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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물인터넷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가능한 매개체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환경이나 기술을 의미한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물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아 스스로 분석하고 학습한 정보를 사용자에

게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이를 원격 조정할 수 있는 기술융합의 한 패러다임이다. 오늘날의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를 

용하기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기술들이 융합  용될 자동차를 커넥티드 카

(Connected Car)라 하고, 커넥티드 카란 즉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그리고 나아가 운 자와 연결된 자동차를 의미 한

다. 본 논문에서는 커넥티드 카의 개념과 주요 센서 기술 등을 설명하고 차후 발  가능성이 높은 차량 네트워크 기술

들에 해 서술한다.

1. 서  론

 오늘날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 가능한 

제품 는 시스템이 나오기를 기 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

은 통화보다는 소셜 미디어 사이트와 인터넷 라우징과 앱 이

용 등의 사용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자동

차 안에서도 스마트폰과 동일한 기능이 나오기를 기 하고 있

고, 그와 동시에 모든 것을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과도 통합되

어 개발되고 화제가 되고 있는 재, 자동차 업계에서도 비슷

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커넥티드 카란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그리고 나아가 운 자

와 연결된 자동차를 의미 하며 다른 말로는‘타고 다닐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커넥

티드 카 서비스는 스마트카 + IoT기술의 융합하면서 생겨난 

기술이다. 그리고 음성으로 화를 하고 실시간 네비게이션 기

능, 뉴스, 날씨, 실시간 교통정보를 운 자에게 제공하며 실시

간으로 자동차의 상황을 리하고, 원격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이메일, 멀티미디어 스트리 , 음악, SNS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운 자의 건강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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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처럼 커넥티드 카의 사용자와 차량 간의 새로운 수

의 상호 작용이 존재하며 이러한 연결에는 여러 가지 기술

이 있으며 표 으로 스마트폰과 차량의 시보드나 센터 

콘솔에 테더링 하거나 도킹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테더링

은 차량 내에서 요구되는 정보가운데 많게는 쉽게 응 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스마트폰 네트워크는  세계 부

분의 지역에서 LTE/4G 커버리지를 얻을 수 있는 정도 까지 

개발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차량용 앱을 사용함으로써 운

자의 운행 패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한 차량  차량통신(V2V: 

Vehicle to Vehicle), 차량과 인 라 간의 통신(Vehicle to 

Infrastructure), 무선차량 통신 V2X(Vehicle to Everything) 

둥심으로 여러 차량 네트워크와 거리에 설치 되 있는 다양한 

시설물 간의 통신을 통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피해

를 최소한으로 이는 것도 목표  하나이다. 이를 통해 운

자에게 효율 인 운 환경을 제공하기 한 새로운 기술들

이 등장하고 있다. 향후 다양한 차량용 앱 개발과 커넥티드 

카의 핵심인 5G 환경이 보편화되면 당 20Gbps의 속도로 

용량 데이터를 송수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커넥티드 카의 기술과 다양한 기술들의 소개, 

커넥티드 카의 향후 최근 동향과 발  방향에 해 이야기 하

고자 한다. 이를 통해 2장에서는 커넥티드 카의 기술과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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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량 센서 기술들을 소개하고, 3장은 차량 네트워크 기술을 

소개하고, 4장은 이에 따른 결론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2. 련 연구

2.1 커넥티드 카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는 자동차의 내부 기기와 외부 

망과의 연결을 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동차 

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

한다.[1] 한 텔 매틱스(Telematics)는 Telecommunication

과 Informatics의 합성어로, 자동차와 무선통신을 결합하여 

실시간 차량의 치 추 , 인터넷 속, 원격 차량진단, 사고

감지, 교통정보, 원격 시동 걸기, 날씨/뉴스정보, 상 는 

음악 등의 다양한 컨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을 의미하며, 운 자와 동승자의 안정성/편의성을 충족

시키는“달리는 컴퓨터”이다. 이러한 차량용 텔 매틱스는 최

근 여러 통신기술 발 과 맞물려 커넥티드 카 는 스마트 

카(Smart Car)등의 개념이 되었다.[2]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과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확 에 힘입어 차 화 되고 

있으며, 미디어 콘텐츠와 다양한 어 리 이션 서비스 등을 

자동차와 연결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고, 이러한 서비스가 하

나의‘커텍티드 디바이스’로 진화하고 있다.

