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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정책기반 침입 탐지 및 대응을 위한 경보 전달 장치에 관한 것으로, CPS는 보안 정책 정보를 생성함과 동

시에 생성된 보안 정책 정보를 정책 저장소에 저장하는 정책 관리 툴(Policy Management Tool)과; 정책 관리 툴(too

l)로부터 제공된 보안 정책 정보를 COPS-IDR 프로토콜을 통해 IDRS로 제공하며, IDRS로부터 제공되는 경보 메시지

가 포함된 IDM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를 상위 모듈로 제공하는 COPS-IDR 서버와; COPS-IDR 서버로부

터 제공되는 IDM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를 파싱과 번역 과정을 통해 경보 DB에 저장하거나, 상위 모듈인 

경보 뷰어에 제공하는 메시지 파싱 및 번역 모듈을 포함하며; IDRS은 COPS-IDR 서버로부터 COPS-IDR 프로토콜을

통해 보안 정책 정보를 제공받아 제공하며, IDMEF-XML 경보 메시지를 얼러트 오브젝트(Alert object)에 담아 IDM

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로 구성하여 COPS-IDR 프로토콜을 통해 CPS에 제공하는 COPS-IDR 클라이언

트와; COPS-IDR 클라이언트로부터 제공된 보안 정책 정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커에 의한 침입이 발생되면, Raw

경보 전달 메시지를 생성하는 침입 탐지 모듈과; 침입 탐지 후 적절한 침입 대응 기능을 수행하는 침입 대응 모듈과; 

Raw 경보 전달 메시지를 IDMEF-XML 형식으로 포맷팅한 IDMEF-XML 경보 메시지를 COPS-IDR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는 메시지 생성 모듈을 포함한다. 따라서, 시스템 구조를 보다 간소화시킬 수 있으며, 중앙 정책 서버(CPS)에서

의 많은 침입 탐지 및 대응 시스템(IDRS)들의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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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기존 정책기반 침입 탐지 및 대응을 위한 경보 전달 장치에 대한 블록 구성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정책기반 침입 탐지 및 대응을 위한 경보 전달 장치에 대한 블록 구성도이며,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COPS-IDR 프로토콜 오브젝트에 대한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며,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경보전달 메시지에 대한 포맷을 도시한 도면이며,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정책기반 침입 탐지 및 대응을 위한 경보 전달 방법의 동작에 대한 상세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CPS 110 : 정책 관리툴

120 : 정책 저장소 130 : COPS-IDR 서버

140 : 메시지 파싱 및 번역 모듈 150 : 경보 뷰어

160 : 경보 DB 200 : IDRS

210 : COPS-IDR 클라이언트 230 : 침입 대응 모듈

250 : 침입 탐지 모듈 270 : 메시지 생성 모듈

S3 : COPS-IDR 프로토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정책기반 침입 탐지 및 대응을 위한 경보 전달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정책전달 프로토콜인 CO

PS(Common Open Policy Service : COPS) 클라이언트 타입인 COPS-IDR(Intrusion Detection Response : IDR)

과 새로운 COPS-IDR 프로토콜 오브젝트를 사용하여 침입 탐지 및 대응을 위한 경보 전달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정책기반 관리 개념에서의 네트워크 운영방침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적으로 운영방침을 적용하고자 하

는 침입탐지 및 대응 개념을 적용시켜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보안정책 관리 및 수행을 실시간으로 수행한다.

종래 정책기반 침입탐지 및 대응 시스템을 위한 프로토콜은 정책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COPS 프로토콜과, 경보 정보

를 전달하기 위한 IAP/IDXP(Intrusion Alert Protocol / Intrusion Detection Exchange : IAP/IDXP)로 분류되며, 시

스템을 올바르게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 COPS 프로토콜이 설치되어 있는 정책기반 시스템에 경보 정보 전달을 위한 

별도의 IAP/IDXP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즉, 도 1은 기존 정책기반 침입 탐지 및 대응을 위한 경보 전달 장치에 대한 블록 구성도로서, 중앙 정책 서버(Central

Policy Server : CPS)(10) 및 침입 탐지 및 대응 시스템(Intrusion Detection Response System : IDRS)(20)을 구비

한다.

CPS(10)내 정책 관리 툴(Policy Management Tool)(11)에서 생성된 보안 정책 정보는 정책 저장소(Policy Reposit

ory : PR)(12)에 저장됨과 동시에 COPS 서버(13)에 제공한다.

그러면, COPS 서버(13)는 COPS 프로토콜(S1)을 통해 IDRS(20)내 COPS 클라이언트(21)로 보안 정책 정보를 제공

하면, COPS 클라이언트(21)는 보안 정책 정보를 침입 대응 모듈(23) 및 침입 탐지 모듈(25)에 제공하여 보안 정책 정

보를 집행하도록 한다.

