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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차량애드혹네트워크(VANET: Vehicular Ad-hoc Network)는 차량 간 통신을 통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응용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VANET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상호 인증이 보장되

어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그룹 기반 인증 프로토콜들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키 그룹의 반복사용으로 인한 ID노출

과 RSU(Road side Unit)의 DoS의 공격 위험에 대한 문제가 고려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강한 익명성이 지원되는 

인증 프로토콜을 위한 확률론적 접근방식을 제안한다. VANET 환경에서 제안된 구조를 몇 가지의 조건 하에서 성능

을 평가하여 제안한 구조가 프라이버시를 향상시키는데 더 효율적인 방식임을 밝힌다. 

ABSTRACT 

VANET(Vehicular Ad-hoc Network) is getting attention as an application to improve driver safety through 
inter-vehicle communication. For activation of VANET, privacy-preserving mutual authentication has to be 
guaranteed. In previous works, authors proposed various group-based authentication protocols. However, risks on ID 
exposure due to repeated use of group key and   RSU(Road Side Unit) DoS attack were not consider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probabilistic approach for robust anonymous authentication protocol. We evaluated our proposed method 
in a sets of criteria in VANET and verified it is an efficient solution for enhancing privacy. 

키워드 : 차량통신, 인증 프로토콜, 익명성, 확률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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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선 통신 기술이 빠르게 진전되고 광범위하게 적용

됨에 따라 VANET는 교통 시스템에서 도로의 효율성

과 운전자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응용으로 많은 관심

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VANET은 유선 인터넷에 연

결된 특정 지역의 도로 관리국(RA: Road Authority)과 

중계기(RSU: Road-Side Unit), 차량(OBU: On-Board 
Unit) 등의 노드들로 구성된다. 차량은 도로 상황에 관

련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파하거나 주행 시 비상사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송수신하는데, 대부분의 통신은 차

량 간(V2V) 또는 차량과 RSU(V2I) 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노드 간에 교환되는 메시지는 긴급성과 정확성

이 요구되고 있지만 무선 환경으로 인해 다양한 보안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VANET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들로는 

사용자의 가장, 메시지의 불법접근과 수정, 송수신 거

부, 네트워크의 장애 유도,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다. 특히 메시지 내에 실제 ID를 사용하는 경우 

적대자(adversary)는 차량의 ID를 쉽게 알 수 있다[1-2]. 
따라서 메시지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익

명성이 지원되는 상호인증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뢰기관을 통해 해당 노드의 ID를 추적할 수 있

어야 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대부분의 구조들은 익명성이 지원

되는 인증을 위해 공개키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

만 인증을 받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인증서는 차량의 

실제 ID를 확인할 수 있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몇 연구가

들은 차량의 ID를 감추거나 가명을 사용하는 방식들을 

제안하였다. 또한 동일한 가명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차량의 위치를 쉽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가

명을 수시로 변경하는 방식도 제안되었다[3-4]. 하지만 

이러한 구조들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중간 노드들(인증

서버, RSUs)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가정 하에서 제안

되었다. 
일반적으로 인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높은 익명성

의 수준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낮은 수준을 지원할 때 

보다 더 많은 자원사용(통신비용과 계산비용)을 필요로 

한다. 최근에 Xi[5] 등은 익명성 수준과 자원사용을 절

충할 수 있는 적응적 그룹 기반 익명성 인증 프로토콜

을 제안하였다. 그들의 구조에서 익명성 수준과 자원사

용 비용은 키 그룹의 크기(k)에 따라 좌우된다. 사용자

가 인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k를 크게 설정하면 프라

이버시 수준은 높아지지만 중간 노드인 RSU와 차량에

서의 계산비용이 증가하고, 반대로 k를 작게 설정하면 

프라이버시 수준은 낮아지지만 계산비용이 줄어든다. 
하지만 그들의 구조에서 야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

점이 있다. 첫째, 특정 차량이 정해진 시간에 동일한 장

소를 통과하는 경우에, 해당 차량은 특정 키 그룹을 반

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의 실제 ID가 노출될 확률

은 1/k보다 높아진다. 게다가 RSU가 ID를 알아내기 위

해 프로빙을 실시하고 사용자가 확률적 검증을 수행하

는 경우는 ID가 노출될 확률은 더 높아진다. 두 번째는 

적대가가 고의적으로 k를 크게 설정하여 RSU의 과부

하를 받게 하는 DoS 공격을 시도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익명성 수준은 높이면서 자원사용을 최

소화하고, RSU의 장애를 유발시키려는 DoS 공격을 줄

일 수 있는 강한 익명성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

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제안된 구조에 대한 프로토

콜을 기술한다. 4장에서는 성능 및 보안 분석을 설명하

고,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을 기

술한다.

