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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WAVE 시스템에서는 통신 보안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IEEE Std 1609.2 규격이 정의되었다. IEEE Std 1609.2에서

는 자동차 통신에서의 보안 서비스 및 관리 메시지의 구조를 ASN.1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 메시지 구조를 COER 
방식으로 인코딩하도록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EEE Std 1609.2에 정의된 보안 메시지를 처리하는 IEEE Std 
1609.2 메시지 인코더/디코더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설계된 인코더/디코더는 IEEE Std 1609.2 메시지 구조에 부합

하는 C 언어 데이터 구조의 메시지를 생성하는 모듈, 메시지 인코더 모듈, 메시지 디코더 모듈로 구성되며, 리눅스 환

경에서 구현되었다. 또한 구현된 인코더/디코더의 수행 속도를 측정하여 그 성능을 분석하였다.

ABSTRACT

IEEE Std 1609.2 was defined for the support of communication security functions in the WAVE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 system. IEEE Std 1609.2 defined the message structures of the security services and 
managements on the vehicular communication by using ASN.1 (Abstract Syntax Notation One). Also, this security 
message structures shall be encoded using the COER (Canonical Octet Encoding Rules). In this paper, we designed and 
implemented the IEEE Std 1609.2 message encoder/decoder handling the security messages defined in IEEE Std 
1609.2. The designed encoder/decoder consists of three modules as follows : a module generating the message of C 
language data structures in accord with IEEE Std 1609.2 message structures, a message encoder module, a message 
decoder module. And the encoder/decoder was implemented on the Linux environment. Also we analyzed the 
performance by measuring the performance speed of the encoder/decoder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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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차세대 이동 통신 기술의 발달로 현재는 자동차에도 

무선 통신 기술이 도입되었다[1]. WAVE(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는 이에 따라 개발된 

차량 통신 기술로[2], IEEE 802.11의 수정판인 IEEE 

802.11p에 추가되어 표준이 되었고[3,4], 보안 서비스와 

관리 메시지에 관한 표준이 IEEE Std 1609.2로 정의되

었다[5].

자동차 통신 시스템을 포함한 많은 컴퓨터 시스템들

은 다양한 운영체제와 프로그램 언어들로 이루어졌으

며, 데이터의 종류나 표현방식 등이 다양하다. 이러한 

이유로 플랫폼 독립적인 데이터 표현 방식이 필요시 되

었고, ASN.1(Abstract Syntax Notation One)이 개발되

었다[6].

ASN.1은 OSI 계층 모델의 표현 계층에서 쓰이는 추

상적 구문 구조를 기술하는 언어로서 특정 장치, 데이

터 표현 방식, 프로그래밍 언어 등에 종속되지 않고 사

용할 수 있는 표현 기법이다[7].

IEEE Std 1609.2에서는 WAVE 보안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메시지 구조를 ASN.1으로 기술하였고, 이와 

같이 기술된 구조는 OER(Octet Encoding Rules)에 몇 

가지 제한이 추가되어 정의된 COER(Canonical Octet 

Encoding Rules)를 사용하여 인코딩 되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8].

본 논문에서는 WAVE 통신에서의 보안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ASN.1 형식의 메시지 구조를 C 언어 데이터 

구조로 변환하고, 입력된 값으로 데이터를 생성하여 

COER 방식으로 인코딩, 디코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관련 연구, 3장에서는 IEEE Std 1609.2에 정

의된 ASN.1 메시지 구조, 4장에서는 설계 및 구현, 5장

에서는 성능 분석에 관해 기술하였고, 마지막으로 6장

에서는 결론을 서술하였다.

Ⅱ. 관련 연구

2.1. ASN.1

ASN.1은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에 의해 전송되는 데

이터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기술 언어

이다[9].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의 물리적 표현, 어플

리케이션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 기법이기 때

문에 서로 다른 환경의 장치 간 통신 시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다. 

