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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차량 기술에 대한 관심사는 기계적 성능에서 각종 전자장치를 사용한 기술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내에서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 및 여러 정보들의 통합 분석을 위해서 자동차 
네트워크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네트워크 기술 중 MOST(Media Oriented 
System Transport)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장치로 저가형 장치인 MiniAMG 단말기를 제안한다. Mini 
AMG 단말기를 통해 어떻게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 기술하였다. 

 

1. 서론 

오늘날 차량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기존
의 기계적 특성 중심의 차량 연구분야는 다양한 전자
장치를 통한 차량 제어 및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
는 시스템 분야로 변해가고 있다. 또한 수많은 휴대
장치 및 멀티미디어 장치들이 보급화 되면서 사용자
들은 자신의 스마트 장치를 통해 이용하던 다양한 서
비스들을 차량 안에서도 동일하게 제공 받기를 원하
고 있다. 
이러한 요구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 업계에서는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특화된 MOST(Media Oriented 
System Transport) 네트워크를 개발하였다. MOST 네트
워크는 광통신을 이용하여 현재는 150Mbps 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기존의 구리선을 이용한 
네트워크 시스템보다 가벼워 차량의 경량화에 용이한 
네트워크 구성이다. 하지만 광케이블을 사용해야 하
므로 MOST 시스템 구성 비용이 많이 들어 현재는   
고급 차종에만 적용되고 있다. 

 
그림 1 MOST 네트워크 장치 모델 

본 논문에서는 AVR32 코어를 사용한 보급형 네트
워크 장치인 Mini AMG(Mini Automotive Media Gateway)
단말기를 제안한다. MiniAMG 단말기는 MOST 네트워
크를 지원하며, 음성 또는 오디오 데이터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CAN(Car Area Network)1 데
이터를 수신 분석하여 차량의 각종 정보를 이용해 최
적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
었다. 

 
그림 2 MiniAMG 단말기 

 
2. 본론 

2.1 MiniAMG 플랫폼 
MiniAMG 는 오디오 스트리밍을 주 기능으로 하는

                                                           
1 Bosch사에서 1986년 자동차 전장 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통신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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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MOST 디바이스로 비교적 저렴한 AVR32 CPU
를 적용하였다. 기존의 MOST 플랫폼에는 오디오와 
비디오 신호를 같이 컨트롤 하기 위해 고성능 CPU
를 적용하고 입출력 단자들이 많아 가격이 비싸고 보
드의 크기가 큰 반면 MiniAMG 플랫폼은 오디오 신
호와 CAN  비교적 저렴한  영상처리 코덱과 보드의 
전면부에는 오디오 입/출력을 위한 DAC, ADC, MOST 
네트워크를 위한 MOST FOT(Fiber Optical Transceiver) 
커넥터가 있으며 CAN 네트워크의 정보를 수신하도록 
RS232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또한 CPU 및 
INIC2(Intelligent Network Interface Controller)을 디버깅 
하기 위한 JTAG 단자도 제공한다. 

 
2.2 MiniAMG 단말기 기능 및 특징 
MiniAMG 단말기는 아날로그 오디오 입력을 받아 

MOST 네트워크 내 특정 디바이스로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전달하거나, MOST 네트워크 내 특정 디바이
스로부터 생성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오디오 단
자를 통해 외부로 출력하는 기능을 한다. 오디오 입
력단자를 통해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수신하고 해
당 신호를 ADC 를 통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며 변
환된 신호는 INIC 을 통해 MOST 패킷의 스트리밍 채
널로 전달된다. 반대로 INIC 을 통해 MOST 네트워크
로부터 수신한 오디오 신호는 dac 를 통해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오디오 출력 단자를 통해 출력된다. 

 
그림 3 MiniAMG 오디오 스트리밍 동작 구조 

MiniAMG 에는 MOST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
기 위해 Netservice 3.0 이 포팅되어. MOST150 에 대응
하며 각종 멀티미디어 기능 블록을 적은 비용으로 효
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오디오스트리밍을 위한 
AuxIn, Amp 기능블록도 netservice 3.0 위에서 개발되었
다.   

NetService 는 MOST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을 효
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API 로 v3.0 부
터는 MOST 150을 지원한다. NetService Layer I은 INIC
과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고 NetService Layer II 는 
FBlock(오디오, 앰프등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제공
하는 어플리케이션) 과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한다.  

NetService 를 사용하기 위해서 i2c 인터페이스로 
INIC 과 통신하기 위한 lld(Low Level Driver)를 AMG
보드에 맞게 설계하였다.  

                                                           
2 NIC(Network Interface Controller)에서 발전하여  Net
Service LayerI의 일부 기능을 담당하게됨  

 
그림 4 NetService 스택 구조 

   MiniAMG 는 CAN 데이터 수신 모듈과 RS232 인
터페이스를 제공한다. CAN 네트워크를 통해 차량의 
상태정보 값을 수집하여 이를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제어에 활용할 수 있으며, RS232 인터페이스를 통하
여 기존의 HMI 를 통하여 MOST 장치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3.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저가형 AVR32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오디오 입/출력 및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MOST150 장치를 설계 및 동작 검증을 해 보았다.  
추후에는 CAN 네트워크 데이터를 사용하여 차량

의 환경에 따라 MOST 멀티미디어 장치들을 제어하
는 연구를 진행 할 예정이며 많은 기능블록들을 개발
하여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뿐 아니라 많은 편의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에 사용되도록 할 예
정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내부 인터페이스로 사용하
고 있는 I2C 와 I2S 포트 외에 MediaLB 포트의 드라
이버를 개발하여 고속의 미디어 전송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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