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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디 터리 서비스를 기반으로 강화
된 인증  보안체계와 사용자실명화 체계를 구축하여 인증된 사용자  산자산만이 네트워
크 자원  산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 로그램의 강제 설치화로 보안 로그램 무
력화에 응하고 기존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방법과의 연동을 통하여 사용자 기반의 보안정책 
용과 더불어 산업기술 유출자를 정확하게 추 할 수 있는 방법에 해 연구하 다. 본 연구을 

통해 기존이 산업기술 유출방지 리체계를 강화하고 산업기술 유출방지 방법의 취약 을 보완
하여 통합된 보안 인 라체계를 구 함으로써 강화된 산업기술 유출방법을 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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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researched into the method that allows only the certified user and computational 
engineer to possibly use network resources and computing resources by implementing the system of 
the intensified certification and security based on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directory service, that copes with incapacitation in security program due to making the security 
program forcibly installed, and that can correctly track down the industrial-technology exporter along 
with applying the user-based security policy through inter-working with the existing method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Through this study, the intensified method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can be embodied by implementing the integrated infra system through 
strengthening the existing system of managing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through 
supplementing vulnerability to the method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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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업정보보안이라 함은 외부에서 내부로의 보

안 즉, 외부에서의 침입에 한 보안방안이 세를 

이루었다. 각 기업  기 에는 방화벽, IDS, IPS, 

바이러스월 등 네트워크 보안제품이 기업정보보안

을 해 구성되고 설치가 되었다. 그러나 첨단기

술 유출, 요자료 유출, 기업기 자료 유출이 기

업  국가 으로 큰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내

부에서 외부로의 정보보안 즉, 산업보안이 차 그 

비 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산업기술 유출방

지 방법의 우회를 최소화하고 산업기술 유출방지

를 강화하기 해 LDAP기반의 산업기술 유출방

지 방법에 해 연구하 다. 

LDAP을 통해 산자산의 근권한을 강화하고 

LDAP과 인사정보 연동을 통해 사용자실명화를 

구축하고 사용자실명화 정보를 기존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방법과 연동하여 LDAP기반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방법을 구 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

해 기존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리체계를 강화하

고 산업기술 유출방지 방법의 취약 을 보완하여 

통합된 보안 인 라체계를 구 함으로써 강화된 

산업기술 유출방법을 구 할 수 있다.

2. 련 연구

2.1 연구배경 

본 논문에서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방법으로 LDAP 

기반의 강화된 인증  보안체계, 사용자 실명화와 

기존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방법의 연계를 통한 사

용자 기반의 보안정책 용과 사용자 추 성 강화, 

보안 로그램 강제화 설치 등의 설계  구 을 

진행하 다. 우선 련연구에서는 LDAP의 개념에 

해 살펴보고 LDAP의 한 종류이고 본 연구에서 

실제 구 도구로 사용된 Active Directory에 해 

알아본다. 다음으로는 기존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취약

과 문제 을 알아본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산

업기술 유출방지 방법의 취약 과 문제 을 제거

하고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강화하기 해 LDAP

기반의 디 터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계  구 해 보았다. 

첫째, LDAP의 디 터리 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

내 산자원  사용자들을 등록 리하고 자원을 

분류하고 사용권한을 부여하여 사용자 인증을 통

해서만 산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네트워

크 인증 시스템과도 연동하여 인증된 사용자와 인

증된 산자산만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사용자 인증 진행시 보안 로그램 설

치를 강제화하도록 한다.

둘째, 사내 모든 컴퓨터들은 강화된 컴퓨터 보

안정책을 받으며, 개인 PC는 본인만 근할 수 있

고 공용 PC는 개인계정으로 근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LDAP과 인사정보를 연동을 통해 사용자

에 한 인사정보를 반 하고 사용자정보와 산

자원정보를 맵핑을 통해 산자원의 사용자 실명

화를 구 하고 사용자실명화 정보를 보안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보안정책을 사용자  부서별로 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 실명화 정보에 기반한 

보안로그를 남겨 보안사고에 한 탐지  추 성

을 강화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D사를 기 으로 LDAP 기반의 산업

기술 유출방지 체계를 설계  구 을 하 으며, 

비교평가를 통해 효과를 검증하 다.

