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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Future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본 설명서의 저작권은 ㈜ 퓨쳐시스템에 있습니다. 이 설명서의 일

부 혹은 전부를 ㈜퓨쳐시스템의 허가 없이 전자적, 기계적, 음향적

인 어떤 수단으로도 재생산하거나 전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퓨

쳐시스템은 제품의 기능 향상 등을 이유로 예고 없이 본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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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waySuite 2000 소개 

SecuwaySuite 2000은 내부망의 중요한 정보를 외부의 인터넷 사용자들로부

터 보호하고, 네트워크 연결(Network Connection)을 통제하거나 보안 정책

(Security Policy)에 따른 접근 제어를 구현한 침입차단시스템입니다. 

SecuwaySuite 2000은 SecuwayCenter 2000, SecuwayGate 6000, 

SecuwayGate 3000, SecuwayGate 2000, SecuwayGate 1000, 

SecuwayGate 100, RenoGate, SecuwayClient 2000으로 구성되고, 각 

시스템이 연동하면서 VPN 기능, Firewall 기능을 구현합니다. SecuwaySuite 

2000은 중간 수준의 전문 지식, 자원, 동기를 가지고 있는 위협원이 악용 가능

한 취약성을 발견할 위협은 낮으며, 중간 수준의 전문 지식, 자원, 동기를 가지

고 있는 공격자에 대해서 최고난이도의 보안 기능 강도를 갖도록 설계되었습니

다. 각 제품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SecuwayCenter 2000 

SecuwayCenter 2000은 SecuwayGate의 키 생

성 및 발급, SecuwayClient 2000 등록을 통한 사용

자 인증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등록된 

SecuwayGate, SecuwayClient 2000과 연동하여 

온라인 보안 정책 전송, 키 변경, 로그 수집 등을 실시

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보안관리 시스템입니다.  

 

SecuwayGate 6000 

SecuwayGate 6000은 VPN 기능, Firewall 기능 및 

네트워크 침입 탐지와 같은 보안 핵심 기능을 통합하

여 보안 기능으로 인한 네트워크 속도 저하를 최소화

한 하드웨어 기반의 전용 보안 장비입니다. 대형 사이

트용 대용량 초고속 장비입니다.  

 

SecuwayGate 3000 

SecuwayGate 3000은 VPN 기능, Firewall 기능 및 

네트워크 침입 탐지와 같은 보안 핵심 기능을 통합하

여 보안 기능으로 인한 네트워크 속도 저하를 최소화

한 하드웨어 기반의 전용 보안 장비입니다. 엔터프라

이즈급 대규모 사이트에 설치하기 적합한 제품입니다. 



 
 

ii 

SecuwayGate 2000 

SecuwayGate 2000은 VPN 기능, Firewall 기능 및 

네트워크 침입 탐지와 같은 보안 핵심 기능을 통합하

여 보안 기능으로 인한 네트워크 속도 저하를 최소화

한 하드웨어 기반의 전용 보안 장비입니다. 엔터프라

이즈급 대규모 사이트에 설치하기 적합한 제품입니다. 

 

SecuwayGate 1000 

SecuwayGate 1000은 VPN 기능, Firewall 기능 및 

네트워크 침입 탐지와 같은 보안 핵심 기능을 통합하

여 보안 기능으로 인한 네트워크 속도 저하를 최소화

한 하드웨어 기반의 전용 보안 장비입니다. 중규모 싸

이트에 설치하기 적합한 제품입니다.  

 

SecuwayGate 100 

SecuwayGate 100은 VPN 기능, Firewall 기능 및 네

트워크 침입 탐지와 같은 보안 핵심 기능을 통합하여 보

안 기능으로 인한 네트워크 속도 저하를 최소화한 하드

웨어 기반의 전용 보안 장비입니다. 소규모 싸이트 및 

SOHO용으로 설치하기 적합한 제품입니다.  

 

RenoGate  

RenoGate는 VPN 기능, Firewall 기능 및 네트워크 침

입 탐지와 같은 보안 핵심 기능을 통합하여 보안 기능으

로 인한 네트워크 속도 저하를 최소화한 하드웨어 기반

의 전용 보안 장비입니다. 일반 소규모 기업의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 보안 기능 및 네트워크 지원 기능을 제공

합니다.  

 

SecuwayClient 2000 

SecuwayClient 2000은 데스크탑 PC 및 노트북 보안을 

위해 시스템 보안 및 통신 보안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

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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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wayCard 2000 

SecuwayCard 2000은 데스크탑 PC 및 노트북 보안을 

위해 시스템 보안 및 통신 보안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소

프트웨어와 32-bit 고성능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내장된 

PCMCIA 타입의 하드웨어 보안 토큰을 제공하는 제품입니

다.  

 

 

SecuwayUKey 2000 

SecuwayUKey 2000은 데스크탑 PC 및 노트북 보안을 

위해 시스템 보안 및 통신 보안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소

프트웨어와 USB 타입의 하드웨어 보안토큰을 제공하는 제

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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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waySuite 2000 구성 예제 

SecuwaySuite 2000에서는 SecuwayGate 6000/3000/2000/1000 

/100, SecuwayClient 2000, SecuwayCard 2000, SecuwayUKey 

2000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구성하여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내부 서버 보안 

Client별 서버 접근 제어 및 사용자 인증 

침입차단기능으로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내부 네트워크 보안 

이동 사용자 및 재택 근무자를 위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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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본 설명서는 SecuwayGate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한 사용 설

명서입니다. 설명서를 읽기 전에 미리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

봅니다. 

 

본 설명서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이 사용설명서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는 기본적인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 관

련 용어를 이해하고, 설치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와 보안 관련 제품을 처음 사용해 보거나,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

는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중에 (주)퓨쳐시스템으로 요청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

도록 합니다. 

 

설명서에 대한 소개 
본 설명서는 SecuwayGate의 소개, 설치 방법 그리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

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의 작업 순서에 맞게 구성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분만을 찾아서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SecuwayGate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운영자들은 반드시 본 설명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SecuwayGate과 같은 보안 관련 시스템을 

많이 다루어본 운영자라도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전에 반드시 본 설명서

를 읽어보기 바랍니다. 

SecuwayGate를 사용하면서 의문점이 생기거나 제품에 손상이 생겼다고 판단

될 때는 반드시 구입처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SecuwayGate 제품의 설치 과정중에 운영자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제품 구입처로 문의하여 전문가에게 문의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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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기 
본 설명서에서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표기들을 사용하고 있

습니다. 

 

주의와 참고 표시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는 “ 주의” 와 “ 참고” 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주의의 내용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에 SecuwayGate 시스템 자체에 손상이 발생

하거나 SecuwayGate의 기능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에는 SecuwayGate시스템을 보다 다양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

지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화면과 관련된 표기 

설명서에 나타나있는 프로그램 화면에 대하여 각 메뉴는 <메뉴이름>으로, 각 버

튼은 [버튼 이름]으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화면에 대

하여 은 <시스템(S)>으로, 는 [등록]으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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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트에 따른 구분 

㈜퓨쳐시스템 
Future System 

본 설명서의 표준 글씨체로서 기본적인 설명을 나타

내는 글씨체입니다.  

㈜퓨쳐시스템 
Future System 

주의 및 참고사항 설명, 그림 설명을 나타내는 글씨체

입니다.  

Future 
System 

㈜퓨쳐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제품명을 나타내는 
글씨체입니다.  

Future System 콘솔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을 나타내는 글씨체입니다.  

 

 

 게이트 제품 표기 

(주)퓨쳐시스템의 네트워크 보안장비인 SecuwayGate 6000, 

SecuwayGate 3000, SecuwayGate 2000, SecuwayGate 1000, 

SecuwayGate 100 등과 같은 게이트 제품군을 모두 이르거나, 그 중 하나

(어떤 게이트라도 관계없음)를 말할 때 “ SecuwayGate”  또는 “ Secuway  

게이트 제품군” 이라고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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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의 구성 

SecuwayGate 설명서의 구성 
SecuwayGate 설명서는 설치 설명서와 GateAdmin Pro 설명서 2권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본 설명서는 SecuwayGate GateAdmin Pro설명서 입니

다.  

SecuwayGate 
하드웨어 설명서 

하드웨어 설명서에서는 SecuwayGate 의 하드웨어 
사양 및 외부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SecuwayGate 
설치 설명서 

설치 설명에서는 SecuwayGate 을 
SecuwayCenter 2000 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방법

과 GateAdmin Pr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

(Firewall, VPN 등)에서 SecuwayGate 을 올바르게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예제를 통하여 설명합니다.  

SecuwayGate 
GateAdmin Pro
설명서 

GateAdmin Pro 설명서에서는 GateAdmin Pr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SecuwayGate 을 등록하고 
보안정책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법

에 대해 설명합니다. GateAdmin Pro 에서 제공하

는 모든 기능에 대한 자세한 사용법 및 사용예제를 
제공합니다. 

 

SecuwayGate의 설정과 관리를 위해서는 Java 프로그램인 GateAdmin Pro 

을 사용하거나 SecuwayCenter 2000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는 

GateAdmin Pro을 사용하여 SecuwayGate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SecuwayCenter 20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서는 SecuwayCenter 2000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ecuwayGate의 하드웨어 관련 내용은 SecuwayGate 설치 설명서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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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wayGate GateAdmin Pro 설명서 
본 설명서는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기본 이해에서부터 

사용 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별 설명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에 따라 필요

한 부분만 골라서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SecuwayGate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가능한 본 설명서의 내용을 각 장

별로 순서대로 읽어나가는 것이 좋으나,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읽고자 하는 사

용자를 위해 설명서의 작성 기준과 각 장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제1장: 『개요』에서는 SecuwayGate 기능상의 특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2장: 『GateAdmin Pro 기본 사용법』에서는 GateAdmin Pro을 운영하

기 위한 기본적인 메뉴 사용법, 환경 설정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3장: 『오브젝트 설정』에서는 보안정책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오

브젝트, 시간 오브젝트, 서비스 오브젝트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4장: 『 보안 정책 설정 』 에서는 보안 정책을 작성하는 방법과 이를

SecuwayGate에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5장:  『게이트 설정』에서는 SecuwayGate의 기본 정보, 네트워크 정보 

등을 등록 및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6장:  『보안정책 작성예제』에서는 보안정책 작성 시에 주의할 사항과 실제 

예제를 통한 보안정책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7장:  『사용자 관리』에서는 SecuwayClient 2000 사용자를 데이터 베이

스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8장:  『로그』에서는 SecuwayGate 동작중에 발생하는 이벤트와 에러사항, 

필터링 규칙 적용 후 생성한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설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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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요 

 

SecuwayGate는 보안만을 위해 특수 제작된 전용 하드웨어 장비와 자체 개발

한 전용시스템을 탑재하여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이전의 네트워크 속도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며, H/W기반의 상황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기존의 Proxy나 Hybrid방식

의 침입차단시스템에 비해 높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제1장 개요』에서는 SecuwayGate 기능상의 특징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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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ecuwayGate 특징 

SecuwayGate은 다음과 같은 기능상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기반 보안 장비 

SecuwayGate은 기존 네트워크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물리적 장비 보호 

기능, 내부 보안 정보보호 기능, 가상사설망(VPN)기능을 제공하는 하드웨어 기

반의 전용 보안 시스템입니다. 

 

 핵심 보안 기능 통합 

패킷 인증 및 암호화 기능을 수행하고 외부 네트워크로부터의 침입을 차단하는 

Firewall 기능과 가상사설망(VPN) 기능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모니터링과 침입을 

탐지하는 Network Intrusion Detection System (NIDS)기능을 통합한 핵심적인 보

안 장비입니다. 

 

 다양한 알고리즘 지원 

SecuwayGate은 통신 보안을 위해 SEED, DES, 3DES, RC5, AES, Crypton과 

같은 다양한 암호화 알고리즘과 MD5, SHA-1, HAS-160와 같은 인증 알고리즘

을 지원합니다. 

 

 접근제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접근 제어(Access Control) 기능

은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의 개방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접근제어 기능은 Firewall의 기본 기능으로 내부 네

트워크로 들어오는 패킷을 검사하여 인가된 서비스 또는 패킷만의 접근을 허용

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기능입니다. 

 

 상황 분석 기법을 이용한 패킷 필터링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패킷을 제어할 때 단순한 규칙으로 필터링하는 것이 아니

라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변화하는 세션을 관리하는 상태테이블을 통해 지능적

으로 필터링 하는 상황 분석 기법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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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Content Filtering, SMTP Filtering 기능  

보안정책에 따라 특정 사이트 및 특정 Application Program을 통한 접근을 제어

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외부자의 불법침입을 차단하며, 내부자의 불법 정보 유출

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NAT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내부의 IP주소를 숨기거나 내부의 IP주소가 공인 IP주소로 

사용하기에 부족해 비공인 IP주소를 사용하고자 할 때 IP주소와 포트를 변환시

켜 효율적으로 IP주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TCP/IP Hole을 이용한 공격 차단 

Firewall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Fragmentation 공격, Syn Flooding 공

격 같은 DoS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IP 

Spoofing과 같은 공격에 대해 내부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설치 

SecuwayCenter 2000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IP주소만을 할당한 후 리부팅

하는 것으로 물리적 설치가 완료되고, SecuwayCenter 2000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SecuwayGate용 스마트카드를 사용하여 SecuwayGate에 주입하는 

것으로 설치 작업을 간편하게 완료됩니다. (SecuwayCenter 2000 설치 여부

는 선택사항입니다.) 

 

 Multi 와Black Zone 포트 제공  

내부 네트워크 연결 포트와 외부 네트워크 연결 포트 이외에 Multi포트와 Black 

Zone포트를 별도로 제공합니다. Multi포트는 사용자 필요에 맞게 내부 네트워크 

연결 포트, DMZ 포트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ulti 포트로 사용할 경우 내

부 네트워크를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분리함으로써 송, 수

신하는 패킷을 보안정책을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Black Zone포트는 네트워

크 모니터링을 위한 포트로 수신되는 모든 패킷을 침입탐지시스템(IDS)에 송신

하여 통계적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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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GateAdmin Pro 기본 사용법 

 

『제2장 GateAdmin Pro 기본 사용법』에서는 GateAdmin Pro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메뉴 사용법, 환경 설정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GateAdmin Pro 메뉴는 크게 <오브젝트>, <게이트>, <보안정책>, <사용자>, 

<로그>로 구성되어 있고, 각 메뉴를 어떤 순서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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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메뉴의 구성 

다음은 GateAdmin Pro의 주 메뉴 구성과 각 메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세부 

기능을 보여줍니다.  

 
 

 

 

 

 

 

 

 

 

 

 

 

 

 

주 메뉴 중 <오브젝트>, <사용자>, <보안정책>, <게이트> 메뉴에서는 

SecuwayGate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직접 등록합니다. 정보 등록을 

위해 각 메뉴를 이용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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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메뉴 수행 순서 

SecuwayGate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GateAdmin Pro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SecuwayGate와 연결되어있는 상태, 즉 SecuwayGate 설치 설명서에서와 

같이 이미 모든 설치 작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아래와 같은 

단계로 설정 작업을 수행합니다.  

 

  

 

 

 

 

 

 

 

  

 

 

 

 

 

 

 

 

 

 

 

    게이트 위저드 등록 

보안정책 작성 

   오브젝트 작성 

  설정한 정보 전송 

사용자 등록 

네트워크, 시간, 서비스에 대한 오브젝트를 작성해

야 SecuwayGate 가 필요로 하는 최소의 설정

값과 보안정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SecuwayGate 가 사용할 접근 제어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이때 미리 작성한 오브젝트를 이용하

여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SecuwayGate 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게이트

의 모든 정보를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각 포트에 
대한 IP 주소와 유효네트워크 설정, DNS 서버 정보 
등을 설정합니다. 

SecuwayClient 2000 사용자를 등록하고 사용

자가 온라인 보안 등록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작성한 오브젝트, 보안 정책, 네트워크 환경 설정

의 모든 내용은 SecuwayGate 로 전송시켜야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변경하거나 생성하였

다면 반드시 [전송] 버튼을 이용하여 
SecuwayGate 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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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ecuwayGate 필수등록과 선택설정 항목 

SecuwayGate을 설치하여 사용할 때 최소한의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서 반드

시 설정해야 하는 항목과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는 항목

이 있습니다.  

 

2.3.1 통신을 위한 필수등록 항목 
최소한의 통신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사항( , )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주 메뉴의 <게이트>에서 “ 기본정보” , “ 네트워크 설정” 은 반드시 설정해

야 합니다.  

 기본정보 

SecuwayGate의 계정 및 패스워드를 설정합니다.  

 

 네트워크 정보 

SecuwayGate의 각 포트에서 사용할 IP주소와 유효네트워크를 설정합니다.  

 

 주 메뉴의 <오브젝트>에서 “ 네트워크 설정” 에 들어갈 유효네트워크 범위

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SecuwayGate의 Net1, Net2, Net3, Net4 포트는 각각 다른 유효네트워크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통신 가능하게 하는 범위가 각 포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

든 범위가 가능하도록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보다는 실제 운영 중인 네트워크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을 위해서는 보안정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패킷에 대해 통

과 허용하는 정책을 제공하므로 설치시에는 특별히 정책 설정에 신경쓸 필요가 없

습니다. 그러나 Firewall이나 가상사설망 형태로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보안정책을 관리자가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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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는 항목 
 보안호스트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보안호스트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 SecuwayGate을 내부 서버 보안용으로 사용하면서 상대편이 

SecuwayClient 2000과 같은 VPN Client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환

경이라면 SecuwayGate의 보호를 받는 내부 서버가 보안호스트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 SecuwayGate을 가상사설망 용도로 사용하면서 상대방의 SecuwayGate 

제품과 암호화 통신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SecuwayGate의 보호를 

받는 네트워크 범위를 보안호스트로 설정해야 합니다.  

 

 L2TP  

SecuwayGate의 내부 네트워크가 Private IP주소(비공인 IP주소)를 사용하고 

SecuwayGate의 내부 서버와 통신하려는 SecuwayClient 2000과 같은 

VPN Client프로그램이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L2TP 설정 화면에서 할당해줄 

IP주소 등을 설정해야 합니다. 

 

 Failover, 로드밸런스, DoS공격 

네트워크 환경에 맞추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Failover, 로드밸런, DoS공격 항

목의 기본값은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VPN용 게이트  

가상사설망 형태로 2개의 SecuwayGate 제품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설정합니다.  

 

 SecuPDAn  

모바일용으로 개발된 SecuPDAn을 사용하는 경우에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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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스템(S)> 메뉴 사용법 

시스템 메뉴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그 기능을 살펴볼 수 있습

니다.  

  

 

2.4.1 메뉴이동 부분  
에서 아래 4개의 메뉴를 선택하면 해당 메뉴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오브젝트 관리 (O) 

 사용자관리 (U) 

 보안정책 관리 (P) 

 게이트 등록정보 (G) 

 로그정보 (L) 

 

관리자 계정 변경과 오브젝트 저장 기능  

 SecuwayGate 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  

 해당 메뉴로 이동하는 기능을 수행  



 

2-7 

2.4.2 게이트의 조작 부분  
의 메뉴에서는 게이트 상태 정보를 확인하거나 여러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 상태 정보 (I)  

CPU, 하드웨어/펌웨어 버전 등 현재 설치되어있는 게이트의 기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W  Version은 GateAdmin Pro과 연결되어 있는 SecuwayGate의 제품명이 

나타납니다. 

 

“ Up Time”  의 경우 설치 후 SecuwayGate가 동작한 시간을 나타내므로, 

시스템이 정지하지 않고 서비스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시스템에 장애

가 있어서 재부팅을 하였거나 관리자가 SecuwayGate를 부팅한 경우라면 

“ Up Time” 이 ‘ 0’  부터 다시 시작하고 “ Boot Count” 에 횟수가 나타나므

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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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로 시간 전송 (E)  

현재 GateAdmin Pro를 실행하고 있는 PC의 시각을 SecuwayGate에 전송

하는 과정입니다. SecuwayGate의 내부적인 시각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네트

워크 내의 시각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필요한 기능으로 GateAdmin Pro를 

최초로 실행할 때 자동으로 한 번 수행됩니다.  

 

 

 게이트 재시작(B)  

GateAdmin Pro에서 정보를 등록 또는 수정한 후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고자 

할 때 <게이트 재시작(B)>을 실행합니다. 

 

 

 새로 보기 (R) 

현재의 GateAdmin Pro에 있는 설정 정보는 버리고 SecuwayGate로부터 

설정 정보를 다시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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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정보 전송 (T)  

변경된 오브젝트 정보를 SecuwayGate로 전송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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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관리자 계정 변경 및 오브젝트 저장 기능 부분 
 관리자 계정 변경 (M)  

최초 관리자 계정과 패스워드는 admin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새로운 관

리자 계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변경하고자 할 경

우 <관리자 계정 변경 (M)>을 실행합니다. 보안상 정기적으로 패스워드를 변경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설정되어있는 “ 관리자 계정” 과 “ 관리자 패스워드” 를 입력하신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관리자 계정 및 패스워드를 등록하실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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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젝트 저장 (S)  

새롭게 등록 또는 변경된 오브젝트 정보를 파일로 저장한 다음 다시 저장된 정

보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저장 (S)>을 선택하여 해당 파일을 저장한 후 오브젝트 파일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줍니다. 이 비밀번호는 해당 파일을 불러올 때 필요한 것

이므로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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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젝트 파일 열기 (J)  

기존에 작업했던 오브젝트 정보를 불러와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앞에

서와 같이 <오브젝트 저장(S)> 과정을 통해 해당 오브젝트 정보가 파일로 존재

하는 경우에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오브젝트 파일 열기 (J)>를 선택하신 후 해당 파일을 찾아서 [열기]를 합니

다. 

            

 

 

 다음과 같이 비밀번호 입력 창이 나타나면 해당 오브젝트를 저장할 때 사용

했던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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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젝트 파일 열기” 를 실행한 경우 현재 연결된 Gate로 파일에 저장된 

Object를 보내는 모드로 전환되어 Gate로 정보를 전송하기 전에는 Gate의 설정을 

가져오는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Open한 오브젝트를 이용하지 않고 

Gate에 있는 정보를 이용하려고 할 경우 GateAdmin Pro을 다시 시작 해야 합

니다. 

 

GateAdmin Pro에 이미 정보가 있는 경우( 접속한 후에 파일을 열 경우 ) 아래

의 메시지가 보입니다. 확인(OK)를 선택하면 현재 GateAdmin Pro에 있는 정보

를 버리고 open 한 오브젝트를 적용한다. (파일로 시작인 경우 나타나지 않습니

다. ) 

 

 

 오브젝트 텍스트 파일 저장 (N)  

오브젝트 정보를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오브젝트 저장 (S)> 방법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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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연결된 게이트에 대한 GateAdmin Pro의 View 설정 
GateAdmin Pro에서 사용하지 않는 UI를 보여주지 않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단, 이미 설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UI가 보이지 않더라도 설정한 내용대로 

게이트는 동작합니다. 또한 설정 내용은 게이트에 저장되므로 게이트로 반드시 

정보를 재전송해야 합니다. 

 

GateAdmin Pro 설정을 완료 한 후에는 반드시 GateAdmin Pro을 재시동하

도록 합니다. 

 

 게이트 용도 설정 

“ 게이트를 Firewall 전용으로 사용” 을 체크하면 GateAdmin Pro 프로그램은 

Firewall 설정관련만 내용이 보여집니다. 즉, IPSec 관련 설정 등 UI 가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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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젝트 UI 설정 

“ 네트워크 오브젝트 다이얼로그에서 보안등급 설정 보이기” 를 체크하면 오브

젝트 대화창에서 “ 보안등급”  이 나타납니다. 

 

 

 게이트 설정 View 

“ VPN Gate 설정보기” , “ SecuPDAn설정보기” 를 체크하면 아래의 메뉴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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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오브젝트  설정 

 

『제3장 오브젝트 설정』에서는 보안 정책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오브젝트를 등

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IP주소를 가진 네트워크 장비나 서버, 특정 IP

주소 범위, 시간 등을 모두 오브젝트로 등록하여 보안정책 작성시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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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오브젝트 분류 

오브젝트 종류는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 오브젝트, 시간 오브젝트, 서비스 오브

젝트 3가지 종류로 분류될 수 있고, 그에 따르는 세부적인 오브젝트에 대해 각

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오브젝트

분류 
오브젝트 이

름 오브젝트 설명 및 사용 예제 

그룹 
여러 단일 IP 주소 또는 IP 범위를 네트워크 그룹으로 설

정합니다. 
예) 서버 그룹, 특정 사용자 그룹, … 

단일 IP 주소

보안정책에서 사용할 단일 IP 주소를 등록합니다. 
예) 특정 서버 IP 주소, Web 서버 IP 주소, FTP 서버 IP 
주소, 업무 서버 IP 주소, Mail 서버 IP 주소, DNS 서버 
IP 주소, … 

IP 주소 범위

연속되는 IP 주소에 대해 IP 범위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

다. 
예) 내부 네트워크 IP 범위, 외부 네트워크 IP 범위, … 

NetMask A, B, C 클래스 또는 내부적인 비트마스크 규칙에 따른 
설정값을 입력합니다. 

라우터 각 인터페이스별 IP 와 라우팅에 필요한 서브넷마스크를 
설정해 줍니다. 

