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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실시간 방송과 웹 어플리케이션, 양방향 서비스 등 방송과 통신의 융합인 스마트 TV의 보

급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하고 있는 스마트 TV 서비스에서 기존의 IPTV와

는 다르게 악성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스마트워크환경에서 활용가능한 스마트 TV의 기술 동향과 보안 취약점에 대해 분석하

고자 한다.

   1)

1. 서론

스마트워크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연한 근무형태로써 스마트

TV를 활용하여 화상회의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국내 TV 방송은 지상파 방송 매체 중심에서,

1990년대 위성 방송과 케이블 방송, 2000년대 IPTV 와

DMB방송 도입 등을 통한 전송 매체 다변화와 컬러, 디지

털, 고화질 HD, 실감 3D로의 콘텐츠 진화를 거치며 방송

과 통신의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2010년에

스마트 TV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하면서 실

시간 방송과 더불어 VOD 및 양방향 서비스, TV용 어플

리케이션 서비스, 인터넷 풀 브라우징 검색 서비스 등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발전하는 스마트 TV 서비스에서

기존의 IPTV와는 다르게 비인가 접근, 불법 AP, 악의적

인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워크환경에서 활

용가능한 스마트 TV의 기술 동향과 보안 취약점에 대해

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현재 스마트 TV의 국내·외 기

술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3장에서는 스마트 TV의 기술

요소에 대해 알아본다. 4장에서는 스마트TV의 보안 취약

점에 대해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

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20120003208)

2. 스마트 TV 기술 동향

TV의 주된 용도가 영상물 시청이라면 스마트 TV는 영

상물 시청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어플리케이션의 적용으로

인해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twitter,

facebook 등의 SNS 기능으로 다른 사용자들과 동영상, 방

송,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시간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웹과 TV가 결합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본 장에서는 국내·외 스마트 TV 기술 동향 및 기술 요

소에 대해 분석하였다.

2.1 국내 동향

세계 TV 시장에서 부동의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

전자와 LG전자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인 Google과 TV

시장의 경쟁사인 Sony가 함께 주도하고 있는 TV의 스마

트화를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 스마트 TV 시대 역

시 3D기술과 음성인식, 동작인식 등의 중요한 핵심 기술

력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공급에 나서고 있다[1].

또한 다음커뮤니케이션이 포털 최초로 스마트 TV 플랫

폼 사업에 진출했다.

2.1.1 삼성전자 SMART HUB

점유율 25%로 세계 TV시장 1위 업체인 삼성전자는 전

체 TV 생산의 50% 이상을 스마트 TV로 전환할 것이라

고 발표 했다.

스마트 TV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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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TV 앱스토어인 삼성 스마트 TV 앱스를 오픈 하

였다. 현재 120여개 국가에서 약 380여개의 TV용 어플리

케이션이 제공되고 있다.

스마트 TV 제어는 일반 TV 리모콘, 스마트 폰, 스마트

리모콘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이뤄진다. 삼성전자는 스마

트 TV의 브랜드 명을 ‘Internet@TV’ 에서 ‘SMART

HUB’로 변경하고 Search All, Web Browser, Social TV,

Your Video 등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자체 플랫

폼(Bada)을 탑재한 스마트 TV 뿐만 아니라 Google TV

플랫폼이 탑재된 Bluray Player 및 Companion Box를 공

개함으로써 향후 스마트 TV 시장의 대응 전략을 보여주

고 있다[2].

2.1.2 LG전자 Infinia 3D

LG전자는 VOD서비스, 선호 채널, GUI를 통한 실시간

방송, 앱스토어, 추천 콘텐츠 등을 한 화면에 모두 배치하

여 메뉴 선택 단계를 줄이고 쿼티 자판 리모콘이 아닌 화

면상의 자판을 사용하도록 구성한 키 입력, 인터넷 풀 브

라우징 기능 등을 제공하는 자사의 NetCast 2.0 OS가 탑

재된 스마트TV Infinia 3D를 공개하였다.

자이로 센서를 탑재한 동작인식 리모콘(매직모션 리모

콘) 기반의 단순하고 편리한 스마트 TV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일반 TV에 연결하여 스마트 TV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TV 업그레이더는 STB(Set-Top Box) 형태

로 일반 TV의 HDMI 단자에 연결하여 스마트TV 기능을

제공하며,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Google TV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스마트 TV 시장의 대

응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3].

