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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카 하이어링 서비스는 개개인간의 차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카 

하이어링 서비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웹 서버를 구축하여 자차의 대여를 원하는 개인이 해당 차량의 지

역 정보, 등록 정보 등을 기입·저장한다. 이후 웹 서버를 통해 일련의 인증과정을 거친 사용자가 해

당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의 이용을 원할 때, 서버로 본인의 유저 정보를 송신하여 차량을 대여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한다. 우리는 본 연구에서 비콘 기술과 영상처리를 통한 PSNR 검출을 사

용하여 개인 간의 차량 대여에서 발생하는 보안성과 신뢰성 문제를 보완 향상시켜 카 하이어링 서비

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웹 서비스 구현, 인증된 사용자만이 차

량을 이용할 수 있는 인증키 생성 및 암호화 알고리즘, 라즈베리파이를 비콘 스캐너로 활용한 인증키 

검증 절차, 카메라 영상처리를 이용한 차량 동작 감지 방법의 구현으로 보안성을 강화한 시스템을 구

축하였다.

1. 서론

   카 하이어링 서비스는 개인 자동차의 유휴시간, 즉 차

량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활용하여 개인이 자기 소유의 

차량을 차량 여 서비스에 등록하고, 차가 필요한 고객이 

등록된 차량을 자유롭게 여 받을 수 있기 한 시스템

이다. 본 서비스는 자동차를 공유재로 활용하여 자원 낭비

를 이고, 차주와 이용 고객 간의 상호 인 이익을 향유

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 그러나 차주 입장에서 타인

에게 여해  자차가 여 기간 동안 정상 이고 하

게 사용될 지에 해 우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

는 카 하이어링 서비스 활성화에 주요 장애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카 하이어링 서비스에서 개인 사용자가 

차를 안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설계하 다. 개인 차량 공유 서비스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차량을 여 받은 사람만이 차를 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  차량 사용 상태

를 모바일 환경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

에 을 두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자는 여

1)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

터의 SW 심 학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과

제번호 (2016-0-00017)

가 완료된 자차가 실제 운행시 인증 받은 사용자가 운

을 하고 있는지에 한 여부와 무리한 차량운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개개인들이 

안심하고 카 하이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랫폼의 구축을 해 라즈베리 이와 라즈베리 이 

용 카메라 모듈과 같은 임베디드 기기들을 활용하 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시스

템의 체 인 구조  동작방식, 3장에서는 시스템의 각 

구  단계를 총 네 가지 분야로 나 어 서술하 다. 마지

막으로 4장에서는  서비스의 기 효과에 해 설명하고 

향후 연구에 한 방향을 기술하 다.

2. 시스템 구조

본 연구의 서비스  시스템 동작은 (그림 1)과 같이 구성

되어 있다. 통합서버 랫폼에서는 차량 등록  고객을 

리하며, 회원 단말기 블루투스의 UUID와 Mac Address

값을 통해 암호 인증키를 생성· 리한다. 자차 여자는 

여를 원하는 지역과 이용 요 을 통합서버를 통해 등록

한다. 차량 이용 고객은 본인 인증과 함께 차량을 이용한

다. 차량 여 확정시에 서버에서는 해당 차량에 설치된 

임베디드 기기에 고객의 암호화된 인증키를 송한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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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운행이 시작되면 임베디드 기기에서는 서버로 부터 받

은 인증키를 복호화 하여 인증 고객 여부를 지속 으로 

확인하게 된다. 인증키 검증 실패가 정해진 횟수 이상이 

넘어가면, 카메라 모듈을 작동시켜 차량의 움직임 여부를 

단한다.  과정을 통해 인증된 사용자의 차량 이용 여

부를 검증하여 황을 서버와 자차 여자에게 보고하게 

된다. 

