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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지키지 않는 문
많은 프린터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연구 발표
IT 팀이 다른 엔드포인트의 보안에 집중하는 사이
회사의 프린터 보안은 무방비로 방치되었습니다.

프린터는 손쉬운 먹잇감: 네트워크에 연결된 수많은
프린터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안전하게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협은 항상 존재하고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용
프린터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엔드포인트와 동일한 약점을 지닌
강력한 네트워크 장치로 진화했습니다. 이렇게 보안되지 않은 진입점은
사이버 공격에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회사의 재무 및
개인적인 데이터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명 이상의 기업 IT 의사결정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6%만이 프린터가 보안 위협에
매우 취약하다고 답변하여 데스크톱/노트북, 모바일 장치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1 이러한 인식은 IT 직원이 네트워크 보안을 대하는
자세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5개 기업 중 3군데 정도의 기업만이
프린터 보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다른 엔드포인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프린터를 보호할 수 있는 간단한
솔루션이 있음에도 프린터를 취약한 상태로 방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본 백서는 Spiceworks 설문조사, 보안 위협의 영향,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최근 프린터들의 일부 기능 등 프린터 보안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과 16%의 응답자만이 프린터가
보안 위협에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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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의 진입로
Spiceworks 설문조사에 따르면 순수 응답자의 74%가 작년에
회사에서 최소한 몇 번의 외부 IT 보안 위협이나 위반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순수) 응답자의 70%가 내부 IT
보안 위협이나 위반 사례를 경험했으며, 사용자의 실수, 개인 장치를
업무용으로 사용, 가정 또는 공용 네트워크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1
외부 IT 보안 위협/위반의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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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피싱 사기

데스크톱 및 노트북을 통한 위협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는 모바일
장치와 프린터였습니다.1 (16%가 프린터를 통해 침입했다는 수치는
2014년 Spiceworks 설문조사의 4%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프린터는 PC와 모바일 장치만큼 세세히 모니터링되지 않기
때문에 프린터를 통한 공격 횟수가 과소평가되었을 수 있습니다.
외부 보안 위협/위반

내부 보안 위협/위반

데스크톱/
노트북

81%
80%

프린터

모바일
장치

36%
38%
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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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되는 프린터
어떤 사례이든 간에, Spiceworks의 설문조사는 프린터 보안이 항상
뒷전이 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대다수의 기업들은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응답자의 3/4 이상이 네트워크
보안, 액세스 제어/관리, 데이터 보호, 연결 장치 보안을 적용
중이거나 이들을 복수조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1
하지만, 이런 솔루션들이 프린터에 적용되는 비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응답자의 83%가 데스크톱/노트북에, 55%가 모바일
장치에 네트워크 보안을 적용하지만 프린터에 적용 중인 비율은
불과 41% 였습니다.1
이러한 차이는 엔드포인트 보안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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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장치

프린터

또한, 전체 응답자의 1/3도 안 되는 응답자(28%)만이 프린터에 보안
인증서를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PC는 79%가, 모바일
장치는 54%가 보안 인증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1
엔드포인트 보안의 주요 솔루션

79%

네트워크 보안

78%

액세스 제어/관리

75%

데이터 보호

74%

장비 보안

일반적으로 엔드포인트 보안으로 사용되는 보안 대책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린터 보안 솔루션은 문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액세스 제어였으며, 응답자의 절반 미만이 회사에서 이런 솔루션을
프린터에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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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에는 프린터만을 위한 보안 대책도 있지만, 이런 대책도
기업간의 차이가 큽니다. 40%를 겨우 넘는 기업에서 사용자
인증을, 40% 미만이 웹 구성 인터페이스에 관리자 암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1 강력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려면 모든 기업들이 모든
대책을 함께, 그리고 더욱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프린터 전용 주요 보안 대책

41%
39%
35%
34%
32%

장치에서 사용자 인증
웹용 관리자 암호 구성 인터페이스(EWS)

