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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배경

통합적이고 강력한 보안 솔루션의 활용 대두

정보 탈취를 위한 서버 및 사용자 PC에 대한 공격 증가지능적인 바이러스의 증가

데이터 유실 및 해킹으로 인한 업무 중단의 피해 위협적인 물리적 요소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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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개요

보안 솔루션 내용 기대효과

Active Directory

Active Directory의 그룹 정책 서비
스(GPO)에 기반한 PC 보안 정책

관리자의 측면에서 사용자의 PC
보안 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마
련

Windows 10

Windows 10을 이용한 부트 섹트
암호화, 생체 인증 암호, 디바이스
가드 등을 제공

계정 보호, 데이터 보호, 위협 방
어, 하드웨어 보안을 중점으로
운영 체제의 보안 고도화

BitLocker

하드웨어 칩을 이용해 하드 디스
크 암호화

정상적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
았을 때 디스크와 파일에 대한
접근 차단 및 데이터 유출 방지

AD RMS

Active Directory 기반의 디지털 인
증서를 결합하여 문서 암호화 및
복호화 서비스

암호화 된 문서에 권한 부여를
통해 중요 문서 보호 및 사용자
접근 통제

외부로
부터
침입
방지

보안
환경
강화

문서
보안

• RMS: Right Management Service 3



솔루션 소개 – Active Directory

 개체 정보 디렉토리 저장
(사용자,컴퓨터, 그룹, 정책 등)

사용자 및 PC 인증
(싱글 사인 온1] 기반)

 사용자 및 PC에
대해 중앙에서 그룹
정책 적용 및 관리

 대략 2000여개의
정책으로 사내 보안
관리의 효율성 증대

인증 기반 보안 정책

관리/적용

사용자 정보관리

일원화

중앙 PC 관
리 솔루션

• 1] 싱글 사인 온(Single Sign On) : 한 개의 계정으로 다수의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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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 Active Directory

 일괄적인 컴퓨터 보안 환경 관리
 싱글 사인 온 기반의 인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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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소개 – Windows 10

계정 보호 데이터 보호 위협 방어 장치 보안

 생체 인식을 통한 고도화
된 보안 환경

 Multi-factor 인증을 통
한 보안 강화

 부트 로더 단계에서 디스
크 암호화

 업무용, 개인용 PC 환경
분리

 강력한 맬웨어 방지
기능 제공

 신뢰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만 실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반의 통합된 보안

 부트 레코드 암호화

Windows 10에서는 이전 버전보다 고도화된 보안 솔루션들로 사용자들의 보안 환경을 강화

Windows Hello BitLocker EDP Device Guard
UEFI 

Secure 
Boot

TPM2.0

Windows 10 의 고도화된 보안

6



시나리오 - Windows 10 보안

업무용
영역

개인용
영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을 활용하는 보안 방법

• 1] UEFI(Unified Extensible Firmware Interface) : BIOS(기본 입출력 시스템)를 대체하도록 고안된 PC용 표준 펌웨어
인터페이스로 Windows 7  64bit 버전 또는 Windows 8 이상 지원

• 2] Secure Boot : UEFI 2.2부터 지원하는 기능으로, 부트로더가 디지털 서명 되었는지 검증하여 부팅 과정의 보안성을 높인 기술,
디지털 서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팅이 불가능

• 3] Windows Hello 지원 카메라 : Intel의 RealSense
• 4] Device Guard : Windows 10 Enterprise/Education 에디션에서 Device Guard 코드 무결성 정책(Code Integrity Policy)를

생성하고, 이를 반영하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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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소개 – BitLocker (하드 디스크 암호화)

1. 사용자 직접 텍스트 암호 설정
2. 운영체제 복구 암호 자동 생성

: 사용자 암호 분실 시에도 복구
가능

• 1] Windows Vista Ultimate, Enterprise, Windows 7 Ultimate, Enterprise, Windows 8 Pro, Enterprise, Windows 10 Pro, Enterprise
• 2] TPM : 암호화 키를 포함하여 기본 보안 관련 기능을 제공하도록 디자인된 마이크로 칩
• 3] BitLocker 암호화 방법: AES(고급 암호화 표준)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그룹 정책이나 BitLocker WMI(Windows Management 

Instrumentation) 공급자를 통해 128비트 키를 256비트 키로 늘려 데이터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

256bit 키와
AES3] (암호화 알고리즘)

이용

TMP 칩을 감지해
BIOS상에서 동작

추가 암호 옵션
 USB
 PIN 번호

운영 체제의
디스크
암호화로

데이터 유출
방지

BitLocker

 암호키 저장소
 TPM 2.0 버전으로

맬웨어, 루트키트
공격 등 차단

1. TPM Emulator 
존재

2. USB로 대체 가능

T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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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 도난 또는 침입자의 운영체제 접근 시 데이터 보호
 Windows 10 이상부터는 XTS-AES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

