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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 an 

intelligent vehicle is defined as a sensor node 

with a capability of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in a wire and wireless network 

space. To make it real, a lot of problems should 

be addressed in the aspect of vehicle mobility, 

in-vehicle communication, common service 

platform and the connection of heterogeneous 

networks to provide a driver with several 

intelligent information services beyond the time 

and space. 

In this paper, we present an intelligent 

information system for managing in-vehicle 

sensor network and a vehicle gateway for 

connecting the external networks. The in-vehicle 

sensor network connected with several sensor 

nodes is used to collect sensor data and control 

the vehicle based on CAN protocol. Each sensor 

node is equipped with a reusable modular node 

architecture, which  contains a common CAN 

stack,  a message manager and an event handler. 

The vehicle gateway makes vehicle control and 

diagnosis from a remote host possible by 

connecting the in-vehicle sensor network with 

an external network. Specifically, it gives an 

access to the external mobile communication 

network such as CDMA. Some experiments was 

made to find out how long it takes to 

communicate between a vehicle's intelligent 

information system and an external server in the 

various environment. The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response time amounts to 776ms at 

fixed place, 707ms at rural area and 910ms at 

urban area.

I.  서론 

재 까지 지능형 자동차의 서비스 형태는 주로 차

량  운 자에 한 유용한 정보제공과 엔터테인먼트를 

심으로 연구 되어 왔다[1-5].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은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에서의 지능형 자동차

와 같이 시간과 장소의 구애됨 없이 언제 어디서든 자

동차와의  화와 제어가 가능한 서비스 제공에는 많

은 제약 사항을 가진다. 

기존의 근거리 유⋅무선 통신을 이용한 원격 진단 

 리 시스템은 외부네트워크와 연동이 어려우며, 

제공 가능한 서비스  시스템 확장에 많은 제약을 갖

는다. 한 차량 환경과 같이 이동성이 강한 환경에서 

충분한 이동성을 보장하지 못하며[6-9], 근거리 무선 

통신을 이용 하므로 보안 부분에 많은 취약성을 갖고 

있다[10-12]. 인터넷 망을 기반으로 제어 기기들을 원

격으로 제어 하고 진단하기 한 시스템들도 제안되어 

왔으나, 이는 주로 고정된 환경의 제어 상 시스템을 

심으로 하고 있다. 한 유선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이동성이 강한 차량 환경에 기존의 원격 진

단  리 기법을 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사항을 갖

는다[13-20].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공간속에 존재

하는 지능과 통신능력을 갖춘 지능형 자동차 시스템을 

모델로 하여 차량 원격 진단  리 시스템을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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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한 시스템은  자동차의 상태 정보를 수집하

기 한 센서노드, 제어를 담당하는 엑추에이터 노드, 

차량 내 센서네트워크와 외부 망과의 연동을 한 게

이트웨이 그리고 웹 클라이언트로 구성된다.  

II.  시 스 템 의  구성

2. 1 차 량  내  센 서네 트 워 크 의  패러 다 임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공간 속의 지능

형 자동차의 패러다임을 그림 1과 같이 나타내었다. 

자동차 내에 유⋅무선 센서네트워크는 자동차 내의 차

량 상태 정보를 수집하고 엑추에이터를 제어한다. 

한 게이트웨이를 통해 외부의 이종 네트워크에 속하

여 차량의 상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외부 네트워

크로부터 정보를 받아 차량 내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자동차 주 에 편재 되어있는 센서 네트워크로부터 상

황 정보를 제공 받아 자동차의 정보 역을 확장 시킨

다. 이러한 지능형 자동차의 센서네트워크는 인터넷에 

연결된 다양한 장치들에게 유용한 형태의 정보들로 제

공 된다. 

그림 1.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공간의 지능형 자동차

2. 2 지 능 형  차 량  정보시 스 템 의  설계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능형 차량 정보시

스템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지능형 차량 정보시스템은 

차량 내에 CAN(Controller Area Network) 네트워크로 

연결된 센서  엑추에이터 노드와 게이트웨이로 구성

되며, CDMA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무선인터넷을 통

해 제어 서버에 속한다. 게이트웨이는 차량 내부의 

센서 네트워크로부터 차량 상태정보 수집을 담당하며, 

로토콜 변환을 통하여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동성을 

제공한다. 그림 3의 (a)는 본 논문에서 설계한 지능형 

차량 정보시스템 게이트웨이의 하드웨어 구조를 보여

주고 있으며, 원부, 컴퓨 부, 디스 이부 , 치 정

보부 , CAN 제어 부 그 리고CDMA 제어부로 구성된다. 

그 림  3 의  (b)는  본  논 문 에 서 제 안 하 는  게 이트 웨 이의 

그림 2. 지능형 차량 정보시스템의 구조

소 트 웨 어  구조 를  나 타 내 었 으 며 , CDMA통신 제 어

리 자 , 로 토 콜  변 환 리 자 , UI 리 자 , Event 

리 자 , CAN  통신 리 자 등 으 로  구성 된 다 .

