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er 
S T o r y

22_사용자 거버넌스를 통한 보안 강화

32_귀사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안전한가요?

38_데이터 보호를 위한 최적화 방안 : 디스크 기반 백업/복구 기술 최신 동향과 분석

45_오라클 하드웨어 고급 보안 기능 : 암호화

Copyright © 2009, Oracle. All rights reserved. Oracle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Oracle Corporation and/or its affiliates.  
Other names may be trademarks of their respective owners.

oracle.com/security
또는 080.2194.114로 문의하세요.

오라클만이 Database Vault 를 제공합니다.

Database Vault

Oracle’s Database Vault 가 없다면,  
귀사의 직원은 아래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금융 및 회계 정보

  고객 정보

  다른 직원의 급여 정보

내부 직원으로부터

귀사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

PRODUCTION NOTESJob No.:
File Name:

Product:
Headline:

Date:
Pub:

Traffic:
Library Ref.:

Tues, Jan. 5, 2010   2:30 PM

SEC_DBVault_2219_OMKR

002219CUSTOM

205 x 275mm
Oracle Magazine Korea

PUB NOTE: Please use center marks to align page.

Please examine these publication materials carefully. Any questions regarding the materials, please contact Darci Terlizzi (650) 506-9775

Security

APPROVALS

Traffic 

Production

Proofing

Graphic Mgr.

Adv. Mgr.

Buddy Check

BY DATE

Database Vault

Oracle Korea
HQ

201mm x 271mm
205mm x 275mm
211mm x 281mm
4C

Live:
Trim: 

Bleed:
Color:

Production:

READER

01
LASER%

RELEASED
000

Fonts:
Univers LT Std. Font Family
DFKGothic-BD



1. 현대카드 캐피탈은 어떻게 두 달 동안이나 해킹 사실

을 전혀 몰랐는가?

일반적으로 금융권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해 일반

기업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그런데도 불구

하고 전혀 침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 해커의 협박에 

의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농협은 왜 유지보수 업체 직원에게 중요 IT시스템의 

최상위 시스템 어드민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는가?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중요 파일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어드민의 권한은 매우 중요하게 관리되

며 유지보수 업체직원의 권한은 당연히 엄격하게 제한

하게 되어 있다.

3. 농협은 왜 유지보수 업체 직원의 노트북에서 시스템

이 중단될 수 있는 중요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

는가?

대부분의 기업들은 출입이 통제되며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장소에서 중요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시

스템의 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작업들은 

서버 운영실내의 콘솔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처럼 서버룸 밖에 있는 노트북 해킹 모듈에

서 원격으로 접근하여 중요파일의 삭제와 같은 행위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4. 현대카드 캐피탈은 왜 고객의 중요정보를 활용하는 

환경에 대해 로그 암호화 같은 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는

가?

금감원 보안지침에 따르면 고객의 중요정보를 활용하

는 모든 환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암호화 등의 보안 수

단을 강구토록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해킹의 원

인으로 지목되는 로그데이터로부터의 고객정보 유출과 

같은 상황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4가지 의문점을 바탕으로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시사점을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 ‘많은 기업들이 보안에 대한 우려와 관련 규

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투자를 진행해 왔고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가’이다. 

이상의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

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고객들이 자사의 IT환

경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이에 대한 좀더 근본적인 대비

책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단편적인 방안만을 고려 해 왔다. 더구나 점점 

더 많은 시스템들이 온라인 상에서 연결되면서 한 곳이 

뚫리면 전부 위험해 지는 상황이 되었다. 당연히 해커들

은 그 중 가장 약한 고리만을 찾아서 뚫고자 한다. 더구

나 점점 더 많은 시스템들이 온라인 상에서 연결되면서 

한 곳이 뚫리면 전부 위험해 지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시스템이나 네트웍, 또는 데이터 암호화를 통해 

아무리 기술적으로 보안성을 높인다고 해도 이를 취급

하는 당사자나 프로세스를 변경하지 않는 한 같은 결과

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보안을 강화하면 불편해 진

다는 경험 때문이다. 적당히 타협을 하게 되거나 위험성

을 애써 무시한 결과로 매번 비슷한 사건이 터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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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연관된 프로세스와 사용자가 바뀌어야 혁신이 가능하다.