2.1.1. 타입(types)

ASN.1에서의 타입은 송신되기 위해 인코딩 될 수 있

는 값들의 집합으로, 기본적인 타입과 구조적인 타입으

로 정의된다[10]. 기본적인 타입은 데이터를 표현하는 

최소한의 타입으로, 구조적인 타입의 요소가 될 수 있

다. 아래 표 1은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ASN.1의 기본적

인 타입 중 일부를 나타낸다.

Table. 1 ASN.1 Basic types

NULL

Includes the single value NULL, used 
for delivery report or some alternatives 
of the CHOICE type (particularly for 
the recursive types)

INTEGER
Whole numbers (positive or negative), 
possibly named

ENUMERATED
Enumeration of identifiers (state of a 
machine for instance)

BIT STRING Bit strings

OCTET STRING Byte strings

CHARACTER 
STRING

Allows negotiation of a specific 
alphabet for character strings

ASN.1의 구조적인 타입은 인코딩을 하여 송신하

는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했을 시 유연한 처리를 위해 

OPTIONAL, DEFAULT 등의 적절한 기능을 제공하

여 불확실한 디코딩을 방지한다[10,11]. 아래 표 2는 

ASN.1의 구조적인 타입의 일부를 나타낸다.

Table. 2 ASN.1 Constructed types

SEQUENCE
Ordered structure of values of 
(generally) different types

SEQUENCE OF
Ordered structure of values of the 
same type

CHOICE Choice between types

2.1.2. 타입 정의

ASN.1은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타입을 이용하여 새

로운 타입을 정의한다. 아래 그림 1은 ASN.1의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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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타입으로 새로운 타입을 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구조적 타입을 정의한 예이다.

Fig. 1 Example of ASN.1 type definition

타입을 정의할 때, 제한된 범위에 대해서만 사용되도

록 크기를 제한하여 정의할 수 있다. 아래 그림 2는 크

기를 제한하여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한 타

입의 예를 나타낸다.

Fig. 2 Example of ASN.1 type definition that has a size 
constraint

2.2. OER

OER은 ISO/IEC[12]와 ITU-T[13]에 의해서 ASN.1 

표준 군 중 가장 최근에 개발된 효율적인 인코딩 기법

으로, 2014년 ISO/IEC 8825-7로 표준화되었다. OER은 

8개의 비트로 이루어진 옥텟 지향의 인코딩 기법이며

[14], BER(Basic Encoding Rules)보다 구현에 더 용이

하게 설계되었고, 전송량을 감소시키며 CPU 주기를 절

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5].

2.2.1. OER 인코딩 기본 구조

그림 3은 OER 인코딩의 기본 구조를 나타낸다.

Fig. 3 OER encoding structure

2.2.1.1. IDENTIFIER OCTET

ASN.1은 각 데이터 타입에 대해 클래스와 태그 값을 

할당하고, 이를 IDENTIFIER OCTET으로 나타내어, 

디코딩되는 데이터의 타입을 식별한다[10]. 이 필드

는 대다수의 경우에 생략되며, 주로 인코딩되는 데이

터가 CHOICE나 SET 타입의 요소일 경우 생략되지 

않는다. 아래 표 3은 ASN.1 타입의 클래스와 그 값을 

나타낸다.

Table. 3 ASN.1 Type classes

ASN.1 Class Bit 7 (msb) Bit 6

UNIVERSAL 0 0

APPLICATION 0 1

CONTEXT SPECIFIC 1 0

PRIVATE 1 1

2.2.1.2. LENGTH OCTET

LENGTH OCTET은 데이터의 길이를 나타내는 필

드로, 데이터 타입마다 정의된 조항에 따라 표현의 여

부가 결정된다.  LENGTH OCTET 필드의 표현 방식은 

데이터의 길이가 127 옥텟 이하인 경우(Short form)와 

아닌 경우(Long form)로 나누어진다. 아래 그림 4는 길

이가 Short form인 경우, 그림 5는 Long form인 경우의 

LENGTH OCTET 형식과 그 예를 나타낸다.

