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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s the technology of self-driving cars are being developed, security and safety are becoming important 
issues. The communication channel of the self-driving car is divided into external network and internal network. The 
external network is used for inter-vehicle communication or vehicle-to-infrastructure communication. On the other 
hand, the internal network, which is called the In-Vehicle network, is used to control the functions of the vehicle. 
Although the In-Vehicle network is a critical part of the vehicle, it is exposed to many threats.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primary functions of self-driving cars and reviewed the recent studies on the security of self-driving cars. 
Furthermore, we derived various attack scenarios from the In-Vehicle system perspective and analyzed the security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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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 시스템), Security of requirement(보안 요구 사항)

1. 서 론1)

사물 인터넷(IoT) 기술의 발 과 함께 다양한 IT 
기술을 용하여 운 자의 편의성을 증 시키는 자

율 주행 자동차의 시장이 확 되고 있다. 2016년 시
장조사기  IHS의 자료에 따르면 완  자율 주행 자

동차의  세계 연간 매량은 2025년경 23만 에

서 2035년 1,180만 에 이를 것으로 망되며, 시장
조사기  ABI에서는 부분 자율 주행 자동차를 포함 
연간 매량이 2025년 110만 에서 2035년 4,200만
로 늘어날 것으로 측하 다.1,2)

이처럼 자율 주행 자동차 시 의 도래로 인해 제

조사뿐만 아니라 ICT 기업들 한 자율주행으로 
표되는 커넥티드 카 시장에 참여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한 보안 기술은 자율 주행 자동차의 

화를 한 선결 조건이 되었다. 자율 주행 자동차
의 보안 사고는 물질  피해뿐만 아니라 운 자와 

보행자의 안 에 직 인 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  확산에 따른 규제와 보안 사

고에 한 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자율 주행 자동차는 내부 장치 간 효율 인 통신

을 해 수많은 자 제어 시스템  소 트웨어를 

탑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내부 네트워크 통신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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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LIN, FlexRay)을 사용한다. 부분의 차량에 
용되는 CAN 로토콜은 ECU 간 정보의 송  
교환을 통해 차량 내부 네트워크의 수많은 자 제어 

장치를 제어하고, 상황에 맞는 명령을 수행하여 자
동차를 구동한다. 이는 공격자가 CAN 버스 시스템
에 진입할 경우, 각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변조 메
시지를 통해 해당 차량의 In-Vehicle 시스템을 악의
으로 조작할 수 있게끔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출
시된 자동차 내 내장되는 최  1억 라인의 소 트웨

어 코드는 공격자가 해당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수

많은 취약 을 갖고 있다. CAN 버스 시스템에 진입
한 공격자는 악성 코드를 삽입하여 ECU를 장악한 후 
자동차의 발진  이크 페달 무력화 등의 안

에 직결 인 향을 미치는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자율 주행 자동차의 In-Vehicle 시스템 내 진입할 

수 있는 경로  하나는 V2X(Vehicle to Everything)
이다. V2X 네트워크는 자율 주행과 외부 통신을 이
어주는 네트워크 통신 기술로 차량 간 통신인 Vehicle 
to Vehicle(V2V), 차량과 인 라 간 통신인 Vehicle to 
Infra(V2I), 차량과 모바일 기기 간 통신인 Vehicle to 
Nomadic Device(V2N)으로 분류된다. 공격자는 V2V 
통신 네트워크에 변조된 메시지를 주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차량이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여 2
차 충돌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특정 차량의 특정 
치, 특정 시 의 메시지를 기록한 후  다른 차량에 

Replay 공격을 통해 얼음 길 등 주변 환경과 맞지 않
은 속도를 내도록 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밖
에 DoS 공격을 통해 차량 간 통신을 무력화하는 등, 
V2V 통신을 악의 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양하다. 한 V2I 네트워크 통신의 도청을 통해 요
 징수, 치 기반 서비스에 한 지불 등 융 결
제와 련 운 자의 개인 정보를 탈취하여 악용할 

수 있다. V2N은 공격자가 In-Vehicle 시스템에 진입
할 수 있게끔 하는 표 경로이며 공격자는 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연결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

해 In-Vehicle 시스템에 근한다. 한 로 블루투스 
시스템은 차량과 연결된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하여 

In-Vehicle 내 악성 코드를 삽입할 근 포인트를 제
공한다. 한 차량 내 오디오, 비디오, 네비게이션 시
스템을 지칭하는 AVN 시스템 한 펌웨어 취약

공격이 가능하며, GPS나 성 라디오 채 이 악용

될 수 있다.
다양한 센서 기능을 탑재한 자율 주행 자동차는 

공격자가 해당 센서를 이용하여 In-Vehicle 시스템
에 근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제공한다. 자율 
주행 자동차는 이더(라이더) 센서 기술  정  

