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Terminal Services Security 

 
 

터미널 서비스는 원격에서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Windows NT에

서는 따로 버전이 존재 했지만, Windows 2000 Server에서는 자체 지원해줍니다. 이 글은 

WindowsITSecurit.com에 있는 글로 터미널 서비스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보안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

습니다.  

 

 

 

개요 

 

터미널 서비스는 사용자가 로컬에서 로그온 한 것 처럼 원격 시스템에 로그온 할 수 있게 해준다. 터

미널 서비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윈도우 제품군 어느것에서나 실행할 수 있고, 로컬 시스템의 상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전환(redirect)해주고, 원격 비디오 화면을 에뮬레이션 해준다. 사용자에게는 원격 

시스템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것같이 세션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터미널 서버에 접속하는 클

라이언트는 고사양의 하드웨어를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터미널 서비스는 원격관리모드, 애플리케이션서버모드  두가지 모드로 동작할 수 있다. 원격관리모드는 

서버의 키보드 앞에 앉지 않아도 서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최대 2개의 동시연결(concurrent) 세션을 

지원한다. 이와 반대로 애플리케이션 서버모드는 서버의 하드웨어를 공유하여 각각의 사용자들에게 바

탕화면과 환경을 제공해주는 다중 동시연결 세션을 지원한다.  

 

서버에 다중 사용자들이 로컬로 로그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애플리케이션 서버모드의 보안을 설정할 

수 있다. 로컬 사용자에 비교하여  터미널서비스  사용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시에 많은 터미널 서비

스 클라이언트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Log on locally” 특권을 다중 사용자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안전하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터미널 터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서버의 보안을 위해서 3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첫번째는 Windows 2000 Domain 계정을 통

해 서버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제어한다. 두번째는 NTFS 권한을 통해 하드디스크에 액세스하는 권한

을 제어한다. 세번째는 프로필과 Windows 2000 Group Policy Object(GPO)를 통하여 시스템 상에서 사

용자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어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방법을 통해 사용자의 권한을 세밀하게 설정하

여 줄 수 있고 또한 사용자의 실수를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다. 

 

 

 

하드 디스크 보안 

 

하드 디스크를 액세스하는 권한은 상당히 복잡하다. 하지만, 먼저 전략을 세워보자. 가장 중요한 요점

은 터미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Terminal Services Users 라는 특별한 로컬 그룹의 구성원이라는 

점이다. Terminal Services Users 그룹의 구성원은 터미널 서비스를 통해 시스템에 로그온할 수 있는 

멤버로 자동적으로 등록된다 . ( 대화형 로그온 그룹과 터미널 서비스 사용자 그룹은 서로 배타적인 멤

버쉽 규칙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는 동시에 두 그룹에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사용자는 많은 다른 그룹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전체적으로 모든 그룹에 허

가된 권한을 누적하여 얻게 된다. 기본적으로 Terminal Services Users 그룹의 모든 구성원은 도메인사

용자 글로벌 그룹의 멤버이다. 따라서 다르게 말하면, 터미널 서버 자체의 사용자로컬 그룹의 멤버도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새로운 NTFS 파티션상의 모든 객체에게 Everyone 사용자 그룹에 모든 권한을 

할당하였던 Windows NT와 다르게 Windows 2000에서는 표준 그룹에 할당된 권한을 통해 하드 디스크

의 중요한 영역의 액세스를 제한한다. 그 결과 사용자 로컬 그룹의 사용자는 모든 폴더에 읽기 및 실

행 권한만이 할당된다. 단, Documents and Setting 폴더와 그 하위 목록과 같은 특정한 영역은 예외적

으로 지정된 사용자에게 모든 권한이 할당된다. 

