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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자동차에 한 데이터의 보안성을 한 시스템을 한 것으로, 자동차의 데이터를 실시간

으로 읽어드려, 이를 인터넷 상에 치한 Web 서비스를 통하여 DB에 SOAP를 이용하여 서버에 장

하는 시스템이다. 통합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재 자동차의 상태정보를 읽어드려, 자동차의 상황정

보를 보안이 강화된 통신을 통해 사용자에게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안 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최근의 자동차에는 ECU(Engine/Electronic Control 

Unit)이라는 장치에서 자동차의 각종 센서를 통해 얻은 데

이터를 심으로 운 자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 이 

정보는 운 하는데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1] 각종 센서에

서 얻은 ECU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웹상에서 자동차

에서 제공받은 ECU의 정보를 이용하여 운 자에게 다양

한 정보를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차량에서 나오는 정보

는 운 자의 운 경향에 한 데이터, 운 경로, 사 인 데

이터까지 보안처리가  고려되어야 만 한다. 웹상에서 자동

차 ECU 정보를 공유하기 해서는 보안 로토콜을 기반

으로 하여 정보를 공유를 해야 운 자에게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그림 1의 구상도에서와 같이 자동차 정보의 웹 

기반 서비스로의 송을 SOAP 로토콜[2]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보안체계를 용하는 것이다. SOAP 

특성상, HTTP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 설치되어 있는 방

화벽에 많은 제약을 해결하 다. 보안체계를 한 

WS-Security[3]라는 기술은 사용자  자동차 정보에 

한 보안성, 사용자 자동차에 한 인증, 권한 부여, 무결성, 

서비스거부 방지 등의 보안 처리를 특징으로 한다.

 이를 해 자동차로부터 재 상태에 한 정보를 ECU

로부터 추출해낸다. 이를 XML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하고 

SOAP 기반의 로토콜을 이용하여 자동차 데이터 송 

 장을 하게 된다.

(그림 1) 체 구상도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련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

서 SOAP 로토콜 구 에 한 부분을 기술 하 고, 4장

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2.1 웹기반 차량 정보 시스템

  ‘웹기반 차량 원격 진단  리를 한 지능형 차량정

보시스템 설계’[4]는 그림 2와 같이 CDMA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웹기반 차량용 무선원격제어  진단 시스템을 

한 지능형 차량정보시스템 이다. 개발한 ‘웹기반 지능형 

차량 정보시스템’은 차량 내 지능형 정보단말과 인터넷 상

의 서버-클라이언트 기반(Sever- Client Based)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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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능형 차량 정보시스템의 아키텍처

(그림3)웹 서비스 개요도 (그림4)SOAP메시지 보안 

들이 상호 연동하는 시스템이다. 웹기반 제어(Web-Based 

Control)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웹 라우져(Web Browser)

를 통하여 차량의 제어와 진단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차량 

내에서 지능형 차량정보단말(Intelligent Vehicle 

Information Terminal, IVIT)을 이용하여 차량 진단  

리와 련된 서비스를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다. 한 CDMA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므로 제어 조

작자(Operator)와 차량 간의 이동성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

라 인터넷 상의 차량제어서버를 이용하여 차량 진단을 

한 과거 차량 상태 내역 (Vehicle State History)을 제공해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 인 차량 원격진단과 리가 

가능한 장 을 가진다.

 본 논문은 차량 제어 정보, 차량 상태 정보 등의 요한 

정보를 보다 안 하게 송하려고 한다. 

 

 2.2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보안

 ‘안 한 웹 서비스를 한 SOAP 메시지 보안기술 연

구’[5]라는 논문에서는 SOAP 보안을 으로 설명하고 

있다. 

 웹 서비스는 랫폼 독립 으로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를 통해 시스템간 연계, 통합과 자원 공유를 가능하게 하

는 표 화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반의 

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웹 서비스 아키텍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Provider)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자(Requester), 이들 사이를 개

하는 서비스 검색소(Discovery Service)로 구성된다. 그리

고 이들 사이에서는 서비스를 발행(publish)하고, 이를 검

색(find)하고 나서 제공자와 수요자 사이의 서비스에 한 

연결(interact)이라는 기본 인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그림3

에서와 같이 웹 서비스는 기본 으로 WSDL(Web Service 

Definition Language), UDDI(Universal Discovery and 

Integration of Business for Web), SOAP로 구성된다. 

WSDL은 웹 서비스 호출에 한 인터페이스, 의미론

(Semantics) 등을 기술하고 있는 XML 문서이고, UDDI는 

서비스 탐색  게시를 한 공개된 디 토리이며, SOAP

는 HTTP, SMTP 등과 같은 수  로토콜을 통해 웹 

서비스 상의 각 객체간 통신 로토콜이다. 

 웹서비스 특성상 서비스 구성원이 여러 네트워크에 분산

되고 외부에서 근이 쉽기 때문에 보안은 매우 요하다. 

그림4에서와 같이 서비스 수요자, 제공자, 검색소 객체간에

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서로 데이터를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애 리 이션이라도 서로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교환을 담당

하는 통신 로토콜인 SOAP의 보안은 무엇보다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SOAP을 이용해서 구체 인 보안을 한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있다.     

