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사람의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자동차는 [그림 1] 
과 같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2019년 기준 거의 

2명 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1]. 한
편, [그림 2]와 같이, 늘어나는 자동차 사고에 의한 치명 
율은 줄었으나[2], 사고 발생건수는 줄고 있지 않아 자
동차가 일상이 된 생활에서 사람들의 안전은 여전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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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현대의 차량은 수동운전에서 자동운전의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차량 내부에서는 전장기기와 소프트웨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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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안 해법을 차용해서 아직 출현하지 않은 궁극적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인
가는 단정할 수 없다. 자율주행차량이 시장에 나온 이후에 사람들이 위험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
력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출시되는 차량에 맞는 방어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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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받고 있다. 더욱이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고령운전자
들에 의한 사고는 [그림 3]과 같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
이고 있다 [3].

운전자의 주의결핍, 운전 미숙, 인지능력 저하로 빚어
지는 사고들을 줄여보고자, 여러 종류의 센서 데이터 
및 카메라 영상을 이용하여 차량 주변 물체의 자동감지
를 통한 충돌회피, 자율주행기능까지 포함하는 자율주
행자동차가 개발되고 시연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자동

차 사고의 원인을 줄여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능은 고도
화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사람
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위험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 
운행 중인 지역의 사고를 보면, Uber가 시범 자율주행
을 하던 Volvo X90에 의해 2018년 3월 18일 밤10시 
미국 애리조나의 한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40대 여성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4]. 즉, 
자율주행차량이 아직은 충분한 안전성이 갖춰지지 않
았다는 예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출시전인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자동차의 상용화로 인한 위험이 증명되진 않
았지만, 현시점을 중심으로 연구 및 분석 예측에 의한 
자율주행차량 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험과 이에 대한 대
응방안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기술 고도화에 
의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중, 커넥
티드 카 기능으로 인한 사이버 보안 위협과 각종센서 
및 카메라를 통한 자동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자율주행 
위험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분석한다. 이 위험들은 
시장과 도로에 자율주행자동차의 비율이 높아지면 실
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중요
한 부분이다. 논문의 연구방법은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의 현재를 살펴보고, 현재와 미래의 기술수준에서 예측
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위험을 사이버위협과 자율주행 
관련 위협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현대의 자율주행자동차 개
발 현황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
전을 위협하는 사이버 위험과 자율주행 위험을 중심으
로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4장에
서는 토론과 결론으로 마무리된다.

II.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현황 

현대의 자율주행차량은 전자기기 시스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사람의 감각을 모방하거나 사람이 인지하
기 힘든 부분을 감시하여 데이터화를 할 수 있는 많은 
센서들과 카메라를 탑재하여 보다 안전한 주행을 제공

그림 1. 자동차 등록 대 수 증가추이 [1]

그림 2. 자동차 사고,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추이 
(2009~2018) [2]

그림 3.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 수 (2008~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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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 한다.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은 차간거리유지, 차선이탈방

지, 주차 보조 장치 등 복수의 첨단운전자지원시스탬
(ADAS: Advanced Driving Assistance System)을 
갖춘 레벨 2 수준까지의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고 있다.

[그림 4][6]는 [표 1][5]의 자율주행레벨 3을 지원하
는 현재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판 모델인 Audi 사의 
A8을 보여주고 있다. 차량주변의 상황, 물건 및 사람들
을 감지하기 위한 각종 카메라, 레이더(Radar)와 초음
파센서를 포함하는 여러 센서들이 장착되어있다. 

