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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국대학교 정보보안 활동 안내
건국대학교 정보통신처 정보인프라팀에서는 보안업무시행요강 3-1-28-1에 따라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활동은 올바른 PC 및 인터넷 사용을 권장하여 정보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전산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건국대학교 구성원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보안 활동에 대한 내용,
방법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PC와 인터넷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모
든 구성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안내서에 시작하기에 앞서 숙지해야할 사항
※ 건국대학교 기본 바이러스 백신은 안랩에서 제공하고 있는 V3 Ver.9.0입니다. 바이러스 백신은
kuv3.konkuk.ac.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사용하는 PC는 모두 두 가지 고유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IP 주소’라고 하고 다른 하
나는 ‘MAC 주소’라고 합니다.
가. 본인의 IP 주소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브라우저(익스플로러, 크롬 등)를 실행하여‘네이버’ 접
속 후 ‘내 IP’를 검색하면 됩니다.
나. 본인의 MAC 주소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윈도우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인터넷 연결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 한 후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 열기’로
들어 간 후

‘연결:’항목 클릭 후 나타나는 창의 ‘자세히’버튼을 클릭 하면 나오는 ‘네트워크 연결 세부 정보’의
항목 중 ‘물리적 주소’가 바로 MAC 주소입니다.
두 고유 주소는 정보보안 활동뿐만 아니라 각종 네트워크 사용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자료가 되므로 알아두
시면 향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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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건국대학교 내PC지키미 Ver.3.0
건국대학교는 보안업무시행요강 제29조(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실시)에 따라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내PC지키미 Ver.3.0은 자체 보안점검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총 9가지 정보보안
항목의 점검을 수행 합니다.
점검 항목:
1)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실행 여부 점검
2) 바이러스 백신의 최신 보안 패치 여부 점검
3) 한글 프로그램의 최신 보안 패치 설치 여부 점검
4) 로그인 패스워드 안전성 여부 점검
5) 로그인 패스워드의 분기 1회 이상 변경 여부 점검
6) 화면 보호기 설정 여부 점검
7) 사용자 공유 폴더 설정 여부 점검
8) USB 자동 실행 허용 여부 점검
9) 미사용(3개월) ActiveX 프로그램 존재 여부 점검
매월 3째 주 수요일 수행하는 내PC지키미 점검만으로도 위 9가지 항목을 모두 점
검 할 수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정보보안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건국대학
교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 부탁 드립니다.
내PC지키미 Ver.3.0 다운로드 및 설치 안내:
1) https://kumypc.konkuk.ac.kr 접속 한다

2) ‘kumypcSetup.exe’다운로드 및 설치
3) 매월 3번째 주 수요일 자동 실행 / 자동 실행 실패 시 수동 실행도 가능
4) MAC OS X (애플 컴퓨터)에서는 사용 불가
5) 기타 세부 안내
- 정보통신처 홈페이지(http://kuinc.konkuk.ac.kr) 내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공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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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건국대학교 Ahnlab Policy Center
정보인프라팀에서는 바이러스, 악성코드, 해킹 등으로부터 PC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랩에서 제공하는 V3 Ver.9.0 바이러스 백신을 건국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바이러스 백신을 설치하기 위해 PC 클리닉 방문 후 CD 대여 하여 설치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으나 2017년 7월부터 건국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
구나 손쉽게 다운로드 받아 설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건국대학교 안랩 V3 Ver.9.0 다운로드 및 설치 안내
1) http://kuv3.konkuk.ac.kr 접속 한다

2) ‘AgentSetup.exe’ 다운로드 및 설치
3) 첫 설치 직후에는 평가판이라고 나오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인증
4) 필요한 경우 수동으로 제품 번호 등록:
97044710-0102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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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랜섬웨어 예방 5대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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