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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VANET은 V2V, V2I 통신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량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아 

안 하고 효율 인 운행을 할 수 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하기 해 안 하고 신뢰성 있

는 V2V, V2I 통신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기존의 부분의 연구들

은 공개키 기반 암호시스템을 이용하 다. 하지만 VANET의 DSRC 로토콜에 의하면 한 차량에서 짧

은 순간에 매우 많은 메시지를 확인해야 하며, 따라서 매우 큰 연산량이 발생하게 된다. 한 DSRC를 

사용할 경우 서버와의 통신을 항상 보장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해 다른 통신 메

커니즘의 사용을 고려한 칭키 기반 인증 로토콜을 제안한다.

1. 서론

   VANET(Vehicular Ad-hoc NETwork)은 V2V 

(Vehicular to Vehicular), V2I(Vehicular to Infrastruc 

-ture) 통신을 통하여 차량의 운행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를 제공하고, 차량들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아 안

하고 효율 인 운행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서비스의 정보

가 조작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요하며, 안

하고 신뢰성 있는 V2V, V2I 통신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2007년 Raya와 Hubaux의 기법[1], Lin 등의 GSIS[2], 

2008년 Lu 등의 ECPP[3] 등을 포함한 부분의 연구들은 

공개키 기반 암호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VANET의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로토콜

에 의하면 차량에서 메시지는 100-300ms의 주기로 송신

된다[4]. 한 차량에서 짧은 순간에 매우 많은 메시지를 확

인해야 하며, 공개키 기반 인증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확인

할 경우 매우 큰 연산량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칭키 

기반 인증 방법이 필요하다.

*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학 

IT연구센터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NIPA-2011-C1090-1111-0010).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1-0000189).

   기존의 칭키 기반 연구들로는 2008년 Lin 등의 

TSVC[5], Zhang 등의 RAISE[6], Plößl과 Federrath의 기

법[7] 등이 있다. Lin 등의 기법과 Zhang 등의 기법은 차

량이 메시지를 수신하고 인증하기까지 시간지연이 발생하

며, 이는 차량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짧은 순간에 메시

지를 인증해야 하는 환경에 합하다고 할 수 없다. Plößl

과 Federrath의 기법은 칭키의 사용기간을 고려하지 않

았으며, 차량의 키 갱신요구를 찰하는 것으로 차량이 추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개키 기반 인증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확인할 경우 연산량이 매우 크다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해, Plößl과 Federrath의 기법을 개선한 칭키 기반 인증 

로토콜을 제안한다. 칭키 기반 인증은 로드캐스트 

인증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TRH (Tamper Resistant 

Hardware)의 사용을 고려하며, 그룹 내의 차량에 동일한 

칭키를 유지하고, 이를 TRH를 통해 보호함으로써 로

드캐스트 인증을 제공한다. 발 된 칭키는 안 성을 

해 주기 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갱신을 해 서버와의 통

신이 필요하지만, DSRC를 사용할 경우 서버와의 통신이 

항상 이루어진다고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칭키 발  

 갱신 과정에 다른 통신 메커니즘의 사용을 고려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제안하는 

로토콜의 환경을 정의하고, 3장에서 제안하는 로토콜

을 기술한다. 4장에서는 제안하는 로토콜의 안 성을 분

석하고, 5장에서 결론은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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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법 내용

 차량의 실제 ID

 차량의 익명 ID

 타임스탬

 그룹키

 개별 차량키

 를 사용한 

<표 1> 제안하는 로토콜의 표기법

2. 환경 구성

   이 장에서는 제안하는 로토콜에서 사용하는 그룹과 

키 갱신을 한 방법들을 비교하고, 제안하는 로토콜에 

합한 환경을 구성한다.

2.1 그룹 구성

   그룹을 구성하는 형태로는 체를 하나의 단일 그룹으

로 구성하는 방법과 여러 그룹으로 나 어 구성하는 방법

이 있다. 제안하는 로토콜에 합한 그룹을 구성하기 

해 두 방법 사이에 비교해야할 사항으로는 키 발   갱

신을 한 통신비용, 키가 노출이 되었을 경우 험 범 , 

차량 철회 등이 있다.

