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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ctive Directory ?y

IT Objects 를 관리하는 보안의 경계

- IT Object : Users, Computers, Relationship
SAM > NTDS.dit
Account : 사용자 Person
+ Computer

C

Relation ship

Computer 도 계정 = Password
90일 동안 Domain Controller 통신이 않되면?
로그인이 않된다. 

Users Computers

- How to Management ?
Domain Controller 에
IT Resources의 보안에
관한 정보를 저장

Consolidated Managing

Domain Controller

관한 정보를 저장

MS Easy 세미나

Managed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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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용자A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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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파일 위치

관리 계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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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w To Managing?g g

IT Objects 는 DCAL 과 Policy 를 통해 관리

- Microsoft Windows feature

Windows OS DO Environment

퍼미션 환경

- Two Method of Managing IT Resources

퍼미션 환경

Users Computers

DCAL(File), Policy(Reg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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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DCAL

DCAL은 특정 File 에 대한 Access 를 관리
- DCAL?

1. Unix 의 R-W-X 권한과 비슷한 Windows의 권한 관리 기능
2. Windows 2008 부터는 행위까지 확대 적용
3. 권한에 대한 접근 범위를 Active Directory의 사용자 범위 까지 확대

- DCAL is Permission Account / Group 범위가 확장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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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olicyy

Policy 는 Registry를 활용하기 위한 도구

Policy and Registry- Policy and Registry

- Domain의 Password 정책은 Default Domain Policy에서만 설정 가능 했으나 Windows 2008 부
터는 OU별 적용 가능

- Windows 2008에서는 Preference 기능을 통해 더욱에서는 기능을 통해 더욱
손쉽게 사용자 및 컴퓨터 환경을 설정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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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olicy (GPMC)y

GPMC를 통해 더욱 유용한 관리 가능

1. Create Policy
2. Link Policy to OU
3. Generate Policy Report
4. Backup

MS Easy 세미나



3-1. Structures of Active Directory (논리적 구조)y

Active Directory는 논리적 / 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논리적 구조- 논리적 구조

OU Domain

Tree

Forest

Objects
Policy

Tree

Group

1. OU : Objects 구분, Policy 할당
2 Group : DCAL(권한) 할당 Objects 구분 특정 그룹의 경우 특정 권한 갖고 있음

DCAL

2. Group : DCAL(권한) 할당, Objects 구분, 특정 그룹의 경우 특정 권한 갖고 있음
• 권한 할당 방법 : A G U DL P
• 정책 적용이 않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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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tructures of Active Directory (물리적 구조)y

Active Directory는 논리적 / 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 물리적 구조

Chica

Seatt
le New York

Replication
goLos Angeles

IP subnetIP subnet

Domain Controller Domain Controller

1 물리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Domain Controller 간의 복제

Site
IP subnetIP subnet

IP subnetIP subnet

1. 물리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Domain Controller 간의 복제
2. 네트워크 대역폭이 낮을 경우 Domain Controller 간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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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NS 와 Active Directoryy

Client는 DNS를 통해 자신의 DC를 찾는다.

Client 이름 풀이 순서- Client 이름 풀이 순서

DNS Cache / Hosts DNS 질의 NetBIOS Cache WINS Broad Cast LMHost

- DNS는 Computer의 이름 풀이로 사용
- Client 는 DNS 질의로 DC 를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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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AP : Directory Service 에서 Object를 질의 하는 Protocol



4. 인증증

- Kerberos V5 인증
대화형 로그온을 위해 암호 또는 스마트 카드와 함께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이 인증은 또한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네트워크 인증 방법입니다이 인증은 또한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네트워크 인증 방법입니다.

- SSL/TLS 인증

* Kerberos 인증을 사용하는 컴퓨터는 5분 이내에 컴퓨터의 시간 설정이 일반 시간 서비스와 동기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 53 (DNS), 88 (Kerberos ticket-granting service), 123 (Time service), 465 (kerberos change password protocol)
* http://www.microsoft.com/technet/prodtechnol/windowsserver2003/technologies/security/tkerberr.mspx

사용자가 보안 웹 서버에 액세스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 NTLM 인증
클라이언트나 서버가 이전 버전의 Windows를 사용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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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 마스터

작업 마스터 Role은 Single Master Replication을 한다.

Cli t 이름 풀이 순서- Client 이름 풀이 순서

• Forest 차원에서 수행되는 작업마스터
- Forest 차원에서 수행되는 작업마스터는 전체 Forest에서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
• 스키마 마스터(Schema Master)
• 도메인 명명 마스터

포리스트에서 도메인 또는 응용 프로그램 파티션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데 필요

• Domain 차원에서 수행되는 작업 마스터
- Forest 내의 모든 도메인마다 하나씩 존재할 수 있다.
• RID 마스터 : 

RID 풀을 할당하여 새 도메인 컨트롤러나 기존 도메인 컨트롤러에서 사용자 계정, 컴퓨터
계정 또는 보안 그룹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

• PDC 에뮬레이터
• 인프라 마스터(하부구조 마스터) :인프라 마스터(하부구조 마스터) :

도메인 간에 참조되는 개체의 SID 특성 및 고유 이름 특성을 업데이트하는 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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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ctive Directory Backupy p

Active Directory는 System State Backup 으로 백업 받는다.

NTB k 을 통한 A ti Di t 정보 B k- NTBackup을 통한 Active Directory 정보 Ba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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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ctive Directory Backup

Windows 2008은 Backup Feature를 추가 해야 한다.

복원 시 Critical Volume Backup본을 Restore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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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ctive Directory Restorey

Active Directory 복원은 2가지 방법이 있다.

신뢰할 수 없는 복원(N A th it ti R t )- 신뢰할 수 없는 복원(Non-Authoritative Restore)

1. 디렉터리 서비스 복원 모드로 컴퓨터를 시작 (부팅 메뉴에서 F8 키)
2. 디렉터리 서비스 복원 모드 선택
3. NTBackup을 통해 복원

-신뢰할 만한 복원(Authoritative Restore)

1. 신뢰할 수 없는 복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NTBackup을 통한 복원 실행
2. 명령 프롬프트에서 ntdsutil 입력
3. authoritative restore 입력
4. restore database를 입력
5. 특정 하위 트리만 할 경우

restore subtree ou=sqlservers, dc=lgxxx, dc=co, d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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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업 마스터(FSMO) Role 전송 및 점유

DC의 FSMO 역할 전송 및 점유

FSMO 역할 전송-FSMO 역할 전송

1. FSMO 역할이 전송되는 포리스트에 있는 Windows Server 2003 기반 구성원 컴퓨터나 도메인 컨트롤
러에 로그온 (FSMO 역할을 할당하려는 도메인 컨트롤러에 로그온하는 것이 좋다.)

2 시작 실행을 차례로 누르고 열기 입력란에 ntdsutil을 입력2. 시작, 실행을 차례로 누르고 열기 입력란에 ntdsutil을 입력
3. Roles > connections > connect to server “servername” (servername은 FSMO 역할을 할당할 도메인

컨트롤러의 이름)
4. server connections 프롬프트에서 q입력
5. transfer “role name”

- FSMO 역할 점유

1. connect to server servername 까지 위와 동일하게 실행까지 위와 동일하게 실행
2. server connections 프롬프트에서 q를 입력
3. seize “role name”

툴도 있습니다.
쉽게 작업 하기 위한 도구 : http://maystyle.tistory.com/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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