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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학전산망은 방화벽에 의한 접근제어를 근간으로 보안정책을 세분화, 다양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탈취, 침
해사고, 그리고 서비스 거부 등 보안위협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개방적 특성을 갖는 캠퍼스 전산망에서 정

보보호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보안대상에 적응적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차등적인 보안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보
안장비의 보안수준은 사용자와 보안대상의 사상에 의해 결정된다. 제안된 보안정책은 창의적인 캠퍼스 환경에서 비

용 대비 보안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용자에게 빠르고 안정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A campus network nowadays adapts the security policies in detail and even in variety, along with firewall based 
access control. Nevertheless, security threats, such as information hacking, intrusion and DoS, are not decreasing yet. 
This paper proposes an enabling method of discriminative security policies to enforce an adaptive security for security 
objects on basis of the security elements. The security level of a security devices is decided based on the mapping 
between the users and the objects. The proposed security policies could improve the security effect in terms of 
investment in creative campus environment, and aim to provide fast and stable services to users. 

키워드 : 캠퍼스 전산망, 방화벽, 보안대상, 보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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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기술의 발달은 무형의 정보자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심지어 유형의 물리적 자산도 정보자산에 

의존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또한 IT 산업은 주요 기술

을 아웃소싱하여 운영하는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

만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보안위협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수준의 보안요구 

특성을 갖는 사용자로 구성된 캠퍼스 환경은 각종 보안

위협에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대상으로부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안정책이 요구된다[1].
기존의 데스크탑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랫 

PC, 아이패드와 같은 무선매체에 기반을 둔 기기들이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반면 해킹, 크래킹 기법

을 통한 정보 유출과 같이 다양한 보안위협이 존재한다.  
특히 분산 서비스 거부공격(DDoS :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에 의한 인터넷 서비스의 중단, 서비스 중단 

협박 등의 보안위협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보

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에는 정보보호 정책 최적

화와 더불어 다양한 정보보안장비 도입이 추진되고 있

다[2].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산망 서비스를 중단하

게 하는 다양한 원인들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개방적

인 특성을 갖는 캠퍼스 환경에서는 일반 기업의 전산망 

사용자와는 달리 보안위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따
라서 캠퍼스 네트워크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위협

을 적응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최적의 보안효과를 제공

할 수 있는 보안정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3,4]. 
본 논문은 캠퍼스 전산망에서 사용자를 기준으로 보

안대상을 고려하여 보안장비에  차등적인 보안정책 실

현 방안을 제시한다. 전산망 사용자별로 접근해야할 장

비와 정보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자산의 식별 및 

분류, 가치산정, 등급화를 통해 보호해야할 정보자산을 

정확히 정의한다. 또한 침해 종류에 따른 보안대상을 

분류한다. 즉 정보보호의 대상, 자산, 그리고 서비스(연
속성 및 속도) 등의 다차원 관계를 정의함으로써 구성

요소 각각의 정보보호 역할과 구조를 명확히 한다. 결
과적으로 사용자를 기준으로 차등적인 보안정책 실현

이 가능하고 보안대상의 보안을 적응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보안정책과 전산망 관리의 협업을 통해 사용자

에게는 편리성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캠퍼스 네트

워크 환경에 효율적인 보안정책 실현이 가능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기존의 정보

보호 통합보안 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 캠퍼스 

전산망 사용자를 구분하고 보호해야할 정보,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보안대상 그리고 보안장비의 역할과 설

치 위치, 보안정책에 대해 기술한다. 4장에서는 기존의 

보안정책에 추가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용자 구분, 정
보보호 대상, 통합적인 보안정책 설계에 대해 제안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기존 캠퍼스 환경의 통합보안 체계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 기기의 보급은 사용

