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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텔레매틱스는 차량의 위치측위기술과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차량내 정보단

말을 통해 차량과 운전자에게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의미한

다.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단말에 도입되고 있으

며, 텔레매틱스 단말은 서버로부터 다양한 통신 수단을 통해 가동되어 전달되는 각종 서비스 정보 
및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실행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AMI-C 기반의 텔레매틱스 단말용 응용 미들웨어를 제안하여, 공통적으로 단말이 제공해야 하는 서
비스들을 제공하여 단말용 서비스 구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1. 서론 

텔레매틱스는 차량의 위치측위기술과 양방향 통신

이 가능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차량내 정보단말을 통
해 차량과 운전자에게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의미한다. 다양한 서비

스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단말에 도입되고 있으며, 텔레매틱스 단말은 
서버로부터 다양한 통신 수단을 통해 가동되어 전달

되는 각종 서비스 정보 및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자

에게 제공하기 위한 실행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텔레매틱스 애플리케이션 및 시스템 

개발자에게 표준화된 미들웨어 API 를 제공하고, 보안, 
통신, 차량상태 등 다양한 텔레매틱스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기반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표준(OSGi, 
AMI-C) 기반의 단말 응용 미들웨어를 제안한다. 

 
 

2. 관련 기술 

텔레매틱스는 DMB, CDMA, WRAN, DSRC 등과 같

은 다양한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텔레매틱스 단말에 
정보 서비스, 모바일 오피스, VRM, 안전 운전, 인포테

인먼트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텔레매

틱스 시스템은 외부 서비스와의 협력을 통해 기존의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기능 및 차량의 안전에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텔레매틱스 단말에서 공통적으로 요구

되는 기능들을 서비스 형태로 분리하여 구축해 놓은 
것을 텔레매틱스 단말용 응용 미들웨어라 하며, 본 미
들웨어는 국제 표준인 OSGi[1] 및 AMI-C[2] 에 기반

을 두고 있다.  
OSGi 는 단말기 업체, 자동차업체 및 이동통신업체 

등 50 여 개 업체가 참여하여 1999 년부터 OSGi 표준 
개방형 게이트웨이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서로 
다른 운용 환경 하에서 서비스를 원격 및 동적으로 
제공, 통합 관리하기 위한 공통 플랫폼을 제공하는 개
방형 소프트웨어 표준이다. OSGi 는 홈네트워크와 텔
레매틱스 단말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00 년 
기본 프레임워크를 정의한 Release1 을 시작으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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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OSGi Release 4 가 출시될 예정이다. (그림 1)은 
OSGi Release 3 개념도이다. 

 
(그림 1) OSGi Release 3 개념도 

대표적인 OSGi 기반의 텔레매틱스 제품으로는 
Prosyst 의 mBedded server telematics edition[3]과 오픈 소
스인 Knopflerfish 기반의 GateSpace e-Service [4]플랫폼

이 있다. 
AMI-C 는 차량 정보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차량 

통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표준화를 목표로 자동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며, OSGi 프레임워크 
상에서 동작한다. AMI-C 는 크게 다음의 세 항목으로 
구성되며, (그림 2)는 AMI-C 소프트웨어 구조를 나타

낸다. 
 
- Vehicle Interface : 차량 시스템, 정보, 신호(signal)

등에 관한 인터페이스 
- Network(s): 컴포넌트간의 데이터 교환 및 제어

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 네트워크와 메시지 집합 
- Host : 플랫폼 상호간 다운로드가능한 응용 코드

를 실행하기 위한 구조 
 

 
 

(그림 2) AMI-C 소프트웨어 구조 

2004 년 ITS World Congress 에 AMI-C 스펙의 
Common Message Set, Physical Spec, 차내 통신 프로토

콜 일부를 구현한 Nissan 의 멀티미디어 테스트 차량

이 발표되었으며, AMI-C 멤버를 주축으로 구성된 
OSGi 의 워킹그룹인 VEG(Vehicle Expert Group)는 OSGi
에 차량 관련 요구사항들을 만족하기 위한 스펙들을 
제안하고 있다. 

 
3. 텔레매틱스 응용 미들웨어 분석 및 설계 

텔레매틱스 응용 미들웨어에서 제공해야 하는 공통 
기능을 추출하기 위해, 우선 텔레매틱스 단말이 제공

해야 하는 서비스들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 서비스

별 로 단위 기능을 추출하였다. 텔레매틱스 서비스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교통 정보 및 안내 서비스 : 실시간 라우팅 서비

스, ETC 서비스, 정보 수집 서비스, DMB 교통 정
보 서비스  

- 차량 안전 및 보안 서비스 : 응급 구조, 차량 상
태 모니터링, 도난 차량 추적, 원격 제어 서비스 

- 개인화 서비스 : 개인 비서, 정보 동기화, VRM 
서비스  

- 모바일 오피스 : 이메일, 주소록, 일정 관리 서비

스) 
- 엔터테인먼트 : 게임, VOD, POI, 지역 광고, 인터

넷 뱅킹, 모바일 커머스 서비스 등 
 

 
확장 가능하고 호환성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본 미들웨어는 OSGi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체택하였다. 
OSGi 는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실행주기 관리는 물
론, 장치 접근, 권한 관리, 통신 관리 등의 서비스 기
반의 프레임워크 기능을 제공한다. 미들웨어 상의 각 
기능들은 OSGi 서비스 번들로 개발되어, 어플리케이

션 개발자들은 제공되는 OSGi 서비스 번들의 기능을 
사용하여 텔레매틱스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OSGi 기반의 미들웨어 구
조는 (그림 3)과 같다. 텔레매틱스 응용 미들웨어는 
그림의 점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

OSGi 프레임워크

JVM

텔레매틱스 단말 OS

Native
Library

Java
Class
Library

텔레매틱스 응용 서비스 번들

텔레매틱스 단말 플랫폼 API

JNI

텔레매틱스 서비스/컨텐츠

 

(그림 3) 텔레매틱스 응용 미들웨어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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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의 텔레매틱스 응용 서비스 번들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에 언급된 각 서비스들을 상세 기능으로 나
누고, 각 기능 별로 공통 기능을 추출한 결과이다. 텔
레매틱스 응용 서비스 번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
음과 같다. 
 
