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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동기 및 비동기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MOST(Media Oriented Systems Transport) 네트

워크는 최근 자동차 멀티미디어 시스템에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통신 시스템이다. MOST

는 주로 링 형태로 연결되어지며 마스터 역할을 하는 장치가 반드시 하나 존재하고 여러 개의 슬레

이브 장치들이 존재한다. 또한 MOST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HMI가 필요

하다. HMI는 독립적인 장치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Master 기능을 통합하여 구현한다. 본 

논문에서는 MOST 네트워크에서 동영상 재생 플레이어인 DVD를 제어하기 위해서 HMI 역할을 하

는 응용프로그램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DVD 제어를 위한 HMI 프로그램은 MOST NetServices API

를 이용하여서 컨트롤 메시지를 전송해서 DVD 장치를 제어하며,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GUI 형태로 구현하였다. MOST25 PCI 카드와 MOST DVD 플레이어 장치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PC에 DVD 장치 제어 HMI를 구현한 후 테스트하여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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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동차 분야가 점차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

데 편의성은 증대되겠지만 그만큼 차량 내부가 

각각의 디바이스에 하나하나 케이블로 연결이 되

어있기 때문에 복잡해지고 이에 따른 EMC 및 

EMI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점차 늘어나는 차량내의 멀티미디어 장치들을 네

트워크로 연결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필

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등장한 네트워크가 MOST

이다[1]. 현재 국내에서는 MOST Network가 도입

단계이고, 관련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MOST 장치는 MOST 프로토콜 스택을 구현한 

MOST NetServices API와, INIC(Intelligent 

Network Interface Controller) 등을 적용하여 만

들어진다[2, 3]. MOST는 주로 링 형태로 연결되

어지며 마스터(Master) 역할을 하는 장치가 반드

시 하나 존재하고 여러 개의 슬레이브(Slave) 장

치들이 존재한다. 또한 MOST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HMI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MOST NetServices를 이용하여 

차량에 사용될 수 있는 DVD 플레이어를 제어하

는 HMI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Ⅱ. MOST Network 기술

  MOST 네트워크는 차량용 멀티미디어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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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서 스트리밍 데이터, 패킷 데이터, 제어 데이

터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으며 대역폭에 따라 

MOST25, MOST50, MOST150이 존재한다. MOST 

네트워크는 그림 1과 같이 내비게이션, 비디오, 

CD 플레이어, 튜너, DVD 플레이어 등의 여러 디

바이스들을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링형 토폴로지

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2, 4]. 최대 64개의 노드

로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며 하나의 마스터와 

다수의 슬레이브 노드들로 운영되는 Master-Slave 

구조를 가진다[5].

그림 1. MOST 네트워크의 멀티미디어 시스템

  MOST 네트워크의 데이터 전송은 데이터의 유

형에 따라 오디오나 비디오 데이터와 같은 동기

식 데이터,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GPS 데이터와 

같은 비동기식 데이터, 디바이스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데이터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전송한다[6, 7].

  컨트롤 데이터는 MOST 네트워크를 제어하기 

위한 명령, 상태, 진단 정보를 전송한다. 각 프레

임은 2바이트 크기 채널을 전송하며, 32바이트 고

정 크기로 정의된다. 다음 그림 2는 컨트롤 데이

터의 구조를 보여준다[6].

그림 2. Control Data 구조

  17바이트의 데이터 필드는 실제 Control Data

를 전송한다. Tgt_Adr, FBlockID, InstID, FktID, 

OPType, Length, Data에 해당되는 내용을 전송

함으로써 오디오 플레이어를 재생시키는지 정지

시키는지 등에 대한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Ⅲ. DVD 제어 HMI 설계

  MOST 네트워크상에서 DVD 장치를 효과적으

로 제어하기 위한 HMI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형태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DVD 제어 MOST 네트워크 구성