자의 인터넷을 통한 업무 의존도를 높이고 다양한 서비

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 생태계가 날로 진화하

고 있다. 하지만 응용 서비스 관련 통신 프로토콜과 운

영의 취약점에 의한 악의적인 공격 형태와 방법도 지속

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캠퍼스 네트워크는 일반 

기업에 비해 개방적인 특성이 강해 보안위협에 쉽게 노

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정보통신 환경

에 적용되는 보안정책은 제한된 장비와 범위에서 관습

적인 사용에 의해 정의된 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5]. 
기존의 보안정책은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먼저 보안

대상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

고 보안대상이 되는 정보자산의 정의, 등급, 업무 중요

도 등을 정의하고 주어진 보안대상의 취약성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정의한다. 정보자산은 정보보호 핵심 구성

요소인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기준으로 보안등급을 

평가한다. 추가적으로 자산의 구매비용 등 정량적인 척

도를 반영하여 보안정책을 적용하고 있다[6,7].  
기존 보안정책의 근본적인 한계는 서버 중심, 데이터 

중심의 보안체계에서 나타난다. 그림 1은 대부분의 대

학에서 현재까지 운영된 통합 보안체계를 보이고 있다. 
그림과 같이 기존 통합보안 시스템은 서버와 데이터베

이스 중심의 체계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기존의 통합보안 체계가 갖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사용자, 보호해야할 대상, 보안장비가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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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존 캠퍼스 환경에 적용되었던 통합 보안체계

Fig. 1 Integrated security system applied to the existing campus environments

요구수준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이용

하여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종합 정보보호 체계로 정보

보호 데이터 수집 방안, 위험도 관리 방안 등을 수립한

다. 결과적으로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사후대책 중심에

서 예측방어 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 
최근의 보안환경을 고려하면 고객 중심, 서비스 중심

의 보안체계가 기존의 시스템에 실현되어야 한다[8,9]. 
대표적인 예로 P2P(Peer-to-Peer) 서비스는 기존 보안체

계에서 무시하고 차단해야하는 서비스였으나 최근에는 

대표적인 사용자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웹, 메일 등

에 부수적인 P2P 서비스를 통하여 많은 자료들이 사용

자 사이에 교환되고 있다. 하지만 P2P 특성을 고려하면 

이를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정

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화상

강의는 캠퍼스 환경에서 매우 일반적인 서비스로 정착

되어 가고 있으며 방대한 트래픽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일괄 차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이러

한 환경변화에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용자, 서
비스 중심의 보안정책이 필요하다[10].

Ⅲ. 통합 보안정책 수립을 위한 구성요소 분석

대학 캠퍼스 전산망은 기존의 방화벽을 이용한 침입 

차단/통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폐쇄형 시스템과 입시관

련 학사업무, 연구 협업, 인터넷 접속 등 개방적 시스템

으로 구성되는 특성을 갖는다. 
먼저 대학을 구성하는 사용자에 따라 표 1과 같이 교

수, 직원, 학생, 전산원 직원, 일반인으로 사용자를 분류

할 수 있다. 

사용자 구분 용도

교수 연구

직원 행정

학생 교육

전산원 직원 업무 개발 및 운영

일반인 인터넷 이용

표 1. 대학 구성원 사용자 구분 

Table. 1 User classification in university community

교수와 직원은 각각 연구와 행정이라는 비교적 제한

적인 업무특성을 갖는 사용자로 분류할 수 있다. 학생

의 경우 독자적인 PC를 사용하는 대학원생과 실습실처

럼 공용 PC를 사용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지만 학생

으로 통합 분류한다. 전산원 직원은 보안 레벨이 다양

하고 최고 레벨의 접근이 가능하다. 즉 전산원 직원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DBA: Database Administrator), 
서버 관리자, 업무용 프로그래머, 네트워크 관리자, 보
안 관리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인의 경우는 단

지 웹서비스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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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대상

데이터베이스 (학사, 행정, 인사 등)

어플리케이션 (www, E-mail 등)

