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스마트 홈(smart home)은 유 ‧ 무선통신 환경을 기반으로 IoT(Internet of Things)와 센서(sensor) 기기를 결합한 홈 네트워크

(home network)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기술이다. 스마트 홈은 월패드(wall pad)를 통해 각종 조명제어와 에어컨과 가습기, 공

기청정기의 환경 제어, 보일러, 전기, 수도 등의 에너지 제어, 도어 및 도어 카메라 제어, 커튼, 음악, 공과금 관리 서비스 등을 쉽

고 편리하게 제어한다. 그러나 최근 월패드의 보안취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

라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홈의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월패드와 관련한 보안 취약원인

과 공격기술을 고찰하고 대응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스마트 홈의 개발뿐만 아니라 대응기술 개발의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고의 논리적 구성을 위해 2장은 스마트 홈과 공격 시나리오에 대해 알아보고, 3장은 공격 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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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스마트 홈(smart home)은 IoT(Internet of Things)와 센서 기술을 결합한 융합 기술로써, 가정에 편리함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스

마트 홈은 컨트롤 디스플레이 장치(control display device)를 통해 모든 기기들을 제어한다.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각종 조명 장치나, 에

너지 장치, 환경 장치, 전자기기, 커튼 등을 제어함으로써 편의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 홈은 월패드의 보안취약점을 이용한 

해킹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마트 홈과 관련한 공격기술을 고찰하고 대응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응용 및 대응

기술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 smart home is a convergence technology that combines the Internet of Things (IoT) and sensor technology, and provides conveni-

ence to the home. And this smart home controls all devices through a single control display device. Representative functions provide 

convenience by controlling various lighting devices, energy devices, environmental devices, electronic devices, and curtains. However,

recently, smart homes have become a social issue due to hacking accidents using the security vulnerabilities of the wall pad. Among 

these, it is a worrisome situation because it is not clear how to respond to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privacy infringement. 

Therefore,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future application and response technology development by examining 

attack technologies related to smart home and suggesting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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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4장의 성능 및 위험도 분석과 개선 효과를 알아보고, 마지막 5장의 결론 부분으로 이글

을 마치도록 한다.

2. 관련연구

2.1 스마트 홈(smart home)

스마트 홈은 가정 내에 가전 기기와 IoT 기기, 센서 기기들을 결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리고 컨트롤 디스

플레이 디바이스(control display device)라는 하나의 제어 장치를 통해 모든 기기들을 제어하고 있다. 최근 아이패드와 캘럭시

탭과 같은 스마트패드를 스마트 홈의 제어 장치로 사용하면서 이를 벽에 부착해놓고 사용하게 되어 ‘월패드’라 하는 지금의 장

치에 이르게 되었다. 컨트롤 디스플레이 장치는 향후 인공지능과의 결합 및 모션 감지 등 다양한 진화가 예상된다. 아직까지 스

마트 홈은 스마트폰이나 음성인식만으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1,2]. 국내 ‧ 외 스마트 홈 시장을 살펴보면, 해외 글로벌 기업인 

‘가트너(gartner)’사는 스마트 홈 시장이 향후 2025년까지 규모가 약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3]. 그리고 국내 기관인 

산업통산자원부의 백서에 따르면, 2022년 이후에 스마트시티와의 연계 통합 서비스(교통, 교육, 환경 등)를 예정하고 있어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4-7]. 이에 다음 소절에서는 월패드에 대해 알아본다. 

2.2 월패드(wall pad) 

스마트 홈은 하나의 ‘컨트롤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로 가정 내, 전자기기 및 각종 기기를 제어한다. 초기에는 리모컨이나 TV, 

스마트폰으로 시작해 지금의 스마트패드 형태인 월패드로 발전하였다[1]. 월패드의 기능은 도어락과 과금 관리, 기기 제어, 원격

검침, 가스, 난방제어, 도어 캠, 환기, 현관 센서, 욕실폰, 에어컨 등 다양한 기기 제어가 가능하다. 산업통산자원부의 2019, 2020

년도 백서에 따르면, 월패드는 웨어러블(wearable)과 모션 인식(motion recognition), AI(Artificial Intelligence)로 진화할 것으

로 보았다[4,6,8]. 하지만 월패드는 웹셀 공격에 의해 도어 캠(door cam)이 해킹되어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스마트 

홈의 보안취약점들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웹셀 공격기법에 대해 알아본다. 

