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서

비스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며 실제 삶 속에 스며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물인터넷 기술은 산업체에게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

회를 제공하고 있고 사용자에게는 더욱 스마트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빠르게 증가하면서 연결되는 사물들

에 보안 기술이 안전하게 적용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위협 요소

가 된다. 본고에서는 미흡한 보안 설정으로 인해 야기되는 IoT 

장치에 대한 보안 공격 동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는 안

전한 초기 설정 방법들에 대해 알아본다. １

Ⅰ. 서 론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일상의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면

서 사물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있다.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어 정

보를 교환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응용 서비스들이 만들어

지고 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 

또한 스마트 홈에서부터 스마트 카, 스마트 시티까지 다양한 범

위로 확장되고 있다. 인간의 삶 속에 자리 잡아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로 인해 인간의 생활 패턴은 변화하

고 더욱 윤택해지고 있다. 

사물인터넷 장치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전

송되는 데이터 또한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 정보

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집에 있고 없음과 같

은 간접적인 정보를 포함하거나 도출해낼 수 있다. 공격자는 이

러한 정보를 가지고 공격에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물리

적인 피해까지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사물인터넷 장치가 전송하

는 데이터는 보안이 필요하며 서비스 운영을 위한 초기 설정부

터 안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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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부분의 사물인터넷 장치들은 일반적으로 제조 단가, 

사용 전력 그리고 사물의 크기(dimension) 등을 고려하기 때문

에 CPU, 메모리, 배터리 등 자원에 제약을 가진다[1]. 또한 같은 

이유로 장치에 적용되는 키보드, 모니터와 같은 입출력 인터페

이스들이 부재하거나 제한적이다(예, 동작 개시 버튼과 진행 상

황을 표시하는 소수의 LED 등).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물인

터넷 장치 사용 시 직접 초기 설정을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따른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장치는 제조 또는 설치 단계

에서 기본(default)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증이나 장치 접

근에 사용되는 보안값 (키 혹은 접속 비밀번호) 역시 기본 설정

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사전에 설정된 보안 설정값은 제조∙설

치자와 사용자간의 신뢰(trust)의 문제도 있을뿐더러 업데이트

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 또한 제품 사용 시 기본 키가 그대로 사

용 되는 것은 보안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사물인터넷 장치 사용 시 기본 키를 그대로 사용하는 문제점은 

사물인터넷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부터 문제로 보고되고 있었다. 

2012년 익명에 의해 발표된 보고서 2012년 인터넷 센서스(2012 

Internet Census)는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에 대

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2]. 작성자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다수의 

가정용 라우터들을 하이재킹해서 멀웨어를 심는 방식을 통해 인

터넷을 스캐닝했다. 이는 사물인터넷 장치의 디폴트 암호 사용

에 대한 위험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

물인터넷 장치의 디폴트 암호 사용은 통용되어 왔고, 사물인터

넷 장치에 감행되는 공격들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먼저 사물인터넷 경량 장치들에 대한 공격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한 초기 설정 기술 동향에 대

해 알아본다.

Ⅱ. IoT 장치 공격 동향

사물인터넷 기술은 점차 고도화되어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

되고 있지만 보안은 여전히 문제되고 있다. 2015년 시만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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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antec)은 스마트 전구, 스마트 온도 조절 장치 등 50여 개

의 스마트 홈 기기에 대한 취약성 분석을 수행 하였다[3]. 그 결

과 어느 기기도 강력한 패스워드를 사용하거나 상호 인증을 하

지 않았고, 전사적(brute-force) 공격에 대한 계정 보호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사물인터넷 기기를 제어하는 모

바일 어플리케이션의 20%는 기기와 통신 보안을 위해 권고되

고 있는 소켓 암호 통신 (예, SSL통신)을 사용하지 않았다. 시

만텍은 실제 테스트를 통해 무선 스위치인 위모(Wemo)를 제어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트래픽을 분석하였고 연결을 위해 사용자

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격자가 

해당 취약점을 이용하여 장치에 원하는 명령을 보낼 수 있으며 

스마트 홈 기기가 실제로 얼마나 취약한지를 시사한다. 

 

스마트 병원에서 사용되는 의료 기기 또한 보안에 대한 다수

의 문제점을 가진다. 연구자들은 인슐린 펌프, 엑스레이 시스

템, CT-스캐너, 의료용 냉장고 등과 같은 기기들에 치명적인 

취약점들이 잠재해있음을 보고하고 있다[4]. 의료 기기들은 환

자에 대한 기록을 유출시키고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까지 발생

시킬 수 있다. 

