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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차량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CAN(Controller Area Network), MOST(Media Oriented 
SystemTransport)등의 버스 시스템을 심으로 IVN(In-Vechicle Network)에 한 선행연구와 지능형 통합 

Gateway 개발 연구를 통해 통합 인 차량 상태정보 수집  교환을 한 차량 Gateway를 제시하고, 
Soc(System on Chip)형태의 차량용 인터페이스(HMI, Human Machine Interface)를 통한 지능형 통합 

GateWay 통신 기술을 OSGi의 번들 형태로 제작하여 알아본다.

1. 서론

   국내외 으로 텔 매틱스 기술 고도화를 하 차량에 

IT 기술을 융합한 차량 정보기반 컨버젼스 서비스의 요

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융합기술의 하나로 승용차, 

트럭, 산업용자동차, 군사용 자동차 분야에서 지능형 자동

차의 심이 증 되고 있다. 원격차량진단, 긴 구난등과 

같은 차량 텔 매틱스 서비스에서 요구되는 차량 정보의 

범 도 자동차용 장장치로 이루어진 차량 네트워크에서 

추출된 정보를 비롯하여, GPS 기반의 치정보, 차량 내

외부의 부가 인 센서 정보, 멀티미디어 기기 정보, 차량

간 통신 정보까지 수용하여 차 확장되고 있다. 

 자동차의 개발과 함께 차량용 네트워크는 요구되는 특성

에 따라서 다양한 로토콜이 존재한다. 차량용 네트워크

는 데이터의 크기와 응답시간에 따라 나눠지는데 차량 네

트워크를 구성하는 CAN(Controller Area Network), 

MOST(Media Oriented System Transport)등의 버스 시

스템을 심으로 제어 네트워크, 바디 네트워크, 멀티미디

어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라 

다른 통신 특성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통신을 

사용하고 있다. 한 차량 내부 각각의 네트워크들은 다른 

패킷형태와 처리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네트

워크를 하나로 통합하여 묶을 수 있는 Gateway가 필요하

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Gateway 기술은 개발 기단계에 

있으며, 각각의 네트워크의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Interface 기술도 아직 부족하다. 이에 지능형 통합 

Gateway 개발은 궁극 인 IVN(In-Vehicle Network)의 

목표인 통합 네트워크의 달성을 가능하게 하고, 보다 안정

인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다. 세계

으로 보더라도 아직 창기인 IVN에서 통합 네트워크 

기술은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과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국내 자동차 업체인 , 기아에서는 In-Vechicle 

Network를 용한 차량을 2008년 1월부터 시 하 다. 하

지만 국내에서는 기 단계의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SoC형태의 게이트웨이를 자동차 

부품들의 성능을 리/제어하고 연결된 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표 화한 AMI-C를 이용한 OSGi(Open 

Service Gateway Initiative) 기반의 텔 매틱스 단말 미들

웨어를 이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개발하기 한 고려

사항과 서비스를 구분하고 제공하기 한 기본 요구 기술

을 제안한다. OSGi의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면 유럽의 경

우에는 기업들이 크게 솔루션 업체와 OSGi개발 벤더로 

양분되었는데 표 인 업체들로는 지멘스, 노키아, 필립

스, BMW 등의 통 인 제조업체와 Knopflerfish, 

Prosvst같은 문 벤더를 꼽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VN에 한 선행연구와 지능형 

통합 Gateway 개발 연구를 통해 통합 인 차량 상태 정

보 수집  교환을 한 차량 Gateway를 개발하고, 

SoC(System on Chip)형태의 차량용 인터페이스(HMI, 

Human Machine Interface)를 통한 지능형 통합 Gateway

통신 기술을 제안한다.

2. 표 화 동향

   In-vehicle  네트워크 부품은 1998년 DaimlerChrysler

에서 최 로 S-Class 메리세데스 벤츠에서 D2B라고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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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간단한  데이터 버스 시스템을 장착하여 라스틱 

섬유를 용한데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더 복잡한 로

토콜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아울러 통일된 표 이 규모의 

경제  운행가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됨을 생각하여 

BMW Audi, OASIS Silicon Systems, HarmanBeker와 

MOST Cooperation을 결성하여, 전송매체로부터 플라스

틱 광섬유를 이용하여 자동차용의 통일된 데이터 버스 표

준을 개발하였다. 이후 2004년부터 유럽의 차종들에 장착

되어 있는 상태이며, IDB-1394에서도 미국과 일본을 주

축으로 2007년부터 표준화되고 있다. 현재 국가 간 

Consortium을 구성하여 고속화 및 센서대응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국내의 지능형 자동차는 2008년도 1

월에 출시된 KIA의 Mohave, Hyundai의 Genesis 단 두 

가지 차량에만 국한되어 있는 시작단계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MOST 기반의 부품들이 자동차에 장착

되고 있지만, 이러한 부품들도 일본이나 유럽에서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태이므로 국내의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이와 같이 국내의 지능형 자동차 시장은 현재 