네트워크 서비스

서버

PC

개인정보

표 2. 보호해야 할 보안대상

Table. 2 Security objects to be protected

다음으로 보안대상을 정의한다. 표 2는 캠퍼스 환경

에서 보호해야할 보안대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중요

한 보안대상은 학사, 행정, 인사 등 데이터베이스와 같

은 정보 데이터를 들 수 있다. 또한 대학의 홍보를 위한 

메인 홈페이지 서비스의 중단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홈페이지 서비스 중단은 여러 원인

이 있을 수 있다. 외부의 해킹에 의한 서비스 중단, 홈
페이지 내용 위변조, 분산 서비스거부 공격(DDoS: 
Distributed DoS) 등의 공격에 의한 서비스 중단, 또는 

하드웨어 고장 등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한
편 DNS(Domain Name Server) 해킹과 같은 경우는 모

든 전산망 서비스를 중단 시킬 수 있다. 보호되지 않은 

PC는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외부 서버를 공격하는 좀

비 PC가 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표 3은 캠퍼스 환경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보안장

비를 보이고 있다. IT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기

능은 물론 웹과 같은 어플리케이션 전용의 보안장비 

(웹방화벽 등)가 출연하고 있다. 캠퍼스 환경에 적절한 

보안대상이 정해지고 보안정책이 수립되면 보안장비의 

유효한 설치위치와 보호영역을 설정은 예산절감과 더

불어 사용자 편리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기존에는 보안장비를 단순하게 일렬로 배치하는 경

향을 보였다. 특히 최상위 라우터 앞에서 운용되는 방

화벽과 같은 장비의 서비스 단절은 방화벽 아래의 서버

들의 모든 서비스를 중단한다. 방화벽은 침입차단 역할

뿐만 아니라 내부 서버들의 구체적인 사항을 감추기 위

하여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기능을 활성화

하여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를 대

비하여 장비의 이중화를 통해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

보호 장비 목적

방화벽 침입 차단

IPS(Intrusion Protection System) 침입 방지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 침입 탐지

웹 방화벽 침입 차단

접근통제 침입 차단

DDoS(Distributed DoS) 서비스 관리

TMS(Threat Mgmt System) 위협 관리

ESM(Enterprise Security Mgmt) 통합 관리

좀비탐지 PC 관리

백신 PC 관리

PMS(Patch Mgmt System) PC 관리

VPN(Virtual Private Network) 접근 관리

표 3. 캠퍼스 환경에서 적용되는 보안장비

Table. 3 Security devices applied in campus environment

그동안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일반적인 접근은 보안

장비를 보강하는 정책이었다. 이는 보안체계의 경직성

으로 인해 시스템 성능저하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11]. 또한 방화벽, IDS/IPS, 웹방화벽, 
DDoS 방지장비 등을 순차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임의 

장비의 고장 시 모든 서비스를 중지하는 치명적인 장애 

포인트가 되고 있다. 안정적인 캠퍼스 전산망 서비스를 

위하여 처리속도, 사용자 편리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보안장비의 배치와 더불어 체계적인 보안정책의 적용

이 요구된다. 각종 보안장비의 이중화를 통한 적절한 

작업분담(로드밸런싱), 보안장비의 특성을 반영한 프록

시로 운영, 그리고 보안장비의 병렬배치 등을 통해 서

비스의 중단 없는 보안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

Ⅳ. 캠퍼스 통합 보안정책의 설계

개방된 캠퍼스 환경이 창의적 속성이 강한 다양한 

사용자로 구성되는 특성을 고려하면 모든 사용자에

게 보안대상으로부터 완벽한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통합 보안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각각의 정보보호 구성요소를 정의하고 이

를 기반으로 적용 가능한 보안정책에 대한 설계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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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보안 구성요소 사이의 보안정책 사상

Fig. 2 A security policy mapping between the security elements

4.1. 정보보호 구성요소 사이의 보안정책

각각의 사용자가 주어진 보안정책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편리함을 가지고 IT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매