2.2 디 터리 서비스 

LDAP은 디 터리 서비스의 한 종류로 디 터리

서비스는 클라이언트가 하나 이상의 어떤 속성을 

주었을 때 이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각 자원의 여러 

속성을 돌려주는 서비스로서 속성기반 네이  서

비스(Attribute-based naming service)로 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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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며 보통 네이  서비스를 포함한다. 디 터리 

서비스에 한 연구로 X.500, LDAP, UDDI(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 Intergration)들이 표

으로 거론되고 있다. 

LDAP은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에서 인터넷을 한 디 터리 서비스 표 으로 채

택하 다. X.500을 기본 모델로 하여 인터넷 환경

에서 필수 인 내용을 규정하 으며 인터넷 환경

에 합하다. TCP/IP기반이며 X.500에 비해 구

이 쉽고 시간  비용의 감으로 구축비용이 

렴한 것이 장 이다. 그러나 X.500에 비해 다양한 

기능 제공이 어렵다는 이 단 이라 할 수 있다. 

Microsoft의 Active Directory Service도 LDAP 인

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디 터리는 검색할 정보의 커다란 집합으로 볼 

수 있다. 화번호부와 같이 정보에 거의 변화가 없

고 매우 자주 검색되는 정보는 디 터리의 역이

라고 볼 수 있다. LDAP은 인터넷의 TCP/IP 로

토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LDAP

을 이용하여 서버와 서버 주변기기, PC와 어 리

이션이나 문서의 치를 악하는 도움을 으

로 그 기능을 크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15].

LDAP 디 터리의 구조는 트리 구조로 계층

으로 리된다. 이러한 LDAP의 디 터리 구조를 

특별히 DIT(Directory Information Tree)라고 부른

다. LDAP 트리구조에서 각 노드를 엔트리(Entry)

라고 부르고, 엔트리는 LDAP에서 하나의 데이터

를 나타낸다. 모든 엔트리는 그 자신의 치와 고

유성을 나타내는 DN(Distinguished Name)으로 구

분된다. 다음 (그림 2-1)은 LDAP 디 터리 구조 

DIT이다[10, 16]. 최하의 가장 왼쪽에의 엔트리의 

DN은 uid = gdhon g, ou = People, o = lab.com이

다. 여기서 o는 Organizati on, ou는 Organiz ational 

Unit, uid는 User ID, cn은 Common Name을 말한다.

LDAP 디 터리 서비스를 리하는 LDAP 디

터리 서버의 역할은 엔트리 검색, 엔트리 추가, 엔

트리 변경, 그리고 엔트리 삭제 등의 주요 기능을 

제공한다. LDAP 디 터리 서비스는 여러 노드 즉 

여러 엔트리를 가지는 환경에서 수많은 엔트리를 

효과 으로 리하고 모니터링하기 해서 많이 

활용한다. LDAP 디 터리 서비스는 일반 으로 계

정 리, 서버와 주변기기, PC와 어 리 이션이나 

문서의 리 등의 목 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

으며 최근에는 그리드 네트워크 리,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리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 이다[5, 13, 17].

(그림 2-1) LDAP 디 터리의 구조

3. LDAP기반의 산업기술 유출방지시스템 

설계  구

본 장에서는 LDAP기반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방법을 구체화하여 산업기술 유출방지 시스템을 

설계  구 한다. 

