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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TV 해킹 위협 및 대응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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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 PC나 태블릿과 같은 스마트 단말 플랫폼들이 대중들에게 확산되면서, 스마트 TV역시 이 추세에 
편승하려고 한다. 시장 규모도 신속히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스마트 TV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보급률을 가지
고 있는 반면, 그 만큼 보안요소와 해킹 위험 요소가 따르고 있다. 본 논문은 여러 가지 스마트 TV의 해킹 사례와 
공격 가능성을 제시하여 취약점 분석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삼성전자나, LG등 대부분 스마트 TV의 운영
체제가 리눅스 기반으로 최근 해킹 사례도 리눅스 해킹 기법과 유사하다. 대부분 리눅스 OS를 기반으로 샌드박스를 
탑재해 보안을 강화 했지만 프록시를 이용해 우회기법을 사용하거나 APT 공격이나 역공학으로 완성된 앱을 소스코
드로 변환해 악성코드를 삽입 후 앱 스토어에 등록하는 등 현재 해킹 사례는 늘어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해킹 기법과 다양한 방법들이 생길 것이다. 본 논문으로 발전해나가는 스마트 TV의 보안 위협을 인지하고 앞으로 
새로운 해킹으로 인한 대비책을 세우고 준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주제어 : 스마트 TV, 해킹, 분석, ATP 공격, 센드-박스, 프록시, 리패키징

Abstract  Smart-phone, PC or tablet platforms, such as smart terminals spread to the masses trying to 
capitalize. Smart TV also is increasing. In Korea, market size of TV is growing fast with growth of risk of 
hacking. In this paper, several kinds of Smart TV hacking cases are presented with the possibility of attacks 
against the vulnerability analysis and countermeasures. Most of the Linux operating system is open. Thus, it is 
vulnerable for latest hacking techniques. Most are based on the Linux OS to enhance security mount Sand-Box. 
However, bypass procedure using the technique, or APT attacks can avoid San-Box technique. New hacking 
techniques and a variety of ways will occur in the future. Therefore, this paper will develop Smart TV, and it 
analysis of a security threat and establishes better prepared in the future because new hacking attacks are 
expected to prepar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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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재 사용 인 스마트 TV 앱은 수신기에 달되고 

실행된다. 성, IPTV, 지상 , 이블 등등 다양한 방송 

매체에서 방송 사 업자는 특정한 앱의 실행을 명령하는 

시그 을 방송 신호와 함께 송출할 수 있으며, 이를 달

받은 수신기는 해당 앱이다. 스마트TV도 해킹 책 마련

이 시 하다는 지 을 받고 있다. 스마트TV 역시 스마트

폰과 마찬가지로 해킹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보

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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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TV는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에 비해 보 율이나 

성능이 낮은 것으로 평가돼 실질 인 보안 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TV 보 이 확산되는 

만큼 앞으로의 은 안심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시장조사업체 가트 ·디스 이서치에 따르면 스마

트TV는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6천 900만 가 팔렸고 올

해 1억 800만  매가 상된다. 2016년에는 그 두 배에 

육박하는 1억 9천 800만 가 팔릴 것으로 쳐지고 있다.

스마트TV도 스마트폰 만큼 해킹 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근거는 밝 지는 상태이다 [1]. Fig. 1 참조. 

[Fig. 1] 스마트TV sales forecast worldwide
 

지난 3월 캐나다에서 열린 해킹 콘퍼런스 '캔섹웨스트

(CanSecWest)'에서 고려 학교 사이버 국방학과 소속 

이승진(29)씨는 스마트 TV를 해킹해 시청자의 사생활을 

몰래 촬 한 뒤 이를 인터넷으로 생 계했다. 이론상으

로 가능하다고 여겨진 스마트 가 기기의 해킹이 실로 

드러난 것이다. 심지어 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도촬이 

가능했다 [1].

TV Provider

[Fig. 2] Overview of 스마트TV services

한 걸음 더 나아가 스마트TV로 인한 '티비싱

(Tvishing)'은큰 이 되고 있다. 티비싱은 텔 비

(TV)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해커가 스마트TV가 

원하는 해 방송을 내보낼 수 있고 이것을 통해 홈쇼핑 

등 녹화된 화면을 띄운 다음 자동주문번호를 자신의 번

호로 바꿔치기 해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1].

스마트TV 해킹이 험한 이유는 기본 으로 스마트

TV도 스마트폰과 동일하게 PC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

킹은 거의 다 가능하다. 우선 스마트TV의 경우 치상 

도청과 도촬에 더 유리하다. 스마트폰 역시 같은 이 

존재하지만 스마트폰이 주로 주머니나 가방 속에 있거나 

꺼내져 있을 때도 카메라의 치가 천장을 향할 가능성

이 커 상 으로 이 작을 수 있다[1].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스마트 TV의 취약 을 분석하고 이에 한 

응책을 제시함으로써 보안에 한 인식 제고를 하여 

연구하 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TV의 구조 설계도를 분석하

고, 2장에서는 그에 따른 취약  분석  원리로 모바일

에서 해킹 련된 공격 사례를 제시하 다. 3장에서는 피

해 완화와 여러 가지 방법에 한 안을 제시를 하 다.

