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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최근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기기의 확산이 진행되면서, IoT 기기를 이용한 악성 공

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IoT 기기는 취약 부분에 대한 점검과 보수 보다는 기능적인 추가

를 더욱 우선시하여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기기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각각의 IoT 기기가 취약점을 가지는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IoT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역시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패치를 하고 있다. 만약 IoT 기기에 탑재되

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취약한 버전을 사용한다면 IoT 기기 역시 취약점을 보유하고 있는 상

태가 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최근 취약점이 알려진 오픈소스의 특정 소스코드 모듈을 다양한 플랫폼을 

대상으로 컴파일하여 바이너리 코드 레벨의 시그니처 집합을 생성함으로써, ‘사용자의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기기의 취약점 포함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한다. 본 프로젝

트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아래와 같다. 

 

첫째, IoT 기기 내부의 오픈소스 취약점 점검 기술이다. 사용자에게 자신의 IoT 기기에 있는 소

프트웨어를 업로드하게 하여 해당 기기가 가진 취약점을 점검한다. 

 

둘째, 취약점 정보 업로드 기술이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또는 최근에 발표된 

취약점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사용자로부터 업로드 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의 참여로 취약점 시

그니처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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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IoT 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보안 위협 증가 

빠른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 세계는 

인터넷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아날로그 및 전자 기계 장치의 사용에서 

디지털 기술로 넘어오는 제 3 차 산업 혁명을 넘어서 현 시대는 초연결성, 초지능성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는 제 4 차 산업 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제 4 차 산업 혁명은 ICT 의 

융합으로 이룬 혁명 시대를 의미하며 로봇 공학, 인공 지능, 나노 기술, 생명 공학, 사물인터넷, 

자율 차량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을 통한 세계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oT 는 다양한 사물이 각기 부착된 통신장치와 센서를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가트너(Gartner)가 선정하는 10 대 전략기술에 2012 년부터 내면 선정되어 

ICT 시장의 산업을 이끄는 핵심 부가가치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실생활영역에 적용되면서 다양한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효율성 및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은 2015 년 3 조 8 천억원 규모에서 2022 년에는 22 조 

9 천억원까지 약 5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국내외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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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사물인터넷(IoT) 관련 유망산업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IoT 시장은 2015 년 약 3 천억 달러에서 2020 년 1 조 달러로 연평균 28.8% 성장할 

것이고, 국내 IoT 시장은 연평균 38.5%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같은 기간 국내 IoT 시장 

규모도 3 조 3 천억원에서 17 조 1 천억원으로 연평균 38.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림 2] 국내외 IoT 시장 전망, 한국경제연구원 

 

IoT 서비스는 정보 센싱과 이에 대한 가공 · 처리 · 저장 · 활용 뿐만 아니라 사람 · 서비스 · 

사물과의 소통 등을 위해 여러 가지 요소 및 기술이 통합되어 사용된다. IoT 기기의 발전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4 차 산업혁명을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IoT 기기에 대한 보안 위협 사례가 발표되면서, IoT 기기의 보안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IoT 의 확산에 따라 해킹이 더욱 쉬워지게 되었고, 네트워크 

인프라가 점점 더 넓어짐에 따라 해킹할 수 있는 환경이 넓어지게 되었다. 2015 년에 진행한 한 

기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 해의 가장 큰 보안 위협은 ‘IoT(사물인터넷) 기기의 보안위협’ 

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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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보안뉴스 기사의 설문조사 

 

Akamai 위협 연구팀은 최근 인터넷에 연결된 수백만 대의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웹 기반 

자격 증명 스터핑 공격의 소스로 사용되는 사례를 보고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전에도 보고된 

바 있으나, 수정되지 않고 IoT 기기에 적용되었다. 이 기기들은 Dyn 이라 불리는 DNS 호스트에 

DDoS 공격을 가하여 큰 문제를 발생시켰다. 