<그림 1>  각종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사의 온라인 비지니스 환경에 대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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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이상의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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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거버넌스를 통한 

보안 강화

저자 -  임기성 수석 컨설던트, 한국오라클 IDM사업부 ( gisung.lim@oracle.com )

전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각종 매체를 장식하고 있다. 

경찰은 현대 캐피탈에서 두 달 동안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고객정보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발표했으며 외부 해킹에 의한 결과로 추정하고 배후를 수사하여 용의자를 검거하였다. 

농협은 유지보수 업체 직원의 노트북에서 실행된 명령에 의해 전체 서비스가 며칠간 중단되었으며 

추후 엄청난 배상소송이 뒤따를 걸로 예상된다. 현대카드 캐피탈은 외부자의 해킹공격에 의해서, 

그리고 농협의 경우 북한의 사이버 테러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부터 위 두 가지 사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몇 가지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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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좀 더 지능적으로 해킹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야 한다. 예를 들자면, 지리정보, 시간대, 사용한 디바이

스 등 과거에 접근했던 패턴들을 활용하여 비정상적인 

접근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프라를 준비

할 수도 있겠다. 또한 가상키보드, OTP 등의 기능을 활

용하여 패스워드와 같은 중요 신원확인 정보들을 PC단

에서 안전하게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4. 내부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민감

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직무분장 원칙을 정하고 이를 

정확하게 적용해야 하겠다.

 

5. 협력업체 직원의 계정과 권한에 대한 주기적인 리뷰 

프로세스를 통해 계정과 권한의 부여된 현황을 좀 더 면

밀하게 살피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6. 자체 제작되는 업무 시스템의 설계, 개발 및 운영에 

이르는 전체 라이프 싸이클 동안 적용될 수 있는 표준화

된 보안 프레임 웍을 준비해야 된다. 패키지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일정수준의 보안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자체 제작되는 시스템들은 상황에 따라 보안성에 대한 

수준이 다르게 개발된다. 해커들이 노리는 주요 공격 포

인트가 이러한 취약한 시스템들이며 네트웍을 통해 중

요시스템과 연결되어 있게 마련이다.

 

7. 중요한 업무나 시스템들은 안전한 장소에서만 접근

이 허용되도록 하며 누가 어떤 시스템에 계정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오라클의 IDM Suite는 위에서 언급된 사용자와 프로세

스 관점에서의 보안을 적용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기능

들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더구나 오라클 IDM Suite
의 셀프서비스, 싱글사인온, 계정, 권한 관리 자동화와 

같은 기능들은 보안성을 개선하면서 더불어 사용자나 

관리자의 편의성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지금부터 오라클 IDM Suite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

록 하겠다.

<그림 5>에서 보면 오라클이 IAM영역을 어떤 관점

에서 접근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크

게 5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계정관리(Identity 

Administration), 접근관리(Access Management), 

LDAP 서비스(Directory Service), 감사 및 컴플라이

언스(Identity & Access Governance), 관리 효율성

(Manageability)으로 나누고 있다. 

계정관리 영역은 사용자 정보 및 계정정보에 대하여 중

앙 정책에 의거하여 라이프 싸이클 관리를 해 주고자 하

는 부분이다. 일례로 “사용자가 퇴직할 때, 어떻게 하면 

사용계정 및 권한들을 빠짐없이 회수 할 수 있을까?”, 

“인사 변동된 사람에게 업무 중단 없이 필요 계정 및 권

한들을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임의계정을 만들지만 이것들이 

잘 관리가 되지 않아서 보안 위협이 될 것 같다”, “특정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일목요

연하게 보고 싶다”, “사용자들로부터 패스워드 분실이

나 잠긴 계정 풀어달라는 단순한 요청이 너무 많은데 해

결책이 없는지” 등 현실에서 발생하는 계정과 관련된 

다양한 요구들을 풀어주기 위한 기능들을 담고 있다. 보

안성은 그 특성상 사용자 편의성과 상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계정관리의 자동화 및 셀프서비스 등의 기

능은 오히려 사용자 및 관리자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IT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부분으로

