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회원 : 동의 학교(smartsma@naver.com)

** 종신회원 : 동의 학교(jwjang@deu.ac.kr)

수일자 : 2013. 05. 01

심사완료일자 : 2013. 05. 24

통합 무선 네트워크 근 OBD-II 커넥터 구

백성 * · 장종욱**

Integration wireless network approach OBD-II connector for reading vehicle driving information

Sung-hyun Baek* · Jong-Wook Jang**

이 논문은 2013년도 Brain Busan 21 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요  약

차량 운 자는 안 을 해 항상 자신의 차량의 상태를 검하고 악하는 것이 필수이다. 운 자가 자동차의 

상태를 알려고 하면 자동차 네트워크인 OBD-II와 연결되는 OBD-II 커넥터를 이용하여 자동차 실시간 제어 데이터

를 이용해 자동차의 상태를 알 수 있다. 하지만 OBD-II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커넥터는 스마트 디바이스(스마트폰, 

블랙박스, EDR등)에 연결되는 통신 연결 방식이 각각 다르다. 차량 운 자가 스마트 디바이스를 다른 장치(안드로

이드-> 아이폰, 아이폰->안드로이드 등)으로 바꾸게 되면 커넥터 한 바 어서 새로 구매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단 을 보완 하고자 각 장치에서 부분 사용되어 지는 Bluetooth와 Wifi, WCDMA 모

듈을 통합하여 사용자가 1개의 리더기 만으로도 어느 장치에서든지 OBD-II네트워크에서 자동차 실시간 제어 데이

터를 알 수 있는 OBD-II 네트워크의 리더를 한 통합 하드웨어를 구  하 다.

ABSTRACT

Driver for safety always check the status of their vehicle, and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When driver know vehicle driving status, there is 

know vehicle driving status to use vehicle realtime control data by OBD-II of vehicle network and connected OBD-II connector. But, 

connector to receive OBD-II data differ each communication connection method to connect smart device.(such as smartphone, blackbox, 

EDR) if vehicle driver change another smart device from smart device(such as android -> iphone, iphone -> android), vehicle driver exist the 

inconvenience that purchase new OBD-II connector. in this paper, As make up for the fault, there is to implement one OBD-II connector that 

integrate Bluetooth, Wifi, WCDMA module. as result,  anything smart device was notified realtime vehicle control data through implemented 

one OBD-II connector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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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자동차 진단  검사로 많이 사용되는 자동차 

네트워크인 OBD-II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OBD-II 커넥

트가 블랙박스  자동차 진단기, 자동차 소모품 리

등 많은 장치들에서 사용 되고 있다. OBD-II는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최근에 생산되는 자동차

에는 여러 가지 계측과 제어를 한 센서를 탑재하고 있

으며 이러한 장치들은 ECU(Electronic Control Unit)에 

의하여 제어되고 있다. ECU의 원래 개발 목 은 화

시기와 연료분사, 가변 밸  타이 , 공회 , 한계값 설

정 등 엔진의 핵심 기능을 정 하게 제어하는 것이었으

나 차량과 컴퓨터 성능의 발 과 함께 자동변속기 제어

를 비롯해 구동계통, 제동계통, 조향계통 등 차량의 모

든 부분을 제어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자 인 진단 시스템은 발 을 거듭하 으

며, 최근 OBD-II(On-Board Diagnostic version II)라는 표

화된 진단 시스템으로 정착되었다[1∼3]. OBD-II를 

사용하는 디바이스들의 통신은 유선이나 무선으로써 

외부 장치(스마트폰, EDR 제품)에서 이용을 하고 있

다. 재 까지 나와 있는 장치들은 한 개의 외부 장치, 

즉 OBD-II 커넥터와 아이폰, OBD-II 커넥터와 안드로

이드, OBD-II 커넥터와 외부 장치순으로 해서 장비들

을 연결 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 게 쓰는 이유는 하드

웨어와 소 트웨어 간의 어떤 방식을 지원 하느냐에 

따라 달리 사용되어 경제성, 편리성이 떨어진다. 를 

들어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는 핸드폰, 태블릿 PC같은 

경우는 다이 트 Wifi를 지원 하지 않기 때문에 블루투

스 통신을 이용 하여 사용해야 된다  다른 경우는 아

이폰은 블루투스를 이용하려면 애 에서 인증을 받아

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이 많다. 이 게 각각 지원 하

는 통신 방식이 달라서 OBD-II를 송,수신 하는 장치는 

각각 블루투스, 와이 이용으로 따로 제작 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단 들은 보완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사