아직 자동차 제조사에서 구체적인 출시 계획을 내놓
고 있지는 않는 자율주행레벨 5를 목표로 미래의 자동
차는 [그림 5]와 같이 차량 주변 360도를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한다[7]. 즉, 미래자동차는 현재보다 센서 
기능을 강화하여 고해상도 카메라 센서, 라이다
(LiDAR), 레이더(Radar) 등을 포함하여 보다 정확한 
상황 감지 및 빠른 대응으로 자율주행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센서 하드웨어의 발달과 함께 자동차 전장장치

그림 4. 자율주행레벨 3을 만족하는 Audi 사의 A8 model [6]

그림 5. 자율주행레벨 5를 위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센서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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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높은 비중은 소프트웨어의 도입을 통한 자동화 및 
제어 고도화를 촉진하였다. 전기자동차는 더욱 소프트
웨어의 비중이 높은 자동차이다. 현재 자동차에 장착되
는 소프트웨어는 카메라 센서와 결합하여 신호에 따른 
제어를 넘어 능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포함한다[8].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구글은 인공지능 기
술에 기반하여 미래자동차를 설계하였다. 인공지능 기
술은 지도나 위치 정보를 사용해 차량이나 사람의 움직
임, 교통 상황을 식별하고 판단하여 핸들과 브레이크를 
자동 제어할 수 있다. 구글은 자회사 웨이모를 통해 레
벨 4의 자율주행차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2017년
부터 시범 운행하였다[9]. 

현재 자율주행차량의 위험 연구는 실제 주행레벨이 
높은 자동차가 시장에 나오기 전에 여러 예상되는 문제
들을 증명하고 이에 대한 방어 제안의 형태로 많이 나
타나고 있다. 따라서 예측되는 위험 및 최근까지의 연
구 제안을 중심으로 방어방안을 분석한다.  

III.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을 위한 위험 및 
방어 방안 분석

1. 사이버 위협에 의한 위험 및 방어 
자율주행차량은 [그림 6][10]과 같이 외부와의 통신

을 담당하는 V2X [11] 층이 내부구조에 포함되어 설계

되며 V2X 통신을 지원하는 디바이스들이 지속적으로 
자동차에 장착되고 있다. 인터넷(Internet) 연결을 포
함하는 외부와의 통신은 차량을 열린 시스템(open 
system)으로 만들어 현재의 컴퓨팅시스템 환경도 직면
하고 있는 외부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에 의한 안전문제
가 제기되고 있다. [그림 7][12]과 같은 V2X와 관련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에 대한 위협은 [표 2]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림 6. 4개의 계층구조에 기반한 자율주행자동차 설계 [10]

그림 7. 자율주행자동차 V2X 통신 [12]

자율주
행수준 내용

시장 상황
(제조사 

계획 포함)

Level 0 수동. 항시 동적 운전에 대한 모든 것을 운전
자가 담당. 시판 중

Level 1

운전자보조. 운전환경 정보를 이용하여 핸들 
조향 및 가·감속 중에서 한 가지 기능을 지원
하고 그 외의 다른 동적 운전은 운전자가 담
당

시판 중

Level 2
부분자율주행. 운전환경 정보를 이용하여 핸
들 조향 및 가·감속 모두를 지원하고 그 외의 
다른 동적 운전은 운전자가 담당.

2013년부터 
시판

Level 3 조건부 자율주행. 운전자의 적절한 대응을 전
제로 모든 동적 운전을 자동화.

2020년 
시장진입

Level 4 고도화된 자율주행. 운전자의 적절한 대응 없
이도 모든 동적 운전을 자동화.

2025년부터 
도로에 보이기 

시작

Level 5 완전 자율주행.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모든 
도로와 환경 조건에서 완전한 자동화가 가능

제조사 계획 
미정

표 1. SAE J3016 [5] 기반 자율주행 수준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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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X를 통한 사이버 위협에 의한 위험 방어는 신뢰기
반 해법과 암호기반 해법이 제안되었다[12][14]. 

신뢰기반 해법은 메시지의 재전송(replay), 변조
(modification)와 주입(injection) 공격에서 차량의 
신뢰도에 따른 메시지의 신뢰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비
정상적인 차량으로부터의 메시지로부터의 안전을 도모
한다[16][17].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평판시스템
(reputation system)이나 주변의 의견에 따른 신뢰평
가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18]. 이외 
차량의 신뢰도가 아닌 데이터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모
델[19]과 차량과 메시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신뢰방안
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20]. 신뢰기반 접근은 신뢰평가
를 위한 부가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으나, 신
뢰시스템 속의 멤버들의 수가 늘수록 감시자가 늘어나
는 효과로 올바른 방어가 될 수는 있다.