서 대략적인 ROI까지 계산이 가능한 부분이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위와 같은 요건들을 관련 솔루션을 

적용하거나 SI성 개발을 통해 해결해 오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편의성과 더불어 구축의 용이성

이나 구축후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확산을 생각한다면 당

연히 전문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분야

에서 현재 오라클의 위상은 단연 독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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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오라클 IDM Suite 제품군 리스트

Identity Administration Access Management Directory Services

Identity & Access Governance

Identity Analytics

Oracle Platform Security Services

Operational Managebility

Management Pack For Identity Management

Identity Manager

Access Manager
Adaptive Access Manager
Enterprise Single Sign-On

Identity Federation
Entitlements Server

Directory Server EE
Internet Directory
Virtual Directory

두 번째로는 현대캐피탈과 같이 중요정보 유출사건이 

터질 때마다 기업들은 단순하게 중요 고객정보에 대한 

암호화 방안만을 생각하게 마련이다. 암호화라는 것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이긴 하

지만 암호화된 데이터를 그대로 업무에 활용할 수는 없

다. 메모리 상이든, 처리로직 내에서든 어느 시점에서

는 반드시 복호화해서 사용해야만 하며 해커는 바로 이

러한 부분을 노리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네트웍 

구간이나 DB상에서 아무리 암호화를 해 놓은들 그 데

이터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복호화를 해서 처리하게 되

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취약점이 발생

하게 된다.

 

세 번째로는 관리자의 단순실수나 내부자의 부정행위 

그리고 악의적인 해킹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결과가 엄

청나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손해보다 해당 기업의 사회

적인 평판을 추락시킴으로써 향후에 돌아오게 되는 결

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다. 상기 사례에서도 고객들의 소

송에 의한 직접적인 손실보다 고객의 신뢰상실로 인해 

차후 발생하게 되는 간접적인 결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이

며 이러한 부분을 만회하기란 무척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예방통제를 적용하

려고 한다. 상기 이슈 영향도 커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얼마나 빨리 해당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

느냐가 결국 기회비용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의미이며, 

예방통제란 결국 미리미리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사

전에 대비함으로써 잠재위험을 축소하고 가시화하여 

지속적으로 기업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가지 시사점을 바탕으로 정리해보

면, 더이상 단편적인 방안 보다는 기업의 프로세스와 사

용자의 보안의식 개선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방안을 준

비하여야 하며 그것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보안의 시작점과 종착점은 결국 사람일 수밖

에 없으며 더 이상 자산이나 데이터 자체만 바라보아서

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위에서 살펴본 내용에 대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 정보의 관리 프로세스를 살

펴보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용자 

유형별로 사용자정보의 흐름을 정비하고 이를 프로세

스로 구현하여 고스트 계정이나 잉여권한 등 관리의 사

각지대를 없애야 하겠다.

 

2. 기업 내,외부의 접근경로와 환경을 살펴보고 보완해

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 자산에 대한 접근을 제

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사시 책임추적을 용

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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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위험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야 말로 기업의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림 3>  기회비용 측면에서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해당사자들의
관망단계

대응정책 개발 계도 및 단속

모니터링 단계 해결 단계(법원의 개입)

GAP = 비용

사
회
적 

공
론
화 

정
도

일반기업들이 타의에  의해
행동을 취하는 사람

몇몇 우수기업들이 의도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지점

Source: W.Howard Chasa and Raymond P.Ewing. “Managing the new Bottom Line”

법제화

시 간이슈 영향도 커브



HTTPS 등 널리 알려진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 리모트

에서 관리하도록 해주는 커넥터모듈을 OIM서버 상에 

설치하기만 하면 원격으로 계정관리가 가능해진다. 따

라서 구축기간 및 유지보수 면에서 많은 이점을 가지게 

되며, 널리 알려진 플랫폼들에 대해서는 Pre Built-In 커

넥터들을 보유하고 있다. 위 그림의 하단에 보이는 플랫

폼들이 OIM이 보유한 커넥터 플랫폼들이 되며, 이외에

도 전체 50여 개가 넘는 커넥터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OIM의 또 다른 장점은 Adapter Factory에 있다. 위에

서 설명한 다양한 커넥터들을 가지고 많은 환경들을 연

계시키기는 하지만 기업에서 자체 개발한 업무 시스템

에 대해서는 커스텀 커넥터의 개발을 통해 연계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 타 솔루션들의 한계였다. 반면 OIM은 

아래 그림과 같이 Custom Application의 연계를 위하여 

Adapter Factory라는 커넥터 제작 도구를 가지고 있다.

