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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안드로이드 악성 앱 동향
및 탐지 기법
•
•
•
조성제 ‖ 단국대학교 교수

*

최근 안드로이드 악성 앱들이 Unity, Xamarin, Cordova와 같은 교차 플랫폼 개발 프레임워크로 작성
되면서, 안드로이드 악성코드가 DLL(Dynamic Link Library)이나 so(shared object), JavaScript
포맷으로 제작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DEX(Dalvik executable) 포맷기반의 기존 악성코
드 분석 기법은 교차 플랫폼 개발 프레임워크로 제작된 악성 앱들을 탐지하는데 적용되기 어렵다. 본
고에서는 교차 플랫폼 개발 프레임워크로 제작된 안드로이드 악성 앱들의 동향을 조사하고, Unity로
작성된 앱을 분석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머신러닝 기반으로 악성 앱을 탐지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I. 서론
스마트폰 플랫폼은 안드로이드, iOS, 윈도즈폰, BlackBerry OS와 같이 다양하며,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어 개발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은 개발환경과 프로그래밍 언어가 달
라 다른 플랫폼에 그대로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특정 플랫폼을 위한 네이티브 앱(native
app)을 각 플랫폼마다 별도 개발하는 것은 개발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증가시킨
* 본 내용은 조성제 교수(☎ 031-8005-3239, sjcho@dankook.ac.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 연구는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2018R1A2B200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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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Unity, Xamarin, PhoneGap, Cordova, Titanium, Cocos2d
와 같은 교차-플랫폼 모바일 앱 개발 프레임워크(cross-platform mobile app development
framework)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1]-[4]. 이들 프레임워크로 작성된 모바일 앱은 하
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한번 작성되어 여러 모바일 플랫폼들에서 수정 없이 그대로 수행
될 수 있다.
이러한 교차-플랫폼 모바일 앱 개발 프레임워크들은 임의 플랫폼에 독립적이고 모바일
앱의 개발 생명주기 동안 효율성을 증대시켜 준다. Unity/Xamarin은 안드로이드/iOS/
윈도폰(Widows Phone)용 모바일 앱을 C#으로 작성하게 해 준다. C# 프로그래머들은
Unity/Xamarin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힐 필요 없이 모바일 앱을 개발
할 수 있으며, 기존 C# 코드를 재사용하여 모바일 플랫폼 간에 코드를 공유할 수 있다.
예로, Xamarin으로 개발된 학회 이벤트 관리 앱인 Evolve는 15,000 라인으로 구성되는
데, iOS 버전은 93%의 C# 코드를 공유하며(나머지 7%가 iOS 플랫폼에 의존적임), 안드
로이드 버전은 90%의 C# 코드를 공유한다(나머지 10%가 Android 플랫폼에 의존적
임)[5]. 본 고에서는 교차-플랫폼 모바일 앱 개발 프레임워크를 줄여서 교차 플랫폼 프레
임워크라 칭하고, 교차 플랫폼 프레임워크로 작성된 안드로이드 앱들을 줄여서 교차 플랫
폼 앱이라고 칭한다.
한편, 공격자들도 악성 앱을 제작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공격 효과를
내려고 교차 플랫폼 프레임워크를 악용한다[6]-[8]. 공격자들은 C#, C++이나 JavaScript
를 사용하여 악성 앱들을 더 빨리 제작하여 더 많은 플랫폼들에 전파할 수 있다. 백신을
우회하는 악성 실행파일을 생성하는 공격도구들의 집합인 Veil-Framework에서는 페이
로드를 C#으로 개발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C#으로 키로거(keylogger) 작성하는 법,
C#을 사용한 Crypto-Ransomware 작성법, C#으로 콘솔 기반의 트로이목마를 작성하
는 튜토리얼, C#으로 작성된 Nemesis.Worm 등을 접할 수 있다. 실제 Mylonas 등은
실험을 통해 학생들이 C#을 이용하여 윈도즈 모바일에서는 이틀 만에 악성 앱을 제작하
고, 윈도즈폰에서는 하루 만에 악성 앱을 제작할 수 있음을 보였다[9],[10].
이처럼 많은 악성 앱들이 교차 플랫폼 프레임워크로 작성되고 있다[6],[8],[11]. Unity
와 Cocos2d로 작성된 앱들 중에서 잠재적으로 원하지 않는 앱(Potentially Unwanted
App: PUA) 샘플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PhoneGap으로 작성된 앱들에서 멀웨어 샘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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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발견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안 연구자들이 교차 플랫폼 프레임워크로 제작된 악성
앱을 분석하고 탐지해야 하는 큰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교차 플랫폼 프레임워크로 작성된 악성 앱에 대한 연구를 위해 본 고의 II장에서는 용어
정의 및 교차 플랫폼 앱 분류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III장에서는 교차 플랫폼 프레임워크
로 제작된 악성 앱들의 동향에 대해 기술한다. IV장에서는 교차 플랫폼 프레임워크로 제
작된 악성 앱들을 분석·탐지하는 방법을 살펴보며, V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용어 정의 및 교차 플랫폼 앱 분류
본 고에서는 악성 앱(malicious app)을 멀웨어(malware)와 PUA로 구분하여 표기한
다. 즉, 악성 앱은 멀웨어와 PUA를 포함한다. 멀웨어는 트로이목마,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과 같이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중요 정보를 탈취하는 앱이다. PUA는
사용자 정보 자산에 잠재적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앱으로, 애드웨어(Adware) 등과 같이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를 주입하거나 프로그램을 번들로 설치하는 앱이다[6],[11],
[12]. PUA를 PHA(Potentially Harmful App)라고도 하며,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 정
보나 IMEI와 같은 개인정보를 비인가 수신자에게 전송하는 것, 앱의 기능과 무관한 SMS
를 전송하는 것 등을 수행하는 앱을 말하기도 한다.
교차 플랫폼 앱의 경우 모바일 앱 개발 방법 및 앱 실행 방법에 따라 여러 분류 기준들이
제시되었는데, 본 고에서는 네이티브 앱(Native App), 모바일 웹 앱(Mobile Web App),
하이브리드 모바일 앱(Hybrid Mobile App), 자립형 프레임워크 앱(Self-Contained
Framework App Run on Self-Contained Runtime Environment)의 4가지 유형으
로 분류한다[2]-[4],[11].
- 네이티브 앱: 특정 플랫폼에서만 동작하도록 작성된 앱이다.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앱은 안드로이드 SDK(Software Development Kit)가 포함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를 이용하여 개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SDK에는 디버거, 라이브러리, QEMU 기반
에뮬레이터 및 각종 샘플코드 등이 존재한다. 또한, 성능 최적화 및 고성능 그래픽
작업, 그리고 널리 사용되는 C/C++ 라이브러리 사용을 위해 애드웨어 NDK(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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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Kit)를 제공한다.
- 모바일 웹 앱: HTML, CSS, JavsScript로 구현된 앱으로, 런타임 환경으로 브라우저
를 사용한다. 각 플랫폼의 모바일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웹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지
만, 특정 플랫폼 의존적인 실행코드를 포함하지 않고 해당 플랫폼용 앱 포맷(안드로이
드: .apk, 애플: .ipa) 형태로 배포되지 않으며 카메라, GPS 센서와 같은 하드웨어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다. 대표적 프레임워크로 JQuery Mobile, Sencha Touch
등이 존재하나, 본 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 하이브리드 모바일 앱: 웹과 네이티브 컴포넌트들로 구성된 앱으로, 각 모바일 OS에
탑재된 웹킷(Webkit)을 활용하여 실행되는 앱이다. 개발자가 플랫폼에 의존적인 기
능(카메라 등의 장치제어)을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로 제작하고, HTML과 JavaScript
로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대표적 프레임워크로 Titanium Mobile과
PhoneGap, Cordova 등이 있다.
- 자립형 프레임워크 앱: Unity와 Xamarin, Cocos2d 등의 프레임워크로 작성된 앱으
로, 수행 시 자기 자신의 런타임 환경(their own, separate runtime environment)
을 사용한다. C#으로 작성되는 Unity와 Xamarin 앱들은 컴파일된 공통중간언어
(Common Intermediate Language: CIL)가 모노 런타임(Mono runtime) 환경에
서 동작하면서 닷넷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 Unity와 Xamarin은 시스템 콜과 기반
OS(Android, iOS 등) API의 래퍼(Wrapper)를 제공하며, 개발자는 이를 활용하여
SQLite DB 및 파일 접근, 카메라 제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Cocos2d는 C++로
2D 게임 개발용 앱을 작성하게 해 준다.

