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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Bulk 통신을 이용한 내비게이션과 차량용 영상저장장치 연동 

솔루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olution to ERD-Navigation Interworking using USB Bulk Communication

남  의  석*

(Eui-Seok Nahm)

Abstract - The navigation and EDR(Event Data Recorder) have a different roles but also a lot of similar or common functions 

and elements. A representative element is a GPS. The GPS of navigation is a more higher than the that of EDR in 

performance. The high performance GPS has a very short initialization time and more accurate than the GPS of EDR. And the 

informations of OBD(On Board Diagnostics) is able to be shared in navigation and EDR. But these inter-working product 

between the navigation and EDR has been not yet shown. So, this paper is aimed to show how to interwork in two devices. 

We utilize USB bulk communication in two devices for inter-working. It is very simple ways and it could interwork in GPS, 

event video and ODB II data. It could be effective in cost competence and convenience. These was implemented by hardware 

and software and proved by the standar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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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차량용 영상저장장치는 자동차 내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로

서, 주행 중 각종 상황을 영상으로 녹화 저장하여 사고 시 사고 

전후의 발생 영상, 사고 발생위치, 속도, 음성을 기록하고 주차 

시 발생한 여러 상황을 기록하는 장치로 신속한 사고 후 처리 

및 과학적인 사고 해석을 위한 자동차 전장품이며 향후 에어백, 

ABS, 내비게이션에 이어 대중화 가능성이 높은 차량의 장비로 

예상된다. 시장 성장을 거쳐 보편화 단계로 보이고 있는 차량용 

영상저장장치는 자동차의 운행이 많아지고 교통이 복잡해질수록 

각종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은 증가하고, 만약을 대비해 사고 순

간을 영상과 음향 기록으로 보존할 수 있는 주행 기록 장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향후 자동차 전장품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2,3].

차량용 영상저장장치는 전방만 촬영하는 1채널, 후방 촬영까지 

가능한 2채널에서 최근에는 좌우 측면 촬영도 가능한 4채널 제

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카메라 외에 위치와 속도정보를 

알 수 있는 GPS, 충격을 확인하는 G-센서가 내장된 하드웨어 기

반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사고 상황 녹화, 상

시녹화, 주차 차량 훼손 감시, 가속도 정보 등을 기록하는 장치이

다[4,5].

자동차 전장품의 대표적인 상품인 내비게이션의 경우, 오랫동

안의 기술발달로, 길 안내는 물론, 위험지역 등의 안내를 사전에 

사용자에게 알려주며, ODBII 인터페이스를 통해 자동차의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에코 드라이빙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다. 여

기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규격인 온보드 진단기(OBD, On Board 

Diagnostics)는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최근에 생산되

는 자동차에는 여러 가지 계측과 제어를 위한 센서를 탑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치들은 ECU(Electronic Control Unit)에 의하

여 제어되고 있다. ECU의 원래 개발 목적은 점화시기와 연료분

사, 가변 밸브 타이밍, 공회전, 한계값 설정 등 엔진의 핵심 기능

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이었으나 차량과 컴퓨터 성능의 발전과 

함께 자동변속기 제어를 비롯해 구동계통, 제동계통, 조향계통 등 

차량의 모든 부분을 제어하는 역할까지 하고 직렬 통신을 사용하

고 있다. 이러한 전자적인 진단 시스템은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최근 OBD-II(On-Board Diagnostic version II)라는 표준화된 진

단 시스템으로 정착되었다[6,7,8].

이러한 내비게이션과 차량용 영상저장장치는 서로 다른 기능

을 수행하나 GPS와 같은 구성요소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GPS

의 경우, 내비게이션의 GPS가 일반적인 차량용 영상저장장치의 

GPS에 비해 고성능을 가지고 있어 초기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

고 정확하다. 이러한 GPS외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중 OBD 정보도 상호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로 판단된다[9,10].