관리자가 업무 시스템의 User Table의 스키마 정보나 데

이터 설정 규칙 등의 정보를 왼편의 관리화면에서 정의

하고 Build버튼을 누르면 오른편처럼 자바 코드가 자동

으로 생성되어 커넥터가 제작되고 배치된다. 이를 통해 

전문 개발인력이 아닌 관리 인력을 가지고 충분히 커넥

터를 작성하거나 유지보수 할 수 있으며 구축 과정에서

도 용이하게 커스텀 커넥터를 제작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계정관리 프로세스의 기술적인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애요건들을 대비하여 자동화된 처

리 규칙을 정의함으로써 관리자의 개입을 최소화 하거

나, 개발-운영 환경간의 구성정보를 손쉽게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Deploy Manager 등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

다. OIM의 일반적인 기능 요소와 특징들을 아래 표 형

식으로 정리해 보았다.

 두 번째 제품은 Oracle Identity Analytics다. 사용자 계

정 및 권한에 대한 거버닝을 위한제품으로써 아래 그림

처럼 연계 대상 시스템들의 모든 계정/권한에 대한 웨

어하우스 역할을 한다. ETL이나 OIM과 같은 계정관

리 솔루션을 통해서 모든 계정/권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Identity Warehouse를 구축하고 여기에 구축된 데이터

를 기반으로 직무분장 위반이나 사용자 별 권한 리뷰 등

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에 대한 계정/권한 부여 이력 및 현황에 대

한 리포팅을 통해 전사 Identity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하는 핵심 수단을 제공한다. 아래 그림처럼 계정/권한

에 대한 현황 모니터링을 보여주는 대쉬보드 형태의 UI
를 제공하여 관리자나 감사자가 용이하게 권한이나 접

근에 대한 리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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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오라클 Identity Manager가 제공하는 Adapter Factory 기능

<그림 9>  오라클 Identity Analytics 제품 개요

기능 요소 사양

계정/권한 Provisioning & 

Deprovisioning
○ 대상 시스템에 대한 계정/권한 발급 및 회수 지원

Approval & Provisioning 

Workflow

○GUI기반 계정발급관련 승인 프로세스 관리 지원

○ 장애에 대비한 기술적인 자동 대응 규칙등을 포함한 

Provisioning  프로세스 지원

User Self service

○분실 패스워드의 자가 처리 지원

○잠긴 계정의 자가 처리 지원

○본인 프로파일 정보 셀프 관리 지원

○계정신청의 처리상태 조회 지원

Reporting & Attestation
○ 계정/권한 관리 관련 각종 이벤트 로깅 및 주기적인       

비정규직 사용자 계정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 지원

Reconciliation
○ 중앙 계정정보 저장소와 대상 시스템의 계정정보간 정보 

동기화를 통해 고스트계정, 임의계정 등을 적발 지원

Agent-less

○ 대상 장비에 설치되는 모듈이 없이 RMI, LDAP, HTTPS, 

TELNET, JDBC, 등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 계정을 발급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및 구축기간 단축 등의 효과

Adapter Factory

○ 자체개발 어플리케이션들의 다양한 계정관리 연계를     

위한 Custom 커넥터 제작 및 관리 도구, 이를 통해 개발인

력이 아닌 관리인력이 관리작업의 일환으로 쉽게 Custom 
커넥터들을 제작하고 관리

<표 1>  오라클 Identity Manager 주요 기능요소 및 특징

롤 거버넌스 모니터링 대시보드 리포트 직무분장 접근권한 리뷰

Oracle Identity Analytics

Oracle 
Identity 
Manager

Other 
Sources 
of Identity 
Data

ETLIntegrate Identity
Warehouse

인증관리 영역은 SSO, EAM, Access Control, Federa-

tion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전통적인 방식의 SSO/

EAM제품도 있고, 이에 대한 기능성 강화 측면의 솔루

션도 포함되어 있다. 이 영역은 현재 국산 SSO제품들로 

일정부분 포화되어 있는 영역이며, 오라클의 입장에선 

기존 제품의 기능 미비나 안티해킹 등으로 인한 보안성 

강화 목적을 통해 윈백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SSO는 주로 웹기반 업무시스템상의 웹서버단에 플러

