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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차량용 정보처리를 위한 통신 모듈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여 차량 상태 및 운전자 
상태 문제를 동시에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 처리 모듈을 설계한다. 통신 모듈의 설계는 RT-eCos 
기반으로 설계되며, 데드라인에 기반한 실시간 스케줄링으로 차량상태 및 운전자 상태 정보를 스케

줄링 하여 실시간성을 보장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차량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운전자 상태를 수집

하여 차량문제 및 운전자 상태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가공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다양한 
방식의 응용서비스를 구축 할 것이다. 

 

1. 연구배경 

최근 자동차 기술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됨

에 따라 IT 기술과의 융합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차량 상태의 정보는 CAN 통신을 통하여 속
도, 유류 상태 및 온도 등을 비롯하여 차체 바디 컨
트롤 정보, ECU 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운전자의 전방 주시를 비롯하여 운전을 통해 

발생되는 운전자의 모든 상태 정보를 수집하여 현재 
운전자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연
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차량 상태 및 운전자

의 상태 정보를 가공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외
부 통신을 위한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다면,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 통신을 위한 데이터 전송 모듈

을 설계하고 이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2. 관련 연구 

2.1 CAN 
CAN(Controller Area Network) 통신은 차량용 네

트워크의 기본 통신 개념이라 칭할 정도로 널리 사용

되고 있다. CAN 은 여러 가지 ECU(Electronic Control 
Unit)들을 병렬로 연결하여 브로드 캐스트로 메시지

를 송수신한다. CAN 프로토콜은 모두가 Master 역할

을 수행하는 Multi-Master 통신으로 언제든지 버스를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빠른 통신 속도

로 먼 거리 통신이 가능하다. CAN Data 의 경우 자신

의 고유 ID 를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 데이터 통신

을 수행한다. 현재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CAN 통
신은 CAN 2.0 을 이용한다 

 
2.2. RT-eCos 기반의 다중 데이터 처리 모듈 

RT-eCos 는 실시간 객체모델인 TMO(Time-
triggered Message-triggered Object)를 기반으로 시간 
구동 및 메시지 구동 태스크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 
공개 소스 운영체제인 eCos 3.0 을 수정하여 개발된 
실시간 임베디드 커널이다. 이는 EDF(Earliest-
Deadline-First), LLF(Least-Laxity-First), FIFO(First-In 
First-Out)등의 다양한 데드라인 기반 실시간 스케줄

링을 지원한다. 
 
RT-eCos 기반의 데이터 처리는 운전자 상태 및 차

량 상태에 따른 대량의 데이터가 동시에 처리를 요구 
할 때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줄이기 위한 모듈이다. 
각 데이터 별 송수신 단위에 우선순위 및 스케줄링 
정책을 부여하고 데이터 처리 모듈이 관리하는 
Multi-level queue 에 의한 스케줄링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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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통신을 위한 전송 모듈 
3.1 RT-eCos 기반의 전송 모듈 설계 

  차량용 정보처리 기반의 외부 통신을 위한 전송 
모듈은 RT-eCos 에서 지원하는 thread 를 기반으로 한
다. 다중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 모
듈로부터 수집된 정보(운전자 상태 정보 및 차량 상
태 정보 등)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하여 임시버퍼를 
이용하여 저장한다. 

 
RT-eCos 는 SpM 와 SvM 매커니즘이 존재하는데, 

SpM(Spontaneous Method)는 시간 제약을 가지고 주
기적으로 구동되는 thread 를 의미하고, SvM(Service 
Method)는 특정 이벤트 메시지로 인하여 구동되는 
thread 를 의미한다. 

 
RT-eCos 기반의 전송모듈은 임시 버퍼에 저장된 

메시지를 SvM 메소드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설계한다. 외부 전송은 UART(RS-232) 방식을 이용하

며, 특정 메시지 포맷에 따라 메시지를 송수신한다. 
 
메시지 포맷은 운전자 상태에 대한 정보인지 차량 

상태 정보인지에 따라 패킷이 구별되며, 이는 사전에 
설계한 데이터 포맷에 맞추어 송수신 된다. 

 
UART 에 기반한 데이터 통신에서는 클라이언트에

서 우선으로 사전에 정의된 프로토타입을 이용하여 
특정 정보를 어느 주기를 가지고 수신할 지에 대해 
등록하면, 전송 모듈에서는 특정 정보에 따른 형식에 
따라 데이터를 전송한다. 

 
데이터 전송 모듈에는 차량 상태 정보와 운전자 상태 
정보를 위한 버퍼가 있으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SpM 과 SvM 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차량 상
태에 대한 정보는 주기적으로 정보를 모니터링 할 필
요가 있으므로 SpM 을 통한 데이터 송수신이 이루어

져야 하며, 운전자 상태 정보는 특정 이벤트(졸음 감
지, 전방 미 주시 등) 에 따른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SvM 을 통한 데이터 송수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한다. 아래 그림은 차량용 정보 처
리를 위한 데이터 처리 모듈 중, 데이터 전송 모듈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그림 1) 외부통신을 위한 데이터 전송 모듈 구조도 

 

3.2 전송 모듈 구동을 위한 플랫폼 
본 모듈을 설계하며 RT-eCos 를 구동하기 위한 플

랫폼은 기본적으로 해당 임베디드 보드에 RT-eCos 를 
포팅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 RT-eCos 포팅을 위한 
보드는 차량용 정보처리 기반의 외부 통신을 위한 전
송 모듈은 NOVA-945GSE-R20 보드를 기반으로 포팅 
한다. 아래는 본 플랫폼의 상세 사양이다. 

 

CPU Intel Atom N270 1.6GHz, 533MHz 

System 
Chip Intel 945GSE+ICH7M 

Memory DDR2 SDRAM 2GB 

I/O 4xRS232, 6xUSB2.0, 2xSATA, 1xIDE, etc 

etc CF socket for storage expansion 
 
위 기반의 플랫폼에 RT-eCos 를 포팅하여 구현을 

위한 테스트를 설계하고 있으며, 4 개의 Serial port 를 
이용하여, 실제 CAN 통신을 통한 차량 상태 정보 수
집, 운전자 상태 정보 수집을 통하여 데이터 전송 모
듈을 거쳐 외부 통신을 위한 포트를 사용(총 3 개의 
Serial port)할 계획이다. 

 
RT-eCos 에서 지원하는 thread 를 기반으로 한다. 

다중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 모듈로

부터 수집된 정보(운전자 상태 정보 및 차량 상태 정
보 등)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하여 임시버퍼를 이용하

여 저장한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를 통하여 차량용 정보처리를 위한 외부통

신 전송 모듈을 설계하였다. 기존에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 다중 데이터 처리 관련된 연구는 실시간성

이 보장된 데이터 처리에 검증이 되었으며 검증된 실
시간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기 위한 모듈은 향후 다
양한 응용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연구로는 본 연구를 통해 설계된 전송 모듈을 

직접 구현함으로써 데이터 가공 및 응용 서비스를 위
한 검증을 실험할 것이며, 검증을 위한 응용 서비스

도 구축하여 실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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