 

일반적인 Windows 2000 설치에서 Power 사용자 로컬 그룹은 아무런 구성원을 가지지 않고 

Documents and Setting 폴더를 제외한 모든 폴더에 수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터미널 서비스를 운영하

는 서버상에서 터미널 서비스 로컬 사용자 그룹은 Power 사용자 로컬 그룹의 권한을 복제한다. 가장 

중요한 예외는 윈도우 시스템 폴더로 Power 사용자 로컬 그룹에게는 일기 및 실행 권한이 주어지지만, 

터미널 서비스 사용자 그룹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할당되지 않는다. 아래 표에서는 터미널 서비스를 설

치한 Windows 2000 서버 시스템의 최상위 레벨의 폴더 권한을 보여준다.  



 

터미널 서비스 사용자들을 위해 추천하는 사용자 정책 설정. 

소프트웨어 설정 

 None 

  

윈도우 설정 

 None 

  

관리 템플릿 

 Windows Components 

  Internet Explorer 

   Disable Internet Connection wizard--Enabled 

   Disable AutoComplete for forms --Enabled 

   Disable changing Messaging settings--Enabled 

   Identity Manager: Prevent users from using 

     identities--Enabled 

   Offline Pages 

    Disable adding channels--Enabled 

  Windows Explorer 

   Enable Classic Shell--Enabled 

   Only allow approved Shell extensions--Enabled 

   Hide Hardware tab--Enabled 

   No "Computers Near Me" in My Network Places--Enabled 

   No "Entire Network" in My Network Places--Enabled 

  Start Menu & Taskbar 

   Disable and remove links to Windows Update--Enabled 

   Disable programs on Settings menu--Enabled 

   Remove Run menu from Start menu--Enabled 

   Add Logoff to the Start Menu--Enabled 

   Disable and remove the Shut Down command--Enabled 

   Disable changes to Taskbar and Start Menu Settings--Enabled 

   Clear history of recently opened documents on exit--Enabled 

  Desktop 

   Hide My Network Places icon on desktop--Enabled 

   Hide Internet Explorer icon on desktop--Enabled 



   Prohibit user from changing My Documents path--Enabled 

   Active Desktop 

    Allow only bitmapped wallpaper--Enabled 

   Active Directory 

    Hide Active Directory folder--Enabled 

  Control Panel 

   Disable Control Panel--Enabled 

   Add/Remove Programs 

    Disable Add/Remove Programs --Enabled 

   Display 

    No screen saver--Enabled 

   Printers 

    Disable deletion of printers--Enabled 

    Disable addition of printers--Enabled 

    Browse network to find printers--Disabled 

   Regional Options 

    Restrict selection of Windows 2000 menus and dialogs 

       language--Enabled 

    (Language set to English) 

  Network 

   Network and Dial-up Connections 

    Enable Connecting and disconnecting a LAN 

       connection--Disabled 

    Enable access to properties of components of a LAN 

       connection--Disabled 

  System 

   Logon/Logoff 

    Disable Task Manager--Enabled 

    Disable Lock Computer--Enabled 

     

 

그 결과 각각의 터미널 서비스 사용자들은 Documents and Setting 폴더 내에 있는 자신의 폴더의 목

록만을 볼 수 있고, 윈도우 시스템 폴더내에 있는 파일을 읽기 및 실행할 수 있고, Program Files 폴더

내의 파일들을 수정할 수 있다. 서브폴더는 부모폴더의 권한을 상속 받기 때문에 터미널 서비스 사용

자들은 반드시 프로그램 폴더 전체의 수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이 말은 기본적으로 터미널 서

비스 사용자들은 애플리케이션 파일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Program Files 폴더는 서버의 하드 디스크의 보안을 시작하는 첫번째 부분이다. Program Files 

폴더내의 모든 서브 폴더들은 상위 폴더의 권한을 상속 받으므로 터미널 서비스 사용자 로컬 그룹에게

는 수정 권한 대신에 읽기 및 실행 권한만을 허가해 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터미널 서비스 사용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파일들을 수정할 수는 없게 된다. 