침입 대응 모듈(23)은 침입 탐지 모듈(25)에 의해 Raw 경보 전달 메시지가 전달될 경우, 침입에 대하여 대응하도록 

한다.

침입 탐지 모듈(25)은 COPS 클라이언트(21)로부터 제공된 보안 정책 정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커에 의한 침입이

발생되면, 침입을 탐지하고 Raw 경보 전달 메시지를 생성하며, 이 생성된 Raw 경보 전달 메시지를 메시지 생성 모듈

(27)에 제공한다.

메시지 생성 모듈(27)은 Raw 경보 전달 메시지를 IDMEF-XML(Intrusion Detection Message Exchange Format :

IDMEF-XML) 형식으로 포맷팅하여 IAP/IDXP 애널라이져(29)에 제공한다.

IAP/IDXP 애널라이져(29)는 IDM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를 IAP/IDXP 프로토콜(S2)을 통해 CPS(10)내 I

AP/IDXP 메니저(14)에 제공한다.

IAP/IDXP 메니저(14)는 IDM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를 메시지 파싱 및 번역 모듈(15)에 제공한다. 메시지

파싱 및 번역 모듈(15)은 제공된 IDM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를 파싱과 번역 과정을 통해 경보 데이터베이

스(DataBase : DB)(16)에 저장하거나, 경보 뷰어(17)에 제공한다.

이와 같이, CPS(10)와 IDRS(20) 간에 정책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COPS 프로토콜(S1)과, 경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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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P/IDXP(S2)를 모두 사용하여야만 경보 정보를 전달함에 따라 CPS(10)와 IDRS(20) 구조간의 복잡도를 증가시키

게 되며, 다수의 클라이언트들(예로, IDRS(20)가 다수 개)이 하나의 서버(예로, CPS(10)에 연결될 때, 상태정보에 대

하여 일관성 없게 관리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정책기반 침입 대응을 위한 경보 전달 기술로는 1998년 12월 30일 10-1998-00608로 등록된 '전송 시스

템에서 정보전달 방법'과, 2002년 8월 Proceedings of WISA 2002에 게재된 'Distributed Intrusion Detection and 

Reaction Architecture'와, 2002년 9월 Proceedings of APNOMS2002에 게재된 'A Design of Secure Network F

ramework using PBNM' 등에 개시되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개시된 선행기술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전송 시스템에서 정보전달 방법은 전송 시스템에서 발생된

정보를 망 관리 시스템과 같은 중앙 센터의 운용자 측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경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버퍼와, 소

정의 시간으로 설정된 타이머를 적어도 구비하고, 경보 데이터가 수신될 경우 타이머를 셋하고, 수신되는 경보 데이

터를 버퍼에 계속적으로 저장하는 경보 저장 단계와, 타이머로부터 타임아웃 신호가 수신될 경우 버퍼에 저장된 경보

데이터를 읽어 경보 패킷으로 변환하는 패킷 변환 단계와, 버퍼가 경보 데이터로 가득 차는가를 검사하는 단계와, 버

퍼가 경보 데이터로 가득 찰 경우 패킷 변환 단계로 진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선행 기술은 경보 패킷으로 변환한 후, 전송 시스템이 중앙 센터와 채널이 설정되어 있는가를 검사하는 채널 

검사 단계와, 채널 검사 단계의 검사 결과 중앙 센터와 채널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중앙 센터와 채널을 설정하는

채널 설정 단계와, 검사 결과 채널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경보 패킷을 중앙 센터로 출력하는 경보 패킷 출력 단계와, 

경보 패킷의 전달이 완료된 경우 설정된 채널을 해제하는 채널 해제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선행 기술에서는 전송 시스템에서 발생한 경보 데이터를 소정의 시간동안 발생한 경보를 하나의 패킷으로 하여 중

앙 센터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경보 전달로 인한 트래픽의 증가를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 Distributed Intrusion Detection and Reaction Architecture는 분산환경의 침입탐지 및 대응 시스템 구

조에 대한 기술로서, 정책기반 침입탐지 및 대응 시스템과 같이 중앙정책서버(Policy Decision Point)로서 기능을 하

는 Central Analyze Center를 두고, 그 구성 요소로서 Central Security Policy Server, Central Monitor Station, 

Central Analyzer Center를 두며, 정책저장소 역할을 하는 Central Data Warehouse를 두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능을 분산해서 처리하기 위한 Distributed Analyze Center를 두고 있는데, 그 구성 요소들은 Central 

Analyze Center와 같다. 그리고 PEP(Policy Enforcement Point)로서 기능을 하는 Sensor와 Security Policy Enfo

rcement Points를 두고 있는데, 침입탐지 및 대응 시스템이 여기에 포함된다.

