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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용관련 제규정

1.1 관련법령

 (1)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2)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동 시행령

 (3) 방송법, 동 시행령

 (4) 전기통신기본법, 동 시행령

 (5) 전파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6) 전자정부법, 동 시행령

 (7) 공공기록물관리법, 동 시행령

 (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9) 환경정책기본법, 동 시행령

(10) 소음·진동 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11)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

(12)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13)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14)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지침

(15)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1.2. 기술기준 및 지침

 (1) 무선설비의 안전시설 기준

 (2)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

    설비의 기술기준

 (3)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4)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5)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6)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7)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9)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10)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11)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1.3. 구내외 표준 

(1) TTAS.KO-04.0006/R1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

(2) TTAS.KO-04.0007/R1 구내통신 케이블링의 전송성능 현장시험

(3) TTAK.KO-04.0205-구내 정보통신 공사 표준시방서

(4) TTAK.KO-04.0211-정보통신 기반 보안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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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관리센터 운영

2.1. 개요

통합관리센터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산기계실 접근통제, 전산기계실 관련 시설 및 설비관리를 

체계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관리센터의 관리는 

크게 전산기계실 접근통제와 전기 및 공조시설, 그리고 소방시설 관리로 분류

한다. 전산기계실 접근통제 업무는 출입자관리, 장비나 정보기록매체 등의 반

출입 관리, 그리고 각종 감지센서 및 보안장치에 관한 관리업무를 포함한다. 

전기시설 관리는 분전반, UPS, 축전지, 발전기, 접지 등과 같은 전기적 설비 

요소를 관리하는 업무를 말하며 공조시설 관리는 항온항습기를 중심으로 누수

감지기, 이중마루와 같은 공조 설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뜻한다. 

소방시설의 관리는 화재발생의 감지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업무를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통합관제를 위해서는 시스템통합을 

기반으로 통합모니터링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2.2. 운영 거버넌스

2.2.1. 정의

가. 통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시설운영자는 개별시스템 콘솔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통합(SI)에 접속하여 설비운영관리업무를 처리

할 수 있다.

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시스템의 제어·관리 기능 중에 핵심업무를 

시스템통합(SI)과 표준프로토콜로 연동시킴으로써 통합관리센터의 관리 

콘솔에서 통합운영이 가능하여 시설운영자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 뿐만 아니라 백업 및 이중화 구성으로 안정적인 설비 운영도 제공되어야  

한다.

2.2.2. 운영조직

가. 인원과 비용의 제한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 

보통으로 이때에는 동일인이 함께 맡아서는 안 되는 역할을 정의하고 

(직무분리·통제), 이에 대한 정책을 사전에 명확하게 수립하여 개인에게 

적절한 역할과 책임을 할당한다.

나. 운영조직에 대한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구성을 재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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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력 구성을 위한 고려사항

 - 운영관리 업무 역할별 필요 인원

 - 운영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 각 직무역할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 근무시간·교대근무 수칙

⑷ 조직도(예시)

2.2.3 운영지침

가. 개요

통합관리센터 내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는 전산기계실 

관리와 모니터링 관련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중점 수행한다.

 - 전산기계실 출입자, 장비 반출입을 확인하여 전산기계실 접근통제 업무를

   수행한다. 

 - 전산기계실 내부 장비 및 각종 시설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 확인 후, 전산기계실 관리책임자 및 설비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근무

 - 운영근무자 근무교대 시간는 평일주간 09:00~18:00 , 평일야간 18:00~ 09:00 

토/일/공휴일 주간 09:00~18:00, 토/일/공휴일 야간 18:00~09:00으로 한다.

 - 근무교대시 모든 구역(통합관리센터, 전산기계실 등) 각 실의 청결한 정리

   정돈 상태를 유지하고, 교대에 임한다.

 - 근무교대시 관리책임자 주재하에 교대회의를 실시한다

 - 근무교대 회의는 교대시간 10분전 시작하여 10분내 완료하도록 한다.

 - 근무교대 회의 안건은 근무시 특이사항, 작업전달사항, 진행중인 작업내용, 

공지사항 등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근무자에게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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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무자 수칙

 - 운영근무자는 근무 지역내에서는 항상 정숙하여야 한다.

 - 운영근무자는 근무지를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 운영근무자는 장비조작에 정통하여 업무처리에 완벽을 기하여야 한다.

 - 운영근무자는 근무중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대리 근무자에게 근무하도록 한다.

 - 운영근무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근무지에서는 흡연, 음주를 절대 금한다.

라. 장애감지

 - 네트워크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발생시 최단시간으로 장애처리 완료

하여야 한다.

 - 장애처리절차

마. 장애전파 및 보고

      - 장애 발생시 유선, SMS를 통한 24x365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 장애전파 및 보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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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통합관리센터 출입통제

    외부인의 통합관리센터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원의 

동행하에 출입하도록 한다.

    - 안내 요원은 방문자의 사전 등록사항을 확인한다.

    - 방문자 등록이 사전 되어있지 않으면 방문자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방문자 

등록을 실시한다. 

    - 안내요원은 방문자 등록사항을 확인 후 해당 임직원에게 연락하여 방문자를 

확인한다. 

    - 방문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받고 출입증을 교부한다. 

    - 방문자의 업무 종료 후, 교부한 출입증과 신분증을 확인 후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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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산기계실 출입관리

 - 전산기계실은 주요 전산장비가 있는 곳으로 출입할 경우 직원의 동행하에

   출입하도록 한다.

 - 안내 요원은 방문자의 사전 등록사항을 확인한다.

 - 방문자 등록이 사전 되어있지 않으면 방문자 관리시스템 이용하여 방문자

   등록을 실시한다.

 - 안내요원은 방문자 등록사항을 확인 후 해당 임.직원에게 연락하여 방문자를 

확인한다.

