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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의 자동차 산업에서는 전장부품들의 기능안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매년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최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이 

탑재된 신제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고, 차량 내에는 이러한 

시스템을 위한 ECU(Electronic Control Unit)와 다양한 센서 등 

전자장비의 비중이 높아짐은 물론 전자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크기와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ISO 26262 국제표준이 

제안되었다. ISO 26262는 전장부품 및 전장시스템의 오작동이 발생할 

가능성과 이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평가를 

기반으로 각각의 전장시스템에 자동차 안전성 요구수준(Automotive 

Safety Integrity Level, ASIL)을 부여하고 각 수준별 만족해야 할 

요구사항을 제안하며, 전장부품 및 전장 시스템의 모든 생애주기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개발 방법을 제시한다. 

한편,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Robot Operating System, ROS)은 

로봇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의 빠르고 편리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다양한 라이브러리 제공과 활발한 개발 지원 커뮤니티 등 

기존의 자동차 플랫폼에서 제공해 주지 못하는 개발 편의성으로 인해 

근래에는 자율주행차량 시나리오 등 기존 전장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던 

복잡한 기능을 손쉽게 개발하기 위하여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새로운 

자동차 플랫폼으로 점차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ROS는 소프트웨어의 

빠르고 편리한 작성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자동차 플랫폼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안전 기능에 대한 고려가 기존의 자동차 플랫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이 논문에서는 ROS의 안전 메커니즘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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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6262에 정의된 소프트웨어 오류 구분을 비교하고, 현재의 ROS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 세 가지 정보교환 오류에 대한 개선된 

안전기능을 제안하여 ROS가 ISO 26262에 정의된 소프트웨어 오류를 

모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어 : ROS, 정보전달, ISO 26262, 기능안전, 배포구독모델, 접근제어 

학   번 : 2015-26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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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최근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주요한 관심주제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안전성 고려다. 새로운 차량용 소프트웨어들이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안전성 관련 사고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인 도요타 리콜사태로 유명한 캠리 차량 

소프트웨어의 예상치 못한 태스크 종료로 인한 급발진 사건 [1]을 

비롯하여, 최근의 JD 파워의 조사결과에서는 2015년 한 해 발생한 

자동차 리콜의 15%가 소프트웨어에 의해 발생하였고 이는 1300만대의 

차량에 영향을 끼쳤으며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리콜은 189 종류, 그 중 141건이 충돌과 같은 높은 위험을 

가지는 사례라고 발표되었다 [2]. 이렇게 차량 내 전자장치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전기/전자 시스템의 복잡도 증가로 인한 

효율적인 개발 프로세스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차량용 전기/전자 

시스템의 기능 안전 표준인 ISO 26262가 제안되었다. ISO 26262는 

자동차의 기능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 개념, 제품 개발, 생산 및 

운영을 포함하는 일련의 단계를 정의하고,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별로 제품 개발 규약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안전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오류들을 타이밍/수행 오류, 메모리 오류, 정보교환 

오류 세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각 영역별로 오류들을 세분화 하여 

이를 지키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안전한 차량용 

전기/전자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ISO 26262를 반드시 준수하여 

개발하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한편, ROS는 로봇을 위해 개발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ROS는 소프트웨어 모듈화 및 다양하고 편리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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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개발시의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고, 개발자들간 쉬운 협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 시간을 단축시키고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의 자동차 플랫폼들이 제공해 주지 

못하는 ROS의 장점들이 나날이 커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이고 빠르게 개발하는데 효과적이므로 자동차 

연구와 산업에도 점차 도입이 되고 있다 [3][4]. 하지만 지금의 ROS는 

편리하고 빠른 소프트웨어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따라서 

자동차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ISO 26262에 정의된 소프트웨어 

오류들 중 정보교환 문제인 위장 및 부정확한 곳으로 정보전달, 

통신채널 접근방해 그리고 잘못된 정보삽입에 대한 탐지 및 보호를 위한 

안전기법이 부재하다. 

자동차 및 IoT 그리고 로봇과 같은 임베디드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통신기능에 대한 요구와 이 때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안전한 정보교환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 중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 깊은 메시지 보호, 메시지 검증, 그리

고 접근 제어와 관련된 연구들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첫째로, 메시지보호 관련하여 다음의 연구들이 있다. 대표적인 자동

차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AUTOSAR에서는 안전한 정보교환을 위하여 

메시지의 헤더에 안전관련 정보를 추가하고 검사하는 라이브러리와 메시

지를 암호화하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 [5][6]. M. Singh등은 IoT 환

경과 V2V 환경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화하기 위

한 키를 Attribute를 조합하여 생성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7]. S. 

Raza등은 IoT 환경에서 메시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CoAP 프로토콜에 

DTLS 표준을 적용하였고 6LoWPAN의 헤더 압축기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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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둘째로, 메시지검증 관련한 연구들은 다음의 것들이 있다. Jeff 

Huang등은 통신참여요청 메시지를 가로채 통신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고 메시지가 전달되는 채널 중간에 메시지를 검사

하고 재전송할 수 있는 런타임 검증기법을 제안하였다 [9]. Daian, P등

은 자동차의 안전을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탑재된 각각의 

ECU마다 전송되는 메시지를 검사하기 위한 지역 모니터를 두고, 각각의 

지역 모니터에서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조건들을 모으고 제공하는 글로

벌 모니터를 두었다 [10]. L. González등은 여러 가지 IoT 서비스들이 

융합되는 상황에서 런타임에 동작을 검증하기 위하여 Mediation 

Platform을 두고 여기에 접속되는 다양한 디바이스의 메시지를 

CEP(Complex Event Processing) 엔진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11]. 

마지막으로 접근제어 관련 연구들로 다음의 것들이 있다. Kim, D.등

은 차량의 진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용 attribute 기반 접근 제

어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12]. 접근요청을 나타내는 CAN 메시지를 

디자인하였고, 이 메시지를 읽어 접근을 허가하는 ABAC 모듈을 제안하

였다. Russell Toris등은 외부 ROS 클라이언트가 ROS 시스템과 안전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제 삼의 인증서버를 통해 인증토큰을 획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접속을 허용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13]. S. Cirani등은 

IoT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사용자가 편리하게 상대방을 인

증할 수 있도록 OAuth 기반의 인증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14]. 

위의 연구들은 각각 주어진 환경에서 안전한 정보교환을 위한 

해결법을 제공하지만 안타깝게도, 위장 및 부정확한 곳으로 정보전달, 

통신채널 접근방해 그리고 잘못된 정보삽입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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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다루고 있거나, 런타임에 지속적이고 큰 오버헤드를 가지거나, 

개발자에게 많은 역할을 부여하여 정보전달의 안전성이 개발자의 역량에 

의존적이 되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ROS의 한계점으로 판별된 세 가지 정보교환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검사하는 접근제어 

기법과 메시지의 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잘못된 메시지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메시지 보호 및 검사를 위한 기법을 제안한다. 특히 

기존 연구들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통신에 참여하는 대상의 역할에 따른 

세세한 접근 제어가 가능하고, 런타임 오버헤드가 적으며, 개발자의 

개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기술적, 학술적 기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ROS에서 통신에 참여하는 최소단위로 세밀한 제어가 가능한 

RBAC(Role Based Access Control)를 디자인하였다. 통신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단위인 노드 단위로 접근을 제어하며, 또한 각각의 노드가 

참여할 수 있는 토픽을 특정하고 특정된 토픽에 노드가 참여하는 역할인 

배포자/구독자를 명시하여 이 역할에 따라 접근을 세밀하게 제어한다. 

