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출력물 보안(printout security)이란 기업 내부에 연결

된 PC 에서 인쇄되는 모든 내용(사용자, IP, 인쇄매수, 인

쇄원본, 개인정보)을남기고 각각의 내/외부에 연결된

린터에 모든 클라이언트를 원격으로 통제/ 리함으로써

기업의 인쇄 시스템 리를 일 으로 리감독 할 수

있어 시스템의 보다 효율 인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출력물은 체계 으로 리해야하는 기업정보의

자산이다. 정보 유출자 황은 직 직원에 의한 유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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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출력물 리 시스템은 출력시 수집된 출력 로그 내에 개인정보(주민번호, 카드번호)가 존재하는지 패턴을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 팝업 달, 인쇄 강제 종료, 리자에게 메일 발송 별도 로그 리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인증

리 역시 사용자 PC에 Agent를 설치하여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만 린트가 가능하며, 사용자 정보에 따라 작업이 허가되

거나 거 될 수 있도록 제한 기능을 갖추어야한다. 한 복합기로 린트/복사/스캔 사용 시 ID카드 인증 후 문서 출력

복합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ID카드 미사용시 디바이스에 ID/PW를 입력 인증 후 복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출력물 보안 방법들 보다 더욱 우수한 기술을 갖추고 있는 보안 업체인 (주)와우소 트와 공동으로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여 기록물 리 시스템을 한 인터페이스들을 구축하 다. 한 출력물 리를 한 필요한 기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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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직 직원에 의한 유출이 24.6%로 내부자에 의

한 유출이 체의 80% 이상이며, 유출방법에 있어서도

출력물에 한 유출이 약 40%로 이메일에 의한 유출인

21%보다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1].

따라서 기업들의 출력비용은 반드시 리해야 할 경

상경비로 취 되고 있다. 개인이 취 하는 정보량 증가,

린터 보 률 속도의 증가, 그래픽 주의 문서형태

로 종이 문서의 출력과 출력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업 내 유통되는 문서 41%가 내용 검토 교정, 업

무정보 등 참고용이며 23%가 회의자료, 업무공지 등 일

회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리되지 않는 종이문

서는 체의 64%를 차지 하고 있다[2-5].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사고, 특히 인쇄 출력물을 통

한 정보 유출이 심각하여 DRM 등을 통해정보보안과 병

행하여 출력 보안을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다. 한 다

양한 린터에 하여 기계 변경 없이 출력 보안 용이

어렵고, 기업내부의 주요문서 출력 복사, 팩스 송을

통한 산업기 유출 방지를 해 다양한 방안이 동원되

고 있으나 부분 사고 발생 후 유출경로 추 에 을

두고 있어 그 처 방안이 주요 연구되고 있다[6-8].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연구는 빠른 스캔기능을 통한 종

이문서 자문서화, 종이문서 보 을 한 공간 시간

약, 종이문서 리의 앙집 화를 통한 효율성 증가,

종이문서 원본증명을통한 보안 유출 방지, 정부 기록

물 가이드라인 법규 수등을활용한출력물보안 시

스템을 설계하 다.

2. 련연  

2.1 출력물 보안 종류  단점

행 자문서 유출방지를 한 응책이라 도입하고

있는 방법은 문서보안 솔루션, DLP 솔루션, 문서 앙화

솔루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등의 경우 각 개발사가 상

이하여 도입 후 리 보안, 구축 유지보수 비용

등 많은 문제 이 두되고 있다. 문서암호화(DRM)는

문서단 의 암호화 기능을 어 리 이션을 통하여 진행

하는 방법으로서 어 리 이션 OS에 향이 많을 뿐

아니라 키값 리가 어려운 단 이 있으며, 구축 유지

보수 비용이 크다[9].

온/오 라인 유출통제(DLP)는 PC기반 유출경로를 통

제하는 API 방식으로 장매체/네트워크/ 린트 등을모

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다양

한 유출경로통제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후 모니터링 개

념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한 로그 리와 조회의 어려

움을 갖고있다. 문서 앙화 방식은 PC내 로컬 역 장

을 지하며 로컬 장통제 API와네트워크API를 이용한

앙 장소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네트

워크 단 시 업무가 단되며, 체 네트워크 속도 하

문제가 있으며, 외부 해킹 등으로 규모 피해가 발생하

는 단 이 있다[10].