 

사물인터넷 기기의 보안 위협은 리눅스 운영체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IoT 기기에 탑재되는 

운영체제는 주로 임베디드 리눅스이며 리눅스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다. 따라서 IoT 업체들은 

개발에 용이한 리눅스 운영체제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한다. IoT 에서 제공하는 여러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소프트웨어들 역시 오픈소스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인 경우가 다수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개발자들의 참여로 코드 품질이 매우 높지만 생산 속도가 빠르고 

많은 오픈소스를 생산하는 만큼 많은 취약점을 보유 및 패치한다. 만약 특정 IoT 기기가 보안에 

취약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면 IoT 기기 역시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안위협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 밖에도 IoT 서비스는 기술 자체 혹은 구현 방법의 문제점으로 

인해 다양한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다. 안랩(AhnLab)에 따르면 2008 년 리눅스 악성코드가 처음 

보고된 후 2016 년 10 월 기준으로 1 만개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것은 특정 기기만 감염시키는 

악성코드와 지속해서 변형이 나오지 않는 것을 제외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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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안랩이 공개한 주요 리눅스 악성코드 발견 현황 

 

이처럼 IoT 기기를 노리는 악성코드는 급증하지만 대응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IoT 기기는 

상당수 보안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었다. 안전한 IoT 사용을 위해서, 기기 제조사가 보안을 강화

한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사용자는 지정되어 있는 초기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 보편적 사용자

는 사용하는 기기가 위험에 유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기기가 보유한 취약성에 대

해 바로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IoT 기기에 들어있는 취약한 소프트웨어를 진단해주는 

웹 서비스를 설계하고자 한다. 

 

1.2.2  IoT 기기의 소스코드 공개여부 

최근에 IoT 보안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와 관련한 프로젝트들이 활성화 되었다. 하지만 관련 프

로젝트들은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검사하여 취약한 IoT 기기를 찾는 형태이다. 바이너리 코드 기반

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는, 주석에 달려있는 정보를 가지고 오픈소스의 존재 유무를 따져 라이선

스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나와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소스코드에 대한 지식이 있는 개발자

만이 주로 사용하여, 프로그램 또는 제품에 라이선스로 인한 문제를 피해갈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IoT 기기의 소스코드 공개는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문제로 인한 소스코드의 공개에도 부분적 공개나, 사용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다. 만약 제품의 전체 소스코드가 공개되어도 컴퓨터의 프로그

래밍 언어를 공부하지 않은 일반 사용자의 경우에는 소스코드가 일반적인 문자에 지나지 않은 의

미를 가진다. 이처럼 소스코드는 제한적으로 공개되기도 하지만 공개가 되어도 일반 사용자는 소

스코드를 이용한 검사를 함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용자에게는 ‘실행 파일만 가지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IoT 기기가 취약한

지 한눈에 알려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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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 본 프로젝트의 필요성 

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사람들의 IoT 사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302명이 

응답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5] 설문조사 질문1에 대한 응답 결과 

 

최근 IoT보안에 대한 뉴스 속보와 기사 등을 통해 보안 이슈를 접해본 사람들은 55.6%이었다. 

절반 이상 정도의 사람들이 IoT에 대한 관심과 보안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림 6] 설문조사 질문2에 대한 응답 결과 

 

IoT 기기 사용 현황에 대한 질문이다. IoT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IoT 기기가 늘어나고 있

는 현 실태에 맞게 사용해 본 사람의 수도 적지 않은 숫자로 약 4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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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설문조사 질문3에 대한 응답 결과 

 

사용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보안 취약성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이다. IoT 기기를 

사용해본 사람들이 자신의 기기의 보안에 대해 크게 관심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IoT 기기 보안에 대한 관심과 보안 취약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 사용에 있

어서 주의를 갖게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 설문조사 질문4에 대한 응답 결과 

 

응답 결과와 같이, IoT 기기를 사용해 보았지만 버전 업그레이드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0.5%

로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질문3에서 보안 취약성에 대해 생각을 해 본 사람이 적은 것과 

연관시켰을 때, IoT 기기 사용자들은 보안 취약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안을 위한 버

전 업그레이드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즉, 본 프로젝트와 같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용자에게 자신의 기기의 위험성을 점검해 볼 필요성을 일깨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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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설문조사 질문5에 대한 응답 결과 

 

앞의 응답결과에서 언급하였듯이, IoT 기기 보안에 있어서 본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질문5의 응답 결과를 보면, 본 프로젝트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사람

들의 사용 의향은 79.8%에 달했다. 