둘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량의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런타임에 메시지의 보호를 위한 암호화/복호화 및 메시지의 내용 

검사를 위한 로직 등 안전한 정보교환을 위한 필수적인 연산을 수행할 

뿐 메시지 헤더를 추가하고 검사하거나 이를 위해 추가적인 메시지 전송 

혹은 암호화 키를 생성하기 위한 연산을 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개발자의 참여를 최소화한다. 개발자는 통신 참여를 위한 API에 접근 

제어 토큰을 추가하는 것 외에 메시지 배포와 구독은 기존과 동일한 

API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구현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고, 안전한 정보교환은 개발자 개개인의 역량과 상관없이 플랫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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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제공된다.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ROS와 ISO 26262에 대해 설명하고 ROS가 제공하는 

기능 안전 기법에 대한 배경지식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ISO 26262의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 요구사항 대비 ROS의 정보 교환 모델의 한계와 

제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4장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을 설명하고, 5장에서는 실험을 통한 해결책의 오버헤드를 

보여준다. 6장에서는 관련 연구들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7장에서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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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    경 
 

이 장에서는 본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배경 지식을 설명한다. 

2.1절에서는 논문의 대상 플랫폼인 ROS에 대해서 설명하고, 

2.2절에서는 ISO 26262 및 ISO 26262의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는 ROS에서 제공되고 있는 안전 

기능에 대해 설명한다. 

 

2.1 ROS 
 

ROS는 Willow Garage 로보틱스 리서치 연구소와 스탠포드 

인공지능 연구소에 의해 개발 및 유지관리 되고 있는 오픈소스 로봇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와 개발 지원 도구들의 집합이다. 로봇을 쉽게 

개발하기 위한 하드웨어 추상화, 저수준 디바이스 컨트롤, 표준 응용 

모델과 응용간 메시지 패싱 및 응용 패키지 관리, 용이한 개발을 위한 

각종 라이브러리와 디버깅 및 시각화 도구 등을 제공한다. 또한, C++, 

Python, LISP 등 다양한 개발언어를 지원하며, 응용 패키지 공유 및 

질의 응답을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개발자 지원을 통해 

기존 로보틱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소수의 개발자가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중복된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환경을 개선하여 여러 

개발자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림 1은 위에서 설명한 ROS의 

생태계를 도식화하여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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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OS 생태계 

 

다음은 ROS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소개로서 그림 2처럼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응용 계층 (Application Layer) 

 ROS 런타임 환경 (ROS Runtime Environment) 

 운영 체제 (Oper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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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OS 계층 구조 

 

응용 계층은 ROS를 탑재한 대상시스템의 기능과 동작을 위한 

서비스 로직을 담당한다. 응용 계층 소프트웨어의 세부 기능은 재사용이 

가능한 최소 단위인 노드(Node)로 나뉜다. 그리고 각 노드는 다른 

노드와 표준화된 통신을 하여 센서 정보를 주고 받거나, 획득한 센서 

정보를 연산하고 작동기(Actuator)를 컨트롤 한다. 로봇 컨트롤 

시스템은 보통 많은 수의 노드로 구성이 되는데, ROS에서 다수의 

노드로 응용을 구성하게 하는 이유는 첫째, 모듈화를 통한 코드 

복잡도를 낮추기 위함과 둘째, 개발언어 종속적인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개발 확장성을 위함이다. 

ROS 런타임 환경은 노드를 생성,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노드의 

모든 생애주기(Life Cycle)에서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노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발언어별 표준화된 프로그래밍 모델을 제공하고, 

작성된 노드를 컴파일하고 패키징 할 수 있는 도구, 패키징된 노드를 

설치하고 실행할 수 있는 도구, 실행되고 있는 노드의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또한 이 계층에서는 편리한 개발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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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표준화된 통신방법과 다양한 라이브러리 및 시각화/디버깅 

도구를 제공한다. 이 계층에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들과 시각화/디버깅 

도구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메시지를 통해 

정보를 주고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가장 아래 계층인 운영체제 계층에서 ROS는 리눅스나 윈도우와 

같은 기존 운영체제의 프로세스 모델, 네트워크 스택, 파일 시스템, 유저 

인터페이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ROS 응용 

노드들은 운영체제 계층의 프로세스로 맵핑되고, ROS 통신 로직은 

내부적으로 TC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일대일 통신 시 신뢰성 있는 

메시지 교환을 제공하고 있다. 개발자는 노드 구현 시 운영체제의 

시스템콜을 이용하여 파일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으며, 시각화 도구들 

또한 OS가 제공하는 그래픽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하여 작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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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ISO 26262 
 

ISO 26262는 안전과 관련된 자동차 전기/전자(Electric/Electronic, 

E/E) 시스템의 안전 향상을 위해 재정된 국제규약으로서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전자 시스템 개발 시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ISO 26262는 개별의 전기/전자 시스템 개발 시마다 

적용되며, 그림 3과 같이 안전관련 용어정의, 전반적 안전관리 요구사항 

정의, 컨셉 단계, 시스템 개발 단계, 하드웨어 개발 단계,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제품 생산과 운영 단계, 지원 단계, 그리고 폐기 단계까지 

해당 전기/전자 시스템의 전체 생활주기를 모두 다루는 표준화된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단계는 V 모델을 따라 

배치되어 있으며, 시스템 개발단계 이후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병렬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있다. 또한, 시스템 개발, 

하드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는 각 단계별 설계, 검증, 

평가를 위한 활동 방법과 산출물, 지침 등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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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SO 26262 개관 [15] 

 

ISO 26262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상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들에 대

해 시간과 수행(Timing and Execution), 메모리(Memory), 그리고 정

보 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각 

분류 별로 세부의 오류 상황을 정의하여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 시 설계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 요소들 사이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interference between software elements)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

의 되어 있는 오류를 회피하거나 혹은 오류 발생 시 이를 탐지 할 수 있

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제약하고 있다. 그림 4는 ISO 26262가 정의한 

소프트웨어 오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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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ISO 26262의 소프트웨어 오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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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ROS의 안전 기능 
 

ROS는 다음과 같은 안전 기능을 제공한다. 앞서 설명하였듯, 

ROS는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 외에 운영체제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따라서 아래의 안전 기능도 

운영체제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들을 다수 차용하였다. 

- 소프트웨어 워치독 타이머(Watchdog Timer) 

- 진단 시스템(Diagnostics System) 

- 메모리 보호(Memory Protection) 

- 전송 제어 프로토콜(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TCP) 

- 시간 정렬 필터(Time Sequencer) 

이 후 이 절의 내용은 위 다섯 가지 안전 기능에 대한 상세 설명이다. 

 

 소프트웨어 워치독 타이머(Watchdog Timer) 

소프트웨어 워치독 타이머는 소프트웨어의 오작동을 탐지하고 

복구하기 위해 쓰이는 타이머이다. 소프트웨어는 오작동 시 실행되어야 

하는 시나리오를 워치독 타이머에 등록한 뒤 워치독 타이머를 

시작시킨다. 정상상태의 소프트웨어는 주기적으로 타이머를 재설정하여 

소프트웨어가 정상 상태임을 알린다. 만약 정해진 시간 내에 워치독 

타이머가 재설정 되지 않으면, 워치독 타이머는 이를 소프트웨어의 

오작동으로 판단하고 등록된 복구시나리오를 수행한다. 소프트웨어 

오작동 시 동작하는 대표적인 복구시나리오는 소프트웨어 종료 및 

재시작, 소프트웨어 초기 상태나 마지막 저장된 상태로 복귀, 혹은 

소프트웨어가 사용하는 리소스나 연산량 감소 등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ROS에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워치독 타이머는 워치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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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머가 수행되는 위치에 따라 원격 워치독 타이머, 근접 워치독 

타이머 두 가지로 제공된다. 