Item Method Problems

Log
Record

How to record and
manage the history of
document viewing, printing,
and copying

Accessor tracking is possible
in an accident, Not be
blocked in advance

Pass
Word

The password of the
person in charge is
needed for document
viewing, outputting, and
copying, and the method
of focusing on security
before the accident

It helps to prevent security
accidents of outsiders,
More then 80% of technology
leak is a former and present
position

PW
info.
output

When outputting and
copying, it can encrypt the
information such as the
date and time at the top
and bottom of the
document, and identify the
leakage path in an
accident

Due to industrial secrets,
pre-accident actions are
important. It's impossible to
recover the damage in case
of an accident.

Non-co
pyable
special
paper

Use special paper to
prevent copying of the
original contents

In addition to not being able
to copy necessary work, it
can not prevent the leak of
the original

Table 1. Printout Security Problems

기타 자문서 보안 제품군에는 기능별 보안 통제를

이용하는 린트 워터마킹, 개인정보검색 통제, 모바

일 오피스 보안, PC업무 역 가상화 통제, 화면캡처 방

지, 문서 2차 유통 통제 등이 있는데 이들은 선택 구축

이 용이하지만 타 솔루션과의 연계가 불가능하며, 운

상 통합보안 리의 어려움이 있어서 기업환경을 고려하

여 도입해야 한다. Table 1은 출력물 보안의 문제 을

보여주고 있으며, 출력물보안의 필수 기능은 Table2에 4

가지 기능으로 정리할 수 있다[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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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Contents

Watermark
Edit &
Manage

Support various watermarks such as logo, image,
output information (id, time, IP).
Provide an editor that allows to specify the slope,
density, and location of the watermark.

History
management

Manage the output history in image or text form
and check the original.
It is possible to trace output by various history
management such as document print date and
time, outputter, printer info.

Various
printer
support

Support all printer models that support various
printer drivers.

Management
function

Support output-policy, user-management and
various history management with administrative
web(document security management

Table 2. Printout Security Required Function

2.2 종  록물 전 문서화 및 보안 리 폐

국가기록원은 기록 리업무 표 화 황을 제시하

고 있다. 기록 리 표 은「기록물 리 표 화 업무 운

규정」(국가기록원 훈령 제127호, 2017.5.17.개정)에서

규정한 용범 에 따라 국가표 과 공공표 으로 구분

되어있다. 기록물 평가/폐기 차는 비 자 기록물의 폐

기를 해서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보안사항, 개인정

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기 내 쇄 후반출을원칙으

로 하고있다. 쇄는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독

이 불가능하도록 세 하여야 한다. 기 내 쇄가 불가

능하여 상기록물을 원형그 로반출 후 쇄 는 용

해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출 는 용해 처리 과정에

서 폐기 상 기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공공기간

의 직원 담당자를 지정하여폐기 과정을 리/감독하

여야 한다[13,14].

비 자기록물 폐기 방법은 쇄와 용해로 진행된다.

쇄는 기록물 세 시 보안은 종이가 얼마나 잘 세 되

는가에 달려 있으므로, 보안사항, 개인정보 등 민감한 기

록은 교차 세 을 통해 내용 독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용해는 용해된 종이가 섬유 구성분을 감소시키므

로 제 로 처리하면 매우 안 한 폐기 방법이다.

2.3 존 출력물 보안 술 

일반 으로출력물 보안 · 리 솔루션은 특정어 리

이션이나 린터 드라이버에 제약 없이 회사 내 모든

사용자 PC에서 출력되는 출력물에 해 워터마크를 삽

입하고 출력로그 원본이미지를 장/ 리하여 요

문서가외부에유출될경우 최단 시간내에 사용 출처

책임 추 을 하기 한 솔루션이다. 출력물 로그 리에

있어서 사용자의 출력로그는 인쇄정보, 시스템 정보, 원

본 이미지, 원본 텍스트를 로깅하여 리자 툴에서 다양

한 검색 조건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출력물 통계

리는 로깅된 출력 로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별/부

서별/ 린터별 는 기간별로 다양한 출력 통계 데이터

를 제공하여 리자가 손쉽게 출력물 황을 악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시 워터마크는 출력물에 회사CI,

소유권 정보, 출력자 정보 등을 원본 문서에 포함시켜 함

께 출력하도록 하여 종이문서의 불법 유출을 사 에 방

지하고, 출력자 실명제 확보를 통하여 정보유출을 방지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패턴정보는 문서 출력 시에 개인

정보(주민번호, 신용카드번호등) 패턴이최 발견된 경

우, 출력을 한 사용자에게는 경고 메시지의 표시와 강제

종료, 리자에게는 실시간으로 개인정보 문서 출력에

한 내용의 메일 메시지를통보. 개인정보 출력한문서

는 출력물 모니터토링 서버에 로그를 장하여 라자가

리하도록 한다[15-17].