2.3 웹셀(web shell)

월패드 공격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웹셀은 공격자들에게 기초적인 공격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웹셀은 간단한 스크립트 언어

로 만든 파일로 공격대상인 서버에 업로드된다. 그리고 이 파일이 실행될 경우, 공격자는 사용자 정보 및 권한을 획득함으로써 

서버를 장악한다[9]. 이와 유사한 공격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cross site script attack)과 SQL 인잭션 공격(injection 

attack)이 있다. 웹셀 공격은 서버를 직접 공격한다고 하기보다는 단지 내 네트워크로 침입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과 권한 획득을 

수행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웹셀 공격기법 외에 가능한 공격 시나리오를 알아본다. 

2.4 공격 시나리오

스마트 홈에 대한 공격 시나리오는 네트워크의 구성 및 환경에 따라 차이를 갖는다. 스마트 홈 네트워크가 외부와 연결되었는

지, 보안시스템을 배치하였는지, 어떤 중계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어떤 대응기술을 적용해야 할지를 결정된다. 이에 

대해 가능한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들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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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1 : 단지 내에 관리 서버가 외부 인터넷과 연결될 경우를 가정해본다. 관리자가 외부에서 관리 서버에 접속하고자 

한다면, MITM(Man In The Middle) 공격으로 관리자 계정 정보의 유출이 가능하다. Fig. 1과 같이 공격자는 획득한 계정 

정보를 통해 관리 서버를 탈취한 후, 월패드 공격이 가능하다[10].

∙ 시나리오 2 : 단지 내 관리 서버가 외부 인터넷과 연결될 경우를 가정해본다. 악성코드가 관리 서버 내에 침투했다면, Fig. 1

과 같이 단지 내에 모든 월패드와 컴퓨터들은 악성코드에 의해 통제가 가능하다[10,11]. 

∙ 시나리오 3 : 단지 내 관리 서버가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고,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를 가정해본다. 단지 운

영을 위한 별도의 보안 전문인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Fig. 1과 같이 원격관리를 받아야 할 경우, 이를 악용한 관리

자 공격이 가능하다[10]. 

∙ 시나리오 4 : 내부자가 공격자일 경우를 가정한다. 스마트 홈은 IoT 기기나 센서가 추가될 경우, 사용자는 월패드를 통해 등

록해 주어야 하는데 관리자 권한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공격자는 월패드의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기 위

해 공격을 시도한다[11,12]. 월패드의 제어가 가능하다.

∙ 시나리오 5 : 내부자가 공격자일 경우를 가정한다. LAN에서의 공격 성공률은 매우 높기 때문에, LAN으로 구축된 단지 내 

네트워크에 대해 다양한 LAN 공격(공유(shared) 공격, 스크립트(script) 공격, 악성코드(malware) 공격, 방해(interrupt) 공

격 등)이 가능하다[12]. 관리 서버를 비롯 월패드의 제어가 가능하다.

스마트 홈에 대한 공격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알아보았다. 앞서 2.4절에서 언급한 공격 시나리오는 가장 기본

적인 것으로 이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3장에서는 앞서 공격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Fig. 1. Attack scenario

3. 스마트 홈 공격의 대응 방안 제안

3.1 사용자 인증 도입 방안의 제안

스마트 홈의 월패드는 가구 내 모든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IoT 기기, 센서 기기를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 공격을 전제할 

경우, 월패드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가구 내 구성원으로만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용자 인증 방안을 통해 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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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1번과 5번에 대해 대응한다. 대응계획은 내부자에 대한 인증을 통해 권한의 제한과 역추적 자료를 확보한다. 자산의 대상은 

단지 내 시스템으로 이에 따른 위험 요인은 내부자에 의한 모든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로 인

한 가능한 공격위험은 재사용 공격 및 위장 공격, 사전공격 등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 컨트롤 디스플레이 장치에 인증체계 적용을 제한한다.(Fig. 2의 간단한 패스워드 및 생체인증을 제안) 

∙ 사용자 인증을 통해 LAN 내부 공격에 대응력을 높인다. 