Ⅱ. 관련연구

VANETs 환경에서 공개키를 사용하여 익명성이 제

공되는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Lu 등은 보안상 중간노드인 RSU는 보안상 안전하다

는 가정 하에서 그룹 서명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OBU들

에게 일시적인 익명성이 지원되는 인증서를 발급하는 

ECPP를 제안하였다[3]. 하지만 인접한 RSU들이 서로 

공모하여 차량을 추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인증서를 발

급받을 때마다 동일한 가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못한다. 
Mishra 등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메시지 인증을 통해 

차량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6]. 이 구조는 통신비용과 계산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

식이지만 중간노드인 RSU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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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두고 있다.     
Tan은 ID-기반 그룹 서명을 통해 차량의 프라이버시

를 보장하는 상호 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4]. 이 

구조에서 RSU들의 서로 공모한다고 하더라도 이동 차

량의 위치를 추적하기 어렵다. 하지만 인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동 차량이 동일한 가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적대자에게 ID의 노출이 가능하다. 
Hu 등은 RSU들의 공모나 내부 공격을 예방하고, 악

의 있는 적대자가 차량을 추적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 

Weil Pairing의 구조와 그룹 기반 (t, n) 한계점 서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익명성 프로토콜(ATCS)을 제안하

였다[7]. 하지만 이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증 처

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차량들(t)이 근거리에 

존재하여야 한다. 근거리에 있는 차량들이 고의적으로 

인증 처리에 협력을 하지 않는다거나 실제로 필요한 차

량들(t)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증 처리가 불가능한 구조

이다.  
Ma 등은 차량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통신을 할 때마

다 가명을 리필해 주는 2가지 방식을 제안하였다[8]. 이 

구조에서 모든 차량은 1개의 인증서를 관리하고, 가명

이 필요한 경우에 자신의 개인키를 사용하여 도로 관리

국(RA)에 메시지를 보내고 가명들을 수신하는 구조이

다. 따라서 RSU가 직접 인증을 수행하지 않지만 가명

을 생성해 주는 곳이 RSU가 아닌 도로 관리국 RA이기 

때문에 RA의 자원사용 부담이 있는 단점이 있다. 그리

고 차량들은 해당 지역을 벗어나면 RA로부터 새로운 

가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RA가 이동 차량을 추적할 

수 있다.

Ⅲ. 제안된 인증 프로토콜 구조

3.1. VANET구조

VANET에서 차량들은 WDSRC(Wireless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s)를 통해 다른 차량 또는 

도로에 설치된 RSU와 통신을 한다. 차량이나 RSU는 

송․수신한 메시지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디

지털 서명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노드는 

인증기관(Certificate Authority : CA)이 발부한 인증서

를 관리해야 한다.

그림 1. VANET의 구조

Fig. 1 Structure of VANET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프로토콜이 수행될 환경인 

VANET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인증서를 발부하는 

노드(CA)와 모든 차량들을 관리하는 노드(RA), 중간 

노드들(RSUs), 차량들(OBUs)로 구성된다. 기존의 구

조와는 달리 제안된 구조에서는 모든 차량들은 CA에 

의해서 생성된 k개의 인증서를 관리한다. 하지만 CA
는 어떤 인증서가 어떤 차량에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

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차량들에게 인증서들은 분배하

는 기관은 RA이며, 실제 인증 처리는 노드 RSU에게 

위임한다. 따라서 CA는 인증서를 생성하거나 갱신, 민
원이 발생한 경우의 분쟁 처리, 과부하에 따른 문제 등

을 처리하는 일들을 수행한다. RA는 차량들의 리스트

와 인증서들의 리스트, 폐기․갱신된 인증서들의 리스

트를 관리하고, 인증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3.2. 키 관리와 상호 인증

키 관리에 있어서 잠재적인 차량의 수와 실제 등록된 

차량의 수, 한 차량이 관리해야 하는 키 쌍이 각각 N과 

n, k라고 가정한 경우에 RA와 RSU는 kN(= n + α)개의 

키 쌍과 그 인덱스를 관리한다. 여기에서 α는 아직 등록

하지 않은 차량의 수를 나타내며, k개의 키 간에는 서로 

연관성이 없다. 모든 키 쌍은 여러 개의 키 그룹으로 나

뉘어서 관리된다. 그룹 조직을 융통성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든 멤버들은 인덱스로 순서화된 완전

