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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기기ㆍ설비ㆍ장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기본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6

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험 결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이하 “정보보호인증”이라 한다)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시험대행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 및 정보보호인증 취소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정보보호인증ㆍ정보보호인증 취소의 절차 및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3� ~� 제60조의9

-� 제60조의3(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제60조의4(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60조의5(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
제60조의6(정보보호인증의 사후관리),� 제60조의7(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60조의8(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제60조의9(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제7조

-� 제4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제5조(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6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제7조(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 인증기준

인증기준 고시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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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보호인증 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이하 ”정보보호인증“)은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IoT� 기기와 관리·제어 등의 목적으로 IoT� 기기와 연동하는 IoT� 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보보호인증은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중대한 위험성을 가져오는 기기·설비·장비(이하 ”IoT� 기기“)와 관리·제어
등의 목적으로 IoT� 기기와 연동하는 IoT� 앱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정보보호인증 시 정보보호인증 대상의
운영환경인 데이터 전송구간,� 클라우드 서버·플랫폼이 시험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 정보보호인증 대상 ▮

▮ 분야별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
분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가전 분야
스마트 홈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멀티미디어 제품,� 주방가전 제품 또는 생활가전 제품 등의

가전제품 또는 그 제품에 사용되는 기기ㆍ설비ㆍ장비

교통 분야

다음 각� 목의 제품 등에 사용되는 기기ㆍ설비ㆍ장비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

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른 드론,�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선박법」�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금융 분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

스마트도시 분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사용되는 기기ㆍ설비ㆍ장비

의료 분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통신기능을 보유한 기기ㆍ설비ㆍ장비

제조·생산 분야
제품의 제조ㆍ생산 또는 용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어ㆍ점검ㆍ측정ㆍ탐지 등의 용도로 사용

되는 기기ㆍ설비ㆍ장비

주택 분야 「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중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기기ㆍ설비ㆍ장비

통신 분야 「전파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중 유·무선으로 통신이 가능한 방송통신기자재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2(별표 1의3)

상기에 명시된 분야별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 관련 인증·시험을
받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은 인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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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보호인증의 유형 및 표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은 요구되는 보안요구사항 수준에 따라 3가지의 인증유형(라이트,� 베이직,� 스탠

다드)으로 구분되며,� 인증신청인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취급하는 정보의 중요도,� 노출·변조에�

대한 민감도,� 서비스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인증유형을 선택하도록 권고합니다.�

정보보호인증은 요구되는 보안수준에 따라 라이트(Lite),� 베이직(Basic),� 스탠다드(Standard)의 3가지의

인증유형으로 구분된다.� 인증신청인은 IoT� 기기에 대해 3개의 인증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인증유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인증유형의

인증서가 발급된다.

IoT� 앱은 베이직(Basic)� 인증유형이 적용되고 IoT� 기기의 관리·제어 등을 위한 연동,� 안전한 IoT� 앱 개발

및 동작을 위해 요구되는 인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인증서가 발급된다.� 또한,� IoT� 기기 및 IoT� 앱이�

신청된 인증유형(IoT� 앱은 베이직만 해당됨)에서 요구되는 인증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해당 인증유형에 포함

되지 않은 인증기준을 추가적으로 만족하는 경우 신청된 인증유형에 ‘+’가� 표시된다.

▮ 정보보호인증의 유형 ▮�
인증유형 내용 비고

라이트
단순 해킹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 보안조치 수준

(개인정보를 수집·저장·전송 등 취급 시 라이트 신청 불가)
센서 등 펌웨어 기반의 소형

IoT� 기기에 적합
(라이트+) 라이트 등급의 인증기준 및 추가 인증기준 포함

베이직
중요정보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노출방지에 대응할

수 있는 일반적인 보안조치 수준 저사양 OS를 탑재한 중소형

IoT� 기기에 적합
(베이직+) 베이직 등급의 인증기준 및 추가 인증기준 포함

스탠다드
고도의 해킹공격에 대응할 수 있고 국제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한 종합적 보안조치 수준 중대형 스마트가전 제품 등

IoT� 기기에 적합
(스탠다드+) 스탠다드 등급의 인증기준 및 추가 인증기준 포함

정보보호인증 취득 시 인증표시를 인증을 받은 IoT� 기기 등에 부착이 가능하며,� 인증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동일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정보보호인증의 표시 ▮�
스탠다드(Standard) 베이직(Basic) 라이트(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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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보호인증 체계

정보보호인증 체계는 역할과 책임에 따라 정책기관,� 인증기관,� 시험대행기관,� 인증신청인,� 사용자 등으로

구분됩니다.� 정책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시험대행기관(필요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 등 기관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정보보호인증 체계의 조직 및 역할 ▮

구분 기관 비고

정책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인증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시행

인증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인증기준 개발

•시험방안 마련 및 시험결과 검증

•인증품질 관리,� 인증 및 취소,� 인증서 관리 등

•정보보호인증 시험을 수행(필요한 경우)

시험대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정보보호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대신하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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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보호인증 절차

정보보호인증 절차는 인증신청 이전 사전준비 단계,� 인증신청 단계,� 시험업무 수행 단계,� 인증서 발급

단계,� 인증서 발행 이후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됩니다.

정보보호인증을 받고자 하는 인증신청인은 정보보호인증 신청서와 본 해설서의 제2장(제출물 요구사항)에

명시된 제출물을 인증기관에 제출한다.� 인증기관은 정보보호인증 신청서 및 제출물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다.� 제출물 검토 및 보안기능 시험을 통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정보보호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며,� 필요 시 미흡한 항목에 대해 신청인에게 보완조치를 요청한다.� 인증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결과보고서 검토 후 인증서를 발급한다.

▮� 정보보호인증 단계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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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보호인증기준의 구성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기준(이하 ”정보보호인증기준“)은 인증영역,� 인증기준 및 설명,�

인증유형으로 구성됩니다.� 각� 인증기준은 인증유형(라이트,� 베이직,� 스탠다드)에서 요구되는 보안요구

사항 수준에 따라 적용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인증기준은 인증영역,� 인증기준 및 설명,� 인증유형으로 구성된다.� 각� 인증기준은 적용대상 IoT� 기기의

인증유형(라이트,� 베이직,� 스탠다드)� 및 IoT� 앱의 인증유형(베이직)에서 요구되는 보안요구사항 수준에 따라

적용되거나 제외된다.� 권고(Recommended)는 해당 인증유형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인증기준 항목은 아니나,�

보호대상 자산에 대한 보안수준을 높이기 위해 포함할 것을 추천하는 인증기준 항목을 의미한다.�

[L:� Lite,� B:� Basic,� S:� Standard,� R:� Recommended]

인증영역 인증기준 설명
인증유형

IoT� 기기 앱
L B S B

1.� 식별 및

인증

1.1
안전한 인증정보

사용

초기 인증정보는 변경하거나 생성되어야 하고,�

인증정보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
○ ○ ○ ○

1.2
사용자 인증 및

권한 관리

관리기능 또는 중요정보에 접근 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

만을 부여해야 한다.

○ ○ ○ ○

1.3
비인가 상호인증

제한

다른 기기와 연결 또는 중요정보 전송 시 기기의

식별정보가 신뢰성이 있음을 확인하는 인증을

선행해야 한다.

- ○ ○ -

1.4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사용자 인증이 연속적으로 실패하면 반복된

인증시도를 제한해야 한다.
○ ○ ○ ○

1.5 정보노출 방지

인증정보가 출력장치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인증실패 사유에 대한 피드백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 ○ ○ ○

1.6 안전한 세션 관리

세션 연결 이후 일정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세션을 잠그거나 종료시켜야 하고,� 재접속

시 세션 정보가 재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 ○ ○

2.� 데이터

보호

2.1 전송 데이터 보호
중요정보 전송 시 기밀성 및 무결성이 보장되도록�

암호화해야 한다.
○ ○ ○ ○

2.2 저장 데이터 보호
중요정보는 소스코드에 하드코딩되지 않아야 하고,�

저장 시 암호화해야 한다.
○ ○ ○ ○

2.3
중요정보 저장

영역 보호강화

중요정보는 물리적 훼손 공격 등에 내성을 갖는

안전한 영역에 저장해야 한다.
- - R -

2.4
개인정보 법적

준거성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시 개인정보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 ○ ○

2.5 중요정보 완전삭제
중요정보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하게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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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호

3.1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를 전송하거나 저장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한다.
○ ○ ○ ○

3.2
안전한 암호키

생성
기기별로 고유한 암호키를 생성해야 한다. - ○ ○ ○

3.3
안전한 암호키

관리

암호검증 모듈 등 안전성이 검증된 방식으로�

암호키를 관리해야 한다.
- - ○ -

3.4 안전한 난수 생성
난수 생성 시 난수성이 검증된 알고리즘을 이용

해야 한다.
- - ○ -

4.� 소프트웨어

보안

4.1 시큐어 코딩
소스코드에 대한 보안약점이 존재하지 않도록

시큐어 코딩을 적용해야 한다.
- ○ ○ ○

4.2 소스코드 난독화
소스코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난독화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 ○ ○ ○

4.3
소프트웨어

보안기능 시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및 보안기능을 시험하여

정상동작함을 확인해야 한다.
- - ○ -

4.4
알려진 취약점

조치

공개된 보안취약점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 ○ ○ ○

4.5
불필요한 기능 및

코드 제거

디버깅·시험용 코드·주석 등 운용에 불필요한

기능 및 코드는 제거되어야 한다.
- ○ ○ ○

4.6
안전한 소프트웨어

적용

최신 보안패치가 적용된 안전한 버전의 공개·상용�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야 한다.
- ○ ○ ○

4.7 감사기록
기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이벤트에 대한

감사기록을 생성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 - ○ -

5.�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5.1
모델명 및

제품정보 확인

기기 모델명 및 제품정보(소프트웨어·펌웨어)의

식별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 ○ ○

5.2
안전한 업데이트

수행

업데이트 수행 전에 업데이트 서버를 검증하고,�

사용자 인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 ○

5.3
업데이트 파일의

안전성 보장

업데이트 파일이 비인가자에게 접근되지 못하게

하고,� 위·변조 시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 ○ ○ ○

5.4
업데이트 실패 시

복구

업데이트 실패 시 안전한 상태인 기존 버전으로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 - ○ -

5.5
업데이트 기술

지원

제품보증기간 내에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경우,�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 ○ -

5.6
업데이트 정보

제공

사용자에게 업데이트 알림 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

5.7
자동업데이트 기능

제공
최신 버전의 자동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 R -

6.� 운영체제

및 네트워크

보안

6.1
안전한 운영체제

적용

운영체제는 최신의 보안패치가 적용되어야 하고,�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 ○ ○ ○

6.2
불필요한 계정

통제
불필요한 계정은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해야 한다. - ○ ○ -

6.3
불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 통제

불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는 제거하거나 비활성

화해야 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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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불필요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비활성화

불필요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비활성화해야

한다.
- ○ ○ -

6.5

실행코드 및

설정파일 무결성

검증

실행코드 및 설정파일의 무결성을 검증하고,�검증�

실패 시 안전한 상태로 복원하는 등 대응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 ○ -

6.6
장애 시 시스템

복원

전력공급 중단,�통신 장애 등 예기치 않은 외부

요인에서 복구된 후 시스템의 서비스를 정상상

태로 복원해야 한다.

- - ○ -

6.7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서비스 거부 공격에 동작을 멈추거나 오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 - R -

6.8
운영체제 기능

보호

운영체제의 보안기능을 활성화하여 보안기능

우회를 차단해야 한다.
- - ○ -

6.9 접근권한 최소화
기능 및 서비스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권

한만 설정해야 한다.
- - ○ -

6.10
비인가 소프트웨어

설치·실행차단

인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도록

차단하거나 실행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 - ○ -

6.11 원격접속 통제
접근통제,�인증,�보안채널 등이 적용된 환경에서

원격접속을 해야 한다.
- ○ ○ -

6.12
네트워크 트래픽

통제
허가되지 않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차단해야 한다. - ○ ○ -

7.� 하드웨어

보안

7.1
안전한 부팅 및

자체시험

안전한 하드웨어 부팅 절차를 제공해야 하고,�기기�

구성요소에 대한 자체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 - ○ -

7.2
자체시험 실패 시

대응

자체시험 실패 오류메시지를 출력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응행동을 수행해야 한다.�
- - ○ -

7.3
하드웨어 장애

대응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사용자 또는 관리자

에게 장애 발생에 대한 알림을 제공해야 한다.
- - ○ -

7.4 � 무단 훼손 방어
하드웨어 무단 조작 공격에 대응하여 하드웨어

설계 보안을 적용해야 한다.
- - R -

7.5 부채널 공격 대응
전력,�시간 등 부가정보를 악용하는 부채널 공격

으로 중요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 - R -

7.6 메모리 공격 대응
휘발성 메모리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메모리 보호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 - R -

7.7
비휘발성 메모리

보호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는 펌웨어를 판독할

수 없게 해야 한다.
- - R -

7.8
외부 인터페이스

보호

불필요한 외부 인터페이스는 비활성화해야 하고,�

필요 시 접근통제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 ○ ○ -

7.9
내부 인터페이스

보호

비인가 접근을 막기 위해 내부 인터페이스를�

비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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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신청서에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기준 준수명세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사용자 설명서,� 정보통

신망연결기기등의 하드웨어 설계도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정보보호인증 대상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 제품을 제출해야 한다.� 정보보호인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류 양식은 “한국인터넷진

흥원 홈페이지 → IoT� 보안인증 → 자료실“을 참고한다.

1.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신청서

기기 앱

L B S B

인증신청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3(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의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

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요구사항

⦁�접수정보

� � �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정보

� � �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e-mail)�

⦁� 제품정보

� � � -� 신청등급,� 구분,� 분야,� 제품유형,� 제품명,� 모델명,� 제조사,� 운영체제

⦁�신청일 및 신청인 서명

� � � -� 신청일,� 신청인(대표자)� 성명/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 � -� 1.� 정보보호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2.� 정보보호인증 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사용자 설명서 1부

� � � -� 3.�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하드웨어 설계도 1부

� � � -� 4.�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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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기준 준수명세서

기기 앱

L B S B

인증신청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3(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기준을 갖추

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요구사항

⦁�신청인 정보,� 제품정보,� 문서정보

� � � -� 신청인 정보 :� 신청기업,�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 � � -� 제품정보 :� 제품유형,� 제품명,� 모델명,� 제조사(개발사),� 운영체제

� � � -� 문서정보 :� 인증유형,� 문서버전,� 작성일

⦁�인증기준 적용 여부 및 미적용 사유(※인증기준 항목별로 작성 필요)

� � � -� 적용되는 인증기준의 경우 시험제품이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내용을 작성

� � � -� 미적용 인증기준의 경우 해당 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자세히 작성

⦁�인증기준 준수 명세(※인증기준 항목별로 작성 필요)

� � � -� 적용대상 :� 인증기준이 적용되는 기능 또는 항목

� � � -� 적용내용 :� 인증기준이 적용되는 내용을 작성

� � � -� 인증기준 준수 증빙자료 :� 인증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작성(캡쳐,�

소스코드 증적 등을 추가하여 해당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증적자료 삽입 및 설명)

� � � -� 확인방법 :� 인증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증빙자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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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사용자 설명서

기기 앱

L B S B

인증신청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3(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 대상 정보통

신망연결기기등의 사용자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요구사항

⦁�신청인 정보,� 제품정보,� 문서정보

� � � -� 신청인 정보 :� 신청기업,�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 � � -� 제품정보 :� 제품유형,� 제품명,� 모델명,� 제조사(개발사),� 운영체제

� � � -� 문서정보 :� 인증유형,� 문서버전,� 작성일

⦁�기능 설명

� � � -� 인증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제품에서 제공하는 핵심 기능 설명

⦁�제품 버전

� � � -� 모델명 및 버전,� HW(PCB)� 버전,� SW� 버전

⦁�통신모듈 사양

� � � -� 무선통신(Bluetooth,� ZigBee,� WiFi� 등),� 유선통신(Ethernet)

⦁� 운영체제 정보

� � � -� Linux,� Windows,� Android,� iOS,� 기타

⦁�소프트웨어 정보

� � � -� 소프트웨어 이름,� 소프트웨어 유형,� 개발 플랫폼(언어),� 적용 SDK� 버전,� 3rd� party� 라이브러리

사용 여부 및 세부사항,� 통신 모듈 SW�버전(적용 시),� 업데이트 방식

⦁�데이터 정보

� � � -� 수집데이터,� 저장데이터,� 전송데이터

⦁�기기 운영환경

� � � -� 기기 운영환경(네트워크 구성도),� 기기 운영 절차(사용자 인증,� 기기 간 인증,� 데이터 전송 등

통신절차에 따른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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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하드웨어 설계도

기기 앱
-

L B S B

인증신청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3(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정보통

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하드웨어 설계도를 제출해야 한다.

[1] 요구사항

⦁�신청인 정보,� 제품정보,� 문서정보

� � � -� 신청인 정보 :� 신청기업,�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 � � -� 제품정보 :� 제품유형,� 제품명,� 모델명,� 제조사(개발사),� 운영체제

� � � -� 문서정보 :� 인증유형,� 문서버전,� 작성일

⦁�하드웨어 사양

� � � -� Main� MCU,� 외부 Memory,� Storage,� 기기 외부 인터페이스,� 기기 내부 인터페이스

⦁�기기 내부

� � � -� PCB�보드 상 포트 및 핀 식별(PCB� Top/Bottom),� 내부 인터페이스 용도,� PCB�회로 설계 사진

⦁�기기 외부

� � � -� 사진(앞면,� 뒷면,� 상측면,� 하측면,� 좌측면,� 우측면),� 외부 인터페이스 용도

⦁�기기 구성도

� � � -� 기기 논리적 구성도(SW�구현 및 메모리 구조 등),� 기기 물리적 구성도(HW�블록 다이어그램 등)

5. 정보보호인증 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제품

기기 앱

L B S B

인증신청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3(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 대상 정보통

신망연결기기등 제품을 제출해야 한다.

[1] 요구사항

⦁�인증시험 진행을 위한 정보보호인증 대상 상용 제품 및 디버깅 제품 제출

� � � -� 상용 제품 1종 :� 개발이 완료되어 출시되는 제품

� � � -� 디버깅 제품 1종 :� 파일 접근과 디버깅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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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별 및 인증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접근 가능한 주체(사용자,� 다른 기기 등)에 따라 식별 및 인증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기 전에 식별 및 인증을 수행해야 하는�

사용자(관리자,� 일반사용자,� 기술지원 인력 등)와 제어정보·중요정보 전송을 위해 상호작용하는 다른

기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식별 및 인증 관련 인증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1.1 안전한 인증정보 사용

기기 앱

L B S B
초기 인증정보는 변경하거나 생성되어야 하고,�인증정보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

적용 시 주의사항

※ 일반사용자 및 관리자 계정의 기본 인증정보에 대한 강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서로 다른 기본 인증정보가 기기별로 설정

되도록 해야 한다.�

※ 기술지원 계정의 기본 인증정보를 강제 변경하도록 구현하지 않은 경우

기본 인증정보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초기 패스워드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는 IoT� 기기는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에 따른 설정

정보 변경 및 중요정보 노출 등에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공장주입 초기 인증정보(비밀번호 등)를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반드시 변경하여 안전한 인증

정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라우터 제조사별 디폴트 계정 리스트 ▮

※출처 :� https://www.softwaretestinghelp.com/default-router-username-and-password-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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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 설명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접속(기기에 직접 접속,� IoT� 앱 또는 리모컨 등을 통한 접속 등)

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증정보는 정당한 사용자인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각종 인증정보 관련

공격에 내성을 가지는 안전한 인증방식을 지원해야 한다.

사용자 구분

다양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접속 권한을 가진 다음의 사용자 계정이 포함됨

•관리자 :� 기기 관리·제어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 계정

•일반사용자 :� 기기가 제공하는 고유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접속하는 사용자 계정

•기술지원 :� 유지보수·고장 수리 등을 위해 기기에 접속할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 계정

안전한 인증정보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접근하는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해 입력하는 정보로,� 정당한 사용자인지를 검증

가능해야 하고 인증정보 관련 공격(무작위·복제·재사용 공격 등)에 내성을 가지는 안전한 비밀번호,�

생체정보(지문,� 홍채,� 정맥 등),� OTP(One-Time� Password),� 인증서 등이 포함됨

⦁�공장에서 주입된 기본 비밀번호를 인증정보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최초 접속 시 기본 패스워드를�

변경하도록 강제해야 하며,� 이후 사용자가 다시 로그인한 이후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기본 인증정보

사용자가 최초로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접근을 시도할 때 입력하는 인증정보(비밀번호 등)로,� 초기�

인증정보 입력 후 새로운 인증정보로 변경하도록 요구해야 함

⦁�기본 인증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초기 인증정보(비밀번호,� 지문,� 홍채,� 정맥 등)를 생성하도록�

강제해야 하며,� 이후 생성된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 이후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인증정보로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길이·주기·복잡성을 고려하여 등록·변경되도록 해야 하며,� OTP는�

쉽게 추측할 수 없도록 구현해야 한다.

구분 보안성 기준

비밀번호

•최소길이 8자리 이상 필수

•영문자(대·소),� 숫자,� 특수문자 중 3가지 이상을 필수 조합

•비밀번호 변경 주기는 6개월 이내를 권고

� � ※비밀번호 만료 시 사용자에게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유도

OTP
•검증 유효시간 2분 이내 필수

•최소길이 6자리 이상의 유일한 값(랜덤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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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인증정보 사용”� 인증기준 적용 예외사항 및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일반사용자·관리자의 기본 인증정보에 대해 강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제공되지 않는 기기 등)를 제시하고,� 쉽게 유추가 불가능한 랜덤성을

가지는 서로 다른 기본 인증정보가 기기별로 설정되도록 해야 한다.

-� 기술지원 계정의 기본 인증정보를 강제 변경하도록 구현하지 않은 경우 기본 인증정보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방안(기본 인증정보 유출방지 및 안전한 접속을 위한 기술적

방안 또는 보안정책 등)을 제시해야 한다.