III. 안드로이드에서 악성 교차 플랫폼 앱 동향
하이브리드 모바일 앱은 기존 웹 기술을 사용하기에 XSS(cross-site scripting)와 CSRF
(Cross-Site Request Forgery)와 같은 웹 관련 취약점을 악용할 수 있다[11],[13],[14].
웹 기반 취약점들이 앱에서 악용될 경우 JavaScript를 통해 네이티브 API와 민감한 정보
에 접근할 수 있어 위협적인 공격이 될 수 있다. 실제 Cordova 앱을 대상으로 리패키징하
는 공격과 XSS 취약점 공격이 발표되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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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프레임워크 앱에서는 실행코드가 DEX(Dalvik Executable)가 아닌 DLL(Dynamic
Link Library)이나 so(shared object)에 존재하게 되는데, 악성코드 역시 DLL이나 so에
주입될 수 있다. 예로 Xamarin으로 제작된 악성 앱 “Trojan.Android.Banker”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원본 앱과 비슷하게 만든 가짜 앱을 이용하여 사용자를 속인다. 또한,
지속적인 원격 명령을 통해서 기기정보, 문자기록, 주소록, 카드정보까지 탈취한다[15].
악성 교차 플랫폼 앱의 동향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1. 구글 플레이와 아마존 앱스토어에서의 악성 교차 플랫폼 앱 동향
본 연구진은 2016년 12월~2017년 1월 동안, 안드로이드 앱을 구글 플레이(Google
Play)에서 8,397개, 아마존 앱스토어(Amazon App store)에서 14,218개를 수집하고
VirusTotal 사이트[16]를 사용하여 악성 여부를 판정하였다. VirusTotal에서 최소한 AV
(Anti-Virus) 도구의 탐지 결과가 악성이면 그 앱을 악성 앱이라고 판단하였다. 수집한
전체 앱들에 대해 악성 여부를 탐지한 결과를 [표 1]에 정리하였다[12]. 탐지 결과, 구글
플레이의 악성 앱 비율은 14.39%, 아마존 앱스토어의 악성 앱 비율은 24.85%로 아마존
앱스토어의 악성 앱 비율이 높다. 악성 앱을 멀웨어와 PUA로 나누고, 멀웨어 비율을 보면
구글플레이는 10.13%, 아마존 앱스토어는 18.53%였다. PUA 비율을 보면 구글플레이는
4.25%, 아마존 앱스토어는 6.32%였다. 전반적으로 구글 플레이의 앱들이 아마존 앱 스토
어의 앱들보다 악성 앱 비율이 낮았다.
네이티브 앱과 교차 플랫폼 앱들 중에서 악성 앱들의 비율이 [표 2]에 나타나 있다.
괄호 안의 비율은 해당 프레임워크로 작성된 전체 앱들 중에서 악성 앱들의 비율을 나타낸다.
[표 1] 구글 플레이와 아마존 앱스토어에서 수집한 앱들 중 악성 앱/멀웨어/PUA 개수 및 비율
구분

구글 플레이

안드로이드 앱 수집 기간

아마존 앱 스토어
2016. 12.~2017. 1.

수집된 앱의 총 수

8,397

14,218

악성 앱 수(악성 앱 비율)

1,208 (14.39%)

3,533 (24.85%)

멀웨어 수(멀웨어 비율)

851 (10.13%)

2,635 (18.53%)

PUA 수(PUA 비율)

357 ( 4.25%)

898 ( 6.32%)

<자료> 오지환, 이명건, 조성제, 한상철, “주요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앱 카테고리 및 개발 도구에 따른 악성 앱 분포”, 한국정보과학회,
정보과학회논문지, 46(2), 2019, pp.10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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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교차 플랫폼 프레임워크별 악성 앱 비율
구글 플레이

아마존 앱 스토어

악성 앱/전체 앱(비율)

악성 앱/전체 앱(비율)

온라인 마켓

교차 플랫폼 프레임워크

PhoneGap & Titanium으로 작성된 앱들 중에서 악성 앱

20/188 (10.6%)

141/525 (26.9%)

Unity로 작성된 앱들 중에서 악성 앱

23/144 (16.0%)

57/465 (12.3%)

Xamarin으로 작성된 앱들 중에서 악성 앱

9/41 (22.0%)

16/59 (27.1%)

Cocos2d로 작성된 앱들 중에서 악성 앱

0/25 (

0%)

2/62 ( 3.2%)

위 프레임워크들로 작성된 전체 앱들 중에서 전체 악성 앱

52/398 (13.1%)

216/1,111 (19.4%)

기타 앱들 중에서 악성 앱(네이티브 악성 앱/전체 앱 포함)

1,156/7,999 (14.5%)

3,317/13,107 (25.3%)

<자료> 오지환, 이명건, 조성제, 한상철, “주요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앱 카테고리 및 개발 도구에 따른 악성 앱 분포”, 한국정보과학회,
정보과학회논문지, 46(2), 2019, pp.109-115.

교차 플랫폼 프레임워크로 작성된 악성 앱의 개수는, 구글 플레이에서는 Unity 앱이
가장 많았고 아마존 앱스토어에서는 PhoneGap & Titanium 앱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프레임워크별 악성 앱이 차지하는 단순 비율을 보면, 구글 플레이와 아마존 앱스토어 모두
Xamarin이 가장 높았다. 표의 마지막 행은 “PhoneGap & Titanium, Unity, Xamarin,
Cocos2d”로 작성되지 않은 앱들(네이티비 앱들 포함) 중에서 악성 앱의 정보를 나타낸다.
특정 프레임워크로 작성된 앱들 중에서 악성 앱의 비율이 아닌 악성 앱 개수만 보았을
경우에는, 여전히 네이티브 악성 앱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2]의 악성 앱들을 멀웨어와 PUA로 구분하여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3]을 보면,
여전히 네이티브 앱들 중에서 멀웨어나 PUA가 많이 탐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차
[표 3] 교차 플랫폼 프레임워크별 멀웨어 및 PUA 개수
교차 플랫폼 프레임워크

온라인 마켓

구글 플레이
멀웨어

아마존 앱 스토어

PUA

멀웨어

프레임워크 별 전체
악성 앱 개수 (비율)

PUA

Phonegap & Titanium으로 작성된 악성 앱

11

9

112

29

161 (22.6%)

Unity로 작성된 악성 앱

14

9

30

27

80 (13.1%)

Xamarin으로 작성된 악성 앱

9

15

1

25 (25.0%)

2

2 ( 2.3%)

Cocos2d로 작성된 악성 앱

-

-

-

위 프레임워크들로 작성된 전체 악성 앱

34

18

157

59

268 (17.8%)

기타 악성 앱 (네이티브 악성 앱 포함)

817

339

2,478

839

4,473 (21.2%)

<자료> 오지환, 이명건, 조성제, 한상철, “주요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앱 카테고리 및 개발 도구에 따른 악성 앱 분포”, 한국정보과학회,
정보과학회논문지, 46(2), 2019, pp.10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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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프레임워크 별로 분석해 보면, PhoneGap & Titanium으로 작성된 멀웨어 수가
123개(구글 플레이 앱 11개+아마존 앱스토어 앱 112개)이고, Unity로 작성된 멀웨어
수가 44개(구글 플레이 앱 14개+아마존 앱스토어 앱 30개)이다. PUA는 대부분 Unity
또는 PhoneGap & Titanium으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통계[6]와 비교하여 교차 플랫폼 프레임워크별 앱 동향 분석 결과, 악성 교차
플랫폼 앱의 비율이 많이 증가하였다. 특히, Xamarin의 경우, Lee 등[6]에서는 악성 앱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 수집한 100개의 앱 중 25개가 악성 앱으로 판정되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수집한 교차플랫폼 개발도구를 사용한 앱의 수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표본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12]를 참고 바란다.