그인 모듈을 설치하여 사용자의 모든 요청에 대한 SSO
인증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허

용하거나 불허하는 기능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인증 

받은 사용자에게 재 인증 없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싱

글 사인 온을 구현하게 된다. EAM은 여기서 한발 더 나

아가 인증 여부 뿐만 아니라 요청된 리소스(화면이나 

웹 페이지)에 대한 권한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사용자의 모든 접근을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과거 기업 내 모든 리소스에 대한 중앙 제어를 위해 모

든 업무 시스템의 접근제어를 중앙에서 수행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다. 아쉽게도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애초 기업들이 원했던 수준을 충족하기에는, 중앙으로 

집중되는 성능상의 이슈에 의해 한계가 분명하였고 따

라서 현실적으로 EAM을 적용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주

로 시스템의 사용여부 혹은 업무 시스템이나 포털의 대 

메뉴 정도에 그치게 된다.

오라클은 이러한 한계를 뛰어 넘는 Fine-Grained 

Authorization 기능을 제공하는 Entitlement Server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종 Federation 표준제정 과정에

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해킹이나 인증강화를 

위한 솔루션도 보유하고 있다.

지금부터 오라클 IDM Suite의 주요 제품들을 설명 드

리도록 하겠다. 처음 소개할 제품은  Oracle Identity 

Manage다.

Oracle Identity Manager(줄여서 OIM)는 순수 J2EE 

기반 응용서버로서 WAS 프로세스와 한 몸으로 기동될 

수 있도록 Compact하게 만들어져 있다. DB를 저장소

로 사용하여 각종 사용자 프로파일, 계정정보, Policy, 

Meta정보들을 전부 중앙 DB에서 관리하게 된다. 인사 

시스템이나 CRM, 그룹웨어 등으로부터 정직원, 고객, 

협력업체 정보 등을 가져와서 사용자의 속성값이나 워

크플로를 진행한 뒤, 필요한 계정을 발급하거나 회수하

는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즉 인사정보나 CRM등을 기

준으로 하여 사용자 입, 퇴사나 인사변경 시 그에 상응

한 계정관리 작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OIM의 아키텍쳐는 <그림 7>과 같다. 오라클 웹로직 

플랫폼 기반으로 사용자 및 관리자는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셀프서비스나 관리화면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주

요 관리자는 OIM Design Console이라는 전용 관리 도

구를 통해 관리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기업 내 대부분

의 업무 시스템 환경을 수용하고자, 계정관리 커넥터들

을 통해 연계시키게 되는데, OIM은 특징적으로 Agent-

less 방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Agent 방식과 비교하

자면 대상 시스템상에 어떠한 계정관리 Agent를 설치

할 필요 없이 RMI, Telnet, SSH, LDAP, JDBC, 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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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오라클 Identity Manager 11g의 아키텍쳐

<그림 6>  오라클 Identity Manager를 통해 인사변경사용자에 대한 계정관리가 이루어 지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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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M은 세션 정보를 바탕으로 SSO 처리를 수행한다. 

기존 도메인 쿠키 방식에서 진일보한 기능으로 사용자

의 중복로그인을 방지하거나 쿠키복제와 같은 접근을 

차단시킬 수 있다.

OAM은 가용성을 위해 웹로직의 클러스터링 기술을 사

용한다. 웹로직 Managed Server상에 Run-time Policy 

서버들을 복수개 운용하여 자체적으로 부하분산처리를 

수행하며 각 인스턴스 당 정책과 구성정보, 사용자 세션 

정보등은 공유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안정적인 

SSO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OAM의 일반적인 기능 요소와 특징들을 아래 표 형식

으로 정리해 보았다.

