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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차량 내의 네트워크 가운데에서 용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송할 수 있는 

MOST(Media Oriented Systems Transport) 네트워크 기반의 오디오 인포테인먼트 인터페이스 개발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구 한 오디오 인포테인먼트 인터페이스는 MOST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컨트롤

러로 OS81050A INIC 칩을 사용하 으며, EHC 부분은 ATmega128L 8bit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

다. 오디오 동작과 련된 기능 블록(FBlock)  애 리 이션 작성에는 NetServices API를 활용하 다. 
구 된 인터페이스는 MOST 네트워크 분석 도구인 OptoLyzer G2를 이용하여 정확한 동작여부를 확인

하 다.

1. 서론

  미래 지능형 자동차에서는 단순한 운송수단에서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차량의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정보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주로 하는 편의성 향상을 한 차량 자화 기술 분야의 

발 이 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야들 에서 

최근 자동차에 장착하는 이른바 카 인포테인먼트(Car 

Infotainment)가 요한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자

동차의 인포테인먼트를 한 효율 인 In-Vehicular 네트

워크 기술이 요구 되었으며, 그러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서 하나의 매체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오디오, 비디오, 데

이터, 제어 메시지를 송수신하기 한 MOST 네트워크가 

등장하게 되었다[1].

  본 논문에서는 MOST25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오디오 

인포테인먼트 인터페이스 개발과 련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그 응용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 다.

2. MOST 네트워크

  MOST는 동기화된 통신에 기반하고 용량의 멀티미디

어 정보를 달하기 해 물리  매체로 이블(Plastic 

Optical Fiber : POF)을 이용하여 오디오, 비디오  제어

정보를 송하는 통신 시스템이다.  MOST는 25Mbps 

송 역폭을 지원하는 MOST25와 일본에서 개발된 

50Mbps를 지원하는 MOST50이 개발되어 상용화에 용

되고 있으며, 최근 150Mbps를 지원하는 MOST150 표

에 한 논의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2]. 

2.1 MOST 로토콜

  MOST 시스템의 오디오 임 송률은 44.1kHz이며, 

DVD 임 송률은 48kHz를 사용한다. 오디오 데이터

를 동기식으로 송하므로 데이터 버퍼가 필요하지 않으

며 디바이스 복잡성이 어든다. 

(그림 1) MOST25 임

  (그림 1)은 MOST25의 임을 나타낸 것이다. 

MOST25 로토콜은 하나의 블록(Block)이 16 임으로 

구성되며, 각 임은 512비트 는 64바이트로 이루어져 

있고 동기식 는 비동기식 데이터 송에 60바이트를 사

용한다. 제어 메시지는 임당 2바이트를 네트워크와 노

드 리를 해 사용하며, 임당 제어메시지가 무 많

은 역폭을 차지하지 않도록 막기 해 한 블록(Block) 

16 임에 걸쳐 분산되어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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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OST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컨트롤러

  MOST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컨트롤러는 MOST 네트워

크를 통해 스트리  데이터, 패킷 데이터, 제어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인터페이스를 MOST 디

바이스의 애 리 이션에 제공한다. 최근에는 MOST 네

트워크 인터페이스 컨트롤러에는 INIC(Intelligent 

Network Interface Controller)이 일반 으로 사용된다. 

INIC은 일반 으로 MOST 네트워크에 한 근을 활성

화하며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유연하고 안 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해 다. INIC은 애 리 이션의 마이크로컨트

롤러/마이크로 로세서인 EHC(External Host Controller)

와 연결되어 있다
[4]. INIC 로세서는 MOST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스트리  데이터를 주변 장치에 주

고받는 라우 을 도와 다.

3. 멀티미디어 오디오 인터페이스

  본 연구에서는 MOST25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오디

오 인터페이스 개발을 통하여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인터

페이스로서의 응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MOST150 기술 

개발 연구로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 다. 개발한 멀티미

디어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체 시스템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Audio 인터페이스 체 블록도

  구 된 MOST 기반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보드는 INIC, 

EHC, Power Management, 애 리 이션 하드웨어와 

Network Front End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MOST 네

트워크 인터페이스 컨트롤러로 사용되는 INIC 칩은 

SMSC사의 OS81050A를 사용하 다. 보드의 애 리 이

션 계층 리  운용을 하는 EHC로는 8bit, 8MIPS 처리

율(at 8MHz)의 ATmega128L을 사용하 다. 이 EHC는 

내부에 MOST 네트워크 운용을 한 응용 이어의 

AudioAmp, AuxIn, NBEHC, Enhanced Testability 등의 

Function Block를 수행하도록 NetServices API를 활용하

여 애 리 이션을 구 하 다. 구 한 보드의 원 공  

 리를 수행하는 Power Management는 SMSC사의 

MPM85000 칩을 이용하 다. 애 리 이션 하드웨어로는 

AudioAmp용 DAC와 AuxIn용 ADC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들은 MOST 네트워크와의 통신을 해 INIC의 스트

리  포트와 I2S 인터페이스로 연결되어 있다. 오디오 데

이터는 44.1KHz, 16bit 샘 링으로 DAC/ADC로 동작하

며, SCK rate 64xFS, Delayed-Bit Alignment 형태의 스

트리  데이터 포맷을 지원하도록 설계하 다. Network 

Front End는 MOST25의  네트워크를 한 FOX와 

FOR이 통합된 모듈을 사용하며, FOR은 MOST 네트워크

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기  신호로 변환하는 블록으

로, 보드의 Power Management를 해 Network Activity

의 STATUS 신호를 제공한다. FOT는 INIC으로부터 출

력된 기  신호를 신호로 변환하여 MOST 네트워크

에 출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림 3)은 MOST 네트워크 분석 도구인 OptoLyzer G2
와 MOST Radar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차량용 MOST 

네트워크상에서 구 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정상 으로 

동작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서 정상 으로 동작함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Audio 인터페이스 동작여부 확인

4. 결론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에 한 수요증가와 장분야의 발

달과 함께 MOST 기술은 발 을 거듭해왔으며 많은 자동

차 모델에서 MOST를 탑재해 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MOST25를 기반으로 한 인포테인먼트 인터페이스 개발과 

련한 기본 연구를 수행하 으며, 향후 연구된 기술을 임

베디드 시스템으로 확장하고, 다양한  DVD, 비디오, 

DMB 등의 차량용 인터페이스 개발로 확장을 해 나갈 것

이며, 한 이를 최근 표 화가 진행되고 있는 MOST150 

기술 개발 연구로 확장할 정이다.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 부산 역

시  동의 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임. (08-

기반-13, IT특화연구소:"부산IT융합부품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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