2. AndroZoo 데이터셋에서의 악성 교차 플랫폼 앱 동향
본 연구진은 AndroZoo[17][18]에서 제공하는 앱들도 수집·분석하였다. AndroZoo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데이터셋을 제공하며, 악성 앱과 정상 앱이 혼재되어 있다.
수집한 앱은 총 189,800개로, VirusTotal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악성 앱 31,936개
(16.8%), 정상 앱 157,864개(83.2%)로 나타났다. 정상 앱의 분포 및 세부적인 내용은 [1]을
참고 바라며, 본 고에서는 악성 앱에 대한 동향만을 설명한다.
AndroZoo에서 수집한 전체 31,936개의 악성 앱 중에서 하이브리드 모바일 앱은 909
개(2.9%), 자립형 프레임워크 앱은 5,455개(17.1%)로, 전체 악성 교차 플랫폼 앱의 수는
6,364개(19.9%)였다. 악성 앱에 대한 분류결과는 [표 4]와 같다. 악성 교차 플랫폼 앱의
비율은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하이브리드 모바일
악성 앱보다는 자립형 프레임워크로 작성된 악성 앱이 많은 편이며, 특히 Unity로 작성된
악성 앱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Cocos2dx로 작성된 악성 앱의 비중이 높은 편이
다. 이러한 결과는 [6],[11],[12]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는데, AndroZoo 데이터 셋 구성
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최신 연구들[8],[11],[13],[15]에서는 Cordova,
Unity, Xamarin으로 제작된 악성 앱의 위협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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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AndroZoo 데이터 셋에서, 각 개발 프레임워크 별로 작성된 악성 앱 분포(연도별 추이 포함)
구분
악성
하이브리드
모바일 앱

2014년

2015년

2016년

800(6.99%)

26(0.26%)

Titanium

1(0.01%)

4(0.04%)

-

-

-

React Native

-

-

2(0.05%)

-

1(0.06%)

Appyet

-

-

-

1(0.06%)

전체 악성 하이브리드 모바일 앱

26(0.54%)

2018년

Cordova

12(0.12%)

29(0.74%)

2017년

7(0.40%)

801(7.00%)

42(0.42%)

31(0.79%)

26(0.54%)

9(0.52%)

1,004(8.77%)

1,486(14.79%)

364(9.28%)

143(3.00%)

28(1.60%)

5(0.04%)

5(0.05%)

16(0.41%)

5(0.10%)

1(0.06%)

Cocos2dx

582(5.09%)

663(6.60%)

209(5.33%)

39(0.82%)

10(0.57%)

Corona

32(0.28%)

32(0.32%)

5(0.13%)

7(0.15%)

0(0.0%)

-

1(0.01%)

-

-

-

Vuforia

2(0.02%)

1(0.01%)

-

-

-

libGDX

354(3.09%)

357(3.55%)

87(2.22%)

12(0.25%)

5(0.29%)

전체 악성 자립형 프레임워크 앱

1,979(17.29%)

2,545(25.33%)

681(17.36%)

206(4.32%)

44(2.51%)

전체 악성 교차 플랫폼 앱

2,780(24.29%)

2,587(25.75%)

712(18.15%)

232(4.89%)

53(3.12%)

기타 악성 앱(네이티브 악성 앱 포함)

8,664(75.71%)

7,459(74.25%)

3,210(81.85%)

4,539(95.14%)

1,700(96.98%)

전체 악성 앱

11,444

10,046

3,922

4,771

1,753

Unity
Xamarin
악성 자립형
프레임워크 앱

Qt project

<자료> 김규식, 전소연, 조성제,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크로스 플랫폼 개발 프레임워크에 따른 모바일 앱 분포,” 한국SW감정평가학회,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논문지, 15(1), 2019, pp.11-24.

IV. 안드로이드 악성 앱 분석·탐지 기법
네이티브 앱의 경우에는 악성코드가 주로 DEX에 존재하는 것에 반해, 교차 플랫폼 앱
의 경우 악성코드가 JavaScript, DLL, so 등에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DEX 중심의 기존
악성코드 분석 기법으로 악성 교차 플랫폼 앱을 탐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Phone
Gap으로 작성된 멀웨어에서는 악성 행위의 로직이 HTML/JavaScript로 구현되기도 하
였다[6]. Unity나 Xamarin으로 작성된 멀웨어의 경우, 악성 행위의 로직이 C# 코드나
.NET 라이브러리로 구현될 수 있다. Cocos2d로 작성된 멀웨어의 경우, 악성 코드가
C++ 기반의 so로 구현될 수 있다.
Lee 등[6]은 공격자가 교차 플랫폼 앱을 이용하여 악성 페이로드(payload)를 프레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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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및 네이티브 계층에 은닉할 수 있음을 보이고 이를 탐지하는 방법을 함께 제안하였다.
교차 플랫폼 프레임워크로 작성된 멀웨어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멀웨어가 어떤 프레
임워크로 제작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해당 앱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들
중에서 의심스러운 것에 집중하여 분석해야 한다고 기술하였다[6]. 본 고에서는 여러 교차
플랫폼 프레임워크들 중에서 게임 개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Unity 프레임워크로 작성
된 안드로이드 앱에 대한 분석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 Unity로 작성된 앱에 대한 정적·동적 분석
악성 교차 플랫폼 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앱의 구조 및 실행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8].
예로 Unity 앱에는 /assets/bin/Data/Managed 폴더에 공통중간언어(CIL)로 된 .NET
DLL 파일들과 /lib 폴더에 모노 런타임 환경 및 게임 엔진을 위한 so 파일(C/C++ 코드)
들이 추가적으로 구성된다([표 5] 참고). CIL 코드는 실행 단계에서 모노 런타임으로 불리
는 공통언어 런타임(Common Language Runtime: CLR)에 의해 실행된다. 즉 실행
시, CIL 코드는 모노 런타임에서 안드로이드에 특정한 네이티브 코드로 변환되어 실행된
다. 실행 흐름은 다음 4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① C#코드는 플랫폼에 독립적인 CIL 코드로 변환
② CIL이 바이트코드 형식으로 어셈블되어 CLI(common language infrastructure)
어셈블리가 생성(참고로, CLI는 CLR에 의해 구현됨)
[표 5] Unity에서 C#으로 작성된 앱의 구조(네이티브 앱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구분

/assets/bin/Data/Managed
(.NET 관리 코드)

/lib
(네이티브 바이너리)

파일 명

주요 기능

Assembly-CSharp.dll
Assembly-CSharp-firstpass.dll

개발자가 작성한 C# 코드가 컴파일되어(번역되어)
공통중간언어(CIL) 코드로 존재

System*.dll

파일 입출력 제공 (System.dll, System.core.dll 등)

UnityEngine.dll

Unity API 제공

libmain.so

libmono.so, libunity.so 파일을 적재하여 실행

libmono.so

Assembly-CSharp.dll 클래스를 모노 런타임으로 적재

libunity.so

Unity의 게임 엔진

<자료> J. Shim, K. Lim, S. Cho, S. Han, M. Park, “Static and Dynamic Analysis of Android Malware and Goodware Written
with Unity Framework”, Wiley(Hindawi), Security and Communication Network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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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J. Shim, K. Lim, S. Cho, S. Han, M. Park, “Static and Dynamic Analysis of Android Malware and Goodware
Written with Unity Framework”, Wiley(Hindawi), Security and Communication Networks, 2018.

