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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계정 관리 평가항목 Administrator 계정 관리

내용

 

 일반적으로 관리자를 위한 계정과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계정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일 시스템 관리자라면 두 개의 계정을 가지는 

것이 좋다. 또한 Administrator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무작위 패스워드 공

격으로 관리자 계정 획득이 가능한 위험이 있다.

기준

양호 – Administrators 그룹에 관리자 계정이 하나만 존재하고 Adminis

       trators 의 이름을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

취약 – Administrators 그룹에 관리자 계정이 두 개 이상 존재하거나, A

       dministrators가 존재하는 경우

적용 방법

1) Command Line에서 하는 경우

   1.1) 시작 - 실행 - cmd - net localgroup administrators 명령어로,
       관리자 그룹에 속한 계정 확인

   1.2) net user "삭제할 계정명" /del 명령어로 관리자 계정 이외의 계정 삭제

 

1. 계정 관리

1.1 Administrator 계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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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작 - 제어판 - 사용자 계정 - 다른 계정 관리 - 
   계정 유형 변경 선택하여 관리자 계정 변경 후 Administrator 계정 제거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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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계정 관리 평가항목 Guest 계정 관리

내용

 

 대부분의 시스템은 Guest 계정의 사용을 필요치 않으므로 삭제하고, 만일 

불특정 다수의 접근이 필요할 경우 Guest 가 아닌 일반 사용자 계정을 생

성해 사용 하도록 해야 한다.

기준

양호 – Guest 계정 비활성화일 경우

취약 – Guest 계정이 활성화 상태일 경우

적용 방법

1) Command Line에서 하는 경우

 1.1) 시작 - 실행 -cmd -net user 명령을 이용하여 현재 사용자 파악
 1.2) net user "비활성화시킬 계정명" /active:no 를 입력하여 비활성화

2) 시작 - 제어판 - 사용자 계정 - 다른 계정 관리 - 
   Guest 계정의 속성에서 Guest 계정에 대한 사용 제한을 설정

1.2 Guest 계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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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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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계정 관리 평가항목 불필요한 계정 삭제

내용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관리자에 의해 관리가 되지 않으므로 공격자에 의

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퇴사, 이직, 휴직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계정, 불필요한 계정을 점검하여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모두 

제거한다.

기준

양호 – 불필요한 계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취약 – 불필요한 계정이 존재할 경우

적용 방법

1) Command Line에서 하는 경우

 1.1) 시작 - 실행 -cmd -net user 명령을 이용하여 현재 사용자 파악
 1.2) net user "제거할 계정명" /delete 를 입력하여 삭제.

1.3 불필요한 계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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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작 - 제어판 - 사용자 계정 - 다른 계정 관리 -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계정을 제거한다. 

비고

서비스 설치 시 생성되는 계정

- IWAM_호스트명 : IIS 설치 시 생성

- IUSR_호스트명 : IIS 설치 시 생성

- ASPNET : ASP.NET 설치 시 생성

- SUPPORT_388945a0 : MS에서 만든 고객지원 및 도움요청

- SQLDebugger : Visual Studio.NET Debugger에 사용



- 7 -

분류 계정 관리 평가항목 계정 잠금 임계값 설정

내용

 

 시스템 보안향상을 위해 보안정책에서 로그온 실패 횟수를 설정함으로써 

무작위 대입 공격과 같은 패스워드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잠금 정책을 

점검 한다.

기준

양호 – 계정 잠금 임계값 5번 이하인 경우

취약 – 계정 잠금 임계값 5번 초과인 경우

적용 방법

1) Command Line에서 하는 경우

1.1) 시작 - 실행 -cmd -secpol.msc 명령어 입력
1.2) 계정 정책 - 계정 잠금 정책 - 계정 잠금 임계값 5로 설정

2) 시작 - 제어판 - 관리 도구 - 로컬 보안 설정 - 계정 정책  

   - 계정 잠금 정책 - 계정 잠금 임계값을 5로 설정

1.4 계정 잠금 임계값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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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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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계정 관리 평가항목 계정 잠금 기간 설정

내용

 

 계정 잠금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공겨자는 해당 ID의 패스워드를 취득할 

때까지 반복적인 패스워드 무작위 대입공격을 수행 할 수 있으므로 계정 

잠금 기간을 설정해야 함.   

기준
잠금 기간 설정 시 DoS 공격에 이용될 수 있고, 계정마다 중요도가 다

르므로 객관적인 기준 산정 불가.

적용 방법

1) Command Line에서 하는 경우

1.1) 시작 - 실행 - cmd - net accounts 명령어를 통해 암호 정책에 대한 확인이 가능

1.2) 시작 - 실행 - cmd - secpol.msc 
  

1.3) 계정 정책 - 계정 잠금 정책 - 계정 잠금 기간을 60분으로 설정

1.5 계정 잠금 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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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작 - 제어판 - 관리 도구 - 로컬 보안 설정 - 계정 정책 - 계정 잠금 정책 

   - 계정 잠금 기간을 60분으로 설정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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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계정 관리 평가항목 패스워드 최소길이 설정

내용

 

 취약한 패스워드를 통해 계정 권한이 도용당할 수 있으므로 최소 8자리 

이상의 암호를 사용해 공격자가 손쉽게 패스워드를 유추할 수 없게 한다.

기준

양호 – 최소 암호 길이 “8문자(이상)”

취약 – 최소 암호 길이 “8문자(미만)”

적용 방법

1) Command Line에서 하는 경우

1.1) 시작 - 실행 - cmd - net accounts 명령어를 통해 암호 정책에 대한 확인이 가능.

