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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차량용 블랙박스는 상, 음성  자동차의 주행정보를 장하는 매체로서 장되는 데이터를 통해 

차량 사고 시 운 자의 과실여부를 단할 수 있는 요한 장치로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많은 주

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재 차량용 블랙박스는 단순히 주행 데이터를 장만 하고 있어 법 인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 해서는 데이터에 한 무결성 보장을 제공하는 기능이 없는 상황이다. 블랙박스에 

장된 데이터는 공격자에 의해 , 변조될 험이 존재함으로 본 논문에서는 보다 안 한 환경에서의 

무결성 보장을 해 클라우드 컴퓨  환경에서의 무결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설계 한다.

1. 서론

   일반 으로 Event Data Recorder (EDR)로 알려져 있

는 블랙박스 장치는 비행기에 장착되어 항공기의 추락이

나 형 참사 등으로 동체가 거의 소멸되었을 때, 사고의 

원인 규명에 결정 인 역할을 하는 장치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개념을 차량에 용한 것이 차량용 블랙박스 이다.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는 사고 시  , 후 일정시간 동안

의 상황을 기록하여 원인 규명이 어려웠던 교통사고를 보

다 정확히 악할 수 있게 해 다는 장 으로 각 을 받

고 있다. 하지만 의 차량용 블랙박스는 데이터를 기록

만 할 뿐이며 의도직인 데이터 ·변조를 확인하기 한 

무결성 보장이 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증거 자료로서의 

증거능력을 확실히 신뢰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차량용 블랙박스에서 수집되어 장된 데이터가 법

인 근거 자료로써 증거능력을 충분히 가지도록 데이터의 

무결성 증명을 한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차량용 블랙박스 작동

   제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차량용 블랙박스는 어떠한 방

식으로 작동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1 사고 감지

표 인 방법은 블랙박스의 가속도 감지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충돌 감지에 합한 물리량을 선정하고 기 인 

임계값을 두어 임계값 이상의 수치가 감지되면 사고로 인

식 한다. 이때, 충돌과 충돌이 아닌 유사상황을 신뢰성 있

게 별하는 기술은 기  물리량 선정과 임계값 결정 

는 시간에 따른 변동 임계값을 이용할 경우 기울기를 정

하는 것이 건이 된다. 이외에 운 자의 수동 조작에 의

해서도 충돌 감지를 할 수 있다.

2.2 데이터 장

주기억장치인 SD메모리에 데이터(동 상, 음성, 주행속도

등)녹화가 시작되어 최  기록 가능한 용량이 과되면, 

메모리의 처음으로 돌아가 순차 으로 덮어쓰는 방식으로 

장된다. 이 방식이 사용되는 이유는 일반 인 주행 의 

상시 상은 크게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에

는 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장하다가, 외부의 충격(사

고)에 의하여 블랙박스에 내장되어 있는 G감지기가 자신

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  지면 방향을 감지하여 기화 

되어 있는 G-감지기의 기 보다 임계치 이상의 력이 

감지될 경우 이벤트 처리를 하고 그 시 을 기 으로 , 

후 약 10 ∼ 20 를 추출하여 별도의 일로 장한다. 이

외에도 운행기록, 음성, 속도, 궤도, 페달사용, 엔진 RPM, 

조등 작동 여부 등의 데이터를 장할 수 있는 추가

인 기능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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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련 기술  기존 연구

   이번 장에서는 본 논문의 제안에 앞서 재까지 차량

용 블랙박스의 무결성 보장과 련된 기술들에 해서 알

아보고, 한 재까지 련된 무결성 특허들에는 어떤 것

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3.1.1 특허

차량용 블랙박스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과 련된 특허는 

재 국내에서 크게 2가지가 출시되었다. 첫째로 한국 자

통신연구원에서 출원한 블랙박스 데이터의 ·변조 방지 

장치  방법[2](이하 방안1)이 있다. 수집된 데이터를 

장하는 주행정보 장모듈  설정된 암호화 체제로 수집

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변조 별 데이터를 생성하고, 

생성된 데이터를 장하는 변조 방지모듈을 포함한다. 

