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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본 프로젝트의 목표는 사용자의 IoT 기기의 펌웨어에 대해 소스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바이너리 코드를 분석 비교하여 취약점을 가진 오픈소스 코드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진단 결

과를 보여주는 웹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웹 서비스의 사용자는 ‘Power User’을 대상으로 한

다. 여기서 ‘Power User’는 IoT 기기의 펌웨어를 이용하는 보안기관이나 IoT 소프트웨어의 개발자, 

또는 IT분야에 대한 지식이 충분한 자를 의미한다. 개발 목표는 크게 다음 3가지이다. 

 

첫째, 대부분의 사용자는 본인이 사용하는 전자 제품, 센서 등이 IoT 기기에 대해 보안 위험성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당신의 기기는 안전한가요?”라는 문구를 토대로 사용자들에게 스스로 

기기의 보안 취약점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둘째, 많은 IoT 기기 개발자들은 개발에 오픈소스 코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한 

오픈소스에 대한 보안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고, 실제로 취약점이 계속해서 알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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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오픈소스의 취약 정도를 쉽게 보여준다. 

 

셋째, IoT 기기의 시스템 위에 모듈이 올려지는 방화벽과 같은 형태의 보안이 아닌, 웹 사이트에

서 보안을 점검하는 형태의 보안 서비스를 개발한다. 웹 형태로 서비스를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사용자가 쉽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접근성이 훌륭하기 때문이다. 둘째, 

프로젝트의 확장이 용이하다는 웹의 특징 때문이다. 사용자로부터 취약한 펌웨어를 게시판에 업

로드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환경의 펌웨어를 점검하는 

모듈로 확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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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수행 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그림 1] SOSfinder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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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위한 오픈소스 취약 모듈 수집 

본 웹 서비스에서는 사용자가 펌웨어를 웹 페이지에 직접 업로드 하여 본인의 기기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취약점 모듈을 수집하여 실제 IoT 기기와 비교할 대상

을 확보한다. 본 서비스의 특성상 많은 환경에 따른 바이너리 코드의 확보가 중요하지만, 프로젝

트의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이 될 수 있는 오픈소스 또는 최근 문제가 발생한 오

픈소스를 대상으로 수집한다. 이때 NVD(National Vulnerability Database), CVE(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s), Github 등을 통해 취약한 버전의 펌웨어 또는 소스코드를 수집하고, 

이를 다양한 환경(운영체제 3개, 최적화 옵션 6개, 하드웨어 3개)에서 컴파일하여 어셈블리 코드

를 얻어내고 이 결과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그림 2] 비교대상 데이터베이스 구성 현황 

 

 

2.1.2  알고리즘 적용 

서비스 사용자가 웹에 업로드한 대상 파일(검사를 진행할 파일)과 데이터베이스가 가진 어셈블

리어 코드와의 유사도를 비교할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소스코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의 비교를 진행한다. 바이너리 코드로 구성된 실행파일을 어셈블리 코드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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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고, 각각 두 코드의 비교에서는 실행 흐름을 가지고 있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비교하게 된다. 

이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기기마다 조금씩 다른 어셈블리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집

합 유사도 비교 연산(Jaccard Index, Jaccard Containment)을 통하여 유사도 비교에 있어서 유연성

을 준다. 또한 집합을 구성할 때, 스트리밍 데이터 속의 특징점을 추출하기 위하여 n-gram을 사

용하고 이를 하나의 원소로 청킹하는 과정에서 sliding window를 사용한다. 따라서 명령어 시퀀스

를 n-gram을 통해 특징점(명령어, 피연산자)을 추출하고 이를 sliding window를 통해 하나의 원소

로 묶고, 대상 파일(사용자의 업로드 파일)의 생성된 집합과 시그니처(취약점 데이터베이스)의 집

합을 Jaccard Index와 Jaccard Containment를 사용하여 비교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그림 3] 유사도 측정 알고리즘 

 

 

2.1.2.1 해당 알고리즘 선정 원인 

1) 유사도 비교 알고리즘 

 유사도 비교에 사용 가능한 알고리즘은 코사인 유사도 기법, Exact string match 기법, Jaccard 

Index, Jaccard Containment 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알고리즘을 본 프로젝트에 적합한지에 

대해 평가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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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명 본 프로젝트와의 적합성 판단 

Exact string match 기법 

다양한 환경에서의 어셈블리어 구성에 맞추어 비교를 진행해

야 하나, 각각의 환경에 맞는 Signature을 전부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코사인 유사도 기법 

주로 두 문서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것에 사용을 하고, 단어

의 빈도를 나타내는 경우 이용하는 기법이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가진 스트림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규칙에 따라 벡터로 성형을 하여 사용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벡터의 사이즈가 다르면 적용이 어렵다. 

