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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동차에 환경 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체 에 지 개발 이 에 에 지 감 기술에 한 필요성이 두되어 
차량의 공회  상태 시 엔진 구동을 정지시키는 공회  방지 시스템에 한 연구가 자동차 제조사 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와 함께 심도가 높은 차량용 스마트키 시스템에 공회  방지 시스템을 융합하여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높임
과 동시에 편의성에 한 장 을 높이고 에 지도 약하여 친환경 인 공회  방지 시스템을 보 하기 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자제어장치에서 두 개의 상이한 시스템을 제어해 친환경 인 공회  방지 기능
과 지능 인 스마트키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OBD-II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사후 시장용 스마트키 시스템에서
의 공회  방지 알고리즘을 구 하 다. 구 된 공회  방지 알고리즘은 차량과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표 화함으로써 
다양한 차종에 해 시스템을 실제 차량에 장착하는 시간을 단축하 고, 차량 상태 요청신호에 한 표  응답 제한시
간을 만족함으로써 시스템 제어 시 통신 응답 지연 시간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 다.

ABSTRACT

Along with the strengthening vehicle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the growing needs for the energy consumption reduction technology, the 
researches on the engine idle stop system, have been briskly carried out around the automobile manufacturers before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energy. Furthermore, there is a movement to disseminate the environment friendly idle stop system by combining the system to the 
generalized smart key system to not only increase purchasing but also provide the convenience and save the energy as well. In this paper, we 
designed and implemented the idle stop system algorithm for the aftermarket smart key system with the OBD-II interface. The implemented start 
stop system is capable of controlling two independent systems, the smart key system and intelligent idle stop system, on a single ECU. In 
addition, the implemented start stop system standardizes the communication interface with the vehicles to reduce the time required for installing 
the start stop system to the various vehicles, and satisfies every standard response time limit for the vehicle status request sig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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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공회  방지 시스템은 최근 속한 유가 변동에 따라 

연비 효율 측면에서 장 을 가지는 장치로 자동차가 도

로 교통에 따라서 정지 할 때 엔진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함으로써, 운 자가 엔진을 수동으로 정지시키는 불편

함을 없앨 수 있으며, 자동으로 시동 비 상태에 놓이므

로 제어신호에 의해 재시동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반면 

차량용 스마트키 시스템은 차량 도난방지를 강화하고 

운 자의 편의성을 높인 시스템으로써 새로 출시되는 

차량을 심으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다. 운 자는 기

계 인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FOB키만 몸에 지니

고 차량에 다가서서 차량 도어 손잡이에 장착된 스 치

를 르면 자동으로 차량의 도어가 열리고, 차량에 탑승

한 후 이크 페달만 밟으면 자인증을 통해서 엔진

시동을 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특히, 사  시장

(before market)  상용버스 시장은 공회  방지 시스템 

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사후 시장(after market)과 

일반 자가용에 용되는 시스템에 비하여 기술발달  

시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 에 지 약은 

향상되었지만 편의성이 감소되어 일반 승용차 사용자

에게 보 화가 안 되는 단 을 가진다. 이러한 단 을 극

복하기 해 심도가 높은 차량용 스마트키 시스템에 

공회  방지 알고리즘을 융합하여 소비자의 구매 욕구

를 높임과 동시에 편의성에 한 장 을 높이고 에 지

도 약하여 친환경 인 공회  방지 시스템의 보 화

에 이바지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 시스템을 융합하여 하나의 자제

어장치에서 두 개의 상이한 시스템을 제어해 친환경

인 공회  방지 기능과 지능 인 스마트키 기능을 동시

에 사용할 수 있는 OBD(On Board Diagnosis)-II 인터페이

스를 이용한 사후 시장용 스마트키 시스템에서의 공회

 방지 알고리즘을 설계  구 하 다. 따라서 미래형 

자동차의 핵심 기술  하나인 스마트키 시스템을 기반

으로 공회 시 엔진을 정지시키는 공회  방지 기능을 

융합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일반 인 

공회  방지 시스템과 차량용 스마트키 시스템에 해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OBD-II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차

량용 스마트키 시스템에서의 공회  방지 알고리즘 설

계한다. Ⅳ장에서는 설계된 시스템을 구 하고 실제 차

량에 장착 한 후 멀티 로토콜에 한 최악 응답 시간이 

벤치마크 자료의 항목별 제한 시간 내에 만족함을 보여

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  향후 연

구 과제를 제시한다.

Ⅱ. 련 연구

2.1. 차량 통신 표  로토콜

지능형 자동차의 개발과 함께 차량용 네트워크는 요

구되는 특성에 따라 다양한 로토콜이 개발되고 있다. 

재 차량 OBD-II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모든 차량은 

크게 세 가지, 좀 더 세부 으로 다섯 가지 표  로토

콜을 사용한다. 

세 가지의 신호 방식은 VPW(Variable Pulse Width), 

PWM(Pulse Width Modulated), CAN(Controller Area 

Network) 통신,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 

ardization) 방식이다. 차량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신호 

방식은 각 차량 제조사뿐만 아니라 동일한 제조사의 차

량 모델 간에도 용되는 로토콜이 상이하다. 자

동차나 기아자동차 등의 아시아에서 생산 는 매되

는 차량이나 유럽에서 매되는 차량의 부분은 ISO 

(ISO1941-2, ISO14230-4) 방식으로 통신하도록 되어있

고, PWM(SAE-J1850) 방식은 미국의 포드자동차, VPW

는 GM(General Motors)에서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조만간 이 로토콜들이 하나로 통일 될 것으

로 상되며 이미 미국에서는 2008년 차량 모델부터는 

CAN(ISO15765, SAEJ2234) 통신만을 이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재는 의 세 가지 방식이 모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OBD-II 인터페이스로 차량을 진단해 주는 

상용 장치인 OBD-II 스캐 로 의 세 가지 신호를 모두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개별 로토콜들이 각각 다른 데

이터 라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육안으로도 어느 

로토콜을 사용하는지 알 수 있다. 다양한 로토콜과 달

리 인터페이스는 그림 1과 같이 모든 핀이 하나의 인터

페이스에 모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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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BD-II 인터페이스
Fig. 1 OBD-II Interface