네트워크

오브젝트

보안호스트 SecuwayGate 에 의해 암호화 통신을 수행하고자 하

는 단일 IP 주소 또는 IP 주소 범위를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오브젝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중앙의 UI에서 선택된 오브젝트의 설

정정보를 View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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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젝트

분류 
오브젝트 이

름 오브젝트 설명 및 사용 예제 

그룹 여러 단일 시간을 하나의 그룹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 모든 업무시간, … 시간 오

브젝트 
단일시간 보안정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간대를 설정합니다. 

예) 평일 업무시간, 토요일 업무시간, … 

그룹 
여러 서비스를 하나의 서비스 그룹으로 설정할 수 있습

니다. 
예) 모든 서비스, 센터 관리 서비스, … 

통신포트 각 포트에 따라서 접근제어를 수행할 포트 오브젝트를 
작성합니다. 

Matchcase 
ICMP 프로토콜 중에서 특정 스트링을 제어할 수 있는 
오브젝트 또는 TCP header 플래그를 제어할 수 있는 오

브젝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RPC 
어떠한 한 클라이언트가 프로세스가 다른 서버에 있는 
가상의 프로시저를 부를 때 접근제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설정합니다. 

HTTP 웹서버의 특정 디렉토리에 대해 접근제어를 수행하도록 
설정합니다. 예) www.badsite.com,에 대한 접근제어, … 

FTP 내부의 특정 서버에 접근하여 파일을 가져가는 행위에 
대해 접근제어를 수행하도록 설정합니다. 

서비스 
오브젝트

SMTP 수신되는 특정 SMTP Data 에 대한 접근제어를 수행하도

록 설정합니다. 

VPN 오

브젝트 VPN SecuwayGate 또는 SecuwayClient 2000 과 보안 
통신을 위한 정보를 등록 합니다. 

 

화면 좌측에서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면 팝

업 메뉴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팝업 메뉴에 나타나는 각 명령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드는 명령입니다. 왼쪽 메뉴에서 선택된 오브젝트 타입에 

따라 각 항목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할 수 있도록 대화상자가 실행됩니다.  

 

 편집 

등록된 오브젝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해당 오브젝트를 더블클

릭 했을 때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등록된 IP주소나 이름 등을 알맞게 변

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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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 붙여넣기 

동일한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오브젝트의 이름이나 내용이 비

슷하다면 복사, 붙여넣기를 이용하여 동일한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 수정하면 편

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삭제 

작성한 오브젝트를 GateAdmin Pro 프로그램 상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명령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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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네트워크 오브젝트 설정하기 

네트워크 오브젝트에서는 단일 IP 주소 또는 IP주소 범위를 등록하거나 사용할 

네트워크의 범위 등을 그룹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오브젝트

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해당 오브젝트 항목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여 <

등록> 메뉴를 실행하면 오브젝트 등록 창이 나타납니다.   

 

모든 오브젝트 등록은 Tree 메뉴를 더블 클릭해도 가능 합니다. 

 

3.2.1 단일IP주소 등록하기 

      <등록> 

 

  



제3장 
오브젝트 설정 

3-6 

 오브젝트이름 

사용자가 관리하고 구별하기 쉬운 이름을 작성합니다. 보안정책을 설정할 때 사

용하는 이름이므로 오브젝트의 성질을 나타날 수 있는 이름으로 작성하면 편리

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등급 

상 등급부터 하 등급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 등급은 다른 등급보다 높은 

우선 순위를 나타냅니다. 보안등급 설정에 따라 하 등급으로 설정된 사용자는 

중 등급으로 설정된 서버로 보안정책이 통신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도 

SecuwayGate 접근통제 기능으로 인해 통신할 수 없게 됩니다.  

 

SecuwayGate는 보호하는 서버의 등급과 같거나 높은 사용자가 접속하면 접속

을 허용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등급이 낮은 사용자는 서버에 접속할 수 없습니

다. 관리자는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여 네트워크 오브젝트 작성할 때 보안등급 

설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ㅇ표시는 접속할 수 있음은 나타내고, X표시는 접속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IP목록  

단일 IP주소를 설정할 때 하나의 IP주소를 입력하거나 연속적이지 않는 IP주소 

여러 개를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서버가 IP주소 2개를 사용하고 있거나 또

는 보호해야 하는 서버가 연속적이지 않지만 끝자리가 조금씩 다른 IP주소를 가

지고 있을 때는 IP주소 범위 형태로 작성하는 것 보다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습

니다. 이 IP주소는 32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타정보 

“ 오브젝트이름” 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설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즉 오브젝

트의 용도나 사용하는 사용자의 정보 등을 입력하고 오브젝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부가적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O 

O 

X 

상 등급

중 등급

하 등급

 

중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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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IP주소 범위 등록하기 

      <등록> 

 

 

IP주소 범위는 유효네트워크 범위를 설정하거나 서버가 연속적인 IP주소로 설정

되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고, 내부 네트워크 전체 또는 외부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IP주소를 설정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오브젝트는 <게이트 등록 위저드>에서 각 포트에 대한 유효네트워크를 

설정할 때 또는 보안정책 작성시 서버나 네트워크 범위를 설정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비순차적 범위 사용”  선택하기 

일반적으로 IP 범위는 순차적인 표현이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순차적인 

IP의 범위를 오브젝트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 비순

차적 범위 사용” 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 10.1.10.1 ~ 10.10.10.10”  을 IP범위로 설정하고 “ 비순차적 범위 

사용” 을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총 100개의 IP가 오브젝트 안에 등록되

는 것입니다.  

10.1.10.1, 10.1.10.2, …, 10.1.10.9, 10.1.10.10 

10.2.10.1, 10.2.10.2, …, 10.2.10.9, 10.2.10.10 

IP 주소 범위를 입력한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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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10.1, 10.9.10.2, …, 10.9.10.9, 10.9.10.10 

10.10.10.1, 10.10.10.2, …, 10.10.10.9, 10.10.10.10 

“ 비순차적 범위 사용” 은 중간에 변경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비순차적 범위를 

사용한 오브젝트, 혹은 이 오브젝트를 포함한 그룹 오브젝트는 보안호스트, 유

효네트워크로 설정되어서는 안됩니다.(현재 UI에서는 허용이 되어 있으므로 설

정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비순차적 범위 사용” 을 선택한 오브젝트는 보안호스트, 유효네트퉈크 오브젝트

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SecuwayGate을 통해 패킷을 암호화하여 송, 수

신 하려는 네트워크의 범위는 비순차적 범위로 등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안호스

트 오브젝트에 대한 설명은 “ 3.2.5 보안 호스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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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Netmask 오브젝트 등록하기 

      <등록> 

 

 

네트워크 비트마스크에 대한 오브젝트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오브젝트는 보안정

책을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접근제어를 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즉 100.100.100.1~100.100.100.255 전체에 대한 접근제어를 필요로 할 때 

위 그림과 같이 작성하여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Net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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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라우터 오브젝트 등록하기 
<라우터>는 라우팅 정보를 설정하는 오브젝트입니다. SecuwayGate의 Net3 

포트 즉, Public포트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고, 실제 라우터의 IP주소가 

100.100.100.1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Route Info 

      <등록>  <Route Info> 

 

 

인터페이스에서 Net3를 선택한 후 IP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설정되

어 있는 서브넷 마스크와 IP주소를 입력합니다. 즉, 0.0.0.0을 입력하면 모든 송, 

수신되는 네트워크의 패킷은 라우터 100.100.100.1에 의해서 라우팅 정보를 받

아오게 됩니다.  

만약, Net1에도 라우팅 정보를 설정해야 하는 환경이라면 인터페이스에서 변경

하여 라우팅 정보를 설정하면 됩니다.  

작성한 라우팅 오브젝트는 <게이트 등록 위저드>에서 라우팅 정보 입력 단계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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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팅 정보는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정보이고,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SecuwayGate 설치 후 보안 정책을 통신 가능하도록 설정하여도 정상적으로 통

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와 IP주소, 게이트웨이 IP주소, 

Netmask는 네트워크 환경을 파악한 후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합니다. 

 

 Script 

타 라우터 장비와 라우팅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라우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스크

립트를 GateAdmin Pro에서 설정하고, SecuwayGate에 전송합니다.  

 

      <등록>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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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보안호스트 
보안호스트에서는 SecuwayGate을 통해 IPSec통신 즉, 암호화 통신을 수행하

고자 하는 서버나 IP주소 범위를 설정합니다. 

암호화 통신을 수행하고자 하는 서버나 IP주소 범위를 “ 선택 가능한 오브젝

트”  목록에서 선택한 후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설정합니다. 

      <등록> 

 

 

다른 SecuwayGate 제품과 VPN기능으로 설정하거나, SecuwayClient 

2000, SecuwayCard 2000 같은 클라이언트 제품과 암호화 통신을 수행할 

때 SecuwayGate 의 내부 네트워크로 연결된 서버를 보안호스트로 설정합니

다. 만약, 선택하려는 오브젝트가 존재하지 않으면 [새 오브젝트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 보안호스트로 추가 하면 됩니다. 

SecuwayGate을 Firewall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보안호스트를 설정할 필

요가 없습니다. 

 

IP 범위 오브젝트 중에서 “ 비순차적 범위 사용” 을 선택하고 있는 오브젝트는 보

안호스트의 오브젝트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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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네트워크와 보안호스트의 차이점은?  

유효네트워크는 SecuwayGate를 통해서 통신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범위를 의

미하고, 보안호스트는 SecuwayGate를 통해 패킷을 암호화하여 송, 수신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어떤 IP주소가 유효네트워크의 범위에 포함

되면서 보안호스트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러

나, 보안호스트 범위에 포함되면서 유효네트워크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

니다.  

어떤 IP주소가 SecuwayGate를 통해서 기본적인 통신을 수행하려면 유효네트워

크 범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상대방 SecuwayGate가 설치된 호스트와 

암호화 통신을 하려면 보안호스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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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네트워크 그룹 오브젝트 등록하기 
단일 IP주소, IP주소의 범위 등을 보안정책 작성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그룹으로 설정합니다.  

  단일 IP주소, IP주소 범위, NetMask 등을 이미 등록한 상태에서만 그룹 오브젝트 

등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 

 

왼쪽 창에는 앞에서 등록한 단일 IP주소, IP주소 범위 등이 표시되어 선택 가능

한 오브젝트 목록을 보여주고, 오른쪽 창에는 그룹으로 등록될 오브젝트 목록이 

표시됩니다. [추가], [삭제] 버튼을 이용하여 오브젝트를 그룹으로 추가, 삭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택하려는 오브젝트가 존재하지 않으면 [새 오브젝트 

등록] 버튼을 눌러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 그룹으로 추가 하면 됩니다. 

자신의 그룹에 또 다시 자신을 포함시키거나 A그룹을 B 그룹에 등록하고, 다시 B

그룹을 A그룹으로 등록하는 교차 등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우터 오브젝트, 보안 호스트 오브젝트는 .” 선택가능한 오브젝트 목록”  리스트

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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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간 오브젝트 

3.3.1 단일 시간 오브젝트 등록 
단일 시간 오브젝트를 등록함으로써 특정 시간에 따라 송, 수신 패킷을 제어하

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시간에만 어떤 서버에 접속

하지 못하도록 접근제어를 하고자 할 때 업무 시간에 대한 오브젝트를 작성하여 

접근제어 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등록> 

 

 

 

 

오브젝트로 작성할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시간대를 
추가하는 버튼입니다. 

 또는 를 선택하면 
[설정]버튼을 이용하여 
특정 날짜와 요일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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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 특정일(Day of Month)” 을 선택한 다음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다

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앞에서 “ 특정요일” 을 선택한 다음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

면이 나타납니다. 

 

등록하려는 시간대가 적용 
되는 특정일,특정월을 선택  
합니다. 

등록하려는 시간대가 적용 
되는 특정 요일을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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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시간 그룹 오브젝트 등록 
“ 3.3.1 단일 시간 오브젝트 등록하기” 에서 이미 등록된 오브젝트를 일정 기준

에 의하여 논리적인 그룹으로 그룹핑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과 같이 업무시간을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여 보안정책 작성시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등록> 

 

 

” 선택 가능한 오브젝트 목록” 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의 목록에서 선택하려는 오브젝트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는 [새 오브젝트 등록] 버튼을 이용하여 필요한 단일 시간 오브젝트를 등록한 

다음 그룹으로 추가 하면 됩니다. 

시간 오브젝트는 작성한 보안정책이 특정 시간에만 적용되도록 설정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즉 앞에서와 같이 시간 오브젝트를 등록해 놓으면 보안정책 작성시 

“ 적용시간”  필드를 통해 등록된 오브젝트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보안정책 작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4장 보안정책 설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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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서비스 오브젝트 

서비스 오브젝트에는 통신포트, Matchcase, HTTP, FTP, SMTP 서비스가 있고, 

각 서비스별로 오브젝트를 생성하여 보안정책 작성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오브젝트 중에서 HTTP, FTP, SMTP는 Content Filtering에 해당하는 것으

로 일반 오브젝트 설정과는 달리 필터링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메뉴

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정의 포트의 경우에는 통신포트 오브젝트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서비스를 하나의 서비스 그룹으로  
 설정합니다. 

 제어하고자 하는 통신 포트를 설정합니다.  

 각각의 프로토콜에 대해서 데이터의 내용을 해석  
 하여 Filtering  규칙을 만들 수 있는 Content  
 Filtering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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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통신포트 오브젝트 등록하기 

<통신포트>에는 이미 다음과 같은 오브젝트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필요한 오브젝트가 더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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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젝트 이름  

사용자가 관리하고 구별하기 쉬운 이름을 작성합니다. 보안정책 화면에서 사용

되는 이름이므로 오브젝트의 성질을 나타날 수 있는 이름으로 작성하면 편리하

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 종류 

TCP, UDP, ICMP, IGMP, AH, ESP, GRE중에서 선택합니다. ICMP, IGMP, AH, 

ESP, GRE 프로토콜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포트 번호입력난이 Disable상태로 됩

니다. 

 

 Source Port # 

연결을 시도하는 쪽에서 사용하는 포트의 범위를 입력합니다.  

 

 Destination Port #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 모듈이 동작하는 포트를 입력합니다. 보통 서비

스하는 포트만 연결할 수 있도록 해당 포트만 입력하고, 범위로 입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만들어져 있는 Telnet서비스의 경우에는 Source 

Port #는 1024부터 65535이고 Destination Port #는 Telnet 서버가 서비스 하는 

포트 23번을 입력하면 되므로 입력 창에는 23~23이라고 입력합니다.  

 

 기타정보 

기타정보는 오브젝트를 만든 목적이나 기타 설명을 적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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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포트 사용 예제 

다음은 설정할 서비스와 Destination 포트에 대한 예제입니다. 

Service Port Protocol Service Port Protocol 

echo 7 tcp/udp nameserver 53 tcp/udp 

discard 9 tcp/udp bootp 67 udp 

netstat 15 tcp finger 79 tcp 

ftp-data 20 tcp http 80 tcp 

ftp 21 tcp link 87 tcp 

ssh 22 tcp/udp hostnames 101 tcp 

telnet 23 tcp pop 109 tcp 

smtp 25 tcp pop2 109 tcp/udp 

rlp 39 udp pop3 110 tcp/udp 

whois 43 tcp nntp 119 tcp 

ntp 123 udp uucp 540 tcp 

ldap 389 tcp/udp monitor 561 udp 

https 443 tcp elcsd 704 udp 

login 513 tcp mssql 1433 tcp/udp 

who 513 udp radius 1812 tcp/udp 

printer 515 tcp radacct 1813 tcp/udp 

talk 517 udp mysql 3306 tcp/udp 

route 520 udp PC-Anywhere 5631 
5632 tcp/udp 

x-windows 6000 t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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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Matchcase 오브젝트 등록하기 
서비스 혹은 프로토콜의 특정 레코드 혹은 그러한 레코드를 통한 서비스를 제어

하기 위해서는 Matchcase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면 DNS나 ICMP와 같이 보안

상 문제가 되는 프로토콜 내의 특정 Service를 막고자 할 때 설정합니다.  

      <등록> 

 

 

 프로토콜 종류, Source Port Number, Destination Port Number  

Source Port Number는 연결을 시도하는 쪽에서 사용하는 포트의 범위이고, 

Destination Port Number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 모듈이 동작하는 포

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두 항목에 대해 따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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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chcase 문자열 

문자열에 사용할 수 있는 구문 

=, !, >, <, >=,<= 비교 연산(이외의 구문은 에러처리) 

& Boolean AND. c 언어의 ‘&&’ 와 동일 

| Boolean OR. c 언어의 ‘||’ 와 동일 

{, } Boolean 연산이 적용되는 범위 

(, ) 괄호 연산 

‘ ‘ Space 문자 

 

문자열에 사용할 수 있는 문법 

- 패킷 단위  

패킷의 비교 단위를 무엇으로 하는지 나타냅니다. 

패킷 비교 단위 : byte, word, int 

- 프로토콜  

Link, Network, Transport Layer의 프로토콜 이름을 기술하고 “ d”  추가 여부

에 따라 각 프로토콜의 헤더에서 시작하는지 데이터 부분에서 시작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프로토콜 : eth, arp, ip, icmp, igmp, tcp, udp 

eth Ethernet Packect 의 헤더 0 번지부터 시작 

ethd Ethernet Packect 의 데이터 0 번지부터 시작 

ip IP Packet 의 헤더 0 번지부터 시작 

ipd IP Packet 의 데이터 0 번지부터 시작 

arp ARP Packet 의 헤더 0 번지부터 시작 

arpd 사용하지 않음 

icmp ICMP 의 헤더 0 번지부터 시작 

icmpd ICMP Packet 의 데이터 0 번지부터 시작 

igmp IGMP Packet 의 헤더 0 번지부터 시작 

igmpd IGMP Packet 의 데이터 0 번지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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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p TCP Packet 의 헤더 0 번지부터 시작 

tcpd TCP Packet 의 데이터 0 번지부터 시작 

udp UDP Packet 의 헤더 0 번지부터 시작 

udpd UDP Packet 의 데이터 0 번지부터 시작 

 

모든 프로토콜에서 시작 address는 0이며, 문자열에서 offset은 항상 0번지부터

의 offset 번지입니다.  

 

- 문자열 예제 

Matchcase문자열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구문과 문법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Function_name(from,offset[,mask])비교연산자value}……… 

Function_name : 위에서 설명한 패킷 비교 단위 (byte, word, int) 

From : 위에서 설명한 프로토콜  이름 

Offset : 정수로 입력 

Mask :16 진수(0xff, 0xffff, 0xffffffff, 0xff00 등등) 

비교연산자 : 앞에서 설명한 6 개의 연산자 

value : 비교하기 위한 값 (10 진수 또는 16 진수 사용 가능) 

 

mask는 생략 가능하며, mask를 지정하지 않으면 function의 크기만큼 비교하지만 

mask를 지정하면  mask된 값만 비교하게 됩니다. 만약 function이 ‘ int’ 이고 

mask를 ‘ 0x0000ffff’ 로 지정하면 4byte(int의 size)를 모두 비교하는 것이 아니

라 마스크된 뒤의 2byte만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자열의 작성 예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byte(tcpd,0)=0x7e)} 

tcp data의 0번째 byte 값을 0x7e과 비교한다는 의미입니다.  

{byte(tcpd,10)=0x7e)}|int(tcp,15)=0} 

tcp data의 0번지에서부터 offset번지 +10한 위치의 byte가 0x7e이거나 tcp 

header 0번지에서 offset번지 +15한 위치의 int가 0인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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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chcase 문자열 입력시 주의할 점 

-  Machcase 문자열은 모두 소문자로 입력합니다.  

-  Machcase 문자열은 공백문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규칙에 맞게 문자열을 사용하지 않으면 필터링이 전혀 동작하지 않습니다. 

- 해당 Matchcase 오브젝트에 대한 보안정책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 Deny”  또

는 “ Reject” 를 적용해야만 필터링이 동작하게 됩니다.  

 

 기타정보 

기타정보는 오브젝트를 만든 목적이나 기타 설명을 적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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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chcase 사용예제  

보안상에 문제가 되는 tcp프로토콜 내의 특정 패킷에 대한 서비스를 제어하고자 

합니다. tcp data의 0번째에서부터 +10한 위치의 Byte가 0x7e이거나 tcp 헤더

의 0번째에서부터 +15한 위치의 int가 0인 패킷을 필터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byte(tcpd,10)= 0x7e)}|int(tcp,15)=0} 

 

 Matchcase 필터링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보안정책을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번 규칙 작성하기 

서비스 필드를 더블 클릭하여 목록이 나타나면 앞에서 작성해 준 오브젝트 

‘ Matchcase’ 라는 이름을 찾아 선택합니다. 내부 네트워크 사용자가 서버에 

접속할 때 tcp data의 0번째에서부터 +10한 위치의 Byte가 0x7e이거나 tcp 헤

더의 0번째에서부터 +15한 위치의 int가 0인 패킷은 제어되도록 “ 행위”  필드

에서 ‘ Deny’ 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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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규칙 작성하기 

내부 네트워크 사용자가 외부 네트워크로 접속할 때 원활한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칙을 작성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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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RPC 오브젝트 등록하기 
RPC (Remote Procedure Call)는 어떤 한 시스템에(클라이언트)에 있는 프로세스

가 다른 시스템(서버)에 있는 가상의 프로시저를 부르는 방법으로 구현됩니다. 

통신을 위하여 요청과 대답을 하는 중간에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항목을 설정하여 보안정책에서 접근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오브젝트 이름  

오브젝트 이름은 RPC의 특징이 나타나는 이름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

안정책에서 이 이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의미있는 단어를 사용하면 규칙 작성

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 종류 

TCP, UDP 중에서 선택합니다.   

 

 프로그램 번호 

0 부터 232 사이의 값을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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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정보 

기타정보는 오브젝트를 만든 목적이나 기타 설명을 적는 부분입니다.  

 

 RPC 사용 예제 

RPC를 사용하는 NFS프로그램에 대한 오브젝트 작성과 보안정책에 대해 설명합

니다. 다음은 NFS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예제입니다.  

 

 RPC 오브젝트를 작성합니다. 

NFS가 지원하는 TCP 포트 100005, UDP 1000005, UDP 100003과 같이 세 개

의 포트에 대해 RPC오브젝트를 작성합니다.  

 

 

세 개의 RPC오브젝트를 보안정책에서 다루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 그룹으로 묶

어서 하나의 이름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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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ap(tcp)와 pmap(udp) 통신포트 오브젝트를 작성합니다. 

NFS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버쪽에 대한 보안정책을 작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pmap(tcp)와 pmap(udp)를 작성합니다. “ 통신포트” 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은 

포트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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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정책을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보안정책을 이와 같이 작성하면 서버에 대해 NFS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서버의 RPC 버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규칙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위의 예제와 같이 보안정책을 작성하였는데도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다면 RPC의 버전을 확인해 봅니다. 보통 Unix 계열이나 리눅스 

서버의 경우 “ rpcinfo– p” 를 실행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정보가 나타납니다.  

프로그램              버전            원형         포트  

100000                2               tcp          111         Portmapper 

100000                2              udp         111         Portmapper 

10000                 51             udp           620          mountd 

10000                 51             udp          622          mountd 

10000                 52             udp          625          mountd 

10000                 52             tcp          627         mountd 

10000                 53             udp          630         mountd 

1 0000                 53             tdp           632          mountd 

10000                 32             tdp          2049          nfs 

 



제3장 
오브젝트 설정 

3-32 

여기서 RPC 버전 52에 해당한다면 해당 포트인 625번과 627번에 대해서 오브

젝트를 생성한 후 규칙 추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포트에 대해서 행

위 필드에 Accept라고 작성하면 정상적을 NFS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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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HTTP 오브젝트 등록하기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는 인터넷에서 가장 대중적인 서비스인 

WWW의 기반 프로토콜로 사용됩니다. WWW에서는 정보의 공유를 보다 쉽게 하

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그만큼 보안에 관련된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HTTP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만 알고 있으면 웹서버의 특정 디렉토

리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웹의 특정 디렉토리가 사용자 개인 정보 등을 저장

하고 있다면 그 디렉토리에 대한 외부의 접근을 제한해야 합니다. 

HTTP Content Filtering 은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수행합니다. 

1. 외부 네트워크의 악의 있는 웹사이트나 웹페이지의 Content로부터 내부 네트

워크를 보호합니다. 

2. 외부 네트워크의 불필요한 웹사이트나 웹페이지에 내부 호스트들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HTTP Content Filtering 은 오브젝트 중에 서비스 오브젝트에서 작성하며 보안정

책과 결합하여 적용됩니다. 보안정책에 해당하는 통신 세션에서 서비스 항목에 

HTTP 서비스 오브젝트가 설정되어 있으면 동작합니다. 

HTTP Content Filtering 은 크게 URL Filtering과 Content Filtering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URL Filtering 

1)  HTTP Request 패킷에 대해 적용합니다.  

2) 웹 서버 접근 방법(method)에 대한 접근을 제어합니다.  

3) 내외부의 웹 서버(host)에 대한 접근을 제어합니다. 

4) 웹 서버의 특정 디렉토리 혹은 파일(path)에 대한 접근을 제어합니다.  

5) 웹 질의(query)에 대한 접근을 제어합니다.  

6) 접근 프로토콜(scheme)에 대한 접근을 제어합니다.  

7) 보안정책의 Source에서 Destination으로 가는 HTTP Request 패킷에 대해 

적용합니다.  