Jaccard Index, Jaccard 

Containment 기법 

두 집합 간의 유사도 비교에 사용하는 기법이다. 어셈블리 

코드 비교에 있어서 집합 연산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유연성

을 보여 줄 수 있으므로 Exact string match보다 프로젝트의 

특성상 적합하다.  

[표 1] 유사도 비교 알고리즘의 구분 

 

 본 프로젝트는 다양한 환경에서 코드를 비교해야 하므로 유사도 비교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따

라서 Jaccard Index, Jaccard Containment 기법을 선택하였다.  

 

2) 취약 모듈 및 대상 파일의 비교 적용 알고리즘 

본 프로젝트에서 두 스트리밍 데이터간의 비교를 진행하는데, 이때 한쪽의 데이터가 상대적으

로 매우 큰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정 부분을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 따라서 먼저 큰 값 중 일부의 비교대상을 선택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본 프로젝트에서

는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사용하여 일정 부분을 선택한다. 이때 큰 사이즈의 데이터를 반으로 

분할할 때, 반으로 나뉘어진 중간 부분에 데이터가 누락되지 않도록 작은 사이즈의 데이터 크기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SOSfinder 

팀 명 SOFA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0.6 2017-MAY-18 

 

캡스톤 디자인 I Page 9 of 21 

중간보고서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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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큼을 반으로 나뉘어진 데이터에 추가한다. 이후 Jaccard Containment 기법을 사용하여 나뉘어진 

데이터에 작은 데이터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일정 수치를 넘으면 다음 검사 대상으

로 넘겨준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일정 크기보다 작아질 때까지 넘겨진 대상의 분할을 수행한다. 

이 후 작아진 데이터에 대해 시그니처 데이터와 Jaccard Index를 통한 유사도 검사를 통해 최대값

을 취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방식을 통하여 비슷하지 않은 시그니처에 대해서는 빠르게 넘

어가고, 비슷한 대상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다.  

 

[그림 4] 취약 모듈 및 대상 파일의 비교 적용 알고리즘 

 

 

2.1.3  웹 서비스 구현 

본 프로젝트에서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IoT 기기 취약성에 대해 진단해주는 IoT 보안 웹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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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듈을 다양한 IoT 플랫폼을 대상으로 컴파일한다. 이후, 개발한 취약점 점검 모듈을 사용하여 IoT 

기기의 취약점 포함 여부를 파악하고, 사용자가 알기 쉽도록 점검 결과를 가시화한다. 

 

웹 서비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에게 펌웨어 파일을 받아 개발 모듈을 통해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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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도를 점검하여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결과는 안전/취약/매우 취약 등의 등급으로 표

현하고, Dashboard를 사용하여 가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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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일종의 IoT 기기 취약성 

점검의 커뮤니티 형성을 목표로 하고, 취약점 데이터베이스의 확장성을 부여한다. 

 

2.1.3.1 취약성 진단 결과 표현 구분 

 취약성 진단 결과에 따른 취약성 정도는 다음과 같다. 각 표현에 따른 취약성 정도에 따라 표로 

구분하였다. 

진단 결과 표현 취약성 정도 

[취약성 정도의 범위] 0% ~ 100% 

매우 취약 80% ~ 100% 

취약 30% ~ 80% 

안전 1% ~ 30% 

매우 안전 0% 

[표 2] 취약성 진단 결과 표현의 구분 

 

2.1.3.2 웹 서비스 메뉴 별 기능 

1) 웹 서비스 이용 순서 

 로그인 -> Home -> About(서비스 소개) / SOSfinder(IoT기기 취약성 진단) / Board(게시판을 활용

한 취약점 건의) / User Info(사용자 정보 확인) -> 로그아웃 

 

2) Login &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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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 별로 로그인을 한 후, 메인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계정이 없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한다. 메

인 홈페이지에서 기술의 동향과 다른 SOSfinder만의 특징을 설명한다. 