DLC(Diagnostics Link Connector)라고 불리는 OBD-II 

인터페이스는 총 16개의 핀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사용되는 핀들은 9개이다. 한국에서 2000년 이후에 생산

되는 차량들은 부분 OBD-II를 지원하기 때문에 2000

년 이후에 생산된 차량이라면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볼 

수 있다. 일반 으로 운 석 왼편 아래 부분 는 데시

보드 앙 아래 부분에 장착되어 있다. 각 핀의 기능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열여섯 개의 핀 에서 로토콜의 

종류에 따라 두 개씩을 사용하게 되고 4번과 16번 핀은 

모든 신호방식에서 공통 으로 사용한다. 를 들어, 

ISO 방식은 K, L 시그  라인을 데이터 송을 해서 

사용하며 배터리 지와 배터리 양극 라인을 함께 사용

한다[1∼6].

표 1. OBD-II 각 핀의 기능
Table. 1 Pin description of OBD-II

핀 기능

2 버스의 양극(+) 라인 (SAE-J1850)

4 배터리 지 ( 시 지)

5 신호 지

6 CAN_H (ISO15765-4, SAE-J2234)

7 K 시그  라인 (ISO9141-2, ISO14230-4)

10 버스의 음극(-) 라인 (SAE-J1850)

14 CAN_L (ISO15765-4, SAE-J2234)

15 L 시그  라인 (ISO9141-2, ISO14230-4)

16 배터리 양극(+)

1,3,8,9,

11,12,13
사용하지 않음

2.2. 공회  방지 시스템

공회  방지 시스템은 내연기  차량이 일정시간 공

회 할 때 엔진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동작한다. 를 들

면, 그림 2에서와 같이 차량이 신호 기, 교통 혼잡, 차고

지 등에서 엔진은 작동하고 있으나 연비가 0km/ℓ인 상

태의 경우 에 지와 환경을 고려하여 엔진에서의 연소

가 발생하지 않도록 엔진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물론, 출

발을 해 클러치를 밟거나 이크 는 가스 페달을 

밟는 순간 자동으로 엔진의 시동이 걸린다.

주행중 차량 정지 엔진 정지 엔진 재시동

그림 2. 공회  방지 시스템의 개요
Fig. 2 Outlining Idle Stop & Go System

공회  방지 시스템 기술은 ISG(Idle Stop & Go), 공

회  자동 제어 시스템, 마이크로 하이 리드 기술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한 혼다 Accord와 같은 하이

리드 차량에서는 필수 기능으로 동작하고 있으며 일

반 내연기  차량에서도 BMW 1시리즈와 3시리즈에 

용된 것처럼 차 확  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기술은 이미 폭스바겐에 의해 1990년 에 처음 소개되

어 실용화 될 수 있었음에도 재시동시 출발지연 문제

와 환경  측면에서 등한시 되었다. 하지만 최근 지구 

온난화와 고연비에 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환경 속에

서 선보이고 있는 공회  방지 시스템은 이러한 단

이 폭 개선되었고 작동 원리에 있어 연료 약과 배

출가스 감을 해 엔진을 자동 정지시키는 하이 리

드 시스템과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기술 추가 

비용이 렴하기 때문에 실용화 가능성이 차 높아지

고 있다[7].

공회  방지 시스템에 한 국내 연구사례로는, ECU 

신호를 이용하여 수집한 차량 냉각수 온도 등의 정보를 

가지고 연료분사스킵 기능이 포함된 공회  자동 정지 

제어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기 의 시동  재시동시 과

다하게 배출되는 유해 가스량을 이는데 큰 효과가 있

음을 확인하 다[8]. 그러나 이 장치는 단순히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 온도 값을 수집하거나 일정한 주기의 펄스 

값을 측정하여 차량속도 값을 얻어 온다. 한 차량 상태 

신호를 받아오는 회로  인터페이스 구성이 복잡하고 

다른 장치와의 호환성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

템은 개발 단계에서 비용이 상승하고 실용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차량 상태 신호의 입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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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터페이스를 단순화 하고 차량 통신 표  로토콜

에 맞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2.3. 차량용 스마트키 시스템

스마트키 시스템이란 기계식 키를 사용하지 않고 

자식 스마트키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도어

락(Door Lock)의 잠   해제, 스티어링락(Steering 

Lock)의 잠   해제, 그리고 엔진 시동이 가능한 보안 

 편의 시스템이다. 즉  사용자 식별 자인증방식을 통

해 스마트키를 몸 는 가방에 소지만하여도 차량의 도

난 방지장치를 해제하고 엔진을 시동하여 차량을 운행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일반 으로 스마트키 시스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작동방식에 따라 분류한다. 첫 번째로 표 2와 같이 도어

락 동작조건에 따라 키 리, 트리거, 터치 센서로 분류

한다.

표 2. 도어락 동작조건에 따른 분류
Table. 2 Classified according to operating conditions

구분
키 리

(Key Free)

트리거

(Trigger)

터치 센서

(Touch Sensor)

동작

조건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차량에 

근하는 

것만으로도 

동작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도어 

손잡이에 

치한 트리거 

스 치를 

르면 동작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도어 

손잡이에 

치한 터치 

센서에 의해 

동작

보안 △ ○ ○

편의성 ○ △ ○

가격 ○ △ △

키 리 방식에서는 스마트키를 몸에 지닌 채 차량에 

근하면 무선 통신을 통해 차량에서 사용자 아이디를 

인증하고 도어락을 해제한다. 운 자는 도어락을 해제

하기 해 어떤 다른 동작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

의성이 향상되는 반면, 차량에 탑승하려는 의도 없이 

차량 을 지나갈 경우 도어락이 자동으로 해제되어 보

안성이 떨어지는 단 이 있다. 이와 같은 단 을 보완

하기 해 개발된 것이 트리거 스 치 방식이다. 사용

자가 도어 손잡이에 치한 트리거 스 치를 르면 

자제어장치는 운 자가 차량에 탑승하려는 목 으로 

인식하여 사용자 아이디를 인증하고 도어락을 해제한

다. 하지만 키 리 방식에 비해 항상 트리거 스 치를 

르는 동작이 필요함으로 편의성이 낮아 질 수 있다. 

