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공지]� 디도스(DDoS)� 공격� 대응� 온라인�강의� 준비�안내

고려대�학생�여러분께,

어느덧� 2020년� 2학기를�맞이하게�되었습니다.� 여름� 방학은�건강하게�잘�보내셨는지요?�

2학기� 개강을�하루� 앞둔�오늘,� 중요한�공지사항�전합니다.

최근� 알� 수� 없는� 외부의� 해킹세력이� 우리� 학교� 전산시스템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개시하여� 수강

신청을� 방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개강� 후에도� 우리� 온라인�

강의�시스템을�공격할�것이라는�전망이�있습니다.

*� 디도스�공격이�무엇인가요?

감당할�수� 없는� 규모의�트래픽을�한꺼번에�일으켜�서비스�체계를�마비시키는�해킹기법입니다.�

*� 왜� 고려대학교를�대상으로�디도스�공격이�이루어지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으며� 파악� 중에� 있습니다.� 금융기관� 등은�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

가�많이�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인해�언택트�시장이�커지면서�대학도� 시범적으로�공격대상으로�

정한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디도스가� 불특정� 해커들에� 의한� 공격임을� 감안한다면� 공격이�

없을�때는� 1학기와�마찬가지로�네트워크는�무난합니다.

*� 만약� 디도스�공격이�발생하면�어떤�일이� 벌어지나요?

디도스�공격이�발생할�경우�교내� 전산망/인터넷�사용이�원활하지�않게�됩니다.

디도스� 공격방법이� 다양해서� 공격방법에� 따라서� 복구가� 비교적� 쉬운� 경우도� 있고� 복구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공격과� 방어� 기간� 동안� 교내� 전산망� 사용에� 큰� 불편함이� 생깁니다.� 현재� 디

지털정보처에서는� ISP� 업체와의� 협력,� 디도스� 전용� 장비를� 급히� 구축하여� 방어체계를� 갖추긴� 했

지만�만에� 하나라도�있을�수� 있는�디도스�공격에�대해� 같이�준비할�필요가�있습니다.

*� 디도스�공격은�실시간�온라인�강의에�어떤� 영향을�미치게�되나요?

많은� 교수님들이� 교내� 전산망을� 활용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시는� 만큼� 디도스� 공격은�

실시간�온라인�강의를�무력화시킬�수�있습니다.� �



디도스� 공격은� 언제� 어떤� 규모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교내에서�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더라도�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도� 있지만,� 수천� 개의� 강의가� 올스톱� 될� 수도� 있습니다.� 디

도스� 공격에� 대한� 방어가� 잘되고� 있더라도� 속도가� 느려지거나� 영상/음성이� 끊어지는� 경우도� 빈

번해질�수� 있습니다.�

*� 교수님들께서�디도스�공격을�피해� 온라인�강의를�제공할�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네� 있습니다.� 다행히� 블랙보드,� 실시간� 강의� 도구인� 콜라보레이트,� 칼투라,� 줌,� 녹화� 강의� 도구인�

커먼즈의�서버는�학교� 밖에�있으므로�디도스�공격으로부터�자유롭습니다.�

따라서� 교수님들이� 학교� 밖� 전산망을� 사용하시면�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시면� 디도스� 공격

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전산망이라고� 표현한� 것은� 휴대폰을� 이용한� 테더링,� 통신사의� 에

그�서비스,� 자택의�인터넷�서비스,� 기숙사�인터넷망�등을�포함합니다.

*� 교수님들은�디도스�공격에�대해�알고� 계신가요?

네.� 교무처에서� 8월� 28일� 오전� 이메일을� 통해� 교수님들께� 디도스� 공격을� 우회할� 수� 있� 있도록�

학교� 밖� 전산망을� 활용해� 실시간� 강의를� 제공하시기� 권장� 드렸습니다.� 또한� 2학기는� 실시간� 강

의를� 원칙으로� 했으나� 디도스�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때까지� 교수님들께서� 실시

간�강의와�녹화� 강의를�자유롭게�선택하실�수� 있도록�했습니다.�

*� 수업을�듣는�학생들도�디도스�공격의�영향을�받게� 되나요?

학교� 전산망을� 이용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경우� 디도스� 공격을� 받으면� 블랙보드� 접속이� 불가

능하거나,� 녹화� 강의의�스트리밍이�지연되거나,� 실시간�강의�접속이�끊어질�수도� 있습니다.�

혹시�모를� 디도스�공격에�대비해�학생들�역시� 학교� 밖� 전산망을�사용하는�것이�가장� 좋습니다.

기숙사에서�접속하는�경우는�학교�전산망과는�다른�통신사�망을� 사용하기�때문에�괜찮습니다.

*� 이� 밖에� 학생들이�알아야�할�것이� 있나요?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실시간� 강의가� 끊어지는� 경우� 담당� 교수님께� 알리고� 과목� 공지사항도� 확

인하시기�바랍니다.�



코로나� 19뿐� 아니라� 예상치� 않았던�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2학기� 강의를� 맞이하는� 학생� 여러분

들의� 부담이� 더� 커졌으리라� 생각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마음으로� 현재

의�상황을�이해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교수학습개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