[그림 1] Unity로 작성된 앱에 대한 정적 분석 및 관련 도구

③ CIL 어셈블리 코드가 런타임의 JIT(just-in-time) 컴파일러로 전달되어 네이티브
코드 생성
④ 처리기가 네이티브 코드를 실행
Unity 앱에 대한 정적 분석 및 관련 도구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8]. 정적 분석을
위해서는 DEX, .NET DLL, 네이티브 바이너리(C/C++ 바이너리)를 위한 역컴파일
(decompile)이 필요하다. C# 코드에서 Java 코드를 호출하는 과정은 .NET C# 코드에서
unmanaged code(비관리 코드로 C#/CIL이 아닌 다른 언어 코드)를 호출하는 platform
invoke 과정과 유사하다. 즉, 네이티브 바이너리에서 관리 코드(CIL을 포함하는 DLL 부
분)를 통해 Java 코드를 호출한다. Java 코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dex2jar, Apktool,
BakSmali/Smali, jadx, jeb 디컴파일러 등을 사용하고, 관리 코드(C#/CIL 코드)를 분석
하기 위해서는 dotpeek, ilspy, .NetReflector, JustDecompile 등을 사용하고, 네이티
브 바이너리(C/C++)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IDA pro, gdb 등을 사용한다. 이러한 정적
분석은 앱의 코드 전체를 커버할 수 있고 실행환경 구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정적 분석은 패킹(packing)이나 암호화된 앱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디버깅 등의 동적 분석은 패킹 또는 암호화된 앱도 분석할 수 있지만, 분석을 위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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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J. Shim, K. Lim, S. Cho, S. Han, M. Park, “Static and Dynamic Analysis of Android Malware and Goodware
Written with Unity Framework”, Wiley(Hindawi), Security and Communication Networks, 2018.

[그림 2] Release 모드로 생성된 Unity 앱에 대한 동적 분석 및 도구

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며 코드 커버리지를 높일 수 있는 실행 시나리오 및 악성코드가 발현
되기까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실행 시에, 파일 생성이나 삭제, 프로세스 생
성, 루팅 시도, 특정한 네트워크 포트 오픈 등의 행위를 탐지한다. Frida[19]는 앱 분석에
필요한 스크립트의 주입 또는 함수를 후킹하게 해 주는 동적 인스트루멘테이션(dynamic
instrumentation) 도구이며, SDB(Symbolic Debugger)는 모노 런타임 환경에서 중간
언어(IL) 코드를 디버깅할 때 사용된다([그림 2] 참조). 런타임 행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Cuckoo Sandbox[20]와 같은 자동화된 멀웨어 분석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다.

2. 머신러닝 기반의 악성코드 탐지 시의 고려사항
머신러닝 기반의 악성코드 분석 시에 어떤 특징정보를 사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많은
연구에서 API(Java method), permission, n-gram opcode, 제어흐름그래프(CFG), 콜
그래프(CG), 스트링, 네트워크 통신정보 등을 특징정보로 사용하여 왔다. 기존 연구들은
안드로이드 악성코드가 주로 DEX에 있다고 가정하고 학습용 특징정보를 추출하였다. 그
러나 [표 5]와 [그림 1]과 같이 악성 교차 플랫폼 앱의 경우 악성코드가 DEX가 아닌 D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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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JavaScript 등에 존재할 수 있어, 기존의 특징정보 추출·선정 방식이 부적합할 수
있다. 최근 DNN(Deep Neural Network) 기반의 분류기들에 적대적 교란(adversarial
perturbation)을 적용할 경우, 머신러닝 분류 알고리즘들이 오작동될 수 있다는 것이 알
려져 있다[21]. 즉, 공격자는 교차 플랫폼 프레임워크를 악용하여 적대적 공격/예제
(adversarial attack/example)를 생성할 수도 있다.
이를 고려하여, 안드로이드용 교차 플랫폼 앱에서 악성코드가 DEX가 아닌 다른 형태로
존재할 경우에는, 특징정보 추출 영역을 DLL, so, JavaScript 등으로 확장하고 해당 영역
에서 유의미한 특징정보를 선정해야 한다. 예로, 교차 플랫폼 프레임워크(C#/C++/Java
Script)와 관련된 코드영역, API, opcode, CFG, CG, 스트링 등의 특징정보도 추출하고
정제하여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적 분석의 경우에도, 교차 플랫폼 프레임워크에 관련
된 상태정보 추출 및 모니터링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V. 결론
안드로이드 악성 앱들이 백신 프로그램에 탐지되지 않기 위해 코드 난독화(obfuscation),
패킹, 안티 디버깅, 안티 루팅, 에뮬레이터 탐지 등의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처
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왔다. 한편, 최근에는 공격자가 “write once, infect
everywhere”라는 슬로건 하에 교차 플랫폼 프레임워크로 악성 앱들을 제작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새로운 방식으로 악성코드가 생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존의 악성코드
분석·탐지 기법으로 이러한 악성 교차 플랫폼 앱들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안드로이드에서 악성 교차 플랫폼 앱들의 동향과 이들 앱을 분석·탐지하는 접근방식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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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장기술 시스템을 위한
보안기능 요구사항
•
•
•
박근덕 ‖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조교수

I. 서론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흥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분산원장기술(예; 블록체인 등)은 오픈소
스(Open source) 기반 분산원장기술(DLT) 시스템(또는 플랫폼)으로 구현되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또는 서비스) 개발 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은 블록체인 발전전략(2018)의 일환으로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탈중앙화 기부 플랫폼 개발, 블록체인 기반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 개발, 블록체
인 ID/인증 네트워크 기반 금융, 통신, 교육 분야 서비스 개발 및 응용 확산 등 3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2020년도에 각 사업자를 통해 시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
이 체감할 수 있고 편익이 높은 6개 분야에서 블록체인 공공분야 시범사업을1) 행정기관
등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기업들도 국가간 송금 시스템, 지역화폐(또는 모바일
상품권) 거래 시스템, 온라인 지급결제 시스템 등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개발 및 운영하는 각종 서비스는 대부
* 본 내용은 박근덕 교수(☎ 02-2182-6000, jacepark926@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1) 온라인 투표 시스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문서 발급 인증 시스템(외교통상부),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농림축산식
품부), 부동산 거래 시스템(국토교통부), 해외 직구를 위한 개인 통관 시스템(관세청), 해운물류 시스템(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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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오픈소스 기반 분산원장기술 시스템(또는 플랫폼, 예; 하이퍼레저 패브릭, 이더리움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분산원장기술 기반 서비스는 기존의 중앙화된
시스템(Non-DLT system)과 분산원장기술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어 서비스 운영 시 분산
원장기술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 식별 및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오픈소스 기반 분산원장기술 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해 제II장에서는 오
픈소스 기반 분산원장기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보안 기능을 살펴본다. 제III장에서는 이
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오픈소스 기반 분산원장기술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제IV장에서는 제III장에서 식별된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기능 요구사항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일정을 설
명한다.

II. 오픈소스 기반 분산원장기술 시스템
본 장에서는 오픈소스 기반 분산원장기술 시스템 중 대표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하이퍼레저 패브릭과 이더리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보안 기능을 설명한다.

1. 하이퍼레저 패브릭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은 리눅스 재단(Linux Foundation)에서 개
발 및 유지 관리하고 있는 오픈소스 기반 분산원장기술 시스템으로서 허가형(Permissioned,
Private) 분산원장 네트워크와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1].
하이퍼레저 패브릭에서 제공하는 보안 기능은 데이터 무결성, 신원 관리, 접근 통제,
암호화 등이 있다. 데이터 무결성 기능은 분산원장에 저장된 거래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을
검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신원 관리 기능은 아이디(ID) 또는 시스템 개체(Entities)의
등록, 변경 및 삭제 기능과 인증 및 권한 부여 기능을 제공한다[2]. 접근 통제 기능은 분산
원장 네트워크를 채널 단위로 분리하여 각 채널에 대한 참여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고,
스마트 계약(체인 코드) 코딩을 통해 구현함으로서 프라이빗(Private) 데이터에 대한 접근
을 통제할 수 있다. 암호화 기능은 프라이빗 데이터를 일방향 암호화(해시) 또는 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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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할 수 있다. 또한, 피어(Peer)에서 파일시스템 암호화를 통해 분산원장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고, 피어 간 전송 구간 암호화는 전송 계층 보안 프로토콜(Transport Layer
Security: TLS)을 활용하여 암호화할 수 있다[3].