   체를 하나의 단일 그룹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그룹의 가입  탈퇴에 따

른 키 발  요구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 그룹에 가입하

여 키를 발 받은 이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갱신을 한 

통신만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그룹키가 노출이 될 경우 

험 범 가 모든 차량에 미치게 되며, 모든 차량의 그룹

키를 변경하여야 한다. 차량 철회는 상 차량을 구분하여 

다른 차량들의 그룹키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철회가 가능

하다. 여러 그룹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그룹에 가입하여 키

를 발  받은 이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갱신을 한 통신

이 발생한다. 하지만 차량의 이동에 따라 그룹의 가입  

탈퇴가 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추가 인 통신이 필요하게 

된다. 그룹키가 노출될 경우에는 해당 그룹만 향이 있으

며, 그룹키가 노출된 그룹의 차량들만 그룹키를 변경해 

다. 차량 철회는 단일 그룹일 때와 같이 상 차량을 구분

하여 다른 차량들의 그룹키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가능하

며, 추가 인 방법으로 그룹장들 사이에 철회리스트를 공

유하고 그룹 이동 시 그룹키를 발 하지 않는 방법으로 

차량 철회가 가능할 수 있다.

   의 비교를 통해 체를 하나의 단일 그룹으로 구성

하 을 때는 보다 효율성이 높으며, 여러 그룹으로 나 어 

구성하 을 때는 보다 안 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ANET의 보안 로토콜은 안 성만 고려해야할 것이 

아니라 효율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제안하는 로

토콜은 칭키를 기반으로 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고

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그룹으로 구성하는 것이 안 성

과 효율성을 고려한 보다 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로토콜은 여러 그룹으로 나 어 그룹

을 구성하는 환경을 사용한다.

   여러 그룹으로 나 어 그룹을 구성할 때, 동 인 그룹

을 용할 것인지, 지역 으로 정 인 그룹을 구성할 것인

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동 인 그룹을 구성할 때는 각 

차량 간의 속도 차이로 인하여 상하지 못한 그룹의 가

입과 탈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차량에서 그

룹키 발 을 한 통신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효율성

을 악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로토콜에

서는 지역 으로 고정된 여러 그룹을 사용하여 그룹을 구

성한다.

2.2 키 갱신 방법

   칭키의 안 성을 강화하기 해 요구되는 키 갱신은 

각 차량 별로 서로 다른 시간에 갱신을 하는 방법과 체 

차량이 같은 시간에 갱신하는 방법으로 나 어 볼 수 있

다. 제안하는 로토콜에 합한 키 갱신 방법을 용하기 

해 두 방법 사이에 비교해야할 사항으로는 차량 철회를 

제공하는 것과 그룹 내의 모든 차량에 동일한 그룹키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

   각 차량 별로 서로 다른 시간에 갱신을 할 때, 그룹장

은 철회리스트에서 각 차량을 확인하여 그룹키를 발 하

는 방법으로 차량 철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 별

로 서로 다른 시간에 갱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룹 내

의 모든 차량이 동일한 그룹키를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 

앞으로 사용할 키를 미리 발 받는 방법으로 모든 차량에 

동일한 그룹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는 키를 미리 발

받고 그룹에서 탈퇴를 하 을 때 키의 안 성을 훼손할 

수 있다. 체 차량이 같은 시간에 갱신하는 방법도 그룹

장이 철회리스트에서 각 차량을 확인하여 그룹키를 발

하여 차량 철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한 같은 시간 에 모

든 차량에서 키 갱신이 일어나므로 동일한 그룹키가 제공

된다. 하지만 같은 시간 에 모든 차량에서 키 갱신이 요

구된다는 에서 통신 요청의 병목 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의 비교를 통해 각 차량 별로 서로 다른 시간에 갱

신을 할 때는 통신량의 병목 상은 발생하지 않지만 안

성이 훼손되며, 체 차량이 같은 시간에 갱신을 할 때는 

안 성은 훼손되지 않지만 통신량의 병목 상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차량 별로 서로 다른 시간에 갱신하