3.1 DVD 제어 HMI의 주요기능

  Allocate, ScreenFormat, DeckStatus, Connect,  

Volume 기능을 사용하여 DVD 플레이어를 구현

하였다. Allocate는 MOST 링에 DVD로부터 입력

받은 영상과 음성 정보들을 흐를 수 있게 소스 

딜레이와 채널들을 할당받기 위한 메시지이며 

ScreenFormat은 현재 출력 중인 영상의 화면비율

을 출력하기 위한 메시지, DeckStatus는 일반적인 

재생, 일시정지, 정지, 앞으로 감기, 뒤로 감기, 앞

으로 천천히 감기, 뒤로 천천히 감기, DVD꺼냄·

넣기 등을 사용하기 위한 메시지, Connect는 

DVD 장비로부터 받은 음성 정보를 오디오 장치

로 출력하기 위해 할당한 채널들로 연결하기 위

한 메시지, Volume은 오디오 장치의 볼륨을 조절

하기 위한 메시지이다.

3.2 HMI 동작 메시지 전달

   본 논문에서 구현한 HMI와 다른 장치들과의 

의 메시지 전달 과정은 그림 4와 같다. MOST 

Netservice의 app_cmd_send_ams() 함수를 사용

하여 Target Address, Fblock Id, Inst Id, Func 

Id, Operation, Length, Data를 파라미터 값으로 

받아와 MsgSend()함수를 통해 메시지를 전송해 

주게 된다. 이렇게 HMI에서 DVD 장비로 메시지

를 전송하면 Callback함수를 통하여 Rx로 메시지

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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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메시지 흐름도

   표 1은 DVD 동작 기능에 관련된 메시지 내용

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DeckStatus

Func Id 기 능 Data

DeckStatus

(0x200)

Play 0x00

Stop 0x01

Pause 0x02

Load 0x03

Unload 0x04

Search Forward 0x05

Search Backward 0x06

Slow Motion Forward 0x20

Slow Motion Backward 0x21

  표 2는 DVD의 음성을 AUDIO 장치로 흘려주

는 기능에 관련된 메시지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표 2. Allocate, Connect

Func Id 기 능 Data

Allocate

(0x101)
StartResult 0x01

Connect

(0x111)
StartResult

0x01

0x00

동적할당
동적할당
동적할당
동적할당

  표 3은 DVD의 볼륨을 조절하는 기능에 관련된 

메시지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표 3. Volume

Func Id 기 능 Data

Volume

(0x400)

Increment

(OP 0x03)
0x01

Decrement

(OP 0x04)
0x01

Ⅳ. DVD 제어 HMI 구현 및 테스트

  MOST 25 PCI 카드와 DVD 장비를 이용하여 

본 논문의 DVD 제어 HMI를 구현하고 테스트 

하였다. MOST Netservice의 함수와 여러 가지 기

능들에 대한 메시지 값을 이용하여 DVD 플레이

어 제어 HMI를 그림 5와 같이 구현하였다.

그림 5. 완성된 DVD 플레이어 제어 HMI

  DeckStatus 메시지를 사용하여 재생, 일시정지 

등 일반적인 기능들에 대한 버튼을 구성하였고 

Volume 메시지를 사용하여 볼륨 조절 버튼을 구

성하였다. 볼륨에 대한 메시지는 DVD 장비가 아

닌 오디오 장비가 받아야 하는 메시지이므로 다

른 메시지와 Target Address가 다르게 구성된다. 

그 외에 DeckStatus와 ScreenFormat의 Rx메시지

를 이용하여 정보 창에 재생정보를 보여주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6과 같이 SMSC사의 Evaluation Board[4]

와 DVD 장치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여 구

현한 프로그램을 테스트한 결과 정상적으로 DVD 

장치를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6. 테스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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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은 MOST NetServices를 이용하여 차량

용 MOST 네트워크 기반의 DVD 플레이어를 제

어할 수 있는 HMI를 설계하고 구현 및 테스트하

였다. MOST25 PCI 카드와 MOST DVD 플레이

어 장비를 이용하여 MOST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PC에 DVD 장치를 제어하는 HMI를 구현한 후 

테스트한 결과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PC 기반이 아닌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사

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확장할 것이며, 또한 

MOST150 네트워크에서 사용가능한 HMI 인터페

이스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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