(a) 하드웨어 구조

(b) 소 트웨어 구조

그림 3. 지능형 차량 정보시스템의 게이트웨이 구조 

차량 내 센서 네트워크의 설계를 해 차량용 디지

털 직렬통신 로토콜로 개발된 CAN 로토콜을 사

용하 다. 그림 4는 본 논문에서 설계한 차량 내 CAN 

네 트 워 크 에  연 결 되 는  노 드 의  구조 를  보여 주 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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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AN 네트워크의 센서노드 구조

설계한 노드의 기본 모듈은 CAN 로토콜 처리 모듈, 

메시지 처리모듈, 센서  엑추에이터 리 모듈로 구

성되며, 응용부의 모듈 수정을 통해 기본 모듈의 재사

용이 가능한 구조를 갖는다.

III.  시 스 템 의  구   실험

3 . 1 지 능 형  차 량  정보시 스 템 의  구

지능형 차량 정보시스템의 게이트웨이의 구 을 

해 임베디드 리 스 운 체제와, IS-95B 로토콜을 지

원하는 CDMA모뎀, 8채  GPS, CAN 로토콜이 사

용되었다. CAN네트워크는 11 비트 식별자를 가지는 

CAN Ver. 2.0 A 로토콜과, 1Mbps의 송속도, 

CAN 허 로 구성된다. CAN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센

서노드는 온도, 습도, 기압, 기울기, 속도, 고도, 배터

리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센서 노드로 구성된다. 차량

의  제 어 를  한  엑 추 에 이 터  노 드 는  Door, Horn, 

Head Lamp, 디지털라디오 등의 제어를 한 노드들로 

구성된다. 그림 5는 성능분석을 해 차량에 설치된 

지능형 차량 정보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구 된 지능형 차량 정보시스템

3 . 2 성 능 분 석

3 . 2. 1 게 이트 웨 이와  CAN  노 드 의  응 답특성

게이트웨이와 CAN 노드간의 마스터-슬 이  통신 

모델에서 게이트웨이가 매 마다 노드1, 노드2, 노드3

의 센싱 정보 송 명령을 송하 을 경우 각 노드의 

응답특성을 분석 하 다. 송 메시지 우선순 는 마

스터인 게이트웨이가 가장 높고, 노드1, 노드2, 노드3 

순의 우선순 를 가진다. 송 데이터가 8바이트 인  

송 임이 CAN  버 스 를  통해  송 되 는  시 간 은 

13 5 .5 μsec이다. 실험결과, 그림 6과 같이 우선순 가 

높은 노드1이 가장 좋은 응답시간을 가졌으며, 노드3

는 가장 낮은 응답시간을 가졌다. 노드3는 높은 우선

순  메시지에 의한 기시간 증가로 송 메시지의 

큐잉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실험에 의해 왕복응답

시간(Round Trip Time)이 6.669ms라 할 때 각 노드는 

매 1  마다 3ms 이내의 응답지연시간을 가졌다. 

그림 6. 게이트웨이와 CAN노드의 응답시간

3. 2. 2 웹클라이언트와 게이트웨이의 응답특성 분석

구 한 지능형 차량 정보시스템을 차량에 설치하여 

고정 환경, 교외지역, 도심지역에 따른 이동환경에서의 

응답특성을 분석하 다. 실험 방법은 웹클라이언트의 

Door 제어 명령에 해 최하  단에 치한 Door제어 

노드가 명령을 수행하고 웹클라이언트에게 수행 결과

가 도착할 때까지의 왕복응답시간을 측정 하 다.

 실험결과, 그림 7에서와 같이 고정 환경일 경우 평

균776.44ms 응답시간과 65.72ms의 표 편차를 보 으

며, 교외지역의 경우 평균 707.34ms 응답시간과 146ms

의 표 편차를 보 다. 한 도심지역을 상으로 한 

실험에서 평균 910.52ms의 응답시간을 보 으며, 표

편차는 147ms로 나타났다. 고정 환경에서는 핸드오버

로 인한 송지연시간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작은 표  

편차를 가졌으며 안정 인 응답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교외와 도심의 이동구간에서는 핸드오버로 인한 응답

시간의 변화가 심하 다. 특히 도심지역에서는 피코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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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의 잦은 핸드오버와 통신 트래픽으로 인하여 불안

정한 응답시간과 가장 낮은 평균 응답시간을 보 다.

그림 7. 웹클라이언트와 게이트웨이의 응답시간

Ⅳ.  결 론

  기존의 근거리 유∙무선 통신을 이용한 차량 원격진

단  리 시스템은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동이 어려

우며, 제공 가능한 서비스  시스템 확장과 이동성 

제공에 많은 제약을 가진다.

본 논문은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지능형 자동차를 

한 기 연구로써, 이동환경에서 CDMA망을 기반으

로 한 무선 원격제어  진단을 한 지능형 차량 정

보시스템을 제안 하 다. 제안한 시스템의 설계와 구

을 통한 웹클라이언트와 차량 내 센서노드의 응답특

성 분석결과 고정 환경에서 평균 776ms, 교외지역에서 

707ms, 도심지역에서 910ms의 응답시간을 보 다. 

제안한 지능형 차량 정보시스템의 효율 인 망 연동, 

이동성 제공, 안정 인 정보 송을 해서는 WiBro와 

같은 무선 휴  인터넷 기술이 요구되며, 이러한 망 

연동 기술이 앞으로의 향후 과제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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