본 연구에서는 LDAP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설

계하여 인증된 사용자만이 허가된 산자원을 사

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제어를 강화하고, 사용자 

실명화를 한 LDAP의 설계와 인사정보 연동을 

통해 기존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시스템에 반 을 

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사용자 추 성을 강화한

다. 다음 (그림 3-1)은 LDAP기반의 산업기술 유

출방지 시스템의 체 인 개념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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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LDAP기반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3.1 LDAP기반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본 에서는 앞서 설명한 기존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방법의 취약 을 보완하고 여러가지 산업보

안 방법들을 더욱 강화하여 운 할 수 있는 방법

에 해 연구한다. 기존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방

법의 취약 은 리 인 체계의 보안 리 로세

스 유지의 어려움과 허가된 서비스와 허가된 내부

자, 허가된 컴퓨터에 의한 산업기술 유출, 사용자

를 알 수 없는 컴퓨터에 의한 산업기술 유출, 보안

로그램의 무력화를 통한 산업기술 유출이라는 

것을 도출하 다. 이러한 취약 들을 보완하고 산

업기술 유출방지를 강화하기 해 LDAP을 이용

한 산업기술 유출방지 체계를 연구하 다.

LDAP은 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로 네트워크상의 자원들을 효율 으로 리할 수 있

도록 해주는 로토콜이다. LDAP은 디 터리 서비

스의 한 종류로 디 터리 서비스의 특성을 활용하

여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자원에 해 앙 집

으로 리를 할 수가 있다. 컴퓨터에 한 

근제어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증 시스템과 연동

을 하여 네트워크에 한 근도 제어가 가능하다. 

LDAP의 디 터리 정보와 인사정보 연동을 통해 

사용자실명화를 구 하고 이를 기존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방법과 연동을 하여 사용자 기반 보안정

책 용  사용자 추 성의 향상을 기 할 수 있

다. LDAP의 디 터리 서비스 기능을 활용하여 산

업기술 유출방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첫째, 네트워크 연결되는 모든 기기들과 사용자

들을 모두 LDAP의 엔트리로 등록을 하고, 허가된 

사용자만이 허가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네트워크 인증 시스템과 연동하여 등록되고 허가

된 사용자만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근제어를 강화하여 인증된 사용자만이 

산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LDAP의 

엔트리는 LDAP에 등록된 각 자원들을 말하는 것

으로 각 자원들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속성에 

각 자원들의 상세정보들을 가질 수가 있다. 

둘째, 엔트리는 크게 컴퓨터와 사용자로 구분이 

될 것이며 엔트리의 속성에는 각 기기들과 사용자

들의 상세한 정보들이 장이 되어야 한다. 이

게 등록된 엔트리들은 LDAP 서버에서 데이터베

이스화 되어 체계화 되고 앙 리가 가능하게 되

어 컴퓨터 보안정책을 강제화 용하고 보안 로

그램을 강제화 용할 수 있다.

셋째, LDAP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화된 엔트

리들은 인사정보와 연동이 되어 각 엔트리에 한 

사용자 실명화를 구 하고, 보안 시스템들과 연동

을 통해 사용자 기반의 보안정책 용  사용자 추

성을 강화한다. 

 

3.2 보안정책

본 에서는 LDAP기반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시스템의 체 인 보안정책과 컴퓨터 보안정책에 

해 설계한다. LDAP기반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시스템에 용될 보안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사내의 모든 컴퓨터  사용자는 LDAP에 등록

되어야 한다.

2. 등록되지 않은 컴퓨터  사용자는 네트워크에 

근할 수 없다.

3.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한 모든 사용자는 개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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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가진다.

4. 개인 PC는 사용하는 본인만 근이 가능해야 

한다. 타인의 PC 근 불가.

5. 공용 PC  부서공용, 휴게실, 회의실 PC의 경

우에는 개별 으로 부여받은 개인계정으로 

근을 해야 한다.

6. 공용 PC  정문공용, 모니터링 PC와 같이 공용

계정이 할당이 된 PC는 산업기술 유출 차단을 

해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며 해당 공용 PC 

근 용 계정으로만 근이 가능해야 한다. 다른 

PC에서는 해당계정으로 근불가.

7. 컴퓨터 이름은 유일한 값을 가지며 사용자는 

컴퓨터 이름을 변경할 수 없다.

