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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의 이용자가 최근 증하고 있다. 그에 반응하듯 많은 기업들은 기존의 서비스 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시작하고 있고, 기존의 모바일로 불가능했던 작업들을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능  되었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이용인구가 격히 증가하고 련 

컨텐츠들이 물 쏟아지듯 넘쳐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성코드로 인한 보안 사고도 격히 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에 악 향을 미치는 악성코드에 해 간단히 살펴보고, 악성코드가 쉽게 

보안체계를 무 뜨릴 수 있게 만드는 스마트폰의 보안 요소 하여 알아본다.  재 사용되고 

있는 응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악성코드들과 요소를 이는 방법, 는 

응 략에 하여 연구하 다. 이러한 연구는 스마트폰 보안 사고를 이거나 사 에 방하고, 더 

나은 스마트폰 사용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1. 서론

  

  모바일 네트워크의 발달과 하드웨어의 비약 인 

발 은 ‘손안의 PC‘라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인 

스마트폰을 탄생시켰다. 스마트폰은 휴 폰의 통화 기능 

이외에도 컴퓨터와 유사한 기능 환경 구 이 가능한 

범용 운 체제를 탑재하 고, 이는 다양한 App을 

설치하여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편리성과 휴 성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격히 증가하는 이유가 되고 

있으며, 2009년 10월 80만 명에서 2011년 3월에는 1000만 

명을 돌 하며, 국민 5명  1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스마트폰 가입자 황[1]          (단 : 만명, %)

구분 09.12 10.03 10.06 10.09 10.12 11.01 11.03

이동

화가입

자

4.794 4.898 4.961 5.021 5.077 5.098 5.116

스마트

폰가입

자

80 152 247 442 722 826 1,002

비 1.7 3.1 5.0 8.8 14.2 16.2 19.6

  

  이처럼 스마트폰 이용자가 격히 증가하고, 장소에 

계없이 24시간 통신망과 연결되어 있는 특성으로 

인해, 악성코드의 공격에 의한 보안사고 한 

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보안에 이 되는 

악성코드  악성코드에 취약한 요소들을 

살펴보고, 향후 스마트폰에서의 보안 강화를 한 

략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본론

  

  모바일 악성코드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단말을 

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시스템을 괴시키는 

행동을 하는 로그램이다. 악성코드는 유형에 따라 많은 

종류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이를 크게 5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2] 모바일 악성코드 유형[2]

유형 설  명 악성코드 

단말 장애 

유발형

단말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들거

나 장애를 유발

Skulls, Locknut, 

Gavno

베터리 

소모형

단말의 력을 지속 으로 소모시

켜 배터리를 고갈
Cabir

정보 유출형
감연된 단말의 정보나 사용자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

I n f o j a c k , 

F l e x i s p y , 

PBStealer

과  유발형
단말의 메시지, 화 서비스를 계

속 으로 시도하여 과 을 발생

Re dB r ow s e r , 

Kiazha

크로스 

랫폼형
모바일 단말을 통해서 PC를 감염 Cardtr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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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모바일 악성코드 응 방안

응 방안 설 명

사용자  모바

일 기기 인증

모바일 오피스 App 은 허가된 사용자만 다운 가능

App 최  실행 시 사용자 인증 과정 수행

입력정보 보호
가상 키패드 등을 이용한 암호화  무결성 보장

정보 송 시 암호화시켜 송

네트워크 보안
단말기 부터 서버까지 구간 체의 암호화

비 허가  통제되지 않는 네트워크 속 차단

정보유출 방지
모바일 DLP(Data Linkage Protection)로 정보가 유

출될 수 있는 각종 경로, App 차단

악성 로그램 

방지
주기 인 백신 App을 통한 악성코드 검사

  이러한 악성코드들에 노출되는 스마트폰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2.1. 요소

  2.1.1. 개방성

  스마트폰은 무선인터넷과 외부 인터페이스를 개방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개발자에게 편리한 개발환경을 제공하기 해서 내부 API 

인터페이스도 제공한다. 하지만, 무선인터넷과 외부 

인터페이스의 개방은 악성코드의 공격 경로를 다양하게 

만들고, 내부 API 인터페이스 제공은 악의 인 목 을 

가진 개발자가 App을 통해서 보안체계를 쉽게 무 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2.1.2 통신환경

  스마트폰의 통신환경은 3G 네트워크를 시작으로, 

Wi-Fi  블루투스 까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특히 

무료 무선 랜에 근하다 보면 무작 로 검색되는 

암호화가 용되지 않은 AP(Access Point)에 근하여 

악성 코드에 감염된다.

