된다. [접속끊기] 메뉴는 [접속끊기] 아이콘으로 
제공된다. 

 
• 모든 접속끊기 

에이전트 목록에 있는 모든 서버로부터의 접속을 해제한다. [모든 접속끊기] 
메뉴는 하나 이상의 접속된 에이전트가 있을 경우 On 상태가 된다. 

 

[참고] 에이전트 표시 

 

 에이전트 그룹 

  RedCastle 이 설치되지 않은 에이전트 

  접속된 에이전트 
  접속이 해제된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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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SM 종료 
• 종료 

RedCastle ESM 을 종료한다. 종료시 모든 기능 종료되고 에이전트들에 
대한 접속이 해제된다. 

 
 
나. 설정 메뉴 
각 RedCastle SecureOS 의 보안 환경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설정] 
메뉴는 보안기능 환경 설정과 로깅 환경 설정으로 구분된다. [설정] 메뉴는  
접속된 해당 에이전트를 선택하면 On 상태가 된다. (아래는 접속된 에이전트가 
있는 경우의 예이다.) 

 
 
(1) 보안 설정 
 

 
• 보안 설정 

보안 설정에서는 RedCastle SecureOS 의 핵심 보안 기능에 대한 환경 
설정기능을 수행한다. 보안 기능 모듈의 시작 중지, 접근통제 환경 관리, 
해킹방지 환경 관리, SecureOS 사용자인증 환경관리, 계정통제 환경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설정]-[보안설정] 메뉴는 접속된 해당 에이전트를 선택하면 On 상태가 되며 
[보안설정] 아이콘으로 제공된다. 
 

(2) 로그 설정 
 

 
• 로그 설정 

로그 설정에서는 RedCastle SecureOS 의 로그 환경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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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파일의 위치, 크기, 개수 및 로그 백업 환경이 기본 환경으로 제공되고 
증적관리 및 잠재적 위반 분석 환경이 로그 관리 기능으로 제공된다. 또한 
실시간 경보 외에 e-mail 통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으며 향후 SMS 를 지원할 
예정이다. 
[설정]-[로그설정] 메뉴는 접속된 해당 에이전트를 선택하면 On 상태가 되며 
[로그설정] 아이콘으로 제공된다. 
 

(3) 보안 사용자 역할 설정 

 
• 보안 사용자 역할보안 역할 

보안 사용자 역할에서는 특정 사용자에 대한 보안 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 
보안사용자(MU)를 시스템 관리자(SA) 혹은  보안 관리자(SO)로 변경하거나 
보안 그룹을 형성하여 해당 그룹에 편성하는 한편 보안 등급을 설정할 수 
있다. 

• 그룹 관리 
그룹 관리 에서는 새로운 그룹을 생성하거나 수정, 삭제를 할 수 있다. 또한 
그룹에 접근 제어 통제와 사용기간 설정 , 세션 설정, 패스워드 갱신 설정 및 
수정을 할 수 있다. 
 

다. 도구 메뉴 
 무결성 점검 도구, 공유자원 관리 도구, Firewall 도구, 계정관리 도구,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 등 RedCastle 에서 시스템 보안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도구들을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도구] 메뉴는 접속된 해당 에이전트를 선택하면 On 
상태가 된다. 
 

 
 
(1) 파일 관리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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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어 허용 목록 관리 
명령어 허용 목록 관리에서는 UXR, SA 사용자가 보안 설정에 상관없이 실행 
가능한 명령어 목록을 관리합니다. 

• 무결성 관리 
제품 파일 및 관리자가 등록한 파일의 변경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 공유자원 관리(Windows) 
Windows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공유폴더 및 파일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2) 시스템 관리 도구 
• IP Filter 정책 관리 

서버 방화벽으로 IP 필터링 규칙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도구]-[IP 
Filter 정책 관리] 메뉴는 접속된 해당 에이전트를 선택하면 On 상태가 되며 
[IP Filter] 아이콘으로도 제공된다. 

 
• 시스템계정 관리 

시스템의 사용자 계정 및 그룹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이 도구를 
통하여 계정 및 그룹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다. [도구]-[시스템계정 관리] 
메뉴는 접속된 해당 에이전트를 선택하면 On 상태가 되며 [계정관리] 
아이콘으로도 제공된다. 

 
 

• 시스템 모니터링 설정 
모니터링 설정은 시스템 자원 사용에 대한 임계치를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모니터링 설정 기능은 전체 시스템 성능 임계치 설정, 프로세스 
감시 환경 설정, 프로세스별 임계치 설정, 파일시스템 임계치 설정 기능으로 
구성된다. [도구]-[모니터링 설정]  접속된 해당 에이전트를 선택하면 On 
상태가 되며 [모니터링 설정] 아이콘으로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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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고서 메뉴 
RedCastle SecureOS 가 설치된 서버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를 생성한다. 

 
 
• 보고서 마법사 

Redcastle SecureOS 가 설치된 서버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를 생성한다. 
보고서는 통계분석 보고서, 시스템정보 보고서, 보안로그 분석 보고서로 
구성된다.  [보고서]-[보고서 마법사] 메뉴는 접속된 해당 에이전트를 
선택하면 On 상태가 되며 [보고서] 아이콘으로도 제공된다. 

 
 
마. ESM 관리 메뉴 
Redcastle ESM 에 대한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ESM 관리] 
메뉴는 ESM 사용자 관리와 화면보호 기능으로 구성되며 항상 On 상태로 
구동된다. 
 

 
 
(1) ESM 관리 설정 
• ESM 사용자 관리 

ESM 을 사용하는 관리자에 대한 추가, 변경, 삭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사용자 암호 변경 

현재 ESM 으로 로그인한 관리자의 ESM 관리자 패스워들 변경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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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다. 
 
(2) 화면잠금 설정 

 
• 화면잠금 설정 

화면 잠금에 대한 대기 시간, 잠금 기능 활성화에 대해 설정한다. 
• 화면잠금 실행 

화면 잠금 설정에 따라 화면 잠금을 실행한다. [ESM 관리]-[화면잠금 실행] 
메뉴는 항상 ON 상태이며 [화면 잠금] 아이콘으로도 제공된다. 

• ESM 무결성 관리 
ESM 파일에 대한 무결성 관리 및 ESM 이 설치된 컴퓨터의 파일 무결성을 
지원한다. 

 
 
바. 도움말 메뉴 
RedCastle ESM 에 대한 버전 정보를 제공하며 항상 On 상태로 구동된다. 

 
 
• 관리자 설명서 

ESM 설치시 제공되는 pdf 파일을 보여준다. 
(pdf 파일을 보기위해서는 Acrobat reader 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레드캐슬 콘솔 정보 
도움말은 RedCastle ESM 에 대한 버전 정보를 제공하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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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좌측 화면 
 
좌측화면은 RedCastle SecureOS 가 설치된 여러 에이전트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 목록 구조를 제공한다. 
ESM 으로 로그인하였을 경우 빈 화면으로 나타나며 [에이전트] 메뉴에서 
[에이전트 열기]를 선택하거나 [최근 에이전트 목록]을 선택하였을 경우 트리 
형식으로 나타난다. 
 
가. 전체 에이전트 상태 
전체 에이전트 상태를 보기위해서는 좌측 화면에서 에이전트 그룹을 선택하면 
우측에 그룹에 속한 에이전트 상태를 볼 수 있다. 
 

 
 

[참고] 에이전트 표시 

 

  에이전트 그룹 

  RedCastle 이 설치되지 않은 에이전트(Unknown) 

  접속된 에이전트 

  접속이 해제된 에이전트 

 
 
 
나. 에이전트 팝업 메뉴 
에이전트 그룹 또는 각 에이전트를 선택하고 마우스의 우측버턴을 클릭하였을 
경우 에이전트를 관리할 수 있는 팝업메뉴가 제공된다. 팝업메뉴는 에이전트 
접속 및 접속해제, 에이전트 목록 수정 및 편집,  에이전트 보안 기능 설정,  
에이전트 상태 업데이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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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이전트 접속 및 접속해제 
• 접속하기 

Windows 에서 설정된 환경에 따라 화면보호기를 실행한다. 
선택한 에이전트에 접속한다. [에이전트]-[접속하기] 메뉴 또는 [접속하기] 
아이콘과 동일하며 메뉴는 접속이 안된 에이전트를 선택하면 On 상태가 
된다. 

• 접속끊기 
선택한 에이전트의 접속을 해제한다. [에이전트]-[접속끊기] 메뉴 또는 
[접근끊기] 아이콘과 동일하며  접속된 에이전트를 선택하면 On 상태가 된다. 

 
(2) 에이전트 목록 수정 및 편집 
• 편집 

현재 설정된 에이전트 목록을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 [에이전트]-
[에이전트 편집] 메뉴와 동일하며 좌측화면의 상위 그룹을 선택하거나 
좌우측 화면의 빈영역을 선택하면 항상 On 상태로 나타난다. 
 

(3) 에이전트 보안 기능 설정 
• 보안 설정 

보안 설정에서는 RedCastle SecureOS 의 핵심 보안 기능에 대한 환경 
설정기능을 수행한다. 보안 기능 모듈의 시작 중지, 접근통제 환경 관리, 
침입방지 환경 관리, SecureOS 사용자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설정]-[보안 설정] 메뉴 또는 [보안 설정] 아이콘과 동일하며  접속된 해당 
에이전트를 선택하면 On 상태가 된다. 

 
(4) 에이전트 접속 세션 보기 
• 접속 세션 보기 

에이전트에 현재 접속되어져 있는 세션 및 세션에 대한 차단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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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다. 에이전트 접속 세션보기는 “   접속된 에이전트”이어야 On 
상태가 된다. 

 
(5) 에이전트 상태 업데이트 
• 새로 고침 

좌측 화면의 트리 형식으로 표현되는 에이전트들의 접속 및 접속해제 
상태를 업데이트한다. 좌측 화면에서 상위 에이전트 그룹을 선택하였을 
경우 좌측 화면에 나타나는 각 에이전트 상태도 업데이트된다. 
[새로 고침]은 좌측화면의 상위 그룹을 선택하거나 좌우측 화면의 빈영역을 
선택하면 항상 On 상태로 나타난다. 

 
 
4.2.4 우측 화면 
 
우측 화면은 에이전트에 접속하였을 경우 해당 에이전트에 대한 보안기능에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메뉴는 우측 화면 상단의 아이콘으로 대체되며 아래 
그림에서 순서대로 실시간 로그, 사용자 관리, 파일 관리, 프로세스 관리, 임의적 
접근통제, 보안 로그, 시스템 로그,  시스템 정보로 구성된다. 
 

 
 
• 실시간 로그 

해당 에이전트의 실시간 보안 경보를 발생하며 시스템 상태 및 보안 기능 
상태 및 현황을 보여준다. 

• 사용자 관리 
강제적 접근통제를 위한 사용자 보안속성을 설정한다. 

• 파일 관리 
강제적 접근통제를 위한 디렉토리 및 파일의 보안속성을 설정한다. 

• 프로세스 관리 
실행중인 프로세스 현황 및 강제적 접근통제에 사용되는 프로세스 
보안속성을 조회한다. 

• 임의적 접근통제 
파일 또는 파일 그룹에 대하여 어떤 사용자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하여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임의적 접근통제를 위한 ACL(Access Control List)를 
설정한다. 

• 보안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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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OS 로그, IP Filter  로그, 시스템 모니터링 로그 등 RedCastle 에서 
발생한 보안 로그를 조회한다. 

• 시스템 로그 
UNIX 또는 Window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로그를 조회한다. 

• 시스템 정보 
UNIX 또는 Windows 시스템에 설치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보를 
보여준다. 

 
 
가. 실시간 로그 
실시간 로그 화면은 첫번째 아이콘을 선택하면 나타난다. 

 
 
실시간 로그는 상단 화면에 시스템을 현황을 나타내고 하단 화면에 실시간 로그 
및 경보를 제공한다. 상단 화면의 좌측에서는 실시간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현황을 그래프로 보여주며 우측에서는 시스템 및 보안기능 상태/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나. 사용자 관리 
사용자 관리 화면은 두번째 아이콘을 선택하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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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관리는 좌측 화면에 보안역할 및 카테고리를 나타내고 우측 화면에 
사용자를 나타낸다. 우측 화면에서 상단 화면은 보안사용자를 나타내고 하단 
화면은 UNIX/Windows  시스템 사용자를 나타낸다. 
 

 
 
 
다. 파일 관리 
파일 관리 화면은 세번째 아이콘을 선택하면 나타난다. 

 
 
파일 관리는 좌측화면에서 디렉토리 구조를 계층적으로 나타내며 우측 
화면에서 해당 디렉토리내의 파일 및 디렉토리에 대한 보안속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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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 관리 화면은 네번째 아이콘을 선택하면 나타난다. 

 
 
프로세스 관리는 좌측 화면에서 프로세스 구조를 계층적으로 나타내며 우측 
화면에서 프로세스에 대한 보안속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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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임의적 접근통제 
보안 로그 화면은 다섯번째 아이콘을 선택하면 나타난다. 

 
 
보안 로그는 좌측 화면에서 보안 로그의 종류를 나타내며 우측 화면에서 해당 
보안 로그의 세부 내역을 보여준다. 
 

 
 
 
바. 보안로그 
보안 로그 화면은 여섯번째 아이콘을 선택하면 나타난다. 

 
 
보안 로그는 좌측 화면에서 보안 로그의 종류를 나타내며 우측 화면에 해당 
보안 로그의 세부 내역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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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스템 로그 
시스템 로그 화면은 일곱번째 아이콘을 선택하면 나타난다. 

 
 
시스템 로그는 좌측 화면에서 시스템 로그의 종류를 나타내며 우측 화면에서 
해당 시스템 로그의 세부 내역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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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스템 정보 
시스템 정보 화면은 마지막 아이콘을 선택하면 나타난다. 

 
 
시스템 정보는 좌측 화면에서 시스템 정보의 종류를 나타내며 우측 화면에서 
해당 시스템 정보의 세부 내역을 보여준다. 
 

 
 
 
4.2.4 하단 화면 
 
하단 화면에는 접속된 에이전트들에 대한 상황이 실시간으로 나타난다. 
ESM 에서 관리하는 여러 SecureOS 들에서 올라오는 정보 및 경고 중에서 
중요한 것만을 통합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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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RedCastle ESM 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이 빈 화면이 실행된다. 
 

 

 
• 상단 좌측 화면 : 에이전트 목록이 나타난다. 
• 상단 우측 화면 : 상단 좌측 화면에서 에이전트 그룹을 선택하면 전체 

에이전트 상태가 나타나며 하나의 에이전트를 선택하면 해당 에이전트를 
관리할 수 있다. 

• 하단 화면 : 전체 에이전트에 대한 실시간 경고가 나타난다. 
 
 
4.3.1 에이전트 목록 관리 
 
가. 새 에이전트 목록 만들기 
 
최초 RedCastle ESM 실행시 상단 메뉴에서 에이전트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에이전트]-[최근 파일]에 목록이 없는 상태로 나타난다. 
 

4.3 
 
에이전트 통합 
보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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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RedCastle ES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ecureOS가 설치된 서버 즉, ESM이 관리하는 에이전트 
목록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에이전트 목록을 생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에이전트]-[새 에이전트]를 
선택한다. 
 

 
 
[에이전트]-[새 에이전트]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에이전트 목록을 저장할 
파일이름을 설정하도록 화면이 나타난다. 
관리자는 임의의 파일이름을 작성하고 [새파일]버턴을 누른다. 
예) 에이전트 목록 파일을 회사명(RedGate)으로 하고 싶을 경우 RedGate 를 
입력하고 [새파일] 버턴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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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 버턴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에이전트 편집기”가 나타난다. 

 
 

[참고]  
새 에이전트 파일명은 “에이전트 편집기”에서 디폴트로 그룹명으로 지정되며 편집기에서 
그룹명을 수정할 수도 있다. 

 
 
나. 에이전트 편집기 사용 
 
 “에이전트 편집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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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설정 버튼] 
• 새그룹추가 : 현재의 그룹외에 새로운 그룹을 추가하는 기능으로 최상위 

그룹 하위에 트리 형식으로 그룹이 추가된다. 
• 그룹명수정 : 최상위 그룹을 포함한 현재의 그룹명을 다른 그룹명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삭제 : 그룹하위의 에이전트를 목록에서 제외하는 기능으로 하위 

에이전트들이 모두 삭제되어야 그룹이 삭제되며 최상위 그룹은 삭제되지 
않는다. 

• 새로고침 : 그룹에 등록된 에이전트의 상태값을 업데이트한다. 
 
[새로 찾은 에이전트 목록 버튼] 
• 목록에 추가 : 관리자가 작성한 IP 주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에이전트 

목록에 추가한다. 
• IP/포트 변경 : 에이전트의 포트를 지정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그룹에 등록 : 에이전트 목록에서 선택된 서버를 그룹에 등록한다. 
• 자동찾기 : 자동적으로 SecureOS 가 설치된 서버를 검색한다. 
• 목록업데이트 : 에이전트 목록에 있는 서버의 상태를 업데이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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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에이전트 목록]에서 RedCastle SecureOS 상태가 “On”인 서버을 그룹에 등록하는 것이 좋다. 

 
[하단 버튼] 
• 저장 : 현재 그룹에 지정된 에이전트를 파일에 저장 
• 확인 : 현재 그룹에 지정된 에이전트를 파일에 저장하고 종료 
 
(1) 에이전트 자동 설정 
 
전체 SecureOS 가 설치된 서버를 찾기위해서는 [자동찾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에이전트 편집기에서 [자동찾기]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ESM 이 
소속된 네트워크가 나온다. 관리자는 시작주소, 끝주소, 접속포트 등을 설택할 
수 있다. 
 

 
 
• 네트워크 선택 : Network Aepter 선택 
 

 
 
[확인] 버턴을 누르면 SecureOS 가 설치된 서버 즉, ESM 의 에이전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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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검색한다. 
 

 
 
ESM 에이전트 검색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SecureOS 가 설치된 서버의 
리스트가 나타난다. 여기서 최초 그룹명은 관리자가 지정한 “에이전트 목록 
파일명”으로 설정된다. 

 
 
마우스를 이용하여 관리할 에이전트를 선택한다. 아래 그림은 전체를 선택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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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목록이 선택되면 [그룹에 등록] 버턴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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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그룹을 추가하거나 그룹명을 수정할 수 있다. 에이전트 
목록에서 서버를 선택하면 서버에 설된 SecureOS 에 대한 정보가 나타난다. 
 

 
 
에이전트 목록 편집이 끝나면 [저장] 버턴을 누르고 [확인] 버턴을 누르면 
에이전트 목록이 구되며 아래와 같이 좌측 화면에 에이전트 목록이 나타난다. 
 

 
 
상단 메뉴에서 [에이전트] 메뉴를 보면 아래와 같이 에이전트 목록이 
“RedGate.agt” 로 설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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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이전트 수동 설정 및 개별 목록 편집 
 
수동으로 에이전트를 설정할 경우 [IP 주소]란에 SecureOS 가 설치된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하고 [목록에 추가] 버턴을 누르면 아래 그림과 같이 목록으로 
추가된다. (아래의 예는 수동으로 최초의 에이전트를 등록하는 예이다.) 
 

 
 
에이전트 목록이 완성되면 그룹에 등록할 서버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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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에 등록할 서버가 선택하고 [그룹에 등록] 버턴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그룹에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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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에이전트를 선택하면 에이전트에 설치된 SecureOS 정보가 나온다. 
 

 
 
에이전트 목록 편집이 끝나면 [저장] 버턴을 누르고 [확인] 버턴을 누르면 
에이전트 목록이 구되며 아래와 같이 좌측 화면에 에이전트 목록이 나타난다. 
 

 
 
상단 메뉴에서 [에이전트] 메뉴를 보면 아래와 같이 에이전트 목록이 
“RedGate.agt” 로 설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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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SM 실행 후 에이전트 불러오기 
 
최초 ESM 실행시 에이전트 목록을 구성하였을 경우 최근에 사용한 에이전트 
목록을 이용하여 에이전트를 불러올 수 있다. 최초 ESM 종료 후 두번째 ESM 
실행에서도 아래와 같이 빈화면이 나타난다. 
 

 
 
그러나 상단메뉴의 [에이전트] 메뉴를 보면 최근에 사용한 에이전트 목록이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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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사용하던 에이전트 목록을 사용할 경우 최근 파일 목록에서 이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목록에 있는 에이전트를 찾는다. 
 

 
 
에이전트 목록에 있는 서버들을 모두 찾으면 아래와 같이 상태 화면이 나타난다. 
 

 
 
최근 파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에이전트]-[에이전트 열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기능은 여러 개의 에이전트 목록을 사용할 경우 최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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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 해당 목록이 없으면 이 기능을 사용해야 한다. 
 
[에이전트]-[에이전트 열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에이전트 목록 파일인 “agt 
파일”이 나타난다. 
 

 
 
관리자는 해당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턴을 누르면 자동으로 목록에 있는 
에이전트를 찾는다. 
 

 
 
에이전트 목록에 있는 서버들을 모두 찾으면 아래와 같이 상태 화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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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에이전트 목록 지우기 
 
(1) 에이전트 목록 파일 삭제 
이전에 사용하던 에이전트 목록을 지우기 위해서는 에이전트 목록이 저장된 
디렉토리로 이동하여 해당 “.agt” 파일을 지우면된다. 
 

 
 
또한 RedCastle ESM 의 [에이전트]-[에이전트 열기] 창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키를 이용하여 해당 “.agt” 파일을 지울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사용하는 에이전트 파일 목록이 지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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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RedCastle ESM의 [에이전트 열기] 창에서 에이전트 목록 파일인 “.agt” 파일을 지울 경우 현재 
열려있는 파일이 지워질 수 있으므로 “.agt” 목록 파일 삭제 시 주의를 요한다. 

 
 
(2) 최근 파일 목록 삭제 
아래와 같이 최근 파일 목록에 이전에 사용하던 목록이 있어 관리자가 이를 
삭제할려면 레지스트리에 있는 최근 파일 목록을 지워야 한다. 레지스트리에 
있는 최근 파일 목록을 지우기 위해서는 먼저 RedCastle ESM 을 종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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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스트리 파일을 지우기 위해서는 Windows 하단의 [시작]-[실행]에서 
‘regedit”를 실행한다.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실행되면 에이전트 목록 파일을 검색하고 이를 지우면 
된다. 에이전트 목록 파일의 경로는 아래와 같다. 
[ HKEY_CURRENT_USER\Software\Local AppWizard-Generated 
Applications\레드캐슬 ESM\Recent File List ] 
 

 



제 4 장 RedCastle ESM 시작하기 

- 131 - 

 
레지스트리에서 “RedCastle.agt” 파일을 지우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주의]  
RedCastle ESM을 종료하지 않고 레지스트리의 최근 파일 목록을 지울 경우 현재의 RedCastle 
ESM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으며 최근 파일 목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료시 레지스트리에 
이를 다시 저장하게 된다. 

 
 
마. 실행 후 에이전트 편집 
 
에이전트 편집은 좌측 화면에 에이전트 목록이 호출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이용할 수 없다. 
 

 



RedCastle 관리자 설명서 

- 132 - 

 
아래 그림과 같이 좌측 화면에 에이전트 목록이 있을 경우 “에이전트 
편집“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좌측 화면에 에이전트 목록이 있을 경우 현 목록에 대하여 에이전트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에이전트 편집]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에이전트 편집]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현재 에이전트 목록에 대한 “에이전트 
편집기”가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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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좌측 화면에서 마우스의 우측키를 누르면 아래 
그림과 같은 메뉴가 나온다. 
 

 
 
• [편집] : 에이전트 편집기 실행 
• [새로 고침] : 에이전트 상태를 업데이트 
 
위 그림에서 [편집] 버턴을 누르면 “에이전트 편집기”가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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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에이전트 통합 상태 관리 
 

전체 에이전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좌측화면의 상위 그룹을 선택하면 
된다. 
 

 
 
에이전트의 상태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   에이전트 그룹 
•   RedCastle 이 설치되지 않은 에이전트 
•   접속된 에이전트 
•   접속이 해제된 에이전트 
 
좌측 화면에서 그룹을 선택하였을 경우 우측 화면에 에이전트들의 접속 및 구동 
상태가 나타나며 다음과 같다. 
• 호스트이름 : SecureOS 가 설치된 호스트명 

- Unknown : SecureOS 가 설치되지 않은 호스트 
• 호스트주소 : SecureOS 가 설치된 호스트의 IP 주소 
• 운영체제 : SecureOS 가 설치된 호스트의 운영체제 및 버전 

-운영체제 버전이 없는 경우 :  SecureOS 가 설치되지 않은 호스트 
• 에이전트 버전 : 호스트에 설치된 SecureOS 버전 

- 에이전트 버전이 없는 경우 : SecureOS 가 설치되지 않은 호스트 
• 보안모듈 상태 :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커널 모듈의 구동 상태 

- 구동중 : 보안 커널 모듈이 구동된 상태 
- 중지됨 : 보안 커널 모듈이 중지된 상태 
- --------- : SecureOS 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SecureOS 자체가 정지된 상태 

• 로그데몬 상태 : 시스템 로그 및 보안 로그를 수집하는 로그데몬의 구동 상태 
- 구동중 : 로그데몬이 동작중인 상태 
- 중지됨 : 로그데몬이 중지된 상태 
- --------- : SecureOS 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SecureOS 자체가 정지된 상태 

• IP Filter 상태 : 서버 방화벽으로 동작하는 IP Filter 의 구동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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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동중 : IP Filter 기능이 동작중 
- 중지됨 : IP Filter 기능이 있으나 관리자가 중지시킨 상태 
- --------- :  SecureOS 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SecureOS 자체가 정지된 상태 
- 지원않함 : IP Filter 가 설치안된 상태 

 
좌측화면의 상위 그룹을 선택하거나 좌우측 화면의 빈영역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버턴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여기서 [새로 고침] 
메뉴는 좌우측 화면에 나타나는 각종 에이전트 상태를 업데이터 한다. 
 

 
 
 
4.3.3 에이전트 통합 실시간 경고 관리 
 
하나의 에이전트에 대하여 보안관리자가 작업하고 있더라도 하단 화면을 
통하여 전체 에이전트의 경고 및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하단 화면에는 
ESM 에서 관리하는 모든 에이전트에서 올라오는 정보 및 중요 경고를 
통합적으로 보여준다. 

 
 
• 시간 : 경고 및 정보가 발생한 날짜 및 시간 
• 발생지 : 경고 및 정보가 발생한 에이전트 IP Addr. 
• 내용 : 경고 및 정보에 대한 내역 
 
하단 화면에서 마우스의 우측 버턴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팝업 메뉴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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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화면에서는 팝업 메뉴에서 선택한 Alert 등급 이상의 메시지만을 보여준다. 
 
 
4.3.4 다른 에이전트로의 이동 
 
보안관리자가 아래와 같이 hogwat 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하자. 
 

 
 
보안 관리자가 다른 에이전트로 이동하여 작업하고자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좌측 
화면에서 해당 에이전트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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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에이전트 접속 
 
에이전트 접속은 “  접속이 해제된 에이전트”이어야 한다. 에이전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좌측 화면 또는 우측 화면에서 접속하고자 하는 
에이전트를 선택해야 한다. 
좌측 화면에서 최상위 그룹이 선택되었을 경우 우측 화면에서 접속할려는 
에이전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턴을 누르면 나타나는 팝업메뉴를 
사용할 수도 있다. 
 

 
 
좌측 화면의 트리 구조에서 해당 에이전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턴을 
누르면 나타나는 팝업메뉴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좌측 화면 또는 우측 화면에서 접속할려는 에이전트를 선택하고 상단 
메뉴의 [에이전트]-[접속하기] 메뉴를 선택할 수도 있다. 
 
 

4.4 
 
에이전트 접속 
및 접속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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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에이전트 인증 
 
[접속] 또는 [접속하기]를 선택하면 접속할 에이전트에 대한 보안관리자 식별 및 
인증 과정이 수행된다. 
 

 
 
[기능 구분] 
• 에이전트 정보: 접속하고자 하는 에이전트의 IP 주소, 포트 및 접속 모드 
• 사용자 정보 : 에이전트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입력 

(Windows 에서는 도메인 선택) 
• 보안 패스워드 : 에이전트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의 보안 패스워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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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버튼] 
• 접속 : 보안관리자 및 사용자 계정 정보를 가지고 해당 에이전트에 접속 
• 취소 : 해당 에이전트로의 접속 취소 
 
에이전트란에는 선택한 에이전트의 IP 주소가 자동으로 나타난다. 관리자는 
보안 관리자 모드와 보안 사용자 모드로 접속할 수 있다. 보안 관리자 모드는 
해당 에이전트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며 보안 사용자 모드는 해당 에이전트에 
대한 모니터링만 가능하다. 
 
• 보안관리 모드 : 보안 역할이 SO 이고 보안 등급이 1 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드 
- 사용자 정보 사용자 입력란에 접속할 보안 관리자(SO) 계정의 이름을 

입력한다.  

- 사용자 정보 암호 입력란에 보안 관리자(SO) 암호를 입력한다. 

- 보안 패스워드 입력란에 관리자의 보안 패스워드를 입력한다. (최초 접속시 

보안 패스워드에 보안 관리자(SO) 암호를 입력한다.) 

- 접속 버튼을 누르면 에이전트와 연결된다. 

- 보안 관리자로서 최초 접근 시도시 보안 패스워드 등록을 한다.(등록을 하지 

않으면 접속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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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전트에 접속된 보안 관리자가 없을 경우 보안관리 모드로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에이전트에 같은 보안 관리자로 접속이 되어 있는경우 강제접속 팝업 창이 

뜬다. 

 

 
 

- 예(Y)를 선택하면 기존의 접속이 끊고 보안관리 모드로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조회 모드 : 보안 역할이 SO 이고 보안 등급이 2~7 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드  
- 보안 패스워드 입력란에 보안 관리자 보안 패스워드를 입력한다. 
- 사용자 정보 사용자 입력란에 접속할 보안 관리자(SO)의 이름을 입력한다. 
- 사용자 정보 암호 입력란에 보안 관리자(SO)의 암호를 입력한다. 
- 접속 버튼을 누르면 에이전트와 연결된다. 
- 보안 관리자로서 최초 접근 시도시 보안 패스워드 등록을 한다.(등록을 하지 

않으면 접속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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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로그, 로그 분석기(시스템, 보안 로그), 시스템 관리(성능 모니터링,  
명령창 시스템 정보) 화면만을 볼 수 있다. 

 
 
4.4.3 에이전트 접속해제 
 
에이전트 접속해제는 “   접속된 에이전트”이어야 한다. 에이전트로부터 
접속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좌측 화면 또는 우측 화면에서 접속해제하고자 
하는 에이전트를 선택해야 한다. 
좌측 화면에서 최상위 그룹이 선택되었을 경우 우측 화면에서 접속해제할려는 
에이전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턴을 누르면 나타나는 팝업메뉴를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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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화면의 트리 구조에서 해당 에이전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턴을 
누르면 나타나는 팝업메뉴를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좌측 화면 또는 우측 화면에서 접속할려는 에이전트를 선택하고 상단 
메뉴의 [에이전트]-[접속하기] 메뉴를 선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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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에이전트]-[모든 접속끊기] 메뉴를 선택하면 RedCastle ESM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에이전트들에 대한 접속이 끊어진다. 
 

 
 

 
 
4.4.4 에이전트 접속 세션보기 
 

에이전트 접속 세션보기는 “   접속된 에이전트”이어야 한다. 
에이전트로부터 접속 세션보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좌측 화면 또는 우측 
화면에서 접속 세션을 보고자 하는 에이전트를 선택해야 한다. 
좌측 화면에서 최상위 그룹이 선택되었을 경우 우측 화면에서 접속세션보기를 
할려는 에이전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턴을 누르면 나타나는 
팝업메뉴를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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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화면의 트리 구조에서 해당 에이전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턴을 
누르면 나타나는 팝업메뉴를 사용할 수도 있다. 
 

 
 

 

접속세션보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뜬다. 

 

 
 

 

[기능구분] 

• 접속 세션 목록 : 에이전트에 접속된 세션에 대한 정보를 준다. 
• 세션 끊기 : 접속된 세션에 대한 차단 기능을 지원한다.  

- 접속 세션 목록에서 세션을 차단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 
- 세션 차단 버튼을 클릭. 



RedCastle 관리자 설명서 

- 146 - 

- 차단 확인 메시지 창 출력 

- 확인을 함으로 세션을 차단함 

 

[주의]  세션 차단기능은 보안 관리 모드에서만 가능하고 자기 자신의 세션은 차단할 수 없다. 

 
• 새로 고침 : 에이전트에 접속된 세션에 대한 정보를 준다. 
• 닫기  : 에이전트에 접속된 세션에 대한 정보를 준다. 
 
 
 
 
 



제 5 장 보안기능 및 로그환경 설정 

- 147 - 

 제 5 장 
 
보안 기능 및 로그 환경 
설정 

개    요 
본 장에서는 보안 기능에 대한 환경 및 로그 환경에 대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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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에이전트의 보안 기능에 관련된 환경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에이전트가 
접속된 상태이어야 한다. 먼저 좌측화면에서 접속된 해당 에이전트를 선택해야 
한다. 
 

 
 
각 에이전트의 보안 기능에 관련된 환경 설정을 위해서는 [설정]–[보안 설정] 
메뉴 또는 상단 [보안 설정] 아이콘을 선택한다. 
 

         
 
메뉴 또는 아이콘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좌측 화면이나 우측 화면에서 해당 
에이전트를 선택한 후 마우스 우측버턴을 누르면 나타나는 팝업메뉴에서 [보안 
설정] 메뉴를 선택할 수도 있다. 
 

 
 
[보안 설정] 메뉴를 선택하면 보안설정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보안설정 
팝업메뉴는 모듈설정, 접근통제, 해킹 방지, 사용자 인증, 계정통제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5.1 
 
보안기능 환경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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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설정 : 커널 모듈, 로그 데몬, 방화벽 기능에 대한 시작 및 중지 
• 접근통제 : 강제적 접근통제, 임의적 접근통제, 허용/거부 목록에 대한 사용 

환경 설정 
• 해킹 방지 : 침입방지 기능 및 시스템 보호 기능에 대한 환경 설정 
• 사용자 인증 : RedCastle SecureOS 관리자 환경 및 su 관련 인증 환경 설정 
• 계정통제 : 서비스 제어 운영모드, 세션제어 운영모드, 경유통제 운영모드의 

환경설정 
 
 
5.1.1 모듈 설정 
 
팝업창의 [모듈 설정] 은 각 보안기능 모듈 즉, 보안 커널 모듈, 로그 데몬, 
방화벽 모듈을 구동하거나 중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기능 구분] 
• 보안모듈 : 보안커널 모듈의 시작 ,정지 및 일시정지 해지 
• 로그데몬 : 로그데몬의 시작 및 정지 
• 방화벽 : 방화벽 기능의 시작 및 정지 
 
[하단 버튼] 
• 확인 : 현재 설정된 환경을 적용하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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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 현재까지의 작업을 취소하고 종료 
• 적용 : 현재 설정된 환경을 적용 
 
(1) 보안 모듈 
보안 모듈은 SecureOS 의 핵심인 접근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보안커널 모듈을 
의미한다. 
• 보안모듈 정지 : 접근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보안커널 모듈을 정지한다. 

보안모듈 정지 버튼을 누르면 모듈 상태가 “정지”로 나타나며 “보안모듈 
구동” 버튼으로 바뀐다. 

• 보안모듈 구동 : 접근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보안커널 모듈을 구동한다. 
보안모듈 구동 버튼을 누르면 모듈 상태가 “구동중”으로 나타나며 “보안모듈 
정지” 버튼으로 바뀐다. 

 
(2) 로그데몬 
로그데몬은 SecureOS 에 관련된 보안 로그와 시스템 로그을 수집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로그데몬 정지 : 보안/시스템 로그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로그 데몬의 기능을 

정지한다. 로그 정지 버튼을 누르면 로그 데몬 상태가 “정지”로 나타나며 
“로그데몬 구동” 버튼으로 바뀐다. 

• 로그데몬 구동 : 보안/시스템 로그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로그 데몬의 기능을 
구동한다. 로그데몬 구동 버튼을 누르면 로그 데몬 상태가 “구동중”으로 
나타나며 “로그데몬 정지” 버튼으로 바뀐다. 

 

[주의]  보안모듈이 구동중일 때는 로그데몬의 정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또한 보안모듈을 
구동시키면 로그데몬이 중지중이면 로그데몬이 자동으로 구동된다. 

 
(3) IP Filter 구동 
IP Filter 은 서버에서의 IP 필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 IP Filter 정지 : IP 필터링 기능을 수행하는 IP Filter 모듈을 정지한다. IP 

Filter 정지 버튼을 누르면 IP Filter 상태가 “정지”로 나타나며 “IP Filter 구동” 
버튼으로 바뀐다. 

• IP Filter 구동 : IP 필터링 기능을 수행하는 IP Filter 모듈을 구동한다. IP 
Filter 구동 버튼을 누르면 IP Filter 상태가 “구동중”으로 나타나며 “IP Filter 
정지” 버튼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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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접근통제 
 

팝업창의 [접근통제] 는 강제적 접근통제, 임의적 접근통제, 허용 및 거부 목록에 
대한 운영 환경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기능 구분] 
• 등급기반 강제적 접근통제 : 등급기반 강제적 접근통제 환경 설정 
• ACL 기반 임의적 접근통제 : ACL 기반 임의적 접근통제 환경 설정 
• 허용 및 거부 목록 : 허용 및 거부 목록 적용 환경 설정 
 
[중간 버튼] 
• 고급옵션 : 파일 생성시 보안속성 자동 상속 및 실행 환경 설정 
 
[하단 버튼] 
• 확인 : 현재 설정된 환경을 적용하고 종료 
• 취소 : 현재까지의 작업을 취소하고 종료 
• 적용 : 현재 설정된 환경을 적용 
 
접근통제 옵션은 ON, WARNING, OFF 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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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 접근통제 정책이 적용되며 위반 이벤트 발생시 이를 즉시 차단하고 

이를 경고한다. 
• WARNING : 접근통제 정책이 적용되며 위반 이벤트 발생시 이를 차단하지 

않고 단지 경고만을 발생한다. 이는 초기 설치시 또는 새로운 보안정책 
적용시 TEST 모드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 OFF : 접근통제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1) 등급기반 강제적 접근통제 
등급기반의 강제적 접근통제 정책의 적용여부를 설정한다. 등급기반 강제적 
접근통제 정책은 [사용자 관리] 아이콘과 [파일 관리] 아이콘을 통하여 
보안속성이 설정되며 [프로세스 관리] 아이콘을 통하여 주체의 보안속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주의] 등급기반 강제적 접근통제는 보안 제품의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이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기능에 대해서는 OFF(사용않함)를 지원하지 않는다. 