용자들이 각각의 장치들에 맞게 OBD-II 커넥터를 이용

하는 게 아니라 논문에서 제안된 장치 하나로 어떤 장치

에서든지 손쉽고 간편하게 이용하게 하기 하여 

OBD-II와 블루투스, Wifi를 통합 하고 추가로 근거리에

서 사용되는 핸드폰과 외부장치 뿐만 아니라 원거리에

서 사용 할 수 있게 하기 해서 추가로  WCDMA(3G 모

듈)를 통합하여 근거리  원거리에서 자동차 주행 정

보를 확인 가능 하게 하여 하나의 OBD-II 커넥터를 개

발 하 다.

Ⅱ. 련 연구

2.1. OBD-Ⅱ

온보드진단기(On-Board Diagnostics), 는 OBD는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최근에 생산되는 

자동차에는 여러 가지 계측과 제어를 한 센서를 탑재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치들은 ECU(Electronic Control 

Unit)에 의하여 제어되고 있다. ECU의 원래 개발 목

은 화시기와 연료분사, 가변 밸  타이 , 공회 , 한

계 값 설정 등 엔진의 핵심 기능을 정 하게 제어하는 

것이었으나 차량과 컴퓨터 성능의 발 과 함께 자동변

속기 제어를 비롯해 구동계통, 제동계통, 조향계통 등 

차량의 모든 부분을 제어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

러한 자 인 진단 시스템은 발 을 거듭하 으며, 최

근 OBD-II(On-Board Diagnostic version II)라는 표 화

된 진단 시스템으로 정착되었다.

OBD-II 표 에 의하여 모든 자동차는 표 화된 고장

진단코드(Diagnostic Trouble Codes)와 속 인터페이스

(ISO J1962)를 채택하고는 있으나, 역사 인 배경에 의

하여 상이한 5가지 자 인 신호가 존재하며 이러한 

신호 체계는 개발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었다. 이

러한 비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2008년부터 세

계최 의 자동차 시장인 미국시장에서 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ISO 15765-4라는 표 을 사용하도록 규정되

었다[1∼3]. 재 사용 인 표 인 ISO J1962 커넥터와 

외부 스캐 를 연결할 경우 PC나 PDA 등에 설치된 스

캔 소 트웨어와 OBD-II 표 을 이용하여 ECU와 통신

할 수 있다. 

2.2. WIFI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Wifi 모듈은 HLK-Wifi-M03을 

사용 하 다. 총 8핀으로 데이터 입·출력을 하는데, 데이

터 송·수신으로 해서 8핀 에 4핀(5,6,7,8)핀을 이용해

서 서버-클라이언트 방식으로 하여 통신을 하 다.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7권 제6호

1308

CPU STM32F103ZE Cortex-M3 Core

SRAM 64KB Internal SRAM

Flash 512KB Internal Flash memory

NOR 2MB NOR Flash

NAND 128MB NAND Flash

External 

Memory

1Mbyte of external static RAM and 8Mbytes of 

external SPI Flash memory

Serial Port Standard DB9 connector

USB Port Standard USB Type B connector

CAN Port
Standard DB9 connector for applications 

requiring CAN communications

JTAG 20 Pin JTAG Interface

Board Size 110mm×140mm(4.33″×5.5″)

표 1. Wifi 모듈 핀 구성도
Table. 1 Wifi module pin data sheet

2.3. Bluetooth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Bluetooth 모듈은 Firmtech의 

FC155BC을 사용 하 다. 총 8핀으로 데이터 입·출력

을 하는데, 데이터 송·수신으로 해서 8핀 에 4핀

(1,2,7,8)핀을 이용해서 블루투스 페어링 방식으로 하

여 통신을 하 다. 

