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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자동차가 전동화 되고, 스스로 운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며 컴퓨터의 역

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카들은 혁신적 자동차 기술 발전

및 컴퓨터 기술 발전과 더불어 보편화된 기술이 되었다. 이는 곧 포렌식

관점에서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및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자동차 포렌식은 차량 사고 시 스키드 마크의 길이를 측정하여

속도를 계산하는 물리적 포렌식, 그리고 네비게이션의 목적지나 경로를

분석하고, 블랙박스에 기록된 동영상을 분석하는 등의 포렌식이 이루어

졌다. 이는 차량 자체에 대한 포렌식이라기 보다는 외부 장착기기 또는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였다. 또한 획득 데이터가 부정확 하거나 교차 검

증이 불가능하여 신뢰성 확보 차원에도 문제가 있었다.

현재의 자동차 포렌식은 자동차 내부에 장착된 EDR 자료 분석 또는

OBD 단자에 획득 기기를 연결한 분석,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

이 같은 스마트폰 연동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분석에 이를 정도로 발전되

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획득 및 분석을 위한 장치와 시스템 설치가 법

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라, 데이터 획득이 수월하지 않다. 또한 차량 내

부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매우 적을 뿐더러 스마트폰 같은 외부 기기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별도의 모바일 포렌식 등을 통해 증거를 획득해야 하

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지금 출시되어 판매가 늘고 있는 부분자율주행기능을 갖춘 전기

차들의 경우 차량의 구조가 매우 발전되어 새로운 포렌식 방법의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들의 특징은 첫째 자율주행을 위해 수많은 센서가 추가 탑

재되고 여기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있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들이 늘어나고 있다. 둘째 자동차 ECU가 통합되어 중앙 집중식 컴퓨터



가 탑재되고 통합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운영된다. 이는 자동차가 컴퓨터

화 되어 포렌식을 위한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OTA, V2X 기능들을 갖춤으로써 외부와 연결되어 무선으로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해지고 이는 생성된 데이터들에 대한 교차 검증이 가능해

진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법적으로 자동차 운행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를 갖추도록 강제하고 수집 데이터의 종류와 저장 방식 등을 규정하

고 있다.

상업적으로도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 자동차 설계, 보험료 계산 등의 방

식으로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보여 데이터의 저장 및 획득에 유인이 되

고 있다.

축적된 데이터는 자동차 내부의 메모리에 저장되거나 연결된 스마트폰

또는 제작사의 서버에 저장될 것이다. 문제점은 데이터의 용량이 너무

방대하다는 것이다. 모바일 포렌식에서도 스마트폰의 저장 용량이 커지

면서 데이터의 획득 및 선별,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에 수집되는 데이터의 경우 모바일보다 용량이 훨

씬 클 것으로 예상되어 데이터 분석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미 오랜 기간 사용되어 신뢰성과 정확도가 확보

된 항공기의 사고조사 및 유지보수 프로그램인 FOQA(Flight Operations

Quality Assurance) 도입을 제안한다. 획득한 데이터를 3D 시뮬레이션으

로 시각화함으로써 사고 조사의 경우 핸들위치, 변속기 위치, 가속페달

위치 등을 사고 당시 상황으로 재현하여 판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일반 증거 수집의 경우에도 차량 내부 카메라 및 인포테인먼트 정보를

통하여 운전자의 생체정보, 동승자정보, 목적지정보, 결제정보 등을 수집,

재현하여 독자적인 증거뿐 아니라 모바일 포렌식과 교차검증이 가능해진



다. 자동 분석 기능을 추가하여 포렌식 수사관이 한눈에 차량 및 운전자

정보 등 수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의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급가속, 급감속, 졸음 운전, 또는 운전자 신체 이상, 차량 내 결제

등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대한 데이터를 표준화 하고 이를 이벤트 코드로

등록하여 특정상황이 발생할 경우 프로그램에 이벤트 코드와 발생 시점

및 종점 표시함으로써 그 부분의 데이터만 상세 분석하여 데이터 분석

시간을 줄이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주요어: 디지털 포렌식, 자동차 포렌식, 자동차 데이터 분석, FOQA,

이벤트코드

학번: 2020-2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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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자동차 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친환경 전기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와 같이 새로운 자동차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또 빠르게 보편

화 되고 있다.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2020년 전 세계 신규 전기차 등록

대수는 3백만 대로, 전년대비 41% 증가하였고, 이중 순수 전기차 비중은

2/3를 차지하였다. 누적 보급대수는 전년 대비 43% 증가하여 1천만대를

웃돌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총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보다 16%

감소한 반면, 전체 신규 차량 중 전기차의 비중은 전년대비 70% 증가하

였다. IEA1) 현정책유지 시나리오에서는 2020-2030년 기간 동안 전 세계

전기차 보급 대수가 연간 30% 성장하여 2030년 누적 보급대수가 1억

4,500만 대에 달할 것이며 총 자동차 판매량에서 15%의 비중을 차지 할

것으로 전망했다2). 또한 커넥티드카의 경우 시장조사기업 IHS마킷은

2020년 전 세계 커넥티드카 판매량이 4,750만대이며, 2021년에는 20%가

량 증가해 5,680만대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했다.3)

즉 전화와 문자만 가능하던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진화한 휴대전화처

럼, 자동차 또한 전기 동력을 사용하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스스로 운

전하는 스마트카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다. 즉 기존의 자동차는 내연기관

을 바탕으로 운송의 목적으로 제작되었지만, 지금 출시되고 판매가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자동차들은 중앙 집중화 된 고성능 반도체와

통합 소프트웨어를 통해 차량 각 부분을 제어하여 자율주행을 지원 하

1) 국제 에너지 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 김수린, 김창훈 “IEA의 세계 전기차 시장 현황 보고 및 전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

트 제21-14호, 2021.7.12. 
3) 트렌드리포트 05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의 경쟁 전략” Media Issue & 

Trend_Vol.42,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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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차량 내에서 영화와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게 해주며,

지불 결제 기능까지 제공하는 등 새로운 모바일 기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새로운 형식의 컴퓨터로 스마트폰

을 휴대성과 통화 기능을 추가한 컴퓨터로 본다면, 스마트카는 운송 기

능을 추가한 컴퓨터라고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은 작은 배터리 용량과 화면크기의 제한을 가지지만, 스마트카

는 훨씬 큰 배터리 용량과 대화면, 입출력 장치의 다양함으로 스마트폰

과 별개의 영역에서 확장성을 가진다.

기존 자동차가 스마트카 즉 일종의 컴퓨터로 변한다는 것은 디지털 포렌

식 분야에서도 큰 의미로 다가온다. 컴퓨터 포렌식과 모바일 포렌식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수사에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AI스피커나 기

타 IOT 기기 포렌식은 효과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CPU, 램, 대용량 저장장치 등 안정적인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윈도우, IOS, 안드로이드 등의 표준화된 소수의 운

영체제가 널리 사용되어 동작하는 반면 IOT기기들은 저장 장치가 없거

나 충분한 용량을 가지지 못하고 해당기기에만 적합한 최소한의 소프트

웨어로 작동하기 때문에 포렌식에 어려움이 있으며 추출할 수 있는 데이

터도 한계를 가진다. 기존 자동차도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 포렌식

분야의 발전이 더디었지만 현재 개발되고 있는 스마트카들은 각종 센서

들에서 수집된 정보들과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처리해야할 데이터가 많아

짐으로써 스마트폰을 뛰어넘는 고성능 반도체를 탑재할 것으로 보이며,

차량제조사에서도 자체 운영체제를 개발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조만

간 효율적이고 표준화된 포렌식 절차를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자동차 포렌식이 컴퓨터, 모바일 포렌식에 이은 중요한 포렌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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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장 발전된 전기차 생산 기업인 테슬라 차량의 경우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구글 캘린더에 일정을 등록하고 자동차에 탑승하면 네비게이션

목적지가 자동으로 설정되고, 차량 탑승인원의 무게를 측정하여 주행 예

상 가능거리를 계산하여 보여준다. 이런 사례를 포렌식 관점에서 본다면

자동차 포렌식을 통해 네비게이션 목적지 정보를 추출하고, 모바일 포렌

식을 통해 확보한 특정 일정이나 동선 정보를 비교 분석 한다면 상호 보

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는지의 정보 또

한 자동차 포렌식 독자적으로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이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행되었던 자동차 포렌식 방법을 시기와 대

상 기기별로 구분하여 각 방법의 특징, 한계점 등을 정리 하고 비교하여

향후 컴퓨터화 된 자동차의 세부 영역들에 대한 포렌식의 발전 방향에

대해 예측해 보고, 차량에서 수집된 광범위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

하여 증거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제2장 시기별 차량포렌식 방법

제1절 아날로그, 물리적 포렌식

기존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법과학적인 접근은 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는

요소(페이트 성분, 타이어 패턴, 손상된 흔적비교)와 운전자의 신원을 식

별할 수 있는 요소(자동차 내부에 남겨져 있는 지문 및 섬유, 운전자

DNA)가 분석 대상이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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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나 사람이 남긴 물리적 흔적 분석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

이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현장의 스키드 마크 길이를 계산하여 사고 당

시 속도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전통적 방식은 추정에 의한 것으

로 정확하게 당시의 데이터를 확인하기에는 부족한 방법이다.

제2절 외부장착기기 포렌식

자동차 제조사에서 생산된 이후에 추가로 자동차에 부착하여 차량 주행

이나 사고 조사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기들로 주로 네비게이션이나 블

랙박스 기기에 대한 포렌식 방법이다.

1. 네비게이션

내비게이션(Car Navigation System, 차량항법장치)은 현재 위치로부터

목적지까지의 거리 및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한 최적의 경로를 안내

하는 도로 및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이다.5)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운전자의 신속하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 자주 가는

장소, 경로 등의 사용자 정보를 내부적으로 저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를 분석하면 특정 차량의 위치 추적해야 하는 경우 기존의 CCTV만을

이용하는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추적 가능하다. 저장매체에 기록된 파일

의 시간정보를 통해 사용자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데 이용할 수 있으며

용의자에게 획득한 차량과 내비게이션으로 부터 사용자의 이동경로 및

최근 도착지를 통해 사건과 관련된 장소나 수색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

4) 이정환, 박현찬, 이지우, 전옥엽. "자동차용 AVN 시스템 디지털 포렌식 분석 사례 및 
활용 방안."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29.9(2021):855

5) 전황수, 신돌석. “국내외 내비게이션 시장 및 업체 동향”. 주간기술동향 통권 1324호, 
200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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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파일 내용

GpsPosition 가장 최근의 위치 정보

UserPoint 사용자가 지정한 집의 위치 및 자주 가는 장소

recentgoal 최근 검색 목록

*.inr 사용자가 지정한 경로 저장

routetbl 가장 최근에 검색된 경로

다. 또한 사용자가 등록한 자주 가는 지점을 통해 저장된 집이나 회사의

주소를 확인하여 차량의 실제 소유주와의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6)

네비게이션은 주로 SD카드에 데이터를 저장하므로 SD 카드를 이미징

한 후 Encase와 같은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네비게이션 중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이나비(아이나비 SE 2.0)

를 중점으로 분석한 상세 내용을 보면 아이나비SE는 크게 ‘경로검색’,

‘경로관리’, ‘사용자목록’,‘ 환경설정’의 4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경로검색’을 통해 찾은 지점의 목록, ‘경로관리’에 의해 저장된 경로 및

‘사용자 목록’에서 저장된 ‘최근목적지’, ‘등록지점’ 등에서 중요 자료를

추출할 수 있다. <표 1>은 각 저장매체에 저장되는 주요 파일 목록이다.

<표 1> 아이나비 주요 파일 목록

아이나비 SE는 문자열이 유니코드로 저장되며 좌표 정보를 저장할 때

제조사 자체적으로 인코딩된 GPS 좌표값을 이용한다.7)

이처럼 네비게이션은 위치정보, 경로정보 등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하

6) 최용석, 임경수, 이상진.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의 GPS 내비게이션 사용자정보 분
석”. 제2회 안티포렌식 기술대응 워크샵,pp.51-56, 8월, 2008년.

