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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인프라와 다양한 센서의 발달로 인해서 스마트 카, 스마트 홈,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시대가 열렸다. IoT는 다양한 사물이 인간의 

개입 없이 서로 통신하며 사람에게 각종 이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유용한 기술이지만, 보안이 

고려되지 않으면 그만큼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IoT를 적용한 스마트 카 및 원격 의료 분야의 

경우 보안 공격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IoT 서비스 제공 이전에 IoT가 

갖춰야 할 보안 요구사항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IoT를 이종성(Heterogeneity), 자

원제약성(Resource Constraints), 동적환경(Dynamic Environment)의 특성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

로 여섯 가지 측면(IoT 네트워크, IoT 클라우드, IoT 사용자, IoT 공격자, IoT 플랫폼, IoT 서비스)에서 

IoT가 갖추어야 할 보안 요구사항을 분석하고자 한다. 

 김영갑 

세종대학교 교수 

I . 서론 

스마트 카(Smart Car), 스마트 홈(Smart Home),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스마트 그리드

(Smart Grid), 스마트 빌딩(Smart Building), 그리고 스마트 시티(Smart City). 어느새 ‘스마트’는 우

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졌고, 이는 네트워크와 센서의 발달 등으로 힘

입어 사물인터넷(Inthernet of Things; IoT) 시대를 열었다.  

일반적으로 IoT 란, 상황인지나 지능형, 자동화 등의 특징을 가진 사물들이 특정 목적을 위

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협업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한다. 가트너(Gartner), 시스코(Cisco) 및 IDC 

(Interactive Data Coporation) 등은 IoT를 중요한 미래기술로 평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 또

한 향후 기업의 성장동력원이 될 핵심기술로 판단하고 있다. IDC에 따르면, IoT 시장은 2014년 

6,500억 원의 규모에서 2020년까지 1.7조 원으로, 연평균(CAGR) 17%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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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이 미래 IoT 시장 선점을 위해 IoT 관련 사물과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보안에 대한 연구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낮은 단계이다. 일반 기업의 입장에서 보안 요소는 개발 일정과 비용을 늘리고, 투자 비율 대비 

얻는 성과(Return on Investment: ROI)는 낮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으로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예를 들면, 과거 TCP/IP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보안에 대한 인식이 낮을 뿐더러 공격자가 보

안 취약점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했다. 그 결과로 TCP/IP 는 네트워크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기능이 제대로 설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

재도 다양한 공격들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알

고 있고, 공격자가 취약점을 통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IoT 관련 기술 

및 표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보안을 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는 위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IoT 환경에서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을 IoT 특성

에 기반하여 다양한 측면(IoT 네트워크, IoT 클라우드, IoT 사용자, IoT 공격자, IoT 서비스, IoT 

플랫폼)으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자료> datasciencebe.com, 2016. 

[그림 1] 사물인터넷(IoT)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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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IoT 특성  

1. 이종성(Heterogeneity) 

IoT 환경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가 서로 상이한 플랫폼에서 동작하면서 서로 상이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통신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디바이스의 다양성, 플랫폼 및 통신 프로토콜

의 상이성 등을 이종성이라 한다. 이종성의 가장 큰 문제는 공통의 보안 서비스 제공을 방해한

다는 것이다[2]. 플랫폼이나 프로토콜 등이 다르면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저해하며 해석

에 필요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킨다[3]. 또한, 모든 디바이스 및 프로토콜을 고려한 

보안 정책 구현 및 관리가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연구들이 진

행 중에 있으나, 당분간은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호운용성 문제를 근

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보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표준 제정이 필요한데, 현재 

IoT 표준화 관련하여 ITU-T, ISO/IEC JTC1 등의 국제 표준화 기관과 ETSI 등의 지역표준화 기구, 

IETF, oneM2M, OGC, AllSeen 및 OIF와 같은 사내 표준화 기구들이 IoT 기술 및 보안 관련 표준

을 제정하고 있다. 