다른 보안 기술은 시스템은 출력물 내에 개인정보

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인정보가 검색된 출력물

인쇄를 차단하여, 출력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

으로 방지하는 출력물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이다. 이는

출력 후 Web 는 App을통해서 요정보의 출력 인증

으로, 출력물방치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유실의 가

능성을 제거하여 안 한 출력물 유통 환경을 제공 다

양한 제조사가 생산한 출력장치와 완벽하게 호환되어 출

력물 통합 리가 가능하고, 인쇄 감 리 기능까지 제

공하여 운 비용 감 효과까지 기 할 수 있는 기술이

다[18].

이 기술에 필요한기능은 Fig. 1이 설명하고 있다. Pull

Printing 기능은 본인 인증을 스마트폰 등으로 할 수 있

고, 원하는 시 /원하는 장비에서출력할 수있으며, 기

시간이 지나면 출력 자동 취소된다. 이는 린터 벤더나

종류에 상 없이 Pull Print 기능을 지원해야한다. 보안

정책 리 기능은 오 라인 로그인 유효기간, 로그 송

옵션, 로그 송 옵션, 텍스트 이미지 로그 송 옵션,

워터마크 사용자 선택 옵션 등을 설정해야한다. 인쇄물

패턴 검사 기능은 사내에서 출력되는 문서들에 해 패

턴 검출 기 을 설정하여 요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리하는 기능이다. 요정보검출문서 출력 제어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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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정보 검출 기 에 따라 인쇄허용, 차단, 결재 후 인

쇄 기능, 마스킹 시 인쇄허용, 결재 후마스킹 용/미

용 등옵션제공, 출력결재 요청 출력 결재 승인완료

에 한 실시간알림 기능 제공하는 것이다. 끝으로 인쇄

승인기능은모든 인쇄물에 한 출력시 결재 신청 승

인 가능, 출력시 워터마크 해제 신청 승인 가능, 특정

애 리 이션에서 출력시 인쇄 신청 승인 가능, 일반

문서 혹은 보안 문서 출력시 인쇄 신청 승인 가능 등

의 기능들을 지원하는 기술이다[18,19].

Fig. 1. Security System Process

3. 출력물 보안 시스템 터페 스 설계

본 논문에서는 출력물 보안 시스템을 한 인터페이

스를 설계하 다. Fig. 2에서처럼 출력물 리는 크게 기

록물 리, 통계, 운녕 리의 3가지로 구성하 으며, 기록

물 보 함, 통계조회, 권한 리, 메뉴 리, 스토리지 리

등으로 구성하 다. 특히 운 리는 기록물 리를

한 핵심요소가 된다. 권한 리는 기록물들을 일기, 쓰시

등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권한을 해당자에게

수 있다. 사용자 리는 등록된 사용자들을 리하며

보안에 필수 요소가 된다. 이 시스템을구축하기 한 기

본 인터페이스를 설계하 다.

Fig. 3은 폴더 생성기 이다. 폴더 치는 탐색기에서

폴더를 생성할 부모 폴더의 치를 선택하고, 새로 생성

할 폴더의 이름을 입력하여 생성되는 인터페이스이다.

폴더명을 빈값으로 설정하여 생성할 수는 없다. 한 부

모 폴더에 동일폴더명을 가진 폴더를생성할 수없고, 폴

더명에 특수문자 (< >: ” / ! ? *) 를 포함할 수 없다. 이

름 규칙에 어 나지 않게 입력하면 폴더가 생성된다. 문

서 생성 form은 탐색기에서 문서를 생성할 부모 폴더의

치를 선택하여, 새로 생성할 문서의 이름을 입력하여

새로운 문서를 생성할 수 있다.

기록물 보관함

기록물 관리

미분류함

휴지통

기록물 통계 조회

통계

디스크 사용 통계

권한 관리

운영 관리

메뉴 관리

사용자 관리

스토리지 관리

소프트웨어 관리

세절기 관리

Fig. 2. Security System Structure

폴더의 위치와 이름 입력

v 폴더 이름

새폴더 폴더/문서명 미입력

폴더/문서 이름을 입력

확인

폴더/문서명 중복

동일한 이름을 가진 폴더/문
서가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

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특수 문자 입력

폴더/문서 이름에 아래 문자
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 > : ” / ! ? *