터치 센서 방식에서는 도어락 해제 방식이 더욱 단순해

져 운 자가 도어 핸들에 손을 하는 것만으로도 도

어락이 해제 된다. 그러나 운 자가 불편을 느끼지 못

할 정도의 시간 내에 사용자의 아이디를 인증하고 도어

락을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은 더욱 정 하고 복

잡해져 비용이 높아 질 수 있다. 두 번째로 표 3과 같이 

스티어링락과 시동스 치 구성에 따라 일체형과 분리

형으로 분류한다.

표 3. 스티어링락과 시동스 치의 구성에 따른 분류
Table. 3 Classified according to configuration of 

steering lock and start-switch

구분
/

기아

르노

삼성
벤츠 도요타

스티어링락/

시동스 치
일체형 일체형 분리형 분리형

시동스 치
노

회 형

노

회 형

푸시

버튼형

푸시

버튼형

일체형 방식은 기계식 키와 같이 스티어링락과 시동

스 치가 일체형으로 되어있다. 엔진의 시동을 하여 

운 자는 키박스에 있는 노 를 회 시킨다. 회 정도

에 따라 자제어장치가 스마트키를 인증하고 시동이 

가능하도록 자제어장치에 명령을 달하고 노 를 

계속 회 시킬 수 있도록 솔 노이드를 작동시켜 엔진 

시동을 한다. 이와 동시에 노 의 회 에 의해 스티어링

락도 해제된다. 분리형 방식은 스티어링락과 시동스

치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 운 자가 푸시버튼을 르면 

자제어장치는 무선 통신을 통해 스마트키의 사용자 

아이디를 인증하고 스티어링락 해제 신호를 발생 시킨 

후 엔진을 시동한다. 일반 으로 운 자의 편의성과 차

량 모델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분리형으로 가는 추세이

다. 지 까지 국내에서 연구된 차량용 스마트키 시스템

은 근거리 무선 통신을 이용한 사용자 인증 모듈을 구

하여 보안성과 편의성을 향상시켰다[9∼10]. 하지만 이

들 시스템은 복잡한 배선작업으로 인해 시스템을 실제 

차량에 장착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다양한 차종에 범

용성 있게 용할 수 있는 시스템 소 트웨어 구 에 제

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표 화된 인터페이스  차량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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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로토콜을 이용한 차량용 스마트키 시스템의 개발

이 요구된다.

Ⅲ. 차량용 스마트키 시스템에서의 공회  

방지 알고리즘 설계

3.1. 제안된 공회  방지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공회  제어 모듈과 차량 통신부를 포

함하여 주 제어 모듈, 자제어식 스티어링락, 무선 인

증, 시동스 치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 차량용 스마트키 

시스템 기반 공회  방지 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그림 3은 체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체 시스템 구성도
Fig. 3 Diagram of ISG system

주 제어 모듈은 자제어식 스티어링락 모듈, 무선 인

증 모듈, 시동 스 치 모듈과 연결되어 통신하며 사용자 

인증 과정을 수행하기 해 각각의 장치를 제어한다. 

한 공회  제어 모듈과는 차량 상태 정보  사용자 인증 

정보를 주고받는 기능을 한다. 자제어식 스티어링락

은 기계식 수동방식과는 달리 액추에이터를 이용하여 

자제어식으로 스티어링락을 잠그거나 해제한다. 무

선 인증 모듈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송수

신기 간의 사용자 인증 과정을 마친 후 인증 정보를 주 

제어 모듈로 달한다. 시동 스 치 모듈은 푸쉬 버튼 

는  터치 방식으로 차량의 시동을 제어한다. 공회  제어 

모듈은 차량의 OBD-II 인터페이스를 통해 차량 통합 제

어부로부터 표  통신 로토콜을 이용하여 차량 상태

정보를 수신하고 주 제어 모듈과는 차량 상태 정보  사

용자 인증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때 공회  제어 모듈 내

에서의 표  통신 로토콜은 CAN  ISO 통신 모듈이 

용되어 동작한다.  공회  제어 모듈은 이러한 정보들

을 분석하여 차량 운행  엔진을 시동할지 는 정지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차량 통신부는 공회  

제어 모듈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회  방지 알고리즘이 

용된 차량용 스마트키 시스템과 차량 간에 주고받는 

OBD-II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데이터를 차량용 표  

통신 로토콜로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마지막으로 차

량 통합 제어부는 OBD-II 인터페이스를 통해 공회  방

지 시스템과 표  차량 통신 로토콜을 이용하여 차량 

상태 정보를 송수신하고, 차량의 다양한 ECU(Electronic 

Control Unit)들을 하나의 앙제어장치로 통합 제어하

는 모듈이다.

3.2. CAN 통신 모듈 설계

CAN 통신 모듈은 공회  방지 시스템을 동작시키기 

해 필요한 차량의 재 RPM, 냉각수 온도, 속도뿐만 

아니라 차량용 스마트키 시스템의 제어에 필요한 도어 

상태 등과 같은 차량의 다양한 상태 정보를 수집하기 

한 것으로, 동작 모드와 진단 코드 등을 분석하기 한 

MCU와 원하는 데이터를 필터  마스크를 이용하여 필

터링하는 CAN 드라이버로 구성된다. 한 CAN 드라이

버와 물리계층 CAN 버스 간의 인터페이스를 해 CAN 

트랜시버를 포함한다. 그림 4는 CAN 통신 모듈의 구성

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CAN 통신 모듈
Fig. 4 CAN Communication Module

MCU(Micro Controller Unit)는 CAN 통신을 이용하여 

ECU  TCM(Transmission Control Module)과 같은 차량 

자제어장치로 표  PID(Parameter IDentification) 코드

를 보낸다. 이때 MCU에 내장된 CAN 드라이버는 세



OBD-II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차량용 스마트키 시스템에서의 공회  방지 알고리즘의 구

1297

된 값에 따라 하드웨어 으로 사용자 구분을 한 식별

자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한 순환 복 검사

(CRC) 체크섬 값을 생성하여 하나의 패킷을 만든 후 

CAN 트랜시버로 달한다.  CAN 트랜시버는 CAN 패

킷을 기 인 신호로 변환하여 CAN 버스로 송한다. 

