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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금의 자동차는 정보기술(IT)기술과 융합되어 기존의 운송기능에서 운전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기

능을 제공한다. 운행 중 운전자에게 교통상황과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은 운전자

에게 효율적인 운전을 유도 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준다. 하지만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상

태를 자동으로 점검하여 알려주는 기능은 미비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 임베디드

장비를 이용하여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 기존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기능

을 제공하며, 추가적으로 자동차 주행정보를 기록하여 사고유무를 확인하는 블랙박스 기능, 주행정보

를 활용하여 자동차 소모품들의 수명을 점검하고, 자동차 내부 고장정보를 발견하고 알려주는 자동

차 자가진단기능을 제공한다.

키워드

인포테인먼트, OBD, 안드로이드, 블랙박스, 자동차 소모품, DTC

Ⅰ. 서 론

최근 급격한 IT기술의 발전은 자동차에도 적용

되어 주행 중에도 운전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IT기술을

접목하여 주행 중 경로 및 교통상황 정보를 제공

하는 내비게이션 기능과 음악 및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기능을 결합된 자동차 인포

테인먼트(Infotainment) 시스템은 자동차 운전자

에게 주행 중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을 제공하여

현재 많은 자동차에서 이용되고 있다.

현재의 자동차 인포테인먼트는 운영체제가 운용

가능한 임베디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GPS의 정

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내비게이션과 음악 및 동

영상재생 멀티미디어 기능을 제공한다. 현재 출시

된 일부 고급형 자동차 모델들은 인포테인먼트를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자동차의 센터페시아(Center

fascia)1) 부분을 제거하여 내장된 자동차 인포테인

먼트를 통해서 해당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1) 자 동 차  운 전 석 과  조 수 석  사 이 에  있 는  컨 트 롤  패 널  (출 처  : 두 산 백 과 )

현재 사용되는 자동차 인포테인먼트는 많은 기

능이 포함되어 출시하지만,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를 통해 자동차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의

부재와 현재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에서 사용되는

임베디드 하드웨어 탓에 추후 주행에 필요한 기

능을 자유롭게 추가하지 못하는 부분은 자동차

인포테인먼트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는 아쉬운

면을 보여준다.

현재 자동차 블랙박스는 추가로 구매 후 설치

하여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블랙박스 구매 비용

및 설치비용이 발생한다. 현재 출시된 자동차 인

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는 자동차 블랙박스 기능

을 포함하지 않는데, 만일 자동차 블랙박스 기능

을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에 포함하게 된다면 인포

테인먼트를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경제적인 부담

을 덜게 하고 불미스런 사고로부터 운전자를 신

변을 보호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기존의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에서 제

공하는 기능들을 포함하고 자동차 내부정보를 수

집해 자동차 자가 점검 기능과 블랙박스 기능을

제공하며 추가적인 기능을 자유롭게 추가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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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기반 자동차 인포테인먼

트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자동차에 인포테인먼트

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추가로 제공

하는 블랙박스 및 자가 자동차 진단 기능 개발에

관한 연구내용을 주로 언급한다.

Ⅱ. 관련 연구

2.1 기존의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현재 우리나라에 출시된 인터테인먼트는 MS社

의 Windows CE 기반의 임베디드 장치를 기반으

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비게이션이

주요기능으로 제공하며 멀티미디어 기능을 부가

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의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스마트폰에 저장된 멀티미디어 파일 재

생 또는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통해

최적화된 경로를 제공하는 스마트 내비게이션 서

비스를 받는다[1].

기존의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회사마다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지만, 개발 환경의 폐

쇄성도 띈다. 이런 부분은 인포테인먼트를 위한 새

로운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개발자들이 해당 플랫

폼에 대한 개발환경 및 개발 도구를 연구해야 하

는 시간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이 발생한다[1].

