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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차량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리하는 것과 차량에 한 치

를 실시간으로 추 하는 원격에서 차량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하 다. 차량의 상태는 

CAN 네트워크를 통해서 차량의 정보를 획득하 으며, 실시간 추 을 해서 GPS 기반으로 WCAMA 

이용하여 구 하 다. 설계에서 구 한 시스템을 테스트를 하 으며 차량 리  도난 방지 시스템 

 텔 매틱스를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다.

1. 서론

  최근 정보통신과 자동차 기술의 많은 발 으로 인해서 두 

기술의 결합이 두되고 있다. 네비게이션, 치추 , 무선 

인터넷, 원격 차량진단 등의 기술을 제공하는 텔 매틱스 서

비스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재까지 국내에서 발 된 

텔 매틱스 시스템은 네비게이션을 심으로 치 서비스만

이 차량과 같이 많이 융합되고 있다.[1] 

  차량 운 자와 련한 향상된 텔 매틱스 서비스가 제공

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기존의 치기반에 추가하여 무선통

신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 리  진단, 차량 편의시설 제

어 등의 기술이 추가되고 있다. 이를 해서는 자동차에서의 

무선통신이 기술과 자동차 내부 네트워크 정보 수집 기술인 

CAN통신[2][3][4]의 발 으로 가능해지고 있다.

  하지만 차량 내부의 네트워크와 차량 외부의 네트워크사

이 인터페이스가 부족하여 차량의 내부의 상태 정보 등이 

외부로 송하는 텔 매틱스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논문에서는 차량의 내부 상태를 진단 는 모니터링을 하

고, 차량상태를 무선으로 서버로 송하는 것과 차량 치를 

GPS[5]와 WCDMA를 통한 치정보를 이용하여 차량 치

를 실시간으로 무선인터넷을 통해서 서버와 통신하도록 구

한다. 

  본 시스템은 WCDMA 모듈, GPS 모듈  CAN 모듈을 

이용하여, 차량의 치를 실시간으로 악이 가능하여 서버

와 통신을 통해서 원격으로 차량을 제어 는 차량의 운행 

리, 차량 도난에 해서 추 리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련연구로 

GPS, CAN 네트워크 등에 해서 설명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차량 리  추  시스템에 한 설계

와 방법을 서술하 으며, 4장에서는 시뮬 이션을 통해서 

제안된 기법의 성능을 고찰하 으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

는 결론을 맺는다.

2. 련연구

2.1 GPS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는 미국의 국방부에서 

군사용으로 개발하 으나 지 은 민간용도로도 항법, 지도

제작, 측지, 네비게이션 등에서 리 사용되고 있다.   

GPS의 치계산을 해서는 성에는 원자시계가 탑재되

어 있으며, 모든 성 간에는 시간이 동기화 된다. 따라서 

치를 측정하고자 하는 치에서의 시간 동기화에서 발

생하는 시간으로 거리를 측정하며 정확도를 높이기 해

서 여러 성을 이용하여 삼각측량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특정 치의 좌표값과 

그 곳의 측정값과의 차이를 이용하여 보정된 데이터를 반

하는 DGPS가 사용된다 .GPS의  다른 치 측정시스

템으로 GLONASS 등이 있으며 , 유럽에서 독자 으로 추

진 인 Galilleo 시스템도 있다.

2.2 NMEA

  NMEA는 GPS의 데이터 정보를 송하는 규격을 미

한다. NMEA는 미국의 The National Marine Electronics 

Association에서 정의해 놓았다. RS-232 등의 물리 계층

으로 시간, 치, 방  등의 정보를 송한다.

  NMEA 로토콜에서는 문장의 처음은 ‘$’로 시작하며 

마지막은 ‘*’ 이후 Check Sum있다. 우리 시스템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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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NMEA 문장은 GPGGA, GPGSA, GPGSV, GPRMC

등이 있으며, 이  주로 사용되는 GPGGA이다.

  GPGGA의 첫 번째 데이터는 시간을 의미하며, 

114455.532는 11시 44분 55.532 를 뜻하며, 미국시간을 기

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데이터는 도를 의미하며, 

3735.0079는 도로서 37도 35.0079분을 나타낸다. 세 번째 

데이터의 경우 'N'으로 북 를 의미하며 'S'의 경우 남쪽

을 의미한다. 네 번째 데이터는 경도를 의미하며, 도와 

같은 형태로 계산이 가능하다. 다섯 번째 데이터의 경우 

'E', 'W'로 표 되며, 동경과 서경을 의미한다. 여섯 번째

의 경우 Fix의 종류를 의미하며, 기본 으로 GPS 성만

으로 계산된 경우 ‘1’로 표기된다. 일곱 번째의 경우 계산

의 사용된 성의 숫자를 의미한다. 여덟 번째의 수평방향

을 의미한다. 아홉 번째로 해수면의 기  고도, 열 번째로 

고도를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DGPS가 사용되었을 경우 

기지국  ID를 표시하며, 마지막으로 '*' 이후 Check Sum

으로 끝난다.