2. 자원제약성(Resource Constraints) 

빅데이터 및 센싱 기술 등의 발달로 IoT 에서 다루는 정보들은 집 내부의 CCTV 영상이나, 

사용자 건강 정보 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많아졌고 종류도 다양해졌으며, 양도 많아졌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프라이버시(Privacy), 기밀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적절한 보안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 대부분의 암호

화 알고리즘들은 성능이 충분한 장치(PC)나 인터넷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IoT 환경에 그대로 구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4]. 그러므로 자원제약성을 가진 IoT 기기들은 

최소 자원(Minimum resource) 필요성을 만족해야 하며 계산량이 적고 경량화된 보안 알고리즘

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IoT 기기는 자원제약성을 극복하여 정보보호 및 안전한 

통신을 위해 보안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IoT 디바이스의 

CPU, 배터리, 메모리의 성능 문제로 기존의 보안 메커니즘, 서비스들을 IoT에 직접 적용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IoT에 적용되는 보안 기술들은 경량화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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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적환경(Dynamic Environment) 

IoT 는 높은 이동성(Mobility)으로 인해 네트워크 토폴로지(Topology)가 동적이고, IoT 기기의 

낮은 성능과 대역폭 때문에 연결성이 좋지 않다. 스마트 시티 정도의 규모가 되면 수 많은 기

기들이 수시로 재연결 요청과 함께 인증 요청을 할 것이므로 IoT 환경은 크게 구성될수록 반드

시 유연해야 하며,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5],[6]. 시스코는 2020년까지 500억 개의 IoT 디바이스

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였고[7], 그 보다 더 많아질 미래를 생각하면 IoT 보안에서 유연성과 확장

성은 경량화와 함께 앞으로 더욱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III . IoT 보안 요구사항 

보안 특성(Security Features)은 대부분 대상 시스템 구현과 별도로 개발되거나 대상 시스템 

구현 후 마지막으로 구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시스템 개발 초기 단계의 여러 보안 취약

점을 그대로 가지고 개발되며, 이로 인해 개발된 시스템은 공격자의 공격 대상이 된다. 또한, 

향후 새로운 보안 요구사항들을 적용 및 구현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개발 초기 단계인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부터 보안 특성을 반영해야 하며, 그 첫 

단계로 보안 요구사항 분석이 면밀히 수행되어야 한다. IoT 보안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많은 연

구에서는 특정 주제(네트워크 또는 암호화 기술 등)에 맞추어 보안 요구사항을 제시하거나, 기

존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일반적인 보안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앞서 언급한 

봐와 같이 IoT 환경에서 어떠한 보안 요구사항들이 필요한지 다양한 측면·종합적 관점에서 소

개하고자 한다.  

1. IoT 네트워크 

IoT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성능이 좋은 게이트웨이들과 자원 제약적인 센서 디바이스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IoT 디바이스들은 기존의 HTTP 프로토콜 이외에 IEEE 802.15.4를 기반으로 CoAP

이나 MQTT, Thread 같은 프로토콜로 통신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IoT 네트워크가 기존의 네트

워크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즉, 일반 네트워크가 가지는 특성들을 IoT 네트워크

도 가지고 있으며, 기존 네트워크 공격들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 다루고자 하는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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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보안 요구사항은, 기존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보안 문제는 다루지 않고 IoT 네트워

크에서 고려해야 할 보안 요구사항을 몇 가지 소주제로 분류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네이밍(Naming) 문제는 IPv4 부터 있어 왔던 고질적인 문제다. IPv6 는 이런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되었고, IoT 네트워크와 같은 WSN(Wireless Sensor Network) 

환경에서도 IPv6 를 사용할 수 있도록 6LoWPAN(IPv6 over Low power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s)에서 여러 연구들을 진행 중이다. 기존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IPv4 방식을 IPv6 같은 새

로운 방식으로 바꾸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IoT에서는 그렇지 않다. 주소 공간이 충분하

면 앞으로 디바이스들이 많아져도 각각을 유일한 IP 로 처리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IPv4 보다 IoT 에 적합한 네이밍 방식을 만드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IoT 에 적합한 네이밍 

방식에 적합한 인증(Authentication)과 인가(Authorization) 메커니즘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Privacy)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 이용 가능하다는 유비쿼터스