-� 생명·안전을 다루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한하여 비밀번호 보안성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와 안전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인증기관 협의하여 적절성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 아이디 없이 비밀번호만 입력하고 입력 문자가 숫자로 제한되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디지털

도어락 등)의 경우 비밀번호는 충분한 길이의 숫자가 입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IP카메라)의 경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을� 받은 경우,� 안전한

“인증정보 인증정보 사용”의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한다.�

⦁� “안전한 인증정보 사용”� 인증기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용자 접속수단

(SSH,� HTTPS,� 로컬접속 등)에 적용된다.

[3] 적용 사례

⦁� 월패드 설치 과정에서 초기 인증정보(비밀번호)를 입력한 이후 공장 주입된 초기 비밀번호를

강제로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월패드에서 기본 비밀번호 강제 변경 예시 ▮

⟨설치 시 초기 비밀번호 입력 화면⟩ ⟨기본 비밀번호 강제 변경 화면⟩

※출처 :�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KIS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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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용자 인증 및 권한 관리

기기 앱

L B S B

관리기능 또는 중요정보에 접근 시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해야 한다.

적용 시 주의사항
※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여러 계정의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경우 사용자 계정�

및 권한에 대한 관리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 IoT� 기기의 관리기능(설정·제어 등)� 및 중요정보에 접근할 때 사용자 인증이 없거나 취약한 경우�

인가되지 않은 접근을 허용하여 기기가 오용되거나 기기를 통해 연결된 정보통신망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기능에 접근을 허용하기 전에 사용자 인증을 반드시 수행하고 일반

사용자는 중요기능에 접근할 수 없도록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 허용해야 한다.�

[2] 기준 설명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연결기기의 관리기능에 접근 시 정당한 사용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1.1� 안전한�

인증정보 사용”� 인증기준에 따른 사용자 인증을 요구해야 한다.�

관리기능

기기에서 제공되는 기능의 동작을 결정할 수 있는 규칙에 대한 관리기능(규칙 추가·변경·삭제·조회 등),�

기기가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관리기능(활성화·비활성화·시작 등),� 기기의 설정에 대한 관리기능(설정

변경·조회 등),� 사용자 계정·권한에 대한 관리기능(계정 추가·변경·삭제,� 권한 할당·변경 등)을 의미함

⦁�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서 제공하는 중요정보에 접근 시 정당한 사용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1.1� 안전한 인증정보 사용”� 인증기준에 따른 사용자 인증을 요구해야 한다.

중요정보

일반적으로 인증정보,� 센싱정보,� 제어명령,� 보안정책,� 암호키(개인키,� KEK,� DEK� 등),� 개인영상정보,� 개인

정보 등을 말하며,�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른 정보(CCTV의 경우 촬영 영상 등)들도 중요정보가 될 수 있음

⦁�관리기능 등 특수 권한에 대해서는 역할기반 접근통제 모델 등을 적용하여 최소 권한 원칙에 따라

모든 관리기능에 대해 사용자 접근권한을 명확하게 부여하도록 구현해야 한다.

-� 모니터링 또는 일반사용자 권한에게 관리자의 특수 권한이 부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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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기반 접근통제(RBAC)

주체의 역할에 따라 권한을 차등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특정 기업·단체의 규정이나 규칙에 맞게 역할을

생성하여 각�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역할에 따라 권한을 다르게 부여하는 접근통제 방식

⦁�여러 계정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로 접근 가능한 경우 사용자 계정 관리(계정 추가,� 변경,�

삭제 등)� 및 권한 관리(권한 할당,� 변경 등)� 기능을 지원해야 하며,� 제품 사용 설명서에 사용자

권한 유형과 접근 가능한 기능·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 단일 계정의 사용자만 존재하는 경우 본 요구사항은 만족된다.

⦁� 통제된 사용자 계정만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로 접근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운영에 불필요한 사용자�

계정(anonymous,� guest� 등)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 인가된 사용자만이 패스워드 복구 또는 리셋(reset)�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적용 사례

⦁� 사용자가 개인 단말(IoT� 앱)을 이용하여 설정 및 제어를 위해 월패드로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

사용자 식별 및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 월패드에서 사용자 식별 및 인증 예시 ▮

※출처 :�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KIS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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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인가 상호인증 제한

기기 앱
- -
L B S B

다른 기기와 연결 또는 중요정보 전송 시 기기의 식별정보가 신뢰성이 있음을�

확인하는 인증을 선행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 IoT� 기기가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제어를 위한 연결 시,� 기기 인증을 수행하지 않거나 기기 인증을�

위해 사용되는 비밀키를 전체 기기에 동일하게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비인가된 사용자에 의해 기기가 제어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기기와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제어를�

위한 연결을 허용하기 전에 반드시 기기 인증을 수행해야 한다.

[2] 기준 설명

⦁� 중요정보를 전송하거나 제어를 위한 연결 시 사용되는 기기 인증을 위한 고유한 기기의 식별

정보는�기기마다 유일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 기기 인증을 위한 기기의 식별정보 예시 ▮
•Bluetooth� PIN� 번호

•Wi-Fi� 액세스 패스워드

•공유 비밀키(Pre-Shared� Key)

•기기별 고유한 인증서

•신뢰할 수 있는 서버에서 발급된 인증코드

-� 개발업체가 공장주입 또는 초기화 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별로 다른 고유한 기기의 식별정보를

설정(Bluetooth� PIN� 번호,� Wi-Fi� 액세스 패스워드 등)

-� 초기 연결 단계에서 공장주입 패스워드(password� or� passkey)를 변경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연결 이전에 패스워드 재설정 수행

⦁�정보통신망연결기기�구성요소 간 또는 다른 기기와 중요정보를 전송하거나 제어를 위한 연결 시 고

유한 기기의 식별정보에 기반하여 기기 인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를 무선통신을 통해 다른 기기에 처음으로 연결하는 페어링 단계(pairing�

process)에서 고유한 기기의 식별정보에 기반하여 기기 인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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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인증 방식 예시 ▮
•공개키 암호 방식의 개인키를 이용한 기기 인증 수행

� � ※ 기기 제조 직후 주입되는 초기 암호키(PSK)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초기 암호키 주입 시

인가된 직원이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주입해야 함

•보안속성 값(UID,� Key� 등),� 보안칩 기반의 기기 인증 수행

•경량 통신 프로토콜인 CoAP� 또는 L2M2M에 DTLS� 적용하여 데이터 전송

� � ※ 제품별 고유한 인증서를 탑재하여 서버와 handshake

•경량 통신 프로토콜인 MQTT에 TLS� 적용하여 데이터 전송

� � ※ 제품별 고유한 인증서를 탑재하여 서버와 handshake

•사전 등록된 서버에서 인증코드를 발급받아 인증하는 방식 사용

� � ※ 기기는 저장된 서버 정보(IP,� 호스트네임 등)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해야 함

•매뉴얼 방식으로 사용자가 상호인증(A↔B)� 대상 기기(A)에 로그인하여 기기(B)을 등록하고,� 등록된

기기(B)로 전송된 인증코드를 입력하여 기기 인증 수행

※출처 :�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KISA,� 2017)

[3] 적용 사례

⦁� IoT� 기기와 게이트웨이 간,� IoT� 게이트웨이와 서버 간 기기 인증(상호인증)을 수행한다.

▮� 기기 인증(인증서 기반)� 예시 ▮
⟨기기 인증(기기 ↔�게이트웨이 구간)⟩ ⟨기기 인증(게이트웨이 ↔�서버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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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gBee� 통신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월패드와 알람버튼의 등록 시 기기 인증을 수행한다.

▮� 기기 인증(상호인증)� 예시 ▮

⟨ZigBee� Secured� 네트워크 상호인증 절차⟩ ⟨월패드와 알람버튼 인증 로그⟩

※출처 :�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KIS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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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기 앱

L B S B
사용자 인증이 연속적으로 실패하면 반복된 인증시도를 제한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 잘못된 인증정보 입력을 통한 반복된 인증시도를 허용하는 경우 무차별 대입 공격(Brute� Force�

Attack)을 통해 IoT� 기기로 비인가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하지 않은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반복적인 로그인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대응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반복적인 인증시도 공격 유형 ▮�

⟨무차별 대입 공격(Brute� Force� Attack)⟩

☞� 비밀번호 또는 암호를 풀기 위해 자동화된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가능한 모든 값을 대입하는 공격법

⟨사전 공격(Dictionary� Attack)⟩

☞�사전에 있는 단어를 입력하여 비밀번호 또는 암호를�

알아내거나 해독하는 컴퓨터 공격법

※출처 :� https://www.onelogin.com/learn/6-types-password-attacks

[2] 기준 설명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인증 실패 시 추가적인 인증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예시 ▮�
•사용자 계정 잠금 후 지정된 시간이 지난 이후 다시 인증시도를 허용

•사용자 계정 잠금 후 다시 인증시도를 허용하기 위해 다른 인증 방법 요구

•인가된 관리자가 해제할 때까지 해당 사용자 계정 잠금

⦁� 사용자의 반복된 인증시도가 제한(추가 인증시도 불가)되는 연속적인 인증실패 횟수는 5회 이하의�

값으로 고정되거나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정된 시간 동안 인증 기능을 비활성화하도록 구현하는 경우 자동으로 활성화(인증시도 가능)까지�

시간은 5분 이상의 값으로 고정되거나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기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비활성화�

시간은 유지되어야 한다.

⦁�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인증기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용자 접속수단

(SSH,� HTTPS,� 로컬접속 등),� 모든 인증정보(비밀번호,� 생체정보,� OTP�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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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사례

⦁� 월패드에서 사용자 인증을 위하여 입력된 아이디/비밀번호를 검증하여 잘못된 비밀번호를 통한

반복된 인증시도를 제한하고 있다.

▮�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예시 ▮�

※출처 :�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KIS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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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보노출 방지

기기 앱
-
L B S B

인증정보가 출력장치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인증실패 사유에 대한 피드백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적용 시 주의사항
※ 사용자 인증을 위해 비밀번호 이외의 인증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출력장치에�

노출되는 비밀번호가 없으므로 본 인증기준은 만족된다.

[1] 기준 개요

⦁� 비밀번호를 포함한 인증정보 입력 시 평문으로 표시되는 경우 인증정보가 노출되어 비인가된�

사용자의 접근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인증실패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은 공격자에게 인증

정보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여 인증방식의 안전성 혹은 보안강도가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인증 과정에서 인증정보가 출력장치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인증실패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피드백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IoT� 앱에서 패스워드가 출력장치에 노출된 예시 ▮�

※출처 :� 스마트시티 보안성 시험 매뉴얼(KIS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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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 설명

⦁�사용자가 인증을 위해 입력한 비밀번호가 출력장치에 평문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입력된 비밀번호 출력장치 표시 방법 ▮�
•입력문자가 출력장치에 표시되지 않도록 처리

•입력된 비밀번호 대신 “*********”,� “•••••••••”� 등 특수문자로 마스킹 표시

⦁� 사용자 로그인뿐만 아니라 신규 사용자 생성,� 비밀번호 변경·복구·초기화 등 인증정보를 입력하는�

기능에 대해 “정보노출 방지”� 인증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사용자 로그인 실패 사유를 추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피드백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인증실패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 예시 ▮�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 아이디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이디는 6자 이상입니다,� 비밀번호 길이 오류,�

비밀번호 입력 실패 횟수,�비밀번호에서는 9자 이상입니다,�비밀번호에 특수문자가 빠져있습니다.

-� 사용자 로그인 실패 사유를 구체적으로 유추할 수 없도록 단순하고 동일한 피드백 정보(로그인�

실패 등)만 출력되도록 해야 한다.

⦁� “정보노출 방지”� 인증기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용자 로그인 수단(SSH,�

HTTPS,� 로컬접속 등)에 적용된다.

[3] 적용 사례

⦁� 월패드에서 사용자 로그인 과정에서 인증실패 사유에 대한 단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으며,� IoT�

앱에서 입력된 비밀번호를 마스킹 처리하여 출력장치에 표시하고 있다.

※출처 :�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KISA,� 2017) ※출처 :�스마트시티 보안성 시험 매뉴얼(KIS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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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안전한 세션 관리

기기 앱
-
L B S B

세션 연결 이후 일정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세션을 잠그거나�

종료시켜야 하고,� 재접속 시 세션 정보가 재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 사용자 또는 다른 기기에 연결된 세션이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을 경우 제3자에 의해 악용되어

중요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가된 사용자 또는 인가된 다른 기기와 연결된 세션 정보가�

재사용 또는 하이재킹이 가능한 경우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세션 정보를 도용하여 IoT� 기기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는 세션은 잠그거나 종료시키고,� 세션

정보가 재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 쿠키 내 취약한 세션 ID� 예시 ▮�
☞�쿠키 내 세션ID에서 변경되는 필드가 쉽게 예측 가능함

※출처 :� 스마트시티 보안성 시험 매뉴얼(KISA.� 2020)

[2] 기준 설명

⦁� 사용자 세션 연결(로그인 등)� 이후 일정한 시간 동안 아무런 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세션을 자동으로 잠그거나 종료시켜야 한다.

세션 정보

•서비스 요청하는 주체와 서비스 응답하는 주체 사이에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세션(링크)을 설정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로 세션ID,� 토큰,� URL� 내 쿠키,� 로컬 로그인 정보

등이 해당됨

세션 잠금 및 세션 종료

•세션 잠금 :� 기존 사용자 세션은 유지하나 재인증을 거쳐 사용자가 기능을 사용하도록 로그인 화면

등을 출력하여 세션을 잠그는 방식

•세션 종료 :� 사용되지 않는 사용자 세션을 완전히 종료시키고,� 로그인 접속 시도와 사용자 식별 및

인증을 거쳐 기기의 기능을 다시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방식



- 32 -

-� 일정한 시간은 세션 잠금·종료를 유발시키는 연결 이후 누적된 시간을 의미하며,� 기기에 10분

이하의 값으로 고정되거나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잠겨진 세션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인가된 관리자에 의해 해제되거나,� 해당 세션 사용자�

재인증을 통해 해제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연결을 위한 세션 정보(세션ID,�토큰,�쿠키 등)가�재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세션 정보는 추측 불가능한 무작위 값을 갖도록 해야 하며,� 인증 시마다 변경되어야 하고,�

사용된 세션ID는 재사용할 수 없도록 로그아웃 시 폐기해야 한다.

▮� 세션 정보 재사용 방지 예시 ▮�
•세션 정보를 암호화 또는 난독화

•세션 정보의 유일성을 보장(타임스탬프 또는 난수값 포함,� 세션 만료시간 설정 등)

⦁� “안전한 세션 관리”� 인증기준 적용 예외사항 및 조건은 아래와 같다.

-� 모니터링만 수행하는 사용자 세션에 대해서는 세션을 잠그거나 종료시키지 않을 수 있다.

⦁� “안전한 세션 관리”� 인증기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용자 로그인 수단

(SSH,� HTTPS,� 로컬접속 등)에 적용된다.

[3] 적용 사례

⦁�월패드에서 사용자/관리자 인증 후 일정 시간 동안 동작이 없을 경우 세션을 종료시키고 있다.

⟨사용자 세션 종료 예시⟩ ⟨관리자 세션 종료 예시⟩

※출처 :�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KIS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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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보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를 통해 전송되는 중요정보를 노출 및 변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암호통

신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기기의 통제된 저장소에 저장되는 중요정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데이터

보호 관련 인증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2.1 전송 데이터 보호

기기 앱

L B S B
중요정보 전송 시 기밀성 및 무결성이 보장되도록 암호화해야 한다.

적용 시 주의사항

※ 전송 데이터 보호는 안전한 데이터 암호화 또는 안전한 암호통신 프로토콜�

사용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 기밀성이 요구되지 않는 정보의 경우 무결성만이 보장되도록 전송할 수 있다.�

※ 기기 제어 정보 전송 시 반드시 기밀성 및 무결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재전송 공격에 취약하지 않도록 전송되어야 한다.

※ 전용망 또는 전용망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전송선로를 통해 중요정보가 전송

되는 경우 “전송 데이터 보호”� 인증기준 적용 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

[1] 기준 개요

⦁� IoT� 기기를 통해 전송되는 중요정보가 위·변조되어 심각한 기기 오동작·결함을 유발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어 임의로 도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전송되는 중요정보의 도청 또는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암호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전송해야 한다.�

▮� MQTT� 프로토콜에서 중요정보 노출 예시 ▮�
☞�MQTT를 통해 평문으로 전송된 사용자 아이디/패스워드(test/test123)가�Wireshark�트래픽 덤프에서 노출됨

※출처 :� Practical� IoT� Hacking� -� The� Definitive� Guide� to� Attacking� the� Internet� of�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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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 설명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통한 데이터 암호화 또는 신뢰된 암호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전송되는 중요정보의 기밀성·무결성을 보장해야 한다.

-�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통한 데이터 암호화 또는 신뢰된 암호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전송되는 중요정보가 노출·변조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전송 데이터 보호에 사용되는 암호�

알고리즘 및 암호키 안전성,� 암호키 저장은 ‘3� 암호’� 관련 인증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통한 데이터 암호화를 통해 전송 데이터 보호하는 경우,� 사용된 암호

알고리즘 및 모드,� 키 생성·분배·파기 방법,� 키 저장(메모리 등)� 방법 등을 포함한 전송 데이터�

암호화 구현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 공개된 암호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프로토콜 버전,� 암호 알고리즘,� 모드,� 옵션 등에

따라 취약점이 존재하므로 안전하게 설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또한,� 취약한 암호통신 프로토콜

(TLS� 1.1� 이하,� SSH� v1,� WPA,� TKIP� 등)은 지원되지 않도록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해야 한다.�

▮� IoT� 통신 프로토콜 예시 ▮

IoT� 통신 프로토콜 데이터 보호 방안

ZigBee
•ZigBee에서 CCM� 운영모드는 AES-CBC-MAC-128(메시지 인증)� 또는�
AES-CCM-128(암호화 및 메시지 인증)를 지원한다.

Bluetooth

•BLE� 4.0/4.1을 포함하여 낮은 버전의 기기는 보안모드 1의 보안레벨 3
(암호화된 인증 페어링)을 적용하고,� BLE� 4.2� 기기 및 서비스는 보안모드 1의
보안레벨 4(암호화된 저전력 보안연결 인증)를 적용

보안레벨 저전력 보안모드 1 저전력 보안모드 2

1 보안 없음(인증·암호화 없음)
데이터 서명을 통한 인증되지 않은

페어링
2 암호화되지 않은 페어링 데이터 서명을 통한 인증된 페어링
3 암호화된 인증 페어링 -

4
128비트 암호화키로 암호화된
저전력 보안연결 인증

-

6LoWPAN
•IPv6를 사용하는 통신으로 기밀성을 위해서 MTU에 대한 암호화 기법으로
AES-128�비트를 사용하고,� IPSec을 이용하여 기밀성 및 무결성을 보장한다.

Z-Wave •Z-Wave� 인증을 받고 S2(시큐리티 2)� 프레임워크를 적용한다.

LoRa
•FRM� Payload에 대한 기밀성을 위해서 AES-128� 비트를 사용하며,�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RFC� 4493에서 제시된 AES-CMAC를 사용한다.�

CoAP
•유니캐스트에 대한 보안만 제공하고 있으며,� DTLS에 기반하고 있어 대칭키
암호(AES),� 공개키 암호(ECC),� 해시함수(SHA� 등)을 사용한다.

MQTT
•MQTT� 보안을 위해서는 SSL(TLS/DTLS)를 사용해야 하며,� MQTT� 표준에
서는 ISO29192� 표준에 정의된 경량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DDS
•기밀성 및 사용자 위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PKI-RSA/DSA-DH,�
AES-CTR-HMAC-RSA/DSA-DH� 알고리즘 사용을 권장한다.

WiFi
•WPA2� 방식을 적용하고,� 비밀키는 특수문자를 포함한 임의의 문자를�사용하여�
최대한의 자릿수를 사용한다.

TLS/DTLS

•SSL을 기반으로 구현된 보안프로토콜로 대칭키 암호(AES,� Blowfish� 등),�
해시 알고리즘(SHA,� HMAC� 등)� 및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RSA,� ECC)을
제공한다.� TLS� 1.2의 경우 TCP� 통신에서의 보안프로토콜로 주로 이용되며,�
DTLS는 UDP� 통신상에서 보안프로토콜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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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연결기기로 전송되는 제어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밀성·무결성을 보장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재전송 공격에 취약하지 않도록 전송되어야 한다.

▮� 제어 정보 재전송 공격 탐지 구현 예시 ▮�

송신측은 타임스탬프 또는 시퀀스 번호를 제어 정보에 추가하여 전체 데이터를 서명하여 송신하고,�

수신측에서는 서명된 데이터 및 타임스탬프·시퀀스 번호를 검증하여 제어 정보의 재사용 여부를 탐지�

⦁� “전송 데이터 보호”� 인증기준 적용 예외사항 및 조건은 아래와 같다.

-� 기밀성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 센싱 정보(온도,� 대기질 등)를 전송하는 경우,� 센싱 정보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무결성만을 보장하도록 전송할 수 있다.

-� 전용망 또는 전용망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전송선로(기기 내부통신을 위한 전송선로,� 물리적으로�

접근이 제한된 공간에서 기기로 연결된 전송선로)를 통해 중요정보가 전송되는 경우 “2.1� 전송�

데이터 보호”� 인증기준 적용 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

전송선로

기기에 장착된 물리적인 포트로 직접 연결되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수단

•시리얼 통신(RS232,� RS485� 등),� HDMI� 연결,� USB� 연결 등

[3] 적용 사례

⦁� ZigBee(802.15.4)� 표준에 따른 암호화 통신을 적용하여 리모컨과 스마트TV� 간 통신 구간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보호한다.

▮� 리모컨과 스마트TV� 간 전송 데이터 암호화 예시 ▮�
⟨리모컨 전송 패킷⟩ ⟨스마트TV�전송 패킷⟩

※출처 :�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KIS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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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저장 데이터 보호

기기 앱

L B S B
중요정보는 소스코드에 하드코딩되지 않아야 하고,� 저장 시 암호화해야 한다.