 
(2) ACL 기반 임의적 접근통제 
ACL 기반의 임의적 접근통제 정책의 적용여부를 설정한다. ACL 기반 임의적 
접근통제 정책은 [임의적 접근통제] 아이콘을 통하여 설정할 수 있다. 
 
(3) 허용 및 거부 목록 
허용 및 거부 목록의 적용여부를 설정한다. 허용 및 거부 목록은 명령어 실행 
통제 목록, SETUID 프로그램 실행 허용 목록, 프로세스 kill 차단 목록, 명령어 
허용 목록, 공유 허용 목록 등으로 구성된다. 
 
(4) 고급 옵션 
고급 옵션에서는 파일 생성시 파일 속성 자동 상속 특성 및 실행 접근통제 예외 
규정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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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구분] 
• 파일 속성 자동 상속 설정 : 파일 생성시 보안속성 설정 

- “Normal Mode” 선택시에는 보안 속성이 보안사용자(MU)인 사용자가 

파일을 생성시 주체의 보안 속성을그래도 상속하여 파일이 생성된다. 
- “SA, SO 사용자가 생성한 파일에는 속성 상속하지 않음” 선택시에는 파일 

생성시 보안 속성이 생성되지 않는다.(단 디렉토리에 주체와 같은 속성이 

걸려 있을시에는 보안속성이 상속된다) 

 
[하단 버튼] 
• 기본값 적용 : 위와 같이 디폴트 환경으로 
• 확인 : 현재 설정된 환경을 적용하고 종료 
• 취소 : 현재까지의 작업을 취소하고 종료 
 
파일 속성 자동 상속 환경에서는 SO(보안관리자), SA(시스템관리자)가 파일을 
생성할 경우 생성되는 모든 파일에 적용할 것인지 주체와 보안속성이 같은 
디렉토리 내에서만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주의] 고급옵션을 변경할 경우 응용 프로그램의 동작 환경에 영향을 미치므로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5.1.3 해킹 방지 기능 설정 
 

본 팝업창은 해킹 방지 및 시스템 보호 환경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해킹 방지 기능은 Symbolic Lick, Hard Link 등을 이용한 침입을 차단하거나 
시스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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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구분] 

• 침입방지 기능 : FIFO, Symbolic Link 등을 이용한 침입 행위 차단 
• 시스템 보호 기능 : 시스템 오남용 행위 제한 
 
[하단 버튼] 
• 확인 : 현재 설정된 환경을 적용하고 종료 
• 취소 : 현재까지의 작업을 취소하고 종료 
• 적용 : 현재 설정된 환경을 적용 
 

(1) 침입방지 기능 
침입방지 기능은 FIFO, Symbolic Link 등을 이용한 침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FIFO Protection : 자기 소유의 FIFO 에 대해서만 open 을 허용함으로써 

FIFO 를 보호한다. 
• Symbolic Link Protection : Symbolic link 공격을 통한 파일의 불법적인 

변조를 막아줌으로써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root 권한 획득 등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 Hard Link Protection : 자기 소유의 파일 및 디렉토리에 대해서만 hard 
link 를 생성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 Chroot Protection : chroot jail 에서 root 권한 획득 후에 chroot jail 을 
빠져나가려는 시도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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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응용 프로그램 중에는 해킹 기법과 유사하게 프로그램이 작성된 경우가 
있어 동작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설정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다. 

 
• OFF : 해당 침입방지 기능을 수행하지 않음 
• Warning : 해당 행위를 차단하지 않고 경고만 생성 
• ON : 해당 행위에 대한 중지 및 경고 생성  

 
(2) 시스템 보호 기능 
시스템 보호 기능은 시스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Promiscuous 모드 자동 탐지 기능 :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Promiscuous 

mode 로 변경되는 것을 감지하여 로그를 생성한다. 
 

[주의] Pseudo Promiscuous Mode 변경 감지는 스니핑 탐지를 위하여 주로 사용된다. 

 
• 보안 모듈 Hiding 기능 : 구동중인 RedCastle 보안모듈을 숨김으로써 보안 

제품이 시스템에 설치되어있는 사실을 악의적인 사용자로부터 숨긴다. 
• 프로세스 조회 제한 기능 : 자기 소유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만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제한한다. 
 

[참고] Module Hiding과 Processes Restriction 기능은 Solaris 버전에서만 지원된다. 

 
 
5.1.4 사용자 인증 
 
팝업창의 [사용자 인증] 은 보안관리자 패스워드 변경 관리 기능과 su 명령어를 
사용시 인증 옵션 설정 기능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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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구분] 

• 관리자 패스워드 변경 : RedCastle SecureOS 보안관리자의 보안 패스워드 
변경 

• su 사용 옵션 : su 명령어 사용 환경 설정 
 
[하단 버튼] 
• 확인 : 현재 설정된 환경을 적용하고 종료 
• 취소 : 현재까지의 작업을 취소하고 종료 
• 적용 : 현재 설정된 환경을 적용 
 
(1) 관리자 패스워드 변경 
RedCastle SecureOS 보안관리자의 보안 패스워드를 변경한다. [보안패스워드 
변경] 버튼을 누르면 “보안패스워드 변경”다이얼로그가 나타난다. 이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보안 관리자 암호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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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구분] 
• 기존  패스워드 : 이전에 설정한 암호를 입력 
• 새 패스워드 :  새로 설정할 암호를 입력 
• 패스워드 확인 : 새 암호를 다시 한번 더 입력 
 
[하단 버튼] 
• 확인 : 기존 패스워드를 검증하고 새로운 패스워드로 설정 
• 취소 : 패스워드 변경 작업을 취소하고 종료 
 

[주의] 패스워드 설정 
패스워드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한번씩 사용되어야 하며 8자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su 사용 옵션 
인증 방식은 root 에서 사용자로 권한이동시 인증에 대한 옵션을 설정하는 
기능이다. 
 
• su 허용 목록 적용(root-to-user)  :  RedCastle 에서는 root 에서 su 명령어를 

통하여 일반 사용자로의 권한이동할 수 있는 사용자를 별도로 관리한다. 
이를 su 허용 목록(root-to-user)이라 한다. su 허용 목록 적용 옵션에서는 
root 에서 모든 사용자로의 권한이동을 방지할 것인지, root 에서 권한이동이 
가능한 사용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su 허용 목록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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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계정통제 
 
팝업창의 [계정통제]기능은 계정정책에 따라서 서비스제어 운영과 세션 제어 
그리고 경유 통제를 운영모드 설정으로 구성된다. 
 

 
 

[기능 구분] 

• 서비스 제어 운영 모드 : 계정정책을 기반으로 서비스 기능을 제어  
• 세션 제어 운영 모드:  계정정책을 기반으로 세션을 제어 
• 경유 통제 운영모드 :  계정 정책을 기반으로 경유지를 통제 

 
[하단 버튼] 
• 확인 : 현재 설정된 환경을 적용하고 종료 
• 취소 : 현재까지의 작업을 취소하고 종료 
• 적용 : 현재 설정된 환경을 적용 
 

 
 
• OFF : 해당 운영기능을 차단하지 않음 
• Warning : 해당 운영기능을 차단하지 않고 경고만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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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 해당 행위에 대한 중지 및 경고 생성  
 
(1) 서비스 제어 운영 모드 : 계정 정책을 기반으로 시스템의 서비스를 제어 할 
수 있다. 
(2) 세션 제어 운영 모드 : 계정 정책을 기반으로 시스템의 세션을 제어 할 수 
있다. 
(3) 경유 통제 운영 모드 : 계정 정책을 기반으로 시스템의 경유지 이동을 제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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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어 허용 목록 관리에서는 UXR, SA 사용자가 보안 설정에 상관없이 실행 
가능한 명령어 목록을 관리합니다. 각 에이전트의 명령어 허용 목록 관리를 
하기위해서는 해당 에이전트가 접속된 상태이어야 한다. 먼저 좌측화면에서 
접속된 해당 에이전트를 선택해야 한다. 
 

 
 
각 에이전트의 보안 감사 환경 설정을 위해서는 [도구]–[명령어 허용 관리] 
메뉴를 선택한다. 
 

 
 
[명령어 허용목록 관리]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명령어 허용 목록 설정 
팝업 창이 나타난다.  

5.2 
 
명령어 허용 목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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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버튼] 
• 항목 추가 : 명령어 허용 목록에 허용할 명령어를 하나 추가한다. 
• 편 집 : 명령어 허용 목록에 있는 내용을 편집한다. 
• 항목 삭제 : 명령어 허용 목록에 있는 내용을 삭제한다. 
• 모든 항목 삭제 : 명령어 허용 목록에 있는 모든 명령어를 삭제한다. 
• 새로 고침 : 명령어 허용 목록을 서버에서 다시 가져온다. 
 
[상단 리스트 화면] 
• 명령어 허용 목록 : 명령어 허용 항목을 나열한다. 
 
[하단 버튼] 
• 닫 기 : 명령어 허용 목록 팝업 창을 닫는다. 
 
 
5.2.1 명령어 허용 목록 설정(추가 및 편집) 
 
명령어 허용 목록 설정은 현 명령어 허용 목록 설정 창에서 추가 또는 편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새로운 허용 명령어를 추가할 경우 상단의[추가]버튼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 명령어 허용 목록을 변경할 경우 명령어 허용 목록에서 
해당 명령어를 선택하고 [편집]버튼을 선택하면 된다. 
[추가]또는[편집]버튼을 선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명령어 허용 목록 
추가(편집)”팝업창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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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구분] 
• 기본 설정 : 명령어 및 주체의 보안 역할을 선택 
• 보안속성 재설정: 주체가 변하게될 보안 속성을  선택 
 
[하단 버튼] 
• 확인 : 현재 설정된 환경을 적용하고 종료 
• 취소 : 현재까지의 작업을 취소하고 종료 
• 적용 : 현재 설정된 환경을 적용 
 
(1) 기본 설정 
 명령어 허용 목록의 명령어 및 실행시킬 주체의 보안 역할을 선택한다.. 
• 보안역할 : 명령어를 실행시킬 주체의 보안 역할을 선택한다. 

최소한 하나이상의 보안 역할을 선택해야 되고, 중복 선택도 가능하다. 
 기본은 시스템 root(UXR)이 선택된다.

• 명령어 이름 : 명령어 허용 목록에 추가할 명령어 이름을 선택한다. 
탐색버튼 : 탐색 팝업 창을 띄워서 해당 명령어가 서버에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명령어 이름  에디트 상자에 이름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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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색 버튼 : 서버에 파일명에 기입한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하단리스트: 탐색이 성공하면 목록에 파일이 추가된다. 

 
(2) 보안속성 
명령이 실행될 때 변경되는 보안 속성을 선택한다. 
• 보안 역할 (default:기존역할 유지) 

보안 역할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가진다. 
기존역할 유지 : 주체가 가지고 있는 보안 역할 
SA  : 시스템 관리자 역할 
SO : 보안 관리자 역할 
UXR : 시스템 root 역할 

• 보안 등급(default : 0) 
0~7 의 보안등급으로 나누고 0 은 보안 등급이 없음을 나타낸다. 보안등급 
1 이 최상의 보안등급이고 7 이 최저의 보안등급이다. 

• 보안 그룹 (default : 기존그룹 유지) 
보안 그룹은 기존그룹 유지, 보안 관리자,SA 그룹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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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명령어 허용 목록 삭제, 전체 삭제 및 새로 고침 
 

 
 
[상단 버튼] 
• 항목 삭제 : 하나의 항목을 삭제할 때 사용한다.(목록에서 항목을 선택한 후 

사용한다.) 
 
 

 
 
 

• 모든 항목 삭제 : 모든 항목을 삭제하고 할 때 사용한다. 
 
 
 

 
 
 

• 새로 고침 : 서버에서 명령어 허용 목록을 다시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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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에이전트의 보안감사 환경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에이전트가 접속된 
상태이어야 한다. 먼저 좌측화면에서 접속된 해당 에이전트를 선택해야 한다. 
 

 
 
 
각 에이전트의 보안 감사 환경 설정을 위해서는 [설정]–[로그 설정] 메뉴 또는 
상단 [로그 설정] 아이콘을 선택한다. 
 

         
 
 
[로그 설정] 메뉴를 선택하면 로그 설정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로그설정 
팝업메뉴는 기본설정, 로그관리, Alert 설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 기본설정 : 로그 및 백업 파일의 환경 설정 
• 로그관리 : 증적관리 및 잠재적 위반 분석 환경 설정 
• Alert 설정 : e-mail 을 통한 Alert 환경 설정 
 
 
 
 
 

5.3 
 
보안 감사 환경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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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기본 설정 
 
팝업창의 [기본 설정] 에서는 로그 파일 및 백업 파일에 대한 환경을 설정한다. 
 

 
 
[기능 구분] 
• 파일 설정 : 로그 파일에 대한 환경 설정 
• 로그 백업 : 로그 백업 파일에 대한 환경 설정 
 
[하단 버튼] 
• 확인 : 현재 설정된 환경을 적용하고 종료 
• 취소 : 현재까지의 작업을 취소하고 종료 
• 적용 : 현재 설정된 환경을 적용 
 
(1) 파일 설정 
 파일 설정에서는 로그 파일의 위치, 크기, 개수를 설정한다. 
• 파일 위치 : RedCastle 의 로그 파일 위치를 나타낸다. 현재 디폴트로 

/usr/local/redcastle/logs 디렉토리로 되어 있다. 
• 파일 크기 : 하나의 로그 파일 크기를 설정한다. 
• 파일 개수 : 로그 파일의 개수를 설정한다. 현재의 로그가 파일 크기만큼 

쌓이면 다음 파일로 백업된다. 최대 10 개의 로그 파일을 설정할 수 있다. 
 
(2) 로그백업 
로그 백업에서는 지정된 로그 파일을 백업한다. 
• 원본 위치 : 로그 파일의 위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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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 위치 : 현재의 로그를 다른 디렉토리나 파티션으로 백업할 수 있다. 
백업할 디렉토리를 선택하고 [파일 백업] 버튼을 누르면 로그 파일을 
백업하고 다음과 같이 완료 팝업창이 나타난다. 

 

 
 
 
5.3.2 로그 관리 
팝업창의 [로그 관리] 에서는 감사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기능과 
감사 데이터에 대한 재분석 기능에 대한 환경을 설정한다. 
 

 
 
[기능 구분] 
• 증적관리 : 감사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한 용량 감시 및 대응 환경 설정 
• 잠재적 위반 분석 설정 : 잠재적 위반에 대한 감시 및 대응 환경 설정 
 
[하단 버튼] 
• 확인 : 현재 설정된 환경을 적용하고 종료 
• 취소 : 현재까지의 작업을 취소하고 종료 
• 적용 : 현재 설정된 환경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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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적 관리 
 
증적 관리에서는 감사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감사 저장소가 포화된 경우 이에 
대한 대응 환경을 제공한다. 
 
• 파일 용량 80% 경고 : 파일 용량이 80%에 도달하였을 경우 이를 경고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파일 용량 100% 경고 및 pending : 파일 용량이 100%에 도달하였을 경우 

감사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Pendding 시킬 수 있다. 
 
  

[주의] 로그 파일 백업 시점 
파일 용량이 100%에 도달하여 시스템이 pending 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로그 파일을 
백업하여야 한다. 주기적인 백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파일 용량이 80%에 도달하였을 
경우 이를 경고하므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로그 파일을 백업하는 것이 좋다. 

 

[주의] 시스템 pendding 
파일 용량이 100%에 도달하여 시스템이 pending 되면 반드시 [로그파일 초기화]를 
시행하여야 한다. 

 
• 로그파일 초기화 : 로그파일을 백업 위치로 백업한 후 로그파일을 삭제한다. 
 [로그 파일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로그파일 초기화 팝업창이 생성된다. 
 

 
 

- 모든 로그파일 초기화 : 로그 파일 백업후 로그파일을 초기화 한다. 

- 현재 로그파일 일부만 남기고 초기화 : 로그 파일 백업 후 해당 %에 맞게 

로그 파일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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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로그파일 전체 백업 후 초기화 실행 옵션은 기본옵션으로 수정이 불가하다. 

 
 
(2) 잠재적 위반 분석 설정 
잠재적 위반 분석 설정에서는 감사된 사건을 기반으로 검사 규칙을 적용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사용자를 지적한다. RedCastle 은 단위 시간당 위반 
횟수가 한계치를 넘어 불법적인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잠재적 위반으로 
분석한다. 
 
• 잠재적 위반 분석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단위 시간과 누적 위반 횟수를 설정할 

수 있다. RedCastle 에서는 단위 시간에 누적 위반 횟수를 넘어 위반 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를 경고한다. 

• 잠재적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 행동으로 탐지시 자동적으로 프로세스를 kill 
시킬 수 있다.  

 

[참고] 잠재적 위반 행위의 수동적 대응 : User Lock 
잠재적 위반 행위가 계속되는 사용자에 대하여 계정관리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를 Lock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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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Alert 설정 
팝업창의 [Alert 설정] 에서는 보안 위반 사건 발생시 실시간 경고 외에 e-mail 
메시지 전송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SMS 전송 기능을 제공한다. 
 

 
 
[기능 구분] 
• e-mail 전송 : 메일 서버의 IP 주소와  보안관리자의 e-mail 주소를 입력하면 

RedCastle Alert 이 메일로 보안관리자에게 전달된다. 
• SMS 전송 : 향후 보안관리자에서 SMS 로 Alert 을 전송하기 위한 기능으로 

현재 OFF 되어 있다. 
 
[하단 버튼] 
• 확인 : 현재 설정된 환경을 적용하고 종료 
• 취소 : 현재까지의 작업을 취소하고 종료 
• 적용 : 현재 설정된 환경을 적용 
 
 
 



제 6 장 보안도구 환경 설정 

- 171 - 

 
 
 
 
 
 
 
 
 
 
 
 
 
 
 
 
 
 
 
 
 
 
 
 
 
 
 
 
 
 
 
 
 
 
 

제 6 장 
 
보안 도구 환경 설정 

개    요 
본 장에서는 RedCastle 에서 제공하는 보안도구로 무결성 점검 

도구, Firewall 관리 도구, 사용자 계정 관리 도구, 시스템 

모니터링 관리 도구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RedCastle 관리자 설명서 

- 172 - 

 
각 에이전트의 보안 기능에 관련된 환경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에이전트가 
접속된 상태이어야 한다. 먼저 좌측화면에서 접속된 해당 에이전트를 선택해야 
한다. 

 
 
각 에이전트의 무결성 관리를 위해서는 [도구]–[무결성 관리] 메뉴를 선택한다. 
 

 
 
[도구]-[무결성 관리] 메뉴를 선택하면 무결성 관리 팝업창이 나타난다.  

 

6.1 
 
무결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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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구분] 
• 항목 추가 : 무결성 검사 목록 구성을 위한 파일 추가 
• 항목 삭제 : 무결성 검사 목록에서 파일 삭제 
• 무결성 검사 : 무결성 검사 수행 
• 결과 업데이트 : 현재 수행한 무결성 검사 결과로 업데이트 
• 파일 등록정보 : 해당 파일에 대한 등록정보 
• 닫기 : 무결성 검사 종료 
 
좌측 목록은 무결성 점검 파일 및 결과를 나타낸다. 

 
 
• 파일명 : 무결성 점검 목록 파일 
• 점검일시 : 무결성 점검 일시 
• 결과 : 무결성 점검 결과 
• 경고 : 무결성 점검 목록에 있는 파일의 경로 
 
(1) 항목 추가 
[항목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무결성 점검 목록을 구성할 수 있다. [항목 추가]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팝업창이 나타난다. 

 
 
아래와 같이 절대경로와 파일명을 입력한 후 [탐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 파일이 
있는지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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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파일 없을 경우 다음과 경고창이 나타난다. 

 
 
해당 파일이 검색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무결성 검사 목록이 
구성된다.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타난다. 
 
(2) 항목 삭제 
다음과 같이 무결성 점검 항목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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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결성 검사 항목에서 삭제하기 위해서는 목록에서 해당 파일을 선택한다. 

 
 
항목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확인 창이 나타난다. 

 
 
예(Y)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목록을 다시 보여준다. 



RedCastle 관리자 설명서 

- 176 - 

 
 
(3) 무결성 검사 
RedCastle 에서는 무결성 검사를 위하여 해쉬알고리즘인 ‘SHA-1’을 사용한다. 
최초 무결성 검사를 위해서는 [무결성 검사]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무결성 
검사 여부를 묻는 팝업창이 나타난다. 

 
 
무결성 검사가 완료되면 무결성 검사 시간과 결과가 나타나고 해당 파일에 대한 
무결성 검사값이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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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무결성 검사에서는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나타난다. 이후 무결성 
검사에서는 이전 무결성 검사값과 현재 수행한 무결성 검사값을 비교하여 
결과를 나타낸다. 
다음은 ‘rc.conf’ 파일이 변경된 경우 무결성 검사 결과를 나타낸다. 

 
 
 

[주의] 파일 위변조 발생 
파일 위변조가 발생한 경우 이전에 해당 파일에 대하여 작업한 경우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 파일은 정책 변경 후 무결성 검사를 하지 않아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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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위변조 발생이 확인되었을 경우 보안관리자는 원인을 분석하고 백업 파일을 이용하여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3) 업데이트 
새로이 무결성 검사를 하였을 경우 반드시 최근의 값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무결성값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 여부를 
묻는 팝업창이 나타난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되고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나타난다.(기존의 변조된 파일인 rc.conf 가 정상으로 변경되었다) 

 
 

[주의] 무결성값 업데이트 
새로이 무결성 검사를 하였을 경우 반드시 최근의 값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무결성 검사시 
파일 위변조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한후 무결성 검사를 재실시하고 무결성 값을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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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Castle 에서는 서버 방화벽 기능을 수행하는 IP Filter 에 대한 관리 기능을 
지원한다.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방화벽이 
미리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각 운영체제 별로 서버 방화벽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으며, RedCastle 에서는 각 소프트웨어의 통칭으로 IP 
Filter 를 사용한다. 

운영체제 방화벽 소프트웨어 비고 

Solaris,  
HP-UX, 
Tru64 

IP Filter Bundle 로 설치 

AIX IPSec Subsystem OS 에 포함 
Linux iptable OS 에 포함 

Windows IP Firewall 
RedCastle 제품에 포함 
(RedGate 자체 소프트웨어) 

 
IP Filter 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과 같이 OFF 상태로 나타난다. 

 
 
IP Filter 정책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에이전트가 접속된 상태이어야 한다. 
먼저 좌측화면에서 접속된 해당 에이전트를 선택해야 한다. 

 
 

6.2 
 
IP FILTER 정책 
관리 



RedCastle 관리자 설명서 

- 180 - 

IP Filter 정책 관리를 위해서는 [도구]-[IP Filter 정책 관리] 메뉴 또는 

[방화벽 설정] 아이콘을 선택한다. 

             
 
[IP Filter 정책 관리]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IP Filter 정책 관리 팝업창이 
나타난다. 
 

 
 
[상단 리스트 화면] 
• 사용자 규칙 : IP Filter 룰 리스트를 나열한다. 
 
[상단 우측 버튼] 
• 최상위 버튼 : 선택된 룰의 적용 순서를 시스템 룰(번호 : 1) 아래(번호 : 2)로 

이동한다. 
• 한칸 위 버튼 : 선택된 룰의 적용 순서를 한칸 위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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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칸아래 버튼 : 선택된 룰의 적용 순서를 한칸 아래로 이동한다. 
• 최하위 버튼 : 선택된 룰의 적용 순서를 최하위로 이동한다. 
 

[참고] 시스템 룰 
시스템 룰(번호 : 1)은 RedCastle SecureOS와 ESM 간의 통신을 위하여 시스템에서 설정한 
룰로써 편집, 삭제, 이동이 불가능 하며, 관리자가 설정한 룰은 시스템룰의 적용순서보다 앞설 수 
없다. 

 
• 삽입 버튼 : 선택된 룰의 위치에 새로운 룰을 삽입한다. (IP Filter 리스트에서 

삽입할 위치의 룰을 선택시 삽입 버튼이 활성화 된다.) 
• 추가 버튼 : IP Filter 룰 리스트에 새로운 룰을 추가한다. 
• 편집 버튼 : 선택된 룰의 설정 사항을 편집한다. 
• 삭제 버튼 : 선택된 룰을 삭제한다. 
 
[하단 버튼] 
• 네트워크 목록 버튼 : 네트워크를 추가 수정한다. 
• 서비스 버튼 : 서비스를 추가 수정한다. 
• 적용 버튼 : 변경된 IP Filter 룰을 적용하고 저장한다.  
• 닫기 버튼 : IP Filter 룰을 종료한다.  
 

[주의] 닫기 
IP Filter 룰을 삽입, 추가, 편집, 삭제 시 적용 버튼을 눌러 룰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변경된 
사항을 저장하지 않고 IP Filter 룰을 종료하므로, IP Filter 룰의 변경 시 적용 버튼을 눌러 
변경사항을 저장하도록 한다. 

 
 
팝업창의 상단에 나열된 IP Filter 룰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번호 : IP Filter 룰의 적용 순서를 나타낸다. IP Filter 룰은 순서대로 적용이 
되며, 룰에 맞는 패킷이 오면 상태 테이블에 현재 상태를 저장해 
놓는다(Allow 또는 Reject 여부). 만약 적용되는 룰에 quick option 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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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이 이 룰에 맞는다면 현재의 상태 테이블에 있는 값으로 패킷을 어떻게 
할것인지 결정한다.(다음 룰을 검사하지 않는다.) 

• 범위 : 들어 오면 패킷은 in 으로 나타내고, 나가는 패킷은 out 으로 나타낸다. 
• 출발지 : 패킷의 근원지 IP 를 나타낸다. 
• 목적지 : 패킷의 목적지 IP 를 나타낸다. 
• 서비스 : IP Filter 룰에 대한 서비스를 나타낸다. 
• 인터페이스 : IP Filter 룰이 적용되는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 행동 : 룰을 통과 시킬 건지 막을 것인지(Allow or Reject)와 그에대한 기록 

상태(Log Allow or Log Reject)를 나타낸다. 
• 기타 : 기본 옵션외에 추가적인 옵션을 나타낸다. (keep state, keep frags, 

return rst, icmp-type 등등) 
 
가. 네트워크 목록 추가 및 수정 
IP Filter 룰에 사용될 네트워크 목록을 추가 및 수정할 수 있다. [네트워크 목록] 
버튼을 선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팝업 창이 나타난다. 
 

 
 
[상단 화면] 
• 네트워크 추가 및 수정 

- 네트워크명 : 임의로 지정할 네트워크명을 입력한다. 
- Any/IP 주소 선택/CIDR 방식 : 네트워크 IP 주소 입력방식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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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주소 : 네트워크 시작 IP 주소를 입력한다. 
- 끝 주소 : 네트워크 끝 IP 주소를 입력한다. 
- CIDR :  네트워크 CIDR 을 입력한다. 

 
[상단 우측 버튼] 
• 추가 : 새로운 네트워크 항목을 네트워크 목록에 추가한다. 
• 편집 : 네트워크 목록에서 선택된 네트워크를 편집한다. 
• 삭제 : 네트워크 목록에서 선택된 네트워크를 삭제한다. 
 
[하단 화면] 
• 네트워크 목록 : IP Filter 룰에 사용될 네트워크 목록을 나타낸다. 
 
[하단 버튼] 
• 확인 : 변경된 네트워크 목록을 저장하고 종료한다. 
• 취소 : 변경된 네트워크 목록을 저장하지 않고 종료한다. 
 
나. 서비스 목록 추가 및 수정 
IP Filter 룰에 사용될 서비스 목록을 추가 및 수정할 수 있다. [서비스] 버튼을 
선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서비스 팝업 창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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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화면] 
• 서비스 추가 및 수정 

- 서비스 명 : 임의로 지정할 서비스 명을 지정한다. 
- 프로토콜 : 패킷의 프로토콜을 설정한다. 

 
- 출발지 포트(연산, 포트) : 출발지의 포트를 입력한다. 좌측의 연산 “Any, 

Equal, Range”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우측에서 포트를 입력할 수 있다. 

 
- 목적지 포트(연산, 포트) : 출발지의 포트를 입력한다. 좌측의 연산 “Any, 

Equal, Range”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우측에서 포트를 입력할 수 있다. 

 
 
[상단 우측 버튼] 
• 추가 : 새로운 서비스 항목을 서비스 목록에 추가한다. 
• 편집 : 서비스 목록에서 선택된 서비스를 편집한다. 
• 삭제 : 서비스 목록에서 선택된 서비스를 삭제한다. 
 
[하단 화면] 
• 서비스 목록 : IP Filter 룰에 사용될 서비스 목록을 나타낸다. 
 
[하단 버튼] 
• 확인 : 변경된 서비스 목록을 저장하고 종료한다. 
• 취소 : 변경된 서비스 목록을 저장하지 않고 종료한다. 
 
 
6.2.1 IP Filter 룰 설정(삽입 및 추가) 
 

IP Filter 룰 설정은 현 방화벽 설정 창에서 삽입 또는 추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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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IP Filter 룰을 삽입 또는 추가할 경우 상단 우측의 [삽입] 또는 [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된다.  
[삽입] 또는 [추가] 버턴을 선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방화벽 룰 설정” 
팝업창이 나타난다. 
 

 
 
• 방향 (In/Out) : 패킷에 대한 In/Out 을 설정한다. 

 
 
• 서비스 : IP Filter 룰에 대한 서비스를 설정한다.  

 
 

 버튼 선택시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며, 룰에 적용할 서비스를 서비스 
목록에서 선택한 후 확인버튼을 누른다. 서비스의 추가 및 수정은 “서비스 
목록 추가 및 수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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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 IP Filter 룰에 대한 출발지와 목적지 네트워크를 설정한다. 

 
 

  버튼 선택시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며, 룰에 적용할 네트워크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른다. 네트워크의 추가 및 수정은 “네트워크 목록 
추가 및 수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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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허용/차단 : IP Filter 룰에 대한 허용, 차단, 로그발생을 설정한다. 

 
 
• 기타 

- 인터페이스 : IP Filter 룰을 적용할 인터페이스를 설정한다. 

 
 

- 고급옵션 : TCP Flags 필터링(syn, ack, fin, rst, psh, urg), 세션 및 
필터링(Keep state, Continue), 응답설정(no response, return-icmp, 
return-icmp-dest) 등을 설정한다. 서비스 설정시 고급옵션 버튼이 활성화 
된다. 

 
 
 TCP Flags 필터링 : 서비스 프로토콜을 “TCP”로 설정한 경우 TCP 
플래그에 따라 “syn, ack, fin, rst, psh, urg “에대해 필터링과 
모니터링 설정을 한다. 서비스 프로토콜을 “UDP, ICMP”로 설정한 
경우 TCP Flags 필터링 설정은 비활성화 된다. 

 세션 및 필터링 : 룰 설정시 일정기간 기존 세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Keep state” 옵션과 룰이 매치되었을 때 다음 룰을 적용하기 
위한 “Continue” 옵션을 설정 한다. 대응에서 “허용”을 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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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활성화 된다. 
 응답 설정 : 차단되 패킷에 대한 응답으로 방화벽이 없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쓰여진다. 서비스 프로토콜에 따라 설정값이 달라지며, 
대응에서 “차단”을 설정한 경우에 활성화 된다. 
- 서비스 프로토콜을 TCP 로 설정한 경우 

 
 
- 서비스 프로토콜을 UDP 로 설정한 경우 

 
 

• 확인 : IP Filter 룰 항목을 저장하고 종료한다. 모든 항목을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출력된다. 

 
 
• 취소 : IP Filter 룰을 저장하지 않고 종료한다. 
 
 
6.2.2 IP Filter 룰 설정(수정 및 삭제) 
 
가. IP Filter 룰 수정 
IP Filter 룰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먼전 사용자 규칙의 IP Filter 룰 목록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룰을 선택한후 [편집] 버튼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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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버튼을 선택시 방화벽 룰 설정 창을 통하여 선택한 IP Filter 룰을 수정할 
수 있다. 각 항목의 변경은 “IP Filter 룰 (삽입 및 추가)”와 동일하다. 

 
 
나. IP Filter 룰 삭제 
IP Filter 룰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 규칙의 IP Filter 룰 목록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룰을 선택한 후 [삭제] 버튼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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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버튼 선택시 삭제하고자 하는 IP Filter 룰이 삭제 된다. 삭제 후 [적용] 
버튼을 선택하여 IP Filter 룰 설정을 저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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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에이전트의 시스템계정 관리를 위해서는 해당 에이전트가 접속된 
상태이어야 한다. 먼저 좌측화면에서 접속된 해당 에이전트를 선택해야 한다. 

 
 
각 에이전트의 보안 기능 시작 및 중지를 위해서는 [도구]–[시스템계정 관리] 
메뉴 또는 상단 [계정관리] 아이콘을 선택한다. 

        
 
[도구]-[시스템계정 관리] 메뉴 또는 [계정관리] 아이콘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시스템 계정관리 팝업창이 나타난다.  

 

6.3 
 
시스템계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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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화면] 
• 시스템 계정관리는 사용자 관리와 그룹관리로 구분되어 있다. 

-  : 사용자 및 그룹 총괄 
-  : 사용자 
-  : 그룹 

 
[우측화면] 
• 좌측 화면의 트리에서 사용자 또는 그룹을 선택하면 우측화면에 사용자 

내역 또는 그룹 내역이 나타난다. 
• 보안관리자는 사용자 또는 그룹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다. 
 
[하단 버튼] 
• 닫기 : 시스템 계정 관리가 종료된다. 
 
 
6.3.1 사용자 관리 
 
좌측 화면 트리에서 [사용자]를 선택하면 사용자 관리 목록이 나타나며 
보안관리자는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추가, 변경, 삭제 기능이 제공된다. 

 
 
[우측 상단 화면] 
• 사용자 목록 :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 목록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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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관리 버튼] 
• 사용자 추가 : 시스템의 사용자 계정을 추가 
• 사용자 삭제 : 시스템의 사용자 계정을 삭제 
• 사용자 수정 : 시스템의 사용자 정보를 수정 
• 사용자 새로고침 : 사용자 목록을 새로이 업데이트 
 
우측 목록은 사용자 목록에 대한 요약 정보만을 나타낸다. [사용자 수정]에서 
세부 내역을 볼 수 있다. 

 
• 사용자 이름 : 시스템에서의 사용자명 
• 사용자 ID : 사용자 식별자  
• 설명 : 사용자에 대한 간단한 설명 
 
사용자 이름에서 사용자를 나타내는 아이콘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 로그인할 수 있는 사용자 
•  : 로그인할 수 없는 사용자. 데몬 프로세스 또는 Lock 된 사용자 
 
 
가. 사용자 추가  
 
사용자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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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추가] 버튼을 나르면 다음과 같이 팝업창이 나타나며 일반정보, 
그룹정보, 계정 보안 정보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기능 구분] 
• 일반 : 사용자명, 홈디렉토리 등 최소한의 사용자 등록 정보 설정 
• 그룹 : 사용자가 속한 그룹 정보 설정 
• 계정보안 : 계정 상태 및 암호 설정 
 
[하단 버튼] 
• 확인 : 현재 설정된 환경을 적용하고 종료 
• 취소 : 현재까지의 작업을 취소하고 종료 
• 적용 : 현재 설정된 환경을 적용 
 
(1) 일반 정보 
팝업창에서 [일반]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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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일반 정보는 아래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사용자 이름 및 식별자] 
• 사용자 이름 : 사용자명을 기록 
• 사용자 ID : 사용자 식별자. 사용자 ID 는 RedCastle 에서 자동적으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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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설명] 
• 설명 : 사용자에 대한 간단한 설명. 설정시 설명은 생략되어도 상관없으나 

관리를 위해 간단한 설명을 기술하는 것이 좋다. 
 
[사용자 정보] 
• 기본 그룹 이름 : 그룹 정보에서 주그룹 설정 정보를 보여줌 
• 보조 그룹 이름 : 그룹 정보에서 보조그룹 설정 정보를 보여줌 
• 홈디렉토리 경로 : 사용자의 홈디렉토리를 설정 
• 홈디렉토리 생성 : 설정한 홈디렉토리가없는 경우 새로운 디렉토리를 

생성시킴 
• 로그인쉘 : 로그인쉘을 결정 
 
[MLS 정보] 
• 보안등급 : 강제적 접근통제에서 설정된 보안등급을 보여줌 
• 카테고리 : 강제적 접근통제에서 설정된 카테고리를 보여줌 
• 보안역할 : 강제적 접근통제에서 설정된 보안역할을 보여줌 
• 보안디렉토리 : 강제적 접근통제에서 관리하는 보안홈디렉토리를 보여줌 
 
(2) 그룹 정보 
팝업창에서 [그룹]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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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정보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룹 목록에서 해당 그룹을 선택하고 [주그룹->] 
또는 [소속그룹->] 버튼을 누르면 해당 그룹이 등록된다. 
주그룹은 선택된 그룹으로 변경되므로 해당 그룹을 선택하고 [주그룹->] 버튼을 
누르면 된다. 보조그룹은 여러 개의 그룹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룹을 추가할 
경우 [소속그룹->] 버튼을 누르고 그룹을 삭제할 경우 [소속그룹<-] 버튼을 
누르면 된다. 
 

[참고]  
주그룹은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소속 그룹은 설정하지 않아도 되며 
복수로 지정하여도 된다. 

 

 
 
[기능 구분] 
• 그룹 목록 : 시스템에 등록된 그룹 목록 
• 그룹 설정 : 주그룹 및 소속 그룹 선택 
 
[그룹 설정] 
• 주그룹 : 사용자가 속하는 메인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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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그룹 : 사용자가 속하는 보조 그룹 
[그룹 설정 버튼] 
• [주그룹->] : 그룹 목록에서 선택된 그룹을 주그룹 선택 
• [소속 그룹->] : 그룹 목록에서 선택된 그룹을 소속 그룹에 추가 
• [소속 그룹<-] : 소속 그룹에서 선택된 그룹을 삭제 
 
(3) 계정 보안 
팝업창에서 [계정보안]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다. 

 
[계정 설정] 
• 계정 사용 기간 : 계정 사용 기간을 제한. 계정이 만료되면 Locked 상태가 됨 
• 계정 상태 : Locked 또는 Unlocked 로 표현 
• 잠금해제/잠금설정 : Locked 상태에서 [잠금해제]를 Unlocked 상태에서 

[잠금설정]을 선택할 수 있음 
 
[암호설정] 
• 암호 사용 기간 설정 : 설정한 암호의 사용기간을 정하고 다음 

암호변경가능한 날짜를 정함.  또한 암호 만료되기 전 지정날짜에 
알림기능설정 

• 다음 로그인시 반드시 암호변경 여부 선택 
• 암호 사용 기간 제한 여부 선택 
• 암호 변경할 수 없음 여부 선택 



제 6 장 보안도구 환경 설정 

- 199 - 

• 사용자 암호 설정  
 
계정 사용 기간을 설정하면 반드시 계정 만료일을 선택하여야 하며 계정이 
만료되면 Locked 상태가 된다. 
계정 상태는 Locked 또는 Unlocked 상태로 표현되며 Locked 상태에서 
사용자는 로그인할 수 없다. 

