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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oT 보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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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oT 보안 위협 
 

개인용 IP카메라의 암호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피해 발생 

• 전세계 IP 카메라 7만 30 13대 
해킹 피해 발생 

• CCTV 영상 탈취 사건으로 사생활 
개인정보 유출 위험 

IoT 기기를 대상으로 한 
악성코드(Mirai Botnet) 등장 

• 트위터, 아마존, 페이팔 등 주요 
대형 포탈 서비스 중단 사고 발생 

• IoT기기 49만 30 0 0여개 이상  
감염 

 

버스정보안내시스템 B IT 해킹 

• 여수시 버스정류장의 B IT를 해킹  
하여 음란 동영상 재생 사고 발생 

• 원격제어기능 무력화로 임대망의 
위험 노출 피해 발생 

개인용 IP 카메라 해킹 스마트 홈 해킹 

서울시 강서구 ㅇㅇ 아파트 
스마트 홈서버 해킹 

• 아파트 스마트홈 서비스 마비 
• 일부 세대 도어락 비밀번호 탈취 
• 피싱 경유지로 이용 

미라이/사토리 봇넷 해킹 여수 버스정류장 B IT 해킹 



글로벌 마켓 내  IoT 기기 취약점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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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oT 법제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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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기 취약점 점검 

 네트워크 취약점 진단 
     - 네트워크 서비스 확인 및 취약점 진단 
     - 통신 암호화 프로토콜 등 안전성  
     - 사용자 계정 안전성  
     - OWASP 기반의 인터페이스 취약점 진단 

 
 펌웨어 점검 및 리버싱 기반의 시스템 취약점 
분석 

 외부 포트 및 내부 포트(UART,JTAG등) H/W 
취약점 진단 

 최신 취약점 정보를 바탕으로 외부에서 동적 
진단 

 발견된 취약점들의 유사성 분석 
 발견된 중요한 취약점에 대해 문제 해결 방안 
제시 

 취약점 특정과 위험성을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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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oT 취약점 분석 
 



점검 항목 설 명 

네트워크 서비스 취약 포트나 , 불필요한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경우, 이를 통한 침입 가능성 존재 

네트워크 통신 암호화 및 
인증 

중요정보 통신 간 암호화 미적용시 패킷 스니핑 및 위·변조의 위험에 노출되며 신뢰 
할 수 없는 인증서 및 취약한 인증서를 사용시 패킷 스니핑 및 패킷 위·변조 위험  

데이터 보안 기기에 저장되는 중요 정보 확인 및 정보 접근 통제 여부 및 이에 대한 취약점 확인  

계정 관리 제품 초기 인증 정보 변경을 강제화 하지 않을 경우, 추가 인증 부재 시, 관리자 계정 
패스워드 정책 강도가 낮을 경우 유추 또는 무작위 대입 공격으로 계정탈취 가능 

어플리케이션/웹 취약점 어플리케이션/앱의 보안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인증체계 우회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내부 정보 추출이나 제어권 탈취 등이 가능 

펌웨어 업데이트 
공개된 취약점이 존재하는 펌웨어 버전의 경우, 악용할 가능성이 존재  
암호화가 취약한 펌웨어의 경우 역공학을 이용 내부 정보 추출 이나 취약점 접근 
가능성 존재 

H/W 취약점 외부 인터페이스( LAN, usb등) 및 내부 포트( UART, JTAG)의 보안 설정 취약으로 
인한 내부 시스템 접근 및 중요 정부 유출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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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oT 취약점 분석 
 



점검 항목 설 명 

MITM 유무선으로 연결된 두 기기들 중간에 침투하여 기기간 전송되는 제어 명령 또는 
데이터를 스니핑하고 제어 명령 및 데어터 패킷을 위변조 가능  

RCE 인가 받지 않은 사용자가 기기의 취약점을 이용해 원격으로 접속하여 제어권 탈취 및 
악성 코드등을 실행 가능하게 하는 취약점 

BOF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 정해진  메모리 공간을 초과한 입력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에러를 유도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요 정보를 탈취하거나 악성 코드 실행 가능 

Information 
Disclosure 부적절한 보안 설정 및 권한 설정 시, 사용자 계정 정보 등 주요 정보 노출 위험 

Improper 
Authentication  

인증 과정의 취약점 또는 하드코딩 및 숨겨진 계정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권한을 
우회하여 장비의 인터페이스 완전한 제어 가능  

Command Injection  서버의 처리 과정 중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필터링 없이 구조나 문법적인 
데이터로 해석되는 경우, 임의의 명령을 주입해 의도하지 않는 행위 가능  