지도 기술, 무선 통신 등을 융합하여 주행 환경 상의 
다양한 상  물체를 인지한다. 이러한 센서는 외
부 신호를 직 으로 받아들이므로, 다양한 보안 
로토콜을 사용하는 다른 통신보다 쉽게 공격에 

노출 될 수 있다. 센서를 이용해 주변 상황을 단하
는 과정을 의도 으로 조작하여, 센서와 In-Vehicle 
시스템 간 통신 내의 메시지를 조작해 차선  장애

물 등의 인식을 방해할 수 있다. 한 자율 주행 자
동차의 탐지 센서인 라이더 역시 특정 주 수 음

에 노출하는 등 기만 공격에 취약한 실정이다. 자율
주행 차량 내 주행상황 인지를 한 상 기반 모듈

도 형상정보와 거리정보 등을 조작하는 등 공격자

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있다.
이처럼 인지  단 기술을 필수 으로 요하는 

자율 주행 자동차는 외부 통신과 차량 내부 시스템 

내 다양한 모듈  탑재된 코드로 인해 안 과 직결

되는 수많은 취약 을 가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In-Vehicle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탐지 방안을 제

안하여 자율 주행 자동차의 보안 사고에 한 요구 

사항  해결책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자

율 주행 자동차 련 연구, 기능  개발 황을 살
펴본다. 제 3장에서는 보안  에서 자율 주행 

차량의 취약 을 도출한다. 제 4장에서는 자율주행
의 일부 기능을 상으로 보다 상세한 In-Vehicle 시
스템 공격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이에 한 응 방
안을 논의한다. 제 5장에서는 자율 주행 차량의 보
안 요구 사항을, 제 6장에서는 본 논문의 시사 에 

해 서술한다. 

2. 자율 주행 자동차 동향

2.1 자율 주행 자동차 기술 단계

자율 주행 자동차의 정의는 기술 단계  차량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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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DAS Tech technical step

어를 돕는 ADAS 센서의 결합 정도에 따라 다양하
다. Fig. 1은 미국 도로 교통 안 국 NHTSA에서 제
시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단계로, 크게 4단계에 
따라 자율주행 자동차를 분류하고 있다.3) 각 단계는 
운 자의 간섭에 따라 구분되며 차량 내 ADAS의 
결합 정도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단계를 구분

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ADAS는 운  보조 장치로 운  시 험 상황을 

감지하는 센서를 통해 운 자에게 험을 경고하여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장치이다. ADAS가 제
공하는 기능에는 어드밴스드 크루즈 컨트롤, 사각 
지  모니터링, 차선 이탈 경고, 자동 등/소등, 차
선 유지 보조  충돌 경고 시스템, 자동 조향, 
이크 조작 등이 포함된다. 능동 인 ADAS의 경우 
자동차 움직임을 부분 으로 제어함으로서 사고를 

방지하기 때문에 ADAS 기술은 4단계의 완  자율 

주행 자동차를 한 요한 기반이라고 볼 수 있다.
기술 단계 내 2단계에서 3단계로의 발 은 차량 

사고의 주체가 운 자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로 변경

된다는 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재 국내의 자동
차 주행에 한 법률은 2단계까지만 허용되고 있으
며, 3단계 환경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 자와 

자동차 제조사 간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4) 따라서 운 자의 안   차량 보안을 해, 차
량의 주변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들에 

응할 수 있는 ADAS 시스템의 구 이 요구된다.

2.2 자율 주행 자동차 기능  구조

자율주행 자동차는 크게 센싱, 신호처리(인지),

Fig. 2 Key function of self-driving car

단, 제어 로세스로 구성된다.5) ADAS 센서를 통
해 차량의 주변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
를 처리하여 지형, 장애물, 보행자 등의 정보를 차량
에 제공한다. 차량에서는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험 상황 유무 등의 상황 단  주행 략을 결정하

며, 제어 시스템에서는 결정된 주행 략에 따라 차
량을 제어하게 된다. Fig. 2는 자율주행 자동차 동작 
과정을 보여 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의 각 기술 단계에 따라 동작 원리를 서술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 성  보안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율

주행 자동차를 한 요구 사항을 논의한다.