[주의] 계정 상태 
사용자 추가시 계정 상태는 디폴트로 Locked 상태이다. 계정을 바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잠금해제]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 추가시 계정상태는 디폴트로 Locked 상태로 제공된다.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잠근 해제 상태가 된다. 

 
 
암호변경은 계정 상태가 “Unlocked”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암호변경을 통해 
새로 추가하는 사용자에 대한 패스워드를 설정한다. 

 
 
(4) 사용자 추가 완료 
사용자 추가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해당 작업이 완료됨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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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자 수정 
 
사용자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용자를 선택하고 [사용자 수정]버튼을 
누르면 된다. 

 
 
[사용자 수정]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팝업창이 나타나며 일반정보, 
그룹정보, 계정 보안 정보, 서비스 정보, 경유 통제, 세션 제어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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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구분] 
• 일반 : 사용자명, 홈디렉토리 등 최소한의 사용자 등록 정보 설정 
• 그룹 : 사용자가 속한 그룹 정보 설정 
• 계정보안 : 계정 상태 및 암호 설정 
• 서비스 제어 : 해당계정에 서비스 지원여부를 제어 
• 경유통제 : 해당 계정에 허용할 경유지를 통제. 
• 세션 제어 : 해당 계정으로 접속할수 있는 최대 유저 수를 제어. 
 
[하단 버튼] 
• 확인 : 현재 설정된 환경을 적용하고 종료 
• 취소 : 현재까지의 작업을 취소하고 종료 
• 적용 : 현재 설정된 환경을 적용 
 
(1) 일반 정보 
팝업창에서 [일반]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사용자 이름 및 식별자] 
• 사용자 이름 : 사용자명을 기록 
• 사용자 ID : 사용자 식별자. 사용자 ID 는 RedCastle 에서 자동적으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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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설명] 
• 설명 : 사용자에 대한 간단한 설명. 설정시 설명은 생략되어 상관없어나 

관리를 위해 간단한 설명을 기술하는 것이 좋다. 
 
[사용자 정보] 
• 기본 그룹 이름 : 그룹 정보에서 주그룹 설정 정보를 보여줌 
• 보조 그룹 이름 : 그룹 정보에서 보조그룹 설정 정보를 보여줌 
• 홈디렉토리 경로 : 사용자의 홈디렉토리를 설정 
• 홈디렉토리 생성 : 설정한 홈디렉토리가없는 경우 새로운 디렉토리를 

생성시킴 
• 로그인쉘 : 로그인쉘을 결정 
 
[MLS 정보] 
• 보안등급 : 강제적 접근통제에서 설정된 보안등급을 보여줌 
• 카테고리 : 강제적 접근통제에서 설정된 카테고리를 보여줌 
• 보안역할 : 강제적 접근통제에서 설정된 보안역할을 보여줌 
• 보안디렉토리 : 강제적 접근통제에서 관리하는 보안홈디렉토리를 보여줌 
 
(2) 그룹 정보 
팝업창에서 [그룹]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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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정보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룹 목록에서 해당 그룹을 선택하고 [주그룹->] 
또는 [소속그룹->] 버튼을 누르면 해당 그룹이 등록된다. 
주그룹은 선택된 그룹으로 변경되므로 해당 그룹을 선택하고 [주그룹->] 버튼을 
누르면 된다. 보조그룹은 여러 개의 그룹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룹을 추가할 
경우 [소속그룹->] 버튼을 누르고 그룹을 삭제할 경우 [소속그룹<-] 버튼을 
누르면 된다. 
 

[참고]  
주그룹은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소속 그룹은 설정하지 않아도 되며 
복수로 지정하여도 된다. 

 
[기능 구분] 
• 그룹 목록 : 시스템에 등록된 그룹 목록 
• 그룹 설정 : 주그룹 및 소속 그룹 선택 
 
[그룹 설정] 
• 주그룹 : 사용자가 속하는 메인 그룹 
• 소속 그룹 : 사용자가 속하는 보조 그룹 
 
[그룹 설정 버튼] 
• [주그룹->] : 그룹 목록에서 선택된 그룹을 주그룹 선택 
• [소속 그룹->] : 그룹 목록에서 선택된 그룹을 소속 그룹에 추가 
• [소속 그룹<-] : 소속 그룹에서 선택된 그룹을 삭제 
 
(3) 계정 보안 
팝업창에서 [계정보안]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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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설정] 
• 계정 사용 기간 : 계정 사용 기간을 제한. 계정이 만료되면 Locked 상태가 됨 
• 계정 상태 : Locked 또는 Unlocked 로 표현 
• 잠금해제/잠금설정 : Locked 상태에서 [잠금해제]를 Unlocked 상태에서 

[잠금설정]을 선택할 수 있음 
 
[암호설정] 
• 암호 사용 기간 설정 : 설정한 암호의 사용기간을 정하고 다음 

암호변경가능한 날짜를 정함.  또한 암호 만료되기 전 지정날짜에 
알림기능설정 

• 다음 로그인시 반드시 암호변경 여부 선택 
• 암호 사용 기간 제한 여부 선택 
• 암호 변경할 수 없음 여부 선택 
• 사용자 암호 설정  
 
계정 사용 기간을 설정하면 반드시 계정 만료일을 선택하여야 하며 계정이 
만료되면 Locked 상태가 된다. 
계정 상태는 Locked 또는 Unlocked 상태로 표현되며 Locked 상태에서 
사용자는 로그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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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계정 상태 
사용자 추가시 계정 상태는 디폴트로 Locked 상태이다. 계정을 바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잠금해제]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 추가시 계정상태는 디폴트로 Locked 상태로 제공된다.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면 잠금 해제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친다. 

 
 
계정 잠금 해제를 선택하면 사용자에게 새로운 패스워드를 부여하여야 한다. 

 
 
사용자에게 새로운 패스워드가 부여되면 다음과 같이 잠금 해제 상태가 된다. 

 
 
잠금 해제 상태에서 사용자는 “  : 로그인할 수 있는 사용자”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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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상태가 Unlocked 상태에서는 계정 잠금을 설정할 수 있다. 

 
 
[잠금 설정] 버튼을 누르면 계정 잠금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친다. 

          
 
계정 잠금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이 사용자 계정이 잠금 상태로 된다. 

 
 
계정 잠금 상태에서 사용자는 “  : 로그인할 수 없는 사용자”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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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변경은 계정 상태가 “Unlocked”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일반 사용자 
패스워드는 신규 패스워드를 부여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신규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된다. 

 
 
하지만 시스템 관리자(root) 패스워드 변경시에는 이전 패스워드와 신규 
패스워드를 모두 입력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제어 
팝업창에서 [서비스 제어]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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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제어할 서비스에 대한 규칙을 생성하고 목록에 등록한다. 
[편집] : 목록에서 선택한 규칙을 편집한다. 
[삭제] : 목록에서 선택한 규칙을 삭제한다. 
[이동] : 목록에 등록된 규칙의 순서를 변경한다. 
[새로 고침] : 새로운 내용이나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추가]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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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허용 여부 : allow(허용)과 deny(차단)여부를 결정할수 있다. 
 인증할 서비스 : 명령 커맨드의 제한을 줄수 있는 부분으로 All 이외에 

각각의 명령어들을 제어 할 수 있다. 

 
 

 인증이 필요한 아이피 설정 :  인증이 필요한 아이피를 설정할 수 있다. 
 시간대역 설정 : 시간대역을 설정하여 허용정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시, 일, 월, 주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다. 
 

서비스 통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목록이 
표시 된다 

 
 
[편집] :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르면 설정된 값을 변경 할 수가 있다. 
[삭제] :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삭제]를 누르면 해당 목록을 삭제 할 수 있다. 
[이동] : 목록에 2 개 이상의 규칙이 등록된 경우에는 규칙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새로 고침] : 새로만든 사항이나 변경된 내용을 적용 하루 수 있는 부분으로 
해당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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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예(Y)’ 를 누르면 저장이 된다. 
 
 
(5) 경유 통제 
경유 통제 기능은 서버로 접속한 접속지를 기준으로 서버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기능이다. telnet 등을 통해 여러 서버로 계속 접속을 해가는 
경우에 있어서, RedCastle 이 설치된 서버가 중간 경유지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능이다. 
경유 통제 기능은 해당 계정에 대해 규칙을 설정하며, 서버로 접속을 한 
접속지의 IP 주소에 대해 지정된 port 를 통해 외부로 나가려는 시도를 허용 또는 
차단을 한다. 
 
팝업창에서 [경유 통제]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다. 

 
 
[추가] : 제어할 서비스에 대한 규칙을 생성하고 목록에 등록한다. 
[편집] : 목록에서 선택한 규칙을 편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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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목록에서 선택한 규칙을 삭제한다. 
[이동] : 목록에 등록된 규칙의 순서를 변경한다. 
[새로 고침] : 새로운 내용이나 변경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추가]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된다 

 
 서비스명 : 인증할 서비스명을 적는다. (임의의 이름 가능) 
 서비스범위 :인증할 서비스 범위(포트넘버)를 지정 할 수 있다. 
 출발지 IP 설정 : 인증을 거칠 IP 범위로 0.0.0.0 을 입력하면 모든 IP 로 

설정 할 수 있다. 
 
모든 설정이 끝나면 다음과 같이 새로운 목록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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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르면 설정된 값을 변경 할 수가 있다. 
 
[삭제] :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삭제]를 누르면 해당 목록을 삭제 할 수 있다.  
 
[이동] : 목록에 2 개 이상의 규칙이 등록된 경우에는 규칙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새로 고침] : 새로만든 사항이나 변경된 내용을 적용 하루 수 있는 부분으로 
해당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온다. 

 
 
여기서 ‘예(Y)’ 를 누르면 저장이 된다. 
(6) 세션 제어 
팝업창에서 [세션 제어]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다. 

 
 

 최대 접속 세션 수 : 한계정으로 접속 할 수 있는 최대 접속 가능한 
수를 설정 할 수 있는데 여기서 ‘ -1 ’를 선택하면 제한없음으로 
설정된다.(디폴트는 -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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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솔 로그인은 무조건 허용 : 콘솔로 접속했을 시 제한을 두지 않는 
옵션이다. 

 콘솔 로그인 세션을 최대 접속 세션 수에 포함 : 콘솔 로그인으로 
접속한 사람을 최대 접속 세션에 포함여부를 두는 옵션이다. 

 
나. 사용자 삭제 
사용자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용자를 선택하고 [사용자 삭제] 버튼을 
누르면 된다. 단, SO 역할의 사용자는 정책상 삭제할 수 없다. 만약 SO 역할의 
사용자를 삭제할 경우에는 보안 사용자 관리에서 해당 사용자의 SO 역할을 
먼저 삭제하고 본 기능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자 삭제]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확인 창이 나타나며 관리자는 
홈디렉토리 삭제에 대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를 삭제하면 다음과 같이 사용자 목록에서 해당 사용자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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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그룹 관리 
 
좌측 화면 트리에서 [그룹]을 선택하면 그룹 목록이 나타나며 보안관리자는 
시스템 그룹에 대한 추가, 변경, 삭제 기능이 제공된다. 

 
 
[우측 상단 화면] 
• 그룹 목록 : 시스템에 등록된 그룹 목록을 나타냄 
 
[그룹 관리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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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추가 : 시스템의 그룹을 추가 
• 그룹 삭제 : 시스템의 그룹을 삭제 
• 그룹 수정 : 시스템의 그룹 정보를 수정 
 
우측 목록은 그룹 목록에 대한 요약 정보만을 나타낸다. [사용자 수정]에서 세부 
내역을 볼 수 있다. 
 

 
• 그룹 이름 : 시스템에서의 그룹명 
• 그룹 ID : 그룹 식별자  
• 설명 : 그룹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룹은 다음과 같은 아이콘으로 표현된다. 
•  : 그룹 
 
 
가. 그룹 추가 
 
그룹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그룹 추가] 버튼을 누르면된다. 

 
 
[그룹 추가]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팝업창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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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름 및 식별자] 
• 그룹 이름 : 그룹명을 기록 
• 그룹 ID : 그룹 식별자. 그룹 ID 는 RedCastle 에서 자동적으로 부여 
 
[사용자 목록] 
• 사용자 목록 :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명과 사용자 ID 
 
[구성원 설정] 
• 구성원 설정 : 그룹에 소속된 사용자를 추가 또는 삭제 
 
[구성원 설정 버튼] 
• [구성원 추가->] : 사용자 목록에서 선택된 사용자을 그룹에 추가 
• [<-구성원 삭제] : 그룹 구성원에서 선택된 사용자를 삭제 
 
 

[참고] 그룹 설정 
계정 그룹 설정시 기본적으로 그룹 이름만을 지정하면 새로운 그룹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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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추가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해당 작업이 완료됨을 알려준다. 

      
 
 
나. 그룹 수정 
그룹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정을 선택하고 [그룹 수정]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온다. 

 
 
[일반]  : 해당 그룹에 대한 사용자 목록에 대한 편집하는 기능 
[서비스 제어] : 그룹에 대한 서비스 지원 여부를 제어 
[경유 통제] : 그룹에 대한 경유 통제를 제어 
[세션 제어] : 그룹에 대한 세션을 제어 
 
 
(1) 일반 
[일반]에서는 그룹에 대한 속해있는 사용자를 볼수 있으며 또한 사용자를 
추가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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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름 및 식별자] 
• 그룹 이름 : 그룹명을 기록 
• 그룹 ID : 그룹 식별자. 그룹 ID 는 RedCastle 에서 자동적으로 부여 
 
[사용자 목록] 
• 사용자 목록 :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명과 사용자 ID 
 
[구성원 설정] 
• 구성원 설정 : 그룹에 소속된 사용자를 추가 또는 삭제 
 
[구성원 설정 버튼] 
• [구성원 추가->] : 사용자 목록에서 선택된 사용자을 그룹에 추가 
• [<-구성원 삭제] : 그룹 구성원에서 선택된 사용자를 삭제 
 
 

[참고] 그룹 설정 
계정 그룹 설정시 기본적으로 그룹 이름만을 지정하면 새로운 그룹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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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제어 
팝업창에서 [서비스 제어]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다. 

 
 
[추가] : 제어할 서비스에 대한 규칙을 생성하고 목록에 등록한다. 
[편집] : 목록에서 선택한 규칙을 편집한다. 
[삭제] : 목록에서 선택한 규칙을 삭제한다. 
[이동] : 목록에 등록된 규칙의 순서를 변경한다. 
[새로 고침] : 새로운 내용이나 변경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추가]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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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허용 여부 : allow(허용)과 deny(차단)여부를 결정할수 있다. 
 인증할 서비스 : 명령 커맨드의 제한을 줄수 있는 부분으로 All 이외에 

각각의 명령어들을 제어 할 수 있다. 

 
 

 인증이 필요한 아이피 설정 :  인증이 필요한 아이피를 설정할 수 있다. 
 시간대역 설정 : 시간대역을 설정하여 허용정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시, 일, 월, 주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다. 
 
 

서비스 통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목록이 
표시 된다 

 
 
[편집] :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르면 설정된 값을 변경 할 수가 있다. 
[삭제] :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삭제]를 누르면 해당 목록을 삭제 할 수 있다. 
[이동] : 목록에 2 개 이상의 규칙이 등록된 경우에는 규칙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새로 고침] : 새로만든 사항이나 변경된 내용을 적용 하루 수 있는 부분으로 
해당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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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예(Y)’ 를 누르면 저장이 된다. 
 
 
(3) 경유 통제 
팝업창에서 [경유 통제]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다. 

 
 
[추가] : 제어할 서비스에 대한 규칙을 생성하고 목록에 등록한다. 
[편집] : 목록에서 선택한 규칙을 편집한다. 
[삭제] : 목록에서 선택한 규칙을 삭제한다. 
[이동] : 목록에 등록된 규칙의 순서를 변경한다. 
[새로 고침] : 새로운 내용이나 변경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추가]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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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명 : 인증할 서비스명을 적으면 된다. 
 서비스범위 :인증할 서비스 범위를 지정 할 수 있다. 
 출발지 IP 설정 : 인증을 거칠 IP 범위로 0.0.0.0 을 입력하면 모든 IP 로 

설정 할 수 있다. 
 
모든 설정이 끝나면 다음과 같이 새로운 목록이 생성된다. 

 
 
[편집] :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르면 설정된 값을 변경 할 수가 있다. 
[삭제] :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삭제]를 누르면 해당 목록을 삭제 할 수 있다.  
[이동] : 목록에 2 개 이상의 규칙이 등록된 경우에는 규칙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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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고침] : 새로만든 사항이나 변경된 내용을 적용 하루 수 있는 부분으로 
해당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온다. 

 
여기서 ‘예(Y)’ 를 누르면 저장이 된다. 
 
(4) 세션 제어 
팝업창에서 [세션 제어]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다. 

 
 

 최대 접속 세션 수 : 한계정으로 접속 할 수 있는 최대 접속 가능한 
수를 설정 할 수 있는데 여기서 ‘ -1 ’를 선택하면 제한없음으로 
설정된다.(디폴트는 -1 이다.) 

 콘솔 로그인은 무조건 허용 : 콘솔로 접속했을 시 제한을 두지 않는 
옵션이다. 

 콘솔 로그인 세션을 최대 접속 세션 수에 포함 : 콘솔 로그인으로 
접속한 사람을 최대 접속 세션에 포함여부를 두는 옵션이다. 

 
그룹 수정이 완료되면 해당 화면이 나오고 작업을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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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룹 삭제 
그룹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그룹를 선택하고 [그룹 삭제]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룹을 삭제하면 다음과 같이 그룹 목록에서 해당 그룹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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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모니터링 설정에서는 에이전트가 설치된 서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임계값들을 설정한다. 시스템 모니터링 환경 설정을 위해서는 해당 
에이전트가 접속된 상태이어야 한다. 먼저 좌측화면에서 접속된 해당 
에이전트를 선택해야 한다. 

 
 
시스템 모니터링 환경 설정을 위해서는 [도구]–[시스템 모니터링] 메뉴 또는 
상단 [모니터링] 아이콘을 선택한다. 

                  
 
[모니터링 설정]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시스템 모니터링 환경 설정을 
위한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6.4 
 
시스템 모니터링 
환경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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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메뉴] 
• 시스템 설정 : 전체 시스템에 대한 성능 한계치를 설정 
• 프로세스 감시 : 전체 프로세스 중 Active 상태인지 모니터링할 프로세스를 

설정 
• 프로세스 설정 : 프로세스 사용량에 대한 한계치 설정 
• 파일 설정 : 파일시스템 사용량에 대한 한계치 설정 
 
[중앙 내용] 
초기 시스템 설정의 내용을 보여준다. 

[하단 버튼] 
• 확인 : 현재 설정된 환경을 적용하고 종료 
• 취소 : 현재까지의 작업을 취소하고 종료 
• 적용 : 현재 설정된 환경을 적용 
 
 
6.4.1 시스템 설정 
 
시스템 설정에서는 전체 시스템 성능에 대한 임계값을 설정한다. 

 
 
시스템 모니터링 모듈에서는 시스템 성능이 Warning 또는 Critical 의 한계치를 
넘을 경우 이를 경고한다. 임계치를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 성능 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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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U Usage 
• Queue Count 
• Page Scan Count 
• Free Swap Space 
• Disk I/O (SVC Time, Busy) 
• Process Count 
• Process Limit(CPU) 
 
시스템 성능에 대한 임계치를 설정 또는 하고자 하는 경우 하단의 리스트에서 
해당 Item 을 선택한다. 선택된 Item 의 설정값이 상단의 필드에 나타난다. 
설정값을 변경한 후 Update 버튼을 누르면 하단의 리스트 값이 변경되며 Save 
버튼을 누르면 설정된 값이 적용된다. 
시스템 성능에 대한 한계치를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단 필드 및 버튼은 
다음과 같다. 
• Apply : 선택한 Item 의 모니터링 여부를 설정 
• Not Check Time : 비사용 시간을 설정 ( hh : mm ) 
• Warning : Warning 임계값 설정. Disk I/O 는 서버에 따라 다름 
• Critical : Critical 임계값 설정. Disk I/O 는 서버에 따라 다름 
• Check Interval : 체크 시간간격을 설정 
• Occurence Count : Client 에 Critical 메시지를 보낼 연속 발생횟수를 정의 
• 상단 Update 버튼 : 상단 필드에서 설정한 내용으로 하단 Item 의 내용을 

업데이트 
• 상단 Default 버튼 : 임계값 설정란을 기본값으로 변경 
 
하단 버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하단 Empty Fill 버튼 : 임계값이 설정되지 않은 항목을 모두 기본값으로 변경 
• 하단 Default 버튼 : 모든 임계값을 기본값으로 변경 
• 하단 Save 버튼 : 설정된 모든 임계값을 저장 
 
다음은 시스템 설정의 각 항목당 기본이 되는 설정값에 대한 표이다. (공란: 
사용자 임의 설정부분) 
구    분 CPU Usage Queue Count Page Scan Count Free Swap Space 
Apply Checked Checked Checked Checked 

Not Check Time     

Warning 90% 6 180 200,0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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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95% 8 200 100,000 KB 

Check Interval 5 Min 5 Min 5 Min 2 Min 

Occurence Count 2 1 1 1 

 
Disk I/O 구    분 
SVC Time Busy 

Process Count Process Limit(CPU) 

Apply 체크 체크 체크 체크 

Not Check Time     

Warning 50ms 30%   

Critical   1000 90 % 

Check Interval 5 Min 5 Min 2 2 

Occurence Count 1 1 1 1 

 
시스템 성능에 관련된 기본 설정값은 참조적인 수치이며 각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서 해당 수치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6.4.2 프로세스 감시 
 
프로세스 감시에서는 Active Process 중 모니터링할 프로세스를 설정하며 
시스템 모니터링 모듈에서는 모니터링 프로세스가 kill 될 경우 이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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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구동상태를 모니터링할 프로세스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Perf / System 탭에서 
“Process Count” 항목의 Apply 부분을 Check해야한다 

 
구동상태를 모니터링할 프로세스를 지정하기 위해서 Process 창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Active Process 를 찾는다. 보안관리자는 Active Process 목록에 
존재하는 프로세스중에서 모니터링할 프로세스를 선택하거나 프로세스 
입력란을 통하여 직접 입력할 수도 있다. 모니터링할 프로세스가 선택되면 
Monitoring Process 목록으로 이동시키고  Save 버튼을 누르면 설정 상태가 
적용된다. 모니터링 프로세스 설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필드는 다음과 같다. 
• Active Process : 현재 서버에 실행중인 프로세서 정보(중복이름 제거됨) 
• Monitoring Process : 모니터링 대상 프로세서 정보 
•  ‘>>’ 버튼 : 전체 프로세스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이동 
• ‘> ‘버튼 : 선택한 프로세스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이동 
• Delete 버튼 :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거 
• All Delete 버튼 : 모니터링 대상에서 모두 제거 

• Insert 버튼 : 하단의 프로세스명 입력란에 기술된 프로세스를 모 

• 니터링 대상에 추가 

• Save 버튼 : 현재 설정내용을 서버에 저장 

• 프로세스명 입력란 : Active 프로세스를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프로세스명이 적히며 관리자가 임의의 프로세스명을 작성할 수도 있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 프로세서에 대한 감시를 한다. 

/usr/sbin/cron : Clock 데몬 

/usr/sbin/syslogd : 시스템 로그 데몬 

 

6.4.3 프로세스 설정 
 
프로세스 설정에서는 주요 프로세스 사용량에 대한 한계치를 설정하며 시스템 
모니터링 모듈에서는 프로세스 사용량 한계치를 넘으면 이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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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프로세스별 성능 모니터링 임계값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Perf / System 탭에서 
“Process Count” 항목의 Apply 부분을 Check해야한다 

 
프로세스별 성능 모니터링 임계값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Limit per Process 

창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Active Top 10 Process 를 찾는다. 보안관리자는 

Active Top 10 Process 목록에서 프로세스를 선택하거나 Process Name 을 
직접 입력할 수 있다. 해당 프로세스의 설정값을 변경한 후 Insert 버튼을 누르면 
해당 프로세스가 Limit Per Process 목록에 추가되며 Save 버튼을 누르면 현재 
설정값이 적용된다. 
프로세스별 성능 모니터링 임계값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필드는 다음과 
같다. 
• Active Top 10 Process : 현재 실행중인 Top10 프로세스 정보 
• Process Name : 선택 프로세스 명칭 
• Limit Per Process : 제한 사용 프로세스 설정 정보 
• UnCheck :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거 할 경우 체크 
• Usage : 현재 프로세스 사용률 
• Critical : 임계값 설정 
• New : 설정 항목 초기화 
• Insert : 추가/변경 버튼 
• Delete : 설정 내역 제거 버튼 
• Save : 설정사항을 서버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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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Critical 변수에는 90 이하의 값을 설정한다.(시스템설정에서 이미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Critical 이 정의되어 있다) 
 
6.4.4 파일 설정 
 
파일 설정에서는 파일시스템 사용량에 대한 한계치를 설정하며 시스템 
모니터링 모듈에서는 파일시스템 사용량 한계치를 넘어면 이를 경고한다. 

 
 

파일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및 임계값 설정을 위하여 File System 창을 

선택하면 Active Disk 목록이 나타난다. 보안관리자는 Active Disk 목록에서 

임계값을 설정할 파일시스템을 선택한다. 임계값을 설정한 후 Insert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설정사항이 Monitoring Disk 목록에 추가되며 Save 버튼을 누르면 

설정 사항이 서버에 적용된다. 

파일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및 임계값 설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필드는 

다음과 같다. 
• Delete : 설정 내역 제거 버튼 
• Active Disk : 현재 서버의 전체 Filesystem 정보를 표시. 더블클릭시 

기본값으로 임계치 설정하여 Monitoring Disk 목록에 추가 
• Monitoring Disk : Filesystem 의 임계치 설정 내역 
• Warning : Waring 임계치 지정 
• Critical : Critical 임계치 지정 
• New 버튼 : 설정 항목의 초기화 
• Insert 버튼 : 설정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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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ete 버튼 : 설정항목 제거 
• Save 버튼 : 설정사항을 서버로 저장 
 
 
일반적으로 다음 필드는 다음과 같은 기본값을 가진다. 
• Warning: 80 %(Warning 은 Critical 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 Critical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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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REDCASTLE 주요 기능 

개    요 
본 장에서는 RedCastle 주요 기능으로 접근통제정책 설정, 

보안감사, 실시간 경고 등에 관련된 기능으로 실시간 경고, 

사용자관리, 파일관리, 프로세스관리, 임의적접근통제, 

보안로그, 시스템로그, 시스템정보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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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경고 및 성능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해당 에이전트가 접속된 상태이어야 
한다. 먼저 좌측화면에서 접속된 해당 에이전트를 선택해야 한다. 
 

 
 
실시간 경고 및 성능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우측화면 상단의 첫번번째 아이콘인 
[실시간 로그] 아이콘을 선택하면 된다. 
 

 
 
[실시간 로그] 아이콘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실시간 로그 화면이 나타난다. 
 

 
 
• 상단 좌측 화면 : 상단 좌측 화면에서는 CPU Usage 와 Page Scan Count 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 상단 좌측 화면 : 시스템 부팅시간, ESM 접속 시간, RedCastle 각 보안 모듈 

상태, 경고 통계 등을 보여준다. 
• 하단 화면 : RedCastle 서버 보안 모듈, IP Filter, System Monitering  등에 

7.1 
 
실시간 경고 및 
성능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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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실시간 경고를 보여준다. 
 
 
7.1.1 실시간 성능 모니터링 
 
상단 좌측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시스템 성능을 다음과 같이 모니터링할 수 있다. 
 

  
 

• CPU Usage : 해당 서버의 실시간 CPU 사용량을 나타낸다. 
• Page Scan Count : 해당 서버의 실시간 Page Scan Count 를 나타낸다. 
 
 
7.1.2 실시간 시스템 및 보안기능 상태 모니터링 
 
상단 우측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시스템 상태 및 RedCastle 의 보안 기능 상태를 
다음과 같이 모니터링할 수 있다. 
 

 
 
[시스템 상태] 
• 부팅경과 : 시스템 부팅 날짜 및 시간, 현재 사용자 수를 나타낸다. 
• 접속시간 : ESM 이 해당 시스템에 접속한 날짜와 시간을 나타낸다. 
[보안기능 상태] 
• 모듈 버전 : 해당 에이전트의 보안 모듈에 대한 버전을 나타낸다. 
• 모듈 상태 : 해당 에이전트의 보안커널 모듈에 대한 상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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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됨” 또는 “중지됨”으로 표현된다. 
• 로그 데몬 : 해당 에이전트의 로그 데몬에 대한 상태를 나타낸다. “시작됨” 

또는 “중지됨”으로 표현된다. 
• 방화벽 상태 : 해당 에이전트의 방화벽 모듈에 대한 상태를 나타낸다. 

“시작됨” 또는 “중지됨”으로 표현된다. 
• 경고 통계 : ESM 이 접속한 시점부터 Alert, Warning, Error 에 대한 통계 

정보를 보여준다. 
 
 
7.1.3 실시간 경고 
 
하단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경고를 다음과 같이 모니터링할 수 있다. 
 

 
 
• 타입 : 발생된 로그의 형태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Kernel : 보안커널 모듈(접근통제 모듈)에서 발생하는 로그 
- Local Manager : 해당 에이전트의 통신 및 보안관리 모듈에서 발생하는 
로그 

- Log Daemon : 시스템 로그 및 보안 로그 수집기에서 발생하는 로그 
- RedCastle Application : 기타 RedCastle 응용에서 발생하는 로그 
- IP Filter : IP Filter 에서 발생하는 로그 
- System Mon :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에서 발생하는 로그 

• 등급 : 경고의 등급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Info : Redcastle 의 일반적인 관리 정보 
- Warn : 모니터링에서 Waring 정보 
- Error : Redcastle 구동에 관련된 거부하거나 실패한 에러 
- Alert : 보안정책을 위반하여 차단하거나 모니터링에서 Critical 정보 

• 발생시간 : 보안로그가 발생한 시간 
• 메시지 : RedCastle 보안로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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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에 대한 세부 내역은 “실시간 경고”에서는 제공하지 않고 “보안로그”에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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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접근통제에서 사용자 보안속성 관리에서는 조직의 구조 또는 직무에 
따라 카테고리를 구성하고 사용자에게 보안속성(보안등급, 보안 카테고리)을 
조회, 생성, 변경, 삭제할 수 있다. 
강제적 접근통제의 사용자 보안속성 관리를 위해서는 해당 에이전트가 접속된 
상태이어야 한다. 먼저 좌측화면에서 접속된 해당 에이전트를 선택해야 한다. 
 

 
 
사용자 보안속성 관리를 위해서는 우측화면 상단의 두번째 아이콘이 [사용자 
관리] 아이콘을 선택하면 된다. 

 
 
[사용자 관리] 아이콘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강제적 접근통제의 사용자 
보안속성 관리 화면이 나타난다. 

 
 
• 좌측화면 : 좌측 화면은 보안 카테고리 창으로 보안역할이 기본적으로 

주어지고 보안 카테고리(보안그룹)을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다. 

7.2 
 
강제적 접근통제 : 
사용자 
보안속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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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상단 화면 : 보안사용자 창으로 보안속성(보안등급, 보안카테고리)가 
지정된 사용자를 나타낸다. 

• 우측 하단 화면 : 일반사용자 창으로 UNIX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를 
나타낸다. 

 
 
7.2.1 보안역할 
 
RedCastle 에서는 보안역할로 보안관리자(SO), 시스템관리자(SA), 
보안사용자(MU)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보안역할이 지정되지 않은 UNIX 사용자를 
일반사용자(UX)로 구분하고 있다. 
 

 
 
• 보안관리자(SO, Security Officer) : 보안관리자는 최상위 권한을 가지며 

일반사용자(MSO)로 로그인하며 su 를 통하여 root 로 권한이동할 수 있다. 
보안관리자는 보안그룹에서 ROOT(1)의 카테고리가 부여된다. 

• 시스템관리자(SA, System Administrator) : 시스템관리자는 
일반사용자(MSA)로 로그인하며 su 를 통하여 root 로 권한이동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root 의 권한을 가지나 명령어 및 프로세스 kill  등에 대하여 
제한을 받는다. 시스템 관리자는 보안그룹에서 System Admins(2) 또는 
System Admins(2) 하위에 카테고리를 구성할 수 있다. 

• 보안 사용자(MU, MLS User) : 보안 사용자는 MLS 보안속성이 부여된 
사용자를 의미하며 root 로 권한이동할 수 없다. 보안사용자는 보안그룹에서 
ROOT(1) 하위에 카테고리를 구성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보안 등급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NONE(0)을 지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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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보안 카테고리(보안 그룹) 관리 
 
보안 카테고리(보안그룹)은 기본적으로 NONE(0), ROOT(1), System 
Admins(2)가 주어지며 보안관리자는 ROOT(1) 하위 또는 System Admins(2) 
하위에 트리 형식으로 카테고리를 구성할 수 있다. 
 

 
 
• NONE(0) : 보안사용자의 보안속성을 부여할 때 사용되며 보안 등급만을 

지정하고 보안 카테고리를 지정하지 않을 때 사용된다. 
• ROOT(1) : 보안관리자 설정시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보안 카테고리. 최상위 

보안 그룹으로 하위에 보안사용자자 카테고리와 시스템관리자 카테고리를 
구성할 수 있다. 

• System Admin(2) : 시스템관리자 설정시 사용되는 최상위 시스템관리자 
보안 카테고리 

 
가. 보안카테고리 형식 
 
보안역할에 따라 구성할 수 있는 보안 카테고리 형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보안관리자(SO, Security Officer) : 보안관리자는 보안그룹에서 ROOT(1)의 

카테고리가 부여된다. 
 

 



제 7 장 RedCastle 주요 기능 

- 241 - 

 
• 시스템관리자(SA, System Administrator) : 시스템 관리자는 보안그룹에서 

System Admins(2)의 카테고리가 부여된다. 시스템 관리자의 카테고리를 
세분하여 사용할 경우 System Admins(2) 하위에 카테고리를 구성할 수 있다. 

 

 
 

• 보안 사용자(MU, MLS User) : 보안사용자는 보안그룹에서 ROOT(1) 하위에 
카테고리를 구성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보안 등급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NONE(0)을 지정할 수도 있다. 

 

 
 
보안그룹 및 사용자 보안속성 설정은 좌측화면의 [메인메뉴]-[사용자 관리] 
메뉴를 선택하면 보안그룹과 보안사용자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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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안그룹 추가 

 
보안그룹 추가는 선택된 보안 그룹의 하위 카테고리로 생성된다. 먼저 보안 
그룹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팝업메뉴에서 새그룹 추가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현재 선택된 보안그룹 
하위에 보안그룹 입력란이 나타난다. 
 

 
 
입력란에 보안그룹명을 입력하면 새로운 보안그룹이 추가된다. 아래 예는 
“경영기획실”을 입력한 것이다. 경영기획실 뒤의 (3)은 생성되는 카테고리 
순서대로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번호이며 이를 “카테고리 ID”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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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안그룹 삭제 
 

보안그룹 삭제를 위해서는 먼저 삭제하고자 하는 보안그룹을 선택한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면 팝업메뉴가 다음과 같은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그룹삭제를 선택하여 해당 보안그룹을 삭제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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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안 그룹 중 NONE(0), ROOT(1), System Admins(2)는 삭제되지 않는다. 

 

[주의]  
선택한 보안그룹이 하위 보안그룹을 갖고 있거나 해당 보안그룹에 속하는 사용자가 등록되어 
있으면 삭제되지 않는다. 

 
 
라. 보안그룹 수정 
 

보안그룹 수정을 위해서는 먼저 수정하고자 하는 보안그룹을 선택한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면 팝업메뉴가 다음과 같은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그룹명 변경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보안그룹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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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그룹명을 수정하여 작업을 완료한다. 아래 예는 “경영기획실”을 
“영업본부”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7.2.3 보안사용자 관리 
 

보안사용자 관리는 일반 UNIX 사용자에 대하여 강제적 접근통제의 보안속성을 

지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최초 보안사용자는 설치시 등록했던 

보안관리자(SO)가 지정되어 있다. 

아래 그림은 강제적 접근통제의 사용자 관리 화면의 우측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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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화면의 보안사용자 목록에는 등록된 보안사용자 정보가 나타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사용자명 : unix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명 
• UID : unix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 ID 
• 그룹명 : unix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속한 그룹명 
• GID : unix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속한 그룹 ID 
• 보안역할 : RedCastle 에서 설정한 사용자 보안역할. 보안관리자(SO), 

시스템관리자(SA), 보안사용자(MU)로 구분 
• 보안등급 : RedCastle 에서 설정한 사용자 보안등급(1-7 등급, 0 등급) 
• 보안그룹 : RedCastle 에서 설정한 사용자 보안 카테고리 ID. 예를들면 

NONE(0), ROOT(1), System Admins(2) 등에서 ( )안에 있는 0, 1, 2 등을 
의미 

• root 전환 : su 명령어들 통한 root 이동 허용 여부 
• 도메인 : 사용자가 속한 도메인 
• 접근통제디렉토리 : 보안사용자가 관리하는 주 디렉토리로 보안사용자와 

같은 보안속성이 부여된 디렉토리 
 
• 항목별 아이콘 내용 

-  :  계정이 활성화 상태인 보안 관리자  
-  :  계정이 잠겨져 있는 보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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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정이 활성화 상태인 시스템 관리자 
-  : 계정이 잠겨져 있는 시스템 관리자 
-  :  계정이 활성화 상태인 보안 사용자 
-  : 계정이 잠겨져 있는 보안 사용자 
-  : 일반 사용자 

 
우측 상단 화면의 보안사용자 목록은 좌측 화면의 보안역할 또는 보안그룹의 

선택에 따라 관련 보안사용자 목록을 나타낸다. 

 

 
하단 화면의 일반사용자 목록에는 보안사용자로 등록되지 않은 모든 사용자 
정보가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사용자명 : unix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명 
• UID : unix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 ID 
• 그룹명 : unix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속한 그룹명 
• GID : unix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속한 그룹 ID 
• 보안역할 : RedCastle 에서 설정한 사용자 보안역할. 일반사용자의 

보안역할은 UX 로 표시 
• 보안등급 : RedCastle 에서 설정한 사용자 보안등급. 일반사용자의 

보안등급은 0 등급으로 표시 
• 보안그룹 : RedCastle 에서 설정한 사용자 보안 카테고리 ID. 일반사용자의 

보안그룹은 NONE(0)으로 표시 
• 홈디렉토리 : unix 사용자의 홈디렉토리 
 
보안사용자 추가, 삭제 및 보안속성 변경은 보안사용자 또는 일반사용자에서 

해당 사용자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며 나타나는 팝업메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RedCastle 관리자 설명서 

- 248 - 

 
 

• 보안사용자 등록 : 일반사용자에서 보안사용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세부 사항들을 지정할 수 있다. 

