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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999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스마트키가 등장 했다. 기존 자동차 열쇠 키의 체로 스마트키가 사용되

고 있다. 2000년 부터 스마트키 보안 문제가 꾸 히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특별한 체 방법

이 있지 않다. 제조부터 실제 제품까지 모든 과정에서 보안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안 문제  가장 리 알려진 주 수 증폭 공격에 해 설명하고 아데아체

(ADAC)의 실험 결과를 통해 심각성을 상기 시킨다. 한 문제 해결과 동시에 향후 차량 IoT 인 라가 

나아갈 방향을 한 Lora망 도입을 제안한다.

1. 서론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의 부분에는 스마트키를 이용하

여 문을 열고 시동을 걸 수 있다. 스마트키는 스마트키에

서 자동차에 있는 안테나로 신호를 보내고[1] 상호 신호를 

주고받으며 기능이 활성화 되는데, 이 신호를 증폭하여  

실사용자가 신호를 보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주 수 증폭 

공격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운 자 클럽 아데아체(ADAC)의 실험 결과에 따르

면 실험에 쓰인 자동차  오토바이 111   109 가 해

킹에 성공하 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2].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험에 응하기 해 보안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IoT 용 주 수 역인 LoRa를 제

안 하고자 한다. 먼 , 2장에서는 주 수 증폭공격을 설명

한다. 3장에서는 LoRa의 한 소개와 보안성에 해 설명 

하고, 4장에서는 향후 기술 용 방안과 앞으로 나아갈 방

향에 해 논하고자 한다.

2. 주 수 증폭 공격

(그림 1) 주 수 증폭 공격의 로세스

 

주 수 증폭 공격은, 단말기 동작 원리에서[3] 공격자 1,2

로 나 어 공격자1이 스마트키의 신호를 받아서 공격자2

에게 송하여 달 받은 신호를 공격자2가 자동차로 신

호를 보내어 자동차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스마트키에 수

신 센서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 수 탈취의 험

을 가지고 있다.

3. LoRa Solutions

 LoRaWAN은 장거리 역 네트워크의 약자로 속, 

력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계기와 메쉬 네트워킹을 사용

하지 않는 (그림 2)와 같은 단순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4]. 

(그림 2) Architecture of LoRa[4] 

LoRa 기술을 제안한 이유는 3G, LTE, WIFI 와 같이 

기존 인 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는 이다. L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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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는 (그림 3)과 같이 게이트웨이가 최종 장치와 백

엔드의 앙 서버 사이의 메시지를 계하는 릿지 배치

된다. 게이트웨이는 표  IP 연결을 통해 네트워크 서버에 

연결되며 최종 장치는 하나 이상의 게이트웨이에 단일 홉 

무선 통신을 사용한다. 모든 종단 간 통신은 일반 으로 

양방향 통신이지만 기 통신 시간을 이기 해 기 

는 배포 메시지를 통해 소 트웨어를 업그 이드 할 수 

있는 멀티 캐스트와 같은 작업도 지원한다.[4]

(그림 3) LoRa Network Session and Application Session[5]

LoRa는 128 비트 AES 암호화를 사용하는 802.15.4의 

보안 메커니즘을 사용한다[5]. LoRa는 네트워크 세션 키

와 응용 로그램 세션 키를 사용한다(그림 3). 네트워크 

세션 키는 연결을 리하기 해 LoRa 네트워크 내부의 

통신에 사용된다. 응용 로그램 세션 키는 실행 인 로

그램과 클라우드에서 실행 인 서버 로그램 간 통신에 

사용된다. 즉, 데이터를 해당 내용을 통신 사업자에게 공

개하지 않고 LoRa 네트워크를 통해 송할 수 있다. 

4-1. LoRa 네트워크를 용한 스마트키 해킹 방

어 방안과 활용 가능성

스마트키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 수가 탈취 당할 수 

있다는 이다. 이 에서 LoRa 는 다음과 같은 보안성을 

가지고 있어서 공격에 응이 가능하다.

기본 으로 AES 128 암호화를 사용하고 있어서 기존의 

방식처럼 패킷을 탈취 한다고 하여도, 서버에서 송신, 수

신된 메시지에 한 카운터를 리하고 있고, 한 장비의 

MAC address를 통한 무결성 코드 검사를 통해 탈취에 

응이 가능하다.[6]

노드가 LoRa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있는 첫 번째 방법

은 OTAA(Over-The-Air-Activation)를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각 노드는 노드가 조인 요청 메시지를 보낼 때 사

용되는 고유 한 128 비트 앱 키 (AppKey)와 함께 배포된

다. 메시지는 암호화되지 않지만, AppKey를 통하여 보장 

된다. 노드는 고유 한 AppEUI  DevEUI 값과 랜덤하게 

생성된 DevNonce를 포함하는 조인 요청 메시지를 보낸

다. AppEUI는 장치 소유자에게 고유해야하고, DevEUI는 

장치에 한 역  고유 식별자여야 한다. 이 세 값은 다

음 계산을 사용하여 생성 된 4 바이트 MIC로 서명된

다.[7]

mac=aes128_cmac(AppKey, MHDR | AppEUI | DevEUI | DevNonce)

MIC = mac[0..3]

에 언 한 내용들을 정리 해보자면 스마트키 보안 문

제에서 생기는 주 수 공격을 차단 가능하고 향후 스마트

카와 연동될 IoT 장비들 간의 연동에도 보안 인 측면에

서 고려할 만한 네트워크라 단된다.

4-2. LoRa 네트워크를 사용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안

LoRa 망이 사용 불가능한 경우의 문제에 해서는 다

음과 같은 경우를 상해 볼 수 있다.

통신망 지원 거리를 벗어나는 경우와 사용자 인증에 따

른 지연시간의 발생 가능성 등 상 되는 문제 들이 존

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 Car Beacon 장치를 추가 한다든

지 추가 인 장치 도입을 제외한다면 LoRa망이 사용 불

가능할 경우 Bluetooth 기술을 사용한다면 네트워크가 사

용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근거리 통신을 이용하여 이를 극

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상한다.

 

5. 결론

앞으로도 스마트카에 사용될 기술로 거론 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 컨트롤을 통한 원격제어, 주차 치 

확인, 목 지 송, 차량 리와 도난 추  등 자동차 1

에서만 통신해야할 장비들의 수가 지 않다.

에 언 한 기술은 LoRa 네트워크를 통해서 1차로 문

제 재기 했던 자동차 스마트키의 보안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미래 스마트카에 사용될 IoT 인 라를 한 해결

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상한다.

향후, 이에 따른 스마트카에 용될 IoT 장비들 간의 

LoRa를 이용한 통신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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