1.2) 시작 - 실행 - cmd – secpol.msc 

1.3) 로컬 보안 정책 - 암호 정책 - 최소 암호 길이 8로 설정

1.6 패스워드 최소 길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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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작 - 제어판 - 관리 도구 - 로컬 보안 설정 - 계정 정책 - 암호 정책 

   - 최소 암호 길이 8문자로 설정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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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계정 관리 평가항목 패스워드 최대 사용 기간 설정

내용

 

 동일한 패스워드의 장기간 사용 시 패스워드의 유출가능성과 무작위 대입 

공격 등을 통해 추측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최대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계

정에 대한 보안성을 높인다.

기준
기업마다 또, 각 계정마다 중요도와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 산정 불가

적용 방법

1) Command Line에서 하는 경우

1.1) 시작 - 실행 - cmd - net accounts 명령어를 통해 암호 정책에 대한 확인이 가능.

1.2) 시작 – 실행 – secpol.msc 

1.3) 로컬 보안 설정 - 계정 정책 - 계정 잠금 정책 - 계정 잠금 기간 60분으로 설정

1.7 패스워드 최대 사용 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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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작 - 제어판 - 관리 도구 - 로컬 보안 설정 - 계정 정책 - 계정 잠금 정책  

   - 계정 잠금 기간을 60일로 설정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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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계정 관리 평가항목 패스워드 최소 사용기간 설정

내용

 

 사용자가 암호를 계속 바꿔서 이전에 즐겨 쓰던 암호를 다시 사용할 수있

다면 암호를 정기적으로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은 효과가 없음. 정책설정을 

최근 암호 기억 설정과 함께 사용하면 이전 암호를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막

을 수 있는데, 최근 암호 기억 설정을 유효하게 하려면 최소 암호 사용 기

간 정책 설정을 0보다 큰 값으로 구성해야 함.

기준

양호 – 최소 암호 사용 시간 “1일(이상)”

취약 – 최소 암호 사용 시간 “1일(미만)”

 적용 방법

1) Command Line에서 하는 경우

1.1) 시작 - 실행 - cmd - net accounts 명령어를 통해 암호 정책에 대한 확인이 가능.

1.2) 시작 - 실행 –cmd - secpol.msc 

1.3) 로컬 보안 설정 - 계정 정책 - 암호 정책 - 최소 암호 사용기간 1일 설정

1.8 패스워드 최소 사용 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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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작 - 제어판 - 관리 도구 - 로컬 보안 설정 - 계정 정책 - 암호 정책 선택 후 설정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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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계정 관리 평가항목 패스워드 복잡도 설정

내용

 공격자가 패스워드를 유추하기 어렵도록 최소 복잡도를 충족하여 패스워

드를 생성한다. 

- 사용자 계정 이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지 않아야한다.

- 최소 여덟 문자여야 한다.

- 다음 네 범주 중 세 범주의 문자를 포함해야한다.

   * 영어 대문자

   * 영어 소문자

   * 기본 10진수

   * 특수 문자

기준

양호 – “암호는 복잡성을 만족해야 함” “사용” 설정

취약 –  “암호는 복잡성을 만족해야 함” “사용 안함” 설정

 적용 방법

1) Command Line에서 하는 경우

1.1) 시작 - 실행 - cmd - net accounts 명령어를 통해 암호 정책에 대한 확인이 가능.

1.2) 시작 - 실행 –cmd - secpol.msc

1.3) 로컬 보안 설정 - 계정 정책 - 암호 정책 - “암호는 복잡성을 만족해야 함” - 사용 
  

1.9 패스워드 복잡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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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작 - 제어판 - 관리 도구 - 로컬 보안 설정 - 계정 정책 - 암호 정책   

   - “암호는 복잡성을 만족해야 함” 사용 설정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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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계정 관리 평가항목 해독 불가 암호화 설정

내용

 해독 가능한 암호화를 사용하여 암호를 저장하는 것은 일반 텍스트로 암

호를 저장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이유로 응용 프로그램 요구 사항이 암호 

정보를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는 한 해독 불가능한 암호화를 사용해

야함.

기준

양호 – 해독 가능한 암호화를 “사용 안함”

취약 – 해독 가능한 암호화를 “사용”

 적용 방법

1) Command Line에서 하는 경우

1.1) 시작 - 실행 - cmd - net accounts 명령어를 통해 암호 정책에 대한 확인이 가능.

1.2) 시작 - 실행 –cmd - secpol.msc 

1.3) 로컬 보안 설정 - 계정 정책 - 암호 정책 - 
     해독 가능한 암호화를 사용하여 암호 저장 - 사용 안함 설정

1.10 해독 불가 암호화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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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작 - 제어판 - 관리 도구 - 로컬 보안 설정 - 계정 정책 - 암호 정책  

   - 해독 가능한 암호화를 사용하여 암호 저장 - 사용안함 설정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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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계정 관리 평가항목 마지막 사용자 이름 표시 숨김 설정

내용
 마지막 로그온 사용자 보이기 설정 시 공격자가 사용자의 컴퓨터를 켜보

기만 하여도 계정을 알 수 있으므로, 공격에 이용 할 수 있다.

기준

양호 – “마지막 로그온 사용자 숨김 설정”이 “사용”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취약 – “마지막 로그온 사용자 숨김 설정”이 “사용 안함”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적용 방법

1) Command Line에서 하는 경우

1.1) 시작 - 실행 - cmd - net accounts 명령어를 통해 암호 정책에 대한 확인이 가능. 