프린터 기능 제한
SNMP용 관리자 암호
보안 정책 관리

엔드포인트 규정 준수 및 감사 대책의 경우, 프린터 보안 제어가
다른 엔드포인트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90%의
기업들이 정보 보안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정책은 대부분
프린터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PC의 경우 응답자의
57%가 멀웨어 방어 대책이 구축되어 있다고 응답한 반면, 프린터의
경우는 응답자의 17%만이 대책이 구축되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1
90%의 IT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회사에 정보 보안 정책이 구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65%

61%

60%

기준이나 규정 준수

리스크 예방

최종 사용자의 보안
유지를 위해 리스크
및 보안 대책/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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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기업들이 프린터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고있지 않은 것이 자명히 드러납니다.
HP의 수석 보안 고문인 Michael Howard 씨는 "수많은 프린터들이
여전히 기본값으로 설정된 암호를 사용하거나, 암호가 전혀
설정되지 않았거나, 동일한 암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암호로
보호하지 않은 프린터는 해커에게는 금맥과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위반 사례 중 하나가 중간자 공격입니다. 해커가
프린터의 [수신 문서]를 가로채서 인쇄하기 전에 노트북으로 보내는
수법입니다. 해커들은 CEO가 인쇄하는 모든 문서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2

프린터 침입의 잠재적 영향
Bitdefender에서 수석 온라인 위협 분석가로 근무하는 Bogdan
Botezatu 씨에 따르면, 프린터에는 매우 큰 잠재적 보안 허점이
있다고 합니다. "당사의 취약성 평가 연구실에는 수많은 원격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라우터는 더 이상 인터넷 침입에 대한 최약체
장치가 아닙니다. 이제 프린터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3
이런 취약성은 비즈니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대의
취약한 프린터로 인해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장치들이 공격을
받을 수 있으며, 해커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에 스파이를 심어
놓고 전제 네트워크에 침입할 수 있습니다.

1. 헬프 데스크
통화량 및 지원
시간 증가

2. 생산성/효율성
감소

4. 지원 통화에
소요되는 시간 증가

3. 시스템 가동
중단시간 증가

5. 최종 사용자
정책의 강화

이렇게 보안 붕괴의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Spiceworks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이 답한 보안 붕괴의 Top5 영향이었습니다.1
그러나, 프린터 침입은 특히, 인쇄된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복합기를 사용할 경우에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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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프린터 캐시에 저장된 인쇄 작업은 해커들이 민감한 개인
정보나 기업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커들이 미보안 프린터를 통해 광범위하게
회사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주민등록번호, 금융 정보 또는 내부
메모와 문서 등을 훔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훔친 정보는 직원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에서 사용될
수도 있으며 회사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솔루션: 내장된 보안 기능
기업들은 프린터의 보안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늘날의 일부
기업용 프린터는 사용이 편리하고 프린터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격 자동 감지, 보호, 복구
승인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추적
PIN 또는 스마트카드 등 간단한 보안 로그인 옵션
사용자가 ID 배지를 사용하여 프린터에서 빠르게
인증하고 안전하게 인쇄할 수 있는 근접 카드 판독기
민감한 문서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인쇄

추후에 데스크탑이든 복합기든 프린터를 고려할 때 통합
보안 대책을 검토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간단한
프린터 내장 기능을 사용하면 프린터를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물 인터넷에는 걱정할
액세스 포인트가 무궁무진하지만 프린터만큼은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한 프린터를 원하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
출처:
1 2016년 11월 HP를 대신하여 북미, EMEA, APAC에서 309명의 IT 의사결정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Spiceworks 설문조사.
2 “프린터 보안: 여러분 회사의 데이터는 정말 안전한가요?”Computerworld, 2016년 6월 1일.
http://www.computerworld.com/article/3074902/security/printer-security-is-your-companys-data-really-safe.html
3 “사물 인터넷 중 가장 취약한 프린터”The Register, 2016년 9월 8일.
http://www.theregister.co.uk/2016/09/08/the_least_secure_things_on_the_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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