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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서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웹 기반의 모니터링 솔루션을 구현하여 제안한다. 관리

자가 서버의 취약점 점검을 가능토록 하여 서버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하고, 웹을 통하여 서버 정보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제공한다. 

키워드: 서버 모니터링, 취약점 진단, web

I. Introduction

최근에 대두된 랜섬웨어 사태와 관련하여 서버를 다루는 업체들의 

보안이 이슈화 되고 있다. 그로 인해 서버 관리 및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한 곳만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내가 

관리하는 서버도 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취약점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서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XEROPS 웹 기반 모니터링 솔루션을 구현한다. 구현한 

솔루션은 리눅스 기반의 서버에서의 취약점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

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한다.

II. Proposed Application

1. 모니터링 솔루션 비교 분석

서버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솔루션은 단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통해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감시하거나, 시스템 관리자가 가용성, 

성능 및 이벤트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하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거나 무료로 배포되어 사용되는 솔루션들은 

표 1과 같다.

프로그램명 기능

WhaTap
서버의 동작 상태 및 사용량 인터페이

스 제공

Nagios 서버 모니터링 및 알림 서비스 제공

Cacti 서버 모니터링 및 트래픽 감시

Zenoss 서버의 상태 및 이벤트를 모니터링

Table1. Compare capabilities of domestic and foreign 

applications

2. 시스템 구성

XEROPS는 취약점 진단기능을 수행하고 서버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이를 보고서로 작성하고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서버의 상태를 

웹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웹 기반 모니터링 솔루션 시스템이다.  XEROPS

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상세가이드’에 따라 Linux 기반 서버에서

의 취약점을 진단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XEROPS는 python을 

이용하여 쉘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서버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이를 

DB에 저장한다. 결과를 확인하는 웹 페이지는 DB에 저장되어 있는 

서버의 상태 정보를 가져와 관리자가 웹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페이지

를 구성한다. XEROPS는 관리자 계정 한 개만을 두어 관리자 이외의 

사용자는 솔루션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전체적인 솔루션의 구조도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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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System Architecture

3. 기능구현

본 솔루션에서는 기존 솔루션들의 서버의 CPU 및 메모리 사용량과 

같은 기본적인 모니터링 기능을 구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적으

로 취약점 진단 기능을 통해 서버의 취약점을 파악 할 수 있게 하였다. 

취약점 진단 기능은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가이드’에 따라 점검 

가능하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가이드의 중요도를 표시하여 진단 

결과의 중요성을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구현된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로그인 : 최초 접근 시 DB에 사용자 정보가 있는지 확인 후 

계정이 존재 할 경우 로그인 페이지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가입 

페이지를 보여준다.

② 서버 상태 확인 : 서버의 메모리 및 CPU사용량을 10초 단위로 

그래프를 통하여 확인하고, 사용자의 서버 OS, IP 등 각종 항목들을 

보여준다. 

③ 서버 취약점 점검 : 서버에 대하여 취약점 점검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취약한 부분을 점검한다.

Fig2. Screen Shot

Fig3. Screen Shot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리눅스 기반 서버 모니터링 및 취약점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였다. XEROPS는 서버의 상태를 DB에 저장하고 서버의 상태 

관련 데이터를 웹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취약점 

점검을 하는 쉘 스크립트 파일을 이용하여 취약점을 점검하고 결과를 

DB에 저장하여 웹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서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취약점 분석을 통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여 서버의 취약점에 의한 위협을 방지 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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