삼성전자 LG전자 다음

제품형태 DTV 일체형
DTV 일체형,
STB 형태

STB 형태

프로세서 ARM 코어 기반 ARM 코어 기반 ARM 코어 기반

운영체제
자체 : Bada
참여 : Android

NetCast 2.0 다음TV+

풀
브라우징

지원 지원 지원

개방성 부분 오픈 오픈 오픈

특징
TV용 어플리케
이션 활성화

매직 모션
리모콘

포털과의 끊임
없는 연동

표 1. 삼성 SMART HUB와 LG Infinia 3D, 다음TV 비교

2.1.3 다음TV

2012년 4월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안드로이드 진저브레드

를 바탕으로 한 다음TV+ 플랫폼을 탑재하고, 스포츠, 키

즈, VOD, 앱,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다음TV를 발

표했다[4].

다음TV는 기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TV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보급형 STB 형태로 출시되

었다. 때문에 작고 검은 박스에 쿼티자판과 음성검색이 가

능한 리모콘이 전부이고, 지상파와 케이블방송 통합 수신

기 등이 내장되어 있다. 자사의 플랫폼에 들어가는 어플리

케이션을 다음이 운영하는 앱스토어에 기반을 두고 직접

검사하고 심의한다. 하지만 아직 등록된 어플리케이션이

많지 않다. 추후 듀얼코드를 내장한 2번째 단말기를 출시

할 때, 게임 스토어를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2.2 국외 동향

하드웨어의 기술격차 감소로 인해 주요기업들은 콘텐츠

시장 선점을 앞 다투어 확보하고 있으며, 스마트 TV 시

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대표적인 국외 기업이 Google과

Apple이다.

2.2.1 Google TV

Google은 Sony, Intel, Logitech, BestBuy, Dish

Network, Adobe 등과 함께 스마트 TV 개발을 위해 제휴

를 맺고 2010년 5월에 세계 최초로 Android OS와

Chrome의 에코시스템 기술을 접목한 Google TV 프로토

타입 공개에 이어 2010년 10월에 풀 브라우징 웹 검색이

가능한 Android OS 기반의 Google TV를 출시하였다[3].

Google TV는 방송 및 인터넷 서핑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하나의 스크린에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 검색 기

능을 지원한다. 또한 CNN, Amazon.com, Netflix 등 다수

의 방송사와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들과 제휴를 맺은 상태

이다. 그러나 미국 지상파 방송 3社와 인터넷 동영상

(OTT) 사업자인 Hulu는 YouTube와 Google 검색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다운로드 영상을 이유로 자사 콘텐츠를

Google TV에 공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콘텐

츠 확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Google은 서비스 사용자

기반의 광고수익 전략을 TV로 확대 및 다양한 관계사를

Google의 진영으로 유입하려고 하고 있다.

2.2.2 Apple iTV

Apple은 2007년에 STB 형태의 Apple iTV(ver 1.0)를

정식 발매했다. 하지만 TV수상기가 없고 HD화질 및 실

시간 방송을 지원하지 않았고 한정된 콘텐츠 및 포맷만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성공하지

못했다.

1세대 Apple iTV와 비교하여 가격과 크기 모두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독자적인 AirPlay 기술을 사용하여 자사

의 iPhone·iPod·iPad간의 콘텐츠 공유를 지원하는 iOS 4.0

기반의 2세대 Apple iTV가 1세대 iTV 출시 4년 만에 지

난 2010년 9월에 공개되었다. 모든 콘텐츠를 스트리밍 형

태로 제공하지만 웹 브라우징 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며 자

사의 iPhone과 동일한 iOS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App

Store를 지원하지 않는다.

콘텐츠 사업자와의 지속적인 제휴추진을 통한 시장선점

으로 제휴관계를 형성하는 반면에 iTunes에 종속 될 수밖

에 없는 Apple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일부 방송사와는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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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 공급 계약이 결렬되기도 했다[5].

Google TV Apple iTV

제품 형태
DTV 일체형,
STB 형태

STB 형태

프로세서 Intel CE4100 Apple A4 칩

운영체제 Android iOS 4.0

풀 브라우징 지원 미지원

개방성 부분 오픈 폐쇄

특징 실시간 지상파 방송
iPhone을 이용한
리모콘 기능

표 2. Google TV와 Apple iTV 비교

3. 스마트 TV 기술요소

3.1 하드웨어 기술요소

3.1.1 3D 기술

현재 왼쪽 눈과 오른쪽 눈으로 입체 디스플레이를 들여

다보는 Stereoscope 방식의 3D 디스플레이와 머리에 장착

하는 HMD 방식, 사람의 동작을 인식하고 사람과 동일한

리얼 3D 아바타를 만들어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생생하게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Interactive Real 3D 기술

이 개발되어 있다[6].