우 어렵다[12].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에도 

비용만큼 보안위협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는 것은 아

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보호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캠퍼스 환경 고유의 통합 보안정책

이 절대적이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캠퍼스 

환경에 적응적인 통합 보안정책을 위한 정보보호 구성

요소 사이의 개념적인 구조를 나타낸다.
먼저 통합 보안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장에서 정의

한 사용자, 보안장비, 보안대상 사이의 보안관계를 정

의한다. 각각의 보안관계에 해당하는 보안정책(보안장

비, 개인정보 보호 수준, 서비스 속도, 서비스 중단 시 

대처방법 등)을 설정한다. 보안정책은 소요예산, 업무

의 중요성과 시급성, 법과 제도 등 다차원적인 보안정

책 실현 요소를 감안하여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보안정책에 맞추어 네트워크나 서버의 운영정책을 수

정하여 캠퍼스 환경에 적응적인 정보보호 환경을 실현

하게 된다.

4.2. 정보보호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안

정책의 설계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는 보안정책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한하고 특정 사

용자에 대응하는 서비스에만 허용하는 형태로 운영된

다. 그러나 캠퍼스 환경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소수의 

보안 관리자와 많은 사용자 사이에 이러한 정책을 적용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캠퍼스 환경은 

기본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허용하고 사용자 그룹에 허

용되지 않는 서비스를 차단하는 정책을 적용한다. 공개

성, 대중성의 특성을 갖는 대학의 연구, 교육 환경을 고

려하면 당연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표 4는 사용자를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안정책의 예를 보이고 있다. 
연구 중심의 교수, 행정 중심의 직원, 교육 중심의 학생, 
정보전산원 직원, 그리고 일반인에게 하는 보안정책은 

다르게 적용되어야한다. 특히 캠퍼스의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고 조작하는 정보전산원 직원의 경우는 더욱 세

분화된 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캠퍼스 환경

이 공개성을 기본으로 하지만 한편으로는 입시를 비롯

한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강력한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핵심 데이터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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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대한 접근과 수정은 안전한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접근을 통제함은 물론  담당자의 업무에 대응

하는 역할에 맞게 적용될 수 있는 연산을 제한해야 한

다[10,13].

사용자 web e-mail telnet ftp 인사
시스템

전자
문서

교수 ○ ○ ○ ○

직원 ○ ○
담장
직원

○

학생 ○ ○

전산원 
직원

○ ○ ○ ○ ○

표 4. 사용자를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안정책 예

Table. 4 An example of security policy based on users

보안장비 역할
대역폭
(bits/s) 설치 위치 적용범위

방화벽 1 IDC 서버 1G IDC IDC

방화벽 2 주요 서버 100M 시스템실 시스템

웹 방화벽 웹서버 1G 웹서버 앞

백신서버 PC 보안 100M 캠퍼스 전체

표 5. 보안장비를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안정책 예

Table. 5 An example of security policy based on security 
devices

보안장비를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안정책은 보

안장비의 고유의 보안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장비의 

성능을 파악해야 하며 적용범위에 따른 적응적인 보안

정책을 수립하여한다. 표 5는 보안장비를 기준으로 적

용될 수 있는 보안정책의 예를 보이고 있다.
웹 방화벽은 80번 포트를 제어하고 심지어 컨텐츠까

지 점검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하가 걸린다. 따라서 다

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고유의 특징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장비를 방대한 캠퍼스 네트워크

