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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은 사물에 센서 등을 부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서로 주고 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말한다.
즉, 사람의 도움 없이 정보를 주고 받는 것으로 사물지능통신(Machine-To-Machine:
M2M)이 확장된 개념이다. 웨어러블 컴퓨팅(Wearable Computing)은 컴퓨팅이 가능한 기
기를 몸이나 의류 등에 PC 기능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으로, 웨어러블 기기 간
에 통신이 일어날 경우 사물인터넷의 범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초고밀도 집적회로(Very
Large Scale Integration: VLSI)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발전으로 소형 경량화를 더더욱 발전시켜 컴퓨팅 기기의 크기를 몸에 부착할 정도
로 작고 편리하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기기들 간의 통신을 통해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사물인터넷이 활성화 되면 수 많은 사물들이 서로를 스스로 식
별하고 인식하여 상호간 정보교환을 통해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
스 제공이 가능하다[1]. 최근 가장 주목 받는 정보통신기술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신체
에 착용하여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소형화 및 경량화하
여 의복 등의 일부분으로 신체에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이러한 웨어러블 디바이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Clickseo Insight 서두옥 대표이사 (☎ 02-940-521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 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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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밖의 다양한 웨어러블 제품들

스는 피트니스(Fitness)와 웰빙(Well-Being), 헬스케어(Health Care) 및 의료 분야 그리
고 제조업 및 군사장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특히, 웨어러블 컴퓨팅은 의료 및 U-헬스케어 분야와 결합될 경우 환자의 몸 상태에
대한 빠른 측정을 통해 신속한 진료를 가능하게 하고,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나 아이들에
게도 아주 훌륭한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사물인터넷과 웨어러블 컴퓨팅 기술은 사생활 침해와 같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위협에도 함께 노출될 수 있다. 만약 사물인터넷이나 웨어러블 컴퓨팅을 통해 정보
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반드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에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하지만 구글글래스와 같은 웨어러블 컴퓨팅 기
기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간단하게 타인을 촬영할 수 있으며, 웨
어러블 컴퓨팅 기기 자체에 별도의 촬영여부를 알려주는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상대
방은 자신이 촬영되고 있는지 조차 인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
이다[1]. 또한 의료 및 U-헬스케어 분야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개인의 생명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2012 년
에 개최된 블랙햇 보안 컨퍼런스에서 해커가 특정인의 인슐린 펌프를 조작하여 개인의 생
명에 치명적인 복용량을 주입할 수 있도록 조작할 수 있음이 증명된 바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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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웨어러블 컴퓨팅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센서 정보 혹은 개인 정보 노출, 비정상적인 패킷의 유통 그리고 메시지의 재사용,
데이터 위변조 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제 3 의 IT 혁명’ 기술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웨어러블 컴퓨팅의 활용은 개인정보보호가 선행되어야 하며, 공공 목적
이나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보안 기능은 더욱 필수적이다[3].
본 고에서는 이러한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에서의 보안 위협과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필
요한 보안 요구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고의 2 장에서는 웨어러블 컴퓨팅 개요 및 기
술 분류, 3 장에서는 시장 현황 및 기술 발전 전망, 4 장에서는 정보보호위협과 대응 기술
의 진화, 5 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웨어러블 컴퓨팅 개요 및 기술 분류
1950 년대에 MIT 에서 그 개념이 정립된 웨어러블 컴퓨팅은 1981 년 고등학생이었던
스티브 만(Steve Mann)이 웨어러블 컴퓨터 시스템을 제시한 이후, 미국 제록스사의 마크
와이저(Mark Weiser)가 제안한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함께 차세대 컴퓨팅 분야의 핵심 개
념이다. 일반 사용자를 위한 범용 웨어러블 컴퓨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고 다니는 옷
이나 액세서리와 같은 형태로 자연스럽게 착용할 수 있고, 사용자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
며, 또한 기기 사용에 따른 안정성을 보장하여 착용에 따른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
도록 장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장치와 융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을 지원해
야 한다(<표 1> 참조)[4].
<표 1> 웨어러블 컴퓨터의 기본 기능[4]
기능

내용

착용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복, 액세서리와 같이 착용을 의식하지 않을 정도의 무게감과
자연스러운 착용감 제공

항시성

사용자 요구에 즉각적인 반응을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와 사용자간 끊임없는 통신을
지원할 수 있는 채널 존재

사용자 인터페이스

인간의 신체적, 지적 능력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와의 자연스러운 일체감
과 통합감 제공

안정성

장시간 착용에 따른 불쾌감과 신체적 피로감을 최소화하고 전원 및 전자파 등에 대한
안정성 보장

사회성

착용에 따른 문화적 이질감을 배제하고 사회 문화적 통념에 부합되는 형태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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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 분류[5]
1 세대

2 세대

3 세대

착용형 플랫폼

Reconfigurable SoC
초소형 대용량 배터리 저장장치
Smart fabrics(입는 컴퓨터)
액세서리(손목, 손가락, 팔 착용형 등)

