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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IT 기업들이 자동차에 IT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미터 클러스터는 운전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많은 연구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자동차 계기판은 전자기기의 발전과 더불어 아

날로그 계기판, 디지털 계기판, 이 둘을 함께 사용한 하이브리드 계기판, 그리고 보다 상세한 정보를

이미지와 함께 제공해 주는 스마트 하이브리드 계기판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존의 미터 클러스터는 단순히 차량의 제한된 정보를 표시하며, 운전자의 운전 상태에 따른 시인

성이 부족하며, 차량의 상태, 그리고 운행지역의 주변 환경적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운전자의 안정성

이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 운전자의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차량의 상태, 운행 환경정보 등의 통합 된 정보를 LCD 디스플레이 기반에서 운전자의 시인

성과 안정성 우선으로 하는 레이아웃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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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IT 기업들이 자동차에 IT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미터 클러스터는

운전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많은 연구와 관심

이 증대되고 있다. 자동차 계기판은 전자기기의

발전과 더불어 아날로그 계기판, 디지털 계기판,

이 둘을 함께 사용한 하이브리드 계기판, 그리

고 보다 상세한 정보를 이미지와 함께 제공해

주는 스마트 하이브리드 계기판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미터 클러스터는 단순히 차량

의 제한된 정보를 표시하며, 운전자의 운전 상

태에 따른 시인성이 부족하며, 차량의 상태, 그

리고 운행지역의 주변 환경적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운전자의 안정성이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 운전자의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

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차량의

상태, 운행 환경정보 등의 통합 된 정보를 LCD

디스플레이 기반에서 운전자의 시인성과 안정

성 우선으로 하는 레이아웃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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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CD 계기판

Ⅱ. 본 론

차량용 블랙박스의 핵심은 사고를 감지하고,

사고정보를 분석하며, 그 정보를 운용하는데 있

다. 현재 사고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양하지만 대부분 운전석 또는 조수석 에어백을

위한 전방 충돌 센서, 측면 센서 에어백 장착 차

량은 측면 충돌 센서 등을 이용하여 사고를 감지

한다. 교통사고 발생시, 전·측방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충격량을 계산하여 사고를 감지한다. 또

한, 경미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스위치 조작으

로 사고 감지 기능을 대신하여 전후 상황의 데이

터를 저장한다[1].

본 논문에서는 차량용 블랙박스 등의 단순한

운행기록 등의 기능들에 벗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LCD

스마트 계기판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운전자

의 안전을 고려한 차량용 스마트 계기판은 그림

2, 3과 같이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운전자

차량의 상태와 운전자의 운전 상태 그리고 운행

중인 주변 환경에 맞춰 운전자에게 통합 된 정보

를 LCD 디스플레이 상에 표시 되고, 특히 중요

시 되는 정보 즉 안전에 관련된 정보들을 우선적

으로 표시함으로써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LCD기반 스마트 계기판은 안드로이드 운영체

계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계기판 기능의 프로그

램 운영에 안정된 플랫폼을 제공하며, 동시에

기존 계기판에서 표시하지 못한 능동적인 정보,

즉 운전 중인 주변 날씨, 교통, 사고율 등을 운전

자에게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

도록 한다. LCD 기반의 스마트 계기판으로 운전

자에게 높은 시인성이 확보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 LCD 미터 클러스터

시스템 블록도

(a) 차량 상태 정보

(b) 네트워크 구조

그림 3. LCD 미터 계기판 구조

2.1 Google Android

Google에서 개발한 Linux O.S 기반의 개방

형휴대폰용 플랫폼(Android의 SDK를 2007년

11월12일 공개) OHA(Open Handset Alliance)

를 구성하여 구글 서비스에 최적화된 폰으로

UI, Application Layer 개발을 구글이 주도하고,

그 밖의 Kernel 개발은 GPL 진영의 소스를 이

용하여 개발하였다. 단말기를 위한 소프트웨어

스택으로 O.S., 미들웨어, 주요 어플리케이션으

로 구성되고 Application은 Java VM으로 실행

되고, 버츄얼머신은 Linux Kernel 위에서 돌아

가는 Dalvik(재사용과 교체가 가능한 App

framework으로 모바일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Dalvic virtual machine)통합된 브라우저와 2D

그래픽 및 OpenGL ES 1.0 스펙 기반의 3D를

지원하는 최적화된 그래픽 지원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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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ANoe

CANoe는 ECU 네트워크 전체와 개별적인

ECU 모두를 개발, 테스트 및 분석하기 위한 다

용도 툴입니다. 개발 계획 단계에서부터 분산

시스템 전체 및 그 안의 개별적인 ECU의 시작

에 이르기까지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사

용자를 지원합니다. CANoe의 다양한 기능과

구성 옵션은 이미 여러 OEM과 공급업체에서

네트워크 설계 담당자, 개발 엔지니어, 테스트

엔지니어 등에 의해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3].

Ⅲ. 스마트 계기판 설계

CAN 통신이 적용된 스마트 계기판은 J1939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운영되며, 그림 4와 같이

시스템을 구성하여 차량의 여러 ECU에서 CAN

버스로 전송되는 정보들을 수집하여 운전자에

게 필요한 정보만을 표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차량의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연결

하여 운전자의 운전 상태를 입력 받고 CAN에

서 입력되는 차량의 상태 정보를 조합하여

LCD 스마트 계기판에 정보를 전송한다.

그림 4. Signal, CAN 데이터

변환기

그림 5는 실제 상용차량의 CAN 정보를 모의

실험하기 위해 CANoe 장비를 활용하여 CAN

버스로 차량의 상태를 전송하여 계기판의 정보

를 표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의 상태를 실

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 CAN 네트워크 실험

Ⅳ. 결 론

본 논문은 CAN 통신과 입출력이 융합된

LCD 스마트 계기판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차량의 상태, 운행 환경정보 등의 통합 된 정보

를 LCD 디스플레이 기반에서 운전자의 시인성

과 안정성 우선으로 하는 연구 개발의 의의를

둘 수 있다.

향후에는 개발된 모듈을 이용하여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LCD 스마트 계기판 제어 시스템

을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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