• 현재 보안그룹에 등록 : 일반사용자에서 보안사용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좌측화면에서 선택한 해당 보안그룹이 디폴트로 설정된다. 

• 보안속성 수정 : 보안사용자의 보안속성을 수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 보안사용자 삭제 : 보안사용자를 삭제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보안사용자에서 

삭제된 사용자는 일반사용자로 이동한다. 
• 새로 고침 : 일반사용자와 보안사용자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가. 보안사용자 등록 

 

우측 화면 하단의 일반사용자 목록에서 보안사용자로 추가할 사용자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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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메뉴에서 보안사용자 등록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보안사용자 등록 
화면이 나타난다. 

 
 

• 보안역할 
사용자 보안역할로 보안관리자(SO), 시스템관리자(SA), 보안사용자(MU)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인증 설정 

사용자에 대한 인증 설정을 하며 로그인 횟수, 계정 잠금, 보안 패스워드 
초기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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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횟수: 로그인 재시도 횟수를 지정합니다. 보안 사용자 추가시 
기본적으로 로그인 횟수 5 가 설정됩니다. 
- 계정 잠금: 계정 잠금 설정을 합니다. 
- 보안패스워드 초기화: 현재 지정되어 있는 보안 패스워드를 초기화 합니다. 
추가시에는 설정 할수 없습니다. 
 

[주의]  
보안 패스워드 초기화 버튼을 클릭함으로 현재 보안 사용자는 패스워드가 바로 초기화 
됩니다.(보안 사용자 추가/수정 창의 적용 버튼과는 상관 없습니다.) 

 
• 보안그룹 

보안그룹은 보안역할에 따라 보안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설정된다. 
예를들면,  보안 그룹이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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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자(SA)를 선택하면 ROOT(1)만이 주어지며 이를 선택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SA)를 선택하면 System Admin 과 하위 디렉토리에 있는 
WebAdmin 과 DBAdmin 에 대한 트리 형식이 나타나며 이중 하나를 보안 
카테고리로 설정할 수 있다. 
 

 
 
보안사용자(MU)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NONE, 경영기획실, 영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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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본부, 부설연구소에 대한 트리 형식이 나타나며 이중 하나를 보안 
카테고리로 설정할 수 있다. 
 

 
 
• 보안등급 

보안사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보안등급은 최고 1 등급에서 최하 
7 등급이다. 0 등급은 unix 일반사용자에게 디폴트로 부여되는 등급으로 
등급없음을 나타낸다. 
 

 
 
• SU 를  통한 root 권한 획득 허용 

보안역활이 “시스템관리자(SA)” 또는 “보안관리자(SO)”인 경우에 설정이 
활성화되며, 설정을 체크할 경우 su 명령을 통하여 root 로 이동할 수 있다. 
 

 
 
• 접근통제 디렉토리 

보안사용자가 관리하는 디렉토리에 사용자의 보안속성과 같은 보안속성을 
지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디폴트로 사용자 홈디렉토리가 주어지며 
보안관리자가 이를 바꿀 수 있다. 사용자 보안속성과 같이 디렉토리 
보안속성을 설정할 경우 해당 디렉토리를 입력하고 디렉토리 보안속성 
설정에 체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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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로 보여주는 사용자 보안속성을 변경하여 사용자 보안속성을 설정하면 
[적용] 버턴이 ON 된다. 보안관리자는 확인, 취소, 적용 버튼을 이용하여 작업을 
종료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 확인 : 현재 설정된 보안속성을 적용 후 종료 
• 취소 : 현재 작업을 취소 
• 적용 : 현재 설정된 보안속성을 적용 
 
사용자 test 의 보안역할을 시스템관리자(SA), 보안그룹을 System Admins(2), 
보안등급을 2 등급, 으로 설정하고 같은 보안속성을 홈디렉토리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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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버튼을 누르면 해당 보안속성을 가지고 일반사용자에서 보안사용자로 
등록된다. 

 
 
 
나. 현재 보안그룹에 사용자 추가 
 
현재 보안그룹에 사용자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좌측 화면의 보안그룹 
트리에서 사용자가 속할 보안그룹을 선택한다. 
 

 
 

[주의]  
보안그룹이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재 보안그룹에 등록’ 메뉴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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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화면 하단의 일반사용자 목록에서 사용자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현재 보안그룹에 등록] 메뉴를 선택하면 등록여부를 확인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선택된 “현재 보안 그룹”의 보안역할이 보안관리자(SO) 또는 
시스템관리자(SA)인 경우 보안등급은 디폴트로 1 등급이 부여지며 보안역할이 
보안사용자(MU)인 경우 7 등급이 부여된다. 
 

  
 
[예(Y)]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사용자가 보안사용자로 등록된다. 예를들어 
test 를 System Admins(2) 보안그룹을 선택하여 “현재 보안그룹에 등록”하였을 
경우 보안역할은 시스템관리자(2), 보안그룹은 System Admins(2), 보안등급은 
1 등급로 자동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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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안사용자 정보 수정 
 

보안사용자 정보 수정은 보안사용자로 등록된 사용자에 대한 보안속성 변경 

기능을 제공한다. 

우측 화면 상단의 보안사용자 목록에서 수정할 사용자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현재 test 사용자의 
보안역할은 시스템관리자(SA), 보안등급은 1 등급, 보안그룹은 System 
Admins(2)로 되어 있다. 
 

 
 
팝업메뉴에서 [보안속성 수정]을 선택하면 보안사용자 등록시와 동일한 

보안사용자 추가 및 수정화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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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속성이 변경되면 다음과 같이 [적용] 버튼이 ON 된다. 보안관리자는 
확인, 취소, 적용 버튼을 이용하여 작업을 종료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 확인 : 현재 설정된 보안속성을 적용 후 종료 
• 취소 : 현재 작업을 취소 
• 적용 : 현재 설정된 보안속성을 적용 
 

변경된 보안속성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용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변경된 

보안속성으로 등록된다. 

다음은 test 사용자의 보안속성 중 보안등급을 1 등급에서 4 등급으로 

변경한 예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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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안사용자 삭제 
 

우측 화면 상단의 보안사용자 목록에서 삭제할 사용자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팝업메뉴에서 보안사용자 삭제를 선택하면 삭제 여부를 확인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예]를 선택하면 해당 사용자가 보안사용자에서 삭제된다. 삭제된 사용자 

정보는 일반사용자 목록으로 이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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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SU(Root-to-User) 허용 설정 
※ 임의적 접근통제 : 허용거부 목록 

 

root 권한 이동 통제 목록은 임의적 접근통제에서 제공하는 허용/거부 목록 중 

하나이다. Redcastle 은 보안관리자와 시스템관리자에 한하여 su 명령어를 

통해서만 user 에서 root 로의 권한이동을 허용한다. 또한 root 에서 user 로는 

인증을 거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권한이동을 불허한다. 

그러나 root 에서 user 로 권한이동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root 권한이동 통제목록을 제공한다. root 에서 user 로의 권한이동은 root 

권한이동 통제 목록에서 허용된 사용자에 한하여 su 명령어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불법적인 권한 상승을 막기 위해 SO 사용자는 이 목록에 등록될 수 

없으며, UX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허용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목록에 

등록될 수 있는 사용자는 SA 와 MU 사용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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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권한이동 통제 설정은 좌측 화면의 맨 끝에 있는 트리의 “SU 허용 

설정”을 통하여 지정할 수 있다. “SU 허용 설정” 의 상태가 ON 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주의]    
Root 권한이동 통제 목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SU 허용 설정 상태가 ON 이어야 한다. 

 

SU 허용 설정 상태가 OFF 인 경우 [설정]-[보안설정] 메뉴 또는 [보안설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보안설정]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보안설정] 팝업메뉴의 [사용자 인증]에서 “su 혀용 목록 적용(root-to-

user)”을 체크하면 SU 사용자 상태가 ON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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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권한이동 통제 설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좌측 사용자 관리 

메뉴에서 “SU 허용 설정”을 선택한다. 

 

 
 

• 우측 상단 화면: “SU 허용 사용자”로 root 에서 user 로의 su 를 통한 

권한이동이 가능한 사용자 목록을 나타낸다. 

• 우측 하단 화면 : 시스템 관리자(SA)와 보안사용자(MU)에 대한 전체 

목록을 보여준다. 

 

우측 상단 화면은 “SU 허용 사용자” 목록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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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 사용자명 : unix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명 

• UID : unix 시스템에서 부여된 사용자 ID 

• 그룹명 : unix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속한 그룹명 

• GID : unix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속한 그룹 ID 

• 보안역할 : RedCastle 에서 설정한 사용자의 보안역할 

• 보안등급 : RedCastle 에서 설정한 사용자의 보안등급 

• 보안그룹 : RedCastle 에서 설정한 사용자의 보안그룹 

• root 전환 : su 명령어를 통한 root 이동 허용 여부 

• 도메인 : 사용자가 속한 도메인 

• Rule 적용 : 목록에 등록된 사용자에 대한 rule 적용 여부 

 

우측 하단 화면은 “SA-MU 사용자” 목록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사용자명 : unix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명 

• UID : unix 시스템에서 부여된 사용자 ID 

• 그룹명 : unix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속한 그룹명 

• GID : unix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속한 그룹 ID 

• 보안역할 : RedCastle 에서 설정한 사용자의 보안역할 

• 보안등급 : RedCastle 에서 설정한 사용자의 보안등급 

• 보안그룹 : RedCastle 에서 설정한 사용자의 보안그룹 

• root 전환 : su 명령어를 통한 root 이동 허용 여부 

• 홈디렉토리 : unix 사용자의 홈디렉토리 

 

우측 상단 화면의 “SU 허용사용자” 또는 우측 하단의 “SA-MU 사용자” 

목록중 사용자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버턴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이 팝업메뉴를 통하여 root 에서 user 로의 su 허용 

사용자 목록을 생성,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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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 허용 사용자 추가 : “SA-MU 사용자” 목록에서 “SU 허용 사용자” 

목록에 사용자를 등록시키기 위하여 사용 

• SU 허용 사용자 변경 : “SU 허용 사용자” 목록에 있는 사용자의 

“Root to User 허용상태”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용 

• SU 허용 사용자 삭제 : “SU 허용 사용자” 목록에서 사용자를 

삭제하기 위하여 사용 

• 모든 SU 허용 사용자 삭제 : “SU 허용 사용자” 목록에 있는 모든 

사용자를 삭제하기 위하여 사용 

• 새로고침 : “SU 허용 사용자” 목록의 “Root to user 허용상태” 

값을 업데이트하기 위하여 사용 

 

우측 화면 하단의 모든 사용자 목록에서 SU 허용할 사용자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팝업메뉴에서 “사용자 등록”을 
선택한다. 
 
 
가. SU 허용 사용자 추가 
 
SU 허용 사용자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우측 하단 화면의 “SA-MU 사용자” 
목록에서 추가할 사용자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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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허용 사용자 추가” 메뉴를 선택하면 등록여부를 확인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SU 허용 사용자 추가” 창에서 SU 허용 설정 상태가 디폴트로 “현재 사용자의 
SU(Root-to-User)허용”이 체크되어 있다. 만약 이 옵션의 체크를 해제 하면 이 
사용자는 SU 허용이 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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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SU 허용 사용자 등록” 다이얼로그에서 SU 허용 설정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자의 
SU(Root-to-User)허용”이 체크되어야 한다. 

 

보안관리자는 확인, 취소, 적용 버튼을 이용하여 작업을 종료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 확인 : 현재 설정된 보안속성을 적용 후 종료 
• 취소 : 현재 작업을 취소 
• 적용 : 현재 설정된 보안속성을 적용 (SU 허용 사용자 추가시에는 활성화 

되지 않음) 
 

[확인] 버턴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SU 허용사용자” 목록에 추가된다. 아래 
그림은 “SU 허용 설정” 속성을 체크하여 허용상태로 등록한 예이다. 
 

 
 
 
나. SU 허용 사용자 변경 
 
SU 허용 사용자 변경에서는 “SU 허용 설정 상태” 를 변경하므로써 “SU 허용 
사용자” 목록에 사용자를 유지하면서 허용 및 차단을 선택할 수 있다. 
SU 허용 사용자의 속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 화면의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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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사용자” 목록에서 변경할 사용자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SU 허용 사용자 변경” 메뉴를 선택하면 등록여부를 확인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현재 체크된 “허용” 상태일 경우 체크를 해제하므로써 “차단” 상태로 변경할 수 
있다. 
SU 허용 설정에 대한 속성이 변경되면 다음과 같이 [적용] 버튼이 ON 된다. 

보안관리자는 확인, 취소, 적용 버튼을 이용하여 작업을 종료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 확인 : 현재 설정된 보안속성을 적용 후 종료 
• 취소 : 현재 작업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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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 현재 설정된 보안속성을 적용 
 

 

 

[확인] 버턴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SU 허용사용자” 목록에서 “SU 허용 설정 
상태”가 변경된다. 
 

 
 
 
다. SU 허용 사용자 삭제 
 
“SU 허용 사용자” 목록에서 사용자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 화면의 “SU 
허용사용자” 목록에서 삭제할 사용자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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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메뉴에서 보안사용자 삭제를 선택하면 삭제 여부를 확인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확인]을 선택하면 해당 사용자가 “SU 허용사용자” 목록에서 삭제된다. 

삭제된 사용자 정보는 “SA-MU 사용자” 목록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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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모든 SU 허용 사용자 삭제 
 
“SU 허용 사용자” 목록에 여러 사용자가 등록되어 있고 모든 사용자를 한번에 
삭제하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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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메뉴에서 보안사용자 삭제를 선택하면 삭제 여부를 확인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확인]을 선택하면 모든 사용자가 “SU 허용사용자” 목록에서 삭제된다. 

삭제된 사용자 정보는 “SA-MU 사용자” 목록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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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접근통제의 파일 보안속성 관리에서는 파일 또는 디렉토리에 
보안속성(보안등급, 보안 카테고리)을 조회, 생성, 변경, 삭제할 수 있다. 
강제적 접근통제의 파일 보안속성 관리를 위해서는 해당 에이전트가 접속된 
상태이어야 한다. 먼저 좌측화면에서 접속된 해당 에이전트를 선택해야 한다. 
 

 
 
파일 보안속성 관리를 위해서는 우측화면 상단의 세번째 아이콘인 [파일 관리] 
아이콘을 선택하면 된다. 

 
 
[파일 관리] 아이콘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강제적 접근통제의 파일 보안속성 
관리 화면이 나타난다. 

 
 
• 좌측 화면 : 디렉토리 정보를 트리 형식으로 보여준다. 
• 우측 화면 : 선택된 디렉토리 하위의 파일과 디렉토리에 대한 보안속성 

정보가 나타난다. 

7.3 
 
강제적 접근통제 : 
파일 보안속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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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츨 화면에서 나타내는 파일 보안속성 정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파일명 : unix 시스템에서의 파일 또는 디렉토리명 
• 모드 : unix 시스템에서의 접근통제 모두 
• 링크 : unix 시스템에서의 링크수 
• 소유자 : unix 시스템에서 파일 또는 디렉토리의 소유자 
• 그룹 : unix 시스템에서 파일 또는 디렉토리의 소유자 그룹 
• 보안역할 : RedCastle 에서 설정한 파일의 보안역할. 보안관리자(SO), 

시스템관리자(SA), 보안사용자(MU), 일반 UNIX 사용자(UX)로 구분 
• 보안등급 : RedCastle 에서 설정한 파일의 보안등급(1-7 등급, 0 등급) 
• 보안그룹 : RedCastle 에서 설정한 파일의 보안 카테고리 ID. 예를들면 

NONE(0), ROOT(1), System Admins(2) 등에서 ( )안에 있는 0, 1, 2 를 의미 
• 크기 : 파일의 크기 
• 수정날짜 : 파일에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 
 
파일 및 디렉토리에 대한 보안속성 조회, 생성, 변경, 삭제는 우측 화면에서 

해당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며 나타나는 

팝업메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 기본값으로 설정 : 파일 소유주인 사용자의 보안속성과 동일하게 파일 

보안속성이 부여된다. 
• 보안속성 초기화 : 파일 및 디렉토리에 대한 보안속성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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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속성 수정 : 파일 및 디렉토리에 대한 보안속성 조회, 생성, 변경 기능을 
수행한다. 

• 보안파일 목록 : Windows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기능 
• 파일경로복사 : 다른 보안속성 설정시 파일경로를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새로고침 : 최신의 파일 및 디렉토리 보안속성으로 업데이트한다. 
 
 
7.3.1 파일 보안속성 관리 
 
가. 파일 보안속성 기본값으로 설정 
 
가장 간단히 파일 보안속성을 설정하는 방법은 파일의 소유자인 사용자의 
보안속성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파일 소유자인 사용자의 보안속성과 동일하게 파일의 보안속성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측 화면에서 해당 파일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파일의 소유자인 khkim 의 보안속성은 사용자 보안속성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설정된 보안속성은 다음과 같다. 
 

 
 
[기본값으로 설정] 메뉴를 선택하면 사용자 보안속성과 동일하게 파일 
보안속성이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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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일 보안속성 초기화 
 
파일의 보안속성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우측 화면에서 해당 파일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보안속성 삭제] 메뉴를 선택하면 파일의 보안속성은 일반 unix 파일의 
보안속성이 된다. 
 

 
 
 
다. 파일 보안속성 수정 

 

파일 보안속성 조회 및 설정을 위해서는 우측 화면에서 해당 파일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팝업메뉴에서 파일속성 조회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파일 보안속성 정보 
화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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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경로 : 파일이 속해 있는 상위 디렉토리 
• 크기 : unix 시스템에서 파일의 크기 
• 수정일 : unix 시스템에서 파일의 최종 수정일 
• 소유자 : unix 시스템에서 파일의 소유자 
• 보안역할 : RedCastle 에서 설정한 파일의 보안역할. 보안관리자(SO), 

시스템관리자(SA), 보안사용자(MU), 일반 UNIX 사용자(UX)로 구분 
• 보안등급 : RedCastle 에서 설정한 파일의 보안등급(1-7 등급, 0 등급) 
• 보안그룹 : RedCastle 에서 설정한 파일의 보안 카테고리 ID. 예를들면 

NONE(0), ROOT(1), System Admins(2) 등에서 ( )안에 있는 0, 1, 2 를 의미 
 

파일 보안속성 설정을 위해서는 팝업메뉴에서 파일속성 조회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파일 보안속성 설정 화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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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속성 설정 화면은 보안속성 정보와 파일보안속성 설정으로 구분된다. 
• 상단 박스 : 상단박스는 파일 소유자인 사용자의 보안속성 정보를 나타내며 

파일에 대한 소유자, UID, 설정된 보안역할, 보안등급, 보안그룹 등을 
기술하고 있다. 

 

[권고]    
파일의 소유자가 자신의 파일에 대하여 올바르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파일에 대한 
보안속성 설정시 사용자의 보안속성에 기반하여 보안속성을 설정할 것을 권고한다. 

 

• 하단 박스 : 하단박스에서는 파일의 보안속성(보안그룹, 보안등급)을 설정할 
수 있다. 

 
파일 보안속성 설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파일명 : 선택한 파일명이 주어진다. 
• 기본값으로 설정 : 파일의 소유자인 사용자의 보안속성값으로 자동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 기본값으로 설정을 버튼을 누르면 상단 박스에 있는 
파일 소유자인 사용자의 보안속성값으로 파일 보안속성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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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그룹 및 보안역할 설정 : 파일에 대한 보안그룹을 선택하면 파일의 

보안역할이 자동적으로 설정된다. 
예를들면 보안사용자 관리에서 아래와 같이 보안그룹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자. 
 

 
 
파일에 대한 보안그룹 설정에서도 보안사용자 설정에서 구성한 보안그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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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트리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만약 보안관리자가 System Admins(2) 그룹을 선택하고 두번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보안역할이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 보안등급 설정 : 파일에 대한 보안등급은 최고 1 등급에서 최하 7 등급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일반 UNIX 파일의 보안등급은 0 등급이다. 
보안등급설정은 상하버튼을 이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 
 

 
 

• 보안속성 삭제 : 파일에 부여된 보안속성을 삭제한다. 
 

 
 
보안속성 삭제 버튼을 누르면 보안그룹 NONE(0), 보안역할 일반사용자(UX), 
보안등급 0 등급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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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속성 적용 범위 설정 : 디렉토리에 부여 보안속성의 적용 범위를 

나타내며 파일일 경우 OFF 상태에 있다. 
 

 
 

디폴트로 보여주는 파일 보안속성을 변경하면 [적용] 버턴이 ON 된다. 
 

 
 
보안관리자는 확인, 취소, 적용 버튼을 이용하여 작업을 종료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 확인 : 현재 설정된 보안속성을 적용 후 종료 
• 취소 : 현재 작업을 취소 
• 적용 : 현재 설정된 보안속성을 적용 
 
파일에 대한 보안그룹을 System Admins(2)로 설정하면 보안역할은 자동적으로 
시스템관리자(SA)가 되고, 보안등급을 2 등급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파일 보안속성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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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디렉토리 보안속성 관리 
 
디렉토리 보안속성에 앞서 “/export/home”는 하위 디렉토리로 “khkim”의 
홈디렉토리가 있다고 하자. 
 

 
 
 
가. 디렉토리 보안속성 기본값으로 설정 
 
가장 간단히 디렉토리 보안속성을 설정하는 방법은 디렉토리의 소유자인 
사용자의 보안속성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디렉토리 소유자인 사용자의 보안속성과 동일하게 디렉토리의 보안속성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측 화면에서 해당 디렉토리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디렉토리의 소유자인 khkim 의 보안속성은 사용자 보안속성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설정된 보안속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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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메뉴에서 [기본값으로 설정] 메뉴를 선택하면 선택된 폴더의 하위 폴더까지 
적용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 예 : 선택된 폴더의 하위 폴더까지 보안속성을 적용 
• 아니오 : 선택된 폴더에만 보안속성을 적용 
• 취소 : 보안속성 설정을 취소 
 
[예] 버튼을 누르면 “/export/home/khkim”의 보안속성이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예]일 경우 하위 폴더의 파일 및 디렉토리의 보안속성 또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니오] 버튼을 누르면 “/export/home/khkim”의 보안속성은 [예]일때와 
동일하게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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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일 경우 하위 폴더의 파일 및 디렉토리의 보안속성은 그대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디렉토리 보안속성 초기화 
 
디렉토리의 보안속성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우측 화면에서 해당 디렉토리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팝업메뉴에서 [보안속성 삭제] 메뉴를 선택하면 선택된 폴더의 하위 폴더까지 
적용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제 7 장 RedCastle 주요 기능 

- 283 - 

 
• 예 : 선택된 폴더의 하위 폴더까지 보안속성을 적용 
• 아니오 : 선택된 폴더에만 보안속성을 적용 
• 취소 : 보안속성 설정을 취소 
 
[예] 버튼을 누르면 “/export/home/khkim”의 보안속성이 다음과 같이 삭제된다. 
 

 
 
[예]일 경우 하위 폴더의 파일 및 디렉토리의 보안속성 또한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니오] 버튼을 누르면 “/export/home/khkim”의 보안속성은 [예]일때와 
동일하게 삭제된다. 
 

 
 
[아니오]일 경우 하위 폴더의 파일 및 디렉토리의 보안속성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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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렉토리 보안속성 수정 

 

디렉토리 보안속성 조회 및 설정을 위해서는 우측 화면에서 해당 디렉토리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팝업메뉴에서 파일속성 조회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디렉토리 보안속성 정보 
화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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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경로 : 현재 디렉토리가 속해 있는 상위 디렉토리 
• 크기 : unix 시스템에서 디렉토리의 크기 
• 수정일 : unix 시스템에서 디렉토리의 최종 수정일 
• 소유자 : unix 시스템에서 디렉토리의 소유자 
• 보안역할 : RedCastle 에서 설정한 디렉토리의 보안역할. 보안관리자(SO), 

시스템관리자(SA), 보안사용자(MU), 일반 UNIX 사용자(UX)로 구분 
• 보안등급 : RedCastle 에서 설정한 디렉토리의 보안등급(1-7 등급, 0 등급) 
• 보안그룹 : RedCastle 에서 설정한 디렉토리의 보안 카테고리 ID. 예를들면 

NONE(0), ROOT(1), System Admins(2) 등에서 ( )안에 있는 0, 1, 2 를 의미 
 

디렉토리 보안속성 설정을 위해서는 팝업메뉴에서 보안속성 조회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디렉토리 보안속성 설정 화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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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속성 설정 화면은 보안속성 정보와 파일 보안속성 설정으로 구분된다. 
• 상단 박스 : 상단박스는 디렉토리 소유자인 사용자의 보안속성 정보를 

나타내며 디렉토리에 대한 소유자, UID, 설정된 보안역할, 보안등급, 
보안그룹 등을 기술하고 있다. 

 

[권고]    
디렉토리의 소유자가 자신의 디렉토리에 대하여 올바르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디렉토리에 대한 보안속성 설정시 사용자의 보안속성에 기반하여 보안속성을 설정할 것을 
권고한다. 

 

• 하단 박스 : 하단박스에서는 디렉토리의 보안속성(보안그룹, 보안등급)을 
설정할 수 있다. 

 
디렉토리 보안속성 설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파일명 : 선택한 디렉토리명이 주어진다. 
• 기본값으로 설정 : 디렉토리의 소유자인 사용자의 보안속성값으로 자동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 기본값으로 설정을 버튼을 누르면 상단 박스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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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렉토리 소유자인 사용자의 보안속성값으로 파일 보안속성이 변경된다. 
 

 
 

• 보안그룹 및 보안역할 설정 : 디렉토리에 대한 보안그룹을 선택하면 
디렉토리의 보안역할이 자동적으로 설정된다. 
예를들면 보안사용자 관리에서 아래와 같이 보안그룹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자. 
 

 
 
디렉토리에 대한 보안그룹 설정에서도 보안사용자 설정에서 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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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그룹에 대한 트리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만약 보안관리자가 System Admins(2) 그룹을 선택하고 두번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보안역할이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 보안등급 설정 : 디렉토리에 대한 보안등급은 최고 1 등급에서 최하 

7 등급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일반 UNIX 파일의 보안등급은 0 등급이다. 
보안등급설정은 상하버튼을 이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 
 

 
 

• 보안속성 삭제 : 디렉토리에 부여된 보안속성을 삭제한다. 
 

 
 
보안속성 삭제 버튼을 누르면 보안그룹 NONE(0), 보안역할 일반사용자(UX), 
보안등급 0 등급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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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속성 적용 범위 설정 : 디렉토리에 부여 보안속성의 적용 범위를 

나타낸다. 
 

 
 

디폴트로 보여주는 디렉토리 보안속성을 변경하면 [적용] 버턴이 ON 된다. 
 

 
 
보안관리자는 확인, 취소, 적용 버튼을 이용하여 작업을 종료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 확인 : 현재 설정된 보안속성을 적용 후 종료 
• 취소 : 현재 작업을 취소 
• 적용 : 현재 설정된 보안속성을 적용 
 
디렉토리에 대한 보안그룹을 System Admins(2)로 설정하면 보안역할은 
자동적으로 시스템관리자(SA)가 되고, 보안등급을 2 등급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디렉토리 보안속성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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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속성 설정 적용 범위에서 “현재 폴더의 하위까지 적용”을 선택할 경우 하위 
폴더의 파일 및 디렉토리의 보안속성은 그대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안속성 설정 적용 범위에서 “선택된 폴더의 하위까지 적용”을 선택할 경우 
하위 폴더의 파일 및 디렉토리의 보안속성 또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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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접근통제에서 프로세스의 보안속성은 시스템 시작 및 사용자 로그인과 
동시에 보안속성이 자동부여되고 상속되므로 특별히 프로세스 보안속성을 
관리할 필요는 없다.  
프로세스 보안 관리에서는 서버의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보안속성 정보를 
조회하고 프로세스를 종료할 수 있는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프로세스 
보안관리를 위해서는 해당 에이전트가 접속된 상태이어야 한다. 먼저 
좌측화면에서 접속된 해당 에이전트를 선택해야 한다. 

 
 
프로세스 보안 관리를 위해서는 우측화면 상단의 네번째 아이콘인 [프로세스 
관리] 아이콘을 선택하면 된다. 

 
[프로세스 관리] 아이콘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강제적 접근통제의 프로세스 
보안 관리 화면이 나타난다. 

 
• 좌측화면 : 해당 서버의 프로세스 정보를 트리 형식으로 보여준다. 
• 우측화면 : 선택된 프로세스 하위의 프로세스들에 대한 보안속성 정보를 

나타낸다. 

7.4 
 
강제적 접근통제 : 
프로세스 
보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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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화면에서 프로세스 보안속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프로세스명 : unix 시스템에서의 프로세스명 
• PID : unix 시스템에서의 프로세스 ID 
• PPID : unix 시스템에서의 parent 프로세스 ID 
• 소유자 : unix 시스템에서 프로세스를 실행한 사용자 
• UID : unix 시스템에서 프로세스를 실행한 사용자의 ID 
• 보안역할 : RedCastle 에서 부여한 보안역할 
• 보안등급 : RedCastle 에서 부여한 보안등급 
• 보안그룹 : RedCastle 에서 부여한 보안그룹 
• 터미널 : unix 시스템에서 접속한 사용자의 터미널 
• 명령행 : unix 시스템에서 프로세스가 실행된 명령어 
 
우측의 프로세스 목록에서 조회할 프로세스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 보안속성 삭제 :  변경된 프로세스의 보안속성을 삭제한다. 
• 보안속성 수정 : 프로세서의 보안속성을 알아보고 수정을 한다. 
• 프로세스 정보 : 프로세스의 보안속성과 프로세스 소유자의 보안속성을 

나타낸다. 
• 프로세스 제어 : HUP, KILL, ARLRAM, TERNINATE 등 프로세스를 

제어하기 위한 시그널(Signal) 을 전송한다. 
• 프로세스 추적 :  프로세서의 현재 사용여부를 추적한다 
• 전체 보안속성 초기화 :  해당 폴더의 전체 보안속성을 초기화 한다. 
• 명령행 복사 : 명령어 통제 등에 등록하기 위하여 명령행 복사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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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 새로고침 : 최신의 정보를 프로세스 보안속성을 업데이트한다. 
7.4.1 보안속성 삭제 
 

선택한 프로세스에 대해 기존에 변경된 내용을 삭제하여 원래의 값을 가지게 
만들게 한다. 
 
7.4.2 보안속성 정보 및 수정 [보안속성 수정]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 보안속성을 조회하기 위해서 우측의 프로세스 목록에서 
조회할 프로세스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팝업메뉴에서 [보안속성 수정]를 누르면 선택된 프로세스의 상세 보안 정보와 
이를 수정할 수 있는 팝업창으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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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프로세스에 대한 일반 정보와 보안속성을 나타낸다. 
• 보안속성 수정소 : 프로세스의 보안속성을 수정 할 수 있다.  
 
(1) 프로세스 정보 
선택한 프로세스의 일반적인 정보와 보안 속성을 알아볼 수 있다. 
 
[일반정보] 
• 프로세스명 : unix 시스템에서의 프로세스명 
• PID : unix 시스템에서 부여된 프로세스 ID 
• PPID : unix 시스템에서의 parent 프로세스 ID 
[보안속성] 
• 보안역할 : RedCastle 에서 자동 부여한 프로세스의 보안역할 
• 보안등급 : RedCastle 에서 자동 부여한 프로세스의 보안등급 
• 보안그룹 : RedCastle 에서 자동 부여한 프로세스의 보안그룹 
 
(2) 보안속성 수정 
해당 프로세스의 보안 속성을 수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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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 소유자명 : unix  시스템에서 프로세스를 실행한 사용자명 
• UID : unix 시스템에서 프로세스를 실행한 사용자의 ID 
• 보안역할 : 프로세스를 실행한 사용자의 보안역할 
• 보안그룹 : 프로세스를 실행한 사용자의 보안그룹 
[프로세스 보안속성] 
• 프로세스 명 : 해당 프로세스명 
• 보안그룹 : SO, SA, UXR 로 분리할 수 있다. 
 
 
• 보안역할 : 프로세스를 실행한 사용자의 보안역할 
• 보안등급 : 프로세스를 실행한 사용자의 보안등급 
• 보안그룹 : 프로세스를 실행한 사용자의 보안그룹 
 
 
7.4.3 프로세스 제어 
 

프로세스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우측의 프로세스 목록에서 프로세스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팝업메뉴에서 [프로세스 제어]를 통하여 프로세스를 종료할 수 있다. [프로세스 
제어] 메뉴 우측에 프로세스 종료에 관련된 시그널을 제공한다. 보안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SIGHUP(1), SIGKILL(9), SIGALRM(14), SIGTERM(15)을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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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P : SIGHUP 은 프로세스를 종료 하고 설정 파일에서 새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세스 종료를 위하여 SIGALRM 을 전송하기 전 
다음과 같이 한번 더 확인한다. 

 

 
 

• KILL : SIGKILL 은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는 시그날로 시스템 관리자에게 
어느 프로세스나 죽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제공한다. 프로세스 종료를 
위하여 SIGKILL 을 전송하기 전 다음과 같이 한번 더 확인한다. 

 

 
 

• ALRAM : alarm 함수에 의하여 미래 정해진 시간 측정기가 만기에 다다를 때 
SIGALRM 신호가 발생한다.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포착하지 않으면, 
기본동작은 그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것이다. 프로세스 종료를 위하여 
SIGALRM 을 전송하기 전 다음과 같이 한번 더 확인한다. 

 

 
 

• TERMINATE : SIGTERM 은 kill 명령에서 시그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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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로 전송되는 종료신호이다. 프로세스 종료를 위하여 SIGALRM 을 
전송하기 전 다음과 같이 한번 더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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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 정책관리 설정을 위해서는 해당 에이전트가 접속된 상태이어야 한다. 먼저 
좌측화면에서 접속된 해당 에이전트를 선택해야 한다. 
 

 
 
ACL 정책관리 설정을 위해서는 우측화면 상단의 다섯번째 아이콘인 [임의적 
접근통제] 아이콘을 선택하면 된다. 
 

 
 
[임의적 접근통제] 아이콘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ACL 정책 관리 화면이 
나타난다. 
 

 
 
[좌측화면] 
• ACL 정책관리 

- 임의적 접근통제 : 파일 또는 파일 그룹에 대하여 주체가 어떤 행위를 할 

7.5 
 
ACL 정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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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  ACL(Access Control List) 설정 
• 허용/거부 목록 관리 

- 명령어 통제 목록 : 보안관리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목록 
- SETUID 목록 : 인가된 SETUID 목록 
- KILL 차단 목록 : 보안관리자만이 KILL 할 수 있는 프로세스 목록 
※ SU 허용 목록 : 사용자 관리에서 정의. Root-to-User 로의 SU 통제 

 
[우측화면] 
• 좌측 화면의 트리에서 임의적 접근통제 정책을 선택하면 우측화면에 관련 

접근통제 정책이 나타난다. 
• 보안관리자는 임의적 접근통제 정책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다. 
 
 
7.5.1 ACL 기반의 임의적 접근통제 
 
ACL 기반의 임의적 접근통제 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파일 또는 파일 그룹에 대하여 어떤 사용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어떤 오퍼레이션을 할수 있는지 규정 
 
가. ACL 정책 트리 구성 
 
ACL 기반의 임의적 접근통제는 관리 특성 및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트리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정책그룹 추가 
임의적 접근통제 정책 추가는 최상위 임의적 접근통제 트리 하위 트리로 
생성된다. 먼저 임의적 접근통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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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메뉴에서 [정책그룹 추가]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임의적 접근통제 하위에 
[정책명 입력란]이 나타난다. 
 

 
 
입력란에 임의적 접근통제 정책명을 입력하면 새로운 보안그룹이 추가된다. 
아래 예는 “시스템로그 생성 정책”을 입력한 것이다. 
 

 
 
(2) 정책그룹 수정 

정책그룹 수정을 위해서는 먼저 수정하고자 하는 보안정책을 선택한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면 팝업메뉴가 다음과 같은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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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그룹 수정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보안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보안정책명을 수정하여 작업을 완료한다. 아래 예는 “시스템 로그 생성 정책”을 
“시스템로그 정책”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3) 정책그룹 삭제 
임의적 접근통제 정책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삭제하고자 하는 보안 정책을 
선택한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면 팝업메뉴가 다음과 같은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정책그룹 삭제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삭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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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를 선택하면 해당 보안정책이 삭제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나. 정책 설정 
 
(1) ACL 추가 
단일 파일에 대한 ACL 정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특정 파일에 대하여 어떤 사용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어떤 

오퍼레이션을 할수 있는지 규정 
 
단일 파일에 대하여 ACL 정책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좌측 화면에서 해당 정책을 
선택하고 우측화면에서 마우스의 우측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팝업메뉴에서 [ACL 추가]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팝업창이 나타난다. 단일 
파일에 대한 보안정책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개별파일 정책 작성]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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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그룹에 대한 보안정책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룹파일 정책 작성]을 
선택하고 [그룹파일 정책명]을 입력한다. 

 
 
개별 파일 정책의 경우 [다음] 버튼을 누르면 파일 객체 등록 창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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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 정책을 적용할 파일을 선택하기 위하여 [추가] 버튼을 누른다. [추가]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파일 탐색 창이 나타난다. 
 

 
 
ACL 정책을 적용할 파일명을 절대경로와 함께 [파일명]란에 입력한 후 [탐색] 
버튼을 누른다.  
개별파일 정책을 설정하는 경우 첫번째 탐색한 파일만 등록된다. 파일그룹 
정책을 설정하는 경우 복수로 파일을 탐색할 수 있으며 탐색된 모든 파일이 
등록된다. 
다음은 시스템 로그파일인 “/var/adm/messages” 파일을 입력하고 [탐색] 버튼을 
누른 예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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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버튼을 누르면 탐색된 파일이 파일 객체 등록창에 등록된다. 개별파일 
정책일 경우 파일을 삭제하고 다시 추가할 수 있으며, 그룹파일 정책일 경우 
파일 목록에서 해당 파일을 선택하여 삭제하거나 추가로 파일을 등록할 수 있다. 
 

 
 
ACL 을 적용할 파일이 선택되며 [다음]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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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 규칙 작성에서는 임의적 접근통제 정책이 설정된다. 
• 앞에서 선택한 파일 또는 파일 그룹에 대하여 어떤 사용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어떤 오퍼레이션을 할수 있는지 규정 
 
주체정보는 특정 파일에 대하여 어떤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Any : Any 를 선택하면 모든 사용자가 주체가 된다. 