이진 트리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잎 노드는 공개키이고, 
내부 노드는 각 서브그룹을 구분하는 서브그룹 I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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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키 그룹의 크기(Sg)는 멤버의 수로 최소(min)에서 최

대(max)로 가정한 경우에 1/2(N/min+n/max)를 만족해

야 하고, 각 그룹은 버전으로 구분된다. 
RA가 등록된 차량에 k개의 키 쌍을 분배하는 과정은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랜덤하

게 분배한다. 다시 말해서, 각 차량이 관리하고 있는 k
개의 키 쌍 중에서 몇 개가 같은 그룹에 중복되거나 각

각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할 수 있다. 각 사용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노드의 상위 레벨의 서브그룹 ID와 버전을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키 분배는 RA에 의해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CA나 RSU는 현재 어떤 노드의 키 쌍이 실

제 사용 중인 것인지 더미로 사용 중인지를 알지 못한

다. 또한 제안된 구조에서는 차량의 등록이나 취소, 할
당된 키 쌍들을 갱신하기 위한 동적인 키 관리를 지원

한다. 이전에 사용하던 키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갱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드의 키 

쌍들을 다른 키로 변경하고, 그 그룹의 버전을 변경한 

다음에 해당 그룹의 멤버들에게만 분배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인증 프로토콜은 입증 가능한 공

통 비밀 인코딩(verifiable common secret encoding)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익명성 인증을 받기 위

해서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키 그룹 중 특정 그룹 버

전의 서브그룹 ID와 버전을 RSU에게 전송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더 강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증을 받기 위

해 더 상위 레벨의 그룹 ID를 전송하면 더 많은 계산비

용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제안된 구조에서는 더 낮

은 레벨의 서브그룹 ID를 사용하여도 같은 수준의 익명

성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3. 제안된 프로토콜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룹 기반 인증을 위한 프로토콜

은 그림 2와 같다. 그룹 기반 인증 프로토콜은 인증 요

청자가 자신의 ID를 노출하지 않은 채 그룹 내의 한 멤

버라는 사실만을 알리고, 요청 메시지를 받은 RA는 요

청자의 실제 ID를 모르는 채 그룹 내의 정당한 멤버임

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인증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RSU는 자신의 ID와 공개 키, 현재 시간을 인증기관

의 개인키(Cert)로 암호화하여 방송한다. 
(2) OBU는 수신한 메시지를 인증기관의 공개키로 복호

화하여 RSU의 ID와 공개키를 알아낸다. 그리고 자

신이 생성한 세션키와 자신이 속해있는 그룹들 중의 

어느 한 그룹의 ID(GID), 그룹 버전(VG), 서브그룹 

ID(SubID), 현재시간(T2), 부가적인 정보(auth_self)
를 전송한다. auth_self는 AS에게 전송하는 메시지

로서 노드 RSU가 과부하 유도나 침입이 예상되는 

경우에 CA에게 전송하도록 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함이다.  
(3) RSU가 OBU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보고 과부하를 

유도하거나 침입이 예상되는 경우에 요청하는 단계

이다. 
(4) CA가 해당 차량에 대한 개인 인증을 수행하고 그 결

과를 별도로 관리하여 추후에 과금 여부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정상적인 요구인 경우는 true로, 비
정상적긴 경우는 false로 해서 전송한다. 특별한 경

우에만 단계 3과 4를 수행한다. 
(5) RSU는 랜덤 값 x를 생성해서 해당 서브그룹 멤버들

의 공개키로 암호화 한 다음에 OBU에게 전송한다. 
(6) OBU는 자신의 개인키를 사용하여 값 x′를 생성한

다. 그리고 새로 생성된 x′를 나머지 멤버들의 공

개키로 암호화하여 Pub1(x′), Pub2(x′), ..., Pubm 
(x′)를 생성한 다음 수신한 내용과 비교한다. 만일 

서로 일치하면 RSU에게 응답을 보내고 그렇지 않

으면 무시한다. 