번호 핀 이름 기능 입/출 방향

1 GND Ground

2 VCC 3.3V DC 입력

3 STATUS STATUS LED 출력

4 FA SET Factory Reset 입력

5 UART_CTS
UART Clear To 

Send
입력

6 UART_RTS
UART Ready To 

Send
출력

7 TXD Transfer Data 출력

8 RXD Received Data 입력

표 2. Bluetooth 모듈 핀 구성도
Table. 2 Wifi module pin data sheet

2.4. STM32 개발보드

표 3. STM32 개발보드
Table. 3 STM32 Development Board

그림 1. STM32F103ZET6 Rabbit 코어 모듈
Fig. 1 STM32F103ZET6 Rabbit core module

Ⅲ. 통합 OBD-II 커넥터

3.1. 하드웨어 설계

기존의 OBD-II 커넥터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하기 해서 OBD-II와 연결된 단자, 기존의 장치들

과 호환되는 OBD-II 통신 로토콜을 디코딩하는 IC, 외

부 장치들과 통신을 하기 한 블루투스 모듈, 와이 이 

모듈, WCDMA 모듈이 있어야 한다[그림 2]. 

본 논문의 하드웨어 제작 내용은 기존의 시스템에서

도 사용가능하기 해 통합된 하드웨어 설계를 해 

OBD 단자와 연결하기 한 J1962 커넥터, OBD-II통신 

로토콜을 처리하기 한 ELM327 인터 리터 IC 

(MicroOBD2), 스마트폰  외부 기기와 통신할 무선 통

신인 블루투스와 Wifi 모듈, WCDMA모듈을 이용하고 

체 모듈 의 제어를 하여 MCU(Coretex m3)를 이용 

하여 통합 하드웨어 제작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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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통합 OBD-II 커넥터 구성도
Fig. 2 integrated OBD-II connector hardware 

component 

 그림 2의 구상도를 이용하여 하드웨어 설계를 하

다. 본 논문에 하드웨어 제작 회로도를 삽입 하려고 하

으나 그림 자체가 무 작아서 식별하기가 힘들어서 

간단한 그림으로써 체를 하 다[그림 3].

그림 3. 통합 OBD-II 하드웨어 설계도
Fig. 3 integrated OBD-II connector hardware design 

통합 시스템에서 메인 MCU에서 모든 모듈에서 제

어  출력 리를 한다. J1962 OBD-II 커넥터에서 3가

지의 로토콜  원 12∼14V를 제공 받아, 원은 

다시 내부 모듈  MCU에 맞는 원으로 변환하기 

해 원 변환 회로를 거쳐 5V와 3.3 V로 변환을 하여 

원 5V는 OBD interpreter, Wifi, 3G, bluetooth 모듈로 

원을 인가 하고 원 3.3V는 MCU 에 원을 공 하여 

동작 하도록 한다. 원이 공 이 되면 메인 MCU에서

는 자동차에서 OBD-II 네트워크를 통하여 3가지 로

토콜(CAN, ISO9141-2, KWP2000)에서 자동차에 맞는 

로토콜를 검색해서 자동차의 주행 데이터를 메인 

MCU로 데이터를 받아 온다. 메인 MCU에 장되어진 

차량 주행 데이터는  받아온 동시에 3가지 모듈(Wifi, 

Bluetooth, 3G)로 동시에 데이터를 송을 하여 어떤 디

바이스에서든 속만 하면 실시간으로 차량 주행 데이

터를 받아 온다. 

3.2. 하드웨어 동작

그림 4는 OBD-II 통합 커넥터 동작 flowchart 이다. 