8) 패킷과 보안정책의 URL과 접근 방법(Method)이 모두 매칭(Matching) 되었

을 때 패킷을 버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패킷을 통과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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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tent Filtering 

1)  HTTP Response 패킷에 대해 적용합니다. 

2)  URL에 기술된 웹사이트의 컨텐트에서 유해하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

합니다. 

3)  Content Filtering은 보안정책의 Destination에서 Source로 가는 HTTP 

Response 패킷에 대해 적용합니다. 

4) 만약 URL Filtering에서 Request 패킷이 버려진다면 Content Filtering 은 

의미가 없습니다. 

5)  Content Filtering은 패킷과 보안정책의 URL이 매칭(Matching)되고 접근 

방법(Method)은 매칭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6)  HTTP 프로토콜에 위배되는 내용이 들어 있을 때는 패킷을 버립니다. 

7)  HTTP Response Packet은 Content Type이 “ text/html” 인 경우에만 적

용됩니다. 

 

 



 

3-35 

 등록정보 설정하기 

기본적으로 등록정보에서는 Destination 포트 80번에 대해 제어할 수 있도록 설

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환경에 알맞은 URL Filtering 정보와 Content Filtering 정

보를 설정합니다.  

만약, HTTP에 대한 접근 제어를 수행하면서 URL Filtering이나 Content Filtering

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등록 정보에서 포트 번호 80번에 대한 정보만 등록정보

에서 작성하고, 나머지 탭 메뉴에서 설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등록>  등록정보. 

 

 오브젝트 이름  

HTTP 오브젝트의 특징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정책

에서 이 이름이 사용되므로 의미있는 단어를 입력하면 규칙 작성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 종류  

TCP만 지원합니다.   

 

 Source Port # 

연결을 시도하는 쪽이 사용하는 포트의 범위를 입력합니다. 보통 로컬에 있는 

호스트의 경우 1024~65535포트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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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tination Port #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 모듈이 동작하는 서버의 포트를 입력합니다. 보통 

서비스하는 포트만 연결할 수 있도록 해당 포트만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정보 

기타정보는 오브젝트를 만든 목적이나 기타 설명을 적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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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Uniform Resource Locator) 필터링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은 인터넷 정보에 대한 접근 방법, 위치, 파일명

을 나타냅니다. URL 필터링에서는 수신 또는 송신하는 패킷에 대해 Schemes, 

호스트, 경로, 질의 등에 대해 설정하면 해당하는 패킷의 접근 제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  URL Filtering 

 

각 항목의 기능 및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chemes 

Schemes에서는 URL에서 입력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입력합니다. Schemes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URL 분류체계에 있는 10가지 프로토콜입니

다. 

프로토콜 설명 

ftp File Transfer protocol 

http Hypertext Transfer Protocol 

Gopher The Gopher protocol 

mailto Electronic mail address 

News USENET news 

nntp USENET news using NNTP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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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 설명 

telnet Reference to interactive sessions 

wais Wide Area Information Servers 

File Host-specific file names 

prospero Prospero Directory Service 

 

 호스트 

인터넷 상의 위치, 이름, 주소를 단일 혹은 복수의 형태로 입력 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항목을 검색할 때 단일 주소에 대해서는 DNS Lookup결과를 미리 저장

한 값을 사용하고, Wildcard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DNS와 통신을 

시도하여 수행합니다. 

호스트로만 필터링할 때는 “ 호스트” 란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다음 “ 경로” 란에 

‘ *’ 를 입력해 주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 game.co.kr’ 을 차단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입력하면 됩니다.  

             호스트 : game.co.kr      경로 : *      질의 : 공란  

 

 경로 

필터링 할 호스트에 존재하는 객체의 위치 즉, 디렉토리 경로를 입력합니다. 

 경로로만 필터링을 할 때는 “ 경로” 란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다음 “ 호스트” 란

에 ‘ *’ 를 입력해 주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 game’ 에 대한 경로 필터링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입력하면 됩니다.  

             호스트 : *       경로 : /*game      질의 : 공란 

 

 질의 

URL입력 후 “ ?”  다음에 오는 문자를 필터링하고자 할 때 설정합니다.  

 질의로만 필터링을 할 때는 “ 질의” 란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다음 “ 호스트” 란

에 ‘ *’ 를 입력해 주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 game’ 에 대한 질의필터링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입력하면 됩니다.  

             호스트 : *       경로 : 공란      질의 :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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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 호스트, 경로, 질의 필터링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 game’ 과  ‘ stock’ 에 대한 호스트 필터링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입력하면 됩니다.  

         호스트 : *game;*stock       경로 : *       질의 : 공란  

 

-호스트, 경로, 질의 필터링에서 “ *” 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맨앞에 입력

하도록 합니다. 

 

 Methods 

브라우저와 서버가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HTTP/1.0 RFC1945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Methods는 HTTP프로토콜을 사용할 때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Get 

URL내에서 동일하다고 간주된 오브젝트를 반환할 때 사용합니다. 사용자가 전

송 버튼을 클릭했을 때 ACTION 속성의 값으로 지정한 파일로 사용자가 입력한 

값들이 전송되는데, 이때 이 입력값들은 환경 변수 (QUERY STRING)에 저장되

어 전송됩니다. 즉, “ list.html?code=board” 의 예처럼 “ 파일명?변수=값” 의 

형태로 URL을 통해 입력값들이 전달된다. 이런 Get방식은 보통 게시판에서 페

이지수를 전달하거나 많지 않은 양의 값을 전달 할 때 쓰입니다. Get 기능 수행 

중 악의적인 코드를 담아 사용자에게 보내거나 호스트로 전송되는 값 중에서 중

요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필터링 할 때 선택합니다.  

 

Post 

body를 보내는 기능으로 웹서버가 enclosed된 message body를 받아들이기 위

한 목적지를 요구하는데 사용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값은 표준 입력(standard 

input : stdin)을 통해 전달되고, 이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Get방식과 달리 

전송되는 데이터의 크기에 제한이 없게 됩니다. Post 기능 수행 중 악의적인 코

드를 담아 사용자에게 보내거나 호스트로 전송되는 값 중에서 중요한 정보가 있

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필터링 할 때 선택합니다.  

 

Head 

HEAD는 server가 response내에 Entity-Body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제외

하고 Get과 동일한 Metho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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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LINK 는 Request-URI에 의해 identify되는 resource와 다른 resources사이에 

하나 이상의 LINK relationships를 형성하는 method입니다.  

 

Delete 

server가 Request-URI에 의해 identify되는 resource를 delete하도록 request하

는 Method입니다.  

 

 HTTP schemes는 메뉴에 있는 모든 Method를 사용할 수 있고, 각 프로토콜마다 

사용할 수 있는 Method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가지 Sechemes를 예로 들면, 

HTTP는 모든 Methods를 사용할 수 있고, FTP는 Get, Put, Delete를, mailto는 Get

과 Pos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RL 필터링 예제 

관리자가 외부의 특정 Web서버 예를 들어 www.badesite.com에 접속하지 못하

도록 하기 위한 오브젝트를 생성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HTTP 이름과 포트 설정  

등록정보 탭에서 오브젝트 이름을 작성합니다. 이 오브젝트 이름은 보안 정책 

작성시 사용하는 이름이므로 의미있는 것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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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필터링 할 설정 입력  

“ Schemes” 에는 http를 입력하고, “ 호스트” 란에는 “ game;bad”  이라고 입

력합니다.  

 

 

 보안정책에서 규칙작성하기  

서비스 필드를 더블클릭하면 작성한 오브젝트 Badsite필터링 이라는 이름이 나

타나므로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보안정책을 작성하면 1번 규칙에 의해 

내부 네트워크에서 외부 네트워크 Web서버로 접속할 때 BadSite오브젝트에 입

력된 호스트로는 접속하지 못하고, Badsite오브젝트에 등록된 호스트를 제외한 

호스트로 접속하고자 할 때는 2번 규칙에 의해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이 보안정책을 작성하면 내부사용자는 Badsite에 등록된 호스트에는 접

속이 차단되고, 나머지 호스트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접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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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정책 작성시 URL 필터링의 경우 해당 사이트를 접속하지 못하도록 규칙의 

“ 행위”  필드에서 “ Deny” 나 “ Reject” 로 설정하면 되고, Content 필터링의 경

우 해당 항목을 필터링 하기 위해서는 규칙의 “ 행위”  필드에서 “ Accept” 로 

설정해야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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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Filtering  

      <등록>  Content Filtering 

 

 

 메시지  

연결한 Web 페이지가 URL 필터링 항목에서 필터링되었을 때 접속을 요구한 사

용자 PC에 전송해줄 메시지 또는 웹페이지입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사용자 

PC에 메시창이 나타나고, URL을 입력하면 사용자 PC에 해당 웹사이트가 나타

납니다.  

 

 Fast Mode  

Fast Mode를 선택하면 Web 페이지 접속 시 해당 URL만 패턴 매칭을 하게 되

고, 선택하지 않으면 URL의 Query(HTTP request packet에서 ‘ ?’  다음에 나

오는 문자열) 필드까지 패턴 매칭을 합니다.   

 

 스크립트 필터링  

Web 페이지내의 코딩에서 Java Script, Perl Script, Visual Basic Script를 이용하

여 시스템의 장애를 일으키는 다양한 공격방법이 존재합니다. Web 페이지에 포

함되어 있는 Applet보다 구현하기 쉽다는 점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

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 SecuwayGate에서 필터링을 수행하여 사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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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되지 않도록 접근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 할 항목을 선택하면 SecuwayGate에서 이를 제거한 후 나머지 코드들

에 대해서 전달해 줍니다.  

 

 애플릿(Applet) 필터링  

이 항목을 선택하면 HTTP Response Packet에서 java, Active X, DLL Applet을 

필터링 합니다.  

java  

애니메이션등 사용자마다 서버에 별도의 요청을 하지 않고서도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한 작업들을 수행합니다.  

 

Active X  

Microsoft에서 선마이크로시스템즈의 java applet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객체지

향 프로그래밍 기술 및 도구 모음에 붙인 이름입니다.  

이러한 코드들은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실행할 때 악의적인 코드가 들어 있는 경

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SecuwayGate에서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기타필터링  

Cookies Filtering 

Cookies는 Web Server가 호스트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하는 정보로서 호스

트에 저장되므로 이것을 이용하여Flooding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ookies는 Web Client의 Request Packet에 포함되어 전송되고, Web Server에서 

Client로 가는 Response Packet에 Cookie-set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두가지 

정보를 모두 필터링 하려고 할 때 선택합니다.   

 

Internet shortcut Filtering 

프로그램과 명령에 대한 참조를 나타내는 파일로서 MS의 Internet Explorer는 이 

파일을 참조하기 때문에 악의 있는 프로그램 실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항

목을 필터링 하려고 할 때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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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Area Filtering 

폼(form)에서 문자를 쓸 수 있는 영역에 대해 필터링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이 

항목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인 웹 메일에서 메일 내용을 입력하는 곳이 이 영역

에 해당합니다.  

 

Multipart Filtering 

HTTP 프로토콜에서 일반적인 Get, Post 명령으로 전송할 수 없는 데이터를 전

송하기 위한 폼(form)의 Content Type입니다. 파일 전송이나 기타 폼(Form) 데

이터 전송 등(Binary Data 및 Non-ASCII Data)을 위해 사용합니다. 폼(Form) 

데이터를 서버까지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변환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이 항목을 선택합니다. Binary 전송방법은 RFC2045방식을 따릅니다. url-

encoded 방식에 비해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유리합니다. 

 

File Browsing Filtering 

폼(form)에서 파일 리스트를 여는 것으로 웹 메일 등에서 파일을 첨부할 때 사

용하는 Browsing에 대한 필터링을 의미합니다.  

 

www-url-encoded 

www-url-encoded가 되어 있다면 폼 데이터의 각 바이트를 URL Encoding 방

식(Escape 문자(%)를 사용한 데이터 변환)으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

로 작은 크기의 Binary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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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ent Filtering 예제 > 

 오브젝트의 이름과 포트를 입력합니다.  

등록정보 탭에서 오브젝트 이름을 작성하십시오. 이 오브젝트 이름은 보안규칙

에서 사용하는 이름이므로 의미있는 것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Content Filtering 탭에서 필터링 할 Java 항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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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정책 설정  

 
 

위와 같이 보안정책을 작성하면 내부사용자는 Java 코드가 있는 페이지는 필터

링된 결과를 보고, 나머지 페이지에 대한 접속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

다.  

보안정책 작성시 URL 필터링의 경우 해당 사이트를 접속하지 못하도록 규칙의 

“ 행위”  필드에서 “ Deny” 나 “ Reject” 로 설정하면 되고, Content 필터링의 경

우 해당 항목을 필터링 하기 위해서는 규칙의 “ 행위”  필드에서 “ Accept” 로 

설정해야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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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FTP 오브젝트 등록하기 
FTP content Filtering 은 서비스 오브젝트에서 작성하며 보안정책과 결합하여 

적용됩니다. 보안정책에 해당하는 통신 세션에서 서비스 항목에 FTP 서비스 오

브젝트가 설정되어 있으면 동작합니다.  

FTP content Filtering은 파일의 경우 Get 또는 Put할 때 지정된 파일에 일치하

는 명령에 대해서는 패킷을 통과 허용하거나 통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서버의 

자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파일 또는 경로명을 입력할 경우 다음의 사항에 유

의합니다.  

1.  파일이름은 전체 절대 경로를 포함한 것으로 입력합니다.  

2.  디렉토리를 구분하는 문자열인 “ /” 나 “ ₩” 없이 파일 이름만 입력했을 

경우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로 간주합니다. 

3.  파일이름을 입력할 때 특정한 패턴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와일드 카드 

문자열(“ *”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파일이름이 영문자인 경우에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5.  경로명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전체 디렉토리에 대한 사용자의 Put, Get 행위

에 대해 통과 허용하거나 통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필터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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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젝트 이름  

오브젝트 특징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정책에서 이 

이름으로 나타나므로 의미있는 단어를 사용하면 규칙 작성 시에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Source  Port #  

연결을 시도하는 쪽이 사용하는 포트의 범위를 입력합니다. 보통 로컬에 있는 

호스트의 경우 1024~65535포트로 설정합니다.  

 

 Destination Port #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 모듈이 동작하는 서버의 포트를 입력합니다. 보통 

서비스하는 포트만 연결할 수 있도록 해당 포트만 입력하는 것이 좋고, 넓은 범

위로 입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FTP의 경우 컨트롤 포트 21번 데이터 포트 

20번을 사용하지만 21번 포트만 설정하면 상황 분석 기법 기능에 의하여 FTP에 

대한 접근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경로(또는 파일명)와 Methods  

접근 제어를 할 경로나 파일명을 입력합니다. 경로의 경우 Methods의 Get 옵션

을 선택하면 해당 경로 내에 접근하여 파일을 가져가는 사용자의 동작에 대해 

거부할 것인지 통과할 것인지를 보안정책에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Put 옵션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해당 경로에 접근하여 파일을 Write하는 사용자

의 동작에 대해 거부할 것인지 통과할 것인지를 보안정책에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FTP에서는 FTP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필터링 할 파일명을 일부 또는 절대 

경로로 오브젝트를 작성할 수 있고 보안정책 작성 시에 접근제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FTP필터링 예제 

내부의 특정 서버에 접근하여 파일을 가져가는 사용자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오브젝트를 생성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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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P 이름과 포트 설정 

오브젝트 이름과 포트를 설정해 줍니다. “ Method” 에서는 Get을 선택하여 보

안 정책 작성시 접근제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안정책에서 규칙작성하기 

서비스 필드를 더블클릭하여 앞에서 작성한 오브젝트 “ user 폴더에 대한 FTP

접근제어” 를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보안 정책을 작성하면 첫번째 규칙에 의

해 사용자가 해당 서버로 접속할 때 서비스는 동작하지 않으나, 두번째 규칙에 

의해 외부네트워크는 정상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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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SMTP 오브젝트 등록하기 
SMTP 데이터가 SecuwayGate에 수신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패킷을 처리

하게 됩니다. 

1. SMTP Data를 수신합니다.  

2. Status를 확인합니다.  

3. TCP Data에 포함되어 있는 SMTP헤더를 검색하여 분석합니다. 

4. 보안정책에 오브젝트 등록 시 작성된 필터링 작업을 수행합니다. 

5. 보안정책 로그에 의한 감사 기록을 남깁니다. 

6. 수신자에게 메일로 알립니다. 

SecuwayGate에서는 SMTP 필터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사용자(관리자)가 원하지 않는 메일로부터 메일 수신 방지 

메일 송신자, 수신자, 메일 제목(Subject)에 의한 필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Filtering 상황 이나 에러 발생 상황을 로그 저장 

모든 Object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Filtering 상황 이나 에러 발생 상황) 보안

정책에서 설정한 로그 방식에 따라 로그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Filtering된 메일에 대해서 수신자에게 메일 전송  

필터링된 내용을 지정한 메일 서버를 통해 메일로 수신자에게 보내 줄 수 있습

니다. 수신자에게 Filtering메시지 알림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수신자에게 메일을 

보내기 위한 메일 서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메일 서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수신자에게 메일을 보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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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등록정보 

 

 

 오브젝트이름 / 프로토콜 종류 

기본적으로 SMTP Filtering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오브젝트 이름과 프로토콜 

종류, 포트를 입력합니다. Source Port#는 기본적으로 1024부터 65535포트를 

사용하고 Destination Port#의 경우 포트 번호 25번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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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ch Filtering  

      Match Filtering 

 

 

 송신자 / 수신자 / 메일 제목  

송신자, 수신자를 입력한 경우 최대 길이 128Byte이고, 메일 제목의 경우 

256Byte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필터링 할 송신자와 수신자에 메일 주소를 입력

합니다. 

 

송신자와 수신자필드에 들어가는 내용은 메일 주소입니다. 송신자나 수신자의 이

름으로 입력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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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ch Filtering 예제 

관리자가 원하지 않는 특정 제목의 메일 수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제목에 

‘ 광고’ 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메일의 수신을 제어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등록정보 입력  

 

 

Match Filtering 탭 설정 

 

 



 

3-55 

보안정책에서 규칙 작성하기 

 

 

1번 규칙 작성하기 

서비스 필드를 더블 클릭하여 목록이 나타나면 앞에서 작성해 준 오브젝트 ‘ 광

고 메일 수신 거부’ 라는 이름을 찾아 선택합니다. 모든 네트워크에서 내부 네

트워크 사용자에게 ‘ 광고’ 라는 단어가 포함된 제목이 붙은 메일을 보내면 완

전히 수신 거부할 수 있도록 규칙을 작성합니다. 

 

2번 규칙 작성하기 

‘ 광고’ 라는 단어가 포함된 제목이 붙은 메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메일에 대

해서는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규칙을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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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 Filtering  

      <등록>  Transform Filtering 

 

 

SecuwayGate을 통과해 패킷을 송신, 수신할 때 송신자와 수신자 필드의 내

용을 관리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변환 시킬 수 있습니다. 송신자와 메시지 제목

은 메일을 송신하는 경우에 수신자는 메일을 수신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 규칙을 

적용합니다. 

 

 변환 규칙 

1. 변환하는 내용과 변환 되는 내용은 한 쌍으로 존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

다. 

2. 변환하는 내용과 변환 되는 내용은 메일 주소나 도메인입니다. 

3. 변환되는 내용이 변환 하는 내용보다 개수가 많은 경우 동작하지 않습니다. 

 

 송신자, 수신자 필드 내용 변환.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메일 송신 시 송신자 필드의 내용을 변환 시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 메일 수신 시 메일 주소를 특정한 메일 

주소로 변경하여 특정 사람(ex, 관리자)만 수신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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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 제목, 내용 변환 

변환하고자 하는 메일 제목(내용 포함)을 입력합니다. 입력된 내용과 동일한 메

일 제목은 모두 변환됩니다. 

 

 Transform Filtering 예제 

“ hong@future.co.kr” 의 메일 계정을 갖는 사용자가 패킷을 송신할 때는 회사 

전체를 대표하는 “ future@future.co.kr” 의 계정으로 변경되어 나갈 수 있도록 

설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메일 제목에 “ 알립니다” 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에

는 “ [공지]알립니다” 로 모두 변경되어 메일이 전송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등록정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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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 Filtering 탭 설정 

 

“ 송신자” 란에는 왼쪽에는 변경 전의 메일 계정 ‘ hong@future.co.kr’ 을 입

력하고 오른쪽에 변경할 메일 계정인 ‘ future@future.co.kr’ 을 입력합니다. 또

한 “ 메일 제목” 란도 같은 방법으로 문자열을 왼쪽에는 변경 전의 제목 ‘ 알립

니다’ 를 오른쪽에는 변경할 문자열 ‘ [공지]알립니다’ 를 입력하여 줍니다. 

 

보안정책에서 규칙 작성 

 

 

1번 규칙 작성하기 

서비스 필드를 더블 클릭하여 목록이 나타나면 앞에서 작성해 준 오브젝트 ‘ 메

일변환기능’ 이라는 이름을 찾아 선택합니다. 내부 네트워크 사용자가 외부 네

트워크로 통신을 수행할 때 ‘ 메일변환기능’ 에서 설정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

도록 규칙을 작성합니다. 

 

2번 규칙 작성하기 

내부 네트워크 사용자가 앞에서 설정한 메일 계정 및 메일 제목을 사용하지 않

는 경우에도 외부 네트워크로 정상적인 통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칙을 작성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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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Filtering  

      <등록>  Advanced Filtering 

 

열거된 MIME타입 중에서 사용자(관리자)가 선택한 MIME타입에 해당하는 본문

내용을 해당 사용자에게 전송되지 않도록 제거합니다. 단, MIME타입 중 text 

MIME타입의 본문내용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제거할 MIME종류 

RFC 1521에 의해서 text, audio, Multi-part, video, message, application, 

image 타입 중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중

복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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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매체 형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매체형식 하위 형식 설          명 

Audio 

basic 
mpeg 
vnd.rn-
realaudio 

오디오 데이터 전송을 위해 제공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하위 형식으로는 basic 이 있

으며, 이는 8000 Hz u-law 오디오 데이터(단일 채

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향후 고품질의 압축 오

디오를 위해 새로운 하위 형식이 추가될 예정입니

다. 
현재는 mp3 파일을 위한 ‘mpeg’, ra 파일을 위한 
‘vnd.rn-realaudio’등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Multipart

mixed 
alternative 
digest 
parallel 
… 

여러 형태의 데이터 타입으로 구성된 메시지를 전

송하고자 할 경우 사용됩니다 
mixed: 메시지 부분이 각각 독립적인 형식으로 일

정한 순서를 지닐 때 사용합니다. 
alternative: 같은 정보에 대한 다른 버전을 각각의 
메시지로 두는 경우(ex. text/plain, text/enriched) 수

신측 시스템에서 가장 최선의 형식을 취합니다. 
digest: 여러 메시지의 묶음(collections of message)
을 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parallel: 메시지의 여러 내용을 동시에 보여주려 할 
때 사용 합니다. 

video mpeg 
quicktime 

비디오 데이터 전송을 위해 제공됩니다. (audio 를 
부분으로 가질 수 있다.) ISO MPEG 표준을 따르는 
mpeg 을 기본 하위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message

rfc822 
partial 
external-
body 
… 

메일 메시지 전체를 캡슐화 하고자 할 경우 사용

됩니다 예를 들어 메일을 forwarding 하거나 
rejecting 할 경우에 이 타입을 사용합니다 
rfc822: rfc822 형식의 메시지로 캡슐화합니다. 
partial: 전송할 메일 크기가 커서 전송시에 여러 조

각으로 나누어 전송할 경우 사용합니다. 
external-body: 실제적인 메일 메시지의 데이터는 
제외하고 단지 참조할 때 사용하는데, 외부데이터

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파라미터를 통해 기술

합니다. 

applicatio
n 

postscript 
octet-
stream 
… 

지금까지의 데이터 타입에 포함되지 않는 데이터

를 전송하고자 할 경우 이용됩니다. 
포스트스크립 파일을 위한 postscript 형식과 2 진 
파일을 위한 octet-stream 형식 등이 있습니다. 

image jpeg 
gif 

still image 데이터 전송을 위해 제공됩니다. 
기본값으로 jpeg, gif 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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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메일 크기 제한 

전송을 허용하는 최대 메일 크기를 지정하여 첨부되는 파일의 크기를 제한하는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한 크기를 초과하는 메일 메시지는 통과하지 않

도록 합니다. 설정할 수 있는 최대 메일 크기는 15MB입니다.  

 

 첨부파일제거 

메일에 첨부되어 오는 파일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팸 메일 제거 

SPAM메일을 차단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단하고자 하는 

SPAM메일의 리스트는 관리자에 의해 추가, 삭제할 수 있고, 최대 1000개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차단된 SPAM메일은 버려지게 되고 로그를 남겨 관리자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현재 자주 발생하는 SPAM메일의 여러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SPAM 메일 유형 사용 예 

날짜, 
시간 표기 

1.Standard Time,Daylight 
Time 
2.AM, PM 
3.HH:MM:SS 표기 뒤에 아

무 것도 없음 

1. Date: 3/4/99 9:44:23 PM 
Pacific Daylight Time 
2. DATE: 13 Nov 99 9:51:15 PM 
3. Date: Thu, 2 Dec 1999 
08:22:01 

Mailer 
1.Outlook Express 경우에 < 
> 둘러 싸인 모양 
2.LightningMail SPAM 

1.X-Mailer: <Microsoft Outlook  
  Express 4.72.311 0.5> 
2.X-Mailer: LightningMail v0.73  
  (c)1999 www.v-d-l.com 

OLE 

Version 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 정상적인 Outlook Express 
OE)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

다. 

