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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스마트 카가 발 하면서 물리  키에서 스마트 키로 차량용 키도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

트 키에 한 해킹 도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 키의 보안은  요해지고 있다. 기존의 스마트 

키는 자동차 시스템이 부  된 후에 데이터 값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인증을 진행한다. 이러한 

방식은 시스템이 이미 부 된 상태이므로 여 히 해킹의 이 존재한다는 에서 안 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해 Python 코드 분리 기술과 APK 바이트 코드 분리 기술을 자동차 부

 코드와 엔진 APK의 바이트 코드에 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술이 용되지 않은 APK와  

용된 APK를 리패키징하여 해킹에 한 본 연구의 안정성을 검증하 다

1. 서론

   최근 자동차 키가 스마트 키로 진화하면서 키 복제나 

리패키징과 같은 보안 이 증가하고 있다. 코드 분리 

기술은 코드의 핵심코드를 사용자 인증키로 사용하는 기

술이다. 체 코드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의 코드를 선

택하여 분리할 수 있으므로, 분리되는 핵심코드는 사용자 

개개인의 고유한 키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핵심코드가 재조

립되지 않으면 체 시스템을 부 할 수 없고, 사용자의 

디바이스가 있고 인증이 성공했을 때만 코드 재조립을 통

해 시스템이 부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스마트 키의 

해킹 성에 응하기 해 Python 코드 분리 기술과 

APK 바이트 코드 분리 기술을 통한 스마트 카 보안 시스

템을 제안한다.

2. 련 연구

   [1]은 자바 소스코드 분리 기술을 활용하여 모바일 코

드를 보호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하지만 이 방법은 

JAVA코드에 한정되어 있고, 모바일 코드에만 용해 그 

결과를 검증했다는 에서 한계 을 지닌다. [2]는 사용자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애 리 이션 안에 악성행

를 통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을 삽입을 제안하 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가 애 리 이션 코드를 수

* 본 논문은 서울어코드활성화지원사업에서 지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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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3]은 양

방향 통신을 이용한 차량용 스마트 키 시스템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운 자가 키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자동차

의 작동이 가능한 Passive Entry 기술이다. 이는 기존 터

치 방식에서 발 된 형태이기는 하나, 데이터 값으로 인증

하므로 부  후 보안 이 있다는 에서 한계 을 가진

다. [4]에서 제시된 방법은 스마트폰의 보안을 지킬 수 있

는 별도의 애 리 이션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보통 

Launcher 애 리 이션을 통한 보호 기법들이 사용되는 

추세이다.

3. 제안 방법

(그림 1) 코드 분리

   코드 분리 기술이란 (그림 1)과 같이 본래의 소스 코드

에서 핵심이 되는 코드 일부분을 분리하여 사용자 디바이

스에 별도 장하는 기술이다. 실행 시에 분리된 코드와 

나머지 부분을 재조립을 통해 원래의 코드로 복원하여 사

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코드 분리 기술을 Secure 

Booting과 Secure Infotainment에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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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Secure Booting

(그림 2) Secure Booting

   (그림 2)는 Secure Booting의 작동 과정이다. 코드 분

리 모듈을 통해 자동차의 부 에 여하는 ROS Core를 

Core Code와 Remaining Code로 분리한다. 이때, Core 

Code가 사용자 고유의 키 역할을 하며, Core Code를 직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사용자와 키가 복될 험에

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분리된 Core Code는 

사용자 디바이스에, 분리되고 남아 있는 Remaining Code

는 스마트 카에 장한다. 이후 자동차의 부  시에 사용

자 디바이스의 앱을 통해서 사용자 인증 과정을 거친다. 

성공 으로 인증이 완료되면 Core Code가 스마트 카로 

송되어 Core Code와 Remaining Code의 재조립이 일어

나게 되면 본래의 Code가 완성되어 자동차가 안 하게 부

된다.

3.2 Secure Infotainment

(그림 3) Secure Infotainment

   (그림 3)은 Secure Infotainment System의 작동과정

이다. 자동차 부  이후 동작하는 Infotainment System

에 한 보안 역시 필요하다. 코드 분리 모듈을 통해 

Infotainment System의 애 리 이션을 Core Code와 

Remaining Code로 분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분리된 

Core Code는 사용자 디바이스에, 분리되고 남아있는 

Remaining Code는 Infotainment System 상에 장한

다. 이후 애 리 이션 동작 시에 사용자 디바이스로부

터 Core Code를 수신 받아 Remaining Code와 재조립

한다. 따라서 Core Code 없이는 앱이 작동되지 않기 때

문에 앱의 안 성을 보장할 수 있다.

4. 실험  평가

   제안 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해서 코드 분리 

기술을 활용하여 리패키징 공격 방어가 가능한지에 한 

실험을 진행하 다. 리패키징이란 앱의 제작 과정을 거꾸

로 하여 앱의 최  형태인 소스 코드로 변환한 후 소스 

코드를 수정하거나 다른 코드를 삽입하고 앱을 다시 제작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한, 환경을 동일하게 맞추기 

하여 같은 인포테인먼트 안에 있는 Engine Start 앱에 

용하여 검증하 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상에 존재하는 

Engine Start 앱은 단순히 엔진을 켜거나 끌 수 있는 기

능을 가진 앱이다. 코드 분리 기술을 용하지 않았을 때

와 용하 을 때 리패키징 가능 여부를 기 으로 실제 

해킹 에 해 응할 수 있는지 단하 다.

   코드 분리 기술을 용하지 않은 기존 시스템에 리패

키징 기술을 용하여 앱이 변조 가능한지 실험하 다. 이 

앱을 리패키징 기술로 변조하여 엔진을 켜거나 끌 때, 자

동차의 Speed값을 변조하는 부분을 추가하여 악성 앱으로 

변조하 다. 이때, 악성 앱이 정상 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 고 악성 앱의 Speed값 조작에 따라서 계기 의 

Speed값이 변경되었다.

   기존 인포테인먼트의 앱에 코드 분리 기술을 용하여 

핵심 코드를 분리한 후 리패키징 기술을 용하여 앱의 

변조가 가능한지 실험하 다. 코드 분리 기술을 사용한 제

안 시스템에서는 앱의 요 코드를 외부로 분리함으로써 

시스템의 코드를 알 수 없어 리패키징이 불가능하 다. 따

라서 이를 통해 코드분리 기술을 사용하 을 때, 요 코

드의 노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고 리패키징으로부터 핵심 

로직을 안 하게 보호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향후 연구

   논문에서는 코드분리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 스마트 키 

방식에서 더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하

다. 기존의 스마트 키 방식은 단순한 데이터 값으로 사

용자를 인증하기 때문에 부  후 에 해 취약하다. 

그러나 제안된 방식은 부 에 여하는 코드를 분리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는 방식이므로 부  후 을 원천 

차단하 다. 따라서 제안된 방식은 실험을 통해 기존의 

들에 해 보다 강력한 보안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좀 더 효과 인 사용자 편의성을 

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과 코드를 장해 둘 

사용자 디바이스를 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확 하는 것 등

이다. 한 실제 자동차 시스템에 용하여 안정성을 검증

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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