⑴ RSU → OBUs: Cert(IDRSU, PubRSU, T1)

⑵ OBU → RSU: [SK, GID, VG, SubID, T2, 
auth_self]PubRSU 

     auth_self : [OBU, GID, VG, , SubID, [T2, 

RSU]PriOBU]PubCA

⑶ RSU → CA: [OBU, VG, T2, auth_self]PubCA 

⑷ CA  → RSU: [true/false, OBU, T3, [OBU, 
T3]PriCA]PubRSU 

⑸ RSU → OBU: [PubSubID(x), T4, GID, VG, 
[T4]PriRSU]SK

⑹ OBU → RSU: [x, Req, T5]SK

그림 2. 제안된 프로토콜

Fig. 2 Proposed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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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능과 보안 분석

이 장에서는 Rivest[9]에 의해서 제안된 구조(Rivest)
와 Xi[5]에 의해서 제안된 구조(Xi), 본 논문에서 제안

된 구조(Proposed)에 대해 차량의 계산비용과 보안성 

측면에서 비교분석한다. 본 시뮬레이션을 위한 네트워

크 모델을 다음과 같다.
(1) 공개키 암호화는 때문에 OBU내의 인베디드 프로세

서로 Intel SA-1110을 사용하고, RSU에는 Pentium- 
M 1.7Ghz를 사용한다. 

(2) 각 차량에 한 대의 RSU를 설치하고, 수신 감도와 전

송력은 -77dBm와 17dBm으로 설정한다. 
(3) RSU의 서비스 영역권 내에 동시에 존재하는 차량

의 수는 차량간의 물리적 공간을 감안하여 10대로 

제한한다. 
(4) 인증 요구 단말이 사용하는 공통 비밀 슬롯을 20으

로 한다.

4.1. 성능분석

Xi와 Proposed에서는 확률론적 인증 개념을 사용하

기 때문에 계산비용은 Rivest의 서명 방식에 비해 훨씬 

적게 들지만 Proposed는 Xi보다는 다소 처리 비용이 더 

든다. 다시 말해서, Xi와 Proposed가 Rivest보다 계산비

용이 적게 드는 것은 공통 비밀 슬롯을 모두 검증하지 

않기 때문이며, Proposed와 Xi의 차이는 키 검색 시간

에 기인된다. 
그림 3은 검증 비율에 따라 계산비용을 나타낸 것이

다. 검증 비율이 변함에 따라 Rivest은 계산비용에 영향

을 주지 않지만 Xi과 Proposed는 그 수준이 감소할수

록 처리 시간이 줄어든다. 그리고 Xi 구조와 Proposed 
구조에서의 차이는 RSU에서 키를 검색하는데 필요한 

계산비용 때문이다. 따라서 강한 익명성을 필요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처리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

게 된다. 

4.2. 보안성 분석

공개키를 기반으로 하는 구조에서 차량의 프라이버

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통 비밀 슬롯의 수를 늘리거

나 사용자가 관리하는 인증서의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

을 수 있다. 전자처럼 슬롯의 개수를 늘리면 키 관리 비

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계산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반면에 차량이 관리하는 인증서의 수를 늘리

는 경우에 키 관리비용을 제외하면 계산비용은 증가하

지 않는다. 

그림 3. 검증 비율과 계산비용

Fig. 3 Verification rate and the computational cost 

그림 4. 공개키의 수와 노출 비율

Fig. 4 Number of public key and expose ratio

그림 5. 검증비율과 노출비율

Fig. 5 Verification rate and expos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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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검증 정도를 70%로 했을 경우에 사용자가 

관리하는 키의 수에 따라 차량의 ID가 노출될 확률을 

나타낸 것이다. 인증서의 수가 증가할수록 차량의 ID가 

노출될 확률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Rivest의 구조와 Xi 구조, Proposed 구조에

서 인증서의 수를 1개와 2개, 3개로 했을 경우 ID가 노

출될 확률을 나타낸 것이다. Rivest의 구조는 확률론적 

익명성 개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노출 확률이 일정

하지만 Xi의 구조와 제안된 구조는 검증 정도에 따라 

노출 확률이 증가함을 나타낸다. 하지만 Proposed 구조

에서의 계산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고 더 높은 사용자 

프라이버시가 보장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더 빠른 응답 또는 프라이버시 조건

이 매우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 익명성 조건을 낮추면 

되고, 사용자가 프라이버시 요구조건을 강화하고자 하

는 경우는 약간의 통신 대역폭을 늘려줌으로써 더 강한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시스템의 성능과 차량의 프라이버시 수

준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강한 익명성이 지원되

는 인증 프로토콜을 위한 확률론적 접근방식을 제안

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 측면과 사용자의 프라

이버시 보장 측면을 비교분석하였다. 각 노드로 하여

금 k개의 인증서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계산 비용은 

줄이고 보안 강도는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키 

관리를 하는데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특정 차량

이 정해진 시간에 동일한 장소를 통과하는 경우에 사

용자의 프라이버시 보장의 강도가 더 높다는 것이 확

인되었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장애를 유발시키려는 

DoS 공격이 예상되는 경우에 더 강한 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추가하였다. 향후 필요한 연구과

제는 실제 VANET환경에서 제안된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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