OBD-II PID는 진단장치 등을 통해 차량에 정보를 요청

할 때 사용되는 코드로써 SAE 표  J-1979를 따르며 총 

10개의 모드를 가지고 있다. 차량 ECU는 수신된 PID 코

드에 응하는 차량 상태 정보를 CAN 통신 로토콜을 

이용하여 MCU에 응답하고 MCU는 이 데이터를 수신하

여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다. 그림 5는 CAN 통신 모듈의 

기화 과정  동작 순서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CAN 모듈의 기화  동작 순서도
Fig. 5 Initialization and Operation Flowchart of CAN 

Module

CAN 통신 모듈은 버스를 통해서 ECU와 정보를 송수

신하기 해 식별자와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이때 다음

과 같은 순서로 동작한다. 우선 CAN 통신 환경 설정을 

해 데이터 송속도, 타이 , 인터럽트 지스터와 식

별자에 한 마스크  송수신 필터를 설정하고 일반모

드로 기화 한다. 통신 환경 설정을 마치고 난 후 CAN 

모듈은 공회  방지 시스템 동작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

하기 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데이터를 ECU로 

송하고, 이를 수신한 ECU는 요청받은 정보에 해당하는 

응답을 CAN 통신 모듈로 다시 송한다. 공회  방지 

시스템은 수신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자 명령에 따

라 차량을 시동하고 정지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3.3. ISO 통신 모듈 설계

ISO 통신 모듈은 차량의 상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

어가 필요 할 경우 KWP-2000 로토콜을 이용하여 진

단모듈로 진단 코드 는 제어 코드를 보내고 이에 한 

상태 결과를 수신한다. 이때 사용되는 진단  제어 코드

는 차량 제조사에서 정한 커스텀 코드들로 회사별, 차량

별로 각각 다르다. 그림 6은 ISO 통신 모듈의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 ISO 통신 모듈
Fig. 6 ISO Communication Module

MCU는 직렬 통신으로 차량상태 정보 요청 데이터를 

트랜시버 회로에 달하고, 트랜시버 회로는 이를 기

인 K-line 신호로 변환하여 K-line 버스를 통해 ECU  

BCM으로 송한다. ECU는 달된 명령에 응하는 차

량 상태 정보를 트랜시버 회로를 통해 MCU로 송한다. 

트랜시버 회로는 별도의 칩으로 구성하지 않고 트랜지

스터와 항만으로 구성한다. 그림 7은 ISO 모듈의 기

화 과정  동작 순서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7. ISO 모듈의 기화  동작 순서도
Fig. 7 Initialization and Operation Flowchart of ISO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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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통신 모듈은 차량의 도어, 조등, 방향 지시등, 

기어 등을 제어하는 ECU에 차량 상태를 요청할 수 있으

며, 직  제어도 가능하다.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제어하기 에 소비 력을 이기 해  모드 상태

에 있는 차량 ECU를 웨이크업 하는 근 명령을 우선

으로 송하여야 한다. 이를 정상 으로 수신한 ECU는 

명령 수신 기 상태가 되고, 일정한 시간 내에 상태  

제어를 한 명령을 수신해야 한다. 그 지 않으면 

ECU는 다시  모드 상태로 환한다. ECU가 정상

으로 명령을 수신 하 다면 재 상태 는 제어 결과

에 한 정보가 담긴 응답 데이터를 ISO 통신 모듈로 

송한다. 이 때 명령어 송 직후 50ms 이내에 ACK 수신

이 없는 경우 실패한 것으로 단하고, 이후 5000ms를 

과하면 차량 ECU는 다시  모드인 슬립 상태로 진

입하게 되어 다음 통신 시도 시 다시 기화 과정을 거

쳐야 한다.

3.4. 차량용 스마트키 시스템에서의 공회  방지

알고리즘 설계

공회  방지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 모드로 동작한

다. 하나는 일반 인 차량용 스마트키 시스템에서의 엔

진시동 꺼짐  켜짐의 동작을 한 일반모드이고, 다른 

하나는 공회  방지 시스템에서의 엔진시동 여부를 

단하기 한 공회  방지 모드이다. 이때 공회  방지 모

드인 경우 차량 표  통신 로토콜인 CAN  ISO 통신

을 이용하여 차량 상태 명령어를 정상 으로 송수신 하

고 이를 분석한 후 엔진시동 꺼짐  켜짐 동작을 수행한

다. 그림 8은 공회  방지 알고리즘의 동작 순서도를 나

타낸 것이다.

우선, 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기어가 P(주차) 

는 N( 립) 이고 동시에 이크 신호가 “on” 상태

로 천이되는 시 으로부터 시동 스 치 신호가 3  이

내에 입력되는 경우 주 제어 모듈을 통해 일반모드에

서의 시동 꺼짐이 수행된다. 반 로 차량의 시동이 켜

진 상태에서 기어가 P(주차) 는 N( 립) 이고 동시에 

이크 신호가 “on” 상태로 천이되는 시 으로부터 

시동 스 치 신호가 3  이내에 입력되지 않는 경우 공

회  방지 모드로 단하여 CAN 통신 모듈을 이용해 

차량의 RPM, 차량 속도, 냉각수 온도를  차량에 요청

하고, ISO 통신 모듈을 통해 도어 상태를 차량에 요청

한다. 

그림 8. 공회  방지 알고리즘 동작 순서도
Fig. 8 Operation Flowchart of ISG algorithm

차량 ECU는 차량 통신 표  로토콜에 정의된 형식

에 따라 요청 상태 정보에 해당하는 재 차량 상태에 

한 응답데이터를 공회  방지 시스템으로 송 한다. 이

때 공회  방지 시스템은 응답 받은 차량 상태 정보를 분

석하여 냉각수 온도는 70도 이상, RPM은 1500 이하, 차

량 속도가 0 km/h, 도어가 잠김 상태인 경우 주 제어 모듈

을 통해 공회  방지 모드 시동 꺼짐 동작을 수행한다. 