네 번째 제품은 Oracle Adaptive Access Manager이다. 

오라클 Adaptive Access Manager, 이하 OAAM은 웹기

반 업무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안티해킹 기능과 함께 사

용자 패턴 기반으로 접근제어를 수행하는 솔루션이다. 

다시 말해 웹 업무 환경이 가지는 보안 취약점들을 대비

하여 다양한 보완 기능들을 수행토록 해 주는 솔루션이

다. OAAM의 특징적인 기능은 여타 다른 안티해킹 제

품들과 다르게 사용자 PC상에 설치되는 모듈이 전혀 없

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유지보수 측면에서 유리한 장점

을 제공해 주고 있다.

OAAM은 사용자의 정상적인 접근패턴을 히스토리 정

보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접근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위험도를 평가한 뒤, 임계치를 넘어

가는 상황에 대하여 지정된 대응을 자동으로 하게끔 해

준다.

<그림 14>처럼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용 패턴은 크게 

IP, 지리적인 위치, 네트웍 정보, 시간대, 접근하려는 시

스템 등 다양한 형태로 관측된다. 

OAAM이 제공하는 또다른 주요 기능은 안티해킹 기능

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GIF이미지들로 

구성된 인증디바이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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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오라클 Adaptive Access Manager 제품 개요

<그림 16>  오라클 Adaptive Access Manager가 제공하는 가상 인증 장치들

기능 요소 설명

SSO

○ 웹 업무 시스템들에 대한 SSO 지원

○ 대부분의 상용 및 오픈소스 웹서버, WAS, 포털, 웹메일 등의 

시스템들과의 SSO연동을 위한 커넥터를 제공

○ 국산 웹서버 등 지원되지 않는 웹서버들에 대한 Reverse 

Proxy 구성을 통한 SSO 연동 지원

○ 국내외 PKI , OTP, 토큰, 바이오 등 다양한 2차 인증기법들을 

통해 인증강화 지원

○ 대상 업무 시스템들에 필요한 사용자 정보들을 헤더나 세션

등으로 전달해 주는 기능

Access Control

○ 웹 리소스에 대한 실시간 접근제어 기능 지원

○ 접근제어 및 SSO를 위한 사용자 그룹핑 기능 지원 :  Dynamic 

/ Static / Hibrid / Nested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 권한 위임 기능 지원

Auditing & Reporting

○ 사용자의 모든 인증/인가 이벤트와 관련된 로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한 리포팅을 통해 사후 책임 추적성 확보

○ 사용자 별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목록 현황 지원

클러스터링 및 페일오버

○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웹로직 기반의 클러스터링 기능     

(페일오버/로드밸런싱) 지원

○ 2레벨 케슁을 통한 성능 향상

○ SNMP 지원을 통한 ESM 제품과 연동

<표 3>  오라클 Access Manager 주요 기능요소 및 특징

<그림 14>  오라클 Access Manager의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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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s: Phshing, Phaming, Trojans, Key Iogging,
Proxy Attacks, Insider threats

OIA는 주기적으로 사용자 계정/권한의 리뷰 및 승인을 

수행토록 강제화 하는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다. <그

림 10>처럼 담당자에게 관리범위에 있는 사용자의 계

정/권한에 대한 리뷰를 정기적으로 수행토록 하여 파트

너개발자나 프로젝트 인원, 또는 임시로 발급된 계정/

권한들이 적시에 회수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준다.

위와 같은 프로세스는 관리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

애기 위해 매우 유용한 프로세스이며 Compliance에서

도 적용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세번째 제품은 Oracle Access Manager다. 오라클 Access 

Manager, 이하 줄여서 OAM은 SSO 및 EAM기능

을 담당하는 솔루션이다.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CA 

Siteminder와 거의 유사한 아키텍쳐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웹 업무 시스템상의 웹서버나 WAS상에 설치된 모

듈을 통해 사용자의 인증여부, 권한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하여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11>과 같이 주로 웹서버단에 WebGate라는 플러

그인이 설치, 구성되어 사용자의 모든 요청에 대하여 인

증, 권한여부를 중앙 Access Server로 확인요청을 하는 

구조로 구동된다. 대부분의 웹서버를 위한 WebGate 모

듈이 준비되어 있으며, 웹서버단 뿐만 아니라, 웹로직, 

웹스피어 등의 WAS나 Sharepoint, 웹로직 포털, 웹스피

어 포털, Plumtree 등 포털 환경, SAP EP 등을 위한 모

듈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이 내역에 없는 환

경을 위해 Reverse-Proxy 구성을 통해 연계하는 기능도 

지원하고 있다. 