(그림1) 카 하이어링 서비스 시스템 구조

3. 구 

3.1 서비스 랫폼 

 

여자와 피 여자 간의 이용 요  결제  약은 온라

인 웹 서비스 랫폼을 통해 진행되며 웹 서비스 랫폼

은 자기 차량의 여를 원하는 자가 웹 사이트에 가입하

여 해당 차량의 정보나 이용 가능한 시간, 차량 사용 시 

주의 사항 등을 웹에 기입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차량을 

여하려는 자는 마찬가지로 웹 사이트에 가입 차를 진

행할 시, 본인의 운 면허등록번호를 기입하고 개인 휴

폰으로 인증 차를 거쳐 타인의 명의로 차량을 여하지 

못하게 한다. 한 회원가입 시에 본인의 단말기 블루투스 

UUID와 Mac Address를 등록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3.2 인증키 생성 알고리즘

인증키 송 시 목 단말 외에 무단 무선 근이 가능하

므로 보안 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SCII 값을 이용한 코드 암호화 방식을 통해 보안 인증

차를 추가하여 송수신 시스템에 용하 다. 인증키는 

단말기의 MAC address와 블루투스 UUID를 통해 설정되

며 해당 암호화 알고리즘의 차는 (그림 2)와 같다. 여기

서 필요한 단말기별 고유 정수는 난수를 발생시켜 사용한

다.

(그림2) 인증키 암호화  인증과정

3.3 비콘 스캐너를 통한 검증 절차

우리는 인증 받은 사용자만이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 라스베리 이를 사용하여 ‘비콘 스캐 ’를 구

하 다. 여자는 차량을 운 하기 부터 운행 종료 시까

지 주기 으로 개인 휴 폰의 블루투스 신호를 라즈베리

이 비콘 스캐 에 송신하여 인증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사용자 검증을 통한 보안체제 과정은 차량에 장착된 비

콘 스캐 에서 피 여자 단말기의 필드를 포함하는 비콘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와 그 수신된 비콘 신호 내 비콘 필

드의 값이 장된 값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구성되며, 앞의 두 단계에서 값이 동일한 경우 수신된 필

드 값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에 차량의 정상 이용 메

시지를 서버에 송신한다. 

  차량에서는 라스베리 이를 통해 구 된 ‘비콘 스캐 ’

를 동작하여 재 인증상태를 주기 으로 서버에 송신해

주며, 인증키 불일치  이용자 단말기의 일정 거리 이탈 

등의 상태를 차량 이용자에게 알리게 된다. 일정 횟수 동

안 인증키 검증을 실패 할 경우 차량 동작 감시 체제인 

카메라 모듈을 통한 상처리 시스템을 작동하게 된다.

3.4 카메라 상처리를 이용한 보안 시스템

 

  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차량 공유 보안성을 향상시키기 해 비콘 스캐  외에 

카메라 상처리를 통해 여 차량의 운행 여부를 별하

도록 하 다. 이는 비콘 스캐닝을 통한 사용자 인증 과정

에서 피 여자의 인증키 감지 실패 이후에 수행되며, 차량

의 동작을 감지하기 해 수치 인 에러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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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NR(Peak Signal-to-noise Ratio) 값을 검출하여 차량의 

동작이 감지되면 비 인증 사용자의 차량 이용 상황이므로 

서버에 경고 메시지를 송신하게 된다. PSNR은 두 상의 

차이를 수치 으로 나타내며, 평균 으로  값이 35dB가 

되면 같은 상물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림 3) 상처리 수행 과정

기본 인 상처리 과정은 (그림 3)과 같다. 상처리를 

한 툴로 OpenCV를 활용하 다. 최 에 총 두 장의 정

지 상을 획득하기 해 timer를 이용하여 약 3  간격으

로 방의 상을 획득하고 연속된 두 상물을 상 처

리하기 용이한 형태인 그 이스 일로 변환해 다. 그

이 스 일링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입력된 이미지로부터 

각각 행렬에 따라 픽셀의 red, green, blue 값을 읽어오며 

각각의 RGB 값을 더한 후에 3으로 나 는 과정을 취한

다. 획득한 두 장의 그 이스 일 정지 상에서 곧바로 

PSNR 값을 산출해내면, 움직임이 없었더라도 빛의 조도

에 따라 각 픽셀의 RGB 값이 상이해지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모서리 검출 방법을 

사용했으며, 공간 역에서의 High Pass Filtering(HPF)를 

용한다. 앞에서 획득한 그 이스 일 상의 이미지를 

3x3 크기의 라 라시안(Laplacian) 마스크를 이용하여 필

터링해 다.

  필터링 과정에서 이미지 픽셀과 3x3 라 라시안 마스크

의 Convolution 연산을 수행하게 되며, 그 결과 해당하는 

값이 255보다 클 경우 255로, 0보다 작을 경우는 0으로 

Mapping 시켜 다. 상 처리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상기 

획득한 모서리 검출 상 두 장의 PSNR 값을 검출해

다.

