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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CT 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차량용 스마트키도 ICT 기술이 적용된 단말기이다. 따라서 차량과 스마트키가 RF통
신을 할 때, 사이버 해킹공격이 가능하다. 스마트키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차량 탈취 및 차량 통제권의 위협을 가져

다줄 수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량용 스마트키에 대한 해킹 공격 및 취약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과 스마트키에 대한 RF 통신에 대한 사이버공격 사례를 분석한다. 그리고 스마트키에 대한 실제 RF 사이버공격

을 시행하고, 동일 주파수대역의 전파 복제에 대한 취약점을 찾는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과 스마트키의 RF통신의 취

약점을 분석하고, 사이버보안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향후 자율주행차량의 대중화로 사이버 공격 및 보안성 강화 방

안은 인간 및 차량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new ICT technology, smart keys for vehicles are terminals with ICT technology. Therefore, 
when the vehicle and the smart key communicate with RF, a cyber hacking attack is possible. Cyber-attacks on smart 
keys can pose a threat to vehicle theft and vehicle contro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hacking attacks and 
vulnerabilities of smart keys for autonomous vehicles.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cyber attack case of RF 
communication for vehicles and smart keys. In addition, a real RF cyber attack on the smart key is performed, and the 
vulnerability of radio wave replication in the same frequency band is found.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vulnerability 
of RF communication between vehicles and smart keys, and propose a countermeasure against cyber security. In the 
future, plans to strengthen cyber attacks and security through the popular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will become basic 
data to protect human and vehicl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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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융합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에 관한 다양한 분야가 연구의 관심을 받고 있다. 융합 

ICT 기술은 4차 산업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일상생활 환

경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국방, 환경, 행정 등 다양한 

인간 활동 영역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 등장하는 자동차들은 소형차까지 스마트키가 

대중화된 상태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키를 꺼내지 않고 

도어 손잡이를 당기거나 검정 스위치를 터치하는 것만

으로도 잠금장치를 해제한다. 스마트키를 주머니에 넣

고 손잡이를 잡거나 버튼을 누르면 RF 통신(Radio 
Frequency Communication)으로 차량의 문이 열리고, 
시동도 걸 수 있어 차량에서는 편리한 장치이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스마트키의 취약점을 이용한 자

동차 도난 사건이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부쩍 늘어 사

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스마트키를 소지한 운전자가 차에 접근하면, 스마트

키는 RF 통신으로 차량과 단거리 전파를 지속적으로 전

파한다. 혹은 그 반대로 차에서 단파를 송신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 1은 스마트키의 RF통신 PKE(Passive Keyless 

Entry) 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Fig. 1 PKE system[1]

그림 2는 스마트키 작동순서를 나타내며 스마트키에 

의한 자동차 제어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스마트키 소지 후 차량 접근

②도어 핸들 접촉

③무선통신에 의한 ID 인증 후 도어락 해제

④탑승 후 Start/Stop 푸시버튼 작동

⑤무선통신에 의한 ID 인증 후 조향장치 해제 및 

엔진시동[2]

수동운전자동차와 반자동운전자동차가 자율주행차

로의 발전이 되면서, 인간의 편리성과 기술과 활용성을 

위한 자율주행차량기술 시스템들이 ICT 부품과 차량에 

보급되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차량의 도난에 따른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도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

이다.
차량의 도난에 따른 보안 장치 수요는 국내외에서 꾸

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스마트키의 자물쇠는 물리적

인 장치로만 사용되고 있다. 
자율주행차량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는, 바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자율자동차

의 스마트키 해킹에 대한 보안성 강화와 차량의 도난방

지를 위해 스마트키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취약점 분석 

및 보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차량 스마트키와 RF통신에 

대한 해킹 공격 및 취약점 보안 연구를 수행한다.

Ⅱ. 관련연구

2.1. 스마트키 기술

자동차 키 방식은 1940년대 후반 미국 자동차 회사인 

크라이슬러에서 키를 돌려 문을 열고 시동을 거는 '턴키 

스타터' 기술을 최초로 개발했다.

