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사물인터넷 보안 위협 동향

혁신 IT 기술과의 접목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사물인터넷 제품 및 서비스
확대와 함께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시대가 임박했다. 사물인터넷
확산과 함께 보안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안 위협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 및 업계의 보안 강화 노력이 점차 가시화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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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보안 위협 동향

1. 사물인터넷 시장 및 사이버보안 위협 현황
1.1. 미래 IT 산업의 새로운 기회로 부상한 사물인터넷
▒ PC , 스마트폰 등 컴퓨팅 단말을 넘어 사실상 모든 종류의 사물에 통신 접속 기능을 접목해
사물들이 실시간으로 연결된 환경을 구축하는 개념인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1) 에 대한
업계 관심이 증대
• 사물인터넷은 개별 단말에 통신 기능을 접목해 원격 감시 및 시스템 자동화 등을 실현하는 사물 간
통신(Machine-to-Machine, M2M)과 유사한 개념
• M2M이 주로 대규모 인프라 설비나 산업 시설 등 대형 시스템을 대상으로 통신 기술을 접목해 설비
운영 효율을 높이는 솔루션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사물인터넷은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다른 IT 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한 단계 진보된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
• 또한 사물인터넷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단말 및 서비스의 혁신을 창출하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태블릿, 웨어러블 등 개인용 컴퓨팅 단말의 보급 확대는 개인
대상의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대중화를 더욱 앞당길 것으로 기대
▒ 시장조사업체 인포네틱스(Infonetics)에 따르면, 사물인터넷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M2M 접속 환경 및 관련 서비스가 증가하는 추세(’14.4.16)
• ’13년 기준 글로벌 M2M 서비스 매출 규모는 160억 달러(약 17조 6,000억 원)이며, ’13~’18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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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M 서비스 시장의 연평균성장률(CAGR)은 18% 수준으로 예상
• 향후 무선통신 기반 M2M 접속 단말 수는 ’13년 1억 7,000만 대, ’14년 2억 2,000만 대에서 ’18
년에는 3배 가까이 증가한 6억 3,000만 대에 달할 전망

1) 일부는 ‘모든 사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만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함

사물인터넷 보안 위협 동향

▒ 시장조사업체 IDC 에 따르면, 전 세계 사물인터넷 솔루션 시장은 ’ 13~ ’ 20 년 연평균성장률

17.5%를 기록하며 ’13년 1조 9,000억 달러(약 2,090조 원)에서 ’20년에는 7조 1,000억 달러(약
7,81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
• IDC는 전 세계적으로 통신 기능이 탑재된 사물인터넷 단말 보급대수가 ’14년 113억 5,500만 대,
’20년에는 281억 1,10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
• 선진국 시장이 사물인터넷 단말 보급의 90%를 차지하는 등 ICT 역량이 높은 권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
● 전 세계 권역별 사물인터넷 단말 보급대수 전망

출처 : IDC(2014.5.)

▒ 이 외에도 시장조사업체 가트너(Gartner)는 ’20년까지 사물인터넷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공급자의
매출이 300 억 달러 ( 약 33 조 원 ) 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 ’ 14.3.19) , ABI 리서치 (ABI

Research)는 ’14년 무선 커넥티드 단말 보급대수가 ’14년 160억 대, ’20년에는 409억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14.8.20)

▒ 한편, 사물인터넷 관련 업계는 다양한 단말들이 각각의 네트워크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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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립을 위한 공통 기술 표준 마련이 사물인터넷