원격 워치독 타이머의 경우 워치독 타이머는 독자적인 노드인 

wdtMonitor 노드로 존재한다. 원격 워치독 타이머를 사용하고자 하는 

노드는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한다. 워치독 생성 시 워치독의 

이름과 워치독 카운트 시간을 전달하여 생성하고, 생성된 오브젝트의 

start/stop/reset 메소드를 사용하여 제어한다. 만약 원격 워치독 

타이머를 사용하는 특정 노드가 원격 워치독 타이머의 재설정을 

실패하면, wdtMonitor 노드는 ROS_ERROR 메시지를 

/robot/watchdogResets 토픽으로 배포한다. 하지만 토픽 배포 후 

소프트웨어 종료 및 재시작 등과 같은 상태 복구를 위한 메커니즘은 

제공하지 않으므로, 개발자는 이를 위한 추가 노드를 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접 워치독 타이머는 워치독 타이머를 사용하는 노드안에 스레드로 

동작한다. 근접 워치독 타이머를 사용하고자 하는 노드는 타임아웃 

시간과 타임아웃 검사 주기, 그리고 타임아웃 시 실행할 오류 

시나리오의 함수 포인터를 인자로 근접 워치독 타이머를 생성한다. 이후 

원격 워치독 타이머와 동일하게 start/stop/reset 메소드를 사용하여 

타이머를 제어한다. 워치독 타이머 재설정 실패 시 등록된 함수를 

실행시킴으로써 소프트웨어 상태 복구를 한다. 그림 5는 ROS가 

제공하는 두 가지 워치독 타이머 메커니즘을 도식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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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ROS 워치독 타이머 메커니즘 

 

 진단 시스템(Diagnostics System) 

로봇 및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각 부분이 정상동작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플랫폼은 이를 위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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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일관되고 표준화된 방법이 필요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상위 수준의 상황요약을 통해 시스템의 전체 상태를 

판단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세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OS의 진단 시스템은 하드웨어 드라이버 및 로봇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정보를 수집하여 개발자 및 운영자가 분석, 문제해결, 

로깅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진단 시스템은 내부적으로 진단 정보를 수집 및 배포하고 분석 

관찰하기 위한 다 수의 도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도구는 메시지 

배포와 구독을 통해 진단 정보를 주고 받는다.  

표 1은 진단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도구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시스템을 여러 도구로 나누어 놓은 것은 다양한 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도구명 담당 기능 

diagnostic_updater 진단 정보 수집 및 배포 

diagnostic_aggregator 취합 및 분류 

rqt_robot_monitor 관찰 

diagnostic_analysis 오프라인 분석 

표 1. ROS 진단 시스템 도구들 

 

진단 정보의 수집 및 배포를 위해서 개발자는 diagnostic_updater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진단 정보를 보내고자 하는 시점에 update() 

메소드를 실행시킨다. diagnostic_updater는 update() 메소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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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되면, 개발자가 미리 등록해 둔 callback을 실행시킨다. 이 

callback은 DiagnosticStatusWrapper 오브젝트를 인자로 받는데, 

개발자는 이를 이용하여 보내고자 하는 진단정보를 작성한다. callback의 

수행이 끝나면 diagnostic_updater는 진단 메시지를 배포한다. 

배포된 메시지는 diagnostic_aggregator를 통해 취합 및 분류 

과정을 거친다. 이는 다양한 노드에서 배포하는 진단 메시지를 용도에 

맞게 분류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예를 들어 각 센서 제조사별로 작성된 

진단 메시지를 분석하여 이를 동일한 종류의 센서 진단 메시지로 

가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단계를 거친 진단 정보는 다시 

/diagnostic_agg 토픽으로 배포된다. 

구분과 분류가 끝난 후 재 배포된 진단 정보들은 그림 6과 같이 

rqt_robot_monitor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진다. 사용자는 이 도구를 

이용하여 로봇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고 분석하고 문제 발생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rqt_robot_monitor는 현재 진행중인 진단 정보 

외에 과거 진단 결과에 대해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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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ROS Robot Monitor [16] 

 

마지막으로 diagnostic_analysis는 ROS의 모든 메시지들을 

rosrecored 툴로 저장한 결과인 bag 파일에서 진단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CSV(Comma Separated Values) 파일로 변환시켜 오프라인에서 

진단 정보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메모리 보호(Memory Protection) 

ROS는 노드가 사용하는 메모리의 보호를 위하여 ROS가 동작하는 

운영체제의 메모리 보호 메커니즘을 이용한다. 현재 ROS에서는 

리눅스를 기반으로 프레임워크를 설계 및 구현하였으므로, 리눅스의 

메모리 보호 정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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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의 메모리 관리 서브 시스템은 물리적인 메모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상 메모리를 제공한다. 가상 메모리는 여러 

프로세스들이 물리 메모리를 공유하도록 하여 실제 시스템이 제공하는 

메모리보다 더 많은 메모리를 가진 것처럼 프로세스들에게 넓은 

주소공간을 보여준다. 각 프로세스는 각자 독립된 주소공간을 갖는 

것처럼 보이며, 이 주소공간은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한 프로세스는 

다른 프로세스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프로세스가 바라보는 가상의 

주소는 운영체제와 메모리 관리 장치(Memory Management Unit, 

MMU)를 통하여 실제 물리주소로 변환된다. 이 때 변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상 메모리와 물리 메모리는 페이지라는 고정 단위로 

나뉘고 가상 페이지와 물리 페이지간의 변환 및 현재 할당된 물리 

메모리 관리 등을 위하여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한다. 만약 한 

프로세스가 요구하는 가상 메모리가 물리 메모리에 적재되지 않은 

상태라면, 프로세서는 페이지 테이블에서 올바른 테이블 엔트리를 찾을 

수 없다. 이 경우 프로세서는 운영체제에게 페이지 폴트(Page Fault)가 

발생했다고 통보한다. 이 과정에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한 가상 주소가 

해당 프로세스에게 허용되지 않은 것이라면, 운영체제는 이 프로세스를 

종료시킴으로써 다른 정상적인 프로세스의 동작을 보호한다. 또한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에는 할당된 메모리의 접근 제어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코드영역에 데이터를 쓰려고 시도하거나 반대로 데이터영역을 

실행하려고 하는 등의 프로세스가 접근 제어 정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 그림 7은 가상 메모리가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 물리 메모리 주소로 변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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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가상 메모리의 물리 메모리 주소 변환 [17] 

 

 전송 제어 프로토콜(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TCP) 

ROS의 토픽기반 배포 구독 메시징은 내부적으로 배포자 구독자 간 

일대일 TCP 연결을 맺도록 되어있다. 이 절에서는 TCP의 여러 기능 

중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제공하는 기능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TCP는 IP 프로토콜의 상위 프로토콜로서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패킷 손실, 패킷 순서 뒤바뀜, 패킷 중복, 데이터 오류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토콜로서 일대일 통신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보장한다. 이러한 기능은 그림 8과 같이 TCP가 정의하는 

헤더를 통해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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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신뢰성 있는 메시지 전송 관련된 TCP 헤더 필드 [18] 

 

TCP는 전송하는 TCP 세그먼트마다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여 

전송한다. 수신 측에서는 전송 받은 세그먼트의 Checksum을 계산하여 

계산결과가 올바르면 ACK, 그렇지 않으면 NAK을 전송한다. NAK가 

전달되는 경우 송신 측에서는 해당 세그먼트를 재 전송한다. 또한, 

세그먼트가 전송 중 손실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송신 측에서는 

세그먼트를 보낸 후 타이머를 동작시킨다. 만약 타이머가 종료된 

시점에도 해당 세그먼트에 대한 ACK를 받지 못하면, 마지막 ACK를 

받은 세그먼트 이후의 세그먼트를 재전송한다. TCP는 위 설명한 

Sequence Number를 통하여 데이터의 중복 전송, 데이터 손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데이터에 대한 복구를 한다. 그리고 

Checksum을 이용하여 손상된 데이터에 대해 재전송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올바른 데이터를 전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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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정렬 필터(Time Sequencer) 

앞 서 설명했듯, ROS는 배포 구독 시스템을 사용하여 노드간 

통신을 지원한다. 하나의 토픽에 배포 노드가 많은 경우 구독 노드에 

메시지 도착 순서가 각 메시지가 생성된 시간에 따라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로봇 제어 시스템과 같이 시간 순서에 따른 처리가 중요한 노드를 

위하여 ROS는 시간 정렬 필터를 제공한다. 