XSS 입력 데이터에 대한 검증과 웹 브라우저 내의 페이지 출력 시 검증 과정이 없는 경우, 
악성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사용자의 쿠키 또는 세션 탈취 및 페이지를 변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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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oT 취약점 분석 
 



 시나리오 기반의 시스템 모의 테스트 

 발견된 취약점들을 연계하여 실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도출 

 외부 공격자가 실제 공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약점 분석 

 공격 대상의 사전정보 수집 후 특화된 시나리오를 
통한 공격 테스트 

 공격자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의 공격 기법 
적용 

2 모의 침투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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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oT 취약점 분석 
 



 Bluetooth/Wi -Fi/Zigbee 프로토콜 지원 

 LTE  프로토콜 추가 검토중 

 무선 프로토콜에 최적화된 퍼징 솔루션 

 동적 블랙박스 테스팅 기반의 취약점 분석 기술 

 비정형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여 취약점 및 오동작 
탐지 

 기존 랜덤 퍼징 방식이 아닌 프로토콜 상태를 
고려한 스마트 퍼징 기법으로 취약점 탐지 성능 
향상 

 크래시 유발인자 기반 자기 학습형 반자동 취약점 
검출 모듈 

 테스트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 DB화 

3 퍼징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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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기 취약점 
발견 패킷 

무선 CVE POC 
코드 

해킹 툴에서 사용된 
패킷 

Local vector 
취약점 

R em ote vector 
취약점 

무선 프로토콜 
취약점 

취약 패킷 수집 

Fuzzing Tester 

Target Vehicle 

무선 프로토콜 전반에 대한 퍼징이 아닌 취약 패킷을 퍼징 seed set 으로 

사용하여 탐지율 및 탐지 속도 향상 ▲  

퍼징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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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르마의 IoT 취약점 분석 
 



월패드 취약점 점검 X사 AP에 대한 취약점 점검 

DNS Spoofing 공격을 이용하여 월패드에 취약한 펌웨
어 설치 후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여  IoT 기기를 인증 없어 
제어 가능  

월패드 및 연결된 IoT 기기( 도어락, 스마트 전등, 가스밸
브 등 )에 대한 취약점 점검 

노출된 중요 설정 정보들을 이용하여 Login Bypass 가능 
로그인 없이 관리자 메뉴 접근 및 연결된 기기에 대한 공격 
가능 

X사 AP의 Base URL 확인 시 중요 설정 파일 정보가 노
출되어 있으며  별다른 권한 없이 접근 가능 

국내 S통신사 AP에 대한 취약점 점검 V사 CCTV에 대한 취약점 점검 

기기 보드에 UART 연결 후 특정 명령 실행 시 관리자 
계정, 사용자 계정, WiFi 접속 비밀번호등 중요 정보 노
출  

국내 S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AP에 대한 취약점 점검 

관리자 권한 획득 및 인증 없이 저장된 파일 및 사진 접근 가능 

CCTV에 기기에서 중요 정보( 동영상 및 사진 ) 유출에 대한 취
약점 확인 

1 IoT 기기 취약점 테스트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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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르마 IoT 취약점 분석 성과 
 



H사 S모델 블루투스 퍼징 테스트 L사 D 모델 블루투스 퍼징 테스트 

지속적인 에러 팝업 발생 및 공격자가 조작 가능한 에러 팝
업 발생 payload에 비정상적인 문구 입력 시 crash  발생 

블루투스 L2CAP 프로토콜 형식의 비정상적인 입력
( Malformed/Crafted ) 패킷 생성 후 퍼징 테스트 실행 

공격 시 crash 발생으로 인한 블루투스 기기 정보 창 및 연
결에 오류 발생 

블루투스 L2CAP 프로토콜 형식의 비정상적인 패킷 
생성 후 퍼징 테스트 및 Message injection 공격 실행 

카쉐어링 서비스 S사의 WiFi  취약점 점검 도청 취약점( K사 K모델) 점검 

WiFi 연결된 스마트의 포털사이트 접속 시 계정 정보 탈취 
내장된 S사 네비 어플 실행시 목적지 및 경로정보 탈취 

카세어링 서비스 회사인 S사 공유차량내 내장된 WiFi 
서비스  
중간자 공격 테스트 

페어링 시 인증 없이 제어 권한 탈취 후 음성 데이터 도청 가
능 

블루투스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이어셋 도청 가
능 확인 해당 취약점을 차량 네비게이션 블루투스에 실행 