2. 이더리움
이더리움(Ethereum)은 이더리움 재단(Ethereum Foundation)에서 개발 및 유지 관
리하고 있는 오픈소스 기반 분산원장기술 시스템으로서 허가형(Private, Consortium)
및 비허가형(Public) 분산원장 네트워크와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을 제공하는 것
이 특징이다[4].
이더리움에서 제공하는 보안 기능은 데이터 무결성, 신원 관리 등이 있다. 데이터 무결
성 기능은 분산원장에 저장된 거래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을 검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신원 관리 기능은 일반 계정(externally owned accounts)과 계약 계정(contract accounts)
으로 구분된 계정을 등록, 변경 및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5].

III. 분산원장기술 시스템에 대한 보안 위협
본 장에서는 이용자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해 오픈소스 기반 분산원장기술 시스템
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식별한다.

1. 분산원장기술 시스템의 기본 기능
본 절에서는 이용자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해 오픈소스 기반 분산원장기술 시스템
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을 설명한다.
분산원장기술 시스템은 이용자 애플리케이션 및 외부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가질 수
있고 신원 관리, 원장 관리, 암호키 관리, 패치 관리, 전자지갑 관리, 스마트 계약, 분산
합의, P2P 통신 등의 기본 기능으로 구성된다. 신원 관리 기능은 분산원장기술 시스템을
이용 및 운영하는 사용자를 인증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외부 시스템인 비대면 인증
시스템(휴대폰 본인 인증, I-PIN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원장 관리 기능은 거래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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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자체 작성

[그림 1] 이용자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분산원장기술 시스템

저장하고 있는 원장의 무결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분산 합의, 스마트 계약 등에 의해
신규 원장을 추가하거나 검색하는 것으로 외부 시스템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활
용하여 원장을 저장 및 검색할 수 있다. 암호키 관리 기능은 전자 서명, 데이터 암호화
등에 필요한 암호키의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서 외부 시스템인 암호
키 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패치 관리 기능은 분산원장기술 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으로 외부 시스템인 소프트웨어 패치 관리 시스
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전자지갑 관리 기능은 분산원장기술 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의 생성, 이용, 보관, 파기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서 외부 시스템인 디지털 자산
보관 시스템(콜드 월렛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스마트 계약 기능은 이용자가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외부 시스템인 비정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상 거래를 탐지할 수 있다. 분산 합의 기능은 신규 거래에 대한
검증과 신규 원장 생성, 공유, 검증 및 저장을 수행하는 것으로 외부 시스템인 비정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상 거래를 탐지할 수 있고 또한 외부 시스템인 표준 시간
동기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규 거래 발생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다. P2P 통신
기능은 분산원장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컴퓨터) 간에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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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산원장기술 시스템에 대한 보안 위협
본 절에서는 이용자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해 오픈소스 기반 분산원장기술 시스템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식별한다.
가. 이용자 익명성
거래의 당사자인 이용자의 신원 확인(Know Your Customer: KYC)을 이행하지 않아
익명의 이용자 간에 거래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거래의 책임성을 보장할 수 없고, 또한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조성 등에 악용될 수 있다.
나. 소프트웨어 위·변조
분산원장기술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각 노드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스마트 계약 포함)
가 악의적으로 위·변조되거나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분산원장 파괴, 서비스 지연을 초래하
거나 이용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다. 암호키 유출
거래 당사자인 이용자의 전자서명용 개인키를 유출하게 되면 타인에 의한 무단 거래로
인하여 이용자 손실이 직접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중요 데이터를 암호화한 암호키를 유출
하게 되면 중요 데이터 유출에 따라 이용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라. 비인가된 접근
분산원장에 대한 무단 접근, 스마트 계약 무단 실행, 분산원장 네트워크에 대한 무단
접근 등 비인가된 접근이 허용될 경우 서비스 중단 및 이용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마. 데이터 유출 및 위·변조
분산원장 네트워크를 통해 노드 간에 거래 데이터, 원장 데이터 등을 전송 시 중간자
공격(Man-in-the-middle attack)에 의해 데이터 유출 및 위·변조가 발생할 수 있어 분
산원장의 훼손 및 이용자의 2차 피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바. 시스템 장애
분산원장기술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오류, 분산원장 네트워크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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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드의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부족 등에 기인하여 서비스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사. 감사 기록 손실
분산원장기술 시스템 운영에 관한 기록, 이용자 행위에 관한 기록 등이 무단 변경 또는
삭제되어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 추적이 불가능할 수 있다.

3. 분산원장기술 시스템의 보안 위협 대응
본 절에서는 오픈소스 기반 분산원장기술 시스템(하이퍼레저 패브릭, 이더리움)에서 제
공하는 보안 기능과 보안 위협 간의 대응 관계를 설명한다.
하이퍼레저 패브릭의 보안 기능 “데이터 무결성”은 보안 위협 “데이터 유출 및 위변조”,
보안 기능 “신원 관리”는 보안 위협 “이용자 익명성”, 보안 기능 “접근 통제”는 보안 위협
“비인가된 접근”, 보안 기능 ‘암호화’는 보안 위협 “암호키 유출”에 각각 일부 대응할 수
있으나, 보안 위협 “소프트웨어 위변조”, “시스템 장애” 및 “감사 기록 손실”에는 대응하기
어렵다.
이더리움의 보안 기능 “데이터 무결성”은 보안 위협 “데이터 유출 및 위변조”, 보안 기능
“신원 관리”는 보안 위협 “이용자 익명성”에 각각 일부 대응할 수 있으나, 보안 위협 “소프
트웨어 위변조”, “암호키 유출”, “비인가된 접근”, “시스템 장애” 및 “감사 기록 손실”에는
대응하기 어렵다.
[표 1] 하이퍼레저 패브릭의 보안 기능과 보안 위협 간의 대응 관계
하이퍼레저 패브릭의 보안 기능

보안 위협
위협1

위협2

위협3

위협4

데이터 무결성
신원 관리

위협6

위협7

△
△

접근 통제
암호화

위협5

△
△

주 1) 위협1=이용자 익명성, 위협2=소프트웨어 위변조, 위협3=암호키 유출, 위협4=비인가된 접근, 위협5=데이터 유출 및 위변조,
위협6=시스템 장애, 위협7=감사 기록 손실
주 2) △ = 일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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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이더리움의 보안 기능과 보안 위협 간의 대응 관계
이더리움의 보안 기능

보안 위협
위협1

위협2

위협3

데이터 무결성
신원 관리

위협4

위협5

위협6

위협7

△
△

주1) 위협1=이용자 익명성, 위협2=소프트웨어 위변조, 위협3=암호키 유출, 위협4=비인가된 접근, 위협5=데이터 유출 및 위변조,
위협6=시스템 장애, 위협7=감사 기록 손실
주2) △ = 일부 대응

IV. 분산원장기술 시스템 보안 강화 방안
본 장에서는 이용자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 위한 오픈소스 기반 분산원장기술 시스템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보안기능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그리고 공통평
가기준에 근거한 보안기능 컴포넌트를 활용하여 보안기능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
을 제안한다.

1. 보안기능 요구사항
가. 식별 및 인증
분산원장기술 시스템은 본인 확인 절차에 따라 이용자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고
인증하는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래의 중요도에 따라 강화된 인증 수단(일회
용 패스워드, 인증서 등)을 적용한다[6]-[8],[9]. 본 보안기능을 구현 시 공통평가기준 보안
기능 컴포넌트(식별 및 인증 클래스, 평가대상(TOE) 접근 클래스)를 활용한다[10].
나. 보안 감사
분산원장기술 시스템은 이용자의 행위 이력을 기록하고 안전하게 보관하여 보안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추적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6]-[8],[9]. 본 보안기능을
구현 시 공통평가기준 보안기능 컴포넌트(보안감사 클래스, 평가대상의 보안기능성(TSF)
보호 클래스)를 활용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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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신 보호
분산원장기술 시스템은 분산원장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 간의 중요 정보 전송 시
안전한 통신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분산원장기술 시스템과 외부 시스템 간
의 중요 정보 전송 시 안전한 통신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6]-[8],[9]. 본 보안기능을
구현 시 공통평가기준 보안기능 컴포넌트(통신 클래스, 평가대상의 보안기능성(TSF) 보호
클래스, 안전한 경로/채널 클래스)를 활용한다[10].
라. 암호 통제
분산원장기술 시스템은 이용자 간의 거래 시 전자서명, 중요 정보 전송 또는 저장 시
데이터 암호화 등을 위한 암호키를 안전하게 처리(생성, 이용, 보관, 파기 등)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6]-[8],[9]. 본 보안기능을 구현 시 공통평가기준 보안기능 컴
포넌트(암호 지원 클래스)를 활용한다[10].
※ 국가‧공공기관이 분산원장기술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국가정보
원장이 승인한 암호 모듈(검증필 암호 모듈)을 사용하여야 한다[11],[12].