시간 정렬 필터는 메시지 헤더의 타임스탬프에 따른 시간 순서를 

보장한다. 시간 정렬 필터는 생성 시 토픽구독정보, 최소지연시간, 지연 

검사 주기, 대기열 크기의 네 가지 파라미터를 받는다. 또한 생성이 

완료된 후,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전달 받기 위한 callback을 등록해야 

한다. 시간 정렬 필터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우선 토픽구독정보를 

이용하여 토픽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다. 전달받은 메시지는 대기열에 

타임스탬프 시간에 따라 오름차순 정렬되어 저장이 된다. 지연 검사 

주기마다 대기열에 저장된 메시지의 타임스탬프를 보고 최소지연시간이 

지난 메시지에 대해서 callback을 수행한다. 만약 이미 callback이 

수행된 메시지보다 이전의 타임스탬프 값을 가지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경우는 메시지를 폐기한다. 그림 9는 시간 정렬 필터의 동작을 도식화 

하여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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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시간 정렬 필터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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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문제정의 
 

이 장에서는 본 논문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적용되는 대상 시스템

인 ROS 통신 아키텍처와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고 ISO 26262의 소

프트웨어 기능 안전 구분과 ROS의 안전 메커니즘들을 비교한다. 이후 

비교의 결과로 파악된 ROS 정보교환 모델의 한계점에 대해 설명한다. 

 

3.1 시스템 모델 
 

본 논문에서 설명할 문제와 개선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은 자동차 

시스템에 적용된 ROS 통신 아키텍처이다. 그림 10은 이를 도식화 하

였다. ROS에서는 노드 단위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통신에 참여한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는 노드들은 ROS가 설치된 

다수의 ECU에 나누어 배치되고 ros_comm library가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여 다른 노드와 통신을 한다. rosmaster는 통신을 위한 정보를 

관리하는 데몬으로서 ROS가 탑재된 모든 ECU들 중 하나에만 위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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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시스템 모델 

 

다음은 ROS 통신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한다. ROS 노드간 통신은 

토픽 기반 배포-구독 모델을 사용한다. 통신 메커니즘은 크게 통신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메타데이터 교환단계와 실제로 각 노드간 

연결을 맺고 메시지를 교환하는 메시지 교환단계로 이루어진다. 

메타데이터 교환단계에서는 메시지를 배포하고자 하는 노드가 

rosmaster와 TCP 연결을 맺고 노드가 메시지를 배포할 토픽의 이름을 

노드 자신의 이름, IP 주소와 함께 홍보(advertise)한다. 마찬가지로 

구독하고자 하는 노드에서도 rosmaster와 TCP 연결을 맺고 메시지를 

구독할 토픽에 대해 구독(subscribe)하겠다는 의사를 노드 자신의 이름, 

IP 주소와 함께 전송한다. rosmaster는 한 토픽에 대한 구독/배포 

노드들에 대한 정보 갱신이 있을 때마다 이를 토픽에 참여하고 있는 

노드들에게 알려준다. 메시지 교환단계에서는 구독 노드는 

rosmaster로부터 전달받은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여 배포 노드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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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TCP 연결을 맺는다. 이후 배포 노드는 자신과 연결된 모든 구독 

노드들에게 ROS가 정의한 메시지 형식에 따라 메시지를 전송 한다. 

ROS는 디렉터리 서비스(Directory Service)인 rosmaster를 이용하여 

다 수의 노드 간 느슨한 다대다 통신을 지원한다. 그림 11은 위 과정을 

도식화 하였다. rosmaster와 노드 사이의 녹색 선은 메타데이터 

교환단계, 노드 사이의 노란색 선은 메시지 교환단계를 나타낸다. 

 

 

그림 11. ROS 통신 방식 

 

3.2 ISO 26262의 소프트웨어 오류 구분과 ROS 안전 기능 

비교 
 

2.2장에서 설명한 ISO 26262에 정의된 소프트웨어 오류들 중 일부

는 2.3장에서 설명한 ROS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안전 기능들로 표 2와 

같이 탐지 혹은 방지 될 수 있다. 동그라미는 해당 오류를 방지할 수 있

는 안전 기능, 세모는 해당 오류를 탐지할 수 있는 안전 기능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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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ROS 안전 기능과 ISO 26262의 소프트웨어 오류 비교 

 

소프트웨어의 타이밍과 수행에 관련된 오류들의 경우 소프트웨어 워

치독과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검출할 수 있다. 이 분류의 하위 오류는 

수행의 중단, 데드락, 라이브락, 부정확한 실행 시간의 할당, 소프트웨어 

요소들 간의 부정확한 동기화로 나뉜다. 소프트웨어 워치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수행 중 필요한 리소스를 할당 받지 못하고 장시간 대기하는 

경우나 리소스 보호를 위하여 사용한 세마포어등의 동기화 메커니즘의 

사용 오류로 데드락이 걸리는 경우를 탐지하고 소프트웨어 재설정과 같

은 복구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프로그램 수행이 되고 있으나 실제 유

용한 일을 하지 못하는 라이브락과 특정 소프트웨어 코드 구간을 수행하

는데 계획된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 및 소프트웨어 요소간 동기

화를 잘못하여 예상하지 못한 논리 흐름을 보이는 경우는 진단 도구를 

사용해서 탐지하고, 개발자는 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메모리관련 오류 검출의 경우는 운영체재의 메모리 보호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제공된다.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가상메모리 메커니즘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별다른 노력 없이 소프트웨어가 사용하고 있는 메

모리가 잘 보존되고 다른 소프트웨어가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을 침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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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게 보호된다. 따라서 한 소프트웨어의 메모리 관련 오류가 다른 소

프트웨어로 전이 되지 않는다. 

ROS의 토픽기반의 배포-구독 시스템은 정보교환 오류 검출 및 해

결의 많은 부분을 운영체재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브 시스템의 TCP 

프로토콜에 의존해 해결한다. 구체적으로 정보의 중복, 정보의 상실, 정

보의 오염, 정보가 각 수신자에게 다르게 전달되는 문제와 정보가 일부 

수신자들에게만 전달되는 문제를 TCP의 신뢰성 있는 정보전달 메커니

즘을 이용해 보장한다. 시간 순서가 맞지 않는 정보는 시간 정렬 필터를 

사용해 보정할 수 있다. 지연된 메시지의 경우 또한 시간 정렬 필터가 

이를 탐지해서 사용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오류 상황에 대

응할 수 있다. 

 

3.3 ROS 정보교환 모델의 한계와 제약 
 

4.2장의 비교를 통하여 ROS의 토픽기반의 배포-구독 시스템은 

ISO 26262 정보교환 오류 분류 중 아래의 것들을 고려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 위장 및 부정확한 곳으로 정보전달 

- 통신채널 접근방해 

- 잘못된 정보삽입 

 

문제를 정의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표 3과 같이 용어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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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T 토픽 

PT 토픽 T에 대한 배포자 노드 

ST 토픽 T에 대한 구독자 노드 

MPT, MST 배포자와 구독자의 메타데이터, 

{노드이름, IP주소, T} 

mPS 배포자와 구독자 사이 전달되는 메시지 

표 3. 문제 설명을 위한 용어 

 

위장 및 부정확한 곳으로 정보전달의 경우는 mPS를 계획되지 않는 

PT가 보내거나, 계획되지 않는 ST가 읽어가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한 

원인을 ROS에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ROS 배포-구독 시스

템이 PT와 ST를 확인하지 않는 익명 배포-구독 시스템이기 때문에 발

생한다. 즉, 통신을 원하는 노드 누구나 PT 혹은 ST로 T에 참여한 뒤 

mPS를 전송하거나 수신할 수 있고, ROS의 배포-구독 시스템은 이를 컨

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노드가 실행되면, 노드 관리를 담당하는 

roscore가 해당 노드의 이름 기준으로 이미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 할 

뿐 rosmaster는 통신 참여를 위한 PT의 홍보시점과 ST의 구독시점에서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PT의 메타데이터 MPT와 ST의 메타데이터 

MST의 교환을 돕는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T에 접근 가능한 PT와 

ST를 분별하고 분별된 PT와 ST만 T에 접근 가능하도록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mPS가 평문으로 교환되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 

mPS는 패킷 분석 프로그램으로 내용이 간단히 파악될 수 있으며 원하지 

않는 곳으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따라서 mPS의 내용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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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채널 접근방해는 ST가 계획되지 않은 많은 수의 mPS를 받아 