·변조 방지 모듈은 설정된 암호화 체제를 제공하는 키 

리부와 블랙박스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를 상기 암호화 

체제로 암호화하여 ·변조 별 데이터로 변환하는 암호

처리부  상기 ·변조 별 데이터를 장하는 별데

이터 장 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림 1) 방안 1의 블록도

둘째로 ㈜아나스타시스에서 출원한 실시간 데이터의 무결

성과 기 성을 보장하기 한 데이터 처리방법과 장치  

이를 이용한 블랙박스 시스템[3](이하 방안2)이 있다. 입력 

데이터 스트림을 미리 정의된 크기의 블록으로 분할하는 

블록 생성 모듈,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패스워드를 기 로 

시드 값을 생성하고, 최  데이터 블록값, 최  데이터 블

록에 한 타임 스탬 값  인덱스값을 결합한 것에 

해 서명키에 의한 서명을 수행하여 기 인증 데이터를 

생성하는 보안 장 모듈, 생성된 시드 값을 이용하여 데

이터 블록을 암호화하는 암호화 처리 모듈이 있다. 처리 

된 데이터는 재 데이터 블록에 한 타임 스탬 값  

재 데이터 블록에 한 인덱스값을 결합하고 해싱 함으

로써 재 데이터 블록에 한 제1 해시 값을 생성하는 

제1 해시모듈, 제1 해시 값을 결합하여 해싱하고 제2 해시 

값을 생성하는 제2 해시모듈을 거친다. 생성된 제2 해시 

값에 재 데이터 블록 에 한 타임 스탬  값을 결합하

여 데이터 블록에 한 무결성 검증데이터 모듈을 통해 

무결성 검증 데이터를 생성 후에 데이터 블록의 제1 해시 

값과 직  데이터 블록의 제2 해시 값을 결합하여 해싱하

고, 직  데이터 블록에 부가한 타임 스탬  값을 직  데

이터 블록의 무결성 검증 데이터의 업데이트 값으로 하는 

무결성 검증 데이터 업데이트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그림 2) 방안 2의 블록도

3.1.2 기존 연구

먼  박 우, 서정만이 제안한 자동차의 블랙박스를 이용

한 실시간 포 식 자료생성 연구[4] 이 기법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텔 매틱스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차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IPv6에 의한 고유 주소를 부여하도록 설계하

다. 자동차 시동시에 블랙박스는 인증을 받아 작동하며 

기록된 자료는 Wibro를 통해 끊임없는 치 추 과 이동

성 자료를 생성하고 암호화 되어 실시간으로 송되며, 교

통사고나 범죄에 사용된 경우 블랙박스에서 회수된 코드

와 IP주소,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교통기록등의 자료를 

비교하여 검증  인증을 통해 무결성을 확보 하도록 제

안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김윤규, 김범한, 이동훈이 제안한 차량용 블랙

박스 시스템을 한 실시간 무결성 보장기법[5]은 데이터

를 미리 정의된 크기의 블록으로 분할하여 데이터를 암호

화하고, 최  데이터 블록의 값과 타임 스탬 값, 인덱스

값을 결합한 것에 해 서명키에 의한 서명을 수행하여 

기 인증데이터(Initial Authentication Data;IAD)를 생성

하고, 분할된 각 블록에 해 무결성 검증 데이터를 생성 

후 무결성 검증 데이터를 업데이트함으로써, 블랙박스 시

스템에 장되는 데이터의 무결성과 기 성을 모두 보장

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다고 제안되어 있다.

4. 제안하는 무결성 보장기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블랙박스에서 수집되고 장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기법은 이벤트가 발생하 을 때 생

성되는 데이터 일을 1차 으로 로컬 환경(블랙박스)에서 

해싱  장을 하고,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이용하여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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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드 컴퓨  환경으로 데이터를 달하여 블랙박스의 

물리 인 도난, 분실, 손상에 따른 데이터 ·변조  손

실을 방지 하도록 시스템을 설계 하 다.  동작 순서는 아

래(그림3)와 같다.

         

          (그림 4) 블랙박스 동작 순서

4.1 비 키 발

블랙박스가 구동될 때 가장 먼  무결성 보장을 한 데

이터 해시 과정에 사용될 기법인 HMAC(hash-based 

message authentication code)을 한 비 키가 존재 하는

지 확인한다. 없다면, 클라우드 컴퓨  환경에 있는 키

리서버(KMS)에게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여 비 키를 발  

받는다. 이때 비 키 발 을 하여 차량등록증을 사용하

는 이유는 사용자가 소속된 국가에서 합법 으로 운 을 

하려면 반드시 등록 차를 걸쳐야 하는데, 이 등록 차

는 국가기 이 직  자동차  소유주의 신분과 정보를 

확인하여, 문제가 없을 때 고유한 값의 등록증을 발 하기 

때문에 개인키를 생성하기 한 값으로 사용하기에 신뢰

할 수 있다. 비 키 발 이 완료되면 다음으로 데이터 녹

화를 시작하고, 이미 비 키를 블랙박스가 소유하고 있다

면 즉시 데이터 녹화를 시작한다.