 

전체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IoT 보안 이슈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

만, 자신의 기기의 보안 취약성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사용자들

에게 IoT 기기 취약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기기의 보안 위험성에 대해 편리하고 쉽게 접하

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2.4  최근 기술 동향 

현재 ‘BLACKDUCK’사에서 소프트웨어 속 오픈소스를 탐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

지만 당사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오픈소스의 취약점 탐지가 아닌 라이선스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

를 막기 위해 개발자에게 문제의 소지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고려대학교에서 시작한 ‘IoT 

Cube’ 서비스는 바이너리 파일 기반이 아닌 소스코드 기반으로 IoT 기기의 취약점 검사를 진행하

여 소스코드를 보유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사용자의 경우 소스코드에 대해 인지

하지 못하는 사용자가 많으며,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소스코드를 확보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

다. 2014년 ACM PLDI(Programming Language Design and Implementation)에서 발표된 ‘Tracelet’에

서는 바이너리 코드의 정적 분석으로 코드를 찾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해당 연구가 같은 

domain을 지니는 대상에 대해 쉽게 사용가능 하지만 cross-domain일 경우 사용함에 있어 많은 

cost가 발생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사용자가 쉽게 이용하기 보다는 개발자들에게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기술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여러 환경을 통하여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

의 관점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많은 환경을 지원하는 취약점 탐지 서비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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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다양한 IoT 기기의 펌웨어에 대해 바이너리 코드를 분석 비교하여 취약

점이 있는 오픈 소스 코드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진단하는 웹 페이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개

발 목표는 크게 다음 3가지 이다. 

 

첫째,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본인이 사용하는 전자 제품, 센서 등이 IoT 기기에 대해 보안 위험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당신의 기기는 안전한가요?”라는 문구를 토대로 사용자들에게 스스

로 기기의 보안 취약점을 알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둘째, 많은 IoT 기기 개발자들은 개발에 오픈 소스 코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오픈

소스에 대한 보안성은 보장하지 못하고, 실제로 취약점이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서비스는 개발자들이 개발 단계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전성이 높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의 취약 정도를 쉽게 보여준다. 

 

셋째, IoT 기기의 시스템 위에 모듈이 올려지는 형태의 보안이 아닌, 웹 사이트에서 보안을 점검

하는 형태의 보안 서비스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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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그림 10] 프로젝트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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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오픈 소스 취약 모듈 수집 

본 웹 서비스는 사용자가 펌웨어를 웹 페이지에 직접 업로드 하여 본인의 기기를 점검하는 방

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취약점 모듈을 수집하여 실제 IoT 기기와 비교할 대상을 

확보한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수집된 바이너리 코드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CVE, Github 등을 

통해 취약한 버전의 펌웨어 또는 소스코드를 수집한다. 

 

 

[그림 11] OpenSSL-1.0.1f의 Heartbleed 취약점 

 

 

[그림 12] CVE(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s) & GitHub 

 

 

2.2.2  알고리즘 적용 

수집한 취약점 모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이후, 사용자가 웹에 업로드한 대상 파일과 유사

도를 비교할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n-gram기법과 sliding window기법을 통해 모듈을 집합화하고 

jaccard index를 사용해서 집합의 유사도를 비교한다. 수집한 취약 모듈과 업로드 된 타겟 모듈 간

의 유사도 값의 정확도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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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유사도 비교 시, 사용할 어셈블리 코드 

 

 

[그림 14] n-gram 기법 

 

 

[그림 15] sliding window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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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Jaccard Index 개념 

 

 

[그림 17] 알고리즘의 설계도 

 

 

2.2.3  IoT보안 웹 서비스 구현 

본 프로젝트에서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IoT 기기 취약성에 대해 알려주는 IoT보안 웹 서비스를 

개발한다. 최근 이슈가 된 취약점을 중심으로, 취약점이 알려진 오픈소스의 특정 소스코드 모듈을 

다양한 IoT플랫폼을 대상으로 컴파일한다. 이 후, 위에서 개발한 모듈을 사용하여 IoT 기기의 취

약점 포함 여부를 파악하고, 사용자가 알기 쉽도록 취약성 점검 결과를 보여준다. 