 
 

• 사용자명 : 시스템 사용자명에서 주체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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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역할 : 보안역할에서 주체를 선택할 수 있다. 

 
 

• 보안그룹 : 보안그룹 카테고리에서 주체를 선택할 수 있다. 

 
 
허용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하여 파일 또는 파일 그룹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다. 빈란으로 두면 모든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아래는 
“/var/adm/messages” 파일은 syslogd 프로그램만 접근할 수 있음을 규정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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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아이피를 통하영 파일 또는 파일 그룹에 접근할 수 
있는 지를 규정한다. 빈란을 두면 모든 아이피에서 허용을 의미한다. 아래는 
“192.168.1.212”에서만 접근할 수 있음을 규정한 예이다. 
 

 
 
파일 또는 파일 그룹에 대한 오퍼레이션은 rwx 퍼미션 외에 create, delete, 
rename, chmod, chown 등을 구분하여 제공한다. 아래는 로그데몬이 
로그파일을 생성하고 백업하기 위하여 read, write, execute, create, delete, 
rename 만 할 수 있도록 설정한 예이다. 
 

 
 
[추가] 버튼을 누를 경우 해당 [경유 프로그램]이 없으면 다음과 같은 경고 
메시지가 나타난다. 

 
 
[경유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추가]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ACL 정책이 
설정된다. 
 



제 7 장 RedCastle 주요 기능 

- 309 - 

 
 
ACL 규칙 작성은 [추가], [편집], [삭제] 버튼을 이용하여 ACL 정책이 추가, 편집, 
삭제될 수 있다. 
• 추가 : 새로운 접근통제 규칙을 추가 
• 편집 : 선택된 접근통제 규칙을 편집 
• 삭제 : 선택된 접근통제 규칙을 삭제 
 
 정책은 추가로 여러 정책을 둘 수 있으며 상위의 정책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ACL 규칙 작성이 완료되며 [다음] 버튼을 누른면 정책 옵션 설정창이 나타난다. 

 
 
정책 옵션 설정창에서는 다음과 같이 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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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책 비활성화 : 정책 DB 에서삭제하지 않으면서 임의적 접근통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자 할 때 체크 

• i-node 값 변경 자동 추적 : 정책에 등록된 파일이 삭제 후 다시 생성되었을 
때 변경된 i-node 값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여 기존에 작성된 정책의 
유효성을 보장할 때 사용 

 
[마침]을 누르게되면 다음과 같이 ACL 정책이 등록된다. 
 

 
 
 
(2) ACL 수정 
등록된 임의적 접근통제 정책을 수정할 경우 좌측 화면에서 해당 정책을 
선택하고 우측화면에서 파일 또는 파일그룹에 대한 ACL 정책을 선택한 후 
마우스의 우측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팝업메뉴에서 [ACL 수정]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파일 객체 등록 팝업창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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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먼지 과정은 [ACL 추가]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파일 객체 등록창에서는 
파일 또는 파일그룹을 추가, 삭제할 수 있다. DC 규칙 작성 창에서는 접근통제 
규칙을 추가, 편집, 삭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옵션을 설정하고 [마침] 
버튼을 누르면 ACL 정책이 수정된다. 
 
(3) ACL 삭제 
등록된 임의적 접근통제 정책을 삭제할 경우 좌측 화면에서 해당 정책을 
선택하고 우측화면에서 파일 또는 파일그룹에 대한 ACL 정책을 선택한 후 
마우스의 우측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ACL 삭제]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삭제를 확인한다. 
 

 
 
삭제가 선택되면 해당 ACL 정책을 목록에서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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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거부 목록 관리는 해당 에이전트가 접속된 상태이어야 한다. 먼저 
좌측화면에서 접속된 해당 에이전트를 선택해야 한다. 
 

 
 
허용/거부 목록 관리 설정을 위해서는 우측화면 상단의 다섯번째 아이콘인 
[임의적 접근통제] 아이콘을 선택하면 된다. 
 

 
 
[임의적 접근통제] 아이콘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허용/거부 목록 관리 화면이 
나타난다. 
 

 
 
[좌측화면] 
• ACL 정책관리 

- 임의적 접근통제 : 파일 또는 파일 그룹에 대하여 주체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ACL(Access Control List) 설정 
• 허용/거부 목록 관리 

- 명령어 통제 목록 : 보안관리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목록 
- SETUID 목록 : 인가된 SETUID 목록 

7.6 
 
허용/거부 목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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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LL 차단 목록 : 보안관리자만이 KILL 할 수 있는 프로세스 목록 
※ SU 허용 목록 : 사용자 관리에서 정의. Root-to-User 로의 SU 통제 

 
[우측화면] 
• 좌측 화면의 트리에서 임의적 접근통제 정책을 선택하면 우측화면에 관련 

접근통제 정책이 나타난다. 
• 보안관리자는 임의적 접근통제 정책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다. 
 
 
7.6.1 명령어 통제 목록 
 
명령어 통제 목록은 허용 및 거부 목록의 하나로 보안관리자만이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를 등록한다. 
• 명령어 통제 목록에 있는 명령어는 보안관리자만이 실행할 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는 실행할 수 없다. 
 
명령어 통제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좌측 화면에서 [명령어 통제 목록]을 
선택하고 우측 화면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명령어 추가]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명령어 실행 통제창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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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통제할 명령어는 경로없이 이름만 입력하면 되며 목록에만 등록하고 
적용하지 않을 것인지 바로 적용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음은 “shutdown” 을 명령어 통제 내역을 설정한 예이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실행 통제 명령어가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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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명령어를 삭제할 경우 우측 화면에서 해당 명령어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명령어 삭제]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명령어 삭제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해당 명령어가 삭제된다. 
 

 
 
 
7.6.2 SETUID 통제 목록 
 
SETUID 통제 목록은 허용 및 거부 목록의 하나로 SETUID 목록에 등록된 
프로그램의 실행만을 허용한다. 
• SETUID 통제 목록에 등록된 setuid 프로그램만 실행이 허용되며 

등록되지않은 setuid 프로그램의 실행은 거부된다. 
 
SETUID 통제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좌측 화면에서 [SETUID 통제 목록]을 
선택하고 우측 화면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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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uid 추가]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SETUID 파일 실행 통제창이 
나타난다. 
 

 
 
SETUID 파일 실행통제 창에서는 SETUID 파일명을 절대경로를 포함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다음은 “/usr/bin/passwd” 을 SETUID 파일 실행 통제 내역으로 설정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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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기타란에 “Root 생성 옵션”을 체크하면 프로세서로 가동하는 파일일 경우 root 프로세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SETUID 파일 실행 통제 목록에 등록된다. 
 

 
 
등록된 명령어를 삭제할 경우 우측 화면에서 해당 명령어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Setuid 삭제]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SETUID 프로그램 삭제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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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버튼을 누르면 해당 SETUID 프로그램이 삭제된다. 
 

 
 
 
7.6.3 KILL 차단 목록 
 
KILL 차단 목록은 허용 및 거부 목록의 하나로 보안관리자 또는 시스템관리만이 
KILL 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를 등록한다. 
• KILL 차단 목록에 있는 프로세스는 보안관리자 또는 시스템관리자만이 

KILL 할 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는 KILL 할 수 없다. 
 
KILL 차단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좌측 화면에서 [KILL 차단 목록]을 
선택하고 우측 화면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KILL 추가]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프로세스 KILL 차단창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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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프로세스명을 입력한다. 프로세스명은 ‘ps –ef’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 명령행을 입력하여야 한다. 옵션으로 보안관리자 외에 SA 
사용자(보안사용자)에게 KILL 을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차단할 KILL 시그널을 선택할 수 있다. 
다음은 RedCastle 의 통신 데몬인 “/usr/local/redcastle/sbin/sosd” 를 등록한 
예이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KILL 차단 프로세스가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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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KILL 차단 프로세스를 삭제할 경우 우측 화면에서 해당 명령어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팝업메뉴가 나타난다. 
 

 
 
[KILL 삭제]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KILL 차단 프로세스 삭제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해당 KILL 차단 프로세스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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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Castle 에서는 보안로그로 SecureOS 로그, 서버 Firewall 로그, 시스템 
모니터링 로그 등 보안 로그를 수집하여 관리한다. 시스템 로그 분석를 
위해서는 해당 에이전트가 접속된 상태이어야 한다. 먼저 좌측화면에서 접속된 
해당 에이전트를 선택해야 한다. 
 

 
 
보안로그 분석을 위해서는 우측화면 상단의 여섯번째 아이콘인 [보안 로그] 
아이콘을 선택하면 된다. 
 

 
 
[보안 로그] 아이콘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보안 로그 분석 화면이 나타난다. 
 

 
 
• 좌측 화면 : 보안 로그 종류를 트리 형식으로 나타낸다. 
• 우측화면 : 해당 로그의 세부 내역을 나타낸다. 
 
 
보안 로그는 좌측 화면의 트리 형식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다. 
 

7.7 
 
보안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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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e Log : RedCastle 의 서버 보안 기능에서 발생하는 로그이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Kernel 로그 : 보안커널에서 발생하는 로그 
- Local Manager 로그 : 해당 에이전트의 통신데몬에서 발생하는 로그 
- Log Daemon 로그 : 시스템 및 보안로그 수집기에서 발생하는 로그 
- RedCastle Application 로그 : RedCastle 응용 명령어에서 발생하는 로그. 

• IP Filter Log : 서버 방화벽 기능에서 발생하는 로그이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IP Filter 로그 : IP Filter 에서 발생하는 로그 

• System Monitoring : 시스템 모니터링 기능에서 발생하는 로그이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SysMon 로그 : 시스템 모니터링 로그 

 
 
우측 화면에 나타나는 보안로그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 타입 : 발생된 로그의 형태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Kernel : 보안커널 모듈(접근통제 모듈)에서 발생하는 로그 
- Local Manager : 해당 에이전트의 통신 및 보안관리 모듈에서 발생하는 
로그 

- Log Daemon : 시스템 로그 및 보안 로그 수집기에서 발생하는 로그 
- RedCastle Application : 기타 RedCastle 응용에서 발생하는 로그 
- IP Filter: IP Filter 에서 발생하는 로그 
- Sys Mon :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에서 발생하는 로그 

• 등급 : 경고의 등급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Info : 보안 기능의 시작 및 정지 
- Notice : 인증실패, 접근제어 및 IP Filter 정보 
- Warn : 누적된 임계치 초과 및 Warning 임계치 초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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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ror : 보안 기능 시작/정지 실패. 내부 메모리 및 Lock 오류 
- Critical : Critical 임계치 초과 및 감사 DB 포화로 인한 보안 기능 일시 중단 

• 발생시간 : 보안로그가 발생한 시간 
• 메시지 : RedCastle 보안로그 내역.  
 
해당 로그를 마우스의 좌측 버튼으로 두번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다. 
 

 
 
보안 로그는 좌측화면 하단의 아이콘 또는 우측하면에서 마이스 우측 버턴을 
누르면 나타나는 팝업 메뉴를 통하여 로그를 검색할 수 있다. 
 

  
 
• 검색 : 로그 검색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 위반로그 상세보기 : 보안 위반로그에 대한 상세보기를 제공한다. 
• 새로 고침 : 최신 정보로 로그뷰를 변경한다. 
• 이전 : 오른쪽에 보여지는 목록의 이전 목록을 보고자 할 때 사용된다. 
• 다음 : 오른쪽에 보여지는 목록의 다음 목록을 보고자 할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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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정보 : 우측 화면에서 선택된 로그의 세부 내역을 보여준다. 
 
 
검색 아이콘이나 팝업메뉴에서 검색 메뉴를 선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나타나며 각 조건에 따라 로그를 검색할 수 있다. 
 

 
 
• 타입 : 발생된 로그의 형태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등급 : 경고의 등급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날짜 : : 검색할 시작 날짜 및 끝 날짜. 날짜로 검색할 경우 [Enable]을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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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전체 보안로그 
 
전체 보안로그는 Secure Log, IP Filter Log, System Monitering Log 등 전체 
보안로그를 나타낸다. 전체 보안로그는 좌측화면에서 트리 최상단의 [보안 
로그]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좌측화면 하단의 아이콘 또는 
우측화면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사용하여 검색, 이전, 다음, 새로 고침 등을 
수행할 수 있다. 
 

 
 
 
7.7.2 서버 보안 기능 로그 
 
서버 보안 기능 로그는 보안 기능을 수행하는 커널 모듈 및 응용 모듈, 보안 관리 
모듈에서 발생하는 로그로 kernel, Agent(Local Manager), LogDaemon, 
RedCastle Apllication 로그로 구분된다. 
서버 보안 기능 로그는 좌측화면에서 트리의 [secure Log]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좌측화면 하단의 아이콘 또는 우측화면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사용하여 검색, 이전, 다음, 새로 고침 등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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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IP Filter 로그 
 
IP Filter 로그는 서버 방화벽 기능을 수행하는 IP Filter 의 로그를 나타낸다. IP 
Filter 로그는 좌측화면에서 트리 최상단의 [IP Filter Log]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좌측화면 하단의 아이콘 또는 우측화면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사용하여 검색, 이전, 다음, 새로 고침 등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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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시스템 모니터링 로그 
 
시스템 모니터링 로그는 시스템 모니터링 모듈에서 관리자가 설정한 성능 
한계치를 넘을 경우 발생하는 로그를 나타낸다. 시스템 모니터링 로그는 
좌측화면에서 트리 최상단의 [보안 로그-System Monitoring]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좌측화면 하단의 아이콘 또는 우측화면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사용하여 검색, 이전, 다음, 새로 고침 등을 수행할 수 있다. 
 

 
 
7.7.5 위반로그 상세보기 
 
위반로그 상세보기는 보안 위반한 로그들에 대한 상세보기를 제공한다. 우측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위반로그 상세보기 메뉴를 이용하여 
상세보기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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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구분 ] 
• 위반 로그 목록 : 위반 로그에 대한 상세 보기를 지원한다. 
• 검색 버튼 : 위반 로그에 대한 검색기능을 수행한다. 
• 새로그침 버튼 : 서버에서 위반 로그에 대한 로그를 새로 가져와서 리스트에 

뿌려준다.(검색 옵션이 초기화 되고 위반로그 처음 페이지를 가져온다.) 
• 이전 버튼 : 이전 페이지로 이동한다. 
• 다음 버튼 : 다음 위반 페이지로 이동한다. 
• 닫기 버튼 : 위반 로그 상세보기 창을 닫는다. 
 
가) 위반 로그 목록 
위반로그에 대한 상세 항목으로 보여주며  정렬 기능을 제공한다. 한 화면의 
항목의 개수는 50 개이고 위반로그가 50 개 이상 있을때에는 다음 버튼이 
활성화 됨으로 다음 위반로그를 볼 수 있다. 
 
위반로그 형식은 다음과 같다. 

 
• 타입 : 발생된 로그의 형태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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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적인 프로세스 생성 : 불법적인 프로세스 생성 위반 로그 
- 불법적인 su 권한이동 : 불법적인 su 권한이동 위반 로그 
- 불법적인 setuid 권한이동 : 불법적인 setuid 권한이동 위반 로그 
- 읽기 위반 : 읽기 위반 로그 
- 쓰기 위반 : 쓰기 위반 로그 
- 실행 위반 : 쓰기 위반 로그 
- 생성 위반  : 생성 위반 로그 
- 삭제 위반 : 삭제 위반 로그 
- Rename 위반 : Rename 위반 로그 
- 파일속성 변경 위반 : 파일 속성 변경 위반 로그 
- 파일소유자 변경 위반 : 파일 소유자 변경 위반 로그 
- 명령어 통제 위반 : 명령어 통제 위반 로그 
- SETUID 프로그램 실행 위반 : SETUID 프로그램 실행 위반 로그 
- 프로세스 Kill 위반 : 프로세스 KILL 위반 로그 
- Symbolic Link 열기 위반 : Symbolic Link 열기 위반 로그 
- FIFO 열기 위반 : FIFO 열기 위반 로그 
- Hard Link 생성 위반 : Hard Link 생성 위반 로그 
- CHROOT  취약성 위반 : CHROOT 취약성 위반 로그 
- Promiscuous mode 설정 : Promiscuous mode 설정 로그 
- 실행 허용한 명령어 : 실행 허용 명령 실행 및 목록에 추가, 삭제 변경 로그 

•  등급 : 경고의 등급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Info : 보안 기능의 시작 및 정지 
- Notice : 인증실패, 접근제어 및 IP Filter 정보 
- Warn : 누적된 임계치 초과 및 Warning 임계치 초과 정보 
- Error : 보안 기능 시작/정지 실패. 내부 메모리 및 Lock 오류 
- Critical : Critical 임계치 초과 및 감사 DB 포화로 인한 보안 기능 일시 중단 

• 발생시간 : 위반로그가 발생한 시간 
• 주체소유자 : 위반을 일으킨 주체의 소유자 
• 주체프로세스 : 위반을 일으킨 주체의 프로세스 
• 주체상태: 위반을 일으킨 주체의 상태(NC, UXR, UX, MU, MSA, MSO, SA, 

SO 가 될 수 있다.) 
• 주체그룹 : 주체가 소속된 보안 그룹 
• 객체명 : 보안 속성이 걸려진 자원 
• 객체상태 : 보안 속성이 걸려진 자원의 상태(NC, UXR, UX, MU, MSA, MSO, 

SA, SO 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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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체그룹 : 객체가 소속된 보안 그룹 
• 메시지 : RedCastle  위반로그 내역.  
 
나) 위반로그 검색 
위반로그의 세부검색 기능을 지원한다. 
 

 
 
• 주체 정보  

- 소유자: 주체의 소유명으로 검색한다. 
- 프로세스: 주체의 프로세스 명으로 검색한다. 
- 상태(역할) : 주체의 상태(역할)로 검색합니다. 

 
 
- 보안그룹: 주체가 속한 보안그룹을 검색합니다. 

• 객체 정보 



RedCastle 관리자 설명서 

- 332 - 

- 객체명: 객체명으로 검색합니다. 
- 상태(역할): 객체의 상태(역할)로 검색합니다. 

 
- 보안그룹: 객체가 속한 보안그룹을 검색합니다. 

 
• 타입 : 접근통제 위반 타입으로 검색합니다. 

 
 

• 날짜 : : 검색할 시작 날짜 및 끝 날짜. 날짜로 검색할 경우 [Enable]을 
체크해야 한다. 

 
rcmu 인 사용자가 읽기 위반을 한 목록을 검색하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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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정보의 소유자에 rcmu 를 작성하고 타입란에 읽기 위반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한다. 그러면 서버에서 해당하는 위반 로그를 가져와서 다음과 같은 
목록을 보여준다. 
 

 
 
목록의 항목이 50 개 이상이므로 다음 버튼을 눌러 다음 페이지의 항목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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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항목이 없을때에는 다음 버튼이 비 활성화 된다. 
 

 
 
검색 옵션을 초기화 하고 모든 위반 로그의 첫 페이지를 보고 싶다면 
새로고침을 클릭한다. 
 



제 7 장 RedCastle 주요 기능 

-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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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Castle 에서는 UNIX 시스템 자체에서 발생하는 로그를 수집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시스템 로그 분석를 위해서는 해당 에이전트가 접속된 상태이어야 
한다. 먼저 좌측화면에서 접속된 해당 에이전트를 선택해야 한다. 
 

 
 
시스템 로그 분석을 위해서는 우측화면 상단의 일곱번째 아이콘인 [시스템 
로그] 아이콘을 선택하면 된다. 
 

 
 
[시스템 로그] 아이콘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시스템 로그 분석 화면이 
나타난다. 
 

 
 
• 좌측 화면 : 시스템 로그 종류를 트리 형식으로 나타낸다. 
• 우측화면 : 해당 로그의 세부 내역을 나타낸다. 
 

7.8 
 
시스템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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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로그는 좌측 화면의 트리 형식으로 구성되며 Solaris 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시스템 로그를 제공한다. 
 

 
 
• Current Login User : utmp/utmpx 에 해당되며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내역을 나타낸다. 
• Login Failed Log : loginlog 에 해당되며 실패한 로그인 시도를 나타낸다. 
• Login History : wtmp/wtmpx 에 해당되며 사용자의 로그인, 로그아웃, 시스템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을 나타낸다. 
• Last Login Log : lastlog 에 해당되며 각 사용자의 가장 최근에 로그인한 

시간을 나타낸다. 
• Su Command Log : sulog 에 해당되며 su 명령어를 사용한 내역을 나타낸다. 
• System Log : messages 에 해당되며 syslog 데몬에 의해서 생성되는 시스템 

로그를 나타낸다. 
• Last Command : accpt/pacct 에 해당되며 사용별 실행되는 모든 명령어를 

기록하고 있다. 
 
시스템 로그는 좌측화면 하단의 아이콘 또는 우측하면에서 마이스 우측 버턴을 
누르면 나타나는 팝업 메뉴를 통하여 로그를 검색할 수 있다. 
 

        
 
• 검색 : 로그 검색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 새로 고침 : 최신 정보로 로그뷰를 변경한다. 
• 이전 : 오른쪽에 보여지는 목록의 이전 목록을 보고자 할 때 사용된다. 
• 다음 : 오른쪽에 보여지는 목록의 다음 목록을 보고자 할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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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Current Login Log 
 
Current Login User 는 utmp/utmpx 에 해당되며 현재 서버로 로그인된 사용자 
정보를 제공한다. utmp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 아니므로 일반 편집기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who, w, whodo, users, finger 등의 명령어가 utmp 
파일을 참조하여 관련 정보를 사용자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보여준다. 
RedCastle 에서 제공하는 Current Login User 는 utmp 파일의 형식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 사용자 : unix 사용자 명 
• 터미널 : 접속한 터미널 장치 이름 
• 날짜 : 사용자가 로그인한 시간 
• 호스트 : 원격 로그인시 원격 호스트명 
 
Cuurent Login User 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며 좌측화면 하단의 아이콘 
또는 우측화면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사용하여 검색, 이전, 다음, 새로 고침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검색 아이콘이나 팝업메뉴에서 검색 메뉴를 선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나타나며 각 조건에 따라 로그를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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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명 : 검색할 unix 사용자명 
• 호스트 : 검색할 사용자 로그인 호스트명 
• 날짜 : 검색할 시작 날짜 및 끝 날짜. 날짜로 검색할 경우 [Enable]을 

체크해야 한다. 
 
 
7.8.2 Login Fail Log 
 
login Fial Log 는 loginlog 에 해당되며 로그인 실패한 사용자의 정보를 조회한다.   
일반적으로 System V 계열의 유닉스에서는 사용자가 5 번째 로그인 시도에 
실패하면 시스템에서 강제로 접속을 끊고 loginlog 에 이를 기록한다. loginlog 
파일은 text 형태의 파일로 저장되므로 vi 등의 편집기로 확인할 수 있다. 
RedCastle 에서 제공하는 Login Failed Log 는 loginlog 파일의 형식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 날짜 : 로그인에 실패한 날짜와 시간 
• 사용자 : 로그인에 실패한 사용자명 
• 터미널 : 로그인에 실패한 사용자가 접속을 시도한 터미널 
 
Login Failed Log 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며 좌측화면 하단의 아이콘 
또는 우측화면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사용하여 검색, 이전, 다음, 새로 고침 등을 
수행할 수 있다. 
 



RedCastle 관리자 설명서 

- 340 - 

 
 
검색 아이콘이나 팝업메뉴에서 검색 메뉴를 선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나타나며 각 조건에 따라 로그를 검색할 수 있다. 
 

 
 
• 사용자명 : 검색할 unix 사용자명 
• 날짜 : 검색할 시작 날짜 및 끝 날짜. 날짜로 검색할 경우 [Enable]을 

체크해야 한다. 
 
 
7.8.3 Login History 
 

Login History 에서는 wtmp/wtmpx 에 해당되며 사용자의 로그인 이력정보, 서버 
시작/종료, 서버 시간 변경에 관한 로그 등을 조회한다. wtmp 파일은 바이너리 
형태로 "last"라는 명령을 이용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RedCastle 에서 제공하는 Login History 는 wtmp 파일의 형식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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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 unix 사용자 
• 터미널 : 접속한 터미널 장치 이름 
• 로그인시간 : 로그인 날짜 및 시간 
• 로그아웃시간 : 로그아웃 날짜 및 시간 
• 호스트 : 원격 로그인시 원격 호스트명 
 
Login History 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며 좌측화면 하단의 아이콘 또는 
우측화면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사용하여 검색, 이전, 다음, 새로 고침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검색 아이콘이나 팝업메뉴에서 검색 메뉴를 선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나타나며 각 조건에 따라 로그를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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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입 : 검색할 로그의 종류를 나타내며 All, Boot, Date, Login 으로 구분된다. 
 

 
 
- Boot : 시스템 부팅 및 shutdown 에 관려된 로그를 나타낸다. 

 
 
- Date : 시간변경에 관련된 로그를 나타낸다. 

 
 

- Login : 사용자의 로그인 내역을 나타낸다. 

 
 

• 사용자명 : 검색할 사용자명. 타입이 Boot 또는 Date 일 경우 사용자명을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 

• 호스트명 : 사용자가 로그인한 호스트명. 타입이 Boot 또는 Date 일 경우 
호스트명을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 

• 날짜 : 검색할 시작 날짜 및 끝 날짜. 날짜로 검색할 경우 [Enable]을 
체크해야 한다. 

 
 



제 7 장 RedCastle 주요 기능 

- 343 - 

7.8.4 Last Login Log 
 
Last Login Log 에서는 lastlog 에 해당되며 사용자별 최근 로그인 정보를 
조회한다. lastlog 는 동일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전 내용을 overwrite 함으로써 
갱신한다. lastlog 파일은 utmp, wtmp 파일과 함께 login 프로그램에 의해 사용자 
인증 후 기록되는 로그파일로써 binary 형태로 저장되며 lastlog 명령어를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RedCastle 에서 제공하는 Last Login Log 는 loginlog 파일의 형식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 사용자 : unix 사용자명 
• 터미널 : 접속한 터미널 장치 이름 
• 날짜 : 가장 최근에 로그인한 날짜 및 시간 
• 호스트 : 원격 로그인시 원격 호스트명 
 
 
Last Login Log 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며 좌측화면 하단의 아이콘 
또는 우측화면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사용하여 검색, 이전, 다음, 새로 고침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검색 아이콘이나 팝업메뉴에서 검색 메뉴를 선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나타나며 각 조건에 따라 로그를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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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 검색할 unix 사용자명 
• 호스트 : 검색할 호스트명 
• 날짜 : 검색할 시작 날짜 및 끝 날짜. 날짜로 검색할 경우 [Enable]을 

체크해야 한다. 
 
7.8.5  Su Commaned Log 
 

Su Commaned Log 는 sulog 에 해당되며 su(substitute user) 명령어를 사용한 

결과를 나타낸다.  

su 는 시스템에 로그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 사용자 ID 로 전환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명령어로서 전환하고자 하는 해당 사용자의 ID 와 패스워드 

검증 절차를 제공한다.su 명령어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해당 

사용자 ID 로 변환하게 되면 su 명령어를 수행한 사용자의 effective UID 가 

변환된 사용자의 UID 로 변경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은 utmp 와 wtmp 에 

반영되지 않는다. sulog 파일은 text 형태의 파일로 저장되므로 vi 등의 

편집기로 확인할 수 있다. 

 

[주의]   messages 파일은 syslog 데몬에 의하여 기록되며 관리자가 syslog 데몬을 실행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RedCastle 에서 제공하는 Su Caommand Log 는 sulog 파일의 형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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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며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 날짜 : su 명령어를 사용한 날자와 시간 
• 결과 : su 실행 결과. +는 성공, -는 실패 
• 터미널 : su 명령어를 실행한 사용자의 터미널 
• 이전 사용자 : su 명령어를 실행한 사용자명 
• 이후 사용자 : su 명령어를 통하여 권한이동한 사용자명 
 
Su Commaned Log 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며 좌측화면 하단의 아이콘 
또는 우측화면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사용하여 검색, 이전, 다음, 새로 고침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검색 아이콘이나 팝업메뉴에서 검색 메뉴를 선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나타나며 각 조건에 따라 로그를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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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 su 명령어를 실행한 사용자명 
• 변경 후 : su 명령어를 통하여 변경된 사용자명 
• 결과 : su 명령어 실행결과. 체크 : +(성공), 미체크 : -(실패), 회색 : 

상태없음을 의미 
 

[주의]   검색창에 아무런 조건을 넣지 않더라도 결과란의 미체크는 su 실패를 의미하므로 su 
명령어의 실패 기록만을 출력한다. 

 
• 날짜 : 검색할 시작 날짜 및 끝 날짜. 날짜로 검색할 경우 [Enable]을 

체크해야 한다. 
 
 
7.8.6 System Log 
 

System Log 에서는 mesaages 에 해당되며 syslog 데몬에 의하여 생성되는 

시스템 로그를 나타낸다. 

messages 로그파일은 대단히 방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시스템 관리자가 
시스템 장애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도 messages 파일을 점검한다. 이 
파일에는 파일시스템 full, device failure, 시스템 설정 오류 등의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시스템의 장애 원인을 찾기 위한 것 이외에서 보안 측면에서도 
messages 파일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messages 파일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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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으로 인해 공격을 받았는지에 대한 흔적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messages 파일은 text 형태의 파일로 저장되므로 vi 등의 편집기로 확인할 수 
있다. 
RedCastle 에서 제공하는 System Log 는 messages 파일의 형식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 날짜 : 시스템 로그가 발생한 날짜 및 시간 
• 호스트 : 시스템 로그를 발생시킨 호스트. 해당 서버의 호스트명을 나타낸다. 
• 데몬 : 시스템 로그를 발생시킨 데몬. 시스템 로그를 발생 시킨 프로그램명을 

의미한다. 
• 메시지 : 시스템 로그 내용 
 
System Log 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며 좌측화면 하단의 아이콘 또는 
우측화면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사용하여 검색, 이전, 다음, 새로 고침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검색 아이콘이나 팝업메뉴에서 검색 메뉴를 선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나타나며 각 조건에 따라 로그를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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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트명 : 검색할 호스트명. 해당 서버의 호스트명이므로 큰 의미가 없다. 
• 로그 발생 프로그램 : 검색할 프로그램 명. 시스템 로그를 발생시킨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 날짜 : : 검색할 시작 날짜 및 끝 날짜. 날짜로 검색할 경우 [Enable]을 

체크해야 한다. 
 
 
7.8.7 Last Command 
 

Last Command 은 acct/pacct 에 해당되며 사용자들이 실행한 명령어들을 

조회한다. Acctp/pacct 는 시스템 사용내역 즉, 프로세스 account 를 

의미하며 지금까지의 로그파일들은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느 계정으로 

시스템에 접근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해킹 

피해시스템의 피해 정도와 백도어 설치여부 등을 알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불법침입한 공격자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acct 및 pacct 파일은 사용자가 직접 읽을 수 없는 binary 형태로 

사용자가 수행한 단일명령어의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이 내용은 acct 

또는 pacct 파일의 내용을 사용자가 읽기 가능한 형태로 출력하는 

lastcomm 이나 acctcom 명령어에 의하여 확인가능하다. 

 

[주의]   acct/pacct 또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관리자가 accounting을 
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RedCastle 에서 제공하는 Last Log 는 acct/pacct 파일의 형식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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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어 : 실행된 명령어 이름 
• 사용자 : 명령어를 실행한 사용자 
• 시작시간 : 명령어가 실행된 날짜 및 시간 
• 사용시간 : 명령어의 사용 시간(sec) 
 
Last Log 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며 좌측화면 하단의 아이콘 또는 
우측화면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사용하여 검색, 이전, 다음, 새로 고침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검색 아이콘이나 팝업메뉴에서 검색 메뉴를 선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나타나며 각 조건에 따라 로그를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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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명 : 검색할 unix 사용자명 
• 명령 : 검색할 명령어 
• 날짜 : 검색할 시작 날짜 및 끝 날짜. 날짜로 검색할 경우 [Enable]을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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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정보 관리를 위해서는 해당 에이전트가 접속된 상태이어야 한다. 먼저 
좌측화면에서 접속된 해당 에이전트를 선택해야 한다. 
 

 
 
시스템 일반 관리를 위해서는 우측화면 상단의 마지막 아이콘인 [시스템 정보] 
아이콘을 선택하면 된다. 
 

 
 
[시스템 정보] 아이콘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시스템 일반 관리 화면이 
나타난다. 
 

 
 
• 좌측 화면 : 시스템 정보를 트리 형식으로 나타낸다. 
• 우측 화면 : 좌측 화면에서 선택한 시스템 정보에 대항 내역을 보여준다. 
 
 

7.9 

 

시스템 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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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일반 관리에서 보여주는 시스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시스템 정보 : 해당 시스템에 대한 일반 정보를 나타낸다. 
• 파티션 정보 : 해당 시스템의 파티션 구성 내역을 나타낸다. 
• 프린터 정보 : 해당 시스템에서 구성한 프린터 정보를 나타낸다. 
• 하드웨어 정보 : 해당 시스템의 디스크, CPU,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정보를 

나타낸다. 
• 소프트웨어 정보 : 해당 시스템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내역을 보여준다. 
• 시스템 정보를 트리 형식으로 나타낸다. 
 
 
7.9.1 시스템 일반정보 
좌측 화면 최상단 트리인 [시스템 정보]를 선택하면 서버명칭, 운영체제를 
비롯한 시스템 일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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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파티션 정보 
좌측 화면의 [파티션 정보]를 선택하면 서버의 디스크 파티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7.9.3 프린터 정보 
좌측 화면의 [프린터 정보]를 선택하면 서버 설정된 프린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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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하드웨어 정보 
좌측 화면의 [하드웨어 정보]를 선택하면 서버의 하드웨어 장치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하부 트리를 이용하여 디스크 정보, CPU 
정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정보 등 세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가. 디스크 정보 
좌측 화면의 [하드웨어 정보] 하위의 [디스크 정보]를 선택하면 서버에 설치된 
디스크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나. CPU 정보 

좌측 화면의 [하드웨어 정보] 하위의 [CPU 정보]를 선택하면 서버에 설치된 
CPU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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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Network Interface 
 
좌측 화면의 [하드웨어 정보] 하위의 [Network Interface]를 선택하면 서버에 
설치된 Network Interface Card 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7.9.5 소프트웨어 정보 
좌측 화면의 [소프트웨어 정보]를 선택하면 서버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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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보고서 

개    요 
본 장에서는 RedCastle 의 보고서 기능에 대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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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에이전트에서 발생한 보안로그를 조건에 따라 출력하거나 로그인 
관련 정보와 보안위반 사항에 대한 통계보고서등을 생성하는 기능이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해당 에이전트가 접속된 상태이어야 한다. 먼저 
좌측화면에서 접속된 해당 에이전트를 선택해야 한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보고서]–[보고서 마법사] 메뉴 또는 상단 [보고서] 
아이콘을 선택한다. 
 

       
 
[보고서 마법사]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보고서 작성을 마법사가 
나타난다. 
 

 
 

8.1 

 

보고서 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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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보고서 유형을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보고서 생성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난다. 
 

 
 
• 보고서 생성에 사용할 데이터 일자 구간을 설정한다. 

- 설정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1 일이다. 
- ‘보안 환경 정보 보고서’는 현재 설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날짜를 

지정할 수 없다. 
 

• 정렬방법은 생성할 보고서의 정렬방법을 설정한다. 
- 일별정렬 : 생성된 보고서를 일별 단위로 보여준다. 
- 주별정렬 : 생성된 보고서를 주별 단위로 보여준다. 
- 월별정렬 : 생성된 보고서를 월별 단위로 보여준다. 
- ‘보안 환경 정보 보고서’는 현재 설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렬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 
 

•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을 체크하면 기존에 동일 조건으로 생성한 보고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보고서를 새로 
생성한다. 

 
•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을 체크하지 않으면 이전에 동일 조건으로 보고서를 

생성한 적이 없는 경우만 새로 보고서를 생성하며,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기존 보고서를 화면에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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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의 목록에서 보고서를 선택하여 기존에 생성했던 보고서를 볼수도 있다. 
 
• 레포트 결과 보기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보고서가 나타나며 결과를 

조회하거나 프린터로 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다. 
 
• 새로 생성된 보고서 정보는 좌측의 목록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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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보안 위반 분석 보고서 
 
서버에서 발생한 보안위반 사항에 대하여 상세,  및 통계 보고서를 생성한다.  
 
가. 보안위반 상세 보고서 

 
 
나. 보안위반 통계 보고서 

 

8.2 

 

제공 보고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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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비스 및 세션 제한 위반 상세 보고서 

 
 
 
8.2.2 로그인 분석 보고서 
서버에서 발생한 로그인 관련 정보에 대한 통계보고서를 생성한다 
 
가. 로그인 실패 로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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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자 별 로그인 이력 보고서 

 
 
 
다. IP 별 로그인 이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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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용자 별 분석 보고서 

 
 
 

마. IP 별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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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정책 및 정보 보고서 
 
가. 시스템 정보 보고서 

 
 
 
나. 방화벽 정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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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안사용자 목록 보고서 

 
 
 
라. 보안설정 정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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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부가 기능 

개   요 
본 장에서는 RedCastle ESM  보안관리 기능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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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Castle 에서는 ESM 관리와 SecureOS 가 설치 서버의 관리가 분리되어 

이루어진다. ESM 보안 관리는 [ESM 관리] 메뉴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ESM 

사용자 관리와 화면보호기 관리 기능으로 구분된다. 

 

 
 
9.1.1 ESM 사용자 관리 
 
ESM 사용자 관리는 ESM 관리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메뉴이다. 
ESM 사용자 관리에서는 ESM 을 실행할 수 있는 사용자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갖는다. ESM 사용자에 대한 조회, 추가, 삭제를 위해서는 [ESM 관리]-[ESM 
사용자 관리] 메뉴를 선택한다. 
 

 
 
[ESM 사용자 관리]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팝업창이 나타난다. 
 

9.1 

 

ESM 보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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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추가 : ESM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다. 
• 사용자 삭제 : ESM 사용자를 삭제한다. 
• 닫기 : 현 상태를 저장후 종료한다. 
 