3.1.2 디스플레이

2012년 현재 상용화된 스마트 TV에는 Full HD급 화질

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 앞으로 Full HD 화질보

다 고화질인 Ultra HD급의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스마트

TV에 적용될 것이다. Ultra HD는 기존에 Full

HD(1,920x1,080) 보다 한 단계 더 진보 한 최대

7,680x4,320 해상도를 보여주는 고도의 고해상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규격이다.

3.1.3 인터페이스

스마트 TV는 인터넷망 또는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보고

싶은 콘텐츠를 검색 및 선택하는 양방향 통신을 위한 역

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한다. 스마트 TV의 다양해진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손의

동작을 인식하는 모션 리모콘과 SNS 및 검색 등을 손쉽

게 사용할 수 있는 쿼티 자판 리모콘 등이 출시되고 있다.

또한 사용자의 스마트 폰을 스마트 TV의 인터페이스와

연동함으로써 스마트 폰을 리모콘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동작 인식 기술과 음성으로 TV를 제어하는 기술

이 개발되어 상용화되고 있다. 추가적인 기술 보완과 정확

성을 높여 스마트 TV의 인터페이스로서 자리매김할 것으

로 예상된다[7].

3.2 소프트웨어 기술요소

3.2.1 플랫폼

스마트 TV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탑재한 제품과 Google

TV를 탑재한 제품으로 나뉜다. 플랫폼 개발 시 기존 스

마트 폰의 플랫폼과 호환성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상용화

된 PC, 스마트 폰, 스마트 TV 등이 지속적으로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최근 스마트

TV를 제조업체들이 독자적인 플랫폼을 탑재하고 있어 기

존 스마트 폰의 플랫폼과 호환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7].

3.2.2 콘텐츠

콘텐츠는 스마트 TV의 핵심이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지상파 및 유료 TV 방송 서비스,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VOD)와 PC와 스마트 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다른 매

체와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시청자와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드라마와 시

청자 참여형 프로그램 등이 있다[8].

하지만 본격적으로 스마트 TV의 도입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콘텐츠의 양은 아직도 현저하게 부족하다. 향후 스마

트 TV의 보급률이 현재 TV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증가한

다면 콘텐츠 시장 역시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스마트 TV 보안취약점

스마트 TV는 PC처럼 운영체제(OS)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PC의 보안 취약점을 통해 공격 받을 수

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콘텐츠 검색 및 어플리케이션

등을 다운받는다. 따라서 일반적인 웹상에서의 패킷 스니

핑, 서비스 거부공격, 비인가 접근, 불법AP 등의 보안 위

협과 같은 공격이 가능하다.

스마트 TV의 핵심인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으로

통신하기 때문에 양방향 서비스에서 악의적인 공격이 들

어오거나 악의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웹상에 올려놔 무차별

적으로 다운받았을 시 발생하는 위협 등 스마트 TV의 보

안 활성화 방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스마트 TV의 보안 취약점에 대해 분석한

다. 스마트 TV의 보안 취약점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간

략하게 표 3에서 나타내었다.

4.1 무선 랜 보안 취약점

무선 환경의 물리적 특성에 의한 취약점으로 AP의 전

파가 강하게 설정되어 건물 외부에까지 출력될 경우에 건

물 외부에서도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이 가능하다. 무선 랜

은 유선처럼 물리적으로 랜 케이블을 연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리자의 눈을 피해 불법침입자가 접속하기 용이

하다.

기존의 AP를 제거하고 불법으로 AP를 교체 또는 임의

의 장소에 불법으로 AP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내부 네트

워크를 해킹이 가능하다.

인증 및 암호화 체제의 취약점으로 단말기 인증과 무선

구간의 암호화를 위해 AP와 단말기에 설정하는 WEP 프

로토콜이 있으나 보안기능이 미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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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위협 대응 방안

무선 랜 보안
기존 AP를 제거, 불법으로 AP 교체 또는 설치 등으

로 인해 내부 네트워크 해킹 가능

AP의 보안 암호 설정 강화 및 주기적인 교체로 인해

대응 가능

콘텐츠 보안
마켓의 개방성으로 인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의 디바이

스 정보 및 사용자 정보 취득 가능
마켓의 심사를 강화시키고, 어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시스템 권한 정보의 하향 조정으로 대응 가능

개인 정보보호
개인용 디바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양방향 서비스 및

SNS 등 사용시 사생활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제 2의 인증 수단 필요 및 암호 설정의 주기적인 교

체로 인해 대응 가능

서비스 거부 공격
디바이스의 악성코드 감염시 서비스 거부 공격에 노
출 될 가능성 있음

네트워크로부터 합법적인 사용자의 메시지만 수신하
여 서비스 지속 가능

표 3. 보안 취약점 및 대응 방안

4.2 콘텐츠 보안 취약점

Android는 설치 시에 어플리케이션이 시스템에 요구하

는 권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권한 정

보를 보고 설치할 것인지 설치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용자는 설치 시에 모든 권한 정

보를 살펴보고 설치하긴 어렵다.

