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IoT 가 발전하면서기술의기반이되는 ICT 기반측면

뿐만 아니라, 연결된 사물들에 대한 보안취약성 이슈가

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다. IoT의발전은 ICT 인프라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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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IoT 시스템보안요구사항을 정의하는 표준화와 보안기술개발현황을 파악하고 ICT에서 국제적으로통용되는

CC평가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IoT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IoT 시스템과 서비스

측면의 보안목적을 분석하였다. 향후 이를토대로 보안기능요구사항을 설계하고 대응관계통하여보안목적의이론

적근거가증명할 수있으며 IoT 시스템에대한 보호프로파일설계가 가능하다. 이는 관리자, 개발자, 사용자측면의

보안요구집합을 참조할수단으로 사용되므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하는개발 방법론에대한 충분한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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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가상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에서 물리환경으로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측면으로의 보안 위협이 대두

되고있으며피해도그예상치를가늠할수없는상황이

다. 예를들어실생활과직접적연관이있는커넥티드카,

스마트 홈 등의 디바이스에 대한 다양한 해킹 시나리오

가 가능하다. 특히 전력, 가스, 상하수도 등은 스마트 홈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국가기반시설인 스카다(SCADA: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시스템이기

도하다[1]. 이런 중요시설에대한해킹이슈도확산되고

있어 해킹이 실현되면 그 피해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

라 국가적 위기로까지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IoT 보안

대책을연구하고개발하는것은반드시해야할사항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ICT보안사고를살펴보면표준화되

지않은보안적용, 복잡하게구성된보안체계및비체계

화된 보안 모니터링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더군다

나 다양한 ICT가 적용된 IoT 에 대하여 완벽한 보안 체

계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불어 IoT의 비약

적인발전속도가보안에대한이슈가증가의한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이유로 IoT 디바이스를비롯한서비스에대한

보안체계등에대한표준화가이드등이반드시마련되

어야 하며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개발자, 서비스제공자

등 서비스모델에서의 각 단말의 최종 사용자에 대한 보

안요구의 집합을 참조할 수단을 공유수단인 공통평가기

준(CC: Common Criteria)을 통한 안전한 IoT 시스템설

계방안을 제시한다[2,3,4,5].

2. 관련연구
2.1 IoT 정의
2000년대 초반 유비쿼터스(Ubiquitous), M2M

(Machine to Machine) 등즉,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물 간 통신, 사람 사물 간 통신 등의 키워드들과 함께

ICT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6].

특히 유비쿼터스는 "어디에나 있음"을 의미하며 라틴

어 'ubique'를 어원으로 하는 영어의 형용사로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편재하는'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기술은 현재의 IoT의 “언제, 어디

서나, 편리하게” 라는키워드와무관하지 않다[7]. 즉, 시

간과장소에구애받지않고언제나정보통신망에접속하

여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

미하는 차원으로 유비쿼터스는 IoT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IoT의 개념은 연결의 주체, 능동성, 정도 및 방식의 4

가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가 가능하다[8,9].

1) 연결의 주체
기존 M2M의 경우 ‘머신’ 중심의 연결 의미가 크지만

IoT는 ‘환경’ 중심의 연결을 의미한다. IoT는 사물과 사

물간의 연결보다는 사람과 사물 주변의 환경이 연결에

대한 주체가 됨으로써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연결의 능동성
IoT는 사물이정보를수집하고가공하여인간에게수

동적으로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물 학습을 기반의

정보 생성, 가공 및 공유가 가능하고 인간과의 상호작용

을 하는 등 지능정보 생성이 가능하다.

3) 연결의 정도
IoT의 연결의 정도는 단지 통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물이사물및인간의주변환경을인지하고정보를생

성 공유함으로써 상호 작용까지 가능하다.

4) 연결 방식
IoT은 단지 유·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공공또는민간 IP를 사용하는것’이라고보기도

한다. 한편으로는유무선통신 IoT으로변모한다고보는

관점도 존재한다.

다음 [Fig. 1]에서는주요기관들에서 IoT 관련용어를

도식화 한 것이다[8,9,10,11].

[Fig. 1] IoT

2.2 IoT 보안 동향
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는 IoT 보안이슈해결을위하

여 ICT 보안기술을 이용한 IoT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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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만을 위한 보안기술을 개발하는 추세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IoT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표준화

와 보안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본다[12].