걸음마 단계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

은 무한하며, 현재의 세계적인 기술 발전 추세를 보더라

도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3. 게이트웨이 구조

  

CAN H M I 

Gateway

MOST

Fig.1 SoC 형태의 Gateway 개발

  

  그림1은 SoC 형태의 차량용 인터페이스(HMI, Human 

Machine Interface)를 통한 지능형 통합 Gateway 시스템

이다. CAN, MOST의 서로 다른 이어층을 하나로 통합

하여 통신할 수 있는 것이 HMI다. CAN의 Data Frame과 

MOST의 Data Frame은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각각의 Data Frame이 HMI로 송되게 되며 HMI에서는

CAN, MOST간의 데이터 변환(Mapping)과 AMI-C 네트

워크로 변환한다. SW의 설계는 Simulation으로 구 한다. 

실제 하드웨어 구 은 PC-based 형태로 실제의 다른 PC

에서 RS-232C를 통해 CAN과 MOST가 주고받는 메시지

들을 HMI에서 메시지간의 데이터 변환을 할 수 있게 하

여 각 네트워크들의 통합된 Gateway를 구 한다. 그 Gateway

의 역할을 OSGi가 담당하게 되며 변환된 데이터를 바탕

으로 AMI-C 이어까지 컨버젼 되어 CAN, MOST, 텔

매틱스 간의 완벽한 게이트웨이를 구성하게 된다. 

  여러 차량 네트워크  본 연구에서는 MOST와 CAN

을 연결한다.

3.1 MOST 통신 기술

  MOST는 차량의 멀티미디어 통신을 하여 오디오, 튜

, 앰 , 모니터 그리고 네비게이션 등의 다양한 멀티미

디어 장치들을 통합 운 하기 한 로토콜이다. MOST 

통신은 통신매체로 이블을 사용하여 고속으로 송

이 가능하고 러그-앤- 이 기능이 지원되어 시스템 

변경이 용이하여 상, 음성 등의 데이터를 공유한다.

그림 1. MOST 링 토폴로지

3.2 CAN 통신 기술

  CAN 통신 기술은 차량 내 ECU(Electronic Control 

Unit)들 간의 데이터 공유를 해 Bosch에 의해 개발되었

다. CAN 통신 기술은 통신 속도에 따라 고속 CAN, 속 

CAN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통신 가능한 속도와 실제 차

량에서 사용되는 역은 다음과 같다.

종류
통신 

속도
적용 영역

고속 CAN

(ISO 

11898)

1

Mbps

안전과 관련 있는 엔진, 변속기 등 상호 빠른 

통신 속도를 필요로 하는 파워트레인, 섀시 장

치간의 통신

저속 CAN

(ISO 

11519)

125 

Mbps

차량 도어, 시트 등 차량의 편의 장치와 관련

된 상대적으로 속도가 늦고 안전과 크게 관련 

없는 장치간의 통신

Fig.2 CNA 통신 분류

3.3 OSGi(Open Standard Gateway initiative)

  OSGi(Open Standard Gateway initiative)는 자바 기반

의 홈네트워크 미들웨어의 일종으로써 서비스를 로컬 네

트워크나 장비에게 달하고 달된 서비스가 운용되는 

개방  표 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미들웨어는 ‘두 개 이

상의 시스템 혹은 로그램 사이에서 둘 사이를 재하는 

로그래  서비스’이며 랫폼은 ‘다른 기술들 는 공정

들이 그 에서 구  될 수 있는 일종의 기술기반’ 이라고 

되어있다. OSGi는 자바 환경에서 구동되는 미들웨어이므

로 자바와 매우 한 계를 나타낸다. 임베디드 서버

(Java Embedded Server, 이하 JES)는 임베디드 디바이스

를 한 퍼스  자바 기반의 런타임 환경이다. 그리고 

JES는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의 제공과 서비스 라이  

사이클의 리 기능을 제공하는 소용량 어 리 이션 서

바라고 할 수 있다. 그 다면 OSGi와 JES는 OSGi의 표

화를 주도한 업체가 OSGi 표 을 구 한 임베디드 서

버 솔루션 의 하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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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AMI-C

  이  까지는 기존의 차량  디바이스에 종속 으로 어

리 이션을 개발해야 했지만, AMI-C 표 을 용하여 

어 리 이션을 개발하면 개발비용  시간을 크게 단축

할 수 있으며, OSGi 번들 구조를 통한 상호 운 성, 상호 

연결성, 호환성, 안정성, 확장성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

다. 한 AMI-C은 자바 기반 에서 구축되기 때문에 이

식성과 재사용성이 좋은 장 이 있다.

4. 게이트웨이 구

  본 논문에서 가장 기본 인 게이트웨이 랫폼 환경은 

실제 외부 환경과 최 한 비슷하게 용 시킬 수 있도록 

소 트웨어를 임베디드에 합하도록 구성한다. Hardware

는 일반 인 PC를 사용하고 OS는 임베디드 환경에 합

한 Linux를 사용한다. 기존의 임베디드 OS는 QNX를 사

용했지만 QNX 자체가 개발을 단하 고 요즘에는 공통

된 랫폼을 가진 임베디드 리 스가 많이 나오는 실정이

기 때문에 Linux를 채택하 다. 