RProduced By Microsoft    
MimeOLE V(null).$* $#error $:  
553 Bogus X-MimeOLE 
정상 형태 
?abX-MimeOLE: Produced By 
Microsoft MimeOLE 
V5.00.2314.1300 

Message-
ID <*** @ localhost> 형식 

Message-Id: 
<36454.736274305555200.124
538@local host> 

특정 형식 X-PMFLAGS: 또는  
X-Reply-To: X-PMFLAGS: 10322341.10 

 

위의 표에서 주의할 것은 위의 표에 정리된 SPAM메일의 유형은 현재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거의 100% SPAM메일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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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어떠한 사용자가 위와 같은 SPAM 메일 유형으로 메일을 전송한다면 

SPAM메일이 아닌 메일을 SPAM메일로 오인하여 송, 수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

니다.  

차단하고자 하는 SPAM메일의 리스트는 관리자에 의해 추가, 삭제될 수 있고, 

최대 1000개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차단된 SPAM메일은 버려지게 되고 

GateAdmin Pro에 로그를 남겨 관리자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SPAM메일은 “ 스펨 메일 제거”  항목이 체크되어 있을 경우에만 필터링 기능을 

수행하고, 체크한 후에도 입력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SPAM메일을 필터링하지 

않습니다. 

SMTP 필터링 기능은 메일 클라인언트 프로그램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

에  정상적인 필터링 기능이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

램 중에서 Outlook Express는 필터링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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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서비스 그룹 오브젝트 등록하기 
보안정책을 작성할 때는 하나 하나의 서비스에 대해 정책을 작성할 수도 있지만 

여러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정책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다 간편하게 보안정책을 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비스 오브젝트를 그

룹화할 수 있습니다. 

      <등록> 

 

 

“ 선택 가능한 오브젝트 목록” 에는 이미 통신포트나 Matchcase, RPC 등의 오

브젝트를 등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오브젝트를 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오브젝트등록]버튼을 이용하여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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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VPN 오브젝트 

3.5.1 VPN  등록 
VPN 오브젝트에서는 게이트와 보안 통신을 위한 협상정보를 제공합니다.  

 

1. VPN 오브젝트의 기본 사항을 입력합니다.  키 타입과 설정 방식에 따라서 등

록 과정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선택에 대해 필요한 화면만 나타나므로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등록> 

 

 

오브젝트 이름  

해당 VPN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고, 관리하고 구별하기 쉬운 이름으로 작성

합니다. 

 

기타정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입력 합니다. 예를 들면 오브젝트를 만든 

목적이나 용도 등에 대한 설명 등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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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 Domain설정 

자동 설정 

다음 2번 단계(VPN 오브젝트의 Domain 설정 단계)가 생략됩니다. 

수동 설정 

VPN오브젝트의 Domain을 수동으로 입력 가능하게 됩니다. 

 

IKE 인증 방식 

Preshared Key, Certificate (Signature) 중에서 선택합니다.  

Preshared Key 방식은 통신을 하는 두 상대방이 미리 나눠 가진 키를 이용

하여 상대방에 대한 인증과 IPSec통신에 사용할 키를 협상하는 방식이며, 

Certificate (Signature)는 통신을 하는 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전자 인증서

를 이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인증과 IPSec통신에 사용할 키를 협상하는 방식

으로 전자인증서는 SecuwayCenter 2000이 발행한 인증서를 사용하거나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IKE 수행 시점 

VPN 동신을 위한 키와 알고리즘 등의 설정을 트래픽 발생시 또는 부팅시 한

번만 할 것인가를 선택합니다. 

 

IKE Port 

IKE 통신을 진행하는데 이용하는 포트는 “ 500” 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NAT Traversal  

NAT traversal은 통신하는 두 상대방 사이에 NAT 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일

반적인 IPSec통신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를 통과하기 위해서 UDP 

encapsulation 방식을 이용하여 NAT 장비가 있어도 IPSec 통신이 가능하도

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NAT traversal을 체크하면 IKE과정에서는 두 통신 상

대방 사이에 NAT 장비가 있는지 탐지하고 NAT장비가 있다면 그에 대한 정

보를 남겨서 IPSec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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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DPD (Dead peer Detection) 

DPD는 IPSec이 유효한지 체크를 하는 기능 입니다. 예를 들어 Load 

Balance과 같이 2개의 회선으로 통신하는 경우 IPSec 터널이 유효하지 않

으면 다른 회선으로 통신을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2. 1번 단계에서 자동 설정을 선택하고 Preshared 키를 선택한 경우에는 

Preshared Key에 대한 정보를 패스워드와 같은 형식으로 64~256 byte 내로 

관리자 임의로 값을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IKE 인증 방식을 Certificate(Signature)를 선택할 경우에는 아래의 단계가 진

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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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CA 선택 

공인인증서, 또는 SecuwayCenter 2000에서 발급한 인증서(FSCenter)중 

해당 하는 CA를 선택합니다. CA 인증서 리스트 값은 게이트와 통신하기 위

해 등록된 인증서가 모두 나타납니다. 

 

선택된 인증서의 공개키 서명 알고리즘 

루트 인증서 발급시 선택한 공개키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만약 1번 단계에서 수동 설정을 선택한 경우에는 3번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VPN 오브젝트의 Domain을 직접 설정합니다.  

 

 

단일 IP 

IP 주소가 한 개일 경우에 선택합니다. 

 

IP 범위 

게이트의 IP 주소가 range 범위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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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Network 

IP 주소와 Netmask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택합니다. 

IP 주소 타입을 선택하는 이유는 타 사의 게이트장비에서 IP 주소를 설정하는 경

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값을 동일하게 설정을 안하면 서로 통신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IKE 협상을 위한 정보를 설정합니다.  

IKE는 phase 1과 phase 2 두 단계로 통신을 한다. phase 1에서는 통신하는 

상대방에 대한 인증과 함께 IKE 메시지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키와 알고리

즘 등을 협상하며 2에서는 실제 주고받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키와 알

고리즘 등을 협상합니다. 

 

# IKE Phase 1 단계화면 –  설정 

 

 

ISAKMP SA 교섭방식 

ISAKMP SA는 phase 1에서 사용할 알고리즘과 키 정보를 의미하며 교섭방

식은 main mode와 aggressive mode 두 가지가 있습니다. Main mode는 속

도는 느리나 주고받는 메시지에 자신의 ID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높은 보

안성을 제공합니다 aggressive mode는 main mode에 비해서 속도가 다소 

빠르나, ID가 노출되기 때문에 main mode에 비해서 보안성이 다소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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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교환 그룹 

키교환 그룹은 메시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키 길이를 결정하며 현재

는 유한체 타입으로 768, 1024,1536비트와 타원곡선 타입으로 155, 

163,185비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지시간 

ISAKMP SA정보가 유지되는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24시간 정도 유지되며 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IKE Phase 1 단계화면 –  ISAKMP SA Profile 

ISAKMP SA Profile은 phase 1 협상시 사용 가능한 알고리즘 목록을 표시합

니다. 암호 알고리즘은 3DES, AES128, SEED의 3가지가 가능하며 인증 알

고리즘은 SHA1, HAS160의 2가지가 가능하지만 기본 값으로  AES128과 

SHA1만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알고리즘 목록의 추가는 추가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창에서 가능합니다. 

 

 

위의 창에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암호 알고리즘과  인증 알고리즘을 선택

할수 있으며 생성된 목록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선택된 알고리즘 쌍이 

ISAKMP SA 프로파일에 추가됩니다. 또한, 위의 창에 보이는 알고리즘 목록중의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목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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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KE Phase 2 단계화면 –  설정 

 

 

Use Replay Protection 

악의를 가진 도청자가 메시지를 가로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사용하는 방식

의 공격을 막는 기능을 합니다. 

 

PFS(Perfect Forward Secrecy)사용  

IPSec 통신에 사용하는 키는 preshared key 방식이나 digital certificate 방

식을 주로 사용하는데 모두 고정된 키로부터 임시 키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때에 고정된 키가 노출되더라도 IPSec 통신에 사용한 임시 키를 찾아낼 수 

없도록 안정성을 강화한 방식을 사용하여 임시 키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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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KE Phase 2 단계화면 –  IPSec SA Profile 

IPsec SA는 phase 2 협상시 사용가능한 프로토콜과 알고리즘 등의 목록을 

표시한다.  

 

 

프로토콜 

IPsec 프로토콜에는 메시지에 대한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AH 프로토

콜과 메시지 변경 여부 확인과 함께 암호화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ESP 프로

토콜이 있다. ESP 프로토콜인지 아니면AH 프로토콜을 사용할 것인지를 나타

냅니다. 

 

암호 알고리즘 

IPsec 통신에서 주고 받는 메시지를 암호화 또는 복호화하는데 사용되는 것

으로 암호 알고리즘의 종류는 3DES, SEED, AES 가 있습니다. 

 

적용모드 

IPsec 프로토콜을 운용하는 모드에는 transport모드와 tunnel 모드가 있으며, 

transport 모드는 IP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시키는 반면 tunnel 

모드는 IP 주소까지도 새로 변경하기 때문에 transport 모드에 비해서 강화

된 보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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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알고리즘 

IPsec 통신에서 주고 받는 메시지가 중간에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는데 사용

되는 것으로 인증 알고리즘 종류는 HMAC-SHA1, HMAC-HAS160가 있습니

다. 

 

IPSec SA Profile은 기본값으로 ESP프로토콜과 AES 128, SHA1 알고리즘, 

그리고 tunnel 모드가 설정되어 있으나 필요할 경우, 추가 버튼을 눌러 원하

는 목록을 추가할 수 있다.. 

 

위의 창에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 프로토콜과 알고리즘 적용 모드에 대하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수 있으며 생성된 목록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선택된 목록이 

IIPSec SA Profile에 추가됩니다.. 또한, 위의 창에 보이는 알고리즘 목록중의 하나

를 선택하면 해당 목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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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안정책 설정』에서는 각각의 SecuwayGate 에 적용할 보안정책을 

작성하고 규칙을 생성한 다음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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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보안 정책 종류 

GateAdmin Pro에서 제공하는 보안 정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SPD (Security Policy Database) 

SPD에서는 내부 네트워크를 접근제어하기 위해 출발주소, 목적지주소, 서비스

에 대해 규칙을 작성합니다.  

 

 NAT (Network Address Translation) 

IP주소를 변환하는 것으로 하나의 패킷 내에 있는 IP주소를 다른 IP주소로 변경

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관리자가 인터넷으로부터 내부 네트워크의 IP주소를 

감추고자 할 경우 또는 내부 네트워크에서는 비공인IP주소를 사용하고 있고, 공

인 IP주소를 할당 받아 외부 인터넷 네트워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하게 

됩니다.  

 

 SAR (Security Associate Requirement) 

접근제어와 암호화 통신에 필요한 규칙을 작성하고 암호화 통신할 때 필요한 보

안 모드를 결정합니다. 

 

 TC (Traffic Control) 

Traffic Control은 네트워크를 통하는 데이터 플로우에 대한 차별화된 대역폭 할

당을 통해 각 플로우의 특성 및 요구 사항을 최대한 충족하고 네트워크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기본적인 동작을 위해서 SPD 항목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고, NAT, TC설정은 네트

워크 환경에 따라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통신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SAR을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각 보안 정책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송을 실행해야만 SecuwayGate에 실제로 적용됩니다.  



 

4-3 

4.1.1 SPD(Security Policy Database)  
SPD에서는 내부 네트워크 접근제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출발주소, 목적지주소, 

서비스를 알맞게 작성한 후 통과, 거부 등을 적용시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규칙이 등록되어 있으며 필요에 맞게 변경 및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해당 필드를 선택하고 화살표  그림을 클

릭하면 보안 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오브젝트 목록이 나타납니다.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하면 오브젝트의 상세 정보가 나타나며, Any일 경우에는 오

브젝트 등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출발주소, 목적지주소, 서비스, 적용시간 

출발주소, 목적지주소, 서비스, 적용시간 필드는 접근제어를 위해 작성해야 하는 

필드이고 규칙을 작성하기 이전에 필요한 오브젝트가 이미 등록되어 있어야만 

선택 리스트에 나타납니다.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등록도 가능 합니다.  

 행위 

규칙에서 출발주소와 목적지 주소, 서비스를 설정한 후 다음 단계는 행위에 대

한 결정입니다. 행위는 설정한 이 규칙을 통신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통신하

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오브젝트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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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선택 항목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패킷을 수신 받아 해당하는 보안규칙에 Accept라고 설정하면 출발지 주소

에서 목적지 주소로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패킷을 통과 시킵니다. 

 

  

해당 패킷을 통과시키지 않고 버립니다. 

 

  

해당 패킷을 통과시키지 않고 상대방에게 Reject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송신하는 패킷에 대해 암호화하고 반대로, 수신하는 패킷에 대해 복호화를 수행

하도록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IPSec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AR보안모드 프

로파일이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행위에서 IPSec항목을 선택하려 할 때 메뉴가 흐리게 나타나고 선택되지 않은 경

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IPSec항목을 선택하려면 SAR항목 즉, 보안모드를 먼저 

설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SAR에 관련된 내용은 “ 4.1.3 SAR(Security Accociate 

Requirement)”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가지의 행위에 
대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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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out 

Timeout 필드는 출발주소, 목적지 주소, 서비스를 설정한 후 설정한 이 규칙을 

통신할 수 있도록 정한 상태에서 일정 시간 동안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통신을 끊어줍니다. 해당란을 더블클릭하여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SAR 

SAR탭 메뉴에서 암호화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알고리즘과 모드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R 탭에서 먼저 등록해야만 선택 리스

트가 나타납니다. SAR에 관련된 내용은 “ 4.1.3 SAR(Security Accociate 

Requirement)”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설명 

설명 필드는 기타 관련 정보를 저장해 두고자 할 때 해당란을 더블클릭하여 직

접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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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NAT (Network Address Translation)  
NAT는 하나의 패킷 내에 있는 IP주소를 다른 IP주소로 변경하는 기능으로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필요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관리자가 인터넷으로부터 내부 네트워크의 IP 주소를 감추고자 할 때  

네트워크 관리자가 보안의 관점에서 볼 때 내부 네트워크 주소를 외부로 알림으

로써 보안상 아무런 이득을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할 때 이용합니다.  

 

 내부 네트워크에서는 비공인 IP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인 IP주소를 할당 받

아 외부 인터넷 네트워크를 사용 하고자 할 때  

내부 네트워크를 비공인 인터넷 주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인 IP주소로 변경

하는 것이 네트워크 관리상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 중인 네트워크 

IP를 변경하지 않고 외부 네트워크에 접속하고자 할 때 NAT기능을 이용하여 공

인IP주소로 변환하여 통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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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방식 설정  

SecuwayGate에서는 Incoming, Outgoing, Both, Exclude, Source의 5가지 

NAT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Exclude” 는 NAT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

를 별도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Incoming  

외부 네트워크에서 내부 네트워크로 접근하는 경우에 IP주소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는 목적지 주소가 변경됩니다. 즉, 외부 네트워크에서 내부 네

트워크로 접근할 때 공인 IP 주소가 내부 네트워크의 비공인 IP 주소로 변경됩

니다. 다음은 Incoming으로 설정하였을 때의 특징입니다.  

- 외부 네트워크에서 내부 네트워크로 향하는 패킷에 대해 적용합니다.  

- 패킷이 내부 네트워크로 들어올 때 목적지 IP주소가 변경됩니다.  

- 변경 목적지 주소는 단일IP주소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규칙상에서 출발지 주소는 변경출발 주소와 동일합니다. 

Incoming 에서는 변경전출발 주소로 외부 공인 IP주소를 입력하고 변경후 변경 

목적지 주소로는 비공인 내부 IP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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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going 

내부 네트워크에서 외부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경우에 IP주소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내부 네트워크의 비공인 IP 주소가 외부 네트워크의 공인 

주소로 변환됩니다. 

내부 네트워크의 1개의 비공인 IP 주소가 1개의 지정된 공인 IP 주소로 변환되

거나, 내부 네트워크의 n개의 비공인 IP 주소가 1개 또는 n개의 지정된 공인 IP 

주소로 변환되어 질 수 있습니다.  

- 내부 네트워크에서 외부 네트워크로 향하는 패킷에 대해 적용합니다.  

- 패킷이 외부 네트워크로 나갈 때 출발지IP주소가 변경됩니다.  

- 변경출발주소는 단일IP주소 또는 여러 개의 IP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규칙상에서 목적지 주소와 변경목적지 주소는 동일합니다.  

 

 Both 

Both는 내부 사용자가 공인 DNS로부터 내부 서버에 대한 공인 IP를 얻고, NAT 

장비가 이를 다시 내부 서버 IP로 변경해야 할 환경에서 사용합니다. 

- 내부 사용자가 내부 서버의 공인 IP만을 알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 소스 IP와 목적지 IP 모두가 변경됩니다.  

- 목적지 주소에는 단일 IP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 제한된 수준의 NAT를 지원(FTP는 지원하지 않음) 합니다.  

 

 Exclude  

NAT가 적용되지 않을 범위를 설정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Source  

외부 네트워크에서 내부 네트워크로 접근하는 경우에 IP주소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는 출발지 주소가 변경됩니다.  

 

NAT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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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공인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내부비공인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비공인 내부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외부공인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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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SAR(Security Associate Requirement)  
 

SAR은 Firmware V1.5에서만 지원하고,  Firmware V2.0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펌웨어 버전은 “ 2.4.2 게이트의 조작부분” 에서 게이트 상태정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SAR에서는 암호화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알고리즘과 모드를 사용하여 통

신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규칙 추가>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

이 등록 이름을 설정하는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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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ual SAR  

Manual SAR을 체크하면 IKE 수행없이 직접 세션키를 설정 하여 IPSec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체크를 하면 아래와 같이 IKE 수해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설정하는 내용을 구별하기 쉬운 이름으로 작성하면 SPD 탭 메뉴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설정한 후 실제 내용을 설정하기 위해 필드를 더블 클릭하면 다음과 같

이 선택 창이 나타납니다. 

 

 

 

 

 

 

 

보안프로토콜에서는 암호화 모드로만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인증기능을 포함하

는 암호화 모드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또한, AH 프로토콜과 ESP 프로

토콜에서는 암호화 또는 인증에 적용할 알고리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cuwayGate을 Firewall로 사용할 때는 SAR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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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TC(Traffic Control)  
Traffic Control은 네트워크를 통하는 데이터 플로우에 대한 차별화된 대역폭 할

당을 통해 각 플로우의 특성 및 요구 사항을 최대한 충족하고 네트워크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GateAdmin Pro TC 메뉴 탭에서 서비스별로 가중치와 최소 비트율을 설정하

여 SecuwayGate에 전송하면 통과하는 Traffic에 대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서버가 HTTP 서비스를 수행 중 이라고 할 때 적어도 FTP 서비스는 

전체 트래픽의 10% 정도는 통신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렇게 별도로 설정해 주지 않으면 HTTP 트래픽이 폭주할 때 FTP서비스를 받아

야 하는 사용자가 접속할 수 없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C 메뉴를 선택한 다음 규칙 추가를 누르면 기본적인 규칙이 하나 추가됩니다. 

관리자를 필드를 클릭하여 출발주소와 목적지주소를 설정하고, 서비스와 가중치

를 설정합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발주소와 목적지 주소를 설정하고, 서비스를 선택한 다음 

가중치 설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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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필드 설정 방법 

해당란을 더블클릭하여 ‘ Primary’ , ‘ Secondary’ , ‘ Both’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주 회선과 다른 회선(백업회선)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주회선이 정상일 때는 

‘ Primary’ 와 ‘ Both’ 로 지정된 TC 규칙이 적용되고, 주회선에 이상이 발생

했을 때는 ‘ Scondary’ 와 ‘ Both’ 라고 지정한 TC 규칙이 적용됩니다. 만약 

주회선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다시 ‘ Primary’ 와 ‘ Both’ 로 지정된 TC 

규칙이 적용됩니다.  

주회선과 다른 회선의 대역폭 차이가 클 경우에 (예: 주회선-10Mbps, 백업회선-

1Mbps) 주회선을 고려한 TC 규칙은 다른 회선에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두 회선 모두에 대해 TC규칙을 정상적으로 

적용시키고자 한다면 “ 종류”  필드를 이용하여 별도의 규칙을 작성해 주어야 합

니다.  

 

“가중치” 필드 설정방법 

현재의 대역폭이 100MBps라고 할 때 HTTP는 80%, TELNET은 20% 정도로 설

정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설정합니다.  

  



제4장 
보안정책  설정 

4-14 

 가중치  

대역폭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 하도록 할 것인지를 설정합니다.  

 

 대량 데이터 허용  

순간적으로 트래픽이 폭주(Burst Data)할 때 허용해 줄 것인지를 설정하는 항목

입니다. 이 항목을 선택하면 순간적으로 폭주할 때에도 정상적으로 통신이 가능

하도록 해 주게 되고, 이 항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설정한 규칙에 맞도록 엄격하

게 적용됩니다. 

 

 최소비트율  

통신을 허용하는 트래픽에 대해 원하는 값을 설정합니다. 

 

 Queueing 방식  

WFQ (Weighted Fair Queueing) 

RR, Priority Queueing 방식의 혼합으로 각각 설정한 규칙에 대해 상대적인 대역

폭을 할당하여 각 규칙의 가중치(weight, priority)에 따라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

니다. 기본설정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RR( Round Robin)  

가중치를 무시하고, 순서대로 돌면서 서비스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위의 예제와 같이 HTTP, TELNET에 대해 규칙을 설정하고 나서 3번 규칙처럼 기

본 규칙을 하나 작성해서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1번과 2번 규칙 이외에 3번과 같은 규칙을 작성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HTTP, 

TELNET이외의 서비스에 대해 통신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TC를 처음 적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SecuwayGate를 리부팅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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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규칙 다루기 

 규칙 추가, 규칙 복사  

새로운 규칙을 추가하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칙이 추가됩니다. 각각의 필

드를 더블클릭하면 오브젝트 리스트가 나타나고, 작성하려는 오브젝트를 선택하

면 됩니다.  

 

 

해당 규칙를 선택한 후 <규칙복사> 메뉴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규칙을 복사하

거나 <규칙추가>를 통해 가장 하단에 새로운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규칙 

복사시 Ctrl키와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규칙을 선택한 후 <

규칙복사>를 실행하면 선택한 규칙이 모두 복사됩니다. <붙여넣기>를 실행하여 

복사한 규칙이 추가될 위치를 알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규칙 이동  

보안정책 SPD내 작성된 규칙 사이의 순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순위에 있는 

번호를 마우스로 잡은 다음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면 번호는 자동으로 정렬되

고 하나의 규칙이 전부 원하는 위치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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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금지, 규칙 동작  

<규칙금지>를 실행하여 생성한 다수 개의 보안 규칙 중에서 일부 규칙이 적용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규칙을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선택하

였을 때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규칙금지>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순위번호 

위에 금지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규칙은 SecuwayGate에 적용되어도 마치 규칙은 없는 것과 같이 

동작합니다.  

 

 규칙 잘라내기, 삭제 

<규칙 잘라내기>, <삭제> 등은 해당 규칙을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선택하

였을 때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실행합니다. 규칙을 선택하면 선택된 규칙은 

노란색으로 변경되고, Ctrl키 또는 Shift 키와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사용하면 다

중 선택도 가능합니다. 

 

SPD의 경우에는 좌우로 컬럼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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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규칙 적용과 전송  

보안정책 SPD, NAT, SAR에 대한 설정을 완료한 실제 운영 중인 

SecuwayGate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송]  버튼을 이용하여 전

송해야 합니다. 팝업 메뉴의 <적용> 기능 만으로는 실제 운영 중인 

SecuwayGate에 적용된 것이 아니며 실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전송] 버튼

을 클릭해야 합니다.  

전송을 하였을 때 보안정책을 생성, 편집한 후 적용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

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실제 적용을 하려면 [예]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생성 또는 편집한 내용을 

SecuwayGate으로 전송합니다. 다음 화면이 나오면 전송이 완료 된 것입니다.  

 

 오브젝트를 변경하거나 보안정책을 생성, 편집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전송] 버튼

으로 정보를 전송해야 SecuwayGate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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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게이트  설정 

 

『제5장 게이트 설정하기』에서는 <게이트> 메뉴를 통해 SecuwayGate을 등

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SecuwayGate의 기본 정보, 네트워크 관련정보, 보안정책 정보 등에 대한 설

정 방법과 설정된 정보를 SecuwayGate으로 주입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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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게이트 등록 방법 

게이트 메뉴에서는 Firewall로서의 기능과 가상사설망인 VPN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설정하고, 내부 비공인 IP주소를 사용하면서 

SecuwayGate 간에 L2TP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과 관련된 값

을 설정합니다.  

SecuwayGate설정 사항을 등록하고 전송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

니다. 