의 맨 앞단에 위치하게 하여 모든 웹서비스를 통제하는 

것은 투자에 대비하여 효과도 적고 관리도 어려울 수 

있다. 즉 보안장비의 서비스 범위와 역할에 맞는 정확

한 보안정책이 필요하다. 보안장비를 기준으로 하는 보

안정책은 보안장비의 능력, 위치, 그리고 적용범위에 

따라서 해당 장비의 망분리, 추가 보안장비 투입, 설치

위치와 적용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보안
대상

방화벽 IPS 웹방화
벽

D
DoS 백신 PMS TMS

DB 
서버

○ ○ ○

웹서버 ○ ○ ○ ○ ○

mail 
서버

○ ○ ○

네트
워크 

○ ○

PC ○ ○

표 6. 보안대상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안정책 예

Table. 6 An example of security policy based on security 
objects

        
보안대상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안정책은 보

안대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대응하는 보안정

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데이터베이스 보안은 단순히 방

화벽에 한정하여 보안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 데이터

베이스의 암호화, 전용장비 도입, 로그처리 장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6은 보안대상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안정책의 예를 보이고 있다.
단순히 보안장비의 설치 및 확장으로 운영되는 보안

정책보다는 네트워크 관리자, 서버 관리자와의 협업을 

통해 전산망 운영정책, 전산망 구조변경, 그리고 서버

의 운영정책 변경을 통해 적응적인 보안정책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망분리 정책, 보안

장비의 적절한 위치변경, 사용자의 역할 재정의 그리고 

서버의 집중화가 있다.  
캠퍼스 전체에 산재해 있는 모든 서버에 방화벽 혹은 

웹방화벽과 같은 보안장비를 운영하는 것은 비용에 비

해 매우 비효율적이다. 서버를 특정지역에 집중하거나 

특정 지역으로 분리하는 집중화 전략의 정보보호 효과

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업무행정 서비스인 인트

라넷의 경우 보안을 위하여 망을 물리적 혹은 논리적으

로 분리하여 NAT 기반의 사설 IP 주소를 운영할 필요

가 있다. 캠퍼스 전체에 일괄적인 보안정책 적용은 예

산낭비는 물론 효율성 감소, 사용자 속도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동반한다. 그러나 보안정책을 사용자, 보안장

비, 보안대상을 기준으로 운용정책을 구분하고 적당한 

보안정책을 연결함으로써 적응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가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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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논의

대부분 캠퍼스의 정보보호 환경은 방화벽을 인터넷 

연결 지점에 배치하는 형태로 캠퍼스 전체적인 트래픽 

통제함으로써 악성 트래픽을 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

고 있다. 이는 캠퍼스 내의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이

해와 정보보호 구성요소 사이에 복잡한 정책적 사상관

계를 전제로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방화벽을 통한 블랙

리스트 IP 주소에 대한 통제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별도의 정보보호 서비스 정책을 적용한 접

근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산망 속도의 저하로 인한 

사용자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효율적인 외부 접근 통제를 위해서는 내부 각 구간

에 대해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각각의 로컬 방화벽을 

구축함으로써 해당 구간에서 서비스되는 정보보호 대

상을 보호해야 하며 로컬 방화벽을 위한 관리자가 필

요하다. 네트워크 분리에 따른 방화벽 설치는 장비구

매와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투자비용과 함께 

보안정책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정보보호 대상을 

정확히 선택하고 특정 물리적 영역에 유사한 특성을 

갖는 정보보호 대상을 집중 배치하는 전략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개방적인 특성이 강한 캠퍼스 네트워

크 환경에서 적응적이고 효율적인 정보보안을 위한 통

합보안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개방된 캠퍼스 환경이 

창의적 속성이 강한 다양한 사용자로 구성되는 특성을 

고려하면 모든 사용자에게 모든 보안대상으로부터 완

벽한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
라서 통합 보안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각각의 정보보호 

구성요소를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용 가능한 보안

정책에 대한 설계가 필수적이다.
제안한 보안정책은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의 흐름을 분석하여 보안장비 설치 위치를 적절히 변경

하면 보안장비 설치비용 대비 보안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서

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향후에는 정보의 중요도

를 반영하여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에 따른 세밀하고 정

량적인 보안정책 방안에 관해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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