  이 게 감염된 악성코드들은 주변의 PC와 스마트폰에 

유포되어 피해를 확산시킬 수도 있으며, 스마트폰의 다양한 

보안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 시스템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인 피해가 유발될 수 있으며, 심한경우에는 

시스템 자체를 변경하거나 괴하여 스마트폰을 사용이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2.1.3. 사용 환경

  스마트폰이 기존의 휴 폰보다 기능과 성능이 매우 

뛰어나지만, 공통된 은 휴 성이다. 즉,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 휴 성을 강조하다 보니 PC나 

노트북 등의 다른 자기기에 비해 도난  분실의 확률이 

크고, 도난, 분실 시 개인정보, 업무에 련된 정보 등이 

유출되어 개인  피해나 지 재산의 큰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

  2.1.4. 랫폼

  재 스마트폰의 표 인 두 랫폼인 iOS와 안드로이

드도 취약 을 가지고 있다. 주된 취약 은 바이러스/웜, 키

보드해킹, 시스템 Unlock 등 이다. 여기서 시스템 Unlock 

이란 사용자 임의로 펌웨어를 변조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

며, iOs는 jailBreak(탈옥), 안드로이드는 Rooting이 있다. 이

런 취약 들은 스마트폰 보안에 이 되고 있다.

 [그림1] iOS[5]            [그림2] 안드로이드[5]  

2.2. 응 략

  스마트폰을 악성코드로부터 보호하고, 보안 

요소들을 이기 해서 재 사용되고 있는 

방안들은 단말용 백신 로그램과 각 OS의  응 방안 

등이 있다. 먼  국내외 백신 로그램에 해서 알아보자.

  2.2.1. 백신

  국내외 주요 스마트폰 백신 로그램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표4] 국외 동향[4]

구  분 기  능

노턴 스마트폰 시큐리

티(시만택)

안티 바이러스, 침입 차단시스템, SMS 안티

스펨 기능

스마트폰 로텍션(가

이언에이지)

지 재산권 보호, 데이터 보호, 장치 보안 기

능

[표5] 국내 동향[4]

구  분 기  능

Touchnsafe(소 트시

큐리티)

통신채 인 탭에 한 보안, 사용자 인증정

보의 편리한 사용 환경 제공, 부하 악성코

드 탐지

Ahnlab Mobile 

Security(안철수 연구

소)

악성코드 실시간 차단, 모바일 디바이스 보

호

  2.2.2. 스마트폰 OS 보안

  주요 스마트폰 OS로는 안드로이드, iOS 등이 있다. 그

리고 각 OS 마다의 보안 에 응하기 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6] 주요 스마트폰 OS별 보안 방안[4]

구  분 기  능

안드로이드[6]

․보안 샌드박스(외부로부터 들어온 

로그램이 부정하게 조작되는 것은 막는 

보안 형태)

․모든 App은 코드서명이 되어 있음

․사용자 ID와 일 근

iOS[7]

․인가된 사용자만이 장된 데이터에 근

․스마트폰 도난, 분실시 원격으로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원

․보안 랫폼(의무 인 서명, 런타임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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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새로운 략 제시

  재의 응 략을 강화해 가는 것은 매우 요하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요소와 악성코드의 공격에 

응하기 해서는 기존의 략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 한 요할 것이다.

  2.3.1. 정책 인 측면

  정부는 악의 으로 악성코드를 유포하거나 제작하는 

개발자들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련 

법규를 엄격하게 만들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 

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을 구성하여 사고를 사 에 

방하고, 백신 로그램이나 연 된 신기술개발에 힘써야 

한다.

