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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홈 IoT 환경에서 IoT 장치는 가정용 라우터를 통해 인

터넷에 연결된다. 취약점을 해결하고 안전한 홈 네트워

크를 구축하기 위해 각 장치의 펌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

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무선으로 펌웨어를 업데

이트할 때. 펌웨어 변조를 통해 IoT 장치에서 스팸메일 

배포, 대규모의 DDoS 등의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

[1][2][5].

Ⅱ. 펌웨어 업데이트 문제점

  홈 IoT 환경에서 무선 펌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할 때 

표 1과 같은 IoT 장치와 라우터의 펌웨어 자체에 대한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고, 사용자에 의한 수동 업데이트

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펌웨어 전

송 과정에서 데이터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표 1. 홈 IoT 장치에서 무선 업데이트의 문제점

Ⅲ. 대응방안

  펌웨어 업데이트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응방안

은 표 2와 같이, 펌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를 할 때 안전

한 개발을 해야 하며,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구현해야 한

다. 또한 적절한 인증과 암호화를 적용하여 전송되는 데

이터를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2. 안전한 업데이트를 위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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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은 IoT 장비가 라우터에 연결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 IoT 환경에서 안전한 펌웨어 무선 업데이트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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