(1) 왼쪽 메뉴의 각 항목을 선택하여 빠짐없이 등록하는 방법 

(2) 게이트 등록 위저드를 이용해서 설정하는 방법  

 

만약, SecuwayGate을 처음 설정하는 관리자라면 두 번째 방법인 게이트 등

록 위저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최초 설정 이후 일부 설정 내용을 변경할 때

는 게이트 메뉴의 왼쪽 메뉴에서 각 항목을 선택하여 변경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게이트 등록은 왼쪽창의 게이트 종류를 더블클릭하면 등록화면이 나타납니다. 

 

게이트 정보를 편집 및 등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정하고자 하는 항목의 설정 내

용 필드를 클릭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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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게이트 메뉴의 구성 

게이트 메뉴의 각 항목별 기능에 대해 알아봅니다.  

 

5.2.1 기본 정보 
기본정보에서는 게이트 제품 정보, 네트워크 정보 설정, 관리자 정보 설정, 로그 

정책 및 기타 설정에 대해 설정합니다. 설정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적용 하면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저장되고,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SecuwayGate으로 

전송해야 설정 값이 적용됩니다.  

 

게이트 제품 정보 

 

<기본 정보>를 선택하면 화면 오른쪽에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표시됩니다.  

제품 H/W 정보는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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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종류   

GateAdmin Pro 과 통신하는 게이트의 종류명이 나타납니다. 

 

 Firmware Version  

게이트에 삽입된 Firmware 버전 정보가 나타납니다.. 

 

 Network Interface 개수 

게이트의 네트워크 포트 수를 나타납니다. 

 

 게이트 이름 

관리자가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게이트의 이름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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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설정  

각 인터페이스에 대해 IP주소와 유효네트워크를 설정합니다.  

Net1 포트는 SecuwayGate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내부 네트워크 연결 포트로 

사용됩니다. Net2~Net4 포트는 내부 네트워크 연결 포트 또는 외부 네트워크 

연결 포트 두 용도로 사용 가능하므로 필요에 맞게 선택합니다.  

 

이미 정보가 설정된 상태에서 특정 포트의 IP주소를 변경하거나 고정IP 사용에서 

유동IP 사용으로 변경하는 등 정보를 수정하게 되면 변경된 사항을 

SecuwayGate으로 전송한 다음 반드시 리부팅을 해야만 변경된 정보가 정상적

으로 적용됩니다. 

 

 

 

위 화면에서 Net1~Net4의 정보가 나타나는 것은 Gate 장비가 4포트임을 알수 있

습니다. 만약 포트가 3개이면 Net1~Net3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Interface Type  

현재 버전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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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주소  

SecuwayGate의 IP주소를 설정합니다. IP주소는 네트워크에서 유일하게 사용

하는 식별자이므로 다른 네트워크 장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Netmask 

IP주소에 해당하는 넷 마스크를 입력합니다.  

 

 Valid Network(유효네트워크)  

유효네트워크는 해당 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단일IP주소 또는 IP주소 범위를 나

타냅니다. SecuwayGate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IP주소 범위를 오브젝트로 

등록된 단일 IP주소 또는 IP주소 범위를 선택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통신 하려고 하는 내부 사용자의 IP주소가 유효네트워크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않으면 정상적으로 외부 네트워크와 통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유효네트

워크 설정을 통해 외부 침입자가 내부네트워크 IP주소로 패킷을 조작하는 방법

인 IP Spoofing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어할 수 있습니다. 즉, 

SecuwayGate에서 내부적으로 패킷을 송, 수신할 때 첫번째로 보안정책을 확

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유효네트워크를 점검하여 통신을 허가할 수 있는 대상

인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보통 Net1의 경우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된다고 가정하면 유효네트워크는 내부

네트워크의 IP주소 범위가 되고, 이 IP주소의 범위가 오브젝트로 작성되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유효네트워크와 보안호스트의 차이점은?  

유효네트워크는 SecuwayGate를 통해서 통신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범위를 의

미하고, 보안호스트는 SecuwayGate를 통해 패킷을 암호화하여 송, 수신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어떤 IP주소가 유효네트워크의 범위에 포함

되면서 보안호스트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러

나, 보안호스트 범위에 포함되면서 유효네트워크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

니다.  

어떤 IP주소가 SecuwayGate 를 통해서 기본적인 통신을 수행하려면 유효네트

워크 범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상대방 SecuwayGate 가 설치된 호스

트와 암호화 통신을 하려면 보안호스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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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face Mode 

Auto 

연결하는 상대방 네트워크 장비와 Speed와 Duplex 모드를 자동으로 설정하도

록 하는 선택사항입니다. 기본 설정값 입니다.  

 

Manual 

연결하는 상대방 네트워크 장비가 Auto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Speed와 Duplex를 확인하여 설정합니다. 

 

Duplex 

동시 송수신을 하는 방식을 애기합니다. 즉 상대방에서 보낸 데이타나 음성을 

수신중에도 송신할 수 있다는 애기입니다 

 

IP Auto Configuration 

Net2, Net3 포트의 경우에는 고정 IP 주소와 유동 IP주소를 필요에 맞게 선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정 IP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 Not Use”  항목을 선택한 

후 각 포트에서 사용하는 IP주소를 입력합니다. 유동 IP 주소를 사용하는 환경

(연결할 때 마다 매번 IP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서는 “ PPPoE”  항목을 체크

한 후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SecuwayGate를 DHCP 

Client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DHCP를 선택합니다. 

 

“ IP Auto Configuration”  을 DHCP로 설정 할 경우에는 반드시 SecuwayGate 

를 반드시 리부팅 해야 합니다. 

 

 

 

 

고정/유동 IP 사용
여부에 따라 알맞
게 선택합니다.  

유동 IP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사용자 ID 및 패스
워드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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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정보 설정 

SecuwayGate가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IP주소와 자동 

업그레이드 서버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Primary DNS IP 

주 도메인 네임 서버(DNS) IP를 입력합니다. 

 

 Secondary DNS IP 

보조 도메인 네임 서버(DNS) IP를 입력합니다. 

 

 Firmware Auto Up Server Info 

SecuwayGate이 Auto Upgrade 서버를 이용할 경우 서버의 IP주소를 입력합

니다. Auto Ugrade 서버는 SecuwayGate 펌웨어와 유해사이트의 DB를 업그

레이드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SecuwayGate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www.safenet.ne.kr)에서 제공하는 등급에 따라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경우

에 Auto Upgrade 서버를 통해 관련 DB를 이용하게 됩니다. 유해사이트 DB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해 유료로 일정 주기마다 다운로드하고, 이 

DB는 SecuwayGate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되어 Auto Upgrade 서버

에 제공됩니다. 즉, SecuwayGate은 Firewall 및 유해사이트 DB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Auto Upgrade 서버에 주기적으로 통신을 시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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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정책 및 로그 기타 설정 

로그 사용 여부 설정과 SecuwayGate가 설치 운용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정확

한 시각을 설정, 기타 SecuwayGate의 다양한 모드를 설정합니다. 

 

 

 

 로그 사용  

SecuwayGate에서 발생하는 로그 이벤트를 저장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선택합

니다.  

 

 Log Level 

로그를 저장할 때 각각의 이벤트에 맞는 등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수준

의 로그를 저장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 Debug” 로 로그 수준을 결정하면 너

무 많은 로그가 발생하게 되고, “ Critical” 로 로그 수준을 설정하면 너무 적은 

양의 로그가 발생하므로 네트워크 환경이나 상황에 알맞은 수준으로 설정하십시

오.  

Debug  

가장 낮은 로그 레벨입니다. SecuwayGate에서 발생하는 모든 로그를 저장합

니다. 예를들면 인터페이스 1번으로 1000 Byte길이의 패킷을 수신함. xxx() 함수 

호출 실패 등과 같은 로그를 생성하여 GateAdmin Pro에서 전송 요구가 있을 

때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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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SecuwayGate 운영에 있어 발생하는 세션 시작 또는 종료와 같은 일반적인 

정보를 저장합니다 

Normal 

SecuwayGate가 필터링 및 침입차단 기능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정상적인 이

벤트를 기록합니다. 예를들면 보안 정책에 의해 송, 수신 되는 패킷 Accept 된 

경우, 인증과 암호화 관련 통신 과정과 같은 로그를 생성하여 GateAdmin 

Pro 프로그램에서 요청이 있을 때 전송해 줍니다.  

Warning  

SecuwayGate가 필터링 기능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이벤트를 기

록합니다. 장애나 문제 발생시에 이 레벨 이상의 로그를 살펴보고 문제 발생 원

인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패킷이 룰에 의해 거부(Deny)된 경우와 인

증, 암호화 관련된 로그를 생성하여 GateAdmin Pro프로그램에서 요청이 있

을 때 전송해 줍니다.  

Serious 

SecuwayGate를 운영하거나 필터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발생

하여 기능을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할 수 없을 때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확인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센터와 키 관련 통

신에 실패한 경우, IP Spoofing과 같은 공격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인증

과 암호화에 관련된 지속적인 오류가 발생할 경우 로그를 생성하여 

GateAdmin Pro 프로그램에서 요청이 있을 때 전송해 줍니다.  

Critical 

SecuwayGate의 에러 사항이 자동적으로 복구가 가능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

을 때는 Critical 로그가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로그를 GateAdmin 

Pro 프로그램에 전송해 주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irewall인 SecuwayGate의 하드웨어 오류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경

우나 마스터키에 대한 해쉬오류에 따라 센터와 통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SecuwayGate 자체에 로그를 저장하고, Buzzer로 에러 상황을 관리자에게 알

려줍니다.  

 

 Time Zone Info 

SecuwayGate가 운영될 장소를 기준으로 알맞은 시각을 설정합니다. 시차가 

다른 장소에 SecuwayGate를 설치하는 경우 보안정책의 시간에 따른 접근 허

용이나 로그 수신 등에 적용될 정확한 시간 측정을 위해서 반드시 올바른 설정

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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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S 사용  

이 선택사항은 Net4(Black Zone) 포트에 침입탐지시스템을 연결하여 사용할 때 

선택합니다. 이 항목을 선택하면 SecuwayGate를 입력되는 모든 패킷을 

Black Zone 포트에 연결된 침입탐지시스템으로 전송하여 통계적인 측정에 의해 

침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IP Broadcasting  

Multicast 또는 Broadcast 패킷을 그냥 버릴 것인지 다른 포트로 보낼 것인지 

결정하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을 체크하면 Multicast 또는 Broadcast 패킷을 보

내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수신된 포트를 제외한 모든 포트로 복제하

여 전송되므로 환형으로 구성된 망에서는 네트워크 트래픽 폭주가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본프로토콜 이외의 프로토콜 거부 

기본프로토콜은 서비스 오브젝트 설정 화면에서 통신포트 항목에 나열되어 있는 

모든 프로토콜을 의미합니다. 

 

 Maximum Segment Size 조정 

SecuwayClient 2000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의 최대 패킷 사이즈를 조정하는 

것으로 사이즈가 큰 패킷이 들어올 경우에 발생하는 fragmentation 오류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Non-IP Packet Bypass  

데이터의 패킷 형태가 IP가 아닌 경우 SecuwayGate의 각 포트를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PX 프로토콜의 경우 이 항목을 

선택해야 SecuwayGate를 통해서 통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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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기능 정보 

동작 기본 설정 

 

<SNMP>에서는 SecuwayGate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환경이 NMS를 사용하는 

환경일 때 설정할 수 있습니다. 

 

 SNMP 사용  

SNMP를 선택하면 SecuwayGate은 SNMP agent로 동작하게 됩니다. 즉, 어

떤 SNMP manager가 SecuwayGate으로 SNMP 관련 패킷을 보내면 

SecuwayGate은 이를 처리하여 결과를 되돌려 줍니다. 

 

 Auth Trap 사용  

SNMP는 manager의 request와 agent의 response로 이루어지는데 이 방식은 

manager가 요청을 하기 전에는 agent가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알려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Trap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이는 manager의 요청이 없더라도 agent가 능동적으로 manager

에게 결과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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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unity  

Community는 agent와 manager 사이에 이용하는 패스워드로서 같은 기능을 수

행합니다. 

 

 위치계정 

SecuwayGate가 SNMP agent로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위치정보나 해당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 줍니다. 

 

 Router Backup   

내부 네트워크의 라우터에 대해 백업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을 

선택하면 내부 네트워크의 라우터가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SecuwayGate에서 

라우터 기능을 대신 수행하게 됩니다. 

 

 IP Spoofing 검사  

외부 네트워크에서 내부 네트워크 IP주소로 변조하여 침입하려고 하는 패킷을 

검사하는 기능입니다. 이 항목을 체크하면 유효네트워크 설정과 함께 IP 

Spoofing하려는 패킷을 검사하여 내부 IP주소로 가장한 외부 패킷에 대해 제어

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을 체크하지 않으면 유효네트워크 설정에서 IP주소가 

내부 IP주소, 외부 IP주소로 구분되어 설정 되어 있더라도 IP Spoofing을 검사하

지 않습니다. 

 

 메신저 파일 전송 허용  

내부 사용자가 Messenger를 통해 외부로 파일 전송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설정

합니다. 

 

 Stateful Packet Inspection  

해당 Connection에서 첫 패킷만의 통과여부를 결정하게되면, 이 정보를 상태정

보 테이블에 추가하여 그 Connection의 후속되는 패킷들은 이 상태정보에 따라 

통과시키거나 거절하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해석하여 필터링하는 기

술로 뛰어난 보안성을 가지고 높은 성능의 필터링 기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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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KE 포트 NAT 적용 

IKE의 source port에 대해 NAT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즉, 이 옵션을 선

택하면 IKE의 source port 500번에 대해서도 NAT가 적용된다. 

 

 Use FTP Proxy 

FTP 서비스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외부에서 내부 네트워크로 통신을 

시도하는 경우에 패킷의 소스 IP가 SecuwayGate의 Private Port IP로 변경되

도록 하여 FTP Proxy와 유사하게 동작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Outgoing 방식의 NAT 보안 정책을 작성해 주어

야만 합니다. NAT 정책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6장 보안정책 작성 예

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unnel IP NAT 적용 

L2TP 터널로 나가는 패킷에 대하여 NAT 정책에서 설정한 대로 NAT를 적용합

니다.  만약 “ Tunnel IP NAT 적용”  항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보안정책> 메뉴

에서 작성한 NAT 규칙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설정한 

NAT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항목입니다. 

 

 IPSec Tunnel with L2TP 

L2TP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실제로 IPSec 패킷을 전송할 때 L2TP 터

널을 사용하지 않고 IPSec Tunnel을 통하여 패킷을 전송하도록 합니다. 



 

5-15 

L2TP / DHCP 설정 

L2TP(Layer2 Tunneling Protocol)는 인터넷을 통해 가상 사설망을 구축하기 위

한 프로토콜입니다. L2TP를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SecuwayGate중 하나는 이

미 설정되어 있는 IP주소와는 별도의 터널링를 위한 IP주소를 할당해주는 

Server 역할을 하고 상대편 SecuwayGate은 할당받은 터널링IP주소로 VPN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L2TP 를 사용하지 않는 게이트로 이미 등록한 상태에서 L2TP를 사용하는 것으로 

등록정보를 수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SecuwayGate으로 전송한 다

음 반드시 리부팅을 해야만 변경된 정보가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L2TP 설정시 입력하는 IP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경된 사항을 

SecuwayGate으로 전송한 다음 반드시 리부팅 해야합니다. 

 

<L2TP, DHCP>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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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를 DHCP Server로 사용 

SecuwayGate을 DHCP Server로 사용할 경우에 체크를 합니다. 

Gate를 DHCP Server로  사용”   체크 여부를 변경하면 반드시 SecuwayGate.

를 반드시 리부팅 해야 합니다.  

 

 L2TP사용 

L2TP를 사용할 경우에 체크를 하셔야 L2TP IP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L2TP IP 설정 

L2TP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하는 상대방 SecuwayGate의 IP주소를 입력

합니다. 이때 설정하는 IP주소는 실제 SecuwayGate이 통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IP주소를 말합니다. 

 

“ Gate를 DHCP Server로  사용”   체크 여부를 변경하면 반드시 

SecuwayGate를 리부팅 해야 합니다.  

 

내부 네트워크가 비공인 IP주소 즉, Private IP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다면 L2TP를  

환경을 설정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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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정> 탭 

SecuwayGate에서 할당하는 IP주소 등의 DHCP 관련 정보를 설정합니다.  

 

 

 

 

 

 

 

 도메인 / Primary(Secondary) DNS IP Address / Default Gateway IP Address 

도메인 이름과 DNS IP주소, 게이트웨이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시작 IP주소범위, 끝 IP주소, Netmask  

L2TP를 사용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할당할 터널의 IP주소를 입력합니다. 시작 주

소와 끝 주소를 입력하면 그 개수만큼 할당합니다. L2TP의 상대방을 

SecuwayGate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IP주소 1개 또는 개수만큼 설정하면 되지

만 SecuwayClient 2000 또는 SecuwayUKey 2000 등과 같은 클라이언

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범위의 IP주소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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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선로드 밸런스  

SecuwayGate의 2개의 포트를 다음 그림과 같이 ADSL 라인에 연결하여 하

나의 회선에 이상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때 

SecuwayGate가 이를 감지, 나머지 회선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

록 해 주는 기능입니다.   

 

 

 

 

 

 

 

 

 

 

회선로드 밸런스 기능을 사용하려면 “ 사용” 을 선택한 다음, Ping을 실행하고

자 하는 간격을 초단위로 설정하고 간격 내의 Ping 횟수는 “ Ping횟수”  설정정

보란을 더블 클릭하여 1회 이상 설정해 주면 됩니다. 

 

 

Internet

         내부사용자        내부사용자 

SecuwayGate 
Net 3 : ADSL 고정 or 유동 IP 

Net 2 : ADSL 고정 or 유동 IP 

Net 1 : 100.10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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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선 로드 밸런스 종류 

실제 서비스가 가능한 서버들에게 부하를 분산시키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RR(Round Robin) 방식은 차례대로 부하를 분산시키며, Session은 최소 세션 수

를 가진 서버로 부하를 분산시킵니다. Hash는 사용자가 처음 접속한 서버로 다

음에 접속할때도 처음 접속한 서버로 접속하도록 지정합니다. Static은 지정한 

서버로만 접속할 수 있게 합니다. 

 

 호스트IP  

Net2, Net3 포트는 고정 IP주소 또는 유동 IP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동 

IP주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 5.2.1 네트워크 설정” 단계에서 ID 및 패스워드

를 설정하였으므로, 고정 IP주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IP주소를 입력해주

면 됩니다.  

두 포트가 모두 유동IP주소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는 유동 IP주소, 나머지 하

나는 고정 IP주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Group 설정은 여러개의 포트를 사용 할 경우에 관리의 편의성을 위한 기능 입니

다. 현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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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확장 정보 

서버 로드 밸런스 

로드밸랜스는 서버로의 통신트래픽이 폭주하여 어느 한쪽의 서버에만 부하가 걸

리는 것을 다른 서버와 나누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SecuwayGate이 지원하는 로드밸랜스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 사용”  항목을 

클릭하고 등록버튼으로 등록합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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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guration List” 에는  에서 가상 IP주소와 IP주소 Pool을 설정한 후 

와 같이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됩니다.  최초 설정 시에는 에서 등록한 

가상 IP주소와 IP주소 Pool이 없으므로 아무런 정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의 가상 IP주소란 실제로 존재하는 장비의 IP주소는 아니지

만, 여러 개의 IP주소 Pool을 하나의 대표 IP주소로 나타냅니다. “ IP Pool” 에 

입력하는 IP주소는 실제 동일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서버들의 IP주소입니다.  

 

 

다음 예제와 같은 네트워크 구성에서  “ 가상 IP주소” 와 “ IP Pool” 에 IP주소

를 입력하고 등록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FTP 서버 3대가 서로 동일한 서비스를 수행하고 SecuwayGate가 로드밸랜스 

  

150.150.150.1 

150.150.150.2 

150.15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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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수행한다고 가정합니다. FTP서버는 3대이고 IP주소는 각각 150. 

150.150.1, 150. 150.150.2, 150. 150.150.3입니다.  

작성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계 : 오브젝트 이름을 작성합니다.  

작성하는 오브젝트의 이름은 작성하는 내용과 연관성이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 IP Pool의 IP주소 입력   

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서버들의 IP주소를 입력합니다. IP주소 입력 후  추

가 버튼으로 추가하면 에 나타납니다.  

 

 3단계: 가상 IP주소 입력  

예제 그림과 같이 대표 IP주소인 100.100.100.3을 입력합니다. 이 IP주소는 외

부네트워크의 사용자가 FTP 서버로 알고 있는 IP주소이고, 접속하는 사용자는 

150. 150.150.1에 접속하는지 150. 150.150.2에 접속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때, 가상 IP주소와 실제 서버가 사용할 포트 번호를 설정합니다. 로드밸랜스 

할 내용이 FTP이면 포트 번호 21번, TELNET이면 포트 번호 23번, HTTP이면 

80번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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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wayGate가 어떤 서버로 연결해 줄 것인지를 설정하는 것이 Option 항

목입니다. “ Check” 는 연결한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항목입

니다.  

 

 

Check Ping 은 연결할 서버의 IP주소로 Ping 명령어를 실행하여 연결할 수 있

는 상태인지를 확인합니다. Check Service는 연결한 서버의 서비스가 정상적으

로 동작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합니다. Ping으로 확인하는 것 보다는 과정이 

복잡하므로 서비스가 이상동작 하는 확률이 없다면 Check Ping 항목으로 선택

하십시오.      

 

“ Method”  는 서버들이 정상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상태라고 가정할 때 어

떤 방식으로 연결할 것인지를 설정합니다. RR은 Round Robin 방식으로 차례차

례로 서버들을 연결시켜 주는 방식입니다. Session은 현재 연결되어 있는 세션

을 확인하여 제일 적게 연결되어 있는 서버를 찾아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에 등록됩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설정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반 사용자는 100.100.100.3 이라는 서버에 FTP로 접속하면 SecuwayGate

은 연결된 3개의 FTP서버를 체크하여 어느 한쪽의 시스템에 사용자가 몰리는 

것을 분산시켜 부하를 줄여 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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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over  

Failover는 SecuwayGate이 동작 중에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백업용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SecuwayGate을 

설치하여 서비스가 중지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다음 예제와 같은 네트워크 구성에서 Failover를 설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

니다. 

 

 

 

 

 

 

 

 

 

 

 

 

 

 

 

 

 Failover 기능을 사용하려면 “ 사용” 을 선택합니다. 등록하는 

SecuwayGate를 주 게이트로 사용하려면 ‘ 주 게이트’ 를 선택하고, 보조 게

이트로 사용하려면 ‘ 보조 게이트’ 로 선택합니다. 

반드시 한쪽은 ‘ 주 게이트’ , 다른 한쪽은 ‘ 보조 게이트’ 로 설정해야 합니다.  

 

Dummy or Switch Hub 

Internet 

        보조 SecuwayGate 

         Public IP 100.100.100.3 

         Private IP 200.200.200.3 

주 SecuwayGate 

Public IP 100.100.100.2

Private IP 200.200.200.1

Dummy or Switch Hub 

Public Virtual IP 

100.100.100.1 

Private Virtual IP

200.200.200.2 

     그룹웨어 

200.200.200.200 

   내부사용자 

200.200.200.201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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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게이트를 설정하는 경우  

주 게이트에서의 설정 

 

 

 “ 대상 게이트 IP” 란을 더블클릭 한 후 다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대 보

조 게이트 IP주소 200.200.200.3을 입력해줍니다. 

 “ 사용할 인터페이스” 는 Heart beat를 체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 서로 상

대방 게이트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주 게이트가 보조 게이트와 서로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설정해줍니다. Net 1, Net 2, Net 3 모두 사용 가능하며 연결 인터

페이스를 Net1로 설정하면 주 게이트의 Net 1포트와 보조 게이트의 Net 1포트가 

물리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UDP 포트 번호” 에서는 상대 보조 게이트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체크

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트번호를 등록해줍니다. 기본적으로 UDP 9998 포트를 사

용합니다. 

 “ Net1 가상 IP” 를 200.200.200.2로 설정하게 되면 내부 네트워크에서는 2

개의 게이트를 별도로 생각하지 않고 가상으로 설정한 이 IP 주소로 실제 연결

을 시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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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t3 가상  IP” 를 100.100.100.1로 설정하게 되면 외부 네트워크에서는 2

개의 게이트를 별도로 생각하지 않고 가상으로 설정한 이 IP주소로 실제 연결을 

시도하게 됩니다. 

 “ 대기시간” 에는 주 게이트와 보조 게이트 서로의 동작 모드를 확인할 때 

일정 대기시간을 설정해줍니다. 그 시간 이후에도 응답이 없으면 Stand-by 상

태였던 게이트가 Active 상태로 모드가 변경되어 서비스 하게 됩니다.  

 “ ID” 는 게이트가 갖는 MAC값을 생성하는 것으로 두 개의 게이트에 대해 

동일한 숫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65535 이하의 5자리 숫자를 주 게이트와 보조 

게이트에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보조 게이트로 설정한 경우 

설정방식은 주게이트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 게이트모드” 에서 보조게이트를 

선택하고, “ 대상 게이트 IP” 에서 주게이트의 Private IP 200.200.200.1 을 입력

해 주면 됩니다.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주게이트에서의 설정값과 동일하게 입

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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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GateAdmin Pro에서는 통계정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포트에 대한 

통계 정보는 SecuwayCenter 2000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오브젝트 이름 

해당 서비스 통계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고, 관리하고 구별하기 쉬운 이름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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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입력 합니다. 예를 들면 오브젝트를 만든 목

적이나 용도 등에 대한 설명 등을 입력합니다 

 

 Select Service Port 

통계 자료에 사용될 포트는 well known port에서 선택하거나, 특정 포트를 “ 서

비스”  항목에 직접 입력하여 [추가]합니다. 