 - 출입 권한이 없는 직원이 업무상 출입할 경우 해당 근무자와 동행하여

   전산기계실을 출입한다.

 - 전산기계실 출입시에는 반드시 시건 상태를 확인한다.

 - 통제구역 출입자 대장을 작성하도록 한다. 

   (날짜, 회사명, 성명, 입실시간, 출입시간 등)

 - 근무자는 방문자와 함께 업무수행 종료 시까지 동행을 한다. 

 - 방문자가 업무종료 후 퇴실시 "통제구역 출입자 대장(전산기계실)"에 퇴실

시간을 작성토록 한다.

 - 전산기계실 퇴실시에는 반드시 시건 상태를 확인한다.

 - 방문자의 업무 종료 후, 교부한 출입증과 신분증을 확인 후 교환한다.

아. 장비 반출입관리

 - 통합관리센터에 반출입되는 모든 장비는 사전 정의된 절차에 의하여 반입

   /반출되어야 한다.

 - 반출입이 완료된 장비는 이력관리시스템에 반드시 변경관리 하도록 한다.

자. 비상연락 체계

 - 통합관리센터 운영요원은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여 24x365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비상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무중단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운용·관리 지침

9

 - 기술지원 체계

2.3. 재난안전관리

2.3.1. 개요

재해(災害, disaster)의 사전적 의미는 재앙으로 말미암은 피해이다. 한편, 재난(災難)은 

뜻밖의 불행한 일로 정의되어 있어, 재난이 사건을 가리키는 반면 재해는 재앙적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가리킨다는 차이가 있으며 법적으로 헌법 제34조

제6항과 개별 법률에서 재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모든 

법률이 일시에 정비되지 않고서는 재난과 재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현실

적인 실정이지만 재난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한편, 재해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뜻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어, 사전적 정의에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재해는 영어의‘disaster’에 대한 번역어로서 흔히 사용되고 있고 

우리말의 재해 및 재난을 통칭하고 있으며, 실제 있어서도 재해와 재난은 흔히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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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적용범위

     가. 태풍·홍수·호우(豪雨)·폭풍·해일(海溢)·폭설·가뭄·지진·황사(黃砂)·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2.3.3. 재난안전관리 아키텍쳐

                          

                           [그림2-1] 재난관리시스템

2.3.4. 재난안전 적용기준

    <표2-1> 재난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비고

재난안전관리 재난안전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재난대응시나리오

 2.3.5. 재해복구시스템

가. 재해복구시스템(DRS, Disaster Recovery System)은 복구수준별 유형에 따라 

일반적으로 미러사이트, 핫사이트, 웜사이트, 콜드사이트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대한 정의는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나. 미러사이트(Mirror Site)

 - 주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기술자원을 원격지에 구축하여 두고 주센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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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센터 모두 액티브 상태로(Active-Active) 실시간에 동시 서비스를 

하는 방식으로, 이론적인 재해복구목표시점(RPO, Recovery Point Objective)이 

“0”이다

 - 재해발생시 복구까지의 소요시간 즉 재해복구목표시간(RTO, Recovery Time 

Objective)은 “0‘이다

 - 초기투자 및 유지보수에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

 -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등 데이터의 업데이트의 빈도가 높지 않은 시스템에 

적용 가능하다.

 -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등 데이터의 업데이트 빈도가 높은 시스템의 

경우 양쪽의 사이트에서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은 시스템의 

높은 부하를 초래하여 실용적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핫사이트의 구축이 일반적이다.

다. 핫사이트(Hot Site)

 - 주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기술 자원을 대기상태(Standby)로 원격지 

사이트에 보유하면서(Active-Standby), 동기적(Synchronous) 또는 비동기적

(Asynchronous) 방식의 실시간 미러링(Mirroring)을 통하여 데이터를 최신의 

상태(Up-to-date)로 유지하고 있다가 (즉, RPO≒0을 지향함), 주센터 재해시 

재해복구센터의 정보시스템을 액티브로 전환하여 서비스하는 방식이다.

 - 일반적으로, 데이터 실시간 미러링을 이용한 핫사이트를 미러사이트라고

   일컫기도 한다.

 - 재해발생시 복구까지의 소요시간(RTO)은 수시간(약 4시간이내)이다.

 - 초기투자 및 유지보수에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

 -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등 데이터의 업데이트 빈도가 높은 시스템의 경우, 

재해복구센터는 대기상태(Standby)로 유지하다가 재해시 액티브(Active)로 

전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라. 웜사이트(Warm Site)

 - 핫사이트와 유사하나, 재해복구센터에 주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기술

자원을 보유하는 대신, 중요성이 높은 정보기술자원만 부분적으로 재해복

구센터에 보유하는 방식이다.

 - 실시간 미러링을 수행하지 않으며, 데이터의 백업 주기가 수시간 ~ 1일 

정도로 핫사이트에 비해 다소 길다(RPO가 약 수시간~1일).

 - 재해발생시 복구까지의 소요시간(RTO)은 수일~수주이다.

 - 구축 및 유지비용이 미러사이트 및 핫 사이트에 비해 저렴하나, 초기의 

복구수준이 완전하지 않으며, 완전한 복구까지는 다소의 시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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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콜드사이트(Cold Site)

 - 데이터만 원격지에 보관하고, 이의 서비스를 위한 정보자원은 확보하지 

않거나 장소 등 최소한으로만 확보하고 있다가, 재해시에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여 필요한 정보자원을 조달하여 정보시스템의 복구를 개시하는 방식이다.

 - 주센터의 데이터는 주기적(수일~수주)으로 원격지에 백업된다.

   (RPO가 수일 ~ 수주)

 - 재해발생시 복구까지의 소요시간(RTO)은 수주 ~ 개월이다.