ST의 메시지 버퍼가 오버플로우 되어 계획된 중요한 mPS를 받을 수 없

는 상황을 의미한다. ROS의 프로그래밍 모델은 고정 주기로 루프를 수

행하고, PT는 이 루프 안에서 mPS를 보내므로 만약 ST가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은 mPS를 받는다면 이는 계획되지 않은 PT가 T에 참여한 상황이

다. 이 또한 T에 참여할 수 있는 PT를 분별하고 이에 대한 접근만 허가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잘못된 정보삽입의 경우는 토픽 T에 대한 배포자 노드 PT가 토픽 

T에 대한 구독자 노드 ST로 잘못된 내용이 담긴 mPS를 전송 시 발생한

다. PT가 mPS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고 보내고 ST가 mPS에 대한 올바른 

값의 범위를 검사하지 않게 되면 이를 사용하는 ST는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 필요한 레이더 센서의 오류로 PT가 잘

못된 센서 값을 배포하고 이를 경로 계산을 하는 ST가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차량 경로를 올바르게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ST가 mPS를 사용하

기 전 올바른 값의 범위인지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의 통신 시나리오는 운전자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타이밍 제약을 가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자율

주행의 경로 계획(Trajectory Planning)의 경우 100ms 마다 자동차에 

탑재된 다 수의 센서들로부터 정보를 받고 최적의 경로를 계산해야 한다

[19]. 만약 센서들로부터 정보를 받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경로 계획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되고 타이밍 제약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 

ROS에서 메시지 전달 일 회에 소요되는 시간이 제어 메시지의 값과 같

이 작은 메시지의 경우 약 0.56ms 이고, 카메라 이미지와 같이 큰 메시

지의 경우 약 14ms 임을 감안하고 다 수의 센서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 메커니즘은 반드시 적은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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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ROS 정보 교환 모델의 한계와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 T에 참여할 수 있는 PT와 ST를 분별한 뒤 접근을 제어하는 방법, 

(2) mPS의 내용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3) ST가 mPS를 사용하기 전에 값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며, 

이 방법들이 적은 오버헤드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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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안전성 개선된 ROS 통신 메커니즘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설명한 ROS 안전 기능의 한계점을 개선하

기 위한 방법을 설명한다. 먼저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기술 유

사도에 따라 접근 제어 문제(1)와 메시지 문제(2)(3) 두 가지로 재분류 

하였다. 

제안하는 기법들은 그림 12와 같이 도식화 될 수 있다. Node 

Metadata Supervision은 rosauth를 디자인하여 통신에 참여하고자 하

는 PT와 ST가 올바른 접근권한을 가지는 경우에만 MPT, MST를 등록하

여 통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Safety Reinforced Message는 

ros_comm library를 개선하여 PT와 ST가 주고받는 mPS를 암호화하여 

전송하여 mPS의 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보호하는 기능과 ST가 mPS를 받

기 전 값의 유효성을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후의 내용은 

Node Metadata Supervision과 Safety Reinforced Message에 대한 설

명과 제안한 기법에 대한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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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제안하는 안전 기법 다이어그램 

 

4.1 Node Metadata Supervision 
 

안전에 관련된 주요 토픽에 대해 접근을 제어 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표 4는 제안하는 기법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이다. 

 

용어 설명 

ATPT, ATST PT와 ST의 접근권한  

d(ATPT), d(ATST) 각 접근권한에 대한 다이제스트 

표 4. 접근 제어 설명을 위한 용어 

 

첫 단계로 접근을 허가하기 위한 대상을 분류한다. 이를 위해 자동

차 소프트웨어 설계 시 통신 과정을 정의 하고 보호해야 할 T에 참여할 

대상인 PT와 ST에 대한 관계를 파악한다. 이렇게 파악된 PT와 ST에게는 

접근권한 ATPT와 ATST를 부여한다. 다음 단계로 이를 런타임에 검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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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을 통해 접근 제어정보

를 구조화 한다. 접근 제어정보에 담기는 내용은 보호하고자 하는 T를 

상위 태그로 PT와 ST의 이름과 접근권한에 대한 다이제스트 d(ATPT) 

및 d(ATST)를 기록한다. ATPT와 ATST를 직접 저장하지 않는 이유는 

접근권한이 없는 PT와 ST로부터 접근권한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림 

13은 odom 토픽과 tf 토픽에 대한 접근 제어 리스트 예제이다. odom 

토픽은 odomPublisher1, odomPublisher2 두 PT가 배포하고 

odomSubscriber1 ST가 구독할 수 있도록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tf 토픽에 대해서 tfPublisher1 PT가 배포가 가능하고, 

tfSubscriber1, tfSubscriber2 두 ST가 구독 가능하다. 

 

그림 13. 배포-구독 모델 접근제어 정보 예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성된 접근제어 정보는 새로 디자인된 모듈인 

rosauth에서 런타임에 활용한다. 그림 14는 rosauth의 배포자 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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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의사코드이다. 

 

그림 14. rosauth의 PT 인증 의사코드 

 

특정 T에 배포 하고자 하는 PT는 MPT와 ATPT를 rosmaster에게 

전달하고 rosmaster는 이를 다시 rosauth에게 전달한다. rosauth는 접

근제어 정보를 바탕으로 전달받은 MPT의 T가 등록되어 있는지 비교한

다. T가 등록되어 있다면 다시 MPT의 PT의 이름이 해당 T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달받은 ATPT에 대한 단 방향 해시를 이용한 다이제

스트 d(ATPT)를 추출하여 등록되어있는 d(ATPT)와 비교하고 일치되는 

경우에만 rosmaster에 MPT를 등록하고 배포한다. ST의 경우도 구독 요

청 시 MST와 ATST를 rosmaster로 전달하고, rosauth의 인증과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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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MST가 rosmaster에 등록되고 배포된다. 이를 통해 PT와 ST를 분류

하고 분류된 PT, ST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위장 및 부

정확한 곳으로 정보전달 문제의 두 원인 중 신뢰할 수 없는 PT, ST로 인

한 원인과 통신 채널 접근 방해 문제의 신뢰할 수 없는 PT로 인한 원인

을 해결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PT, ST가 통신에 참여요청 시 일 회에 한하여 신뢰

성을 검사하게 되므로 mPS 교환 시 지속적인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는

다. 

 

4.2 Safety Reinforced Message 
 

Safety Reinforced Message는 mPS의 내용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과 ST가 mPS를 사용하기 전에 값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표 5는 제안하는 기법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이다. 

 

용어 설명 

K AES 암호화 키 

E(K, M) 평문 M에 대한 AES 암호화 

CM E(K,M)의 결과로 얻어진 암호문 

D(K, CM) CM에 대한 AES 복호화 

표 5. 메시지 보호 설명을 위한 용어 

 

TCP를 통해 전달되는 mPS는 네트워크 패킷 분석 프로그램으로 

내용이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보 교환 시 암호화 하여 전달한다. ros_comm librar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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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가 배포한 mPS를 TCP로 전송하기 전 직렬화를 하고 직렬화된 mPS의 

길이를 표현하기 위한 4 바이트를 직렬화된 mPS의 앞에 붙인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이를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암호화 한다. 

처음 4 바이트에 대한 Cmlen  E(K, mlen)와 나머지 CmPS  E(K, 

mPS)을 각각 구하고 전송한다. ST의 ros_comm library는 TCP를 통해 

전달된 데이터의 처음 4 바이트를 읽어 mlen  D(K, Cmlen)를 구하여 

직렬화된 총 mPS의 길이를 확인하고 이 길이만큼 TCP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mPS  D(K, CmPS)을 구한 뒤 역 직렬화 과정을 거친다. 역 

직렬화된 mPS는 ros_comm library 내부 모듈인 MSG Checker에게 

전달된다. MSG Checker는 mPS가 가지는 값의 유효범위를 판단하는 

로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동 명령을 담당하는 

geometry_msgs/Twist의 linear velocity값이 최대 40 m/s (144 

Km/h)를 넘는 경우 이를 무시한다. 이를 통해 올바른 범위의 값을 

가지는 mPS에 대해서만 user callback을 통해 ST에게 전달한다. 