8. 복합기의 사용은 RFID 사원증을 지닌 사용자

만이 사용이 가능하다.

9. 보안 로그램 미설치 PC에 해서 PC로그인

시 강제화 설치한다.

다음은 컴퓨터의 보안정책이다. 모든 컴퓨터는 

다음의 컴퓨터 보안정책을 따른다. 컴퓨터 보안정

책은 Windows 2000 Professional 이상에서 설정이 

가능한 보안정책 항목들로 ISO27001 정보보호

리체계 국제표  규약에 따라 기 을 선정하 다. 

1. 암호는 6자리 이상으로 복잡성을 만족해야 하

고 3개월마다 변경을 해야 한다. 암호만료 10일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암호가 5번 이상 틀리면 잠  설정이 되며, 잠

 설정기간은 15분이다.

3. Local Administrator 계정은 비활성화하여 사용

자에 의한 컴퓨터 설정변경을 원천 차단한다.

4. Guest계정은 비활성화 한다.

5. 화면보호기 정책을 사용하며 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하고 암호기능을 사용한다.

6. 도메인 탈퇴 지는 LDAP의 탈퇴를 원천 차단

하여 사용자 임의로 LDAP에서 빠져 나갈 수 

없도록 한다.

7. 로그온 사용자는 표시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용

자 계정추측을 할 수 없도록 하며 로그온 시 경

고 메시지를 띄워 보안마인드를 일깨운다.

8. MMC(Microsoft Management Console)를 비 

활성화하여 사용자 임의로 컴퓨터 설정을 변경

할 수 없도록 한다.

3.3 구 환경

산업기술 유출방지 시스템의 구 을 해 D사

를 상으로 LDAP기반 산업기술 유출방지 체계

를 구축하 다. D사는 반도체 제조업체로 산업기

 유출방지 체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을 다루

는 기업이다. 해당 기업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총 직원 수：약 2,000여 명

PC 수：2,300여

복합기 수：24

출입통제 시스템：160여 곳

구축된 보안 시스템：방화벽, IDS, VPN, PC보안 

시스템, VMS(Vaccine Management System), 유

출탐지 시스템

 

총 직원 수는 약 2,000여 명에 PC 수는 2,300

여  이다. 복합기는 각 부서별로 1 씩 배치가 되

어있으며 총 24 가 운  에 있다. 출입통제시

스템은 정문 출입구, 각 부서 사무실, 공장라인 출

입구, 산실 등 총 160여 곳 요 출입문에 설치

가 되어있다. 보안 시스템은 일반 인 보안 시스

템은 모두 갖추어져 있으며 DRM과 같은 문서보

안은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3.4 구

LDAP구 은 Microsoft Active Directory(AD), 

Systems Management Server(SMS), SQL Server 

2005로 구 이 되었는데 서버 구성은 다음 (그림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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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D사의 LDAP 서버 구성도

2 의 AD서버와 2 의 SMS서버를 이용하여 

각각의 공장을 리하여 본사/데이터센터의 경우

에는 별도의 서버 없이 제 1공장의 서버에 연결하

여 리를 받는다. 제 1공장의 SMS는 장 DB를 

가진 Primary Site Server이며, 각 공장의 SMS서

버는 Management Point와 Distribution Point의 

역할을 수행하여 네트워크 부하를 분산한다.

(그림 3-3) 보안정책 구 화면

(그림 3-3)은 실제 구 한 컴퓨터 보안정책 화

면으로 AD서버의 ‘Group Policy Manag ement- 

Default Domain Policy-Computer Configuration’ 

부분이다. 설계부분에서 언 한 컴퓨터 보안정책

이 구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4) 보안 로그램 강제화 스크립트

(그림 3-4)는 보안 로그램 강제설치 스크립트

로 그림과 같이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배치 일로 

만들고, 이를 로그온 로세스에 등록하여 로그온 

시 보안 로그램을 강제화 용을 구 하 다. 해

당폴더 치에 해당 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보안

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명령이다. 첫 번째 스크립

트는 V3 미설치시 설치를 강제화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스크립트는 PC보안 미설치시 설치를 강제화 

한다. D사의 경우에는 컴퓨터에 설치되는 보안 

로그램이 V3와 PC보안이 있어 이에 해 강제화 

설치 용을 하 다.

