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물인터넷(IoT) 보안 기술 동향

김진석*, 문석*

*숭실 학교 컴퓨터공학과

e-mail:dooleya@ssu.ac.kr

Technology Trends for Internet of Things Security

Jin-Seok Kim*, Moon-Seog Jun*

*Dept of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Soongsil University

요       약
 사물인터넷은 각종 사물에게 통신 기능  센서 기능 장치를 부착하여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게 하

고 각 사물들 간에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미국의 국가정보 원회는 2025년까지 다양

한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6  기술  하나로 사물인터넷을 꼽고 보안 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사물인터넷의 보안 책 수립을 해 각 분야별로 다른 근법

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서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은 각종 사물에게 

통신 기능  센서 기능 장치를 부착하여 인터넷에 연결

될 수 있게 하고 각 사물들 간에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1970년 에는 세계의 컴퓨터가 인터넷

을 통해 연결되기 시작하 다면 1990년 에는 문서  데

이터와 상호 지식을 교류하기 한 웹이 등장하 으며 이

는 21세기 사물인터넷 시 에 이르러 모든 사물들이 인터

넷에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제공하 다.

   미국의 정보 기술 연구  자문회사이자 시장조사기

인 가트 (Gartner)에 따르면 2009년까지 사물인터넷 기술

을 사용하는 사물의 개수는 9억 개 으나 2020년에는 약 

260억 개에 이를 것으로 상하고 향후 10년간 유망할 것

으로 생각하는 미래 IT분야로 IoT를 선정하 으며, 시스

코 시스템즈(Cisco Systems)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사물인터넷이 14조 4천억 달러의 경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상하고 있다.

   하지만 사물인터넷이 발 함에 따른 보안의 요성 역

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임에 틀림없다. 모든 사물들이 인

터넷에 연결되고 통신한다는 것은 곧 사물들에 한 공격

자의 침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IoT 서

비스에 보안 문제가 발생하면 서비스 제공 불가에 한 

부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안 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에 한 취약   

보안 기술 동향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사물인터넷(IoT)의 취약

   노튼(Norton)백신으로 잘 알려진 보안업체 시만텍

(Symantec)은 IoT기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

는 해킹 가능성에 해 지 하 다. 다수의 IoT 기기가 

사용하는 리 스 기반의 운 체제의 경우 제때 업데이트

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 보안 기능을 가지지 못할 

경우 리 스 웜에 의해 해킹당할 험이 존재한다.

(그림 1) IoT 통계

   실제로 2013년 10월경 러시아에서는 국산 주 자, 다

리미에서 무선네트워크 속  도청 기능이 탑재된 칩셋

이 발견되었다. 약 200미터 근방에 보안기능이 없는 무선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연결된 컴퓨터로 바이러스를 송한 

후 도청 가능한 환경으로 만들게 하는 장치 다. 같은 해 

8월에는 조명기기 회사 필립스(Philips)에서 출시한 LED 

구 제어시스템을 해킹 시연하기도 하 다. 이 시연을 통

해 구 제어기기에 한 취약한 보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보 다. 이밖에도 스마트 TV등을 해킹하여 자유

자제로 원격제어를 하고 악성 어 리 이션에 감염된 스

마트폰을 조작하여 수십만 건의 스팸 메일을 송하는 등 

사물인터넷 보안 침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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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IoT 디바이스 공격 유형 분석

3. IoT 보안 책

 3.1 출시  보안 진단

   제품의 보안 취약 이 조기에 발견되지 않는다면 서비

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인 

손실에 한 보상이 필요할 수 있다. 사고의 여 가 막

하거나 사회 으로 큰 문제일 경우 기업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 따라서 IoT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출시 부터 제품의 보안에 한 검사를 철 히 하여 사

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3.2 서비스 역 보안

   서비스 역에서는 제품의 등록, 제품에 한 사용자 

인증, 사용자 권한 설정 등의 정보를 진단한다. 제품에는 

고유의 식별자가 부여되며 사물인터넷과 연결하기 에 

서버에 등록되어야 하고 연결 시 사용자 인증과 권한 여

부를 검사하게 된다.

   사물 간 정보를 송하는 구간에 해서도 암호화가 

필요한데 주로 사용되는 SSL(Secure Socket Layer) 암호

화의 경우 상호인증 부재의 문제 이 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하여 안 한 SSL 로토콜을 사용하고 송·수

신자간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3 네트워크 보안

   네트워크는 TCP/IP 뿐만 아니라 무선 네트워크도 포

함된다. 즉,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기술인 지그비

(Zigbee), 와이 이(Wi-Fi)등도 보안 검이 필요하다.

   지그비의 경우 각각의 장치는 장치 자신에 한 신뢰

성을 보장한다. 즉, 지그비간 통신과정에서의 보안이 보장

된다면 신뢰할 수 있는 통신이 된다. 하지만 모든 구간에

서의 통신이 암호화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책 마련이 필요하다.

   와이 이의 경우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의 근과 패

킷 스니핑, 정보 유출  ·변조 등에 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패킷을 송·수신하는 사물들 

간 인증과 암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2) IoT 보안 책

4 결론

   미국의 국가정보 원회는 2025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6  기술  하나로 

사물인터넷을 꼽고 보안 책을 마련하고 있다. 백악 에

서는 2013년 2월 국립표 기술연구소의 주도 하에 사이버

보안 임워크를 수립하 고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서는 의료장비에 한 보안 지침을 마련해, 이를 수하지 

않은 제품은 미국 내에서 매  유통을 지하 다.

   유럽의 경우 2014년 9월 유럽데이터보호 감독기구 작

업반 29(Working Party 29)에서 사물인터넷 데이터 보호

와 련된 권고안을 발표하 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10월경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로드맵’을 발표하고 정책을 추진 에 있다. 한 정부가 

제시하는 사물인터넷 보안 기 을 업계에 확신시키고자 

정부와 기업 력 하에 민 합동기구 ‘사물인터넷 보안 

의체’를 구성  운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그 범 가 매우 넓어 이에 한 보안 

책 수립이 까다롭다.  각 산업 분야별로 보안 요인

과 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 된 보안 기 을 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보안 체계를 갖추기 해 별

도의 기 을 마련해 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로드맵’과 같이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정책의 국

가  추진이 더욱 요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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