1.2) HKEY_LOCAL_MACHINE\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
     \Policies\System
    
1.3) DontDisplayLastUserName 
   

1.11 마지막 사용자 이름 표시 숨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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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작 - 제어판 - 관리 도구 - 로컬 보안 설정 - 보안 정책 - 로컬 정책 - 보안 옵션

   - 대화형 로그온 : 마지막 사용자 이름 표시 안 함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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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서비스 및 보안관리 평가항목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내용

일반적으로 시스템에는 불필요한 서비스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들은 업데이트 미비로 인한 취약점 공격 또는 

zero-day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운영상에 불필요한 서비스는 

제거해야 한다.

기준 운영되는 시스템마다 각기 다른 서비스들을 필요로 하므로 객관적인 기
준 산정 불가.

적용 방법

1) 시작 - 실행 - SERVICES.MSC - 속성 - 시작유형 - 사용안함

2. 서비스 및 보안 관리

2.1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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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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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서비스 및 보안관리 평가항목 하드디스크 기본 공유 제거

내용
공유폴더 사용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 및 악성코드 감염 경로로 활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유폴더 설정을 해제해야함.

기준

양호 – C$, D$, Admin$ 등의 기본 공유폴더가 존재하지 않고, 
AutoShareServer 가 0인 경우

취약 – C$, D$, Admin$ 등의 기본 공유폴더가 존재하거나 
AutoShareServer가 0이 아닐 경우

적용 방법

1) 시작 - 관리도구 - 컴퓨터 관리 - 공유폴터 - 공유 - 공유폴더 우클릭 - 공유중지

2) CMD 창에서 net share - net share 공유명 /delete

2.2 하드디스크 기본 공유 제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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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작 - 실행 - regedit 

3.2)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services\LanmanServer

\Parameters

3.3) DWORD 값 변경 또는 생성

    Value name : AutoShareServer

    Data Type : DWORD(32bit)

    Value : 0

비고 1, 2 두 가지 조치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수행 하고 3번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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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서비스 및 보안관리 평가항목 공유권한 및 사용자 그룹 설정

내용

everyone 그룹의 공유 허가 시 익명 사용자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ADMIN$, IPC$, C$ 외에 관리자가 설정한 공유폴더에서 everyone 그룹의 

공유를 금지한다.

기준

양호 – 공유디렉터리가 없거나 공유 디렉터리 접근 권한에 Everyone이 
없으며 암호로 보호된 공유설정이 된 경우

취약 – 공유 디렉터리 접근 권한에 Everyone이 있으며 암호로 보호된 
공유설정이 안된 경우

적용 방법

1) 시작 - 관리도구 - 공유 및 저장소 관리 - 해당 공유폴더 속성 - 권한 탭 - 공유 권한

2) 시작 - 제어판 -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 고급 공유설정 변경 - 암호로 보호된 공유

비고

2.3 공유 권한 및 사용자 그룹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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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서비스 및 보안관리 평가항목 이동식 미디어 포맷 및 꺼내기 설정

내용

이동식 NTFS 미디어 포맷 및 꺼내기가 허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관리 권

한을 가진 다른 컴퓨터로 이동식 디스크의 데이터를 이동하여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얻고 자신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여 파일을 보거나 수정할 수 

있음.

기준

양호 – "이동식미디어 포맷 및 꺼내기 허용" 정책이 "Administrator"으로 
되어 있을 경우

취약 – "이동식미디어 포맷 및 꺼내기 허용" 정책이 "Administrator"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적용 방법

 1) 시작 - 실행 - SECPOL.MSC - 로컬 정책 - 보안 옵션

 2) 이동식미디어 포맷 및 꺼내기 허용 - Administrator 

비고

2.4 이동식 미디어 포맷 및 꺼내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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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서비스 및 보안관리 평가항목 CMD 파일 권한 설정

내용

IIS는 batch파일을 Interpret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cmd를 실행하는데 

여기서 요청된 파일의 다른 부분을 이용해 공격자는 '&' 와 같은 Character

를 삽입함으로써 원하는 명령을 실행 가능함.

기준

양호 – IIS 서비스가 실행 중이 아니거나, Administrator, system, 
Trustedinstaller 만 실행 권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취약 – IIS가 실행 중이면서, Administrator, system, Trustedinstaller 이
외의 그룹에도 실행 권한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적용 방법

1) 탐색기 - CMD - 속성 - 보안 탭 - 편집

비고 사용자 계정 설정 변경 컨트롤 설정 시 변경 불가, 해제 후 변경

2.5 CMD 파일 권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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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서비스 및 보안관리 평가항목 사용자 디렉터리 접근제한

내용

사용자 계정 별 홈 디렉터리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임의의 

사용자가 파일 및 디렉터리에 접근이 가능하므로 해당 사용자만의 접근 권

한을 설정해야 함.