7) 최용석, 서기민, 임경수, 이상진.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사용
정보 분석." 정보처리학회논문지C17.4(2010):32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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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계를 가지고, 다른 기기에서 추출된 정보와 상호 보완하여야 의미

있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2. 블랙박스

차량용 블랙박스는 차량의 전면유리나 대시보드에 설치되어 차량 주변의

영상과 차량에 관련된 각종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장치이다.8) 차

량용 블랙박스는 영상과 함께 녹화 시간, 충격량, GPS 정보와 같은 비영

상정보를 함께 저장하는데, 이렇게 확보한 데이터는 사고의 원인 규명하

고 과실 비중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임베디드 영상장치의 일종이다. 임베디드 제품은 특

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원으로 구성된다. 파일 시스템

중 가장 적은 자원으로 동작하는 FAT32는 차량용 블랙박스에 적용된

대표적인 파일 시스템이다. 이 파일 시스템의 시간 단위는 2초이며 저널

링과 같은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구조가 간단한 덕분에 저전

력, 저사양 프로세서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촬영한 영상과 비영상정보를 파일 단위로 저장한다.

영상 파일은 MP4, AVI와 같이 알려진 영상 컨테이너를 이용하기 때문

에 비영상정보를 제외한 일반 영상은 특별한 플레이어 없이 일반적인 영

상 플레이어로 재생이 가능하다. 후방 카메라를 연결하여 두 영상을 동

시에 처리하는 2채널 차량용 블랙박스의 경우에도 한 영상 파일에 두 영

상을 함께 저장한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영상 플레이어로는 전방영상

만 재생되거나 정상적인 재생이 불가능하다. 전후방 영상을 모두 확인하

8) Trend Monitor, http://www.trendmonitor.co.kr/html/01_trend/01_korea_view.asp?
   idx=1267, Feb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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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다채널 재생이 가능한 플레이어나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전

용 플레이어를 이용할 수 있고, 별도로 영상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통해

별도의 영상파일을 생성함으로써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영상정보 외에도 다양한 센서에 의해 측정된 값을 함

께 저장한다. 차량용 블랙박스의 대표적인 비영상정보인 충격량과 GPS

정보는 영상정보와 함께 영상 컨테이너 내에 저장되는데, 영상 컨테이너

별로 MP4의 경우 ‘hint’ 트랙에, AVI는 자막 청크에 저장된다. 비영상정

보는 FPS(Frame per seconds)에 따라 영상 수만큼 함께 저장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충격량 센서의 측정값을 저장 방법은 정해진 기준이 없

다. 충격량 데이터의 저장 방법은 제품별로 다르다. ASCII를 이용하여

값을 저장하는 제품이 있는 반면 바이너리를 이용하는 제품도 있다. 또

한 같은 ASCII 문자를 사용하는 제품이더라도 표현 방법에 차이가 있

다. 해당 제품의 충격량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저장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GPS 데이터는 GPS 수신 모듈을 통해 위성에서 발신한 GPS 신호를 수

신하면서 저장된다. GPS 데이터는 정해진 메시지 포맷으로 저장되기 때

문에 대부분의 GPS 데이터는 해당 포맷에 따라 값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은 GPS 신호를 자체적인 구조로 변환하여 저장한다.

위 절차를 통해 파악된 영상정보와 비영상 정보의 데이터 저장 구조를

이용하면 시간대 별로 생성된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다. 데이터를 시간

대 별로 나열함으로써 사고 조사자는 재생되고 있는 영상의 시점에 발생

한 비영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9)

9) 안휘항, 이상진. "차량용 블랙박스 포렌식을 위한 분석 절차 및 저장 구조 분석." 정보보
호학회논문지25.6(2015):1495-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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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고 규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차량용 블랙박스이지만 많은

이유로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사고 조사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한다.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정상적인 저장 작업을 완

료하지 못해 전용 플레이어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제조사

의 기술 지원 중단으로 전용 플레이어를 확보할 할 수 없어 비영상 정보

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제3절 내부장착기기 포렌식

1. EDR

EDR10)은 초기 에어백의 작동상태 모니터링과 성능평가 진단을 위해 일

부 차량에 도입되어 적용되었는데, GM에서는 에어백 감지시스템(SDM :

SensorDiagnostic Module)을 적용하면서 사고 전의 운행정보(5초 정도)

와 충돌정보를 보다 상세히 기록하기 시작 하였다. 미국에서는 오래 전

부터 자동차의 EDR 기록정보를 과학적인 충돌평가 및 사고원인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지난 2009년 도요타 차량의 급발진 원인규명조사에서도

미국의 도로교통안전청(NHTSA)이 차량에 설치된 EDR 기록정보를 분

석한 바 있다.

에어백 장착이 보편화된 최근에는 EDR 적용 차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며, EDR 데이터에 대한기록 항목도 정보처리 및 이미징 기술의

10) EDR(Event Data Recorder ; 사고기록장치)은 자동차의 에어백이나 엔진 
ECU(Electronic ControlUnit)에 내장된 일종의 데이터 기록용 블랙박스(BlackBox)로
서 영상과 음성기록을 제외한 자동차의 속도(Speed), 브레이크(Brake) 작동상태, 엔진
회전수(RPM), 시트벨트(Seat Belt) 착용상태, 충격량(CrashSeverity ; Delta_v), 가속
페달 또는 스로틀밸브 작동상태(Accelerator Pedal Position), 조향핸들 각도(Steering 
Wheel Angle), 타이어공기압(TirePressure), 변속기어 위치(Transmission 
GearPosition), 에어백의 전개정보(Airbag DeploymentData) 등과 같은 각종 사고 및 
충돌 정보를 일정 시간동안 기록하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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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에 힘입어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2006년 8월에 EDR 관련 규정(NHTSA, 49CFR-part563)을 제정하여

2012월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2012년

12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사고기록장치(EDR)의 기록정보에 대한

공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15년 12월에 시행 되

었다. 또한 2013년 12월 및 2014년 2월에는 사고기록장치의 장착안내방

법, 정보제공 방법,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이 마

련되었다.11)

가. 관련 규정

EDR 장착은 국내에서 의무사항이 아니다. 자동차 제작자 등이 차량에

EDR을 설치할 경우에만 장착기준에 따라 운행정보 및 충돌정보 등을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DR의 장착기준 적용대상 차량은 승용

자동차와 차량 총중량 3.85t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이다.12)

EDR이 장착된 자동차의 제작∙판매자 등은 EDR이 장착되어 있음을 구

매자에게 알려야 하며, 차량에 EDR을 장착한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은

자동차 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사고 자동차의 운

전자, 운전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국토교통부장관, 성능시험대

행자 등이 EDR기록내용을 요구하는 경우 기록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

해야 한다. 나아가 기록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동차 제작자 등은 15

일 이내에 EDR 기록내용을 직접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13)

11) 윤대권, 김용현. "국내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의 법규 동향." 오토저널36.8(2014):63-66.
1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사고기록장치)
13)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 및 동시행규칙 제30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안내 및 정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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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동조건

자동차 사고로 에어백이 전개되거나 안전벨트 프리텐셔너(Pre-Tensioner)

가 작동된 경우에는 EDR에 사고정보가 저장된다. 여기서 안전벨트 프리

텐셔너란 충돌 시 안전띠를 순간적으로 되감아 탑승자의 신체를 좌석

(Seat)에 안전하게 고정시켜주는 장치를 말한다.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크기 이상의 물리적인 충격 신호(Event)가 발생한 경우에

는 사고정보가 기록된다.

국내 및 미국의 법규에서는 충돌 후 0.15초(150ms) 시간 동안에 발생된

속도변화의 누계가 8km/h 이상인 경우에는 EDR에 사고기록이 저장되도

록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실제 EDR이 장착된 대부분의 차량에는 법규

기준보다 다소 낮은 속도변화 조건에서 EDR이 작동하는 트리거 임계치

가 설정되어 있다. 이때 EDR의 작동기준이 되는 속도변화(Delta-V)란

충돌 시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발생된 차량의 속도 변화량을 말한다.

정면충돌 시 차량은 차체 전면이 파손되면서 급격히 감속되고, 추돌된

차량은 후미 충격에 의해 급격히 가속되면서 속도변화를 발생시키게 된

다. 충돌 시 차량에 발생하는 속도변화는 보통 에어백제어모듈에 내장된

가속도 센서에 의해 측정되고, 그 측정된 시간과 가속도 변화를 통해 속

도변화를 연산하게 된다. 

다. 기록되는 데이터

충돌 전 정보(Pre crash data), 충돌 후 정보(Post crash data), 차량 시

스템 상태정보(System status data)가 기록된다. 충돌 전 정보는 주로

사고 발생 전 5초 동안의 각종 운행정보가 1초에 2회씩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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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기록정보로는 차량속도, 엔진회전수, 가속페달 변위, 스로틀밸

브 변위, 제동스위치 ON/OFF, 조향핸들 각도, ABS 브레이크 작동 정보

등이 있다. 충돌 후 정보는 사고 직후 0.2∼0.3초 동안의 가속도, 속도변

화, 롤오버(Rollover) 각도가 0.01초 단위로 기록된다. 안전벨트 프리텐셔

너와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에는 위치별 또는 단계별 전개시간이 기록된

다. 시스템 상태정보는 사고유형(Crash type), 시동횟수(Ignition cycle),

안전벨트 착용 여부, 에어백 경고등 등의 각종 시스템 진단정보가 기록

된다.

사고유형은 크게 전면충돌(front crash), 후면충돌(rear crash), 측면층돌

(side crash), 전복사고(rollover)로 구분되어 표시되고, 시동횟수는 엔진

시동장치를 작동시킨 누적 횟수를 말한다. 보통 EDR에서는 이벤트가 발

생한 시점의 누적 시동횟수(Ignition cycle_crash)와 EDR 데이터를 추출

한 시점의 누적 시동횟수((Ignition cycle_download)가 기록된다. 이러한

2가지 시동횟수의 비교를 통해 EDR 데이터의 생성 시점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EDR에 기록되는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와 미국의 법규에서는 반드

시 기록되어야 할 필수 운행정보와 선택적으로 추가 기록할 수 있는 정

보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필수 운행정보에는 진행방향 속도변화 누

계, 자동차속도, 스로틀밸브 또는 가속페달 변위, 제동페달 작동 여부, 시

동횟수, 운전석 안전띠 착용여부, 운전석 에어백 전개시간 등 15개 항목

이 있으며,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정보로는 측면방향 속도변화, 전

복각도, 엔진회전수, 조향핸들 각도 등 30개 항목이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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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DR에 기록되는 데이터

라. 데이터의 진단 및 추출

현재 국내에서 EDR 데이터를 진단할 수 있는 장비로는 BOSCH의 CDR

진단시스템과 현대․기아전용 EDR분석 시스템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EDR 진단시스템은 인터페이스 진단모듈(CDR & VCI), OBD 연결 DLC

케이블, USB 케이블, 차종별 ACM 연결 케이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노트북 PC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고차량에 저장된 EDR 데이터는 크게 진단시스템을 차량의 OBD 진단

커넥터에 연결하여 진단(추출)하는 방식과 진단시스템을 탈거된 에어백

제어모듈에 직접 연결하여 데이터를 진단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사고 후

차량의 제어 및 통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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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D 단자를 이용하여 EDR 진단이 가능하지만 사고 후 차량이 완전히

대파되어 전원 또는 통신시스템이 고장 난 경우에는 사고차량에 부착된

에어백제어모듈을 탈거하여 EDR 데이터를 진단할 수 있다.14)

<그림 2> EDR 데이터진단 프로세스

마. 특징과 한계점

EDR 장비의 장착이 모든 차량에 의무사항이 아니고 사고발생 전 5초

정도의 데이터만 저장되기 때문에 획득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다.

또한 표준화된 EDR 분석 및 추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이

직접 데이터를 추출하여 확인할 수 없고 자동차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제

공하는 분석 데이터만을 받기 때문에 신뢰성을 보장하기 힘든 단점이 있

다.