이후 발진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해 이크 신호

가 “on”인 상태에서 동시에 기어가 D(주행) 상태로 천이

되면 주 제어 모듈을 통해 공회  방지 모드 시동 켜짐 

동작을 수행한다. 여기서 냉각수 온도는 시동 명령과 

련하여 엔진이 일정한 온도 이상일 경우 시동이 바로 걸

릴 수 있도록 70도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

부를 단한다.

Ⅳ. 구   장착 테스트

4.1. 차량용 스마트키 시스템에서의 공회  방지시스

템 구   동작

본 논문에서 구 된 공회  방지 시스템은 알고리즘

에 한 로그램 구 을 해 MPLAB IDE v8.0 컴

일러를 사용하여 개발하 고, 차량 네트워크 모니터링

을 해 별도의 소 트웨어 툴을 이용하여 테스트용 데

이터를 수집하 다. 해당 소 트웨어 툴은 진단, E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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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 이션, 데이터 수집, 자동화 테스트와 차량 내부 

통신망 모니터링을 한 차량 네트워크 모니터링 툴이

다[11].

4.1.1. CAN 통신 모듈의 구

CAN 모듈은 차량의 RPM  속도, 냉각수 온도 등 

재 차량의 상태 정보를 수집하기 해 모드 데이터와 

PID 데이터를 CAN 로토콜을 이용하여 CAN 버스로 

송한다. 이때 CAN 모듈에 내장된 드라이버는 미리 

설정된 값에 따라 하드웨어 으로 식별자  CRC를 생

성하여 CAN 데이터 패킷을 만든 후 마이크로칩

(Microchip) 社의 CAN 트랜시버 칩(MCP2551)으로 

달한다. 트랜시버 칩으로 달된 CAN 패킷은 CAN 시

그 로 변환되어 CAN 버스로 데이터를 송한다. 한 

CAN 버스를 계속 감시하면서 필터  마스크를 이용한 

필터링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수신한다. 그림 9는 트랜

시버 칩을 이용한 CAN 모듈의 트랜시버 회로 구성을 

나타낸다.

그림 9. CAN 모듈의 트랜시버 회로 구성
Fig. 9 Transceiver Circuit of CAN Module

트랜시버 칩에 원이 인가되면, CANH와 CANL는 

VDD가 일정한 입력 압 벨이 될 때까지 하이 임피던

스 상태에 있다가 TXD로 로직 ‘1’ 신호가 입력되면 액티

 상태가 된다. TXD는 그림 4에서 CAN 드라이버의 Tx 

신호선에 연결되고 로직 ‘0’이면 CANH와 CANL의 조합

은  우성(dominent) 비트 상태가 되고 로직 ‘1’이면 열성

(recessive) 비트 상태가 된다. 이때 우성 비트 상태는 항

상 열성 비트 상태보다 재 과정에서 우선하기 때문에 

CANH와 CANL의 조합이 열성 비트 상태가 되면 재 

과정에서 CAN 데이터 버스에 인가되지 않는다. RXD는 

CANH와 CANL의 신호 차이에 의해 신호 벨이 결정

된다.

1) CAN 모듈의 주요 함수 동작

단계1의 기화 함수는 CAN 모듈의 마스터 클럭을 

맞추고 한 주기의 CAN 비트 타이 을 설정한다. 통신 

속도를 설정하기 해서 시스템 동작 주 수  

PLL(Phase Locked Loop)을 이용하여 통신 속도 설정 함

수식에 용하여 설정한다. 모든 설정이 완료된 후에는 

CAN 인터럽트  인터럽트 상태 지스터를 기화하

고 모든 CAN 인터럽트를 활성화 한다. 단계2의 수신마

스크 설정 함수는 CAN 포트에 해 수신 버퍼의 설정 

지스터를 기화 하고, CAN 식별자 값에 해 미리 

지정된 마스킹 값으로 식별자 마스크를 설정한다. 이를 

이용하여 원하는 식별자를 포함한 데이터만을 필터링

하여 수신 가능하다. 단계3의 수신데이터 처리 함수는 

수신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해 CAN 수신 인터럽트 내

에서 사용하는 함수이고, 데이터 수신시 CAN 인터럽트 

래그를 클리어 함으로써 수신 불가능한 상태로 표시

한다. 이후 수신 된 데이터는 CAN 드라이버 수신 버퍼

에서 시스템 버퍼로 복사한 후 CAN 드라이버 수신 버

퍼가 채워진 상태를 나타내는 수신 버퍼 상태 지스터

의 채움 비트를 클리어 하고 종료한다. 

단계4의 설정 함수는 송신 제어 지스터에 해당 

CAN 모듈의 인터럽트 우선순 를 설정하고 송신에 사

용될 CAN 모듈 식별자를 표  송신 식별자 지스터에 

설정한다. 만약 확장 식별자를 사용하려면 표  송신 

식별자 지스터의 확장 식별자 활성화 비트를 세트하

여 확장 식별자를 활성화 한다. 이후 송신할 데이터 워

드의 길이를 설정한다. 단계5의 인터럽트 루틴 함수는 

CAN 데이터의 송수신 인터럽트 발생 시 수행되는 루틴

이다. 송수신이 발생하는 경우 로그램 포인터가 인터

럽트 루틴으로 진입하게 되고 CAN 인터럽트 래그를 

클리어하여 인터럽트 수행 임을 나타낸다. 송신에 의

한 인터럽트인 경우에는 래그 비트를 클리어 하고, 

수신에 의한 인터럽트인 경우에는 수신 데이터 처리 함

수를 호출한다. 단계6의 메인 함수는 기화 함수를 호

출하여 CAN 모듈에 한 기화를 수행하고, 수신마스

크 설정 함수를 호출하여 CAN 포트에 해 수신 버퍼

의 설정 지스터를 기화 하고, CAN 식별자 값에 

해 미리 지정된 마스킹 값으로 식별자 마스크를 설정한

다. 이후 CAN 드라이버 송신 버퍼에 송신을 원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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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복사하고 송신 래그를 세트 시키면 송이 수

행된다.