적용 시 주의사항

※ 비밀번호는 Salt� 값을 갖는 일방향 해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저장해야 한다.

※ 생체인증 장비에서 사용되는 사용자 인증정보(지문,� 홍채,� 정맥 등)를�

안전하게 저장해야 한다.

※ 저장용량이 큰 정보(개인영상 정보 등)인 경우 특정 영역 마스킹,� 부분�

암호화,� 자체 인코딩 기법을 적용하여 보호할 수 있다.

※ 휘발성 메모리에 로드되는 중요정보(암호키,�인증정보 등)를 삭제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 IoT� 기기의 펌웨어 등에 중요정보가 하드코딩되거나,� 평문 또는 단순 인코딩 형태로 저장되는

경우 공격자는 펌웨어 분석을 통해 중요정보(하드코딩된 인증정보,� 백도어 접근경로,� 민감한

URL,� 접근토큰,� API� 및 암호키,� 로컬 경로명,� 설정 정보,� 암호키,� 인증정보,� 인증 메커니즘 등)를�

획득하여 기기에 비인가 접근을 시도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 따라서,� 중요정보를

불법적인 노출 또는 위·변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저장해야 한다.

▮� IoT� 기기에 하드코딩된 인증정보 예시 ▮�
☞�펌웨어 분석을 통해 Telnet� 사용자(Alphanetworks)의 인증정보 저장 파일(/etc/config/image_sign)� 파악

☞� Telnet� 사용자(Alphanetworks)의� 실제 인증정보(wrgn23_dlwbr_dir300b)� 획득

※출처 :� The� IoT� Hacker’s� Handbook� :� A� Practical� Guide� to� Hacking� the� Internet� of� Things



- 37 -

[2] 기준 설명

⦁�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저장되는 중요정보가 소스코드에 하드코딩되거나 평문 형태로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식을 적용하여 보호해야 한다.

▮� 중요정보의 안전한 저장 방식 예시 ▮�
•중요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거나 중요정보에 대해 접근통제를 적용

•중요정보를 물리적 공격에 내성을 갖는 안전한 영역에 저장

⦁� 사용자 인증을 위해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않도록 랜덤하게 생성한 Salt� 값을 추가한

일방향 해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하며,� 일방향 해시 알고리즘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3.1� 안전한 암호�알고리즘 사용”� 인증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다음의 중요정보는 암호화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보호하여 저장해야 하며,� 저장 데이터

보호에 사용되는 암호 알고리즘 및 암호키 안전성은 “3� 암호”� 인증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암호

화에 준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중요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

하여 안전성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 암호화 적용 대상 중요정보 ▮�
•인증정보(비밀번호,� 지문 정보,� 홍채 정보,� 정맥 정보 등)

•개인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 신용카드 번호,� 위치,� 건강 정보 등)

•데이터 암호화 키(DEK)

-� 암호화 적용 대상이 되는 중요정보(암호키,�인증정보,� 개인정보)는 하드코딩을 허용하지 않는다.

-� 데이터 암호화 키(DEK)는 키 암호화 키(KEK)를 사용하여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하며,� 키 암호화�

키(KEK)� 생성·저장과 관련하여 “3.2� 안전한 암호키 생성”� 인증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메모리에 평문으로 로드되어 사용된 중요정보(암호키,� 인증정보)는 사용 후 즉시 삭제해야 한다.

⦁�다음의 중요정보는 암호화 또는 접근통제 등의 방식을 적용하여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 암호화 또는 접근통제 대상 중요정보 ▮�
•기기 인증을 위한 고유한 기기 정보

•암호키(사전공유키,� 대칭키,� 개인키)

•접속허용 IP주소,� DBMS� 접속정보(아이디/패스워드 등)

•기기 운영을 위한 설정값(IP/MAC� 주소,� 보안정책,� 감사로그 등)

⦁�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서 중요정보를 파일 형태로 추출·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파일�

또는 중요정보를 암호화하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

⦁�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개인정보 저장 시 비식별화 조치(암호화,� 마스킹 등)를 수행해야 하며,�

비식별화 조치와 관련하여 “2.4� 개인정보 법적 준거성”� 인증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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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영상 정보와 같이 커다란 저장용량의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특정 영역 마스킹 또는 부분

암호화,� 자체인코딩(BASE64� 등 쉽게 디코딩이 가능한 단순한 인코딩 제외)을 통해 중요정보

암호화를 대체할 수 있다.

⦁� “저장 데이터 보호”� 인증기준 적용 예외사항 및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중요정보를 물리적 훼손 공격에 내성을 갖는 안전한 영역(TEE,� USIM,� UICC,� TPM,� Secure�

microSD� 등)에 저장하는 경우 중요정보 암호화 및 접근통제 요구사항을 대체할 수 있으며,�

안전한 영역과 관련하여 “2.3� 중요정보 저장 영역 보호강화”� 인증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메모리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휘발성 메모리 보호 기법(MMU,� MPU,� Memory� Tagging,�

TEE� 등)을 적용하는 경우 메모리에 로드되는 중요정보 삭제 요구사항을 대체할 수 있으며,�

휘발성 메모리 보호 기법과 관련하여 “7.6� 메모리 공격 대응”’� 인증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 적용 사례

⦁�월패드에서 관리자 패스워드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다.

▮� 변경 전·후 비밀번호 암호화 저장 예시 ▮�

※출처 :�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KIS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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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중요정보 저장 영역 보호강화

기기 앱
- - R -
L B S B

중요정보는 물리적 훼손 공격 등에 내성을 갖는 안전한 영역에 저장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 저성능의 IoT� 기기에서 높은 수준의 보안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보안기술과 하드

웨어 보안 모듈(Hardware� Security� Module)을 함께 적용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며,� 하드

웨어 보안기술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암복호화에 사용되는 암호키,� 인증정보,� 카드번호,� 결제정보,�

개인정보 등의 중요정보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따라서 물리적

훼손 공격에 내성을 가지는 별도의 하드웨어 보안 모듈은 중요정보에 대한 무결성·기밀성·접근

통제와 관련된 보안기술의 신뢰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하드웨어 보안 모듈(HSM)의 아키텍처 ▮�
☞� HSM은 MCU�주변에 장착되어 I2C,� UART,� SPI� 등을 통해 메인 MCU와 통신함(기밀성·무결성 보장)�

※출처 :� https://www.autoelectronics.co.kr/article/articleView.asp?idx=3521



- 40 -

[2] 기준 설명

⦁�정보통신망연결기기는 중요정보를 물리적 훼손 공격에 내성을 가지는 안전한 하드웨어 영역(하드

웨어 보안 모듈 등)에 저장하여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 안전한 하드웨어 영역에 민감한 정보 저장 예시 ▮�

•기기 인증을 위한 고유한 기기 정보를 UICC에 저장

•이동통신 가입자 확인용 루트 키는 UICC에 저장

•도어키에 원격에서 접근할 때 사용하는 보안 매개변수는 TEE에 저장

•무선 온도조절기에 접근 시 사용되는 인증정보를 MCU� 내 하드웨어 자체 암호화 영역에 저장

-� 안전한 하드웨어 영역(하드웨어 보안 모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증빙(공인시험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증빙자료)을 제시해야 한다.�

-�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증빙이 불가한 경우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체 증빙자료

(접근통제 방법,� 데이터 보호 방법 및 암호 알고리즘 등)를 제시해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안전한 하드웨어 영역이 중요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안전한 하드웨어 영역 예시 ▮�

•TEE(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신뢰 실행 영역)

•SE(Secure� Elements,� 보안 칩)� :� USIM,� UICC,� TPM,� Secure� microSD� 등

▮� TEE(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메인 프로세서 내 별도로 독립된 보안 영역을 제공하는 안전한 실행 환경을 의미한다.� 일반 영역

(non-secure/normal� area)과 보안 영역(secure� area)이 따로 분리된 프로세서에서 보안 영역에는

생체정보,� 결제정보,� 기업 보안문서 등의 중요정보가 저장되고 일반 영역과의 정보 교환이 통제되고 보안�

소프트웨어가 안전하게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신뢰 실행 환경(TEE)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솔루션으로 ARM� 사의 트러스트존(TrustZone)이 있다.

⟨ARM� TrustZone� 영역⟩ ⟨ARM� TrustZone� 응용 예시⟩

※출처 :� Software� Developers’� Guide� to� IoT� Security(arm,�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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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ecure� Elements,� 보안 칩)�▮
SE(Secure� Elements)는 비인가 접근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설계된 보안 칩(chip)으로 제한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중요정보(PIN� 코드,� 비밀번호,� 지문,� 결제정보,� 암호키 등)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

되며,� 해킹 및 변경시도 탐지,� 암호 시스템을 위한 RoT(Root� of� Trust)� 플랫폼 생성,� 안전한 메모리

제공(개인키,� 카드정보 등 저장),� 안전한 난수생성기,� 암호키 생성 등의 주요�기능을 제공한다.�

⟨SE� 구현 예시⟩
SE� 구현 유형 설명

USIM
•가입자 정보를 포함한 SIM� 카드와 UICC가� 결합된 형태로 사용자 인증과�

글로벌 로밍,�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기능을 카드에 구현

UICC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칩 카드로,� 일반적으로 수백 킬로바이트의 용량을�

갖고 모든 종류의 개인 데이터의 보안·보관을 수행함

� � ☞�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 � ☞�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

TPM

•하드웨어적으로 여러 가지 보안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모듈로,� 암호화�

알고리즘 엔진과 암호화키 생성기(RSA,� ECC),� 해시 엔진(SHA-1,�

SHA-2� 256),� 난수생성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암호화 키를 저장하기

위한 비휘발성 메모리(non-volatile� memory)의 저장공간을 제공

⟨TPM� 1.2의 구성도⟩

※출처 :� https://namu.wiki/w/TPM

Secure� microSD

•물리적으로 보안 영역이 구분되어 데이터 해킹이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는�

통신보안 모듈이 탑재된 하드웨어 보안 모듈로,� IoT� 기기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통신 암·복호화,� 사용자 인증 기능을 제공함

※출처 :� http://xcure.co.kr/securiTee/product0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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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사례

⦁� Secure� Element(Secure� microSD,� TPM)가� 적용되거나 응용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Secure� microSD� 적용 서비스 예시 ▮

※출처 :� http://xcure.co.kr/securiTee/product01.asp

▮ 메인보드에 TPM� 설치 예시 ▮

※출처 :� https://www.digitaltrends.com/computing/what-is-t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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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개인정보 법적 준거성

기기 앱
-
L B S B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시 개인정보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 IoT� 기술은 자동차,� 의료기기,� 공공기반,� 가정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하고 방대한 개인정보

(이름,� 주소,� 생년월일,� 신용카드 번호,� 위치,� 건강 정보,� 개인영상 정보 등)를 수집하고 있으며,�

IoT� 기기 해킹(스마트TV에 탑재된 카메라,� 로봇에 탑재된 카메라,� CCTV�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IoT� 기기에서 수집·전송‧처리·저장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개인정보가 외부에 평문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 IP카메라 해킹을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

※출처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27805

[2] 기준 설명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경우 라이트 인증유형으로 인증신청이 불가하다.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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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종류 예시 ▮�
분류 개인정보 종류

고유식별정보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민감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병력,� 신체적·정신적 장애,�

성적(性的)� 취향,� 유전자 검사정보,� 범죄 경력정보 등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수�

있는 정보,�개인의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개인식별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관련정보 학력,� 직업,� 키,� 몸무게,� 혼인여부,� 가족상황,� 취미 등

인증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정맥 등)

신용정보/금융정보 신용정보,�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의료정보 건강상태,� 진료기록 등

위치정보 개인 위치정보 등

자동생성정보 IP정보,� MAC주소,� 사이트 방문기록,� 쿠키 (cookie)� 등

가공정보 통계성 정보,� 가입자 성향 등

제한적 본인식별정보 회원번호,� 사번,� 내부용 개인식별정보 등

※출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자치부/KISA,� 2017.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2.5.)

⦁�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서 개인정보(중요정보)를 전송 또는 저장하는 경우 “2.1� 전송 데이터 보호”� 및�

“2.2� 저장 데이터 보호”� 인증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서 처리·전송·저장되는 개인정보는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 개인영상 정보와 같이 저장용량이 큰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특정 영역 마스킹 또는 부분 암호화를�

통해 비식별화 조치 요구사항을 대체할 수 있다.

⦁�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구현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개인정보 수집·저장 동의 수단,� 개인정보 수집·저장 최소화 및 삭제,� 목적 이외 이용·제공 금지,�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 수단,� 정보 주체 권리 보장 수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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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사례

⦁� IoT� 기기에서 개인정보 전송 시 통신 프로토콜 TLS� 1.2를 사용하여 전송한다.�

※출처 :�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KISA,� 2017)

⦁�홈캠에서 수집된 영상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암호화 전 영상 출력⟩ ⟨암호화 후 영상 출력⟩

※출처 :�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KIS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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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중요정보 완전삭제

기기 앱
- -
L B S B

중요정보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하게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적용 시 주의사항
※ 공장 초기화 수행,� 폐기 및 교체 시 저장된 중요정보에 대한 완전하게

삭제하는 수단을 지원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 IoT� 기기를 폐기,� 업데이트,� 교체 시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된 중요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중요정보가 노출되어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 필요에

의하거나 IoT� 기기를 폐기 또는 교체하는 경우 저장된 중요정보를 복구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완전하게 삭제해야 한다.

▮� 중고 IoT� 기기에서 중요정보 노출 사례 ▮�
아마존은 사용자에게 IoT� 기기 사용이 종료된 경우 공장 초기화를 통해 저장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이후

중고 기기로 판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노스이스턴대학교 연구원들은 보안결함을 발견하기

위해 16개월 동안 중고 아마존 Echo� Dot� 디바이스(스마트 스피커)를 구매하여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결과,� 대부분은 Echo� Dot� 사용자들이 중고로 판매하는 Echo� Dot� 디바이스에 대해 공장 초기화를 수행

하지 않았으며,� 사용된 데이터 대부분이 기기에 남아 있어 이전 소유자의 Wi-Fi� 정보,� 인증정보 및 라우터의�

MAC�주소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출처 :�https://www.baysidenews.net/researchers-have-found-that-resetting-your-iot-device-before-reselling-it-is-not-enough

[2] 기준 설명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저장된 중요정보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하는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 기기 폐기 또는 교체 시 저장된 중요정보를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하는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 사용자가 요구하는 시점에 중요정보를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하는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 웨어 레벨링(wear� leveling)� 기술 등이 적용된 저장 영역에 저장되는 중요정보는 완전삭제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완전삭제하거나 복구가 불가능 형태로 저장(암호화 등)해야 한다.

-� 기기 화면 또는 디스플레이 제공 시 중요정보 삭제 결과를 표시해야 한다.�

▮� 중요정보 완전삭제 방법 예시 ▮�
•정보가 복원 불가능하도록 초기화

•저장매체의 중요정보 저장영역을 ‘0’,� ‘1’로 3회 덮어쓰기

•전체 저장매체를 암호화하고 암호키만 완전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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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사례

⦁� Onion� Omega2(초소형 IoT� 컴퓨터)는 공장 초기화를 통해 데이터 완전삭제를 수행한다.

⟨Onion� Omega2⟩ ⟨공창 초기화 화면⟩

※출처 :� https://docs.onion.io/omega2-docs/factory-reset.html

⦁�월패드에서 저장데이터 초기화 기능을 통해 데이터 완전삭제를 수행한다.

⟨저장데이터 초기화 실행⟩ ⟨저장데이터 초기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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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를 통해 전송되거나 정보통신망연결기기의 통제된 저장소에 저장되는 중요정보를

노출·변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암호 기능(암호 알고리즘,� 암호키 생성·관리,� 난수 생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암호 관련 인증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3.1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사용

기기 앱

L B S B
중요정보를 전송하거나 저장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 실생활에 밀접하게 접목된 사물인터넷 기술은 악의적인 공격자에 의해 정보의 위·변조 또는 노출�

시 사용자에게 금전적·물리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야기할 수 있다.� IoT� 기기에서 정보 수집·전송,�

정보 저장·분석,� 정보 이용·제공·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위협은 다음과 같다.

정보 취급 단계 취급 정보에 대한 보안위협

정보 수집·전송
•프라이버시 침해(도청,� 데이터 위·변조)

•센서·디바이스 비인가 접근,� 정보유출 등

정보 저장·분석 •프라이버시 침해(정보 유출 및 위·변조,� 권한/접근제어 위반 등)

정보 이용·제공·폐기

•프라이버시 침해(정보 위·변조)

•키 관리 문제(키 값 유출),� 권한/접근제어 위반,� 정보 유출

•개인정보 폐기와 관련된 부인방지

⦁� 안전성이 검증된 보안강도 112� 비트 이상의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기기에서 전송 또는 저장

되는 중요정보의 기밀성 및 무결성을 보장해야 한다.� 적용 가능한 암호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대칭키 암호,� 해시 함수,� 공개키 암호가 사용될 수 있으며,� 기기별로 전력 특성,� 메모리 및 저장

용량을 고려하여 암호 알고리즘 선택하여 구현하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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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 설명

⦁�국내·외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보안강도 112� 비트 이상을 가지는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한다.�

▮� 국내·외 권고 암호 알고리즘 예시(112� 비트 이상)�▮�
구분 암호 알고리즘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SEED,� HIGHT

•ARIA-128/192/256

•LEA-128/192/256

•AES-128/192/256

•3TDEA

해시 함수

단순해시/전자서명용
•SHA-1� /� HAS-160�

� � ※80비트/112비트 보안강도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메시지

인증/키유도/난수생성용으로만 사용 가능함

•SHA-224/256/384/512

•SHA-512/224,� SHA-512/256

•SHA3-224/256/384/512

•LSH-224/256/384/512

•LSH-512/224,� SHA-512/256

메시지인증/키유도/

난수생성용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키 공유용
•[이산대수 문제]� DH,� MQV

•[타원곡선]� ECMQV,� ECDH�

암·복호화용 •[인수분해 문제]� RSAES,� RSA

전자서명용

•[인수분해 문제]� RSA-PSS,� RSA�

•[이산대수 문제]� KCDSA,� DSA

•[타원곡선]� ECDSA,� EC-KCDSA,� ECDSA

※출처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길이 이용 안내서(KISA,� 2018)

▮� 보안강도에 따른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분류 ▮�

보안강도 인수분해 문제(비트)
이산대수 문제(비트)

타원곡선(비트)
공개키 개인키

112� 비트 2048 2048 224 224

128� 비트 3072 3072 256 256

192� 비트 7680 7680 384 384

256� 비트 15360 15360 512 512

※출처 :�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길이 이용 안내서(KISA,� 2018)

-� 취약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암호 알고리즘(보안강도 112� 비트 미만,� 비표준 암호�

알고리즘 등)은 사용되지 않도록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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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한 암호 알고리즘 예시 ▮�

•DES,� double� length� Triple� DES,� MD-5,� SHA-1,� XOR,� checksum,� Base64� 등

-� 3키 TDES(보안강도 112� 비트)는 기존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권고한다.

-� 블록 암호 알고리즘 사용 시 평문의 크기가 암호화 블록 크기보다 큰 경우 ECB� 모드는 사용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블록 암호 알고리즘 사용 시 CFB� 또는 OFB� 모드에서는 고정된 초기화 벡터(IV)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메모리 또는 저장용량 제한으로 일반적인 암호 알고리즘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경량화 암호

알고리즘(HIGHT,� LEA� 등)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 KISA� 또는 NIST에서 배포한 표준 알고리즘의 테스트 벡터값을 활용하여 암호 알고리즘의 구현

정확성을 검증한 이후 사용해야 한다.

▮� 암호 알고리즘 테스트 백터 ▮�

•https://seed.kisa.or.kr/kisa/kcmvp/EgovVerification.do�

•https://csrc.nist.gov/projects/cryptographic-algorithm-validation-program

[3] 적용 사례

⦁�스마트TV에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카드정보)를 ARIA�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출처 :�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KIS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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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안전한 암호키 생성

기기 앱
-
L B S B

기기별로 고유한 암호키를 생성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 안전한 방식을 적용하여 암호키가 생성되지 않을 경우,� 암호화된 중요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안전성이 검증된 방법으로 암호키를 생성해야 한다.

[2] 기준 설명

⦁� 안전한 방식을 사용하여 암호키를 생성해야 한다.� 암호키 생성 관련 세부 사항은 「암호 키 관리

안내서」� (KISA,� 2014)를 참고한다.

▮� 안전한 암호키 생성 방식 예시 ▮�

•패스워드 기반 암호키 유도 :� PKCS#5� v2.1(RFC� 8018),� NIST� SP� 800-132,� TTAK.KO-12.0274� 등

•사전 공유된 키로 암호키 유도 :� TTAK.KO-12.0272

•난수발생기(RBG)를 이용하여 암호키 생성 :� KS� X� ISO� IEC� 18031� 등

� � ※해시함수 기반 난수발생기(Hash_DRBG,� HMAC_DRBG),� 블록암호 기반 난수발생기(CTR_DRBG)

-� 기기마다 암호키를 다르게 생성하여 사용해야 한다.� 초기 암호키는 기기별로 다른 암호키를

사용해야 하나,� 공통의 암호키를 사용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기기마다 다른 암호키로�

갱신하여 사용해야 한다.

-�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위한 키 생성 시 개인키 소지자(사용자)가� 직접 키 쌍(공개키,� 개인

키)을 생성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신뢰 기관에서 키 쌍(공개키,� 개인키)을 생성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개인키 소지자(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위한 키 공유 시 키를 공유할 실체 간 안전한 프로토콜을 통해 키를

공유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키를 생성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배포해야 한다.

-� 통신용 세션키는 세션마다 다른 값을 갖도록 난수값을 이용하고,� 암호용 세션키와 메시지�

인증용(HMAC)� 세션키를 동일하지 않게 구분하여 생성해야 한다.