07

하는 네트워크 간 호환성을 핵심 요소로 지목

• 현재 주목받고 있는 기술 표준으로 공용 내장형 SIM 카드(embedded SIM, eSIM)에 대한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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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되고 있으며, 주로 통신업체 및 단말 플랫폼 사업자2) 들이 독자적인 eSIM 개발 및 보급에 착수
▒ 대표적인 eSIM 기술 표준으로는 범업계 통신연합3) 가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인 공용 eSIM 카드가
있으며, 지난 ’14년 10월 기술 표준 규격 및 참여 업체를 공식 발표4)
• GSMA의 eSIM 카드는 원격 데이터 전송 및 보안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 사물인터넷 시장에서
요구하는 보편적인 솔루션 환경 구축에 유용
• 기존에 사용되던 삽입형 SIM 카드는 통신 네트워크 변경 시 인증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 별도의 SIM
카드 교체가 필요했지만, GSMA의 eSIM은 원격 접속을 통해 SIM 카드에 저장된 인증 정보를
수정할 수 있어 보다 수월한 서비스 개통, 해지 및 사업자 변경이 가능
• 또한 자체적으로 데이터 보안 기능도 내장하고 있어 외부 공격에 의한 데이터 유출이 발생해도 별도
암호화 작업을 통해 피해를 사전 방지
● 일반 SIM 카드와 GSMA의 eSIM 카드의 사물인터넷 서비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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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GSMA(2014.10.),

2) 애플(Apple), 구글(Google) 등 단말 OS를 보유한 사업자 진영
3) GSMA Global Systems for Mobile Association
4) GSMA의 eSIM 기술 연구에는 AT&T, 차이나모바일(China Mobile),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 프랑스텔레콤(France
Telecom), NTT도코모(NTT docomo), 텔레콤이탈리아 (Telecom Italia), 텔레포니카(Telefonica), 보다폰(Vodafone), KT, SKT
등 국내외 주요 통신사가 대부분 참여해 있으며, 에릭슨(Ericsson), 재스퍼(Jasper), 텔레노어(Telenor) 등 독자 사물인터넷 SIM
카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던 업체들도 GSMA의 eSIM 생태계에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

사물인터넷 보안 위협 동향

▒ GSMA는 자신들이 개발한 eSIM 카드 기술이 기존 독자 SIM 카드를 대체하며 보급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로 인해 사물인터넷 시장도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
• 대표적인 사물인터넷 분야인 커넥티드 카의 경우, 기존 독자 솔루션만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14년
커넥티드 카에 탑재되는 SIM 카드 수가 3,570만 개에 불과하나, GSMA eSIM 카드가 보급될
경우에는 3,678만 개로 증가 예상
• 특히, 다양한 컴퓨팅 단말이 내장되는 자동차의 경우 복수의 SIM 카드가 탑재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SIM 카드 보급개수가 3,892만 개까지 증가할 전망
• ’20년에는 SIM 카드 보급이 독자 솔루션의 경우 1억 5,851만 개, GSMA eSIM 보급 시 1억 8,975
만 개, 복수 SIM 탑재까지 고려할 경우 2억 5,222만 개에 달할 전망
● 일반 SIM 카드와 GSMA의 eSIM 카드의 사물인터넷 서비스 모델

출처 : GSMA(2014.10.)

▒ 이 외에도 사물인터넷 통신 기술 표준 수립을 위해 업계 협력 구도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은 물론 국가 정부기관도 사물인터넷 표준화에 관심
• 민간 연합으로는 칩셋 벤더 퀄컴(Qualcomm)을 주축으로 결성된 올신얼라이언스5) , 칩셋 벤더

6) Open Interconnect Consortium
7) Threa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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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수한 사물인터넷 벤더 네스트랩스(Nest Labs)가 출범한 스레드그룹7) 등이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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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Intel)을 비롯한 단말 벤더 진영이 참여해 있는 오픈인터커넥트 컨소시엄6) , 구글(Google)이

• 미국 연방정부 산하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8) 는 산업용 사물인터넷 솔루션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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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및 활용을 목표로 하는 산업인터넷 컨소시엄9) 을 결성했으며, 여기에는 AT&T, 시스코(Cisco),

GE(General Electric), IBM, 인텔 등 다양한 IT 분야에 걸쳐 73개 사업자가 참여
• 이 외에도 각국의 표준화기구 및 220여 개 민간 단체가 참여해 있는 원M2M10) 의 경우 단일 M2M
통신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국가 및 공공기관이 기술 연구를 주도하는 형태
● 주요 사물인터넷 표준화기구 현황
단체
성격

단체명

설립일

민간
연합

’13.12.