2.2.1 ADAS 센서

ADAS는 Advanced driver-assistance systems의 약
자로, 복잡한 차량 제어 로세스에서 운 자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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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며 자율 주행 자동차의 에서는 궁극 으로 

운 자를 체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ADAS 기술 개발의 궁극  목표는 자율주행 자동차

의 상용화이며, 따라서 NHTSA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단계에 따라 발 되고 있다. 즉 기존의 ADAS
를 조합하거나 개선함으로써 다양한 도로 상황에 

응할 수 있는 자율 주행 자동차 시스템이 개발되

고 있다.6)

자율주행 기능을 지원하는 주요 ADAS 인식 센서 
시스템은 부분 2개 이상의 센서 기술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특히 ADAS는 카메라, 단거리/장거리 
이더, 라이다 등의 융합 센서로 발 되고 있다. 이러
한 융합 센서는 각 센서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

하며 자율 주행 자동차의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해 활용될 수 있으며, 한 고가의 고사양 센서를 
체할 수 있다.
향후 완  자율 주행 자동차는 자율 주행 기능을 

지원하는 ADAS 시스템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므로, 
ADAS 시스템에 한 보안 연구는 완  자율 주행 

차량의 In-Vehicle 보안 연구에 있어 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율 주행 기술이 발 함에 따라 센서와 시

스템간의 복잡성은 지속 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
를 제어할 수 있는 차량 내부 네트워크 시스템 발  

한 함께 도모되어야 한다. 

2.2.2 인지 기능

2016년 5월, 하얀 트 일러를 하늘로 착각해 발생

한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와 같이, ‘인지-
단-제어 로세스’  인지 기능에 미세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형 인명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7) 즉 
자율 주행 자동차의 정확한 인지 기술이 선행되어

야 완 한 자율 주행 환경의 구 이 가능하다.
앞서 언 한 카메라, 이더 등의 ADAS 센서는 

이러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보완재로서 자율 

주행 차량에 용되고 있다. 그러나 차량의 사각 지
  악천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실제 상용화 시 

어려움이 따른다. 이처럼 측  센서에 한 한계가 

부각됨에 따라 정 지도를 통해 자율주행 차량의 

기존 센서를 보완하여 오차 범 를 축소시키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 지도는 주행 경로에 한 상세한 정보를 사

에 제공하며, 따라서 주행  실시간으로 습득해
야 하는 데이터 용량을 감소시켜 측  센서에 한 

의존도를 경감시킬 수 있다.8) 즉 매우 은 양의 센
서 정보로도 자율 주행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율 주행 차량의 안정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차량의 치를 추정하는 측  기술 한 자율 

주행 자동차의 ADAS 시스템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
 하나이다. 센서 융합 기반의 정  측  시스템은 

기존 GPS와 함께 ADAS 센서(카메라, 이더 등)  
정  지도를 융합하여 자동차의 치를 추정한다. 
정 지도 활용의 사례  하나인 구 의 자율주

행 자동차는 성항법과 더불어 Velodyne lidar의 
Infrared reflectivity를 기반으로 생성한 정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8) Google Car 상단에 달린 Velodyne 
lidar를 이용하여 Fig. 3의 좌하단과 같은 Infrared 
reflectivity를 얻고, 고가의 DGPS와 INS을 이용해 실
시간으로 획득한 Infrared reflectivity와 비교하여 가
장 잘 정합되는 치를 차량의 치로 추정한다.
지능형 교통체계인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의 도입은 자율주행 차량의 인지 능력  단 알고
리즘을 향상시키며, 센서  정  지도로 인지할 수 

없는 사각지 에 한 도로 상황  차량의 주행 정

보를 인지하도록 한다. 차량의 통신 네트워크는 차
량을 심으로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차량 내부망인 IVN(In-Vehilce Network)은 멀티
미디어 기기 속을 한 MOST, ECU간 통신을 
한 CAN, 이크나 조향 장치 등을 제어하는 X- 
by-Wire 등이 있다. 차량 외부망은 차량 간 통신망

Fig. 3 Self-driving car of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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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ata flow diagram of  self-driving car 

인 V2V, 차량과 인 라 통신망인 V2I, 그리고 차량
과 사용자 단말 간 V2N으로 분류되며, 이를 통합하
여 V2X라 부른다.9)

완 한 자율 주행 자동차의 개발을 해서는 통

신 네트워크 환경의 구축이 필수 이지만, 이는 해
킹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수많은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율 주행 차량의 발 과 더불어 V2X 
통신의 보안 기술  보안 취약 에 한 연구가 병

행되어야 한다.

2.2.3 단/제어 기능

자율주행을 한 단 기능은 SW를 통해 이루어
지며, HW와 연계되어 자율 주행 차의 핵심 인 역

할을 수행하게 된다. Fig. 4는 자율 주행 자동차에 장
착될 수 있는 단  제어 시스템의 데이터 흐름도

이다.10)

GPS, 카메라, 이더, 정  지도 등 앞서 언 한 

인지 센서들은 특정 양의 담 센서 로세싱을 맡

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다음 시스템 단계에서 
Action angine에 의해 사용된다. 이를 해 서로 다른 
로세싱에서 나온 센서들의 정보와 V2X 통신에서 
비롯된 정보를 융합하게 된다.