⦁� 패스워드 기반 키 유도 방식은 키 암호화 키(KEK)� 생성에만 사용해야 하며,� 데이터 암호화 키

(DEK)� 생성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최초의 키 암호화 키(KEK)는 기기마다 다르게 생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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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암호화 키(KEK)� 생성에 필요한 초기 정보(패스워드 등)는 직접 입력받거나 저장매체(스마

트카드,� 보안USB,� 보안토큰(HSM)� 등)에 저장된 값을 주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키 암호화 키(KEK)� 생성을 위해 초기 정보로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 최초에 기기 설치 시

입력된 값을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저장된 데이터는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 KISA� 또는 NIST에서 배포한 표준 알고리즘의 테스트 벡터값을 활용하여 난수발생기의 구현

정확성을 검증한 이후 사용해야 한다.

▮� 암호 알고리즘 테스트 백터 ▮�
•https://seed.kisa.or.kr/kisa/kcmvp/EgovVerification.do�

•https://csrc.nist.gov/projects/cryptographic-algorithm-validation-program

[3] 적용 사례

⦁�암호키 관리시스템이 암호모듈과 통신하여 암호키를 생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암호키 관리시스템에서 암호모듈에 암호키 생성을 요청하면서 암호키 생성에 필요한 정보(키 길이,� 키

유형 등)를 보안채널을 통해 암호모듈로 전송

�② 암호모듈은 수신한 정보를 키생성 함수에 입력하여 요청한 암호키를 생성

�③ 암호모듈은 암호키를 보안채널을 통해 암호키 관리시스템으로 전송

�④ 암호키 관리시스템은 수신한 암호키를 안전하게 보관

� � ☞� 암호키 관리시스템:� 암호키 및 키와 연관된 정보들을 관리

� � ☞� 암호모듈:� 보안함수(암호 알고리즘,�키 생성 함수 등)를 사용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펌웨어의 집합

※출처 :� 암호 키 관리 안내서(KIS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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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안전한 암호키 관리

기기 앱
- - -
L B S B

암호검증 모듈 등 안전성이 검증된 방식으로 암호키를 관리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 암호화된 정보의 안전성은 암호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키의 보안 강도,� 키와 관련된 메커니즘 및

프로토콜의 효율성,� 키에 대한 보호·관리 조치 등과 연관되어 있으며,� 암호키에 대한 관리 소흘로�

암호키가 유출된다면 암호화를 통한 정보의 보호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변조·도난·유출

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암호키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2] 기준 설명

⦁� 인증신청인은 기기에서 중요정보 저장·전송 시 사용되는 모든 암호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법(암호키 목록/용도,� 분배 방법,� 저장 방법,� 보호,� 파기 방법 등)을 제공해야 한다.�

▮� 안전한 암호키 관리 방법 예시 ▮�

•암호키 목록/용도 :� 데이터(개인정보)� 암호화 키(DEK)

•암호키 저장 방법 :� 특정 위치에 저장(저장 위치 명시)

•암호키 보호 방법 :� 키 암호화 키(KEK)로 암호화하여 저장

•암호키 파기 방법 :� 세션 종료시 0,� 1로 3회 덮어쓰기 수행

⦁�안전성이 검증된 방식을 사용하여 암호키를 안전하게 분배해야 한다.�

▮� 안전한 암호키 분배 방식 예시 ▮�
•사전에 당사자 간 키를 안전하게 공유(대칭키 분배 방식)

•신뢰된 제3자(키 분배센터)를 통해 키를 분배

•키 교환 알고리즘(DH,� ECDH� 등)을 이용하여 키를 분배

•공개키 암호화 방법(RSA� 등)으로 키를 분배

-� 사전에 공유된 암호키는 키 암호화 키(KEK)를 이용하여 저장

-�전송되는 키의 출처를 확인(전자서명 등)

-� 전송되는 암호키의 기밀성이 보장되는지 확인(다른 키로 암호화 전송 등)

-� 전송되는 암호키의 무결성이 보장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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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이 검증된 방식을 사용하여 암호키를 안전하게 저장해야 한다.

-� 데이터 암호화 키(DEK)는 키 암호화 키(KEK)를 통해 암호화하여 저장할 수 있음

-� 암호키 관련 정보(SEED� 값 등)를 포함하여 저장된 암호키의 기밀성 및 무결성이 보장되는지

확인(공개키는 기밀성이 보장이 요구되지 않음)

-� 암호키를 기기에 하드코딩하여 저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암호키를 물리적 훼손 공격에 내성을 갖는 안전한 하드웨어 영역(하드웨어 보안 모듈 등)에

저장 시 암호키의 안전한 저장 요구사항을 대체할 수 있으며,� “2.3� 중요정보 저장 영역 보호

강화”� 관련 인증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안전성이 검증된 방식을 사용하여 암호키를 안전하게 파기해야 한다.�

-� 사용 기간이 만료(기기 실행 종료,� 암호키 삭제 함수 호출,� 암호통신 종료 등)된 암호키 및

암호키 관련 정보를 모두 파기해야 함

-� 암호키 파기 시 메모리에 적재된 암호키와 핵심 보안 매개변수를 삭제해야 함.� 다만,� 휘발성

메모리 보호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메모리에 로드되는 중요정보 삭제 요구사항을 대체할 수

있으며,� “7.7� 비휘발성 메모리 보호”� 관련 인증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암호키 파기 시 '0’� 또는 '1’� 값으로 3회 이상 덮어쓰기 수행

[3] 적용 사례

⦁�암호키 분배 시 키 암호화 키(KEK)를 생성하여 공유한 이후,� 키 암호화 키로 암호화하여 전송하

거나 암호키를 분산하여 전송함으로써 보호한다.

암호키

암호화 전송

암호키

분산 전송

※출처 :�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KIS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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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M� 기반 IoT� 기기에서는 ‘TrustZone’에 의해 키 관리가 수행된다.� ‘TrustZone’은 메모리�

영역을 신뢰 영역(사용자 키의 안전한 저장 및 안전한 연산 제어)과 비신뢰 영역(사용자 코드가

실행되는 영역으로 신뢰 영역에 접근 불가)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

▮ ARM� TrustZone에서 키 관리 예시 ▮ 

※출처 :� AN1271:� Secure� Key� Storage(SILICON� LABS)

⦁� 안전성이 검증된 소프트웨어 방식의 암호키 삭제 방법은 암호키가 저장된 메모리를 ‘0’,� ‘1’� 등의

특정 문자로 최소 3회 이상 덮어쓰기를 수행하고 해당 메모리를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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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안전한 난수 생성

기기 앱
- - -
L B S B

난수 생성 시 난수성이 검증된 알고리즘을 이용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 난수 생성 알고리즘은 암호키 생성(대칭 암호,� 메시지 인증 코드 등),� 초기화 벡터(IV)� 생성,� 재

전송 공격 방지를 위한 Nonce� 생성,� Salt� 생성 메커니즘 등에 사용되는 난수값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며,� 안전하지 않은 난수값을 사용하는 메커니즘은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암호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난수 생성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난수값을 생성해야 한다.

〈� Java� 언어에서 취약한 난수생성 함수 〉�

Random� random� =� new� Random(System.currentTimeMillis());

int� accountID� =� random.nextInt();

〈� C� 언어에서 취약한 난수생성 함수 〉�

srand(time());

int� randNum� =� rand();

☞� 난수 생성 함수(rand(),� random.nextInt())에서 공격자가 추측 가능한 현재의 시스템 클록 값을 사용

※출처 :� CWE-338:� Use� of� Cryptographically� Weak� Pseudo-Random� Number� Generator� (PRNG)

[2] 기준 설명

⦁� 안전성이 검증된 안전한 난수 생성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호키(비대칭키,� 대칭키)� 생성에 사용

되는 난수값을 생성해야 한다.�

▮� 안전한 난수 생성 알고리즘 예시 ▮
출처 난수생성기

국내 (NIS)
•Hash_DRBG,� HMAC_DRBG,� CTR_DRBG� (KS� X� ISO/IEC� 18031� 등)

� � ※출처:� https://www.nis.go.kr:4016/AF/1_7_3_2.do

국외 (NIST)
•DRBG� (SP� 800-90A)

� � ※출처:�https://csrc.nist.gov/projects/cryptographic-algorithm-validation-program



- 57 -

⦁� 키 생성 자료 또는 Salt� 값은 iteration� count� 1000번 이상 적용해야 하고,� 크기 128� 비트�

이상으로 생성된 난수값을 사용해야 한다.

⦁� KISA� 또는 NIST에서 배포한 표준 알고리즘의 테스트 벡터값을 활용하여 난수발생기의 구현�

정확성을 검증한 이후 사용해야 한다.

▮� 난수 생성 알고리즘 테스트 백터 ▮�
•https://seed.kisa.or.kr/kisa/kcmvp/EgovVerification.do�

•https://csrc.nist.gov/projects/cryptographic-algorithm-validation-program

[3] 적용 사례

⦁�다음과 같이 SHA-2� 기반 Hash_DRBG의 주요 파라미터 설정을 통해 난수값을 생성한다.

※출처 :� 해시 함수 기반 결정론적 난수발생기(TTAK.KO-12.0331-Pa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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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프트웨어 보안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탑재된 소프트웨어·펌웨어 개발 과정에서 보안취약점을 발생을 최소화를 위해

적용된 보안대책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소프트웨어 보안 관련 인증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평가자는 자체 고안한 침투시험을 통해 정보통신망연결기기가 공개된 보안취약점에 악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내성을 가지는지 검증해야 한다.

4.1 시큐어 코딩

기기 앱
-
L B S B

소스코드에 대한 보안약점이 존재하지 않도록 시큐어 코딩을 적용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 시큐어 코딩이 적용되지 않은 기기의 경우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보안기능,� 시간 및 상태,�

에러 처리,� 코드오류,� 캡슐화,� API� 오용 등에서 보안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공유기,� IP

카메라,� IoT� 앱 등에서 SQL� 삽입,�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XSS� 등 보안취약점을 이용하여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공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스코드 수준에서 필터링

적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 구현상의 오류나 개발자의 실수로 인해 최종

고객에게�배포 이후 보안취약점이 존재하지 않도록 시큐어 코딩을 적용해야 한다.

▮� 포맷 스트링 삽입 코드 예시 ▮�

☞� 입력된 값을 검증하지 않고 입·출력 함수의 포맷 문자열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며,� 공격자는 포맷

문자열을 이용하여 취약한 프로세스를 공격하거나 메모리 내용을 읽기 또는 쓰기를 수행함으로써 취약한

프로세스의 권한을 취득하여 임의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음

⟨안전하지 않은 코드의 예시(C#)⟩

※출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KISA,�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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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 설명

⦁� 소프트웨어 설계·개발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표준·가이드를 준수하여 소스코드에

대한 보안약점이 존재하지 않도록 시큐어 코딩을 적용해야 한다.

-� 소스코드 개발 언어별로 시큐어 코딩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 국내외 시큐어 코딩 표준·가이드 예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9)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행정자치부,� 2012)

•C� 시큐어코딩 가이드(행정자치부,� 2012)

•Andriod-JAVA� 시큐어 코딩 가이드(안전행정부,� 2011)

•ISO/IEC� TS� 17961:2013(C� secure� coding� rules)

⦁�인증신청인은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보안약점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인증신청인은 소스코드 보안약점 점검 결과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국내외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 도구 예시 ▮�

⟨국내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 도구 예시⟩

국내 공통평가기준(CC)� 인증제품(2021년 8월 기준)�

•https://www.itscc.kr/certprod/list.do?product_class=1�

� � (제품유형 → ‘소스코드보안약점분석도구’� 선택)�

※출처 :� https://www.itscc.kr

⟨국외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 도구 예시⟩

NIST� 홈페이지 공지

·� ABASH,� BOON,� Clang� Static� Analyzer,� Closure� Compiler,� Cppcheck,� CQual,� Csur,� Dlint,�

FindBugs,� FindSecurityBugs,� Flawfinder,� Gosec,� Jlint,� LAPSE,� PHP-Sat,� Pixy,� PMD,�

pylint,� RATS,� Roslyn� Security� Guard,� Smatch,� Splint,� SpotBugs,� UNO,� Vet,� WAP� 등

※출처 :� https://www.nist.gov/itl/ssd/software-quality-group/source-code-security-analyz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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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사례

⦁� (포맷 스트링 삽입 방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문자열을 포맷 문자열에 직접 포함시키지 않고,�

%s� 포맷 문자열을 사용함으로써 정보유출을 방지한다.

⟨안전한 코드의 예시(JAVA)⟩

�

※출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KISA,� 2019.11)

⦁� (오류·예외 상황 대응)� 예외사항(Exception)에 대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 대응한다.

⟨안전한 코드의 예시(JAVA)⟩

※출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KISA,�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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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소스코드 난독화

기기 앱
-
L B S B

소스코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난독화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역공학 기법 또는 디컴파일 도구를 통해 apk� 파일 등을 쉽게 소스코드 형태로 변환시켜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통한 해킹,� 중요정보 노출,� 불법 복제 등에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역공학 또는

디컴파일 도구를 통해 소스코드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스코드 난독화,� 바이너리

난독화,� 컴파일 옵션 활용 등의 소스코드 난독화를 적용해야 한다.

▮� 펌웨어 바이너리 분석 예시 ▮�
⟨홈페이지에서 펌웨어 다운로그⟩ ⟨펌웨어 파일 추출⟩

☞� dd를 이용한 펌웨어 파일 추출

☞�추출된 펌웨어 파일 시스템

※출처 :� The� IoT� Hacker’s� Handbook� :� A� Practical� Guide� to� Hacking� the� Internet� of� Things

[2] 기준 설명

⦁�소스코드에 대한 분석을 방지하기 위해 난독화를 적용해야 한다.�

-� 스탠다드 인증유형은 소스코드 형태에 관계없이 소스코드 난독화를 적용해야 한다.

-� 베이직 인증유형은 복원이 용이한 형태로 개발된 소스코드에 대해서만 난독화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소스코드 난독화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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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코드 복원이 용이한 형태 예시 ▮�
•IoT� 앱 형태

•공개된 형태의 펌웨어 형태(홈페이지 등)

•쉽게 노출되는 소스코드 형태(자바,� 파이선 등)

▮� 소스코드 난독화 기술 예시 ▮
구분 난독화 기술 설명

배치 난독화

Formatting� Change 포맷 변환으로 코드 분석 난해

Remove� Comments String� 형식 주석문을 제거

Scramble� Identifiers 변수/식별자 등 이름 변경

데이터 난독화
Storage 변수를 자르거나 정적 변수를 함수 호출 형식으로 변경

Aggregation 자료 순서 변환,� 하나의 클래스를 분리

제어 흐름

난독화

Computation 여러 개의 루프(Loop)를 나누거나 합치는 방식

Ordering 루프 카운트를 역순으로 사용

Aggregation
프로시저 Inline/Outline� 이용 제어 흐름 순서 해석

어렵게 만드는 방법

⦁�상용·공개 난독화 도구를 사용하여 소스코드 난독화를 수행할 수 있다.�

▮� 소스코드 난독화 도구 예시 ▮
도구 주요 기능

ProGuard
안드로이드 SDK에 포함되는 공개용 소프트웨어로,� 클래스·함수·메소드 명에

대한 난독화 수준 정보만 지원

DexGuard
안드로이드 전용 도구로 Dex� 파일 분할,� 클래스 암호화,� API� 호출 은닉 등

다양한 난독화 기술 지원

DexProtector
동적 암호키를 이용하여 위변조 탐지 루틴,� 복호화 루틴,� 암호화 데이터 등

중요 루틴 은닉을 지원

Stringer DB� 접속정보 등 중요 정보를 문자열 암호화 기법을 통해 보호 지원

Allatori,

Zelix� Klassmaster
식별자 변환,� 제어흐름 변환,� 문자열 암호화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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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사례

⦁�제어 흐름 난독화 기술을 적용하여 소스코드에 대한 난독화를 수행하였다.�

⟨제어 흐름 난독화 전⟩ ⟨제어 흐름 난독화 후⟩

※출처 :� https://www.preemptive.com/obfuscation

⦁�배치 난독화 기술(이름 변경)을 적용하여 소스코드에 대한 난독화를 수행하였다.�

⟨배치 난독화(이름 변경)� 전⟩ ⟨배치 난독화(이름 변경)� 후⟩

※출처 :� https://www.preemptive.com/obfus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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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프트웨어 보안기능 시험

기기 앱
- - -
L B S B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및 보안기능을 시험하여 정상동작함을 확인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 시험기관은 인증대상 IoT� 기기와 관련하여 잠재적인 보안취약점과 추가적인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안기능에 대해 침투시험을 수행하여 제어권 상실,� 오동작 또는 중지,� 중요정보 노출

또는 변조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해야 한다.

[2] 기준 설명

⦁� 시험기관은 다음의 정보에 기반하여 인증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의 가능한 잠재적인 보안취약

점을 조사하여 식별해야 한다.� 또한 추가적인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안기능을 선정하

여 식별해야 한다.

-� 공개영역 보안취약점 정보 검색

-�인증기관이 제공한 보안취약점 정보

- 평가제출물 검토를 통해 확인된 보안취약점 정보

- 기기 유형에서 중요(생명,� 안전,� 중요정보 보호 등)하거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보안기능

(동작 메커니즘 추가 확인,� 인증기준 만족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 등)을 식별해야 한다.

▮� 공개영역 보안취약점 정보 예시 ▮�

보안취약점 공개영역 내용

https://owasp.org 웹,� IoT� 기기,� Mobile� App� 관련 취약점 공개

http://www.cve.mitre.org 미국 NIST� 공개 취약성 DB

http://cwe.mitre.org 미국 NIST� 공개 취약성 DB

� https://us-cert.cisa.gov/ncas/alerts 미국 사이버 공격 정보 공유 DB

http://www.securityfocus.com 취약점 공개 사이트

http://www.exploit-db.com� 취약점 공개 사이트

http://secunia.com 취약점 공개 사이트

http://www.packetstorm.com 취약점 공개 사이트

http://www.krcert.or.kr CERT� 사이트(KISA)

http://www.kiisc.or.kr 한국정보보호학회 학회지,� 논문지

https://cseric.or.kr 국가지정 컴퓨터 연구정보센터 논문지

3자 제공 소프트웨어 정보(예시)
OpenSSL(www.openssl.org)

OpenSSH(www.opens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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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기관은 식별된 보안취약점 중에서 인증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악용 가능성을 판단하여

침투시험 대상 항목을 선정해야 한다.

-� 식별된 보안취약점에 대해 샘플링 또는 전수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침투시험 대상 항목을 선정해야 한다.�

-� 침투시험 항목 선정 시 인증기준과의 중복성,� 평가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 시험기관은 식별된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이 인증대상 기기에 악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침투시험을 수행하고 다음을 포함하여 침투시험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 침투시험 개요(시험대상 기기,� 시험 환경 및 도구,� 시험 기간 등)

-� 침투시험 대상 보안취약점 및 보안기능

-� 각� 침투시험 항목에 대한 시험증적(시험 항목,� 잠재적인 보안취약점 또는 보안기능,� 시험 목적,�

시험 도구,� 시험 초기/선행 조건,� 시험 단계,� 시험 결과 등)

-� 전체적인 침투시험 결론

[3] 적용 사례

⦁�공개영역을 검색하여 IoT� 기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보안취약점이 식별되었다.

IoT� 기기 보안취약점 내용

쉬운,� 유추할 수 있는
또는 하드코딩된 암호

무차별 대입 공격으로 손쉽게 노출되거나 백도어를 포함하여 무단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공개적인 또는 변경할 수 없는 인증 정보를 사용

안전하지 않은 네트워크
서비스

디바이스에서 실행되면서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훼손하거나 무단�
원격 제어를 허용하는 불필요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네트워크 서비스

안전하지 않은 생태계
인터페이스

디바이스 또는 관련 구성요소의 침해를 허용하는 안전하지 않은 웹,�
백엔드 API,� 클라우드 또는 모바일 인터페이스

안전한 업데이트
메커니즘의 부재

디바이스를 안전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 펌웨어 검증,� 안전한 전송�
방법,� 롤백 방지 메커니즘,� 업데이트로 인한 보안 변경 알림의 부재

안전하지 않거나 오래된
구성요소 사용

디바이스 침해를 유발하는 지원이 중단되거나 안전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또는 라이브러리 사용

불충분한 개인정보 보호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디바이스 또는 생태계에 저장되어 안전하지 않게,�
부적절하게 또는 사용자 허가 없이 사용

안전하지 않은 데이터
전송 및 저장

보관,� 전송 또는 처리 중을 포함하여 생태계 내의 어디서든 민감한 데이
터의 암호화 또는 액세스 제어가 이뤄지지 않는 것

디바이스 관리의 부재
배포된 디바이스에 대한 자산 관리,� 업데이트 관리,� 안전한 폐기,� 시스템
모니터링 및 응답 기능을 포함한 보안 지원의 부재

안전하지 않은 기본
설정

안전하지 않은 기본 설정 상태로 출하되는 디바이스 또는 작업자에 의한
구성 수정을 제한하여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의 부재

물리적 보호 수단의
부재

물리적 보호 수단이 없어 잠재적 공격자가 미래의 원격 공격에 활용할
민감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디바이스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출처 :� https://wiki.owasp.org/index.php/OWASP_Internet_of_Things_Project#tab=IoT_Top_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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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알려진 취약점 조치

기기 앱

L B S B
공개된 보안취약점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적용 시 주의사항
※ 원칙적으로 공개된 모든 보안취약점은 기기에서 제거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해당 보안취약점이 기기에서 악용되지 않는다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 소프트웨어가 기존에 알려진 보안취약점을 갖는 프로토콜,� 라이브러리,� API,� 패키지,� 오픈소스 등을�

사용하여 개발되었을 경우 펌웨어,� 운영체제를 포함한 전체 IoT� 기기가 보안취약점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알려진 보안취약점 공개영역 조사 및 공개 보안취약점 점검 도구를 통해 IoT� 기기에�

존재하는 보안취약점을 확인하여 제거 등의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 알려진 보안취약점 예시(스마트 락 모바일 앱)�▮�

⟨CVE-2019-13143⟩

☞� 공개영역 보안취약점 DB(CVE)에 보고된 스마트 락

(FB50)의 파라미터 변조 취약점

⟨펌웨어 파일 추출⟩

☞� 스마트 락(FB50)의 파라미터 변조 취약점을 이용하여

공격자가 FB50의 소유권 획득에 성공한 공격

※출처 :� https://blog.securelayer7.net/fb50-smart-lock-vulnerability-disclosure

※출처 :� https://cve.mitre.org/cgi-bin/cvename.cgi?name=CVE-2019-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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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 설명

⦁� 공개영역 조사를 통해 인증대상 기기 유형,� 사용 중인 프로토콜,� 라이브러리,� 오픈소스 또는 3자

제공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에 해당되는 보안취약점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제거해야 한다.