(Ubiquitous)의 개념을 이어 받은 IoT는 갈수록 인간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될 것이다. 집 안과 

 <자료> Beecham Research 2015 

[그림 2] IoT 보안 위협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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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놓인 CCTV는 사람들을 감시할 것이고, 생활 환경의 각종 센서들은 주변의 정보들을 모두 

인터넷으로 전송할 것이다. 그리고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은 빅데이터 시대에 걸맞게 새로

운 분야를 개척할 것이고, 센서들의 성능이 좋아질수록 데이터의 양은 더 늘어날 것이다. 따라

서 이런 환경에서 보안 서비스를 통해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향후 IoT 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보안 메커니즘과 서비스들을 연구하여 프라

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은 임의의 디바이스가 보안 파라미터를 보내는 것부

터 인증과 인가를 포함하여 안전한 IoT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Dan Garcia-

Carrillo[5]의 연구에서는 스마트 시티 같은 인증과 인가가 많이 일어나는 환경에서 부트스트래핑

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 확장성, 경량화를 모두 고려하여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구조, CoAP, ESP(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을 이용했다. 이와 같이 IoT 환경에

서의 부트스트래핑은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연성, 경량화, 확장성을 고려하

여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부트스트래핑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IoT 네트워크 보안만으로는 다양한 보안 위협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IoT 네트워크에 속한 IoT 디바이스들은 내장된 보안(Built-in Security)를 제공해야 한다. 

내장된 보안을 통해 동적 방어(Dynamic prevention), 탐지(Detection), 분석(Diagnosis) 및 격리

(Isolation) 등을 제공할 수 있다[6]. 

2. IoT 클라우드 

기존의 PC 환경에서 클라우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본 고에서는 IoT 환경에서 데

이터를 저장하는 원격 저장소 및 데이터 처리장치로 한정 지어 설명한다. 만약 클라우드가 동

작을 멈추면 센서 등의 디바이스가 데이터를 저장할 곳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해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는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따라서 IoT 클라우드의 경우 가용성이 매우 중요해지며 디

바이스는 클라우드가 동작을 멈추면 다른 저장소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IoT 클라우드에는 수 많은 디바이스들이 보낸 민감한 데이터들을 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공격자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가벼운 접근제어(인증, 

인가), 암호화, 익명화 기술 등을 적절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8]. 예를 들어, 수집된 데이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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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에 따라 보안 등급이 부여되고, 보안 등급에 따른 보안 정책 설정 및 보안 구현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3. IoT 사용자  

대부분의 보안 공격은 사용자의 보안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중요성을 간과하여 발생하는 경

우가 많다. 즉, 사용자는 IoT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요 요소이기도 하지만, IoT 보안에 있어 가장 

위험한 요소이기도 하다. 암호화나 인증, 인가, 접근제어 등의 기술들이 아무리 잘 구현되어 있

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부주의하면 어떤 보안 기술이든 무력화될 수 있다. 간단한 예로, 인증은 

패스워드 방식이 많이 쓰이는데 패스워드 자체를 지나치게 짧게 만들거나 쉽게 유추 가능한 것

으로 만들면, 인증은 쉽게 무력화 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직은 반드시 조직의 환경 및 상황에 

맞는 보안 규정을 마련하고, 모든 조직원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이 필요하다. IoT 환경에서는 보

안 서비스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뿐만 아니라, IoT 기기들을 제작하는 하드웨어 개발자 

또한 보안 기술에 대해 알아야 하며 구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보안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인식 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IoT 기기를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에 

대한 보안 교육도 필요하다. 