 - 구축 및 유지비용이 가장 저렴하나, 복구 소요시간이 매우 길고, 복구 

신뢰성이 낮다

2.3.6. 재난대응시나리오

가. 재난 유형별(화재, 지진, 테러, 교통사고, 홍수, 태풍, 폭설, EMP공격 등)로 

운영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스템통합에 반영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나. 재난대응시나리오(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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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운용 및 유지관리

2.4.1. 개요

통합관리센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및 관리 책임자는 

용역업체를 지휘, 감독 및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예방점검, 고장보수, 설비

개선, 장애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 관계부서에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2.4.2. 유지보수 절차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운용·관리 지침

14

2.4.3. 유지보수 방법

가. 일상 예방정비

      <표2-2> 유지보수 대상표

나. 장애 조치

⑴ 현장조치

 - Help Desk에 접수된 장애는 즉시 상주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조치한다.

 - 예방정비 시 발견한 장애에 대해서는 예방정비 인력이 현장에서 장애를

   분석하고, 해결한다.

 - 처리 후 업무 담당자의 확인을 받는다.

 - 유지보수 한 장비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 다음 유지보수 시 참고한다.

⑵ 외부지원인력

 - 상주인력과 예방정비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의 경우 즉각 업무 

구분 유지보수 대상 지원 내용 비고

수시
점검 ∙ 네트워크 점검 ∙ Ping, Telnet, TraceRT test,

  자료입․출력 등 실시  매일

정기
점검

∙ 방화벽∙ 백본스위치∙ L3, L2스위치∙ PoE스위치∙ Access Point∙ AP Controller∙ 인증서버

∙ 장비 운영 상태 점검∙ 장비 구성 상태 점검∙ 장비설치의 안정성 및 청결상태 유지∙ 케이블링 정리상태 점검

이력
관리

∙ LAN 통신장비 ∙ 지역별 장비 가동상태 파악

∙ LAN 케이블링 ∙ LAN 케이블 번호 및 케이블링 구성도
  파악

∙ IP Address ∙ 지역별 IP Address 관리∙ 장비/서버/사용자별 IP Address 부여
  및 관리

장애
관리

∙ 통신장비 ∙ Power, 통신모듈, 포트 이상 등의 장애
  발생 확인 시 장비 교체를 통하여 해결

∙ 케이블링 ∙ 케이블 이상 발생 시 포트 교환, 케이
  블 재포설 등을 통하여 장애를 해결

보고

∙ 월별 보고 ∙ 월별 장애 통계∙ 월별 장애처리 상세 보고서

∙ 분기별 보고 ∙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

∙ 반기별 보고 ∙ 장비/회선 이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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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외부지원인력을 요청한다.

 - 처리 후 업무 담당자의 확인을 받는다.

 - 처리된 장애는 이력을 관리하고 통계 누적한다.

⑶ 공급업체 위탁 및 장비반출

 - 외부지원인력으로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장비 공급업체에 위탁하거나 

   공급장비를 반출하여 수리한다.

 -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일 경우 별도의 동질품 또는 동등품을 무상

   대체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장비반출 시에는 반드시 업무 담당자에게 반출․입 보고를 해야 한다.

다. 부대설비 운용

⑴ 전력시설

- 인입 수전 구성은 2개의 독립적인 변전소에서 수전을 하고 있으며, 동일한 

변전소에서 별개의 송전망을 통해 2회선으로 수전하는 센터, 단일 변전소

에서 1회선으로 수전하는 센터, 한전 1회선과 자체 발전소 1회선으로 

수전을 이중화하고 있는 센터가 있다.

- UPS와 동력용 변압기 전압 변환방식으로는 1단 강압(22,100V → 380V, 

440V), 2단 강압(22,900V → 6,600V, 3,300V → 380V, 440V) 변환방식이 

있으며, UPS용 변압기 구성은 N 방식, N+1 방식, 2N 방식으로 위 세 가지 

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UPS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은 Static UPS, Modular UPS, Dynamic UPS, Hybrid 

(Dynamic+Battery방식)시스템이며 UPS용 배터리 백업시간(부하 100% 

기준)는 30분이내 30분 이상 백업하는 센터가 대부분이다.

- 발전기의 방식은 디젤 발전기가 가장 많고, 가스터빈 발전기가 사용되고 

있고 발전기 시스템의 구성방식은 N+1 방식과 N 방식이 가장 많은 적용

되고 있다.

- 전원 이중화를 위한 STS(Static Transfer Switch, 무순단 절체 스위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STS의 방식에서 개별/다수의 분전반을 담당하는 용량의 

STS가 가장 많고 UPS System 또는 전체 전산 부하를 담당하는 대용량 

STS가 있다.

- 전기설비 부하와 관련하여 FMS나 EMS 등의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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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부하관리하는 방식과 수기로 정기적인 관리를 하는 방식이 있

으며 부하율 관리는 주로 관리 업무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⑵ 공조시설

- 공조시스템의 방식은 공랭식, 수냉식, 냉수식, 외기도입 혼용 방식이 있으며, 

최근 외기도입식 공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외기도입 구성 방식

으로는 외부의 찬공기를 서버실 냉각에 직접 사용하는 직접 외기냉방방식과 

찬공기를 열교환 방식으로 서버실 냉각에 사용하는 간접 외기냉방방식, 

직접+간접 가변 외기냉방방식이 있다.

- 외기도입식 공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경우, 연중외기도입 공조 가동 기간

으로는 3~6개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뒤로 6~9개월, 3개월로 

가동하고 있다.

⑶ 전산기계실

- 서버룸의 적정 온도와 습도 기준을 알고 에너지 효율을 위한 온도와 습도 

업무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서버룸의 온도 관리업무는 대부분의 전산기계실에서 16~24℃ 사이로 관리

하며 습도는 40~60% 정도로 유지하여야 한다.

