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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화물 트럭과 같은 상용차의 에코 드라이빙 지원을 위한 OBU 단말 장치를 설계하

였다. 제안한 OBU 장치는 하이패스 요금징수 기능과 에코 드라이빙 기능이 융합된 장치이다. 제안

한 OBU 장치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 도로에서 테스트 주행을 수행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ed high-pass OBU device to support eco driving for commercial vehicles such as

heavy trucks. The proposed OBU is convergence OBU (On Board Units) platform with high-pass toll

functions and eco driving functions. In order to verity performance of proposed OBU device, we conducted

test drives on road.

키워드

에코 드라이빙, 상용차, 하이패스, 운전 패턴

Ⅰ. 서 론

차량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줌으

로 운전을 더욱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시스

템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주

행거리, 주행속도, 주행시간, 연료소모량, 주행연

비, 연료비용, 탄소배출량 등 다양한 값들이 그

대상으로 더욱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차량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차량 내부의 엔진 데이터가

필요하다. 현재 차량에서는 OBD (On Board

Diagnosis) 포트를 통해 차량의 진단 상태를 접근

할 수 있다. OBD는 MIL(Malfunction Indicator

Lamp)이라고 하는 안내 표시등을 통해서 차량의

문제를 사용자나 정비사에게 보여 주는 기능을

한다. 이 램프가 들어오면, 사용자는 차량에 이상

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정비사에게 가서 문제

를 해결 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내부

적으로는 문제점에 대한 자체 진단한 결과를 저

장해 두어서 정비사가 문제 해결하기 위한 세부

기술정보를 전달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운

전자가 차량을 운행할 때, OBD 장치는 지속적으

로 차량의 상태를 감시하게 되어 있다[1-4].

이러한 장치는 주로 승용차를 대상으로 지원되

는 형태여서 본 논문에서는 화물차와 같은 상용

차를 대상으로 차량내 CAN 정보를 지원받아서

에코 드라이빙이 지원되도록 단말 장치를 개발한

다. 또한 상용차 운전자의 요구에 맞추어서 고속

도로 하이패스 기능과 통합된 형태로 구성하여

실제 도로 주행을 통해 정보표현과 하이패스 기

능을 확인한다.

Ⅱ. 시스템 구성

제안하는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2개의 MCU

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MCU는 IR 통신부,

제어부, 전원부, 표시부, 조작부, 내부 통신부 등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번째 MCU는 내부통신

부, 표시부, 제어부, OBD 통신부로 구성되어 있

다.

첫 번째 MCU는 하이패스 단말기의 고유 역할

인 하이패스 시스템과 통신을 하여 하이패스 통

신기능을 수행하고, 두 번째 MCU는 차량내

OBD 단자와 연결된 OBD 스캐너(상용차용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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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IF 모듈)와 통신을 하여 차량 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에코 드라이빙 응용 컴포넌트를 표출하

는 기능을 한다.

이때, 두 MCU는 서로 데이터 통신을 통해 에

코 드라이빙 응용 컴포넌트를 서로 공유하여 첫

번째 MCU에서도 에코 드라이빙 응용 컴포넌트

를 출력할 수 있다.

그림 1. 시스템 구성

차량의 OBD II 단자에 연결된 OBD 스캐너와

하이패스 단말기(OBU)는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차량의 운행정보 데이터를 수집하며, 이를 에코

드라이빙 레퍼런스 컴포넌트를 통해 차량의 에코

드라이빙 정보를 OBU의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하

여 표출하는 기능이다.

그림 2. 에코 드라이빙 동작 흐름도

에코 드라이빙 레퍼런스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는 에코 드라이빙 모듈단, 에코 데이터 수신단으

로 구성된다. 에코 데이터 수신단은 RS-232를 통

한 데이터 수신 부분으로 ISR(Inter Service

Routine) 부분으로 동작하며, 에코 드라이빙 모듈

단은 Main Processor로 동작하게 된다.

에코 드라이빙 기능은 MCU2에서 담당하며,

MCU1이 하이패스 단말기의 기본 이벤트인 하이

패스 통신, 스마트카드 삽입 및 탈거, 버튼 조작

등이 동작 때에도 독립적으로 계속해서 이뤄진다.