2.2.1 IoT의 보안요구사항을 정의하는 표준화 활동
IoT보안 요구사항은국제적으로 ITU-T, IETF 등 일

부 표준화 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ITU-T는

IoT 표준참조모델을통하여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 네

트워크등에서고려되어야할보안요구사항들을키워드

로 제시하고 있다. IETF의 CoRE 워킹그룹에서는 IP기

반의 IoT 서비스들을위험수준에따라분류하고, 각각의

분류체계별로고려되어야할보안요구사항들을논의중

이다.또한 전기·전자, 통신,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의 표

준화단체는 IoT 환경에적합한경량인증ㆍ암호화기술

에 대한 연구 추진하고 있다.

우선 IETF는저전력·경량기기를위한 IoT 통신프로

토콜(CoAP) 및 보안구조·모델정의하고있으며 ITU-T

는 앞서 말한 것처럼 IoT 보안 요구사항 및 경량 인증·

암호화 기술을 IoT 통신 프로토콜(CoAP, MQTT 등)에

적용하는 방안 논의 중이다.

ISO는 IoT에 적용 가능한 경량암호 알고리즘

(HIGHT, PRESENT)을 표준화하고 있으며 3GPP의

SA3 그룹에서 이동통신 기반의 기기 간 안전한 통신을

위한 인증·암호화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2.2 IoT에 특화된 보안기술을 개발 현황
Verizon는클라우드기반의 IoT 기기식별·인증, 통신

데이터 보호를 위한 보안솔루션 MCS(Managed

Certificate Services) 개발하였으며, Cisco는 IoE 환경에

필요한인증, 권한관리및접근제어, 강제화된네트워크

정책 등으로 구성된 보안 프레임워크 제안하였다.

WindRiver는 모듈단위의 재구성이 가능한 IoT 전용 보

안운영체제인 VxWorks 7를개발 14년도에개발하였다.

2.3 공통평가기준
앞서언급한것처럼본논문에서는 CC를이용하여안

전한 IoT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CC는 ICT 제품의

보안 기능성 평가 과정에서 타겟이 되는 대상의(TOE:

Targer of Evaluation) 보증수단에대한공통요구사항을

제시함으로써, 독립적으로수행된보안성평가의결과를

비교가능하게 한다. 또한 CC에서의 보호프로파일(PP:

Protection Profile)은 사용자, 관리자, 개발자 영역 등 모

든 그룹의 보안요구의 집합을 정의한 문서이므로 CC는

IT 제품의전체혹은그 일부가능을 평가할 때사용된

다. 즉 보안 평가 과정은 TOE의 보안 기능성과 이에 적

용된 보증수단이 요구사항들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신뢰

도를 확인하는 것이며 평가결과는 최종 사용자가 TOE

의보안요구를충족시키는지를결정가능한기준이된

다. 따라서 CC는 보안 기능성이 있는 ICT 제품 등의 개

발, 평가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가능하다[2,3,4].

3. 안전한 IoT 시스템 개발 방안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CC기반의 안전한 IoT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보안목적분석과 보안기능요

구사항 설계가 선행 되어야 하며 이들의 대응관계 통하

여 보안목적의 이론적 근거가 증명가능하다[10-12].

3.1 IoT 시스템 보안 목적 정의
본 절에서는 안전한 IoT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시스

템아키텍처, 디바이스 영역, 네트워크영역, 플랫폼 영역

및 서비스 아키텍처에 보안목적 정의한다.

3.1.1 IoT 시스템 아키텍처 보안 목적
IoT는 사물기반이므로 임베디드 아키텍처와 매우 유

사하게 보이지만,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다양한 정

보를수집하는관점에서보면임베디드아키텍처와차이

가 있다. [Fig. 2]는 IoT 시스템 아키덱처 이다.

이를 기반으로 IoT 아키텍처의 보안목적을 다음 5가

지로 정의 가능하다[13].

1)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 가능한 확장성 보장

2) 사람의 제어가 불필요한 자율성 보장

3) 장애를 극복하고 기능을 지속적인 수행이 가능한

탄력성 보장

4) 장시간 사용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 보장

5) 사물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람간의 원활한 커뮤니

케이션이 가능한 접속성 보장

[Fig. 2] System architecture for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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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측면에서보면 IoT는 ICT 기술과각각의산업의

서비스영역의유기적결합으로새로운서비스를제공한

다. 따라서 안전한 IoT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IoT 요소기술및서비스영역에서의보안목적을최대한

수용 가능 하도록 개발 되어야 한다[14].

3.1.2 IoT 디바이스 보안 목적
디바이스 영역은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생성, 서비스

요청에 따른 반응이 나타나는 영역이다. 이를 위하여 사

물의 주변 환경의 정보를 전기적인 시그널로 바꿔주는

센서나전기적인시그널을물리적인변화로바꿔주는액

추에이터그리고이러한시그널들을주고받기위한통신

모듈 등을 포함하게 된다[15].