Android의 장점인 개방성으로 인해 악성 어플리케이션

이 무차별적으로 마켓에 올라 올 가능성이 있다. 악성 어

플리케이션은 사용자 모르게 스마트 TV 내의 주소록 및

기기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

및 주소록 정보를 조작하거나 삭제가 가능하며 피싱을 통

해 비밀번호 탈취도 가능하다.

4.3 개인 정보보호 취약점

스마트 TV의 특성상 일반 TV와는 다르게 양방향 드라

마와 시청자 참여형 프로그램 등이 존재하게 된다. 이처럼

양방향 서비스는 활성화될 경우에 개인정보가 침해될 소

지가 크기 때문에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사전, 사후 규제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용 단말이 아닌 공

공장소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만큼 SNS 또는 주소록 등을

사용시 사생활 보호에 어려움이 있으며 인터넷 쇼핑을 통

한 결제 및 웹사이트의 로그인시에 비밀번호 노출이 우려

된다.

4.4 서비스 거부 공격 취약점

서비스 거부 공격은 특정 서버에서 처리 할 수 없을 정

도로 대량의 접속 신호를 한 번에 보내 해당 서버가 트래

픽 초과로 인해 마비되도록 하는 공격이다. 주로 디바이스

의 악성코드의 감염으로부터 공격이 이루어진다. 스마트

TV 역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악성코드의 감염으로

부터 안전할 수 없어 서비스 거부 공격에 노출 될 가능성

이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워크환경의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인 국내·외 스마트 TV의 기술 동

향과 보안 취약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스마트 TV는 스마트폰과의 융합서비스를 통하여 개인

의 상황 및 욕구에 따라 TV 시청 중 관련 서비스 화면을

개인의 스마트폰 스크린으로 분리해서 스트리밍해주고, 실

시간 양방향 서비스를 통해 시청자와 소통을 가능하게끔

하여 스마트 홈 라이프스타일을 실현시켜 줄 것이다. 그러

나 기존의 IPTV와는 다르게 비인가 접근, 불법 AP, 악의

적인 어플리케이션, 다양한 미디어가 융합되면서 콘텐츠의

불법적인 유통을 배제할 수 없으며, TV 콘텐츠의 인터넷

유입에 따른 트래픽 급증으로 인해 망중립성 이슈 등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N-Screen 서비스를 추진할 때 콘텐츠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슈도 해결해야 한다. 특히 콘텐츠

는 스마트 TV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런 콘텐츠의 양은

아직도 현저하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보안 취약점 역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지만 스마트 TV

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국내·외의 기

술 개발도 가속화되고 있으며 콘텐츠의 부재와 이에 따른

보안 취약점을 개선한다면 현재의 방송통신 융합 분야는

스마트 TV의 발전으로 인해 한 단계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1 ] 정광수, “스마트 TV 서비스 전망”, pp. 3-7, 2011

[ 2 ] 문철수, 최민재, “스마트 TV 등장이 국내 방송 환경

에 미치는 영향에 탐색적 연구”, 방송통신연구, 73호,

pp. 147-170, 2010

[ 3 ] 정영호, 안충현, 홍진우, “스마트 TV 기술 동향”, 방

송공학회지, 16(1), pp. 65-75, 2011

[ 4 ] http://daumtvplus.tistory.com

[ 5 ] 김대진, “스마트 TV 현황 및 발전 방향”, 방송공학회

지, 15(3), pp. 122-131, 2010

[ 6 ] 문현찬, “최신 3D 기술 및 동향”, 주간기술동향, 1441

호, pp. 1-13, 2010

[ 7 ] 한동석, 우리나라, 장은정, 홍성원, “스마트 TV 기술

동향”, 한국전자파학회지, 22(2), pp. 44-51, 2011

[ 8 ] 최정석, “스마트 TV 시대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발전방향”, 방송공학회지, 16(1), pp. 76-81,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