▮� 공개영역 보안취약점 정보 예시 ▮�
보안취약점 공개영역 내용

https://owasp.org 웹,� IoT� 기기,� Mobile� App� 관련 취약점 공개

http://www.cve.mitre.org 미국 NIST� 공개 취약성 DB

http://cwe.mitre.org 미국 NIST� 공개 취약성 DB

http://www.securityfocus.com 취약점 공개 사이트

http://www.exploit-db.com� 취약점 공개 사이트

http://secunia.com 취약점 공개 사이트

http://www.packetstorm.com 취약점 공개 사이트

http://www.krcert.or.kr CERT� 사이트(KISA)

http://www.kiisc.or.kr 한국정보보호학회 학회지,� 논문지

https://cseric.or.kr 국가지정 컴퓨터 연구정보센터 논문지

3자 제공 소프트웨어 정보(예시) OpenSSL,OpenSSH� 등

⦁� 신뢰할 수 있는 상용 또는 공개용 보안취약점 점검 도구를 이용하여 인증대상 정보통신망연결

기기에 보안취약점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제거해야 한다.�

-� 신뢰할 수 있는 보안취약점 점검 도구는 보안인증을 획득하거나,� 널리 사용되고 지속적으로

점검 규칙에 대한 업데이트를 지원해야 한다.

▮� 보안취약점 점검 도구 예시 ▮�

•국내 공통평가기준(CC)� 인증제품(2021년 8월 기준)�

� � -� https://www.itscc.kr/certprod/list.do?product_class=1� (제품유형 → ‘취약점 점검도구’� 선택)�

•AirPcap,� Open� Sniffer,� Bluefruit� LE� Sniffer,� saleae,� wireshark,� sparrow,� checkmarx,� nmap�등

⦁� 공개영역 조사 및 보안취약점 점검도구를 통해 확인된 모든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은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 해당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서�

악용되지 않는다는 정당한 사유 및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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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사례

⦁� IoT� 기기에서 알려진 보안취약점(CVE-2018-18778)에 대해 패치 파일을 제공하고 있다.

▮� 알려진 보안취약점 조치 예시 ▮�

⟨알려진 보안취약점⟩

☞� 57만대의 IoT�기기들 영향을 받는 Mini_httpd�모듈 취약점 발견(/etc/passwd�파일 등 민감한 데이터 출력)

※출처 :� https://cve.mitre.org/cgi-bin/cvename.cgi?name=CVE-2018-18778

⟨알려진 보안취약점 조치⟩

☞� CVE-2018-18778�보안취약점을 조치하여 Mini_httpd�모듈 패치 파일(mini_https-1.30)을 제공함

※출처 :� http://www.acme.com/software/mini_htt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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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불필요한 기능 및 코드 제거

기기 앱
-
L B S B

디버깅·시험용 코드·주석 등 운용에 불필요한 기능 및 코드는 제거되어야 한다.

적용 시 주의사항
※ 인증신청인은 기기 운용에 불필요한 백도어 코드 및 기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 제품 사용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스크립트,� OS� 루트 쉘로 진입하기 위한 개발자 인터페이스 등�

부적절한 명령어·기능이 존재하는 경우 공격자가 해당 명령어·기능을 이용하여 인가되지 않은

접근,� 무력화,� 데이터 조작 등을 통해 IoT� 기기 및 중요정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따라서

디버깅 코드,� 시험용 코드,� 주석,� 백도어 등 운용에 불필요한 기능 및 코드를 제거해야 한다.

▮� IoT� 기기에서 백도어 코드 예시 ▮�
⟨백도어 코드⟩

☞�포트 9999를 개방하고 busybox� 바이너리로 접속하여 명령어 실행이 가능함

⟨백도어를 이용하여 루트 권한 획득⟩

☞�백도어가 탑재된 펌웨어의 9999� 포트로 접속에 성공하였으며 루트 권한의 명령어 실행 가능

� �

※출처 :� The� IoT� Hacker’s� Handbook� :� A� Practical� Guide� to� Hacking� the� Internet� of�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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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 설명

⦁�디버깅·시험용 코드·주석 등 운용에 불필요한 기능 및 코드는 확인하여 제거해야 한다.

▮� 불필요한 기능 및 코드 예시 ▮�
•디버깅 용도로 개발된 소스코드

•테스트 용도로 개발된 소스코드

•개발자만 사용 가능한 Shell� 인터페이스(/bin/dash,� /bin/bash,� /bin/ash,� /bin/zsh� 등)

•개발자만 사용 가능한 명령어

•사용되지 않는 소스코드(주석처리 코드 등)

•설치파일 또는 펌웨어 이미지에 포함된 불필요한 코드

⦁� 인증신청인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운용에 불필요한 백도어 코드 및 기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확인서를 인증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3] 적용 사례

⦁� IoT� 기기용 하이실리콘 칩에서 발견된 백도어에 대해 제거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수행한다.�

⟨하이실리콘 칩 백도어 예시⟩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DVR/NVR용으로 만든 칩에 백도어가 있다고 보고됨

☞�외부에서 Telnet을 이용해 접속하여 미리 지정된 ID/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기기의 제어권이 획득됨

�

⟨하이실리콘 칩 백도어 조치⟩

☞�보안 전문가 블라디스라브 야르마크는 하이실리콘 칩 백도어에 다음과 같이 대처할 것을 권고함

� � � -� 백도어 작동 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코드를 깃허브 상에 공개하고 이 코드가 작동하면 하이

실리콘 칩이 쓰이지 않은 다른 기기로 교체

� � � -� 하지만,� 당장 교체가 어렵다면 백도어에 쓰이는 포트(TCP� 23,� 9530,� 9527)를 차단

※출처 :� https://zdnet.co.kr/view/?no=20200206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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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안전한 소프트웨어 적용

기기 앱
-
L B S B

최신 보안패치가 적용된 안전한 버전의 공개·상용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 서비스 지원이 중단되거나 안전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라이브러리 사용,� 신뢰되지 않은

공급망을 통해 제공되거나 안전하지 않은 버전의 3자 제공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IoT�

기기에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최신의 보안패치가 적용된 안전한 버전의 공개·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IoT� 기기를 개발해야 한다.�

▮� 안전하지 않은 공개 소프트웨어 예시 ▮�

⟨보안취약점이 보고된 OpenSSL� 버전⟩

☞� OpenSSL� TLS� 재협상 ClientHello는 signature_algorithms� 확장을 생략하나 signature_algorithms_cert�

확장을 포함할 경우 NULL� 포인터 역참조가 발생하여 충돌 및 서비스 거부 공격(DoS)이 발생함

☞� OpenSSL� 특정 버전(1.1.1� ~� 1.1.1j)에 취약점이 해당되며,� 1.1.1k� 버전에서 취약점이 해결됨

※https://www.openssl.org/news/vulnerabilities.html

※https://cve.mitre.org/cgi-bin/cvename.cgi?name=CVE-2021-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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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 설명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탑재되는 공개·상용 소프트웨어는 알려진 보안취약점이나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 보안패치가 적용된 안전한 버전을 사용해야 한다.

▮� 공개·상용 소프트웨어 예시 ▮�
•BootLoader,� Busybox,� OpenSSL,� OpenSSH,� Linux,� Android,� MariaDB,� apache-tomcat� 등

-� 알려진 보안취약점을 조사하기 위한 공개영역은 “4.4� 알려진 취약점 조치”� 인증기준의 기준

설명(공개영역 보안취약점 정보 예시)을 참고한다.

-� 시험이 진행� 중인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탑재된 공개·상용 소프트웨어가 최신 보안패치가

적용된 버전으로 변경되는 경우 인증신청인으로부터 패치 일정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

(단,�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패치 일정을 준수하지�않을� 시 인증중단 사유가 될 수 있음).

⦁� 인증 완료 후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탑재된 공개·상용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보안취약점이�

발생한 경우 안전한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보안패치를 개발하여 신속하게 배포해야 한다.

[3] 적용 사례

⦁� 보안취약점이 보고된 공개 소프트웨어(OpenSSL� 1.1.1� ~� 1.1.1j)를 보안패치가 적용된 안전한�

버전의 소프트웨어(OpenSSL� 1.1.1k)로 교체하여 적용한다.�

⟨OpenSSL� 1.1.1k� 버전에서 보안패치 내역⟩

☞� DoS� 취약점은 peer_sigalgslen을 0으로 수정하여 NULL� 포인터 보안취약점을 수정함

※출처 :� https://github.com/openssl/openssl/commit/fb9fa6b51defd48157eeb207f52181f735d96148

⟨OpenSSL� 1.1.1k� 버전 다운로드⟩

※출처 :� https://www.openssl.org/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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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감사기록

기기 앱
- - -
L B S B

기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이벤트에 대한 감사기록을 생성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적용 시 주의사항

※ 신뢰된 시간 정보(NTP�서버 동기화 등)를 이용해서 감사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 감사기록에는 필요 이상의 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 감사기록 저장용량 포화 시 적절한 방법으로 저장실패에 대응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 사용자의 금전적 손실,� 사생활 침해,� 안전 위협 등에 보안사고에 대한 사후 책임 추적을 지원하기�

위해 IoT� 기기의 기능·서비스 운용 과정에서 생성된 보안이벤트(사용자 로그인 내역,� 보안기능

수행 내역,� 중요 보안사건 내역 등)에 대한 감사기록 생성해야 하고,� 감사기록 저장실패 및 비인

가된 변경·삭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해야 한다.

[2] 기준 설명

⦁�정보통신망연결기기는 사후 책임 추적이 가능하도록 보안이벤트에 대한 감사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 감사기록에는 사건 일시,� 사건 유형,� 주체의 신원(가능한 경우),� 사건 결과(성공 또는 실패)� 관련�

감사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사건 일시는 신뢰된 시간 정보(NTP� 서버 동기화,� 운영체제�

등)를 이용해서 생성해야 한다.

-� 필수적으로 감사기록을 생성해야 하는 보안이벤트는 다음과 같다.

분류 감사사건(보안이벤트) 추가적인 감사정보

식별 및 인증

사용자 로그인/로그아웃 -

기본 인증정보 변경 -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업데이트 수행 및 결과 -

기타 기기 시작 및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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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제공 시 감사기록을 생성해야 하는 감사사건은 다음과 같다.�

분류 감사사건(보안이벤트) 추가적인 감사정보

식별 및 인증

사용자 등록,� 변경,� 삭제 -

인증시도 한계치 도달 시 대응행동 -

패스워드에 대한 모든 변경 -

기기 설정 변경 내역 변경된 데이터

사용자 세션 잠금 또는 종료 잠금 또는 종료된 사용자

소프트웨어 보안 감사기록 저장실패 시 대응행동 -

운영체제 및 네트워크

보안

무결성 검증 결과 실패한 실행코드·설정파일

시스템 장애 발생 및 복구

비인가 SW�설치·실행 차단

차단된 네트워크 트래픽(패킷)

하드웨어 보안
안전한 부팅 및 자체시험 수행 결과 실패한 구성요소

하드웨어 장애 발생 장애가 발생한 구성요소

⦁�인가된 사용자가 해석하기에 적합하도록 감사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감사기록에는 필요 이상의 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인증정보(패스워드 등),�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암호키 등의 중요정보는 감사기록 내에

저장되지 않도록 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마스킹 처리하여 생성해야 한다.

⦁�감사기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 감사기록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해야 하며,� 인가된 사용자라도 감사기록을 삭제·변경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UI,� 명령어 등)가�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 감사기록을 기기 외부의 로그서버에 저장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통신을 통해 전송해야 하고,�

암호통신에 사용되는 암호 알고리즘 및 암호키 안전성은 ‘3� 암호’� 인증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감사기록 저장용량이 포화에 도달한 경우 관리자에게 통보(화면 알람,� 이메일 발송 등)하고,�

감사기록이 손실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저장실패에 대응해야 한다.�

▮� 감사기록 포화 시 대응방법 예시 ▮�
•가장 오래된 감사기록 덮어쓰기

•감사기록 압축 저장

•안전한 암호통신을 통해 외부의 로그 서버로 감사로그 전송

⦁� “감사기록”� 인증기준 적용 예외사항 및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취약점 시험 등에 의한 기기 강제 종료 시 ‘기기 종료’에 대한 감사기록을 생성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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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사례

⦁� 스마트TV에서 사용자가 발생시킨 보안이벤트에 대해 감사기록을 생성하여 관리자가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TV에서 감사기록 관리 화면⟩

※출처 :�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KISA,� 2017)

⦁�월패드에서 감사기록 저장용량 포화 시�사용자에게 통보 및 오래된 감사레코드 덮어쓰기를 수행한다.

⟨감사기록 저장용량 포화 시 사용자에게 알림 화면⟩

※출처 :�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KIS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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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정보통신망연결기기로 업데이트되는 파일을 온라인을 통해 설치·적용하거나 매체에 저장하여 수동으로�

설치·적용하는 업데이트 기능 또는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경우 적절한 기술지원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제공되는지 확인하여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관련 인증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5.1 모델명 및 제품정보 확인

기기 앱

L B S B

기기 모델명 및 제품정보(소프트웨어·펌웨어)의 식별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적용 시 주의사항
※ 기기 모델명 및 제품 식별정보 확인 수단은 기기 외관에 인쇄 또는 스티커�

부착,�제품 인터페이스에서 출력,�전송 정보에 식별번호 포함 등을 포함한다.

[1] 기준 개요

⦁�인증이 완료된 IoT� 기기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사용자에게 안전한 업데이트 정보 제공(보안취약

점이 존재하지 않는 안전한 버전의 기기 등)� 및 사용자가 인증된 안전한 기기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기 식별정보(하드웨어 모델,�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를 제공해야 한다.�

[2] 기준 설명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는 생명주기 지원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안전한 업데이트를 지원하고 인증된

기기 사후관리를 위한� 기기 식별정보(하드웨어 모델 식별정보,� 소프트웨어·펌웨어 식별정보)를

보유해야 하고,� 사용자에게 기기 식별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기기 식별 정보 확인 수단 예시 ▮�
•하드웨어 모델 식별정보 :� 기기 외관에 하드웨어 모델명 인쇄

•소프트웨어·펌웨어 식별정보 :� 기기 외관 또는 인터페이스(UI)에 식별정보 표시(명칭·버전 정보 포함)

-� 정보통신망연결기기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각� 구성요소별로�

식별정보를 보유해야 하고,�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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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식별정보는 사용자가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버전 관리 체계를 지원해야 한다.�

▮� SW/FW� 버전 관리 체계 예시 ▮�
•기기 버전 체계 :� Major버전.Minor버전.빌드번호 (예,� 1.0.0000)

•중요한 변경(보안패치 또는 기능개선)시 Major버전 +1� 증가

•단순한 변경(단순버그 패치 등)� Minor버전 +1� 증가

•변경 없이 새로운 빌드 시 빌드번호 할당

[3] 적용 사례

⦁� IoT� 리모컨 앱에서 연동되는 IoT� 기기 모델명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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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안전한 업데이트 수행

기기 앱

L B S B
업데이트 수행 전에 업데이트 서버를 검증하고,�사용자 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위장된 업데이트 서버를 통해 업데이트 파일이 배포되거나 사용자 인증절차 없이 업데이트 파일이�

적용되는 경우 IoT� 기기로 악성코드 등이 유입될 수 있다.� 따라서 IoT� 기기의 안전한 업데이트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업데이트 서버 여부를 검증해야 하고,�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사용자에 대한

인증을�수행해야 한다.�

[2] 기준 설명

⦁�업데이트를 수행하기 전에 업데이트 서버를 검증해야 한다.�

▮� 업데이트 서버 검증 예시 ▮

•업데이트 서버 인증서의 유효성 검증(OCSP/CRL� 폐기 여부 확인,� 유효기간 검증 등)

⦁�업데이트 수행을 인가된 사용자로 제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인가된 사용자 확인 수단 예시 ▮

•사용자가 아이디/패스워드 입력(단,� 단일 사용자만 존재하는 경우 비밀번호만 입력하도록 허용됨)�

•사용자 소유 카드 태깅

•생체인식(지문,� 홍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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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사례

⦁� IoT� 기기(Wi-Fi� 기기)에서 사용자 인증절차를 적용한 무선 배포 방식(Over� The� Air)을 통해�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OTA� 업데이트 시 사용자 인증(패스워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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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업데이트 파일의 안전성 보장

기기 앱
-
L B S B

업데이트 파일이 비인가자에게 접근되지 못하게 하고,� 위·변조 시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적용 시 주의사항

※ 안전한 암호통신 채널을 통해 업데이트 파일을 전송하여 기밀성 및 무결

성을 보장해야 한다.

※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업데이트 파일을 설치하기 전에 업데이트 파일의�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 업데이트 서버가 해킹되어 IoT� 기기에 변조된 악성코드가 포함된 업데이트 파일(악성코드 등)이

다운로드 되는 보안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한 암호통신 채널을 통해�

업데이트 파일을 IoT� 기기로 전송하고,� IoT� 기기에 업데이트 파일을 설치하기 전에 파일의 유효

성을 검증하여 업데이트 파일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 업데이트 파일 평문 전송 사례 ▮�
☞� PC에서 IP카메라로 펌웨어가 평문으로 다운로드 되어 가로채기·변조 공격에 취약함

※출처 :� Common� attacks� on� IoT� devices(Christina� Qu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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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 설명

⦁� 온라인 또는 수동(오프라인)� 방식의 업데이트를 지원할 수 있으며,� 온라인·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업데이트 파일(소프트웨어,� 펌웨어 등)을 정보통신만연결기기에 설치·적용하기 전에 업데이트�

파일의 무결성 검사를 통해 업데이트 파일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

▮� 업데이트 파일의 무결성 검증 예시 ▮

•전자서명을 통해 업데이트 파일 무결성 검증

•공개된 해시값 검증을 통해 업데이트 파일 무결성 검증

-� 무결성 검증 오류가 발생한 경우 무결성 업데이트 파일이 기기에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전송되는 업데이트 파일을 보호하기 위해 기밀성 및 무결성을 보장하여 전송해야 하며,� 전송 시

사용되는 암호 알고리즘 맟 암호키 안전성은 “3� 암호”� 인증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 적용 사례

⦁� IoT� 기기에서 펌웨어 업데이트 설치를 수락하기 전에 펌웨어의 유효성을 검사하여 펌웨어 무결

성이 손상되었음을 감지하면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거부한다.

☞�펌웨어 무결성 검증을 위한 펌웨어 서명 절차

☞�기기에서 무결성 검증을 위한 펌웨어 확인 프로세스

※출처 :� Signed� Firmware,� Secure� Boot� 및 개인 키의 보안(AXIS,�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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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서버에서 IoT� 기기로 전송되는 펌웨어 이미지에 코드 서명을 수행한다.

⟨AWS� IoT용 펌웨어 이미지 코드 서명(start-signing-job)� 예시⟩

※출처 :� https://kwonkyo.tistory.com/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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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업데이트 실패 시 복구

기기 앱
- - -
L B S B

업데이트 실패 시 안전한 상태인 기존 버전으로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1] 기준 개요

⦁�업데이트 전송·다운로드·설치 과정에서 통신·하드웨어·전원 장애,� 사용자 실수 등으로 인해 업데

이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 예측하지 않은 오동작 또는 중지로 인한 서비스 거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아 실패한 경우 안전한 상태의 기존

버전으로 복구하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2] 기준 설명

⦁� 온라인 또는 수동(오프라인)� 방식의 업데이트를 지원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수동 업데이트

설치 실패 시 안전한 기존 버전을 복구하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온라인 업데이트 실패 시 기존 버전으로 자동으로 복구되거나,� 인가된 사용자가 기존 버전을

수동으로 복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수동 업데이트 실패 시 인가된 사용자가 기존 버전을 수동으로 복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용자가 기존 버전으로 수동으로 복구하도록 지원하는 경우 사용자 인증을 거쳐야 한다.

-� 사용자에 의한 수동 복구를 지원하는 경우 제품 사용 설명서에 안전한 기존 버전으로 수동�

복구 절차를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 업데이트 실패로 기존 버전으로 복구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는 오류,� 서비스 거부 또는 사용자 데

이터 손실 없이�정상적인 운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3] 적용 사례

⦁� FOTA(Firmware� Over� The� Air)를 이용하여 업데이트 실패 시 기존 버전으로 롤백이 수행된다.

☞�대기질 측정 센서에서의 FOTA를 이용하여 펌웨어 업데이트 실패(버전 :� 2.1.8)� 시 롤백 기능이 적용되어�

기존 펌웨어 버전(2.1.6)으로 자동 복구된다.�

※출처 :� 안전재난환경 사이버보안 가이드(KISA,�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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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업데이트 기술 지원

기기 앱
- - -
L B S B

제품보증기간 내에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경우,�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 보안취약점을 내포한 소프트웨어·펌웨어 등에 대한 업데이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공격

자는 보안취약점을 이용하여 IoT� 기기의 제어권을 탈취하거나 중요정보를 침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IoT� 기기에 대해 하드웨어 부품을 무상 또는 유상 교체하는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IoT� 기기의 보안취약점이 조치되어야 한다.�

[2] 기준 설명

⦁� 보안취약점이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경우 정보통신망연결기기의

하드웨어�부품 교체 등을 통해 보안취약점 조치를 수행하는 기술지원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펌웨어 업데이트가 불가한 사유를 제품 사용 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 업데이트 불가한 사유 예시 ▮
•SW·FW�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저사양 기기(하드웨어 부품을 분리 및 교체 가능하도록 제조 필요)

⦁�제품보증기간 내에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경우 본 인증기준은 만족된다.