현재 자동차 제조사 및 주요 IT기업을 주측으

로 자동차를 위한 오픈 플랫폼 개발하고 있다. 대

표적으로 유럽 자동차 제조사 중심으로 개발되어

활용중인 GENIVI(GENAVA In-Vehicle

Infotainment)가 있다. GENIVI도 임베디드 장비

기반의 플랫폼이며 개발 관련 표준만 이행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현재 GENIVI

는 표준이 개발 중에 있지만 이를 기반으로 사용

자에게 친숙한 UI(User interface)관련 연구 및 애

플리케이션 개발이 이루고 있다[1,2].

2.2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는 Google社에서 제공하는 리눅스

기반의 모바일 기기 플랫폼이다. 현재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구글 플레이

(구 마켓)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유·무료로 제공

한다[3].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하드웨어에 안드로이

드를 탑재한 자동차 인포테인먼트를 개발하는 것

을 연구하였다. 이는 멀티미디어 기능과 내비게이

션 기능을 기존의 안드로이드의 애플리케이션과

마켓에서 검증된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용하여 제

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개발하고자 하는 인포테인먼트의 이

런 부분은 운전자의 기호를 고려해 사용자가 자

신이 원하는 기능을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추

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마켓에서 검증받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수한 내비게이션 기능과 멀티미디어 기능을 제

공받으며, 추가로 운전자가 원하는 기능까지 추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임베디드 장비와 스마트폰에 탑재된

운영체제로써 안정된 모바일 운용 환경제공과 운

전자에게 친숙한 모바일 사용 환경을 제공하여

운전자가 거부감 없이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3 주행정보 수집

본 논문의 개발하고자 하는 인포테인먼트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 블랙박스와 자동차 자가 진단

진단 기능을 위해 자동차의 내부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 자동차 내부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자동

차의 ECU(Electronic Control Unit)가 가지고 있

는 주요계통에 대한 정보나 고장유무 정보를 확

인하기 위해 OBD(On-Board Diagnostics)프로토

콜을 통해 수집한다[4].

Ⅲ.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자동차 인포테인

먼트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를 직접 제공하는 ‘임베디드 하드웨어 및 터치스

크린’과 OBD 프로토콜을 이용해 자동차 내부정

보를 수집해 임베디드 하드웨어에 수집 정보를

전달하는 ‘OBD 정보 수집기’ 크게 2개의 구성요

소를 가진다(그림 1).

그림 1. 본 시스템 구성도

3.1 하드웨어 및 터치스크린

본 논문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하드웨어

는 운영체제로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탑재된 임

베디드 하드웨어를 이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CPU

가 1.7GHz Exynos4 Quad Core인 하드커널社의

ODROID-X2를 기반으로 개발한다. 이 제품의 주

요 특징은 초소형 크기, 여러 입·출력 포트를 제

공한 다양한 확장성 제공, Exynos4 기반 초고속

CPU, 그리고 안드로이드 4.0(ICS)의 기본적인 탑

재한 부분 등이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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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ODROID-X2 외형사진 및 내부구조도

터치스크린은 사용자가 화면에서 원하는 기능

을 선택하여 제공받기 위해 7인치 크기에 멀티터

치를 지원하고 ODROID-X2에서 사용가능한 제품

을 사용한다.

3.2 OBD 정보 수집기

본 논문에서 사용된 OBD 정보 수집기(이하 수

집기)는 자동차 내부 네트워크에 물리적으로 연결

되어, OBD 프로토콜을 이용한 정보 수집 후 서

비스 제공 하드웨어에게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전송한다.

이 수집기는 고속으로 자동차 내부정보 수집

과 전송프토토콜 정규화, 그리고 서비스 제공 하

드웨어와 전송을 위해 ARM CORTEX 9 코어 기

반 고성능 32Bit MCU(Micro Controller Unit)을

사용하며, OBD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조회 및 수

집을 위해 MCU는 OBD Interpreter Chip을 이용

한다(그림 3).

그림 3. OBD 단말기 내부구성 블럭도

3.3 서비스 제공 기능

본 논문의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제

공하는 기능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용 애플리케이

션들로 제공된다.

멀티미디어 기능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기

본적으로 제공하는 ‘음악’, ‘동영상 플레이어’, 그

리고 ‘갤러리’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체한다.