∙ 사용자의 관리자 권한 사용 시, 다른 인증정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동일 패스워드의 재사용 공격(replay attack)에 따른 

문제를 해결한다. 

∙ 관리 서버의 빈번한 임의 접속에 Fig. 2의 커버로스 인증기술로 공격자에 의한 가로채기 공격 및 위장 공격에 대응한다. 

Fig. 2. Apply countermeasures

3.2 보안 모델 적용 방안의 제안

다양한 단지 내 네트워크의 환경을 고려한 보안 모델링을 통해 보안성과 효율성,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Fig. 2와 같은 보안 모

델을 통해 시나리오 1번과 2번, 3번, 4번, 5번에 대해 대응한다. 대응계획은 네트워크의 보안 모델 적용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형

화된 대응 계획을 수립한다. 자산의 대상은 단지 내 시스템으로 이에 따른 위험 요인은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의 예상치 못한 취

약점으로 가능한 공격위험은 스니핑과 스푸핑 공격과 탭핑, 서비스 거부공격, 공유 공격 등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 모든 네트워크는 보안 모델(아파트의 연식에 따라 네트워크의 구축방식 및 기기, 성능 등의 차이를 갖고 있어 이에 따른 네

트워크의 보안 모델 적용을 통한 구별된 보안대응이 필요)을 적용한다. 

∙ 네트워크는 중앙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구축하고, 보안시스템을 배치(WAF(Web Application Firewall), IPS(Intrusion Pro-

tection System), 백신 등)한다.

∙ 네트워크를 분리하기 위해 브리지(bridge) 또는 망 분리[13]를 통해 보안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 월패드에 홈 게이트웨이(home gateway)의 설치 및 운용을 통해 가구별 접근통제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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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권한 제한 방안의 제안

월패드의 관리 권한을 사용자가 상시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용자 권한을 유지하면서, IoT나 센서, 전자

기기 등의 추가 및 삭제가 필요할 경우로 관리자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권한 제한 방안을 통해 시나리오 3번과 4번

에 대해 대응한다. 대응계획은 월패드에 대한 권한을 제한한다. 자산의 대상은 단지 내 시스템으로 이에 따른 위험 요인은 월패

드에 대한 관리자 권한으로써, 이로 인한 가능한 공격위험은 관리자 위장 공격 등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 컨트롤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 권한을 관리자 권한이 아닌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며 임의 조정 시에만 관리자 권한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 사용자 권한의 중앙관리와 관리적 보안대응 체계를 통해 사용자의 부주의나 시스템 오동작, 오남용에 대응한다. 

∙ 관리자는 사용자의 월패드의 사용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3.4 웹셀의 감지 방안의 제안

웹셀은 악성코드 형태로 특정 파일에 숨겨져 이를 탐지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러한 악성 코드가 심어진 파일이 웹 브라우저의 

요청에 의해 활성화되면서 실행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웹셀 감지 방안을 통해 시나리오 2번과 3번, 5번에 대해 대응한다[14]. 

대응계획으로는 웹셀의 감지를 통해 웹셀의 유입을 미리 차단한다. 이에 따른 위험 요인은 웹셀의 유입에 의한 관리자 권한의 획

득으로써, 이로 인한 가능 공격위험은 공격자의 관리자 권한 획득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 최신 보안패치 및 업데이트를 유지한다. 

∙ 불필요한 웹서버 기능의 비활성화(exec(), eval()m, shell_exec(), assert() 등)한다. 

∙ 민감한 디렉터리 명의 수정(손상 및 조작된 파일 업로드 방지를 위해 비활성화)한다.