본 선행 논문에서는 제안하고 있는 PDP와 PEP 사이의 프로토콜로는, 경보전달을 위해서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프

로토콜 프레임워크인 BEEP(Blocks Extensible Exchange Protocol)의 Profile로서 정의된 IDXP(Intrusion Detecti

on Exchange Protocol)의 사용을 제안하고 있고, 보안정책 전달을 위해서는 BEEP 위에서의 COPS(Common Open 

Policy Service) 프로토콜 사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 두 프로토콜은 모두 BEEP가 제안하고 있는 TLS Profile과 SAS

L Profile을 통해 제공하는 Security 특성을 그대로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므로 보다 안전하게 보안정책 정보 및 경

보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본 선행 논문에서는 보안정책 정보전달을 위한 COPS 프로토콜은 BEEP 위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아무런 수정 없이 직접 BEEP 위에 COPS 프로토콜을 그대로 올려서 사용하는 방법과 COPS 프로

토콜을 BEEP의 Profile 형태로, 즉 XML 스타일로 다시 개정한 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고, 전달되는 경보 메

시지 형식은 IETF의 IDWG에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IDMEF-XML 경보 메시지 형식을 따르고 있는 기술이다.

다음으로, A Design of Secure Network Framework using PBNM는 광역망에서 중앙정책서버 역할을 하면서 보안

관리를 수행하는 CPCS(Cyber Patrol Control System)와 침입탐지 및 대응을 하는 IDS(Intrusion Detection Syste

m)가 위치하는 SGS(Security Gateway System)라 할 수 있다.

CPCS는 보안정책 전달을 위한 COPS Server, 경보전달을 위한 IAP Server, 여러 SGS에서 올라온 경보 데이터를 관

리하는 Alert Manager, 상위 레벨에서Alert Correlation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 High-level Analyzer, 정책을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는 Policy Management Tool, 만들어진 정책을 분배하기 위한 Policy Decision Point, 유저 

인터페이스 제공을 위한 Web Server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SGS는 보안정책 전달을 위한 COPS Client, 경보전달

을 위한 IAP Client, SGS안에서 로컬 메니저 역할을 하는 CP-Agent, 정책 및 경보 저장하고 관리하는 DBM, 침입탐

지를 위한 Sensor/Analyzer로 구성되어 있다.

본 선행 논문에서는CPCS(PDP)와 SGS(PEP)사이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프로토콜로는 COPS(Common Open Poli

cy Service)와 IAP(Intrusion Alert Protocol)를 사용하고 있다. 보안정책 전달을 위해서 PBNM에서 제안하고 있는 

COPS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경보전달을 위해서는 IETF의 IDWG에서 제안하고 있는 IAP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이 

두 프로토콜 모두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구성되는데, CPCS에는 서버가 SGS에는 클라이언트가 위치하여 정보전달 기

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CPCS와 SGS 사이에 전달되는 경보 메시지는 IETF의 IDWG에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IDMEF-XML 경

보 메시지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IAP 프로토콜 메시지의 페이로드에 IDMEF-XML 경보 메시지를 실려서 전송되게 

된다.

이와 같이, 선행 특허에 개시된 기술을 살펴보았을 때, 본원 발명에서의 문제점인 CPS(10)와 IDRS(20) 간에 정책정

보를 전달하기 위한 COPS 프로토콜(S1)과, 경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IAP/IDXP(S2)를 모두 사용하여 경보 정보를 

전달함에 따라 CPS(10)와 IDRS(20) 구조간의 복잡도를 증가시키게 되며, 다수의 클라이언트들이 하나의 서버에 연

결될 때 상태정보에 대하여 일관성 없게 관리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여전히 해결할 수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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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그 목적은 COPS 클라이언트 타입인 COPS-IDR

과 새로운 COPS-IDR 프로토콜 오브젝트를 사용하여 침입 대응을 위한 경보 전달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기반

침입 탐지 및 대응을 위한 경보 전달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서 정책기반 침입 탐지 및 대응을 위한 경보 전달 장치 내 CPS는 보안 정책 

정보를 생성함과 동시에 생성된 보안 정책 정보를 정책 저장소에 저장하는 정책 관리 툴(Policy Management Tool)

과; 정책 관리 툴(tool)로부터 제공된 보안 정책 정보를 COPS-IDR 프로토콜을 통해 IDRS로 제공하며, IDRS로부터 

제공되는 경보 메시지가 포함된 IDM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를 상위 모듈로 제공하는 COPS-IDR 서버와; 

COPS-IDR 서버로부터 제공되는 IDM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를 파싱과 번역 과정을 통해 경보 DB에 저

장하거나, 상위 모듈인 경보 뷰어에 제공하는 메시지 파싱 및 번역 모듈을 포함하며;

IDRS은 COPS-IDR 서버로부터 COPS-IDR 프로토콜을 통해 보안 정책 정보를 제공받아 제공하며, IDMEF-XML 경

보 메시지를 얼러트 오브젝트(Alert object)에 담아 IDM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로 구성하여 COPS-IDR 