의료 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실제 공격 또한 발생하고 있

으며 병원 시스템을 대상으로 가장 심각한 공격은 랜섬웨어

(Ransomware)와 분산 서비스거부 (DDoS) 공격이다. 독일의 

루카스 병원, 클리니컴 안스버그 병원에서 이메일 첨부파일을 

통해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고, 미국의 보스턴 아동 병원에서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 발생했다[5].

서비스거부 공격은 최근 활발하게 감행되고 있는 공격 형태이

며 웹 카메라, DVR, 스마트 TV 등 많은 IoT 장치들이 서비스

거부 공격에 악용되고 있다. 서비스거부 공격에 악용되는 기기

의 수가 많을수록 동시다발적으로 요청하는 메시지의 수가 많

아지기 때문에 공격 또한 더욱 파괴적이다. 상기 이유로 인해 

사물인터넷 장치를 공격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넘어 분산 서비

스거부 와 같은 공격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악성코드 미라이(Mirai)에 감염된 사물인터넷 기기들

을 이용한 분산 서비스거부 공격이 있다. 미국의 주요 호스팅 

업체 딘(Dyn)이 분산 서비스거부 공격을 받아 아마존, 트위터, 

뉴욕타임즈 등 1200개 이상의 웹 사이트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사건으로, 분산 서비스거부 공격에 이용된 대상은 IP 카메

라, DVR, 라우터와 같은 인터넷과 연결된 사물인터넷 기기이

다. 해당 사물인터넷 기기들이 대부분 초기 설정된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원격 

제어가 가능한 좀비 기기로 만들어 일 시에 대량의 트래픽을 발

생시켜 서버를 마비시키는 분산 서비스거부 공격을 시도했다. 

미라이 악성코드를 이용한 공격은 소스코드가 공개된 이후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최근 미라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

물인터넷 기기의 수는 140만여 대로 파악되었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물인터넷 기기의 수가 두 달 사이 100만여 대가 증가

할 정도로 사물인터넷 기기를 노리는 악성코드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미라이 악성코드의 소스코드가 공개된 이후로 미

라이 악성코드는 변조되어 독일의 통신사 도이치텔레콤의 인터

넷 라우터를 공격하여 약 100만 명의 고객이 인터넷 사용에 문

제를 겪었고,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는 미라이 봇넷으로 

구성된 ‘봇넷 14’에 의한 서비스거부 공격으로 인해 국가 인터넷

이 전부 마비가 되었다.

사이버 보안 업체 에라타 시큐리티(Errata Security)는 IP 카

메라를 인터넷에 연결하여 악성코드 감염에 걸리는 시간을 측

정했다. 이는 사물인터넷 기기를 노리는 악성코드가 얼마나 활

개를 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악성코드 감염에는 IP 카메라의 

인터넷과 쉽게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니버설 플

러그 앤 플레이(UPnP) 기능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이 이용되

었다. 그 결과 IP 카메라는 인터넷에 연결된 후 98초만에 악성 

코드에 감염되었고, 바로 미라이 악성코드에도 감염이 되었다. 

사용자뿐만 아니라 개발자 측면에서도 보안을 다루는 것은 중

요하다.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넷기어(Netgear)의 무선 라우터

를 이용한 분산 서비스거부 공격 사례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개

발자가 장치의 보안도 중요하게 다뤄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6]. 

해당 라우터는 시스템 간 시간 동기화를 위해 NTP(Network 

Time Protocol) 서버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NTP 서버의 IP 

주소는 쉽게 변경될 수 없도록 펌웨어(firmware)에 하드 코드 

되어있었다. 이렇게 장치 내 구현되어있는 NTP 클라이언트는 

시간 동기화를 위해 NTP 서버에 시간을 요청하면 응답을 받을 

때까지 1초에 1번씩 쿼리를 던지도록 프로그램 되었다. 짧은 기

간에 수십만대가 판매된 해당 라우터가 정적으로 할당된 NTP 

서버로 동시에 시간 동기 요청 메시지를 보내어 외부 공격이 없

그림 1. 시만텍에서 시연한 IoT 장치 해킹 모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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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에도 분산 서비스거부 공격을 스스로 수행한 결과를 초래

했다. 