지도  련 클라우드 시스템은 추가 입력정보

를 제공하며, 자율 주행 자동차는 모든 센서 블록에
서 나온 출력 정보를 이용해 자율 주행 차량의 주변 

환경에 한 3D 정보를 생성한다. 생성된 3D 정보는 
주행 상황을 단하는 ‘행동 엔진’소 트웨어에 의

해 사용되어 체 시스템에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제어 단계는 이크, 엔진 핸들 등의 조작을 말

하며, 액 에이터 모듈 내 HW  SW에 의해 동작된
다. 제어 소 트웨어의 경우 오랜 기간 양상화 과정

을 거치며 안정된 상태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11) 

ESC, MDPS, 엔진 제어 시스템 등은 이미 양산 차량
에 용되고 있으며, 단 단계의 명령에 따라 단순
히 조 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기존 차량의 구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향후 센서 기술이 발 되

고, 정보처리 양이 증가함에 따라 단 소 트웨어

가 자율주행 차량의 성능을 결정하는 차별화 요소

가 될 것이라 망한다.

3. 자율 주행 자동차 보안 취약

차량에 ICT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악성 바이러스 
 외부 해커에 의한 침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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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ulnerability of self-driving car

욱이 자율 주행 자동차의 경우, 차량 내부  외부에
서의 응방법이 함께 고려되는 등 지능형 차량의 

통신 환경에 합한 보안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12) 
Fig. 5는 자율주행 자동차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
재  취약 들을 보여주고 있다.13) 그러나 인터넷 
상의 임베디드 로세스 간 정보 공유 기술의 경우 

범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자율주행 자
동차에 한 보안 기술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3.1 부터 3.3 에서는 자율 주행 자동차의 보안

사고 사례  잠재  취약  소개를 통해 자율 주행 

자동차의 보안 기술 발 에 한 필요성을 논의한다.

3.1 자율 주행 자동차 근  취약

완 한 자율 주행 자동차의 단계에서는 다양한 

센서 정보의 융합으로 안 한 주행을 한 의사결

정을 내리게 된다. 즉 센서 데이터를 하시키는 모
든 공격들은 운 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보안 사고

를 래할 수 있다. Petit 등14)
은 가상의 공격자  도

로 상황을 설정하고,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할 수 있
는 MobileEye C2-270의 카메라와 ibeo LUX 3의 라
이더에 한 다양한 원격 공격을 시연하 다. 먼  

카메라 공격의 경우 원, 원과 카메라 사이의 거
리, 환경(밝을 때/ 어두울 때)을 변수로 선정하고, 카
메라에 빛을 가해 공격을 수행하여 가장 효과 인 

공격의 조건을 도출하 다. 한 공격자가 지속

으로 빛을 가할 경우 카메라의 자동 제어 기능은 각 

임의 셔터 속도  자 하량 등을 조 하여 

정상 상태로의 복구를 시도한다. Petit 등14)은 이를 

이용하여 자동 제어 기능에 혼란을 주고 자동복구를

(a) Laser off  (b) Laser on  (c) Tonal distribution

Fig. 6 Camera attack result

막을 수 있는 공격을 시연하 다. Fig. 6은 제안한 블
라인딩 공격의 실험 결과로, 차량용 카메라에 빛을 
가할 시 방의 체스 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라이더 공격의 경우 신호가 반사되어 돌아오지 

않으면 주변에 물체가 없다고 인지하며, 빛의 펄스
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격에 매우 취약할 수 있다. 
라이더에 한 공격 목표는 가짜 객체 생성  

Relay, Jamming, Spoofing 등의 공격을 수행하는 것
이다. Petit 등14)

은 두 개의 송수신기를 치하여 라

이더에 의해 송되는 동일한 압 신호를 다른 

치에서 재 송하는 Relay 공격을 시연하 으며, 이
를 통해 차량의 치를 변조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

다. Fig. 7은 라이더의 Relay 공격에 한 결과이
다. 공격이 발생하기  라이더는 1 m 앞에 있는 벽
(그림 하단의 작은 노란색 수평선)만 감지하는 반면, 
Relay 공격 수행 시 라이더는 20 m와 50 m 거리의 물
체를 수신한다. 즉 이는 펄스를 조작하여 가짜 물체
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을 보여 다.