4. IoT 공격자  

공격자는 악의적 목적을 가진 사용자로 IoT 환경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이다. IoT는 항상 네

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공격자의 목표가 될 수 있다. 게다가 IoT는 디바이스의 

낮은 성능 탓에 PC 환경에서 구현 가능한 높은 수준의 보안 서비스를 적용할 수 없고, IoT 환경

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종류의 민감 데이터가 증가할수록 이를 대상으로 한 공격자의 다양한 공

격 시도가 예상된다. 이에 공격자가 수행할 수 있는 보안 위협들을 통해 IoT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보안 요구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IoT 에서 위협은 물리적 위협(Physical threat)과 비물리적 위협(Nonphysical threat)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비물리적 위협은 네트워크를 통해 공격하는 모든 위협행위를 말하고, 물

리적 위협은 그 외의 모든 공격과 자연현상을 포함한다. PC 환경과는 다르게 IoT 센서들은 보

호된 환경에 놓여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적 의도를 가진 사람에 의해 또는 자

연 재해에 의해서 디바이스가 훼손될 수 있다. 특히, 공격자는 부 채널 공격(Side channel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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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거나 디바이스 탈취를 통해 플랫폼 등의 취약점을 분석하여 해킹을 시도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중요한 IoT 기기를 제작할 때에는 설계 초기부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비물리적 위협은 일반 네트워크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밀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가

용성(Availability)를 해치는 공격들이 주를 이룬다. IoT 에서의 위협들은 앞서 2 장에서 설명한 이

종성으로 인해 더욱 복잡하여 방어하기 힘들 뿐더러 IoT 에서는 디바이스의 성능이 낮은 탓에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나 안티 바이러스의 도입이 힘들다[4]. 그리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

해 특히 DoS(Denial of Service)에 더 취약하다[9]. 성능이 충분하지 않은 IoT 디바이스들의 경우

에는 간단한 DDoS에도 동작이 멈출 것이며 배터리 수명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

대적으로 성능이 여유가 있는 게이트웨이에 IDS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공격자는 IoT 플랫폼이나 통신 프로토콜 등의 취약점을 통해 공격할 수도 있다. 이는 

보통 IoT 플랫폼 및 통신 프로토콜의 설계자나 개발자의 실수로 생기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제

대로 테스트되지 않거나 개발 일정관리가 제대로 안 될수록 취약점이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각 취약점은 종류에 따라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다른데, 일부 취약점은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거나 관리자의 권한을 얻어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 취약점은 이미 알려진 취약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거나 정적/동적 등의 다양한 분석(테스팅)을 통해 조기 발견하여 패치되

어야 한다. 물론, 개발 단계에서 시큐어 코딩(Secure Coding) 등으로 최대한 예방하도록 노력해

야 한다. 

IoT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대부분의 초소형 무선 센서는 센싱과 무선 네트워킹 기능만 필요

하기 때문에 좋은 성능의 CPU를 쓰는 것이 비경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티바이러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악성코드(Malware)를 탐지하는 게 어렵고 보안 정책이나 프로그램 업데이트의 무결

성을 검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모든 센서의 성능을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각 센서의 

악성코드 검사나 업데이트 무결성 검사는 게이트웨이의 역할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목적 외에도 게이트웨이를 통해 디바이스들을 손쉽게 관리하기 위해 SDN(Software Defined 

Network)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IoT 환경에 SDN을 접목한 보안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IoT의 적용 분야 중 하나는 제어 분야이다. 제어 분야에서, 특히 사람의 생명과 깊은 연관이 

있는 부분은 디바이스가 공격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제어를 잃어서는 안 되고 동작을 완전히 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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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서도 안 된다. 즉, 이와 같은 분야에서는 디바이스의 제어권을 잃거나 동작이 일부 정지할 경

우를 대비해 결함방지(Fault Tolerance)를 갖추거나 백업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제어권을 회복하

는 방식 등을 구현해야 한다[2],[10].  

5. IoT 플랫폼  

최근 사물인터넷은 디바이스와 서비스의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 개방형 사물인터넷 플랫폼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oneM2M, AllSeen, OIC(Open Interconnect Consortium) 등의 표준 

기구 및 컨소시엄이 표준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방형 플랫폼은 이종의 디바이스 간에 

상호운용성을 제공하여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고 디바이스 간 분산 협업과 실행 제어 기술을 

제공한다. 또한, 연결된 디바이스들과 응용 서비스들을 관리하는 기능, 서비스 검색 기능, 이종 

네트워크 관리(다양한 네트워크 프로토콜 지원) 기능, 보안 기능 등이 포함된다[11].  