MCU2에서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에코 드라이

빙 기능은 MCU1에서 에코 드라이빙 데이터를

요청할 때, 에코 드라이빙 데이터를 전달하여

MCU1의 OLED 디스플레이에 표출된다. MCU2

에서는 에코 드라이빙 데이터의 수집시마다 현재

데이터, 구간 데이터, 현재 운행정보, 누적 운행정

보의 데이터를 갱신하여 저장한다. 이 데이터는

MCU1에서 요청할 시 MCU1에 전송한다.

그림 3. 에코 드라이빙 인터페이스 흐름도

Ⅲ. 에코 드라이빙 지원 하이패스 단말

설계한 에코 드라이빙 지원 하이패스 단말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외형 디자인

그림 5는 전면의 FND 디스플레이를 나타내며,

차량 주행시 수집/산출된 에코 드라이빙 데이터

를 1km 구간단위로 나누어 직전 1km 구간에 대

한 데이터를 구간연비, 급정차, 급가속, CO2 항목

을 5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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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FND 디스플레이

종합연비 등급은 현재 운행에 대한 평균연비를

5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고, 중앙의 숫자 부

분은 구간연비를 표시하고 원형 부분은 급가속,

급정차, 공회전, CO2, 연비에 대해서 상태를 표시

한다.

하단은 그래픽 LCD 부분으로 하이패스 정보와

에코 드라이빙 컴포넌트로 계산되는 현재 운행

정보를 표시한다.

그림 6. 현재 운행정보 표시

메인 메뉴에서는 단말기 정보, 통행이력 조회,

현재 운행정보, 누적 운행정보, 운행정보 초기화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7. 메인 메뉴

Ⅳ. 실험 및 검토

그림 8과 같이 메가트럭 (4.5톤, 2010년식, 자동

변속기, 경유), 마이티 (3.5톤, 2011년식, 자동변속

기, 경유) 차량을 이용하여 분당-북천안 경로

(67km)를 반복 주행하면서 정보를 측정하여 동작

을 확인하였다.

그림 8. 실험 구성

그림 9. 시험 경로

그림 10은 차량 내부의 모습으로 운전에 방해

가 되지 않도록 하이패스 단말장치를 설치하였다.

그림 10. 시험 차량 내부

그림 11은 운행 중 화면으로 1km 마다 정보가

갱신되어 FND 디스플레이에 표시고, 그래픽

LCD에는 순간 운행 정보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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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운행 중 정보화면

그림 12는 운전 종료 후 운행정보 화면으로 에

코 드라이빙 컴포넌트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12. 운행 정보 결과 화면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화물 트럭과 같은 상용차의 에

코 드라이빙 지원을 위한 하이패스 단말 장치를

설계하였다. 상용차 OBD 포트에서 차량 정보를

획득하여 급가속, 급정지, 공회전, 연료 소모량, 
CO2 정보를 계산하고, 등급에 따라 FND 디스플

레이에 표시한다. 실제 도로 주행 시험을 통해 동

작 기능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은 2012년도 지식경제부의 재원으로

산업융합기술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10033847)

참고문헌

[1] Gonçalves, G. A. and Farias, T. L.,

"On-Road Measurements of Emissions and

Fuel Consumption of Gasoline Fuelled

Light Duty Vehicles," Clean Air 2005, pp.

27-30, 2005.

[2] Hu Jie, Yan Fuwu, Tian Jing, Wang Pan,

Cao Kai, “Developing PC-Based Automobile

Diagnostic System Based on OBD System,”

Power and Energy Engineering Conference,

pp. 1-5, 2010.

[3] Chin E. Lin, Ying-Shing Shiao, Chih-Chi Li,

Sung-Huan Yang, Shun-Hua Lin, and

Chun-Yi Lin, "Real-Time Remote Onboard

Diagnostics Using Embedded GPRS

Surveillance Technology," IEEE

TRANSACTIONS ON VEHICULAR

TECHNOLOGY, vol. 56, no. 3, pp.

1108-1118, 2007.

[4] OBD, http://en.wikipedia.org/wiki/On-board_

diagnost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