’14.7.

인텔(Intel), 삼성,
델(Dell) 등 6개 사업자

• 올신얼라이언스의 대항마 성격
• 동일 목표로 표준화 기술을 개발 중이며, ’15년 초
공식 표준 스펙 공개 예정
• 사물인터넷에 보다 적합한 형태의 완전히 새로운
SW 아키텍처 개발 추구
•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사업자 간 컨센서스 형성
• 후발 주자로서 규모가 작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

’14.7.

네스트랩스(Nest
Labs), ARM, 삼성 등
7개 사업자

• 전력 소모 개선, IPv6 지원 등 사물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무선 통신 방식 ‘스레드(Thread)’ 개발에
주력
• 네스트랩스의 사물인터넷 단말에 ‘스레드’ 초기
버전이 적용

오픈인터커넥트
컨소시엄

(Oepn
Interconnect
Consortium,
OIC)

스레드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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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ad Group)

8)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9)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10) oneM2M

내용

• 단말 간 브랜드나 작동 환경을 넘어 상호 연결될 수
있는 오픈 소스 기반 사물인터넷 표준 개발
리눅스재단(Linux
• ’11년 퀄컴이 개발한 근거리 통신 기술 ‘올조인
Foundation), LG,
(AllJoyn)’ 기반
파나소닉(Panasonic),
• 기존 OS나 칩셋 SW에 프로그래밍 코드 추가로 적용
마이크로소프트
가능
(Microsoft), 퀄컴
• 현재 가장 큰 규모의 민간 연합 단체로 상용화 수준도
(Qualcomm) 등 71개
가장 높음
사업자
• 퀄컴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등 참여업체 간
불균형이 문제점

올신올라이언스

(Allseen
Alliance)

참여 사업자
(‘14.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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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성격

단체명

민간

스레드그룹

연합

(Thread Group

설립일

’14.7.

산업인터넷
컨소시엄
민·관
연합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IIC)

공공

원M2M

주도

(oneM2M)

’14.3.

참여 사업자

네스트랩스(Nest
Labs), ARM, 삼성 등
7개 사업자

• OIC가 개발 중인 사물인터넷 플랫폼의 기본 통신
방식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안드로이드(Android)에 통합될 가능성도 대두

AT&T, 시스코(Cisco),
GE(General
Electric), IBM,
인텔(Intel) 등 73개

• 에너지, 의료, 제조, 운송, 행정 등 산업용
사물인터넷 표준 개발 추진
• 산업용 사물인터넷 테스트베드 구축 및 활용 사례
확보 주력
• 미국 정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의
지원을 받는 민·관 협력 형태로 운영

사업자

’12.7.

내용

(’14.9. 기준)

각국 7개 표준화기구 및
220여 개 민간단체

• 상호 호환을 보장하는 사물 간 통신 플랫폼 표준화
작업 추진
• ’14년 8월 기술 표준에 관한 후보 사양 공개
출처: 각 단체 자료

1.2. 모든 사물이 해킹 대상...사물인터넷 보안 위협 대두
▒ 이처럼 사물인터넷 기술 표준 노력이 이어지면서 통신 접속 기능이 탑재된 단말이 보편화되고 관련
서비스도 대중화 단계에 임박함에 따라, 사물인터넷 관련 사이버보안 강화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
• 사이버공격의 대상이 데이터를 스스로 생성 및 보관,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기능을 탑재한 시스템이라
할 경우, 통신 기능과 함께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처리하는 기능이 탑재되는 사물인터넷
단말 및 시스템 역시 사이버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음
• 특히 현재 사물인터넷 수용이 이뤄지고 있는 단말들은 대체로 컴퓨팅 기능이 단순하고 보안성도
취약한 경우가 많아 외부 공격에 취약한 상태이며, IT 업계의 사물인터넷 보안에 대한 인식도 이제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수준이라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
• 사물인터넷 산업 환경이 eSIM과 같은 단일 기술 표준으로 통합될 경우 특정 분야를 겨냥한