2. 스마트TV 구조 및 취약점 

2.1 표준 개요

Fig. 1 은 스마트TV 오버비유이다. URL로 인터넷 망

에서 속하여 앱을 다운을 받고 실행하게 된다. 한, 일

반 개발자는 자신이 개발한 앱을 앱 스토어에 배포하여 

유통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앱 스토어에서 원하는 앱을 

선택하고 설치하 여 실행할 수 있다. 수신기는 라우  

기반의 실행 환경을 통해서 운 체제에 독립 으로 스마

트 TV 랫폼을 구동시킬 수 있다. 그리고 표 에 의해 

웹 코어의 기능을 확장하고 TV디바이스와 애 리 이

션을  리하는 모듈을 제공해 HTML5 기반으로 개발된 

다양한 스마트 TV 앱을 수신기 측에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 하게 된다[2].

2.2 기업별 OS 비고 및 취약점 분석

Table 1의 표와 같이  LG 자 스마트TV는 리 스 기

반의 ‘NetCast 랫폼’을 제공한다. NetCast 랫폼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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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디드 환경에서 풀 라우징을 가능하게 해주는 웹킷

(WebKit) 기반의 ‘LG 라우 ’를 웹 라우  엔진으로 

사용한다. 앞서 말한 로 LG 자 스마트TV SDK는 

HTML5를 지원하는데 A/V, Canvas, Offline Storage 

DB, Document Editing,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한 스마트TV `운 체제  ̀ 3강구도로 가나 삼성

자와ㆍLG에서, 운 체제 신경 이 치열해진 가운데 기

는 리 스 기반으로 공통 으로 시장방향을 지었다. 

구  안드로이드ㆍ애  iOS로 TV시장은 본격 진출하

고, 스마트 TV에서의 운 체제는 보안성이 연계되는 리

스를 선택하 다고 한다. 

하지만 완벽한 운 체제가 존재 하지 않는 듯이, 실제 

그에 따른 시연도 이루어졌다. 공격자가 공격자 서버에 

미리 공격 웹페이지를 생성한 후, A씨의 스마트TV에 공

격 웹페이지 URL이 달되고 웹페이지를 클릭하는 순

간, A씨의 스마트TV는 공격자가 장악하게 된다. 공격자

는 탈옥이나 루 을 통해 리자 권한을 획득하고 커

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된다[4].

이 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커 에 악성코

드가 설치되면, 원격 공격자는 속하고 싶을 때 문자를 

보내 공격 사이트에 속하게 만들 수도 있고 사용자 내

장 메모리 카드를 원격에서 가져올 수도 있다. 폰 내부의 

모든 개인정보를 훔쳐올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음성 도청

도 가능하고 커 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공격을 분석할 방

법이 없다. 가 공격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다. 

<Table 1> Compare 스마트TV OS platforms
Compare 

specifications

Samsung

TV

LG 

TV

Google

 TV

Apple 

TV
Tizen

Manufacturer
Samsung 

Electronics

LG 

Electronics

Samsung&LG 

under- 

developing

Apple

Linux, Intel, 

Samsung 

etc..

OS & S/W

Self-OS

Macle

Rash 

Player

Self-OS

Netcast 2.0

Android

Google

crome

IOS(Undeci

ded)

ITunes

I-Cloud

Sri

Multi-platfo

rm 

Linux-base

d(under-de

veloping)

Release Date
February 

2010 

January 

2011
October 2010

2013 

undefined

2012 

undefined

Use Product 스마트TV 스마트TV

스마트TV

Smart Phone

Tablet PC

Apple TV

iphone

ipad

스마트TV

Smart 

phone

Tablet PC

더 나아가 재의 스마트폰 백신들로는  탐지가 

안되며 네트워크 상태 정보도 숨김이 가능하다.  그런 

방식으로 수많은 스마트 좀비 TV를 만든 후 DDoS 공격

을 감행할 수도 있고 이럴 경우 CNC 커넥션도 숨기고 공

격 트래픽도 숨길 수 있다고 한다. 그 결과 피해자 스마

트TV는 디도스 공격을 받게 되고 받은 사이트는 어디서 

공격을 받은 지도 모른 채 다운된다는 것이다[5].

이 취약 은 안드로이드만의 문제가 아니다. 안드로이

드는 기본 으로 리 스 OS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

존 리 스에 존재하는 잠재 인 보안 취약 을 그 로 

내포하고 있다. 지난해 안드로이드 커 에서 보안상 문

제 을 일으킬 수 있는 88개의 심각한 취약 들이 해외

에서 발표 다. 그리고 아이폰에 탑재된 IOS 역시 안드

로이드와 비슷한 종류의 취약 을 내포하여, 특정 스마

트TV 랫폼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5].