- 통신 서비스 : CAN, MOST, CDMA, DSRC, 

Bluetooth 등의 다양한 종류의 통신에 관한 공통

된 접근을 제공하는 서비스 
- 위치 서비스 : 차량의 현재 위치를 얻기위한 표

준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 
- 저장소 관리 서비스 :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간에 공유되는 저장소 관리를 위한 서비스 
- 차량 정보 관리 서비스 : 차량의 정적 및 동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 TSP 연동 서비스 : 단말과 TSP 센터간에 표준화

된 어플리케이션 통신 프로토콜 처리 서비스 
- 어플리케이션 실행 관리 서비스 : 차량 환경에 

특화된 어플리케이션 실행 및 어플리케이션 우선

순위 관리 서비스 
- 차량 서비스 인터페이스(VSI) : AMI-C 기반의 메

시지를 제공하는 차량관련 서비스(차량 내부 장
치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 제공) 

- 개인 정보 관리 서비스 : 개인화된 차량 및 어플

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제
공 

- HMI 서비스 : 각종 I/O 장치에 관련 표준화된 
입출력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텔레매틱스 단말용 응용 미들웨어는 기술된 각 서비

스 별로 API 스펙을 정의하였으며, 상세 설계 및 구
현 되었다. 
 
4. 텔레매틱스 단말용 응용 미들웨어 검증 

구현된 텔레매틱스 단말용 응용 미들웨어의 기능을 
테스트 하기 위해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위한 시나리오를 수립하였다. 테스트 환경은 미들웨어

가 설치된 텔레매틱스 단말기와, AMI-C 메시지로 통
신이 가능한 차량 에뮬레이터, CDMA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 및 TSP 서버로 구성된다. 테스트 환경 하에서, 
미들웨어의 각 기능을 사용하는 테스트 시나리오를 
통해 미들웨어의 기능 검증하였다. 테스트를 위한 시
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 시나리오 1: SMS 를 이용한 원격 차량 제어 서비

스 – SMS 를 이용해 차량 단말에 제어 메시지를 
송신하고, VSI 를 통해 AMI-C 차량 제어 메시지

를 차량 에뮬레이터로 송신하여 동작을 확인함 
- 시나리오 2: 차량 자동 설정 서비스 – 이미 저장

된 사용자의 차량 설정 정보를 이용해 시트의 위
치 등을 자동 설정 

- 시나리오 3: 개인 비서 서비스 – HMI 의 
TTS(Text-To-Speech) 기능을 활용해 개인 일정 등

을 확인해 주소, TSP 서버로부터 각종 정보들을 
수신함 

- 시나리오 4: TSP 서버 연동 서비스 – TSP 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도착하게 되면, 사용자의 허가

를 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설치 및 실행 시킴 
- 시나리오 5: 응급 서비스 – 차량 내부에 응급 상

태가 감지될 경우, 리소스를 확보하고 응급 상황

에 동작하는 서비스를 실행시키고, 현재 차량 위
치 및 상태를 TSP 센터에 전송하여 신속한 조치

가 가능하도록 함 
 
(표 1)은.위에 언급된 각 시나리오를 통해 기능이 

검증이 된 미들웨어의 기능을 표시한 표이다. 응급 서
비스의 경우 차량의 응급 상황을 감지하기 위해서 차
량 정보 관리 서비스 및 VSI 기능을 사용하게 되며, 
응급 상황 처리를 위한 서비스를 위해 어플리케이션 
실행관리 서비스를 사용하고, 차량 정보 관리 서비스

를 통해 현재 차량 정보를 조회하고, 위치 서비스를 
통해 차량 위치를 조회한 후 TSP 연동 기능을 통해 
TSP 로 정보들을 전송하게 된다. 

 
(표 1) 테스트 시나리오의 미들웨어 서비스 기능 검증 

결과 
scenario

 
Middleware 
services 

S1 S2 S3 S4 S5 

통신서비스 O  O O O 
위치서비스     O 
저장소관리    O  
차량정보관리  O   O 
TSP 연동   O O O 
Appl 실행관리    O O 
VSI O O   O 
개인정보관리  O O   
HMI   O   
 

 
5.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된 미들웨어 기능을 적용하여 구현

된 텔레매틱스 어플리케이션의 프로토타입은 (그림 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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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텔레매틱스 미들웨어가 적용된 텔레매틱스 

어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 

지금까지 텔레매틱스 애플리케이션 및 시스템 개발자

에게 미들웨어 API 를 제공하고, 보안, 통신, 차량상태 
등 다양한 텔레매틱스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기반 환
경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표준(OSGi, AMI-C) 기반의 
텔레매틱스 단말용 응용 미들웨어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미들웨어의 공통 기능을 추출하기 위해 
다양한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상세 기능별로 분석하였

으며, 외부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기 용이한 OSGi 
번들 형태로 개발하였다. 또한, 구현된 미들웨어의 각 
기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구현하여 이를 검
증하였다.  

앞으로, 다양한 시나리오의 적용을 통해 미들웨어 
기능을 확장 및 보완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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