한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차량이 실제 
ID(Identity)가 아닌 익명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제안
되었는데 [21], 실제 ID가 아닌 가명(pseudonyms)으
로 집단 내에서 인식된다. 디지털 가명은 일련의 비트
열(bit string)로 표현되며 사적 정보나 실제 ID의 노출 
없이 특정 대상을 지칭할 수 있다[22]. 이 접근 역시 특
정 집단 내의 익명을 보장하는 한계는 있으나, 정해진 
집단 내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장점이 있다. 

프라이버시와 기밀성 보호 이외에도 보안 전 영역에 
걸쳐 암호화가 활용된다. 암호화는 비밀키 기반, 공개키 
기반, ID 기반 서명을 사용하는 방법, 인증서 없는 서명 
기반 방법들이 활용되었다[21]. 키기반 암호화를 활용
하는 경우, 높은 수준의 기밀성 보장 및 인증에 효과적
일 수 있다. 그런데, 차량, 차량과 연결되는 장비들을 고
려한 키의 생성 및 관리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다.

보안성 공격 공격형태
기밀성

(Confidenti
ality)

Eavesdropping 
attack

공격자가 차량주변에서 V2V 메시지
나 RSU 부근에서 V2I 메시지를 엿
들을 수 있다. 

메시지 
무결성

(Message 
Integrity)

Routing 
message

manipulation 
attack

악의적인 중간 노드가 메시지를 변조
할 수 있고, 차량은 변조된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다. 

Sensor 
information

manipulation

공격자는 통신모듈의 물리주소를 변
조하거나 속도 센서 같은 ECU 센서
를 조작할 수 있다.

Credential 
manipulation

공격자는 허가 없이 다른 차량의 자
격증을 사용할 수 있고, 차량의 고유 
private key나 ID를 조작할 수 있
다. 

Replay 
(Playback 

attack)

공격자가 차량주변에서 V2V 메시지
나 RSU 부근에서 V2I 메시지를 가
로채어 이후 악의적인 목적으로 재생
공격을 할 수 있다.

가용성
(Availability)

Blackhole & 
Greyhole 

attacks [13]

Opportunistic network에서 
blackhole attack은 blackhole 
node가 목적지로 가는 가장 짧은 길
이라고 자신을 거치도록 데이터 패킷
을 유인해서 수신되는 모든 패킷을 
다음 노드로 전달하지 않고 버리는 
공격이다. Greyhole attack은 악의
적인 노드가 정상인 노드처럼 동작하
면서 수신되는 패킷을 엿보고 선택적
인 전달을 하는 공격이다.

Coalition and 
Platooning 

attacks [14]

한 그룹의 정직하지 않은 차량들이 
같은 지역에 있거나 같이 협력해서 
움직일 경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
고 공모를 할 수 있다. 

Jamming and 
DDoS attack on 

V2V/V2I 
communication 
channel [15]

공격자는 message flooding을 만
드는 많은 양의 의미 없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라우팅 노드를 통해 특정한 메시지만
을 전달하는 것도 이 공격에 포함된
다. 

DDoS attack on 
OBU 

공격자는 OBU로 악의적인 코드를 
주입하고 많은 양의 계산을 필요로 
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또한, 공격자는 OBU의 저장 공간보
다 많은 양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특히, 허가 없이 잦은 소프트웨어 업
데이트는 심각한 공격이 될 수 있다.

인증
(Authenticity)

Certificate 
replication 

attack

공격자는 차량의 인증서 복사 공격을 
할 수 있다.

Sybil attack
여러 개의 차량 ID로 한 대의 차량이 
마치 여러 대의 차량인 것처럼 모사
할 수 있다. 