AES 암호화/복호화에 사용되는 대칭키 K가 바이너리에 그대로 

보이게 되면 이를 이용하여 mPS가 유출될 수 있다. mPS에 대한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ros_comm library에 K를 구성하는 각 바이트를 seed 

바이트와 각각 Exclusive OR 연산하여 바이너리에 숨겨두고 런타임에는 

이를 다시 seed 바이트와 Exclusive OR 연산한 뒤 조합하여 전달하는 

API를 제공한다. 그림 15는 K를 숨기기 위한 예제코드와 

바이너리에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방법은 효율적인 키 보호 방법일 

뿐 아니라 바이너리에 키가 보이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런타임에 송신 

측과 수신 측에서 정해진 시간마다 키를 생성하여 암호화하는 방식의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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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K를 숨기기 위한 API와 바이너리 결과 예제 

 

4.3 제안한 기법 분석 
 

Node Metadata Supervision과 Safety Reinforced Message는 

ROS의 세가지 문제인 위장 및 부정확한 곳으로 정보전달, 통신채널 

접근방해, 잘못된 정보삽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들이다. 이 세 

문제는  T에 참여할 수 있는 PT와 ST에 대한 접근 제어방법, mPS의 

내용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ST가 mPS를 사용하기 전에 값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 절에서는 제안한 기법이 어떻게 위 

세가지 방법을 제공하는지 분석한다. 

Node Metadata Supervision 기법에 따라 보호해야 할 T에 참여할 

수 있는 PT에 대한 인증절차 𝒫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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𝐸𝑛𝑡𝑟𝑦 𝑖𝑛 𝑎𝑐𝑐𝑒𝑠𝑠 𝑐𝑜𝑛𝑡𝑟𝑜𝑙 𝑙𝑖𝑠𝑡: ϕ = (𝑀𝑃𝑇
𝜙

, d (𝐴𝑇𝑃𝑇
𝜙

)) 

𝑅𝑒𝑞𝑢𝑒𝑠𝑡𝑖𝑛𝑔 𝑎𝑐𝑐𝑒𝑠𝑠 𝑐𝑜𝑛𝑡𝑟𝑜𝑙 𝑃𝑇: 𝛼𝑃  =  (𝑀𝑃𝑇
𝛼 , 𝐴𝑇𝑃𝑇

𝛼 ) 

𝒫 ⟺  ∃ ϕ: (𝑀𝑃𝑇
𝛼 . 𝑇 =  𝑀𝑃𝑇

𝜙
. 𝑇) 

                         ∧ (𝑀𝑃𝑇
𝛼 . 𝑛𝑎𝑚𝑒 =  𝑀𝑃𝑇

𝜙
. 𝑛𝑎𝑚𝑒) 

                         ∧ (𝑑(𝐴𝑇𝑃𝑇
𝛼 ) =  𝑑(𝐴𝑇𝑃𝑇

𝜙
)) 

 

유사하게, 보호해야 할 T에 참여할 수 있는 ST에 대한 인증절차 

𝒮은 다음과 같다. 

𝐸𝑛𝑡𝑟𝑦 𝑖𝑛 𝑎𝑐𝑐𝑒𝑠𝑠 𝑐𝑜𝑛𝑡𝑟𝑜𝑙 𝑙𝑖𝑠𝑡: ϕ = (𝑀𝑆𝑇
𝜙

, d (𝐴𝑇𝑆𝑇
𝜙

)) 

𝑅𝑒𝑞𝑢𝑒𝑠𝑡𝑖𝑛𝑔 𝑎𝑐𝑐𝑒𝑠𝑠 𝑐𝑜𝑛𝑡𝑟𝑜𝑙 𝑆𝑇: 𝛼𝑆  =  (𝑀𝑆𝑇
𝛼 , 𝐴𝑇𝑆𝑇

𝛼 ) 

𝒮 ⇔  ∃ ϕ: (𝑀𝑆𝑇
𝛼 . 𝑇 =  𝑀𝑆𝑇

𝜙
. 𝑇) 

                       ∧ (𝑀𝑆𝑇
𝛼 . 𝑛𝑎𝑚𝑒 =  𝑀𝑆𝑇

𝜙
. 𝑛𝑎𝑚𝑒) 

                       ∧  (𝑑(𝐴𝑇𝑆𝑇
𝛼 ) =  𝑑(𝐴𝑇𝑆𝑇

𝜙
)) 

 

PT와 ST가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필요조건 𝐴𝑇𝑃𝑇
𝜙
와 𝐴𝑇𝑆𝑇

𝜙
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두 수식에서 d (𝐴𝑇𝑃𝑇
𝜙

)  와 d (𝐴𝑇𝑆𝑇
𝜙

)  는 단방향 해시 

함수를 이용한 다이제스트 이므로 rosauth로부터 𝐴𝑇𝑃𝑇
𝜙
와 𝐴𝑇𝑆𝑇

𝜙
를 역으로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다른 PT와 ST로부터 전달되는 

𝛼𝑃와  𝛼𝑆 는 ros_comm library를 통해 rosmaster와 PT, ST간 

TCP연결을 사용하여 전달되는 메시지이므로 Safety Reinforced 

Message 기법에 의해 𝐶𝛼𝑃   E(K, 𝛼𝑃 ),  𝐶𝛼𝑆   E(K,  𝛼𝑆)로 AES 

암호화되어 보호되므로 𝐴𝑇𝑃𝑇
𝜙
와 𝐴𝑇𝑆𝑇

𝜙
 또한 유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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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수 있는 PT와 ST에 대한 안전한 접근 제어가 가능하다. 

Safety Reinforced Message 기법에서 mPS는 CmPS  E(K, mPS) 

과정을 거쳐 전송되고 다시 mPS  D(K, CmPS) 과정을 거친다. 암호화 

과정에 사용되는 K는 ros_comm library 내부에서 seed 바이트와 

exclusive OR로 구하여 사용하고 PT와 ST간 직접 전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송과정에서 패킷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CmPS가 유출되어도 

K를 알 수 없으므로 평문 mPS를 얻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ST로 mPS가 전달되기 전 MSG Checker를 통해 값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므로 PT로부터 전달된 잘못된 mPS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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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험 및 검증 
 

이 장에서는 4장에서 제안한 기법에 대한 오버헤드를 실험을 

통하여 평가한다. 

 

5.1 실험 환경 
 

제안한 기법에 대한 오버헤드를 실험하기 위하여 표 6과 같이 

실험환경을 구성하였다. 

Hardware Software 

Processor Intel Core i5-6260U OS Ubuntu 16.04 

Memory DDR4 16 GB ROS Kinetic Kame 

Storage 512 GB SSD 

ROS 

Applications 

Kobuki core 

Network 
Intel 10/100/100 Mbps 

Ethernet 
Kobuki soft 

Robot Kobuki Kobuki node 

표 6. 실험환경 구성 

 

그림 16. 실험을 위한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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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는 그림 16과 같이 Kobuki 로봇과 Kobuki 로봇에 제어 

명령을 내리는 Intel NUC PC를 USB로 연결 구성하였다. Kobuki는 

ROS 개발 진영에서 다목적 교육 및 연구용 이동 로봇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동 연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동작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센서 및 로봇암 등을 설치할 수 있고, 로봇을 구동하기 위한 

ROS 패키지들이 제공되므로 손쉽게 개발할 수 있다 [20]. 

소프트웨어는 2016년 5월에 공개된 ROS 최신 버전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NUC PC에 Ubuntu 16.04을 설치하고 그 위에 최신 버전인 

Kinetic Kame을 설치 한 후 제안한 기법을 구현하였다. 또한 Kobuki 

구동을 위한 최신 버전 패키지들을 설치하여 실험환경을 구성하였다. 