개방형 IoT 플래폼으로는 Mobius, oneM2M, Alljoin, COMUS 등 다양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능적

인 부분에만 치중하고 보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보안 요소만을 고려하고 있다. IoT 플랫폼의 

일반적인 보안 기능으로 암호화, 인증과 인가를 통한 접근제어, 서명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앞서 언급하였듯이 다양한 IoT 디바이스들의 성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암호 

기술 같은 경우는 경량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IoT플랫폼은 디바이스가 다루는 데이

터, 서비스의 중요성에 따라 보안 기능을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암호화의 경우에도 키의 길이를 

조절하여 사용(물론 안전한 보안 강도를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서)함으로써 디바이스의 성능 차

이를 최대한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증과 인가를 위해서는 각 디바이스 또는 도메인에서 

사용하는 각기 다른 정책을 이해하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관한 

연구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

지 않을까 판단된다.   

이외에도 공격자는 물리적으로 디바이스를 탈취하여 플랫폼의 취약점을 분석하여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플랫폼은 데이터의 보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자체의 취

약점을 최소화하고 위변조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기업들은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보

통 TCG(Trusted Computing Group)의 TPM(Trusted Platform Module)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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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oT 서비스 

현재 IoT 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활발한 개발 및 연구가 진행 중이다. 본 절에서는 IoT 서비

스를 제공하는 서버 및 다양한 디바이스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용자(공격자 포함), 디

바이스들의 관계를 통해 IoT 서비스의 보안 이슈들과 보안 요구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비스를 요청 및 접근할 수 있는 객체는 사용자(공격자) 및 디바이스가 있다. 사용자는 서

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체로, 서버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서버

를 신뢰 및 인증해야 하고, 서버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약이 필

요하다. 디바이스는 부트스트래핑 후 미들웨어에 접속하고, 미들웨어와 서버 간 신뢰관계를 이

용하여 디바이스와 서버 간 신뢰관계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실제 IoT 환경에서는 사용자의 

개입 없이, 자동화·지능화된 디바이스가 스스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 공격자는 특정 서버, 

미들웨어, 디바이스의 데이터 탈취 등을 목적으로 보안 공격을 가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IoT 

서비스와 관련된 신뢰(Trust), 미들웨어(Middleware), 접근제어(Access Control), 스토리지(Storage)

에 대해서만 다룬다. 

신뢰는 보다 복잡한 개념으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한 정의가 없다. 사용자의 

경우, 사용자와 미들웨어, 사용자와 서버 간 신뢰가 필요하고, 디바이스의 경우, “다양한 종류

의 디바이스 및 통신 프로토콜에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는 신뢰가 필요하다. 

신뢰 이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언급한 봐와 같이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신뢰 수치

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면서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신뢰의 명확한 정의와 

함께 신뢰 지수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연구가 필요하다. 

미들웨어는 IoT 환경에서 상호운용성 목적 외에도 동일 네트워크 내의 디바이스와 데이터 

보안을 위해 사용된다. 미들웨어 설계는 여러 통신 매체의 사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보안

과 프라이버시, 네트워크 성능을 포함하여 IoT 특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6]. 

접근제어는 인증과 인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보에 대한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매우 동적이고 자원 제약적인 IoT 에서의 접근제어는 기본적으로 

유연하고 확장성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가벼워야 한다[18]. 그리고 접근제어를 수행할 수 있는 

미들웨어의 부재 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동일한 접근제어 정책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

다. 또한, 권한 부여를 위한 식별 방법이 명확해야 하며 관리하는 과정도 쉽고 간편해야 한다. 

PKI(Public-Key Infrastructure) 환경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제어를 수행하고자 할 때는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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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다양성으로 인해 하나의 IoT 디바이스가 다양한 공인인증서를 지닐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 인증 및 인가(Delegated Authentication and Authorization)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12]. 