4.1 Serial(RS-232C) 통신 환경을 한 랫폼 

  차량 내부에서 CAN이나 MOST 신호의 통신역할은 

Serial Port로 구 된다. 본 논문의 시뮬 이션 환경에서도 

RS-232C를 통하여 MOST나 CAN의 bit값을 받고 보낸

다. RS-232C를 통하여 bit값을 주고받을 때 발생하는 

Event로는 각 bit값을 각각 분석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 

OSGi상에서의 번들 에 RS-232C를 한 번들과 각 bit를 

분석하는 필터 역할의 번들이 제작되었다. 이것이 본 논문

에서 추구하는 가장 기본 인 게이트웨이가 되는 것이다.

Fig.3 Serial 통신을 이용한 게이트웨이 플랫폼 구성

4.2 차량 에뮬 이터(Vehicle Interface) 

  차량 에뮬 이터가 가져야할 요한 특성은 실제 차량

이 제공하고자 하는 상태 정보와 제어를 수용할 수 있도

록 구 해야한다는 이다. (그림 2)는 차량 에뮬 이터를 

나타낸다. 그래픽 컨트롤을 이용하여 해당 장치의 재 상

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CAN으로 통신되는 

Window와 MOST로 통신되는 MD를 각각의 통신 방법에 

맞는 구조로 제작하 다.

 CAN형태의 Data Frame을 가진 Window는 더블클릭을 

하 을 경우 창문이 열린 상태에서 닫힌 상태 는 그 반

로 작동이 된다. 내부 으로는 각 ECU에 해당하는 

Data Frame이 Serial 통신을 통하여 OSGi의 Mapping 모

듈에 달되어 최종 으로 AMI-C 네트워크까지 

Mapping이 되게 된다. 이 게 함으로써 CAN->Gateway 

->MOST 는 MOST->Gateway->CAN 는 MOST,CAN 

->텔 매틱스 서비스가 가능한 SoC 형태의 게이트웨이가 

되는 것이다.

그림 2. CAN과 MOST를 대표하는 ECU를 구현한 차량 

에뮬레이터 구현 모습

4.3 게이트웨이 역할의 Mapping 모듈 제작 

구분 동작상태 Bit Value

CAN
Window 

내림

000000100000000000000010000000

000010011000000110010100100000

000000110000010001000001000000

0000 

CAN
Window

올림

000000100000000000000010000000

000010011000000110010100100000

000000110000010001000001000000

0001

MOST
오디오

Play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1100010000000000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

MOST
오디오

Stop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1100010000000000

10000000000000000000000000001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

Fig.4 MOST와 CNA 형태의 Data Frame

  MOST의 bit를 CAN 형태로 송하기 해서, 한 

CAN의 bit를 MOST 형태로 송하기 해서, 는 

AMI-C 네트워크의 형태로 정보를 변환하기 해서는 맵

핑 과정이 필수 이다. 이러한 Mapping 방식은 모듈로 제

작되어 OSGi에 올라가게 되고 이러한 각각의 Mapping 

모듈이 모여서 본 논문에서 추구하는 SoC형태의 게이트

웨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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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pplication frame format->

Network Adaptation Registry Table로 맵핑되는 과정

  CAN과 MOST 역시 AMI-C 네트워크 형태로의 값으로 

받아들이기 해서는 Mapping 과정이 필수 이고 각 

ECU에 해당하는 값들이 차량 네트워크를 통해 각 장치에 

한 정보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러한 송/수신 정보를 

AMI-C 네트워크에서는 공통 메시지 집합(Common 

ssage Set)이라고 한다.

Fig.5 각 레이어의 서비스를 위하여 맵핑이 이루어져야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차량용 네트워크의 요구되어지는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로토콜이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크

기와 응답시간에 따라 나눠지는데 차량 네트워크를 구성

하는 CAN, MOST등의 버스 시스템을 심으로 제어 네

트워크, 바디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네트워크로 구분되어

지는데, 각 기능에 따라 나 어진 차량용 네트워크의 기능

을 통합하는 것으로, IVN에서 지능형 통합 Gateway 시스

템 개발에 근을 해 보았다. 이것은 차량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선박, 철도 등의 수송수단에 용이 가능하며 

IVN와 운송시스템간의 네트워크화를 용하여 멀리 본다

면 국가 체의 운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총체 인 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 으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이

용되는 컴퓨 , 인터넷, 통신 어 리 이션들은 차 모바

일 환경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차량 이동  여러 

가지 업무, 정보이용, 엔터테인먼트 등 이용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해서, 향후 자동차는 모바일 IT 솔루션의 

요한 부분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망되며, 이러한 시

장변화의 심에 텔 매틱스 서비스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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