한편 인터넷에 많은 사물들이 연결되면서 ‘쇼단(Shodan)’이라

는 검색 엔진이 관심을 받고 있다. 검색 엔진 ‘쇼단(Shodan)’은 

콘텐츠를 검색해주는 일반적인 웹 검색 엔진과는 달리, 웹 카메

라, 라우터, VoIP, 산업용 시스템 등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를 

검색해주는 웹 서비스이다. 쇼단은 합법적인 사이트이며 인터

넷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의 취약점을 알려주어 보안에 대해 위

험성을 알릴 수 있다. 그러나 쇼단은 공격자들에 의해 많은 정

보 유출이 있었고 공격에 악의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용자는 쇼단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연결된 네트워크 연결 상

태, IP주소, 서버의 종류와 같은 장치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

다. 이 정보들은 기기에 직접적으로 보안 위협을 가하지는 않지

만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쇼단은 나라, 위/경

도, 특정IP, 운영체제 등의 검색 필터를 이용하여 특정 장치를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 값으로 자주 사용되는 아이디 

‘admin’과 비밀번호 ‘1234’를 입력하면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

를 가진 장치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실제로 해커들이 쇼단을 이용하여 웹 카메라, CCTV, 베이비 

모니터 등에서 찍힌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기도 했다２. 이

는 웹 카메라 등에 설치된 디폴트 비밀번호를 쉽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이 쉽게 감행된 것이다. 해커들은 이를 위해 

가정에서 동영상, 음악 파일 등을 다운로드 받을 때 웹캠에 접

근이 가능하도록 하게 해주는 악성코드를 같이 침투시켰다. 악

성코드에 의해 감염이 되면 PC는 웹캠의 디폴트 비밀번호를 쇼

단에 전송하고 해커들은 이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확보하는 것

이다.

２			김진희,	“당신의	사생활이	생중계된다’	…	검색엔진‘쇼단’	피해	속출,”					
포커스	뉴스,	2016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12600142225615

앞으로도 IoT 장치에 대한 공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가운

데, 시만텍은 IoT 장치가 증가하는 만큼 장치를 이용한 분산 서

비스거부 공격이 활발할 것으로 예측했다[7]. 또한 글로벌 보안 

기업 트렌드마이크로는 2017년 보안 예측 보고서에서 랜섬웨어 

공격은 공격 범위를 IoT 장치로 확장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8].

Ⅲ. IoT 장치 초기 설정 기술 동향 

사물인터넷 장치는 자원이 제한적이고 소형인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키보드, 모니터 등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

지 않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물인터넷 장치 사용 시 직접 키를 

설정한다거나 정보를 입력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키 

설정을 포함한 안전한 초기 설정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 

안전한 초기 보안 설정을 위한 방법 중에는 와이파이, 지그

비, 블루투스와 같이 기본적으로 통신에 사용되는 채널 이외에 

부수적인 채널인 Out-of-Band(OOB) 채널을 이용하는 방법

이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OOB 채널은 사물인터넷 장치에 포

함되어 있는 LED, 스피커 등을 통해 나오는 빛, 소리 등을 이용

한 채널이다. 

빛, 소리 등을 이용한 채널은 전송되는 데이터 양이 적고 전송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크기가 큰 비밀키와 같은 데이터를 전송

하거나 상호 인증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전송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해당 OOB 채널은 기본적으로 안

전하지 않다고 보는 기본 무선 통신 채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

된다. 

1. IoT 산업 적용 기술 동향

산업계에서는 자원이 제한된 사물인터넷 장치의 키 교환을 포

함한 안전한 초기 설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Sen.se의 스마트 홈 기기 Mother와 같이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기기에 이더넷을 이용하여 연결하는 일반적인 방법도 있

지만, 입출력 인터페이스의 부재를 대신하기 위해 빛, 소리와 

같은 부수적인 전송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장치를 인터넷에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일렉트릭 임프(Electric Imp) 회사는 장치의 

초기 설정을 위한 방법으로 광 센서(optical sensor)를 가진 임

프 카드와 어플리케이션 BlinkUp을 이용한다. 원하는 기기에 

임프 카드를 장착하고 BlinkUp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정보 

및 와이파이 설정 정보(ID, Password)를 입력한다. 그 다음 어

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사용자 기기의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그림 2. 쇼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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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 이용하여 임프 카드에 해당 정보를 전송한다. 

이외에도 빛을 이용하여 초기 설정 정보를 넘겨주는 제품에는 

퀄키(Quirky)의 스마트 대시보드인 님부스(Nimbus)가 있다. 

님부스의 뒤편에는 빛을 감지하는 광 센서가 있어 일렉트릭 임

프와 같이 어플리케이션과 광 센서를 이용하여 초기 설정 정보

를 안전하게 전송한다.

파워보이스의 스마트 플러그 제품 사일로(Silo)와 아마존

(Amazon)의 버튼 하나로 상품을 자동 구매할 수 있는 대시 버

튼(Dash Button)은 안전한 초기 설정을 위해 어플리케이션과 

소리를 이용한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연결 설정할 와이파이 정

보를 입력한 후 제품과의 가까운 거리에서 등록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에서 소리가 출력되는데, 이 소리를 통해 제품에 연결 

설정 정보가 전송된다.