기준
양호 – 홈 디렉터리 접근 권한 중 다른 사용자나 everyone이 없을 경우

취약 – 홈 디렉터리 접근 권한 중 다른 사용자나 everyone이 있을 경우

적용 방법

1) 사용자 홈 디렉터리 속성 - 보안 탭

2) 해당 디렉터리 권한 외 사용자 계정 삭제

비고

2.6 사용자 디렉터리 접근제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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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서비스 및 보안관리 평가항목 화면보호기 설정

내용
화면보호기 대기 시간 및 암호 사용 설정을 이용해서 비인가자의 컴퓨터

의 물리적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기준

양호 – 화면보호기가 다시 시작할 때 로그온 화면 표시로 설정되어 있
고, 5~10분 이하로 대기 하는 경우

취약 – 화면보호기가 다시 시작할 때 로그온 화면 표시로 설정되어 있
지 않고, 10분 이상 대기 하는 경우

적용 방법

1) 시작 - 제어판 - 디스플레이 - 화면보호기 변경

비고

2.7 화면보호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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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서비스 및 보안관리 평가항목 비 로그온 시 시스템 종료 불가

내용

로그온 창에 “시스템 종료”버튼이 활성화되면, 비인가된 사용자가 또는 

인가된 사용자의 실수 등으로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시스템의 다운을 가능

하게 하여, 서비스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음. 시스템 종료 버튼을 비활성

화 시킴으로 비인가된 사용자로부터의 불법적인 시스템다운, 비의도적인 실

수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기준
양호 – “ShutdownWithoutLogon”이 “0”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취약 – “ShutdownWithoutLogon”이 “1”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적용 방법

1) 시작 - 실행 - regedit 

2) HKEY_LOCAL_MACHINE\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Policies

   \System

3) DWORD 값 변경 또는 생성

    Value name : shutdownwithoutlogon

    Data Type : DWORD(32bit)

    Value : 0

비고

2.8 비 로그온 시 시스템 종료 불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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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서비스 및 보안관리 평가항목 로그온 메시지 출력

내용

시스템에 로그온 하려는 사용자들에게 관리자는 시스템의 불법적인 사용

에 대하여 경고 창을 띄울 수 있음. 로그온 하기 이전에 사용자는 이러한 

경고 메시지를 주지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름으로써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로그인 창이 나타남. 이러한 경고창의 효과는 악의의 사용자로부터 시

스템을 직접적으로 보호하지는 못하지만 관리자가 적절한 보안수준으로 시

스템을 보호하고 있으며 공격자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

여 간접적으로 공격 피해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음.

기준
양호 – 로그인시 경고 메시지가 뜰 경우

취약 – 로그인시 경고 메시지가 뜨지 않을 경우

적용 방법

1.1) 시작 - 실행 - SECPOL.MSC - 로컬정책 - 보안옵션

1.2) “대화형 로그온 : 로그온 시도하는 사용자에 대한 메시지 제목” 설정
   “대화형 로그온 : 로그온 시도하는 사용자에 대한 메시지 텍스트” 설정

비고

2.9 로그온 메시지 출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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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서비스 및 보안관리 평가항목 원격 터미널 접속 타임아웃 설정

내용

원활한 원격제어 서비스 보장과 침입자의 공격 방지를 위해 터미널에 접

속한 후 어떠한 이벤트도 발생되지 않는다면 세션의 해제를 위해 타임아웃 

설정을 해주어야 하고 최대 세션 개수 및 연결 시간에도 타임아웃을 설정

해야한다. 

기준
양호 – 원격 호스트 접속 설정을 한 경우

취약 – 원격 호스트 접속 설정을 안 한 경우

적용 방법

1) 시작 - 관리도구 - 원격 데스크톱 서비스 - 원격 데스크톱 세션 호스트 구성

2) 연결 - 연결 항목의 속성 - 세션 

비고

2.10 원격 터미널 접속 타임아웃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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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서비스 및 보안관리 평가항목 Autologon 기능 제어 설정

내용

Autologon 기능을 사용하면 침입자가 해킹 도구를 이용하여 레지스트리

에서 로그인 계정 및 암호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Autologon 기능을 사용하

지 말아야 함.

기준
양호 – AutoAdminLogon 값이 없거나 0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취약 – AutoAdminLogon 값이 1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적용 방법

1) 시작 - 실행 - regedit 

2) HKEY_LOCAL_MACHINE\SOFTWARE\Microsoft\WindowsNT\CurrentVersion\Win

   logon

3) DWORD 값 변경 또는 생성

    Value name : AutoAdminLogon

    Data Type : DWORD(32bit)

    Value : 0

비고

2.11 Autologon 기능 제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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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서비스 및 보안관리 평가항목 SAM 파일 접근 제어

내용

SMA 파일은 사용자와 그룹 계정들을 다루고, LSA를 위한 인증을 제공하

는 파일로 패스워드 공격 시도에 의한 Password Database 노출될 수 있

으므로 Administrator 및 System 그룹에는 SAM 파일에 대한 접근이 제한

되어야 함

기준

양호 – SAM 파일 접근권한이 Administrator, System 그룹만 모든 권  
       한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취약 – SAM 파일에 Administrator, System 그룹 외 다른 그룹에 권한  
       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적용 방법

1) C:\Windows\System32\config - SAM 속성 - 보안

2) Administrator, System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 삭제

비고

2.12 SAM 파일 접근통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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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서비스 및 보안관리 평가항목 SAM 파일 보안 감사 설정

내용
Windows 시스템에서의 계정에 대한 인증을 관리하는 SAM파일 계정의 

인증 성공 및 실패에 대한 감사를 함으로써 보안적인 운영이 가능함.

기준

양호 – 해당 레지스트리 값에 Everyone 에 대한 감사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

취약 – 해당 레지스트리 값에 Everyone 에 대한 감사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적용 방법

1) 시작 - 실행 - regedit - HKLM - SAM 선택 - 상단 메뉴의 편집 - 사용권한

2.13 SAM 보안감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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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급 - 감사 탭 - 추가 - Everyone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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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권한에 대한 성공/실패 감사 설정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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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네트워크 서비스 보안 설정 평가항목 터미널 서비스 환경 설정

내용

 터미널 서비스는 원격지에 있는 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이나 
취약한 패스워드를 사용하거나 접근제어가 적절치 못할 경우 해킹의 도
구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터미널 서비스가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함.