∙ 불필요한 플러그인의 비활성화를 한다.

∙ 방화벽 배치(WAF(Web Application Firewall)는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필터링하여 웹 셸과 악성 페이로드가 생태계에 

주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한다.

∙ 파일 무결성을 확보와 취약점을 스캔한다. 

4. 성능 분석 및 개선 효과

4.1 성능 분석

4.1.1 위험도 분석

1) 위험 요인

앞서 3장의 제안에서 시나리오별 위험 요인들을 다음의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위험 요인은 네트워크의 침해 범위 및 공

격유형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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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reat factor

공격 시나리오 위험 요인

1
∙ 모든 시스템에 접근허용(재 사용 공격, 위장 공격 사전공격 등)

∙ 네트워크 공격 허용(스니핑, 스푸핑, 탭핑, 서비스 거부공격, 공유 공격 등)

2

∙ 모든 시스템에 접근허용(재 사용공격, 위장공격 사전공격 등)

∙ 네트워크 공격 허용(스니핑, 스푸핑, 탭핑, 서비스 거부공격, 공유 공격 등)

∙ 웹셀에 의한 관리권한 획득

3

∙ 관리자 위장 공격

∙ 네트워크 공격 허용(스니핑, 스푸핑, 탭핑, 서비스 거부공격, 공유 공격 등)

∙ 웹셀에 의한 관리권한 획득

4
∙ 관리자 위장 공격

∙ 네트워크 공격 허용(스니핑, 스푸핑, 탭핑, 서비스 거부공격, 공유 공격 등)

5

∙ 인증체계 도입, 보안 모델, 웹셀 방지

∙ 네트워크 공격 허용(스니핑, 스푸핑, 탭핑, 서비스 거부공격, 공유 공격 등)

∙ 웹셀에 의한 관리 권한 획득

2) 위험 강도

시나리오별 위험 강도는 침해 범위와 대상으로 하였으며, 강도 수준을 Table 2와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2. Risk intensity

강도 구분 강도 수준 강도 내용

전체 침해 4 ∙ 전체 네트워크의 침해

일부 침해 3 ∙ 일부 네트워크 또는 특정 시스템의 침해

일부 시스템 2 ∙ 치명적이지 않은 침해

영향 없음 1 ∙ 공격으로 이어지지 못한 시도

3) 위험 빈도

사이버공격의 경우, 알려진 공격과 달리, 횟수와 피해를 알 수 없는 소극적 공격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를 비교하기에는 다

른 위험 빈도와 차이를 갖기 때문에 시나리오의 위험 빈도는 공격 횟수가 아닌 공격유형에 따른 의도성을 통해 빈도 수준을 

Table 3과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3. Risk frequency

빈도 구분 빈도 수준 빈도 내용

빈도 높음 4 ∙ 의도적이며, 타겟이 정해진 공격(DoS, DDoS, 관리 권한 획득, 탭핑, 스푸핑, 사전공격 등)

빈도 있음 3 ∙ 의도적이며, 타겟이 정해진 공격(재사용 공격, 위장 공격, 스니핑, 공유 공격, 사용자 권한 획득 등)

빈도 낮음 2 ∙ 의도적이지만, 미흡한 공격(스니핑 등) 

빈도 없음 1 ∙ 비의도적이며, 공격으로 이어지지 못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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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도 산출

위험도는 앞서 위험강도와 빈도를 통해 산출하였으며, 산출 범위는 1~16까지 나타내고 있다. 

Table 4. Risk measurement

강도 영향 없음 일부 시스템 일부 침해 전체 침해

빈도 수준 1 2 3 4

빈도 없음 1 1 2 3 4

빈도 낮음 2 2 4 6 8

빈도 있음 3 3 6 9 12

빈도 높음 4 4 8 12 16

5) 위험도 평가

Table 5와 같이 제안 방안의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이중 가장 위험도가 높은 시나리오는 2번으로 이번 월패드의 웹셀 해킹 사

고와 동일한 시나리오로서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장 높은 ‘중대한 위험’에 포함됨을 알 수 있었으며, 시나리오 

3과 4번은 아파트 단지 내 사용자인 주민과 관리자에 의한 소극적 공격에 대해 가장 낮은 위험도인 “일부 대응이 필요한 위험”을 

나타냈다. 3장의 각 시나리오 별 대응 방안의 실행을 통해 위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위험 수준은 ‘1~3’에 이르게 되었다. 다음 

소절에서는 3장의 대응 방안에 대해 분석해본다.