보안 HW 모듈을 장착하거나 전체 제어 시스템에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는 등 별도의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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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통신 기능만 탑재된 단말의 경우 개별적으로 보안 SW를 설치해 구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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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로 침투 경로가 다양하다는 점 등이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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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 단말의 보안 취약성은 크게 ▲고도의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기 어렵고, ▲외부에서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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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격이 다른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음

• 해커에 노출된 사물인터넷 단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보안 솔루션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으며,

심층 보고서

일반 소비자 가전 영역에서는 해킹 공격을 확인할 방법이 전무
• 개별 사물인터넷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통신 기술 표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Wi-Fi와 블루투스(Bluetooth) 등 이종 네트워크 간 상호 연동 과정에서 일정한
보안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해커의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

▒ 아직 대규모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없지만,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보안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가시화되면서 업계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추세
• ’13년 9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11) 는 보안용 웹카메라 벤더 트렌드넷(TRENDnet)의 CCTV 제품
‘시큐어뷰(SecurView)’가 보안 결함이 있다며 시정조치를 명령12)
• 미국 보안업체 프루프포인트(Proofpoint)는 ’13.12.23~14.1.6 기간에 세계 전역에서 기업 및
개인을 겨냥한 악성 스팸 메일이 총 75만 건 발송됐는데, 이 중 25%가 TV, 냉장고 등 통신 기능이
탑재된 가전제품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13)
• 대표적인 사물인터넷 혁신 분야로 꼽히는 자동주행자동차 역시 스마트폰 등 자동차와 연결되는 다른
단말을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된 자동차가 작동 오류를 일으켜 최악의 경우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 제기
• 독일 IT 보안업체 리큐리티랩스(Recurity Labs)는 지난 ’13년 해킹 실험을 통해 독일 남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에틀링겐(Ettlingen)의 전력 공급을 외부에서 무단으로 차단할 수 있음을 입증해
사물인터넷 보안의 심각성을 주장
• 이 외에도 과거 ’10년에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핵 설비를 마비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컴퓨터
바이러스 ‘스턱스넷(Stuxnet)’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논란이 대두되기도 함
▒ 국내 역시 SK 브로드밴드 및 LG유플러스의 네트워크를 겨냥한14) 공격이 발생해 각사의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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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14.11.29)

11)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12) 당시 연방거래위원회는 ‘시큐어뷰’의 보안이 취약해 제품 IP가 유출될 경우 촬영된 영상을 무단 수집해 유포할 수 있다며, SW 설계 및
테스트 과정에서 적절한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

13) 소비자 가전 제품은 구매자가 변경할 것을 가정해 공장 출고 시 초기 보안 비밀번호를 미리 설정해 두는 경우가 많으며, 해커들은 이
점을 노려 가전제품에 멀웨어를 풀어둔 것으로 파악

14) DDoS 분산서비스공격(Distributed denial of service)의 약자로,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 PC가 동시다발적으로 특정 네트워크에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해 서비스 마비 등 피해를 입히는 공격 방식

사물인터넷 보안 위협 동향

• 당시 DDoS 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 설치 단말(좀비 PC)은 기존의 PC나 스마트폰이 아닌 가정용
무선공유기 및 통신 기능이 탑재된 냉장고나 세탁기 등 일반 가전제품인 것으로 드러나, 사물인터넷
단말의 보안 취약성이 현실로 드러남