상단 ESM 사용자 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이름 : ESM 사용자 ID 

-  : 삭제 가능한 ESM 사용자 

-  : 삭제할 수 없는 ESM 사용자 
• 전체 이름 : 사용자를 구분하기 위한 이름 정보 
• 설명 : 사용자를 구분하기 위한 부가 정보 
 
가. 사용자 추가 
 
[사용자 추가]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새 사용자 추가 팝업창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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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이름 : 영문, 숫자, 한글 등으로 구성된 사용자 ID 를 입력 
• 전체 이름 :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이름 정보를 입력 
• 패스워드 : ESM 구동시 사용할 패스워드 입력 
• 패스워드 확인 : 패스워드란에 입력한 패스워드를 한번더 입력 
• 추가 버튼 : 새 ESM 사용자 정보를 추가한다. 
• 닫기 버튼 : 새 ESM 사용자 추가를 종료한다. 
•  
ESM 관리자가 사용자를 등록할 때 입력한 패스워드 값은 관리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등록하며, 등록된 패스워드는 해당 사용자에게 구두 혹은 유선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해당 사용자는 ESM 로그인 후 ESM 패스워드 변경 과정을 
통해 패스워드를 변경하도록 권고한다 
 
나. 사용자 삭제 
 
ESM 사용자 삭제를 위해서는 ESM 사용자 목록에서 해당 사용자를 선택하고 
[사용자 삭제]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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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삭제]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사용자 삭제에 대하여 한번 확인한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사용자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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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ESM 사용자 패스워드 변경 
 
현재 로그인한 ESM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ESM 관리]-
[사용자 암호 변경] 메뉴를 선택한다. 
 

 
 
[사용자 암호 변경]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팝업창이 나타난다. 
 

 
 
• 이전 패스워드 : 현재 사용중인 패스워드를 입력 
• 새 패스워드 : 변경할 패스워드를 입력 
• 패스워드 확인 : 새 패스워드를 한번 더 입력 
 
 
9.1.3 화면잠금 설정 
 
ESM 이 설치된 Windows 시스템의 화면잠금 설정 위해서는 [도구]-[화면잠금 
설정] 메뉴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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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잠금 설정]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의 팝업 메뉴를 생성한다. 
 

 
 
[ 기능 구분 ] 
• 최대 대기기간(default:60) 

ESM 최초 등록한 사용자가 설정하며 최대 대기기간을 설정한다. 
• 대기 기간(default:60) 

화면 잠금이 시작되는 시간을 설정한다. 
• 화면 잠금 기능 활성화 (default:checked) 

화면 잠금 기능의 활성화 상태를 나타낸다. 보안을 위해서 활성화 상태로 
유지한다. 

 
[ 하단 버튼 ] 
• 확인 : 현재 설정된 환경을 적용하고 종료 
• 취소 : 현재까지의 작업을 취소하고 종료 
 

 
9.1.4 화면잠금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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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 이 설치된 Windows 시스템의 화면보호기를 즉시 실행하기 위해서는 
[ESM 관리]-[화면잠금 실행] 메뉴 또는 [화면 잠금] 아이콘을 선택한다. 
 

  
 
[화면잠금 실행] 메뉴를 선택하면 화면잠금이 실행된다. (ESM 화면이 
없어진다.) 

 
 
• 사용자 이름 : ESM 으로 접속한 사용자 이름 
• 사용자 암호 : ESM 으로 접속한 사용자 암호 
 
9.1.5 화면잠금 해제 
 
화면잠금 해제 가능한 사용자는 ESM 관리자와 ESM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가능하다. 화면잠금 해제를 위해서는 ESM 로그인한 사용자로 로그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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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증이 실패하면 다음과 같은 실패 메시지를 출력한다. 

 
 
패스워드 인증이 실패하면 다음과 같은 실패 메시지를 출력한다. 

 
 
인증이 성공하면 ESM 화면으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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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무결성 관리 
 
ESM 의 무결성 관리를 위해서는 [ESM 관리]–[ESM 무결성 관리] 메뉴를 
선택한다. 
 

 
 
[ESM 관리]-[ESM 무결성 관리] 메뉴를 선택하면 무결성 관리 팝업창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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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구분] 
• 항목 추가 : 무결성 검사 목록 구성을 위한 파일 추가 
• 항목 삭제 : 무결성 검사 목록에서 파일 삭제 
• 무결성 검사 : 무결성 검사 수행 
• 결과 업데이트 : 현재 수행한 무결성 검사 결과로 업데이트 
• 로그 목록 : 무결성 점검 및 상태 로그 
• 닫기 : 무결성 검사 종료 
 
좌측 목록은 무결성 점검 파일 및 결과를 나타낸다. 

 
 
 
• 파일명 : 무결성 점검 목록 파일 
• 점검일시 : 무결성 점검 일시 
• 결과 : 무결성 점검 결과 
• 경고 : 무결성 점검 목록에 있는 파일의 경로 
 
(1) 항목 추가 
[항목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무결성 점검 목록을 구성할 수 있다. [항목 추가]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팝업창이 나타난다. 



RedCastle 관리자 설명서 

- 378 - 

 
 
파일 오픈 팝업창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 누르면 다음과 같이 무결성 
검사 목록이 구성된다.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타난다. 
 
 
(2) 항목 삭제 
다음과 같이 무결성 점검 항목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자. 
 
무결성 검사 항목에서 삭제하기 위해서는 목록에서 해당 파일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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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con.exe’을 삭제한 후 결과는 다음과 같다. 

 
 
 
(3) 무결성 검사 
RedCastle 에서는 무결성 검사를 위하여 해쉬알고리즘인 ‘SHA-1’을 사용한다. 
최초 무결성 검사를 위해서는 [무결성 검사]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무결성 
검사 여부를 묻는 팝업창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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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결성 검사가 완료되면 무결성 검사 시간과 결과가 나타나고 해당 파일에 대한 
무결성 검사값이 보존된다. 

 
 
최초 무결성 검사에서는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나타난다. 이후 무결성 
검사에서는 이전 무결성 검사값과 현재 수행한 무결성 검사값을 비교하여 
결과를 나타낸다. 
 
예) ‘c:\test.txt’ 파일을 추가 및 검사하여 정상인지 확인한다. 

이 파일을 변경한 후 다시 검사시 변조 여부를 판단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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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파일 위변조 발생 
파일 위변조가 발생한 경우 이전에 해당 파일에 대하여 작업한 경우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 파일은 정책 변경 후 무결성 검사를 하지 않아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파일 위변조 발생이 확인되었을 경우 보안관리자는 원인을 분석하고 백업 파일을 이용하여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3) 업데이트 
새로이 무결성 검사를 하였을 경우 반드시 최근의 값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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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결성값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 여부를 
묻는 팝업창이 나타난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되고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나타난다. 

 
 

[주의] 무결성값 업데이트 
새로이 무결성 검사를 하였을 경우 반드시 최근의 값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무결성 검사시 
파일 위변조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한후 무결성 검사를 재실시하고 무결성 값을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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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Castle SecureOS 가 설치된 서버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RedCastle 
ESM 을 지정할 수 있다. RedCastle SecureOS 에서 RedCastle ESM 에 대한 
접속제한은 다음과 같이 이뤄어진다. 
• RedCastle ESM  접근제어 환경파일이 존재 하지 않을 경우, 설정 값이 없는 

것으로 간주 
• Access Control 을 적용할 경우, 해당 RedCastle ESM  접근제어 환경파일을 

규칙에 맞게 작성 
• ROLE 을 먼저 필터링 한 후에, 사용자의 ID, IP 를 필터링 
• ACL 테이블을 작성한 후의 결과는 이후 ESM 접속시부터 반영 

 

RedCastle ESM 접근제어 환경 파일은 “/usr/local/redcastle/etc” 

디렉토리에 위치하며 sods.allow 파일과 sosd.deny 파일로 구성된다. 

sosd.allow 파일은 접속 허용 목록으로 접근을 허용할 사용자의 ROLE, 

USER NAME, IP 등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 접근을 허용할 사용자의 ROLE 을 등록한다. 

• 접근을 허용할 사용자의 ROLE 은 sosd.deny 의 ROLE 에 우선적으로 

허용된다. 

• 접근을 허용할 사용자의 USER NAME, IP 목록을 등록한다. 

• 목록에 등록된 사용자는 sosd.deny 에 우선적으로 허용된다. 

• 목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는, sosd.deny 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자동으로 허용한다. 

 

sosd.deny 파일은  접속 차단 목록은 USER NAME, IP 등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 접근을 차단할 사용자의 USER NAME, IP 목록을 등록한다. 

• 목록에 등록된 사용자라도 sosd.allow 에 등록되어 있으면 차단하지 

않는다.(허용 우선) 

• 목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는, host.allow 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접속을 허용한다. 

 

sosd.allow 및 sosd.deny 파일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ROLE:SO,SA,MU 

USER[,USER,USER]:IP[,IP,IP] 

 

ROLE 을 허용 및 차단 목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9.2 

 

REDCASTLE ESM 

접속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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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 구분자로‘:(COLON)’을 사용하며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음 

• 좌측 필드에 ROLE 이라는 예약어가 반드시 사용 

• 우측 필드에 허용 및 차단하기 위한 보안역할이 표기되며 보안역할은 

‘,(comma)’로 구분 

• 지정할 수 있는 보안역할은 SO(보안관리자), SA(시스템관리자), 

MU(보안사용자)이며 모든 보안 역할을 지정할 경우 ‘ALL’로 표기 

• 사용예 

- ROLE:ALL 

- ROLE:SO,SA,MU 

 

사용자와 IP 에 대한 허용 및 차단 목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필드 구분자로‘:(COLON)’을 사용하며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음 

• 좌측 필드에 USER NAME 이 표기되고 우측 필드에 IP 가 표기 

• 여러 사용자 또는 여러 IP 를 나열할 경우 ‘,(comma)’로 구분 

• 모든 사용자 또는 모든 IP 를 지정할 경우 ‘ALL’로 표기 

• IP 는 IP Subnet  형태(192.168.1.0/24)로 지정할 수 있으며 ‘-‘를 사용하여 IP 
RangeRange(192.168.1.102-105)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다. IP 
RangeRange 에서 ‘-‘는 IP 주소의 임의의 위치에 사용 가능하나 한번만 쓸 
수 있다. 

• 사용예 

- all:all 

- all:192.168.1.102  

- castle:192.168.1.0/24 

- castle,ymir:192.168.1.45 

- ALL:192.168.1.45,192.168.1.46 

- castle:192.168.1.102-105 

- castle:192.168.1-5.1 

 

[주의] RedCastle ESM 접속 제한 목록 표기 

ROLE, USER, IP 목록을 표기할 경우 빈칸이 없어야 한다. 또한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RangeRange 에서 ‘-‘는 IP 주소의 임의의 위치에 사용 가능하나 한번만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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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기술 지원 

개   요 
본 장에서는 ㈜레드게이트의 기술지원 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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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Castle 관련 본사의 기술지원은 아래와 같이 수행된다. 
 

 
 
 
 
 
 
 
 

10.1 

 

기술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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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배포 및 설치 지원 
 
본사는 RedCastle 배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을 지원한다. 
 
• RedCastle 이 판매되면 기술지원 부서는 고객과 시스템 설치 절차를 
협의한다. 이 과정에서 설치 일시 및 설치 인원이 배정된다. 
• 기술지원 배포담당자는 고객 사이트를 방문하여 대상 시스템 환경을 
분석한다. 설치 시스템에 대한 사용 목적 및 범위, 각 시스템에 대한 CheckList 를 
작성한다. 
• 실사 자료를 기반으로 설치 환경을 분석하고 배포 제품을 선정한다. 
 
설치가 완료되면 배포가 완료되면 RedCastle 설치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을 
지원한다. 
 
• 고객 사이트의 관리자가 설치 및 운영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품 설치에 앞서 설치 교육과 운영 교육을 실시한다. 
• RedCastle 배포 제품을 납품하고 이를 확인한다. 
• 고객 사이트에서 기술 지원 요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한다. 
 
배포가 완료되면 시험 및 시운전을 통하여 성능 및 기능을 시험하고 보안 환경을 
조정한다. 
 
 
10.2.2 시험 및 시운전 지원 
 
RedCastle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시험 및 시운전을 지원한다. 
 
• 제품 설치 후 동작 시험 
- 커널 모듈 정상 동작 상태 시험 
- 로컬 메니저 동작 상태 시험 
- ESM 동작 상태 시험 
 
•  제안 규격에 대한 기능 시험  
- 강제적 접근통제 기능 시험 

10.2 

 

기술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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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적 접근통제 기능 시험 
- 인증 및 식별 기능 시험 
- 보안감사 기능 시험 
- 보안관리 기능 시험 
 
• 시운영 시험 
- 보안 환경 조정에 따른 시운영 시험 
 
• 추가 시험 
- 매뉴얼, 제품 교육 등을 통하여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 시험  
 
 
10.2.3 유지 보수 체계 
 
RedCastle 은 장비 인수일로부터 12 개월 간 무상유지 보수를 지원하며 무상유지 
보수기간이 끝나면 년 10%의 유상유지 보수 계약을 하여야 한다. RedCastle 
관련 무상 유지보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품명 지원범위 유지보수 및 장애처리 방안 

예방 지원 

o 시스템의 안정화 시기까지 월 1회 지원 요원이 

방문하여 문제점 해결의 자문과 애로사항 처리 

o 충분한 사전 교육을 통한 S/W 사용 숙련도 향상 

기술 지원 

o HelpDesk 방식의 질의 응답 

o 구축된 시스템의 새로운 기능이나 요구 사항에 대한 

기능 개선  

서버보안 

(RedCastle) 

일반 지원 
o 신규 제품 등 마케팅 정보 제공  

o 관련 S/W의 업그레이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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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장애 시 대응 체계 
 
본사는 장애시 대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지원 조직을 운영한다. 
 

구분 기술수준 분야 연락처 

기술지원 이사 고급 지술지원 총괄 02-404-1441(300) 

기술지원1팀장 고급 공공분야 책임 02-404-1441(302) 

기술지원1팀원 중급 공공분야 담당 02-404-1441(301) 

기술지원2팀장 고급 민간분야 책임 02-404-1441(201) 

기술지원2팀원 중급 민간분야 담당 02-404-1441(209) 

 
 
장애 발생 시 먼저 전화 접수 및 상담을 수행하고 출장이 필요할 때 서울 지역 
당일, 지방은 익일 이내로 처리하여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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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교육 및 훈련 
 
본 제품과 관련하여 고객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다음과 같다. 
 
과정 및 

교육내용 

기간 장소 대상 교육 방법  

관리자 

교육 

제품 개요 

설치 및 사전 준비사항  

제품 주요 기능  

제품 사용 방법  

장애 대응 방법  

2일 ON-

SITE 

운영자 이론/실습 

교육 

사용자 

교육 

정보보호 개요  

Secure OS 개요  

제품 기능 및 사용법 

1일 ON-

SITE 

운영자 

사용자 

이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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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 장 
 
안전한 운영 

개   요 
본 장에서는 RedCastle 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권고사항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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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관리자 설명서는 보안목표 명세서에서 다음과 같은 보안환경을 고려하고 
있다. 
 
• 신뢰된 관리자 
RedCastle 의 인가된 관리자가 악의가 없으며, RedCastle 관리 기능에 대하여 적절히 
교육받았고, 관리자 지침 및 행동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의무를 수행한다. 
 
• 운영체제 보강 
RedCastle 에 의해 필요하지 않은 운영체제 상의 서비스나 수단 등은 모두 
제거하는 작업을 통행 운영체제 상의 취약점에 대한 보강작업이 수행되며, 
운영체제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된다. 
 
• 공격자 수준 
공격자는 중간 수준의 전문 지식, 자원, 동기를 가지며 공격자가 악용 가능한 
취약성을 발견할 가능성은 낮다. 
 
또한 관리자 설명서는 RedCastle 운영환경에 대한 위협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정의한다. 
 
• 관리 부실 
RedCastle 은 인가된 관리자에 의해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구성, 관리, 사용될 
수 있다. 
 
 
본 관리자 설명서에서는 위와 같은 가정사항과 보안환경에 대하여 보안목표에 
대한 수단을 제공한다. 
 
• 신뢰된 관리자 
RedCastle 의 인가된 관리자는 악의가 없으며, RedCastle 관리 기능에 대하여 
적절히 교육받았고, 관리자 지침 및 행동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전한 관리 
RedCastle 은 안전한 방법으로 배포 및 설치되며, 인가된 관리자에 의해 안전한 
방식으로 구성, 관리, 사용되어야 한다. 

11.1 

 

보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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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체제보강 
RedCastle 에 의해 필요하지 않은 운영체제상의 서비스나 수단 등은 모두 
제거하는 작업을 통해 운영체제상의 취약점에 대한 보강작업이 수행되며, 
운영체제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보안목표 명세서에서 제공하는 보안정책이 올바르게 수용되도록 관련 
기능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감사 
보안과 관련된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추적하기 위해 보안관련 사건은 기록 및 
유지되어야 되며, 기록된 데이터는 검토되어야 한다. 
 
• 강제적 접근통제 
RedCastle 은 주체의 보안등급에 기반하여 객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 보안등급부여 
RedCastle 은 조직의 접근통제정책 및 절차에 따라 주체와 객체에 적절한 
보안등급을 부여하거나 폐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식별및인증 
정보에 대한 접근이 인가되기 전에 식별 및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안전한관리 
인가된 관리자는 안전한 방법으로 RedCastle 을 관리해야 한다. 
 
• 암호 
RedCastle 에서 사용되는 암호 알고리즘 및 모듈은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임의접근통제 
RedCastle 은 사용자나 사용자가 속한 그룹의 신원에 따라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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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Castle 운영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ESM 패스워드 분실 
ESM 의 패스워드는 암호화 되어 저장되며, 복호화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레드게이트(주) 의 고객 지원 센터로 연락하여, 지원을 받아야 한다. 
 
• 보안 패스워드 분실 
보안 관리자의 보안 패스워드를 잊어 버렸을 경우에도,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레드게이트(주) 의 고객 지원 센터로 연락하여, 지원을 받아야 한다. 
 
• System 정지 
RedCastle 의 로그 저장소가 Full 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스템의 보안 기능이 
'일시정지' 상태로 전환되며, 모든 서비스가 현 상태에서 정지된다.  이 
상태에서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생성되지 않으므로, Telnet 이나 Ftp 등의 
서비스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에는 ESM 으로 접속하여 로그 저장소를 초기화 시켜주고, 보안 설정 
화면에서 보안 모듈을 다시 구동해야 한다. 
보안 로그 설정 옵션에 따라 일정량의 로그가 쌓이게 되면, 지정된 이메일 주소로 
결과 메일을 보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 ESM 접속 불가 
ESM 으로 접속할 수 없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다. 
 

- 보안 패스워드 입력 오류 : 키보드의 Caps Lock 키가 눌려져 있지 않은지, 
보안 패스워드를 정확하게 입력하였는지 확인한다. 

 
- ESM 접속 제한 : 시스템에 Telnet 으로 접속하여 RedCastle 이 설치된 

디렉토리의 etc 디렉토리에 sosd.allow, sosd.deny 파일의 설정 상태를 확인하고, 
ID 또는 IP 가 명시적으로 허용되도록 설정한다. 

 
- IP Filter 점검 : IP Filter Rule 파일에서는 첫번째 Rule 을 Default Port 인 5002 

번을 통과시키도록 설정되어 있다. 만약 Sosd 가 사용하는 포트를 변경하고, 이 
Rule 을 수정하지 않았거나, 이 규칙이 명시적으로 적용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포트로의 접속을 허용하도록 첫번째 Rule 을 변경한다. 이 경우에는 ESM 의 IP 
Filter 규칙 설정 도구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Telnet 으로 접속하여 수동으로 

11.2 

 

장애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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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opt/ipf/ipf.conf 파일을 편집해야 한다. 허용 규칙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입력한다. "pass in quick proto tcp from any to any port = 5002" 

 
- 통신모드 확인 : RedCastle 은 기본적으로 OpenSSL 을 이용하여 통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SSL 모드의 사용을 위해 Rand Number Generator 를 
이용하는데, Solaris 시스템에서는 /dev/random, /dev/urandom 등의 디바이스를 
이용한다. 만약 이 디바이스 파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Sosd 는 ESM 과 
정상적으로 통신을 할 수가 없게 된다. Random Number Generator 는 패치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 2 장 설치 준비의 ‘Random Number Generator 점검 및 설치'  
항목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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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REDCASTLE 명령어 

개   요 
[첨부 1]에서는 RedCastle 에서 제공하는 콘솔 
명령어들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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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cat 
 

명령어 addcat  –p ParentId  –n Name 
기능 새로운 보안범주(Security Category)를 등록한다. 

주체권한 SO(7) 
 
• 옵션 설명 

[ -p ParentId ] : 새로 등록하는 보안범주가 속하는 상위 보안범주 ID. 1 부터 
127 사이의 숫자값을 지정할 수 있다. 단, 상위 보안범주의 Depth 가 16 인 
경우에는 보안범주를 추가할 수 없다. 
 [ -n Name ]: 보안범주 명칭. 보안범주 명칭은 중복 등록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상위 보안범주에서는 구별되어야 한다. 

 
• 기능 설명 

addcat 명령은 보안관리자가 새로운 보안범주를 등록할 때 사용하며, 
등록할 보안범주 명칭과 상위 보안범주 ID 를 인자로 실행한다. 새로 
등록되는 보안범주의 ID 는 자동으로 생성된다. 

 
• 사용 예 

보안범주 Marketing 을 ID 가 3 인 보안범주 하위에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addcat  –p 3  –n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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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mu 
 

명령어 addmu [-r Role] [-l Level] [-c CID] [-d Path] user 
기능 새로운 보안사용자를 등록한다. 

주체권한 SO(7) 
 
• 옵션 설명 

[ -r Role ] : 역할을 의미하며 SO(Security Officer=3), SA(System Admins=2), 
MU(MLS Users=1)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MU 가 부여된다. Role 값은 1(MU), 2(SA), 3(SO)의 숫자값으로 
입력한다. 
[ -l Level ]: Role 이 MU 일때 설정되며 사용자의 보안등급을 의미한다. 
1 부터 7 까지의 숫자값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1 은 최대보안등급, 7 은 
최소보안등급을 나타낸다.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7 이 
설정되며, Role 이 SO 또는 SA 인 경우에는 무시된다. 
[ -c CID ]: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보안범주를 지정한다. 설정 가능한 보안범주 
ID 는 2 부터 127 사이의 값이며, 이미 등록된 보안범주 ID 중의 하나이어야 
한다. Role 이 SA 또는 MU 인 경우에만 지정 가능하며, SA 일때는 System 
Admins 보안범주에 속한 ID 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SA 는 2, MU 는 0 으로 기본값이 설정된다. Role 이 SO 이면 자동적으로 1 이 
설정된다. 
[ -d Path ]: Role 에 따른 보안이 적용되는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옵션으로써 
Role 이 SA 인 경우에만 설정한다. Role 이 SA 이면 응용서비스 
디렉토리(웹서버 디렉토리 등)를 지정하며, MU 이면 자동으로 사용자의 
Unix 홈 디렉토리가 지정된다.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Role 이 MU 일때 
Unix 홈 디렉토리가 자동으로 지정되며, Role 이 SO 이면 RedCastle 제품 
디렉토리가 지정된다. Role 이 SA 인 경우의 기본값은 공백이다. 
[ User ]: 보안사용자로 등록할 user name 으로써 반드시 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사용자이어야 한다. 

 
• 기능 설명 
보안관리자가 Unix 사용자(쉘과 홈디렉토리를 가진 로그인 가능한 사용자)를 
보안사용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실행시 user 옵션은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기타 옵션은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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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의 root 사용자는 SO role 을 부여 받을 수 없다. 
 
• 사용 예 

Unix user 인 castle 을 SO(Security Officer) Role 로 등록하는 경우 
 

# addmu  -r 3  castle 
 

Unix user 인 webadm 을 SA(System Admin) Role, 보안 디렉토리를 
/usr/opt/web 으로 설정하여 등록하는 경우 

 
# addmu  –r 2  –c 2  –d /usr/opt/web  webadm 

 
Unix user 인 kdhong 을 MU Role, 보안등급 3, 보안범주 ID 4 로 등록하는 
경우 

 
# addmu  –r 1  –l 3  –c 4  kd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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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pw 
 

명령어 chpw 
기능 보안 패스워드(Security Password)를 변경한다. 

주체권한 MSO(5) 
 
• 기능 설명 

보안사용자는 chpw 명령을 사용하여 현재 설정되어있는 자신의 보안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RedCastle Agent 가 로드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보안 관리자로 권한을 이동한 상태에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보안 사용자 
상태에서 실행하면 자신의 보안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다. 
 

• 사용 예 
보안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경우 

 
# chpw 

Enter Security Passwd : < 기존 비밀번호 입력 > 

Enter New Security Passwd : < 신규 비밀번호 입력 > 

Re-enter New Security Passwd : < 신규 비밀번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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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dctl 

 

명령어 cmdctl [-g ] [ -a cmd [-f 0|1] ] [-i] [-d cmd] [ -m 

cmd -f 0|1 ] 

기능 실행을 제한한 명령어를 조회,등록,삭제,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한다. 

주체권한 SO(7) 
 
• 옵션설명 

[-g]: 명령어 실행제한 목록을 조회한다. 등록된 명령어 및 적용 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a cmd] [-f 0|1]: 실행을 제한할 명령어를 등록한다. –f 옵션을 통해 
Enable(1) 또는 Disable(0) 상태로 설정할 수 있으며, -f 옵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Default 로 Disable 상태가 된다. 
[-d cmd] : 명령어 실행제한 목록에서 해당 cmd 를 제거한다. 
[-m cmd  -f 0|1] : 명령어 실행 제한 상태를 Enable 또는 Disable 시킨다. 
[-i] : 명령어 실행 제한 목록을 모두 삭제한다. 
 

• 기능설명 
SO 사용자 이외의 사용자들이 해당 명령을 실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 위한 
명령어이다. 추가시에는 명령어 이름만 입력하며,  -f 옵션을 이용하여 바로 
적용할 것인지, 목록에만 추가하고 Diable 상태로 둘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삭제시에는 전체 목록을 삭제하거나 특정한 명령어만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 
명령어 실행 제한 목록에 등록된 명령어는 SO 사용자 외의 사용자는 실행할 
수 없으므로, 명령어 등록시 데몬 프로세스나, 기타 시스템 프로세스 등에 
의해 사용되지는 않는지, 또는 실행을 위한 보안 등급이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등록해야 한다. 
 

• 사용 예 
reboot 을 실행제한 목록에 추가하고 활성화 시키는 예 

•  
# cmdctl –a reboot –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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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_rcpwd 
 

명령어 conv_rcpwd 
기능 보안 패스워드(Security Password)를 초기화한다. 

주체권한 SO(7) 
 
• 기능 설명 

보안 사용자 DB 인 mls_user 에 등록되어 있는 보안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 
보안 사용자들의 보안 패스워드를 초기화 한다. 초기화 된 보안 패스워드는 
사용자들의 시스템 패스워드와 동일하며, 초기화 된 패스워드는 ESM 
접속시 또는 보안 권한 이동시에 반드시 변경을 해야만 RedCastle 
SecureOS 의 보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초기화 된 보안 패스워드는 보안 사용자 자신이 직접 chpw 명령이나 ESM 
접속을 통해 변경하여야 한다. 
 

• 사용 예 
보안 패스워드를 초기화하는 경우 

 
# conv_rcpwd 

Warn : This program initialize all security user's security 

password. 

Do you want to proceed to initializing? [Y/N] : y 

 

==> Converting : castle ... 

==> Converting : admin ... 

==> Converting : mysql ... 

 

All security user's security password is successfully initi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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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cat 
 

명령어 delcat  [–a]  [CID] 
기능 등록되어 있는 보안범주를 삭제한다. 

주체권한 SO(7) 
 
• 옵션 설명 

[ -a ] : 전체 보안범주 삭제 옵션. 단, CID 가 1 이거나 2 인 보안범주는 삭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CID ]: 삭제하고자 하는 보안범주의 ID. 3 에서 127 까지의 숫자값을 지정할 
수 있다. 

 
• 기능 설명 

delcat 명령은 보안관리자가 ID 가 1 이거나 2 인 보안범주를 제외한 
보안범주를 삭제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a 나 cid 둘 중 하나의 옵션을 
사용하여 실행해야 한다. 

 
• 사용 예 

ID 가 6 인 보안범주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 delca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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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mu 
 

명령어 delmu  [-a]  [user] 
기능 등록되어 있는 보안사용자를 삭제한다. 

주체권한 SO(7) 
 
• 옵션 설명 

[ -a ] : 등록되어 있는 전체 보안사용자를 삭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다. 단, Role 이 SO 인 사용자는 삭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User ]: user 에 해당하는 보안사용자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다. 

 
• 기능 설명 

등록되어 있는 보안사용자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a 옵션은 
Role 이 SO 인 보안관리자를 제외한 등록되어 있는 모든 보안사용자를 
삭제할 때 사용하며 user 옵션은 명시된 user 에 해당하는 보안사용자를 
삭제할 때 사용한다. 

 
• 사용 예 

보안사용자(MU) kdhong 를 삭제하는 경우 
 

# delmu  kd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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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lget  
 

명령어 faclget [-p path] 

기능 등록되어 있는 파일 ACL 정보를 조회한다. 

주체권한 SO(7) 
 

• 옵션 설명 
[-p path]: 지정한 경로의 파일에 대한 ACL 의 상세 정보를 조회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 기능 설명 
등록되어 있는 파일 ACL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령어이다.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등록된 모든 파일 ACL 의 기본정보(파일 경로,  
접근통제 Rule 수, Enable 여부, 파일 생성 자동 검사 여부)를 출력하며, -p 
옵션을 사용하여 특정 파일의 ACL 을 조회하는 경우에는 기본정보 이외에 
해당 파일의 접근통제 rule 이 상세하게 출력된다. 
 

• 사용 예 
등록된 모든 파일 ACL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  
# faclget 
Path                              RuleCnt  Enable  AutoCheck 
/rctest/protected_file            1        1          1 
/rctest/classified_file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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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lset  
 
명령어 faclset [-a rulefile] [-m rulefile] [ -d all | path ] 

기능 파일 ACL 을 추가, 수정, 삭제한다. 

주체권한 SO(7) 
 
• 옵션 설명 

[-a rulefile]: rulefile 에 정의된 파일 ACL 을 추가 등록한다. 
[-m rulefile]: rulefile 에 정의된 파일 ACL 정보를 사용하여 기존의 파일 
ACL 을 수정한다. 
[ -d all | gid ]: 등록되어있는 파일 ACL 을 삭제한다. all 옵션을 지정하면 모든 
파일 ACL 을 삭제하며, path 를 지정하면 해당 파일에 대한 ACL 만 삭제된다. 

 

• 기능 설명 
파일에 대한 임의적 접근통제 정책을 정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령어이다. 
지정한 옵션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파일 ACL)을 추가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책을 수정, 삭제할 수 있다. 
파일 ACL 추가, 수정시 사용하는 rulefile 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구성요소 설명 

[ACL] 파일 ACL 시작 

path 파일 경로 

rule_count 파일 접근통제 rule 수 

enable_flag 파일 ACL enable 여부 

(1 : enable, 0 : disable) 

polgrp_id 정책 그룹 ID 

rulentry 파일그룹의 접근통제 rule 

- rule_count 만큼 반복하여 설정 

[/ACL] 파일 ACL 끝 

 
파일 ACL 정의시 사용하는 rulentry 필드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구성요소 설 명 

mask 사용된 주체 조건 mask bit 

- CMASK_UID : 0x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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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ASK_CID : 0x02 

- CMASK_ROLE : 0x04 

- CMASK_ID : CMASK_UID|CMASK_CID|CMASK_ROLE 

id mask bit 에 따른 ID 값 

- CMASK_UID : 사용자 uid 

- CMASK_CID : 보안 그룹 ID 

- CMASK_ROLE : Role ID 

name mask bit 에 따른 이름 

- CMASK_UID : 사용자명 

- CMASK_CID : 보안 그룹명 

- CMASK_ROLE : Role 이름 

program 허용 프로그램 절대경로 

perm 허용 오퍼레이션 

- r(Read), w(Write), x(Execute), c(Create), 

d(Delete), n(Rename), m(Chmod), o(Chown) 

-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근금지를 나타냄. 

•  
• 사용예 

/rctest/messages_file 에 대해 /usr/sbin/syslogd 데몬을 통해서 read, write 할 
수 있고, 이외의 모든 접근은 거부하는 정책을 설정하기 위한 rulefile 예: 

•  
[ACL] 
/rctest/messages_file 
1 
1 
0 
0 
0:::/usr/sbin/syslogd:rw 
[/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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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roupget  
 

명령어 fgroupget [-g gid] 

기능 등록되어 있는 파일그룹 ACL 정보를 조회한다. 

주체권한 SO(7) 
 

• 옵션 설명 
[-g gid]: 지정한 그룹 ID 를 갖는 파일그룹 ACL 의 상세정보를 조회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 기능 설명 
등록되어 있는 파일그룹 ACL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령어이다.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등록된 모든 파일그룹 ACL 의 기본정보(파일그룹 
ID, 파일그룹 명, 접근통제 rule 수, 멤버 파일 수, enable 여부)를 출력하며, -
g 옵션을 사용하여 특정 파일그룹 ACL 을 조회하는 경우에는 기본정보 
이외에 해당 파일그룹의 접근통제 rule 과 멤버 파일 경로도 함께 출력된다. 
 

• 사용 예 
등록된 모든 파일그룹 ACL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  
# fgroupget 
GroupID     GroupName             RuleCnt     MemberCnt     Enable 
1            계정정보보호정책       2            2              1   

 
 



RedCastle 관리자 설명서 

- 410 - 

 
fgroupset  

 
명령어 fgroupset [-a rulefile] [-m rulefile] [ -d all | gid ] 

기능 파일그룹 ACL 을 추가, 수정, 삭제한다. 

주체권한 SO(7) 
 

• 옵션 설명 
[-a rulefile]: rulefile 에 정의된 파일그룹 ACL 을 추가 등록한다. 
[-m rulefile]: rulefile 에 정의된 파일그룹 ACL 정보를 사용하여 기존 
파일그룹 ACL 을 수정한다. 
[ -d all | gid ]: 등록되어있는 파일그룹 ACL 을 삭제한다. all 옵션을 지정하면 
모든 파일그룹 ACL 을 삭제하며, gid(파일그룹 ID)를 지정하면 해당 
파일그룹 ACL 만 삭제된다. 

 

• 기능 설명 
파일에 대한 임의적 접근통제 정책을 정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령어이다. 
지정한 옵션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파일그룹 ACL)을 추가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책을 수정, 삭제할 수 있다. 
파일그룹 ACL 추가, 수정시 사용하는 rulefile 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구성요소 설명 

[FGROUP] 파일그룹 ACL 시작 

group_id 파일그룹 ID 

- 추가시에는 0 값을 지정 

- 수정시에는 수정할 파일그룹 ID 지정 

group_name 파일그룹 명칭 

rule_count 파일그룹의 접근통제 rule 수 

memeber_count 파일그룹에 속하는 멤버 파일 수 

enable_flag 파일그룹 ACL enable 여부 

(1 : enable, 0 : disable) 

polgrp_id 정책 그룹 ID 

rulentry 파일그룹의 접근통제 rule 

- rule_count 만큼 반복하여 설정 

member_fullpath 멤버파일 절대경로 

- memeber_count 만큼 반복하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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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_check 멤버파일 생성 자동 검사 여부 

- 1 : auto check, 0 : not check 

- memeber_count 만큼 반복하여 설정 

[/FGROUP] 파일그룹 ACL 끝 

 
파일그룹 ACL 정의시 사용하는 rulentry 필드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구성요소 설 명 

mask 사용된 주체 조건 mask bit 

- CMASK_UID : 0x01 

- CMASK_CID : 0x02 

- CMASK_ROLE : 0x04 

- CMASK_ID : CMASK_UID|CMASK_CID|CMASK_ROLE 

id mask bit 에 따른 ID 값 

- CMASK_UID : 사용자 uid 

- CMASK_CID : 보안 그룹 ID 

- CMASK_ROLE : Role ID 

name mask bit 에 따른 이름 

- CMASK_UID : 사용자명 

- CMASK_CID : 보안 그룹명 

- CMASK_ROLE : Role 이름 

program 허용 프로그램 절대경로 

perm 허용 오퍼레이션 

- r(Read), w(Write), x(Execute), c(Create), 

d(Delete), n(Rename), m(Chmod), o(Chown) 

-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근금지를 나타냄. 

•  
• 사용예 

/etc/userinfo 와 /etc/groupinfo 파일에 대해서 root 사용자가 /bin/vi 명령을 
통해서 read, write 할 수 있고, 이외의 모든 접근은 거부하는 정책을 
설정하기 위한 rulefile 예.  

•  
[FGROUP] 
0 
계정정보보호정책 
2 
2 
1 
1:0:root::/bin/vi: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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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tc/userinfo 
0 
/etc/groupinfo 
0 
[/F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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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cat 
 

명령어 getcat [CID] 
기능 등록되어 있는 보안범주를 조회한다. 

주체권한 SO(7) 
 
• 옵션 설명 

[ CID ]: 조회하고자 하는 보안범주 ID. 1 부터 127 까지의 숫자값. CID 를 
지정하지 않으면 전체 보안범주가 조회된다. 

 
• 기능 설명 

보안관리자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 보안범주를 조회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다. CID 없이 실행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모든 보안범주를 출력한다. 
출력 결과는 보안범주 ID(CID), 보안범주 명칭(Category Name), 포함 
관계(Chains)로 구성되며 포함 관계 필드에는 해당 보안범주의 상위 
보안범주 ID 리스트와 해당 보안범주 Depth 가 출력된다. 

 
• 사용 예 

등록된 전체 보안범주를 조회하는 경우 
 

#getcat 

CID  Category Name                    Chains 

 1    ROOT                            1 (0) 

 2    Security Admins                 1-2 (1) 

 3    Research                        1-3 (1) 

 4    SystemSecurity                  1-3-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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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mf 
 

명령어 getmf  [-R]  [File] 
기능 파일, 디렉토리의 보안속성을 조회한다. 

주체권한 모든 사용자 
 
• 옵션 설명 

[ -R ] : 지정된 디렉토리를 포함한 하위의 모든 파일과 디렉토리에 대한 
보안속성을 조회하는 옵션이다. 
[ File ]: 보안속성을 조회하고자하는 파일 또는 디렉토리명을 지정한다. 이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현재 디렉토리를 대상으로 한다. 

 
• 기능 설명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설정된 보안속성을 조회할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써 
출력결과는 접근모드, 링크수, 파일소유자, 파일소유자그룹, Role, 보안등급, 
보안범주, 파일크기, 최종수정일, 파일명으로 구성된다. 즉, 유닉스의 “ls –a” 
명령 출력결과에 보안속성인 Role, 보안등급, 보안범주가 추가되어 
출력된다. 
접근모드는 시스템에서 설정된 접근모드(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나타내며, 
보안속성이 설정된 경우에는 ‘+’문자가 뒤에 추가된다. 
Role 은 SO, SA, MU, UX 중의 하나로 표시되며, UX 는 보안속성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낸다. 이 값은 보안범주에 따라서 자동으로 
부여되는 속성으로써 보안범주가 1 인 경우에는 SO, 보안범주가 System 
Admins 에 속하는 경우(보안범주가 2 또는 상위 보안범주에 2 가 있는 
경우)는 SA, 이외는 MU 로 설정된다. 단, 보안범주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보안범주가 0)는 UX 로 설정된다. 

