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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네트워크 발달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 지면서 호기심 또는 악의로 
시스템을 침입 및 파괴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침입 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
러한 침입에 대비하여 대상 시스템에 대한 비 인가된 비정상적 행위를 탐지 및 구
별하고 이에 대응하는 기능을 가진 침입 탐지 시스템(IDS: Intrusion Detection System)
에 대한 연구가 폭 넓게 진행 되어 왔으며, 다양한 형태의 IDS 들이 컴퓨터 및 네트

워크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IDS 는 자신의 시스템에 대한 침입

을 탐지하고 방어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하나의 단위 네트워크 또는 
그룹의 컴퓨터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일 시스템에 대한 침입의 
정보를 신속하게 상호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개별 Host 
컴퓨터나 Network 장비에 분산되어 동작하는 다중의 IDS 에 대해서 통합 관리를 수
행하는 통합 침입 관리시스템의 구조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각 IDS 들이 침입을 탐지하는 순간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다른 IDS 들에게 침
입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Agent-Manager 구조의 시스템이다. 

 
1. 서론 

 
침입(Intrusion)은 컴퓨터가 사용하는 자원에 

대하여 무결성(Integrity),기밀성(Confidentiality), 
가용성(Availability)을 저해하는 일련의 행위

와, Computer System 의 보안정책을 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2]. 이러한 침입에 대한 대비책

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방화벽

(Firewall)과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이다. 
하지만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해킹기술 또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화벽과 IDS 만으로

는 해커의 침입을 차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방화벽은 외부침입에 대한 차단에

만 충실할 뿐 내부의 침입에 대해서는 무방

비 상태이다.  
IDS 는 방화벽과 함께 활용되는 보안솔루션

으로 사용자의 행위를 감시하여 침입을 탐지 

하는 시스템이다. IDS 는 방화벽과 같이 단순

히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 침입을 차단하는 
단계를 넘어 외부 침입에 의해 방화벽이 해
킹 된 후 침입 사실을 탐지해 이에 대해 대
응하기 위한 보안 솔루션이다. 또한, IDS 는 
해킹수법을 이미 자체적으로 내장, 침입 행동

들을 실시간으로 감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

을 제공한다[1-4].  
이러한 IDS 는 각 개별 Host 나 네트워크 장

비에 분산되어 동작한다. 그러나, 그룹 단위

의 Host 나 네트워크 단위의 시스템을 보호하

기 위해서는 하나의 시스템에 대한 침입 발
생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 해야만 한다. 따라

서, 각 IDS 들이 침입을 탐지하는 순간 침입

의 발생 정보를 모든 IDS 들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분산되어 있는 IDS 들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발생한다[5-7].  
본 논문에서는 분산되어 있는 각 개별 IDS

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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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인 통합 침
입 관리 시스템(IIMS: Integrated Intrusion 
Management System)은 각 개별 IDS 에서 발생

된 침입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다른 IDS 에게 
중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각종 정보를 저장 
및 분석하여 침입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IIMS 는 IDS 에 탑재되는 Management Agent 와 
통합 관리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IMS (Intru 
-sion Management System)로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

는 제안된 통합 침입 관리 시스템(IIMS: 
Integrated Intrusion Management System)의 구조

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제 3 장에서는 IDS 시
스템이 갖는 Management Agent 의 각 
component 들의 기능과 구조에 대해서 다룬다. 
제 4 장에서는 통합 기능의 서버 역할을 수행

하는 IMS(Intrusion Management System) 시스템

내의 각 component 들의 기능과 구조에 대해

서 살펴보고, 제 5 장에서는 IMS 와 Manage- 
ment Agent 간의 통신에 대해서 6 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을 맺고 향후 연구방향을 
살펴본다. 
 
2. 시스템 구조 
 

IDS 는 각 개별 Host 나 네트워크 장비에 분
산되어 동작한다. 따라서, 그룹 단위의 Host 
나 네트워크 단위의 시스템을 보호 하는 데
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서 분산되어 동작하는 IDS 들을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IIMS 의 구조도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침입탐지의 통합관리

를 수행하는 IIMS(Integrated Intrusion Manage- 
ment System)를 제안한다. IIMS 는 통합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먼저, 개별 IDS 들의 침입정보를 수집하

는 역할을 수행하고, IDS 들에게 침입정보를 
중계하며, 각종정보를 저장 및 분석하여 침입

관리기능을 수행 한다. IIMS 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Management Agent 와 IMS 
(Intrusion Management System)로 구성된다. 
Management Agent 는 침입을 탐지하는 각 IDS
에 탑재된 관리 Agent 이며, IMS 는 통합 침입 
관리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 제안하는 
IIMS 의 개략적인 전체 구조도가 <그림 1>에 
소개되어 있다. 
 IIMS 는 <그림 2>의 Operation flow 시나리오

로 동작한다.  
 