 

5.2 실험 구성 
 

제안하는 해결방법의 오버헤드를 측정하기 위한 Metric으로 

1,000개의 메시지 전송시간을 측정하였다. 전송하는 메시지의 크기는 

ROS가 제공하는 표준 메시지 종류별 크기를 분석하여 메시지 종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컨트롤을 위한 작은 크기의 메시지 종류 하나와 

영상과 오류분석 등을 위한 큰 메시지 종류 하나를 택하였다. 작은 크기 

메시지로는 Kobuki를 동작시키는 메시지인 geometry_msgs/Twist의 

크기 350 bytes로 정하였고, 큰 크기의 메시지로는 카메라 센서로부터 

전달되는 sensor_msgs/Image가 1080p 크기의 raw 이미지 사이즈를 

전달하는 경우인 3.11 Mbytes로 정하였다. 측정 비교대상 메커니즘은 

제안하는 방법의 적용 전과 후, AUTOSAR에서 정보전달 오류를 위한 

안전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E2E Protection[5]과 Crypto 

Abstraction[6], 그리고 ROS에서 안전한 통신을 위한 연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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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RV[8]를 비교하였다. 

 

5.3 실험 평가 
 

 geometry_msgs/Twist 

컨트롤을 위한 작은 메시지 크기에 대해 제안하는 해결 기법의 

오버헤드 실험결과는 그림 17과 같다. 그래프는 350 bytes 크기의 

메시지 전송 시간 1,000회의 누적을 보여준다. 기법 적용 전에 비해 

8.69%의 오버헤드가 발생하였고, 이는 E2E+Crypto기법의 11.44%에 

비해 2.75% 낮고 ROSRV기법의 102.01%에 비해 월등히 낮은 

오버헤드를 보여준다. E2E+Crypto와의 오버헤드 차이는 E2E 헤더를 

추가하고 헤더가 추가된 메시지를 전송하고 다시 E2E 헤더를 검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ROSRV의 경우 배포 노드로부터 전달되는 

메시지를 가로채 검사한 뒤 다시 구독 노드로 메시지를 보내는 구조 

때문에 메시지 전송 시간이 두 배가 되어 메시지 보호를 위한 암호화 

메커니즘이 없음에도 큰 오버헤드를 가진다. 

제안하는 기법의 평균 메시지 전송 시간은 기법 적용 전에 비해 약 

0.05ms 증가에 그쳤으므로 자동차 시스템 컨트롤 시 타이밍 

요구사항에 미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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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제안된 기법의 작은 메시지에 대한 오버헤드 

 

 sensor_msgs/Image 

영상 분석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큰 메시지 크기에 대해 제안하는 

해결 기법의 오버헤드 실험결과는 그림 18과 같다. 그래프는 3.11 

Mbytes 크기의 메시지 전송시간 1,000회의 누적을 보여준다. 기법 

적용 전과 비교하여 23.26%의 오버헤드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E2E+Crypto 기법의 34.64%에 비해 11.38% 낮은 수치이다. 또한 

ROSRV의 111.92%와 비교하여 약 1/5의 오버헤드를 가진다. 

제안하는 기법의 평균 전송소요시간은 3.3ms 증가하였다. 메시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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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커짐에 따라 메시지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복호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으나 이는 메시지의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시간이다. 또한 영상 분석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메시지들은 수십에서 수 

백 ms의 타이밍 제약을 가지는 것을 감안하면, 수 ms의 적은 

오버헤드를 감수하여 큰 메시지 전송에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8. 제안된 기법의 큰 메시지에 대한 오버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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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관련 연구 
 

이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여러 임베디드 

환경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메시지보호 관련 연

구, 메시지검증 관련 연구, 접근제어 관련 연구의 세 카테고리로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일부 복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연구의 경우 주된 연구방

향을 고려하여 정리하였다. 

 

 메시지보호 관련 연구 

대표적인 자동차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AUTOSAR는 소프트웨어 모

듈간 안전한 정보교환을 위하여 E2E Protection[5]과 Crypto 

Abstraction Library[6]를 제공한다. E2E Protection은 메시지에 헤더

를 추가하거나 읽을 수 있는 라이브러리로서, Sender는 메시지에 헤더를 

추가하고, Receiver는 Sender로부터 받은 메시지의 헤더를 검사하여 오

류를 찾을 수 있다. 헤더에 추가되는 필드는 데이터 ID, 카운터, 

Checksum, Timeout 탐지이다. 데이터 ID는 통신 연결마다 고유한 값

을 부여하여 Receiver가 정해진 Sender가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데이

터를 받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카운터는 데이터를 보낼 때마다 증가하

여 데이터의 반복, 소실, 추가, 순서 뒤바뀜으로 인한 오류를 검출한다. 

Checksum의 경우는 데이터가 오염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Timeout 탐지는 Receiver에서 이전에 수신된 데이터와 현재 수신된 데

이터를 비교하여 전달받은 데이터의 신선도(Freshness)를 측정하기 위

해서 사용한다. Crypto Abstraction Library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제공

한다. 이를 통해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고정된 크기로 나누어 암호

화 한 뒤 주고 받음으로써 메시지를 보호한다. E2E Protectio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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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 Abstraction Library의 사용으로 AUTOSAR는 ISO 26262에 

정의된 정보교환 오류를 탐지 혹은 방지 할 수 있다. 하지만 E2E 

Protection은 매 데이터마다 헤더를 추가하고 분석해야 하는 오버헤드

가 있으며, 이 과정을 개발자가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Crypto 

Abstraction Library 또한 개발자가 데이터 암호화를 직접 해야 하며, 

암호화에 필요한 키 또한 직접 관리 해야 한다. 

M. Singh등은 IoT 환경과 V2V 환경에서의 안전한 통신을 위하여 

브로커 기반의 배포-구독 모델인 MQTT을 개선하였다 [7]. 제안하는 

기법은 Attribute Based Encryption (ABE)를 사용하여 AES 암호화 키

를 생성한다. 기법은 구체적으로 네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첫 단계는 모

든 배포자와 구독자가 브로커에 자신의 attribute를 등록 한다. 브로커는 

attribute들을 모아 universal attribute set을 만들고 이를 배포자/구독

자에게 배포한다. 두 번째 단계는 암호화 단계로서 배포자는 전달받은 

attribute들을 조합하여 암호화 키를 만들고 이 키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암호화한다. 세 번째 단계는 배포단계로 배포자는 MQTT를 확장한 

spublish 메시지 포멧을 통해 브로커로 전송하고 브로커는 이를 구독자

들에게 전송한다. 마지막 단계는 복호화 단계로서 구독자가 attribute를 

조합하여 키를 생성한 후 메시지를 복호한다. 이 방법은 암호화 키를 조

합하는 방법을 배포자/구독자 사이에 공유함으로써 메시지를 보호한다. 

하지만, 암호화 키를 조합하기 위한 attribute 수집과 배포 시점에 모든 

배포자/구독자가 통신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과 attribute 조합 로직을 

개발자가 작성해야 하고 배포자/구독자 간에 미리 공유되어야 하며 통신 

채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S. Raza등은 IoT 환경에서 메시지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18]. CoAP 프로토콜에 안전한 통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DTLS 표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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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였고, DTLS에 의한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하여 6LoWPAN의 헤

더 압축기법을 적용하여 타임 오버헤드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방법은 IoT 환경에서 UDP 기반의 CoAP과 같은 일회성 메시지 교환 

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 지속적인 메시지 교환을 지원하기 위한 

TCP기반의 구독-배포 메시징 방식의 프로토콜에 적용하기 어렵다. 