▒ 한편, 외부 해킹에 의한 보안 취약성과 별개로, 사물인터넷 기반의 서비스에서 실시간 수집되는
이용자 데이터는 사생활 침해 문제를 유발 가능
• 사물인터넷 단말에서 수집된 이용자 데이터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전달되어 서비스 개선 및 마케팅
등에 활용되는데, 이용자 동의 없이 민감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보안 사고로 인해 이용자 데이터가
유출될 경우 2차 피해로 번질 수 있음
• 가령 스마트 미터는 이용자의 전력 소비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므로 시간대별 이용자의 생활 양태를
파악하는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으며, CCTV 등 보안 단말 역시 이용자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도구로
악용될 여지도 충분
• 기업에서는 사물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의 성향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용자로서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기업에게 노출되는 것에 거부반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 한국 산업연구원15) 은 사물인터넷 시대의 도래로 인해 IT 산업과 이종 산업 간 활발한 융·복합화
전개에 따라, 기존 사이버공간에서의 보안 피해가 물리적 공간으로 확대되는 융합보안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힘
•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사물인터넷을 포함하는 국내 융합보안 피해액이 ’15년 13조 4,000억 원, ’20년

17조 7,000억 원, ’30년에는 26조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융합보안 피해로 유발되는 국가 신용도 하락 및 데이터 유출 이후의 2차 피해까지 고려할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증가할 전망

▒ 그러나 아직 전 세계적으로 사물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나 민간 업계의

15)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K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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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며, 사물인터넷 자체에 초점을 맞춘 보안 강화 노력은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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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 보안은 여전히 기존 통신 보안이나 스마트 단말 보안의 일환으로 함께 다뤄지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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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보는 많지 않은 실정

• 보안 업계 역시 사물인터넷 보안 위협 증대를 감지하고 있지만, 기존의 보안 솔루션을 사물인터넷

심층 보고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하는 수준에 그침
• 이는 아직까지 사물인터넷 기술 대중화를 위한 사업 모델 발굴과 시장의 대중화를 도모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으로 해석

1.3. 사물인터넷 보안 위협 대응 필요성
▒ 이처럼 사물인터넷 보안이 IT 업계의 새로운 고민으로 부상하면서, 사물인터넷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부 및 기업의 신속한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증대
• 이와 관련해 영국 정부의 마크 월포트(Mark Walport) 최고과학고문(Chief Scientific Adviser)
은 최근 발간한 사물인터넷 보안 관련 보고서를 통해 국가가 사물인터넷 보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 월포트 고문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물인터넷은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혁명이라 부를 만한
변화를 일으킬 잠재력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보안 위협과 사생활 침해를 유발하는 부작용도 내포
• 사물인터넷의 역기능이나 보안 위협에 있어 IT 전문가의 안일한 보안 대응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전문가와 담당 정부기관의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언급

▒ 월포트 고문은 국가 정부가 사이버보안 위협에 맞서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적 제안 소개
• 정부는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분명한 의도와 비전을 수립하고, 국가 발전을 목표로 사물인터넷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원 활용을 모색해야 함
• 정부는 초기 사물인터넷 프로젝트 추진 시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며, 개방형 표준 기반의
상호운용성이 보장된 안전한 솔루션 구축을 돕기 위한 성공 사례를 발굴해야 함
• 향후 사물인터넷 산업의 확산으로 막대한 주파수 자원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저전력 광대역
네트워크 등 사물인터넷에 적합한 통신 기술을 위한 주파수 확보에 나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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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 보급 확대 시 상호운용성과 개방형 표준은 미래 사이버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함
• 정부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사물인터넷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수학 등
과학 교육을 강화해야 함
• 정부는 공공기관 및 규제 대상 산업이 사물인터넷 관련 데이터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한
개방형 인터페이스 환경을 구축해야 함

사물인터넷 보안 위협 동향

•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자동주행자동차 간의 사고 등 사물인터넷 시대의 도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해소할 제도의 필요성을 항상 인지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함
• 정부는 기존 국가 사이버보안 전담기구의 활동 및 주요 기반시설 보호 정책에 사물인터넷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해야 함
• 끝으로, 정부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사물인터넷 전문가로 구성된 고문이사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산업계 간의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해야 함