 

그림 2 IMS 의 동작 Flow 

Host 에 침입이 발생하게 되면 IDS 는 
intrusion alert 를 발생하고 Management Agent
에 이를 통보(①)한다. Management Agent 는 침
입 정보를 Database 에 저장(②)함과 동시에

intrusion report 를 IMS 에 전송(③)한다. IMS 는 
Management Agent 로부터 전송 받은 intrusion 
report 를 Database 에 저장(④)하며, 동시에 이
를 분석한다. 분석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
우에 해당 침입 정보를 관리 대상에 포함되

어 있는 모든 Management Agent 에게 통보(⑤)
한다. IMS 로부터 Management Agent 에 전송된 
침입 정보는 Management Agent 의 Database 에 
저장하고 IDS 에 통보(⑥)하여 침입의 대응에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의하여 하나의 
단위네트워크상의 컴퓨터 및 통신망의 자원

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3. Management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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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Agent 는 IDS 와 IMS 간의 매개

체 역할을 수행하며 IMS 의 정보요구에 응답

한다. Management Agent 의 기능은 IDS 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과 수집된 정보를 관리

하는 기능, 그리고 IMS 로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으로 크게 나뉘어 진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Management Agent 는 5 개의 
component 를 가지고 있다. 각 component 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IDS 로부터 정보

를 수집하기 위해서 IDS 와 Management Agent 
간의 Interface Component 가 요구되며,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태정보와 intrusion 
alert 의 분석을 위해서는 Agent Analysis 
Component 가,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저장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Management Agent DB
가 요구된다. 침입에 대해서 IMS 에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침입 정보를 처리하는 
Trap Process Component, 그리고 IMS 와 
Management Agent 간의 통신을 수행할 수 있
는 Agent Communication Component 가 요구된

다. Management Agent 의 전체 구조는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다. 
 

 

그림 3 Management Agent  구조도 

3.1 Interface Component 

Management Agent 는 IDS 로부터 정보를 수
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

을 위하여 Interface Component 는 IDS 와 
Management Agent 의 원활한 정보전달 역할을 
수행한다. IDS 에서 Management Agent 로 전송

하는 report 는 각 Host 와 Network element 에 
대한 상태 정보와 침입에 관한 report 가 있다. 
Interface Component 에 전송된 IDS 의 report 는 
Analysis Component 에 전달되어 분석단계를 
거치게 된다. 

 

3.2 Agent Analysis Component 
 
 Agent Analysis Component 는 IMS 와 IDS 에서 
전송 되어지는 message 와 report 들을 분석하

여 다른 Component 들에게 전송하고 Manage- 
ment DB 에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Agent 
Analysis Component 는 Interface Component 에서 
전달  받은  I D S 의  r e p o r t 를  분석하여 
Management DB 에 저장한다. IDS 의 report 중 
일반적인 report 는 Management Agent DB 에 
저장하고  intrusion alert 인  경우에는  Trap 
process Component 에 전달한다. IMS 에서 전달

되는 message 는 intrusion 에 대한 통보와 침
입 관련 정보 요청의 두 가지가 존재한다. 전
자의 경우는 Management Agent DB 에 저장하

며 후자의 경우에는 Management Agent DB 에

서 IMS 가 요청하는 정보를 가져와서 Agent 
Communicat ion Component 로  전달한다 . 

 
3.3 Trap Process Component 

 
Trap process Component 는 IDS 의 intrusion 

alert 에 대한 처리를 담당한다. Trap process 
Component 는 Agent Analysis Component 에게 
intrusion alert 을 전달 받아서 Management DB
에 저장하는 동시에 Agent Communication 
Component 를 통하여 IMS 에게 침입을 통보한

다.  
 
