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장비 교내 인터넷 인증 방법
2013.12.12.(사무처 전산과)
1. 시행 목적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비인가 장비의 교내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하여
사이버침해사고를 방지하고 사용자 인증을 통하여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처리를 목적으로 함
2. 시행 시기 : 2013. 12. 23(월)부터 건물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1) 2013.12.23.부터 : 행정동(본관), 생활관 전체
2) 2014.01.06.부터 : 교내 전체
3. 차단 사항
1) 교내 유.무선 네트웍을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인터넷 차단
2) 개인용 비인가 단말기(개인용 PC, 노트북, 스마트 기기 등) 차단
3) 조사된 부서 업무용, 인터넷실/컴퓨터 교육실 PC는 제외
3) KT, SKT WiFi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4. 단말기 인증 사용 방법
1) 교직원/학생 개인장비 : 자동 인증 [ID(사번/학번), PW(주민번호 앞6자리)]
* 별첨2 참조
2) 외부인 개인장비 : 신청서 접수(신청서 작성-> 전산과 제출-> 사용 인증)
* 별첨1 양식 사용
3) 자동IP를 사용하는 경우
- 마지막 사용 후 24시간 이내 동일건물에서 재사용시 동일 IP 부여 :
재인증 불필요
- 마지막 사용 후 24시간 이후 재사용 또는 건물 이동시 다른 IP 부여 :
재인증 필요
4) 고정IP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신청서 작성 -> 전산과 제출->IP 부여->설정)
- 단말기를 고정된 장소에서 고정IP로 사용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별첨1 양식 사용
5. 기타 사항
1) 유무선 공유기를 사용하여 인증하는 경우 단말기 인증 불가(공유기 인증)
- 유.공유기 사용 시 반드시 전산과에 신고 후 사용(첨부 신청서 필수)
2) 기타 관련 문의는 전산과(내선 2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단말기(유.무선 공유기) 인증 ID 및 고정IP 사용 신청서
신청구분

단말기 사용 인증 신청 □

고정IP 사용 신청 □

유.무선 공유기 사용 신청 □
성명

연락처

신청자 정보
소속(부서,학과,회사명)
구분

사용장비 정보

PC/노트북 □

랜카드 번호

기타 □

☞ 유.무선 공유기 사용 신청자는 반드시 작성
유.무선 공유기 Mac주소는 해당 기기에 표시되 있음
☞ Windows 환경에서는 ipconfig /all 명령을 이용하여
랜카드 번호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예) 00-20-ED-3A-A9-3D

MAC주소

주요 사용 장소

스마트기기 □

생활관 사생은 호실 반드시 입력

신청사유
사용기간
접수 결과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전산과에서 작성 함

[개인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 교내 네트워크 연결 및 보안사고 시 실사용자 확인
수집항목 : 성명, 연락처, 소속, 단말기 종류 및 MAC주소
보유기간 : 사용기간 종료일 이후 1년 간
거부권 및 불이익 : 관련 사항에 미동의시 교네 네트워크 연결이 불가할 수 있음
위 신청서에서 수집된 정보는 교내 인터넷 사용을 위한 인증정보로 사용됩니다.
다만, 교내에서 해당 신청 장비로 인한 사이버침해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정
보를 상위기관(교육사이버안전센터, 교육부, 수사기관 등)에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20

신청자 :

.

.

.
서명

별첨2.

단말기 자동 인증 절차 안내
1. [장비등록] 교내 유.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인터넷 사용 시 아래 창이 보여짐
교직원과 학생만 자동인증 가능 : ID(사번/학번), PW(주민번호 앞6자리)

2. [장비등록] 해당 맥을 확인 후 장비 등록

3. [관리자 승인] 사용자 ID, PW 입력후 사용승인 요청(실시간 승인)
- 장비등록 후에 재인증 시에는 위 1,2번 절차 생략

4. [관리자 승인] 관리자 승인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