 

애플리케이션이 구성(configuration) 파일들이나 임시 작업 파일과 같은 애플리케이션 폴더 내에 저장

되는 파일들이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솔루션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 이러한 때

에는 그 애플리케이션  폴더에만 터미널 서비스 사용자 로컬 그룹에게 수정 권한을 할당하여 준다. 권

한은 상속되기 때문에 먼저 Program Files 폴더의 권한을 변경한 후에 애플리케이션 폴더의 권한을 변

경해 주어야 한다. 관리자들은 이러한 설정 사항들을 반드시 메모해 놓을 것을 추천한다 . 또한, 기본 

설정에서 벗어나는 사항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용자 파일 저장소 : 하드 디스크 

  

사용자가 Microsoft Excel 이나 Word에서 작성한 문서를 Documents and Settings 폴더내의 사용자 프

로필 폴더에 저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자신의 프로필 폴더 및 하위 폴더에 수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파일과 서브폴더에 대한 소유권(ownership)을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자가 개인 디렉터리의 목록을 

볼 수 없도록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몇몇 프로그램들은 Program Files 폴더 내에 새로운 폴더를 생성하고  애플리케이션이  생성한 파일들을 

서브 폴더에 저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동작의 단점은 데이터 파일들을 보유하는 폴더에 수정권한을 할

당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 각각의 사용자 프로필 또는 모든 사용자 프로필(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프로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의 시작 메뉴에 저장되어 있는 바로가기(shortcut)을 사용함으

로써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에 액세스할 수 있다. Microsoft Visual Studio(VS)와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사

용자 프로필 폴더를 가리키기 위해 바로가기의 등록정보에서 시작(start)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사용

자가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기본 저장위치로 자신의 프로필 폴더를 볼 수 있다. 

 

사용자 계정이름을 기반으로 등록정보의 시작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바로가기에 %username% 폴더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VS에서 사용자의 프로필 폴더를 기본 폴더로 설정하려면 VS 6.0 바로가기의 

등록정보에서 시작 위치를 C:\Documents and Settings \%username% 로 변경하면 된다. 터미널 서

비스의 관리자는 다중 사용자를 관리하는데 이러한 조정방법을 사용하여 관리 오버헤드를 감소시킬 수 

있다 : 모든 사용자 프로필에 있는 바로가기를 모든 사용자의 바로가기로 변경. 

 



 

 

사용자 파일의  저장소  : 다른 옵션 

 

터미널 서비스를 운영하는 서버상의 하드디스크의 권한 설정 외에 다른 두가지 중요한 옵션이 있다. 

로밍 프로필 과 공유 폴더. 

 

로밍 프로필은 사용자의 프로필 디렉터리의 목록을 도메인 컨트롤러(DC)에 저장한다 .  Windows 2000

은 사용자가 로컬 컴퓨터에 로그인 할 때 이러한 파일들을 복사하고, 사용자가 로그오프 할 때 파일들

을 다시 서버로 복사한다.  이 옵션은 터미널 서비스 사용자가 여러 개의 서버에 로그인하는 환경에서 

유용하다. 왜냐하면, 환경 설정 및 데이터 파일들이 사용자가 로그온 하는 장소마다  따라가기 때문이

다. 또한 사용자 파일들이 중앙 서버에 유지되므로 관리자에게도 유용하다. 단 한가지 단점은 사용자

가 로그온 및 로그오프 할 때마다 모든 목록을 복사해야 하기 때문에 파일이 큰 경우 시간이 걸릴 수

도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에게는 이러한 과정이 불편함을 가져올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다. 