3.4 Agent Communication Component 
 

Agent Communication Component 는 Manage-
ment Agent 와 IMS 간의 원활한 정보전달 역
할을 수행한다. Trap process Component 에서 전
달된 intrusion report 를 IMS 에게 전송하며 
IMS 에서 request message 를 전달 받고 그에 
대한 response message 를 전송한다. Agent 
Communication Component 를 통하여 Manage- 
ment Agent 와 IMS 간의 교환되는 report 와 
message 는  intrusion report, Host/Network 의 상
태정보, request message, response message 가 있
다.  
 
3.5 Management Agent DB 
 

Management Agent DB 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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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Network 의 상태정보, IDS 의 report, 
intrusion 정보로 분류된다. Host/Network 의 상
태 정보와 IDS 의 report 는 IDS 에서 
Management Agent 로 주기적으로 보고되는 
report 로 Agent Analysis Component 에서 전달 
되어진다. Intrusion 정보는 IDS 의 report 중 
intrusion alert 이 발생할 경우 Trap process 
Component 와 IMS 에서 전송되어지는 정보가 
저장된다. 

  
4. Intrusion Management System 
 

IMS(Intrusion Management System)는 분산되어 
있는 IDS 들의 통합 관리를 통하여 단위 네트

워크상의 같은 침입에 대한 피해를 막는 역
할을 수행한다. IMS 의 전체적인 구조도는   
<그림 4> 에서 보는 것과 같다. IMS 의 기능

은 크게 정보의 수집, 정보의 중계, 정보의 
저장 및 관리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Management Agent 의 report 는 IMS Communi- 
cation Component 를 통하여 IMS 에게 전달되

어진다. 이 report 는 IMS Analysis Component
에 의해 분석과정을 거치게 된다. report 는 
intrusion report 와 주기적으로 보고되는 각 
Host 에 대한 상태 report, IMS 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나누어 진다. intrusion report 인 경우 
User Interface Component 를 통하여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Intrusion Distribution 
Component 에 통보한다. Intrusion Distribution 
Component 는 IMS Analysis Component 에서 전
달된 intrusion report 를 IMS DB 에 저장하고 
각 Management Agent 들에게 intrusion 정보를 
전송한다. 주기적으로 보고되는 각 Host 에 대
한 상태 report 는 IMS DB 에 저장되며 관리자

의 필요나 요구에 의해 User Interface Compon- 
ent 를 통하여 관리자에게 presentation 하게 된
다. 관리자가 각 Host 의 정보를 요청할 경우 
IMS Analysis Component 는 먼저 해당 정보를 
IMS DB 검색하고 해당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Management Agent 에 정보를 요청한다. 요청한 
정보에 대한 응답은 IMS Analysis Component
에서 분석 과정을 거친 후 User Interface 
Component 를 통하여 관리자에게 presentation 
한다. 
 
4.1 IMS Analysis Component  

 

 

그림 4 IMS 의 구조도 

IMS Analysis Component 는 IMS Communi-    
cation Component 를 통하여 전달 받은

Management Agent 의 report 와 User Interface 
Component 를 통하여 전달 받은 request 
message 를 분석하여 각 Component 에게 전달

하거나 IMS DB 에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Management Agent 를 통하여 전송된 report

중 각 Host 와 Network 상태에 관한 일반적인 
report 는 IMS DB 에 저장되고, intrusion report
는 Intrusion Distribution Component 와 User 
interface Component 에 동시에 전달된다. User 
interface Component 를 통하여 전달된 관리자

의 request message 는 IMS Communication 
Component 에 전달되고 이 request 에 대한 
response message 는 User interface Component 를 
통하여 관리자에게 전달된다. 

 
4.2 User Interface Component 
 

User Interface Component 는 관리자에게 Host
와 Network element 의 상태정보와 intrusion 에 
대한 정보를 presentation 하거나 관리자의 
request 를 받는 역할을 수행한다.  
 
4.3 Intrusion Distribution Component 
 

Intrusion Distribution Component 는 IMS 
Analysis Component 에서 받은 intrusion report
를 IMS DB 에 저장하는 동시에 IMS Commun- 
ication Component 를 통하여 각 Management 
Agent 에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Management Agent 로부터 intrusion report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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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되면 IMS Analysis Component 는 이를 분
석하여 Intrusion Distribution Component 로 전달

한다. Intrusion Distribution Component 는 전달된 
intrusion report 를 IMS DB 에 저장하는 동시에 
다른 모든 Management Agent 에 침입에 대한 
정보를 전송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4 IMS Communication Component 
 

IMS Communication Component 는 Management 
Agent 와 IMS 간의 정보전달의 역할을 수행한

다. Management Agent 에서 IMS 에게 전송하는 
report 는 각 Host 및 Nework 의 상태정보와 
intrusion report 그리고 IMS 의 request 에 대한 
response message 가 있다. IMS 에서 
Management Agent 로 전송하는 message 는 
intrusion 에 대한 정보와 request message 가 있
다. 
 