14) 윤대권. “[자동차 이야기(28)]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글로벌이코노믹 2020. 3. 12.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00312132131654e8b8a793f7_1&mobile
=1&md=20200312135749_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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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BD 스캐너 애플리케이션

가. OBD 스캐너

OBD란 자동차의 전기/전자적인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하기 위한 진

단 규격이다. 초기 OBD는 다양한 규격이 존재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OBD-II로 통일되었다. OBD 인터페이스는 차량의 각 센서로부터 데이터

를 수집하고 이상이 발생하면 ECU에 고장 코드를 저장한다. 저장된 데

이터는 OBD 스캐너를 차량의 OBD 단자에 연결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OBD-Ⅱ connector

OBD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달되는 센서 데이터는 차량별로 다르며, 제조

사별로 상이하므로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고가의 전문장비가 필요하

다. 하지만, 상당 부분이 표준규격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최근에는

OBD인터페이스를 통해 차량의 상태나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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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었다. 대표적으로 블루투스 혹은 Wi-Fi 기반으

로 통신 가능한 OBD 스캐너는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를 사용하여 차량

의 실시간 상태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나. INFORCAR 애플리케이션

INFOCAR는 OBD 스캐너와 연동하여 차량의 진단정보 및 실시간 상태

정보를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15). 진단정보와 실시

간 모니터링과 기능 외에도 주행 시 기록되는 정보를 저장 및 분석하여

사용자의 운전 습관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Android와 iOS용 버

전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조사의 총 1,000종 이상의 차량을 지원

한다. OBD 스캐너 설치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설치 외의 추가적인

장비 없이 활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에는 차량 주

행기록과 함께 엑셀 페달 압력, RPM,속도, 냉각수 온도 등의 차량의 주

요 상태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저장된다. 특히, 디젤 엔진의 공해

저감을 위해 매연의 미세먼지를 포집하여 주기적으로 연소시켜 제거하는

장치인 DPF (Diesel ParticulateFilter)의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

용되고 있다. 특히, <그림 4>에 나타난 운전자의 주행기록 데이터는 특

정 시점의 차량 상태 및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주행기록에는 초

단위로 기록된 차량의 주요 상태정보가 기록되며, GPS 기록 옵션을 활

성화한 경우 차량의 위치정보가 함께 기록된다.

15) INFOCAR, Available: https://infocarmobili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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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riving record of INFOCAR application

초 단위로 기록된 상태정보는 차량의 가속페달 압력, RPM, 속도 등의

주요 데이터가 모두 저장되어 있으므로 EDR 분석을 대체할 수 있다. 특

히, 가속페달 압력과 스로틀 개방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급발진 사

고 시 차량 조작상태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

다. 데이터 획득방법

INFOCAR의 주요 데이터는 OBD 스캐너 통신 로그 파일과 이를 기반으

로 생성한 infoCar.db 데이터베이스다. Samsung 기기의 경우 Samsung

Smart Switch를 사용한 획득 방법이 존재하며, 개발자 옵션을 활성화

하여 데이터를 추출 및 복호화 하여 분석했다.16) iOS는 iTunes에서 제공

16) Park, Myungseo, Okyeon Yi, and Jongsung Kim. "A methodology for the 
decryption of encryptedsmartphone backup data on android platform: A case 
study on the latest samsung smartphonebackup system." Forensic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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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백업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획득했다.

라. 데이터베이스 분석

INFOCAR 애플리케이션은 Android와 iOS 모두 infoCar.db 파일에 주행

기록 데이터를 포함한 주요데이터를 저장한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경

로는 다음과 같다.

- Android : /data/data/mureung.obdproject/databases/InfoCar.db- iOS :

/private/var/mobile/Containers/Data/Application//Library/Application

Support/kr.co.infoCar/infoCar.db

InfoCar.db에 저장된 주요 데이터는 사용자 정보, 등록 차량 정보 및 운

전 습관 정보 등이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의 각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

는 <표 2>와 같다.

<표 2> InfoCar.db 테이블 저장 데이터 목록

Table
Description

Android iOS

APPLIST -
Application shortcut

(Android only)

- CAR
Vehicle information

(iOS only)

DIAGNOSIS_V2 DIAGNOSIS Vehicle diagnostic record

DRVREC Driving record

EVENT Event record

SRCREC Detailed driving record data

USERINFO User information

International: Digital Investigation 35 (2020): 3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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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Description Units

realTime Time information yyyymmddhhmmss

srcLatitude Latitude -

srcLongtitude Longtitude -

srcSpeed Vehicle speed km/h

주행기록 데이터는 Android와 iOS 모두 <그림 5>에 나타난 SRCREC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으며, GPS 좌표를 포함한 전반적인 데이터가 시간

정보와 함께 저장되어 있다.

<그림 5> Driving record data stored in the SRCREC table of infoCar.db

SRCREC 테이블의 각 칼럼에 저장된 데이터 및 데이터 형식은 <표 3>

과 같다.

<표 3> SRCREC 테이블 저장 데이터 및 데이터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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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RPM Engine RPM rpm

srcAPS Accelerator pedal position %

srcTPS Throttle position %

srcFuelLevel Fuel level %

srcEngineLoad Engine load %

srcIntakePress Intake air pressure kPa

srcEngineCoolant

Temp
Engine coolant temperature °C

srcBattery Battery Voltag V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 저장된 데이터를 분

석하여 포렌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OS 보안

정책에 따른 보호된 영역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취약점 및 데이터 추출방

법이 공개된 기기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다

마. 로그데이터 분석

INFOCAR의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베이스와 별도로 OBD 스캐너와 통

신한 로그 데이터를 저장한다. 저장된 데이터는 OBD 스캐너로부터 전송

된 Raw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정보를 재구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Android : /data/data/mureung.obdproject/files/LOG/yyyy-mm-dd.txt

- iOS : /private/var/mobile/Containers/Data/Application/<Application-UUID>

/Documents/logFiles/log_yyyymmdd.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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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로그 데이터는 기기 연결 정보와 함께 실시간으로 전송된 데이터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기기 연결정보는 OBD 스캐너의 MAC 주소와 사

용자가 설정한 차량 정보가 저장된다. 실시간 데이터 정보는 OBD 스캐

너로부터 전송된 Raw 데이터가 시간 정보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 로그

데이터는 백업 기능 또는 “개발자에게문의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추출할

수 있으므로 루팅 등의 사전작업 없이 획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데이

터베이스 파일을 추출할 수 없는 경우 로그 파일을 분석하여 동일한 데

이터를 획득 및 활용할 수 있다.17)

바. 특징과 한계점

스캐너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매우 효율적으로 자동차의 주행데이터를

추출하고 확인할 수 있으나 모든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장착되는 것이 아

니므로 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다. 또한 엄밀히 말하면 데이터와 로그가

스마트폰에 저장되기 때문에 자동차 포렌식이라기 보다는 모바일 포렌식

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4절 차량 인포테인먼트 포렌식18)

1.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최근 현대, 아우디, 폭스바겐 등 다양한 제조사의 차량들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탑재하여 출시 된다19). 과거의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은 제조사에서 직접 개발하여 탑재되었지만, 최근의 인포테인먼

17) 허욱, 김기윤, 김종성. "OBD 스캐너 애플리케이션 INFOCAR 데이터 분석을 통한 차량 
포렌식 기법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15.2(2021):1-11.

18) 신영훈, 김민주, 정다안, 손태식. "AI 음성인식 기반 차량 인포테인먼트 포렌식 기술 
동향." 정보보호학회지29.6(2019):23-28.

19) Berla Staff, “Android Auto, CarPlay, and Data Tracking,” BERLA, 2016.11.23.
    (https://berla.co/android-auto-CarPlay-and-data-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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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시스템들은 OEM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아마존 알렉사와 같은 음성

인식 서비스, Android Auto, Apple CarPlay 등의 플랫폼을 연계하여 스

마트폰 및 음성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가. OEM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OEM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대표적으로 Ford의 SYNC가 있다. SYNC

는 차량 내 통신 기능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역할을 한다. Ford는

2007년 SYNC 1세대를 출시하였고, 2010년에 SYNC 2세대 마이포드 터

치를 출시하였다. SYNC 2세대부터 운전자가 스마트폰과 차량을 연결할

수 있게 되었고, 2014년도에 출시된 SYNC 3세대에서는 Android Auto와

Apple CarPlay를 지원하여 스마트폰과 연동성을 갖게 되었다. 또한 아마

존의 알렉사를 접목시켜 AI 비서 기능을 제공한다.

Ford에 따르면 2020년에 출시되는 SYNC 4세대는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크게 의존성을 두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확장시킬 것이라 전했다. Ford 이외에도 토요타는 차량에

MirrorLink와 아이폰을 동시에 지원하는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

재하였다. 르노삼성은 KT와 개발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지 링크를 출시하였다

나. GENIVI Alliance

GENIVI Alliance(이하 GENIVI)는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및 커넥티

드 차량 솔루션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 및 표준화를 주도하는 공개 커뮤

니티이다. GENIVI는 2009년 3월 2일 BMW Group, Delphi, GM, Intel,

Magneti-Marelli, PSA Peugeot Citroen, Visteon 및 Wind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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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에 의해 설립되었다. 현재 140개 이상의 회사가 참여중이며, 국

내에는 현대자동차, LG 전자, 현대 모비스 등의 업체가 멤버에 속해있

다. GENIVI는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생태계의 조성 및 표준화를 위

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개방

형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GDP(GENIVI Development Platform)를

제공하고 있으며, 차량 운전석에 있는 다양한 운영체제의 통합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해 Android Automotive Special Interest Group과 MultiOS

Integration Project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위협

및 해킹으로부터 시스템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차량용 하이퍼바

이저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다. Android Auto

Android Auto는 2015년 구글이 출시한 차량용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이

다. 차량 내부에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안드로이드 실행 환경을 미러

링하는 플랫폼으로, 현재 Ford, Audi, Jeep, 현대, 기아 등 50개 회사의

500종류가 넘는 차량이 Android Auto를 지원한다. Android Auto 앱은

2019년 11월 기준으로 4.8.594324 버전이며 지속적인 보안 업데이트 및

기능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다. 운전자는 USB 또는 Wi-Fi 연결을 통

해 안드로이드 기기를 차량 내 디스플레이에 연결할 수 있으며, 블루투

스 연결을 통해 알림을 표시하고 연락처 정보를 동기화하는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Android Auto는 전화, 음악, 내비게이션, 차량 진단, 인

터넷 검색의 5가지 기본 메뉴를 제공하며 Google 지도, 카카오내비 등과

같은 Android Auto와 호환되는 앱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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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Apple CarPlay

Apple CarPlay는 애플이 2014년 3월에 발표한 차량용 운영체제이다. 차

량 내부에 있는 헤드 유닛이 디스플레이 및 아이폰용 컨트롤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으로 쉐보레, 현대, 르노 삼성 등 총 72개 회사

의 500종류가 넘는 차량이 Apple CarPlay를 지원한다. Apple CarPlay는

iOS 내장 기능으로 iOS 7.1 이상의 iPhone 5 모델부터 사용할 수 있으

며, iOS 업데이트와 함께 지속적으로 기능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다.

운전자는 USB 또는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아이폰을 차내 디스플레이에

연결할 수 있으며, 아이폰의 시리(Siri)를 이용해 음성으로 전화번호 검

색, 메시지 확인, 애플 지도, 음악 재생 등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iOS12 부터는 호환되는 써드파티 앱을 사용할 수 있다.