3.2 자율 주행 자동차 원격 액세스 취약

자율 주행 자동차는 CAN 버스와 임베디드 로
세서 시스템을 통해 다른 차량 는 다양한 인 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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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idar attack result

의 무선 통신을 수행한다. 공격자는 차량에 탑재된 
소 트웨어  펌웨어를 업데이트 하여 악의 인 

코드를 삽입하거나, Dos 공격, 도청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력 자율주행 환경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Ishtiaq Roufa 등15)

은 차량으로부터 약 40 m 거리
에서 무선 네트워크로 통신하는 타이어 압력 센서 

모듈 TPMS의 도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 다. 
향후 다양한 자율 주행 기능을 지원하기 해 필요

한 선이 증가함에 따라, 복잡한 선 양을 일 수 
있는 무선 통신에 한 기술이 함께 발 할 것이다. 
즉 TPMS와 같은 무선 통신에 한 취약  연구는 

완 한 자율 주행 단계로 가기 한 발 이 될 수 있다.
완  자율 주행 기능의 단계에서는 력 자율주

행 환경을 한 V2X 통신 보안 기술이 필수 으로 

요구되고 있다. Fig. 8은 V2X의 데이터 라이  사이

클을 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량 내부의 온보

드 센서 공격을 포함한 체 인 V2X의 공격자 모
델을 도출할 수 있다.16)

센서 데이터의 경우 차 내 ECU에 의해 처리되며 
무선 통신 장치에 의해 다른 차량으로 송된다. 이 
단계를 Data in transit 이라 정의한다. 한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한 메타 데이터가 센서 데이터

Fig. 8 Life-cycle of v2x data

Fig. 9 Attackers of v2x

에 추가되며, 인  차량에서 수신한 데이터는 스택

에 의해 처리, 장  사용된다. 
Fig. 9는 데이터의 라이  사이클 내 공격자를 도

출한 표이다. 공격자는 센서 데이터 융합 과정 시 혼
란을  수 있으며, 데이터 처리  장 시 재  등

의 물리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한 데이터  
메타 데이터의 통신 과정에서 Spoofing, Dos 등의 공
격이 가능하다. Petit 등14)

은 멀티 홉 방식의 V2X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기 배치를 가정하고 단일 홉 
방식의 V2X에 한 취약 을 분석하 다. 향후 인
라 서비스와의 통신은 LTE 상의 IP와 같은 멀티
홉 방식의 라우  서비스 통신 채 을 통해 구성될 

것이다.

3.3 자율 주행 자동차 물리  취약

다수의 ECU와 CAN 네트워크  차량에 탑재된 
소 트웨어는 하드웨어 모듈을 공격할 수 있는 경

로를 제공한다. CAN 네트워크에 한 보안 취약
은 재까지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Wolf 등17)은 공

격자가 물리  는 논리 으로 차량에 근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차량 내 버스 시스템(LIN, CAN, 
MOST, FlexRay, Bluethooh)에 한 공격을 시연하
다. 한 Koscher 등18)

은 ECU에 침투할 수 있는 공
격자가 운 자의 안 에 직결되는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으며 이크 고장, 휠 제어, 엔진 정지 등의 공
격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Checkoway 
등19)은 CD 이어, 블루투스  셀룰러 라디오 등
의 원격 공격을 수행하 으며, 무선 통신 채  공격

의 경우 장거리에서 차량을 제어하거나 치 추 , 
오디오 도청 등이 가능한 것을 증명하 다. 향후 차
량에 센서 융합 기능  V2X의 통신이 결함됨에 따
라 자율 주행 차량에서의 물리  취약   내부 네

트워크의 보안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

이라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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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Virtual attack scenario of self-driving car

4. 자율 주행 자동차 In-Vehicle 보안 연구

자율주행 자동차의 외부 통신  인지 기술의 보

안이 강화되더라도, In-Vehicle 제어 시스템이 취약
할 경우 궁극 으로 심각한 안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차량에 여러 IoT 자 제어 장치가 탑재되며 차량 

해킹 우려가 계속 으로 높아짐에 따라, 자제어
장치(ECU)로 하여  자율 으로 해커로부터의 공

격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침입 탐지 시스템(IDS)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컨  송 민 등20)과 

곽병일 등21)은 CAN 메시지의 시간 간격 분석을 기
반으로 차량 내부 네트워크의 침입 탐지 알고리즘

을 제안하 으며, BI등은 차량 센서로부터 운 자

의 운  패턴을 분석하여 In-Vehicle 내 자 장치 취
약 을 악용하는 자동 도난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운 자 검증 방법을 제안하 다.
그러나 재 상용화된 자동차가 아닌 자율 주행 

자동차 내에서의 In-Vehicle 연구의 경우 추상  형

태로 인해 표면 인 연구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
세한 시나리오  실제 실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

다. 다양한 센서들의 융합 정보로 작동되는 자율 주

행 차량이라도 In-Vehicle 내에서의 공격이 일어난
다면, 주행 상황과 맞지 않는 제어를 수행하여 심각
한 안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한 운 자가 여

하지 않는 완  자율 주행 단계에서는 악의  공격 

는 안 사고가 발생하 을 시 실시간으로 응하

기 어렵다.
4.1 과 4.2 에서는 자율 주행 자동차의 In-Vehicle 

시스템에 한 공격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에 

한 응책을 논의한다.