 

두번째 옵션은 사용자의 홈 디렉터리를 위해 공유 폴더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옵션의 장점은 파일서

버상에 파일이 위치하고 있고 사용자가  작업을 위해 필요할 때에만 파일의 목록을 복사하면 된다는 점

이다. 공유 폴더 옵션은 디지털 이미지, 오디오, 데이터베이스(즉, Microsoft Access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큰 파일을 가지고 작업하는  사용자들에게는  로밍 프로필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 옵션

에는 몇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로 터미널 서비스 사용자 로컬 그룹은 터미널 서비스를 운영하는 서버

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터미널 서비스 사용자 로컬 그룹은 로컬 그룹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상의 다른 서버에서는 액세스할 수 없다. 따라서, 공유 폴더 상의 파일 액세스를 제어하기 

위해 이러한 그룹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각각의 사용자 폴더를 위해 적절한 공유 레벨 및 NTFS 권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터미

널 서비스 사용자 홈 디렉터리를 설정하기 위해 %username% 옵션을 사용하기 전에 공유 폴더를 생

성했다면, MMC(Micrsoft Management Console) 액티브 디렉터리 스냅인은 프로필 폴더처럼 자동으로 

홈 디렉터리를 생성하고 관리자에게 모든 권한 그리고 그 사용자에게 수정 권한을 할당할 것이다. 

Domain Admins 글로벌 그룹에 공유 레벨에 모든 권한을 그리고 Everyone 로컬 그룹에 변경(Change) 

공유레벨 권한을 허가했는지 확인한다. 더 낮은 수준의 권한은 액티브 디렉터리 스냅인이 동작하는 것

을 방해하고 Windows 2000이 사용자 홈 디렉터리로써 공유 디렉터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사용자 홈 디렉터리와 사용자 폴더에 있는 My  Documents 폴더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복잡하다. 

몇몇 프로그램은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보기 위해 검사함으로써 기본으

로 보여줄 폴더를 결정한다. 즉,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은 다른 기본(Default) 구성을 가질 수도 있다. 다



른 프로그램은 단지 My Documents 폴더와 홈 디렉터리를 둘다 무시한다. 사용자는 My Documents 

와 홈 디렉터리 간에 파일들을 나눠서 보관할지도 모른다. 많은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 알맞은 옵션을 결정하는 것은 독자에게 맡긴다. 

 

 

환경 보안(Securing the Environment)  

 

서버의 하드 디스크 보안 외에도 데스크탑  환경도 보안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의 표에서는 

Windows 2000 에서 적용되는 정책의 GPO 설정의 예이다.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한다. 

??타인에게 고의 또는 실수로 설정을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상을 제한한다. 

??사용자가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한한다. 

??서버를 통한 인터넷의 액세스를 박탈한다. 

 

NTFS 권한을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사용자가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에 영향 받는 파일들

을 제한하는 목표에 약간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실 사용자가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면, 이러한 권한 설정은 몇몇 바이러스와 트로이 목마를 예방할 수도 있다. 

 

사용자 프로필, 사용자 권한, GPO 이 세가지의 조합을 통해 터미널 서비스의 보안을 구축할 수 있다.   

사용자 프로필은 로그인 및 로그오프 간에 북마크와 같은 사용자 지향적인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GPO는 사용자 권한과 데스크탑 설정을 포함하는데 실행 메뉴, 시작 메뉴 및 작업바, 바탕화면, 

시스템 구성과 같은 제어판에서 볼 수 있는 항목들의 수정을 제어한다. 또한 GPO는 IE의 사용을 제한

할 수도 있다. 

 

 

 

마무리 

 

터미널 서비스 서버의 보안은 많은 관리자들이 직면하지 못해봤던 새로운 도전장을 제공해 준다. 누가 

로컬로 로그온 하는지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액세스 하는지를 제어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하드 디스크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터미널 서비스 서버는 동시에 로컬 사용자로서 많은 사용자가 로그온

한다. 보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NTFS 권한, 사용자 프로필, 사용자 권한, 데스크탑 설정 

등을 조합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옵션들을 정확히 사용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사

용자에게 덜도 많이도 아닌 필요한 권한만을 할당하여 주려면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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