시나리오 - BitL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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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소개 – AD RMS (문서 암호화)

AD RMS1]를 통해 문서에 디지털 암호화 적용 및 문서 접근 권한 제어

• 디지털 인증서를 이용한 문서 암호화 (X.509 기반 인증서)
•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이 보호된 정보를 복호화
• 보호된 정보를 사용한 내용을 추적 가능
• 산업 표준 RSA 알고리즘 사용
• AES 기반의 콘텐츠 암호화 키

암호화

• 암호화된 문서에 대해 권한 적용2] 및 보안 문서 템플릿 생성
• 읽기, 편집, 복사, 출력, 저장, 전달 그리고 만료 기간 등 보안 설정

권한
제어

• 추가 툴을 활용하여 오피스 이 외의 다른 응용프로그램3] (HWP, TXT 
등) 암호화 적용 가능

문서
호환성

• 1] RMS : 사용 권한과 콘텐츠 키는 파일에 저장이 되고, 파일은 조직의 루트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AES 대칭키로 보호
• 2] 보호된 문서는 인증된 사용자에게 적용된 사용권한으로 암호화가 해제된 상태로 사용 가능
• 3] RMS SDK를 활용하여 개발하면 RMS 보호 기능을 일반 범용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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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 AD RMS

 문서 권한 설정으로 문서 접근 차단
 문서 유출 방지

AD 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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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도입 기대효과

하드 디스크
암호화

사용자 측면

• 위협적 요소가 있는 외부로부터 사전 방지
(PC 부팅 단계부터)

• 데이터 및 문서 유출에 대한 예방 가능
• 고도화된 패스워드 및 생체 정보 인증으로

외부로부터 PC접근 방지

운영 체제
레벨의 보안

PC 보안 정책 문서 암호화

관리자 측면

• 고도화된 PC 관리 정책 생성
• 운영체제에 탑재된 기본 기능들로 보안

편리성 증진
• 신뢰성 높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

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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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구성도

13



솔루션 구성 개요
표준 구성 (500명기준)

표준 소프트웨어 구성 (500명 기준)

영역 구분 CPU Memory 기타 수량 설명

AD 
Windows Server 

2012  R2
8 Core * 1 CPU 8 GB SAS 15K 300 GB * 2 2대 도메인 서버/ 계정

SQL SQL Server 2012 16 Core * 2 CPU 32GB SAS 15K 300 GB * 2 1대

RMS
Windows Server 

2012  R2
8 Core * 1 CPU 32 GB

SAS 15K 300 GB * 2
1대 RMS 실행

영역 구분 SW 수량 설명

OS OS Windows Server 2012 R2  Standard Edition 도메인 서버/계정

Database Database SQL Server 201 Enterprise Edition

Client 

Access 

License

Windows Server CAL Windows Server CAL
500 EA

(Per User)
GA/GAS 계약 시 제외

RMS CAL RMS User CAL
500 EA

(Per User)

Windows 10 하드웨어 구성
프로세서 1GHz 이상 프로세서

RAM
32비트 OS의 경우 1GB

64비트 OS의 경우 2GB

저장소
32비트 OS의 경우 16GB

64비트 OS의 경우 20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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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사례

 구축내용

• 정책 기반의 PC 보안 및 사용환경 표준화

• 윈도우 패치 관리와 소프트웨어 배포, 제어 등 단위 보안/통제

 기대효과
 망 분리 비용 1/10 수준으로 절감
 '1인 1PC 1IP' 체제 구축
 강력한 보안정책 실행
 자동화된 중앙관리를 통한 관리 부서의 업무 효율성 증대
 네트워크 레벨의 통합 보안 환경 구축

구축 내용

 구축내용

• 정책 기반의 PC 보안 및 사용환경 표준화

• 인사정보 연동/SSO(Single Sign On) 구축

• PC 실명화에 따른 H/W, S/W 자산관리

• 보안 패치 및 서비스팩 설치 자동화 환경 구축

 기대효과
 정책 기반의 보안 강화
 Single Sign On 기반 인프라 구축
 자동화된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관리 비용 감소
 확장성을 고려한 인프라 설계

구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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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사례

 구축내용

 기대효과

구축 내용

 구축내용

 기대효과

구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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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문의

https://technet.microsoft.com/ko-kr/library/cc731053(v=ws.10).aspx
https://www.microsoft.com/ko-kr/windows/windows-10-specifications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vista/bitlocker-drive-encryption-overview
https://technet.microsoft.com/ko-kr/library/cc771627.aspx
https://technet.microsoft.com/ko-kr/library/cc731053(v=ws.10).aspx
https://www.microsoft.com/ko-kr/windows/windows-10-specifications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vista/bitlocker-drive-encryption-overview
https://technet.microsoft.com/ko-kr/library/cc771627.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