2. 차량 인포테인먼트 포렌식 연구

가. OEM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Jesse Lacroix et al.은 Ford의 음성인식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SYNC 1

세대와 2세대의 데이터를 획득하고 해당 시스템에 저장된 아티팩트를 도

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논리적 데이터 획득 기법과 하드웨어 인터페

이스인 JTAG 포트를 사용해 Ford f-150 차량에 탑재된 SYNC의 데이

터를 획득할 수 있음을 보였으며, 이후 수집한 덤프 이미지를 대상으로

Encase, FTK(Forensic Toolkit), Autopsy 등의 상용 디지털 포렌식 도

구를 사용하여 포렌식 분석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에 연결된 기기 목록, 전화번호부, 설정, 로그 정보 등 다양한 아티팩트

를 도출함으로써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도 일반적인 파일시스템 포

렌식 기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20)

20) Jesse Lacroix, Khalil El-Khatib, and Rajen Akalu, “Vehicular Digital 
Forensics: What Does My Vehicle Know About Me?,” Proceedings of the 6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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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n은 SYNC 3세대가 탑재된 Ford 차량을 대상으로 포렌식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포렌식 관점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SYNC

모듈과 헤드 유닛의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였다.

SYNC 모듈의 다양한 정보가 저장되는 NAND Flash의 데이터를 획득하

기 위해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인 USB 포트 및 JTAG 포트를 사용했으며

Chip-off 기법을 통한 NAND Flash의 데이터의 획득 또한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후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페어링된 기기의 블루투스 연

결 정보, 연락처, 전화 기록, SMS 메시지 등의 아티팩트를 도출했다. 또

한, 헤드 유닛의 다양한 정보가 저장되는 하드 드라이브의 데이터를 획

득하기 위해 업데이트 프로세스 익스플로잇 기법 및 하드웨어 펌웨어

Reflash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일반적인 하드 드라이브 덤프 기

법을 통해서도 헤드 유닛의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

후 획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행 정보, 위치 정보, 목적지 목록 등의

내비게이션 정보 등 다양한 아티팩트를 도출하였다.21)

나. Android Auto

Sarah Edwards et al.은 Android Auto와 연동된 스마트폰 앱에 대해 일

반적인 안드로이드 포렌식 기법을 적용하였다. GMC Yukon Denali와 닛

산 Sentra 차량과 연결했던 Samsung J7 Prime으로부터 앱 데이터를 획

득한 후, 앱 디렉토리에 저장된 xml, database 파일에 대해 분석을 수행

하였다. Android Auto 앱 디렉토리에 저장된 파일들을 분석하여 마지막

앱 사용 시간, 계정 연결 로그, 블루투스 연결 정보, 블루투스 설정 정보,

ACM Symposium on Development and Analysis of Intelligent Vehicular 
Networks and Applications, ACM, 2016.

21)  Cohen, T, “Look At What My Car Can Do,” DEFCON 19, Unpublished, 2011. 
[video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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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당시 지역의 날씨 등의 아티팩트를 도출하였다. 앱 디렉토리에

저장된 파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연락처를 차량과 동기화하

는 로그를 발견하였고, 차량에 연락처 정보가 저장될 수 있다고 언급하

였다. 또한 메시지, 전화, 구글 지도 앱 디렉토리에 저장된 파일들을 분석

하여 통화 시간, 메시지 전송 내용, 구글 지도 앱의 TTS(Text-To-Speech)

사용 기록 등의 아티팩트를 도출하였다.22)

Amit Kr Mandal et al.는 Android Auto 앱의 취약점 분석을 통해 외부

파일 접근, 파일 쓰기 권한, 암호화, IP 네트워킹, 미디어 자동 플레이,

음성 명령 등 9가지의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식별하였다. 식별한 보안

위협을 분석하기 위해 JuliaSoft의 Dalvik Bytecode 분석 라이브러리인

The Julia Static Analyzer를 기반으로 Android Auto 앱 정적 분석기

Android Auto Checker를 제안했다. Android Auto Checker는 앱 소스코

드 난독화로 인한 정적 분석의 어려움을 Julia Bytecode 표현을 통해 해

결하며, 취약점이 존재하는 API를 사용하는지 식별한다.

Android Auto 앱을 대상으로 Amit Kr Mand al et al.의 연구에서 제안

한 정적 분석 도구 Android Auto Checker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인 안드로이드 앱 디컴파일 분석 기법과 동일하게 apktool과 dex2jar 도

구가 사용된다. 이후 제안한 도구를 사용해 Android Auto 앱 정적 분석

을 수행한 결과, 대부분의 앱이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는 Entrypoint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Android

Auto 앱의 약 80%가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가지며, 이 중 25%의 경우

Javascript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23)

22) Sarah Edwards, Heather Mahalik, "They See Us Rollin, They Hatin – 
Forensics of iOS CarPlay and Android Auto," SANS DFIR, 2019.

23) Mandal, Amit Kr, et al. "Vulnerability analysis of Android Auto info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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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pple CarPlay

Sarah Edwards et al.은 Android Auto 뿐만 아니라 Apple CarPlay와

연동된 스마트폰 앱에 대해 일반적인 iOS 포렌식 기법을 적용하여 스마

트폰에 저장된 아티팩트를 도출하였다. Audi S3 차량과 연결했던 iOS

12.1.1 버전의 탈옥된 아이폰 X로부터 앱 데이터를 획득한 후, 기기에 저

장된 plist, database 파일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Apple CarPlay 관

련 database 파일을 분석하여 기기 연결 정보 및 CarPlay 설정 정보를

도출하였다. 또한 메시지, 시리, 위치 등 다양한 앱 분석을 통해 송수신

한 메시지 내용, 시리 이용 기록, 사용한 앱 기록, 현재 위치, 차량의 이

동 상태 및 속도 등의 아티팩트를 도출하였다. 특히 앱 사용 정보와 위

치 정보에 정확한 타임스탬프가 기록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타임라인 기

반 포렌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포렌식 수사 시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24)

3. 특징과 한계점

OEM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는 데이터 수집

을 위해 물리적/논리적 방법, Chip-off, 하드웨어 인터페이스(USB,

JTAG)를 활용하였다. 이후 Encase와 같은 상용 포렌식 도구를 사용한

포렌식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대상

으로 일반적인 파일시스템 포렌식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Android

Auto와 Apple CarPlay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는 기기 데이터 수집

을 위해 루팅 및 탈옥된 기기를 사용하였다. 이후 수집한 데이터를 대상

apps," Proceedings of the 15th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ing 
Frontiers, ACM, 2018.

24) Sarah Edwards, Heather Mahalik, "They See Us Rollin, They Hatin – 
Forensics of iOS CarPlay and Android Auto," SANS DFI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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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반적인 모바일 포렌식 기법을 적용해 차량 사용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Android Auto와 Apple CarPlay

가 안드로이드 및 iOS 기기와 연결되어 동작하기 때문이며, 최근에는

OEM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또한 Android Auto 및 Apple CarPlay 플랫

폼을 지원하기 때문에 모바일 포렌식 기법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

다. 앞서 설명한 다양한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차량 인포테인먼트 앱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모바일 포렌식 기법을 적용

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의 Android Auto와 Apple CarPlay를 대상으로

하는 포렌식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 없다. 차량에 저장되는 정보는 모바

일 기기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차량에 최적화된 타임라인 기반 데

이터 수집 및 포렌식 기법과 차량용 포렌식 수사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한 상황이다.

제3장 분야별 발전방향

제1절 하드웨어

1. 센서 등 정보수집 장치의 증가

자동차의 자율주행 목적으로 기존 자동차에 추가적으로 차량 위치, 물체

와의 간격, 등을 측정하기 위한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 적외선

센서 등이 탑재 되고 있고 인포테인먼트 및 차량 보안을 위해 얼굴인식,

지문인식 센서 등도 추가 되고 있다. 또한 운전자의 생체정보를 측정하

여 사고를 방지하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발되고 있다. 다음 각

센서들의 특징과 수집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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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카메라 센서

ADAS 시장에서부터 이미 핵심 센서로 발전 하였고，향후 자율주행 시

대에도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무 장착으로 시장이

확대된 후방 감시 카메라, 모빌아이가 개척한 다기능 전방카메라, 안전

주차를 보조하는 어라운드뷰 카메라, 다임러가 견인하는 스테레오 카메

라, 야간 감시 카메라와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까지 다양한 종류와 기

능을 가진 카메라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자율주행차에는 더 많은 종

류의 카메라가 장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을 위한 카메라 조합은

테슬라의 새로운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장착된 8대 카메라 구조를 살펴봄

으로써 향후 발전 방향을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과 같이 테

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전방 카메라 3개, 후방 카메라 1개, 측면 전방 카메

라 2개, 측면 후방 카메라 2개가 장착되어 총 8개의 카메라와 레이더, 초

음파 센서로 구성되며, 센서 융합 플랫폼은 엔비디아의 Drive PX2를 사

용한다.

<그림 6>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카메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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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아이와의 협력 관계를 청산하고 자사의 독자 카메라 솔루션을 개발

한 테슬라는 원거리 전방과 360도 어라운드 환경을 카메라 센서만으로

인지한다. 각 카메라의 검출 거리, 화각, 장착 위치 등을 고려하면 개별

카메라가 담당할 인지 기능을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8개의 카메라 기능이 완성된 것은 아니고, 향후 소프트웨어 버전

을 개선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갈 것으로 판단된다.

나. 레이더

레이더는 2x GHz와 7x GHz의 밀리미터 파장을 이용하며 협대역(NB)

방식과 초광대역(UWB) 방식으로 구분되어 검출 거리에 의해서 근거리

(SRR)， 중거리(MRR)，원거리(LRR) 레이더로 나뉜다. 2x GHz 레이더

는 주로 사각지대검출(BSD), 차선변경지원(LCA)，혼잡지역지원(TJA)，

후방충돌경보 (RCA)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센서로 사용되고，7x GHz

레이더는 해상도와 검출 거리 측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응순항제

어 (ACC)와 자동긴급제동(AEB) 등에 사용된다. 각 나라의 안전 규제와

신차 안전도 평가 프로그램 (NCAP)으로 인해 적응순항제어와 자동긴급

제동을 위한 레이더 수요는 지속 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25)

다. 라이다

정밀한 3D 형상 인식이 가능한 센서로 높은 해상도로 정확한 거리값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송신된 적외선 레이저가 물체에 맞고 돌

아온 신호를 측정하여 거리값을 얻게 된다. 과거에는 360도 측정을 위한

회전형 라이다가 자율주행 레벨4 이상의 시스템 개발을 위해 사용되었지

만, 대규모 양산화를 위한 소형화된 솔리드 또는 소형 미러 방식의 단방

25) 기석철. "Special Report - 자율주행차 센서 기술 동향." TTA 저널 173.(2017):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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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라이다가 개발되고 있다.26)

라. 초음파

레이더와 비슷하지만 전자파가 아닌 음파를 사용한다. 음파는 전자파보

다 훨씬 느린 속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작은 물체도 높은 해상도로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음파는 거리와 바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운 범위 내에서만 추적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의 후방

센서가 초음파 센서이다.27)

마. 지문인식, 얼굴인식

현대 자동차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최근에 출시한 전기차 GV60의 경우

첨단 디지털 서비스를 위하여 얼굴인식, 지문인식 등의 기능이 추가 되

었다. 페이스 커넥트는 차량이 운전자 얼굴을 인식해 키 없이도 차량 도

어를 잠금 및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이다. 도어 핸들 터치 후 차량 B 필러

에 있는 카메라에 얼굴을 인식시켜 사용할 수 있고 최대 2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얼굴 인식에 사용되는 카메라는 근적외선 방식을 적용해 흐린 날씨나 야

간과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얼굴을 인식할 수 있으며, 딥러닝 기반의 영

상인식 기술을 활용해 안경이나 모자를 쓰더라도 운전자 얼굴을 정확히

인지해 낸다. 얼굴 인식을 통해 사용자가 파악되면 운전석 및 운전대 위

치, 헤드 업 디스플레이(HUD), 사이드 미러, 인포테인먼트 설정이 해당

사용자가 사전에 저장한 개인 프로필과 자동으로 연동된다. 지문 인증

시스템은 차량 내 간편 결제나 발레 모드 해제 시 필요한 인증 기능을

26) 황재호. “자율주행을 위한 센서기술동향.” Auto Journal 2020. 04 18-21
    (http://www.ksae.org)
27) https://www.evpost.co.kr/wp/자율주행차가 세상을 보는 방법은 여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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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것은 물론 지문 인식만으로 차량의 시동과 주행이 가능하게 돼