2. 사물인터넷 보안 위협 대응 동향
2.1. 주요 국가의 사물인터넷 보안 정책 추진 동향
▒ 미국, 유럽 등에서는 사물인터넷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제도적 지원 마련을
검토 중
• 구체적인 사물인터넷 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현재는 시장의 자율규제를 통해 각 서비스 분야별로 보안
원칙을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수준
• 그러나 헬스케어 등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사물인터넷과 별도로 강력한 보안 지침을
마련해 이를 의무화한 상태
▒ 미국은 ’13년 트렌드넷의 CCTV 보안 결함 사건 이후 관련 지침 마련을 위한 공공-민간 전문가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사물인터넷 보안 정책 수립 초기 단계에 진입
• 미국은 사물인터넷을 중심축에 둔 보안 정책이나 법제도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으나, 사물인터넷과는
별개로 특정 분야에 대한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
• 미국 백악관에서는 주요 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주도 하에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수립(’13.2)

16) Federal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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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판매 및 유통을 금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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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식품의약청16) 에서는 의료장비에 대한 보안 지침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제품은 미국

▒ 유럽에서는 기본적으로 권고사항 및 가이드라인 형태의 사물인터넷 보안 지침을 통해 시장의

심층 보고서

자율규제를 촉구하는 기조를 보이며, 사물인터넷 보안 기술 개발 및 인증, 표준화 작업에 초점
• 유럽위원회17) 는 유럽 내에서 사물인터넷이 확산됨에 따라 보안 위협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공공-민간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준비 중
• 유럽 사물인터넷 연구단18) 에서는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
중에는 사물인터넷 보안 관련 연구과제도 포함

▒ 중국 역시 사물인터넷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사물인터넷 핵심 원천기술 확보의
일환으로 사물인터넷 보안 강화를 도모
• ’11년 12월 중국 공업정보화부19) 는 사물인터넷 정책을 보다 구체화한 ‘사물인터넷 12차 5개년 계획’
을 공개하고, 원천기술 혁신, 산업 생태계 육성, 기술 응용 수준 제고 등의 목표를 설정
• 또한 사물인터넷 발전 10개 전문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보안기술 개발 및 보안 테스트 평가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등 자국의 보안 역량 강화를 모색 중

2.2. 영국 스마트 미터 장비기술규격(SMETS): 국가의 사물인터넷 보안 기준 제시 사례
▒ 영국 에너지부20) 는 자국 내에서 스마트 미터 장비를 안전하게 보급하기 위해 ’12년 8월 스마트 미터
장비기술규격(Smart Metering Equipment Technical Specifications, SMETS)를 제정
• SMETS는 사물인터넷의 전신인 M2M 시장 초기 대두됐던 스마트 미터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스마트 미터 도입에 따른 보안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관련 기술 표준을
의무화한 사례
• 영국 내에 설치되는 모든 스마트 미터가 동일한 기술 표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 스마트 미터와 무선 통신, 보안 등 다른 산업 분야 간의 연계에 대한 기술적 기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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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ETS는 이후 ’13년 7월 개정을 거쳐 ’14년 11월에 최종 버전의 초안(draft)이 공표된 상태

17) European Commission, EC
18) Euroeapn Research Cluster on the Internet of Things, 유럽연합의 IT 기술 R&D 정책 추진을 위한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7th Framework Programme)의 일환으로 설립된 단체
19) 工业和信息化部,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IT

20) Department of Energy & Climate Change

사물인터넷 보안 위협 동향

▒ SMETS를 통해 영국 정부는 도입 영역에 따라 가스 계량, 전력 계량, 가정용 디스플레이, 선불형
인터페이스 단말, 보조 제어 스위치 등 다양한 종류의 스미트 미터 제품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명시
• 각 제품군별로 기능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체로 규격 준수를 요구하는 기술 기준으로는 통신 기능,
데이터 스토리지, 디스플레이, 과금 시스템, 데이터 기록, 보안 등이 언급