 

 메시지검증 관련 연구 

Jeff Huang등은 로봇의 안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 접근을 

컨트롤하고 메시지 교환을 런타임에 감독하는 ROSRV를 제안하였다 

[8]. ROS 배포-구독 모델에 RVMaster를 두어 rosmaster에게 전달되

던 통신 참여요청을 가로채고 이를 통하여 통신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

에 대한 접근 제어를 호스트 단위로 한다. 또한, 통신에 참여하고자 하

는 대상들은 통신 참여 요청의 결과로 관심 있는 토픽에 참여하는 상대

방의 정보를 받는 대신, RVMaster가 관리하는 Monitor의 정보를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구독자는 Monitor에 TCP 연결을 하고 Monitor는 다

시 배포자에게 TCP 연결을 하게 된다. 이후 Monitor는 배포자와 구독

자 중간에 위치하여 배포자로부터 전달되는 메시지가 올바른 범위의 값

을 가지는지 검사한 뒤 구독자에게 전달 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ROS를 

수정하지 않고 위의 기능들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통신 접근 제

한을 호스트 단위로 제공하므로 토픽에 참가하는 대상을 세세하게 제어

하지 못하고, Monitor 가 배포자와 구독자 중간에 위치하여 전달되는 메

시지를 분석하고 다시 전송하기 때문에 추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오버

헤드가 발생하며, 메시지가 평문으로 교환되므로 메시지의 내용이 유출

될 수 있다. 

Daian, P등은 자동차의 안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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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9]. 자동차에 탑재된 각각의 ECU마다 전송되는 메시지를 검사하

기 위한 지역 모니터를 두고, 각각의 지역 모니터에서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조건들을 모으고 제공하는 글로벌 모니터를 두었다. 안전을 체크하

기 위한 로직을 정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과 이를 C 언어로 변환

해 주는 도구를 제공하여 안전 로직의 모듈화 및 재사용이 용이하게 한

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역 모니터와 글로벌 모니터 사이의 메시지 

전송이 필요하며 이는 기법 적용 전에 비교하여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날 

수 있으므로 타이밍 제약의 위반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L. González등은 여러 가지 IoT 서비스들이 융합되는 상황에서 런

타임에 동작을 검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20]. 제안하는 방법은 

Mediation Platform을 두고 여기에 접속되는 다양한 디바이스의 메시지

를 CEP(Complex Event Processing) 엔진을 이용하여 분석한 뒤 타당

하지 않은 수행을 탐지하고 막거나, 이벤트에 따른 정해진 규칙을 수행

하거나 QoS를 보장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자가 밝히고 있듯이 구조적으로 모든 메시지가 CEP 엔진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타임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접근제어 관련 연구 

Kim, D.등은 차량의 진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용 attribute 

기반 접근 제어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10]. 진단정보를 저장하거나 

읽어가기 위한 요청을 표현하는 CAN 메시지를 디자인 하였고, 이 CAN 

메시지를 받아 요청한 ECU 접근을 허가 또는 불허하는 것을 판단하는 

ABAC(Attribute-Based Access Control) 모듈을 제공한다. ABAC 

모듈에서는 두 개의 테이블을 통해 접근을 제어하는데 하나는 접근 

요청이 가능한 ECU와 해당 ECU가 요청을 할 수 있는 주기를 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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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가지는 테이블이고, 다른 하나는 접근 요청의 대상이 되는 

목적지 ECU와 이 목적지 ECU에서 읽기, 쓰기와 같은 가능한 작업들에 

대한 규칙을 표현하는 테이블이다. ABAC는 CAN 메시지를 받은 뒤 

이를 두 테이블을 비교하여 접근 제어한다. 이 방법은 진단 정보에 대해 

ECU간 효율적인 접근 제어를 제공하지만, ECU 내부 소프트웨어 

모듈별로 세세한 제어가 불가능하고 CAN 프로토콜에 의존적이다. 

Russell Toris 등은 외부 ROS 클라이언트가 ROS 시스템과 안전한 

연결을 맺고 메시지를 교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11]. 사용한 메커

니즘은 SSL연결을 통하여 메시지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부 클라이언트

에 대한 인증을 제공하기 위하여 External Authenticator를 두었다. 

External Authenticator는 외부 클라이언트들의 리스트와 접근 레벨, 그

리고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다. 원격으로 접속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는 

External Authenticator로 우선 SSL연결을 통해 접속하여 이름과 비밀

번호를 전달한다. External Authenticator는 클라이언트가 보낸 정보를 

확인한 뒤, 인증과정을 거친 후 클라이언트에게 클라이언트의 IP, 접속

하고자 하는 ROS 시스템의 IP, 접근 레벨 정보 및 보안 키가 담긴 토큰

을 전달한다. 토큰을 전달받은 클라이언트는 접속하고자 하는 ROS 시스

템과 SSL 연결을 맺고 토큰을 ROS 시스템으로 전달한다. 토큰을 받은 

ROS 시스템은 토큰의 내용을 확인하고 외부 클라이언트를 인증한다. 이

후 ROS 시스템과 외부 클라이언트는 SSL 연결을 통해 ROS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이 방법은 ROS 시스템과 외부 클라이언트가 ROS 

메시지를 안전하게 보내고 받을 수 있지만 토픽 별로 통신에 참가 하는 

것을 제어할 수 없다. 

S. Cirani등은 IoT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사용자가 편리

하게 상대방을 인증할 수 있도록 OAuth 기반의 인증 서비스를 제안하



 

 51 

였다 [19].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로직을 개발하는 

대신, IoT-OAS에 서비스 사용자를 인증하는 과정을 위임하고 인증이 

완료된 사용자에 대해 서비스 요청 토큰을 생성하여 발급해 준다. 이후 

서비스 사용자는 서비스 요청 토큰과 함께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고, 서

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요청 토큰을 IoT-OAS에 전달하여 서비스를 사

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서비스 개발 시 인증 과정을 

대행해 주는 모듈이 있으므로 편리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하지만 IoT-OAS와 인증 관련 데이터를 주고 받는 타임 오버헤드가 발

생하며, 구독-배포와 같은 다대다 통신에 적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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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ROS는 코드 재사용과 다양한 개발지원 도구 및 활발한 커뮤니티를 

통한 협업모델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로봇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최근에는 자동차 영역에서도 자율주행과 

같은 복잡한 시나리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고 있다. 한편, 나날이 

복잡해져 가는 차량용 전기/전자 시스템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ISO 26262가 재정되었으나, 현재의 ROS는 

개방과 공유에 중점을 둔 플랫폼으로서 ISO 26262가 정의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오류를 탐지하거나 막는데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ISO 26262가 정의한 오류들 중 정보 교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ROS의 전송 교환 방식을 

개선하여 접근 제어를 통해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과, 암호화를 통하여 메시지 내용을 보호하고 구독 메시지를 

검사하여 메시지 내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개선안은 최신 버전의 ROS에 구현되었고 실험을 

통하여 오버헤드를 측정 하였다. 

이를 통하여 차량용 신규 기능 개발 시 ROS를 활용하여 빠르고 

편하게 개발함은 물론, ISO 26262를 준수하는 안전한 기능 개발이 

가능해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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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hancing ROS Safety 

Mechanisms for ISO 26262 

Functional Safety Requirements 

 

Hyungju Le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One of the increasing and utmost topics in recent automotive industry 

is the importance of functional safety in electric/electronic (E/E) 

systems. To address functional safety issues in automotive industry, 

an international standard called ISO 26262 has been proposed. ISO 

26262 suggests standardized methods to guarantee safety of an E/E 

system by analyzing hazards, assessing risks, and providing 

development criteria to each E/E system. 

ROS (Robot Operating System) is a software platform for robot 

development which aims providing approachable methods and 

functionalities for robot software development. With variety of 

development conveniences, it has recently been adopted to 

automotive industry to provide systems for complex scenarios such 

as autonomous driving. However, safety in ROS is not yet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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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 which is critical to be a part of automotive system. 

In this paper, I evaluate ROS functional safety mechanisms for ISO 

26262 software functional safety requirements and propose two safe 

communication mechanisms to fulfill the lacks which are items in 

exchanges of information category; masquerade or incorrect 

addressing, blocking access to a communication channel, and 

insertion of information. The proposed mechanisms are firstly access 

control to ROS communication which solves unintended channel 

participation, and secondly message protection and validation which 

solves eavesdropping and influences from faulty messages. 

 

Keywords: ROS, Exchange of information, ISO 26262, Functional 

Safety, Pub/sub model, Access control, Exchange of information 

Student Number: 2015-26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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