Masquerading 
attack or 

impersonation 
attack 

공격자는 다른 차량의 ID 정보를 훔
쳐서 그 차량인 척 할 수 있다. 이 ID
로 오는 메시지를 받고, 이 ID로부터 
나가는 메시지를 만들 수 있다. 만약 
구급차의 ID를 도용한다면, 다른 차
량에게 “구급차가 지나가야 하니 길
을 비키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Routing table 
and LDM 

modification 
attack

공격자는 차량의 GPS 정보를 도용
(spoofing)할 수 있고 원래의 특정
지역과 관련된 정보를 조작할 수 있
다. 

Attack on 
infrastructure

공격자는 차량에 가짜 기능오류를 보
내어 인증기관(Certificate 
Authority, CA)으로 하여 무고한 차
량에 대한 인증을 회수하도록 한다.

표 2. V2X 관련 보안 위협 부인방지
(Nonrepudi

ation)

Repudiation
attack

공격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받은 사실
을 부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
호

(Privacy)

Attack on 
personal

information,
Location 
tracking

공격자는 V2V/V2I 메시지를 수집하
고 특정인의 운전 동선과 위치를 추
적함으로써 차량 소유자를 분석할 수 
있다.

Pseudonym 
analysis attack

공격자는 차량 ID와 pseudonyms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고, 여러 
개의 pseudonyms이 같은 차량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

Unauthorized 
access to 
credential

공격자는 허가 없이 개인키와 인증서
에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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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X기반 외부통신으로 인한 안전 위협에 대한 대응
은 취약점 및 대응 연구들의 개별적인 제안들과 함께, 
V2X 통신/보안 표준[23][24], V2X 보안 인증체계 
[25], V2X 통신환경 보안 가이드라인(X.1372)[26]을 
통해서도 추진되고 있다. 

2. 자율주행 위험 및 방어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주행 중의 위험 감지 및 회피는 

카메라 및 센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통해 차량 주변
의 물체들을 자동 인식하고 이에 대한 빠른 대응을 하
려는 방향이다. 

주변 물체 및 위험상황의 인식은 머신러닝 기반 방법
과 센서 데이터를 이용한 빠른 계산을 이용하는 방법적 
접근이 많다. Yu et al.[27]은 감시카메라를 통한 자동
차 사고를 감지하는 위험인식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카
메라의 이미지를 통해 길을 3차원(3-Dimension)으로 
재현하고 투사를 통해 사고를 감지하는 방안이다. 차량
의 흐름에서 차량 간의 속도와 거리를 통해 사고가 일
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안전을 미리 체크하는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간 시행하게 된다. 머신러닝 기
반의 방법들[28]은 차량 내 장치된 각종 카메라를 활용
한 주행 시야 인식, 차량 및 물체 인식, 주행 방향 및 
경로 결정, 상황 판단에 따른 움직임 결정, 차량 컨트롤
러 조정 등을 수행하는데 활용된다. 자율주행을 위한 
머신러닝 기반 접근은 카메라나 비디오 이미지를 통한 
상황 및 물체 인식에 많이 활용되며, CNN, LSTM, 
RNN을 병용하는 경우가 많다[28]. 

센서와 카메라에 의해 생성되는 데이터를 처리함으
로써 자율주행을 처리하는 방법과 관련된 자율주행 위
험 모델은 [표 3]과 같다. 

공격 공격 방법 공격 제안
교통표지 오인식 Adversarial example [29-34] 

물체의 오인식 Radio spoofing [15][35] 

차선 이탈 Lane Recognition Flaw [36]

주행 방향 이탈 GNSS spoofing [37]

물체 영상에 의한 상황 
오인식 Phantom attack [38] 