OAM은 또한 인증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PKI(국내 

인증서 연동가능), 지문, OTP 등 다양한 2차 인증기법

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요 업무 시스템에 대해

선 차별화된 인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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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오라클 Identity Analytics가 계정/권한 정책 위반 모니터링을 위해 제공하는 대쉬보드

<그림 13>  오라클 Access Manager의 세션을 통한 SSO 및 인가처리 과정

<그림 12>  오라클 Access Manager 제품 개요

<그림 11>  오라클 Identity Analytics가 제공하는 Attestation 기능 개요

기능 요소 설명

계정/권한 DW
○ 전사 사용자의 계정/권한에 대한 Data Warehouse 역할.

○ 사용자 별 계정/권한의 현황 및 이력 리포팅

직무분장(SoD) 제어
○ 운용중인 직무분장 정책을 수용하여 계정/권한 관리 시 적용

○ DW 상의 권한 정보를 바탕으로 직무분장 위배 건 적발

Attestation
○ 주기적으로 계정/권한 현황을 담당자의 확인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강제화 하는 프로세스

<표 2>  오라클 Identity Analytics 주요 기능요소 및 특징 

Reviewer S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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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권한 처리

결과 리포트 생성

5. Authenticated Access 7. Application Access

6. Validate Session & Authorize

2.  Cre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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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turn 
Session Id

Oracle Access Manager 11g

Oracle WebLogic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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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서 보면 오라클 계정관리 제품이 가로, 세로 

양쪽에 걸쳐서 가장 발전되고 구축경험이 많은 제품으

로서 평가받고 있는 현재의 위상을 보실 수 있다.

또한 인증영역에서의 오라클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그

림 19>와 같다.

2009년 가트너 Magic Quadrant EAM영역에 대한 내용

으로서 주요 벤더들 중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위치를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올해 가트너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전

세계 IAM시장에서 오라클 IDM Suite 제품이 제일 많

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요약하자면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단편적인 보안성 

제고방안에 집착하여 네트웍이나 시스템 레벨에서만 

보안을 고려한 결과 농협이나 현대캐피탈과 같은 사건

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보안에 대

한 시각을 사용자나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바라 봐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건의 주체는 어차피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자 관리 측면에서 보안

을 고려해야 하며 전사적으로 이를 적용하기 위한 보안

성이 가미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

를 지원해 주는 솔루션으로 오라클 IDM Suite에 대해 

소개해 드렸다.

 

오라클 IDM Suite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

시면 아래 링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

● Oracle IdM Website:  http://oracle.com/identity
● View demos, videos, iseminars whitepapers:  

http://oracle.com/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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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소 설명

분산 접근제어
○ 개별 업무 시스템 별로 자체 인가제어 수행함으로써 성능        

저하에 따른 인가레벨의 한계 극복

접근제어 표준화 프레임 웍 ○ 전사 업무 시스템들에 대한 인가 프레임웍 제공

Stand-alone 인가 서버
○ 업무 시스템에 Embed 되는 형태나 Standalone 인가 모듈로서 

동작

Auditing & Reporting ○ 해당 업무 시스템의 모든 인가 이벤트들에 대한 로깅 및 리포팅

<표 5>  오라클 Entitlement Server 주요 기능요소 및 특징 

이와 같은 오라클 IDM솔루션의 시장 평가는 어떤지를 

살펴보겠다.

아래 그림은 계정관리 분야에서 작년에 발표된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자료다.