프로토콜을 통해 CPS에 제공하는 COPS-IDR 클라이언트와; COPS-IDR 클라이언트로부터 제공된 보안 정책 정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커에 의한 침입이 발생되면, Raw 경보 전달 메시지를 생성하는 침입 탐지 모듈과; 침입 탐지 후

적절한 침입 대응 기능을 수행하는 침입 대응 모듈과; Raw 경보 전달 메시지를 IDMEF-XML 형식으로 포맷팅한 ID

MEF-XML 경보 메시지를 COPS-IDR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는 메시지 생성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서 정책기반 침입 탐지 및 대응을 위한 경보 전달 방법은 CPS내 정책 

관리 툴에서 보안 정책 정보를 생성한 후, 생성된 보안 정책 정보를 정책 저장소에 저장함과 동시에 CPS내 COPS-ID

R 서버에 제공하는 단계; COPS-IDR 서버에서 보안 정책 정보를 COPS-IDR 프로토콜을 통해 IDRS내 COPS-IDR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는 단계; COPS-IDR 클라이언트에서 COPS-IDR 프로토콜을 통해 제공된 보안 정책 정보를 IDR

S내 침입 대응 모듈 및 침입 탐지 모듈에 제공하는 단계; 침입 탐지 모듈에서 보안 정책 정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

커에 의한 침입이 발생될 경우, 침입 대응 모듈에 의해 적절한 대응을 수행하거나, Raw 경보 전달 메시지를 생성하여

IDRS내 메시지 생성 모듈에 제공하는 단계; 메시지 생성 모듈에서 Raw 경보 전달 메시지를 IDMEF-XML 형식으로 

포맷팅한 IDMEF-XML 경보 메시지를 COPS-IDR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는 단계; COPS-IDR 클라이언트에서 IDMEF

-XML 경보 메시지를 얼러트 오브젝트(Alert object)에 담아 IDM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로 구성하여 CO

PS-IDR 프로토콜을 통해 COPS-IDR 서버에 제공하는 단계; COPS-IDR 서버에서 IDM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에 경보 메시지가 포 함 여부를 판단하여 경보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IDM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를 CPS내 메시지 파싱 및 번역 모듈에 제공하는 단계; 메시지 파싱 및 번역 모듈에서 IDMEF-XML 형식의 경

보 전달 메시지를 파싱과 번역 과정을 통해 CPS내 경보 DB에 저장하거나, 상위 모듈인 경보 뷰어로 제공하여 출력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실시 예를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정책기반 침입 탐지 및 대응을 위한 경보 전달 장치에 대한 블록 구성도로서, CPS(100) 및 ID

RS(200)을 포함한다.

CPS(100)는 내부적으로, 정책 관리 툴(110)과, 정책 저장소(120)와, COPS-IDR 서버(130), 메시지 파싱 및 번역 모

듈(140)과, 경보 뷰어(150)와, 경보 DB(160)를 구비한다.

정책 관리 툴(110)은 자체적으로 보안 정책 정보를 생성한 후, 생성된 보안 정책 정보를 정책 저장소(120)에 제공함

과 동시에 COPS-IDR 서버(130)에 제공한다. 여기서, 정책 저장소(120)는 정책 관리 툴(110)로부터 제공된 보안 정

책 정보를 저장한다.

COPS-IDR 서버(130)는 정책 관리 툴(110)로부터 제공된 보안 정책 정보를 COPS-IDR 프로토콜(S3)을 통해 IDRS(

200)내 COPS-IDR 클라이언트(210)에 제공한다.

또한, COPS-IDR 서버(130)는 IDRS(200)내 COPS-IDR 클라이언트(210)로부터 COPS-IDR 프로토콜(S3)을 통해 

제공되는 IDM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에 경보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에만 IDM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를 메시지 파싱 및 번역 모듈(140)에 제공한다.

메시지 파싱 및 번역 모듈(140)은 COPS-IDR 서버(130)로부터 제공되는 IDM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를 

파싱과 번역 과정을 통해 경보 DB(160)에 제공하거나, 상위 모듈인 경보 뷰어(150)에 제공한다.

여기서, 경보 뷰어(150)는 상위 모듈로서 메시지 파싱 및 번역 모듈(140)에 의해 파싱 및 번역된 IDMEF-XML 형식

의 경보 전달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력하며, 경보 DB(160)는 메시지 파싱 및 번역 모듈(140)로부터 제공되는 

파싱 및 번역된 IDM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를 저장한다.

IDRS(200)는 COPS-IDR 클라이언트(210)와, 침입 대응 모듈(230)과, 침입 탐지 모듈(250)과, 메시지 생성 모듈(27

0)을 포함한다.