  

 2.3 임베디드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차 감시

  ‘(Controller Area Network)CAN 통신과 임베디드 시스

템을 이용한 자동차 감시 시스템 구 ’[6] 논문에서는 

CAN 통신을 활용하여 자동차의 분산 제어를 한 자제

어장치를 구성하고, 이를 리하고 감시 할 수 있게 하

다. 메인 제어기에 임베디드 리 스를 설치해 웹서버를 구

 하여 자동차 분산 제어 시스템을 무선 으로 인터넷을 

통해 웹이나 PDA, 휴 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하 다. 

  본 논문의 구 에서는 server를 외부에 배치해 외부 인 

충격이나 온도와 같은 환경 인 향을 덜 받게 구성 하

다. 필요시 데이터를 단순히 보여주는 기능 뿐 만 아니라 

유용한 형태의 정보를 만들 수 있는 확장이 가능하다. 

3. 설계

(그림 5) 체 인 설계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읽어 데

이터를 SOAP를 이용하여 DB에 장하도록 그림 5와 같

이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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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보안에이 트의 구성

(그림8) 기자동차의 

최  기충 소 검색 

 보안 에이 트는 그림 6과 같이 자동차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측에서 각각 같은 기능을 가지고 치하며, 보안 서

비스부, XML 보안처리부, 기본 메카니즘 제공부로 구성되

다. 보안서비스부는 인증 정보 처리 모듈과 보조 보안 속

성 처리모듈, 암호  복호화 처리모듈, 자서명  검증 

모듈이 있다. 인증 정보 처리 모듈은 보안 토큰을 이용하

여 메시지 송자의 인증을 담당한다. 보조 보안 속성 처

리모듈은 응답 공격이나 간자 공격등을 방지하기 한 

목 으로 타임스탬 나 임의값 리등의 처리를 한다. 보

안 서비스 부에서 발생된 보안 메시지를 SOAP 로토콜

에 맞춰 보안토큰, 자서명, 암호키를 헤더에 넣고, 암호

화된 메시지를 몸체에 넣어 SOAP메시지 발생기로부터 메

시지를 만든다.  보안 처리부에서는 SOAP 기반 보안처리

가 기본 으로 XML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므로 XML 

자서명 모듈과 XML 암호화 모듈을 갖고 있다. 기본 메카

니즘제공부는 XML 서 모듈과 암호 알고리즘 모듈로 이

루어 진다. XML 서 모듈은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에 주

고 받는 메시지인 XML메시지를 만든다. 암호 알고리즘 

모듈에서는 SOAP 메시지 발생기에서 만들어 낸 암호화된 

메시지를 만드는 방법과 보안을 한 다양한 암호화 기능

들을 제공한다. 

 그림 7은 SOAP 메시지 송 흐름도이다.  차량의 센서로

부터 얻은 ECU 정보를 XML 형식으로 만들고 XML 수

의 암호화를 한다. 보안토큰을 생성하고 자 서명을 생성

해서 SOAP 메시지를 구성하여 송하게 된다. 

(그림 7) SOAP 메시지

          송 흐름도

 그림 8은 기동차의 최  기충 소 검색을 한 흐름

도이다. 그림 7과 같이 클라이언트에서 SOAP 메시지룰 만

들어서 송하면 서버측에서는 메시지를 수신해서 보안토

큰을 이용한 송신자 신원 인증을 한다. 인증 후에 자서

명을 이용한 메시지 무결성과 부인 쇄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보안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복호화 해

서 얻은 정보를 운 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 때 얻는 정

보는 서버 측에 축척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 의 기충

소를 검색해서 얻는 정보일 수도 있다.

4. 구

  ECU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가 XML 문서화 

한다. C++로 로그램  할 경우에는 소켓 통신을 하게 된

다. 소켓을 생성해서 그림9에서와 같이 POST, 

Content-Length, Host, Content-Type, SOAPAction 등 

HTTP Header와 그림 10에서와 같이 SOAP 메시지를  

String형태로 장해서 송하면 된다. 이 게 구성된 메시

지는 통신채 을 통해 서버 쪽에 송을 하게 된다. 그림 

11은 SOAP Client 실행결과를 ‘wireshark’라는 네트워크 

분석 툴로 네트워크에서 흐르는 패킷을 잡아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9) HTTP H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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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프로그램 tomcat axis mySQL

설치 버전 jakarta-tom

cat-4.0.4

xml-axis-b

eta1
최신버전

<표 1> 설치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버전

(그림 10) SOAP Message

(그림 11) SOAP Client 실행 결과

 서버 측에서는 표1을 설치한다. SOAP메시지를 Class형태

로 만들고 도우의 cmd 콘솔창을 이용하여 그림 12와 같

은 WSDL을 생성하게 된다.

(그림 12) WSDL

 클라이언트에서 SOAP메시지를 보내면 그림 13과 같이 

서버 측 데이터 베이스에 장 된다.

(그림 13) Server 결과

5.결론  

  가까운 미래에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매체를 이용하든지 

통신만 할 수 있게 된다면 차량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 내어 

인간의 실생활에 유익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안 한 통신을 해 SOAP를 이용한 메시

지 설계하 고 client/server 형태로 구 해 보았다. soap 

메시지 생성시 보안에 련된 사항은 설계로만 남아있고 

구 은 하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 구 을 해 자료를 찾

아 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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