▒ 스마트 미터 제품의 보안 측면에서는 미터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송하는
기술적 요구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의 보안을 강조
• 가령 가정용 디스플레이 제품의 경우 개별 제품에서 수집 및 저장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보안 기능을 반드시 탑재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며, 외부의 침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탐지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시
▒ SMETS는 정부 차원에서 사물인터넷 관련 제품 및 솔루션에 대한 보안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있는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고 기준 자체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 보안 기능에 대한 공통된 기준 없이 각 제품군별로 요구되는 보안 조건을 따로 명시하고 있어, 일관된
보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움
• 또, 전체 스마트 미터 시스템이 아닌 개별 미터기 제품에 대한 보안 기준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에 내포된 보안 위협에는 취약
• SMETS 자체가 법적 효력이 아직 없는 초안에 머물러 있는 탓에 업계의 수용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며, 영국 정부는 지속적인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재의 당면 문제들을 수정해
나갈 방침

2.3. 오토얼라이언스 개인정보 보호원칙: 업계의 자발적인 사생활 보호 기준 마련 사례
▒ 자동차 업계 연합체인 오토얼라이언스21) 는 ’14년 11월 주요 자동차 벤더들이 자발적으로 결의한

21) Auto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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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발표

• BMW, 크라이슬러(Crysler), 포드(Ford), GM, 혼다(Honda), 현대기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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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edes-Benz), 니산(Nissan), 토요타(Toyota), 폭스바겐(Volkswagen), 볼보(Volvo),
미츠비시(Mitsubishi), 마즈다(Mazda) 등 글로벌 자동차 벤더들이 대부분 보호원칙 준수에 합의
• 이번 합의는 벤더별로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 수집 정책을 단일 표준으로 수립한 것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악용에 따른 법 규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회피하기 위한 것
• 특히 자동차 벤더의 개인정보 보호원칙 발표는 민간 업계가 자발적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사물인터넷 관련 보안 및 사생활 침해 예방의 긍정적인 선행
사례로 지목

▒ 자동차 벤더들은 차량 내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민감한
정보 보호 강화 ▲정부와의 정보 공유 최소화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
• 벤더들은 자동차 구매자에게 사전에 이 같은 개인정보 수집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활용한 위치기반 광고나 이용량 기반 보험(Usage-based Insurance) 등 파생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고객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 차량 위치정보, 운전자 생체리듬 정보, 주행 기록 등 운전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정보는
수집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데이터만 수집 및 공유 가능
• 정부의 요구가 있더라도 업체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지 말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명시

▒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토얼라이언스의 이번 합의가 실제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취급하기엔 내용이 부실하다고 주장
• 미국 의회의 에드 머키(Ed Markey) 상원의원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소비자가 결정할 권리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내용이 부실하다고 언급
• 머키 의원은 자동차 벤더들이 차량에 무선 통신 기능을 결합하면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기본
내장해야 한다며, 이번 합의처럼 사후 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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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단체 AAA22) 의 마셜 도니(Marshall Doney) 최고운영책임자는 자동차 벤더들이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첫 발을 딛은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번 합의가 소비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

22) 여행, 보험, 금융, 자동차 등 미국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서비스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비영리 언론단체