2) CAN 모듈 동작의 (RPM 수신)

그림 10은 RPM 획득 순서를 나타낸다. CAN 식별자

는 실차 테스트를 해 우선순 가 가장 낮은 OBD-II 

진단 명령 식별자에 해당하는 기본 값으로 설정한다. 

CAN 모듈이 버스를 통해 RPM 요청 메시지를 송하

면 요청 메시지에 해 수신 가능한 ECU는 데이터를 수

신하고 재 차량의 RPM 값을 포함하여 응답 메시지를 

송한다.

그림 10. RPM 획득 순서
Fig. 10 Request Sequence of RPM

이때, 모드 데이터와 응답에 한 고정 데이터에 해 

논리합 연산을 수행한 결과를 포함하여 응답한다. 만일 

응답 데이터가 돌아오지 않거나 RPM 값이 ‘0’이면 재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이고, 응답 데이터가 돌아오고 

재 RPM 값이 ‘0’이 아니라면 시동이 걸린 상태로 단

하게 된다. 이때 PID 이후 수신되는 2바이트의 RPM 값

을 실제 정수값으로 변환하는 식은 ((A*256)+B)/4을 이

용하며, A는 첫 번째 바이트이고 B는 두 번째 바이트를 

나타낸다. 지속 으로 시동 상태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다시 RPM 값을 수집하기 한 모드  PID 데이

터를 송해 재의 RPM 값을 수신한다.

4.1.2. ISO 통신 모듈의 구

ISO 통신 모듈은 재 도어락의 상태를 수집하기 

해 KWP-2000 로토콜을 이용해 데이터를 K-line 버스

로 송한다. 한 도어락을 제어하기 해서는 재 도

어락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도어락이 열림 상태인 경

우 도어락을 잠김 상태로 변경하기 한 명령을 BCM으

로 송한다. 그림 10은 ISO 통신 모듈의 트랜시버 회로

도를 나타낸다.

그림 11의 ISO 통신 모듈의 트랜시버 회로 구성도에

서 좌측의 Tx와 Rx는 그림 6의 ISO 통신 모듈에서 MCU

의 Tx  Rx 신호선에 연결되고, 우측의 +12V는 차량으

로부터의 원을 입력 받으며, K-Line 신호선은 표 1의 

OBD-II 각 핀의 기능에서 K 시그  라인(7번 핀)에 연결

된다.

그림 11. ISO 통신 모듈의 트랜시버 회로 구성
Fig. 11 Driver Circuit of ISO Module

1) ISO 모듈의 주요 함수 동작

단계1의 기화 함수는 통신을 해 그림 10의 ISO 

모듈 트랜시버 신호선 Tx  Rx와 연결되도록 범용 입

출력 지스터를 설정하고 통신 속도는 시스템 동작 주

수를 이용하여 통신 속도 설정 함수식에 용하여 설

정한다.  한 비트 송 순서를 맞추기 해 LSB(Least 

Significant Bit)가 우선 송되도록 기화한다. K-line 

버스가 다른 통신 모듈에 의해 유되지 않을 경우 차량 

ECU가 명령 수신 기 모드로 천이 되도록 순차 으로 

웨이크업 패턴 데이터와 통신 시작 코드를 차량 ECU로 

송한다. 단계2의 데이터 수신 함수는 실제 데이터 수

신 동작을 하는 인터럽트 루틴 함수로부터 수신 완료 

래그를 확인하여 수신이 완료된 경우에 수신 지스터 

버퍼로부터 데이터를 복사해 온 후 처리한다. 이때 일

정한 시간동안 데이터 수신이 없는 경우 수신 에러 상태

인 타임아웃으로 처리한다. 단계3의 데이터 송신 함수

는 범용 입출력 포트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보내는 함수

이다. 시작 비트를 시 으로 LSB부터 MSB까지 순차

으로 송한다. MSB까지 송이 완료되면 이어서 정지 

비트를 송하고 상태 요청 명령어 간의 가드 타임만큼 

기 한 후 다음 데이터를 이 과 동일한 방식으로 송

한다. 단계4의 체크섬 함수는 송신할 데이터의 길이를 

받아 체크섬 값을 생성하거나 수신된 데이터와 길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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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하여 오류 확인을 한 체크섬 값을 생성하는 동작

을 수행한다. 단계5의 인터럽트 루틴 함수는 ISO 통신 

모듈의 트랜시버 회로로부터 데이터가 수신될 경우 실

제 수신 동작을 수행한다. 데이터가 바이트 단 로 수

신되면 우선 인터럽트 래그를 클리어 하고 수신 지

스터 버퍼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복사한다. 한 순환 

복 에러 검사를 수행하기 해 수신 할 때마다 수신 

버퍼 인덱스 값을 증가시키고 이때 수신된 데이터가 응

답 ACK의 첫 번째 헤더 바이트와 다를 경우 인덱스 값

을 기화 시키고, 반 로 응답 ACK의 첫 번째 바이트

가 정상 으로 수신되었다면 인덱스 값을 증가시킨다. 

이때 수신되는 데이터 임의 네 번째 바이트가 데이

터의 체 길이를 나타냄으로 수신되는 데이터로 인덱

스 값과 데이터 체 길이를 확인하고 확인된 길이만큼 

임시 버퍼에 수신 후 체크섬 에러 검사를 수행하여 데이

터의 에러 여부를 확인한다. 에러가 없다면 수신 완료 

래그를 세트한다. 단계6의 메인 함수는 기화 함수

를 호출하여 데이터 입출력을 한 지스터와 통신 속

도  비트 송 순서에 한 기화를 수행하고, ISO 

통신 로토콜에 따라 헤더, 목 지 식별자, 소스 식별

자, 데이터 길이, 요청  응답 데이터, CRC 등을 순차

으로 송수신 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이때 데이터 송수

신은 인터럽트 루틴 함수  데이터 송수신 함수를 호출

하고 CRC는 체크섬 함수를 호출하여 ISO 통신을 수행

한다.