키 없이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페이스 커넥트와 지문 인식 시스템을

함께 사용할 경우, 키 없이 운전자의 생체 정보만으로 차량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주행까지 할 수 있다.28)

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최근 노령화와 자율주행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자동차 산업에서 생체신호

의 인식을 통한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이 중요해지고 있다.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은 운전자의 건강상태를 진단하여 운전 중 발생할 수 있

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차량 운행 중에 운전자의 상태를 파

악하여 졸음운전과 같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줄일 수 있으며 자율주

행자동차 기술에서 자율주행 상황에서 수동주행으로 전환해야 할 때 운

전자의 상태를 미리 체크하여 제어권의이향에 대한 시점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생체신호를 수집하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신체를 구속하

여 측정한다. 하지만 차량 내에서 생체신호를 수집할 때에는 차량운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운전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건강진단

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차량시트, 스티어링 휠, 좌석벨트, 기어

봉 등에 센서를 부착하여 무구속 상태에서 생체신호를 수집하는 시스템

들이 개발되고 있다

생체신호 인식의 발전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로

운전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스티어링휠의

ECG와 PPG 센서를 통해 심박동, 혈액 내 산소포화도 등을 모니터링 함

으로써 현재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운전자에게 휴

식이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매일같이 신

28) 강희수 제네시스 'GV60’...얼굴로, 지문으로, 빛으로 '교감하는 전기차' OSEN 2021. 
9.30. 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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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대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현재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데이터

를 축적하여 운전자 건강상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두 번째로 운전 중인 운전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심리적인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심전도, GSR 등의

생체신호를 사용하면 운전자의 감성정보를 정량화할 수 있으며, 감정 상

태에 따라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넘어 차량 내 장치와 연동하여 운전자

에게 차별화된 개인 서비스, 즉 운전자용 콘텐츠의 제공이 가능하며 이

는 헬스케어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 제공업체와의 제휴 서비스를

통해 음악 선곡이나 차량 실내등의 조명 색깔의 교체 등 스트레스를 해

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생리적 요소는 ECG나 BIA 등

의 생체신호를 통해 부정맥 등 신체의 이상 증상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운전자의 블랙아웃 상황에서 차량을 제어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29)

이처럼 자율주행을 위해 발전하고 있는 자동차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와 같이 차량의 외부 물체에 대한 정보 수집부터 지문, 심전도 등 운전

자의 생체정보까지 센서들을 통해 수많은 정보들은 수집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타임라인에 따른 주변환경, 동선, 결제정보, 운전

자 상태 파악 등 증거로써 활용가치가 높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한다.

2. 중앙집중화 된 제어

일반 자동차에서는 차량의 엔진, 변속기 등을 제어하기 위해

ECU(Electronic Control Unit)가 장착되어 있다. 초기 엔진 분사 연료 공

29) 김영진, 최민준, 김정환. "운전자의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생체신호 인식 기술." 오토저
널39.12(2017):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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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량을 제어하기 위해 1개의 ECU가 장착되었던 것이 현재는 각종 기능

들이 추가되어 최대 100개 이상까지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 현

재 가장 진보된 전기차인 테슬라 차량의 경우 2019년부터 중앙 집중화된

소수의 통합 ECU로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그 형태는 일종의 컴퓨터로

볼 수 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컴퓨터를 살펴보면 2개의 FSD 칩과

DRAM 및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다.30)

<그림 7> 테슬라의 FSD 컴퓨터

칩의 세부 사양은 3개의 쿼드코어 Cortex-A72의 12개의 64비트

NPU(neural processing unit) 코어가 각각 2.2GHz의 클럭 스피드로 일

반 처리를 위하여 동작하고, 1개의 GPU가 600 GFLOPS의 파워로 32비

트/64비트 플로팅 연산을 수행하며, 2개의 NPU가 38.86 TOPS로 정수

연산을 처리한다.31)

30) 레이어드 네이버 블로그 테슬라 FSD칩과 FSD컴퓨터의 차이점         
    (https://blog.naver.com/wjsmug/222064670203)
31) 나무위키 테슬라 오토파일럿 (https://namu.wiki/w/테슬라%20오토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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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TA

OTA란 'Over The Air'의 약자로 자동차 전자제어 장치 무선 업데이트

시스템을 의미한다.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소프트웨어 업데

이트를 무선통신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셈이다. 기존에는

테슬라만이 OTA를 활용한 차량을 출시해왔으나 최근 현대차그룹을 비

롯해 주요 수입차업체들까지 OTA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32) 컨넥티드카

의 핵심 기술로써 자동차가 제조사의 서버와 무선으로 연결되어 데이터

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4. V2X

자율주행 자동차는 단순히 운전자에게 경고를 제공하는 인식주행부터 시

작되어 최종적으로 인간의 개입 없이 모든 환경 조건에서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발전하고 있다. 완전 자율주행 구현은

차량을 중심으로 주변 차량과 도로 주변에 설치된 기지국으로부터 정보

를 수신 받는 통신기술에 의해 구현된다. 이러한 기술은 일반적으로

V2X(Vehicle to everything)라고 부르며, V2X는 기본적으로 차량 간 통

신을 의미하는 V2V(Vehicle to Vehicle), 차량과 사람이 휴대하는 단말

간 통신을 의미하는 V2P(Vehicle to Pedestrian), 차량과 도로변의 유닛

(RSU: Roadside Unit)간 혹은 네트워크 간 통신을 의미하는

V2I/N(Vehicle to Infrastructure/Network)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도

로변의 유닛은 기지국, 고정된 단말, 교통 기반 시설 엔티티 등이 될 수

있다.33)

32) 조재훈. “커넥티드 카 '빅뱅'…핵심은 'OTA'” 뉴스토마토 2021. 08. 01.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63533)
33) 정소이, 이동구, 김재현. "자율주행을 위한 C-V2X 표준화 동향." 한국통신학회지(정보

와통신)35.3(2018):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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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완성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로 자동차와 다른 자동차 및 스마

트 기기들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포렌식이 필요한 자동차에 자체적

으로 쌓이는 데이터뿐 아니라 다른 대상에서도 의미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이처럼 자동차가 새롭게 추가되는 수많은 센서와 이를 연산하고 저장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OTA와 V2X 기능을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됨

으로써 새로운 자동차 하드웨어는 포렌식 대상으로써 큰 의미를 다시 한

번 가지게 되는 것이다.

제2절 소프트웨어34)

향후 자동차 분야의 혁신은 대부분 전장 분야에서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

며 이미 엔진, 자동 변속기, 브레이크, 센싱 모듈 등 다양한 부품들에 있

어 전장화가 확대되고 있다. 전장 부품의 증가는 각 부품의 제어 기능을

담당하는 ECU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들을 연결하는 차내 통신인 이더

넷, CAN, 등의 다양한 통신이 복잡하게 얽히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전,

후방 카메라 등의 적용에 따른 통신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장치의 적용 확대는 이를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통합 제어 모듈 또한 복잡도가 함께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자동

차의 경우 이미 소프트웨어의 코드가 1억 라인을 넘어가고 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는 이미 자동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자율주행자

동차, 전기차, 퍼스널모빌리티 등 향후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34) 배효수. “차량용 SW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정보산업연합회_KESSIA 이슈리포트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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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은 의료기기(40.9%)보다 높

고, 휴대전화(54.3%)와 비슷한 52.4%에 이르고 있으며, 최고급 자동차의

경우 70∼100여개 이상의 ECU가 탑재되고 코드 수는 점점 증가하여 스

마트폰보다 더 많은 라인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그림 8> 자율주행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구조

1. 전장부품 통합제어용 OS

가. 실시간 운영체제 (RTOS, Real Time Operating System)

차량 전장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운영체제(OS) 도구는 자동차의 전자 제

어 장치인 ECU에 탑재되어 설계된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이를 개발하기 위한 SDK 도구를 지

칭한다.

전장 부품 통합 제어는 자동차의 구동을 위한 엔진(모터), 브레이크, 트

랜스미션 등을 제어하는 ECU부터 안전을 위한 복합 기능인 샤시자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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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스템, 제동 잠금방지 장치(ABS), 자동긴급제동자치(AEB), 차선이탈

방지장치(LKAS) 등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를 통칭한다.

자동차는 점점 단일 기능에서 자율주행과 같이 복잡한 기능으로 발전하

면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전장 부품을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자동차에

서 실시간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운영체제(RTOS)가 필요하다.

나. OSEK / AUTOSAR

일반적으로 차량용 OS라고 알려진 AUTOSAR는 사실 차량용 소프트웨

어를 개발하기 위한 아키텍처이자 미들웨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차

량용 OS는 QNX, OSEK 등이 잘 알려져 있으며, 전장부품 등의 ECU모

듈 등을 통합제어하기 위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OSEK는 차량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오픈소스 RTOS로 정식 명칭은

OSEK/VDX이다. BMW, 폭스바겐, Siemens, 르노 등의 유럽계 자동차

회사들의 주도로 1993년 OSEK와 VDX라는 두 프로젝트가 연합하면

서35) 시작되었다.

AUTOSAR는 ‘AUTOmotive Open System Architecture’의 약자로

OSEK의 후신으로 2003년 BMW, 보쉬, 콘티넨탈, 다임러 크라이슬러,

폭스바겐을 주축으로 시작되었으며, 자동차 전장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의 생산성 향상에 그 근본을 두고 있다. ECU에 필요한 모든 소프트

웨어 분야의 개방형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국제 협회인 동시에 차량용

미들웨어의 대표적 사례이고 OSEK 대비 훨씬 방대한 자동차 소프트웨

어 표준화를 시도하였다. 완성차 업체들은 AUTOSAR 기반으로 자사의

플랫폼을 만들어 부품 업체에 이를 적용하여 개발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35) OSEK와 AUTOSAR를 중심으로 본 차량용 OS와 미들웨어 기술 동향(한국정밀공학회지, 
2006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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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볼보, GM, Mini, 아우디, 현대자동차, 보쉬 등 많은 업체들이

AUTOSAR를 적용하고 있다.

다. 블랙베리 QNX (Blackberry QNX)

블랙베리는 2010년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QNX를 인수, 현재

RTOS 분야 대표 글로벌 회사로 자동차, 국방, 항공, 의료 등 다양한 분

야에서 활용 가능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QNX의 기술력 및 보안성이

업계에서 높게 평가되며 크라이슬러, GM, BMW, 폭스바겐, 포드 등 주

요 자동차 업체가 QNX RTOS를 장착하기 시작하고 있다.

2. 인포테인먼트 (Infortainment) 소프트웨어

가. 인포테인먼트

주행 기능 외에 운전자의 부가적 편의 기능을 위한 서비스로 주로 오디

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등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통칭한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 애플의 카플레이(Car Play), 마이크로소

프트의 윈도우 인 더 카(Win CE)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삼성전자, LG

전자 등의 IT 업체들이 IoT와 같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연계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다.

나. 블랙베리 QNX

위의 RTOS 설명에서도 나왔던 QNX는 주행 기능뿐만 아니라 인포테인

먼트를 포함해 전체 자동차의 작동을 위한 총체적 운영체제이며, 다른

소프트웨어들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만 초점을 맞춘 제품이다. 따라서

기술력 및 중요도에 있어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되어 있다. 오픈 소스인

리눅스 재단의 AGL(Automotive Grade Linux)을 제외하고 본다면, 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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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으로는 사실상 블랙베리의 QNX가 인포테인먼트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블랙베리는 다른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들보다 안드로이드 앱을 지원

하는 것에 가치가 있다 여겨 하이퍼바이저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 ‘디지

털 콕핏’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는 안드로이드 앱을 구동하는 QNX와 캐

빈(탑승 공간) 기능용 QNX를 따로 제공함으로써 자동차 승객이 안드로

이드 앱을 QNX의 주행 관련 핵심 시스템(RTOS)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서도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다. 기타제품

리눅스 재단은 인텔과 삼성전자가 주도하여 개발한 모바일용 OS ‘타이

젠’을 기반으로 차량용 OS인 'AGL'을 개발. 리눅스를 스마트폰용 OS로

만든 것이 타이젠인데, AGL은 이 타이젠을 다시 차량용으로 바꾼 것으

로 AGL 프로젝트에는 현대차, 랜드로버, 도요타, 닛산 등 자동차 업체와

인텔, 삼성전자, 파나소닉, NEC 등 IT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LG전자의 '웹OS 오토'는 리눅스 기반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으

로 퀄컴의 SoC,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등과 연계한 생태계

를 구성중이다.