사물인터넷 보안 위협 동향

2.4.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로드맵: 국내 정부의 선행 대응
▒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사이버보안 위협이 대두됨에 따라 신속하게
관련 정보보호 정책을 발표(’14.10.31)
• 미래부는 기존 사이버공간에서의 보안 위협이 사물인터넷으로 인해 현실 세계로 전이 및 확대되고
있는 정황을 고려해, 새로운 사이버보안(정보보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
• 미래부는 보호해야 할 단말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보안 기술의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 사물인터넷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기획·설계 단계부터 사이버보안을 고려해야 하며, 사물인터넷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사이버보안을 기본 내재할 것을 지시
▒ 미래창조과학부의 사물인터넷 보안 전략은 ▲보안 내재화된 기반 확립(Security Native) ▲보안
선도기술 개발(Security Frontier) ▲보안 산업경쟁력 강화(Security Premier) 등으로 구성
▒ 보안 내재화된 기반 확립은 사물인터넷 산업을 7개 분야23) 로 규정하고 각 산업에 대해 공통적인
사물인터넷 보안 원칙을 수립하는 한편, 분야별로 세부 보안 고려사항을 개발해 업계의 수용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
• ’15년부터 추진되는 1단계 보안 내재화 사업에서는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상용화가 가장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홈·가전, 의료, 교통 분야에 보안 원칙을 우선 적용하고, 이후 ’16년에 나머지 산업
분야에 대한 보안 원칙 도입을 지원
• 정부가 제시하는 사물인터넷 보안 기준을 업계에 확산시키고자 정부와 기업이 협력 하에 민관합동기구
‘사물인터넷 보안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
• 사물인터넷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보안 관련 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새로 발견된 보안 취약점에 대해 사후관리 등 지속적인 관리지원 사업을 추진
•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주도의 인증 시스템

23) 홈·가전, 의료, 교통, 환경재난, 제조(공장), 건설, 에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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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으로 자율적인 활성화를 도모

▒ 보안 선도기술 개발은 사물인터넷의 3계층24) 별로 3개, 총 9개의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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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 계층에서는 ▲경량·저전력 암호 ▲기기 위·변조 방지용 보안 SoC(System on Chip)
▲사물인터넷 보안운영체제 등의 기술 개발을 추진
•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이종 네트워크 간 보안 게이트웨이(Gateway) ▲침입탐지 및 대응 시스템
▲원격 보안관제 등을 연구
• 플랫폼/서비스 계층에서는 ▲이용자 생체정보나 행동패턴을 인식하는 스마트 인증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사생활 보호 기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적응형 보안 솔루션 등이 주요 개발 대상
• 이 같은 기술 연구를 위해 7개 사물인터넷 분야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R&D 결과물에 대한
시험·검증을 통해 최종 원천기술 확보를 달성
• 미국, 유럽 등 사물인터넷 선도기술을 보유한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해 R&D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확보한 원천기술의 표준화 추진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도 모색

▒ 보안 산업경쟁력 강화는 사물인터넷 관련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보안 전문 기업 육성,
인력 양성 등 사물인터넷 보안 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이 목적
• 사물인터넷 보안 우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중소벤처 창업 및 육성 지원, 사물인터넷 융합보안
실증사업 등을 추진
• 사물인터넷 보안취약점을 발굴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한편, 보안업체와 사물인터넷 업체를
연결함으로써 사물인터넷 보안 적용사례를 확대
• 사물인터넷 7대 분야와 관련된 대학 학과에 대한 정보보호 기본교육 추진으로 융합보안 전문 인력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정보보호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심화교육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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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 7대 분야에 종사하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보안 교육과정을 운영

24) 단말(device), 네트워크(Network), 플랫폼/서비스(Platform/Service)

사물인터넷 보안 위협 동향

3. 결론 및 시사점
3.1. 산업별로 효과적인 보안 기준에 따른 정책 수립 필요
▒ 모든 것이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보안 위협은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사물인터넷은 수많은 산업 분야와 융·복합되어 혁신을 창출하는 기술 개념으로, 각 산업 분야별로
보안 위협요인과 대응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관된 사물인터넷 보안 기준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
• 현재 관련 업계의 보안 강화 노력은 대부분 특정 산업에서 사물인터넷 수용에 따른 보안 이슈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초보적 단계

▒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사물인터넷 관련 보안 강화 정책 추진 시 특정 산업군마다 다른 기준을 세워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
• 인터넷 보안 역시 소셜 미디어, 검색 엔진, 온라인 쇼핑, 뉴스, 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 보안 지침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사물인터넷도 유사한 접근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로드맵(’14.10)’과 같이 정부 및 민간이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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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정책 추진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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