- 전산장비의 열복도/냉복도 배치는 전산장비를 열복도/냉복도로 배치하여야 

한다.

- 전산장비 배치 열에 대한 밀폐(containment) 적용은 일부 센터에서 열복도

/냉복도 밀폐하는 컨테이먼트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미적용이나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서버룸 설계 하중은 500~999kg/㎡, 1,000~1,499kg/㎡, 1,500kg/㎡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500kg/㎡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 서버룸 랙(rack)의 현재 평균 전력 사용량으로는 0~4kW, 5~8kW로 대부분의 

전산기계실에서 랙당 0~8kW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 서버룸 랙(rack)의 허용 최대 전력(설계 전력)은 5~8kW, 0~4kW, 9~12W가 

적용되고 있다.

- 별도 공간에 데이터를 백업하는 방식과 같은 공간내에 백업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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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방시설

화재의 상황을 구현해 실제 화재가 발생할 때 소화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와 

가스농도유지를 얼마나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⑴ 가스식 자동소화설비는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청정소화약제

등을 사용하여 가연물과 산소의 화학반응을 억제하고(부촉매작용) 냉각

작용과 희석작용으로 소화하는 설비이다

⑵ 광전식 연기감지기는 감지기 내부에 적외선 수광부와 발광부가 있으므로 

연기가 침입하면 수광부가 연기를 감지하는 감지기이다

⑶ 공기흡입형 화재감지기(VESDA, Very Early Smoke Detector Apparatus) 시

스템은 초고감도 연기감지기로써 중요시설 및 용도 특성상 연기 감지가 

어려운 곳 또는 Spot형 감지기로는 유지보수가 어려운 곳 등에 설치된다. 

베스다시스템은 가장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화재를 감지하는 시스템으로 

일반 Sport 연기감지기 감도(6%~18% obs/m)보다 빠르고 VESDA 연기의 감도

조정이 수월하여(0.005%~20% obs/m) 여러 단계의 경보설정을 하여 방호

구역의 불규칙한 컨디션과 악조건의 상황에서도 화재예상 지역의 공기를 

지속적으로 흡입하여 화재를 감시한다.

2.4.4. 유지보수 보고

가. 각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현황 및 실적을 집계하여 보고한다.

나. 보고내용 : 장애장비명, 장애유형, 사고발생일시 및 처리일시, 교체부품 등

다. 보고주기

  (1) 일상정비 : 조치 후 월 1회 종합보고

  (2) 수시정비 : 사고발생 또는 처리 시 구두(약식)보고를 실시하고, 종합보고 

시 집계보고

2.4.5. 장비이력 관리보고

가. 장비에 대한 실사 후, 장비현황을 해당부서에 보고한다.

  (1) 보고내용 : 장비명, 주변기기, 사용용도 등

나. 보고주기

  (1) 최초보고 : 유지보수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장비실사 보고

  (2) 정기보고 : 장비 전수실사 후 반기보고(보고 기준일 3. 31, 9.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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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P(엑세스포인트) 운영

3.1. 개요

AP(액세스 포인트: Access point)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wireless access point, 

WAP)의 약어로서,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한 관련 표준을 이용

하여 무선 장치들을 유선 장치를 통하여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가 제공

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가리킨다. 

3.2. 와이파이 기술표준

가. 와이파이 기술표준은 1997년 발표된 IEEE 802.11 이후 IEEE 802.11a/n 

/b/g/n/ac/ad/af/ax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현재 공공와이파이에는 

주로 802.11n 또는 802.11ac 등이 적용되어 있다.

   <표2-3> WiFi 주요규격 현황

WiFi 규격 출시년도 주파수대역 이론상 최대전송속도

IEEE802.11a 1999 2.4Ghz 54Mbps

IEEE802.11b 1999 5Ghz 11Mbps

IEEE802.11g 2003 2.4Ghz 54Mbps

IEEE802.11n(WiFi4) 2009 2.4Ghz/5Ghz 60M0bps

IEEE802.11ac(WiFi5) 2013 5Ghz 3.5Gbps

IEEE802.11ad 2012 60Ghz 7Gbps

IEEE802.11af 2014 TV유휴주파수 569Mbps

IEEE802.11ax(WiFi6) 2019 2.4Ghz/5Ghz 9.6Gbps

IEEE802.11be(WiFi7) 2023 2.4Ghz/5Ghz/6Ghz 20Gbps

나. 와이파이는 기본적으로는 유선망에 연결된 AP를 통해 단말기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것이나, 대중교통 등 이동 중인 단말기에 대해서는 이동무선백홀 

연결이 필요한데, 이동용 공공와이파이에는 LTE가 주로 연결된다.

⑴ 버스 공공와이파이와 지하철에서는 당초에 Wibro망이 공공와이파이 백홀로 

활용되었으나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되어 현재 대부분 LTE로 전환

되어 있고, 버스 공공와이파이도 이동통신사 LTE로 서비스하고 있다.

⑵ 이 외에도 TV유휴주파수(TVWS) 대역의 장점인 긴 전파거리를 활용하는 

기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기술로 고속 이동환경에서 10㎓ 이상의 

광대역 주파수를 활용하여 Gbps급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MHN 

(Mobile Hotspot Network) 등이 있다.

다. 일반에 공개된 와이파이는 물리적·기술적 측면과 관리상 보안 취약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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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보안기술을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공공와이파이에는 

WPA2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 WPA3 기술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⑴ 물리적으로 AP 자체가 노출되어 있고, 누구나 접속하는 비면허 ISM 

(Industrial, Science, Medical) 대역이어서 해킹, 방해, 불법 AP 설치 등 기술적

으로 취약하며 관리책임, 이용자 보안의식·기술 등의 약점도 존재한다.