4.5 IMS DB 
 

IMS DB 에서 저장 및 관리되는 정보 item 들

은 equipment DB 와 intrusion DB 에 각각 저장

된다. Management Agent 로부터 전송된 
intrusion report 를 받아 침입에 관한 정보 item
을 intrusion DB 에 저장하고, Host 와 Network
의 상태에 관한 일반적인 상태 정보는 
equipment DB 에 저장한다.  

 
5. IMS 와 Management Agent 통신 
 

IMS 와 각 Management Agent 들간에 
정보교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효 

표 1 IMS 와 Management Agent 간의 통신 

 RTP TCP UDP Secure 
Protocol 

RTP RTP RTP& 
TCP 

RTP& 
UDP 

RTP& 
Secure 

TCP - TCP - TCP& 
Secure 

UDP - - UDP UDP&
Secure 

Secure 
Protocol 

- - - Secure 
Protocol 

율적으로 정보를 수집 및 분배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의 종류와 수행 기능에 따라 
정보교환에 사용되어지는 protocol 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IMS 와 Management Agent 간의 교환되는 
정보 item 들은 Management Agent 에서 IMS 로 
전달되는 report 와 IMS 에서 Management 
Agent 로 전송하는 message 로 구성된다. 또한, 
이러한 message 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 기능과 연관되게 된다. 따라서, report 
또는 message 로 나타나는 ‘침입 관련 정보’, 
‘침입 관리 기능’ 및 ‘정보 전달 방식’의 상호 
간에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면, 침입 유형 및 침입자에 대한 정보는 
침입을 탐지한 IDS 의 Management Agent 가 
갖는 Trap Process Control 및 Communication 
Component 의 기능들과 관련될 것이며, 
Communication Component 가 ‘실시간’ 및 
‘신뢰성’ 통신 방식으로 IMS 로 정보 
전달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요구 사항은 
‘실시간’, ‘신뢰성’ 및 ‘보안성’의 기분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 기준을 기반으로 현재 
가용 될 수 있는 Protocol 을 이용하여 요구 
되는 통신 방식을 <표 1>에 정리하였다[8]. 

 먼저, Management Agent 에서 IMS 로 
전송하는 report 를 살펴보면 intrusion report, 
주기적인 보고(Host/network 상태), response(re- 
quest 에 대한 response)가 있고, IMS 에서 
Management Agent 로 전달되는 message 
는 intrusion distribution message 와 request 
message 가 있다. 이러한 정보 item 들을 
전송할 때 위에서 보는 <표 1>과 같이 분류 
되어 지는 protocol 을 반영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 전송을 이룰 수가 있다. 
 예를 들어, Management Agent 에서 IMS 로 
전송하는 report 를 살펴보면 intrusion report 는 
실시간으로 반드시 전송 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RTP & TCP 
protocol 을 사용한다. 주기적인 보고일 
경우에는 UDP protocol 을, IMS 의 request 에 
대한 response message 는 반드시 전송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가지므로 TCP protocol 을 
사용한다. IMS 에서 Management Agent 로 
전송되는 message 를 보면 Intrusion distribution 
message 인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반드시 
전송되어야 하므로 RTP & TCP protocol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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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며 request 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송되어야 함으로 TCP protocol 을 사용한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각 개별 Host 컴퓨터나 

Network 장비에 분산되어 동작하는 다중의 
IDS 들에 대해서 통합 관리를 수행하는 통합 
침입 관리 시스템인 IIMS(Integrated Intrusion 
Management System)의 구조를 제시했다. 

IIMS 는 각 IDS 의 침입을 보고 받고 침입에 
대한 정보를 관리 대상에 포함 되어 있는 각 
Management Agent 에 전달함으로써, 다른 
IDS 들에 대해서 동일한 침입에 대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어 할 수가 있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제안된 IIMS 의 관리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모델링과 다양한 관리 요구 
사항을 설정하여 이를 시스템에 반영하여 
한다. 또한 통신망 관리 시스템과의 연계 및 
다른 단위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IIMS 와의 
연동을 통하여 보다 확장된 통합 탐지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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