 

 Service List 

등록된 포트 정보입니다. well known port 중 일부에 한해서 등록 당시만 서비스 

종류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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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 Attack   

외부에서 Syn 패킷이나 Ping 패킷을 이용하여 DoS(Denial of Service)공격을 해

올 때 SecuwayGate가 이를 인지하여 접속을 끊고, SecuwayGate가 보호

하는 네트워크나 서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Syn Attack 검사 

TCP Syn Flooding은 DoS(Denial of Service) 공격의 일종으로 TCP의 Three-

way Hand Shaking을 악용한 공격 기법입니다. 

연결을 원하는 클라이언트는 먼저 서버에게 패킷을 보내는데 이때 그 패킷의 

Header부분에서 Syn 플래그를 설정하여 서버에게 보내어 서버와의 연결을 시도

함을 알립니다. 그러면 서버에서는 그 패킷을 잘 받았다는 의미로 Syn-ack 플

래그를 설정한 패킷을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어 줍니다. 이때 서버는 Half -open

이라는 상태로 머물게 되는데 이때 서버는 backlog-queue에 연결 상태를 유지

하기 위한 정보를 저장하고서 half-open 상태로 머무르다가 정해진 일정 시간

이 지나도 ack패킷이 오지 않게 되면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데, 

backlog-queue에서 연결정보를 삭제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half-open 상태가 

또 일어나게 만들어 버리면 backlog-queue는 항상 가득 차게 되어 이 이후에 

TCP연결 요청을 모두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상

황은 더 이상 시스템이 서비스를 못하고 동작을 멈추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SecuwayGate에서는 이에 대한 처리를 다음과 같이 수행합니다.  

위의 화면과 같이 “ Syn Packet Count (per second)” 을 10000으로 설정하고 

“ 탐지시 연결 끊는 시간(초)” 을 600으로 설정할 경우 이 설정의 의미는 Syn 

공격이 1초에 10000번 이상 수신되면 세션을 600 초 동안 끊어 버린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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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g Attack 검사 

ICMP는 IP프로토콜 스택을 지원하는 시스템들 사이에서 에러나 관리용 메시지

를 교환하여 다른 시스템의 상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프

로토콜입니다. Ping은 ICMP 데이터그램을 이용하여 구현되는 프로토콜이고, 

ICMP메시지와 적은 양의 데이터를 IP 데이터그램에 실어서 상대편 호스트의 상

태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명령어입니다. 하지만, 이 IP 데이터그램의 크기를 

이용하여 Ping flooding이 이루어 집니다. 비 정상적인 사이즈나 패킷을 수신하

였을 때 SecuwayGate은 해당 세션을 감지하여 끊어버립니다. 

SecuwayGate에서는 이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수행합니다.  

앞의 화면과 같이 “ Ping Packet Count (per second)” 를 10000으로 설정하고 

“ 탐지시 연결 끊는 시간(초)” 을 600으로 설정할 경우 이 설정의 의미는 Ping 

공격이 1초에 10000번 이상 수신되면 세션을 600 초 동안 끊어 버린다는 의미

입니다.  

이 설정을 하게 되면 1024이상의 데이터를 가진 ICMP echo 패킷을 수신하였을 

때 Ping 공격으로 간주하여 해당 세션을 모두 끊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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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전송 설정   

SecuwayGate에서 발생하는 로그를 내부적으로 저장하는 한계에 도달하면 제

일 처음 생성된 로그부터 삭제되므로 로그를 빠짐없이 수신 받기 위해서 사용하

는 기능입니다. 로그를 SecuwayGate 내부에 저장하고 있다가 [전송시기]에

서 설정한 시간이나 용량(50% ~95%)에 따라 수신자 메일에 로그를 전송해 줍

니다.  

 

 

 로그를 E-Mail로 전송 

E-mail 전송 

로그전송설정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 사용” 을 선택해야만 송/수신자 메일 정보

를 입력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용안함으로 되어 있으면 더 이상 하단 정보를 입

력하지 못합니다. 

 

로그 전송에 사용할 Mail 서버 주소  

위의 “ 송신자 메일 정보” 와 같은 방법으로 서버주소를 입력하여 줍니다. 

 

로그를 전송할 E-Mail 의 송신자/수신자 설정 

송신자 메일 정보를 입력하려면 “ 설정정보” 의 비어있는 필드에서 마우스 오른

쪽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송신자에 해당

하는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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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시기 

설정된 시간에 따라서 로그를 전송하고자 할 경우 “ 시간마다(초)” 를 선택하고 

초 단위로 시간을 설정해 줍니다. 또는 설정된 용량의 로그가 쌓였을 때 로그를 

전송하고자 할 때는 “ 용량(50~95%)” 을 선택하고 50~95% 사이에서 용량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Syslog 전송 설정 

Syslog는 Unix 시스템에서 커널과 여러 가지 시스템 프로그램들이 내놓는 각종 

에러와 경고 메시지, 기타 일반적인 메시지들을 파일에 정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Syslog 전송 설정을 하면 이렇게 매우 유용한 메시지들을 각 메시지의 

출처와 중요도에 따라 각기 파일에 기록/저장한 다음 필요에 따라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Syslog 데몬이 있는 서버가 있다면 사용여부에서 “ 사용” 으로 선택한 다음 서

버이름과 포트를 입력해줍니다. 설정 후에는 해당 로그를 설정한 Syslog 서버로 

전송해 주게 됩니다. 

 

Syslog 종류 

일반(IP), 사용자 정의, 압축, 일반(URL)으로 나누어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사

용자 편의를 위해서 선택한 종류에 따라 enable/disable되어집니다. 

일반(IP) 
일반(URL) 

Syslog 형태로 타 로그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

합니다. IP 또는 URL 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Linux 기반에 Oracle DB 를 사용하는 퓨쳐시스템의 

로그 서버입니다. 
압축 Windows 기반에 MS-SQL 또는 MSDN 을 사용하는 

퓨쳐시스템의 로그서버입니다. 
 



 

5-33 

 사용자 정의와 압축은 퓨쳐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로그 서버로 GateAdmin Pro

와는 별도로 구매하는 제품 입니다. 

 

Syslog 서버 이름 / 포트번호 / 서버 IP 

로그 전송을 위한 포트번호와 서버의 이름, 서버IP를 각 해당 설정정보란을 더

블클릭하여 직접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압축 

Syslog 전송시 압축하여 전송합니다. 

 

MAC 

Syslog 전송시 MAC을 붙여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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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보안 
 

보안 메뉴는 Wizard 에서는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PN용 게이트 

SecuwayGate과 암호화 통신을 하려는 다른 게이트를 VPN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설정 방법입니다. 

 

 

 

 

 

 

<보안> 메뉴에서 <VPN용 게이트>를 선택한 후 오른쪽 흰색 바탕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등록할 수 있는 팝업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등록 작업

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게이트 이름과 게이트 ID, Key를 입력하는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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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이름  

“ VPN용 게이트” 는 암호화 통신을 수행하고자 하는 상대방 게이트에 대해 설

정해 주는 것이므로 상대 게이트 이름을 입력해줍니다.  

 

 게이트 ID  

게이트 ID는 네트워크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식별자입니다. 게이트의 ID는 <

시스템(S)> 메뉴의 <게이트 상태정보(I)> 명령을 선택하면 알 수 있습니다. 보안

게이트로 설정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게이트 ID를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Key  

두 SecuwayGate이 통신하는 방법은 Manual키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통신하

려는 두 SecuwayGate 제품에서 동일하게 입력해주어야만 암호화 통신을 수

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안게이트로 등록하는 과정은 『 제6장 보안정책 작성 예제 』 의 “ 6.3.3 

VPN용 게이트 설정”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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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어 있는 SecuwayGate의 게이트 ID 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

다. 설치되어 있는 SecuwayGate의 ID를 확인하려면 <시스템(S)>의 <게이트 상

태정보(I)>를 실행합니다.  

         

 

게이트 상태정보에서는 게이트 ID는 물론이고 내부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하드웨어 

정보와 펌웨어 버전 등을 보여줍니다. 

 

SecuwayGate 의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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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PDAn 

SecuPDAn이라는 PDA 보안솔류션 제품이 SecuwayGate과 IPSec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정이 필요합니다. 

SecuPDAn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환경이라면 별도의 설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IPSec 통신을 수행할 SecuPDAn의 ID 및 패스워드를 등록하면 해당 PDA와 

SecuwayGate 간의 공유키가 생성되어 정상적인 IPSec 통신을 수행할 수 있

게됩니다. 

등록할 SecuPDAn 

사용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으로 설정합니

  

 
 

 SecuPDAn 사용

자 ID 및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등록될 SecuPDAn 

사용자 ID리스트가 나
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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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ed Certificate List 

신뢰된 루트 인증기관이란 SecuwayGate와 SecuwayClient 2000 에서 사

용되는 인증서를 발급해준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하는 최상위 인증 기관으로 

해당 기관의 인증서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새인증서  

최상위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가져오기 합니다. 

 

 CRL 갱신주기  

최신 인증서 정보로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SecuwayCenter 2000은 반드시 인증기관 인증

서, 신뢰된 루트 인증기관의 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인 인증서의 인

증기관 또는 신뢰된 루트 인증기관 인증서발급은 해당 인증기관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SecuwayCenter 2000에서 발급한  신뢰된 루트 인증기관 인증서는 인증기관 

인증서 역할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증기관 인증서를 사용하지는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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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for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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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ec Gate List 

IPSec 통신을 하는 SecuwayGate 또는 SecuwayClient 2000은 서로 상대

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 때 필요한 정보는 상대 

SecuwayGate 또는 SecuwayClient 2000의 통신 가능한 IP주소, 구별하

기 위한 ID, 통신협상을 위한 VPN 오브젝트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IPSec 게이

트 리스트에서 설정함으로써 각 SecuwayGate 또는 SecuwayClient 2000

이 정상적인 IPSec 통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대 ID 

타사 장비는 “ 0” 으로 채워지고 타 SecuwayCenter 2000에 등록된 

SecuwayGate은 SecuwayGate가 등록된 SecuwayCenter 2000에 있는 

SecuwayGate의 CID값을 입력합니다.  

SecuwayGate CID 값은 SecuwayCenter 2000 Client 에서 등록된 게이트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후에 나오는 메뉴에서 “ 게이트 

상태 정보” 를 선택하신후 시스템 정보 탭을 선택하시면 “ 게이트 ID” 값이 나

타납니다. 이 값이 CID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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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주소 

해당 게이트의 Public 포트 IP주소를 입력합니다. 

 

 VPN 오브젝트 

미리 등록해 놓은 VPN 오브젝트를 선택하거나, [등록]버튼을 이용하여 새롭게 

VPN오브젝트를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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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게이트 등록 위저드 사용하여 게이트 등록 

SecuwayGate을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IP주소와 유효네트워크, 라우터 설정 

등을 설정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게이트 등록 위저드를 실행하기 전에 

필요한 오브젝트와 보안정책을 작성해야 하고, 암호화 통신을 수행하는 경우 보

안호스트를 설정해야 합니다. 

 

 

<Gate 설정 Wizard>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설정하게 됩니다. 

 기본 정보 

 기능 정보 

 환장 정보 

등록할 게이트에 대한  
환경설정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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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기본정보 입력  

게이트 제품 정보 

 

제품 정보 설정을 입력하고  을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자동으로 넘어갑

니다. 만약 [확인]버튼을 클릭할 경우에는 Gate 설정 Wizard 마침완료가 됩니

다. 설정 내용이 부족할 경우 또는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완료되지 않고 해당 

페이지에서 대화창을 보여줍니다. 

 

상세 설명은 “ 5.2.1 기본 정보” 의 “ 게이트 제품 정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제5장 
게이트 설정 

5-44 

네트워크 정보 설정 

 

 

상세 설명은 “ 5.2.1 기본 정보” 의 “ 네트워크 설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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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정보 설정 

 

 

상세 설명은 “ 5.2.1 기본 정보” 의 “ 관리 정보 설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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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정책 및 로그 기타 설정 

 

 

상세 설명은 “ 5.2.1 기본 정보” 의 “ 로그 정책 및 로그 기타 설정” 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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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기능 정보  

동작 기능 설정 

 

 

상세 설명은 “ 5.2.2 기능 정보” 의 “ 동작 기본 설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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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TP, DHCP 설정 

 

 

상세 설명은 “ 5.2.2 기능 정보” 의 “ L2TP/DHCP 설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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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선 로드 밸런스 

 

 

상세 설명은 “ 5.2.2 기능 정보” 의 “ 회선 로드 밸런스”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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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확장 정보  

서버 로드 밸런스 

 

 

상세 설명은 “ 5.2.3 확장 정보” 의 “ 서버 로드 밸런스”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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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over 

 

 

상세 설명은 “ 5.2.3 확장 정보” 의 “ Failove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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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상세 설명은 “ 5.2.3 확장 정보” 의 “ 통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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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Attack 

 

 

상세 설명은 “ 5.2.3 확장 정보” 의 “ DosAttack”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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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전송 설정 

 

 

상세 설명은 “ 5.2.3 확장 정보” 의 “ 로그 전송 설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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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SecuwayGate 에 정보 전송  

게이트 등록하기에서 설정한 정보를 SecuwayGate에 전송합니다. 전송이 완

료되면 모든 설정 사항이 적용된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변경사항은 SecuwayGate으로 정보 전송하는 [전송]  버튼을 눌러

야 실제 SecuwayGate에 적용되고 다시 재연결 하였을 때 변경된 정보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 위저드를 이용하여 등록하고 게이트로 전송을 하지 않으면 등록 시 설정한 

설정값은 보안상의 이유로 GateAdmin Pro를 실행한 PC 하드디스크 어느 위치

에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만약, 다시 설정하고자 한다면 SecuwayGate의 이름

을 설정하는 단계부터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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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안 정책 작성 예제 

 

『제6장 보안정책 작성 예제』에서는 실제로 SecuwayGate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정책 작성 방법과 작성시 유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각 네트워

크 보안 환경 예제를 통해 오브젝트 등록부터 SPD, NAT 규칙을 작성하기까지 

전 과정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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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보안정책 작성의 기본 

보안정책은 Firewall을 통하여 제어하고자 하는 출발지 주소, 목적지 주소, 서비

스를 작성하여 패킷을 Accept(통과허용)하거나 Reject(통신금지) 또는 Deny (수

신거부)시킬 수 있습니다. 보안정책을 작성하기 전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을  숙

지하도록 합니다.  

- 보안정책의 적용 순서는 1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 출발지, 목적지 주소가 일치하는 패킷이 발견될 때까지 규칙을 계속 점검합니

다.  

- 출발지, 목적지 주소가 일치하는 패킷이 발견되면 그 규칙을 적용하고 뒤에 

있는 규칙은 더 이상 참조하지 않습니다.  

- 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속 다음 규칙으로 이동하고 제일 마지막 규칙에 가

서 더 이상 해당 규칙이 없으면 그 패킷은 버립니다. 

- 명백하게 패킷을 통과시키겠다는 규칙을 작성하지 않는 이상 모든 패킷은 통

신금지 상태를 나타냅니다.  

규칙을 만드는 작은 구성 요소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므로 관리자가 구현하려고 

하는 규칙을 작성하기 이전에 모든 요소를 오브젝트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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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상황 분석 기법 기술 
상황 분석 기법 기술은 단순히 헤더정보만 가지고 필터링(filtering) 하는 것이 

아니라 패킷의 전체 내용을 해석하여 패킷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즉, 네트워

크계층에서 응용프로그램계층까지 모든 프로토콜을 이해하는 모듈이 패킷에서 

정보를 얻은 후 이를 바탕으로 접근제어를 수행합니다. 특히 과거의 패킷에 대

한 상태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재 패킷의 통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Connection의 첫 패킷만을 보안정책과 비교하여 통과 여부를 

결정하고, 이 정보를 상태정보 테이블에 추가합니다. 그 Connection의 후속되는 

패킷들은 이 상태정보에 따라 통과시키거나 거절하고, Connection이 끝나면 자

동적으로 해당 상태정보를 삭제하게 되며, 현상태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부가적

인 Access rule Set을 동적으로 적용하여 다이나믹 패킷 필터링(Dynamic 

packet filtering)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UDP나 RPC같은 Stateless protocol에 대해서도 Application data로부터 유사한 

상태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서비스가 Application data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면 각 패킷에 대한 추가적인 Application-level 프로세싱을 적용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분석 기법기능은 기본적으로 패킷필터링(Packet filtering)기술을 적

용하되 (Application proxy를 모방하여) application processing보다는 훨씬 적은 

부하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해석하여 필터링하는 기술입니다. Application 

proxy보다 훨씬 나은 성능을 가지면서도 이에 버금가는 protection capability를 

주며,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 투명성(Transparent) 있는 패킷필터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SecuwayGate는 이러한 상황 분석 기법 방식을 

채택하여 동작하므로 뛰어난 보안성을 가지고 높은 성능의 필터링 기술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상황 분석 기법은 SecuwayGate에 내부적으로 동작하므로 관리자가 특별히 설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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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SPD의 기본설정 
SecuwayGate의 보안정책은 기존의 원활한 통신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설치 

후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SPD가 설정되어있습니다. 

 

 

 1번 규칙  

내/외부 네트워크의 사용자 모두 SecuwayGate에 GateAdmin Pro 

Port(9999)로 접속할 수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2번 규칙 

SecuwayGate의 보호를 받는 내부 사용자가 외부 네트워크로 접속할 때, 또

는 외부 사용자가 내부 네트워크로 접속할 때 모든 서비스에 대해 접근할 수 있

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정책은 기본적으로 인증 받지 않은 외부 사용자들의 접근을 통제하

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의 두 규칙을 바꾸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출발주소, 

목적지주소, 서비스에 대해 규칙을 적절하게 작성하고 실제 접근제어를 위한 통

과, 거부 등을 “ 행위”  필드에서 설정해 줌으로써 내부 네트워크를 최대한 보

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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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NAT 설정 
SecuwayGate의 NAT 기능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SPD이외에 NAT를 위한 별

도의 설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SPD 탭 메뉴에서는 비공인 IP주소를 사용

한 규칙을 작성합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연결하고자 하는 어떤 서버를 NAT기능을 사용하여 설정하고자 

한다면 외부 네트워크에서 알 수 있는 공인 IP주소와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비공

인 IP주소 두 개를 설정해야 합니다. NAT보안 정책만 적용한다면 NAT 규칙 작

성 후 송, 수신하는 패킷에 대한 SPD 규칙도 작성해야 합니다.  

 

출발지 주소 목적지 주소 서비스 행위 

외부 IP 주소 내부비공인 IP 주소 Any Accept 
 

즉, 목적지 주소는 NAT 변환을 거친 후에 가지게 되는 IP주소를 입력해야 합니

다. NAT 탭에서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출발지  
주소 목적지주소

변경 
출발주소 

변경목적  
주소 

변경서비

스 

Incoming 외부 IP  
주소 

내부공인 
IP 주소 외부 IP 주소

내부비공인 
IP 주소 All 서비스 

 

이와 같이 SPD와 NAT 보안정책을 설정하면 외부 네트워크에서 내부 네트워크 

서버로 접속하는 패킷에 대해서는 NAT가 적용됩니다.  

 

NAT종류를 Incoming으로 선택하면 변경목적주소에는 단일IP주소 오브젝트만 올 

수 있습니다. 즉, 여러 개의 IP주소를 가진 단일IP주소나 네트워크 범위들이 설정

될 수 는 없습니다.  

SPD 탭에서의 규칙은 NAT가 적용되는 네트워크 환경일 때 규칙에 서버의 공인 

IP주소와 비공인IP주소 중에서 비공인 IP주소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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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IPSec 선택  
행위에서 IPSec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출발지와 목적지에 통신하고자 하는 특정 

네트워크 지정이 있어야 하고, 서비스에 암호화 하고자 하는 특정 서비스가 선

택되어야 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보안 정책을 올바르지 못한 작성 방법입니다.  

출발지 주소 목적지 주소 서비스 행위 SAR 

Any Any Any  IPSec 암호화 
 

또, 행위에서 통신하는 데이터를 암호화 하기 위해서는 IPSec을 선택해야 하고, 

IPSec을 선택하려면 어떤 보안모드를 사용하여 암호화 할 것인지 SAR 메뉴 탭

에서 보안모드프로파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6.1.5 기본 접속 보안정책  
관리자는 보안정책 작성 시 지정된 사용자가 GateAdmin Pro을 통해 접속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규칙을 기본적을 작성해야 합니다.  

출발지 주소 목적지 주소 서비스 행위 

관리자 SecuwayGate IP 주소 9999 포트 Accept 

 

즉, 모든 IP주소에 대해 암호화 하도록 보안정책을 작성하였다면 내부 관리자는 

9999번 포트로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해당 포트

인 9999번 포트는 행위 필드에서 Accept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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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ICMP 규칙  
즉, 네트워크 상에서 상대방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Ping 프로

그램 조차도 보안정책에 의하여 제어를 받게 됩니다. 즉, 내부 네트워크에서 외

부 네트워크로 Ping 프로그램 실행에 의한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추가해야 합니다.   

출발지 주소 목적지 주소 서비스 행위 

관리자 SecuwayGateIP 주소 9999 포트 Accept 

내부네트워크 외부네트워크 ICMP Accept 
 

이와 같은 규칙이 추가되어 있으면 내부 네트워크에서 외부 네트워크로는 Ping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외부 네트워크에서 내부 네트워

크로는 Ping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을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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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보안정책 작성시 주의할 점 

보안정책 메뉴를 선택하여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

니다. 보안정책 작성시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NAT 적용과 SPD 보안정책 적용  

NAT 정책과 SPD 보안정책을 동시에 설정하는 경우에는 송신되는 패킷에 대해

서는 NAT가 먼저 적용되고 뒤에 SPD보안정책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외부에

서 연결 가능하도록 설정한 서버는 IP주소를 외부에서 사용하는 비공인 IP주소

와 내부에서 사용하는 공인 IP주소 2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 서버로 접근하려

는 보안정책을 작성하려면 보안정책탭 메뉴에서 목적지 IP주소에 서버의 IP주소

를 설정할 때 NAT정책이 적용된 후에 변경되는 비공인IP주소를 기입해야 합니

다.  

 

 규칙의 적용 순서 

보안정책은 1번에서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자동 적용되고 SecuwayGate으로 

송,수신된 패킷을 적용하기 위한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1번 규칙이 제일 

우선 순위가 높고 마지막 번호가 제일 우선 순위가 낮아 제일 마지막에 적용됩

니다. 

패킷이 송, 수신되면 1번 규칙부터 마지막 규칙까지 검색하게 되는데 이때 패킷

에 대한 규칙이 존재하면 더 이상 다음 규칙을 검색하지 않고 해당 행위에 해당

하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관리자가 의도하는 것과 같이 보안정책이 

동작하게 하려면 규칙의 순서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규칙을 검색하였는데도 해당 패킷에 대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패킷은 버려지게 되고 접속을 시도한 호스트의 경우 상대방 호스트와 

SecuwayGate을 통해서 통신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명시적인 규칙 작성  

SecuwayGate에서 모든 규칙은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모두 통신금지 

상태를 나타냅니다. SecuwayGate설치 후 아무런 보안정책도 작성하지 않았

다면 보안 통신은 물론 일상적인 모든 통신도 금지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관리자가 접근제어 하려는 서버에 대한 보안정책은 물론이고 네트워크의 모든 

환경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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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MP 서비스  

서버로의 접근 제어 보안정책을 작성하기 전에 내부망 호스트에서 외부망 호스

트로 PING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 ICMP 통과 허용” 이라는 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DNS서비스  

SecuwayGate 내부에 Domain Name Service가 있다면 내부의 호스트에게 

DNS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외부의 다른 DNS서버와 통신을 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포트가 UDP 프로토콜 53번 포트이므로 이 포트를 사용하는 패킷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Mail 서비스  

만약, SecuwayGate 내부에 메일 서버가 존재한다면 메일을 전달하기 위한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포트인 TCP 25번을 “ 행위” 에서 Accept 

하도록 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 외부망에 위치하는 내부 사용자가 내부의 

메일 서버에 접속해서 메일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려면 POP2, POP3 가 사용하

는 TCP 109번, 110번을 Accept하는 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보안정책 적용  

보안정책을 변경하면 반드시 변경된 보안정책을 해당 호스트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안정책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면 설정UI 내용만 변경될 뿐이지 호스트로 전송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송을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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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작성방법  

실제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 한다고 했을 때의 오브젝트와 보안정책 작성방법을 

대해 알아 봅니다. 

 

6.3.1 Firewall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환경 예제 
다음은 Firewall 기능을 사용하여 보안정책을 작성하는 예제입니다. 본사 네트워

크는 200.200.200.0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외부 네트워크에서 본사 네트워크로 

접속하고자 하는 패킷을 SecuwayGate을 통해 접근 통제하도록 설정하는 경

우를 예로 든 것입니다.  

 

 

 

 

 

 

 

 

 

 

 

 구성하려는 네트워크의 설정 방향 

-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사이에 물리적으로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내

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제어 기능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 내부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패킷을 검사하여 인가된 서비스 또는 패킷만의 접

근을 허용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어를 받게 합니다. 