⑵ 보안기술은 보안의 강도에 따라 WEP((Wired Equivalent Privacy), WPA 

(Wi-Fi Protected Access), WPA2가 있는데 2019년 6월에는 WPA2의 약점인 

키 재설치 공격 등을 보완한 WPA3가 발표되었다.

라. 서울특별시는 2011년부터 통신사 협조, 서울시 자체 구축 등으로 공공와이

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자치구 사업을 제외한 특별시의 자체 

사업 실적은 2,401개소에 AP(와이파이 접속장치) 5,916개로 볼 수 있다.

⑴ 정부 사업과 자치구 자체 사업을 포함한 특별시 내 전체 현황은 3,958개

소(AP 11,666개)인데, 이 중 통신사 협조와 서울시 자체 구축 및 행정망 

활용(시 소관의 공공기관)을 합치면 2,401개소(AP 5,916개)이다.

⑵ 예산은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총 99억원을 집행하였다.

  

<표2-4> 서울특별시 내 공공와이파이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이  동

통신사

24

(117)

128

(496)

218

(600)

288

(630)

319

(632)

337

(989)

435

(817)

1,749

(4,281)
과  기

정통부

63

(266)

207

(862)

276

(862)

546

(1,990)

서울시
64

(131)

34

(284)

400

(675)

107

(545)

605

(1,635)
행정망

활  용

12

(210)

21

(234)

7

(69)

4

(106)

1

(5)

1

(198)

1

(36)

47

(858)

지자체

구  축

690

(1,988)

199

(579)

889

(2,567)

계
36

(327)

149

(730)

288

(935)

499

(1,598)

660

(1,630)

372

(1,471)

1,526

(3,516)

306

(1124)

3,836

(11,331)

 ※ 자료 현장조사(2019.08.06.) 

   * 세부 AP 장소별 현황을 보면 주요 거리 1,088개소(AP 2,165개), 공원 994개소(AP 

1,766개), 문화관광 647개소(AP 2,652개) 등임

 ※ 서울특별시 내 공공와이파이 장소별 현황

기존에 주요 거리, 공원 등 옥외 중심으로 구축하였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복지시설에서의 수요를 

점검·반영하면서 대형 공원에서 와이파이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는데 보다 주력하고 있음

(단위: 개소 수, 괄호는 AP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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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센터 등은 정부 사업 등으로 많이 구축되어 있으나 다양한 주체가 운영하는 노

인복지시설, 요양시설 등에서 최근에 중장년층 이상 데이터 이용이 적극적으로 이루

어지며 와이파이 수요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소수이지만 다양한 수요가 있으면서 정부·지자체 지원이 필요한 시설이 

아직 많으며, 그에 비하면 공공와이파이 공급이 부족한 편이고 추후 와이파이 이용

세대의 노령화 등 사회변화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임

 - 또한, 기존에 자치구 소관의 작은 공원은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대부분 이루어진 편이

나 대형 공원에서의 실제 접근성은 부족하여 이를 대폭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함

    

 <표2-5> 서울특별시 내 공공와이파이 장소별 현황                                

주요거리 전통시장 광장 공원 문화관광
버스

승차대
복지관등

행정망

(공공기관)
1088

(2,165)

188

(609)

35

(105)

994

(1,766)

647

(2,652)

65

(150)

647

(2,361)

294

(1,858)

 

3.3. 유지관리

3.3.1 무선랜AP 함체관리

  가. 유지관리 항목

        <표2-6> 무선랜AP 함체 유지관리 항목표 

항목 상세 내용 비고

   POWER
 AC의 전원상태 점검

 POE를 통한 전원점검
매일

WLAN  WLAN 상태점검

TX POWER  Up to 23dBm 출력상태점검

LAN 케이블링  UTP케이블 및 RJ45커넥터 상태점검

채     널
 2.4GHz 1,5,9,13채널 설정상태 및

 5GHz wave1, wave2 설정 상태점검

RF케이블  RF케이블 연결상태 점검

월별 보고
∙월별 장애 통계

∙월별 장애처리 상세 보고서

분기별 보고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

반기별 보고 ∙장비/회선 이력 보고서

(단위: 개소 수, 괄호는 AP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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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선랜AP 함체 설치 사진

 

3.3.2 무선랜AP 관리

    가. 유지관리 항목

     <표2-7> 무선랜AP 유지관리 항목표 

항 목 상세 내용

  무선랜AP  무선랜AP 부착위치 및 외관상태 점검

RF 케이블
 RF케이블 결합상태 점검(케이블 결합상태가 느슨하면 반사

파가 발생하여 속도가 떨어짐)

디바이더  2×2 MIMO연결 시 디바이더 사용상태 점검

무선랜AP방향  무선랜AP가 최초 설치 방향과 일치여부 검사

무선랜AP 틸트  무선랜AP의 틸트 각이 초기 설치상태와 일치여부 검사

월별 보고
 월별 장애 통계

 월별 장애처리 상세 보고서

 분기별 보고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

 반기별 보고  장비/회선 이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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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선랜AP 설치사진

                                         [안테나 및 RF 케이블]

          [2X2MIMO 안테나]                    [2분기 DIVIDER]]

3.3.3 기타(무선랜AP폴, 스틸밴드, 전원 등)

구분 항 목 상 세 내 용 비고

수시

점검
∙네크워크 점검

∙Ping, Telnet, TraceRT test,
  자료입․출력 등 실시

매일

정기

점검
∙무선랜AP

∙장비 운영 상태 점검

∙장비 구성 상태 점검

∙장비설치의 안정성 및 청결상태 유지

∙케이블링 정리상태 점검

이력

관리
∙RF케이블

∙지역별 장비 가동상태 파악

∙LAN 케이블 번호 및 케이블링 구성도 파악

∙지역별 IP Address 관리

∙장비/서버/사용자별 IP Address 부여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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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8> 기타 장비 점검항목표

3.4. 무선랜AP 운영

무선랜AP 설비의 운용은 구축된 무선랜AP 설비가 최적의 성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고 유지관리 및 고장 수리등의 일련의 과정을 수

행하는 것을 말하며, 무선랜AP 설비를 운용 중 고장, 장애, 천재지변 등의 이

상 및 문제 발생 시 이를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구성 및 역할

⑴ 운용시스템은 무선랜AP 설비의 운용 주체인 서울시와 이동통신 3사로 분

류 하였다.

