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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Directory Overview 

• Windows NT 4.5x – Directory (vs. Novell NDS)

• Windows Server 2000 or later - Active + Directory

• CIO 관점
• 보안 인프라

• 리소스 관리 인프라

• IT Pro 관점
• 사용자와 컴퓨터, Windows 인프라의 동작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중앙 위치

• 중앙화된 ID와 액세스 솔루션



정보 보호

•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안전하게 연결하는 것에 관한 모든 것

• IDA: ID와 액세스

• AAA: 인증, 권한 부여, 계정(Accounting)

• CIA: 기밀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가용성(가용성), 신뢰성
(Authenticity)



ID 와 액세스

• ID: 사용자 계정

• ID 저장소 (디렉터리 데이터
베이스)

• 보안 주체(Security principal)

• SID로 고유성을 나타낸다.

• Resource: 공유 폴더

• 보안 설명자로 보호

• DACL 또는 “ACL”

• ACE 또는 “퍼미션”



인증과 권한 부여

시스템은 사용자의 SID와 모든
관련된 그룹 SID로 사용자를
나타내는 보안 토큰을 생성한다. 

리소스는 ACL로 보호: 접근 수
준과 SID를 매치한 것이 퍼미
션

사용자의 보안 토큰은 해당 리
소스의 ACL과 비교해 요청된
접근 수준에 권한을 부여한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id와 함께
저장된 정보를 사용해 인증된
자격증명으로 나타낸다. 



인증(Authentication)

두 종류의 인증
• 로컬 (대화형) 로그온–로컬 컴퓨
터로 로그온을 위한 인증

• 원격 (네트워크) 로그온–또 다른
컴퓨터의 자원에 대한 접근을 위
한 인증

인증은 사용자의 ID를 확인하는 프로세스다.

자격 증명: 최소 두 개의 구성 요소 필요. 

• 사용자 이름 • Secret, 예를 들면, 암호



Kerberos

• MIT Project Athena에서 개발된 네트워크 상호 인증 시스템/프로토콜

• 의미: “Three-headed hound from Hell”



액세스 토큰

사용자의 액세스 토큰

다른 액세스 정보

권한(Privileges) 
(“user rights”)

멤버 그룹 SID

사용자 SID S-1-5-21-A-B-C-숫자



보안 설명자, ACL, ACE

보안 설명자

DACL이나 “ACL”

ACE
Trustee (SID)
Access Mask

ACE
Trustee (SID)
Access Mask

SACL

Trustee : 트러스
트를 받을 대상



권한 부여 (Authorization)

권한 부여는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요청 수준을 승인할지 거부할지 결정하는 프로세스.

권한 부여에 필요한 3가지 구성 요소

• 리소스 • 보안 토큰• 액세스 요청

보안 설명자

DACL 이나 “ACL”

ACE
Trustee (SID)
Access Mask

ACE
Trustee (SID)
Access Mask

SACL

사용자의 액세스 토큰

다른 액세스 정보

사용자 권한 목록

Group SID

User SID

시스템은 먼저 사용자 토큰
의 SID에 대해 요청된 액세
스 수준을 허용할지 거부할
지를 결정하는 ACL의 ACE
를 찾는다.



독립형 (Workgroup) 권한 부여

• ID 저장소는 Windows의 SAM 데이터베이스.

• 공유 ID 저장소는 없다. 

• 복수 사용자 계정

• 암호 관리가 번거롭다.



Active Directory Domain: 신뢰된 ID 저장소

•모든 도메인 멤버가 신뢰하는
중앙 ID 저장소

•중앙 인증 서비스

• AD DS 도메인 컨트롤러의 역할
을 수행하는 서버에서 호스팅.



Active Directory의 물리적 요소와 논리적 요소

물리적인 구성 요소 논리적인 구성 요소

• 데이터 저장소

• 도메인 컨트롤러

• 글로벌 카탈로그 서버

• 읽기 전용 도메인
컨트롤러 (RODC)

• 파티션

• 스키마

• 도메인

• 도메인 트리

• 포리스트

• 사이트

• 조직 단위 (OUs)



Active Directory 데이터 저장소

•액티브 디렉터리는 데이터베이스다
• 각 “레코드” 는 개체.

• 사용자, 그룹, 컴퓨터, 등

• 각 “필드” 는 특성(attribute)

• 로그온 이름, SID, 암호, 설명, 멤버십, 등

• ID (보안 주체 또는 “계정(accounts)”)

•서비스: Kerberos, DNS, 복제(replication)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 Windows 도구,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

• APIs (.NET, VBScript, Windows PowerShell)

• LDAP



Active Directory Database

• %systemroot%\NTDS\ntds.dit

•논리 파티션
• 도메인 네이밍 컨텍스트(Domain naming context)

• 스키마

• 구성(Configuration)

• 글로벌 카탈로그 (부분 특성 세트, PAS)

• DNS (애플리케이션 파티션)

• SYSVOL
• %systemroot%\SYSVOL

• 로그온 스크립트

• 정책 PAS

DNS

*Domain*

구성

스키마

NTDS.DIT



도메인

• 하나 이상의 도메인 컨트롤러

• 모든 DC는 DB 사본 동기화

• 도메인은 사용자와 그룹, 컴퓨터를 만
드는 컨텍스트.