COPS-IDR 클라이언트(210)는 CPS(100)내 COPS-IDR 서버(130)로부터 COPS-IDR 프로토콜(S3)을 통해 보안 정

책 정보를 제공받아 침입 대응 모듈(230) 및 침입 탐지 모듈(250)에 제공한다.

또한, COPS-IDR 클라이언트(210)는 메시지 생성 모듈(270)로부터 제공되는 IDMEF-XML 경보 메시지를 얼러트 

오브젝트(Alert object)에 담아 IDM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로 구성하여 COPS-IDR 프로토콜(S3)을 통해 

CPS(100)내 COPS-IDR 서버(130)에 제공한다.

여기서, COPS-IDR 프로토콜(S3)의 오브젝트에 대한 포맷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S

-Num 필드(S4)의 값에 의해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구별되는데, S-Num이 8비트(S4-1)일 경우, 필드 값 '1'은 PRID(



등록특허  10-0456634

- 5 -

Provisioning Instance Identifier) 오브젝트, '2'는 EPD(Encoded Provision Instance Data) 오브젝트로서, 이 두 오

브젝트는 보안 정책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며, '3'은 얼러트(alert) 오브젝트로서, 이 오브젝트는 경보 전달 메

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리고, S-Type 필드(S5)의 값에 의해 인코딩 방법을 구분하는데, S-Type이 8비트(S5-1)일 경우, 필드 값 '1'은 B

ER(Basic Encoding Rules) 인코딩, '2'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인코딩을 나타내며, 오브젝트 콘텐츠

(object contents) 필드(S6)는 가변 길이 필드로서, 실질적으로 경보 전달 메시지가 포함되어 전달된다.

또한, 도 4는 IDM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에 대한 포맷을 나타낸 도면으로서, 기본적으로 COPS-IDR 프로

토콜(S3)의 포맷에서 정의한 오브젝트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Named Client SI 오브젝트에 경보 메시지를 포함하

고 있는 얼러트 오브젝트를 인캡슐레이션(Encapsulation) 시켜서 IDM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로 구성하는

것이다.

도 4를 참조하면서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커먼 헤더(Common Header) 오브젝트의 오피 코드(Op Code) 필드(S

7) 값에는 경보 전달 메시지를 나타내는 '3'이 들어가고, 클라이언트-타입(Client-Type) 필드(S8) 값에는 COPS-ID

R을 나타내는 '4'가 들어가며, 리포트 타입(Report Type) 오브젝트의 Report-Type 필드(S9) 값에 는 어카운팅(Acc

ounting)을 나타내는 '3'이 들어가며, 경보 메시지를 담기 위한 오브젝트로 기본 COPS-IDR 프로토콜(S3)에서 정의

한 Named Client SI 오브젝트(S10)가 사용되는데, 이 오브젝트(S10)에 인캡슐레이션(Encapsulation) 되는 얼러트 

오브젝트(Alert Object)의 S-Num 필드(S11) 값은 Alert를 나타내는 '3'으로, S-Type 필드(S12) 값은 XML을 나타

내는 '2'로 채워지며,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컨텐츠(Object contents) 필드(S13)에는 IDMEF-XML 경보 메시지로 채

워지는 것이다.

침입 대응 모듈(230)은 침입 탐지 모듈(250)에 의해 Raw 경보 전달 메시지가 전달될 경우, 침입에 대하여 대응하도

록 한다.

침입 탐지 모듈(250)은 COPS 클라이언트(210)로부터 제공된 보안 정책 정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커에 의한 침입

이 발생되면, 침입을 탐지하고 Raw 경보 전달 메시지를 생성하며, 이 생성된 Raw 경보 전달 메시지를 메시지 생성 

모듈(270)에 제공한다.

메시지 생성 모듈(270)은 Raw 경보 전달 메시지를 IDMEF-XML 형식으로 포맷팅한 IDMEF-XML 경보 메시지를 C

OPS-IDR 클라이언트(210)에 제공한다.

도 5의 흐름도를 참조하면서, 상술한 구성을 바탕으로, 본 발명에 따른 정책기반 침입 탐지 및 대응을 위한 경보 전달 

방법의 동작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먼저, CPS(100)내 정책 관리 툴(110)은 자체적으로 보안 정책 정보를 생성한 후, 생성된 보안 정책 정보를 정책 저장

소(120)에 제공하여 저장한다(단계 501).

이와 동시에, 정책 관리 툴(110)은 자체적으로 생성된 보안 정책 정보를 COPS-IDR 서버(130)에 제공한다(단계 502

).

COPS-IDR 서버(130)는 정책 관리 툴(110)로부터 제공된 보안 정책 정보를 COPS-IDR 프로토콜(S3)을 통해 IDRS(

200)내 COPS-IDR 클라이언트(210)에 제공한다(단계 503).