⑵ 그 외 각 지역을 거점으로 지역시스템을 운용하는 구청과 지역 주민센터

에서 각각 운용한다.

나. 시스템관리

⑴ 시스템 운용중에 장애 발생시 시스템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전송경로 제

어가 필요하다.

⑵ 시스템 장애 발생시 장애구간의 문제가 전체통신망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필요하다.

다. 장애대책

⑴ 무선랜AP 설비 장애

 - 무선랜AP 지향성 확인한다.

 - 전송선로(급전부) 확인한다.

 - 주변 전파환경 변동요인 확인한다.

 - 정기점검(월간 및 분기)을 실시한다.

장애

관리
∙DIVIDER

∙Power, 통신모듈, 포트 이상 등의 장애

 발생 확인 시 장비 교체를 통하여 해결

∙케이블 이상 발생 시 포트 교환, 케이

  블 재포설 등을 통하여 장애를 해결

보고

∙월별 보고
∙월별 장애 통계

∙월별 장애처리 상세 보고서

∙분기별 보고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

∙반기별 보고 ∙장비/회선 이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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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천재지변

 - 풍해, 수해등의 천재지변에 사전 대비한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한다.

구 분 역 할

관리기준

 - 일반, 주요, 긴급경보로 분류

 - 일반경보는 전송품질저하 초기단계

 - 주요경보는 전송품질저하에 따른 조치 필요

 - 긴급정보는 장애 확산 및 긴급조치 필요

전송경로제어

 - 수동제어와 자동제어로 분류

 - 수동제어는 특정 전송구간 Traffic 제어

 - 자동제어는 System에 의해 모니터링 후 자동제어

<표2-9> 무선랜AP 관리기준표

3.5. 응급사항 조치

가. SSID가 안 잡힐 경우

⑴ 전계는 있는데 SSID가 안 나오는 경우는 LINE OFF 상태 확인한다.

⑵ O/E, E/O 장비 확인하다.

⑶ 컨트롤러 스위치 확인한다.

⑷ RJ- 45 커넥터 확인한다.

⑸ AP 상태 확인한다.

 

나. PING 이 안 올 경우

⑴ LINE OFF 상태 확인한다.

⑵ AP 상태 확인한다.

⑶ 컨트롤러 스위치를 확인한다.

다. DOWN/UPLOAD 속도가 안 나올 경우

⑴ PING TTL 시간 확인한다.

⑵ RJ-45 커넥터 접속 상태를 확인한다.

⑶ 채널간 간섭 확인 채널 설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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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1. 용어의 정의

2. 인용 출처

3.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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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의 정의
가. AP(access point) : AP는 무선 랜을 구성하는 장치 중 하나로서 유선 랜과 

무선 랜을 연결시켜주는 장치이다. AP는 대체로 독립형 장치로서 이더넷 

허브나 서버에 꽂아 쓸 수 있다. AP는 셀룰러폰 시스템을 사용할 때와 마

찬가지로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하나의 AP에서 다른 AP로 핸드오프되므로 

사용자가 이동하며 이동형 무선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나. Wireless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 무선 랜에 높은 대역폭의 주파

수를 새로이 할당함으로써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학교 교실의 배선이 가

능하게 될 것이다. 비슷한 주파수의 할당 작업이 유럽에서도 이루어졌다. 

또한 병원이나 기업들에서도, 아직 근거리통신망이 구축되지 않은 곳에 무

선 랜 시스템을 설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선 랜을 이용하면, 이동 

전화 사용자도 무선 접속을 통해 근거리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다. 새로운 

표준인 IEEE P802.11은 이러한 기술들 간의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킬 것으

로 기대된다. 새로운 표준에는 무선 랜의 암호화 방법인 Wired Equivalent 

Privacy 알고리즘도 포함된다. Symbionics Networks의 기술을 사용하면, 무

선 랜 어댑터를 노트북이나 랩톱 컴퓨터용 PCMCIA 카드에 맞추어 만들 

수 있다.

다. Bandwidth : 네트워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신호의 최고 주파수와 최저 주

파수의 차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통신에서 이용 가능한 최대 전송속

도, 즉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그 기본 단위로는 bps를 사

용한다. 

라.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 DHCP는 네트워크 관리자들

이 조직 내의 네트워크 상에서 IP 주소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할당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토콜이다. 인터넷의 TCP/IP 프로토콜에서는 각 컴퓨터

들이 고유한 IP 주소를 가져야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조직에서 컴퓨

터 사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IP 주소는 각 컴퓨터에 반드시 할당되

어야만 한다. DHCP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컴퓨터마다 IP 주소가 

수작업으로 입력되어야만 하며, 만약 컴퓨터들이 네트워크의 다른 부분에 

속한 장소로 이동되면 새로운 IP 주소를 입력해야 한다. DHCP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중앙에서 IP 주소를 관리하고 할당하며, 컴퓨터가 네트워크의 다

른 장소에 접속되었을 때 자동으로 새로운 IP 주소를 보내줄 수 있게 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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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HCP는 주어진 IP 주소가 일정한 시간 동안만 그 컴퓨터에 유효하도

록 하는 "임대" 개념을 사용한다. 임대시간은 사용자가 특정한 장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인터넷 접속이 필요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DHCP는 사용자들이 자주 바뀌는 학교와 같은 환경에서 특히 유용하다. 