이러한 각각의 별도 요소를 상호 연동시키도록 개선할 필요성

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품 단일화를 통한 원가절감, 사

용자가 통합된 조정기능을 사용함으로써 편리성이 증대 되는 장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1,12].

특히, OBD 데이터의 경우 차량용 영상저장장치의 영상 및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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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avigation 개발 구성도

Fig. 1 Navigation Development Scheme

이터 파일상에 저장함으로써 운전 중의 사용자 운전 습성을 파악

하여 좀 더 친환경적인 운전이 가능하고, 사고 시 사용자의 과실 

혹은 자동자의 오작동 등을 기록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융합서비스 기반의 새로운 

신성장 산업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13,14,15].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내비게이션과 차량용 

영상저장장치 간에 USB 통신을 통해 1) Turbo GPS : 내비게이

션의 GPS정보를 차량용 영상저장장치에서 활용하는 기능 (USB 

Bulk Control), 2) Live View : 차량용 영상저장장치 상에서 촬

영되고 있는 영상을 내비게이션을 통해 보여주는 기능 (CVBS + 

USB Bulk Control), 3) 주·정차시 이벤트 정보 : 주 정차시 차

량용 영상저장장치 상에서 촬영된 이벤트의 내용을 내비게이션에 

통보하고 사용자 선택에 의해 플레이 되도록 하는 기능, 4) 

ODBII 연동 : ODBII 데이터를 녹화 화면상에 OSD 형태로 저장

하고, 차량용 영상저장장치의 저장 기능을 이용하여, 사고 시 좀 

더 명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능이 연동되도록, 내비게

이션 파트의 USB 드라이버, 차량용 영상저장장치 파트의 USB 

드라이버 및 Encoder 기능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것을 표준 시험 

규격으로 시험하여 기능 구현과 더불어 1) OBD data sampling

과 2) OSD display rate에서 성능 개선을 확인하였다.

2. 기존 방식 및 개선 설계

2.1 Navigation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WinCE를 기반으로 기본

적인 기능이 가능하도록 디바이스 드라이버 및 테스트 프로그램

을 개발한다. 그림 1은 Navigation 개발 구성도를 나타낸다.

□ Bulk vendor specific 드라이버(Host 드라이버)

WinCE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USB 드라이버인 low 

level device 드라이버 위에, USB High level device 드라이버 

및 Bulk mode로 통신하기 위한 bulk command parser 및 

builder를 개발하고, 이를 통제하는 OBD 데몬과 연동하도록 드

라이버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OBDII 프로토콜 통신이 가능한 

USB bulk device 드라이버를 개발한다. 본 개발 부분은 WinCE

상의 SDK를 이용하여 개발 진행한다. 그림 2는 내비게이션 데몬 

동작 순서도이다. 내비게이션 데몬은 계속적으로 OBD 모듈로부

터 OBD 데이터를 수신 받아 Packet으로 구성하여 USB bulk 모

드로 전송하게 된다.

그림 2 Navigation 데몬 동작 흐름도

Fig. 2 Navigation Demon Operation Flow

그림 3 WinCE USB driver 시험 모듈

Fig. 3 WinCE USB driver Test module

□ 연동 테스트용 WinCE USB driver Test module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기본적인 기능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bulk parser/High level device 드라이버를 테스트 가능한 테스

트 코드를 개발하여 OBD 데이타 및 GPS 데이타의 전송, mass/ 

bulk mode 전환 등의 기능 연동 없이 간단히 테스트가 가능한 

코드를 개발한다. OBD sample 데이타는 실제 OBD 데이타의 로

그를 수집하여 구성하여, 시뮬레이터를 통해 실제 데이터를 테스

트 한다. 그림 3은 WinCE USB driver Test module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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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USB Driver 동작

Fig. 5 USB Driver Operation

2.2 EDR(Event Data Recorder)

차량용 영상저장장치는 내비게이션의 테스트 프로그램의 명령

을 USB를 통해 수신하고 분석하여 동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서는 USB bulk mode 드라이버, Mass mode 드라이버, 

녹화 화면상에 OSD형태로 저장하기 위한 Encoder관련 logic들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림 4는 EDR의 개발 구성도를 보여준다.