 

[그림 5] 로그인 페이지 

 

 

[그림 6] 메인 홈페이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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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메인 홈페이지2 

  

3) About(서비스 소개) 

 서비스 소개 페이지에서 서비스와 팀원을 소개한다. 서비스 추진 배경 및 서비스의 특징을 서술

한다. 

 

[그림 8] 서비스 소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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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서비스 소개 2 

 

[그림 10] 서비스 소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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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서비스 소개 4 

 

4) SOSfinder(IoT기기 취약성 진단) 

 가장 중요한 메인 기능 페이지이다. 사용자가 IoT기기의 취약성을 점검하기 위해 기기 속 실행파

일을 업로드 한다. 이 후, 모듈을 통해 진단된 결과를 확인한다. 그래프와 취약 등급으로 손쉽게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 메인 기능 1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SOSfinder 

팀 명 SOFA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0.6 2017-MAY-18 

 

캡스톤 디자인 I Page 15 of 21 중간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그림 13] 메인 기능 2 

 

5) Board(게시판을 활용한 취약점 건의) 

 사용자가 IoT기기를 점검 할 때, 특정 취약점에 대해 점검하길 윈한다고 건의하는 목적의 게시판

이다. 사용자는 해당 취약점을 가진 실행파일을 업로드한다. 이후, 관리자가 판단할 때 해당 실행

파일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모듈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관리자에게 선택된 글은 Good 게

시물이라고 불리고, Good 게시물의 개수가 많을 수록 사용자의 신용 등급이 올라간다. 

 

[그림 14] 게시판 페이지 

6) User Info(사용자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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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한다. 아이디와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자가 선택한 게시물의 개수인 

Good 게시물 개수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수정할 수 있다. 

 

[그림 15] 사용자 정보 확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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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취약점 진단 모듈의 속도 개선 

수정사항 수정 전 내용 수정 후 내용 

취약점 진단 모듈의 

속도 개선 

비교대상을 조절하는 과정에

서 슬라이드 사이즈를 한 라

인씩 넘어가도록 진행하였

다. 

 

자카르드 컨테인먼트를 이용한 사전 필터링

으로 비교할 대상을 추리고 이후 일정 크기 

이하의 대상이 발생하면 자카르드 인덱스를 

이용하여 유사도의 최댓값을 기록하는 방식

을 사용하여 평균 약 180배 속도개선을 할 

수 있다. 

[표 3] 수정 사항 

 

취약점 진단 모듈의 속도 개선을 위해 사용해 본 알고리즘은 3가지이다. 각 알고리즘은 비교대상

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슬라이드 사이즈를 정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각 방법은 한 라인씩 슬라

이딩한 경우, 시그니처 사이즈만큼 슬라이딩한 경우, 바이너리 슬라이딩한 경우이다. 

알고리즘 알고리즘 설명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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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의 슬라이

드 사이즈를 ‘한 

라인씩 슬라이딩’ 

한 경우 

 

비교대상의 슬라이

드 사이즈를 ‘시그

니처 사이즈만큼 

슬라이딩’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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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의 슬라이

드 사이즈를 ‘바이

너리 슬라이딩’ 한 

경우 

 

[표 4] 모듈의 속도 개선을 위한 알고리즘 비교 

 

다음 그림은 위의 세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을 때, 각각의 속도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과 같이, 

바이너리 슬라이딩으로 진행한 경우 가장 빠른 속도를 얻었다. 처음에 시도했던 한 라인씩 슬라

이딩 한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평균 속도를 약 180배 개선할 수 있었다. 

 

[그림 16] 취약점 진단 모듈의 속도 개선을 위해 사용한 알고리즘 간 속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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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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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충 및 건의사항 

1. 모듈의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위한 작업 중, 오픈소스 취약점 코드를 찾는 것과 해당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버전의 펌웨어를 구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2. 취약한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펌웨어 및 오픈소스에서 바이너리 코드를 추출할 때, 라즈베리파

이를 이용하였다. 이 때, 라즈베리파이의 컴퓨팅 파워가 좋지 않아서 바이너리 코드의 추출 작업

을 할 때 시간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