 
• 사용 예 

/export/home/kdhong 디렉토리의 보안속성을 조회하는 경우 
 

# getmf /export/home/kdhong 

MODE      LNK  UID    GID     ROLE SL CID   SIZE LAST_MODIFY_TIME  NAME 

drwxr-xr-x+  5  kdhong  staff    MU   3   5    512  2 월 12 일  15:07 . 

drwxr-xr-x+  7  root    root     SO   1   1    512  2 월  7 일  1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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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xr-xr-x+  2  kdhong  staff    MU   3   5    512  1 월 13 일  17:21 

secure.db 

drwxr-xr-x+  3  kdhong  staff    MU   3   5    512  2 월 12 일  15:11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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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mu 
 

명령어 getmu [user] 
기능 등록되어 있는 보안사용자를 조회한다. 
주체 
권한 

MU(3), MSA(4), SA(6):자신의 정보만 조회 가능 
MSO(5), SO(7) : 전체 및 개별 사용자 정보 조회 

 
• 옵션 설명 

[ user ]: Role 이 MSO(5), SO(7)인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보안사용자를 이름으로 조회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 기능 설명 

보안관리자 혹은 보안사용자가 등록되어 있는 보안사용자 정보를 
조회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다. user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MSO(5), 
SO(7)인 경우 전체 보안사용자 정보가 출력되며 MU(3), MSA(4), SA(6)인 
경우 자신의 정보가 출력된다. 
출력 결과는 사용자명(Name), User Id(UID), User Group(Group), 
역할(ROLE), 보안등급(SL), 보안범주 ID(CID), 
보안디렉토리(Security_Directory) 순으로 출력된다. 

 
• 사용 예 

등록된 전체 보안사용자를 조회하는 경우 
 

# getmu 
Name    UID   Group  ROLE SL CID  Security_Directory 
castle  1004  staff   SO   1   1  /usr/local/redcastle 
kdhong  1006  staff   MU   3   4  /export/home/kdhong 
webadm  1002  staff   SA   2   2  /usr/opt/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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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f_contrc 
 

명령어 ipf_contrc (start | stop | reload | status | pkgcheck) 

기능 
방화벽 설치 및 동작 상태를 조회하고, 시동 및 중지를 
위한 스크립트 

주체 권한 SO (7) 
 
• 옵션 설명 

[ start ] : 방화벽을 시동한다. 
[ stop ] : 방화벽을 중지시킨다. 
[ reload ] : 방화벽의 룰셋을 다시 로드한다. 
[ status ] : 방화벽의 동작 상태를 조회한다. 
[ pkgcheck ] : 방화벽 패키지의 설치 여부를 조회한다. 

 
• 기능 설명 

ESM 을 통해 방화벽 모듈의 상태를 조회하고 제어하기 위한 스크립트이다.  
 
• 사용 예 

방화벽을 시동시킬 경우 
 

# ipf_contrc start 
Set 0 now inactive 
filter sync'd 

 
방화벽을 중지시킬 경우 
 
# ipf_contrc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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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lget 

 

명령어 kaclget [-p path] 

기능 등록되어 있는 보호대상 프로세스 정보를 조회한다. 

주체권한 SO(7) 
 
• 옵션설명 

[-p path]: 지정한 실행 경로를 갖는 프로세스가 Kill 통제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지 조회할 때 사용한다. 

 
• 기능설명 

Kill 통제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세스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령어이다.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등록된 모든 프로세스 정보가 
출력된다. 

 
• 사용 예 

Kill 통제 목록에 등록된 모든 보호대상 프로세스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  

# kaclget 
Process Name                      SA Allow                Signal 
/usr/sbin/syslogd                      No             HUP:KILL:TERM:STOP:CONT 
/usr/sbin/inetd                           Yes           HUP:KILL:TERM:STOP: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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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clset 

 

명령어 kaclset [-a path] [-d all | path] 

기능 Kill 통제 목록에 보호대상 프로세스를 추가하거나 

삭제한다. 

주체권한 SO(7) 
 

• 옵션설명 
[-a path]: Kill 통제 목록에 보호대상 프로세스를 추가한다. 
[-d all | path]: Kill 통제 목록에서 보호대상 프로세스를 삭제한다. all 옵션을 
지정하면 모든 보호대상 프로세스를 삭제하며, path 를 지정하면 해당 실행 
경로를 갖는 프로세스만 Kill 통제 목록에서 삭제된다. 
 

• 기능설명 
보안관리자만 kill(SIGKILL, SIGSTOP, SIGTERM)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등록하거나 삭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령어이다. 추가시에는 보호대상 
프로세스의 실행 경로를 입력하며, 삭제시에는 전체 목록을 삭제하거나 
특정한 프로세스만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 
프로세스 실행 경로는 해당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 사용한 경로를 의미한다. 
즉, 실행시 절대경로를 사용하였으면 Kill 통제 목록에 추가시 동일한 
절대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상대경로를 사용하였으면 Kill 통제 목록에 
추가시에도 동일한 상대경로를 지정해야 한다. 
 

• 사용 예 
/usr/sbin/syslogd 으로 실행된 경우에 Kill 통제 목록에 추가하는 예 
 
# kaclset –a /usr/sbin/syslogd 

•  
syslogd 으로 실행된 경우에 Kill 통제 목록에 추가하는 예 
 
# kaclset –a syslog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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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cmd 
 

명령어 
lastcmd -p pg_num -s pg_size [-f date_from -t date_to -c 
command -u user –h] 

기능 명령어 실행에 대한 정보를 조회한다. 
주체권한 SO(7) 

 
• 옵션 설명 

[ -p pg_num ] : 조회할 페이지를 지정하는 옵션이다. 이 옵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1 이 기본값으로 설정된다. 
[ -s pg_size ] : 한 페이지에 디스플레이 할 라인수를 지정한다. 이 옵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50 이 기본값으로 설정된다. 
[ -f date_from ] : 조회할 시작일자를 지정하는 옵션이다. 
년월일(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한다. 이 옵션을 설정하면 지정된 
일자부터의 정보만 조회된다. 
[ -t date_to ] : 조회할 종료일자를 지정하는 옵션이다. 년월일(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한다. 이 옵션을 설정하면 지정된 일자까지의 정보만 
조회된다. 
[ -c command ] : 특정 명령어의 실행 기록을 조회할 때 사용한다. 
[ -u user ] : 특정 사용자의 명령어 실행 기록을 조회할 때 사용한다. 
[ -h ] : 명령어 사용법을 설명하는 화면을 출력한다. 

 
• 기능 설명 

명령어 실행에 관한 이력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다. 출력결과는 
명령어(COMMAND), 사용자명(USER), 실행시간(DATE), 
경과시간(ELAPSED_TIME)으로 구성된다. 경과시간은 명령어가 실행된 후 
종료된 시간 간격으로 1/100 초 단위로 출력된다. 

 
• 사용 예 
 

# lastcmd 

 

## Reverse Order / PG_NUM = [1] / PG_SIZE = [50] ## 

COMMAND   USER      DATE                ELAPSED_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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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t      root      Dec  12 11:48:20     25933 

mibiisa   root      Dec  12 12:50:26     21419 

sac       root      Dec  12 13:44:03     547 

ttymon    root      Dec  12 13:44:03     516 

rm        root      Dec  12 13:44:03     1 

kill      root      Dec  12 12:50: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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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log 
 

명령어 
lastlog  -p pg_num  -s pg_size  [-f date_from  -t date_to  
-u user  -r host  -h] 

기능 사용자의 최근 로그인 시간을 조회한다. 
주체권한 SO(7) 

 
• 옵션 설명 

[ -p pg_num ] : 조회할 페이지를 지정하는 옵션이다. 이 옵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1 이 기본값으로 설정된다. 
[ -s pg_size ] : 한 페이지에 디스플레이 할 라인수를 지정한다. 이 옵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50 이 기본값으로 설정된다. 
[ -f date_from ] : 조회할 시작일자를 지정하는 옵션이다. 
년월일(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한다. 이 옵션을 설정하면 지정된 
일자부터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만 조회된다. 
[ -t date_to ] : 조회할 종료일자를 지정하는 옵션이다. 년월일(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한다. 이 옵션을 설정하면 지정된 일자까지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만 조회된다. 
[ -u user ] : 조회하고자하는 특정한 사용자명을 지정한다. 
[ -r host ] : 특정 호스트로부터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를 조회할 때 사용하는 
옵션으로써 IP 주소 또는 호스트명을 입력한다. 
[ -h ] : 명령어 사용법을 설명하는 화면을 출력한다. 

 
• 기능 설명 

시스템에 존재하는 사용자들의 최근 로그인 시간 정보를 조회하는 
명령으로써 출력결과는 사용자명(USERNAME), 로그인터미널(TERMINAL), 
로그인시간(DATE), 로그인호스트(HOST)으로 구성된다. 

 
• 사용 예 
 

# lastlog 

 

## PG_NUM = [1] / PG_SIZE = [50] ## 

USERNAME  TERMINAL   DATE                     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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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      pts/4      2002-11-13 14:38:14      192.168.1.45 

ymir                 Not Login                 

ujoo      dtremote   2002-11-13 14:11:33      192.168.1.168:0 

serene    pts/10     2001-12-07 10:31:12      192.16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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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nc 
 

명령어 
loginc -p pg_num -s pg_size [-f date_from -t date_to -u 
user –r host -h] 

기능 현재 시스템에 로그인된 사용자 정보를 조회한다. 
주체권한 SO(7) 

 
• 옵션 설명 

[ -p pg_num ] : 조회할 페이지를 지정하는 옵션이다. 이 옵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1 이 기본값으로 설정된다. 
[ -s pg_size ] : 한 페이지에 디스플레이 할 라인수를 지정한다. 이 옵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50 이 기본값으로 설정된다. 
[ -f date_from ] : 조회할 시작일자를 지정하는 옵션이다. 
년월일(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한다. 이 옵션을 설정하면 지정된 
일자부터의 로그인 정보만 조회된다. 
[ -t date_to ] : 조회할 종료일자를 지정하는 옵션이다. 년월일(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한다. 이 옵션을 설정하면 지정된 일자까지의 로그인 정보만 
조회된다. 
[ -u user ] : 조회하고자하는 특정한 사용자명을 지정한다. 
[ -r host ] : 특정 호스트로부터 로그인한 정보를 조회할 때 사용하는 
옵션으로써 IP 주소 또는 호스트명을 입력한다. 
[ -h ] : 명령어 사용법을 설명하는 화면을 출력한다. 

 
• 기능 설명 

현재 시스템에 로그인되어 있는 사용자 정보를 조회하는 명령이다. 
출력결과는 사용자명(USERNAME), 터미널(TERMINAL), 로그인 
시간(DATE), 로그인 호스트(HOST)로 구성된다. 

 
• 사용 예 
 

# loginc 

 

## PG_NUM = [1] / PG_SIZE = [50] ## 

USERNAME     TERMINAL   DATE                     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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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mir         pts/10     2002-12-12 17:30:52      192.168.1.45 

root         pts/11     2002-12-13 09:50:33      192.168.1.41 

ujoo         pts/12     2002-12-13 10:14:59      ujoo 

ymir         pts/13     2002-12-12 17:05:16      192.16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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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nf 
 

명령어 
loginf -p pg_num -s pg_size [-f date_from -t date_to -u 
user -h] 

기능 로그인 실패 정보를 조회한다. 
주체권한 SO(7) 

 
• 옵션 설명 

[ -p pg_num ] : 조회할 페이지를 지정하는 옵션이다. 이 옵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1 이 기본값으로 설정된다. 
[ -s pg_size ] : 한 페이지에 디스플레이 할 라인수를 지정한다. 이 옵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50 이 기본값으로 설정된다. 
[ -f date_from ] : 조회할 시작일자를 지정하는 옵션이다. 
년월일(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한다. 이 옵션을 설정하면 지정된 
일자부터의 로그인 실패 정보만 조회된다. 
[ -t date_to ] : 조회할 종료일자를 지정하는 옵션이다. 년월일(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한다. 이 옵션을 설정하면 지정된 일자까지의 로그인 실패 
정보만 조회된다. 
[ -u user ] : 조회하고자하는 특정한 사용자명을 지정한다. 
[ -h ] : 명령어 사용법을 설명하는 화면을 출력한다. 

 
• 기능 설명 

시스템에 로그인을 실패한 경우의 이력 정보를 조회하는 명령이다. 
출력결과는 로그인실패시간(DATE), 사용자명(LOGIN_NAME), 
터미널(TERMINAL)로 구성되며, 최근 실패 기록부터 조회된다. 

 
• 사용 예 
 

# loginf 

 

## PG_NUM = [1] / PG_SIZE = [50] ## 

DATE                   LOGIN_NAME       TERMINAL 

--------------------------------------------------------- 

2002-12-10 14:38:35    ymir             /dev/pt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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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14:38:29    ymir             /dev/pts/7 

2002-12-10 14:38:24    ymir             /dev/pts/7 

2002-12-10 14:38:18    ymir             /dev/pts/7 

2002-12-10 14:38:12    ymir             /dev/pts/7 

 



RedCastle 관리자 설명서 

- 428 - 

 
loginh 
 

명령어 
loginh -p pg_num -s pg_size [-f date_from -t date_to -c 
type -u user -r host -h] 

기능 로그인 이력 정보를 조회한다. 
주체권한 SO(7) 

 
• 옵션 설명 

[ -p pg_num ] : 조회할 페이지를 지정하는 옵션이다. 이 옵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1 이 기본값으로 설정된다. 
[ -s pg_size ] : 한 페이지에 디스플레이 할 라인수를 지정한다. 이 옵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50 이 기본값으로 설정된다. 
[ -f date_from ] : 조회할 시작일자를 지정하는 옵션이다. 
년월일(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한다. 이 옵션을 설정하면 지정된 
일자부터의 정보만 조회된다. 
[ -t date_to ] : 조회할 종료일자를 지정하는 옵션이다. 년월일(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한다. 이 옵션을 설정하면 지정된 일자까지의 정보만 
조회된다. 
[ -c type ] : 조회할 세부 정보를 지정하는 옵션으로 login, boot, date 중의 한 
값을 사용할 수 있다. login 을 입력하면 로그인 정보를 출력하며 boot 를 
입력하면 시스템 시작/종료 정보만을 출력한다. date 를 입력하면 시스템 
시간 변경 정보만을 출력한다. 이 옵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모든 정보를 함께 
조회한다. 
[ -u user ] : 조회하고자하는 특정한 사용자명을 지정한다. 
[ -r host ] : 특정 호스트로부터 로그인한 정보를 조회할 때 사용하는 
옵션으로써 IP 주소 또는 호스트명을 입력한다. 
[ -h ] : 명령어 사용법을 설명하는 화면을 출력한다. 

 
• 기능 설명 

로그인/로그아웃, 시스템 시작/종료 및 시스템 시간 변경에 대한 이력을 
조회하는 명령이다. 출력결과는 사용자명(USERNAME), 
터미널(TERMINAL), 로그인시간(LOGIN), 로그아웃시간(LOGOUT), 
로그인호스트(HOST)로 구성되며, 최근 기록부터 조회된다. 
 시스템 시작/종료 정보인 경우에 사용자명은 System Boot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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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down 이 출력되며, 로그인시간은 시스템 시작/종료시간을 나타낸다. 
시스템 시간 변경 정보인 경우에 사용자명은 Time Change 가 출력된다. 
또한, 로그인시간은 시스템 시간을 변경한 시간을 나타내며 로그아웃시간은 
변경된 시스템 시간을 나타낸다. 

 
• 사용 예 
 

# loginh 

 

## PG_NUM = [1] / PG_SIZE = [50] ## 

USERNAME TERMINAL LOGIN                LOGOUT               HOST 

------------------------------------------------------------------------ 

ymir    ftp5728   2002-12-13 18:20:30  2003-02-13 18:21:21  192.168.1.45 

ymir    pts/10    2002-12-13 18:08:32  2003-02-13 18:22:01  192.168.1.45 

ymir    ftp5637   2002-12-13 18:08:20  2003-02-13 18:11:01  192.16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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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idb 
 

명령어 mkidb 
기능 파일 무결성 DB 를 초기화 한다. 

주체권한 SO(7) 
 
• 기능 설명 

제품 설치 후, mkidb 명령을 사용하여 설치된 RedCastle SecureOS 제품 
파일들에 대한 무결성 레코드를 생성하여 DB 를 초기화 한다. 이 명령은 
기존의 무결성 정보를 모두 제거하고 초기화 하는 것이므로, 최초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시에만 제한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 명령을 실행하면, 특별한 옵션 없이 RedCastle SecureOS 가 설치된 
디렉토리의 bin, sbin, lib, modules 에 있는 파일들과, /etc/.evrc, 
/usr/misc/kernel 에 있는 Agent 모듈을 찾아서 자동으로 등록한다. 
 

• 사용 예 
무결성 DB 를 초기화 하는 경우 

 
# mkidb 

WARNING : all integrity information will be deleted. 

Do you want to continue [y, n] ? y 

/usr/local/redcastle/bin/addcat added. 

/usr/local/redcastle/bin/addmu added. 

/usr/local/redcastle/bin/chpw added. 

/usr/local/redcastle/bin/delcat added. 

/usr/local/redcastle/bin/delmu added. 

/usr/local/redcastle/bin/getcat added. 

/usr/local/redcastle/bin/getmf added. 

/usr/local/redcastle/bin/getmu added. 

/usr/local/redcastle/bin/modcat added. 

/usr/local/redcastle/bin/modmu added. 

/usr/local/redcastle/bin/psx added. 

/usr/local/redcastle/bin/sumu added. 

/usr/local/redcastle/sbin/cmdctl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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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r/local/redcastle/sbin/conv_rcpwd added. 

/usr/local/redcastle/sbin/faclget added. 

/usr/local/redcastle/sbin/faclset added. 

/usr/local/redcastle/sbin/fgroupget added. 

/usr/local/redcastle/sbin/fgroupset added. 

/usr/local/redcastle/sbin/ipf_contrc added. 

/usr/local/redcastle/sbin/kaclget added. 

/usr/local/redcastle/sbin/kaclset added. 

/usr/local/redcastle/sbin/lastcmd added. 

/usr/local/redcastle/sbin/lastlog added. 

/usr/local/redcastle/sbin/loginc added. 

/usr/local/redcastle/sbin/loginf added. 

/usr/local/redcastle/sbin/loginh added. 

/usr/local/redcastle/sbin/mkidb added. 

/usr/local/redcastle/sbin/rc_cmdd added. 

/usr/local/redcastle/sbin/rc_perf added. 

/usr/local/redcastle/sbin/rc_schd added. 

/usr/local/redcastle/sbin/rclogd added. 

/usr/local/redcastle/sbin/rcsinfo added. 

/usr/local/redcastle/sbin/replogin added. 

/usr/local/redcastle/sbin/repviolation added. 

/usr/local/redcastle/sbin/rgconf added. 

/usr/local/redcastle/sbin/rgctl added. 

/usr/local/redcastle/sbin/seclog added. 

/usr/local/redcastle/sbin/setmf added. 

/usr/local/redcastle/sbin/sosd added. 

/usr/local/redcastle/sbin/spaclget added. 

/usr/local/redcastle/sbin/spaclset added. 

/usr/local/redcastle/sbin/suctl added. 

/usr/local/redcastle/sbin/sulog added. 

/usr/local/redcastle/sbin/syslog added. 

/usr/local/redcastle/lib/librclog.so added. 

/usr/local/redcastle/lib/librcsysmon.so added. 

/usr/local/redcastle/modules/RedCastle added. 

/usr/local/redcastle/modules/sparcv9/RedCastle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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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evrc added. 

/usr/kernel/misc/RedCastle added. 

/usr/kernel/misc/sparcv9/RedCastle added. 

 

Total 51 file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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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cat 
 

명령어 modcat  [–p ParentId]  [–n Name]  CID 
기능 보안범주의 명칭과 포함 관계를 변경한다. 

주체권한 SO(7) 
 
• 옵션 설명 

[ -p ParentId ] : 이동할 상위 보안범주 ID. 상위 보안범주의 Depth 와 cid 를 
parent 로 하는 하위 보안범주의 Depth 합이 16 이상인 경우에는 이동할 수 
없다. 
[ -n Name ]: 보안범주 명칭. 보안범주 명칭은 중복 등록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상위 보안범주에서는 구별되어야 한다. 
[ CID ]: 변경될 보안범주 ID. cid 가 1 이거나 2 인 경우에는 명칭 변경만이 
가능하며 이동은 할 수 없다. 

 
• 기능 설명 

modcat 명령은 보안관리자가 현재 등록된 보안범주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상위 보안범주를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실행시 cid 와 함께 보안범주 
명칭이나 상위 보안범주 ID 둘 중 하나의 인자는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 사용 예 

ID 가 6 인 보안범주의 명칭을 Management 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modcat  –n Managemen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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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mu 
 

명령어 modmu [-r Role] [-l Level] [-c CID] [-d Path] user 
기능 등록되어 있는 보안사용자 정보를 변경한다. 

주체권한 SO(7) 
 
• 옵션 설명 

[ -r Role ] : 역할을 의미하며 SO(Security Officer=3), SA(System Admins=2), 
MU(MLS Users=1)로 설정할 수 있다. 변경가능한 Role 값은 1(MU), 2(SA), 
3(SO)의 숫자값으로 입력한다. 하나의 시스템에서 SO user 는 최소한 한명 
존재하여야 한다. 
[ -l Level ]: 사용자의 보안등급을 의미하며 1 부터 7 까지의 숫자 범위에서 
변경가능하며, 1 은 최대보안등급, 7 은 최소보안등급을 나타낸다. 
[ -c CID ]: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보안범주를 지정한다. 설정 가능한 보안범주 
ID 는 2 부터 127 사이의 값이며, 이미 등록된 보안범주 ID 중의 하나이어야 
한다. Role 이 SA 또는 MU 인 경우에만 설정한다. 
[ -d Path ]: Role 에 따른 보안이 적용되는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옵션으로써 
Role 이 SA 인 경우에만 설정한다. 
[ User ]: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보안사용자를 지정한다. 명령 실행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옵션이다. 

 
• 기능 설명 

이미 등록되어 있는 보안사용자의 보안속성 정보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명령으로써 최소한 하나 이상의 변경 옵션을 지정해야 한다. 변경하는 
보안속성 이외의 값은 기존 값을 그대로 유지한다. 

 
• 사용 예 

보안사용자(MU) kdhong 의 보안등급을 2, 보안범주 ID 를 3 으로 변경하는 
경우 

 
# modmu  -l 2  -c 3  kd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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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x 
 

명령어 psx [-aef] 
기능 프로세스의 보안속성을 조회할 때 사용한다. 

주체권한 모든 사용자 
 
• 옵션 설명 

[ -a ] : 현재 사용자가 생성한 모든 프로세스의 목록을 조회. 단, 프로세스 
그룹 리더와 터미널이 없는 프로세스는 제외된다. 
[ -e ] : 현재 시스템에서 구동중인 모든 프로세스의 목록을 조회. 
[ -f ] : 프로세스 목록을 full list 로 출력 

 
• 기능 설명 

현재 시스템 상에서 구동중인 프로세스의 보안속성을 조회하기 위한 
명령이다. 결과는 유닉스 명령 중 ps 의 결과와 동일하며 추가적으로 
역할(ROLE), 보안등급(SL), 보안범주(CID)가 출력된다. 아무런 옵션이 
사용되지 않으면 현재 쉘의 프로세스 속성이 출력된다. 

 
• 사용 예 

psx –ef 로 프로세스 속성을 조회하였을 때 
 

# psx -ef 

UID   PID  PPID TTY      ROLE SL CID CMD 

    root     0     0 ?          SO  0   0 sched 

    root     1     0 ?          SO  0   0 /etc/init - 

    root     2     0 ?          SO  0   0 pageout 

    root     3     0 ?          SO  0   0 fsflush 

    root   289     1 ?         UXR  0   0 /usr/lib/saf/sac -t 300 

    root   226     1 ?         UXR  0   0 /usr/lib/utmpd 

    root   123     1 ?         UXR  0   0 /usr/sbin/in.routed -q 

  daemon   173     1 ?          UX  0   0 /usr/lib/nfs/statd 

  serene  7945  7942 pts/10     UX  0   0 -csh 

    ujoo 10305 10302 pts/11    MSO  0   1 -csh 

    root  5924  5887 pts/15     SO  0   1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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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  9716   162 ?         UXR  0   0 in.telnetd 

    root  7942   162 ?         UXR  0   0 in.telnetd 

    ymir  5887  5884 pts/15    MSO  0   1 -csh 

  jbpark  7646  7643 pts/16    MSO  0   1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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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login 
 

명령어 rclogin 
기능 보안 사용자 인증을 수행한다. 

주체권한 모든 보안 사용자 
• 기능 설명 

보안 패스워드를 통해 보안 사용자 인증을 수행한다. 보안 사용자가 
아니거나, 이미 보안 사용자로 로그인 한 경우,  보안 사용자 계정이 잠겨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자별로 설정되어 있는 인증 재시도 횟수만큼 연속으로 인증에 실패하면, 
계정이 자동으로 잠기게 되고, 로그인 되어 있는 프로세스는 바로 종료되며, 
보안 로그 환경 설정 옵션에 따라, 관리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하게 된다. 

• 사용 예 
보안 사용자 로그인 
# id 

uid=1000(rcso) gid=10(staff) 

# psx 

 

  PID TTY      ROLE SL CID CMD 

21101 pts/1      UX  0   0 csh 

21107 pts/1      UX  0   0 psx 

# 

# rclogin 

Enter Security Passwd : 

# id 

uid=1000(rcso) gid=10(staff) 

# psx 

 

  PID TTY      ROLE SL CID CMD 

21101 pts/1     MSO  1   1 csh 

21110 pts/1     MSO  1   1 p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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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_perf 
 

 
• 기능 설명 

Redcastle 의 정상 작동을 위한 프로세서중 하나인 rc_perf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이를 작동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 사용 예 

RedCastle_processor 의 재 가동 
 
# ps – ef | grep redcastle 

root 15685  1  0   1 월 08 ?  0:12 /usr/local/redcastle/sbin/rc_schd 

root 15670  1  0   1 월 08 ?  0:00 /usr/local/redcastle/sbin/sosd 

root   297  1  0   1 월 06 ?  0:10 /usr/local/redcastle/sbin/rclogd 

# ./rc_perf 

# ps – ef | grep redcastle 

root 15685  1  0   1 월 08 ?  0:12 /usr/local/redcastle/sbin/rc_schd 

root 15670  1  0   1 월 08 ?  0:00 /usr/local/redcastle/sbin/sosd 

root   297  1  0   1 월 06 ?  0:10 /usr/local/redcastle/sbin/rclogd 

root 15680  1  0   1 월 08 ?  0:02 /usr/local/redcastle/sbin/rc_perf 

# 

 
 
 
 
 
 
 
 
 

명령어 rc_perf 

기능 
RedCastle 의 performance 기능으로 가동시 작동오류에 
대한 작동을 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주체권한 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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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_schd 
 

명령어 rc_schd 

기능 
RedCastle 의 schedule 의 기능으로 가동시 작동오류에 
대한 정상 작동을 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주체권한 SO(7) 
• 기능 설명 

Redcastle 의 정상 작동을 위한 프로세서중 하나인 ‘ rc_schd ’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이를 작동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 사용 예 

RedCastle_schedule 의 재 가동 
 

 
 
 
 
 
 
 
 
 

# ps – ef | grep redcastle 

root 15670  1  0   1 월 08 ?  0:00 /usr/local/redcastle/sbin/sosd 

root   297  1  0   1 월 06 ?  0:10 /usr/local/redcastle/sbin/rclogd 

root 15680  1  0   1 월 08 ?  0:02 /usr/local/redcastle/sbin/rc_perf 

 

# ./rc_schd 

# ps – ef | grep redcastle 

 

root 15685  1  0   1 월 08 ?  0:12 /usr/local/redcastle/sbin/rc_schd 

root 15670  1  0   1 월 08 ?  0:00 /usr/local/redcastle/sbin/sosd 

root   297  1  0   1 월 06 ?  0:10 /usr/local/redcastle/sbin/rclogd 

root 15680  1  0   1 월 08 ?  0:02 /usr/local/redcastle/sbin/rc_pe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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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logd 
 

명령어 rclogd 

기능 
RedCastle 의 logd 의 기능으로 가동시 작동오류에 대한 
정상 작동을 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주체권한 SO(7) 
• 기능 설명 

Redcastle 의 정상 작동을 위한 프로세서중 하나인 ‘ rclogd ’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이를 작동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 

 
• 사용 예 

RedCastle_schedule 의 재 가동 
 
# ps – ef | grep redcastle 

root 15670  1  0   1 월 08 ?  0:00 /usr/local/redcastle/sbin/sosd 

root 15685  1  0   1 월 08 ?  0:12 /usr/local/redcastle/sbin/rc_schd 

root 15680  1  0   1 월 08 ?  0:02 /usr/local/redcastle/sbin/rc_perf 

 

# ./rc_schd 

# ps – ef | grep redcastle 

 

root 15685  1  0   1 월 08 ?  0:12 /usr/local/redcastle/sbin/rc_schd 

root 15670  1  0   1 월 08 ?  0:00 /usr/local/redcastle/sbin/sosd 

root   297  1  0   1 월 06 ?  0:10 /usr/local/redcastle/sbin/rclogd 

root 15680  1  0   1 월 08 ?  0:02 /usr/local/redcastle/sbin/rc_pe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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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sinfo 
 

명령어 rcsinfo -cfdir path [ -class class_name ] 
기능 시스템 구성 정보를 조회한다. 

주체권한 모든 사용자 
 
• 옵션 설명 

[ -cfdir path ] : rcsinfo 에서 사용할 시스템 설정 파일의 경로를 입력한다. 
RedCastle SecureOS 가 설치된 디렉토리의 conf/sysinfo 디렉토리를 full 
path 로 입력해야 한다. 
[ -class class_name ] : 조회할 시스템 정보 유형을 입력한다. class_name 은 
–list class 옵션으로 조회할 수 있다. 
    all : 전체 시스템 정보 조회 
    general :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조회 
    kernel : 커널 정보 조회 
    sysconf : 시스템 설정 정보 조회 
    printer : 프린터 정보 조회 
    partition : 디스크 파티션 정보 조회 
    device or hardware : 장치 정보 조회 
    software : 설치된 소프트웨어 정보 조회 

 
• 기능 설명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 소프트웨어 등의 모든 정보를 조회한다. 
 
• 사용 예 

시스템 일반 정보 조회 
 

# rcsinfo -cfdir /usr/local/redcastle/conf/sysinfo -class general 

 

        G E N E R A L    I N F O R M A T I O N 

 

  Host Name               zolaris 

  Host Aliases            loghost redgate.zolaris 

  Host Address(es)        192.168.1.105 

  Host ID                 833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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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al Number           2200970564 

  Manufacturer (Full)     Sun Microsystems 

  System Model            Blade 150 Model 650 

  Main Memory             512 MB 

  Virtual Memory          2.4 GB 

  ROM Version             OBP 4.10.6 2003/06/06 12:30 

  Number of CPUs          1 

  CPU Type                sparcv9+vis 

  CPU Speed               650 MHz 

  App Architecture        sparc 

  Kernel Architecture     sun4u 

  Kernel Bit Size         64 

  OS Name                 SunOS 

  OS Version              5.8 

  OS Distribution         Solaris 8 2/02 s28s_u7wos_08a SPARC 

  Kernel Version          SunOS Release 5.8 Version Generic_108528-

13 64-bit 

  Boot Time               Thu Nov  4 14:24:50 2004 KST 

  Current Time            Wed Nov 10 11:41:36 20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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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ogin  
 

명령어 replogin -y type [-f date_from -t date_to -h] 
기능 사용자들의 로그인 관련 통계를 조회한다. 

주체권한 SO (7) 
 
• 옵션 설명 

-y type : 로그인 통계의 유형을 입력한다. 
    LSU : 사용자별 접속지 호스트를 조회 
    LSH : 접속지 호스트별 사용자를 조회 
    LF : 사용자별 3 회 이상 로그인 실패 통계를 조회 
    SU : 사용자별 SU 성공 및 실패 통계를 조회 
[ -f date_from ] : 조회할 시작일자를 지정하는 옵션이다. 
년월일(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한다. 이 옵션을 설정하면 지정된 
일자부터의 정보만 조회된다. 
[ -t date_to ] : 조회할 종료일자를 지정하는 옵션이다. 년월일(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한다. 이 옵션을 설정하면 지정된 일자까지의 정보만 
조회된다. 
[ -h ] : 도움말 보기 

 
• 기능 설명 

사용자의 로그인 활동과 관련된 통계를 조회한다. 이 명령을 이용하여 ESM 
의 로그인 관련 통계 보고서를 작성한다. 

 
• 사용 예 

사용자별 접속지 호스트를 조회 
 

# replogin -y LSU 

User        Login Host                 Telnet   Ftp 

--------------------------------------------------------- 

ymir        true                       1        4 

ymir        ephesus                    0        5 

ymir        :0                         1        0 

jbpark      localhost                  1        0 

jbpark      192.168.1.58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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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park      :0                         1        0 

xyros       hogwat                     1        0 

xyros       localhost                  3        0 

castle      192.168.1.60               3        0 

castle      192.168.1.93:0             14       0 

rcmu        192.168.1.42               45       0 

rcmu        192.168.1.60               28       0 

rcsa        localhost                  3        0 

rcsa        192.168.1.43               6        0 

rcux        192.168.1.42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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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violation 
 

명령어 repviolation [-f date_from -t date_to -h] 
기능 보안 위반 통계를 조회 

주체권한 SO (7) 
 
• 옵션 설명 

[ -f date_from ] : 조회할 시작일자를 지정하는 옵션이다. 
년월일(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한다. 이 옵션을 설정하면 지정된 
일자부터의 정보만 조회된다. 
[ -t date_to ] : 조회할 종료일자를 지정하는 옵션이다. 년월일(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한다. 이 옵션을 설정하면 지정된 일자까지의 정보만 
조회된다. 

 
• 기능 설명 

발생한 보안 로그 중에서 접근 통제 Rule 위반, SU 위반, IPS 기능이 탐지한 
보안 위반 사항 등에 대한 통계를 조회한다. 이 명령을이용하여 ESM 의 
보안 위반 통계 보고서를 작성한다. 
각각의 필드는 읽기 위반, 쓰기 위반, 실행 위반, 파일 생성 위반, Kill 위반, 
실행 제한된 명령어 실행 위반, 프로세스 보안 속성 설정 위반, su 허용 룰 
위반, Symlink Protection 위반, Hardlink Protection 위반, FIFO Protection 
위반, Chroot Protection 위반, Promiscuos 모드 탐지, Standard FD 
Proection (RedCastle v1.5 버전에서만 사용) 에 대한 통계를 의미한다. 

 
• 사용 예 

보안 위반 통계 조회 
 

# repviolation 

rcmu(101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rcux(1012)   0   0   0   0   0   2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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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ctl 
 

명령어 rgctl [ start [-l license | -f file] ][ stop ][ info ] 
기능 Agent 의 시동, 종료 및 상태 조회를 하는 명령이다. 

주체권한 SO(7) 
 
• 옵션 설명 

[ start ]: Agent 의 기능을 시작할 때 사용한다. 
    [ -l lisence ] : 시작시 라이센스를 직접 입력한다. 
    [ -f file ] : 시작시 라이센스 파일의 경로를 입력한다. 
[ stop ]: Agent 의 기능을 정지시킬 때 사용한다. 
[ info ]: Agent 의 상태를 조회할 때 사용한다. 
 

• 기능 설명 
보안관리자 (SO)만이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이며, Agent 의 시동, 종료 및 
상태 조회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Agent 모듈의 시동시에는 반드시 라이센스가 필요하며, 라이센스는 
디폴트로 RedCastle SecureOS 가 설치된 디렉토리의 하위 디렉토리인 data 
에 <hostname>.rckey 의 형태로 저장된다. 서버의 hostname 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라이센스 파일을 변경된 hostname 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라이센스 파일명이 다른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f 옵션을 이용하여 라이센스 
파일의 경로를 명시해 줘야 한다. 

 
• 사용 예 

Agent 상태를 조회할 때 
# rgctl  info 
Copyright(c) 2002 RedGate co. ltd. All rights reserved. 
RedCastle is protected by copyright and distributed under 
licenses restricting copying, distribution and decompilation. 
 
     Version   : 2.0.4 (Build-041108) 
     License # : AEAAIJADAE7O7SFOQ7WIUNUH 
     RedCastle is currently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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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 를 정지시킬 때 
# rgctl  stop 
RedCastle is successfully stopped. 

 
Agent 를시동시킬 때 
# rgctl  start 
RedCastle is successfully sta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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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conf 
 

명령어 rgconf -g|-v|-h|-l|-e|-c 
기능 RedCastle Agent 모듈의 환경을 조회하고 설정한다. 

주체권한 SO(7) 
 
• 옵션 설명 

[ -g ] : RedCastle Agent 모듈의 현재 설정 상태를 조회한다. 
[ -v ] : rgconf 명령의 버전 정보를 본다. 
[ -h ] : rgconf 명령의 도움말을 본다. 
[ -l ] : 변경된 설정 값을 Agent 모듈에 적용한다. 
[ -e ] : 현재 Agent 모듈의 설정값을 파일로 저장한다. 
[ -c ] : Agent 모듈의 설정값과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설정값을 비교한다. 

 
• 기능 설명 

rgconf 는 RedCastle Agent 모듈의 기능을 제어하는 명령으로써 보안관리자 
(SO)만 수행 가능하다. 
Agent 모듈의 기능 설정 내용은 RedCastle SecureOS 가 설치된 디렉토리의 
data/ips.conf 파일에 저장되며, 설정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ips.conf 파일의 
내용을 수정하여 옵션을 변경하고, rgconf –l 명령을 이용하여 Agent 모듈에 
적용시킨다. 
 