2) ISO 모듈 동작의 (도어락 제어)

그림 12는 실제 차량에서 도어락의 잠  명령을 수행

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차량 ECU는  모드인 슬립상

태에 있기 때문에 웨이크업 하기 해 기화 명령을 

송한다. 기화 명령은 설정된 데이터 송 속도로 웨이

크업 패턴 데이터와 통신 시작 코드를 순차 으로 송 

한다. 이를 정상 으로 수신한 차량 ECU는 명령 수신 

기 상태가 되고, 기화 완료 메시지를 ISO 통신 모듈로 

송한다.

ISO 통신 모듈은 약 5  이내에 도어 상태 확인을 

한 명령을 송한다. 이는 차량 ECU가 5  동안 명령 수

신 기 상태로 천이되고 그 안에 다른 명령이 수신되지 

않는 경우 다시 슬립 상태로 동작하기 때문이다. 차량 

ECU가 정상 으로 명령을 수신 하 다면 도어 상태 정

보가 담긴 데이터를 송한다. 이때 도어 상태를 확인하

여 도어락이 열림 상태이면 ISO 통신 모듈은 도어락을 

잠그기 해 도어락 잠  명령을 송한다. 이를 수신한 

차량 ECU는 도어락 릴 이를 동작시켜 도어락을 잠그

고 수행결과를 ISO 통신 모듈로 응답한다.

그림 12. 도어로크 잠  명령 수행 과정
Fig. 12 Door Lock Command Process

ISO 통신 모듈은 약 5  이내에 도어 상태 확인을 

한 명령을 송한다. 이는 차량 ECU가 5  동안 명령 수

신 기 상태로 천이되고 그 안에 다른 명령이 수신되지 

않는 경우 다시 슬립 상태로 동작하기 때문이다. 차량 

ECU가 정상 으로 명령을 수신 하 다면 도어 상태 정

보가 담긴 데이터를 송한다. 이때 도어 상태를 확인하

여 도어락이 열림 상태이면 ISO 통신 모듈은 도어락을 

잠그기 해 도어락 잠  명령을 송한다. 이를 수신한 

차량 ECU는 도어락 릴 이를 동작시켜 도어락을 잠그

고 수행결과를 ISO 통신 모듈로 응답한다. 

4.1.3. 공회  제어 모듈의 구

공회  방지 시스템은 크게 주제어 모듈과 공회  제

어 모듈로 구성된다. 주 제어 모듈에서는 일반 인 차량

용 스마트키 시스템에서의 기능을 수행하고[9∼10], 공

회  제어 모듈에서는 본 논문에서 구 한 CAN  ISO 

통신 모듈을 이용하여 차량 상태 정보와 사용자 인증 정

보를 기반으로 엔진 시동을 제어하는 동작을 한다. 그림 

13은 공회  제어 모듈의 회로 구성도와 회로구성 소자 

부품들을 PCB(Printed Circuit Board)에 조립한 실제 하드

웨어 보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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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3. 공회  제어 모듈
(a) 공회  제어 모듈의 회로 구성도
(b) 공회  제어 모듈의 PCB 보드
Fig. 13 ISG Control Module

(a) Circuit Diagram of ISG Control Module
(b) PCB Board ISG Control Module

공회  제어 모듈은 CAN 통신 모듈과 ISO 통신 모듈 

각각의 트랜시버를 한 회로에 통합하 다. 한 체

인 동작을 제어하기 한 컨트롤러는 마이크로칩 社의 

PIC18F248을 사용하고 동작 주 수는 20MHz, 입력 압

은 12V를 인가하 다.

1) 공회  제어 모듈의 주요 함수 동작

단계1의 기화 함수는 각종 입출력 지스터  

로그램 수행을 해 사용되는 변수들을 선언하고, 사용

자 식별자를 장하기 한 메모리 설정 지스터를 

기화 한다. 한 주기 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의 인터럽

트를 발생시키거나 외부에서 발생되는 펄스의 시간 간

격을 계측하기 해 타이머 지스터를 기화 한다. 

CAN  ISO 통신 모듈에 한 각각의 통신 속도는 시스

템 동작 주 수를 이용하여 통신 속도 설정 함수식에 

용한 후 기화 한다. 단계2의 메인 함수는 CAN  ISO 

통신 모듈을 이용하여 일반 인 스마트키 시스템  공

회  방지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해 CAN과 ISO 통신 

모듈을 기화 하고 통신 속도와 송 로토콜을 기

화 한다. 한 인터럽트 루틴 함수로부터 발생한 송수신 

인터럽트 래그비트 정보를 통해 송수신된 정보를 

지스터로 송  복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식별

자 값에 해 미리 지정된 마스킹 값으로 식별자 마스크

를 설정하며 타이머 인터럽트를 통해 정해진 시간 내에 

데이터 수신을 못하는 경우 타임아웃으로 처리하고 순

환 복 에러 검사도 수행한다.

2) 공회  제어 모듈 동작의 

차량 엔진이 구동 인 상태에서 공회  방지 알고리

즘에 해당하는 기어  이크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타이머 인터럽트를 확인하여 일정한 시간 내에 시동 스

치 신호가 입력되는지 확인하여 신호의 입력이 없는 

경우 차량 상태 요청 정보를 CAN  ISO 통신 모듈을 통

해 차량 통합 제어부로 송한다. 이때 차량으로부터 정

상 인 응답 신호를 수신하고 공회  방지 알고리즘 조

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회  방지 모드의 시동 꺼짐 동작

을 수행하기 해 차량 통합 제어부로 엔진 꺼짐 릴 이 

신호를 송한다. 이후 운 자에 의해 운행을 한 기어 

정보 신호가 입력되는 경우 엔진 시동 릴 이 신호를 차

량으로 송하여 공회  방지 모드에서의 시동 켜짐 동

작을 수행한다.