2.3 CAN(Controller Area Network)

  CAN(Controller Area Network)버스는 독일의 보쉬사에 

의해서 설계하 으며, 이것으로 시작으로 LIN, FlexRay, 

IDB-1394, MOST 등의 차량 네트워크들이 제안되었다.[1]

차량네트워크 로토콜의 다양화에 따라서 정보계 자료 

분석, 제어계자료 분석, 바디계 자료 분석 등으로 분리되

어 있어 차량용 통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이 요구되고 있다. CAN 통신 로토콜은 CAN 버스에서 

디바이스들 통신 사이로 데이터가 달되는 방법을 규정

한다. ISO의 OSI 모델을 따르며, 이 모델은 통신 네트워

크 표 인 일곱 계층으로 되어 있으며, 이 OSI 모델은 두 

개 네트워크 노드들 간의 층화된 통신 시스템을 기술하며, 

이론상 각 계층은 로컬 모드에서는 오직 자신의 직 인 

, 아래의 계층들과 통신할 수 있으며, 원격 모드에서는 

동등한 계층과 통신할 수 있다.

  CAN 통신 로토콜인  ISO 11898는 네트워크와 OSI사

이의 정보교환에 하여 정의하 다. CAN은 통신의 속도

와 ID의 길이에 따라서 표  CAN과 확장 CAN으로 구분 

한다. 표  CAN 사양에서는 11비트의 ID를 가지면 

CAN2.0A(ISO11898. 1993)과 확장CAN은 29비트의 ID를 

가지며 CAN2.0B (ISO11898,1995)에 규정되어 있다. 

3.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차량 내부의 네트

워크와 인터페이스를 하는 CAN모듈, WCMDA, GPS모듈

로  구성한다. WCDMA를 통한 빠른 무선 네트워크를 구

성하며, GPS는 치기반 차량 리  도난 방지를 해

서 사용한다. MPU로는 TMEL사의 32UC3A칩을 사용하

으며, USART를 이용하여 GPS, WCDMA, CAN 모듈 

들을 인터페이스를 시켰다. 한 단말기의 자동차 환경에

서의 동작을 해서 원부를 구성하 으며 차량용 배터

리와 내부 배터리를 사용하여 차량 원이 없을시 내부배

터리로 환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 1) 단말기 하드웨어 구성도

 그림 1은 단말기의 하드웨어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3.1 차량 단말기의 구동

  단말기는 차량의 내부에 치하게 되며, 차량의 치를 

기반으로 하여 서버에 보고를 하며 서버에서는 발생된 이

벤트에 따라서 고객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기본 

구조로, 우선 단말기의 로차트를 보겠다.

  (그림 2)에는 단말기 내에서의 최 로 원 켜지는 동작

하는 데이터 로차트를 보여주고 있다. 구동 방법은 무선

으로 업그 이드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업

그 이드 루틴을 수행하며, 업그 이드 루틴의 경우 기

화하기 에 업그 이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업그

이드가 없거나 방  업그 이드를 했을 경우 단말기 부

으로 넘어가서 기화를 실행 후 서버에 차량의 시동

ON 보고  인증 보고를 실시하여 차량 상태를 알려 다. 

이후 차량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바로 서버로 보고되

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아도 주기 으로 차량의 치  

재의 상태를 보고한다.

(그림 2) 단말기 구동 로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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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서버와 통신

  단말기가 서버와 통신을 하기 해서는 먼  인증이 필

요하다. 인증은 먼  단말기가 TCP/IP로 요청하며 이에 

해서 서버가 SMS로 수신을 한다. 이와 같이 서버와 통

신은 단말기에서 서버로 송은 TCP/IP, 서버에서 단말기

로는 SMS로 통신을 한다. 서버의 경우 다수의 차량의 데

이터를 수신을 하며, 그 차량에 해서 실시간 추 이 가

능하며, 차량 상태를 알 수 있다. 한 차량의 문제가 발

생 할 경우 사용자에게 알려주며, 차량의 단말기 설정이 

가능하다.