[3] 적용 사례

⦁�펌웨어 업데이트가 불가한 IoT� 기기에 대해 적절한 기술지원 서비스(하드웨어 교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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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업데이트 정보 제공

기기 앱
-
L B S B

사용자에게 업데이트 알림 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기준 개요

⦁� 사용자에게 알림 등 업데이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보안취약점이 존재하는 IoT� 기기가 업데이

트되지 않는 경우 공격자는 보안취약점을 이용하여 해당 기기를 제어권을 탈취하거나 중요정보를�

침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보안취약점 조치가 완료된 업데이트 파일이 IoT� 기기에

신속하게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적절한 알림 수단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기준 설명

⦁� 소프트웨어·펌웨어 업데이트가 제공되는 경우 사용자가 업데이트 파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파일 적용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업데이트 파일 적용 수단(온라인·오프라인)� 예시 ▮
•온라인 업데이트 파일 적용 수단

� � -� 웹 또는 모바일 앱 인터페이스(UI)를 통해 업데이트 적용 기능 제공

•오프라인 업데이트 파일 적용 수단(온라인 업데이트가 불가한 기기)

� � -� 외부 인터페이스를 통해 업데이트 파일 주입(제품 사용 설명서에 상세한 업데이트 방법을 명시 필요)

⦁�업데이트 발생 시 사용자에게 알리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사용자에게 업데이트 알림 수단 예시 ▮
•제조사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알림 공지

•기기 구동 시,� 주기적으로 사용자 기기 화면에 팝업 알람을 통해 온라인 업데이트 알림

•사용자에게 이메일,� SMS� 메시지 발송하여 알림

⦁�사용자에게 업데이트 관리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업데이트 관리기능 예시 ▮
•자동업데이트 켜기·끄기

•업데이트 설치 시작·중지·연기,� 업데이트 알람 연기

•업데이트 설치 내역 조회,� 설치 결과 조회(성공 또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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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결과로 중요정보(인증정보,� 보안·환경 설정값 등)가� 초기화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알리고�

재설정 과정을 수행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3] 적용 사례

⦁� IoT� 스위치를 관리·제어하는 앱 화면에서 팝업 알람을 통해 온라인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대기질 센서 업데이트 시 관리자 페이지에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기기 선택 후 업데이트를 요청한다.

※출처 :� 안전재난환경 사이버보안 가이드(KISA,�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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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자동업데이트 기능 제공

기기 앱
- - R -
L B S B

최신 버전의 자동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 자동업데이트 기능은 업데이트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가 개입하여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오버헤드를 없애주고,� 업데이트 발생에 맞춰 최신의 보안 업데이트 파일이 적용되므로

IoT� 기기가 항상 최신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2] 기준 설명

⦁�정보통신망연결기기는 다음과 같은 자동업데이트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 업데이트 발생 시 사용자에게 자동 알람하고,�사용자가 알람 확인 후 자동으로 업데이트 파일 설치

-�자동업데이트 설치 내역 조회,� 자동업데이트 결과 조회(성공 또는 실패)

[3] 적용 사례

⦁�Wi-Fi� 등을 사용하여 무선으로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FOTA(Firmware� Over� The� Air)�

방식을 활용하여 펌웨어 자동업데이트를 제공한다.

☞� 업데이트 서버에서는 주기적으로 등록된 IoT� 기기의 최신 펌웨어 버전 정보를 가져와 데이터베이스에

갱신하고,�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펌웨어 정보(버전)과 IoT� 기기에서 가져온 버전 정보가 다르면

CEP에서 FOTA� 방식으로 IoT�기기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메소드를 실행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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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영체제 및 네트워크 보안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운영에 기반이 되는 운영체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신뢰된 운영체제 사용,�

불필요한 계정·서비스·접근권한·비인가SW� 통제,� 무결성 검증 등)� 및 네트워크 안전성(네트워크 인터

페이스·트래픽 통제,� 네트워크 장애 및 DoS� 공격 대응 등)� 확보를 위해 적용된 보안대책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운영체제 및 네트워크 보안 관련 인증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6.1 안전한 운영체제 적용

기기 앱
-
L B S B

운영체제는 최신의 보안패치가 적용되어야 하고,�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적용 시 주의사항 ※ IoT� 앱은 루팅 또는 탈옥된 환경에서 동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 IoT� 기기에는 다양한 운영체제가 탑재된다.� 경량·저사양의 특성을 갖는 IoT� 기기는 정해진 목적에�

최적화되어 설계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보안기능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해킹에 취약하다.�

따라서 기기의 펌웨어,� 중요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최신의 보안패치가 적용되고 알려진 보안

취약점에 지속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안전한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사용해야 하고,� IoT� 앱이 루팅

또는 탈옥된 환경에서 동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FreeRTOS� 보안취약점 보고 사례 ▮�
☞� FreeRTOS� 운영체제와 관련하여 원격 코드 실행 결함(4개),� 서비스 거부 결함(1개),� 정보유출� 결함(7개),�

기타 결함(1개)을 포함하여 총 13개 CVE� 취약점이 보고됨(2018년)

※출처 :� https://gbhackers.com/freertos-iot-os-critical-vulner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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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 설명

⦁�정보통신망연결기기는 보안취약점이 존재하지 않는 안전한 운영체제를 탑재해야 한다.

▮� 안전한 운영체제 요건 ▮

•최신의 보안패치가 적용된 안전한 버전의 운영체제 탑재

•알려진 보안취약점에 대해 지속적인 보안패치를 지원하는 상용 또는 공개용 운영체제

•운영체제 정보(종류,� 버전 등)를 확인하는 수단 제공

⦁�인증신청인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안전한 운영체제가 탑재되었음을 증빙해야 한다.

-� 운영체제 종류·버전,� 보안취약점 조치내역,� 취약하거나 불필요한 OS� 서비스·계정 삭제 등

⦁� 인증서가 발급된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탑재된 운영체제에 보안취약점이 발생하는 경우 인증된

기기가 보안취약점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

-� 수동 또는 자동업데이트를 통해 운영체제 보안취약점이 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인증기관이 운영체제 보안취약점에 대해 별도 공지한 보안패치 정책(보안패치 지원 내용,� 조치�

완료 기한 등)에 따라 보안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인증신청인이 기인증된 정보

통신망연결기기의 보안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 IoT� 앱은 루팅 또는 탈옥된 운영체제 탐지하여 대응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IoT� 앱은 루팅 또는 탈옥된 운영체제를 탐지하고 사용자에 알려야 한다.

-� IoT� 앱은 루팅 또는 탈옥된 운영체제에서 설치 또는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루팅,� 탈옥

•루팅(rooting)이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최상위 권한(루트)을 얻음으로 해당 기기의 개발자 측에서�

걸어 놓은 제약을 해제하는 행위로,� 임의로 개조한 안드로이드 설치,� 판매하지 않는 프로그램 설치,�

일반 사용자 이상의 권한 등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해킹 프로그램 등)을 실행시킬 수 있음

•탈옥(jailbreak)은 iOS� 운영체제의 샌드박스 제한을 풀어 타 회사에서 사용하는 서명되지 않은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과정으로,� 애플과 앱 스토어가 막아 놓은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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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사례

⦁� IoT�앱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루팅을 탐지하여 대응(사용자 알림,�앱 실행차단)하도록 구현하였다.

※출처 :� http://www.igloosec.co.kr/BLOG_모바일%20보안위협과%20대응방안?searchItem=&searchWord=&bbsCateId=47&gotoPage=7

⦁� IoT� 기기에 탑재되는 운영체제의 최신 보안패치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Contiki⟩

☞� https://sourceforge.net/projects/contiki/

⟨Android� Things⟩

☞� https://github.com/androidthings

⟨Riot⟩

☞� https://github.com/RIOT-OS/RIOT

⟨Apache� Mynewt⟩

☞� https://github.com/apache/mynewt-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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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awei� LightOS⟩

☞� https://github.com/LiteOS

⟨Zephyr⟩

☞� https://github.com/zephyrproject-rtos/zephyr

⟨Snappy⟩

☞� https://ubuntu.com/download/raspberry-pi-core

⟨TinyOS⟩

☞� https://github.com/saikatbsk/tinyOS

⟨Fuchsia⟩

☞� https://github.com/FuchsiaOS

⟨Windows� IoT⟩

☞�다운로드 URL� 없음

⟨Amazon� FreeRTOS⟩

☞� https://github.com/aws/amazon-freertos

⟨Embedded� Linux⟩

☞� https://github.com/fkromer/awesome-embedded-linux

※출처 :� https://www.ubuntupit.com/best-iot-operating-system-for-your-iot-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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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불필요한 계정 통제

기기 앱
- -
L B S B

불필요한 계정은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운용 중인 IoT� 기기에서 삭제되지 않고 남겨진 테스트 계정 또는 디폴트 계정(DBMS,� 운영체제,�

패키지 설치 시 생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취약하여 인가되지 않은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따라서 IoT� 기기 운용에 불필요한 계정은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해야 한다.�

▮� 미라이 공격 대상 계정 예시 ▮

※출처 :� https://www.cyberswachhtakendra.gov.in/alerts/mira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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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 설명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존재하는 계정을 확인하여 기기 운용에 필요한지를 확인한다.

▮� 기기 운용에 불필요한 계정 예시 ▮
•운영체제,� 3rd� party� 소프트웨어·패키지 등 설치 시 생성된 디폴트 계정

� � -� 리눅스 OS�설치 시 adm,� lp,� sync,� shutdown,� halt,� operator� 등 불필요한 계정이 활성화됨

•기기 개발 중에 사용된 테스트 또는 디버그용 계정

•DBMS� 종류별로 제공되는 디폴트 계정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운용에 불필요한 계정은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해야 한다.

▮� 리눅스 OS에서 로그인 정보 분석 예시 ▮
•#� etc/passwd� 파일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계정이 존재하는지 점검

•#� last� :� 계정들의 로그인,� 로그아웃,� 시스템 재부팅 정보 조회

•#� lastlog� :� 계정들의 최근 로그인 정보 조회

•#� lastb� :� 실패한 계정의 로그인 정보 조회

[3] 적용 사례

⦁�리눅스 OS에서 기기 운용에 불필요한 계정을 확인하여 삭제한다.

☞� 90일 동안 로그인 하지 않은 계정 확인 결과(#lastlog� b� 90)

☞�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 조치(#userdell� 계정명,� #rmuser� 계정명 등 명령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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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불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 통제

기기 앱
- -
L B S B

불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는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 IoT� 기기 운용에 불필요한 네트워크 서비스(열린 포트 등)� 존재 시 공격자는 해당 네트워크�

서비스의 보안취약점을 악용하여 제품 무력화 또는 우회하려 시도할 수 있다.� 따라서 IoT� 기기

운영에�불필요한 열린 포트 및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도록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해야 한다.

▮� Top� 10� Exposed� IoT� Ports� 예시 ▮
☞�아일랜드에서 포트 스캐닝을 통해 노출되는 상위 10개의 포트가 전체의 84.7%를 차지한다고 보고함

TCP� 포트 서비스 열린 포트(수) 노출 포트 비율

443 HTTPS 772,258 35.6%

80 HTTP 670,789 30.9%

22 SSH 184,848 8.5%

3389 RDP 40,893 1.9%

8443 HTTPS_Alt 39,100 1.8%

8080 HTTP_Alt 30,502 1.4%

21 FTP 30,059 1.4%

8081 HTTP_Alt 27,187 1.3%

25 SMTP 23,901 1.1%

8000 Applications 21,028 1.0%

☞� 멀웨어 공격(Mirai,� Gafgyt,� NyaDrop,� Hajime,� and� Kaiji)에 악용되는 노출된 포트

※출처 :� https://www.f5.com/labs/articles/threat-intelligence/iot-vulnerability-assessment-of-the-irish-ip-address-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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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 설명

⦁�포트 스캔 등을 통해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운용 시 열린 포트 및 실행 중인 서비스를 확인한다.

▮� 열린 포트 확인 방법 예시 ▮
•TCP� 열린 포트 점검 nmap� 명령어 :� #nmap� T4� A� v� IP주소

•UDP� 열린 포트 점검 nmap� 명령어 :� #nmap� sU� f� v� IP주소

•디버깅 모드에서 열린 포트 점검 netstat� 명령어 :� netstat� antup� |� grep� LISTEN

⦁� 열린 포트를 통해 실행 중인 서비스가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서비스 및 열린 포트는�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필요한 포트의 용도 확인 예시 ▮
•22� 포트 :� CLI� 명령어 실행을 위한 OpenSSH� 접속

•443� 포트 :� HTTPS� 프로토콜을 통한 사용자 관리접속

-� 불필요한 서비스(Telnet,� FTP,� SNMP� 등)� 및 열린 포트는 제거하거나 비활성화시켜야 한다.

-� 열린 포트 및 실행 중인 서비스를 식별하고 필요한 사유를 제품 사용 설명서에 서술해야 한다.

-� 외부 접속 포트를 통한 서비스(Telnet,� FTP,� UPnP� 등)를 사용하는 경우 보안 조치(비밀번호

설정,� 접근 IP� 제한 등)를 수행해야 하며,� “2.1� 전송 데이터 보호”� 인증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운용에 불필요한 포트·서비스(디폴트값은 비활성화로 설정)는 인가된 사용

자에 의해서만 포트·서비스 활성화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

[3] 적용 사례

⦁� IoT� 기기에서 운용에 불필요한 포트(TCP,� UDP)� 및 실행 중인 서비스를 점검하여 중지시킨다.

☞�리눅스에서 열린 포트 및 실행 중인 서비스 점검 화면

☞�불필요한 웹 서비스(apache2)� 중지 및 포트 Close� 화면

※출처 :� https://www.linuxshelltips.com/find-and-close-open-ports-in-lin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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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불필요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비활성화

기기 앱
- -
L B S B

불필요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비활성화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 사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비활성화하지 않을 경우 공격자가 불법적으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IoT� 기기로 접근하여 정보유출 및 네트워크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인가자가 사용되지 않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IoT� 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필요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비활성화해야 한다.

[2] 기준 설명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서 지원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확인한다.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예시 ▮
•Bluetooth� Classic,� BLE,� WiFi,� NFC,� ZigBee,� Z-Wave,� GSM/GPRS,� LoRa,� NB-IoT,� LTE-M,�

5G,� UWB� RF,� RFID,� Ethernet� 등

⦁� 지원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정보통신망연결기기 운용에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용도 확인 예시 ▮

•Bluetooth� :� 휴대형 스피커로 기기 연결,� 기기(스마트워치)를 휴대전화로 연결 등

•ZigBee� :� 기기(스마트 조명)� 제어 연결,� 온도조절 제어 연결,� 에너지 기기 모니터링 등

-� 불필요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제거하거나 비활성화시켜야 한다.

-� 제공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식별하고 필요한 사유를 제품 사용 설명서에 서술해야 한다.

⦁�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운용에 불필요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디폴트값은 비활성화로 설정)는 인가된�

사용자에 의해서만 활성화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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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사례

⦁�스마트 온도조절기에서 무선통신 인터페이스(ZigBee)� 비활성화 예시

⟨온도조절기 화면⟩ ⟨Ziggbee� 비활성화 예시⟩

⦁� IoT� 연결·통신·제어를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무선통신 네트워크 기술은 다음과 같다.

※출처 :� Security� Issues� in� Internet� of� Things(Oriol� Solà� Campillo,�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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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실행코드 및 설정파일 무결성 검증

기기 앱
- - -
L B S B

실행코드 및 설정파일의 무결성을 검증하고,� 검증 실패 시 안전한 상태로

복원하는 등 대응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적용 시 주의사항

※ 기기 부팅 시 무결성 검증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그 외 시점(관리자�

요청시 또는 주기적으로)에는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무결성 검증 실패 시 관리자에게 알람을 통보하고,� 적절한 대응행동을

수행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 IoT� 기기의 실행코드 및 설정파일이 위·변조된 경우 IoT� 기기가 오동작하여 인적 피해를 유발하

거나,� 실행파일이 악성코드(멀웨어,� 루트킷,� 부트킷 등)가� 포함된 파일로 교체되어 중요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따라서 IoT� 기기 부팅 시 실행코드 및 설정파일에 대한 무결성 검증을 수행하여�

무결성 검증 실패 시 적절한 대응행동을 수행해야 한다.�

[2] 기준 설명

⦁�부팅 단계에서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행코드 및 설정파일의 무결성을 검증해야 한다.

-�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시동 시점에 무결성 검증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관리자 요청 시

또는 주기적으로(1일 이내 값으로 고정 또는 설정)는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무결성 검증 대상(펌웨어,�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은 제조업체가 선택 가능하나,� 무결성 훼손으로�

인한 비정상 상태(오류,� 정지 등)로 인해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무결성 검증 대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다만,� 기기의 모든 설정파일 및 실행코드(펌웨어,�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에 대해 무결성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 본 요구사항은 만족된다.�

-� 정보통신망연결기기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요소로 구성되는 경우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도록 대상을 선택하여 무결성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무결성 검증에서 사용되는 암호 알고리즘 및 암호키 안전성은 “3�암호”� 인증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무결성 검증을 위한 암호 알고리즘 예시 ▮�
•보안강도� 128� bit� 이상을 가진 해시함수(SHA-256/384/512� 등)� 등

-� 해시함수 사용 시 무결성 검사 대상(설정파일,� 실행코드)을 변조한 후에 해시를 재계산하여

원본 해시값을 덮어쓰기가 가능하므로,� 원본 해시값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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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결성 검증이 실패한 경우 사용자에게 경고메시지 알림 기능(이메일 발송,� SMS� 발송,� 팝업

메시지 출력,� 인터페이스 화면에 출력,� 경고음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적절하게 대응하는

기능을 제공(아래의 대응행동 예시 중 하나 이상 필수)해야 한다.�

▮� 무결성 검증 실패 시 대응행동 예시 ▮
•프로그램 실행중단

•기능 잠금 및 서비스 중단(네트워크 차단 등)

•공장초기화 수행

•무결성 오류 이전 설정파일·실행코드로 복구

•무결성 오류 복구 지원(제조업체 원격서비스 등)

[3] 적용 사례

⦁�초기 설정값 주입 및 설정값 저장 시 해시값을 생성하고,� 무결성 검증 시 설정값에 대한 해시값을�

새로 생성하여 저장된 해시값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초기 설정값 주입 및 설정값 저장 시⟩ ⟨무결성 점검 시⟩

※출처 :�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KISA,� 2017)

⦁�월패드에서 시동 시 무결성 검증을 수행하고 실패 시 관리자에게 알림한다.

⟨사동 시 무결성 점검⟩ ⟨무결성 검증 실패 시 관리자에게 알림⟩

※출처 :�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KIS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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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장애 시 시스템 복원

기기 앱
- - -
L B S B

전력공급 중단,� 통신 장애 등 예기치 않은 외부요인에서 복구된 후 시스템의

서비스를 정상상태로 복원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 예기치 않은 외부요인으로 IoT� 기기에서 시스템 장애(전력공급 중단,� 통신 장애 등)가� 발생하는

경우 기기 오동작,�서비스 거부,�생명·안전 위협 등이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IoT�기기 장애 발생�시�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사용자 지침을 제공해야 하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애가 복구된 이후 IoT� 기기를 안전한 상태로 복구하여 시스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복원되도록 해야 한다.�

[2] 기준 설명

⦁� 전력공급 중단,� 통신장애 등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 시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애가 복구된 이후 시스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복원해야 한다.

-� 이중화 방식을 사용하여 장애허용시스템을 지원하는 경우 본 인증기준은 만족된다.

장애허용시스템(Fault� Tolerant� Systems)

장애허용시스템 또는 장애감내시스템은 시스템 내부의 하드웨어 부품에서 결함이나 고장 또는 장애가

발생하여도 부분적 혹은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사회기반시설

(전력선 배분 시스템,� 신호등 제어 시스템,� 비행기·배의 항로 제어 시스템 등에 많이 적용됨)

-� 예기치 않은 시스템 장애(전력공급 중단,� 통신장애 등)� 발생 시 시스템(펌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무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시스템 장애(전력공급 중단,� 통신장애 등)가� 정상적으로 복구된 경우 시스템 서비스를 정상적인�

상태로 복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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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사례

⦁� IoT� 기기에 이중화 방식의 장애허용시스템을 구현하여 시스템 장애(전력공급 중단,� 통신장애 등)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 IoT� 기기 장애허용시스템(이중화 방식)� 예시 ▮�

⟨복제 방식⟩ ⟨다중화 방식⟩ ⟨다양화 방식⟩

☞� 동일한 시스템을 복수로 준비

하여 병렬로 실행하고,� 장애

발생 시 다른 시스템에서 올바른�

결과를 채택함

☞� 동일한 시스템 쌍을 준비하여

구동하고,� 마스터·액티브 문제

발생 시 슬레이브·스탠바이

시스템을 구동

☞�동일한 성능의 서로 다른 하드

웨어를 여러 개 준비하여 복제

방식과 동일하게 운영(동일한

장애 발생 가능성이 낮아짐)

※출처 :� https://blog.lgcns.com/744

▮� IoT� 기기 장애허용시스템 구축 사례 ▮�
☞� Arduino에서 다중화 방식(Master-Slave)을 적용하여 장애허용시스템을 구축한 사례

※출처 :� Arduino� fault� tolerant� System,� Internet� of� Things(IoT)(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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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

기기 앱
- - R -
L B S B

서비스 거부 공격에 동작을 멈추거나 오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1] 기준 개요

⦁� 공격자는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거나 비정상적인 구조의 패킷 발송,� 무선신호 방해,�

혼선 등을 통해 IoT� 기기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서비스 거부 공격(DoS,� DDoS� 등)을

시도할 수 있으며,� 특히 생명·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IoT� 기기가 서비스 거부 공격에 취약한

경우 커다란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거부 공격이 발생한 상황에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IoT� 기기가 작동을 멈추거나 오동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DDoS� 공격 추이 ▮
☞� Cisco는 DDoS�공격이 2018년에 7.9백만에서 2023년에는 2배 증가하여 1천 5백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

※출처 :� https://www.a10networks.com/blog/5-most-famous-ddos-attacks

[2] 기준 설명

⦁� 서비스 거부 공격 상황에도 정보통신망연결기기는 동작을 멈추거나 오동작하지 않아야 하며,�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응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기능 예시 ▮
•자동화된 공격으로 트래픽 폭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송수신되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양을 제한

•무선신호 공격 또는 네트워크 트래픽 과부하 상황에도 핵심 보안기능 및 서비스 실행 유지

•서비스 거부 공격 발생을 조치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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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 사용 시 재밍 공격(jamming� attack)에 대응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재밍 공격 대응기능 예시 ▮
•다중채널 사용

� � -� 다중채널 사용은 재밍(jamming)� 공격이 더 많은 주파수 채널을 커버하도록 요구하며,� 사전 대응

으로 일정 시간 경과 후 또는 공격 탐지 시 채널을 변경

•무선 모니터링 장비 운용

� � -� 별도의 무선 모니터링 장비를 통해 채널을 센싱하거나,� 비정상적인 통신을 탐지하여 다른 네트워크�

경로로 전송하거나 재밍 공격의 물리적인 위치를 파악

•재밍 신호 공격지를 파악하고 방해 전파를 전송하여 재밍 신호 무력화

•위조된 무선신호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법한 무선신호를 개인키로 서명해서 보내고,� 수신측

에서는 해당 공개키로 복호화되는 무선신호만 받아들이도록 구현

[3] 적용 사례

⦁�드론에서 GNSS(위성통신)� 수신기 및 GNSS� 재밍 신호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도록 구현하였다.