마. 접근 통제
분산원장기술 시스템은 비인가자가 중요 정보자산(분산원장, 스마트 계약, 분산원장 네
트워크 등)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6]-[8].
본 보안기능을 구현 시 공통평가기준 보안기능 컴포넌트(사용자 데이터 보호 클래스)를
활용한다[10].
바. 개인정보 보호
분산원장기술 시스템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 및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
(수집, 이용, 보관, 파기 등)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6]-[8],[9]. 본 보안기능
을 구현 시 공통평가기준 보안기능 컴포넌트(프라이버시 클래스)를 활용한다[10].
※ 개인 정보를 분산원장에 저장하는 경우, 분산원장기술의 특성 상 분산원장에 한 번 저장된 정보는
변경 또는 삭제가 어려우므로 “개인정보 보호” 보안 기능은 관련 법규의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인
“개인정보의 파기”를 만족하기 위해 별도의 개인 정보 분리 및 완전 삭제 기능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9],[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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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데이터 보호
분산원장기술 시스템은 이용자의 거래 데이터, 분산원장 데이터(개인정보 포함) 등 중요
정보가 유출 또는 위‧변조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전송 또는 저장하는 수단을 제공할 필요
가 있다[6]-[8],[9]. 본 보안기능을 구현 시 공통평가기준 보안기능 컴포넌트(사용자 데이
터 보호 클래스)를 활용한다[10].
아. 자원 가용성
분산원장기술 시스템은 분산원장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의 시스템 자원(CPU, 메모
리,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부족, 분산원장기술 시스템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오류 등에
대응하여 시스템 가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8],[9]. 본 보안기
능을 구현 시 공통평가기준 보안기능 컴포넌트(자원 활용 클래스)를 활용한다[10].

2. 보안이 강화된 분산원장기술 시스템
본 절에서는 보안 기능이 반영된 분산원장기술 시스템의 모델을 제안한다.
[그림 2]의 보안이 강화된 분산원장기술 시스템 모델은 [그림 1]에서 이미 설명한 기본
기능과 외부 시스템을 포함하여 식별 및 인증, 보안 감사, 통신 보호, 암호 통제, 접근
통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호, 자원 가용성 등의 보안 기능으로 구성된다. 각 보안
기능에 대한 설명은 전술한 보안기능 요구사항을 참조한다.
[그림 2] 및 [표 3]에서 보안 기능과 기본 기능 및 보안 위협간의 연관성은 다음과 같다.
보안 기능 “식별 및 인증”은 기본 기능 “신원 관리”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보안 위협 “이용
자 익명성”에 대응할 수 있다. 보안 기능 “보안 감사”는 기본 기능 “신원 관리”, “원장
관리”, “암호키 관리”, “패치 관리”, “전자지갑 관리”, “스마트 계약”, “분산 합의”, “P2P
통신”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보안 위협 “감사 기록 손실”에 대응할 수 있다. 보안 기능
“통신 보호”는 기본 기능 “패치 관리”, “P2P 통신”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보안 위협 “데이
터 유출 및 위변조”에 대응할 수 있다. 보안 기능 “암호 통제”는 기본 기능 “신원 관리”,
“원장 관리”, “암호키 관리”, “P2P 통신”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보안 위협 “암호키 유출”에
대응할 수 있다. 보안 기능 “접근 통제”는 기본 기능 “신원 관리”, “원장 관리”, “암호키
관리”, “패치 관리”, “전자지갑 관리”, “스마트 계약”, “P2P 통신”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24 www.iitp.kr

ICT신기술

<자료>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자체 작성

[그림 2] 보안이 강화된 분산원장기술 시스템 모델

보안 위협 “비인가된 접근”에 대응할 수 있다. 보안 기능 “개인정보 보호”는 기본 기능
“신원 관리”, “원장 관리”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보안 위협 “데이터 유출 및 위변조”에 대응
할 수 있다. 보안 기능 “데이터 보호”는 기본 기능 “신원 관리”, “원장 관리”, “전자지갑
관리”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보안 위협 “데이터 유출 및 위변조”에 대응할 수 있다. 보안
기능 “자원 가용성”은 기본 기능 “패치 관리”, “P2P 통신”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보안 위협
“소프트웨어 위변조” 및 “시스템 장애”에 대응할 수 있다.
[표 3] 보안 기능과 기본 기능 및 보안 위협 간의 연관성
보안 기능
식별 및 인증

기본 기능

보안 위협

- 신원 관리

- 이용자 익명성

보안 감사

-

- 감사 기록 손실

통신 보호

- 패치 관리
- P2P 통신

- 데이터 유출 및 위변조

암호 통제

- 신원 관리
- 원장 관리

- 암호키 유출

신원 관리
원장 관리
암호키 관리
패치 관리
전자지갑 관리
스마트 계약
분산 합의
P2P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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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기능

기본 기능

보안 위협

- 암호키 관리
- P2P 통신
-

접근 통제

신원 관리
원장 관리
암호키 관리
패치 관리
전자지갑 관리
스마트 계약
P2P 통신

- 비인가된 접근

- 신원 관리
- 원장 관리

- 데이터 유출 및 위변조

데이터 보호

- 신원 관리
- 원장 관리
- 전자지갑 관리

- 데이터 유출 및 위변조

자원 가용성

- 패치 관리
- P2P 통신

- 소프트웨어 위변조
- 시스템 장애

개인정보 보호

<자료>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자체 작성

3. 보안 기능과 보안 위협 간의 대응 관계
본 절에서는 보안 기능과 보안 위협 간의 대응 관계를 설명한다.
[표 4] 보안 기능과 보안 위협 간의 대응 관계
보안 기능
식별 및 인증

보안 위협
위협1

위협2

위협3

위협4

위협5

위협6

O

보안 감사

O

통신 보호

O

암호 통제

O

접근 통제

O

개인정보 보호

O

데이터 보호

O

자원 가용성

위협7

O

O

주 1) 위협1=이용자 익명성, 위협2=소프트웨어 위변조, 위협3=암호키 유출, 위협4=비인가된 접근, 위협5=데이터 유출 및 위변조,
위협6=시스템 장애, 위협7=감사 기록 손실
주 2) O =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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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보안이 강화된 분산원장기술 시스템 모델의 보안 기능과 3장에서 식별한 보안
위협 간의 대응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보안 기능 “식별 및 인증”은 보안 위협 “이용자
익명성”에 대응한다. 보안 기능 “보안 감사”는 보안 위협 “감사 기록 손실”에 대응한다.
보안 기능 “통신 보호”는 보안 위협 “데이터 유출 및 위변조”에 대응한다. 보안 기능 “암호
통제”는 보안 위협 “암호키 유출”에 대응한다. 보안 기능 “접근 통제”는 보안 위협 “비인가
된 접근”에 대응한다. 보안 기능 “개인정보 보호”는 보안 위협 “데이터 유출 및 위변조”에
대응한다. 보안 기능 “데이터 보호”는 보안 위협 “데이터 유출 및 위변조”에 대응한다.
보안 기능 “자원 가용성”은 보안 위협 “소프트웨어 위변조” 및 “시스템 장애”에 대응한다.