Fig. 4 Short form LENGTH OCTET encoding

Fig. 5 Long form LENGTH OCTET encoding

 

2.2.1.3. CONTENTS OCTET

CONTENTS OCTET은 각 데이터 타입마다 정의

되어있는 인코딩 규칙으로 인코딩된 데이터를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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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OER 인코딩 기법

OER 표준은 각 ASN.1 타입마다 인코딩 규칙을 정의

했으며, Basic OER과 몇 가지의 제한들이 추가된  

Canonical OER을 정의한다[16]. 본 논문에서는 일부 데

이터 타입의 인코딩 규칙을 설명한다.

2.2.2.1. INTEGER

INTEGER 타입의 인코딩은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에 의존한다. INTEGER 타입의 IDENTIFIER 

OCTET 필드는 SET 또는 CHOICE의 요소일 경우를 제

외하고  생략된다. 표 4는 정의된 INTEGER 타입 값의 

범위에 따른 인코딩의 예를 보여준다[17,18].

Table. 4 Example of INTEGER encoding

 ASN.1 Type
Sample
 Value

Encoding (hex)

INTEGER 128 0x01(L) 0x80

INTEGER (0..MAX) 128 0x01(L) 0x80

INTEGER (0..255) 128 0x80

Counter
128 0x00 0x00 0x00 0x80

12345678 0x00 0xBC 0x61 0x4E

2.2.2.2. OCTET STRING

OCTET STRING의 IDENTIFIER OCTET은 SET 또

는 CHOICE의 구성 요소일 경우를 제외하고 생략된다. 

LENGTH OCTET은 OCTET STRING의 크기가 고정

되어 있는 경우에 생략되고, CONTENTS OCTET은 

ISO/IEC 8825-1로 표준이 되어 있는 BER(Basic 

Encoding Rules)를 따른다[19]. 그림 6은 가변적인 크기

로 정의된 OCTET STRING, 그림 7은 고정된 크기로 

정의된 OCTET STRING의 인코딩 형식의 예를 나타

낸다.

Fig. 6 Example of OCTET STRING encoding with a 
variable size

Fig. 7 Example of OCTET STRING encoding with a 
fixed size

2.2.2.3. SEQUENCE

SEQUENCE의 IDENTIFIER OCTET은 SET, 

CHOICE의 구성 요소일 경우를 제외하고 생략되며, 

LENGTH OCTET은 항상 생략된다. CONTENTS 

OCTET은 Preamble, Root, Extension bits, Extension 필

드의 순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필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7].

① Preamble : Extension marker, OPTIONAL, 

DEFAULT의 존재와 사용 여부

② Root : SEQUENCE의 구성 요소들의 인코딩 값

③ Extension bits : Extension 필드에 대한 정보

④ Extension : Extension marker를 사용하여 정의된 

구성 요소들의 인코딩 값

그림 8은 SEQUENCE의 간단한 인코딩 예를 나타

낸다.

Fig. 8 Example of SEQUENCE encoding

2.2.2.4. CHOICE

CHOICE의 IDENTIFIER OCTET은 SET, CHOICE

의 구성 요소일 경우를 제외하고 생략되며, LENGTH 

OCTET은 항상 생략된다. CONTENTS OCTET은 선택

된 타입의 인코딩 값으로 구성된다. 이때 선택된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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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코딩은 IDENTIFIER OCTET을 포함하며,  태그 

값으로 식별된다. 그림 9는 CHOICE의 인코딩 예를 나

타낸다.

Fig. 9 Example of CHOICE encoding

2.2.3. COER

COER은 Basic OER에 추가적인 제한들이 적용된 인

코딩 기법이다. 같은 값이라도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인코딩될 수 있는 OER과 달리 COER은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인코딩하는 특징이 있다. 추상적 데이터와 

인코딩 간의 엄격한 일대일 대응이 필요한 시스템(예를 

들어 보안 어플리케이션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인코딩 기법이다[15].