3. 제안하는 스마트 TV 공격 해결책

스마트 TV공격을 막기 해 샌드박스를 통한 보안

책을 제안한다. 록시 서버는 사용자가 자신을 통해 간

으로 다른 네트워크 서비스(사이트 속) 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컴퓨터나 소 트웨어를 말한다. 록시 

서버와는 개념이 다른 록시에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그 데이터가 장되어있는 사이트에 들르지 않고 

임시 장소애 들러서 가지고 오는 것. 이와 같은 방식으

로 샌드박스를 우회하는 방법은 자신이 서버를 php를 이

용해 proxy 서버로 셋 하여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

상 proxy 스크립트를 짜놓고 돌리면 도메인을 자기 도메

인으로 먹기에 보안에러를 속일 수 있는 것이다. 즉, 지름

길을 놔두고 먼길로 돌아가는 (우회하는)방법이다. 직  

타 서버에 있는 것을 엑세스하는 것이 아니라 php를 통

해 그 페이지를 요청하고, 이것이 통째로 자신의 서버로 

불러진 다음 그것을 읽는 방식이므로 2배의 트래픽이 발

생한다는 단 이 있다. 이 게 하면 응답속도가 약간 늦

더라도 모든 보안제약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를 막기 

한 해결책은 포트 번호를 막아 근 자체를 막는 안이 

있다. 그러므로 우회 공격을 막을 수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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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principle of a proxy structure

샌드박스는 놀이터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앱서핑이나 P2P에서 다운로드한 로그램 등 신뢰할 수 

없는 어 리 이션을 가상머신 내에서 실행하게 된다. 

그래서 바깥에 존재하는 요한 문서  OS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샌드박스(Send-Box)에서는 악성행 를 하

지 못하도록 하는 안티디버깅(Anti-Debugging) 등의 기

능이 포함된 더비다 패커(themida packer)라는 팩킹 기

술을 활용해 분석과 악성 코드 탐지를 하면 스마트TV

험에서 보호가 가능하며, 샌드박스 기본 구조는 아래 

Fig. 4에 나타나 있다. 샌드박스(sandbox)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로그램이 보호된 역에서 동작해 시스템이 부

정하게 조작되는 것을 막는 보안 형태이며, 자바(Java)가 

지원하는 기본 보안 소 트웨어로 JDK(Java 

development kit:자바개발도구)1.0부터 제공되고 있다. 

외부에서 받은 로그램을 JVM(Java Virtual Machine)

이라는 보호된 역 안에 가둔 뒤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로그램이 폭주하거나 악성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는다. 

JAVA가 제공하는 샌드박스는 네트워크를 통해 송받

은 애 릿의 시스템 자원에 한 근을 제한한다. 샌드

박스에서 근을 허용한 애 릿은 작업이 가능하지만 그

지 않은 경우는 로컬 일을 읽거나 바꿀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의 피해를 방지한다. 그리고 샌드박스는 

클래스 로더(class loader), 바이트코드 검사기(bytecode 

verifier), 보안 리자(security manager)의 콤포 트로 

구성된다. 각 콤포 트는 시스템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 TV에 용하면 지 까지 드

러난 취약 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Fig. 4] The principle of the sandbox structure

4. 결론 

스마트 TV도 네트워킹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 받고 

pay-per-view를 통한 결재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해킹으

로부터 노출되어 있으며, PC나 스마트 폰에 비하여 안

에 한 인식자체가 부족하여 통신 시 샌드박스를 이용

하여 안 한 스마트 TV를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TV의 구조와 OS에 해 알아

보고 시장성의 수요성이 증합에 따라 그 만큼 보안문

제에 색 신호가 되었다. 아직 알려지지 않는 탐지기법

이나 새로운 해킹 기법과 툴들이 무궁무진하다.

부분 리 스의 기반을 둔 OS에도 스마트폰 해킹사

례와 비슷하며, 샌드박스를 탑제하여도, 완 히 안 치 

않다는 을 제시하 다. 록시를 사용하여 php를 이용

해 서버자체에 서비스를 요청하여 우회하는 기법도 있으

며, 웹 어 리 이션의 취약 에 해 다루었다.

한 리패키징으로 어 리 이션을 역공학으로 디컴

일을 하여 악성코드를 심어 다시 앱 스토어에 등록을 

하는 방법, 피싱 등 여러 가지 제시된 사례가 있었다. 앞

으로 스마트 TV의 수요가 증함에 따라 다양하고 신종 

바이러스가 생길지도 모르며, 그에 따른 비와 솔루션

들을 개발해야 하는 단계에 서있다. 그리고 스마트 TV도 

향후 발 도 무궁무진하다. 본 논문에서 다루었던 해킹 

기술과 사례를 근거로 같은 공격을 당하지 않고 공격 여

부를 단하여 탐지하는 솔루션이 나오며, 신속한 응

을 하여 스마트 TV의 시장이 더욱 증진되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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