마지막으로 서버의 저장소에 대한 이슈다. 저장소에서 발생하는 중요 이슈는 기밀성이나 무

결성 외에 다양하다. 앞서서도 간단히 언급하였듯이, IoT 환경에의 저장소는 일반적으로 클라우

드 기술을 통해 구현되므로, 기존 클라우드가 만족해야 하는 보안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13]. 클라우드 보안은 본 원고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클라우드 보안에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기

술하지 않도록 한다.  

IV . 결론 및 시사점 

본 고는 IoT 환경의 3 가지 중요한 특성인 이종성, 자원제약성, 동적환경을 기반으로 IoT 환

경의 여섯 측면(IoT 네트워크, IoT 클라우드, IoT 사용자, IoT 공격자, IoT 서비스, IoT 플랫폼)에서 

IoT가 갖추어야 할 보안 요구사항들을 분석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IoT는 인류에게 각종 이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유용한 기술이 될 것

이지만, 보안이 고려되지 않으면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

도의 보다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고를 통해 재차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으

며, 본 고에 기술된 내용이 향후 IoT 보안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원고를 마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IDC, Explosive Internet of Things Spending to Reach $1.7 Trillion in 2020, 

http://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US25658015 

[2] Q. Gou, L. Yan, Y. Liu, Y. Li, “Construction and strategies in IoT security system”, Green Computing 

and Communications(GreenCom), 2013 IEEE and Internet of Things(iThings/CPSCom),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nd IEEE Cyber, Physical and Social Computing(CPSCom) China, 2013, pp.1129-1132. 

[3] S.-R. Oh, Y.-G. Kim, “Security analysis of MQTT and CoAP protocols in the IoT environment”,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KIPS), South Korea, 2016, pp.297-299. 

[4] Z.K. Zhang, M. C. Y. Cho, S. Shieh, IEEE Fellow, “Emerging security threats and countermeasures 

in IoT”, ACM Symposium on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Security(ASIACCS) 

Singapore, 2015, pp.1-6. 

[5] D. Garcia-Carrillo, R. Marin-Lopez, “Lightweight CoAP-based bootstrapping service for the internet 



 

 

  13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획시리즈-정보보호·보안 

of things”, Sensors, Vol.16, 2016, pp.358-381. 

[6] S. Sicari, A. Rizzardi, L.A. Grieco, A. Coen-Porisini, “Security, privacy and trust in internet of things: 

The road ahead”, Computer Networks, Vol.76, 2015, pp.146-164. 

[7] CISCO, http://www.cisco.com/c/en/us/solutions/internet-of-things/overview.html 

[8] D. Rotondi, S. Piccione, “Managing access control for things: a capability based approach”, 

BodyNets, Oslo, Norway, 2012, pp.263-268. 

[9] P. N. Mahalle, B. Anggorojati, N. R. Prasad, R. Prasad, “Identity establishment and capability based 

access control(IECAC) scheme for internet of things”, Wireless Personal Multimedia Communications 

(WPMC) Taiwan, 2012, pp.87-191. 

[10] R. Roman, J. Zhou, J. Lopez, “On the features and challenges of Construction and Strategies in 

IoT Security System, 2013. 

[11] S.G. Hong, H.Lee, J.C. Choi, M.N. Bae, K.B. Lee, “Internet of things software platform technology 

trends”,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Vol.30, 2015, pp.39-48. 

[12] Z. K. Zhang, M. C. Y. Cho, C.W. Wang, C. W. Hsu, C. K. Chen, S.Shieh, “IoT security: ongoing 

challenges and research opportunities”,Service-Oriented Computing and Applications(SOCA), Matsue, 

Japan, 2014, pp.230-234. 

[13] S. Babar, P. Mahalle, A. Stango, N. Prasad, R. Prasad, Proposed security model and threat 

taxonomy for the internet of things(IoT), vol.89, Berlin: Springer-Verlag, 2010, pp.420-429. 

[14] S.–R. Oh, Y.-G. Kim, “Security Requirements Analysis for the Internet of Things”,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latform Technology and Service(PlatCon-17), pp.305-310, Busan, Korea, IEEE 

Press, Feb. 13-15, 2017. 


	I . 서론
	II . IoT 특성
	III . IoT 보안 요구사항
	IV . 결론 및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