- 내부 사용자는 외부 네트워크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부서버 

공인IP주소200.200.200.100  

SecuwayGate  
공인 IP주소 200.200.200.2 

라우터 

공인IP주소 200.200.200.1 

공인IP주소 200.200.200.0 
네트워크 환경 

- 내부 네트워크 - - 외부 네트워크 -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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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오브젝트 등록 

우선 보안정책을 작성하기 위해 보안정책에서 사용하는 오브젝트부터 설정해야 

합니다. 설정해야 하는 오브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부 사용자 유효네트워크 범위 

- 외부 네트워크 (모든 IP 주소 범위) 

- SecuwayGate IP 주소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 오브젝트 

- 라우팅 오브젝트 

 

 IP 범위 주소 등록 

유효네트워크 설정을 위한 내부 네트워크 사용자를 등록하여 줍니다. 위의 예제

의 경우 등록 방법은 SecuwayGate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본사의 내부 네트

워크 IP를 <IP주소범위> 오브젝트에서 설정하여 줍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사용

자가 적은 경우는 <단일IP>를 통해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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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사용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오브젝트를 설정해 주어야만 보안정책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효네트워크 설정   

     

내부 네트워크 사용자 IP주소에 대해 유효네트워크를 설정해 줍니다. 『제5장 

게이트 등록』에서 “ 포트별 IP주소와 유효네트워크 설정”  부분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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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그룹 오브젝트 등록   

보안 정책 작성 시 하나 하나의 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작성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동일한 네트워크에 대해 접근 제어를 작성하기 위한 서비스 오브젝트를 설

정해 줍니다. 앞의 예제의 경우 본사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제어를 하기 위해 

특정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선택해 줍니다. 

     

 

 

 라우팅 오브젝트 등록  

     

앞에 나온 “ Firewall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환경 예제” 의 경우 다음과 같이 외

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Net3 포트를 선택한 후 라우팅을 설정하여 줍니

다. 



제6장 
보안 정책 작성 예제 

6-14 

Net3 포트 설정 

Net3 포트에 대한 라우팅 설정은 실제 네트워크 장비 라우터에 대한 IP주소를 

입력하고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설정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IP 주소 0.0.0.0, 서브

넷 마스크 0.0.0.0으로 입력합니다. 즉, 이 말은 서브넷 마스크로 자신의 네트워

크 주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패킷을 200.200.200.1로 설정되어 있는 라

우터로 전송하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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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D 정책 

SPD 정책 작성시 다음과 같은 규칙을 설정해 줍니다. 

 

 

규칙 설명 

 

 1번 규칙 

SPD 기본설정값으로 내/외부 네트워크 사용자 모두 SecuwayGate으로 접속

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제6장 보안정책 작성예제』의 “ SPD의 기본설정”  부

분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2번 규칙 

SecuwayGate의 보호를 받는 내부 사용자가 외부로 접속 할 때 모든 서비스

에 대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3번 규칙 

외부 사용자가 내부 네트워크로 접속할 때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접근 거부를 나

타내는 규칙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서비스나 패킷을 본사 네트워크로 

접근할 수 없도록 제어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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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NAT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환경 예제  
다음은 NAT(주소 변환) 기능을 사용하여 보안정책을 작성하는 예제입니다. 내부

네트워크는 100.100.100.0네트워크를 사용하고, Multi 포트에 연결된 Web서버

는 비공인 내부 IP주소로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경우를 예로 든 것입니다. 

 

 

 

 

 

 

 

 

 

 

 

 구성하려는 네트워크의 설정 방향 

- 내부 네트워크에서 외부 네트워크로 접속하려면 NAT정책에 의해 비공인 IP를 

주소에서 공인 IP주소로 변경됩니다. 

- 외부네트워크에서 내부의 서버로 접근하려면 공인 IP주소가 비공인 내부 IP주

소로 변경되고, 보안 정책에 의해 접근제어를 받게 됩니다. 

- 내부 사용자는 외부 네트워크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Multi 포트에 설치되어 있는 Web서버는 외부네트워크에 접속할 때 내부의 IP

주소로 변경되고 다른 서비스나 서버로의 접속은 보안정책에 의해 접근제어를 

받게 됩니다. 

비공인 내부 IP 주소  

100.100.100.0 네트워크 

SecuwayGate  
내부 IP주소 100.100.100.1 
공인 IP주소 200.200.200.2 

라우터 

공인IP주소 200.200.200.1 

Multi 포트 
내부 91.91.91.1 

   인터넷  

Web 서버 
비공인 내부 IP주소 91.91.91.3 
공인 IP주소 200.20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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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정책 설정 시 유의할 점 

 NAT 설정을 위한 주소 

NAT기능을 사용할 때는 서버와 일반사용자의 IP주소가 내부 네트워크에서 사용

하는 비공인 IP주소로 숨겨지기 때문에 외부 사용자가 내부 네트워크로 접속하

고자 한다면 내부의 사용자가 인식하는 비공인 IP주소와 외부 사용자가 인식하

여 접속할 수 있는 공인 IP주소 2개를 설정해야 합니다.  

 

 보안정책 SPD 탭에서의 설정 

보안 정책에는 비공인 IP주소로 설정해야 합니다.  

 

기본오브젝트 등록  

우선 보안정책을 작성하기 위해 보안정책에서 사용하는 오브젝트부터 설정해야 

합니다. 설정해야 하는 오브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부 사용자 유효네트워크 범위  

- 외부 네트워크 (모든IP주소 범위) 

- Multi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Web 서버 비공인 IP주소  

- Multi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Web 서버의 공인 IP주소 

- 라우팅 오브젝트 

- 내부 IP 주소가 NAT를 통해 변경될 공인 IP주소 

- SecuwayGate IP주소를 나타내는 단일IP주소 오브젝트  

- SecuwayGate IP주소로 접속할 수 있는 9999번 포트 통신 오브젝트  

 

 유효네트워크 설정  

유효네트워크 설정은 『제5장 게이트 설정』에서 “ 포트별 IP주소와 유효네트워

크 설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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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 포트에 연결된 서버 등록  

Multi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서버의 공인 IP주소와 비공인 IP주소를 따로따로 설

정합니다.즉, 시스템이 사용하는 내부 비공인 IP주소와 실제 외부 사용자가 연결

할 수 있는 공인 IP주소 2개의 오브젝트를 각각 설정합니다. 하나의 서버에 대

해 2개의 IP주소를 설정해야 하므로 서버가 2개일 때는 4개의 오브젝트를 작성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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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2(Multi) 포트에 서버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환경이라면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

다. 

 

 라우팅 오브젝트 등록  

     

Net1 포트  

앞에 나온 “ NAT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환경 예제” 의 경우라면 Net1 포트의 라

우팅을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인터페이스 Net1은 SecuwayGate의 후면 

Net1 포트 즉, Private 포트의 라우팅 정보로 100.100.100.0 “ 네트워크 IP” 에, 

“ 서브넷 마스크” 는 255.255.255.0으로, “ 게이트웨이 IP주소” 는 

SecuwayGate의 Net1 포트 IP주소인 100.100.100.1을 사용하는 것으로 입력

하면 됩니다. 

 

 

Net3 포트  

Net3 포트에 대한 라우팅 설정은 실제 네트워크 장비 라우터에 대한 IP주소를 

입력하고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설정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IP 주소 0.0.0.0, 서브

넷 마스트 0.0.0.0으로 입력합니다. 즉, 이 말은 서브넷 마스크로 자신의 네트워

크 주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페킷을 200.200.200.1으로 설정되어 있는 

네트워크 장비 라우터로 전송하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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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2 포트 (Multi 포트 설정)  

네트워크IP주소는 사용할 비공인 내부 IP주소의 네트워크 주소를 입력하고 게이

트웨이 IP주소는 Net2의 포트로 설정한 IP주소인 91.91.91.1을 입력합니다. 

 

SecuwayGate의 Net2(Multi)포트에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설정

할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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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IP 주소가 NAT를 통해 변경될 공인 IP주소 설정  

      

내부의 100.100.100.0 네트워크의 비공인 IP주소가 공인 IP주소로 변환되어 전

송할 때 사용할 IP주소를 설정합니다. 

 

 

 

 

 

이 오브젝트는 SecuwayGate을 통해 NAT 기능 즉, IP주소 변환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비공인 IP 내부 네트워크에서 외부로 나가는 패킷에 대해 
출발지 IP 주소입니다. 하나의 IP 주소를 입력하면 실제로 사용 
할 수 있는 사용자 수는 포트번호 1 번부터 65535 번 까지 
할당할 수 있는 65535 개 입니다.  



제6장 
보안 정책 작성 예제 

6-22 

 관리자의 SecuwayGate 접속을 위한 통신 포트  

     

 

 

 

 

9999 포트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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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D 정책 

 

 

규칙 설명 

SPD 정책 작성시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1번 규칙  

GateAdmin Pro 관리자가 SecuwayGate로 접속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번 규칙 

SecuwayGate의 보호를 받는 내부 사용자가 외부로 접속할 때 모든 서비스에 

대해 NAT를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내부 사용자는 외부 네트워크에 대해 제

한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3번 규칙 

 내부에 DNS 서비스를 하는 서버가 존재한다고 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DNS정보

를 송, 수신 할 수 있도록 해당하는 53번 포트를 Accept 하는 규칙입니다.  

 

 4번 규칙  

외부 네트워크의 사용자가 Multi 포트에 있는 서버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한 

규칙입니다. SPD에서의 출발지, 목적지 주소에는 NAT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

공인 IP주소로 설정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SPD는 NAT 정책이 적용된 후 동

작하기 때문에 변화된 이후의 비공인 IP주소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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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 정책  

NAT 탭 메뉴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 규칙 추가” 를 선택합니다. 이미 작성한 오브젝트를 바탕으로 각 필드를 더블 

클릭하여 규칙을 작성합니다. 

 

 

 1번 규칙 

내부 네트워크의 사용자가 외부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2번 규칙 

외부 네트워크 사용자가 Multi 포트에 있는 Web서버로 접속하기 위한 정책입니

다. Multi 포트에 서버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필요하지 않는 규칙입니다.  

NAT의 종류에서는 동작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부 네트워크에서 외부 

네트워크로 송신되는 경우와 외부 네트워크에서 내부 네트워크로 수신되는 3가

지 경우로 나누어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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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VPN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환경 예제 
다음은 VPN 기능을 사용하여 보안정책을 작성하는 예제입니다. 본사 네트워크

는 100.100.100.0네트워크를 사용하고, 본/지사에서는 그룹웨어를 사용하고 있

습니다.  

다음 예제 그림은 본사 네트워크와 지사 네트워크 간에 통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본사 SecuwayGate와 지사 SecuwayGate를 연결하여 가상사설

망을 구축하는 예제입니다. 

 

 

 

 

 

 

 

 

 

 

 

 

 구성하려는 네트워크의 설정 방향 

- 지사 네트워크에서 본사 그룹웨어로 통신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패킷을 

암호화하고, L2TP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 본사/지사 네트워크 사용자 모두 외부 네트워크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

록 합니다. 

- 외부 네트워크에서 본사/지사 네트워크로 접근하려는 패킷 또는 서비스는 접

근 제어를 받도록 합니다. 

비공인 내부 IP 주소  

100.100.100.0 네트워크 

SecuwayGate  
공인 IP주소 200.200.200.2 
비공인 IP주소 100.100.100.1 

라우터 
공인 IP주소  
200.200.200.1 

라우터 
공인 IP주소  
150.150.150.1 

SecuwayGate  
공인 IP주소 150.150.150.4 

내부 서버  

공인 IP 200.200.200.100  

비공인 IP 100.10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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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오브젝트 등록 

 

- 본사/지사 내부 사용자 유효네트워크 범위  

- 외부 네트워크 (모든IP주소 범위) 

- 라우팅 오브젝트 

- 보안호스트 오브젝트 

- SecuwayGate IP주소를 나타내는 단일IP주소 오브젝트  

- SecuwayGate IP주소로 접속할 수 있는 9999번 포트 통신 오브젝트 등록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오브젝트 작성  

 보안호스트 설정  

 L2TP SecuwayGate 설정  

 VPN용 게이트 설정  

 SPD 작성  

 

다음 설명은 위와 같은 순서로 설명합니다.  

 

기본오브젝트 등록은 앞의 “ NAT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환경 예제” 를 참고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보안호스트 설정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호스트 설정    

앞의 예제 “ VPN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환경 예제” 의 경우 본사 네트워크와 지

사 네트워크의 GateAdmin Pro에서 각각 보안 호스트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

다. 

본사 GateAdmin Pro에서는 모든 본사 네트워크 사용자가 지사 네트워크로 

접속할 때 암호화 통신을 하고자 하므로 다음과 같이 본사 내부 네트워크의 모

든 IP를 선택하여 보안호스트 오브젝트에 등록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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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법으로 지사의 GateAdmin Pro에서도 다음과 같이 보안호스트를 설정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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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TP 

본/지사 SecuwayGate GateAdmin Pro에서 각각 L2TP로 연결할 상대편 

SecuwayGate의 IP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본사 SecuwayGate의 L2TP  

 

 

 지사 SecuwayGate의 L2TP  

 

 

또한 <게이트등록위저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줄 수도 있습니다. 6단

계 <게이트설정>에서 [L2TP사용]을 선택한 다음 7단계 <L2TP>에서 본/지사 

각각 상대 SecuwayGate의 IP 주소를 입력하여 줍니다. 

 

 



 

6-29 

  <게이트등록 위저드> 실행  L2TP, DHCP 설정  

 본사 SecuwayGate의 L2TP 설정  

 

 지사 SecuwayGate의 L2TP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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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TP설정은  본/지사 네트워크의 사용자가 비공인 IP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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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용 게이트 설정  

     

본사네트워크와 지사네트워크가 암호화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SecuwayGate에서 암호화 통신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 게이트를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본사 VPN용 게이트 설정 

[VPN 게이트 등록정보]화면이 나타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정합니다. 

게이트이름 작성  게이트 IDz 입력  [생성] 버튼 선택  [저장]버튼 

선택  키 파일 저장을 위한 파일이름 설정  파일 저장을 위한 패스워드 

입력  저장완료 

“ 게이트 ID” 는 반드시 지사 SecuwayGate의 ID를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게

이트 ID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5장 게이트 설정』에서 “ 5.2.4 보

안”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게이트 ID” 를 입력한 다음 [생성]버튼을 클릭

하면 아래 화면과 같이 Key가 생성됩니다. 

 

 

 

본사와 지사간에 통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Key를 동일하게 입력해주어야 

하므로 생성된 Key를 저장해두도록 합니다. 저장 시 입력하는 비밀번호는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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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wayGate에서 VPN용 게이트 설정시 사용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저장이 완료되면 본사 SecuwayGate에서의 VPN용 게이트 설정

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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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VPN용 게이트 설정 

설정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이트이름 작성  게이트  ID 입력  [불러오기] 버튼 선택  본사 

VPN용 게이트 설정 에서 저장하였던 키 파일 열기  패스워드 입력  VPN

용 게이트 설정 완료 

 

 

“ 게이트 ID” 에는 본사 SecuwayGate의 ID를 입력한 다음, 본사 VPN용 게

이트 설정 시에 저장해 놓았던 Key파일을 선택하여 불러오기를 실행합니다. 이

때 아래와 같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나는데, 본사 VPN용 게이트 설

정에서 Key파일 저장 시에 등록해 두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어야만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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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본사 게이트와 동일

한 Key가 생성되고 지사 VPN용 게이트 설정이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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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D 정책 

앞에서 제시한 “ VPN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환경 예제” 에 대해서 본사와 지

사 SecuwayGate의 SPD정책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사 SecuwayGate의 SPD 정책 작성 

 

 

 1번 규칙 

GateAdmin Pro 본사 관리자가 본사 SecuwayGate으로 접속하기 위한 정

책입니다. 

 

 2번 규칙 

지사 네트워크의 모든 사용자가 그룹웨어를 사용하면서 본사 네트워크로 접속하

고자 할 경우에 패킷을 암호화하여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3번 규칙 

외부 네트워크에서 본사 서버로 접근하려는 모든 패킷 또는 서비스에 대해 접근

을 거부하는 정책입니다. 

 

 4번 규칙 

본사 네트워크의 모든 사용자가 외부 네트워크로 접속하고자 할 때 모든 서비스

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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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SecuwayGate의 SPD 정책 작성 

 

 

 1번 규칙 

GateAdmin Pro 지사 관리자가 지사 SecuwayGate으로 접속하기 위한 정

책입니다. 

 

 2번 규칙 

지사 네트워크의 모든 사용자가 그룹웨어를 사용하면서 본사 네트워크로 접속하

고자 할 경우에 패킷을 암호화하여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3번 규칙 

지사 네트워크의 모든 사용자가 외부 네트워크로 접속하고자 할 때 모든 서비스

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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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사용자  관리 

 

『제7장 사용자 관리』에서는 SecuwayClient 2000 사용자를 데이터 베이스

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본 장의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서는 게이트 등록(제4장 참고) 과정을 완료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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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사용자 등록 방법 

사용자는 SecuwayClient 2000 사용자를 의미하며, 실제 내부에 있는 모든 

사용자를 등록하도록 합니다.  

 

 

 

 

 PIC 상에서 DOS Protection 사용 

PIC환경에서  DOS Protection을 사용할 경우에 선택합니다. 

 

 사용자 중복 로그인 정책 

이전 연결 유지 

게이트에 로그인한 사용자A가 10분 동안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 게

이트는 로그인 정보를 초기화합니다. 다른 사용자B가 동일한 아이디로 10분 후

에 로그인 할 경우에 다른 사용자B가 연결 할 수 있습니다. 

 

새 연결 허용 

사용자 A가 로그인하고 있더라도 다른 사용자 B가 로그인하면 사용자A연결은 

끊어지고 사용자B가 새롭게 연결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자를 
등록 및 편집 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더블 클릭하면 사용자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왼쪽 트리 메뉴를 클릭하면 등록된 

사용자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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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드는 명령어입니다. 왼쪽 메뉴에서 선택된 오브젝트 타입

에 따라 각 항목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할 수 있도록 대화상자가 실행됩니다.  

 

 편집 

등록된 오브젝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해당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 했을 때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등록된 IP주소나 이름 등을 알맞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동일한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오브젝트의 이름이나 내용이 

비슷하다면 복사, 붙여넣기를 이용하여 동일한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 수정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삭제 

작성한 오브젝트를 GateAdmin Pro 프로그램 상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명령어 

입니다. 삭제 하기 전에 사용자의 등록정보를 확인 한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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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 Info 

 

Sub Type 

단일 사용자인지, 그룹 사용자 오브젝트인지를 나타냅니다. 

 

Length 

저장한 오브젝트의 Size 입니다. 

 

ID 

등록한 오브젝트의 ID 값입니다. 

 

상태 

사용자 오브젝트는 그룹의 소속 여부에 따라 삭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어떤 한

그룹이라도 소속된 사용자 오브젝트 일 경우에는 삭제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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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 Info 

선택한 사용자 오브젝트가 사용자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종류 

단일 사용자, 그룹 사용자로 나누어 집니다. 

 

이름 

소속된 사용자 그룹 오브젝트이름이 나타납니다. 

 

참조개수 

선택한 오브젝트가 다른 오브젝트에서 참조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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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사용자 오브젝트 등록 

사용자가 SecuwayClient 2000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계정 및 비밀번호 등을 

설정합니다. 사용자는 여기에서 등록된 계정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수행해야

만 SecuwayClient 2000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등록> 

 

 Key Type 설정에서 Certificate를 선택했을 경우에 “ 패스워

드”  항목 대신 등록된 인증서 정보 항목이 나타납니다.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등록 되며 버튼은 자동으로 

[변경]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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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젝트 이름 

해당 사용자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고, 관리하고 구별하기 쉬운 이름으로 작성

합니다. 

 

 기타정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입력 합니다. 예를 들면 오브젝트를 만든 목

적이나 용도 등에 대한 설명 등을 입력합니다. 

 

 보안 등급 

설정하는 사용자 등급에 따라 보안 정책에서 통신할 수 있는 상태라 해도 접근 

할 수 없는 서버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안 정책에서 통신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더라도 사용자 등급에 따라 접속이 안될 수 있으니 등급을 확인 하

시기 바랍니다. 

 

 ID 

사용자가 SecuwayClient 2000에서 온라인 등록 및 로그인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따라서 SecuwayCenter 2000 관리자는 계정을 설정한 후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동일한 계정 입력은 불가능합니다. 

 

 Key Type 

게이트와 보안 통신을 위한 키 타입을 설정합니다. 

PIC 

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Preshared Key를 교환하는 프로토콜 방식을 사용하는 

PIC를 선택합니다. 

Certificate 

인증서를 사용하여 통신을 하고자 할 경우에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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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워드 

사용자가 SecuwayClient 2000에서 온라인 등록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SecuwayCenter 2000 관리자는 비밀번호를 사용자에게 알려주여아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등록 후 사용자는 자신의 PC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자의 SecuwayClient 2000 비밀번호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6~128자 범위 내에서 영문자, 숫자 또는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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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사용자 그룹 오브젝트 

앞의 과정을 통해 모든 사용자 등록이 완료되면 특정 기준에 의해 사용자 그룹

을 새롭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등록> 

 

 

 오브젝트 이름 

해당 사용자 그룹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고, 관리하고 구별하기 쉬운 이름으로 

작성합니다. 

 

 기타정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입력 합니다. 예를 들면 오브젝트를 만든 목

적이나 용도 등에 대한 설명 등을 입력합니다. 

 

 선택 가능한 오브젝트 목록 

그룹에 등록시킬 수 있는 사용자 목록이 나타납니다. 해당되는 사용자를 선택한 

후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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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한 오브젝트 목록 

그룹에 등록되는 사용자입니다. 확인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수정 

선택 가능한 오브젝트 목록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선택 한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편집 창이 나타납니다.  

각 오브젝트  상세설명은 “ 제 3 장 오브젝트 설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한 오브젝트 목록 

그룹에 등록되는 사용자입니다. 확인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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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사용자 보안 정책 등록 

SecuwayClient 2000 사용자에 대해 인증된 사용자만 서버로 접근이 가능하

게 하는 등의 보안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번 규칙  

관리자가  SecuwayGate에 GateAdmin Pro Port(9999)로 접속할 수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2번 규칙 

SecuwayClient 2000 사용자에게 적용할 보안 정책을 작성 합니다.  

 

보안 정책 필드의 상세 설명은 “ 제 4 장 보안 정책 설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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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로그』에서는 SecuwayGate 동작 중에 발생하는 필터링 규칙 관련 

통신 로그 또는 IPSec통신 관련 이벤트 로그 등을 로컬 PC로 가져오는 로그 메

뉴에 대해 설명합니다. 불러온 로그 정보는 페이지 단위로 출력되어 관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파일 형태로 자동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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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주 화면 

주화면의 구성은 실제 SecuwayGate으로부터 가져온 로그를 보여주는 윈도우

와 사용자가 원하는 로그의 내용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번호, 페이지, 항목 

설정하는 메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그 메뉴를 실행하는 동시에 SecuwayGate와 연결하여 로그를 가져오는 방

식이 아니기 때문에 SecuwayGate에 저장된 로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로그 

가져오기를 실행해야 합니다. 

 

 로그 갱신에 관하여  

로그 갱신은 “ 게이트로 부터”  로그 가져오기를 실행 한 후 지정한 시간마다 

SecuwayGate에서 발생하는 로그를 가져와 GateAdmin Pro을 실행하는 

PC의 하드디스크에 “ fgl”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자동 로그 갱신은 

GateAdmin Pro가 실행 중인 경우에만 동작됩니다. 

전체 페이지 중에서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하여 로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로그 중에서 
원하는 필드의 내용을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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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로그 가져오기 

 

 게이트로부터 (G)  

SecuwayGate에 저장되어 있는 로그를 가져옵니다. 게이트로부터 수신한 로

그는 년, 월, 일, 일련번호로 이름 지어진 파일이름으로 자동 저장됩니다. “ 새

로보기” 로 수신한 로그는 현재 저장하고 있는 로그파일에 추가되어 저장됩니다.  

로그 갱신 주기 설정과 저장하고자 하는 로그의 컬럼 설정은 은 “ 8.3.1 항목 설

정” 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로부터 (F)  

SecuwayGate으로부터 수신해 저장하고 있는 이전의 로그를 가져와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 가져오기를 실행하지 않으면 
로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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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파일로 저장 (S) 

수신한 로그 혹은 저장된 파일을 읽어온 경우 그 내용을 Tab으로 구분된 텍스

트 문서로 만들어 저장합니다.  

 

전체 

브라우징 된 로그 전체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합니다. 

로그 번호 범위 

브라우징 된 로그에서 특정 부분만 저장하고자 할 경우에 원하는 로그의 번호 

범위를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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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로그 필드 내용 

 

 

 번호  

생성된 로그의 순서에 따라 GateAdmin Pro 프로그램에서 부여하는 순번입니

다. 

 

 일련번호  

로그가 생성된 순서를 의미하는 번호입니다. 

 

 생성자  

로그를 생성한 주체를 나타냅니다. SecuwayGate의 경우 게이트 등록단계에

서 입력했던 게이트 이름이 나타납니다.  