 

웹 서비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에게 펌웨어 파일을 받아 개발 모듈을 통해 취약

성 정도를 점검하여 결과를 시각적으로 알려준다. 결과는 안전/취약/매우 취약 등의 등급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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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고, Dashboard를 사용하여 가시화 한다. 둘째, 사용자가 직접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펌웨어 파

일을 게시판에 업로드한다. 관리자의 판단 후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펌웨어는 우리의 취약점 모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으로써, 대상 타겟과 비교 시 이용한다. 이 기능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권한

이 있어야 하며, 권한은 사용자 등급 별로 부여한다. 일종의 IoT 기기 취약성 점검의 커뮤니티 형

성을 목표로 한다. 

 

 

[그림 18] 웹서비스 전체 예상 UI 

 

 

[그림 19] 파일 업로드 예상 UI 

 

펌웨어 실행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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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점검 결과 예상 UI_1 

 

 

[그림 21] 점검 결과 예상 UI_2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SOSfinder 

팀 명   SOFA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7-MAR-11 

 

캡스톤 디자인 I Page 20 of 34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2.3 개발 결과  

2.3.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프로그램 유형 취약점 점검 알고리즘 모듈 

요구사항 

Target device의 binary code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유사도 비교 알고리즘으로 Target device의 정확한 취약점을 찾아내야 한

다. 

 

프로그램 유형 IoT보안 웹 서비스 

요구사항 

사용자가 펌웨어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의 펌웨어 파일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의 기기의 취약점 점검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기 쉽게 보여줄 수 있

어야 한다.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직접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소프트웨어를 게시판에 

업로드 할 수 있어야 한다. 

 

 

2.3.2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1) 보안성 

본 서비스의 이용자중 악의적 목적으로 취약한 소프트웨어를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권한을 얻은(일정 신용을 획득한) 사용자에 한해서만 

취약 소프트웨어 업로드 기능을 제공한다. 

 

(2) 사용성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IoT 기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기의 소프트웨어 속 취약점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기의 실행 파일을 쉽게 

업로드 할 수 있게 하고, 게시판을 두어 사용자와 관리자간 취약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한다. 

 

 (3) 재사용가능성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IoT기기의 취약점을 탐지하는 것으로, 프로젝트 개발 기간의 제약 상 자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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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드 인덱스를 통해 비교를 진행하나 비교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듈화한다. 또한 웹 서비스의 구현과 취약점 점검 모듈을 분리하여 구현한다. 

 

2.3.3  시스템 구조 

 

[그림 22] SOSfinder 시스템 구조도 

 

- User와 Server 사이의 데이터 전달을 위해 APM(Apache & Php & Mysql)을 이용하여 Web 

Service를 구성한다. 

- 사용자는 Web Service에 로그인하여 사용자 인증을 한 후, IoT 기기에서 실행파일(소프트웨어)을 

업로드한다. 

- Web Service는 Server로 실행파일을 전달하고 Server는 보유하고 있는 취약점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해당 실행파일이 취약점을 지니고 있는지 검사하여 결과를 Web service에 전달한다. 

- Web service 는 이를 가시화하여 사용자가 보기 쉬운 형태인 대시보드 또는 결과 키워드로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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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IoT 보안 웹 

서비스 

레이아웃 
사용자에게 편리한 User 

Interface 를 제공한다. 
  

파일 업로드 
사용자 기기의 소프트웨어를 

업로드한다. 
모듈  

DB 연동, 

알고리즘 적용 

업로드한 소프트웨어의 정보를 

서버에 전달하고, DB 에 저장 후 

유사도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모듈  

대시보드 
사용자가 업로드한 소프트웨어의 

취약한 정도를 출력한다. 
  

취약점 점검 

알고리즘 

모듈 

TargetTokenize 

Target 기기의 어셈블리 코드를 

mnemonic, memory address, 

register, offset 으로 토큰화한다 

모듈  

GetSignature 
Database 에서 signature list 를 

가져와 비교 대상을 찾는다. 
모듈  

CheckLength 

Target 의 토큰화된 어셈블리의 

길이를 확인하고 선택된 

signature 의 길이를 비교하여 

window size 를 정한다 

모듈  

CmpSigTarget 

Signature 와 Target 을 비교하여 

유사도를 확인하고 기준치를 넘는 

값들의 이름을 가져온다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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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4.1  기대효과 

(1) 사용자에게 IoT 기기 보안 취약성에 대한 경각심 부여 

일반적으로 IoT 기기 사용자들은 IoT 기기를 아무런 경계심 없이 사용한다. 이러한 일종의 

안전불감증에 빠진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IoT 기기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려주고 평소 아무 

생각없이 사용하던 기기들이 마냥 안전하지는 않다는 경각심을 심어준다. 