확인

폴더/문서 생성

‘X X X’ 폴더/파일이 생성

확인

소프트

01.사업보고서

비용처리

개인제출

회계-

+

+

02.반기보고서

03.분기보고서

04.월간보고서

취소 확인

문서 추가 폴더 위치와 이름 입력

v 문서 이름

문서 추가

소프트

01.사업보고서

비용처리

개인제출

회계-

+

+

02.반기보고서

03.분기보고서

04.월간보고서

취소 확인

Fig. 3. Folder Creation Form Interface

이동할 폴더를 선택하시오

폴더 이동

소프트

01.사업보고서

비용처리

개인제출

회계-

+

+

02.반기보고서

03.분기보고서

04.월간보고서

폴더 미선택

이동할 폴더를 선택

확인

현재 폴더 선택

현재 폴더를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폴더를 선택하시오

확인

폴더 이동

선택하신 폴더로 이동

확인

이동 대상 미선택

이동할 폴더, 파일을 선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취소 확인

이름 변경

입력하신 이름으로 변
경되었습니다.

확인

이름 변경 대상 미선택

이름을 변경할 폴더, 
파일을 선택하시오

확인

변경 이름 미입력

변경할 폴더, 파일의 이
름을 입력하시오

확인

변경할 이름 입력

이름 변경

현재 이름 회계

v 변경 이름

취소 확인

Fig. 4. Folder Moving Form Interface

Fig. 4의 폴더 이동 form은 폴더 선택 시 폴더의 이름

의 폰트가 ‘Bold’ 로 변경되도록 하 다. 이동할 폴더를

선택하지 않거나 재 폴더를 선택한 경우에는 이동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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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고, 선택한 폴더로 이동이되면 팝업 창이 닫히도록

하 다. 이름 변경 form은 변경할 폴더, 일을 선택하여

편경이 가능하도록 하 다.

메뉴등록 삭제수정

v 상위메뉴 Code

v 메뉴 Code

v 메뉴명

v 메뉴순서

v 메뉴이미지

v 링크

메뉴 설명

v 메뉴 숨김 공개 비공개

1003

1003003

기록물관리

3

/images/menu02.png

/record/list.do

URL RW

-+ 수정

/record/record.do?method=list

/record/record.do?method=insert

/record/record.do?method=update

읽기 ▼

쓰기 ▼

쓰기 ▼

Home

Dashboard

기록물관리

통계

세절문서관리

운영관리

-

+

+

+

▼

Fig. 5. Menu Management Form Interface

Fig. 5의 메뉴 리는 메뉴 리스트로 등록된 메뉴가 트

리구조로 생성 되도록 하 고, 메뉴의 상세 데이터를 이

용해 등록, 수정, 삭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 다. 메뉴

URL은 선택한 메뉴에 속한 URL의 리스트가 ‘+’가 하

URL Row 가 생성되며, ‘-’ 는 URL Row의 첫번쨰 내용

의 체크박스가 체크된 Row 삭제되며, RW는 메뉴의 읽

기, 쓰기 권한을 수 있도록하 다. 메뉴등록은 재 선

택된 메뉴의 하 에 추가된다. 이때 필수필요 값은 메뉴

code(상 메뉴값으로 장), 메뉴명, 메뉴순서, 메뉴이미

지, 링크, 메뉴 설명, 메뉴 숨김여부로 결정되고, 수정기

능은 등록된 메뉴의 데이터를 변경가능하다. 이때 필요

값은 상 메뉴 code, 메뉴 code, 메뉴명, 메뉴 순서, 메뉴

이미지, 링크, 메뉴설명, 메뉴 숨김 여부 등의 옵션을 갖

도록 하 다. 메뉴의 다른 메뉴의 하부메뉴로 변경시 상

메뉴로 변경 가능하도록 하 다. 삭제 역시 등록된 메

뉴를 삭제하기 해서는 메뉴 Code를 이용하며, 팝업창

에서 메뉴명은 상 메뉴 Code를 이용하면 된다.

Fig. 6의 스토리지추가 form에서 경로는 스토리지로

추가할 경로를 텍스트 박스에 직 입력하면 경로에 해

당하는 폴더가 존재 여부 확인 결과와 디스크 사용 용량

련 정보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하 으며, 경로를

입력 후 추가할 스토리지 역 정보 확인하면 스토리지

가 추가된다. 경로확인은 스토리지로 추가할 경로를 입

력하면 스토리지 정보( 체용량, 사용율)를 획득하여 팝

업창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하 다. 스토리지 리는 4가지

방식으로 기능을 설계하 다. ‘경로 확인’을 한번도 선택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을 선택한 경우, ‘경로 확인’을

선택하여 체용량 사용율이 표시된 이후 ‘경로’ 항목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변경 후 ‘확인’을 선택한 경우, ‘경

로 확인’이나 ‘확인’을 선택한 시 에입력한 경로의 티

션이 삭제되었거나 쓰기 권한이 거부된 경우의 4가지로

스토리지추가 리할 수 있는 기능을 설계하 다.