V. 결론
최근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오픈소스 기반 분산원장기술 시스템(하
이퍼레저 패브릭, 이더리움 등)에서 일부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분산원장기술 시스
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익명성, 소프트웨어 위‧변조, 암호키 유출, 비인가된 접근,
데이터 유출 및 위‧변조, 시스템 장애, 감사 기록 손실 등 보안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기에
는 매우 미흡하다.
본 고에서는 상기와 같은 오픈소스 기반 분산원장기술 시스템에 대한 보안 위협에 대응
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보안 감사, 통신 보호, 암호 통제, 접근 통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호, 자원 가용성 등 보안기능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IT 제품의 보안성 평가를 위한 국제 표준인 공통평가기준(CC)의 보안기능
컴포넌트 분석을 통해 이용자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분산원장기술 시스템에 필요한
보안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오픈소스 기반 분산원장기술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고에서 제시한 분산원장기술 시스템을 위한 보안
기능 요구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추진하는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0에 중점항목으로 선정되었고, 국내외 표준화 기구인 TTA PG502
(블록체인보안) 및 ITU-T SG17(정보보호) 등에서 표준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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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발 기술 및 시스템의 개념도

기반으로 VR 콘텐츠를 생성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새로운 VR 서비스 플랫폼을 위한
기술
- 클라우드가 생성한 VR 콘텐츠를 사용자가 수신하여 이를 시청할 미래 시점의 헤드
모션을 예측하는 기술
- 예측된 사용자의 미래 시야를 기준으로 클라우드는 VR 콘텐츠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기술

III. 기술의 상세내용 및 사업화 제약사항
1. 기술의 상세내용

미래 VR 콘텐츠 생성에 필요한 VR 특화 Feature 추출 기술

사용자별 생체신호 패턴을 반영하여 예측하는 사용자별 학습 기술

생체신호 별 예측의 Fusion을 통해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한 모션예측 Fusion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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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된 미래 모션 정보로부터 미래 시야 및 이동 경로를 추정하기 위한 기술

모션 패턴 및 예측 정확도를 기반으로 최적의 콘텐츠 시야 마진을 조절하는 기술

콘텐츠 내 위치별 예측 정확도에 따른 품질(해상도, 압축 설정 등) 조절을 통해 소요
리소스를 최소화하는 콘텐츠의 Spatial 품질 조절 기술

예측형 콘텐츠의 전송 포맷 및 후처리 기술

2. 기술이전 범위

생체신호에 기반한 미래 모션 예측을 통해 클라우드에서 VR 콘텐츠를 생성하여 네트워
크를 통해 원격 사용자의 VR 단말에 전달하고, 사용자 단말은 모션 정보를 주기적으로
클라우드로 피드백하고, 클라우드는 이를 기반으로 VR 콘텐츠를 예측 생성하는 클라
우드 기반 VR 서비스 플랫폼 기술

생체신호 기반 VR-specific 미래 모션 예측 모듈

VR콘텐츠 예측 생성 및 Adaptation 모듈

3. 사업화 제약사항

모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으로 하는 사용자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
여야 하며, VR 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해 초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수반되어야 함
- 사용자가 최초 이용 시, 또는 사용자가 바뀌었을 경우, 콘텐츠를 실행하면 이를 대상
으로 한 모션 예측은 초기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므로 에러가 높을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콘텐츠 구동 시 사용자에게 최초 이용 여부 등을 묻게 하여, 튜토리얼 식으로 모션
및 생체신호 정보를 수집하여 초기 학습을 수행할 수 있음
- 따라서,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서는 본 기술에서 제공하는 예측 모듈을 콘텐츠 업체
또는 클라우드 사업자에서 초기 구동 및 서비스 중 계속해서 구동할 수 있는 서비스
시나리오 수립이 병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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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내외 기술 동향 및 경쟁력
1. 국내 기술 동향

PC VR 플랫폼을 대상으로 ㈜와이젯 등에서 HMD의 케이블 제약을 없애기 위한 60GHz
대역 기반 VR HMD 무선화 기술을 개발 중임

삼성전자는 사용자가 HMD 디바이스를 착용하여 얼굴의 상당부분을 가리더라도 패치
이미지(patch image)를 통해 사용자 얼굴의 특징 및 움직임을 취득해서 사용자의 얼
굴 및 표정을 VR 콘텐츠에 반영하는 특허를 취득하였음(출원번호: 1020160054711,
2016)

2. 해외 기술 동향

Oculus VR은 광학장치구조, 착용이 편한 HMD 스트랩 구조, HMD 제품의 외관에
대한 디자인 특허들을 출원하였음

또한, 사용자에게 현실감 있는 가상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머리가 움직이는 각속도를
측정하여 latency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US9348410/ US9063330), 착용자의 표정변
화를 인식하여 영상을 생성하는 기술, 가상공간 내에서의 손가람 움직임을 인식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등도 출원 중임

PC VR 플랫폼을 대상으로 최근 무선랜을 활용한 가상현실 무선화를 시도하는 업체들
은 크게 60G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한 기술(인텔, TPCAST)과 5GHz 대역을 활용하는
기술(Rivvr)들로 구분하여 프로토타입 개발을 시작하고 있음

3. 표준화 동향

VR 관련 표준화 활동은 아직 미비하나, 후술하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VR 이슈 발굴
및 표준화를 위한 움직임을 꾸준히 보이고 있으며, 아래 제시하는 아이템과 전략으로
각 표준단체에서 VR 표준화 제안 및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VR 콘텐츠 생성 관련 표준: MPEG-I 또는 JVET 차세대 비디오코덱(F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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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연 영상 콘텐츠 생성 표준으로, 생체신호 결합 콘텐츠 생성 관련기술 개발 및
표준화 추진

VR 송수신 관련 표준
- 현재 표준화 전 단계로 IEEE 802.11, Wi-Fi Alliance 등 2.4/5/60GHz 무선랜을
통한 VR 송수신 신규 표준 추진
- 생체신호 모션 정보 생성, 송수신 f/b 무선 채널 확보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추진,
motion-to-photon latency 목표 달성을 위한 end-to-end latency 대상 핵심
표준 추진

VR 산업화/제품화 관련 표준
- VR IF(Industry Forum)와 같은 VR 생태계 구축을 위한 관련 산업체 중심의 표준단
체 활동 및 관련 규격 개발
- 생체신호 기반의 VR 원천기술의 조기 상용화/제품화 추진을 위해 산업계 생태계
표준 관련 기술 협의의 장을 개척, 개발 원천 기술의 산업계 표준 반영 추진

4. 기술적 경쟁력(우수성 및 차별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및 차별성

IMU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래 모션 예측(Oculus)

선행성을 갖는 생체신호를 퓨전하여 미래 모션을 예측하므로
예측 정확도를 향상

원격 VR 콘텐츠 전송기술(Rivvr)

유동적인 네트워크 상황 및 예측 정확도에 적응적으로 VR 콘텐츠의
시야 및 품질을 조절함

<자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자체 작성

V.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전망
1. 국내 시장 동향 및 전망

국내 VR 시장은 2020년에 이르면 5조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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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시장 동향 및 전망

VR 시장은 연평균 14.8%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하드웨어(HMD, VR PC 등)와
게임, 동영상, 기타 앱 등이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3. 제품화 및 활용 분야
활용 분야(제품/서비스)

제품 및 활용 분야 세부내용

1

클라우드 VR 서비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VR 응용 서비스가 실행되어 이를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원격 단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2

VR HMD

사용자에게 VR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고 사용자의 움직임 정보를 클라우드에게
전달하는 단말

<자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자체 작성

VI. 기대효과
1. 기술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새로운 플랫폼의 VR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기존 플랫폼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으므
로 VR 서비스의 유형을 바꾸고 시장 성장을 이끌 수 있음

2. 기술사업화로 인한 파급효과

클라우드 VR 핵심 원천 기술 및 지적재산권 확보로 국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시도된 사례가 없는 융합연구이므로, 원천 기술 선점 및 학계 선도 가능

참여 기업의 VR 사업을 위한 기술적 우위 마련이 가능하며, 핵심기술 확보 및 이전을
통해 VR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의 성공 발판 마련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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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VR 비디오 압축 기술
•
•
•
한종기 ‖ 세종대학교 교수

*

I. 결과물 개요
개발목표시기

2019. 12. 31.