☞�위성의 개인키로 서명된 GNSS� 신호를 이용한 위조된 GNSS� 신호 공격 대응

☞� 재밍 신호를 재밍 반송파 주파수 및 대역과 같은 파라미터들을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모델

들과 일치하는 재밍 신호가 발사되는 방향으로 방해 전파를 전송하여 재밍 신호의 원천지를 무력화시킴

※출처 :� https://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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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운영체제 기능 보호

기기 앱
- - -
L B S B

운영체제의 보안기능을 활성화하여 보안기능 우회를 차단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 소프트웨어 레벨에서의 보안은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에 대한 제로 데이 공격이나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해서는 대처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공격들을 통해 루트 권한이 탈취될

경우 IoT� 기기 간 통신을 통해 악성코드가 빠르게 전염되어 커다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IoT� 기기의 보안기능이 우회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운영체제 자체 또는

보안 운영체제(Secure� OS)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기본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2] 기준 설명

⦁�보안기능의 우회를 차단하기 위해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모든 보안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

-� 운영체제 자체에서 제공하는 모든 보안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 보안 운영체제(Secure� OS)� 탑재 시 보안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모든 보안서비스가 기본적

으로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 IoT� 보안 운영체제 보안서비스 예시 ▮�
보안서비스 내용

하드웨어 보안 모듈

(HSM)

별도의 보안을 위한 칩을 만들어 암호화를 위한 공개키,� 개인키,� 비밀번호,� 전자

서명 등을 넣어 보관하고 칩을 물리적으로 훔치지 않는 한 해킹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하드웨어 칩 기술(TPM�등)

무결성 측정 및 검증

IoT� 기기 내의 안전한 데이터 사용과 프로세스 실행을 위해 중요하며,� 대표적으로�

파일 무결성 측정 기능이나 부팅과정에서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시큐어 부팅

(Secure� Boot)� 및 신뢰 부팅(Trusted� Boot)� 등이 있다.

접근 권한 통제 역할기반 접근통제 등을 기반으로 정보를 요청하는 사용자의 접근을 통제한다.

감사로그
감사 로그 시스템(Audit� Log� System)을 통해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접근을 감시하고 기록한다.

암호화
신뢰성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로,� 안전한 업데이트 기능,� 무결성�

검증,� 파일이나 통신 채널의 암호화,� 인증,� 서명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인증
암호화 기능과 함께 다양한 범위에 걸쳐 사용되며 특히 사용자 및 기기 인증,�

안전한 업데이트 등에 사용된다.

※출처 :� IoT� 보안 요구사항 및 보안 운영체제 기반 기술 분석(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8)



- 105 -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는 인가된 사용자에 의해서만 비활성화가 가능해야 한다.

-� 인가된 사용자에 의해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보안서비스 비활성화가 가능한 경우 관련 사항을

제품 사용 설명서에 서술해야 한다.

[3] 적용 사례

⦁� IoT� 기기의 보안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운영하는 예시

☞� 운영체제 레벨에서 제공하는 모든 보안서비스(파일·전송 암호화,� 인증,� 무결성 측정,� 감사 로그 시스템,�

접근통제,� 시큐어 부트,� HSM)을 활성화하여 운영한다.

※출처 :� IoT� 보안 요구사항 및 보안 운영체제 기반 기술 분석(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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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접근권한 최소화

기기 앱
- - -
L B S B

기능 및 서비스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권한만 설정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특정 보안 통제를 우회하도록 인가하는 특수 권한(privilege)이 사용자 계정,� 프로세스,� 응용프로

그램,� 시스템 등에 부여되거나 권한 상승 공격 등을 통해 인가되지 않은 권한 획득 시 IoT� 기기

제어권이 탈취되어 오용되거나 중요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최소 권한의 원칙(principle�

of� least� privilege)에 따라 기능 및 서비스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이 사용자,� 프

로세스,� 시스템,� 디바이스 등에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

☞� Forrester는 보안 위반의 최소 80� 정도가 privileged� credentials에서 발생한다고 발표함

※출처 :� The� Forrester� Wave:� Privileged� Identity� Management(Q4� 2018)

▮� 운영체제에서 권한 상승 공격 ▮
☞�운영체제에서 권한 상승(상승된 권한을 가지는 불법접근을 획득하기 위한 공격)� 유형별 확률 및 빈도

(H� :� 높은 빈도·확률,� M� :� 중간 확률,� L� :� 자주 발생 안함)�

※출처 :� https://www.beyondtrust.com/blog/entry/privilege-escalation-attack-defense-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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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 설명

⦁� 최소 권한의 원칙에 따라 기능 및 서비스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 설정되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의 접근 권한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최소 권한의 원칙(Principle� of� least� privilege)

주체의 역할 혹은 정해진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와 리소스에만 접근하도록 권한을 설정하는 원칙

-� 모든 디렉터리 및 파일에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을 부여한다.

-� 사용자·응용프로그램이 OS� 루트 파일 시스템에 쓰기 권한을 차단하도록 퍼미션을 설정한다.

-� 루트 권한만 패스워드 파일을 읽을 수 있도록 제한한다.

-� 루트 권한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데몬·프로세스를 최소화한다.

-� 응용프로그램·서비스 실행 시 루트 권한이 아닌 일반적인 개별 권한을 갖는 계정으로 실행하고

응용프로그램·서비스 실행에 필요한 자원만 접근하도록 허용한다.

-� 관리자 계정의 특수 권한을 일반 계정의 권한과 분리한다.�

-� 필요한 시점(Just-In-Time)에만 특정 응용프로그램 권한을 상승시키고 종료 시 권한을 회수한다.

-� 특수 권한에 일회용 인증정보(OTP� 등)을 요구하고 활동 종료 시점에 특수 권한을 회수한다.

[3] 적용 사례

⦁� IoT� 서버에서 역할을 추가하여 권한을 할당하고 사용자에게 부여하도록 구현하였다.

⟨역할 추가 화면⟩ ⟨역할에 권한(permission)� 할당 화면⟩

※출처 :� https://docs.wso2.com/display/IoTS310/Adding+a+Role+and+Per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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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비인가 소프트웨어 설치·실행차단

기기 앱
- - -
L B S B

인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도록 차단하거나 실행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 IoT� 기기에 검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가 설치 가능한 경우 루트 권한 획득을 통한 비인가 명령

실행,� 악성 봇 설치를 통한 DDoS� 공격을 위한 좀비 기기화,� 멀웨어 설치를 통한 중요정보 유출

및 백도어 활동 등 다양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IoT� 기기에 인가되지 않은 소프트웨

어가 설치되지 않도록 차단하거나 실행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 IoT� 기기로 다운로드된 Top� 10� 멀웨어 ▮

☞� Telnet� 패스워드 크래킹 후 IoT� 기기로 검증 없이 다운로드되어 설치된 멀웨어 종류(Top� 10)�

※출처 :� https://threatpost.com/threatlist-malware-samples-targeting-iot-more-than-double-in-2018/137528

[2] 기준 설명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검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 업데이트 서버를 통해 설치되는 소프트웨어·파일에 대한 유효성 검증은 “5.3� 업데이트 파일의

안전성 보장”� 인증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비인가 소프트웨어 설치를 차단하기 위해 유효성이 검증(코드 서명,� 해시값 검증 등)된 소프

트웨어만 설치되도록 허용해야 하고,� 유효성 검증 실패 시 설치를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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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서명을 이용한 유효성 검증 ▮
•코드 서명(code� signing)은 소프트웨어 실행 파일 또는 스크립트의 진위와 무결성 확인을 위해

암호화된 해시를 이용하여 디지털 서명을 하는 과정으로,� 코드가 변조되거나 손상되지 않음을 보장한다.

⦁� 소프트웨어 유효성 검증 실패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 제한된 권한 또는

샌드박스에서만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 샌드박스(Sandbox)�▮
•보호된 영역 안에서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보안 소프트웨어로,� 클래스 로더(로드된 클래스의 정확성

검사),� 바이트 코드 검사기(로드된 클래스가 정확한 바이트 코드 포맷인지 검사),� 보안관리자 요소

(신뢰되지 않은 클래스가 보호된 시스템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로 구성된다.�

[3] 적용 사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코드 서명을 검증하여 인가된 소프트웨어만 설치되도록 허용한다.

⟨SW�코드 서명⟩ ⟨SW�설치 전 코드 서명 검증⟩

※출처 :� Private� Key� Encryption� and� Recovery� in� Blockchain(ResearchGate,�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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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원격접속 통제

기기 앱
- -
L B S B

접근통제,� 인증,� 보안채널 등이 적용된 환경에서 원격접속을 해야 한다.

적용 시 주의사항

※ 사용자 또는 다른 기기가 안전한 보안채널을 통해 인증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정보통신망연결기기로 원격접속을 허용해야 한다.

※ 원격에서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접속 가능한 사용자 단말기 또는 다른�

기기의 IP를 제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 원격의 사용자 또는 다른 기기가 관리·제어를 위해 기기로 접속 시 인증절차가 없거나 전송

데이터가 보호되지 않는 경우 비인가 접근을 허용할 수 있으며,� 전송되는 중요정보(관리·제어

명령어,� 인증정보 등)가�노출되어 기기의 제어권이 탈취될 수 있다.�따라서 접근통제,� 인증,� 안전한�

보안채널이 적용된 신뢰된 환경에서만 원격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해야 한다.

[2] 기준 설명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로 원격접속을 허용해야 한다.

-� 사용자 단말기 또는 다른 기기가 사전 지정된 IP주소에서만 원격접속을 허용하도록 접근통제를�

적용해야 한다.

-� 사용자 또는 다른 기기가 안전한 보안채널을 통해 인증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원격접속을

허용해야 한다.� 안전한 보안채널에 사용되는 암호 알고리즘 및 암호키 안전성은 '2.1� 전송 데

이터 보호',� ‘3� 암호’� 관련 인증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원격접속이 가능한 IP주소에 대한 관리기능(추가,� 수정,� 삭제 등)을 제공해야 한다.

-� 사용자 단말기 또는 다른 기기의� IP주소는 1개씩만 추가 가능해야 한다.

-� IP주소 범위 지정하거나 네트워크 전체 범위를 지정하여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허용되지 않는 IP주소 추가 예시 ▮

•IP주소 범위 추가 예시 :� 192.168.10.1� ~� 192.168.10.100�

•네트워크 전체 범위 추가 예시 :� 0.0.0.0,� 192.168.100.*,�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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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사례

⦁� 월패드와 디지털도어락 간의 안전한 보안채널(암호화를 적용한 ZigBee� 무선통신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제어명령어를 보호한다.

⟨월패드와 디지털도어락 통신 구간 암호화⟩

⟨월패드와 디지털도어락 통신 구간 전송 데이터 스니핑 결과⟩

※출처 :�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KIS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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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네트워크 트래픽 통제

기기 앱
- -
L B S B

허가되지 않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차단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네트워크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IoT� 기기(홈게이트웨이,� 월패드 등)에서 허가되지 않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아무 제약 없이 허용하는 경우 IoT� 기기로 유입되거나 다른 IoT� 기기로 전송되는 비인가

트래픽으로 인해 DDoS� 공격,� 봇넷 공격이 발생하여 IoT� 기기·네트워크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IoT� 기기는 허가되지 않은 트래픽이 연결된 다른 IoT�

기기·네트워크로 전송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2] 기준 설명

⦁� 네트워크 처리 기능을 보유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는 허가되지 않은 트래픽이 통과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기능(패킷필터링 등)을 제공해야 한다.

▮� 네트워크 처리 기능을 보유한 기기 ▮

•네트워크 중계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홈게이트웨이,� 월패드 등)로,� 허가되지 않은 네트워크 트래픽

이나 네트워크 접근통제 정책에 등록되지 않은 기기로부터 전송되는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함

-� IP주소,� 포트 번호 등을 이용해 네트워크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 유입되는 인바운드 트래픽 및 유출되는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 기본적으로 모든 트래픽 거부 정책(all-deny)을 적용해야 하며,� 인가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허용된 포트·서비스에 해당되는 네트워크 트래픽만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 “6.11� 원격접속 통제”에서 사전 지정된 IP주소로부터의�네트워크 트래픽을 허용해야 한다.

⦁�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서 여러 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거나 통제

되지 않은 패킷포워딩을 차단해야 한다.

⦁� SNM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암호화 전송을 지원하는 SNMP� V3�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 SNMP� V3를 사용하는 경우 무작위 대입 공격에 취약하지 않도록 디폴트명 사용 금지,� 패스

워드 보안성 기준 준수가 필요하며,� 사용되는 암호 알고리즘의 안전성은 “3.1�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사용”� 인증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SNMP� V1� 및 V2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쓰기 방지(읽기 권한만 허용),� 디폴트·공개된 커뮤니티�

이름 사용 금지(public,� admin� 등),� 디폴트 패스워드 사용 및 평문 저장 금지,� MIB� 데이터 내�

기밀정보 삭제 등의 추가적인 보안대책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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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사례

⦁�무선공유기에서 IP주소,� 포트 번호 등에 기반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을 통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방화벽 기능 활성화 화면⟩

⟨IP주소 필터링 정책 설정 화면⟩

※출처 :� https://www.tp-link.com/us/support/faq/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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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드웨어 보안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운영에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 요소에 대한 보안취약점 발생을 최소화를 위해

적용된 보안대책(안전한 부팅,� 자체시험,� HW� 장애 대응,� 무단 훼손 방어,� 부채널·메모리 공격 대응,�

내·외부 인터페이스 보호 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하드웨어 보안 관련 인증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7.1 안전한 부팅 및 자체시험

기기 앱
- - -
L B S B

안전한 하드웨어 부팅 절차를 제공해야 하고,� 기기 구성요소에 대한 자체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적용 시 주의사항
※ 기기 부팅 시 자체시험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그 외의 시점(관리자

요청 시점,� 주기적으로)에는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기준 개요

⦁� 공격자는 IoT� 기기로 침투하여 실행파일을 악성코드(멀웨어,� 루트킷,� 부트킷 등)가� 포함된 파일로�

교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악성코드에 대한 검사가 수행되지 않을 경우 IoT� 기기가 제공하는

기능은 신뢰성을 잃게 되어 중요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IoT� 기기 부팅 시 안전한�

부팅 절차를 통해 비인가 파일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IoT� 기기

구성요소에 대한 자체시험을 수행하여 기능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 BootHole� 취약점(CVE-2020-10713)� 예시 ▮�
⟨버퍼 오버플로우 발생⟩ ⟨메모리에 공격코드 쓰기⟩

� �

☞� 공격자는 BootHole� 취약점을 이용한 버퍼 오버플로우를 통해 UEFI� 실행 환경에서 악성코드 실행,� 부트�

프로세스 변경,� OS� 커널 직접 패치,� 기타 여러 악성 행위에 악용할 수 있음

※출처 :� https://eclypsium.com/2020/07/29/theres-a-hole-in-the-b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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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 설명

⦁�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부팅 단계에서 시스템 환경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한 부팅(Secure�

Boot)� 메커니즘을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안전한 부팅(Secure� boot)

신뢰 체인(CoT,� Chain� of� Trust)으로 일컬어지는 무결성 확장 방식을 사용하여 검증된 RoT(Root� of�

Trust)로부터 연쇄적으로 연결된 시스템 계층의 무결성이 훼손되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방법

※출처 :� Signed� Firmware,� Secure� Boot� 및 개인 키의 보안(AXIS,� 2020.07)

-�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부팅 시 Boot� ROM,� 부트로더,� 커널(운영체제),� 파일 시스템 등 순으로

실행하여 무결성 검증을 수행하도록 구현하고,� 안전한 부팅 구현 시 RoT(Root� of� Trust)� 값을�

갖는 신뢰 체인(Chain� of� Trust)� 기반의 무결성 검증 확장 방식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 무결성 검증코드 및 RoT(Root� of� Trust)� 값은 응용프로그램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한�

저장소(PUF� 등)에 저장해야 한다.

-� 안전한 부팅 메커니즘이 비활성화되지 못하도록 구현해야 한다.

PUF(물리적 복제 방지 기술)

PUF(Physical� Unclonable� Function)란 동일한 제조 공정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미세구조 차이를

이용해 물리적으로 복제가 불가능한 보안키를 생성하는 기술로,� 일종의 지문과 같은 고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고유한 보안키 값은 외부로 유출될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안전한 부팅 메커니즘이 내장된 하드웨어 칩 또는 하드웨어 모듈(TPM,�

HSM� 등)을 탑재한 경우 안전한 부팅을 구현하는 하드웨어 칩 또는 하드웨어 모듈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는� 증빙(공인시험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증빙자료)을 제출하여 안전한 부팅

요구사항을�대체할 수 있다.�

-�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증빙이� 불가한 경우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체 증빙자료

(하드웨어 칩 또는 하드웨어 모듈에서 안전한 부팅 제공방법,�암호�알고리즘 등)를 제시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연결기기의 구성요소에 대한 자체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 자체시험 대상 ▮�
•하드웨어(메모리,� 플래쉬,� NIC,� 하드웨어 보안 모듈 등),� 소프트웨어(실행 프로세스 등),� 펌웨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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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의 시동 시점에 자체시험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관리자 요청 시 또는 주기적으로

(1일 이내 값으로 고정 또는 설정)는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자체시험 대상은 제조업체가 선택 가능하나,� 비정상 상태(오류,� 정지 등)로 인해 정보통신망연

결기기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체시험 대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

망연결기기의 모든 구성요소(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에 대해 자체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본�

요구사항은 만족된다.�

-� 정보통신망연결기기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요소로 구성되는 경우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도록 대상을 선택하여 자체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3] 적용 사례

⦁� PUF� 구조의 하드웨어 보안 모듈 TPM� 기술을 활용하여 시큐어 부팅을 구현한다.

☞�①FSBL(1st� Stage� Boot� Loader)은 TPM의 보안 레지스터(PCR)에 대한 무결성 측정

☞�②SSBL(U-boot)는 TPM을 참조하여 시큐어 부팅 단계에서 무결성 검증을 수행함

☞�③시스템의 무결성 데이터는 TPM의 NVRAM에 저장됨

☞�④시스템이 훼손되지 않은 경우 커널을 로드함

※출처 :� TPM을 활용한 임베디드 시스템 환경의 보안 부팅 구현(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9.10)

⦁�스마트TV에서 Windows� 10� 운영체제의 시큐어 부팅 옵션을 활성화하여 적용한다.

※출처 :�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KIS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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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자체시험 실패 시 대응

기기 앱
- - -
L B S B

자체시험 실패 오류메시지를 출력하고,�필요시 적절한 대응행동을 수행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 “7.1� 안전한 부팅 및 자체시험”� 인증기준에 따라 IoT� 기기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구성요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에 대한 자체시험이 실패한 경우 예기치 못한 오동작,� 보안기능

우회,� 서비스 거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체시험 실패 사실을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오류메시지를 출력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행동을 수행하여�

IoT� 기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2] 기준 설명

⦁� 안전한 부팅을 통해 Boot� ROM,� BIOS·부트로더,� 커널(운영체제),� 파일 시스템 등에 대한 무결성

검증이 실패한 경우 적절한�대응행동을 수행해야 한다.

▮� 시큐어 부팅 실패 시 대응행동 예시 ▮
•경고메시지 출력하고 부팅 프로세스 중단

•안전한 상태의 시스템으로 복구 후 시큐어 부팅 프로세스 진행

⦁� 정보통신망연결기기의 주요 구성요소(하드웨어·펌웨어·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자체시험이 실패

(정상동작 실패)한 경우 안전한 상태 유지를 위해 적절한 대응행동을 수행해야 한다.

-� 자체시험 실패 시 사용자에게 경고메시지 알림 기능(이메일 발송,� SMS� 발송,� 팝업 메시지 출력,�

인터페이스 화면에 출력,� 경고음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적절하게 대응하는 기능(아래의

대응행동 예시 중 하나 이상 필수)을 제공해야 한다.�

▮� 자체시험 실패 시 대응행동 예시 ▮
•자체시험이 실패한 구성요소 재구동

•기기의 서비스 중단(프로그램 실행중단)

•네트워크 연결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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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사례

⦁� 주기적으로 자체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체시험이 실패 시 사용자에게 경고메시지를 알림

(이메일)하고 해당 구성요소를 재구동시킨다.