3.1.3 IoT 네트워크 보안 목적
IoT 디바이스가 생성한 데이터들은 IoT 서비스 플랫

폼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을 담당 하는 것이

네트워크 이다. 네트워크 영역에는 통신 거리, 전송속도

및 통신 방식 등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통신기술들이 존재 한다. 이 외에도 서비스 생성을 지원

하는 기술, 데이터의 흐름 제어기술 등이 존재한다[16].

3.1.4 IoT 플랫폼 보안목적
IoT플랫폼이란다양한 IoT 서비스제공을위하여다

양한사용자및사물간중계자역할을하는장치를의미

한다. 따라서 특별한 응용 서비스에 속해있지 않고 사물

의 연결,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지능형 서비스의 생성

등 서비스별 공통 서비스 기능을 수행한다.

3.1.5 IoT 서비스 보안 목적
IoT 리소스/서비스 관리, 보안인증, 수집데이터의 가

공및처리등은 IoT 서비스의주요기능이다. 이러한서

비스에는 지식정보(Semantics & Knowledge)형, 보안인

증(Security & Privacy)형, 응용서비스(Application &

Service) 형 등이 있다[17].

이들 맞춤 서비스, 빅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분석하

고 예측된 정보 및 IoT와 소프트웨어의 인증과 연동 기

능등을제공한다. 이런내용을기반으로 [Fig. 3]와같은

IoT 서비스 아키텍처가 구성될 수 있다.

이에 네트워크 대역폭을 낮춰주고, 분석이 불필요한

데이터를제거하며과도한데이터수집을줄이는역할도

[Fig. 3] Service architecture for IoT

한다. 예를 들어 무선 네트워크 노드에서 수집된 정보가

게이트웨이에서 걸러져서 클라우드로 저장되고 빅데이

터로분석되어사용자에게필요한서비스형태로제공된다.

이를 토대로 서비스 별로 각자의 서비스 플랫폼을 가

지게 된다. 서비스 플랫폼은 앞 단의 IoT 구성요소를 연

결하는 역할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서비스 플랫폼을 표준형으로 구성한다면

초기공수는많이들어갈수있으나확장이용이하다. 한

편으로는 각 개별의 IoT 서비스를 독립적 모듈 형태로

제공가능하게 구성하면 IoT 서비스 아키텍처에 IoT 서

비스를 쉽게 추가 가능하다.

3.2 안전한 IoT 시스템 개발 근거
앞에서제시한 IoT 시스템의보안목적은보안기능요

구사항의 이론적 근거가 되며 보안기능요구사항은 다음

을 입증한다.

•각 TOE 보안목적은 적어도 하나의 TOE 보안기능

요구사항에 의해서 다루어진다.

•각 TOE 보안기능요구사항은 적어도 하나의 TOE

보안목적을 다룬다.

다음 [Fig. 4]은 보안문제 정의, 보안목적, 보안요구사

항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1-3].

[Fig. 4] Relations between the security problem 
definition, the security objectives and the 
security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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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보안목적의이론적근거는명세한보안목적이

적합하고, 보안 문제를 다루기에 충분하며, 과도하지 않

고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입증한다.

4. 결론
결론적으로 IoT 보안에서의미들웨어인간과사물또

이기종 사물간의 통신이라는 특성과 멀티 디바이스 및

멀티 ICT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설계단계부터 고려되

어야 한다. 그러나 IoT 미들웨어는 그 형태와 목적이 서

로 상이한 이기종간의 하드웨어, 프로토콜 및 통신 등을

전영역에걸쳐서다양한형태로존재하며. 그역할에따

라종류별로달리설계하더라도공통적으로보안을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IoT 통합미들웨어 등

의 기술이 제안되고 있으나 이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

고있는기준이명확하지않다. 이에본논문에서는국제

적으로통용되는기준인 CC평가를적용한 IoT미들웨어

설계 방법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

론 적용을 위해서는 첫째 TOE를 정의하기 위한 IoT 시

스템 모델링을 수행하고 TOE의 보안문제 정의, 보안목

적및보안기능요구사항을정의하고그상관관계를나타

냄으로서 개발에 대한 검증을 수행에 대한 연구를 지속

해 나갈 예정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IoT 미들웨어에 대

한 보호프로파일설계(Protection Profile)가 가능하며 이

는관리자, 개발자, 사용자측면의보안요구의집합을참

조할수단을공유하기때문에본논문에서제시하고자하

는 개발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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