 

(2) 새로운 형태의 IoT 보안 서비스 제공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IoT 보안 서비스는 보안 모듈이 소프트웨어로 기기 위에 올려져 있는 

형태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IoT 보안 소프트웨어들은 일반 사용자가 아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IoT 보안 웹 서비스’ 

라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개발자가 IoT 보안쪽에 더욱 신경 쓰도록 유도 

IoT 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수많은 개발자들이 IoT 소프트웨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IoT 개발은 보안보다는 기능면에 치중되어 있다. IoT 보안 웹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개발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도 자연스럽게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고, 

이는 개발자들이 IoT 개발에 있어서 보안에도 많은 신경을 쓰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4) ‘IoT 보안’ 이라는 하나의 커뮤니티 형성 

웹 서비스 특성상 사용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하나의 거대한 커뮤니티가 형성된다. 거대한 

커뮤니티는 유행을 만들고 하나의 문화를 만들 정도의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본 서비스를 

통해 ‘IoT 보안’ 이라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서 IoT 보안이라는 유행을 주도하고 하나의 문화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2.4.2  활용방안 

(1) IoT 소프트웨어가 생소한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서비스 제공 

일반 사용자들은 IoT 기기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들어있고 코드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매우 생소하다.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소할 수 밖에 없다. 본 

프로젝트의 서비스는 일반 사용자들을 위해 접근하기 편리한 기능으로 구성되어 보안 취약성에 

대해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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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oT 보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위해 활용 가능 

IoT 보안에 관심이 있어도 관련 자료를 찾기는 정말 힘들다. IoT 보안 웹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에서 찾기 어려웠던 내용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다. 이는 IoT 

보안에 관심이 있고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IoT 보안 웹 서비스 

1. 본 프로젝트의 어플리케이션은 Web 으로 설계하였으며 사용자가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2. 사용자는 로그인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의 권한을 얻고, 메인 화면에 있는 파일 업로드 기능을 

통해 검사 받기를 원하는 파일을 쉽게 업로드한다. 

3. 업로드 이후 검사 버튼을 누르면 내부 서버에 파일의 정보를 저장하여 본 프로젝트에서 

구현한 내부 알고리즘 모듈에 의해 취약점 검사를 진행한다. 

4. 대시보드(Dashboard)를 통해 사용자는 업로드한 파일이 어느 오픈소스에 의해 취약한지 

정보를 얻는다. 

5. 권한을 가진 사용자는 게시판에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업로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권한은 사용자의 등급에 따라 주어진다. 이로써, IoT 보안에 대한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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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취약점 점검 알고리즘 모듈 

1. TargetTokenize: target file 의 어셈블리 코드를 mnemonic, memory address, register, offset 으로 

분리하여 토큰화한다. 

2. GetSignature: database 에서 미리 저장된 signature list 를 가져와 비교 대상을 찾는다. 

3. CheckLength: target file 의 토큰화된 어셈블리의 길이를 확인하고 선택된 signature 의 길이를 

비교하여 window size 를 정한다. 

4. CmpSigTarget: signature 와 target을 비교하여 유사도를 확인하고 기준치를 넘는 값들의 이름을 

가져온다. 

*target file :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 

 

 구분 SOSfinder 

개발에 

필요한 

환경 

운영체제  Linux 

컴파일  g++ 

개발언어 C++, html, php, MySQL 

언어의 문법적 요구사항   

결과물을 

확인하는 

환경 

운영체제  Linux, Windows7 

컴파일   

개발언어   

언어의 문법적 요구사항   

 

 

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 웹 서비스와 데이터 베이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버로 사용할 컴퓨터가 필요하다. 자원이 

제한 되어 있으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다양한 취약점에 대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에 서버로 사용하는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하여 자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 IoT의 특성상 다양한 플랫폼 및 개발환경에서 개발이 진행된다. 하지만 해당 개발환경