⟨주기적인 자체시험 수행 로그⟩ ⟨자체시험 실패 시 이메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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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하드웨어 장애 대응

기기 앱
- - -
L B S B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장애 발생에 대한 알림을�

제공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 IoT� 기기에서 시스템 장애(전력공급 중단,� 통신 장애,� 펌웨어 장애,� 소프트웨어 장애 등)가� 발생하는�

경우 기기 오동작,� 서비스 거부,� 생명·안전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신속하게 해결

하기 위해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장애 발생에 대한 알람을 제공해야 한다.�

[2] 기준 설명

⦁� 시스템 장애(전력공급 중단,� 통신 장애,� 펌웨어 장애,� 소프트웨어 장애 등)�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한 알림을 제공해야 한다.

▮� 사용자에게 시스템 장애 알림 예시 ▮
•이메일로 경고메시지 발송

•SMS로 경고메시지 발송

•팝업 화면에 경고메시지 출력

•사용자·관리자 관리화면에 경고메시지 출력

•경고음을 통해 경고메시지 전달

[3] 적용 사례

⦁� IoT� 기기에서 하드웨어 장애(전원공급 중단)� 발생 시 사용자 스마트폰 앱으로 알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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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무단 훼손 방어

기기 앱
- - R -
L B S B

하드웨어 무단 조작 공격에 대응하여 하드웨어 설계 보안을 적용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하드웨어 칩 패키지에 직접 접근하여 IC� 회로를 직접 관측하거나 하드웨어 칩 내부 구조를 분석

하는 물리적 침투 공격(invasive� attack)� 및 레이저 광선 등을 통해 오류를 주입하여 오동작을

관찰하는 준-침투 공격(semi-invasive� attack)에 따른 해킹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반�

보안시스템의 한계점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반 보안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물리적인 침투 공격 및 준-침투 공격을 통한 하드웨어 무단 조작 공격에 대응

하기 위한 하드웨어 기반의 설계 보안을 적용해야 한다.

▮� 대표적인 침투 공격 유형 ▮
⟨De-packaging⟩

☞�회로에 접근하기 위해 회로를 덮고 있는 물질을 제거

⟨Layout� reconstruction⟩

☞� 공격자는 Metal� 층들을 벗겨내면서 광학현미경을 통해

칩 표면의 각�층별로 고해상도 이미지를 획득

⟨Probing⟩

☞� Probe를 이용하여 Metal� 층들의 데이터를 읽거나

변경,� 또는 주입

⟨회로 수정⟩

☞� FIB를 이용하여 fuse를 연결해 test-mode를 재동작시

키거나 일부 회로를 파괴해 오동작 유발

※출처 :� 보안 칩의 물리적 공격 및 대응 기술 동향(전자공학회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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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준-침투 공격 유형 ▮�
준-침투 공격 유형 내용

전압 변화 전압을 비정상적으로 바꾸는 방법

Power� supply� glitch
전압 공급 시 Spike� 또는 Brownout을 발생시켜 특정 주기에서 명령어가

수행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Clock� 변화 클락 주기를 늘리거나 줄여서 오동작을 유발하는 방법

Clock� glitch Glitch를 주입하여 오동작을 유발하는 방법

Xray� &� Ion� beams 엑스레이,�이온 빔 등으로 RNG�또는 일부 회로의 오동작을 유발하는 방법

Heat
온도를 상승시켜 DRAM에서 오류를 발생시키는 방법(100℃� 이상에서

32-bit� 워드당 약 10-bit가� 반전됨)

High� energy� light 짧은 순간 집중된 빛을 비추고,� 광전효과로 인한 전류를 통해 오류를 유발

Laser
방향성·직진성으로 인해 매우 좁은 특정 부분에 에너지를 집중하여 오류

(bit� flip� 등)를 주입하는 방법

※출처 :� 보안 칩의 물리적 공격 및 대응 기술 동향(전자공학회지,� 2016)

[2] 기준 설명

⦁� 레이저 광선 등을 통해 오류를 주입하여 정보통신망연결기기의 오동작 분석을 시도하는 준-침투

공격(semi-invasive� attack)에 대응하기 위한 하드웨어적 설계 보안을 적용해야 한다.�

▮� 준-침투 공격에 대한 방어 기법 예시 ▮�
준-침투 공격 유형 방어 기법

센서 방어 기법

온도,� 자외선,� 적외선,� X선,� Clock� 주파수,� 전압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내장하여 특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동작을 중지하는 등의 방어 기법

수행하는 방법이나,� 전압을 차단함으로써 센서를 무력화시킬 수 있음

전압 및 Clock� 제어

모듈을 내장하는 방어

기법

칩 내 부에 안정적으로 전압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듈이나 자체적으로

Clock을 발생시키는 PLL� 모듈을 내장함으로써 외부의 전압이나 Clock�

주파수 변화 또는 Glitch� 유발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부에서 전압이나�

Clock� 주파수를 통제하는 방법

오류 검출 코드

오류 검출 코드(Error� detecting� code)를 사용하여 매 주기마다 또는 맨

마지막에 오류가 발생했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오버헤드가 적으나

방법에 따라 오류를 100%� 잡아내지 못할 수 있음

Packaging� 방어 기법
Grounded� metal� packaging을 통해 EM� fault� 공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De-packaging을 통해 Shield를 무력화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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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칩 패키지에 직접 접근하여 IC� 회로를 직접 관측하거나 하드웨어 칩 내부 구조를 분석을 시도하는�

침투 공격(invasive� attack)에 대응하기 위한 하드웨어적 설계 보안을 적용해야 한다.�

▮� 침투 공격에 대한 방어 기법 예시 ▮�
준-침투 공격 유형 방어 기법

Top� layer� sensor� mesh�

방어 기법

De-packaging을 감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Top� metal� layer에 Sensor�

mesh� layer를 삽입하여 Metal� 일부 훼손될 경우 이를 감지하여 내부

동작을 중지 등의 방어 기법을 수행하는 방법이나,� Metal의 구조가 파악될�

경우 FIB� 등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거나 우회하는 것이 가능함

Dummy� 모듈 방법

Layout� 분석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으로 Dummy� 모듈이나 Dummy�

bus를 추가하여 칩의 분석을 어렵게 하고,� 그 외에도 시차의 연산 시간,�

전력 소모 등의 변화를 통해 노출 감소시킴

외관 분해 방지·탐지

특수 제작된 스크류(나사)� 및 기기 몰딩으로 분해 방지 메커니즘을 구현

하거나,� 외관 분해 확인을 위하여 분해 확인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분해

시도 확인 도구로 이용

[3] 적용 사례

⦁� 물리적인 침투 공격(invasive� attack)에 대응하기 위해 하드웨어 설계 보안(Top� layer� sensor�

mesh� 방어 기법)을 적용하였다.

⟨Top� layer� sensor� mesh� 적용 사례⟩ ⟨FIB� chip� editing을 이용한 Sensor� mesh�공격⟩

※출처 :� 보안 칩의 물리적 공격 및 대응 기술 동향(전자공학회지,� 2016)

⦁�외관 분해 방지를 위한 특수 제작 스크류 및 외관 분해 확인을 위한 파괴 테이프를 적용하였다.

⟨외관 분해 방지용 스크류⟩ ⟨외관 분해 확인용 분해 확인 파괴 테이프⟩

※출처 :�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KIS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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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부채널 공격 대응

기기 앱
- - R -
L B S B

전력,� 시간 등 부가정보를 악용하는 부채널 공격으로 중요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1] 기준 개요

⦁� 하드웨어 칩(보안 모듈)이 동작할 때 발생하는 전력소모량,� 시간,� 전자파 신호,�오류에 대한 출력값�등�

다양한 부채널 정보(side� channel� information)를 이용한 비-침투 공격(non-invasive� attack)을�

통해 하드웨어 칩(보안 모듈)에서 사용되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파괴하여 암호키가 유출될 수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반 보안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비-침투 공격(부채널 공격)으

로부터 암호키·비밀번호 등 중요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부채널 공격의 유형 ▮�
준-침투 공격 유형 설명 공격 사례

시차 공격

암호연산을 수행하는 소요

시간을 측정하여 중요

정보를 유추

⟨시차 공격에 취약한 패스워드 검사 구현 코드⟩
bool� check_password(char� *passwd)
{
� � � � � � for� (int� i=0;� i<pass_len;� I++)
� � � � � � {
� � � � � � � � � � � if� (passwd[i]� !=� stored_passwd[i])
� � � � � � � � � � � � � � � � return� false;
� � � � � � }

}� � � � � � � � �
☞�패스워드 첫 글자 불일치 시 ‘false’� 값을 바로 반환하므로�
공격자는 시차�공격을 통해 패스워드를 쉽게 유추 가능

전력 분석 공격

연산 중에 하드웨어가

소비하는 전력 변화를

측정하여 중요정보를 유추�

(SPA,� DPA)

⟨RSA� 연산 파형에서 비밀키 누출 사례⟩

� �

※출처 :�하드웨어 칩 기반 보안시스템 및 해킹동향(한국통신학회지,�2014.04)

전자기파 공격

연산 중 하드웨어 외부로

방출하는 전자기파를 해독

하여 중요정보를 유추

⟨전자기파 공격 사례⟩

☞� 한 번의 탐침으로 충분하나,� 여러 번 탐침 시 더욱 정교한

공격 수행 가능 �

※출처 :� 스마트시티 보안성 시험 매뉴얼(KIS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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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 설명

⦁� 하드웨어 보안 모듈(칩)이 동작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부채널 정보(전력소모량,� 시간,� 전자파 신호,�

오류에 대한 출력값 등)를 이용한 비-침투 공격에 대응하는 기능을 구현하여 중요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부채널 공격에 대한 대응 기법 예시 ▮�
부채널 공격 대응 기법 내용

마스킹 기법
암호화 알고리즘 연산 중에 발생하는 중간값을 감추어 랜덤하게 보이도록

추정 모델과 실제 발생하는 전력소모량(부채널 신호)� 간의 상관관계를 제거

블라인드 기법
클라이언트가 입력 x에 대하여 수학적 함수 f를 이용하여 출력 y를 얻을 경우,�

x와 y의 값을 모르면서 값을 계산해주는 공급자를 갖는 암호 설계 개념

은닉기법
소비전력과 데이터 사이의 연결 관계를 끊음으로써 소비전력이 데이터에

의존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법

무작위성 기법

난수성을 띤 정보만을 얻어 계산과정 중에 포함된 실제 초기값 또는 중간값을�

알 수 없도록 부채널을 통해 누출되는 자료(소비전력,� 전자방출,� 실행시간

등)를 무작위로 만드는 기법

[3] 적용 사례

⦁�부채널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하드웨어에서 마스킹된 게이트를 사용한다,

⟨일반 게이트와 마스킹된 게이트⟩ ⟨Sbox� 테이블 생성 알고리즘 코드⟩

☞� 중간값 I를 랜덤 마스크 m을 이용하여 공격자가 알 수

없는 값 r로 대체(가산 마스킹)한 암호 알고리즘 마스킹� �

※출처 :� 부채널 공격에 대한 대응기술 분석(한국정보통신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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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메모리 공격 대응

기기 앱
- - R -
L B S B

휘발성 메모리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메모리 보호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 휘발성 메모리 내의 평문으로 로드되는 정보를 추출하거나 복제,� 변경하는 등의 메모리 공격을

통해 중요정보(암호키,� 비밀번호 등)가� 노출될 수 있다.� 휘발성 메모리의 경우 공급 전원이 차단될�

경우 메모리에 로드된 데이터가 사라지는 특성으로 공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완전히 데이터가�

사라지기까지 약간의 시간을 소요되며 온도를 급격히 낮출 경우 수십분 동안 메모리 공격이

가능하다.� 따라서 휘발성 메모리에 로드되는 중요정보를 인가되지 않은 노출·변경·삭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메모리 보호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2] 기준 설명

⦁� 휘발성 메모리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메모리 보호 기법(MMU,� MPU,� Memory� Tagging,� TEE�

등)을 적용해야 한다.�

▮� MMU(Memory� Management� Unit)�▮�

CPU가� 메모리에 접근하는 것을 관리하는 하드웨어 부품으로,� 가상 메모리 주소를 실제 메모리 주소로

변환,� 메모리 보호,� 캐시 관리,� 버스 중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MMU� 동작 개념도⟩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Memory_management_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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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U(Memory� Protection� Unit)�▮�
메모리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MMU의 축소판 형태의 하드웨어 부품으로,� 일반적으로 CPU� 내의 구성

요소로 구현되어 메모리 보호 기능만을 제공한다.

⟨MPU�기능 블록 다이어그램⟩

※출처 :� KeyStone� Architecture� Memory� Protection� Unit(2013)

▮� Memory� tagging�▮�
Armv8.5-A에서 도입된 기술로,� 태그(tag)를 각� 메모리 할당에 부여하고 메모리로의 모든 접근은 태그의�

포인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잘못된 태그를 사용하는 경우 운영체제는 사용자에게 즉시 보고하거나 향후�

조사를 위해 별도로 해당 프로세스를 표시한다.� 아래의 그림에서 0x8000에서 동일한 태그(노란색 동일)

이므로 메모리로의 접근은 허용되며,� 0x9000에서 다른 태그이므로 메모리로의 접근이 거부된다.�

※출처 :� https://community.arm.com/developer/ip-products/processors/b/processors-ip-blog/posts/arm-a-profile-architecture-2018-developments-armv85a

▮� TEE(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TEE에서 제공되는 상세한 비휘발성 메모리 보호 메커니즘은 ‘2.3� 중요정보 저장 영역 보호강화’� 인증

기준의 기준 설명에서 TEE(Trusted� Execution� Environment)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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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사례

⦁� 68451� MMU가� 메모리 보호를 위해 모토로라 68010� 마이크로프로세서와 함께 사용된다.�

☞� MMU가�따로 분리된 하드웨어였지만 최근의 아키텍처에서는 프로세서와 같은 칩에 회로로 삽입됨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Memory_management_unit

⦁�MPU를 사용하여 태스크가 OS�또는 다른 태스크의 메모리 영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현한다.

※출처 :�https://community.arm.com/developer/ip-products/processors/trustzone-for-armv8-m/b/blog/posts/what-s-new-with-the-memory-protection-unit-mpu-in-cortex-m23-and-cortex-m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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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비휘발성 메모리 보호

기기 앱
- - R -
L B S B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는 펌웨어를 판독할 수 없게 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 비휘발성 메모리(플래시 메모리,� EEPROM� 등)에 저장된 펌웨어가 추출되어 판독되는 경우 펌웨

어에 하드코딩된 중요정보(암호키,� 비밀번호 등)가� 노출되거나 악성코드 삽입,� 펌웨어 무단 변조를�

통한 지적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는 펌웨어가 추출

되거나 판독될 수 없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 펌웨어 추출·분석 사례 ▮�

카네기 멜론 대학교 사이랩(Cylab)의 보안 연구원은 거의 2,000대의 가정용 라우터 제품의 펌웨어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여 시험하였으며,� 그 결과 약 43%는 단순한 공격에 취약했으며 다수는 해킹을 더

쉽게 만드는 백도어를 가지고 있었다고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분야에서 유일하게 괜찮은 회사는

스푸핑을 방지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IoT� 기기 인증을 제안하는�

보안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팩텀(Factom)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출처 :� https://www.itworld.co.kr/news/104176

▮� 펌웨어 분석 공격 사례 ▮

⟨플래시 메모리 덤핑⟩

☞� JTAG을 통해 플래시 메모리에서 펌웨어 추출

⟨펌웨어 분석⟩

☞�펌웨어 분석을 통해 하드코딩된 MQTT� 인증정보 검색

※출처 :� IoT� Device� Penetration� Testing(Shubham� Choug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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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 설명

⦁� 비휘발성 메모리(플래시 메모리,� EEPROM� 등)에 저장되는 펌웨어를 추출 또는 읽기 등을 통해

판독할 수 없도록 다음의 방법을 적용(하나 이상 적용 필수)하여 펌웨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 펌웨어를 안전하게 암호화하여 보호한다.

-�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 펌웨어를 안전하게 인코딩(BASE64� 등 단순 인코딩 방식 제외)하여�

보호한다.

-� 디버깅 포트(JTAG,� UART� 등)에 대해 접근통제 메커니즘을 적용한다.

▮� 디버깅 포트 접근통제 예시 ▮

•판매를 위해 출시된 기기에서 디버깅 포트를 완전히 제거

•디버깅 포트에 대해 읽기/쓰기 등의 반드시 필요한 접근 권한을 설정

-� 디버깅 포트를 통해 부트로더에 접근한 뒤 명령어 쉘을 획득하고 명령어를 이용하여 펌웨어를

읽거나 추출할 수 없도록 부트로더 보안을 적용한다.�

▮� 부트로더 보안 ▮

•기기의 부트로더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전기적 신호,� 특정 입력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접근을 허용

-� 펌웨어를 판독할 수 없도록 암호화 기능이 지원되는 보안 EEPROM�등에 저장한다

[3] 적용 사례

⦁�펌웨어를 판독할 수 없도록 암호화를 지원하는 보안 EEPROM에 저장한다.�

☞�보안 EEPROM(ATAES132A)에서는 128� bit의 AES-CCM를 사용하여 암호화를 지원함

※출처 :� https://www.microchip.com/en-us/product/ataes132a



- 130 -

7.8 외부 인터페이스 보호

기기 앱
- -
L B S B

불필요한 외부 인터페이스는 비활성화해야 하고,� 필요 시 접근통제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1] 기준 개요

⦁� IoT� 기기의 외부에 노출되거나 내부에 숨겨진 외부 인터페이스(USB,� SD� Card� Slot,� RS232,�

RS2485� 등)에 대해 접근통제 기능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공격자는 IoT� 기기 내부의 저장된�

중요정보,� 펌웨어 이미지,� 프라이버시 정보 등에 접근하여 각종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IoT� 기기 운용에 불필요한 외부 인터페이스는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활성화 및 접근통제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사용해야 한다.

▮� 기기 내부에 숨겨진 USB� 포트 예시 ▮�

※출처 :� Internet� of� Things� Hacking(Simon� Carlsson� and� Max� Naf,�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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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 설명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운영에 필요한 모든 외부 인터페이스는 식별하여 서술해야 한다.

▮� 외부 인터페이스 예시 ▮

•USB� 포트,� 이더넷(Ethernet)� 포트,� 시리얼 통신 인터페이스(RS232,� RS485� 등),� SD� Card� Slot� 등

-� 외부 인터페이스가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운영에 필요한 사유를 제시하고,� 관련 사항(종류,� 용도,�

접근통제 방법 등)을 제품 사용 설명서에 서술해야 한다.� 외부 인터페이스 접근통제 시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1.1� 안전한 인증정보 사용’�인증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SD� Card� 접근통제 방법 예시 ▮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사용되는 SD� Card로 접속 시 사용자 아이디/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인증�

절차를 거쳐 펌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

⦁�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운영에 불필요한 외부 인터페이스는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해야 하며,� 비활성 시�

관련 사항을 제품 사용 설명서에 서술해야 한다.

⦁� 비활성화된 외부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경우 인가된 사용자만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인가된 사용자에 의해 활성화가 가능한 외부 인터페이스가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운영에 필요한

사유를 제시하고,�관련 사항(종류,�용도,� 접근통제 방법 등)을 제품 사용 설명서에 서술해야 한다.

[3] 적용 사례

⦁� IoT� 기기(스마트 가로등)의 PCB에서 외부 인터페이스인 Serial� 커넥터를 제거하였다.�

※출처 :� 안전재난환경 사이버보안 가이드(KISA,�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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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캠의 Ethernet을 통해 SSH� 접속 시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비인가 접속을 방지하였다..

※출처 :�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KIS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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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내부 인터페이스 보호

기기 앱
-

L B S B
비인가 접근을 막기 위해 내부 인터페이스를 비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1] 기준 개요

⦁� IoT� 기기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개발자가 펌웨어를 디버깅하기 위해 사용되는 내부 인터페이스

(UART,� JTAG� 등)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 내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IoT� 기기에서 사용하는 펌

웨어 정보를 식별하거나 펌웨어 추출,� 명령어 쉘 획득,� 동적 분석 등 다양한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내부 인터페이스를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하여 비인가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

▮� 활성화된 UART� 포트 사례 ▮
⟨열린 UART� 포트⟩

※출처 :� IoT� Device� Penetration� Testing� (Shubham� Chougule)

⟨숨겨진 UART� 포트⟩

※출처 :�체계적인 IoT� 기기의 펌웨어 보안 분석 방법에 관한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21.02)

▮� 드론 UART� 포트를 이용한 U-Boot� 쉘 획득 사례�▮

※출처 :� 체계적인 IoT� 기기의 펌웨어 보안 분석 방법에 관한 연구(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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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 설명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운영에 불필요한 내부 인터페이스는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해야 한다.

-� 불필요한 내부 인터페이스는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하나,� 비활성화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제거가 불가능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 내부 인터페이스 예시 ▮

•개발·디버깅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JTAG,� UART,� SPI,� I2C,� SDIO� 등 표준·비표준 통신 인터페이스

⦁� 정보통신망연결기기의 사후관리(업데이트,� 고장수리 등)에 필요한 모든 내부 인터페이스는 서술

되어야 한다.�

-� 내부 인터페이스가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운영에 필요한 사유를 제시하고,� 관련 사항(종류,� 용도,�

접근통제 방법 등)을 제품 사용 설명서에 서술해야 한다.� 외부� 인터페이스 접근통제 시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1.1� 안전한 인증정보�사용’�인증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 적용 사례

⦁� IoT�기기의 PCB에서 JTAG�포트를 완전하게 제거하거나 접근통제(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한다.

⟨JTAG� 포트 제거⟩ ⟨JTAG� 포트 비밀번호 설정⟩

※출처 :� 홈·가전 IoT� 보안가이드(KIS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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