(그림 3) 시 스 다이어그램

  (그림 3)은 시 스 다이어그램으로 사용자의 행동에 

한 단말기와 서버와의 통신 로토콜을 볼 수 있다. 차량

의 시동ON의 경우 단말기는 서버에 보고를 하면 기본 설

정된 내용이 다시 단말기에게 내려오고 단말기는 그 설정

에 맞게 설정된다. 한 단말기의 경우 WCDMA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통한 기본 인 설정이 가능하며, 

일반 으로 안심존을 설정이 가능하면 안심존의 경우 

재 치에서의 반경을 설정할 수 있으면 설정된 방경 이상 

이탈이나 진입 시 서버에게 이벤트 보고가 되면 이 경우 

서버에게는 사용자의 정보에 등록된 화번호로 문자메시

지를 송신한다.

3.3 CAN 송

  차량 네트워크인 CAN에서 통신을 해서는 각각의 

Message Objects들이 구성되며, Message Objects와 

Identifier Masks는 Message RAM에 장된다. Message

를 다루는 것과 련된 모든 기능은 Message handler에

서 수행된다. CAN 컨트롤러로 데이터를 송되며 데이터 

형식에 맞게 코딩을 한 후 송된다. 송된 데이터 형식

에서 싱을 하여 차량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차량의 

MCU 상태는 다음과 같이 정보를 알 수 있다.

MCU 상태

  - ID :  YRR2 - 0410H

  - 데이터 길이 : 1바이트 ( 기값 : 00H) 

  - MCU Status 값

MCU 상태 기능

00000000B 이상무

xxxxxxx1B Message CF_Yrs_Crc_error

xxxxxx1xB Over voltage detected

xxxxx1xxB Under voltage detected

xxxx1xxxB Sensor internal failure

xxx1xxxxB Synchronization failure detected

xx1xxxxxB Synchronization underflow detected

x1xxxxxxB Synchronization overflow detected

1xxxxxxxB Bus off failure

  차량에서 10msec 간격으로 수신된 메시지를 장하고 

필요한 ID만 메시지 배열로 장하고 모아서 데이터를 

싱하여 차량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값을 송한다.

4. 시뮬 이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서비스 시스템은 서버와 통신을 

통해서 구동이 된다. 서버에서는 구  맵을 통해서 재 

치를 나타낸다.

(그림 4) 실제 서버에서의 치 표시

  (그림 4)는 단말기에서 서버로 주기 으로 데이터를 

송하여 만들어진 치를 표시하고 있다. 이때 사용되는 

재 차량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서버로 송되는 것을 확인

하 다. 한 차량에서의 정보를 받아서 단말기는 TCP/IP

의 데이터 형식으로 서버로 송하여 고장여부를 악할 

수 있었다. 한 단말기에서의 소 트웨어 변경이 있을 경

우 무선으로 업그 이드 가능한 기능도 확인하 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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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 차량이 있을 경우 특정한 지역으로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가장 가까이 치한 차량을 정하는 로그

램도 구 , 테스트를 완료하 다. 한 차량에서  CAN 데

이터를 확인 테스트하기 해서 자동차 소나타차량에

서 개발한 보드를 차량의 OODB-II에 연결하여 CAN을 

통해서 수신되는 데이터를 컴퓨터로 보내 차량의 정도들

을 확인하 다. 한 서버에서 간단한 원격 제어들이 차량

에 제어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5)에서 개발한 단말

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단말기

 

5. 결론  고찰

  본 논문에서는 GPS 기반의 실시가 치 추  시스템과 

WCDMA를 이용한 무선 통신을 통해서 차량의 일반 인 

상태  차량의 치를 서버로 송하는 시스템을 구 하

다. 차량 내부의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차량 

외부의 네트워크로 송하는 시스템을 구 으로 향후 텔

매틱스 서비스에 활용될 것으로 기 한다. 차량의 문제

가 발생할 경우 바로 사용자에게 문자로 알려주고, 간단한 

원격 제어들이 가능하므로 상황에 처가 가능하다. 

한 차량의 운행거리  운행한 도로, 차량의 속도 등의 

차량의 리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리  확인가

능하다. 차량의 도난에서 실시간으로 추 이 가능하며 차

량 리 서비스에 활용이 될 것으로 망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CAN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획득하는 

부분에서 범용 인 차량에서도 가능하도록 확장을 하며, 

차량의 배차, 주유소 등 최단거리 운행기법으로 연비를 

감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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