  2.3.2. 랫폼 측면

  재 스마트폰의 백신은 하나의 App으로 사용자가 

실행했을 때에만 검사가 되는 형태이다. 즉, 외부 

컨텐츠(App, 통신 등)가 새로이 스마트폰에 유입되어도 

사용자가 백신 로그램을 실행시키지 않으면, 부분은 그 

컨텐츠를 검사하지 않는다. 이런 은 컨텐츠 자체가 

안 한 것인지, 는 정상 인지 단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커  자체가 리하는 새로운 계층을 추가하여 

새로운 외부 컨텐츠가 유입될 때마다 검사를 실시하게 

한다면 보안 사고를 일 수 있다. , 실시간으로 

계속 인 감지를 하는 기능을 계층에 추가하면 좀 더 

강력한 보안체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3] 기존의 백신 체계

[그림4] 새로운 백신 체계

  2.3.3. 네트워크 측면

  네트워크 측면에서 가장 큰 요소는 무료 무선 랜을 

통해서 유포되는 악성코드이다. 무작 로 검색되는 무선 

랜은 아무런 제한 없이 스마트폰에 연결되고, 통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정보를 유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악의 인 로그램의 침투 경로가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무료 무선 랜을 선호하는 이유는  

비싼 데이터 요  때문이다. 그 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무료 무선 랜에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무료 무선 랜 때문에 발생하는 보안 요소에 응할 

수 있는 략으로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인증된 무선 

랜만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즉, 무선 랜 제공자는 

인증센터에 자신들의 확실한 신원정보, 무선 랜 정보, 

서비스 목 을 제공하고 인증센터는 자체 인 검증을 

통해서 안 한 무선 랜을 서비스할 수 있는 제공자에게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 다음, 무선 랜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1차 으로 각 지역별 계기로 

서비스가 도착하게 되고, 계기에서는 인증센터와의 

통신을 통해서 지  제공되고 있는 무선 랜이 인증된 

안 한 서비스인지 검증을 받은 뒤, 안 한 무선 랜만을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증센터와 지역별 인증 계기를 통한 네트워크는 

사 에 악의 인 목 을 가진 서비스 제공자의 무선 랜을 

차단하여, 안 한 무선 랜만을 통신망에 서비스 할 수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무선 랜으로 인한 보안 사고를 

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인증센터를 설립하고 지역별 

계기를 설치하려면 정부와 기업 모두 힘을 합쳐야 하고, 

정책과 규제를 잘 정립해야 하지만, 보안 사고를 일 수 

있다면 분명 매력 인 략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림5] 인증센터를 통한 안 한 무선 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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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사용자 측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백신 App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재 스마트폰은 수동 으로 App을 통한 검사가 

부분이다. 따라서 정기 인 검사를 통해 악성코드의 

감염을 방해야 한다. 한, 요한 정보는 되도록 

스마트폰에 장하지 않아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분실이나 도난에 각별히 신경 쓰며, 개인 암호 설정을 

생활화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불법 인 마켓을 

통한 무료 App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공식 사이트를 통한 

안 하고 검증된 App을 사용하여야 한다. , 항상 

보안사고가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안의식을 개선하는데 힘써야 한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에 악 향을 주는 악성코드의 

종류에 해서 알아보고, 보안 취약 을 제공하는  

요소인 개방성, 통신환경, 사용 환경  랫폼에 해서 

분석하 다. 그리고 재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백신 

로그램에 의한 응방안과 주요 스마트폰 OS별 

응방안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스마트폰 요소에 한 

응 략에 해서 작성하 다.

  스마트폰이 더 발 하게 되는 미래에는 더욱더 다양한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것이다. 이는 재의 정보 유출, 

기기의 오작동 등의 문제와는 달리 인명피해, 손해  

지  재산권 침해와 같은 더 큰 문제들을 야기 시킬 

것이다. 앞으로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보안의식 개선이 

필요하고, 보안에 련된 교육 로그램들을 많이 시행하여 

보안사고 처 능력을 배양해야 하겠다.  정부와 기업 

 업체 등에서 규격화된 보안기술  여러 가지 

응 략이 필요할 것이며, 기술뿐만 아니라 규제, 

정책등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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