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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지능형 자동차와 관련된 연구들은 끊임없이 발전되고 지속되고 있다. 차량에는 다양한 통신

모듈이 장착되어 내/외부로 통신이 가능하며, 송수신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모듈은 모든 데이터

에 대한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스케줄링 된 센서 정보는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외부로 센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

페이스 모듈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에 부착된 다중 센서의 데

이터를 외부와 연결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모듈을 설계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키워드

차량용 다중센서, 실시간 처리, 자동차 정보, 인터페이스 모듈

Ⅰ. 서 론

지능형 자동차에 대한 연구는 현 시점에서도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나 시간이 흐

를수록 끊임없이 발전하고 연구되고 있는 분야기

도 하다.

최근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첨단 지능형 자동

차를 비롯한 다양한 차량 연구에서는 많은 수의

차량용 센서 및 ECU(Electronic Control Unit)가

부착되어 외부 통신망과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한

다양한 모듈(CAN, Bluetooth, Ethernet,

WAVE/DSRC, 3G/4G/HSPA 등)이 추가 부착됨

으로 차량 환경에서 차량 상태 정보 및 운전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보를 하나 모듈에서

다중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모듈에 대한 연구

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지능형 자동차에 대한 연구 중 다중 센서 처리

와 관련된 연구[1]는 단일 센서의 데이터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다양한 센서들로부터

데이터를 송수신 할 경우의 병목현상을 없애주는

모듈로써 데이터 송수신 시간에 대한 지연을 줄

여주며, 이를 범용성으로 확장하기 위한 소프트웨

어를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 된 모듈은 실시간 처리 스케줄러의 스케

줄링 정책에 의거하여 정보가 수집되기 전, 외부

모듈의 데이터 송수신 시간을 사전적 분석하여

스케줄링 하고, 이를 정보 처리 모듈과 연계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으로 외부 통신 모듈과의

통신만 이루어질 뿐, 다양한 응용프로그램 연구를

위한 정보 송수신 인터페이스는 결합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용 다중센서 모듈의 정보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다양한 응용 프

로그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모듈과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프로토타입을 정의함으로

써 다양한 통신 수단으로 외부 통신망과의 데이

터 송수신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모듈을 연구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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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중센서 데이터 제공을 위한

인터페이스 모듈 구조도

struct Req_SensorPacket {
   char req_info; // 동작 관련 정보

   char dataList; // 수신 받을 데이터 정보

   int period; // 정보 수신 주기(msec)
}
그림 2. 다중센서 데이터 제공을 위한 패킷 구조

Data Description
0x01

다중센서 실시간 처리 모듈에서

어떤 통신 인터페이스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정보 요청

0x02 통신 인터페이스 정보 송신 요청

0x03 통신 인터페이스 정보 송신 중지

0x04 통신 인터페이스 정보 재설정

표 1. 인터페이스 모듈의 동작을 위한

데이터 정의

Data Description
0x01 CAN I/F
0x02 Bluetooth
0x04 Ethernet
0x08 WAVE/DSRC
0x0F 3G/4G/HSPA

... another comm. module(reserved)

표 2. 통신 모듈 종류에 따른 데이터 정의

Ⅱ. 다중센서 데이터 제공을 위한

인터페이스 구조도

다중 센서 모듈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의 구조도는 기존 차량용 다중센

서 처리 모듈에서 정보 제공 인터페이스 모듈을

추가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그림 1).

그림 1에서 기존의 연구된 다중센서 기반의 실

시간 처리 모듈에 정보제공 인터페이스 모듈을

부착한 형태이다. 이는 일반 호스트와 시리얼 및

소켓 통신을 통하여 정보를 송수신 하는 것으로

한다.
전체적인 흐름은 기존의 통신 인터페이스 모듈

(CAN, Bluetooth, WAVE 등)에서 수집된 다중센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 제공 인터페이스

모듈은 다양한 호스트들로부터의 연결을 기다린

다. 양방향의 연결과정(socket, serial I/F 등)을 통

하여 연결된 호스트는 특정 패킷 정보를 송수신

하며 통신 인터페이스 및 다중센서의 정보를 송

수신 한다.

Ⅲ. 다중센서 데이터 제공을 위한 패킷 설계

다중센서 데이터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구조체

및 통신 프로토타입을 정의한다. 인터페이스 모듈

과 호스트의 통신을 위해 호스트가 어떠한 정보

를 원하는지를 비롯한 주기, 동작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정의함으로써 인터페이스 모듈은 정의된

패킷의 내용을 수신하여 호스트에게 관련 정보를

전송한다.

다중센서 데이터 제공을 위한 패킷

Req_SensorPacket은 3개의 정보를 지니고 있다. 
req_info의 경우는 아래의 패킷정보를 담아 수신

한다.

호스트는 인터페이스 모듈에 위와 같은 정보를

담아 송신함으로써 인터페이스 모듈과의 통신을

시작한다. 0x01의 경우는 현재 다중센서 데이터

처리 모듈이 어떠한 모듈의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정보(표2 참조) 요청을 위한 데이터이다. 이를 수

신한 인터페이스 모듈은 다중센서 데이터 처리

모듈에서 제공하는 통신 모듈의 종류를 호스트에

송신한다. 0x02 및 0x03의 경우 통신 인터페이스

와의 정보 송수신을 시작 및 중지를 위한 데이터

이며, 0x04는 호스트가 현재 수신 받는 통신 모듈

정보가 아닌 다른 통신 모듈의 정보를 수신하고

자 할 경우의 정보 재설정을 위한 데이터이다.
 dataList는 호스트가 수신 받을 통신 인터페이

스의 모듈 정보를 지니고 있으며, 다중센서 데이

터 처리 모듈이 제공하는 통신 모듈 종류에 따라

OR 연산자를 이용하여 호스트가 송신을 원하는

통신 모듈을 지정한다.

dataList에 0x01에 대한 정보를 담아 인터페이

서 모듈에 송신하게 되면, 인터페이스는 CAN I/F 
통신 모듈의 데이터를 호스트에 송신한다. 더불어

0x01과 0x04를 OR 연산(bit operation)한 값을

dataList에 담아 인터페이스 모듈에 송신하면, 인
터페이스 모듈은 CAN I/F와 Ethernet 모듈에 대

한 정보를 호스트에 송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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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_SensorPacket의 period항목은 호스트가 인

터페이스 모듈에게 정보 송신 주기를 제공하는

정보이다. 이는 msec 단위로 표현되며, period 항
목에 담긴 값에 따라 인터페이스 모듈은 다중센

서 데이터 모듈에게서 설정된 주기에 따라(0을 전

송할 경우, 해당 모듈에 대한 최근 정보를 1회만

제공) 호스트에 전송하게 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차량용에 부착된 다중센서 데이

터 처리 모듈에서 처리된 데이터를 외부 인터페

이스 모듈을 통해 센서 정보를 원하는 호스트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모듈을 설계하였다.
이는 호스트에서 원하는 정보를 인터페이스 모

듈에 프로토타입 정보에 근거하여 송신함으로써

호스트는 다중 센서 데이터 정보를 수신 받을 수

있다. 이로써 호스트에서는 통신 모듈의 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보사용에 있어서 더 큰 방

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추후 본 인터페이스 모듈을 직접 구현을 통해

실제 다중센서 데이터 제공을 위한 모듈에 탑재

하여 기능 및 성능을 검증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

며, 더불어 인터페이스 모듈에 대한 기반 기술이

확보된다면 통신 모듈의 사용에 대한 다양한 확

장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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