Table 5. Risk estimation

위험 수준 관리기준 공격 시나리오

1~3 주의해야 할 위험 ∙ 위험에 대해 주의해야 함.

4~6 일부 대응이 필요한 위험 ∙ 소극적 대응 3,4

8 대응이 필요한 위험 ∙ 즉각적이고 소극적 대응 5

9~12 대응이 필수인 위험 ∙ 즉각적이고 적극적 대응 1

12~16 중대한 위험 ∙ 대응 불능에 따른 정지 2

4.1.2 사용자 인증 도입에 따른 효용성 분석 

스마트 홈의 가구 내, 월패드를 통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인증은 자동화에 따른 번거로운 절차일 수 있다. 하지만 인증이 없이 

누구나 가구 내에만 있다는 조건만으로 사용이 자유롭게 될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증의 의미는 내부 공격자로

부터 월패드와 같은 컨트롤 디스플레이 장치의 보호가 목적이다. 간단한 인증만으로도 다양한 내부 공격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특히 공유(shared)공격과 이미 인가된 자로 등록된 가구 구성원 및 관리자 공격에도 효과적이다. 월패드의 하루 사용 시간

을 고려해본다면, 인증기술의 적용은 월패드 뿐만 아니라, 단지 내 관리 서버에 대해 인증성(authentication)과 안전성(stability), 

접근 통제성(access control), 투명성(transparent), 신뢰성(reliable)을 제공한다. 그리고 커버로스(kerberos) 인증은 아래 수식과 

같이 암호화를 통한 기밀성을 제공함으로써, MITM 공격과 같은 가로채기(intercept) 공격유형에 효과적이다. 또한 임의 접속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아래 암호화 및 티켓을 통해 세션(session)마다 인증을 수행함으로써 대응 효과가 크다[15].

∙ 월패드 이용자 로그온마다 한번 : C → AS: IDc||IDtgs, AS→C: E(Kc, Tickettgs)에서 식별 인증정보는 암호화 키를 통해 티켓

과 함께 암호화되어 인증 시스템으로부터 발급받는다. 이는 MITM 공격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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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유형마다 한번 : C → TGS: IDc||IDV||Tickettgs, TGS→C: Ticketv를 통해 티켓 서버로부터 통신하고자 하는 자와의 

공개키를 발급받아 특정 서비스에 대해 인증 확인이 가능해 월패드의 과금 서비스에 대한 관리 서버의 접속을 용이하게 한다. 

∙ 서비스 세션마다 한번 : C → V: IDc||Ticketv 

Tickettgs =E(Ktgs,[IDc||ADc||IDtgs||TS1||Lifetime1])

Ticketv =E(Kv,[IDc||ADc||IDv||TS2||Lifetime2]) 

티켓을 통해 세션마다의 인증 수행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연결이 가능하다. 수식에 관련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TGS: ticket 

granting server 인증 승인 서버, AS: 인증 서버, V: 서버, ADc: C의 네트워크 주소, C: 클라이언트, Kv: AS와 V가 공유하는 비밀 

암호화키, IDc: C에 있는 사용자의 식별자, IDv: V의 식별자) 

4.1.3 네트워크의 보안 모델 적용에 따른 분석

아파트 단지 내, 네트워크의 구성은 준공 연도별, 지역별, 규모별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간단한 일이 아니다. 또한 아파트 단

지별 네트워크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보안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대응이다. 따라서 단지별 네트워크의 상

황을 고려해 모델링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네트워크 보안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Fig. 2는 일

반적인 보안 모델로 대부분의 단지 내, 네트워크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안성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