Ⅲ. IEEE Std 1609.2에 정의된 ASN.1 메시지 

구조

IEEE Std 1609.2에서는 정수형 메시지 구조, SPDUs 

(Secured Protocol Data Units)에 사용되는 메시지 구조, 

인증서 및 보안 관리와 관련된 메시지 구조 등을 ASN.1

을 사용하여 정의하였다[8].

3.1. 정수형 메시지 구조

표 5는 IEEE Std 1609.2에서 정의한 정수형 메시지 

구조의 일부를 나타낸다.

Table. 5 Integer message structures defined by IEEE 
Std 1609.2

 Integer types definitions
 Uint3     ::= INTEGER (0..7)
 Uint8     ::= INTEGER (0..255)
 Uint16   ::= INTEGER (0..65535)
 Uint32   ::= INTEGER (0..4294967295)
 Uint64   ::= INTEGER (0..18446744073709551615)
 Opaque ::= OCTET STRING

표 5와 같이 정의된 정수형의 메시지들은 다른 메시

지 구조 정의에 사용된다.

3.2. SPDUs 메시지 구조

IEEE Std 1609.2에서는 SDS(Secure Data Service)에 

사용되는 SPDUs 메시지 구조를 정의한다. 아래 표 6은 

SPDUs 메시지 구조들 중 일부를 나타낸다[8].

Table. 6 SPDUs message structures defined by IEEE 
Std 1609.2

SPDUs message structures definitions

Ieee1609Dot2Data ::= SEQUENCE {
  protocolVersion   Uint8(3),
  content                Ieee1609Dot2Content
}

Ieee1609Dot2Content ::= CHOICE {
  unsecuredData                 Opaque,
  signedData                       SignedData,
  encryptedData                  EncryptedData,
  signedCertificateRequest Opaque,
  ...
}

SignedData ::= SEQUENCE {
  hashId                     HashAlgorithm,
  tbsData                   ToBeSignedData,
  signer                     SignerIdentifier,
  signature                Signature
}

ToBeSignedData ::= SEQUENCE {
  payload         SignedDataPayload,
  headerInfo    HeaderInfo
}

SignedDataPayload ::= SEQUENCE {
  data                  Ieee1609Dot2Data  OPTIONAL,
  extDataHash    HashedData            OPTIONAL,
  ...
} (WITH COMPONENTS {..., data PRESENT} |
   WITH COMPONENTS {..., extDataHash PRESENT})

3.2.1. Ieee1609Dot2Data

Ieee1609Dot2Data는 SEQUENCE 형태의 메시지 구

조로,  protocolVersion은 현재 보안 프로토콜의 버전을 

나타내며, 본 규격에서는 3으로 명시된다. content는 

3.2.2 Ieee1609Dot2Content 메시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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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Ieee1609Dot2Content

Ieee1609Dot2Content는 CHOICE 형태의 메시지 구

조로 정의되어 있다. unsecuredData는 SDS 외부에서 

취급되는 OCTET STRING을 나타내고, signedData는 

본 규격에 따라 서명된 데이터, encryptedData는 암호화

된 콘텐츠이다. signedCertificateRequest는 인증서 요청

을 나타내는 OCTET STRING으로, IEEE Std 1609.2 규

격의 현 버전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3.2.3. SignedData

SignedData는 SEQUENCE 형태의 메시지 구조이다. 

hashId는 메시지의 해시 값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알고리즘으로, 본 규격에서는 sha256을 지원한다. 

tbsData는 서명을 위한 입력 값으로 사용되는 자료를 나

타내며, signer는 데이터 서명을 위한 해시 알고리즘 등

을 결정할 때 사용된다. signature는 본 규격에 따라 계

산된 전자서명을 나타낸다.

3.2.4. ToBeSignedData

ToBeSignedData는 SEQUENCE 형태의 메시지 구조

로써, 서명 값을 생성 또는 검증할 때 해시되는 데이터

를 포함한다.