4.1 In-Vehicle 공격 시나리오

Fig. 10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완  자율 주행 자

동차의 가상 시스템에 한 공격 시나리오를 보여

다. Action Engine은 Sensor Fusion을 통해 융합된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 결정을 내려 

자율 주행 차량의 시스템을 제어한다. 이 때 Action 
Engine의 Input 는 Output을 조작하여 자율 주행 
차량의 In-Vehicle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완  자

율 주행 단계에서의 In-Vehicle 로토콜은 아직 규
정되지 않았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재 상용화된 

ADAS 시스템의 무선통신에 용되고 있는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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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토콜로 가정한다. ADAS 센서 시스템은 수집된 
아날로그 형식의 센서 데이터를 CAN 로토콜로 

변환하는 각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가지고 있다.
ATTACK 1은 Action Engine의 Input 데이터를 변

조하는 방법이다. 공격자는 Sensor Fusion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변조하여 Action Engine에 입력한
다. 변조된 데이터를 입력받은 Action Engine은 주행 
상황과 맞지 않는 잘못된 시스템 제어를 수행하여 

보안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
ATTACK 2는 Action Engine의 Output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Sensor Fusion으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를 도청하여 공격 차량의 주행 상황을 인지

한 후 공격을 수행한다. 공격자는 기존의 Action 
Engine을 조작하거나, Sensor Fusion으로부터 생성
된 데이터가 변조된 다른 Action Engine으로 우회하
도록 하여 주행 상황과 맞지 않는 Output을 생성할 
수 있다. 이 때 변조된 Action Engine의 경우 악의  

주행 단을 수행하는 로세스인 Malicious rule을 
사용한다. 컨  Table 1과 같이 Malicious rule에 따
라 In-Vehicle 시스템을 제어하여 경로 이탈, 제동 장
치 이상, 비정상 인 차선 변경 등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Fig. 10의 ATTACK 1과 같이 Sensor Fusion으로부

터 생성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자율 주행 차량은 인지, 단, 제어라는 단계  모듈

로 구성되며, 도로 상황, 차량 간 통신, 3D MAP 등의 
정보를 융합하여 동작하게 된다. 공격자는 차량 내 
탑재된 수많은 융합 센서들의 원리를 악하여, 연
 계가 맞도록 데이터를 조작해야 ATTACK 1과 
같은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ATTACK 2는 
In-Vehicle 내 단  제어 시스템의 메시지를 조작
하므로, 자율 주행 차량의 인지 기능과 계없이 공
격이 수행될 수 있다. 즉 In-Vehicle 시스템 공격자는 
주행 상황을 인지하지 않아도 Dos 공격, Spoofing 공

Table 1 Malicious rule example

Cross track Path / GPS /
Steering angle / Wheel velocity

Break error Brake switch / RPM /
Straight radar

Abnormal lane
change

Wheel velocity / RPM / Steering angle /
Side sensor / Headlight

격 등을 통해 서비스 마비, 시간 지연 등을 발생시켜 
올바른 주행 단을 무력화할 수 있다. 

4.2 In-Vehicle 공격 탐지 시나리오

실 도로 상에서 주행하게 될 자율 주행 자동차의 

안 성 검증을 해서는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여

러 상황에 한 안 성 확보  평가 방안이 요구된

다.22) 이  자율 주행 자동차의 In-Vehicle IDS 연구
는 CAN bus 내 제어 메시지만을 다루는 기존 CAN 
로토콜의 IDS와는 확연히 다른 방향으로 연구되
어야한다. Table 2는 도로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
량 상황을 기술한 표이다. 공격자는 융합 센서로부
터 얻은 차량 상황 정보와 맞지 않는 잘못된 차량 동

작(직진/감속/가속/정차/후진/추월/차선변경/좌,우 
회 /커빙 등)을 수행하여 안 사고를 유발할 수 있

다. 따라서 차량 상황을 나타내는 센서 데이터와 
단 로세스에 의해 생성되는 제어 메시지를 비교

하여, 차량 상황에 맞는 제어 메시지가 수행되는 지
를 탐지할 수 있는 IDS 시스템이 구 되어야 한다. 
컨  특정 상황을 나타내는 융합 센서 정보와 맞

지 않는 제어 메시지가 발견될 경우, 이를 이상 징후
라 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 주행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도로 상황과, 해당 상황과 련된 제어 시스템을 
분석하여 향후 자율주행 차량의 IDS rule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도출한다.23)

Table 2 Surroundings of road
Vehicle situation Explain

Road
classification 

Expressway/downtown
road etc.