 

 호출, 메일, 센터알림  

SecuwayGate를 등록할 때 호출, 메일, 센터알림 기능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설정되었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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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레벨은 Debug, Information, Normal, Warning, Serious, Critical이 나타날 수 있

습니다. 보안정책을 작성할 때 로그레벨을 설정하면 설정한 레벨에 따라 생성됩

니다.  

 

 생성시각 

로그가 발생한 시각을 나타냅니다. 

 

 로그종류 

Packet Filtering, IPSec, 보안관리와 같은 로그의 종류가 나타납니다. 

 

 오류정보  

패킷버림, 패킷허용 또는 정상 상태가 나타납니다.  

 

 전송자, 수신자 

실제 전송자와 수신자를 나타내는 CID를 통해 전송자와 수신자를 정확하게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전송자 IP, 수신자IP 

실제 전송한 전송자IP와 수신자IP가 나타나므로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IP주소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송자 Port, 수신자Port 

패킷 송/수신 시 사용한 포트가 나타납니다. 

 

 서비스 종류  

패킷 송/수신 시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이 나타납니다. HTTP, FTP, SMTP 등이 나

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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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토콜  

패킷이 사용한 프로토콜이 나타납니다. TCP 또는 UDP와 같은 정보가 나타납니

다. 

 

 인증종류 

SecuwayGate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필드입니다.  

 

 NAT 소스 IP, NAT 변환IP, NAT변환 서비스 

SecuwayGate에서 NAT를 사용할 경우 정보가 나타납니다.  

 

 정보  

실제 패킷이 동작한 상세한 정보나 오류가 발생한 원인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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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항목 설정 
항목설정에서는 로그 필드에 나타나는 정보를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

으로는 모든 항목이 선택되어 있는 것으로 설정 되어있고, 관리자의 설정에 따

라 선택하여 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체크한 항목은 다음과 같이 로그 출력 창의 각 필드로 구성되어 나타납니

다.  

 

 

로그 출력 창 한 페이지에 나타나는 로그 개수는 기본 50개로 설정되어 있으나 

1~100 범위 내에서 사용자 필요에 맞게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SecuwayGate에서 발생되는 로그를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수신함으로

써 새로운 로그 정보를 매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300’ 이라고 입

력하면 300초에 한번씩 SecuwayGate에 로그를 요청하여 GateAdmin Pro 

로그 출력창에 새롭게 출력합니다. 기본 300초로 설정되어 있으나 10~3600초 

범위 내에서 사용자 필요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로그 출력창에 나타
나는 로그 개수를 설
정합니다.  

로그 갱신 시간을 설
정합니다.  

로그 출력창에 나타나는 
항목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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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페이지 찾기와 이동 

 

 

SecuwayGate로부터 가져온 로그를 번호나 페이지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번호 입력란에 원하는 로그의 일련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페이지 입력란에 원

하는 페이지를 입력하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또한. 왼쪽 화살표( )를 이용하면 바로 이전 로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 

오른쪽 화살표( )를 이용하면 바로 다음 로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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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로그 내용 

8.4.1 패킷 필터링에 의해 발생한 로그 
출발지 주소, 목적지 주소, 생성 기간은 기본적으로 나타나고, 생성자는 로그를 

발생한 SecuwayGate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패킷 필터링 과정에서 나

타날 수 있는 로그 발생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때 정보 필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로그 레
벨 

로그 종
류 오류정보 로그 발생 상황 설명 

패킷통과 NAT 및 사용자 인증 없이 패킷이 Accept 되는 
상황 

패킷통과 NAT 적용없이 사용자 인증이 성공하여 패킷이 
Accept 되는 상황 

패킷통과 소스 IP 에 NAT 가 적용되고 사용자 인증 없이 
패킷이 Accept 되는 상황 

패킷통과 목적지 IP 에 NAT 가 적용되고 사용자 인증 없

이 패킷이 Accept 되는 상황 

패킷통과 서비스에 NAT 가 적용되고 사용자 인증 없이 
패킷이 Accept 되는 상황 

패킷통과 NAT 적용없이 사용자 인증이 성공하여 패킷에 
IPSec 이 적용되는 상황 

패킷통과 소스 IP 에 NAT 가 적용되고 사용자 인증이 성

공하여 패킷에 IPSec 이 적용되는 상황 
패킷통과 FTP content Filtering 이 적용되는 상황 

패킷통과 사용자 인증 후 NAT 를 적용하여 FTP content 
Filtering 이 적용되는 상황 

패킷통과 SMTP content Filtering 이 적용되는 상황 
패킷통과 HTTP content Filtering 이 적용되는 상황 
패킷통과 MATCH content Filtering 이 적용되는 상황 

패킷거부 NAT 및 사용자 인증이 없이 패킷이 Reject 되

는 상황 

패킷버림 NAT 및 사용자 인증이 없이 패킷이 Drop 되

는 상황 

Normal 

IPSec NAT 및 사용자 인증이 없이 패킷에 IPSec 이 
적용되는 상황 

NAT  적

용오류 
잘못된 NAT 적용 
NAT 적용 시 오류 발생한 상황 

IPSec 적

용오류 

IPSec 적용 시 오류 발생한 상황 
-IPSec 통신을 수행하려는 두 SecuwayGate  
사이에 서로 보안정책과 SAR 이 일치하는 지 
확인해야 함. 

Serious

Packet 
Filtering 
 
 
 
 
 
 
 
 
 
 
 
 
 
 
 
 
 
 
 
 
 

Content 
Filtering 
적용오류 

Content Filtering 적용 시 오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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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인증오류

사용자 인증 적용 시 오류 발생 

정보 

Normal 

 

세션 종

료 Start=YY/MM/DD,
End= YY/MM/DD
 

세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이 나타남. 
-10 분 동안 패킷 송,수신

이 없으면 세션을 자동으

로 종료 할 때 발생 함.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세션

을 종료 하였을 때에도 나

타남 
 

패킷 필터링에서는 Information 레벨의 로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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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사용자 인증에서 발생 가능한 로그 
출발지 주소, 목적지 주소, 생성 기간은 기본적으로 나타나고, 생성자는 로그를 

발생한 SecuwayGate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사용자 인증 과정에서 나

타날 수 있는 로그 발생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로그 
레벨 

로그 
종류 

오류 
정보 정보 로그발생 상황 

정상 ISAKMP-키토큰 
수신 

센터로부터 요청한 키토큰을 
받음 

정상 ISAKMP-키토큰 
체크 

키토큰을 사용하기 전에 유효

성을 체크함 

정상 
ISAKMP-SA 
(ISAKMP)설정 시

작 

인증 상대와 SA(ISAKMP) 협

상을 시작함 

정상 ISAKMP-SA(IPSec 
송신)설정 시작 

인증 상대와 SA( IPSec 송신) 
협상을 시작함 

정상 ISAKMP-SA(IPSec 
송신)설정 완료 

인증 상대와 SA( IPSec 송신) 
협상을 완료함 

정상 ISAKMP-SA(IPSec 
수신)설정 시작 

인증 상대와 SA( IPSec 수신) 
협상을 시작함 

정상 ISAKMP-SA(IPSec 
수신)설정 완료 

인증 상대와 SA( IPSec 수신) 
협상을 완료함 

정상 ISAKMP-SA 설정 
오류 

SA 설정 중 오류가 발생하여 
협상을 중단함 

정상 ISAKMP-통지 메

시지 수신 

인증상대로부터 오류발생에 
관한 통지메시지를 받음  
(ISAKMP 설정 오류나 IPSec 
통신 오류에 관한 통지 메시

지) 

Normal

메시지

수신 
ISAKMP-SA 설정 
오류 

인증상대가 SA 설정 중 오류 
발생으로 협상을 중단 하겠다

고 알려옴 
 

사용자

인증 
 
 
 
 
 
 
 
 
 
 

센터 
응답 
없음 

ISAKMP-SA 설정 
오류 

센터로부터 응답이 없어 SA 
협상을 진행할 수 없음. 
-SecuwayCenter 2000 과 
통신이 되는 상태인지 Ping 
프로그램으로  확인 하고, 네

트워크 연결이 정상 적인지 
확인한다.  
-SecuwayCenter 2000 
Server 와 Client 가 정상적 으

로 수행 되고 있는지 서비스 
상태를 확인하고, 로그온이 정

상적으로 되는지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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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레벨 

로그 
종류 

오류 
정보 정보 로그발생 상황 

리모트 
호스트 
응답없

음 

ISAKMP-SA 설정 
오류 

인증상대로부터 응답이 없어 
SA 협상을 진행할 수 없음 
- 통신을 하려고 하는 상대방 
네트워크의 연결 상태나 동작 
상태를 확인 한다.  

보안정

책 
불일치 

ISAKMP-SA 설정 
오류 

상대와 보안정책 설정이 맞지 
않아 통신할 수 없음 
-알고리즘 설정이 일치하지 안

으면 정상동작 하지 않기 때

문에 보안정책에서 SA 설정이 
서로 동일한지 확인한다. 

SA(ISA
KMP) 
없음 

ISAKMP-SA 설정 
오류 

SA(ISAKMP)가 없어 SA 
(IPSec) 협상을 진행할 수 없

음 

오류번

호 
무효 

ISAKMP-수신된 
통지 
메시지 오류  

인증 상대로부터 통지 메시지

를 박았으나 정의되지 않은 
오류 번호인 경우 메시지 내

용은 알 수 없음.  
보안정

책검색 
실패 

ISAKMP-SA 설정 
오류 

SA 협상 중 해당 보안정책 검

색에 실패하여 통신할 수 없

음 
응답 
메시지 
오류 

ISKMP-수신된 ID 
메시지 오류  

인증상대로부터 잘못된 ID 응

답을 받은 경우 

메시지 
구조 
이상 

ISAKMP-수신된 
통지 
메시지 오류 

인증상대로부터 통지메시지를 
받았으나 메시지 구조가 틀린 
경우 해석할 수 없음 

SA 정

보 오

류 

ISAKMP-수신된 
통지 메시지 오류 

인증상대로부터 통지메시지를 
받았으나 SA 정보 오류로 메

시지를 해석할 수 없음 
메시지 
타입 
오류 

ISAKMP-수신된 
ID 메시지 오류 

인증상대로부터 ID 메시지를 
받았으나 정의 안된 타입일 
경우 

  

해석불

가 
ISAKMP-수신된 
메시지 오류 

수신된 메시지를 해석할 수 
없는 경우 (정의되어 있지 않

은 매시지)  

키토큰 
오류 

ISAKMP- 키토큰 
체크 

키토큰을 사용하기 전에 유효

성을 체크함 
-동일한 키 입력을 하였는지 
확인함 

SA 생

성  
실패 

ISAKMP-SA 설정 
오류 

처리 중 오류(메모리 오류  
등…)로 SA 를 생성하지 못해  
협상을 진행할 수 없음 

Critical
 
 
 
 
 
 
 
 
 
 
 

사용자

인증 
 
 
 
 
 
 
 
 
 
 

SA 저

장  
실패 

ISAKMP-SA 설정 
오류 

협상 완료된 SA 를 저장하는 
중에 오류(내부적인 처리 오류

로 예상됨)가 발생하여 SA 를 
사용할 수 없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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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레벨 

로그 
종류 

오류 
정보 정보 로그발생 상황 

키 생

성  
실패 

ISAKMP-SA 설정 
오류 

SA 협상 중 키 설정 오류로 
SA 를 사용할 수 없게 됨 

해석오

류 
ISAKMP-센터 메

시지 오류 

센터로부터 받은 메시지의 해

쉬값 오류로 해석할 수 없는 
경우(키가 안 맞거나 해쉬값이 
잘못 계산된 경우) 

초기화 
실패 

ISAKMP-통신 소

켓  
오류 

SecuwayGate 부팅시 
ISAKMP 소켓 초기화에 실패

한 경우 

송신실

패 

ISAKMP-통신 소

켓  
오류 

ISAKMP 패킷 송신 실패(소 
켓오류). SA 설정 실패로 통신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 

수신 
실패 

ISAKMP-통신 소

켓  
오류 

ISAKMP 패킷 수신 실패(소 
켓오류). SA 설정 실패로 통신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 

MAC 
오류 

IPSec-보안처리 오

류 
수신된 IPSec 패킷의 MAC 값 
오류로 복호화에 실패한 경우 

일련번

호 오

류 

IPSec-보안처리 오

류 
수신된 IPSec 패킷의 일련번호 
오류로 복호화에 실패한 경우 

암호화 
실패 

IPSec-보안처리 오

류 
송신할 패킷의 암호화에 실패

한 경우 

 
 
 
 
 
 
 
 
 
 
 
 
 

 
 
 
 
 
 
 
 
 
 
 
 
 
 
 
 
 
 
 

복호화 
실패 

IPSec-보안처리 오

류 
송신할 패킷의 복호화에 실패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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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Content Filtering 에서 발생 가능한 로그 

로그 레
벨 

로그 종
류 

오류 
정보 정보 로그 발생 상황 설명 

HTTP 
URL 
Filtering

패킷 
통과 

특정 리소스에 대한 
분석  특정 리소스(URL) 접근 

패킷 
통과 

해당 패킷의 내용에 
Java 분석 

HTTP Response 패킷의 
Java 존재 

패킷 
통과 

해당 패킷의 내용에 
Script 분석 

HTTP Response 패킷의 
Script 존재 

패킷 
통과 

해당 패킷의 내용에 
Cookie 분석 

HTTP Response 패킷의 
Cookie 존재 

패킷 
통과 

해당 패킷의 내용에 
Internet Shortcut 분석

HTTP Response 패킷의 
Internet Shortcut 존재 

HTTP 
Content 
Filtering

패킷 
통과 

해당 패킷의 내용에 
Automatic Mailing 분

석 

HTTP Response 패킷의 
Automatic Mailing 존재 

패킷 
통과 

사용자 Login name 
state field, file name, 
size stats field 의 내

용 

특정 사용자가 특정 FTP 
서버로 로그온을 수행하

였을 때 발생 

패킷 
통과 

Login name ,state  
field 의 내용 

로그인 된 사용자가 로그 
아웃 하였거나 어떠한 이

유로 Control session 이 
단절되었을 경우 발생 

패킷 
통과 

state field, file name 
state field 의 내용 

File 송/수신을 위한 data 
session 이 열리기 위한 
TCP 연결절차가 발생하

였을 경우에 발생 

FTP 
Content 
Filtering

패킷 
통과 

state field, file name, 
size state field 의 내

용 
File 송/수신에 대한 기록 

SMTP 
Content 
Filtering

패킷 
통과 

[송신자->***, 수신자-
>***, 메시지제목->***]
의 메일을 수신함 

필터링이 발생하지 않음. 
수신된 메일에 대한 정보

만 남김 
패킷 
내용 
불일치

송신자 이름이 변경됨

Transform filtering 조건에 
의해 송신자 이름이 변경

됨 
패킷 
내용  
불일치

수신자 이름이 변경됨

Transform filtering 조건에 
의해 수신자 이름이 변경

됨 
패킷 
내용  
불일치

송신자 이름, 메시지 
제목이 변경됨 

Transform filtering 조건에 
의해 송신자 이름과 메시

지 제목이 변경됨 

Normal 
 
 
 
 
 
 
 
 
 
 
 
 
 
 
 
 
 
 
 
 
 
 
 
 
 
 
 
 
 
 
 
 
 
 
 
 
 
 
 
 
 SMTP 

Transfo
rm 
Filtering

패킷 
내용  
불일치

메시지 제목이 변경됨

Transform filtering 조건에 
의해 메시지 제목이 변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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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레
벨 

로그 종
류 

오류 
정보 정보 로그 발생 상황 설명 

패킷 
내용  
불일치 

MIME 타입->*** 에 
대한 본문 내용이 제

거됨 

Advance Tab 에서 지정된 
MIME 타입에 해당하는 메

일의 본문 내용을 제거함 
패킷 
내용  
불일치 

수신된 메일의 첨부 
파일이 제거됨 

수신한 파일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제거함 

패킷 
내용  
불일치 

MIME 타입->***에  
대한 본문내용이 제거

되고, 송신자 이름이 
변경됨 

Advance Tab 에서 지정된 
MIME 타입에 해당하는 메

일의 본문 내용을 제거하

고 Transform filtering 조건

에 의해 송신자이름이 변

경됨 

패킷 
내용  
불일치 

MIME 타입->***에  
대한 본문내용이 제거 
되고, 수신자 이름이 
변경됨 

Advance Tab 에서 지정된  
MIME 타입에 해당하는 메

일의 본문 내용을 제거하

고  
Transform filtering 조건에 
의해 수신자이름이 변경

됨 

패킷 
내용  
불일치 

MIME 타입->***에  
대한 본문내용이 제거 
되고, 메시지 제목이 
변경됨 

Advance Tab 에서 지정된 
MIME 타입에 해당하는 메

일의 본문 내용을 제거하

고  
Transform filtering 조건에 
의해 메시지 제목이 변경

됨 

 

SMTP 
Advanc
ed 
Filtering 
 
 
 
 
 
 
 
 
 
 
 
 
 
 
 
 
 

패킷 
내용  
불일치 

MIME 타입->***에 대

한 본문내용이 제거되

고, 송신자 이름, 메시

지 제목이 변경됨 

Advance Tab 에서 지정된 
MIME 타입에 해당하는 메

일의 본문 내용을 제거하

고  
Transform filtering 조건에 
의해 송신자이름, 메시지 
제목이 변경됨 

패킷 
내용  
불일치 

해당 패킷의 내용에 
Java 분석 

HTTP Response 패킷의 
Java 제거 

패킷 
내용  
불일치 

해당 패킷의 내용에 
Script 분석 

HTTP Response 패킷의 
Script 제거 

패킷 
내용  
불일치 

해당 패킷의 내용에 
Cookie 분석 

HTTP Response 패킷의 
Cookie 제거 

Serious 
HTTP 
Content 
Filtering 

패킷 
내용  
불일치 

해당 패킷의 내용에 
Internet Shortcut 분석

HTTP Response 패킷의 
Internet Shortcut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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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레
벨 

로그 종
류 

오류 
정보 정보 로그 발생 상황 설명 

 패킷 
내용  
불일치

해당패킷의 내용에 
Automatic Mailing 분

석 

HTTP Response 패킷의 
Automatic Mailing 제거 

FTP 
Content 
Filtering

패킷 
내용  
불일치

Method, filename  
Method 

FTP 서버에 접속한 FTP 
Client 가 접근 금지된 파

일에 접근 금지된 Method
의 조작을 시도하려는 경

우에 발생 

패킷 
거부 

[송신자->***, 수신  
자->***] 의 메일이  
제거됨 

송신자, 수신자 Match 
filtering 조건에 의하여 메

일이 제거됨 SMTP 
Basic 
Filtering 패킷 

거부 
[메시지제목->***]의 메

일이 제거됨 

메시지 제목 Match 
filtering 조건에 의하여 메

일이 제거됨 

패킷 
거부 

수신된 메일크기는  
허용하는 메일 크기를 
초과함으로 제거됨 

Advance Tab 에서 지정된 
허용하는 메일 크기를 초

과하는 메일을 제거함 

 

SMTP 
Advanc
ed 
filtering 패킷 

거부 
SPAM 메일이 발견되

어 제거됨 

수신된 메일의 헤더 중에 
Advance Tab 의 SPAM 메

일 리스트의 내용과 
match 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이 메일을 SPAM 메

일로 간주하고 제거함 

Critical 
HTTP 
URL  
Filtering

패킷 
거부 

특정 리소스에 대한  
분석 

특정 리소스(URL)의 접근

을 불허함 

 



제8장 
로그 

8-18 

8.4.4 보안관리상 발생하는 로그 
 로그 필드 중에 송신자 IP, 수신자 IP는 패킷의 내용에 따라 각 필드에 나타나

고 표에서 보여주는 필드가 패킷의 송, 수신 상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로그

내용과 상황입니다.  

로그 레
벨 로그종류 오류 

정보 정보 로그발생 상황 

성공 

관리자가 조

작한  
내용이 나타

남 

센터에서 장비에 특성 Object, 
Key, 설정 정보를 주입하거나 삭

제 변경 했을 때 발생  

MA 
(Messagi
ng 
Agent)-
Admin 

부팅성

공 

Power On 부

팅, 그 외 부

팅정보 

장비가 성공적으로 부팅한 경우. 
Power On 부팅 

MA-IC 
Card 

초기화 
성공 IC Card 정보

IC Card 에 의한 장비의 초기화 
작업 성공 

무결성 
검사시

작 

펌웨어/오브젝

트 

무결성 
검사성

공 

펌웨어/오브젝

트 

Normal 

시스템 

무결성 
검사종

료 

펌웨어/오브젝

트 

무결성 검사를 펌웨어와 오브젝

트에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종료

한 경우에 발생함. 

초기화 
성공 IC Card 정보

IC Card 에 의한 장비의 초기화 
작업 성공 

Eth%d
에서  
센터를 
찾음 

SecuwayG
ate 이 센터

를 eth%d 에

서 찾음 

SecuwayGate 이 센터를 찾았

을 경우  
-SecuwayCenter 2000 과 통

신이 되었을 때 통신된 포트를 
보여줌. 

Object 
적재성

공 

센터에서 수

신한  
오브젝트 적

재 성공 

변경한 오브젝트 내용이 정상적

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되었을 
때 발생. 

Warning MA 

관리자

로그온

성공 
Console 관리자가 콘솔 포트를 통해 로그

온에 성공한 경우 

Serious
 

MA-
Admin 
 실패 

SecuwayG
ate 장비 변

경  
내역이 나타

남 

센터에서 장비의 정보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메시지-정보

변경 도중 전원이 꺼져 정보 변

경에 실패한 경우이다. 다시 정 
보를 변경하여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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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레
벨 로그종류 오류 

정보 정보 로그발생 상황 

센터 
통신 
오류 

 

센터와의 통신 중 프로토콜 (FM 
P)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 운영도중에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는 에러이며, 만약 발생한다면 
서비스 센터로 연락해야 함. 

센터를 
찾을 
수  
없음 

SecuwayG
ate 이 센터

를 찾지 못함.

SecuwayGate 이 센터를 찾지 
못할 경우  
- SecuwayGate 의 네트워크 
설정이 상적으로 되어있는지 IP
주소로 Ping 을 실행해 본다. 또, 
유효 네트워크 설정이나 라우터 
설정 등 네트워크 환경이 모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Messa
ge 
Hash 
fail 

센터와 
SecuwayG
ate 간 메시

지 hash 오류

센터와 SecuwayGate 간 통신 
중 hash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팅실

패 
부팅 실패 원

인 

SecuwayGate 이 부팅에 실패

한 경우 
- SRAM Fail 이 나는 경우에 LCD
에 나타나므로 확인할 수 있다. 
 -펌웨어의 오브젝트 로딩 시 에

러가 발생하면 다시 펌웨어 주입 
후 부팅 .  
- 전원이 불안정하여 정격 전압이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 부팅되지 
않을 수 있다. 전원을 교환해 본

다.  
MA-Log 
Agent 

로그 
삭제 

Control 내역, 
오류내역 장비의 로그 처리 용량 초과 

 

MA-IC 
Card 

초기화 
실패 

IC Card 실패 
원인, 같은 카

드로 초기화 
시도 횟수 

IC Card 에 의한 장비의 초기화 
작업 실패 
-IC Card 에 에러가 발생한 경우 
이므로 스마트 카드 리더를 교체 
하거나 IC Card(스마트카드)를 다

른 것으로 교체한다. 
부팅 
실패 

부팅 실패 원

인 장비가 부팅에 실패한 경우 
Critical 
 
 

MA-
Admin 
 
 
 
 
 

장비 
재시작 재시작 원인 

장비가 리부팅했을 경우. Watch 
Dog 이나 Exception 에 의해 발생

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장비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에러이므로 즉시 
서비스 센터에 연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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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레
벨 로그종류 오류 

정보 정보 로그발생 상황 

센터 
응답 
없음 

설정정보 오

류 내역 

센터와 통신이 불가능한 경우 
-SecuwayCenter 2000 의 설

치위치 가 통신이 가능하지 않는 
위치일 때 발생함.  
-관리포트에 대한 정책이나 
SecuwayGate 의 라우팅 정보 
확인  

설정정

비 오

류 

장비 설정 정

보 오류 

MA-admin 초기화 루틴에서 오브

젝트 로딩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펌웨어가 잘못 주입되어 있는 상

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완전 초

기화를 한 후 펌웨어를 다시 주

입한다.  

 

무결성

검사실

패 
펌웨어 

펌웨어에 대한 무결성을 체크하

여 에러가 발생한 경우 -펌웨어만 
다시 주입하면 정상동작 한다. 

 

시스템 
무결성

검사실

패 
오브젝트  

펌웨어가 자신에 오브젝트에 대

한 무결성을 체크하여 에러가 발

생한 경우  
-SecuwayCenter 2000 에서 
정보재전송을 수행하면 된다. 

 

 SecuwayGate에서 발생한 로그는 GateAdmin Pro에 전송됩니다. 이때 

GateAdmin Pro에 장애가 발생하여 로그를 전송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신이 

재개될 때까지 SecuwayGate 자체적으로 내부에 저장합니다. 만약, 

SecuwayGate이 저장하는 용량이 한계에 다다르면 보안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동작이 멈추는 것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앞의 로그 내용 중 SecuwayCenter 2000에 관련된 내용은 

SecuwayCenter 2000을 설치하였을 때만 생성되는 것으로 GateAdmin Pro 

설치시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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