• 사용 예 
현재 Agent 의 IPS 설정상태를 조회하는 경우 

 
# rgconf – g 

- Operation Modes 

    MAC Operation Mode      :  Deny with logging 

    DAC Operation Mode      :  Deny with logging 

    Kill                    :  Deny with logging 

 

  - Enhancement Mode 

    Root to User Transition :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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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tions 

    Commands                :  Deny with logging 

    Setuid Files            :  Warning 

    MLS Information         :  Off 

    Root Execution          :  Off 

Service Restriction     :  Warning 

 

  - Protections 

    Restricted Proc         :  On 

    Pseudo Promiscuous Flag :  On 

    Module Hiding           :  On 

    FIFO Protection         :  Deny with logging 

    Symbolic Link Protection:  Deny with logging 

    Hard Link Protection    :  Deny with logging 

    CHROOT Protection       :  Deny with logging 

 
프로세스 정보 제한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경우 

 
# vi /usr/local/redcastle/data/ips.conf 

 

# 

# RedCastle V2.0 Configuration 

# 

 

# Operation Modes 

    MACMODE  = on    # MAC Operation Mode : on/warn 

    DACMODE  = on    # DAC Operation Mode : on/warn 

    KILLACL  = on    # Kill ACL Mode      : on/warn 

 

# Enhancement Mode 

    ROOTSU   = on    # Root to User Transition           : on/off 

 

# Options 

    COMMAND  = warn  # Command Execution Restriction    : on/warn 

    SETUID   = on  # Setuid Files Execution Restriction : on/w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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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LSINFO  = off   # MLS Information Inheritance      : on/off 

    ROOTEXEC = off   # Root Execution Process Adjustion : on/off 

    SERVICE  = warn  # Service Restriction         : on/warn/off 

 

# Protections 

    PROCESS  = off   # Process Information Restriction : on/off 

    PROMISC  = on    # Promiscuous Mode Check          : on/off 

    MODULE   = off   # Module Hiding                   : on/off 

    FIFO     = on    # FIFO Protection                 : 

on/warn/off 

    SYMLINK  = on    # Symbolic Link Protection     : on/warn/off 

    HARDLINK = on    # Hard Link Protection         : on/warn/off 

    CHROOT   = on    # CHROOT Environment Protection: on/warn/off 

# Protections 

  PROCESS  = off   # Process Information Restriction : on/off 

  PROMISC  = on    # Promiscuous Mode Check          : on/off 

  MODULE   = on    # Module Hiding                   : on/off 

  FIFO     = on    # FIFO Protection               : on/warn/off 

  SYMLINK  = on    # Symbolic Link Protection      : on/warn/off 

  HARDLINK = on    # Hard Link Protection          : on/warn/off 

  CHROOT   = on    # CHROOT Environment Protection : on/warn/off 

 

# rgconf -l 

 

  - Operation Modes 

    MAC Operation Mode      :  Deny with logging 

    DAC Operation Mode      :  Deny with logging 

    Kill                    :  Deny with logging 

 

  - Enhancement Mode 

    Root to User Transition :  On 

 

  - Options 

    Commands                :  Warning 

    Setuid Files            :  Deny with logging 



[첨부 1] RedCastle 명령어 

- 451 - 

    MLS Information         :  Off 

    Root Execution          :  Off 

    Service Restriction     :  Warning 

 

  - Protections 

    Restricted Proc         :  Off 

    Pseudo Promiscuous Flag :  On 

    Module Hiding           :  Off 

    FIFO Protection         :  Deny with logging 

    Symbolic Link Protection:  Deny with logging 

    Hard Link Protection    :  Deny with logging 

    CHROOT Protection       :  Deny with lo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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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log 
 

명령어 
seclog -p pg_num -s pg_size [-f date_from -t date_to -y 
log_type -c log_code -l log_level -h] 

기능 보안 로그를 조회한다. 
주체권한 SO(7) 

 
• 옵션 설명 

[ -p pg_num ] : 조회할 페이지를 지정하는 옵션이다. 이 옵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1 이 기본값으로 설정된다. 
[ -s pg_size ] : 한 페이지에 디스플레이 할 라인수를 지정한다. 이 옵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50 이 기본값으로 설정된다. 
[ -f date_from ] : 조회할 시작일자를 지정하는 옵션이다. 
년월일(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한다. 이 옵션을 설정하면 지정된 
일자부터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만 조회된다. 
[ -t date_to ] : 조회할 종료일자를 지정하는 옵션이다. 년월일(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한다. 이 옵션을 설정하면 지정된 일자까지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만 조회된다. 
[ -y log_type ] : 특정 소스의 보안 로그만 조회한다. 
    1 : Kernel 에서 발생한 보안 로그 
    2 : Local Manager (Sosd) 에서 발생한 보안 로그 
    3 : 로그 수집 데몬 (Rclogd) 에서 발생한 보안 로그 
    4 : 응용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보안 로그 
    5 : 방화벽에서 발생한 보안 로그 
    6 : SMS 모듈에서 발생한 보안 로그 
[ -c log_code ] : 보안로그 타입에 대한 코드별로 조회한다. 보안 로그 코드는 
RedCastle v2.0 이상 버전에 세분화, 확장되어 커널 모듈에서 내부적으로 
사용되므로, 콘솔 명령어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없다. (사용하지 않음) 
[ -l log_level ] : log_level 에 입력된 등급의 보안 로그를 조회한다. 
    1 : Information 
    2 : Notice 
    3 : Warning 
    4 : Error 
    5 : Cr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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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Alert 
 
• 기능 설명 

Agent 모듈, 관리 데몬, 방화벽 등으로부터 발생한 보안 로그를 조회한다. 
옵션에 따라 소스별, 등급별, 날짜별로 조회할 수 있다. 

 
• 사용 예 
 

# seclog 

 

## PG_NUM = [1] / PG_SIZE = [50] ## 

CreateTime           EventTime            Source           Message 

------------------------------------------------------------------------

2004-11-09 17:46:54  2004-11-09 17:46:53  Kernel           Restricted 

command violation on /sbin/shutdown by 

xyros.::execve(59):29739:29732:xyros(1012):xyros(1012):UX:0:Unknown(0):-

csh:/usr/bin/date::-1::-1:(-1):(-1):Deny:Restricted Command Execution 

2004-11-09 16:54:51  2004-11-09 16:54:51  RedManager       [25663] User 

'castle' attempts to login from '192.168.1.46 (security-rikky)'. 

2004-11-09 16:54:46  2004-11-09 16:54:46  RedManager       [25637] 

Security user auth failed [user = castle] : Password is not matched. 

2004-11-09 16:49:16  2004-11-09 16:49:16  RedManager       [22367] 

'/rctest/protected_file' is successfully added in File ACL. 

2004-11-09 15:14:55  2004-11-09 15:14:51  Kernel           RedCastle 

2.0.4 is loaded. 

2004-11-09 15:14:54  2004-11-09 15:14:54  LogDaemon        Log Daemon 

started. [pid = 21820] 

2004-11-09 15:14:54  2004-11-09 15:14:54  Sysmon           

SysMon(rc_schd) is started! 

2004-11-09 15:14:54  2004-11-09 15:14:54  Sysmon          

SysMon(rc_perf) is started! 

2004-11-09 15:14:54  2004-11-09 15:14:54  RedManager       [21784] 

RedCastle Agent is successfully started. [listening port = 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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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mf 
 

명령어 setmf  [-Rr]  [-l Level]  [-c CID]  File 
기능 파일 및 디렉토리에 보안속성을 부여한다. 

주체권한 MSO(5), SO(7) 
 
• 옵션 설명 

[ -R ] : 지정된 디렉토리의 하위에 존재하는 모든 파일, 디렉토리에 대해서도 
함께 보안속성을 부여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다. 
[ -r ] : 보안속성을 제거하는 옵션이다. 보안속성이 제거되면 Role 은 UX, 
보안등급과 보안범주 ID 는 각각 0 으로 설정된다. –R 옵션과 같이 사용하면 
하위 디렉토리에 대한 보안속성 역시 제거된다. 
[ -l Level ] : 보안등급을 설정하는 옵션이다. 1 부터 7 까지의 숫자값을 
지정할 수 있으며, 1 은 최대보안등급, 7 은 최소보안등급을 나타낸다. 
[ -c CID ] : 파일, 디렉토리에 부여되는 보안범주를 지정한다. 설정 가능한 
보안범주 ID 는 1 부터 127 까지의 숫자값이며, 이미 등록된 보안범주 
ID 중의 하나이어야 한다. CID 에 따라서 파일의 Role 이 결정되므로 
주의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 File ]: 보안속성을 부여할 파일 또는 디렉토리명을 지정한다. 

 
• 기능 설명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보안속성(보안등급, 보안범주)을 설정함으로써,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해당 파일, 디렉터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보안속성이 설정된 파일이나 디렉터리는 시스템 
자체에서 제공하는 접근모드(Owner/Group/Other 읽기, 쓰기, 실행)외에 
보안관리자에 의해 설정된 보안등급과 보안범주에 의해 강제적 접근제어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파일 접근제어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SO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는 모든 파일에 대해서 보안속성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외의 보안사용자는 자신 소유의 파일, 디렉터리에 대해서만 
보안속성을 설정할 수 있다. 

 
• 사용 예 

/export/home/kdhong 디렉터리를 포함하여 하위의 모든 파일, 디렉터리에 
대해 보안등급 5, 보안범주 4 를 지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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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mf  -R  -l 5  -c 4  /export/home/kdhong 

 
/export/home/kdhong/secure.db 파일에 대해 보안등급을 2 로 설정하고, 
보안범주는 설정하지 않는 경우 
 

# setmf  -l 2  /export/home/kdhong/secure.db 
 

/export/home/kdhong/nosecurity 디렉토리를 포함하여 하위의 모든 파일, 
디렉토리에 대해 보안속성을 제거하는 경우 

 
# setmf  -Rr  /export/home/kdhong/no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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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lget 
 

명령어 spaclget [-p path] 

기능 등록되어 있는 실행 허용 SETUID 프로그램 정보를 조회한다. 

주체권한 SO(7) 
 
 
• 옵션 설명 

[-p path]: 지정된 경로의 SETUID 프로그램이 SETUID 허용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지 조회할 때 사용한다. 
 

• 기능설명 
SETUID 허용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령어이다. 옵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등록된 모든 SETUID 프로그램 정보가 
출력된다. 
 

• 사용 예 
SETUID 허용 목록에 등록된 모든 실행 가능한 SETUID 프로그램 목록을 
조회하는 경우 

•  
# spaclget 
/bin/su 
/usr/bin/sparcv9/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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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alset 
 

명령어 spaclset [-a path] [-d all | path] 

기능 SETUID 허용 목록에 SETUID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삭제한다. 

주체권한 SO(7) 
 

• 옵션설명 
[-a path]: SETUID 허용 목록에 실행을 허용할 SETUID 프로그램을 
추가한다. 
[-d all | path]: SETUID 허용 목록에서 SETUID 프로그램을 삭제한다. all 
옵션을 지정하면 모든 목록이 삭제되며, path 를 지정하면 해당 SETUID 
프로그램만 SETUID 허용 목록에서 삭제된다. 
 

• 기능설명 
실행할 수 있는 SETUID 프로그램을 등록하거나 삭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령어이다. 추가시에는 SETUID 프로그램의 절대경로를 입력하며, 
삭제시에는 전체 목록을 삭제하거나 특정한 SETUID 프로그램만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 
SETUID 허용 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SETUID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실행할 
수 없으므로 ps 명령어나 su 명령어와 같이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SETUID 
프로그램도 등록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SETUID 프로그램은 보안관리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후 SETUID 
허용 목록에 등록해야 한다. 
 

• 사용 예 
/usr/bin/sparcv9/ps 을 SETUID 허용 목록에 추가하는 예 

 
# spaclset –a /usr/bin/sparcv9/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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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tl 
 

명령어 suctl [-g ] [ -a name [-f 0|1] ] [-i] [-d name] [ -m name 

-f 0|1 ] 

기능 SU 를 허용할 사용자를 조회,등록,삭제,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한다. 

주체권한 SO(7) 
 

• 옵션설명 
[-g]: SU 허용목록을 조회한다. 등록된 사용자 및 허용 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a name] [-f 0|1] : SU 명령을 허용할 사용자를 등록한다. –f 옵션을 통해 
Enable(1) 또는 Disable(0) 상태로 설정할 수 있으며, -f 옵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Default 로 Disable 상태가 된다. 
[-d name] : SU 허용 목록에서 해당 사용자를 제거한다. 
[-m name  -f 0|1] : SU 허용 상태를 Enable 또는 Disable 시킨다. 
[-i] : SU 허용 목록을 모두 삭제한다. 
 

• 기능설명 
RedCastle SecureOS 가 설치되어 운용중일 때에는 SO 보안 관리자를 
제외한 root 사용자는 일반 사용자로의 SU 명령의 사용이 제한된다. 이때 
SA 보안 관리자에 의해 일반 사용자로의 SU 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SU 허용 목록을 통해, 등록된 사용자로만 SU 가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목록에 SU 를 허용할 사용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사용자 이름만 입력하며,  -f 
옵션을 이용하여 바로 적용할 것인지, 목록에만 추가하고 Diable 상태로 둘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삭제시에는 전체 목록을 삭제하거나 특정 사용자만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 
SU 허용 목록에 등록될 사용자는 SA 또는 MU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가능하므로, SU 허용 목록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미리 SA 또는 MU 보안 
사용자로 등록해야 한다. 
 

• 사용 예 
oracle 사용자를 SU 허용 목록에 추가하는 예 
# suctl –a oracle –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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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og 
 

명령어 
sulog -p pg_num -s pg_size [-f date_from -t date_to -r 
result -u user_from -o user_to -h] 

기능 su 명령 사용에 대한 정보를 조회한다. 
주체권한 SO(7) 

 
• 옵션 설명 

[ -p pg_num ] : 조회할 페이지를 지정하는 옵션이다. 이 옵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1 이 기본값으로 설정된다. 
[ -s pg_size ] : 한 페이지에 디스플레이 할 라인수를 지정한다. 이 옵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50 이 기본값으로 설정된다. 
[ -f date_from ] : 조회할 시작일자를 지정하는 옵션이다. 
년월일(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한다. 이 옵션을 설정하면 지정된 
일자부터의 정보만 조회된다. 
[ -t date_to ] : 조회할 종료일자를 지정하는 옵션이다. 년월일(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한다. 이 옵션을 설정하면 지정된 일자까지의 정보만 
조회된다. 
[ -r result ] : su 명령 실행이 성공한 로그만을 조회할 경우에는 ‘+’를 
입력하고, 실패 로그만을 조회할 경우에는‘-’를 입력한다. 
[ -u user_from ] : 특정 사용자의 su 명령 실행 로그를 조회할 때 사용한다. 
사용자명을 입력한다. 
[ -o user_to ] : 특정 사용자로 이동하려는 su 명령 실행 로그를 조회할 때 
사용한다. 사용자명을 입력한다. 
[ -h ] : 명령어 사용법을 설명하는 화면을 출력한다. 

 
• 기능 설명 

su 명령 실행에 관한 이력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다. 출력결과는 
시간(DATE), 성공여부(RESULT), 터미널(TERMINAL), 
실행사용자명(FROM_USER), 이동사용자명(TO_USER)으로 구성되며, 
최근 기록부터 조회된다. 

 
•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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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log 

 

## PG_NUM = [1] / PG_SIZE = [50] ## 

DATE                   RESULT   TERMINAL        FROM_USER       TO_USER 

------------------------------------------------------------------------- 

2002-12-13 18:08:00    +        pts/10          ymir            root 

2002-12-13 17:02:00    -        pts/11          ymir            root 

2002-12-13 14:53:00    +        pts/12          ujoo            root 

2002-12-13 14:43:00    +        pts/12          ymir            root 

2002-12-12 12:42:00    +        pts/9           serene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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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log 
 

명령어 
syslog -p pg_num -s pg_size [-f date_from -t date_to -l 
log_host -a application -h] 

기능 syslog message 정보를 조회한다. 
주체권한 SO(7) 

 
• 옵션 설명 

[ -p pg_num ] : 조회할 페이지를 지정하는 옵션이다. 이 옵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1 이 기본값으로 설정된다. 
[ -s pg_size ] : 한 페이지에 디스플레이 할 라인수를 지정한다. 이 옵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50 이 기본값으로 설정된다. 
[ -f date_from ] : 조회할 시작일자를 지정하는 옵션이다. 
년월일(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한다. 이 옵션을 설정하면 지정된 
일자부터의 정보만 조회된다. 
[ -t date_to ] : 조회할 종료일자를 지정하는 옵션이다. 년월일(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한다. 이 옵션을 설정하면 지정된 일자까지의 정보만 
조회된다. 
[ -l log_host ] : 특정 호스트에서 발생된 syslog message 를 조회할 때 
사용한다. syslog 데몬이 동작하는 호스트명을 입력한다. 
[ -a application ] :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된 syslog message 를 조회할 
때 사용한다. 
[ -h ] : 명령어 사용법을 설명하는 화면을 출력한다. 

 
• 기능 설명 

syslog 데몬에 의해서 생성된 로그 이력을 조회하는 명령이다. 출력결과는 
로그시간(DATE), 로그호스트(HOST),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로그메시지(MESSAGE)로 구성되며, 최근 기록부터 조회된다. 

 
• 사용 예 
 

# syslog 

 

## PG_NUM = [1] / PG_SIZE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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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HOST  APPLICATION   MESSAGE 

------------------------------------------------------------------------- 

2002-12-13 19:26:55 HogWat RedCastle:   [ID 590524 kern.notice] User DB : 7 

2002-12-13 19:26:54 HogWat RedCastle:   [ID 540160 kern.notice] UDBSET         

 request for User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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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REDCASTLE 
에러메시지 

개   요 
[첨부 2]에서는 RedCastle 에서 제공하는 에러 
메시지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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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되는 에러메시지 종류는 다음과 같다. 

 

• RedCastle Messages 
S_ERR_ENVIRONMENT_FAIL 환경설정이 잘못 되었습니다.  

다시 설치 후 사용하십시오.! 

S_AGENT_CONNECT_NOT 에이전트에 접속할수 없습니다 

S_DATE_CORRECT 날짜를 정확히 해주세요. 

S_IPS_READ_FAIL IPS 설정읽기를 실패했습니다. 

S_MODULE_START_FAIL 모듈시작을 실패하였습니다. 

S_MODULE_STOP_FAIL 모듈정지를 실패하였습니다. 

S_LOGD_START_FAIL 로그 데몬 시작을 실패하였습니다. 

S_LOGD_STOP_FAIL 로그 데몬 정지를 실패하였습니다. 

S_NUMBER_LIMIT_OVER 숫자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S_CLR_FILE_FAIL 파일 초기화에 실패했습니다. 

S_RULE_APPLY_FAIL 규칙 적용을 실패하였습니다. 

S_DEFRULE_APPLY_FAIL 기본 규칙 적용을 실패하였습니다. 

S_USERRULE_APPLY_FAIL 사용자 규칙 적용을 실패하였습니다. 

S_PROCESSRULE_APPLY_FAIL 프로세스 규칙 적용을 실패하였습니다. 

S_POLICY_APPLY_FAIL 정책 적용을 실패하였습니다. 

S_NETWORK_SET_FAIL 네트워크 설정의 적용을 실패하였습니다. 

S_SERVICE_SET_FAIL 서비스 설정의 적용을 실패하였습니다. 

S_SECUSER_DEL_FAIL 보안 사용자 삭제를 실패하였습니다. 

S_CAT_CONTAIN_USER 그룹이 사용자를 가지고 있을때는 삭제할수

없습니다. 

S_CAT_CONTAIN_CAT 그룹이 최하위 그룹이 아닐때는 삭제할수

없습니다. 

S_CAT_DEL_FAIL 모든 보안 그룹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보안그룹 1,2 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S_USER_USER_DEL_FAIL 사용자 삭제를 실패하였습니다. 

S_CAT_INS_FAIL 보안 그룹 추가에 실패하였습니다. 

S_CAT_MOD_FAIL 보안 그룹 변경을 실패하였습니다. 

S_CAT_MOD_DENY_DIFROLE 다른 보안 역할을 가진 부모로 변경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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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_CAT_DEL_ALLCAT_FAIL 모든 보안그룹 삭제를 실패하였습니다. 

S_DEL_ALLUSER_FAIL 모든 보안 사용자 삭제를 실패하였습니다. 

S_DISCON_LOGDETAIL 이미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로그를 보시려면 다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S_ALREADY_SESSION_CLOSED 이미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S_IPS_SET_FAIL 모듈 설정의 적용을 실패하였습니다. 

S_LOGCONF_SET_FAIL 로그 설정의 적용을 실패하였습니다. 

S_FWD_STOP_FAIL 방화벽 정지를 실패하였습니다. 

S_FWD_START_FAIL 방화벽 시작을 실패하였습니다. 

S_RULE_FAIL 규칙이 잘못되었습니다. 

S_DIFF_PROTOCOL_EDITED tcp 및 udp 에만 포트가 올수 있습니다. 다른

프로토콜로 바꾸어 주세요. 

S_NOT_SRC_PORT_NULL 시작 포트는 NULL 이 될수 없습니다. 

S_SRCP_SMLER_THAN_DESP 시작 포트가 끝 포트보다 작아야 합니다. 

S_SAME_SERV_NAME_EXIST 같은 서비스명이 있습니다. 

S_SAME_SERV_EXIST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S_SERV_NOT_SELECT 서비스가 선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S_NWORK_NAME_NOT 네트워크 명이 없습니다. 

S_SAME_NWORK_NAME_EXIST 같은 네트워크 명이 있습니다. 

S_SAME_NWORK_EXIST 같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S_PROC_NAME_NOT 프로세스명이 없습니다. 

S_PROC_PATH_NOT 프로세스 경로가 없습니다. 

S_SAME_PROC_NAME_EXIST 같은 프로세스명이 있습니다. 

S_COMM_LIMIT_OVER 명령어 제한할 수 있는 명령어 수(50)를

초과하였습니다. 

S_PROC_PATH_SCHAR_NOT_INC 프로세스 경로에 ₩₩:/*₩?₩"<>|과 같은 문자는

들어갈수 없습니다. 

S_PROC_NAME_SCHAR_NOT_INC 프로세스명에 *₩?₩"<>|과 같은 문자는

들어갈수 없습니다. 

S_LIMIT_COMM_PCHAR_NOT_INC 특수문자(<>;|)는 제한 명령어 이름에

포함될수 없습니다. 

S_REALSYS_CONNECT_FAIL 실시간 시스템 정보 수집 접속에

실패했습니다. 

S_REALSYS_INFOCOLL_NOT 실시간 시스템 정보 수집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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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_SECU_ATTRIB_DEL_FAIL 보안 속성을 삭제를 실패했습니다. 

S_FILE_ATTRIB_EDIT_FAIL 파일 속성을 수정을 실패했습니다. 

S_FILE_LIST_GET_FAIL 파일 목록 검색에 실패하였습니다. 

S_FILE_ATTRIB_EDITED_FAIL 파일 속성 변경에 실패하였습니다. 

S_PROC_LIST_GET_FAIL 프로세스 목록 검색에 실패 하였습니다. 

S_CAT_LIST_GET_FAIL 보안그룹 목록 검색에 실패하였습니다. 

S_USRDIR_SECU_SET_FAIL 사용자 디렉터리에 보안속성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S_DEFPOLICY_APPLY_FAIL 기본 정책 적용을 실패하였습니다. 

S_NWORK_LIST_GET_FAIL 네크워크 리스트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S_NWORK_SET_SAVE_FAIL 네크워크 설정을 저장하지 못했습니다. 

S_FWD_SERV_GET_FAIL 방화벽 서비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S_FWD_SERV_SAVE_FAIL 방화벽 서비스를 저장하지 못했습니다. 

S_FWD_DLG_GET_FAIL 방화벽 다이얼로그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S_FWD_RULE_GET_FAIL 방화벽 규칙을 가져올수 없습니다. 

S_SRC_NOT_SELECT 출발지가 선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S_TRANS_MSG_ERR 메세지 전송중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S_NOT_MENU_SUPPORT 해당 메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S_USER_DEL_AND_INS SU 허용 목록최대 길이는 20 입니다. ₩n

사용자를 삭제하고 추가해 주세요. 

S_REGT_USER_NOT_INS 등록된 사용자는 추가할수 없습니다. 

S_SULIST_USER_NOT_DEL SU 사용자 목록에 있는 사용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먼저 SU 사용자 목록에서 해당 사용자를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S_NWORK_IP_NOT  네트웍 아이피가 없습니다. 

S_NWORK_MASK_RANGE_ERR 네트워크 마스크의 범위가 잘못되었습니다. 

S_NWORK_MASK_NOT_ZERO 네트워크 마스크는 0 이 될수 없습니다. 

S_NWORK_IP_NOT_ZERO 네트워크 아이피는 0 이 될수 없습니다. 

S_INTERNET_ADDR_ERR 인터넷 주소가 잘못되었습니다. 

S_SUBNET_MASK_ERR 서브넷 마스크가 잘못되었습니다. 

S_TRANS_SIZE_ERR 전송할 사이즈가 틀립니다. 

S_DRIVE_MISSELECT 드라이브가 잘못 지정되었습니다. 

S_MODIFING_RULE_NOT_DEL 수정하는 규칙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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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_MODIFING_LIST_NOT_DEL 수정하는 목록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S_FIRST_RULE_NOT_MOVE  첫번째 규칙에는 이동할수 없습니다. 

S_INRULE_NWORK_USEING 규칙속에서 네트윅을 사용중입니다 

S_INRULE_SERV_USEING 규칙속에서 서비스를 사용중입니다. 

S_REGISTRY_INFO_NOT_GET 레지스트리 정보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S_USING_ITEM_NOT_MODF  사용중인 항목은 수정 할 수 없습니다. 

S_DEFITEM_NOT_MODF_DEL 기본 항목은 변경 및 삭제할 수 없습니다. 

S_DEFITEM_NOT_EDITED 기본 항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S_DEFITEM_NOT_MODF 기본항목은 수정 할 수 없습니다. 

S_FWD_DEFPOLICY_NOT_GET 방화벽 기본 정책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S_NOT_DEF_PROTOCOL_ENG 정의되지 않은 프로토콜 입니다. 

S_FAIL_CREATE_SOCK_ENG 소켓 생성을 실패하였습니다. 

S_RPTD_NOT_FOUND_ENG 레포트 DLL 찾을 수가 없습니다. 

S_FWD_NOT_FOUND_ENG 방화벽 DLL 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S_DATA_FAIL_SAVE_ENG 자료 전송을 실패하였습니다. 

S_CSBEX_CREATE_FAIL_ENG CStatusbarEx create Fail! 

S_COMB_INSLINE_ERR_ENG 콤보박스에 추가를 실패했습니다. 

S_CRYSTALRPT_CREATE_FAIL 크리스탈 리포트 생성이 실패했습니다!! 

 
• Agent 편집기 
S_AGTEXPL_TOP_GROUP_CANNOT_

DEL 

최상위 그룹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S_AGTEXPL_CANNOT_DEL_CON_AG

ENT 

접속중인 에이전트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S_AGTEXPL_CANNOT_DEL_GROUP_

WITH_CON_AGENT 

접속된 에이전트가 포함된 그룹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S_AGTEXPL_WRITE_WRONG_IP 잘못된 IP 주소를 입력하였습니다. 

S_AGTEXPL_EXIST_HOST 이미 등록되어 있는 호스트입니다. 

S_AGTEXPL_EXIST_HOST_IN_GRO

UP 

그룹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호스트입니다. 

S_AGTEXPL_EXIST_SAME_GROUP_

INSERTED_1 

추가하려는 그룹 '%s'와 동일한 그룹명이

존재합니다. 

 
• Firewall(IP Filter)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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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_FIREWALL_BLANK_SOURCE_OR_

SERVICE 

출발지 나 서비스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S_FIREWALL_CANNOT_MOD_WITHO

UT_SRV_OR_NWORK  

서비스나 네트워크가 없으면 수정할 수

없습니다. 

S_FIREWALL_EXIST_CHAR_THAT_

CANNOT_BE_INCLUDED_IN_PORT

포트에 포함될 수 없는 다른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S_FIREWALL_CANNOT_SAVE_WITH

OUT_DEFRULE 

기본 룰 없이 저장될수 없습니다. 

S_FIREWALL_CANNOT_SAVE_WITH

OUT_DEFSRV 

ANY Service 없이 저장될수 없습니다. 

S_FIREWALL_CANNOT_SAVE_WITH

OUT_DEFNWORK 

ANY NetWork 없이 저장될수 없습니다. 

S_FIREWALL_FIRST_PORT_CANNO

T_GREATER_SECOND_PORT 

첫번째 포트의 숫자는 두번째 포트의

숫자보다 같거나 클수 없습니다. 

 
• User Category 설정 
S_USER_NOT_CONVERT_INTO_SO_

IN_SUUSER 

SU 사용자 목록에 있는 사용자는 SO 로

변경할수 없습니다. 

S_USER_CANNOT_DEL_SECUSER_T

HAT_EXIST_IN_SECGROUP_1 

보안그룹 '%s' 에 보안사용자가 존재하므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_USER_CANNOT_DEL_SECGROUP_A

S_EXIST_IN_SUBGROUP_1 

하위 보안그룹이 존재하므로 보안그룹 '%s'

을(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S_USER_CANNOT_DEL_SECGROUP_

2 

보안그룹 '%s(%d)' 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S_USER_CANNOT_DEL_SECGROUP_

1 

보안그룹 '%s' 을(를)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S_USER_CAANOT_MOD_NAME_SECG

ROUP_1 

보안그룹 '%s'의 이름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S_USER_COMM_ERR_MOD_NAME_SE

CGROUP 

보안그룹명 변경 중 Agent 와의 통신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S_USER_COMM_ERR_DEL_NAME_SE

CGROUP 

보안그룹 삭제 중 Agent 와의 통신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S_USER_EXIST_GROUP_NAME 변경하려는 이름과 동일한 그룹명이

존재합니다. 다른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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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_USER_EXIST_SAME_GROUP_INS

ERTED 

추가하려는 그룹과 동일한 그룹명이

존재합니다. 다른 이름을 선택하십시오. 

S_USER_FAIL_DEL_SECUSER_1 %s' 보안 사용자 삭제에 실패하였습니다. 

S_USER_FAIL_MOD_SECURE_OPTI

ON_1 

%s' 사용자의 보안속성 변경이

실패하였습니다. 

S_USER_FAIL_INSERT_USER_IN_

SECGROUP_1 

%s' 사용자의 보안그룹 추가가

실패하였습니다. 

S_USER_FAIL_ADD_SECGROUP_1 보안그룹 '%s' 추가를 실패하였습니다. 

S_USER_OCCUR_ERROR_IN_ADD_S

ECGROUP 

보안 그룹을 추가하는데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 에이전트 관리 
S_RJOB_EXCESS_MAX_CON_NUMBE

R  

최대로 접속할 수 있는 개수를

넘었습니다.₩n 제품 관리자에게

물어보세요!!! 

 
• 로그 
S_LOG_NOT_SUPPORT_SEARCH 검색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S_LOG_FAIL_GET_SECLOG 보안 로그를 가져올수 없습니다. 

 
• 실시간 경고 
S_REALLOG_FAIL_REALLOG_CON

N 

실시간 로그 접속에 실패했습니다. 

S_REALLOG_FAIL_GET_REALLOG 실시간 로그를 가져올수 없습니다. 

S_REALLOG_FAIL_GET_REALLOG

_SECURE 

실시간 보안 로그를 가져올수 없습니다. 

S_REALLOG_FAIL_GET_REALLOG

_SYSTEM 

실시간 시스템 로그를 가져올수 없습니다. 

S_REALLOG_DISCON_SESSION 실시간 로그 세션을 끊습니다. 재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S_REALLOG_FAIL_CONN_SYSTEM 실시간 시스템 정보 수집 접속에

실패했습니다. 

S_REALLOG_FAIL_GET_SYSTEM 실시간 시스템 정보 수집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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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정보 
S_SYSTEM_FAIL_GET_SYSTEM_IN

FO 

시스템 정보를 가져오는데 실패하였습니다. 

 
• 프로세스 정보 
S_PROC_FAIL_SEND_SIGNAL_2 %s 프로세스 의 %s 신호 전송을

실패하였습니다. 

 
• 통신메시지 
S_MSG_COMM_ERR 통신상의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S_MSG_MSG_COMM_ERR 메세지 전송중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 식별 및 인증 
S_PASSWORD_NEW_CONF_ERR 새로 입력한 암호가 잘못되었습니다. 

S_PASSWORD_NEW_OLD_ERR 새 암호와 암호 확인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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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보안정책 수립 시나리오 

개   요 
[첨부 3]에서는 보안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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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구성에 따른 보안정책 설정 시나리오 

 
어느 회사 조직이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이를 RedCastle TM 의 보호범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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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직 구성과 보호등급이 모두 필요한 경우 
조직이 구성에 따른 분류가 필요하고 각 사용자마다 보안등급이 다른 경우 이를 
적용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다. 
 

User 1
(레드게이트, 1)

User 2
(경영기획실, 3)

User 3
(영업본부, 3)

User 4
(컨설팅본부, 3)

User 21
(경영지원팀, 5)

User 22

(기획마케팅팀, 4)

User 32

(영업2팀, 6)

User 41

(컨설팅팀, 5)

User 42

(기술지원팀, 6)

User 31

(영업1팀, 5)

User 5
(부설연구소, 3)

User 61

(연구1팀, 4)

User 62

(연구2팀, 4)

사용자명
(보호범주, 보안등급)

 
 
 
위 그림에서 보호범주는 경영기획실, 영업본부, 컨설팅본부 등으로 사용자가 
소속된 부서를 의미하며 보호등급은 7, 6, 5, 4, …. 등으로 표시되며 관계는 (7 
등급 < 6 등급 < ….. < 1 등급)을 의미한다. 
예를들면 User  31 은 영업본부 소속이며 보호등급은 5 등급이다. 
위와 같은 조직에서 영업 1 팀에 소속된 User 31 이 임의의 파일에 대한 읽기, 
쓰기,  생성 등에 대한 행위할 경우 접근 제어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파일  보호범주 보호등급 사용자 보호범주 보호등급 읽기/실행 쓰기/삭제/생성 

File 1 영업본부 3 User 31 영업 1 팀 5 Deny  Deny 

File 2 영업 1 팀 5 User 31 영업 1 팀 5 Allow Allow 

File 3 영업 1 팀 6 User 31 영업 1 팀 5 Allow Deny 

File 4 영업 2 팀 6 User 31 영업 1 팀 5 Deny Deny 

File 5 컨설팅팀 5 User 31 영업 1 팀 5 Deny Deny 

File 6 연구 2 팀 4 User 31 영업 1 팀 5 Deny De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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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의 직책 및 직무만을 고려할 경우 
 
조직의 직책 및 직무에 따른 분류만 적용하고 싶을 경우 역할 기반의 
접근통제만 적용되며 아래 그림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다. 

 

 
 
위 그림에서 경영기획실, 영업본부, 컨설팅본부 등은 보호범주만이 의미를 갖게 
되며 모든 사용자는 소속 부서로만 구분된다.  
예를들면 User 31 은 영업 1 팀에 소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조직에서 영업 1 팀에 소속된 User 31 이 임의의 파일에 대한 읽기, 
쓰기,  생성 등에 대한 행위할 경우 접근 제어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파일  보호범주 보호등급 사용자 보호범주 보호등급 읽기/실행 쓰기/삭제/생성 

File 1 영업본부 0 User 31 영업 1 팀 0 Deny  Deny 

File 2 영업 1 팀 0 User 31 영업 1 팀 0 Allow Allow 

File 3 영업 1 팀 0 User 31 영업 1 팀 0 Allow Allow 

File 4 영업 2 팀 0 User 31 영업 1 팀 0 Deny Deny 

File 5 컨설팅팀 0 User 31 영업 1 팀 0 Deny Deny 

File 6 연구 2 팀 0 User 31 영업 1 팀 0 Deny De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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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호등급만을 고려할 경우 
 
모든 사용자를 직원으로 보고 객체를 1 급비, 2 급비, 대외비, 일반 문서 
등으로만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다. 
 

User 1
(none, 1)

User 2
(none, 3)

User 3
(none, 3)

User 4
(none, 3)

User 21
(none, 5)

User 22

(none, 4)

User 32

(none, 6)

User 41

(none, 5)

User 42

(none, 6)

User 31

(none, 5)

User 5
(none, 3)

User 61

(none, 4)

User 62

none, 4)

사용자명
(보호범주, 보안등급)

 
 
위 그림은 실질적으로 아래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SL 1
User 1

SL 3
User 2, 3, 4, 5

SL 4

User 22, 61, 62

SL 5

User 21, 31, 41

SL 6
User 32, 42

 
 



[첨부 3] 보안정책 수립 시나리오 

- 477 - 

 
위 그림에서 경영기획실, 영업본부, 컨설팅본부 등은 보호범주만이 의미를 모두 
사용자는 소속 부서로만 구분된다. 예를들면 User 31 은 5 등급의 사용자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조직에서 5 등급의 User 31 이 임의의 파일에 대한 읽기, 쓰기,  생성 
등에 대한 행위할 경우 접근 제어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보호범주 파일  보호등급 보호범주 사용자 보호등급 읽기/실행 쓰기/삭제/생성 

None File 1 3 None User 31 5 Deny  Deny 

None File 2 5 None User 31 5 Allow Allow 

None File 3 6 None User 31 5 Allow Deny 

None File 4 6 None User 31 5 Allow Deny 

None File 5 5 None User 31 5 Allow Allow 

None File 6 4 None User 31 5 Deny Deny 

 
 
 
 
 
 
 
 
 
 
 
 
 
 
 
 
 
 
 
 



RedCastle 관리자 설명서 

- 478 - 

 시스템 운영에 따른 보안정책 설정 시나리오 
 
가. Root 권한을 여러 사용자에게 줄 경우 
많은 서버들을 전산소 직원이 관리하지만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하여 시스템 
관리자 권한(root)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면 홈페이지 자료를 업데이트하기 위하여 관리부 홈페이지관리 
담당자에게 root 의 권한을 부여해주고,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개발부의 요구에 따라 개발자에게 root 의 권한을 부여해 주는 등 많은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를 RedCastle TM 의 보호범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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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관리 체계에 따라 이를 적용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다. 
 

 
 
위 그림에서 시스템 관리자는 웹관리자, 프로그램 개발자, 유지보수업체에 대한 
Sub-Security Officer 의 기능을 수행한다. 웹관리자, 프로그램 개발자, 유지보수 
업체는 서로의 보안범주가 다르므로 간섭할 수 없다.  
예를들면 User 3 은 프로그램 개발자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조직에서 User 3 이 임의의 파일에 대한 읽기, 쓰기,  생성 등에 대한 
행위할 경우 접근 제어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보호범주 파일 보호범주 사용자 읽기/실행 쓰기/삭제/생성 

시스템 관리자 File 1 프로그램 개발자 User 3 Deny Deny 

웹관리자 File 2 프로그램 개발자 User 3 Deny Deny 

프로그램 개발자 File 3 프로그램 개발자 User 3 Allow Allow 

유지보수 업체 File 4 프로그램 개발자 User 3 Deny Deny 

 
하지만 시스템관리자인 User 1 의 경우는 하위 관리자들을 모두 제어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보호범주 파일 보호범주 사용자 읽기/실행 쓰기/삭제/생성 

시스템 관리자 File 1 시스템 관리자 User 1 Allow Allow 

웹관리자 File 2 시스템 관리자 User 1 Allow Allow 

프로그램 개발자 File 3 시스템 관리자 User 1 Allow Allow 

유지보수 업체 File 4 시스템 관리자 User 1 Allow 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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