는 방법은 키 갱신으로 인하여 키가 노출될 수 있고 안

성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안하는 로토콜에서 고

려될 수 없다. 같은 시간에 갱신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통

신량의 병목 상은 어느 정도 완충 시간 를 두고 그 시

간  내에 랜덤하게 분산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따

라서 제안하는 로토콜은 키 갱신 방법으로 모든 차량이 

같은 시간 에 갱신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3. 제안하는 로토콜

   이 장에서는 제안하는 로토콜에 해서 설명한다. 제

안하는 로토콜은 차량 등록 과정, 그룹키 요청 과정, 그

룹키 갱신 과정, 메시지 인증 과정, 신원 확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사용한 표기법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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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실제 ID 익명 ID 개별 차량키

   
   
   
⋮ ⋮ ⋮ ⋮

<표 2> GTA에서 장하는 정보

3.1 차량 등록 과정

   차량이 시스템이 등록하는 과정으로 최 에 1번 수행

된다. 최  차량의 TRH에는 차량의 실제 ID와 개별 차량

키가 장되어 있으며, 차량은 GTA(Geographically 

Trusted Authority)에 ID를 등록하고 익명 ID, 그룹키를 

발 받아 차량의 TRH에 장한다. GTA에 장되는 정

보는 <표 2>와 같으며,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3.2 그룹키 갱신 과정

   차량이 발 받은 그룹키를 갱신하는 과정이다. 모든 차

량이 주기 으로 같은 시간 에 갱신하며, 갱신 시간은 정

책 으로 12시간이나 24시간 주기로 결정할 수 있다. 갱신 

시간 에 완충 시간 를 두어 그 기간 사이에 차량에서 

임의의 시간을 선택하여 갱신 요청을 하도록 한다. 갱신된 

키는 3.1 의 차량 등록 과정과 같이 차량의 TRH에 장

된다. 과정은 (그림 2)과 같다.

3.3 그룹키 요청 과정

   차량이 그룹을 이동할 때 그룹키를 요청하는 과정으로, 

새로운 그룹으로 이동할 때는 3.1 의 차량 등록 과정을 

수행하며, 등록된 그룹으로 이동할 때는 3.2 의 그룹키 

갱신 과정으로 그룹키 갱신을 요청한다. 

3.4 메시지 인증 과정

   차량 간에 메시지를 송신하고, 수신하여 메시지를 인증

하는 과정이다. 수신된 메시지에 포함된 인자인 과  

  를 메시지를 수신한 차량에서 그룹키로 

한 후, 메시지에 포함된 인자  과 

비교를 하여 같은 그룹 내의 차량에서 송신된 메시지인지 

확인한다. 과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1) 차량 등록 과정

(그림 2) 그룹키 갱신 과정

(그림 3) 메시지 인증 과정

(그림 4) 신원 확인 과정

3.5 신원 확인 과정

   차량에 발 된 개별 차량키로부터 메시지를 송신한 차

량의 신원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문제를 일으킨 차량이나 

사고 책임자는 GTA에 의해 메시지의 익명성을 철회하여 

차량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GTA는 메시지에 

포함된 을 <표 2>에 장하고 있는 개별 차량키를 이

용해 한 후, 메시지에 포함된 인자  

과 비교하여 차량의 신원을 찾는다. 그 후, 철회 상 차

량의 확인된 ID를 철회리스트에 추가한다.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GTA 간에는 철회리스트를 

공유하며, GTA들의 상  계층으로 TA(Trusted 

Authority)를 구성하여 철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공유

된 철회리스트를 통해 3.1 의 차량 등록 과정에서 그룹키 

발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3.2 의 그룹키 갱신 과정

에서 그룹키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3.6 다른 통신 메커니즘 용

   앞서 언 했듯이, 차량에서 그룹키의 발   갱신을 

해서는 서버와의 통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DSRC를 사

용할 경우 서버와의 통신이 어디서든지 항상 이루어진다

고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GTA와 통신 과정에 다른 장

거리 통신 메커니즘을 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성통신, 이동통신, WiBro 등 여러 가지 장거리 통신

망이 있지만, 구축상태  사용비용을 고려하 을 때, 이

동통신이 가장 합하도고 할 수 있으므로 제안하는 로

토콜에서는 이동통신의 사용을 고려한다.

