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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업데이트

업데이트 관리자로 업데이트 하기

리눅스 또한 다른 운영체제들과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구성요소들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자동 업데이트 기

능을 끄는 것이 가능한 Windows XP와는 달리 우분투나 DYNA LINUX는 자동 업데이트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설

정 창이 특별히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업데이트 할 것이 생기면 Windows처럼 상단 패널의 시계 근처에 ‘*개의

업데이트가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그 메시지가 가리키고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업데이트 파일의 설치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계 근처에 업데이트 메시지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업데이트 작업을 하고 싶을 경우, 메인 메뉴에서

[시스템-관리-업데이트 관리자]를 실행하고 ‘업데이트 체크’를 클릭해 보면 됩니다.

터미널 명령어로 수동 업데이트 하기

apt-get update (패키지 목록을 최신 목록으로 갱신하는 명령입니다)

apt-get upgrade (모든 패키지들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시스템에 오로지 최신 버전의 패키지들만

있으면 아무 것도 업그레이드 하지 않습니다)

GUI 환경에서 작업할 땐 패키지 목록이 구버전일 경우 리눅스가 알아서 “목록이 오래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띄운 후

최신 목록으로 업데이트 하므로 사용자가 신경 쓸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터미널 환경에서 작업하실 경우엔 

aptget update 명령으로 최신 목록으로 업데이트 한 후 apt-get upgrade를 실행하셔야 합니다.

중요!: 다이나시스템에서는 apt-get dist-upgrade 명령의 실행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방화벽 설정하기

DYNA LINUX는 netfilter라는 방화벽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디폴트로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netfilter 설

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터미널에서 ufw 명령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GUI 유틸리티를 다운받아 설치해야 합니다. 여

기서는 Firestarter라는 GUI 유틸리티의 사용법만 설명합니다.

Firestarter 설치하기

터미널에서 apt-get install firestarter 명령을 실행하거나 [프로그램-추가/제거]에서 firestarter를 검색해서 설치합

니다. 시스템 재부팅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firestarter로 한 번 방화벽을 활성화 하셨으면 다시는 firestarter를

실행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firestarter는 방화벽 설정을 disable->enable로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유틸리티일 뿐

firestarter가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방화벽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실행하고 나면 환영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다음 화면의 ‘발견된 장치’ 목록에서 네트워크에 실제로 연결되어 있

는 네트웍 어댑터를 고릅니다. 유선LAN 어뎁터는 Ethernet device로 표시되고 무선LAN 어뎁터는 Wireless

device로 표시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설정한 인터넷 연결을 다른 컴퓨터들과 공유할 것인지를 설정합니다. 공유하려면

‘Enable Internet connection sharing’에 체크하고 Local area network device를 고릅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어

뎁터가 eth0이고 다른 컴퓨터와의 연결을 위한 어뎁터가 eth1이라면 처음 단계에서 eth0를 고른 후 이번 단계에서

eth1을 고르면 됩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Windows XP의 인터넷 연결 공유와 같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면 ‘Start firewall now’에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상태로 놔두고 Save 버튼을 클

릭합니다.

Incoming data에 대한 Firestarter의 디폴트 설정은 ‘전부 거부’입니다. 디폴트 설정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사용자

나름대로 이런저런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규칙의 종류에는 ‘inbound rule’과 ‘outbound rule’이 있습니다.

inbound rule 만들기



위 그림처럼 firestarter의 세가지 탭 중에 Policy 탭으로 가면 inbound rule이나 outbound rule을 추가할 수 있습

니다. 일단 Editing을 Inbound traffic policy로 골라주고 첫번째 Allow connections from host라고 쓰인 영역 말

고 두번째 Allow service 영역의 흰 여백을 오른쪽 클릭 후 ‘Add Rule’을 클릭합니다. 위 그림처럼 Name을

Samba(SMB)로 고르면 포트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데 여기까지 설정하고 ‘추가’를 누른 후 firestarter 상단의

‘Apply Policy’ 버튼을 클릭하면 공유 폴더에 대한 다른 사용자의 접근을 일괄적으로 허용하게 됩니다. 방화벽이 동

작하는 상태에서 다른 사용자의 공유 폴더 접근을 허용하고 싶을 때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설정입니다. (위 그림은