4.2 데이터 해시

이벤트 발생으로 장된 데이터 일과 발 받은 비 키 

값을 함께 사용해서 해시 알고리즘인 SHA-256으로 해시

를 함으로 HMAC(hash-based message authentication 

code)을 구 한다. 이때 사용되는 비 키는 사용자 자신과 

키 리서버만이 알고 있음으로 공격자가 블랙박스의 기존

데이터들(데이터, 해시값)을 ·변조한다면 비 키를 이용

하여 무결성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SHA-256은 256 bit 크기의 내부 상태를 가지며 256 bit의 

결과 값을 가짐으로 재까지 충돌을 발생 시킬 수 있는 

알려진 공격 기법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 무결성 제공  

확인을 하여 합하다. 최종 으로 생성된 이벤트 데이

터와 해시 결과 값은 같은 일 이름을(날짜/시간) 가지

고, 데이터와 해시값 구분을 해 서로 다른 확장자로 

장된다. 설계된 해시 구상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5) 해시 구성도

4.3 데이터 송

블랙박스에 장된 데이터들은 사용자의 클라우드 컴퓨  

환경으로 송하기 한 방법으로 TCP/IP 로토콜을 사

용한 소켓통신을 사용한다.[10] TCP를 사용하는 이유는  

흐름제어, 혼잡 제어의 기능으로 송되는 데이터의 손상

을 막아주는 연결 지향 인 로토콜로써 손상이 빈번하

게 발생하는 가변 인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데이터를 

손상으로부터 안 하게 달하기에 당하다. 송에 앞서 

사용자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속하기 한 계정정보

(ID/Password)를 입력하고 확인받아 문제가 없다면 이벤

트 데이터와 해시 결과 값을 따로 2회에 걸쳐 송한다. 

계정정보 확인은 각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에서 제공하

는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이용 하는 것이 

시스템 개발과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용이함으로 API를 사

용 하도록 한다. API를 이용한 구  방법은 각 서비스 제

공사 마다 다르고 개발사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구  할 수 있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4.3 데이터 장

사용자의 클라우드에서 받은 데이터와 해시 값은 생성된 

날짜를 이름으로 가지는 폴더를 생성한 후에 하 에 읽기

(Read) 용 속성으로 일을 장한다. 읽기 용으로 만드

는 이유는 혹시 모를 사용자의 실수나 시스템의 오류로 

데이터와 해시 값이 변경 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서다.

4.4 서비스

사용자는 다양한 무선 네트워크(3G, LTE, Wi-Fi, Wibro, 

etc)가 허용되는 범  내에서 데이터를 클라우드 시스템으

로 자동  는 수동 으로 송할 수 있으며 반 로, 사

용자는 무선 는 유선 네트워크가 허용되는 범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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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시스템에 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해시 값에 

근하고 가져올 수 있다. 한 필요에 따라 국가기 이나 

보험 회사와 같은 곳에 근거 자료로 제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6)서비스 구성도 설계

5. 클라우드 보안

본 논문에서 설계한 클라우드는 IaaS(Infrastructure as 

Service)형식을 사용한다. 스토리지의 경우 사용자 인증 

 근제어, 데이터 암호화를 통해 하게 방어 할 수 

있으며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만든 클라우드 서비스 정

보보호 안내서[9]의 가이드 라인의 해당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1 이용자 데이터 보호를 한 정보보호 고려사항

(1)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하며, (2)데이터 암호

화는 안 한 키 분배, 리 메커니즘을 용해야 하고, (3)

암호 키는 기 수 이 높은 데이터로 리하고, (4)원거리 

데이터 송, 암호화 속도, 장 용량 등 시스템 환경을 

고려하여 합한 알고리즘을 용해야 한다.

5.2 이용자 데이터 보호를 한 정보보호 고려사항

(1)서비스 연결을 승인하기 에 모든 단말의 무선 속은 

규정된 차에 따라 인증하고, 속로그를 리해야 하고, 

(2)무선 속을 인증과 통신 세션의 기 성·무결성을 보장

하기 해 암호 기술을 용해야 하며, (3)모바일 단말의 

통제 가 필요하다. 추가로 계정 분할  권한 최소화, 사

용자 세선 리등을 용해야 한다.

6 결론  향후과제

제 한국의 차량용 블랙박스는 최근 들어 언론이나 

각종 매체들을 통해 많이 보편화 되었다고 보도되고

2000년도 기와 달리 차량 구입 시 선택 옵션으로  

반드시 들어가 있는 만큼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규정에만 맞춘 기술

들로 제조되었고 데이터의 보안이나 무결성에 한 

연구  개발은 아직까지 미흡하거나 부족한 이 

많다. 장되는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면, 데이터의 ·변조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

거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제 시 의 차량용 블랙박스들을 분석한 결

과 제의 블랙박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장되는 단

일 데이터만으로는 무결성을 제공할 수 없다고 단

하여 데이터의 무결성 제공을 한 시스템을 설계 

하 다. 추후 좀 더 구체 인 설계와 시뮬 이션을 

통해 보다 개선된 방안을 제안할 것이며 한 실질

인 구 을 통해 smart 사회구 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개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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