근거리 통신 기술

SAN, PAN, LAN, WAN
Sensor Network Ad-hoc Network
U-ID

웨어러블 스마트 I/O
웨어러블 디바이스
경량 내장형 소프트웨어

감성 중심 에이전트

오감 인터페이스

반지형, 장갑형 입력장치
안경형 디스플레이(머리착용형)
오감/BIO 센서
소형 저전력 RTOS
분산 미들웨어
응용 SW 개발 도구
상황/위치 인식 에이전트
Security, 프라이버시, 생체인식
멀티모달 UI(제스처, 음성 등)
오감 인식 및 표현
오감 정보 융합 전송 및 재현(증강현실)
생체신호 인터페이스

이러한 웨어러블 컴퓨팅 기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의 세부적
인 기술 분류와 발전 단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웨어러블 컴퓨터 개발자인 스티브 만은 웨어
러블 컴퓨터를 1, 2, 3 세대로 구분하고 있다. 1 세대와 2 세대를 구분하는 요소는 컴퓨터
모듈의 분리이며, 2 세대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분산된 컴퓨터 모듈을 선으로 연결하고 사
용된 선은 의복에 넣고 꿰메어 자연스러움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3 세대 웨어러블 디바
이스의 특징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디바이스”를 기술 목표로 하고 있다(<표
2> 참조)[5].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 분류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웨어러블 컴퓨
팅에는 하드웨어 플랫폼,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황인지, 저전력, 근거리 통신 기술 등이 포
함된다. 특히,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과 하드웨어 플랫폼 기술은 양손에 자유를 부여하고
간편하게 기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며(hands-free), 사용자의 집중을 덜 요구하는
(distraction-free) 웨어러블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착용함으로써 안정성ㆍ편안함ㆍ패션과 같은 외적인 사항이 기술 수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류ㆍ인간공학ㆍ디자인 등 IT 이외의 다양한 분야와 기술 협력 또한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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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현황 및 기술 발전 전망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는 주요 조사기관들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
하고 있다. IMS Research 는 전 세계 웨어러블 디바이스 단말의 출하량이 2016 년 기준
최소 3,920 만 대에서 최대 1 억 7,100 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웨어러
블 디바이스 시장이 초기단계이고 다양한 부분이 영향을 줄 수 있어 성장 시나리오를 나
누어 전망을 제시하였다. 지역별로는 현재 착용형 디바이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2016 년까지 글로벌 시장 주도권 및 가장 큰 시장규모를 유지하는 한편 유럽이 다음으로
큰 시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였고, 일본 역시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 강점을 드러내며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메이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가트너도 헬스케어, 피트
니스 분야의 웨어러블 시장규모가 2013 년 16 억 달러에서 2016 년 50 억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Juniper Research 도 최근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연이어 출시되면서
관련 시장도 2012 년 8 억 달러 규모에서 2014 년에는 15 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
다. 특히 헬스케어 및 피트니스용 단말과 멀티 기능 단말 등 소비자 시장을 직접 겨냥한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처럼, 현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조사 기관마다 예측하는 시장규모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급격한 성장을 보
일 것이라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6].
웨어러블 컴퓨터의 초기 발전 단계에는 시계, 안경, 목걸이와 같은 액세서리 형태에서
출발하여 직물 또는 의류에 일체화된 의복형 컴퓨터로 발전하고 있으며, 인간의 몸에 더
근접하여 신체 부착형, 신체 이식형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3) 참조)[7].
(단위: 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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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억 7,100

2011 2012
15,000
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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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세계 웨어러블 디바이스 출하량 전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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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웨어러블 컴퓨터의 발전 방향[8]

4.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의 정보보호 위협과 보안 요구 사항
IT 보안 위협은 PC 의 발전과 궤를 같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PC 의 시대에는
바이러스라는 것이 등장하였다.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웜(worm)이 등장하고 인터넷 네트
워크를 통해 빠르게 유포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에 다양한 형태의 보안 위협이 끊임
없이 등장하였다. 이처럼 환경, 즉 플랫폼의 발전과 보안 위협의 발전이 함께 진행되면 보
안 산업 또한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기 마련이다. 스팸 메일이 쏟아지자 이메일 필터링 기
술이 각광을 받았다. 이후 침입 탐지를 위한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 기술이 등
장했지만 곧 방지의 관점인 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로 넘어간다. 점차 보안 위
협이 복잡해지면서 단순히 ‘막는다’는 수동적인 개념을 넘어 악의적인 행위, 이상한 행위
를 하는 소프트웨어를 탐지하고 차단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안티멀웨어(Anti-malware) 기
술로 보안의 중심이 이동하게 된다. 이제는 모바일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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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컴퓨터 환경과 보안의 발전[2]