2 차량 취약점 테스트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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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르마 IoT 취약점 분석 성과 
 



블루투스 이어셋 도청 블루투스 연락처 및 통화 목록 탈취 
블루투스 L2CAP , RFCOMM, SCO 프로토콜 취약점을 이
용한 
이어셋 및 네비게이션 원격 조작 및 음성 제어 

블루투스 L2CAP 및 RFCOMM 프로토콜 취약점을 이
용한  
스마트폰 연락처 및 통화목록 리스트 탈취 

중간자 공격을 이용한 신용카드 결재기 
해킹 중간자 공격을 이용한 스마트워치 해킹 

카드결제기 중간자 공격을 이용한 신용카드 결재 정보 
탈취 및  
이를 이용한 카드결재기의 결재 정보 변경 가능  

스마트워치 중간자공격을 통한 메시지( 문자, 카카오톡, 
위쳇등)  
정보 탈취 가능 

3 블루투스 취약점 테스트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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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르마 IoT 취약점 분석 성과 
 
















위협 정리 DB 

취약점 DB 

보안가이드 문
서 

 위협에 대한 효율적인 분석 및 
활용 능력 향상 

 위협 대응 시스템 운영 체계화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보안 강화 
 다른 시스템에 적용 및 기능 
확대 

 위협 업데이트 및 개선 
 이 기종에 발견된 취약점 및 
보안 대책 결과 업데이트 

서비스 확대 
 시스템 적용 및 성능 검증 
 성능 개선 및 보안 방안에 대한 
연구 

시스템 적용 및 검증 

체계적인 위협 관리 

방법론 정의 
위협에 대한 연구 분석 
내용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보안 위협 DB 
보안 모듈 
보안 점검 가이드 

Data Base 

4 IoT 보안 및 위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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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르마 IoT 취약점 분석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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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oT Care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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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oT Care 개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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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oTCare 네트워크 구성  
 

방화벽 

백본  
L3 스위치 

일반  
L2 스위치 

Internet 

NAS 
CCTV 
카메라 

주차유
도 
카메라 

출입통제 
카드리더 

AP 
공유기 



IoTcare Sensor 네트워크 스캐닝 

유선 네트워크 스캔 
스케쥴링에 의한 정기적인 
스캐닝 
호스트 및 포트 탐지, 변경내역 
확인 
 
W iFi 네트워크 스캔 
주변 무선 신호 스캐닝 
AP 및 AP 연결된 Station 탐지 
 

블루투스 스캔 
주변 블루투스 장치 스캐닝  
장치 종류, 버전, 신호세기 
위험도 
스캐닝 

유선 스캔 

무선 스캔 

8. IoT Care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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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공격 취약점 
탐지 

탐지 가능한 네트워크 공격 
유형 
- AR P Spoofing 
- DNS Poisoning 
- ICMP R edirection 
- Backdoor 
- Zom bie Host 
- Mining Nodes 

8 . IoT Care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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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 조치 및 차단 
기능 

취약점 조치 이행 
취약점 조치 가이드를 통한 
취약사항 해결 조치 이행 
이행 후 조치 사항 기록 관리 
 
차단 기능 
취약점 등급에 따른 자동 차단 
비인가 장비 발견 시 자동 차단 
 

무선 차단 관리 
취약한 B luetooth 기기 사용 차단 

8 . IoT Care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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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기기들의 자산 통합 
관리 

자산 식별 
검색된 기기의 식별 
타입/모델/OS/네트워크/상태 
정보 
 
자산 정보 DB화 
기기 정보를 누적하여 통합 
관리 
 

사용자 그룹 지정 
자산에 대한 사용자(그룹) 매칭 
그룹별 자산관리 기능 
 
자산 통제 
탐지된 자산의 비인가 장비 
통제 
사용 인가 등록 

8 . IoT Care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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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분석 
서버 

Scan Device 학습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 스캔 
데이터를 서버에 누적 학습 
 
Device 자동 분류 
자동으로 기기 타입/모델/ 정보를 
판단하여 자동 분류 
 

분류 별 취약점 진단 매칭 
분류된 기기에 대한 최적화된 
취약점 진단 코드 실행을 통한 
최적화된 취약점 점검 
 
진단 및 차단 내역 학습 
탐지 내역 재학습을 통한 
데이터누적 
 

8 . IoT Care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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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사무실 등 원격지 CENTER  

Network 

IoT Care Sensor IoT Care Server 

Router 
Switch Hub 

Router 

Switch Hub 

8 . IoT Care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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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oTcare 활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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