여기서, COPS-IDR 프로토콜(S3)의 오브젝트에 대한 포맷에 대하여 설명하면, 도 3을 참조하면, S-Num 필드(S4)의

값에 의해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구별되는데, S-Num이 8비트(S4-1)일 경우, 필드 값 '1'은 PRID(Provisioning Insta

nce Identifier) 오브젝트, '2'는 EPD(Encoded Provision Instance Data) 오브젝트로서, 이 두 오브젝트는 보안 정책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며, '3'은 얼러트 오브젝트로서, 이 오브젝트는 경보 전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

된다.

그리고, S-Type 필드(S5)의 값에 의해 인코딩 방법을 구분하는데, S-Type이 8비트(S5-1)일 경우, 필드 값 '1'은 B

ER(Basic Encoding Rules) 인코딩, '2'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인코딩을 나타내며, 오브젝트 콘텐츠

(object contents) 필드(S6)는 가변 길이 필드로서, 실질적으로 경보 전달 메시지가 포함되어 전달된다.

IDRS(200)내 COPS-IDR 클라이언트(210)는 CPS(100)내 COPS-IDR 서버(130)로부터 COPS-IDR 프로토콜(S3)을

통해 보안 정책 정보를 제공받아 침입 대응 모듈(230) 및 침입 탐지 모듈(250)에 제공한다(단계 504).

침입 탐지 모듈(250)은 COPS-IDR 클라이언트(210)로부터 제공된 보안 정책 정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커에 의한

침입이 발생되면, 침입 탐지 기능을 수행한 후(단계 505), Raw 경보 전달 메시지를 생성하도록 하며, 이 생성된 Raw 

경보 전달 메시지를 메시지 생성 모듈(270)에 제공한다(단계 506).

메시지 생성 모듈(270)은 Raw 경보 전달 메시지를 IDMEF-XML 형식으로 포맷팅한 IDMEF-XML 경보 메시지를 C

OPS-IDR 클라이언트(210)에 제공한다(단계 507).

COPS-IDR 클라이언트(210)는 메시지 생성 모듈(270)로부터 제공되는 IDMEF-XML 경보 메시지를 얼러트 오브젝

트(Alert object)에 담아 IDM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로 구성하여 COPS-IDR 프로토콜(S3)을 통해 CPS(1

00)내 COPS-IDR 서버(130)에 제공한다(단계 508).

여기서, IDM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에 대한 포맷에 대하여 설명하면, 기본적으로 COPS-IDR 프로토콜(S

3)의 포맷에서 정의한 오브젝트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Named Client SI 오브젝트에 경보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얼러트 오브젝트를 인캡슐레이션(Encapsulation) 시켜서 IDM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로 구성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커먼 헤더(Common Header) 오브젝트의 오피 코드(Op Code) 필드(S7) 값에는 경보 전

달 메시지를 나타내는 '3'이 들어가고, 클라이언트-타입(Client-Type) 필드(S8) 값에는 COPS-IDR을 나타내는 '4'가

들어가며, 리포트 타입(Report Type) 오브젝트의 Report-Type 필드(S9) 값에는 어카운팅(Accounting)을 나타내는

'3'이 들어가며, 경보 메시지를 담기 위한 오브젝트로 기본 COPS-IDR 프로토콜(S3)에서 정의한 Named Client SI 오

브젝트(S10)가 사용되는데, 이 오브젝트(S10)에 인캡슐레이션(Encapsulation) 되는 얼러트 오브젝트(Alert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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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S-Num 필드(S11) 값은 Alert를 나타내는 '3'으로, S-Type 필드(S12) 값은 XML을 나타내는 '2'로 채워지며, 마

지막으로 오브젝트 컨텐츠(Object contents) 필드(S13)에는 IDMEF-XML 경보 메시지로 채워지는 것이다.

이후, COPS-IDR 서버(130)는 IDRS(200)내 COPS-IDR 클라이언트(210)로부터 COPS-IDR 프로토콜(S3)을 통해 

제공되는 IDM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에 경보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단계 509).

상기 판단 단계(509)에서 경보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경보 메시지를 포함시켜 보낼 수 있도록 COPS-I

DR 클라이언트(210)에 요청한다(단계 510).

반면에, 상기 판단 단계(509)에서 경보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IDM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를 메시

지 파싱 및 번역 모듈(140)에 제공한다(단계 511).

메시지 파싱 및 번역 모듈(140)은 COPS-IDR 서버(130)로부터 제공되는 IDM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를 

파싱과 번역 과정을 통해 경보 DB(160)에 제공하거나, 상위 모듈인 경보 뷰어(150)에 제공한다(단계 512).