이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하는 콘텐츠를 어떻게 보호할 것
인가 하는 관점으로 보안 기술이 다변화하고 있다[2].
웨어러블 컴퓨팅 장치들이 의사 소통할 수 있는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에서는 정보화의
영역이 사람 중심에서 사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인터넷 기반의 정보통신 환경과는 다
른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림 4)와 같이 이에 따른 정보보호의 위협도
지금과는 달라 많이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인터넷에서 발생된 위협이 전체
위협 요소로 이어질 수 있어 불법적 공격으로 인한 폐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증가할
것이다[4]. 이처럼 우려하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례로 2014 년 2 월 구글글래스를 착

(그림 5)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시 구글글래스의 모습과 타임스퀘어 촬영 사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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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여성이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일반인의 개인정보
침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8].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자는 보안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관여하지 않아
도 될 뿐만 아니라, 보안시스템에 의해 방해 받지 않아야 한다.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의
초점은 사용자가 더 이상 컴퓨터 기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보안시스템은 환경과 조화되어 사용자를 방해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
다[10].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은 기존 컴퓨터 환경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보안의 기술적인 기본
요구사항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 웨어러블 컴퓨팅의 환경에서 단말은 초경량
으로 밀집된 상태로 구성될 것이므로 확장성(Scalability)을 고려해야 한다. 즉, 웨어러블 컴
퓨터 네트워크에 적용할 라우팅과 보안 알고리즘들을 포함하는 미들웨어는 단말들이 밀집
된 형태로 배치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노드의 손실이나 배터리의
소모와 같은 물리적인 원인에 의한 웨어러블 노드의 손실에 대해 네트워크 내에서 삭제뿐
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해 새로운 노드의 추가 등을 할 수 있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에서 노드들은 가용성(Availability)
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예정된 수명이 끝날 때까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
다. 만약 웨어러블 컴퓨팅 분야에서 가용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잠재적인 사고를 감지하는
데 실패하게 되어 재정적인 손해 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악의적인 공격
자에 의해 위협이 될 수 있는 보안상의 다양한 시도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노드의 추가 및 삭제가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연성(Flexibility) 또한 기술적으로
만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에서 단말들은 자가 구성(Self-organizing)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10].
좀 더 안전한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을 위하여 외부 공격자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몇
가지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정보를 서로 주고 받는 단말들끼리 공유되는 정보가
악의적인 공격자로부터 도청 또는 트래픽 분석 등을 통해 노출되지 않도록 기밀성
(Confidentiality)이 요구된다. 또한 서로 통신하고 있는 송수신자가 서로 정당한지를 인지
할 수 있어야 하고, 데이터가 악의적인 공격자의 불법적인 위변조 과정이 일어나지 않도
록 인증(Authenticity)/무결성(Integrity)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10].
마지막으로 외부공격자가 아닌 내부 공격자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몇 가지 살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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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자. 수 많은 노드들로 구성되는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에서 공격자가 포획한 노드를 탐
지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므로 보안 프로토콜을 설계할 때 포획된 노드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노드에 대한 탄력성(Resilience to node capture)을 고려해
야 한다. 또한 시스템의 일부가 파괴되었을 경우 원래 제공받던 데이터 전송 속도에 비해 전
송 속도가 많이 저하되더라도 지속적인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급격한 성능저하 방지
(Graceful degradation)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10].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에서 다양한 보안위협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합의와 법적인 제도의 정비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 기존의 개인정
보보호 프레임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개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금지” 등 기존
의 제도적인 방법으로는 무의미하다. 또한 업무 목적의 웨어러블 장비를 통해 수집된 직
원의 건강정보가 보험회사나 고용주에게 제공되거나, 누군가의 기분, 체력, 건강상태에 대
한 실시간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합
의에 의한 현행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설계 시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고려사항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8].
미국의 언어학자인 MIT 의 노암 촘스키 교수는 구글글래스는 사생활 침해로 인해 인
간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이용자들의 모든 시청각 정보를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는 구글글래스의 특성으로 인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무분별하
게 인터넷에 올려질 것이어서 사생활 침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글래스는 전
체주의적 사고의 결과이며 마치 조지 오웰의 ‘1984’를 보는 듯하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이슈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결국 기술적인 요소와 제도적인 방
법의 도입과 함께 윤리적인 대안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9].
5. 결론
향후 웨어러블 컴퓨팅 기술은 가정, 물류/유통, 교통, 행정, 복지 그리고 환경 등의 다
양한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래 사회의 기반 인프라로 자리잡게 될 것이
다.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이 구축된 사회에서는 모든 사물들의 지능화로 자율적으로 주변
환경을 센싱하여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이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정보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되는 웨어러블 노드는 대부분 소형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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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배터리로 동작하며 그 크기가 작고 전력 소모가 작아야 한다. 그리고 외부의
환경 변화에도 가능한 영향을 받지 않고, 웨어러블 노드에 탑재되는 임베디드 운영체제
및 협업을 위한 미들웨어는 제한된 메모리와 CPU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노드에 할당된 작업들을 처리하고 네트워크 내에서의 통신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에서 다양한 보안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통
신, 에너지, 메모리 등의 요구 조건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물리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환경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공격 가능성을 예측하여 다양한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을 만
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도적인 대안 마련과 함께 윤리적인 사회적 합의가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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