(그림 3-5) LDAP 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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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에서 볼 수 있듯이 LDAP 설계에 따

라 구 된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OU가 사용자 

OU와 컴퓨터 OU로 나 어지고, 사용자 OU  컴

퓨터 OU가 설계와 같이 동일한 구조의 OU를 가

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6> 인사정보연동시스템 구성도

(그림 3-6)과 같이 임직원 인사정보는 SAP 인

사 시스템에서 쉘 스크립트 Crontab을 통해 주기

으로 SSO/인사DB로 보내주고, 력사 직원 인사

정보는 EP(Enterprise Portal)를 사용할 경우에는 

EP에서 인사정보를 가지고오고 EP를 사용하지 않

을 경우에는 수동으로 SSO/인사DB에 입력해 

다. SSO/인사DB 서버는 SSO기능을 하는 서버로 

내부의 여러 기간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 인사정

보는 1차 으로 SSO/인사DB 서버에 취합이 되어 

정리가 되고, 2차 으로 LDAP의 인사연동 DB로 

인사정보를 반 한다. 인사연동 DB에서는 업데이

트 된 인사정보를 LDAP 계정과 해당 계정으로 

근한 컴퓨터 정보와 맵핑하여 반 하고, 이를 IP

리시스템 뿐만 아니라 보안시스템, 복합기, 출입

통제시스템과 연동을 하여 IP실명화, 사용자 기반 

보안제어 체계를 구 하 다.

인사연동 DB는 (그림 3-7)과 같이 SQL 2005 Server

에서 dbo.SECSY NC라는 뷰 테이블로 구성이 되었

다. 앞서 인사연동 설계에서와 같이 컴퓨터이름, 사

용자이름, 계정, 이메일, IP주소, MAC주소, 부서명, 

부서코드, 컴퓨터설명, 최근 업데이트날짜, OUNAME

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그림 3-7) 인사연동DB 구 화면

인사연동DB는 기존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시스

템과 연동이 되어 인사정보를 제공한다. 산업기술 

유출방지 시스템은 인사연동 DB의 dbo.SECSYNC 

뷰 테이블을 참조하여 각 시스템의 DB에 반 을 하

고 해당 Application에 맞게 인사정보 연동을 구

한다. 인사연동DB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시스템 이

외에도 여러 다른 Application  시스템에도 인사

정보 연동응용이 가능하다.

4. 비교평가

평가방법은 ISO27001에서 제시되는 보안평가항

목 11개 보안 리 역에 정의된 133개 정보보안 

통제항목을 심으로 LDAP기반의 용 과 후

의 평가 수를 비교하고자 한다.

평가항목은 ISO27001 기 으로 항목별 요도

와 통제항목의 구 황이 있으며 이에 해 각각 

수가 부여가 되어있다. ISO27001 통제항목에 따

라 요도를 H/M/L로 나 어 볼 수가 있는데, H

는 High로 통제항목이 조직의 정보보안 리체계

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경우이고, M은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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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통제항목이 조직의 정보보안 리체계에 국

부 으로 향을 미치는 경우이며, L은 Low로 통

제항목이 조직의 정보보안 리체계에 미미한 향

을 미치는 경우이다. 구 황은 각 통제항목에 

한 구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구 이 완벽하

게 되어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으면 Y(Yes)이고, 

구 이 체로 되어있고 이를 어느 정도 증빙이 

가능하면 L(Largely)이고, 구 이 일부 되어있고 

이를 증빙할 수 없을 경우에는 P(Partial)이며, 구

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N(No)가 된다. 

