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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1) 접근제어는 보안공학과 컴퓨터 과학의 접점

o 누가 시스템내의 어느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가?

o 어느 파일을 읽을 수 있는가?
o 어느 프로그램을 실행 할 수 있는가?

o 다른 주체와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가?

(2) 접근제어는 보안목표의 중심

(3) 애플리케이션 접근 통제 메카니즘은 누가 보고, 출력하며, 어떤 데이터를 누가 검색

하는지에 관한 복잡한 규칙과 선택사항을 취급

(4) 미들웨어는 OS 기능과 파일이나 통신포트와 같은 컴포넌트의 자원을 사용하여 접

근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5) OS 접근 통제는 프로세스나 메모리 관리 하드웨어의 기능을 이용하여 특정 프로세

스가 어떤 메모리 어드레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제어

2. Operating System Access Control

o 패스워드나 Kerberos를 통해 사용자를 인증하고, 인증된 사용자에게 파일, 통신포트,

기타 자원에 대한 접근을 허가

o 접근 권한 매트릭스로 표현

-읽기 권한 : r -쓰기 권한: w
-실행 권한 : x -접근 차단: -

(1) 그룹과 역할: Role-Based Access Control (RBAC)

o 역할 할당

o 역할 권한 부여

o 권한 부여

(2) 접근제어 목록: Access Contorl List (ACL)

o 사용자들이 디렉토리나 파일 등 특정시스템 개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컴퓨터

의 OS에 알리기 위해 설정한 List

(3) Unix OS 보안

o 머신을 구동할 때 통제 권한을 갖는 프로그램(OS 커널)이 수퍼바이저로 동작하고,
머신 전체에 대해 무제한 접근권한을 가짐

o 다른 프로그램은 모두 사용자로 동작하고, 이러한 접근권한은 수퍼바이저에 의해 

통제

o 접근에 관한 결정은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용자ID를 토대로 판정

(4) 애플의 OS/X 보안

o FreeBSD 버전의 Unix를 기반으로 Mach 커널 위에서 실행

o BSD 레이어는 메모리 보호 기능을 제공

(5) 윈도우즈 보안

o 모든 사용자가 직접 보안체계를 제어

(6) 권한 통제(Capability)

o 정보를 열(row) 마다 저장

(7) 미들웨어

o DB 접근 통제

- DB 제품들은 자체 접근제어 메커니즘 사용

- 사용자와 객체의 권한을 갖는 일반적인 운영체체 메커니즘과 동일

o ORB(Object Request Brokers)와 정책언어

- 애플리케이션 상의 접근통제를 표준 미들웨어로 처리

- ORB는 객체간의 통신을 중재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CORBBA(Common Object Request Broker Architecture)는 업계 표준의 객

체 지향 시스템

(8) Sandbox와 Proof-Carrying Code
o 샌드박스는 외부에 받은 프로그램을 보호된 영역에서 작동시킴으로써 시스템

의 불법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모델

o PCC는 어플리케이션 실행 코드를 받아(보안 정책) 어플리케이션의 속성을 

검증 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체계



(9) 가상화와 신뢰 컴퓨팅

o 하나의 머신을 많은 독립적인 머신으로 에뮬레이트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는 

가상화로 호스트 운영체제 위에 게스트 운영체제를 실행

o 신뢰 컴퓨팅은 주어진 프로그램이 주어진 규격을 준수한 머신상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PC 아키텍처에 부가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제공

부록 – 단어 정리

malice 악의 undermine 약화시키다.
discipline 훈련 perception 인식, 지각
evolve 서서히 발전 dependable 믿을 수 있는
expertise 전문적 기술 composite 혼성,혼합
major 보다 중요한 fraud 사기
viability 생존능력 deception 사기
asymmerty 어울리지 않음,비대칭 surge 급상승
pretext 구실, 핑계 compromise 절충, 타협
pretexting 위장 eavesdropping 도청, 엿듣기
rest 휴식, 나머지 forgery 위조죄, 위조된 물건
turnstile 회전문 uptake 활용, 흡수
antecedent 선행 사건, 선조 delegation 위임, 대표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