기준

양호 – 터미널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할 시 암호화 수준을 “클라이
언트 호환 가능”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취약 – 터미널 서비스를 사용하고 암호화 수준이 “낮음” 이하로 설정한 경우

적용 방법

1) 시작 - 관리도구 – 원격 데스크톱 서비스 – 원격 데스크톱 세션 호스트 구성 

   - RDP-TcP 오른쪽 클릭 – 속성

 2) 암호화 수준 - “낮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위 단계로 조정

비고

3. 네트워크 서비스 보안 설정

3.1 터미널 서비스 환경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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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FTP 접근제어 설정

분류 네트워크 서비스 보안 설정 평가항목 FTP 접근 제어 설정

내용
허가된 IP만 FTP접속을 허용하여, 허가되지 않은 네트워크에서의 FTP 접

속을 차단한다.

기준
양호 – 허가된 IP만 등록됨

취약 – 하가되지 않은 IP가 등록됨

적용 방법

1) 시작 - 실행 - INETMGR – FTP IPv4 주소 및 도메인 제한 – 허용 항목 추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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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FTP 디렉터리 접근제어 설정

분류 네트워크 서비스 보안 설정 평가항목 FTP 디렉터리 접근제어 설정

내용
홈 디렉터리에 쓰기 권한이 주어진 경우 임의의 사용자가 쓰기, 수정이 

가능해져 정보유출, 파일 위변조의 위험이 있다.

기준
양호 – Everyone 사용자 삭제, 사용자의 권한에 쓰기권한 거부

취약 – Everyone 사용자 존재, 사용자의 권한에 쓰기권한 허용

적용 방법

1) 홈 디렉터리 - 속성 - [보안] 탭 - 그룹 또는 사용자 이름 - Everyone 사용자 제거,  

     엑세스 가능 사용자만 추가 - 권한 부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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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네트워크 서비스 보안 설정 평가항목 FTP 서비스 구동 점검

내용
기본적인 FTP 서비스는 계정과 패스워드가 암호화 되지 않은 채로 전송

되어 스니핑이 가능하므로 FTP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

기준
양호 – FTP를 사용하지 않음

취약 – FTP를 사용

적용 방법

1) 시작 - 실행 - services.msc – Microsoft FTP Service 오른쪽 클릭 - 속성 - 중지

비고

3.4 FTP 서비스 구동 점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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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네트워크 서비스 보안 설정 평가항목 익명 ftp 제거

내용

 FTP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FTP를 위한 계정을 따로 만들어 기본설정 

되어 있는 익명연결 허용을 금지해야함. 또, 권한은 해당 디렉터리에 대한 

읽기 권한만을 부여하고 홈 디렉터리는 임의의 폴더를 생성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준

양호 – FTP를 사용하지 않거나 “익명 연결 허용”이 체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취약 – FTP를 사용하거나 “익명 연결 허용”이 체크되어 있는 경우

적용 방법

1) 시작 - 실행 - INETMGR - FTP 인증 - 익명 인증 [사용 안함] 설정

비고

3.5 익명 FTP 제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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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네트워크 서비스 보안 설정 평가항목 Telnet 보안 설정

내용

Windows 2008에서는 기본적으로 Telnet 서비스에 대하여 NTLM 인증을 

사용. 유닉스 계열 또는 NTLM 인증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 NTLM 을 사용

하지 않고 ID/PASSWORD를 직접 입력하여 인증 가능. 

기준
양호 – Telnet 서비스가 구동 되어 있지 않거나 인증방법이 NTLM 일 경우

취약 – Telnet 서비스가 구동 되어 있으며 인증방법이 NTLM 이 아닐 경우

적용 방법

 1) 시작 – 실행 - tlntadmn config sec +ntlm +passwd 입력

 2) 시작 – 관리도구 – 서비스 – telnet 우 클릭 – 속성 - [시작 유형] 사용 안함,        

      [중지] 

비고

3.6 Telnet 보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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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네트워크 서비스 보안 설정 평가항목 SNMP 서비스 설정

내용

SNMP 서비스의 Community String이 기본적으로 public, private로 설정

되어 있는 경우, String을 악용하여 비인가 사용자가 시스템의 주요 정보 

및 설정 상황을 파악 할 수 있으므로 설정 필요.

기준

양호 – SNMP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거나 Community 스트링이 public, 
private 이 아닐 경우

취약 – SNMP 서비스를 사용하며 Community 스트링이 public, private 
인 경우

적용 방법

 

1) 시작 - 관리도구 - 서비스 - SNMP Services 속성 - 보안 탭에서 커뮤니티 이름 편집

 

 2) 시작 - 관리도구 - 서비스 - SNMP Services에서 [시작 유형]을 [사용 안함]

비고

3.7 SNMP 서비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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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네트워크 서비스 보안 설정 평가항목 DNS 보안 설정

내용

DNS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도메인 정보를 승인된 DNS서버가 아닌 다른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보안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적절한 설정을 통하여 

DNS Zone transfer의 전송을 제한할 수 있음. 

기준

양호 – DNS서비스를 사용 않거나, 영역 전송이 “특정 서버로만” 설정되
어 있을 경우

취약 – DNS서비스를 사용하며, 영역 전송이 “아무 서버로” 설정되어 있
을 경우

적용 방법

 1) 시작 - 관리도구 - DNS – 정방향/역방향 조회 영역 오른쪽 클릭 – 속성 – 영역전송  

      탭에서 각각 도메인의 속성을 선택 - 영역 전송을 “다음 서버로만” 선택.

