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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인터넷 기술의 발 과 폭발 인 인기를 리고 있는 스마트폰 등의 인 라요소의 발 으로 인

해 방송  통신 서비스의 융합된 형태인 IPTV, 스마트 TV 등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도입되어 시

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는 기존 몇몇의 콘텐츠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뿐만아니라, 자신들이 만들 콘텐츠를 이용하고자하는 로슈머들의 욕구 한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 시장의 변화는 기존 폐쇄 인 서비스 운 형태를 가지고 있던 사업자들의 개방화 정책

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사업자들오 이러한 서비스변화에 말맞추어 개방화 략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새
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통한 시장 유율 향상을 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개방화된 서비스 형태는 

자칫 새로운 보안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 조기정착과 서비스 시장확 라는 

목 을 해시킬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방송융합서비스의 개방화 정책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형태를 알아보고, 신규서

비스에 내재되어 있는 보안 을 도출, 이에 한 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응방안은 

신규 융합서비스 안정  도입  확산을 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서  론

  최근 스마트폰 보 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어

리 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앱스토어 한 폭발 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단말기의 앱스

토어의 성공을 벤치마킹하여 기존 존 

Walled-Garden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국내 

KT, SKB, LGU+ 등의 IPTV 사업자와 스마트 TV
를 생상보 하는 삼성 자 등이 2010년도부터 본격

으로 자신들의 랫폼과 서비스 환경을 개방화하

여 더욱 많은 콘텐츠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

한 움직임은 사업자들이 인터넷과 모바일에 익숙한 

IT 서비스 유 들을 TV시장에 편입하여 많은 콘텐

츠 확보하고 이를 통해 궁극 으로는 자신들의 시장 

유율을 증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폐쇄되었던 랫폼과 로그램 개발 

도구 등을 일반에게 개방하고, 서비스 런칭 한 제

공형태의 서비스로 인해 보안상의 발생 가능한 취약

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IPTV서

비스의 개방화 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에 따

른 보안 취약 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방송융합 서비스 개방화

2.1 방송융합서비스 개방화 개념 

 서비스 개방화란, 아래 (그림1)과 같이 기존 

Walled-Garden 형태의 서비스 제공방식을 랫폼 

 네트워크 자원을 개방하여, 구든지 자유롭게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작, 이용할 수 제공하는 서비

스 제공방식을 말한다. 

(그림 1) 개방화 서비스 개념 

  즉, 자사의 랫폼을 활용하여 자유로운 콘텐츠 

 서비스 개발하고, 이를 통한 서비스 이용활성화

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방화를 핸 IPTV 사업자와 스마트TV 사

업자들은 자사환경에 맞는 콘텐츠 작도구(SDK1)) 
등을 공개하고 있고, 자신들의 고객이 직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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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방송 융합서비스 보안  개념도 

를 제작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IT서비스 사용자들의 

로슈머화 되어 가는 상을 반 하여 자신들의 서비

스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략이 숨어 있는 것이다. 
  아래 (그림 2)는 개방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자의 서비스 형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기

존 서비스사업자과 별도의 계약이 성림된 콘텐츠 제

공사업자의 콘텐츠만 활용하던 방식을 사  등록된 

사용자들에게도 콘텐츠 제공권을 주거나, 자신들이 

운 하는 앱스토어 홈페이지를 통한 업로드신청을 

하는 사용자 콘텐츠를 헤드엔트 시스템에 업로드해

주는 방식을 모두 용하고 있다. 

(그림 2) 개방화 서비스 구조도 

2.2 주요 서비스 유형 

  방송융합서비스 개방화로 인해 새로 발생하는 서

비스 유형은 아래 [표 1]과 같다. 채 사용에 한 

개방화, VoD 서비스 제공에 한 개방화 TV용 앱

스토어를 통한 VoD, 게임 등의 다양한 앱의 거래 

등의 서비스가 신규로 생성된다. 이러한 서비스 유

형의 특징 , 가장 요한 것은 콘텐츠 소비자인 

일반 서비스 유 들이 자신들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올리는 로슈머 형태로의 진화를 반 하고 있다는 

것이다. 

1) SDK(Software Development Kit) : 소 트웨어 개발 도구

로 소 트웨어 임워크, 하드웨어 랫폼, 운  체제 

등을 한 응용 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개발 도

구의 집합

유형 내  용

채  

오

○ 채  송출 권한을 가진 구나 IPTV 등에 

콘텐츠 송출 가능

VoD 

오

○ VOD 서비스 가능한 콘텐츠를 보유했다면 

구나 IPTV로 제공 가능

TV

앱스토어

○ 애 앱스토아와 같이 TV용 어 을 개발하여 

앱스토어에서 거래

개방형 

CUG

○ 웹을 통해 CUG 개설/변경 가능

○ 기업/단체가 보유한 상을 웹에 등록해 TV로 

시청

SNS
○ 개인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TV속 블로그, 싸이

월드 등

Open

커머스

○ 시간과 채 의 제약없는 TV만의 특화된 

오 마켓

개방형 

UCC
○ 홈페이지에 UCC를 올리고 TV로 감상

[표 2] 주요 개방화 서비스 유형

3. 방송융합 서비스 개방화에 따른 보안

3.1 신규 보안 의 발생

  방송융합 서비스 개방화 특성에 따라 새로이 발생되

는 보안 은 아래 (그림 3)과 같다. 우선 개방화 

서비스 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랫폼에 

근가능하도록 제공하는 작도구의 취약 과, API의 

취약 을 악용한 보안 을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사

용자에게 제공하는 앱스토어 홈페이지의 웹 취약 을 

악용하여 내부 시스템에 속하여 방송헤드엔드 시스

템을 2차로 공격하는 앱스토어를 통한 침해 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송융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