으며, 이를 기피하려는 단지들로 인해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4.1.4 권한 제한에 따른 분석

공격자는 내 ‧ 외부에 모두 존재하지만 외부에만 치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내부 사용자의 권한이 지나치게 높아 관리자의 

권한을 갖고 있다면, 이는 공격자의 타켓이 된다. 그리고 불필요한 권한들을 제한함으로써, 내부 공격에도 효과적인 관리와 대응

이 필요하다. 따라서 월패드의 사용 권한에 있어, 사용자 권한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격위험으로부터 기초적인 대응 방안이 된다. 

새로운 기기나 관리자 권한이 임의적으로 필요할 경우, 인증체계에 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불필요한 관리자 권한

으로 인한 공격을 차단할 수 있다. 

4.1.5 내 ‧ 외부자의 접근통제에 따른 분석

스마트 홈 서비스를 사용하고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사용자는 가구 구성원만으로 제한할 수 없다. 단지 내 내부 사용자를 가장

한 내부 공격의 경우, 서비스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가구 내 사용자로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스마

트 홈 서비스를 제어하는 컨트롤 디스플레이 장치에 대한 접근을 Fig. 2와 같이 홈 게이트웨이로 제한함으로써 내 ‧ 외부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월패드에 보안성과 인증성이 함께 제공될 경우,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4.2 개선 효과

3장의 제안 방식들이 어떤 개선 효과가 있는지 Table 6으로 정리하였다. 

∙ 인증성(authentication) : 제안 방식은 사용자 및 관리자에 대한 인증체계 구축으로 내부 공격에 대한 인증성을 제공한다. 따

라서 전체 네트워크를 고려해볼 때, 인증체계는 내부 공격자뿐만 아니라 외부 공격자를 제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관리 

서버의 커버로스 적용과 월패드의 생체인증 적용은 인증성을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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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성(security) : 제안 방식은 네트워크의 보안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환경과 조건에 맞도록 제공한다. 안전

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대응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향상된 네트워크 운용이 가능하다. 일괄 적용이 아

닌 적절한 보안 모델 구축은 네트워크에 투명성과 보안성을 제공한다. 

∙ 접근통제(access control) : 접근통제는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기능으로써, 단지 내, 적용 시 관리 서버의 외부 

접근을 차단하는데 효율적이다. 특히 외부로부터의 DoS(Denial of Service) 공격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따라서 관

리 서버의 보호뿐만 아니라, 가구별 보호를 위해 접근통제가 가능한 홈게이트웨이를 설치함으로써 내부 공격에 대응 효과

를 높일 수 있다. 

∙ 재공격(second attack) 대응성 : 공격자가 내부 사용자나 관리자인 경우, 인증과 접근통제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미 이들은 인가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재공격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IPS와 같은 보안시스템

을 배치함으로써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Table 6. An improvement effect

구분 제안 방안의 대응 효과

인증성 ∙ 사용자 인증 강화로 내부 공격에 대응

보안성 ∙ 보안 모델에 따른 보안성 강화로 MITM 공격에 대응

접근 통제성 ∙ 외부자의 단지 내 접근을 차단 대응

재 공격 대응성 ∙  내 ‧ 외부자의 재공격 시, IPS 등의 대응

5. 결 론

스마트 홈은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기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가정에서 편리함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 

친숙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홈오토메이션 서비스(home automation service)를 시작으로 진화를 거듭하면

서,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결합한 서비스로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하지만 월패드의 해킹사고로 인해 스마트 홈 기술의 취약점이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우려와 함께 대응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와 이에 따른 대응 방안들을 제안함으로써 개선된 성능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현실성을 고려해 볼 때,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앞으로 스마트 홈의 IoT 기기 및 센서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취약점에 대한 공격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 가운데, 스마트 홈과 관련한 보안 취약원인을 알아봄으로써, 효율적인 해결방안 마련과 향후 대응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스마트 홈 기술의 진화에 따른 응용기술들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다양한 기술들에 따른 취약요인들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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