현대차는 리눅스를 기반으로 커넥티드 카에 최적화된 독자적인 차량용

운영체제인 ‘ccOS(connected car Operating System)’를 개발 하는 중이

다.

테슬라 또한 리눅스 우분투(Ubuntu)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테슬라

OS’를 사용하고 있다.36)

36) 네이버 블로그 4차산업 다이어리 :: 기업 및 산업에 관한 글
    (https://m.blog.naver.com/shakey7/22183529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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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율주행 및 인포테인먼트용 자체 운영체제를

개발 중이거나 개발하여 탑재하고 있는 추세이다. 통합 ECU와 더불어

중앙집중화된 운영체제는 자동차의 컴퓨터화의 핵심이며 포렌식 도구의

표준화에도 이점이 생기게 된다.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와 IOS로 양분된

것처럼 지금 출시되고 있는 많은 차량용 OS들도 활용성이 높은 소수의

운영체제들로 재편성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

레이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스마트가 운

영체제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장악하는 시나리오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제3절 법적인 측면

1. 현재 자동차 기록장치 관련 법령

가. 운행기록장치

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용 자동차37)의 경우 운행기록장치를 장착

하여야 하고 기록된 운행기록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운행

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제55조 제1항,2항)

나. 사고기록장치

앞서 EDR 포렌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

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경우 기준을 정하고는

있으나 사고기록장치의 장착이 의무사항은 아니다.(제56조의2)

37)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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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기준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은 운전자의 착석여부 및 안전띠 착용여부와

운전자의 운전조작 가능여부를 항상 감지할 수 있을 것

나. 운전자 착석 여부 등에 대한 경고 및 작동기준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이 작동 중인 상황에서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

하고 있지 않거나 1초를 초과하는 시간동안 운전석에 없는 것을 감

지한 경우 이 별표 제1호라목에 따른 운전전환 요구를 시작할 것.

다만 운전전환요구 시 청각경고는 이 규칙 별표 5의24 제2호나목에

따른 좌석안전띠 경고장치의 2단계 경고로 대신할 수 있다.

다. 운전자의 운전조작 가능여부 감지 등 기준

1)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은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한 채 운전석에

있는 상태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면 운전자

가 운전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할 것

가) 이전 30초 동안 운전자가 운전자전용 자동차제어장치를 조작

한 경우

나) 이전 35초 동안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머리 또는 몸을 움직인

경우

다) 이전 4초 동안 운전자가 연속적으로 눈을 감지 않은 경우

2)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은 운전자가 1)에 따른 활동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운전조작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감지하자마자 다른 신호와

구별되는 청각경고를, 1)에 따른 운전자의 활동이 감지되거나 이 별

표 제1호라목에 따른 운전전환요구가 발생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것

3) 2)의 경고 후 15초 동안 1)에 따른 운전자의 활동이 없는 경우 즉

다. 승용차 부분자율주행시스템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과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성능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별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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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 별표 제1호라목에 따른 운전전환요구를 시작할 것

가. 기록 대상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 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

2) 다음의 방법에 의한 자율주행시스템의 해제

가)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 해제수단(오프모드) 사용

나) 운전자의 조향입력 조작

다) 운전자의 가속페달 조작

라) 운전자의 제동페달 조작

3) 다음의 조건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전환요구

가) 예상되는 상황

나) 예상되지 않는 상황

다)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거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라) 운전자의 운전조작 불가

마) 자율주행시스템의 고장

4)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자 조작입력 감소 또는 억제

위와 같이 부분 자율주행차에 관련해서 수집해야 할 정보, 데이터의 저

장 및 추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기록장치에 기록된 데이터로 차량의

상태 정보뿐 아니라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기록된 데이터를 통해

운전자의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라.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등은 제작ㆍ조

립ㆍ수입ㆍ판매하고자 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율

주행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자율주행정보 기록 장치를 부착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9조의17 제1항) 자율주행자동차에 기록

할 정보는 위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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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운행의 시작

6) 비상운행의 종료

7) 사고기록장치의 작동

8) 충돌 인지

9)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한 위험최소화운행의 시작

10)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심각한 고장

11) 자동차의 심각한 고장

나. 기록 내용

1)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가목에 따른 사건을 기록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하고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기록해야 한다.

가) 발생한 사건의 종류

나) 사건 발생 사유

다) 사건 발생 날짜("○○○○년/○○월/○○일"의 형태)

라) 사건 발생 시각("○○시/○○분/○○초 KST" 형태로 기록하

되, 기록 정확도는 ±1초이어야 한다.)

2) 가목에 따른 사건을 기록할 때 사건 발생 당시의 자동차로유지

기능용 소프트웨어식별번호 또는 자동차로유지기능 관련 소프트

웨어 버전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나목1)라)에 따른 사건 발생 시각의 최소 기록단위(1초) 내에서

여러 개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사건들의 발생 시각을 하

나의 시간기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건이 기록되는

순서는 사건의 발생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 기록 저장 및 추출

1)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는 최소 6개월 이상 또는 2,500건 이상의

기록 사항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저장한계가 도래한 경우 기존에 저장

된 정보는 오래된 순서대로 덮어 쓸 수 있다.

3) 별표 14 및 별표 14의2, 별표 14의7, 별표 14의8에 의한 충돌시

험 후에도 기록 내용이 추출될 수 있어야 하며, 자동차 내장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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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도 기록된 모든 정보는 추출될 수

있어야 한다.

4) 기록 내용은 표준화된 통신 인터페이스(OBD 단자 등)를 통하여

읽힐 수 있어야 한다.

라. 조작 방지

위ㆍ변조 방지와 같은 적절한 조작 방지 설계 등을 통해 저장된 정

보에 대한 조작을 방지해야 한다.

마. 작동상태의 확인

자율주행시스템과의 통신을 통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이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가 정상 작동중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동차 기록장치 관련 법령의 변화

현재까지는 자동차 기록장치의 장착의무가 운송사업용 자동차에만 적용

되어 있다. 최근 전기차의 화재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배터리의 안전

성 문제가 대두 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에서는 배터리관리

시스템(BMS)에 메모리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자율주행차 시대가 가까워지면서 부분 자율주행차의 기록장치 수집

정보, 성능, 보관 및 추출 방안 등의 기준이 마련되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자율주행차의 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 자동차 제작사

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모든 자동차에 기록장치를 장착하여 생산

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법적인 제도의 보완

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 하고 데이터의 추출 주기, 분석방법, 제공데이터

의 종류 등을 체계화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도 관심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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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동차에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광범위하고 개

인의 사적인 부분까지도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활용

의 제한이나 암호화 등을 통한 데이터 보호가 필요하다고 본다. 차량 내

부 카메라에 저장된 정보와 긴급 상황을 위해 수집하는 운전자의 생체

정보 등은 매우 민감한 부분으로 특별히 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제4절 상업적 측면

자동차가 발전하고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어도 법적인 의무가 없다면

제작사에서는 비용을 들여 기록 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장착할 필요가 없

다. 하지만 기록장치를 이용함으로써 상업적으로 효과가 발생한다면 기

록장치의 개발, 장착의 유인이 될 수 있다.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 기록장치가 어느 분야에서 상업적 가치를 가질 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설계 및 유지보수

자동차 제작사는 차량 운행데이터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상업적으로 활

용한다. 현대자동차 차량개발 부서의 경우 차량 주행 시 발생하는 데이

터를 측정하고 수집, 분석하여 엔지니어링 및 미래 모빌리티 고객 대응

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스마트 차량 모니터링(SVM)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험차/양산차 데이터를 통합하고, 데이터 기반

(Data-driven) 및 모델 기반(Model-based) 분석을 통해 고장 진단 및 예

지 관리로 활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고객의 차량으로부터 수집한 누적 주행 거리, 잔여 주유량, 운전 습

관 등의 운행 데이터를 외부에서 활용 가능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로 가공하여 파트너사에게 제공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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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오픈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였다.38)

고객의 동의를 받고 수집한 데이터를 가공하여 정비업체, 세차업체, 주유

업체 등에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테슬라의 경우에도 수집하는 데이터가 방대하다. 데이터 출처별로 구분

하면 고객과 사용 디바이스(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지불 내역 정

보), 차량(차대번호, 속도, 주행거리계, 배터리 및 충전 이력, 각종 전자시

스템 사용 이력, 소프트웨어 버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사용 데이터, 안

전벨트 등 안전 데이터, 카메라 이미지, 에어백 정보, 가감속, 보안, 사고

발생 시 비디오 클립, 차량 이동기능(Summon), 차량 퍼포먼스 데이터,

리모트 서비스 이력, 차량 외부 비디오 클립), 개인정보(연락처, 인터넷

검색 이력, 내비게이션 사용 이력, 라디오 채널 사용 이력, 현재 위치, 사

용 충전소 위치), 신용정보(은행 라우팅 정보, 사회보장번호, 신용카드 사

용 이력 및 한도, 운전면허증, 생년월일, 기타 카드 관련 정보) 등으로

거의 모든 차량과 운전자 정보를 활용한다. 2020년 세계 전기차 판매 1

위를 달성한 테슬라 출시 차량들의 전체 운행거리는 2021년 1월 1일 기

준 약 225억 마일, 부분자율주행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의 예상 주행거리는

약 33억 마일이다.39)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딥러닝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

시키고 자동차 설계 및 구조변경에 활용하고 있다.

2. 보험사 활용

차량 주행 정보는 제작사 이외에 보험사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이다. 차

38) 현대자동차 홈페이지(https://www.hyundai.co.kr, https://tech.hyundaimotorgroup.com)
39) 차두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데이터 이슈.” AI DATA INSIGHT 특별기고
    (https://webzine.aihub.or.kr/insight/vol12/vol12_content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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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사고를 분석하여 손해율을 계산하고. 운전습관에 따라 개인별로 보험

료를 차등 측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

사들은 차량 제작사나 네비게이션 앱 제작 업체들과 데이터 제공 협약을

맺고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오픈데이터 플랫폼의

국내 보험사들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테슬라의 경우 자사의 차량에

대하여 직접 보험 상품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현재 판매가 늘어나고 미래에 주로 운용될 자동차들은 자율주행을 위해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자동차제작사 및 주변 인프라와 연결되는 특

징을 가진다. 이러한 기술을 위해서 자동차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중앙 집중화 되고 표준화 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기록장치를 의무화 시키고, 수집된 데이터를 저

장하고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였다. 더불어서 제작사에게 상업적

유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동차 포렌식이 컴퓨터, 모바일

에 이어 포렌식의 의미 있는 한 분야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성립되었다

고 본다.

제4장 포렌식 데이터의 분석

제1절 수집 데이터 종류40)

1. ECU 차량 센서

차량 종류와 사양에 따라 조금차이는 있지만 전장 부품은 파워트레인,

섀시, 바디, 인포테인먼트와 안전과 보안 부분으로 나눌수 있다. 파워트

40) 황재훈, 조민제, 윤철희."교통사고 센서 데이터 분석을 위한 DID 디지털포렌식 프레임
워크 적용 방안 연구."디지털포렌식연구14.3(2020):22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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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은 엔진제어, 자기진단 장치, 크루즈컨트롤을 담당하고, 섀시는 조향

장치, 브레이크, 서스펜션을 담당하며, 인포테인먼트는 음성인식, 항법장

치, 멀티미디어 등을 담당한다. 그리고 안전과 보안 부분은 자동주차, 충

돌방지, 졸음방지, 원격무선 잠금, 타이어공기압 등이 있다. <그림 9>는

이를 요약한 도표이다.