그림1 촬 된 원본 사진

그림2 Gray Scale로 변환된 사진

그림3 High Pass Filtering을 통해 모서리 검출된 사진

PSNR 도출을 해 MSE(mean square error)를 계산하여 

모서리 검출된 두 장의 정지 상에서 각 픽셀 값의 차이

의 제곱합을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PSNR의 단

는 데시벨(decibel, dB)를 사용한다.

<수식1> MSE와 PSNR 값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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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으로 검출된 PSNR 값을 토 로 차량의 동작 유무

를 감지하게 된다.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번의 실험을 통

해 차량 정지 상태를 단하는 PSNR의 기  값을 28dB

로 측정하 다. 검출된 PSNR 값이 28dB 이상이면 차량의 

동작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라즈베리 이에 이상 없음

을 알리게 되고, 다시 비콘 스캐 를 동작 시킨다. 이와 

반 로 PSNR 값이 기  값인 28dB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서버에 ALERT 메시지를 송신하게 되며, 이에 따라 서버

에서는 차량 여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인증 

실패 횟수가 기  수치 이상이 되면, 랫폼 리자는 해

당 구매자에게 페 티를 부여하게 된다.

  와 같은 상의 필터링 과정이 정상 으로 작동하고 

HPF을 사용하는 것이 보안과 결과의 신뢰 측면에서 올바

른지와 그에 따른 PSNR 값을 확인하기 해 고속도로·도

심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다각도로 촬 을 시행해보았

다. 한 빛의 세기, 조명의 상태에 따라 차량 이동 인지

를 제 로 하는지 알기 해 조명 상태도 어두울 때와 밝

을 때로 나 어 데이터를 확인하 다.

<표 1> 도심지에서의 PSNR 측정

정차중 저속 중속
1차 밤 35.6013 26.0806 22.1447

낮 29.5331 24.5015 20.6545
2차 밤 35.7551 26.5435 21.8152

낮 29.6074 24.8774 19.9316
3차 밤 36.5682 26.4461 21.9716

낮 29.3588 24.6014 19.2336
<표 2> 고속도로에서의 PSNR 측정

저속 중속 고속
1차 밤 27.0806 25.1447 23.2908

낮 27.5015 25.6545 22.0345
2차 밤 27.5435 25.8152 23.6616

낮 27.8774 24.9316 23.7263
3차 밤 27.4461 25.9716 24.1431

낮 27.6014 24.2336 22.6323
 

표1은 도심지에서, 표2는 고속도로에서의 차량 운행 시 

PSNR 값을 측정한 결과 값이다. 직  실험한 결과, 기존

의 어두울 때와 밝을 때의 PSNR값의 차이가 많을 것이라

는 상과 달리 에 띄는 큰 차이가 없었다. 원인을 분석

해 본 결과, 도심지  고속도로에 가로등 등 원이 충분

히 확보되어 있어서, HPF를 통하여 상의 엣지(Edge) 

검출 후 PSNR 값을 도출해내면 비슷한 결과를 얻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 통계치들을 이용하여 차량 주, 

정차를 별하는데 있어서 PSNR값을 27~28 사이의 값을 

경계 값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4. 향후 연구  결론

카 하이어링 서비스의 구 으로 일반 개개인들 사이에서 

차를 공유하여 차주는 인 이익을, 차량을 여 받는 

사용자는 렴한 가격과 간편한 차로 차를 이용할 수 

있는 상호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한 자동차를 직  구

매하여 사용하기보다 편리하게 필요시에만 차량을 이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 으로 개인 차량 소유 수의 감소

로 이어져 환경오염을 이는 등의 공 인 이익도 기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비콘 스캐 와 카메라 상처리를 이용하

여 카 하어이링 서비스의 보안 측면에서의 취약 을 보완

하 다. 차량 움직임 검증 차인 상처리 과정에서 취득 

상의 PSNR 값의 경우, 외부환경요소에 따라 오차 값의 

범 가 크게 된다. 하지만 빛의 조도와 다양한 장소에 따

른 PSNR 값의 측정으로 오차범 를 분석하여 한 범

의 단 값을 설정해주었고, 장소·빛의 조도에 구애 없

이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하 다. 

  향후 장기  계획으로써 본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정

확한 상처리 시스템을 구 하여 기타 다른 추가 연구로

의 확장을 목표로 한다. 그 결과, 앞으로 도래하는 커넥티

드 카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에 도입할 수 있는 수

으로 연구개발을 지속 으로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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