그림 4 EDR 블록 다이어그램

Fig. 4 EDR Block Diagram

□ 솔루션 개발용 개발보드

개발 결과물 동작 확인을 위한 하드웨어를 개발한다. 개발 하

드웨어는 USB를 설치하고, 2채널 카메라를 지원하며, 화면을 저

장할 수 있는 SD 카드 인터페이스 스펙으로 개발한다. 특히, 

USB는 성능상의 문제 때문에 하드웨어 설계시, 아트웍 등에 난

이도가 있어, 여러 번 개발을 진행하여 안정된 성능의 보드를 완

성한다. 

□ OBDII 프로토콜의 포맷 설계

내비게이션과 차량용 영상저장장치간의 OBDII 데이터를 전송

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의 기본은 성능 향

상을 위해 단순하면서도, 정확히 전달하는데 설계의 초점을 맞추

어야 한다.

또한, 각종 기능을 위한 프로토콜 및 명령어를 설계 개발하여

야 한다. 이러한 명령어를 파싱하고 빌드하기 위한 OBD 파서를 

개발하여 USB Bulk device 드라이버로부터 전달 받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encoder/muxer에 전달하고, 전달된 정보가 ICON의 형

태로 OSD로 표시되도록 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림 5는 

USB 드라이버 동작 순서를 보여준다.

□ Mass Storage class vendor specific 드라이버

USB를 연결할 때, USB 제조사의 정보를 읽어 해당 기능을 활

성화 시켜야 된다. 이와 관련 하여 차량용 영상저장장치 파트에

서는 제조사(vender)에 대한 USB descriptor의 생성 및 USB 연

결 시 Bulk mode로 접속하여 통신을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Mass로 전환 가능하도록 하는 Mass Storage class device 드라

이버를 개발한다.

□ Bulk Vendor specific 드라이버

Bulk mode를 지원하고, Bulk mode상에서 OBD/GPS 데이터

의 수신, 전환 명령 등을 packet으로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관련 

device 드라이버를 개발한다.

□ OBD Parser 개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 입력받은 OBD 데이터를 파싱하여 

차량용 영상저장장치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파서를 

개발한다. 그림 6은 OBD Parser 동작 흐름을 보여준다.

□ OSD 표시를 위한 Encoder logic 개발

OBD 파서로부터 전달받은 OBD 데이터의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아이콘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encoder frame내에 삽입함

으로써 화면상에 표시되도록 하는 부분으로, 30fps마다 아이콘 

이미지를 삽입하는 작업이라 성능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단

순한 소프트웨어 뿐 아니라, encoder 하드웨어 block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 솔루션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용으로 사용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다. 

그림 6 OBD parser 동작 흐름도

Fig. 6 Flow of OBD parser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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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동작 방식

내비게이션으로 수신된 OBD 데이터는 내비게이션의 USB 드

라이버 내에서 OBD packet 데이터로 재구성된 후 USB bulk 

packet을 통해 차량용 영상저장장치 USB 드라이버로 전달된다. 

차량용 영상저장장치 USB 드라이버는 packet에 대한 수신을 확

인하고 packet이 안전히 전달된 경우 네비게이션에 수신완료를 

알려주고, OBD 데이터를 buffer에 넣어 OBD parser로 전달하게 

된다. OBD parser는 수신 받은 buffer의 내용을 파싱하여 

encoder/muxer 모듈로 전달하여 OSD 아이콘을 맵핑하여 OSD 

buffer에 넣어 녹화중인 영상과 합치게 된다. 