 2) 시작- 관리도구 - 서비스 항목의 DNS Server속성에서 시작 유형은 [사용 안함]으로  

      변경하고, 상태는 중지를 눌러 DNS서버를 중지시킨다.

비고

3.8 DNS 보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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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네트워크 서비스 보안 설정 평가항목 SMTP 서버 릴레이 제한

내용

SMTP 서버가 릴레이를 허용함으로써 스팸 메일 서버로서 이용될 수 있

으며, 서버의 부하도 증가하게 되므로 인증된 사용자만이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SMTP 서버를 중지.

기준

양호 – SMTP서비스를 사용 않거나 “모든 컴퓨터에 릴레이 가능” 이 체
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취약 – SMTP서비스를 사용하거나 “모든 컴퓨터에 릴레이 가능” 이 체크되어 
있을 경우 

적용 방법

 1) 시작 - 관리도구 – IIS 관리자 - SMTP 서버 - 속성 - 액세스 탭 - 릴레이 선택 -   

      릴레이 허용 서버 목록 추가

 2) 시작 - 관리도구 - 서비스 - 속성에서 [시작유형]은 수동, [상태]는 중지

비고

3.9 SMTP 서버 릴레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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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IS 서비스 평가항목 IIS 서비스 구동 점검

내용

Web, FTP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유용한 서비스이나 서비스거부공

격, 불법적인 접근, 임의의 코드 실행, 정보 공개,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

마 등의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 불필요 시 삭제해야함

기준
양호 – IIS가 설치되어있지 않거나 웹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취약 – IIS가 설치되어 있거나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 방법

1) 시작 – 제어판 - Windows 기능사용/사용 안 함

2) 역할 - 역할제거 - 웹서버(IIS) 체크해제

4. IIS 서비스 보안 설정

4.1 IIS 서비스 구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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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 - 기능제거 - 웹 서버(IIS)도구 체크해제

1) 시작 - 실행 – inetmgr

2) 불필요한 웹사이트 선택 - 우클릭 후 연결 삭제 또는 중지
       

비고 개발자 및 운영자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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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IS 서비스 평가항목 디렉터리 리스팅 제거

내용

디렉터리 리스팅은 디렉터리 내에 존재하는 모든 파일들의 목록을 보여

주는 취약점. 파일 열람이 가능하다면 백업 파일, 소스 파일, 웹서버 구조, 

설정파일 등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를 노출 해 공격자가 공격에 이용

할 수 있음.

기준
양호 – 디렉터리 검색 기능이 해제되어 있는 경우

취약 – 디렉터리 검색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적용 방법

1) 시작 – 실행 – inetmgr

2) 해당웹사이트 – 기능보기 – 디렉토리 검색 – 체크박스 활성 되어 있을 경우 우축에    

     사용안함 클릭

비고

4.2 디렉터리 리스팅 제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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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IS 서비스 평가항목 CGI 실행 제한

내용

IIS7.x 버전에서 CGI는 추가 옵션이기 때문에 설치 시 기능을 추가하여야

만 CGI가 설치됨. CGI는 외부의 사용자가 서버내의 프로그램을 실행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악성코드나 쉘 명령어 실행이 가능. 또한 비정상적인 데이

터 입력으로 예기치 않은 작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악의적인 파일을 업로

드하고 실행시킴으로서 침해사고의 통로가 될 수 있음

기준

양호 – CGI 디렉터리에 Everyone에 모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거나 
CGI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취약 – CGI 디렉터리에 Everyone에 모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적용 방법

1) 시작 - 제어판 - Windows 기능사용/사용 안함

2) 역할 - 웹서버 - 역할서비스제거 - 응용프로그램개발 – CGI체크해제

비고 개발자 및 운영자 협의 필요

4.3 CGI 실행제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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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IS 서비스 평가항목 상위 디렉터리 접근 금지

내용

상위 경로 사용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하위 경로에 접속하여 상위로 이

동함으로써 중요한 파일 및 폴더에 접근함으로서 해킹을 당할 위험이 있으

며, Unicode버그, 서비스공격에 쉽게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기준
양호 - “부모 경로 사용” 옵션이 TRUE일 경우

취약 - “부모 경로 사용” 옵션이 FALSE일 경우

적용 방법

1) 시작 - 실행 – inetmgr

2) 해당웹사이트 - 기능보기 - ASP - 부모 경로 사용이 TRUE면 취약

비고

4.4 상위 디렉터리 접근금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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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IS 서비스 평가항목 불필요한 파일 제거

내용
IIS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Default.htm, Default.asp, index.htm, 

index.thml, iisstart.htm이 설치되며 이를 대상으로 공격이 가능함. 

기준
양호 – 웹사이트 기본 문서명에 위의 5개가 없는 경우

취약 – 웹사이트 기본 문서명에 위에 5개가 있는 경우

적용 방법

1) 시작 - 실행 – inetmgr

2) 해당웹사이트 - 기능보기 - 기본문서 - default.htm, default.asp, default.aspx,       

      index.htm, index.asp, iisstart.htm 등록 시 - 오른쪽 제거버튼으로 제거

비고 개발자 및 운영자 협의 필요

4.5 불필요한 파일 제거 



- 55 -

분류 IIS 서비스 평가항목 웹 프로세스 권한 제거

내용

웹 서비스를 관리자 권한으로 제공할 경우 웹 사이트 방문자가 취약점을 

이용해 관리자 권한을 획득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 서버의 정보를 탈취하

거나 변경 및 손실을 할 우려가 있음.