Fig. 2 Smart Key Operation Sequenc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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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80년대 자동차 키를 꽂아 돌리지 않아도 문을 

여닫을 수 있고, 시동이 가능한 '버튼식 무선 키(Remote 
Keyless Entry)' 기술이 개발됐다. 버튼식 무선 키는 

1990년대 '이모빌라이저(immobilizer)' 기술을 탑재하여 

키와 차량 간 고유 암호가 일치되면 시동을 걸 수 있다.
최근 신차의 스마트키는 'PASE(Passive Start and Entry)'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 운전자가 키의 버튼을 눌러야 하

는 버튼식 무선 키와 다르게 스마트키는 주머니에서 키

를 꺼내지 않고 문을 열 수 있다. 또 시동을 위해 키를 돌

리는 대신 스타트/스톱 버튼을 누르면 바로 출발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키는 운전석 근처에 허가된 키가 없으면 시동

이 걸리지 않고 핸들도 움직이지 않아 차량 도난을 방지

해준다.

2.2. 스마트키에 대한 S/W 보안 기술

NFC(Near Field Communication)는 RFID(Radio 
Frequency ID) 및 IC 카드에서 축적된 정보로 이루어진 

기술이다. 자율주행차량 스마트키의 NFC에 암호표준

인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를 사용한다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용으로 사용되었던 암호화 

알고리즘이기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스마트키에 NFC를 적용하면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물쇠와 같은 이동

제한 장치와 열쇠를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된다[3]. 

2.3. 전파차단 파우치

차량의 보안시스템이 해킹되지 않도록 다양한 차종

에 적용할 수 있고 GPS RFID 신호 Block용 파우치로 슬

림하고 경량 재질의 원단을 채용하고, 내측의 금색층은 

전파를 차단한다.
파우치 외측면은 이중의 봉제구조로 개인 소품을 보

관할 수 있으며 마그네틱 손상 방지 역할을 한다. 
휴대전화, RFID, RADER, GPS, Wi-Fi, Bluetooth 등

의 스마트폰의 다양한 신호도 차단한다.
마그네틱 보호기능으로 비접촉 신용카드 등의 기밀

데이터가 누출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본 파우치는 릴레

이 어택 피해방지 대책으로 설계되어 차량의 스마트키

를 넣어 두는 것만으로도 전파차단, 차량 도난방지[4]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다.

Ⅲ. 차량 스마트키 취약점 분석

3.1. 차량 스마트키 기능과 취약점 분석

차량의 양방향 통신에 의해 스마트키를 휴대하는 것

만으로도 잠금장치를 해지할 수 있고 시동까지 걸 수 있

는 최첨단 시스템이다. 벤츠에서 처음으로 적용됐고, 아
우디, BMW, 렉서스 등의 차종을 중심으로 적용되기 시

작했다. 현재는 현대, 기아 등 국산 자동차를 포함한 대

부분의 브랜드가 기본 사양으로 채택하는 추세이다.
스마트 ECU(Electronic Control Unit), Receiver, 실

내·외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기능과 접목하

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가 복사가 불가능해 분실 시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새 스마트키에 암호를 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

며 비용이 많이 든다.
PKE 시스템의 경우 보통은 1~3m의 짧은 거리에만 

전파가 도달하는데 도둑들이 이를 증폭해 300m까지 떨

어진 곳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 

무선 공격 및 RF통신에 대한 취약점이 있다.

3.2. 스마트키 공격분석 사례

스마트키 사이버 공격을 위해서는 팀플레이가 필요

하다. 증폭기를 휴대한 한 명이 쇼핑을 하는 운전자 뒤

에 붙고, 나머지(수신자)는 주차장의 자동차에 접근한

다. 증폭된 스마트키의 전파로 자동차는 차주의 스마트

키로 인식하게 된다.
공격자는 차의 문을 열거나 시동을 걸 수 있다. 스마

트키가 없어도 시동은 꺼지지 않는다. 물론, 시동을 다

시 걸 수는 없지만 자동차를 분해하거나 귀중품을 훔치

면 된다.
또, 특별한 해킹기술이 필요 없어 특별하지 않은 일반 

사람도 범죄를 할 수 있다. 중국의 해커 그룹이 20달러

에 구입한 장치(증폭기와 수신기)를 이용해 차를 훔치

는 장면을 연출한 바 있다[5].
PKE 기술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완전히 막을 방법이 

없으며 2017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보

안 관련 컨퍼런스 ‘HITBSecConf2017’에서 문제가 제

기된 바 있다[6].

3.3. RF 통신 공격을 위한 실험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실제 사이버 공격 실험을 위해서는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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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출시될 자율주행차량도 같은 출입 도어 시스템을 갖

추고 있어 일반적인 차량인 K사 S model 차량에 대해 

RF 해킹공격 실험을 하였으며, 실험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3과 같다.

Fig. 3 HackRF ONE Hacking Attack Experiment System

실험의 특성상 차량의 문이 잠김 상태에서 열기 위한 

실험으로 노트북을 그림 4와 같이 준비한다.
실험에 사용된 노트북 사양은 표 1과 같다.