2.4 개발 방법

□ OBD Sample 데이터 수집

개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우선 OBD 데이터를 수집하여 

시뮬레이터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로그는 내비게이션이 

데몬의 로그 덤프기능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 시뮬레이터 동작

수집된 데이터를 PC 시뮬레이터상의 소스코드에 포함시켜 반

복적으로 USB bulk를 통해 차량용 영상저장장치로 전송함으로

써, 내비게이션이 없는 상황에서도 OBD 데이터를 수신하여 개발

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3. 시험 방법

내비게이션과 차량용 영상저장장치간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개

발한 내비게이션 파트의 USB 드라이버와 차량용 영상저장장치 

파트의 USB 드라이버 및 Encoder기능을 이용하여 1) OBD data 

sampling : OBD에서 발행되는 데이터가 차량용 영상저장장치로 

전달되는 속도가 5PPS(package per second) 이상인지 확인, 2) 

OSD display rate : OBD 정보가 영상에 저장되는 정도(rate)가 

5FPS(frame per second) 이상인지 확인을 위해 테스트 항목과 

목표를 정의하였다. 테스트 방법은 각각 아래와 같은 순서로 테

스트 하고 결과를 취합하였다.

□ OBD data sampling

   ① OBD  발생장치를 실행

   ② 10분간 데이터(영상 재생)를 발생시킴

   ③ OBD 발생장치에서 발생된 데이터가 차량용 영상저장장

치로 전송되는지 확인(데이터는 패킷 형태로 전송된다.)

   ④ 10분간 전송된 초당 패킷 수 (PPS)를 확인한다.

□ OSD display rate

   ① OBD  발생장치를 실행

   ② 10분간 데이터(영상 재생)를 발생시킴

   ③ OBD 발생장치에서 발생된 데이터가 차량용 영상저장장

치로 전송되는지 확인

   ④ 발생된 데이터를 저장한다.

   ⑤ ‘영상분석기’를 통해 저장된 데이터의 초당 프레임(FPS)

를 확인한다.

4. 개발된 H/W 및 S/W

그림 7은 하드웨어 실물 사진을 보여준다.

그림 7 하드웨어 실물 사진

Fig. 7 Developed Hardware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USB 드라이버와의 인터페이스 패킷 포

맷은 아래와 같다.

typedef struct__UBP_CMD_PACKET {

WORD cmd; //요청 명령어 ID

DWORD length; //data length

PVOID  data;    //data pointer

} UBP_CMD_PACKET;

 

USB 드라이버 상에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전달받은 데이터 및 

수신요청을 명령어/데이터/ACK의 3단계를 거쳐 송수신한다. 즉, 

COMMAND 단계에서는 CBP(Command Block Packet) 패킷을 

차량용 영상저장장치로 송신한다. 이 때 Flags 필드를 통해 차량

용 영상저장장치로의 데이터 송신인지 또는 차량용 영상저장장치

로의 데이터 요청 인지를 구분한다. CBP 구조는 아래와 같다.

typedef struct bulk_cbp_wrap {

    unsigned int Signature; // Contains 'USBC'

    unsigned int Tag;      // command ID

    unsigned int DataTransferLength;  

                          // Size of the data

    unsigned char Flags;  // Direction in bit 7

    unsigned char Length; // Of the CDB, <= 

MAX_XDB_SIZE (parameter length=20)

    unsigned char CDB[MAX_XDB_SIZE];  // Command 

Data Block(parameter)

} BULK_CBP_T;



Trans. KIEE. Vol. 66, No. 9, SEP, 2017

USB Bulk 통신을 이용한 내비게이션과 차량용 영상저장장치 연동 솔루션에 관한 연구            1413

CBP 패킷을 전송 후에는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넘어온 데이

터를 전송하거나 혹은 차량용 영상저장장치로부터의 데이터를 수

신한다. 데이터 송수신이 완료된 경우에는 CSP(Command Status 

Packet) 패킷을 통해 ACK를 송수신한다. 즉 차량용 영상저장장

치로의 데이터 송신시에는 ACK를 대기하고 차량용 영상저장장치

로부터의 데이터 수신시에는 내비게이션에서 ACK를 송신한다. 