먼  OBD-II단자와 OBD-II 통합 커넥터가 속이 되

어 자동차의 배터리의 원을 받아 OBD-II 통합 커넥

터가 올바르게 동작을 한다. 

그림 4. 하드웨어 동작 Flow chart
Fig. 4 Hardware Flow chart

이 때 OBD-II 커넥터와 다른 장치들 간의 외부 통신

을 하는지를 체크를 하는데 wifi는 커넥 을, 블루투수

는 SCP의 페어링, WCDMA는 속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자동차의 통신 로토콜(KWP2000, CAN, SAE 

J1850)을 선택 한다. 올바르게 설정이 되었으면 다른 

장치들(스마트폰, EDR,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에서 

OBD-II의 주행정보 데이터를 요청을 할 때 까지 기다

린다. 커넥터가 요청을 기다리다가 데이터 요청을 받

으면 ELM327칩에서 요청된 데이터를 OBD-II 네트워

크에 요청 메시지를 보내기 해 새로이 인코딩을 한

다. OBD-II 네트워크는 인코딩된 메시지를 받아서 데

이터를 다시 커넥터로 송신하여, 커넥터는 이 송신된 

메시지를 다시 처리하여 Wifi 통신이면 Wifi모듈을 통

해 다시 디코딩 하여 다른 장치들에게 송신하고 블루

투스 통신이면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요청된 데이터를 

다시 송신을 하고 WCDMA는 TCP/IP 소켓 통신을 이

용하여 데이터를 송하도록 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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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통합 OBD-II 커넥터 구

본 논문에서의 시스템 개발 환경으로 MCU는 Cortex- 

M3코어를 사용하는 STM32를 하 으며, Bluetooth 모듈

은 Wiznet의 FB155BC를 사용하고 Wifi 모듈은 HLK- 

WiFi-M03를 사용하고 WCDMA모듈은 KT 통신사를 사

용하는 WCDMA USIM칩을 이용하여 기  앞면에는 메

인 MCU와 Bluetooth 모듈과 원변환 회로를 배치하고 

기  뒷면에는 Wifi 모듈과 WCDMA모듈을 배치하여 

구 하 다[그림 5,6].

그림 5. 통합 OBD-II 커넥터 기  앞면
Fig. 5 integrated OBD-II connector hardware front

그림 6. 통합 OBD-II 커넥터 기  뒷면
Fig. 6 integrated OBD-II connector hardware back

아래 그림은 통합 OBD-II 커넥터에서 블루투스  와

이 이  3G를 이용하여 송 되는 화면으로써 통합 커

넥터에서 아무 이상 없이 데이터를 잘 송 되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림 7. 통합 OBD-II 커넥터 송 화면
Fig. 7 integrated OBD-II connector transfer screen 

Ⅴ. 결  론

본 논문에서 Coretex m3와 WiFi 모듈, Bluetooth, 

WCDMA 모듈을 이용하여 차량의 정확한 내부 정보를 

원거리, 근거리 외부 장치로 실시간으로 송을 하는 통

합 OBD-II 커넥터을 구  하 다. 일반 으로 차량용 

EDR시스템, 스마트폰등 차량 주행 데이터를 필요로 하

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어 질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를 들어 사고 시 사고의 과정과 원인을 역 추 하는데 사

용될 것이며 드라이버(Driver)의 운  성향을 악해서 

주행 기록을 단축하는 것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외부 장치로 차량의 내부정보 데이터를 송하기 때

문에 시스템의 유실  손 시에도 데이터를 안 하게 

보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과제로 추가로 상 정보를 포함하여 차량

의 모든 정보를 취합  가공을 하여 모든 상 정보  

차량 정보를 취합하여 하나의 데이터 형태로 송 할 수 

있게 구  할 것이다.

한 실제 차량 장착을 하여 임베디드화 하여 자동

차 장에 장착을 하여 더욱 더 완벽한 통합 OBD-II통합 

커넥터 시스템을 구  할 것이다.

감사의 

이 논문은 2013년도 Brain Busan 21 사업에 의하

여 지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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