3.2.5. SignedDataPayload

SignedDataPayload는 SEQUENCE 형태의 메시지 

구조이며, 3.2.1절에서 기술한 Ieee1609Dot2Data 형태의 

data, HashedData 형태의 extDataHash가 OPTIONAL 형

태로 포함된다. 이 데이터 구조는 WITH COMPONENTS

의 PRESENT에 의해 전송 시 두 개 중 하나의 요소가 

필수적으로 존재해야한다[8,10].

Table. 7 Certificate message structures defined by IEEE 
Std 1609.2

Certificate message structures definitions

Certificate ::=
  CertificateBase (ImplicitCertificate | ExplicitCertificate)

CertificateBase ::=
  SEQUENCE {  version          Uint8(3),
                          type               CertificateType,
                          issuer             IssuerIdentifier,
                          toBeSigned   ToBeSignedCertificate,
                          signature       Signature       OPTIONAL
  }

3.3. 인증서 메시지 구조

IEEE Std 1609.2에서는 인증서와 보안 관리에 사용

되는 메시지 구조를 정의하며, 본 절에서는 인증서와 

관련된 메시지 구조를 설명한다. 표 7은 인증서와 관련

된 메시지 중 일부를 나타낸다[8].

3.3.1. Certificate

Certificate는 ImplicitCertificate, ExplicitCertificate 

중 하나의 메시지 구조로 정의되는데, 이는 3.3.2절의 

CertificateBase 메시지의 구성 요소인 type을 implicit 

또는 explicit로 지정함에 따라  결정된다.

3.3.2. CertificateBase

CertificateBase는 SEQUENCE 형태로 정의된 메시

지 구조이다. version은 인증서 형식의 버전을 나타내고, 

3으로 설정된다. type은 인증서 유형을 식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인증서 유형에는 ImplicitCertificate와 

ExplicitCertificate가 있다. issuer는 HashedId8 형태의 

sha256AndDigest, 또는 HashAlgorithm 형태의 self를 

나타낸다[8]. sha256AndDigest는 인증서를 해시한 결

과 값의 하위 8바이트 값이며, self는 사용된 해시 알고

리즘이다. toBeSigned는 명시적 인증서를 위한 서명을 

생성하거나 검증할 때 사용되는 등 인증서와 관련된 콘

텐츠이다. signature는 type이 explicit일 때 포함되는 서

명 값을 나타낸다.

Ⅳ. 설계 및 구현

본 논문의 ASN.1 인코더/디코더는 IEEE Std 1609.2

에 정의되어 있는 ASN.1 메시지 구조를 C 언어 데이터 

구조로 변환 후, COER로 인코딩, 디코딩하도록 설계

[20] 및 구현되었다. 본 논문의 인코더/디코더는 입력 

값을 ASN.1 메시지 구조에 부합하는  C 언어 데이터 구

조로 바꾸어 메시지를 생성하는 모듈, 생성된 메시지를 

COER로 인코딩하는 모듈, 반대로 디코딩하는 모듈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 설계된 인코더/디코더가 메시지

를 생성하여 인코딩하는 전체적인 동작 과정은 그림 10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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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ncoding process

IEEE Std 1609.2에 정의된 ASN.1 메시지 구조를 C 

언어 데이터 구조로 변환하고, 입력받은 값을 사용하여 

해당되는 구조의 메시지를 생성한다. 생성된 메시지는 

COER로 인코딩되고, 수신자에게 전송된다.

디코딩의 전체적인 동작 과정은 그림 11과 같다.

Fig. 11 Decoding process

디코더는 수신한 메시지를 디코딩하고, 얻은 결과 값을 

해당 데이터 구조로 생성한 후, 결과 값을 출력한다.