기준

양호 – 사용 권한에 Administrator와 System 그룹만 존재하는 경우

취약 – 사용 권한에 Administrator와 System 그룹 외에 추가로 존재 하
       는 경우

적용 방법

1) 시작 - 실행 – inetmgr

2) 해당웹페이지 – 사용 권한 편집 – 보안 탭 - Everyone그룹 제거, Administrator와      

      System 그룹 외에 쓰기권한 제거

비고 개발자 및 운영자 협의 필요

4.6 웹 프로세스 권한 제거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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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IS 서비스 평가항목 DB연결 취약점 점검

내용

Global.asa파일에는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 내부 IP주소, 웹 어플리케

이션 환경설정 정보 및 기타 정보 등 보안상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

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함

기준
양호 - .asa 매핑이 존재할 경우

취약 - .asa 매핑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적용 방법

1) 시작 - 실행 – inetmgr

2) 해당웹사이트 - 기능보기 - 요청필터링 - .asa에 대한 필터가 false인지 확인

비고 개발자 및 운영자 협의 필요

4.7 DB연결 취약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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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IS서비스 평가항목 WebDAV비활성화

내용

WebDAV는 IIS7.0에는 Default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 상 파

일을 공동편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서버의 임의의 파일을 수정, 

삭제가 가능 하므로 ACL을 이용해 통제하거나 불필요 할 경우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준
양호 – WebDAV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약 – WebDAV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 방법

1) 시작 - 실행 – inetmgr

2) 해당웹사이트 - WebDAV 제작규칙

비고 개발자 및 운영자 협의 필요

4.8 WebDAV 비활성화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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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IS서비스 평가항목 오류메세지 설정

내용
공격자가 오류를 일으킨 후 오류 메시지를 통해 공격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오류 페이지를 설정해야 함.

기준
양호 – 별도의 사용자 페이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취약 – 기본 오류 페이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적용 방법

1) 시작 - 실행 – inetmgr

2) 디렉터리선택 - 기능보기 - 오류페이지 – 기본 오류페이지인 경우 수정

비고 개발자 및 운영자 협의 필요

4.9 오류메시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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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IS서비스 평가항목 웹파티션과 시스템파티션 분리

내용
웹 파티션과 시스템파티션을 같이 운영하면 쉘 스크립트를 통해 쉽게 침

해할 수 있음. 기본 C:\interpub\wwwroot보다는 다른 드라이브가 바람직함

기준

양호 – 웹 파티션을 시스템파티션과 다른 파티션을 사용하는 경우

취약 – 기본 C:\interpub\wwwroot를 사용하거나 시스템과 같은 파티
       션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 방법

1) 시작 - 실행 – inetmgr

2) 해당웹사이트 - 기본정보 - 실제경로 수정

비고 개발자 및 운영자 협의 필요

4.10 웹 파티션과 시스템 파티션 분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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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IS서비스 평가항목 로그디렉터리/파일권한관리

내용
로그파일에는 공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들어있으므로 유출 또는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관리가 필요함

기준

양호 – 로그 디렉터리에 Administrator와 System 그룹 외에는 모든 권
한 해제인 경우 

취약 – 로그 디렉터리에 Administrator와 System외에 쓰기나 읽기 권한
이 있는 경우

적용 방법

1) 시작 – 실행 –inetmgr

2) 기능보기 – 로깅 – 디렉터리

4.11 로그 디렉터리/파일권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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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탐색기 – 해당 디렉터리 - 속성 – 보안 - Administrator와 System외에 모든 권한 해제

비고 개발자 및 운영자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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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로그 관리 평가항목 정책에 따른 시스템 로깅 설정

내용

감사 설정이 되어 있지 않거나 설정 수준이 낮으면 침해사고 발생 시 문

제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감사 설정이 지나치게 높게 되어 있으면 불필요

한 항목이 많아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기준

로그온, 계정 로그온, 정책 변경 – 성공/실패 감사
계정 관리, 디렉터리 서비스 액세스, 권한 사용 – 실패 감사

양호 – 위와 같은 이벤트 감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취약 – 위와 같은 이벤트 감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적용 방법

1) 시작 – 관리도구 – 로컬보안정책 – 로컬정책 – 감사설정

5. 로그 관리

5.1 정책에 따른 시스템 로깅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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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정 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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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로그 관리 평가항목 로그의 정기적 검토 및 보고

내용

 로그는 단순히 해킹의 흔적을 찾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로그분석을 

통해 공격기법을 발견하여 시스템 취약점을 제거 할 수 있고, 공격에 대한 

근원을 찾을 수 있으며 자산의 손실을 공격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가 있으므로 로그에 대한 관리와 분석이 중요.

기준

양호 – 로그 기록에 대해 정기적 검토,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및 보고 등
       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취약 – 로그 기록에 대해 정기적 검토,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및 보고 등
       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적용 방법

  1) 시작 – 관리도구 – 로컬보안정책

  2) 시작 – 관리도구 - 이벤트 뷰어

5.2 로그의 정기적 검토 및 보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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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작 – 관리도구 – 컴퓨터관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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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로그 관리 평가항목 이벤트 뷰어 설정

내용

최대 로그 크기는 10MBytes 이상, 이벤트 로그 관리는 ‘이벤트 겹쳐 쓰

지 않음’으로 설정하여 시스템에 보안상 로그가 자동으로 덮어쓰지 않도록 

설정.