기술성숙도(TRL)

결과물 형태

SW-Platform, Patent

검증방법

Keywords
외부기술요소

개발 후
TRL 3
자체검증

360 VR, video codec
국제표준기술 사용에 따른 로얄티 납부

권리성

특허

II. 기술의 개념 및 내용
1. 기술의 개념

360 VR Video Signal을 효율적으로 부호화하기 위한 기술들을 개발함

국제 표준화 단체인 ISO/IEC 산하 MPEG과 ITU-T 산하 VCEG이 공동으로 구성한
* 본 내용은 한종기 교수(☎ 02-3408-373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현재 개발 진행 및 완료 예정인 ICT R&D 성과 결과물을 과제 종료 이전에 공개하는 “ICT
R&D 사업화를 위한 기술예고”를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바, 본 칼럼에서는 이를 통해 공개한 결과물의 기술이전,
사업화 등 기술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매주 1~2건의 관련 기술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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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술의 개념도

프로젝트 그룹 JVET에서 2018년 11월 현재 표준화를 진행중인 VVC codec에 적용
가능한 기술들을 개발 중

VVC codec을 구성하는 기술들은 100개 이상으로 매우 많고, 이와 관련된 특허권리도
매우 많음

본 연구에서는 이 기술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및 해외 특허로 출원
하고 등록하고 있음

MPGE LA라는 기관이 VVC codec 기술을 사용하는 전 세계 기업체들로부터 로얄티
를 걷은 후, 이를 VVC codec 기술과 매칭되는 특허권을 가진 기관에게 배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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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술의 상세내용 및 사업화 제약사항
1. 기술의 상세내용

움직임 벡터 부호화 기술

360 VR 신호 padding 및 packing 기술

인트라 예측 기술

그 외 다수

2. 기술이전 범위

특허 실시권

특허 권리 일부 또는 전체

VVC codec 관련 각종 응용 SW

3. 사업화 제약사항

MPEG LA의 정책에 따라 로얄티 수익 및 납부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IV. 국내외 기술 동향 및 경쟁력
1. 국내 기술 동향

360 VR 콘텐츠 획득/제작 기술
- IT 대기업 중심으로 360 카메라 형태의 VR 이미지 및 동영상 제작 솔루션을 개발하
고 있음
- ㈜쓰리아이에서는 ETRI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이미지 스티칭 기술을 바탕으로 360
도 이미지 및 동영상 촬영 기술 및 앱을 개발하여 상용제품을 출시하였음(201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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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VR 플랫폼 기술
- 네이버와 곰플레이어가 360도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브이알은 전쟁기념관 등 다양한 CMS 플랫폼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
우드 기반의 VR 웹 CMS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2. 해외 기술 동향

360 VR 콘텐츠 획득/제작 기술
- Ricoh, Nikkon, Kodak 등은 보급형 360 카메라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GoPro 등은 리그에 디지털 카메라를 고정시켜 360도 이미지와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 출시하고 있음
[표 1] 주요 기업의 분야별 플랫폼 전략 현황
구분

플랫폼 전략

기업(플랫폼 명)

수직통합

페이스북(오큘러스), 소비(PSVR), HTC(Vive)

오픈소스

Razer(OSVR), 인텔(Project Alloy)

게임엔진

유니티3D(유니티), 에픽게임즈(언리얼)

시장

모바일VR

삼성전자(VR기어), 구글(데이드림)

콘텐츠

게임마켓

Valve(Stream), Sony(PS4), HTV(VivePort)

360 비디오

페이스북,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드림웍스

버티컬 서비스

페이스북(소셜VR), 구글(익스페디언트), 알리바바(쇼핑)

기술

서비스

<자료> 세종대학교 자체 작성

3. 표준화 동향

360 비디오/VR 전송 및 응용 서비스를 위한 MPEG-I 표준화 현황
- 지난 10월 FDIS가 발행된 MPEG-I Part 2 Omnidirectional Media Format
(OMAF)에는 국내 LG전자, 삼성전자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6DoF 비디오를 위한
PCC, Light Field 분야에도 다수 국내 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360 비디오/VR 압축 관련 표준화 단체 및 표준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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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VET에서는 2020년 완료를 목표로 360 비디오/VR을 포함한 차세대 비디오 표준화
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제안요청서(Call for Proposals: CfP)를 발간하였고,
2018년 4월 제10차 JVET 회의에서 제안기술 평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표준화를
진행할 예정임
- 360 비디오의 경우 압축 코덱의 전/후처리에 해당하는 2D 투영 포맷, 뷰 포트 랜더
링 및 화질 측정방법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JVET의 주요 표준화 대상으로
포함되어 360 비디오/VR 압축 표준화가 본격 진행될 예정임

MPEG-I 표준화–2022년까지 6-DoF를 지원하는 VR 기술의 표준완료
- 3-DoF(Degree of Freedom)/3-DoF+ VR을 지원하는 Phase 1a/1b와 2022년을
목표로 6-DoF VR을 지원하는 Phase 2의 단계적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음

방송 및 통신 표준기구에서의 360 VR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 현황
- 3GPP는 “3-DoF 360VR over LTE”를 주제로 VR 미디어 서비스의 상호운용 가능
성을 검토하고 시스템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음
- 유럽의 DVB는 VR의 방송 및 미디어 서비스 적용 가능성, 시장 및 기술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2018) 2020년까지 VR 방송 표준 제정을 계획

4. 기술적 경쟁력(우수성 및 차별성)

국제 표준 기술이기 때문에 국제 표준과 매칭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매칭되지 않는
기술은 경쟁력이 낮음

개발예정인 기술은 국제 표준 기술과 매칭되는 기술로서 향후 로얄티 수익이 예상됨

V.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전망
1. 국내 시장 동향 및 전망

국내 VR 시장은 연평균 42.8%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0년에는 5.7조 원의 규모에
이를 전망임(2016년 한국VR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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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내 VR 시장 전망

(단위: 억 원)

구분

2017년

2023년

2025년

한국 시장 규모

18,000

128,000

193,000

* 한국시장 규모는 2015년 “국내 가상현실(VR) 시장 규모”(한국VR산업협회)를 활용하여 예측
<자료> 한국VR산업협회, 2016.

2. 해외 시장 동향 및 전망

2020년경에는 국제적으로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IDC
2016 참조)
[표 3] VR 기기 판매량(2016년 현재)

(단위: 백만 대)

수요처

국명

수요량

관련제품

구글

미국

84

구글 카드보드

삼성

한국

2.3

기어VR

소니

일본

0.75

PSVR

HTC

중국

0.45

VIVE

오큘러스

미국

0.36

CV1

<자료> IDC, 2016.

3. 제품화 및 활용 분야
[표 4] 활용 분야 및 세부 내용
활용 분야(제품/서비스)

세부내용

1

게임

HMD를 착용하고 게임에 참여함으로써 몰입감 증대

2

관광

관광지 풍경을 VR 비디오로 제작하여, 사전 답사 및 홍보에 활용

3

의료

로봇 수술 등 의료 분야에서 활용

4

교육

위험한 환경에서 수행되는 작업에 대한 사전 교육에 활용

5

스포츠

6

영화

몰입감 및 현실감이 증가되는 영화 상영

7

방송

몰입감 및 현실감이 증가되는 방송 시스템 구현

8

VoD

몰입감 및 현실감이 증가되는 VoD 서비스 구현

<자료> 세종대학교 자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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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감이 그대로 전달되는 스포츠 중계 방송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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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기대효과
1. 기술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360 VR 산업 분야의 시장은 다음과 같이 기대가 큰 분야임
- 2020년에는 세계적으로 1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VR 시장은 5.7조 원의 규모에 이를 전망임

2. 기술사업화로 인한 파급효과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들을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성능 사양을 가지고 있는 VR
단말들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VR 신호를 기존의 non-VR 단말에서 재생 가능하
게 하며, 이로 인해 VR 서비스를 확산시키고 VR 산업의 규모를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

본 연구에서 개발되는 기술들은 360 VR 기반으로 구현된 스포츠 중계, 게임, 방송,
영화, 교육, 군사훈련, 의료, 저널리즘, 건축 등을 위해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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