표 1. 커넥티드 카의 주요 기능

기능 기능 설명

Mobile 

Management

운 자를 목 지에 최단거리로 안 하게 

도착하는 기능

Vehicles 

Management
운 자의 사용상 편리성을 도와주는 기능

Entertainment
운 자와 동승자에게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해주는 기능

Stability
운 자를 외부/내부의 험에 경고를 

주는 기능 

Driver Assist 운 자의 부분  운행을 도와주는 기능

Well-being 운 자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기능

 표 1은 커넥티드 카의 주요 기능들을 명시해 놓았다. 6가지의 

기능은 운 자 는 동승자에게 안정성과 편의성을 주는 기능

으로써 이 기능들을 근거로 하여 커넥티드 카는 활발한 변화를 

이루어 질것으로 망된다.[3]

2.1 음성인식 기술

 IT사업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음성인식 기술이 여러 분야

에서 활용되고 있고, 그 가운데 자동차 업계에서도 스마트 카 

개발의 연장선으로 음석인식 기술 개발에 이목을 끌고 있다. 

음성인식 기술은 화상의 안내 서비스와  다양한 랫폼에

서 사용되고 있고,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에서 목 지를 설정, 

스마트 TV에서의 채  변경, 스마트폰에서 연락처를 검색 

는 일정 리와 인터넷 검색기능을 이용하거나, 음악재생, 스

마트폰의 문자를 읽어주는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일상

생활에 녹아들며 들에게 큰 심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인공지능이 결합되면 시동을 켜고 끄거나 경 을 울

리는 등 운 자의 상황에 맞춰 주행 정보를 달하는 기능까

지 가능해지게 된다. 따라서 음성 인식 기술은 운 자가 손으

로 디스 이를 작동하는 것보다 집 력 분산을 낮출 수 있

어 주행  사고 험을 일 수 있다.

그림 1. 음성 인식 과정

 음성인식은 처리와 인식이라는 두 단계로 구성되고 그림 1

는 처리에서 사용자가 발성한 음성으로부터 인식 상이 되

는 구간을 찾아 잡음을 제거하고, 인식과정을 한 특징을 추

출한다. 사람마다 목소리와 발음, 억양의 정보를 추출하여 패

턴을 생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음성이 입력되면 각각의 모

델은 어떤 패턴이 생길 수 있는지에 한 확률을 계산하고 데

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가장 합한 음성 단 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차량은 운 자의 음성에서 음성 형 분석을 하고 

분석된 음성 데이터와 음성패턴이 장된 데이터베이스의 정

보를 비교/검색하여 결론 으로 운 자가 원하는 방식의 기능

을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2.5 고속도로 주행지원 시스템(HDA)

차로유지 지원시스템(LKAS)을 개량한 차로유지 제어시스템

(LGS)과 지능형 스마트 크루즈컨트롤(ASCC)을 통합한 기술이

며 차로유지 지원시스템이 차로를 이탈할 때만 조향을 보조해

줬다면 차로유지 제어시스템은 차로 앙 치를 지속 유지한

다. 지능형 스마트 크루즈컨트롤 기능을 결합하여 자동으로 앞

차와 간격을 유지하면서 차로 앙을 달릴 수 있게 하고 내비

게이션과 연동하여 도로 곡률을 계산함으로써 시스템 작동 여

부를 단한다. 이 시스템은 커 나 과속 험구간을 인지하

면 미리 속도를 여야 하기 때문에 도로 정보가 필수다.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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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첨단운 자지원시스템(ADAS) 기능과 내비게이션까지 결합

한 최 의 지도 기반 첨단운 자지원시스템이다.

2.6 부주의 운  경보 시스템 (DAA)

잠재 인 운 자의 피로  부주의를 해결하기 한 시스템이

며, 주행  자동차의 조향각과 조향토크 등 차량 신호와 차선 

내 차 치 등 주행 패턴을 종합 으로 분석해 운  험 상태

를 5단계로 표시하고 운 자의 운 이 부주의 하다고 단될 

경우 휴식을 권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보음을 발생시켜 주의 환

기  운 자에게 휴식을 권하는 안  시스템이다.

