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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랜섬웨어의 공격 강화

출처 한국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

랜섬웨어 감염으로 문서 유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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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침해신고 현황>

온라인신고 전화신고 메일신고 월별합계 비고

2015년
< 메일로 유포되는 랜섬웨어 >



개요 - 랜섬웨어의 예방 방법

PC상태 최신 업데이트
- Adobe Reader / Windows Update를 최신 상태로 유지
- 백신 SW 최신 상태 유지

PC 및 서버 데이터 백업 - 개인이 아닌 관리자 설정에 의한 백업

문서 중앙화
- 사내 사용하는 문서를 모두 서버에 자동 저장
- 사본을 별도로 저장하고, 버전 별로 조회하고 복구

시스템 보호 설정 - 시스템 보호 창을 열어 복원 시점을 설정

읽기 전용 폴더 설정
- 읽기 전용 폴더로 변경하여 랜섬웨어 침해 시 해당

폴더의 파일이 감염 되지 않게 설정(Crypt0L0cker 
예외)

랜섬웨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



개요 – 문서중앙화로 랜섬웨어 예방 방법

버전관리

문서
중앙관리

권한관리

감사

이전에작성한파일을버전관리로백업

접근권한 설정으로 랜섬웨어 피해 최소화
감사 기록 확인으로 실시간 감지

문서중앙화를 통한 개인 문서 보호

문서 중앙화 핵심 기능



기능소개 – 문서 중앙관리

문서 중앙화를 통한 개인 문서 보호

문서중앙서버 주요기능

다양한 디바이스 지원

공동 작성 및 편집

공동 작성시 작업 내용 추적

사용자 별 권한 적용

문서 워크플러워 적용

공동 편집 및 작업 추적



기능소개 – 버전 관리

문서중앙서버

<웹 환경> <오피스 환경>

주요기능

주/부 버전 설정

버전 수 제한기능

버전기록기능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이력

이전 버전 복원기능

문서별 변경 이력에 대한 버전 관리 기능 제공

편집 이력 확인

주/부 버전 관리 설정



기능소개 – 권한 관리

문서에 대한 접근 관리 기능 제공

주요기능

모든 문서에 대한 자동 권한 적용

사용자 및 그룹별 권한 권리

문서에 대한 인쇄, 편집, 보기, 

전달 방지 정책 적용

문서중앙서버

관리자

 권한설정
 적용

사용자

권한없음

읽기만

모든권한

사용 권한 설정



기능 소개 - 감사

주요기능

문서에 대한 감사를 통한 모든 활동 추적

문서중앙서버 주요기능

읽기, 편집, 삭제, 인쇄, 저장에

대한 감사 기능 설정

프로세스 별 사용현황 통계 제공

엑셀로 데이터 내보내기 제공

다양한 통계 View

Excel Data 활용

감사정책

문서열람

해킹시도



추가 기능 – 문서암호화

AD RMS 추가 하여 문서 암호화

주요기능

문서 암호화

만료 기간 정책 설정

인쇄, 캡쳐, 전달, 쓰기 금지 설정

문서중앙서버

AD RMS 서버

문서
암호화
정책적용

관리자

정책 적용 예

인쇄금지

메일전달금지메일전달금지

복사금지

저장금지

캡쳐금지



시나리오 – 랜섬웨어 대응

랜섬웨어 감염시 대처 방법

 감염된 문서는 이전 버전으로 복원
 감사기능을 통한 감염자 추적

문서중앙서버



시나리오 – 랜섬웨어 예방

 개인의 파일을 이중, 삼중 암호화 된 중앙 서버에 저장
 파일 별 / 폴더 별 권한 설정으로 허용되지 않은 접근을 차단

랜섬웨어 감염을 최소화 하기 위한 관리방법

문서중앙서버



기대효과

- 이력 관리, 권한 관리로
인한 문서 보안 강화
- 랜섬웨어 피해 최소화

- 협업 공간과 개인
문서의 통합으로 지적
자산 활용도 증가

- 업무 효율성 증가

- 중앙 문서 관리를 통한
통합 관리
- 문서 유실 최소화

보안 강화

생산성
향상

통합 문서
관리

협업과 문서 관리의 융합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솔루션 시스템 구성도

Web Apps

솔루션 구성도 (500명 기준)