DHCP는 사용 가능한 IP 주소의 개수보다 더 많은 컴퓨터가 있는 경우에도 

IP 주소의 임대시간을 짧게 함으로써 네트워크를 동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

다. DHCP는 영구적인 IP 주소를 필요로 하는 웹서버에 대해서는 정적인 

주소를 제공한다. DHCP는 네트워크 IP 관리 프로토콜인 BOOTP (Bootstrap 

Protocol)의 대안으로 사용된다. DHCP가 더욱 진보된 프로토콜이지만, 두 

개의 프로토콜 모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어떤 조직에서는 두 개의 프로

토콜 모두를 사용하지만, 동일한 조직에서 그것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윈도우NT와 같은 몇몇 운영체계에

는 DHCP 서버가 딸려 나온다. DHCP 또는 BOOTP 클라이언트는 네트워크

가 구성될 수 있도록 각 컴퓨터에 위치하는 프로그램이다. 

마.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 NAT는 외부 네트워크에 알려진 것과 

다른 IP 주소를 사용하는 내부 네트워크에서 IP 주소를 변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회사는 자신의 내부 네트워크 주소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인 IP 주소로 사상한다. 그리고 들어오는 패킷들 상의 공인 IP 주소를 다

시 사설 IP 주소로 변환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가거나 들어오는 각 요구

들은 주소 변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안문제를 확실하게 하

는데 도움이 되며, 또한 요구를 제한하거나 인증하고 또 이전의 요구와 일

치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NAT은 또한 회사에서 필요한 공인 IP 주소의 수를 보존하며, 회사가 외부 

네트워크와의 통신에서 단 하나의 공인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NAT은 라우터의 일부로서 포함되며, 종종 통합된 방화벽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네트워크 관리자들은 공인 IP 주소에서 사설 IP 주소로, 사설 IP 주소

에서 공인 IP 주소로 사상하기 위한 NAT 표를 만든다. 

NAT은 라우팅 정책과 함께 사용될 수도 있다. NAT은 IP 주소를 정적으로 

정의하거나, 또는 동적으로 변환하도록 설정될 수 있다. 

바.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 TFTP는 FTP보다 간단하지만 기능이 

조금 덜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이다. 이것은 사용자 인증이 불필요하고, 

디렉토리를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곳에 사용된다. TFTP는 TCP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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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P를 사용한다.

 

사.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 SNMP는 네트워크 관리 및 

네트워크 장치와 그들의 동작을 감시, 통할하는 프로토콜이다. 이것은 반

드시 TCP/IP 네트워크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SNMP의 자세한 내용들은  

IETF의 RFC에 나타나 있다. 

아. 802.11 : 802.11은 IEEE 작업그룹이 개발한 무선 랜을 위한 규격 모음으로

서, 현재 802.11, 802.11a, 802.11b, and 802.11g 등 네 가지 규격이 이에 속

한다. 이 네 가지 규격은 경로 공유를 위해 모두 이더넷 프로토콜인 

CSMA/CA를 사용한다. 802.11b 표준이 초당 약 11Mbps의 속도를 제공하는

데 비해, 가장 최근에 승인된 표준인 802.11g는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지만, 

최고 54Mbps까지의 빠른 전송속도를 제공한다. 802.11g도 802.11b와 같이 

2.4GHz 대역에서 동작하므로, 둘 간에는 서로 호환성이 있다. 종종 Wi-Fi

라고도 불리는 802.11b 표준은 802.11에 대해 후위 호환성을 제공한다. 전

통적으로 802.11에서 사용되는 변조방식은 PSK이었지만 802.11b에서 채택

한 변조 방식은 더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를 제공하면서도 다중 경로 전달

에 의한 간섭을 받을 소지가 적은 CCK (complementary code keying)를 사

용한다. 802.11a규격은 무선 ATM 시스템에 적용되며, 액세스 허브에서 주

로 사용된다. 802.11a는 5GHz~6GHz의 무선 주파수 대역폭에서 동작한다. 

802.11a는 최고 54Mbps까지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낼 수 있도록 OFDM 

(orthogonal frequency-division multiplexing)이라고 불리는 변조 방식을 사

용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제 통신은 6, 12 또는 24Mbps의 속도로 이루어

진다. 

자. Roaming service : 로밍 서비스란, 사용자가 자신의 집으로부터 떠나있을 

때, 시내전화 요금 또는 정상적인 장거리 요금보다는 현저하게 싼 가격으

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차. Bridge : 통신 네트워크에서 브리지는 하나의 랜을 이더넷이나 토큰링과 

같이 서로 같은 프로토콜을 쓰고 있는 다른 랜과 연결시켜주는 장비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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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Protocol : 프로토콜 본래의 의미는 외교에서 의례 또는 의정서를 나타내는 

말이지만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표준화된 통신규약으로서 네트워크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협정이다. 

타.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 TCP/IP는 인터넷

의 기본적인 통신 프로토콜로서 인트라넷이나 엑스트라넷과 같은 사설망

에서도 사용된다.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자신의 컴퓨터를 설정

할때 TCP/IP 프로그램이 설치되며, 이를 통하여 역시 같은 TCP/IP 프로토

콜을 쓰고 있는 다른 컴퓨터 사용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또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TCP/IP는 2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다. 라

우팅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네트워크 호스트 컴퓨터에 의해 사용되는 프

로토콜에는 ICMP, IGP, EGP, 그리고 BGP 등이 있다. 