기준

양호 – 최대 로그 크기 10Mbyte 이상이고 ‘필요한 경우 이벤트 덮어쓰
       기’(가장 오래된 이벤트 먼저)로 설정 되어 있는 경우 

취약 – 최대 로그 크기 10Mbyte 이상이고 ‘필요한 경우 이벤트 덮어쓰
       기’(가장 오래된 이벤트 먼저)로 설정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적용 방법

  1) 시작 – 관리도구 – 컴퓨터관리

  2)응용 프로그램, 보안, 시스템 로그 모두 설정

비고

5.3 이벤트 뷰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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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로그 관리 평가항목 원격 로그파일 접속

내용
원격 익명 사용자가 시스템 로그에 접근하여 로그 파일을 변조/삭제/유출 

할 수 있으므로 비인가자의 접근과 권한을 제어 해야함.

기준

양호 – 로드 디렉터리의 접근 권한이 User/Everyone에 모든 권한, 수정
       및 쓰기 권한이 없는 경우

취약 – 해당 디렉터리의 접근 권한이 User/Everyone에 모든 권한, 수정
       및 쓰기 권한이 있는 경우

적용 방법

  1) 시스템 로그 파일

5.4 원격 로그파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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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IS 로그 파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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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백신 관리 평가항목 백신 프로그램 설치

내용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바이러스 감염 여부 진단 및 치료가 가능

하고 파일의 보호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 가능함.

기준
양호 –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취약 –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적용 방법

  1)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설치 권고

   - 안철수 연구소 : http://www.ahnlab.com

   - 하우리 : http://www.hauri.co.kr

   - 시만텍 코리아 : http://www.symantec.com

   - 한국트렌드마이크로 : http://www.trendmicro.co.kr

  이 외 MS Security Essential, Avast!, Avira, AVG, KasperKy, eset 등

 예) MS Security Essential

비고

6. 백신 관리

6.1 백신프로그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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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백신 관리 평가항목 백신 엔진 최신 업데이트

내용
계속되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 바이러스 정보에 대한 주기적 

업데이트 필요. 업데이트를 통한 최신의 바이러스 감지 및 치료가 가능.

기준

양호 –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최신 엔진 업데이트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취약 –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최신 엔진 업데이트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적용 방법

1) 백신 업데이트 적용 방법

예) MS Security Essential

6.2 백신엔진 최신 업데이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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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백신사들 마다 차이는 있으나 매주 업데이트가 이루어짐

- 긴급한 경우 수시 업데이트 있음

- 업데이트를 통한 엔진 최신 버전 유지

- 백신업체에서 발표하는 경보를 주시

- 백신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 (변동 사항 자동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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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백신 관리 평가항목 바이러스 실시간 감시

내용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한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침입자에 의해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시간 감시를 실시하여야 함.

기준
양호 – 백신 프로그램의 실시간 감시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취약 – 백신 프로그램의 실시간 감시 기능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적용 방법

1) 백신 프로그램의 실시간 보호 기능 및 자동 감시 기능을 설정

예) MS Security Essential

6.3 바이러스 실시간 감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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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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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백신 관리 평가항목 주기적인 바이러스 점검

내용
바이러스 감염 시 시스템 내부 침투의 한 경로로 이용 가능하므로 주기

적 바이러스 점검 필요.

기준
양호 – 월 1회 이상 바이러스 점검을 수행할 경우

취약 – 월 1회 이상 바이러스 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적용 방법

1) 예약검사를 통한 주기적인 바이러스 점검

예) MS Security Essential

비고 -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점검을 월 1회 이상 하도록 관리자에게 권고

- 점검 로그 확인

6.4 주기적인 바이러스 점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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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패치 관리 평가항목 최신 서비스 팩 적용

내용

서비스 팩은 Windows 시스템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하고 난 뒤

Windows와 관련된 응용프로그램, 서비스, 실행파일 등 여러 수정 파일들을 

모아 놓은 프로그램이다. 최신 서비스 팩 미적용 시,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

기준
양호 – 최신 서비스 팩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

취약 – 최신 서비스 팩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적용 방법

1) 버전 확인 방법 – 실행 – winver

비고

- Windows 업데이트 및 서비스 팩 사이트

http://www.microsoft.com/ko-kr/download/servicepack.aspx

7. 패치 관리

7.1 최신 서비스 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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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패치 관리 평가항목 최신 HOT FIX 설치

내용
HOT FIX는 즉시 교정되어야 하는 주요 취약점을 패치하기 위해 배포되

는 프로그램으로 HOT FIX 발표 시 가능한 한 빨리 설치해야 함.

기준
양호 – 최신 HOT FIX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취약 – 최신 HOT FIX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적용 방법

  1) 최신 HOT FIX 수동 설치 방법

   http://technet.microsoft.com/ko-kr/security/ - 접속 – 수동 설치

  2) Windows Update를 이용한 방법

비고

- 보안 패치 및 HOT FIX 패치 적용 후, 시스템 재시작을 요하는 경우가 많  

  음

- 관리자는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적용하는 것을 권장

- HOT FIX는 수행되고 있는 OS 프로그램 및 특히 개발되거나 구매한      

  Application에 영향을 줄 수 있음

7.1 최신 HOT FIX 설치



- 77 -

가이드라인 작성(가나다 순)

이  름 소  속

공지훈 극동대학교

김귀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오승렬 성균관대학교

윤단비 서울여자대학교

이찬우 고려대학교

이철원 인천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