말기인 셋톱박스, 스마트 TV 등의 운 체계 혹은 응

용 로그램의 취약 을 악용한 침해 이 있을 수 있

다. 

 
 물론 이외에도 인터넷기반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

송융합서비스임으로 기존 인터넷에 존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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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을 상속받는 것은 자명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융합서비스는 기

존 인터넷망의 침해 과 신규 서비스 특성에 따른 

새로운 보안 을 모두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기존 인터넷 망에 사용에 따른 보안 은 제외

하고 방송융합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새로이 발생하

는 보안 은 아래표와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보안 세부  명칭

SDK, API 

련 

① 개발환경 SDK의 S/W취약 을 악용한 공격

② SDK를 이용하여 숨겨진 코드를 메모리상에 

덤 하여 알아내어 이를 악용한 침해시도

③ SDK 함수를 활용 비인가 역 근 시도

④ SDK 디버깅 도구를 통해 특정 메모리 역 

근  정보획득

⑤ SDK에 사용될 Security모듈의 취약  악용

앱스토어 

운 에 

한 

① 앱스토어 홈피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

② 앱스토어 웹 사이트 공격

단말기

(셋톱박스,

스마트 TV)

① 방송융합 단말기 운 체계 취약

② 방송융합 단말기 악용 DoS 공격

4. 방송융합 서비스 개방화 보안  응방안

 첫 번째로, 랫폼 개방(SDK 등)에 따른 정보보호 

에 따른 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콘텐츠 제작

을 해 지원하는 작도구(SDK 등)  라이 러리 

자체에 내재된 정보보호 의 상속 가능성 존재한

다. 즉, 작도구(SDK 등)  라이 러리를 이용한 

콘텐츠에 악성코드 삽입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 셋

톱박스에 유해 로그램 감염으로 좀비화 등  발

생 가능성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에 한 

응방안으로는 랫폼(SDK 등)에 내재된 취약 , 
SDK 구조에 따라 발생 가능한 보안취약  등 소

트웨어 인 보안 을 사 에 분석하고, 콘텐츠 개

발 환경(자바, C언더 등)에 알려진 보안 취약 을 

제거하여 보 하는 것이 요한다.
 두 번째로, TV 앱스토어 련 정보보호   

응방안을 살펴본다. TV 앱스토어를 통한 악성코

드 유포  앱스토어 사이트 해킹을 통한 콘텐츠  

사용자 정보 유출 가능성 존재함으로, 콘텐츠 업로

드시 악성코드 사 분석  콘텐츠 심의 차 마련, 
TV 앱스토어 싸이트 보호를 해 홈페이지 해킹방

지 책 마련하여 앱스토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을 처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톱박스, 스마트 TV등 단말기 지능화

로 인한 정보보호   응방안을 알아본다. 
TV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 인스톨 등

을 해 확 된 운 체계 서비스(Http, Ftp 등)으로 

인한 취약  발생 가능하고, 시스템 해킹, 앱스토어

를 통한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 인한 셋톱박스  스

마트 TV의 좀비화로 단말기를 통한 인터넷망의 

DDoS 공격발생 가능하다. 이러런 보안 을 사

에 방지하기 해서는 셋톱박스  스마트 TV 운

체계 취약  주기 인 검  패치 수행하고, 단말

기에서 실행되는 로그램에 한 화이트리스트 등

을 활용 실행 로그램에 한 인스톨 등의 사 차

단하는 등의 보안 책을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인터넷 기술의 속한 발 , 스마트 TV 등 지능

형 단말기의 보  확  등과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활용하고자하는 새로운 로슈머 고객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 규모 서비스 사업자에 의해서 통제되었

던 방송서비스가 통신서비스와 융합화되고, 개방화

되고 있다. 이러한 방송융합서비스의 개방화는 많은 

사람들의 서비스 콘텐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서비스 안 성 측면에서 보면 개방화

에 따라 보 하는 콘텐츠 작도구를 악용한 침해

, TV 앱스토어를 통한 침해 , 그리고 지능화된 

단말기의 통한 침해  등 새로운 형태의 보안

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방송융합서비스의 새로운 보안

을 분석하고 이에 한 보안 책을 제시하 다. 
이러한 보안 책을 통한 방송융합서비스의 규모 

보안 을 사 에 방지하여 서비스의 안정  보

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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