경보 뷰어(150)는 메시지 파싱 및 번역 모듈(140)에 의해 파싱 및 번역된 IDM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력하며(단계 513), 경보 DB(160)는 메시지 파싱 및 번역 모듈(140)로부터 제공되는 파싱 및 번

역된 IDM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를 저장한다(단계 514).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이 설명한 본 발명은 COPS 클라이언트 타입인 COPS-IDR과 새로운 COPS-IDR 프로토콜 오브젝트를 사

용하여 침입 대응을 위한 경보 전달을 수행함으로써, 시스템 구조를 보다 간소화시킬 수 있으며, 중앙 정책 서버(CPS

)에서의 많은 침입 탐지 및 대응 시스템(IDRS)들의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책기반 침입 탐지 및 대응을 위한 경보 전달 장치에 있어서,

중앙 정책 서버(Central Policy Server : CPS)는 :

보안 정책 정보를 생성함과 동시에 상기 생성된 보안 정책 정보를 정책 저장소에 저장하는 정책 관리 툴(Policy Mana

gement Tool)과;

상기 정책 관리 툴(tool)로부터 제공된 보안 정책 정보를 COPS-IDR 프로토콜을 통해 침입 탐지 및 대응 시스템(Intr

usion Detection Response System : IDRS)로 제공하며, 상기 IDRS로부터 제공되는 경보 메시지가 포함된 IDMEF-

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를 상위 모듈로 제공하는 COPS-IDR 서버와;

상기 COPS-IDR 서버로부터 제공되는 IDM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를 파싱과 번역 과정을 통해 경보 DB

에 저장하거나, 상기 상위 모듈인 경보 뷰어에 제공하는 메시지 파싱 및 번역 모듈을 포함하며;

상기 IDRS은 :

상기 COPS-IDR 서버로부터 COPS-IDR 프로토콜을 통해 보안 정책 정보를 제공받아 제공하며, IDMEF-XML 경보 

메시지를 얼러트 오브젝트(Alert object)에 담아 IDM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로 구성하여 상기 COPS-IDR

프로토콜을 통해 상기 CPS에 제공하는 COPS-IDR 클라이언트와;

상기 COPS-IDR 클라이언트로부터 제공된 보안 정책 정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커에 의한 침입이 발생되면, 침입 

탐지 기능을 수행하고 Raw 경보 전달 메시 지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침입 탐지 모듈과;

상기 침입 탐지 모듈에 의해 Raw 경보 전달 메시지가 전달될 경우, 침입에 대하여 대응하도록 하는 침입 대응 모듈과

;

상기 Raw 경보 전달 메시지를 IDMEF-XML 형식으로 포맷팅한 IDMEF-XML 경보 메시지를 상기 COPS-IDR 클라

이언트에 제공하는 메시지 생성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기반 침입 탐지 및 대응을 위한 경보 전달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COPS-IDR 프로토콜의 오브젝트에 대한 포맷은 오브젝트를 위한 S-Num 필드와, 인코딩 방법을 구분하기 위한

S-Type 필드와, 가변 길이를 위한 오브젝트 콘텐츠(object contents) 필드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기반

침입 탐지 및 대응을 위한 경보 전달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S-Num 필드에 있어서, 상기 S-Num이 8비트일 경우, 상기 필드 값 '1'은 PRID(Provisioning Instance Identifi

er) 오브젝트, '2'는 EPD(Encoded Provision Instance Data) 오브젝트, '3'은 얼러트(alert) 오브젝트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정책기반 침입 탐지 및 대응을 위한 경보 전달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필드 값 '1'과 '2'는 보안 정책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오브젝트이며, 상기 '3'은 경보 전달 메시지를 전

달하는 오브젝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기반 침입 탐지 및 대응을 위한 경보 전달 장치.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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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S-Type 필드에 있어서, 상기 S-Type이 8비트일 경우, 상기 필드 값 '1'은 BER(Basic Encoding Rules) 인코딩

, '2'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인코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기반 침입 탐지 및 대응을 위한 경보 

전달 장치.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오브젝트 콘텐츠(object contents) 필드는 경보 전달 메시지를 포함시켜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기반

침입 탐지 및 대응을 위한 경보 전달 장치.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IDM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에 대한 포맷은 커먼 헤더(Common Header) 오브젝트의 오피 코드(Op 

Code) 필드 값에는 경보 전달 메시지를 나타내는 '3'이 들어가고, 클라이언트-타입(Client-Type) 필드 값에는 COPS

-IDR을 나타내는 '4'가 들어가며, 리포트 타입(Report Type) 오브젝트의 Report-Type 필드 값에는 어카운팅(Acco

unting)을 나타내는 '3'이 들어가며, 경보 메시지를 담기 위한 오브 젝트로 기본 COPS-IDR 프로토콜에서 정의한 Na

med Client SI 오브젝트가 사용되는데, 상기 오브젝트에 인캡슐레이션(Encapsulation)되는 얼러트 오브젝트(Alert O

bject)의 S-Num 필드 값은 Alert를 나타내는 '3'으로, S-Type 필드 값은 XML을 나타내는 '2'로 채워지며, 오브젝트

컨텐츠(Object contents) 필드에는 IDMEF-XML 경보 메시지로 채워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기반 침입 탐지 

및 대응을 위한 경보 전달 장치.