4.2. 장착 테스트  성능평가

공회  방지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국내 자

동차 제조업체인 H사의 형 승용차 1 와 D사의 경차 

1 를 상으로 실차 장착 테스트를 하 다. 한 SAE 

(Th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에서 제공하는 벤

치마크 자료를 토 로 RTT(Round Trip Time)를 측정하

여 표 이 제시하는 허용된 통신 제한 시간을 만족하는

지 알아보았다.

 

(a) (b)

그림 14. 배선 방법 비교
(a) 복잡한 배선 작업 (b) OBD-II를 이용한 배선

Fig. 14 The Comparison of Wiring
(a) Complicated Wiring (b) Wiring using OBD-II

그림 14(a)와 같이 시스템 설치 시 상당한 시간과 노력

이 필요한 복잡한 배선작업으로 인해 장착의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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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고 비 문가를 한 사후 장착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림 14(b)와 같이 OBD-II 표  인터페이스를 이

용한 배선으로 장착시간이 2시간 이상 단축되고 다양한 

차종에 해 시스템 장착성이 향상되었다.

표 4에 나타낸 SAE 벤치마크 자료는 차량 제어 시스

템 내에 클래스 C 응용에서 요구되는 7개의 노드에서 

송해야 할 총 53개 데이터의 길이, 주기, 제한시간 등을 

제공함으로써 차량 제어를 한 최소 동작 조건을 명시

한다[12].

표 4. SAE 벤치마크
Table. 4 The SAE Benchmark

Num. Signal Description
Size/

bits

Deadline

(ms)
To

……

12 Vehicle Speed 8 100 V/C

……

20 Shift Lever(PRNDL) 3 20 V/C

21
Motor/Trans Over 

Temperature
2 1000 V/C

22 Speed Control 3 20 V/C

……

“Signal Description” 항목은 총 53개의 차량 상태 요청

신호 에서 공회  방지 시스템의 동작에 필요한 네 가

지 차량 상태 요청신호로 요약되었다. “Deadline” 항목은 

차량용 네트워크 로토콜에서 최소로 요구되는 통신 

응답시간을 명시한다. 이에 한 성능 평가를 해 실차 

장착 테스트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회  방지 시스템은 

차량 상태 요청 명령어를 차량으로 송한다. 이때 명령

어를 송하는 시 에서의 데이터 송 타임 스탬 를 

변수에 장한다. 차량 통신부는 데이터를 차량용 네트

워크 로토콜로 변환하여 OBD-II 표  인터페이스를 

통해 차량 통합 제어부로 송한다. 이후 차량 통합 제어

부는 차량 상태 요청에 한 응답 신호를 공회  방지 시

스템으로 송한다. 이때 공회  제어 모듈은 차량 상태

에 한 응답 정보가 도착한 시 에서의 데이터 수신 타

임 스탬 를 변수에 장한다. 최종 으로 데이터 송신

과 데이터 수신 타임 스탬 간의 시간 차이를 계산하여 

RTT를 구하고 SAE 벤치마크의 “Deadline” 항목과 비교

하여 제한 시간을 만족하는지 평가한다. 따라서 RTT가 

SAE 벤치마크의 차량 상태 요청 신호에 한 제한 시간

을 만족한다는 것은 통신 응답 지연 시간으로 인한 오작

동이나 Jam 상 등과 같은 차량 제어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RTT 측정
Table. 5 RTT Measurement

Num.
Signal 

Description

Size/

bits

Deadline

(ms)

RTT

(ms)
To

……

12 Vehicle Speed 8 100 20 V/C

……

20
Shift Lever

(PRNDL)
3 20 10 V/C

21

Motor/Trans 

Over 

Temperature

2 1000 30 V/C

22 Speed Control 3 20 10 V/C

……

표 5에서와 같이 SAE 벤치마크 표에서 제시하는 차

량 속도 요청신호에 한 최소 응답 제한시간은 100ms

이고 공회  방지 시스템에서의 요청 신호에 한 RTT

는 20ms로 측정됨으로써 요청 응답시간을 5배 정도 단

축하 다. 

100

20 2020

10

30

vehicle speed shift lever temperature speed

0

0

0

0

0

 벤벤

 제제

그림 15. SAE 벤치마크 표  성능에 한 동작 테스트
Fig. 15 Operating Test for SAE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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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와 같이 SAE 벤치마크 표  성능에 한 동작 

테스트 결과와 같이 제안 기술이 표  성능치 보다 더 빠

른 응답 속도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응용 로그램을 통해 데이터가 처리되는 시

간을 포함하더라도 SAE 벤치마크 최소 응답 제한시간

을 충분히 만족하고, 다른 요청신호들에 한 최소 응답 

제한 시간 비 RTT 한 같은 결과를 보인다.

Ⅴ. 결론  향후 연구과제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독립 으로 운용되던 두 시스

템을 융합하여 하나의 자제어장치에서 두 개의 상이

한 시스템을 제어해 친환경 인 공회  방지 기능과 지

능 인 스마트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OBD-II 인터

페이스를 이용한 사후 시장용 스마트키 시스템에서의 

공회  방지 알고리즘을 설계  구 하 다. 공회  방

지 시스템을 실제 차량에 장착하고 차량과의 데이터 신

호 왕복 시간을 측정한 후 SAE 벤치마크 자료와 비교 분

석한 결과, 각각의 차량 상태 요청신호에 한 응답 제한 

시간을 모두 만족하 다. 뿐만 아니라 차량과의 통신 인

터페이스를 표 화하여 시스템이 실제 차량에 장착되

는 소요시간을 단축시키고, 다양한 차종에 해 추가되

는 모듈의 확장성  개발 로그램의 재사용성을 향상

시켰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차량 통신에서의 증가하는 데이

터양을 수용할 수 있고 빠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송 

보장을 해 다수의 노드에서 송해야 할 데이터의 제

한시간을 만족하는 실시간 차량용 네트워크 시스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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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졸업.

2008년∼ 재 인하 학교 자공학과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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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졸업.

1988년 University of washi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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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재 인하 학교 자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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