추가할 스토리지 정보 입력

스토리지 추가

경로 확인경로 :

입력 디스크 영역의 전체 용량, 사용 정보 표시

전체용량 : 500GB

사용율 : 60%

미사용사용
저장 공간
사용 여부 :

경로 확인

경로 확인 버튼을 선택해주
시기 바랍니다.

확인

경로 미입력

스토리지를 추가할 경로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스토리지 추가 실패

스토리지 경로를 다시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스토리지 추가

입력하신 스토리지 영역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

취소 확인

Fig. 6. Storage Addition Form Interface

조회

월별 사용량일별 사용량통계종류 :

검색기간 : 2018년 ▼

일시 전체 용량 (6TB) e:\ (2TB) f:\ (2TB) g:\ (2TB)

2018년01월 4239.36 GB (69%) 1392.64 GB (68%) 1433.61 GB (70%) 1413.12 GB (69%)

2018년02월 3502.08 GB (57%) 1126.40 GB (55%) 1187.84 GB (58%) 1187.84 GB (58%)

2018년03월 3809.28 GB (62%) 1228.80 GB (60%) 1290.24 GB (63%) 1290.24 GB (63%)

2018년04월 3317.76 GB (54%) 1064.96 GB (52%) 1146.88 GB (56%) 1105.92 GB (54%)

2018년07월 3256.32 GB (53%) 1024.00 GB (50%) 1003.52 GB (49%) 1228.80 GB (60%)

2018년08월 2949.12 GB (48%) 921.6 GB (45%) 1024 GB (50%) 1003.52 GB (49%)

2018년09월 3133.44 GB (51%) 962.56 GB (47%) 1085.44 GB (53%) 1085.44 GB (53%)

2018년10월 2641.92 GB  (43%) 921.61 GB (45%) 942.08 GB (46%) 778.24 GB (38%)

Fig. 7. Statistics Form Interface

Fig. 7의 통계조회 form은 통계종류와 검색기간을 선

택하면 디폴트 검색 결과로 1월부터 오늘날짜가 포함된

달까지 조회가능하다. radio/combo를 이용한 통계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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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는 일별 사용량, 월별 사용량 선택하여 조회 가능

하도록 하 다.

4. 결론

종이 기록물 행정 시스템은 사용자가 검색이나 이력

리 등을 하며 종이문서 개별 리를 하는 것이다. 사용

자가 문서를 제출하면 각 부서에서는 스캔, 생성, 장,

폐기 리를 한다. 각 부서는 처리한 문서들은 련부서

로 보내고, 사무처에서는 종이 기록물 통합 리를 하게

된다. 통합 리는 문서의 검색, 변경, 삭제, 이력 리 등

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앙 산소에는 리서버와 행정

서버가 있는데 행정 정보, 이미지정보, 사용자정보를다

룬다. PC에서 출력 시 출력물의 이미지와 추출이 가능한

텍스트, 출력 정보를서버로 송신하여 출력물 DB에 장

하고 이를 통해 리자가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별도

리해야한다.

한 출력물 리 시스템은 출력시 수집된 출력 로그

내에 개인정보(주민번호, 카드번호)가 존재하는지 패턴

을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 팝업 달, 인쇄 강

제 종료, 리자에게 메일 발송 별도 로그 리 기능

을 갖추어야 한다. 인증 리 역시사용자 PC에 Agent를

설치하여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만 린트가 가능하며,

사용자 정보에 따라 작업이 허가되거나 거 될 수 있도

록 제한 기능을 갖추어야한다. 한 복합기로 린트/복

사/스캔 사용 시 ID카드 인증 후 문서 출력 복합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ID카드 미사용시 디바이스에 ID/PW

를입력인증후복합기를사용할수있도록구축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출력물 보안 방법들 보다 더욱

우수한 기술을 갖추고 있는 보안업체인 (주)와우소 트

( 표배종상)[20] 공동으로인터페이스를 개발하여기록

물 리 시스템을 한 인터페이스들을 구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출력물 리를 한 필요한 기본기능들의 인

터페이스를 설계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출력물 리 시

스템 구축에 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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