<그림 9> 차량전장부품

2. ADAS 차량 센서

지능형운전자보조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은 각종 첨단 센서와 GPS, 통신과 지능형 영상 장비 등을 이용하여 주

행 중 주변 상황을 차량 스스로 인지하고, 상황을 판단, 자동차를 제어하

거나 운전자에게 위험 요소를 인식하도록 경고음, 불빛, 진동 등으로 운

전자가 안전하게 운전을 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차량 제조회

사 (예: 벤츠, 아우디, 현대 등)에서 출시되는 차량 중 첨단 기능이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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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안전운전이 가능한 기능들이 대부분 ADAS 기술에 해당한다.41)

ADAS에서 사용하는 센서는 위치 인식을 위해 관성측정센서(IMU), 위

성항법센서(GPS), 카메라, 라이더 등을 사용하며, 물체 인식을 위해서는

카메라, 라이더, 레이더 등이 사용된다.

- 카메라는 교통표지판 인식, 사각지대 탐지, 차선이탈 등 정확한 형상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 레이더(RAdio Detection And Ranging)은 허공에 전자파를 쏴 물체에

부딪혀 돌아오는 반사파를 활용 탐지된 물체의 방향과 거리 및 속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레이저는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간과 야간

을 구별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리 측정을 할 수 있어 카메라를 보

완해준다.

- 라이다(Light Detection And Ranging)는 레이더와 기본 원리는 같지

만 고출력의 펄스 레이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레이더와 달리 거리 정

보를 획득하는 점이 다르다. 특히 실제 거리를 계산하는데 1초에 수백

만 번 의 광선을 쏘기 때문에 수집된 정보를 모두 합쳐 3D 형태로 재

구성이 가능하다.

3. 인포테인먼트에 저장되는 디지털 센서 데이터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운행 편의(예: 내비게이션, TPEG, 주차보

조 등), 안전운전(예: OBD, ADAS,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 차량과 차량

통신), 엔터테인먼트(예: DMB, 오디오, 게임, 모바일오피스 등)등을 지원

하다.

41) Vector Informatik GmbH,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vailalble:
https://www.vector.com/int/en/know-how/technologies/autonomous-driving/adas

/#c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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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데이터 
형식 데이터 위치 의미

Device 
Lists User Data

/__TFAT_HIDDEN_R
OOT_DIR__/
MediaCache/

File that list devices that 
were connected and 

their names
Device 
Serial

Number
User Data

/__TFAT_HIDDEN_R
OOT_DIR__/
MediaCache/

Files that list devices’ 
serial numbers of all 

connected devices

Device 
playlist User Data

/__TFAT_HIDDEN_R
OOT_DIR__/
MediaCache/

Files that list devices’ 
artists and songs as well 

as visited radio channels 
of all connected device

Contact 
Names User Data

/__TFAT_HIDDEN_R
OOT_DIR__/

GrammarFSM/
/__TFAT_HIDDEN_R

OOT_DIR__/
Windows/phonebook

iVe Report

Arbitrary files list 
contact names of all 

devices that were 
connected iVe report 
lists all contacts that 
were downloaded to 
infotainment system

SMS User Data
/__TFAT_HIDDEN_R

OOT_DIR__/
TxtMsgApp/

Potential SMS 
information (file content 
unsuccessfully recovered)

Registry System

/__TFAT_HIDDEN_R
OOT_DIR__/

Documents and 
Setting

System.hv registry hive 
file located (registry 

viewers could not parse 
information; some 

potential information 

<표 4>는 네비게이션 장치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Ford Fiesta 차량의

기본적인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나열한 것이다. 통화 목록, 연결된 장치

정보, 문자 관련정보, 인터넷사용 등 사용자가 사용한 정보와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42)

<표 4> Ford Fiesta 차량 인포테인먼트 기능

42) Jesse Lacroix,“Vehicular Infotainment Forensics: Collecting Data and Putting 
It into Perspective”, University of Ontario Institute of Technolog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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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able in Autopsy)

User 
Activity User Data

/__TFAT_HIDDEN_R
OOT_DIR__/

Windows/LogFiles/

Potential user activity 
recorded by system

Windows
Dump System

/__TFAT_HIDDEN_R
OOT_DIR__/

Windows/LogFiles/

Windows memory dump 
files

System 
Events System

/__TFAT_HIDDEN_R
OOT_DIR__/

Windows/LogFiles/
System generated events

Internet
History Application

/__TFAT_HIDDEN_R
OOT_DIR__/

Windows/Profiles/Gu
est/Cookies/

/__TFAT_HIDDEN_R
OOT_DIR__/

Windows/Profiles/Gues
t/ Temporary

Internet 
Files/Content.IE5/

/__TFAT_HIDDEN_R
OOT_DIR__/

Windows/Profiles/Gu
est/History/
History.IE5/

index.dat file located but
functionality on system 
was disabled (potential 

internet history         
if feature would be 
enabled and used)

4. 연락처

연락처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동기화 된 스마트폰의 전화번호 목록

과 통화목록이 저장된다. 통화목록은 스마트폰에서 통화한 목록이 차량

에 탑승하면 자동으로 저장된다. 이를 활용하면 사용자의 통화시간 분석

이 가능하며, 만약 통화시간과 교통사고 시간을 확인하면 운전 중에 통

화와 같은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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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네비게이션 정보 데이터

내비게이션에는 자주 찾는 장소, 최근 검색 경로, 주행 로그 기록 등 차

량 운행과 연관된 정보가 있다. 일반 사건의 경우는 자주 찾는 장소와

최근 검색 경로는 차량 소유주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

다. 만약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내비게이션의 주행 로그를 분

석하여 시간과 경로 정보를 파악하면 음주운전자의 동선을 토대로 음주

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6. 차량 운행 기록시스템 로그 데이터

미국은 VEDAS(Vehicle Data Stream mining)라는 차량의 비정상 운행

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VEDAS는 PDA와

OBD-II 단자를 연결하여 차량의 방향, 속도, 차량 상태정보 등을 수집하

고, 각 차량에 장작 된 PDA 단말기를 통해 분산 데이터마이닝을 수행하

여 음주운전, 졸음운전 등과 같은 위험한 운전패턴을 파악 한다43). 이처

럼 미국은 챠량 운행 기록을 수집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주행 정보를

다양하게 분석하여 차량디지털포렌식에 사용하고 있다.

가. 운행 기록 분석로그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eTAS(운행기록 분석시스템)는 사업용 자동

차 운전자의 과속, 급제동 등 난폭운전 습관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축했다. 운행기록 장치는 차량의 순간속도,

RPM, 브레이크 신호,GPS, 방위각, 가속도 등을 분석하여 운수회사와 운

43) H. Kargupta, R. Bhargava, K. Liu, M. Powers, P. Blair, S. Bushra, J. Dull, K. 
SarKar, M. Klein,M. Vasa, and D. Handy, “VEDAS: A mobile and distributed 
data stream mining system for real-tiem vehicle monitoring” Proc. SIAM Int. 
Data Mining Conf, pp.300-311, Apr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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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에게 제공한다. 이를 토대로 운수회사는 안전관리가 가능하고 운전

자는 운전습관 개선을 가능하게 활용하고 있다.44)

나. 차량 정보분석 시스템(Vehicle and Driver Management System) 로

그 데이터 ETRI와 KT로지스, 네이버시스템 등이 개발한 시스템으로 차

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차량과 운전자에 관련된 정보를

분석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차량에 장착된 단말기로부터 주

기적으로 차량 정보, 위치 정보를 관제 서버에 저장하고 분석하여 운전

성향정보, 운행통계정보, 운행 이력 등의 정보를 보관한다. 또한, 차량 진

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고장 발생 시 운전자 또는 차량관리자의 대처

가 쉬우며, 운행일보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잘못된 운전습관을 개선함으

로써 차량의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45)

다. 네비게이션 서버 로그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예:Tmap, 카카오맵 등) 이용 증가로 해당 서버에는

경로 탐색, 경로 이탈 정보, 요청날짜와 시간, 재탐색 여부, 출발지와 목

적지 GPS, 통행 거리, 예상 통행시간 같은 데이터의 양이 많게 저장된

다. 예를 들면 경로 검색을 하고 경로 설정을 할 때 서버에 수집된 차량

정체 구간과 사고 정보를 이용하여 최적의 경로로 주행할 수 있게 해준

다.46)

44)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Digital Tachograph Analysis System. 
Available:

   https://etas.kotsa.or.kr/etas/frtg0100/goList.do.
45) Jong-woo Choi, Dae-seop Yoon, Hyun-sook Kim, and Jong-hyun Park, 

“Vehicle and DriverManagement System Through Vehicle Information 
Analysis”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of Communication Sciences, 
25(7), pp.3-9, 2008.

46) Hyuk Joon Son, “Analysis of Driver’s Compliance with Route Gudance 
Information using Car Navigation Log Data”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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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치기반 차량데이터 수집 서비스(Probe Data Service On Location)

로그 데이터

자율주행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위치기반 차량데이터 수집은 WAVE

통신을 기반으로 모든 차량과 노변 기지국이 차량탑재장치로부터 차량의

위치(궤적) 정보, 운행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교통관제센터로 전송

하고 저장하는 서비스이다.47)

위치기반 차량데이터 수집 서비스가 지원되면 주행기록의 수집은 훨씬

빨라지고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

제2절 데이터 저장방식 및 추출절차

1. 차량 주행정보

기존의 차량 주행 정보는 사고 전 소량의 데이터만을 EDR에 저장하여

제작사에 제공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추출한다.

향후 차량 발전 추세를 보았을 때 차량 주행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별

도의 저장장치가 장착되어 내부 메모리에 저장되거나 무선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스마트폰, 외부 서버에 저장될 것을 보인다.

2. 자율주행 관련 정보

레이더와 영상 센서는 대략 초당 100MB데이터를 생성하고, 내부 ECU

는 초당50MB용량의 융합센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면 5개의 레

이더 센서와 2개의 영상 카메라가 수집하는 데이터의 양은 초당 1GB로

추정된다. 만약자율주행차 가 하루를 주행할 경우 초당1GB로 생성되는

pp.14-31, Jun, 2012.
47) Oh Yong Kwon, “Specification Part 1. Function and Performance 

Requirement Specification” ITS KOREA,pp.1-23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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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양은 대략 30TB가 필요하다고 예상된다.48) 생성되는 정보의

양이 방대하여 차량 제작사나 이용관련 기업의 서버나 클라우드에 저장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련 정보 획득을 위해서는 업체 서버의 압수

수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인포테인먼트 정보

차량 내부 인포테인먼트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거나, 연결된 스마트폰

또는 클라우드에 저장될 것으로 보이며, 모바일 포렌식 또는 클라우드

포렌식을 통해 자료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절 데이터분석 방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TB단위의 대량의 데이터가 차량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문제는 과연 이런 대용량의 데이터를 어떻게 획득

하고 효과적으로 분석할 것 인가 이다. 최근 모바일 포렌식에서 보면 스

마트폰은 저장용량이 512GB를 넘어서면서 자료의 획득시간이 4-8 시간

정도로 늘어났고, 획득된 정보의 선별 및 분석시간 또한 이에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다. 모바일 포렌식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인 메시지

분석의 경우 한 사람의 스마트폰에서 메시지의 양이 70만건을 넘어가서

획득 및 분석에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모바일뿐 아니라 자동차에서도 수집되는 다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

석하는 방법이 필수적이다.

48) Andres Patzer, “Data recording for ADAS development – Scalable recording 
of sensor and ECU data”, Elektronik automotive, Mar, 2017. Available:

https://assets.vector.com/cms/content/know-how/_technical-articles/ADAS_Reco
rding_Elektronikauto motive_201703_PressArticle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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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OQA

첫 번째 해결방법으로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FOQA (Flight Operations

Quality Assurance)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은 운송기기 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고 고

가이며 발전되어 있다. 항공기는 공중을 운항하므로 사고 발생 시 승객

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항공기 시스템 중 유용한 것들은 자동

차에도 널리 적용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전벨트,

ABS(Anti-lock Brake System), HUD(head-up display) 등이 자동차에

적용된 항공기술이며, 블랙박스 또한 항공 기술이다.