S/W Spec

상세 구성 내용

표준 솔루션 구성 상세(500명 기준)

영역 구분 SW 설명

OS
OS Windows Server 2012 R2 Standard Edition

Windows Server CAL Windows Server CAL 

SharePoint

Portal SharePoint Server 2013 Standard

SharePoint CAL SharePoint Standard CAL GA/GAS 계약 시 제공

SharePoint CAL SharePoint Enterprise CAL BI 및 추가 기능 구현 시
필요한 CAL

DB SharePoint CAL SQL Server 2014 Standard Edition SharePoint Server 용 DB 라
이선스 기본 2식

H/W Spec

영역 구분 CPU RAM HDD 수량 설명

Domain Controller(AD) 가상머신 8 Core 8 GB SAS 15K 300 GB * 2 2대

SharePoint Server 가상 머신 16 Core X 2CPU 64 GB SAS 15K 300 GB * 2 1대

Office Web Apps 가상머신 8 Core 64 GB SAS 15K 300 GB * 2 1대

SQL Server 물리적서버 16 Core x 2CPU 32 GB SAS 15K 300 GB * 2 1대

Storage(외장) 25TB / FC 지원 외장 스토리지



고객사례

 배경
• 중앙 관리하는 파일 공유 서버가 필요
• 임원정보시스템 고도화
• 대외문서의 수신 및 발송을 위한 문서 유통 시스템 필요

 기대효과
• 개인 PC의 탐색기에서 파일 공유 및 문서 중앙 관리가 가능해져서 업무 효율성 극대화
• 임원들의 독립적인 문서 저장 공간 제공
• 임직원의 자유로운 소통 및 문서 공유 가능

 주요기능
• 문서관리 효율화를 위한 주제별 폴더 생성
• 개인 PC와 서버와의 동기화
• 버전관리 및 다운로드 이력 추적

구축 내용

 배경
• 행정지원 사이트 정보를 시각적인 형태로 지원 필요
• 협업 시스템을 이용한 행정지원정보 정리

 기대효과
• 다양한 브라우저, 모바일 기기를 통한 임직원들의 접근 용이성 제공
• 간편한 Update를 통해 최신의 UI를 즉각적으로 반영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을 통한 사용자 생산성 및 활용성 증대효과

 주요기능
• 프로젝트 관리 및 산출물 관리
• 연구과제 성과물 연동
• 문서 공동작업 진행
• IPPBX 연동을 위한 Smart Work 
• Mobile Device 지원

구축 내용



해외 고객사례

 정보
•영국 캐임브리셔 경찰 지구대는 법률 집행 /공공 안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구대는 근린 지역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 1,400명의 경찰과 500명의 지역
사회 지원 경찰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경
•영국 정부가 주도하는 예산 감축 방안을 충족(2016년
까지 2,000만 유로 삭감) 

• IBM Lotus Notes 교체

 기대효과
•조직 능률화 및 개혁
•사용자에게 권한 부여
•치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과 도입

 주요기능
•행정지원 사이트 정보를 시각적인 형태로 지원
•협업 시스템을 이용한 행정지원정보 정리
•마이크로소프트 SharePoint 기반 행정지원 사이트의
문서 정보로 ThinkWise 협업시스템을 통해 시각적으로
재구성

구축 내용



구축 기관



제품 문의

http://www.microsoft.com/ko-kr/customerevidence/evidence_list.aspx?industry=government
https://www.microsoft.com/ko-kr/server-cloud/products/windows-server-2012-r2/
https://www.microsoft.com/ko-kr/customerevidence/evidence_list/solution/enterprise_content_management.aspx
http://www.microsoft.com/ko-kr/customerevidence/evidence_list.aspx?industry=government
https://www.microsoft.com/ko-kr/server-cloud/products/windows-server-2012-r2/
https://www.microsoft.com/ko-kr/customerevidence/evidence_list/solution/enterprise_content_management.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