내비게이션 기능도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기

본으로 제공하는 ‘네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체 한다.

멀티미디어 및 내비게이션 기능은 ‘구글 Play

스토어’를 통해 운전자가 자신의 기호에 맞는 애

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기존에 제공되는 애플리

케이션 대신 사용 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추가적

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운전자가 원하는

기능을 본 논문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주행

중에 사용 할 수 있다.

블랙박스 기능과 자동차 자가 진단은 자체적으

로 개발한 ‘블랙박스 레코더’와 ‘블랙박스 기록리

뷰’ 2개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된다.

블랙박스 레코더 애플리케이션은 자동차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기록하기 위해 항

시 실행된다. 블랙박스 레코더 애플리케이션은 수

집기를 통해 수집된 자동차 내부정보와 서비스

제공 하드웨어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해 주행영

상정보를 함께 저장한다. 또한 수집기의 정보를

이용해 주행 중에 소모품 수명 주기 확인하여 수

명이 1000Km이 남지 않는 소모품에 한해 사용자

에게 알려주며, OBD의 DTC(Diagnostic Trouble

Code)를 이용해자동차 내부의 고장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능도 주행 중에 함께 제공한다.

블랙박스 기록리뷰는 주행 중에 기록된 블랙박

스 사고기록, DTC 정보, 소모품 수명 주기 확인

기능을 제공한다. 사고기록은 기록된 영상을 재생

과 함께 수집된 자동차 내부정보 및 GPS 정보를

함께 출력하여 교통사고현장을 재현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DTC 정보는 주행 중에 발생한 DTC들

의 목록을 발견 일자별로 출력하고, 각 일자에는

발견된 DTC정보의 목록과 함께 상세한 DTC 정

보를 제공한다. 소모품 수명주기는 주행중에 측정

된 주행거리를 근거로 소모품의 수명을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 한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측정운행

거리 및 수명측정 기준 값을 정할 수 있는 기능

도 함께 제공한다. 운전자의 부품의 중요성에 대

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부품의 상세한 설명도

함께 제공한다.

Ⅳ. 시스템 개발 및 결과

본 논문에서 개발한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의 기

능 제공에 대한 검증을 위해 실제 자동차에서 장

착 하여 진행하여 테스트 하였다.

그림 4. 실제 테스트 화면

(블랙박스 레코더와 내비게이션 실행)

본 논문에서 언급한 하드웨어 및 모니터는 실제

자동차에 설치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실제 자

동차 주행 테스트에서는 하드웨어를 스마트태블릿

(삼성 갤럭시 노트 10.1)을 대체하고(그림 4),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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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개발한 ‘블랙박스 레코더’(그림 5)와 ‘블랙

박스 기록리뷰’(그림6 · 7 · 8) 2개의 애플리케이션

의 정상적인 기능 제공 여부를 검증하였다.

자동차 주행 중 레코드 프로그램은 문제없이

실행되어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 기능 및 블랙박

스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5. 블랙박스 레코드 기능 실행화면 및 화면구성

그림 6. 소모품 교체주기 확인 기능 및 화면구성

그림 7. DTC 발견기록 확인 기능 및 화면구성

Ⅴ. 결 론

본 논문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임베디드 장비를 기반으로 기존의 시스템에서 제

공하는 기능과 자동차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블랙

박스 및 자동차 자가 진단기능을 포함한 자동차

인터테인먼트 시스템 개발을 하였다.

그림 8. 블랙박스 사고리뷰

(사고 기록 리스트 (上), 사고 기록 확인(下))

본 논문에서는 개발한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

스템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확장성의 부분을 잘

활용하여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안드

로이드 플랫폼이 적합한지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완벽한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운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블랙박스 및 자동차 자가진단 기능의 사용자 UI

및 UX를 보강해야 하며, 실행 중에 발생하는 실

행오류를 찾아 고쳐야 하는 점이 보였다. 현재 안

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본기능 보다 보

강된 멀티미디어 및 내비게이션 기능을 추가하여

운전자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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