표 3. 자율주행 위험 모델

Adversarial example 은 교묘하게 조작된 입력으로 
정확하지 않은 판단결과를 유도하는 공격이다[31]. 
Tesla Model S를 대상으로 Blackhat 2018에서 시연
된 차선이탈공격은 차량이 도로 교통표지를 통해서 차
선을 자동인식하여 주행하는 기능에서 도로에 교란 스
티커를 설치하여 차선인식을 방해하였다[36]. Radio 
spoofing은 시그널을 조작하여 조작된 시그널에 의해 
차량을 공격한다[15]. 특히,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spoofing은 신호 간섭을 이용한다.  
GNSS spoofing 신호를 수신하면, 수신기가 승인된 
GNSS signal 대신 spoofing 신호를 추적하게 되는 공
격이다[37][39]. Phantom attack 은 실제 물체가 아
닌 가짜의 물체 영상을 투사시켜서 이를 ADAS 에 인식
시켰을 때 실제 물체로 인식을 하고 이에 따른 움직임
과 컨트롤을 보여주는 취약점으로 공격을 하는 형태이
다. 사람이 없는데도 사람의 영상을 투사시키던지 속도
제한 표지판을 건물이나 가드에 투사시켜 급정거 혹은 
속도를 올리게 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38].

머신 러닝의 취약점 공격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잘못
된 분류를 하는 이미지를 같이 훈련시켜 인식율을 높이
는 adversarial training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30][32]. 물체가 오인식되지 않도록 실제 물체의 여러 
방향 및 각도에서의 이미지를 같이 훈련시키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29]. 또한, 영상의 샘플링 간격과 여러 카
메라를 통한 동일 물체의 인식 방안이 제안되기도 하였
다[35]. Tesla Model S는 시연된 취약점을 교정하였다
[36]. GNSS spoofing은 spoofing 신호를 구분할 수 
있는 추가 장치나 신호질의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이 제
시되고 있다[39][40]. Phantom attack의 대응방안으
로 인식되는 물체의 주변상황, 표면, 반사되는 빛 들을 
인식하여 인식되는 물체를 허상인지 실상인지를 인식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38].

많은 연구들과 시연들이 어떻게 자율주행자동차가 
위험해 질 수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공
격에 대한 대응방안은 상대적으로 적고 응용도메인에 
한정적인 대응방안 제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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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토의 및 결론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대가 열림에 따라, 자동차의 변
화가 주는 편의와 이용방법에 따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
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는 기
능성보다 더 앞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이를 이용하는 
사람, 자동차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의 안전이다. 
그러나, 아직 경험하지 못한 주행레벨이 높은 자동차의 
안전문제 및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보안문제는 여전
히 풀어야 할 숙제를 많이 던지고 있다. 

본 논문은 현 기술수준에서 예측되는 자율주행자동
차 위험과 이에 대한 방어방안을 분석하였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위험 중, 커넥티드 카 기능으로 인한 사이버 
위협에 의한 위험과 자율주행 기능으로부터 비롯되는 
위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 자동차의 위험과는 원인
이 달라지는 부분으로 자율주행 수준이 높은 자동차가 
시장과 도로에서의 점유율이 높아지기 전 방어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위협은 현재 오픈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위
협, 대응방안과 같은 관점에서 취약점과 대응방안이 논
의되고 있다. 차량이 컴퓨터 시스템과 다른 것은 이동
체이면서 사이버 세계에 새로 등장한 개체로 보안취약
점이 안전취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
준의 보안방안이 요구되고, 새로운 기술의 수용도 보수
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각 취약점에 대한 응용상황별 
기존 해법은 존재하지만, 차량에 도입 후 실적용에 있
어 구현은 달라질 수 있고, 구현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
기에 기존 솔루션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다. 사람들이 타게 될 자동차 환
경에 맞는 수정이 필요하고, 기술표준이 필요하고, 차량
제조사의 구현방법도 점검되어야 한다.

자율주행 기능으로 인한 위협은 자율주행을 지원하
는 기능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었는지의 특성에 따른 공
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격 가능성과 취약점이 제시되
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현재 자율주행차량이 
상용화되지 않은 시점에 뚜렷이 나오지 않고 향후 개발
될 차량에 대해 취약점을 점검하도록 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기술표준, 기술의 보안취약점, 자율주행자동차

의 개발 방향과 제조사의 생산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병행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후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표준, 표준기술의 취약점 
및 대응방안, 실차 적용에 있어서의 구현방안들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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