이를 위한 패킷 포맷은 아래와 같다.

typedef struct bulk_csp_wrap {

    unsigned int Signature;   // Should = 'USBS'

    unsigned int Tag;   // Same as original command

    unsigned int Residue;   // Amount not transferred

    unsigned int Status;      

} BULK_CSP_T;   

상세 프로토콜 동작은 다음과 같다.

□ Turbo GPS & OBD II : Command flow

  - Data format : 128byte OBD + GPRMC string

  - 100ms 마다 주기적으로 전송

  - BB가 play 모드일 경우, OBD data + GPRMC string 전

송 금지(녹화를 하지 않으므로 의미 없음)

□ Turbo GPS

  - Data format : GPRMC string

  - latency를 줄이기 위해 OBD와 결합하여 한 번에 전송 

BB Driver 단에서 분리하여 처리

□ OBD II 연동 기능

  - 내비게이션에서 주기적으로 보내주는 OBDII data를 워터

마크와 user data영역에 저장

  - latency를 줄이기 위해 GPS data와 결합하여 한번에 전송 

  - BB Driver 단에서 분리하여 처리

□ Live view

   Command : 차량용 영상저장장치 CVBS 연결시 자동으로 

preview가 표시되므로 특별한 명령이 필요 없음. 단 CVBS 

연결시 PIP mode는 지원되지 않음.

□ Event file notify 기능

  - 내비게이션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Event를 CDC

를 이용하여 전달

  - 내비게이션에서 선택시 Play.

□ Event file notify (park event) : Data format 기능

  - 내비게이션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Event를 CDC

를 이용하여 전달 

  - 내비게이션에서 선택시 Play

□ Play request

  - 내부 동작 

  - 이벤트 파일 중 사용자가 선택한 파일 pla

□ Play request

  - 외부 동작 

  - Filename을 전송하여 Play request

  - 내비게이션의 외부 입력이 활성화 되면 TV out 형태로 

display.

□ 내비게이션 Off

   내비게이션만 Off되었을 때 내비게이션으로 부터 

command를 받아 차량용 영상저장장치는 주정차 모드로 

진입한다.

□ Version Request 

    내비게이션과 연결되면 단말기의 version명을 요청. 

□ Change View

  - 차량용 영상저장장치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전방 혹은 후

방으로 전환

  - 데이터에 “1”이 있을 경우 후방으로 전환, “0”이 있을 경

우 전방으로 전환.  

□ Setting : READ_SETTINGS 기능 

  - 차량용 영상저장장치의 설정 값을 읽어온다

  - Data_length = 1024. 각 설정값의 entity 사이에는 ‘\n’

으로 구분, 최종 EOF 문자는 “##”으로 통일 

□ Setting : WRITE_SETTINGS 기능 

  - 차량용 영상저장장치의 설정값을 설정한다

  - 차량용 영상저장장치는 설정값을 설정하고 reset 한다

  - 각 설정값의 entity 사이에는 ‘\n’으로 구분되며 최종 

EOF 문자는 “##” 으로 통일. 

  - read한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세팅 값이 배열  

□ Event Read Ready 기능

  - 내비게이션이 주차 중 Event값을 읽을 준비가 되어있음

을 차량용 영상저장장치에 알림 

  - 차량용 영상저장장치는 UI에 저장된 List를 USB driver

로 전달하여 read request 에 대비 

5. 시험 및 결과

시험은 기능시험과 성능시험으로 구분된다, 기능시험은 1) 

Turbo GPS, 2) Live View, 2) 주 · 정차시 이벤트 정보 상호 통

보, 4) ODBII 연동이고, 성능시험은 1) OBD data  sampling과 

2) OSD display rate로 각각 5 PPS와 5 FPS 이상이 요구된다. 

