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 카메라 - 네트워크 도어를 

열어두지 마십시오.  
IoT의 비전이 편리함과 및 능력, 연결된 장치의 방대한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편리함과 

기능, 그리고 유연성이라는 유혹에 빠져있는 동안, 네트워크 진입점 수의 극적인 증가에 

따른 보안 위협과 위반 요소의 위험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 Cisco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비즈니스 의사결정권자의 73%가 향후 2년 이상 심각하게 증가할 보안 

위협을 야기할 원인으로 IoT를 언급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IT 보안 전문가의 

78%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종류의 네트워크 연결 장치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안목과 관리가 부족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접근 가용성의 증가는 보안 위반으로 인한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시스템 설계 

시 철저한 시스템 위협/위험 분석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시스템에 추가되는 

애플리케이션 같이, 새 구성요소가 추가됨에 따라 공격 노출 영역은 증가합니다. 비디오 

시스템을 추가하면 노출 영역이 증가될 것입니다. 마치 Microsoft Office Suite를 모든 



PC에 설치하면 추가적인 사이버 위험이 증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비디오 시스템 구성 

요소는 다른 네트워크 리소스에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에 

더해지는 추가 리소스는 비디오 시스템에 위험을 가져옵니다. 공격 영역을 최소화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이버 보호 조치입니다. 장치,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이 상호 작용할 

필요가 없다면, 그 사이의 연결을 제한해야 합니다. 기존 네트워크로부터 비디오 

시스템을 격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양호한 보호 조치이며, 비디오 및 비즈니스 

리소스가 부정적이거나 위험한 방법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줄입니다. 

노트북, 데스크톱, 또는 모바일 장치 같은 다른 네트워크 장치와 달리, 네트워크 

카메라는 사용자가 잠재적으로 유해한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악의적인 이메일 첨부 

파일을 열거나 신뢰할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의 일반적인 위협에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페이스가 있는 네트워크 장치이므로, 카메라 또는 

연결된 다른 물리적 보안 장치는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험의 노출 영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치 담당자와 IT 직원이 비디오 보안 시스템을 보호하거나 보안 강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보안 강화 가이드는 특정 사용자 필요 

조건에 맞는 구성 전략을 제공하여 증가하는 위협 환경에 대응합니다. Axis는 SANS 

Top 20위 핵심 보안 제어를 Axis 보안 강화 가이드에 대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다양한 수준의 사용자 인증/승인, 패스워드 보호, SSL/TLS 암호화, 802.1X, IP 

필터링 및 인증서 관리를 포함하는 산업 표준 보안 프로토콜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Axis와 같은 카메라 공급자는 새로운 기능, 버그 수정 및 보안 패치를 적용한 

카메라 펌웨어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보안 시스템 사용자는 증가하는 위험과 

다양성 및 규모가 큰 보안 위험을 처리하기 위해 카메라 공급자가 제공하는 업데이트를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며, 네트워크 카메라 기반 시스템을 통한 공격을 예방한 모범 

사례에 주목해야 합니다. 

 

https://www.axis.com/files/sales/AXIS_Hardening_Guide_1488265_en_1510.pdf
http://www.sans.org/critical-security-controls
http://www.sans.org/critical-security-contro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