파. WEP(Wired Equivalent Privacy) : 무선랜 표준인 IEEE 802.11에서 보안을 

위한 옵션으로 'WEP'이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WEP은 Wired 

Equivalent Privacy의 약자로 유선랜에 상당하는 Privacy를 제공하기 위한 

알고리즘입니다. 즉, 유선랜의 경우는 제3자가 통신케이블에 직접 통신선

을 연결시키지 않는 이상 LAN상에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는 것은 불가능합

니다. 반면, 무선랜의 경우 통신매체가 전파이기 때문에 아무런 보안장치

가 없다면 유효반경내에 위치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LAN으로 데이터를 보

내거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WEP을 사용함으로 해서 설정된 

WEP Key를 모르면 LAN으로의 접근을 막아 유선랜과 마찬가지로 원하지 

않는 제3자가 무선랜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  VPN(virtual private network) : VPN은 공중 통신망 기반시설을 터널링 프

로토콜과 보안 절차 등을 사용하여 개별기업의 목적에 맞게 구성한 데이

터 네트워크이다. 가상 사설망은 오직 한 회사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자체망이나 전용회선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거. VLAN(virtualLAN) : 가상 랜은 지리적인 위치가 아닌, 다른 것(예를 들면, 

① 접속 포트 단위 ② MAC 주소나 IP 주소 단위 ③ 프로토콜 단위 등)에 

기반을 두고 워크스테이션을 사상하는 개념을 가진 근거리통신망이다. 가

상 랜 컨트롤러는 물리적인 근거리통신망에 비해, 좀더 쉽게 워크스테이션

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부하조절과 대역폭 할당 등을 관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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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가 실제 물리적인 그림을 써서, 관련된 가

상 랜의 모습을 추적 관리한다. 가상 랜은 캠퍼스 환경의 네트워크와 함께 

사용될 것으로 여겨진다. 가상 랜에 관한 표준은 IEEE 802.1Q에 규격화되

어 있다. 

너. RADIUS(Remote Authentication Dial-In User Service) : RADIUS는 RAS가 

다이얼업 모뎀을 통해 접속해온 사용자들을 인증하고, 요청된 시스템이나 

서비스에 관해 그들에게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중앙의 서버와 통

신할 수 있게 해주는 클라이언트/서버 프로토콜 및 소프트웨어이다. 

RADIUS는 회사가 중앙의 데이터베이스 내에 사용자 프로필을 유지하고, 

모든 원격지 서버가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더 나은 보안을 제공

하며, 회사가 어느 한 곳에서 네트워크를 관리하도록 정책을 수립할 수 있

게 해준다. 중앙 서비스를 가진다는 것은 또한 사용량이나 네트워크 통계 

등의 추적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전파 : 인공적인 유도(誘導) 없이 공간에 퍼져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

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이다.

러. 무선설비 :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이다.

머. 무선통신 :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신호·문언·영상·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이다.

버. 전자파 장해 :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자재로부터 전자파가 방사[방사: 전

자파에너지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전도[전도: 전자파에

너지가 전원선을 통하여 흐르는 것을 말한다]되어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이다.

서. 편파 : 평면 전자파가 전계의 진동 방향으로 치우친 특성이다.

어. 다이버시티 : 합성수신 방법이라고도 하며, Fading 등 전파의 전파시 발생

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둘 또는 복수의 선로 또는 채널을 가진 통신

방식으로 공간, 주파수, 편파, 각도, 경로, 시간 다이버시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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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스퓨리어스발사 : 필요 주파수대역폭 바깥쪽에 위치한 하나 이상의 주파수

에서 발생하는 발사(대역외 발사를 제외한다)로서 정보전송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하고 그 강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고조파발사, 기생발사, 

상호변조 및 주파수 변환 등에 의한 발사를 포함한 발사를 말한다.

처. 이더넷(Ethernet) : 근거리통신망(LAN)의 대표적인 통신 기술(방식)이다.

커. 카테고리(Category) : EIA/TIA 568 UTP wiring(배선) 표준규격이다.

터. 토폴로지(Topology) : 다수의 디바이스가 통신 링크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말한다.

퍼. 공공무선랜 :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인터넷 접속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공공분야 무선랜이다.

허. SSID (Service Set Identifier) : SSID는 무선 랜을 통해 전송되는 패킷들의 

각 헤더에 덧붙여지는 32바이트 길이의 고유 식별자로써 서비스 받고 있

는 무선랜을 식별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다.

고. IEEE 802.1x : 802.1x는 유선 이더넷 네트워크 및 무선 802.11 네트워크에 

대한 인증된 네트워크 액세스를 제공하는 IEEE 표준으로, 중앙 사용자 ID, 

인증, 동적 키 관리 및 계정을 지원한다.

노. IEEE 802.11i : IEEE 802.11i 표준은 무선랜 사용자 보호를 위해서 사용자 

인증 방식이다.

도. AES-CCMP : CCMP(Counter mode with CBC-MAC Protocol)는 CCM 모드를 

사용하는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 암호 알고리즘 사용한다.

로. 사용자 인증서(user certificate) : 인증기관의 개인키로 암호화되어 위조할 

수 없게 만들어진 사용자의 공개키 및 기타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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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선랜AP 실사 조사 양식

(1) 기본 상세 내역표

(2) 실사 내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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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P address 관리대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IP address 사용기관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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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라벨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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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함체 관리 식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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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IP 등급

 (1) 정의 

  - 분진과 수분의 침투에 대한 산업 표준: IP(IEC529)

  - IP(International Protection)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의 IEC529규정에 의한 분진과 수분의 침투에 대한 장비의 보호 

수준을 규정하는 기술 기준중의 하나이다.

  - 시험조건으로 보관온도는 -40°~70°C, 동작온도는 –20°~+50°C이며, 최대동작 

습도는 93%로 한다. (non-condensing, 비응축 습도)

 (2) 등급분류

  - 2개의 숫자로 표기하며, 첫번째 숫자는 외함체 내에 침투하는 분체를 방지하는

수준을 의미하고, 두번째 숫자는 외함체 내에 침투하는 액체를 방지하는 정도를 

규정한다.

 (3) IP 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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