Ⅴ. 성능 분석

본 절에서는 구현된 IEEE Std 1609.2 메시지 인코더/

디코더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동작 속도를 측정하였

다. 속도는 인코더 모듈, 디코더 모듈로 나누어 측정하

였고, 3절에서 기술된 주요 데이터 타입 별로 측정하였

다. 또한 장비에 따른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2개의 노트

북, 2개의 개발 보드에서 측정하였다.

인코딩, 디코딩되는 메시지 중 SignedData 메시지는 

SPDUs 메시지와 인증서 메시지가 서로 영향을 주

지 않는 조건에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 요소인 

SignerIdentifier 타입의 signer에 certificate가 아닌 

HashedId8 타입의 digest를 포함하였다[8].

표 8은 성능 분석을 위한 속도 측정에 사용된 노트북

과 개발 보드의 사양을 나타낸다.

Table. 8 Specification of the laptops and embedded 
boards

CPU RAM OS(Linux)

Samsung i7-3517U 8GB 4.3.3-303.fc24.x86_64 fedora

Lenovo i5-3360M 8GB
4.4.0-31.generic 
x86_64 ubuntu

Falinux ARMv6l 1GB 3.14.33 falinux

Huins ARMv7l 1GB 3.2.76 Achro-4210

속도는 각 모듈 별로 10,000번을 수행하여 평균을 계

산함으로써 측정되었다. 그림 12~18은 주요 메시지 별 

인코딩, 디코딩의 동작 속도를 4개의 장비별로 나타낸 

것이다.

속도 측정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Falinux 보

드에서의 속도가 다른 장비에서의 속도에 비해 가장 느

리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코딩의 속도

가 디코딩의 속도보다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메시지를 생성하는 모듈의 동작 이후 인코딩을 진행

하는 인코더 모듈과 달리, 디코더 모듈은 디코딩 과정 

후 메시지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

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Fig. 12 SignedDataPayload message encoding/decoding 
speed (micro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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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oBeSignedData message encoding/decoding 
speed (micro seconds)

Fig. 14 SignedData message encoding/decoding speed 
(micro seconds)

Fig. 15 Ieee1609Dot2Content message encoding/decoding 
speed (micro seconds)

인코딩과 디코딩의 속도 차를 백분율로 계산하여 살

펴본 결과, 가장 적은 속도의 차이로는 SignedData 

Payload 메시지의 인코딩, 디코딩을 레노버 노트북에서 

수행한 결과로 약 1.11%의 차이를 보였다.  가장 많은

Fig. 16 Ieee1609Dot2Data message encoding/decoding 
speed (micro seconds)

Fig. 17 ExplicitCertificate message encoding/decoding 
speed (micro seconds)

Fig. 18 ImplicitCertificate message encoding/decoding 
speed (micro seconds)

속도의 차이를 보인 것은 ExplicitCertificate 메시지를 

삼성 노트북에서 인코딩, 디코딩 했을 경우로, 약 

41.96%의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메시지 구조의 깊

이와 크기에 따라 인코딩, 디코딩의 속도에 영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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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 SPDUs 메시지

보다 인증서 메시지의 인코딩, 디코딩의 속도 차가 더 

크다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통신 보안 표준인 IEEE Std 

1609.2 메시지 인코더/디코더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설

계된 인코더/디코더는 IEEE Std 1609.2에서 정의한 

ASN.1 형태의 메시지 구조를 C 언어 데이터 구조로 변

환하고, 이를 COER 규격에 맞추어 인코딩하며, 수신된 

메시지를 반대로 디코딩한다. 이는 리눅스 환경에서 C

언어로 구현되었고, 2개의 노트북과 2개의 개발 보드에

서 그 성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코딩의 속도가 디

코딩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것과 메시지 구조의 크기

와 깊이에 따라 속도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현된 인코더/디코더는 동작 수행에 있어

서 더욱 유연성 있게 보완될 것이다. 또한 향후 연구로, 

구현된 인코더/디코더를 IEEE Std 1609.3[21]에 통합시

켜 연구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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