청구항 8.
CPS 및 IDRS를 구비하는 시스템의 정책기반 침입 탐지 및 대응을 위한 경보 전달 방법에 있어서,

CPS내 정책 관리 툴에서 보안 정책 정보를 생성한 후, 상기 생성된 보안 정책 정보를 정책 저장소에 저장함과 동시에

CPS내 COPS-IDR 서버에 제공하는 단계;

COPS-IDR 서버에서 보안 정책 정보를 COPS-IDR 프로토콜을 통해 상기 IDRS내 COPS-IDR 클라이언트에 제공하

는 단계;

상기 COPS-IDR 클라이언트에서 COPS-IDR 프로토콜을 통해 제공된 보안 정책 정보를 IDRS내 침입 대응 모듈 및 

침입 탐지 모듈에 제공하는 단계;

상기 침입 탐지 모듈에서 보안 정책 정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커에 의한 침입이 발생될 경우, 침입 탐지 기능을 수

행한 후, Raw 경보 전달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IDRS내 메시지 생성 모듈에 제공하는 단계;

상기 메시지 생성 모듈에서 Raw 경보 전달 메시지를 IDMEF-XML 형식으로 포맷팅한 IDMEF-XML 경보 메시지를 

상기 COPS-IDR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는 단계;

상기 COPS-IDR 클라이언트에서 IDMEF-XML 경보 메시지를 얼러트 오브젝트(Alert object)에 담아 IDM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로 구성하여 COPS-IDR 프로토콜을 통해 상기 COPS-IDR 서버에 제공하는 단계;

상기 COPS-IDR 서버에서 IDM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에 경보 메시지가 포함 여부를 판단하여 경보 메시

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상기 IDM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를 상기 CPS내 메시지 파싱 및 번역 모듈에 제

공하는 단계;

상기 메시지 파싱 및 번역 모듈에서 IDM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를 파싱과 번역 과정을 통해 상기 CPS내 

경보 DB에 저장하거나, 상위 모듈인 경보 뷰어로 제공하여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기반 

침입 탐지 및 대응을 위한 경보 전달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COPS-IDR 프로토콜을 통해 보안 정책 정보 및 IDM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를 제공하는 단계의 포맷

은,

오브젝트를 위한 S-Num 필드에 있어서, 상기 S-Num이 8비트일 경우, 상기 필드 값 '1'은 PRID(Provisioning Insta

nce Identifier) 오브젝트, '2'는 EPD(Encoded Provision Instance Data) 오브젝트, '3'은 얼러트(alert) 오브젝트와,

인코딩 방법을 구분하기 위한 S-Type 필드에 있어서, 상기 S-Type이 8비트일 경우, 상기 필드 값 '1'은 BER(Basic 

Encoding Rules) 인코딩, '2'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인코딩과,

경보 전달 메시지를 포함시키는 오브젝트 콘텐츠(object contents) 필드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기반 침

입 탐지 및 대응을 위한 경보 전달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필드 값 '1'과 '2'는 보안 정책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오브젝트이며, 상기 '3'은 경보 전달 메시지를 전

달하는 오브젝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기반 침입 탐지 및 대응을 위한 경보 전달 방법.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 단계에서 경보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경보 메시지를 포함시켜 보낼 수 있도록 상기 COPS-ID

R 클라이언트에 요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기반 침입 탐지 및 대응을 위한 경보 전달 방

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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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IDRS에서 COPS-IDR 프로토콜을 통해 IDMEF-XML 형식의 경보 전달 메시지를 제공하는 메시지 포맷은 커먼

헤더(Common Header) 오브젝트의 오피 코드(Op Code) 필드 값에는 경보 전달 메시지를 나타내는 '3'이 들어가고, 

클라이언트-타입(Client-Type) 필드 값에는 COPS-IDR을 나타내는 '4'가 들어가며, 리포트 타입(Report Type) 오

브젝트의 Report-Type 필드 값에는 어카운팅(Accounting)을 나타내는 '3'이 들어가며, 경보 메시지를 담기 위한 오

브젝트로 기본 COPS-IDR 프로토콜에서 정의한 Named Client SI 오브젝트가 사용되는데, 상기 오브젝트에 인캡슐

레이션(Encapsulation)되는 얼러트 오브젝트(Alert Object)의 S-Num 필드 값은 Alert를 나타내는 '3'으로, S-Type 

필드 값은 XML을 나타내는 '2'로 채워지며, 오브젝트 컨텐츠(Object contents) 필드에는 IDMEF-XML 경보 메시지

로 채워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기반 침입 탐지 및 대응을 위한 경보 전달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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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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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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