• “복제 경계”

• 개체의 구성과 관리를 위한 관리 센터

• 모든 DC는 해당 도메인의 모든 로그온
인증



OU (조직 단위)

•조직 단위(Organizational Units)

• 개체

• 사용자

• 컴퓨터

• OUs

• 도메인 내의 개체 그룹화에 사용하는 컨
테이너

• OU를 생성하면:

• 관리 권한 위임

• 그룹 정책 적용



포리스트(Forest)

adatum.com

트리루트
도메인

포리스트루트
도메인

atl.adatum.com

fabrikam.com

다중포리스트

단일포리스트, 다중도메인단일포리스트, 단일도메인

DNS

DC's

AD

DNS

DC's

AD
DNS

DC's

AD

Users and

Groups

Users and

Groups

Users and

Groups

DNS

DC's

AD

Users and

Groups

DNS

DC's

AD

DNS

DC's

AD

DNS

DC's

AD

Use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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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Use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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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Schema

Forest 

Schema

Forest 

Schema

Forest 

Schema

Forest 

Schema



스키마(Schema)

Active Directory 스키마는 다음의 특성과 개체 클래스 정의에
의해 AD DS에 대한 청사진으로 동작:

• Attributes

• objectSID

• sAMAccountName

• location

• manager

• department

• Classes

• User

• Group

• Computer

• Site



Domain Controller

• AD DS 역할 수행 서버
• Active Directory 데이터베이스 (NTDS.DIT)와 SYSVOL을 호스팅

• 도메인 컨트롤러간 복제됨

• Kerberos KDC 서비스: 인증을 수행한다.

• 기타 액티브 디렉터리 서비스

•모범 사례
• 가용성: 도메인당 최소 두 개

• 보안: 서버 코어(Server Core)와 RODC



글로벌 카탈로그 • 글로벌 카탈로그:

 포리스트의 다른 도메인에 대한 부분 특성 집합 제공

 포리스트 전체에서 개체에 대한 쿼리 지원

Domain B

Domain B

Configuration

Schema

Domain A

Configuration

Schema

글로벌카탈로그 서버

Domain B

Configuration

Schema

Domain A

Configuration

Schema



사이트 (Site)

•네트워크의 잘 연결된 부분을 나타내는 액티브
디렉터리 개체
• IP 서브넷을 나타내는 서브넷 개체와 연결됨

•사이트 내(Intrasite) vs. 사이트 간(intersite) 복제
• 한 사이트 내의 복제는 아주 빠르게 일어난다 (15–45 초)

• 사이트 간의 복제는 관리될 수 있다.

•서비스 지역화
• 사이트의 도메인 컨트롤러에 로그온 한다.

Site A

Site B



추가 사이트 구현이 필요한 상황

•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 사이트 생성:

•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 느린 연결로 나눠짐

•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 호스팅 도메인 컨트롤러 또는 그 위치에서 다른 서비스를 보장하는 충분한
사용자가 있음

• 서비스 지역화 제어

• 도메인 컨트롤러 간의 복제 제어

Site B
A2

Site A

A2

A3

A1
A1



복제

• 멀티마스터 복제
• 데이터베이스의 개체와 특성

• SYSVOL의 콘텐츠가 복제됨

• 효과적이고 튼튼한 복제 토폴로지를 생성하고 AD에 세부적인 변경을 복제. 

• 데이터베이스의 Configuration 파티션에서 사이트와 네트워크 토폴로지, 복제에
관한 정보를 저장. 

DC2

DC1 DC3



트러스트 관계

•또 다른 도메인으로 신뢰된 ID 저장소의 개념을 확장.

Trusted Domain Trusting Domain



작업 마스터 (FSMO)
• 도메인과 포리스트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는 핵심 적인 DC.

• 도메인에서 첫 번째로 설치된 DC.

• 포리스트의 작업 마스터 역할
• 도메인 명명 작업 마스터

• 도메인 이름 관리
• Parent.com 루트 도메인에 child.parent.com 자식 도메인 생성시 관여

• 스키마 마스터
• 스키마 변경 가능

• 도메인 작업 마스터 역할
• RID 마스터

• 사용자 및 그룹 생성 시 SID 발급과 관리

• PDC 에뮬레이터
• 사용자의 암호 변경 사항 처리, 클라이언트와 시간 동기화

• 인프라스트럭처 마스터
• 도메인 환경의 일관성. 도메인 간 변경사항 확인 및 갱신



Configuration Management

• 구성 관리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나 컴퓨터에 하나 이상의 변경을 적용
하는 중앙화된 접근 방법이다

• 구성 관리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설정

• 범위

• 적용



그룹 정책 개요

• 그룹 정책의 세부 구성 요소 – 정책

• 정책 – 특정 구성 변경에 대한 정의

• 정책 설정의 세가지 상태
• Not Configured

• Enabled

• Disabled

• 대규모 사용자와 컴퓨터에 다양한 종류의 설정 강제.