Anyone으로 inbound rule이 설정되어 있지만 특정 IP나 특정 호스트만 허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사용자의 공유 폴더 접근을 허용하고 싶을 때, 한가지 더 설정할 것이 있는데 firestarter의 [Edit-Preferences]

메뉴로 가서 위 그림처럼 Advanced Options의 Block broadcasts from external network 부분이 체크표시 되어

있는 것을 체크해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자의 사무실 환경은 단일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체크가 된 상태로 놔두어

도 PC끼리 서로 공유폴더가 보였지만 회사 빌딩 환경처럼 여러개의 네트워크가 서로서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체

크된 상태로 남아있으면 안됩니다.

outbound rule 만들기

inbound와 마찬가지로 Policy 탭에서 만들어 줍니다. Blacklist를 만드는 방식이 있고 Whitelist를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Whitelist: 화이트 리스트에서 ‘괜찮다’고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컴퓨터 밖으로 나가는 모든 트래픽을 차단합니

다. Editing 아랫부분에서 ‘Restrictive by default, whitelist traffic’으로 선택하고 Deny connections to host 영

역의 여백을 오른쪽 클릭 후 ‘Add Rule’을 선택합니다.

Blacklist: 블랙리스트에서 ‘안된다’고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컴퓨터 밖으로 나가는 모든 트래픽을 허용합니다.

위 그림처럼 ‘Permissive by default, blacklist traffic’으로 선택하고 Deny connections to host 영역에 규칙을 추

가합니다.

규칙을 모두 추가했으면 firestarter 상단에서 Apply Policy 버튼을 클릭합니다.



리눅스에서의 對바이러스 대책

우분투와 다이나리눅스는 캐노니컬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저장소에서 소프트웨어를 내려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수많은 인터넷 악성코드들이 ActiveX 컨트롤의 형

태로 제작되고 있는데 리눅스는 ActiveX 기술과 아예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ActiveX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이

며 오로지 Windows하고만 호환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Windows에 비해 지극히 낮다’는 것 뿐이지 리눅스용 바이러스가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눅스 사용자도 멀웨어나 바이러스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

다. 과거에는 리눅스 사용자가 전세계적으로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리눅스용 바이러스를 제작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최근 우분투나 페도라 등 인기있는 리눅스 배포판들이 잇달아 등장하면서 리눅스용 멀웨어나 바이러스를 제작하는

해커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Linux malware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Linux_computer_viruses

리눅스용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목록

Avast! (freeware and commercial versions)

AVG (freeware and commercial versions)

Avira (freeware and commercial)

ClamAV (free open-source software)

Eset (commercial versions)

F-Secure Linux (commercial)

Kaspersky Linux Security (commercial)

Panda Security for Linux (commercial version)

Sophos (Proprietary)

Trend Micro ServerProtect for Linux (commercial)

Windows용 멀웨어나 바이러스에 비하면 그 수가 정말 황당할 정도로 적지만 다음과 같은 리눅스에 대한 위험요소

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rojans

Kaiten - Linux.Backdoor.Kaiten trojan horse

Rexob - Linux.Backdoor.Rexob trojan

Viruses

Alaeda - Virus.Linux.Alaeda

Bad Bunny - Perl.Badbunny

Binom - Linux/Binom

Bliss

Brundle

Bukowski

Diesel - Virus.Linux.Diesel.962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Linux_computer_viruses


Kagob a - Virus.Linux.Kagob.a

Kagob b - Virus.Linux.Kagob.b

MetaPHOR (also known as Simile)

Nuxbee - Virus.Linux.Nuxbee.1403

OSF.8759

Podloso - Linux.Podloso (The iPod virus)

Rike - Virus.Linux.Rike.1627

RST - Virus.Linux.RST.a

Satyr - Virus.Linux.Satyr.a

Staog

Vit - Virus.Linux.Vit.4096

Winter - Virus.Linux.Winter.341

Winux (also known as Lindose and PEElf

Wit virus

ZipWorm – Virus.Linux.ZipWorm

Worms

Adm - Net-Worm.Linux.Adm

Adore

Cheese - Net-Worm.Linux.Cheese

Devnull

Kork

Linux/Lion

Mighty - Net-Worm.Linux.Mighty

Millen - Linux.Millen.Worm

Ramen worm

Slapper

SSH Brutefor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