<표 4-1> 평가 수 환산표

요도        

 답변
No Partial Largely Yes

L 0 0.5 0.8 1

M 0 1 1.6 2

H 0 1.5 2.4 3

<표 4-1>은 요도와 구 황에 따른 수 환

산표 이다. 각 상세 질문의 요도와 구 황에 

따른 수를 곱하면 해당 질문의 획득 수를 구

할 수 있고, 통제 항목 내 모든 질문의 획득 수

를 합산하면 해당 통제 항목의 구  황 수를 

구할 수 있다. 모든 문항에 해 답변이 Y인 경우

를 만 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각 

통제 항목별 만  수를 구한 후 ((통제 항목의 

재 수/통제 항목의 만  수) * 100)을 계산하

면 통제 항목의 백분율 수를 구할 수 있다. 산출

식은 다음과 같다.

 






중요도점수





중요도점수 구현현황에따른점수
 

여기서 산출된 백분율 수를 통해 통제항목의 

구 황을 다시 도출할 수 있게 되는데 90% ≤ 

100% 구간은 Y, 70% ≤ 90% 구간은 L, 30% ≤ 

70% 구간은 P, 0% ≤ 30% 구간은 N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 이를 기 으로 하여 D사를 상으로 

LDAP기반의 구 에 따른 정보보호 리체계 수

을 비교 평가해 보았다.

0%

20%

40%

60%

80%

100%

구현 전 100 95% 89% 95% 88% 86% 76% 97% 91% 88% 90%

구현 후 100 100 100 100 97% 93% 100 97% 100 88% 90%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그림 4-1) LDAP기반 구  , 후 정보보호 리 

체계 수 비교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LDAP기반으로 용 

후에 근보안 강화  보안 로그램 강제화 

용으로 ‘6. 보안조직’의 평가 수가 95%에서 100%로, 

‘7. 자산 분류  통제’의 평가 수가 89%에서 100%

로, ‘8. 인 보안’의 평가 수가 95%에서 100%로, 

‘9. 물리 , 환경  보안’의 평가 수가 88%에서 

97%로, ‘10. 통신  운 리’의 평가 수가 86%

에서 93%로, ‘11. 근 통제’의 평가 수가 76%에

서 100%로 향상이 되었으며, 보안 로그램 강제화 

용  기존 산업기술 유출방지 시스템과 LDAP

기반의 인사정보연동을 통해 사용자 기반의 보안

정책 용  사용자 실명화 기반의 로그추 이 

가능해지면서 ‘13. 보안사고 리’의 평가 수가 

91%에서 100%로 향상이 되었다.

 평가결과 LDAP 기반의 산업기술유출방지 방

법 용 후 정보보호 리체계 수 이 더욱 높아지

는 것을 보여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방법을 더욱 강

화해 주고 한층 더 높은 정보보호 수 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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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방법

에 LDAP기반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방법을 목

을 함으로써 기존의 산업기술 유출방지 방법의 문

제 을 보완하고 더욱 강화된 산업기술 유출방지 

체계를 구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LDAP과 산업기술 유출방 지시스템 연

동부분과 련하여 유출탐지 시스템, PC보안, VMS 

(Virus Management System) 등 자체 DB를 가지

고 있는 시스템에 해서만 연동을 구 하 다. 본 

논문에서 언 한 산업기술 유출방지 시스템 이외에 

방화벽, IDS, VPN 등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과의 연

동방법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 를 들자면, LDAP

과 방화벽 연동을 통해 방화벽 Outbound 정책에

서 LDAP에 등록된 사용자, 컴퓨터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하여 LDAP에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는 

인터넷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이다. VPN Client, SSLVPN 

등 외부원격 속 보안 시스템에는 LDAP인증을 통

한 속이 구 이 되어있지만 이것은 단지 인증과 

련된 부분이다.

LDAP 디 터리 서비스 기술은 SSO기술,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 리기술, 그리드 네

트워크 리기술 등 여러 방면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방지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 보

안기술과도 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앞으로도 다

양하게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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