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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카 쉐어링 서비스는 경제 기 이후 실용  소비패턴 의식의 확산과 환경의식의 고취, 스마트폰 확산

을 통한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증가됨으로 인해 새로운 교통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시장이 

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다양한 카 쉐어링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한 각 업체들에서 

사용하는 인증방식은 단순 ID/PW 로그인 방식이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

델은 차량의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는 다양한 업체들의 클라우드를 클라우드 서비스 로커를 통해 사

용자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 바이오정보를 이용하여 더욱 강력한 인증을 통해 안 한 서비스를 제

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을 통해 안 한 토인과 사용자의 편의성이 증 되기를 기 한

다. 

1. 서론

   카 쉐어링 서비스는 자동차와 IT 산업간 컨버젼스 서

비스이다[1]. 자동차에 무선통신, 결제 서비스 등을 결합함

으로써 365일 24시간 무인서비스가 가능해짐으로 인해 카

쉐어링 서비스가 본격화 되었다. 카 쉐어링 서비스는 각 

업체들의 클라우드로부터 회원들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마

다 시간별로 약을 통해 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

는  단기 차량 트 사업이다. 카 쉐어링 서비스는 친환

경 소비심리, 실용  소비패턴 의식의 확산, 비용 감, 스

마트폰 확산을 통한 서비스 이용의 편리함 등의 이유로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고 북미와 유럽을 심으로 빠르

게 성장 이다[2]. 카 쉐어링 서비스가 성장함에 따라 다

양한 카 쉐어링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각 업체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차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다양한 업체에 가입을 해야한다. 한 각 업체들은 사용자

의 인증을 단순한 ID,PW 방식만 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많은 을 받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

제 을 해결하기 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로커를 이용

한 통합 인증을 통해 다양한 업체를 한번의 인증을 통하

여 사용할 수 있고, 한 보안성 향상을 해 사용자 고유

의 바이오정보와 ID,PW 방식을 이용한 인증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2장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로커, 바이오 인

증에 해 설명하고 3장에서 제안하는 통합 인증모델에 

해 기술한다.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연구

 2.1 클라우드 서비스 로커

   클라우드 로커 환경은 그림1과 같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과 클라우드 서비스 로커, Enterprise

로 구성되어 있다[3]. 클라우드 로커는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서 서비스를 재하고, 클라우드 사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춰 최 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

안, 선정하고,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용, 성능 리 

 서비스 제공을 담당한다.

3. 제안

제안하는 카 쉐어링 환경에서 로커를 이용한 간편한 

인증 기법은 사 에 각 서비스 로바이더와 로커, 유

와 서비스 로바이더 간에 상호 등록이 되어있고 로커

와 서비스 로바이더는 비 키를 나눠가지고 차량과 서비

스 로바이더간에는 안 한 채 이라고 가정한다. 한 

바이오정보는 사 에 CA에 등록 되어있고 바이오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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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클라우드 로커 모델 

(그림 2) 제안 로토콜 
 

세션키를 만드는데 이용되기 때문에 로커나 여타 서비

스 로바이더 측에서 알 수 없다. 

그림 2는 사용자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해 SP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기 해 인증하는 로토콜이다. 1

번부터 7번까지는 사용자의 인증 과정이다. 사용자는 인증 

요청을 받은 후 사 에 등록한 바이오정보를 이용 키를 

생성 로커도 같은 방식으로 키를 생성, 이후 유 와 

로커는 첼린지 리스폰스 방식을 통해 유 인증을 완료하

게 된다. 각각 사 에 등록이 되있고 제 3의 인증기 으로

부터 받은 정보를 가지고 세션키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호 

인증이 완료될 수 있다. 그 이후 로커에서  다른 랜덤

값 N을 생성하여 Ticket에 넣어 보낸다. 서비스 로바이

더를 통해 티켓은 차량에 달되고 차량에서 사용자의 티

켓의 유효성을 확인 후 차량을 이용한다.

4. 결론

카 쉐어링에서의 인증은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 의해 정

당한 사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운  

능력이 없는 사용자의 운 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

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안 한 인증이 필요하다. 사용자

들의 편리함을 해 한 업체의 차량뿐 아니라 다른 업체

의 차량도 이용하기 해 로커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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