Road
condition Dry/wet/icy road etc. 

Road shape
(horizontality)

Straight/the left/the right
/curved road etc.

Road shape
(verticality) Flatland/uphill/downhill road etc.

Climate and visibility Low/high/normal intensity of 
illumination etc.

Average vehicle speed Low(-15)/normal(15-45)/ high 
medium(45-80)/high(80-) speed etc. 

Objects arround The front/the real vehicle 
/bicycle/infra/pedestrian/hol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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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SCENARIO 1
도로 형상에 따라 다양한 주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Fig. 11과 같이 커  길을 주행하는 자율 주행 

차량의 방 센서가 다른 차선의 차를 잘못 인식하

거나 커 로 인해 방 차량을 인지하지 못해 충돌

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율 주행 차량은 차선 인
식 시스템, 방 카메라  센서, 3D MAP 등의 정보
를 융합하여 커  길을 인지하고, 차량의 RPM, 속도, 
휠 각도, 조향각, 방 센서 각도 등을 조정하여 안
한 자율 주행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앞서 언 한 것

과 같이, 커  길이라는 차량 상황과 맞지 않는 제어 

메시지가 발견될 경우, 이를 이상 징후로 별한다.

Fig. 11 Scenario 1

4.2.2 SCENARIO 2
자율 주행 차량이 주변 물체를 인지하지 못할 경

우,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Fig. 12와 같
이 자율주행 차는 방 센서, 앞 차량의 속도  
조등(V2X 통신), 앞 차량의 후방 센서 등을 통해 
방 차량을 인지한다. 한 속도, RPM, 조등, 조향
각, 휠 각도 등을 제어하여 한 안 거리를 유지

해 방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한다. 그러나 ‘ 방 차
량이 있는’상황에서 차량 조명이 격히 변화할 경
우 방 센서 는 앞 차량의 후방 센서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근  

취약   빛을 가하여 센서를 무력화 한 Petit 등14)

의 실험 결과와 같이, 공격자는 In-Vehicle 시스템 내 
조등을 제어하여 시스템의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방 차량이 있을 때 격한 조등 변
화가 일어나거나, 합하지 않은 속도 등의 제어 메
시지가 발견될 경우, 이를 이상 징후로 별할 수 있
어야 한다.

Fig. 12 Scenario 2

4.2.3 SCENARIO 3
빙  길, 빗길 등의 노면 조건  악천후의 상황 

등은 자율주행 환경에서 수많은 변수를 제공한다. 
자율 주행 차는 온도  습도 센서를 통해 노면 상태

를 측정하여 차량 상황에 맞는 주행 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Fig. 13과 같이, 차량이 젖은 노면에서 
주행할 경우, 물속의 타이어 궤 을 차선으로 잘못 

인식하여 잘못된 차선 변경을 수행할 수 있다. 한 
도로에 습기가 많을 경우에도 차선을 인식하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

Fig. 13 Scenario 3.1 

빙 길의 경우, Fig. 14와 같이 방 센서에 의해 
감지된 제동 거리의 범 를 넘어설 수 있다. 자율 주
행 차는 악천후거나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을 

인지하여 속도를 낮추거나 제동 거리를 늘리는 등 

안 한 주행을 지원해야 한다. 만약 속도 증가, 격
한 휠 각도 등 노면 조건  기후에 맞지 않는 제어 

메시지가 발견될 경우, 이를 이상 징후로 별하여 
안 사고를 방한다.

Fig. 14 Scenario 3.2

5. 자율 주행 자동차 보안 요구 사항

재 상용화된 자동차 내 애 리 이션은 CAN, 
FlexRay, LIN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CAN은 
차량 통신 분야에서 가장 화된 로토콜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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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ecurity of requirement for self-driving car

볼 수 있다.24) 그러나 CAN의 경우 보안에 한 고려 
없이 설계 된 로토콜로, 자율 주행 환경에서의 보
안 메커니즘을 용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따른다. 
컨  CAN은 송신 장치에 한 정보를 갖지 않는 
로드 캐스트 방식이므로, Spoofing 공격이나 CAN 
버스를 통해 ECU에 근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다. 
CAN의 보안 에 응하기 해선 메시지 인증 

코드를 사용하거나 ECU 그룹을 리할 수 있는 암
호학  알고리즘의 결합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
러나 제한된 메시지 길이에 따른 용량 부족, 단방향 
통신으로 인한 송신자의 정보 부재, 실시간 연산 처
리 문제 등 기존 CAN 로토콜의 보완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이 존재한다.
자율 주행 자동차는 ITS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내부 통신 하드웨어의 보안과 더불어 무선 통신용 

하드웨어의 보안, 통합형 보안 마이크로 컨트롤러 
등의 개발이 요구된다. 즉 센싱 - 단 - 제어로 모듈
화 된 자율 주행 시스템  V2X 통신 시스템을 모두 
포 할 수 있는 새로운 보안 기술의 연구가 필요하다.