<그림 19>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User Provisioning 부분 2010년

<그림 20>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Access Management 부분 2009년

<그림 21>  가트너 발표 2010년도 전세계 계정관리 시장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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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S는 <그림 16>처럼 중앙의 Admin서버는 단순히 중

앙에서 각 업무 시스템 단에 적용해야 할 여러가지 접근

제어 정책들을 배포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실제로 사

용자의 접근행위에 대한 제어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업

무 시스템 단에 Embed된 SSM모듈에서 이루어지게 된

다. OAM과 달리 접근제어 부분이 단위 시스템 단에서 

이루어지므로 처리성능에 대한 이슈 없이 버튼이나 이

미지, 조회결과 등 세밀하게 권한제어를 수행할 수 있

다. 이러한 제어부분을 실제로 담당하는 모듈이 OES 

Security Service Module(이하 SSM)이며, <그림 16>처

럼 SSM은 업무 시스템 단에 Embed되어 구동될 수도 

있고, 독립적인 Entitlement Server로 구동될 수도 있다.

OES의 중앙 Admin 서버 상에서 단지 각 업무 시스템상

의 접근제어 정책들을 정의하고 배포하는 역할을 수행

하며, 아래와 같은 형식의 정책을 정의할 수 있다.

Grant는 제어되는 결과를을 나타내며, Grant/Deny/

Delegate/…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괄호로 정의된 부분

을 보면 제어동작으로서 Read/Write/View등을 지정하

고, 대상 리소스, 적용되는 사용자 기준 등이 들어간다. 

대상 리소스에는 보기에서처럼 웹 URL뿐만 아니라 DB
테이블상의 컬럼들도 정의할 수 있다. 사용자 기준은 속

성값을 기준으로 정해 줄 수도 있고, ORM의 Role정보

를 지정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부가적인 조건들을 IF 

형식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이런 형식으로 정의된 정책

들이 Run-Time에 SSM에 의해 화면을 서비스하게 될 

때 수행되게 된다. OES의 Admin서버는 이러한 정책들

을 중앙에서 정의하여 배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더불어 

사용자 별 접근정책들에 대한 리포트를 제공할 수 있다.

OES의 일반적인 기능 요소와 특징들을 아래 표 형식으

로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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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소 설명

Client모듈 없이 안티 해킹
○ PC상에 설치되는 모듈없이 다양한 해킹 기법 봉쇄 : 피슁, 파밍, 

키로거, OCR캡춰, 맨인더미들, 세션하이제킹, 스니핑 등 방지

패턴 기반 사용자 비정상 

행위 탐지 및 자동 대응

○ 사용자의 시간대, IP, 지리정보 등을 활용한 정상패턴 관리 및 

이를 통한 비정상 패턴의 탐지와 자동 대응 지원

Auditing 및 Reporting ○ 사용자 별 인증 패턴에 대한 다양한 리포팅 정보 제공

<표 4>  오라클 Adaptive Access Manager 주요 기능요소 및 특징

<그림 17>  오라클 Entitlement Server 제품 개요

<그림 18>  오라클 Entitlement Server의 인가정책

이러한 인증 디바이스들에는 배경이미지나 문구 등 현

재 접근중인 서버의 신원을 확인토록 해주는 다양한 정

보들을 제공하게 되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피슁이나 파

밍 싸이트에 대한 식별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위

의 입력 디바이스를 통해 서버 상으로 전달하게 되는 정

보는 PC화면상에서 마우스 이벤트가 발생한 위치정보

로서 PC상에 설치된 키로거나, OCR캡춰 등의 해킹 도

구들이 정보를 해킹한다고 하더라도 의미 없는 정보만

을 가져가게 된다. OAAM서버는 이 정보를 다시 해석

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로 변환함으로써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 패스워

드 등의 신원확인 정보를 안전하게 서버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OAAM의 일반적인 기능 요소와 특징들을 아래 표 형식

으로 정리해 보았다.

다섯 번째 솔루션은 오라클 Entitlement Server다. 오라

클 Entitlement Server, 이하 OES, 는 기업 내 각종 리소

스로의 사용자 접근을 수준의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제

어해 주는 솔루션이다. 앞서 설명한 OAM제품이 기본

적으로 사용자의 모든 요청을 중앙에서 처리하도록 되

어 있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처리성능에 대한 이슈

를 각 업무 시스템 단에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해결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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