Division Specification

CPU AMD Ryzen 5 - 3500U(2.10GHz)

RAM 20GB(DDR4 / 4G + 16G)

SSD 256GB

OS Microsoft Window 10 pro 64bit

Table. 1 Experimental notebook specification

Fig. 4 Preparation for radio analysis of car smart key

3.4. RF 공격 결과

그림 5의 RF 분석기는 HackRF가 수신한 주파수 스

펙트럼을 분석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용 소프트웨어의 

앱이다. 
AM(Amplitude Modulation Broadcasting) 및 FM 

(Frequency Modulation Broadcasting) 신호의 오디오를 

복조, 기록, 스펙트럼을 스캔하여 차량의 RF 통신 내용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 RF frequency analysis using smartphone RF 
analyzer App

그림 6인 URH(Universal Radio Hacker)는 윈도우 기

반 공개 소스(Open Source)며 라디오 주파수를 기본적

으로 지원하는 무선 프로토콜 조사 소프트웨어이다. 변
조 파라미터의 자동 검출과 신호의 손쉬운 변조를 가능

하게 해 주므로 RF 통신의 무선 비트와 바이트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 

Fig. 6 Universal Radio Hacker[7]

Fig. 7 Car smart key frequency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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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과 같이 스마트키의 주파수를 확인 한 후 

Frequency에 433.92Mhz에 입력을 하고 start 클릭한 후 

자동차 스마트키 도어 open 버튼을 4회 누르면서 그림 8
처럼 신호를 캡처하고 저장한다. 

Fig. 8 Car smart key frequency storage

저장된 스마트키의 주파수를 그림 9와 같이 전송하

면 그림 10과 같이 잠긴 자동차 문이 열린다.

Fig. 9 Car smart key frequency transmission

Fig. 10 Car smart key door open

Ⅳ. 스마트키 RF통신에 대한 공격 대응 보안 
방안

4.1. 스마트키에 대한 물리적 보안 방안

그림 11의 알루미늄 호일은 알루미늄을 얇게 압연한 

시트이며, 주재료는 금속인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기본

적으로 전자파를 차폐할 수 있다. 즉, 휴대폰을 알루미

늄 호일로 감싸면 휴대폰 기지국에서 보내는 신호를 휴

대폰에서 수신하지 못하도록 알루미늄 호일이 반사하

며, 반대로 휴대폰에서 보내는 신호도 알루미늄 호일 내

부에서 반사하여 기지국으로 전송하지 못하게 된다. 
그림 12의 전자파차단(EMF Shield) 스마트폰 파우치

는 두 개의 주머니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쪽 칸은 한 면

만 차단되고 뒤쪽 칸은 전면이 전파를 차단한다.
뒤쪽 칸에 스마트폰을 넣으면 RF 신호의 송수신이 

거의 제로(0)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전화 수신 시 벨소리

(진동)가 울리지 않게 된다.

Fig. 11 Aluminum foil

Fig. 12 Electromagnetic wave blocking smartphone p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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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스마트키에 대한 보안 대응 결과

차량의 RF통신 시스템과 스마트키의 통신을 위해 물

리적 해체 및 분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을 장착하고, IoT 기반의 RF 통신을 사용하고, 스마트키

를 사용하고자 할 때, 본인의 2차 인증을 사용하면 보안

성을 강화 할 수 있다. 
또한 무선통신에 대한 스마트키 전파 차단 테스트 결

과는 표 2와 같다.

Division Test result

①Aluminum (foil) Radio wave cutoff
(start and door lock not possible)

②Electromagnetic 
smartphone Blocking pouch

Radio wave cutoff
(start and door lock not possible)

Table. 2 Smart key radio wave test result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차량의 스마트키 전파를 복

제하여 차량을 탈취하는 취약점을 소개하였으며 이에 

대한 도난방지를 위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알루미

늄 호일 및 전자파차단 파우치실험을 통해 테스트 결과

를 제시하였다. 
그러한 이유에서 알루미늄 호일이 가장 전자파 차폐

(차단)를 잘하는 물질 중 하나이다. 실제 스마트키 사용 

후 알루미늄 호일 및 전자파차단 기능을 적용하여 스마

트키 케이스 대용으로 보관 사용 시 전파가 노출되지 않

아 보안에 안전한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자율주행차량의 NFC를 활용한 

통신방법과 보안 인증을 위한 암호화 프로그램 방식의 

스마트키 개발이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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