   이동통신이 용된 시나리오는 먼  차량이 이동통신

망을 이용하여 GTA에 차량을 등록한다. 그 후, DSRC를 

사용하여 차량  RSU(Road-Side infrastructure Units)

와 통신하고, GTA와의 그룹키 갱신은 다시 이동통신망을 

사용하여 수행한다. 그룹키 요청 과정 한 3.1  차량 등

록 과정과 3.2  그룹키 갱신 과정을 수행하므로 이동통신

망을 이용한다. 여기서 이동통신망의 사용비용은 정책 으

로 결정될 부분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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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 성 분석

   이 장에서는 제안하는 로토콜의 안 성에 해 분석

한다. 분석에 앞서 VANET의 보안 요구사항들에 해 살

펴본 후, 제안하는 로토콜이 보안 요구사항들을 만족하

는 지에 해 분석한다.

4.1 보안 요구사항

   VANET에서 안 하고 신뢰성 있는 통신을 보장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안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메시지 인증(Message Authentication): 메시지 수신 

차량은 자신이 수신한 메시지가 VANET 시스템에 

등록된 정당한 차량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

야 한다.

∙무결성(Integrity): 메시지 수신 차량은 자신이 수신

한 메시지가 송 간에 /변조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부인방지(Non-repudiation): 사고와 같은 분쟁이 발

생할 경우, 책임 회피를 방지하기 해 자신이 보낸 

메시지에 해 부인할 수 없어야 한다.

∙조건부 익명성(Conditional Anonymity): 익명성이 보

장된 차량의 신원확인이 필요할 경우, 차량의 신원은 

신뢰기 에 의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의 보안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강한 라이버시를 보

장하기 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불 찰성(Unobservability): 개별 메시지에 해 해당 

메시지를 방송한 차량을 식별할 수 없어야 한다.

∙불연결성(Unlinkability): 같은 차량이 송신한 두 메시

지를 서로 연결할 수 없어야 한다.

4.2 보안 요구사항 분석

   앞서 살펴본 VANET의 보안 요구사항을 제안하는 

로토콜이 만족하는지에 해 안 성을 분석한다.

∙메시지 인증: 각 차량은 메시지에 포함된 인자들과 

발 받은 그룹키를 사용하여 계산을 한 후, 메시지에 

포함된 인자  와 비교를 한다. 계산된 

값과 메시지에 포함된 값이 같을 경우 같은 그룹에 

등록된 차량에 의한 메시지인지 확인할 수 있다.

∙무결성: 메시지 수신 차량은 메시지에 포함된 과 

 (=)을 사용하여,  를 계

산하기 때문에, 메시지의 세 인자  어떤 값이 /

변조 될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다.

∙부인방지: 차량에 발 된 개별 차량키는 TRH에 의

해 /변조 될 수 없으며, 안 하게 장된다. 차량은 

발 된 개별 차량키를 사용한  을 메시

지에 포함하게 되며, 메시지 송신을 부인할 수 없다.

∙조건부 익명성: GTA는 차량의 신원확인이 필요할 

경우, 메시지의 익명을 철회하여 신원확인이 필요한 

차량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GTA에 장된 개별 

차량키로 메시지에 포함된 을 한 후, 메

시지에 포함된  과 비교하여 차량의 신

원을 확인할 수 있다.

∙불 찰성: 차량이 송신한 메시지는  

   로 구성되어 있다. 메시지 필드 

내에는 차량의 신원을 나타내는 인자가 포함되어 있

지 않으므로 메시지의 송신 차량을 식별할 수 없다.

∙불연결성: 메시지 필드 내에 포함된 인자는 모두 

과 의 연산으로 생성되는 값들이다. 은 속도, 방

향, 사고정보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메시지마다 서로 

다른 값을 가지며, 으로 생성되는 인자들도 메시지

마다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같은 차량

에서 보낸 메시지들을 연결시킬 수 없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칭키를 사용한 인증 로토콜을 제안

하 다. 제안하는 로토콜은 공개키 기반 인증의 매우 큰 

연산량을 해결할 수 있으며, 차량과 서버간의 통신을 어디

서든지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키 갱신의 주기에 따라 철

회 상 차량이 어느 정도 VANET을 이용할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안하는 로토콜의 단

을 개선하며, 시뮬 이션을 통한 효율성 분석을 진행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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