그룹 정책 사용의 이점

• 클라이언트 보안
/환경 관리의 일
관성



GPO를 이용한 클라이언트 보안/환경 관리의 예



그룹 정책 개체

•하나 이상의 정책 설정을 위한 컨테이너
• GPMC로 관리
• GPO 컨테이너에 저장됨
• GPME로 편집
• AD DS 계층 구조에서 특정 수준에 적용



GPO 범위

• GPO의 범위는 GPO의 설정을 적용할 사용자와 컴퓨터의 컬렉션이다.

• GPO의 범위 설정 방법:
• GPO를 OU 같은 컨테이너에 연결

• 보안 설정을 사용한 필터링

• WMI 필터를 사용한 필터링



그룹 정책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쪽 확장(CSE)

1. 그룹 정책 클라이언트에서 GPO 검색

2. 클라이언트에서 GPO를 다운로드 하고 캐시에 저장.

3. CSE에서 해당 설정 처리.

• 컴퓨터 구성 노드의 정책 설정
• 시스템 시작 시에 적용되고 그 이후 매 90–120 분 단위로 적용

• 사용자 구성 노드의 정책 설정
• 로그온 시에 적용되고 그 후 매 90–120 분 단위로 적용



GPO 저장소

GPO

• 그룹 정책 설정을 포함한다.

• 두 위치에 콘텐트를 저장

그룹정책컨테이너

• AD DS에 저장됨
• 버전 정보를 제공

그룹정책템플릿

• 공유 SYSVOL 폴더에 저장됨
• 그룹 정책 설정을 제공



그룹 정책 처리 순서
1. 상속은 누적 효과.

• 기본 우선 순위: (LSDOU)

• 그룹 정책 상속 탭에서 확인

2. 링크 순서 (GPO 링크의 특성)

3. 상속 차단(OU의 특성)

4. Enforced (GPO 링크의 특성)



그룹 범위 수정 방법

• 보안 필터링
• Authenticated Users 제거

• 적절한 글로벌 그룹 추가

•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위임 탭에서 고급 클릭

• 적절한 글로벌 그룹 추가

• Deny Apply Group Policy 권한

• WMI 필터링



그룹 정책 트러블슈팅

• RSoP 분석을 수행 도구
• 그룹 정책 결과 마법사

• 그룹 정책 모델링 마법사

• GPResult.exe





Active Directory Federation Services 개요

• 경계를 넘어 조직과 애플리케이션 간의 안전한 연결
• 한 번의 로그온으로 인터넷에서 페더레이션 파트너 조직의 웹 기반 리소스에 액세스
• 다른 로그온 공급자 없이 직원 또는 고객 ID 제어
• 내부의 웹 사이트나 서비스에 원격 액세스를 위한 웹 기반 SSO
• 네트워크 방화벽 내에서 조직 간 웹 사이트 또는 서비스에 액세스를 위한 웹 기반 SSO

• 주요 기능
• 간편하고 안전한 ID 페더레이션 / 웹 SSO
• WS 상호 운용성 – WS*
•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 – SAML / Kerberos

• 구성 요소
• 페더레이션 역할 서비스
• 페더레이션 서비스 프록시 역할 서비스
• 웹 에이전트 역할 서비스



ADFS History
ADFS 빌드 설명

ADFS 1.0 Windows Server 2003 R2의 포함된 기능으로 출시

ADFS 1.1 Windows Server 2008 및 2008 R2에 포함

ADFS 2.0 Windows Server 2008 및 2008 R2 출시 후, 별도로 다운로드

ADFS 2.1 Windows Server 2012

ADFS 3.0 Windows Server 2012 R2

• 동적 액세스 제어 시나리오 통합 – 사용자 및 장치 클레임

• 설치 환경 향상 – 서버 관리자

• 추가 Windows PowerShell cmdlet – 페더레이션 서버 및 페더레이션 서버 프록시
초기 구성, ADFS 서버 역할 설치



Federation 시나리오 1-페더레이션된 웹 SSO



Federation 시나리오 2-포리스트 트러스트와 페더레이션된 웹 SSO



Federation 시나리오 3-웹 SSO



Office 365 ID 모델 - 1. 클라우드 ID



Office 365 ID 모델 - 2. 동기화된 ID



Office 365 ID 모델 - 3. 페더레이션된 ID





Azure AD와 Microsoft 클라우드 서비스

• 다중 테넌트 서비스

• 핵심 디렉터리 및 ID 관리 기능 제공

• 애플리케이션 및 리소스 액세스 중앙 제어

• 애플리케이션에 SSO 인증 기능 제공

• 도메인 가입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 WAAD 액세스에 LDAP을 사용하지 않는다.



Microsoft Azure AD 관리



AAD 동기화와 AD 로그온 특성

• 인증 원본: 온프레미스 디렉터리  관리

• Microsoft Azure AD  업데이트: DirSync

• DirSync: Same Sign-On

• ADFS: Single Sign-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