을 전부 구성하고, 데이터 셋을 추출하기에는 시간적, 자원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IoT

개발에 자주 이용되는 Ubuntu 환경에서의 crosscompile과 일부 최적화 옵션에 대해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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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2.2  소프트웨어 

- 취약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을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수 적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소프트웨어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이를 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또한 미리 알려진 취약점에 대해 다루기 때문에 변형된 취약점에 대한 탐지가 어려울 

수 있다. 취약점을 탐지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모듈화하여 탐지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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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송창헌 - 타겟 기기의 Binary Code 추출 

- 유사도 비교 알고리즘 적용 

- 알고리즘 성능 테스트 
차진원 

정성민 - 웹 서비스 구현 (firmware 업로드 및 알고리즘 연동 기능 등) 

- 결과 가시화 구현(Dashboard 이용) 박민경 

정현석 - 웹 UI/UX 디자인 

핫산 - 취약한 펌웨어 자료 조사 

전체 

- IoT 관련 취약점 Database 구성 

- 서비스 성능 테스트 

- 보고서 작성 및 전시 준비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IoT 취약점 Database 구성 30 

서비스 알고리즘 개발 40 

웹 서비스 구현 60 

서비스 전체 성능 테스트 30 

보고서 작성 및 전시 준비 30 

합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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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절차도 및 마일스톤 

작성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취약점 Database 구성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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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개발 환경 완성 (CentOS 서버, Database 설계)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계획서 발표 PPT 

2017-03-02 2017-03-17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절차도 

2. 프로젝트 마일스톤 

2017-03-02 2017-03-06 

1 차 중간 보고 

서비스 알고리즘 구현 완료 

웹 대략적인 UI 구현 완료 

웹 서비스 기능 1(로그인, 펌웨어 업로드 기능, 

서비스 알고리즘과의 연동)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취약점 Database 

4. 웹 서비스 1 차 소스코드 (UI 및 기능) 

5. 서비스 알고리즘 소스코드 

2017-03-06 2017-04-06 

2 차 중간 보고 

 서비스 알고리즘 테스트 및 수정 완료 

 웹 전체 UI 완성 

 웹 서비스 기능(결과 Dashboard 로 가시화, 사용자 

등급별 취약점 펌웨어 업로드 및 취약점 DB 로 

저장(IoT 보안 커뮤니티 형성))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서비스 알고리즘 최종 소스코드 

3. 웹 서비스 2 차 소스코드 (UI 및 기능) 

2017-04-07 2017-05-11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SOSfinder 

팀 명   SOFA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7-MAR-11 

 

캡스톤 디자인 I Page 30 of 34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구현 완료 

전체 서비스 구현 완료 

IoT 취약 DB 로 발견한 실증 구성 완료 

산출물: 

1. 웹 서비스 최종 소스코드 (UI 및 기능) 

2. IoT 취약 DB 로 발견한 실증(실제 IoT 기기) 

 

2017-05-12 2017-05-19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1. 프로젝트 최종 소스코드 전체 

2017-05-12 2017-05-19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 최종 보고서 

2. 전시 포스터 

3. 프로젝트 시연 동영상 

4. 최종 웹 서비스 사이트 

2017-05-19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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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전원 Project study 2016-12-10 2017-03-06 20 

송창헌 프로젝트 절차 구성 2017-02-20 2017-02-24 5 

송창헌 타겟 기기의 Binary Code 추출 

유사도 비교 알고리즘 적용 

알고리즘 성능 테스트 

2017-03-02 2017-05-11 71 
차진원 

정성민 웹서비스 구현 (firmware 업로드 및 

알고리즘 연동 기능 등) 

결과 가시화 구현(Dashboard 이용) 

2017-03-06 2017-05-19 75 
박민경 

정현석 웹 UI/UX 디자인 2017-03-06 2017-05-19 75 

전체 성능 테스트 2017-05-12 2017-05-2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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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컴파일러 Microsoft 2017-01-25 2017-05-25  

개발용 PC 2 대 조립 PC 2017-03-02 2017-05-19  

개발용 노트북 4 대 
LG, Apple, Lenovo, 

Samsung 
2017-01-25 2017-05-19  

임베디드 시스템 1 대 Raspberrypi 3 2017-03-10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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