2. 산학  연구  동향

학계는 빛, 소리, 진동, 제스처, 가속도계 등 다양한 OOB 채

널을 이용하여 안전한 초기 설정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본고에

서는 빛, 소리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OOB 채널로 빛을 이용하여 키를 공유하는 방법을 살

펴보자면, 빛은 LED,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LED

를 활용한 제안 기술의 예로 BSN(Body Sensor Networks) 환

경에서 장치 간 키 교환 방법이 있다[10]. BSN 내 대부분의 기

기들은 LED를 가졌다고 가정하고 OOB 채널로 빛 채널을 사

용하였다. 또한 개인 제품인 스마트폰을 키 교환에 이용하였

다. 해당 기술은 빛 채널을 이용한 방법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

다. 스마트폰의 LED를 이용하여 센서 노드들의 빛 센서(light 

sensor)에 빛 신호를 보내는 방법과 센서 노드들의 LED가 모

바일 폰의 카메라에 빛 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키를 전송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크로아티아의 Split 대학은 멀티 터치 스크린의 빛을 이용하

여 다수의 기기를 한번에 안전하고 쉽게 초기 설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11]. 멀티 터치 스크린은 스마트 폰, 랩탑, 태블릿 

등 다양한 사용자 기기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보편성을 지녔다

고 보아 빛 채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키를 안전하게 공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과 같이 

초기 설정하고자 하는 기기들을 사용자 기기 위에 올려놓는다. 

사용자 기기는 스크린에서 나오는 빛을 이용하여 각 기기들에 

기기에 사용될 ID와 비밀 키를 생성하여 전송한다. 그 다음 기

본 무선 통신 채널을 통해 키를 인증한다.

카네기 멜론 대학은 스마트 카 환경에서 빛과 소리를 OOB 채

널로 이용하여 키를 안전하게 교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12]. 

빛을 OOB 채널로 이용하는 경우 빛을 외부로부터 차단하기 위

해 차 내부의 글러브 박스 안에 스마트 폰을 넣는다. 차는 글러

브 박스 내부의 빛을 이용하여 스마트 폰에 임시 키를 전송하고 

기본 무선 통신 채널인 블루투스와 임시 키를 이용하여 앞으로 

데이터 암호화에 사용될 키를 교환한다. OOB 채널로 소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본 무선 통신 채널을 이용하여 키를 먼저 

교환한 후 소리를 이용하여 길이가 짧은 인증 값을 전송하여 서

로를 인증한다.

그림 3. 일렉트릭 임프의 빛을 이용한 초기 설정 방법[9]

그림 4.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장치 초기 설정 방법[11]

그림 5. 빛과 소리를 이용한 장치 초기 설정 방법[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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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는 소리와 P2P(Peer-to-Peer) 모드의 NFC

를 이용하여 키를 교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13]. 해당 방법

은 자가 전파방해(self-jamming) 기법을 이용하는데 이 기법

을 이용한 신호는 수신자에 의해 만들어진다. 송신자가 데이터

를 전송할 때 수신자는 임의의 잡음을 만들어 수신자 자신만이 

송신자가 보내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든다. 즉, 이 기법

을 이용하면 공격자는 송신자의 데이터와 수신자의 잡음이 합

쳐진 것을 듣기 때문에 공격자가 데이터를 도청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시스코(Cisco)는 자원이 제한된 신규 장치를 시스템에 등록

(enrollment)하기 위해 OTP(one time password)를 포함한 

QR 코드와 중재자(그림의 Introducer)를 이용한 방법을 제안

하였다[14]. 신규 장치는 제조 시 제조사에 의해 OTP가 포함된 

QR 코드를 가진다. 중재자는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서 구동중

인 어플리케이션이며 QR 코드를 읽을 수 있다.

장치가 설치될 때 중재자는 기기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OTP

를 얻는다. 중재자는 제조사의 모든 기기에 대한 OTP를 알고 

있는 웹 사이트(그림의 MotherShip)와 접촉하여 장치가 이용

하게 될 컨트롤러를 OTP와 함께 등록한다. 장치가 처음 부팅이 

되면 장치는 네트워크 연결 후 웹 사이트에 접속한다. 장치는 

웹 사이트로부터 컨트롤러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이후 기기는 

컨트롤러와 직접적으로 통신할 수 있다.

Ⅳ. 결 론

인터넷에 연결되는 IoT 장치 수의 급증, 장치의 자원 제한으

로 인한 보안 기술 적용의 미흡함 그리고 보안에 대한 의식 부

재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안 공격은 증

가하고 있으며, 향 후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다양한 영역에 적용

될 경우 인간의 삶에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사물인터넷 장치 및 서비스 개발자는 개발 단계 및 설정 단계

에서부터 보안을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인식해야 하고 안전하게 

보안 기술들이 적용되고 설정될 수 있는 방안은 끊임없이 연구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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