기능시험은 성능 시험시 자동으로 확인이 가능함으로 여기서는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OBD에서 발행되는 데이터가 차량용 영상저장장치로 전

달되는 속도가 5 PPS(package per second) 이상인지 확인 :  

OBD에서 발생되는 데이터가 차량용 영상저장장치로 10분(600초)

간 전달될 때, PPS(package per second)의 평균값은 9.85 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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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패킷 개수는 60초 간격으로 확인하였다. 1분(60초)의 PPS

는 아래의 식(1)로 계산하였다. 표 1은 PPS의 결과를 보여준다.

     초 
초간전달된패킷의수

          (1)

표    1 PPS

Table 1 Results of PPS

Time(Sec.)
No. of 

Packet(A)

No. of Packet 

/Sec.(A/B)

0:00 ~ 0:59 593 9.88

1:00 ~ 1:59 593 9.88

2:00 ~ 2:59 592 9.87

3:00 ~ 3:59 592 9.87

4:00 ~ 4:59 591 9.85

5:00 ~ 5:59 592 9.87

6:00 ~ 6:59 590 9.83

7:00 ~ 7:59 589 9.82

8:00 ~ 8:59 589 9.82

9:00 ~ 9:59 588 9.80

Average 590.90 9.85

 ※ 평균값은 소숫점 3번째 자리 반올림

둘째로 OBD정보가 영상에 저장되는 정도(Rate)가 5 FPS 

(Frame per second) 이상인지 확인 : OBD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가 차량용 영상저장장치로 10분(600초)간 전달된 영상을 분석 

시, FPS(Frame per second)의 평균값은 30.08 FPS이다. FPS 분

석을 위해 팟플레이어(32bit) v 1.654266를 사용하였다.

FPS 값은 120초 간격으로 확인하였다. 2분(120초)의 FPS 

(Frame per second)는   초간확인된′기준′와 같이 

계산하였다.

표  2 FPS

Table 2 Results of FPS

Time(Sec.) Ref. FPS

9:50:53 ~ 9:52:53 30.08

9:52:54 ~ 9:54:54 30.08

9:54:55 ~ 9:56:55 30.08

9:56:56 ~ 9:58:56 30.08

9:56:56 ~ 9:58:53 30.08

Average 30.08

※ 시간은 팟플레이어(32bit) v. 1.654266에서 제공된 시간으로 기재.

※ 시험을 위해 10분(600초)간 영상을 재생하였으며, 영상은 120초 

간격으로 저장됨.

아래 그림 8은 시뮬레이션 진행 결괴 회면을 보여준다.

그림 8 시뮬레이션

Fig. 8 Simulation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내비게이션과 차량용 ERD의 공통 데이터의 상

호 연동과 이를 통한 처리 속도를 개선한 것으로, 이를 위해 내

비게이션과 차량용 영상저장장치 간 USB 통신을 이용하여 

Turbo GPS, Live View, 주 · 정차시 이벤트 정보 상호 통보, 

ODBII 연동 등을 구현하였다. 개발된 것을 표준 시험 규격으로 

시험하여 OBD data  sampling에 있어서 9.85 PPS(기존 5 PPS 

이상 요구),  OSD display rate에 30.08 FPS (기존 5 FPS 이상 

요구)을 달성하여 성능의 개선을 확인하였다.

또한, USB 통신을 사용하는 Embedded 환경상의 통신 프로토

콜의 개발 및 디버깅을 PC 시뮬레이터 application을 통해 진행

함으로써, 빠른 개발 및 디버깅이 가능하도록 개발과정을 개선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embedded 환경에서의 USB통신을 

통한 OBD 및 GPS연동에 있어서, 새로운 프로토콜의 개발이 용

이해지고, 빨라짐에 따라, 유사한 다양한 제품의 개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내비게이션과 연동되는 차량용 영상저장장치 제

품의 경우, 다양한 제품 line up형태로 출시될 예정으로, OSD상

에 직접 녹화되고 빠른 업데이트 속도를 가지는 장점이 본 논문 

연구결과의 차별화 포인트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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