FOQA란 비행품질보증을 의미하며 비행자료 모니터링(Flight data

monitoring) 또는 비행자료 분석(Flight data analysis)이라고 알려져 있

다. FOQA는 항공기 운항 중 기록된 모든 비행자료를 포착, 분석 및 가

시화하는 수단으로서 비행 중 조종사의 항공기 조작, 풍향 및 풍속, 지

형, 조종석내의 음성녹음 내용 등을 재현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6에 따라 민간 항공사는 SMS(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FOQA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국내에서도 각 민간 항공사가 안

전보안실을 주축으로 FOQA를 운영하고 있으며 항공기 운항이 종료되면

항공기의 DFDAU49)로부터 비행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비행안전과 전반적

인 운항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다. 또 정비 효과성을 한층 더 높이고 항

공기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역할도 한다.50)

각 운항이 종료되면 항공사의 비행자료 분석 담당부서의 서버에 운항

49) Digital Flight Data Acquisition Unit – 비행데이터 기록장치
50) 위키백과 Flight Operations Quality Assurance
    (https://ko.wikipedia.org/wiki/Flight_Operations_Quality_As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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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무선으로 전송된다. 전송된 자료는 프로세싱을 거쳐 분석 소프트

웨어와 3D 시뮬레이션 화면으로 재현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10>은 분석 소프트웨어 화면으로 비행 중 수집 된 데이터를 분석

하여 숫자와 그래프로 나타내어 준다.

<그림 10> Scaled Analytics Sky Analyst FDM 스크린샷51)

차량에서 획득한 데이터도 항공기 프로그램과 같이 프로세싱하여 숫자와

그래프로 확인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주행데이터의 경우 주행속도, 핸들 조향 각도, 브레이크페달 조작

각도, 변속기 위치 등을 그래프로 도출하여 사고 조사 시 활용하는 방안

이 있다. 또한 연료 사용량이나 배터리 잔량을 계산하여 연비 또는 전비

를 계산하여 운행에 도움을 주고 주행 거리에 따른 소모품 교체 시기나.

51) https://scaledanalytics.com/fo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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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압력을 점검하여 공기압 점검 등 유지 보수에도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은 위의 OBD 스캐너 애플리케이션

INFORCAR의 스마트폰 앱에서도 상당부분 구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

당 시스템 개발 및 이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다 진보된 형태로는 3D 시뮬레이션 재현 프로그램이 있다. <그림 11>

은 비행 시뮬레이션 화면으로 비행 중 경로, 외부상태, 내부 디스플레이

상태, 조작부 조작상태 등을 비행 당시 그대로 재현하여 보여준다.

<그림 11> CEFA사의 FAS System 화면

자동차에 장착된 센서수가 늘어남에 따라 위와 같은 시뮬레이션 화면의

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차량 계기판 디스플레이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재현하고 차량 위치 정보를 통해 주행경로를 지도위에 표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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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핸들위치, 브레이크페달 및 가속페달 작동 위치, 변속기 위치 등도

실시간 재현하여 보여줄 수 있어 특히 사고조사 등에서 사고 발생 당시

내, 외부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증거의 경우에도 차량 내부 카메라 및 인포테인먼트 정보 재현을

통하여 운전자의 생체정보, 동승자정보, 목적지정보, 결제정보 등을 수집,

획득하여 독자적인 증거 수집이 가능해지고 모바일 포렌식과 교차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2. 자동분석

컴퓨터 포렌식 프로그램이 데이터, 레지스트리, 로그 등을 분석하여 OS

설치 일자, 접속 USB 정보, 안티 포렌식 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을 한눈

에 볼 수 있게 자동으로 표시 해 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 포렌

식 프로그램에서도 차량 추출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사에 필요한 기본정보

나 특정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 해주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에 연결된 핸드폰 정보, 카페이를 통한 결제 수단 정보, 자동

차 탑승인원 정보, 탑승자의 특정 생체 정보, 네이게이션에 연동된 자주

가는 위치나 주유소 충전소 정보,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정보, 통화내역, 전화번호부, 캘린더, 인터넷 등 네트워크

접속 정보 및 로그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정보들을 수집하여 보여주는 창을 통해 수사관은 자동으로 자

동차 운행에 관한 상태, 운전자의 상태, 차량 내 외부 상태, 차량 내부에

서 이루어진 각종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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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벤트 코드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데이터를 획득하고 위와 같이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시각화 하면 분석에 큰 도움이 되지만 이 역시 필요로 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모될 것이다. 다량의 데이터 중 직

관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특정 조건에 대하여

는 숫자나 알파벳 코드로 발생 시점과 같이 자동 산출되도록 프로그램

하는 방법이 있다.

항공기의 경우 특정조건에서 이벤트 코드를 시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항공기는 이, 착륙 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착륙 시 항공기 조작을 통한 속도, 고도, 진출입 각도 등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기준치를 벗어날 경우 벗어난 강도별로 표시 되는 색을 달리 하

여 Low Altitude, High Speed 와 같은 문장으로 이벤트 코드를 산출한다.

자동차 프로그램에서도 이 부분을 응용하여 주행데이터를 분석해 급가

속, 급감속 코드를 시현하고 또는 내부카메라를 이용하여 졸음운전, 휴대

전화 사용 등의 경고도 시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사고조사나 증거를 수집할 경우 각 조건에 맞는 이벤트 코드들

이 시현되고 그 시점과 종점이 표시되어 있다면 그 부분 위주로 데이터

를 분석하여 쉽고 빠르게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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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변화하는 자동차와 이 변화에 따르는 자동차 포렌식의 방향 그

리고 효율적인 분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금 자동차는 중대한 변

화의 기로에 서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출시하고 스마트폰 판매량

이 압도적으로 증가하며 모바일 포렌식이 의미 있는 포렌식의 한 분야가

된 것처럼 일론머스크가 테슬라의 모델S를 출시한 순간 자동차의 발전

방향이 정해진듯하다 이제 자동차 포렌식도 머지않아 모바일 포렌식의

뒤를 잇는 주요한 한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파편적이고, 단편

적으로 취급되어 사고조사 등에 일부 이용되던 자동차의 데이터는 이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증거 자료가 되어 모바일과 상호보완적이며, 또한

자동차포렌식만의 독자적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기존 자동차 제조사와 신생 자동차 제조사는 테슬라가 구축한

방향을 따라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전동화 된 파워트레인과 자율주행

그리고 커넥티드 카의 길이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센서에서 수집된 데

이터와 이를 처리하는 중앙집중형 컴퓨터와 통합 실시간 운영체제 구축

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고 자동차는 이제 컴퓨터가 되어 가고 있다. 소

수의 제조사와 운영체제만이 살아남게 된 모바일 세계처럼 자동차 분야

역시 보안과 범용성의 문제로 소수의 제조사와 운영체제로 재편 될 것으

로 보인다. 이 분야의 선두주자인 테슬라와 모바일 분야에서 강자인 애

플과 구글이 이 시장 역시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동차 포렌식

의 관점에서도 효율화와 표준화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내수시장의 70% 이상이 현대기아차에 집중된 만큼 현대기아차가

채택하는 시스템과 테슬라 정도만을 타겟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면 그 효

율화가 크게 증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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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동차 데이터의 수집 및 획득을 원하는 주체들이 많은 점 또한 포

렌식에 유리한 상황이다.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차량의 설계, 유지보수, 구조변

경 등에 이용하고 보험사에서는 손해율 계산, 보험료 책정 등에 이용하

여 회사의 이익을 증대할 수 있다. 사고조사 시에도 소유자, 제작사, 조

사기관 모두 추출된 데이터를 활용하면 조사 결과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법 집행기관 또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증거수집 및 재판

에 이용 할 수 있다.

자동차 포렌식 발전은 대부분의 제반 여건이 갖추어 지고 있다고 보며

마지막 남은 문제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석하는지

이다. 이를 위해서 항공기의 사고조사 및 유지보수 프로그램인 FOQA의

도입을 자동차 분야에 제안 하는 것이다. 특정 조건에 대한 자동분석, 이

벤트 코드 도입과 이 부분의 3D 시뮬레이션 재현은 분석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보다 효과적인 증거 조사를 통해 수사와 재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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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car forensics and

How to analyze extracted data

Seonhyeon Kim

Master of Science in Digital Forensics

Department of Mathematical Information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utomobiles are electrical powered and developed in the direction

of self-driving, the role of computers is becoming important.

These smart cars have become common technologies with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automobile technology and computer

technology. This means that new approaches and research on

automobiles are needed from a forensic point of view.

In the past, car forensics consisted of physical forensics that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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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ngth of the skid mark in case of a vehicle accident and

calculate the speed, analyze the destination or route of the navigation,

and analyze videos recorded in the black box. This was not a

forensics of the vehicle itself, but rather an investigation of external

mounting devices or surrounding environments. In addition, there was

a problem in securing reliability because the acquired data was

inaccurate or cross-validation was not possible.

Current automobile forensics have already developed to the point of

analyzing EDR data installed inside cars, connecting acquisition

devices to OBD terminals, and analyzing smartphone-linked

infotainment systems such as Android Auto and Apple CarPlay.

However, it is also not legally mandatory to install devices and

systems for acquisition and analysis, making it difficult to obtain

data. In addition, there is very little data stored inside the vehicle,

and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data is stored in external devices

such as smartphones, so evidence must be obtained through separate

mobile forensics.

However, in the case of electric vehicles with partial autonomous

driving functions, which have been released and are increasing sales,

the structure of the vehicle is expected to be very developed,

enabling the application of a new forensic method.

The characteristic of these cars is that first, as numerous additional

sensors are installed for self-driving and data generated here are

accumulating, the number of information that can be collected is

increasing. Second, the automobile ECU is integrated, equipped wit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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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ized computer, and an integrated operating system is installed

and operated. This has the advantage that automobiles can be

computerized and standardized for forensics. Finally, by having OTA

and V2X functions, data can be transmitted and received wirelessly

by being connected to the outside, which has the advantage of

enabling cross-validation of the generated data.

In addition, in the case of self-driving cars, it is legally forced to

have a device to store vehicle driving data, and the type and storage

method of collected data are stipulated.

Commercially, these data are expected to generate profits through

automobile design and insurance premium calculation, which is an

incentive to store and acquire data.

The accumulated data may be stored in a memory inside the vehicle

or stored in a smartphone connected thereto or in a server of a

manufacturer. The problem is that the capacity of the data is too

vast. In mobile forensics, as the storage capacity of smartphones

increases, it takes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to obtain, select, and

analyze data. In the case of data collected in automobiles, the

capacity is expected to be much larger than that of mobile, so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data analysis method.

Therefore, in this paper, propose the introduction of FOQA (Flight

Operations Quality Assurance), an accident investigation and

maintenance program for aircraft that has already been used for a

long time and has secured reliability and accuracy. By visualizing the

acquired data in 3D simulation, in the case of an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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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 the handle position, transmission position, accelerator

pedal position, etc. can be reproduced as the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accident to increase the accuracy of judgment.

In the case of general evidence collection, the driver's biometric

information, passenger information, destination information, and

payment information are collected and reproduced through the

vehicle's internal camera and infotainment information, enabling

mobile forensics and cross-validation as well as independent evidence.

By adding an automatic analysis function, forensic investigators can

grasp the overall matters necessary for the investigation, such as

vehicle and driver information, at a glance.

In addition, data on rapid acceleration, rapid deceleration, drowsy

driving, etc. will be standardized and registered as event code to

indicate event code, occurrence point, and end point in the program,

reducing data analysis time and improving accuracy.

………………………………………………………………………………
Key words: digital forensic, car forensic, car data analysis,

FOQA, event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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