Fig. 15는 자율 주행 자동차의 5가지 구성 요소에 
따른 보안 요구사항으로, 외부 환경과의 인터페이
스, 게이트웨이, ECU 간 네트워크, 단 SW가 탑재
된 MCU/MPU, 차량에 근을 허용하는 모든 애
리 이션으로 구성된다.25) 외부 환경과의 인터페이
스의 경우 기존 통신 규격과는 다른 새로운 로토

콜 규격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표 으

로 IEEE 1609에서는 ITS 환경의 통신에 합한 
로토콜인 WAVE의 표 화를 진행 이다.26)

Table 3과 같이, IEEE1609.2에서는 보안 메시지 
규격과 보안 통신을 한 처리 차를 기술하고 있

다. 물리계층인 IEEE 1609.2 기술 규격은 100 msec마
다 차량 상태 정보 메시지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디지털 서명 기술의 경우 차량 통신 환경에 
합한 타원 곡선 암호를 기반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안을 해서는 하드

웨어 기반의 고속 암호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27)

IEEE 1609.2 규격에서는 라이버시 보호를 한 
인증 기술이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자율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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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andardization of wave
Number Title

IEEE 1609.0 Architecture
IEEE 1609.1-2006 Resource manager

IEEE 1609.2-2013 Security services for applications and 
management messages

IEEE 1609.3-2010 Networking services
IEEE 1609.4-2010 Multi-channel operation

IEEE 1609.11-2010
Over-the-airelectronic payment data 

exchange protocol for intelligent 
transportaion systems(ITS)

자동차의 상용화를 해서는 운 자의 라이버시 

보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차량 통신 환경에 
합한 라이버시보호형 인증 기술 한 요구된다.28)

앞서 설명한 공격 시나리오인 Fig. 10에서 Sensor 
Fusion으로부터 내부 하드웨어인 Action Engine까지
의 통신 과정은 향후 무선 통신으로 통합되어 발

할 가능성이 높다. 무선 통신 시스템의 한 사례로 여
러 센서(압력 온도, 가속도 등)의 입력 값을 융합하
여 처리 과정 후 MCU로 송하는 TPMS 시스템
이 있다.29) 완  자율 주행 자동차는 무선 통신을 지

원하는 ADAS 시스템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으므
로, 차량 내 ECU나 통신 인터페이스의 무결성을 보
장할 수 있는 하드웨어 안  모듈(HSM)의 탑재가 
필수 으로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 주행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안 사고에 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에 

한 응 방안을 논의하 다. 앞으로 자율 주행 환경
이 도래함에 따라 본 논문의 일부 시나리오를 포함

한 무수히 많은 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다양한 
공격 요인들을 고려하여 수많은 주행 상황에 해 

스스로 올바른 단을 내릴 수 있을 경우 ‘자율 주행 
차량은 충분히 안 하다’고 간주할 수 있지만, 궁극
으로 완  자율 주행 단계에서의 정확도를 99.99 

%로 만드는 작업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자율 주행 
차량 기능에 운 자의 피드백을 결합시키는 Human- 
in-the-loop 패턴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테슬라는 
최근 Human-in-the-loop 패턴을 따르는 자율 주행 테
스트를 수행하고 있다.29) 즉, 자율 주행 환경에서 운
자가 스티어링 휠을 쥐고 있다고 가정하며, 이는 

99.99 %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자율 주행 차량

의 안 을 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6. 결 론

ICT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사용자의 편의성  
안 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자율 주행 자동차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자율 주행 자동차
의 보안 사고는 인명사고로 직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율 주행 자동차의 보안 연구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국내외 수많은 IDS 시스템에 한 연
구  V2X 무선 통신 보안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지만, 다양한 센서 기능을 탑재한 자율 주
행 차량의 In-Vehicle 시스템 보안에 한 연구는 미
비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기
술에 한 개 인 소개  자율 주행 자동차의 보

안 취약 에 해 간략히 살펴보았으며, 다양한 시
나리오를 도출하여 자율 주행 자동차의 In-Vehicle 
공격  탐지 방안에 해 논의하 다. 향후 본 논문
에서 제시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아우를 수 있는 자

율 주행 자동차의 보안 기술이 개발된다면, 완 한 

자율 주행 환경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실이 될 

것이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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