3. 차량 네트워크 기술

3.1 V2X(Vehicle to Everything)

 유무선 통신망을 토 로 차량이 주행하면서 주행과 도로 환경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운 자에게 사물과 교통정보와 자동차

의 자동제어  안 운행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한 그림 2처

럼 여러 차량-차량 간 통신(V2V), 차량-인 라 간 통신(V2I), 

차량-보행자 간 통신(V2P), 차량-네트워크 간 통신(V2N)을 통

합한 개념이며 이더(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기법을 이용한다 [4]. 

 특히 이 기술은 지능형 교통체계(ITS)와 연동하여 차량 운행

의 편의성, 안 성을 높이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끼리 

직  는 간 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능형 자동차 네트워크

를 통해 도로 의 각각의 자동차들의 련된 정보인 차량의 속

도, 치, 가속정보 등을 주변 자동차  인 라스트럭처에 

송하여 각각의  운 자들은 송받은 정보를 보고 사고나 기타 

긴  상황에 비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정체 등의 주변상황 

정보를 공유하여 도로 상의 주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

며,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완 히 자동화된 교통 

인 라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핵심기술 임과 동시에 안 한 

통신으로 미래의 자동차를 한 기술이며 에 지 약과 환경

보호 효과까지 제공한다는 장 이 있다 [5].

 하지만 네트워크 인 라 구축의 미비, 해킹  정보유출, 주

수 간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도로의 의 사정상 인

라 구축이 어 무선통신 기술이 탑재된 차량이 있다 해도 재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무선 통신 간에 악의로 정보를 해

킹, 도청 하는 등의 정보를 유출문제로 인한 문제 발생할 수 

있다. 한 V2X와 동일한 주 수를 사용하여 주 수 간섭으로 

통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V2V통신은 차량  차량 통신으로 무선통신으로 이용하여 차

량 간의 정보를 주고 받으로써 교통사고를 방할 수 있으며, 

V2I통신은 차량  인 라망 통신으로 도로 의 설치된 네트워

크 인 라망을 이용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 정체와 목 지

로의 신속한 도착이 가능하다. V2N통신은 차량과 스마트폰 통

신으로 차량 운행  쇼핑과 웹 서핑 등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기능으로 향후 발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다. V2P / V2M통신

은 차량  보행자  자 거 사고를 방하기 한 기술로써, 

재 활발한 기술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6].

  

그림 2. V2X 통신 시스템의 개념 

3.2 V2V(Vehicle to Vehicle)

 차량 간 무선통신(Vehicle to Vehicle)의 약자이고, 자동차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을 말한다. 한 도로, 교차  등에 배치

된 인 라 계를 통하지 않고 차량끼리 직  정보를 교환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 사용되는 무선 통신망으로는 

와이 이, 근거리 용통신 등에 의해 할당된 용채 을 활용

하고 기존의 이더 기반 통신기술은 직선상에 치한 물체만 

인지할 수 있었지만 무선망 통신을 활용하면 직선뿐만 아니라 

360도 방면에서 탐색이 가능하다 [7][8]. V2V 통신시스템은 시

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운 자가 방향  거리에 한 제약 없

이 근처 차량의 치 악, 속도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주행 인 차량끼리 상호 주행정보를 주고받으며 

험성을 알려 연쇄 추돌 방이 가능하다. 교통이 혼잡한 도

로에서 갑자기 교통패턴이 변화하는 경우 이러한 통신으로 정

보를 달함으로써 운 자의 신속한 응이 가능하며 갑작스러

운 교통사고를 방하는 시스템으로 각 받고 있다 [9][10].

3.3 그 밖의 차량 네트워크 통신 기술

 차량과 인 라 간 통신 시스템(Vehicle to Infrastructure)의 

약자이며, 차량과 유무선 통신 인 라 망이 속되어 단말과 

서버 간에 통신을 지원할 수 있는 통신망이다. 이 시스템은 차

량 IP기반의 교통정보  안  지원과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고, 차량과 모바일 간 통신(Vehicle to Nomadic 

Devices)의 약자이고, 차량 내의 다양한 기기들과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 등의 모바일 기기를 연결한 기술이다. 재는 블루

투스를 이용한 모바일기기 연결이 주로 용되고 있다.

 한, 차량  보행자 는 라이더 시스템(Vehicle to 

Pedestrian or Motorcycle)의 약자이며, 주차된 차나, 커  

길, 다른 주행 차량 때문에 보행자와 라이더 들을 감지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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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상황에서 매우 효과 이며 스마트폰 어 리 이션에 의해 

임박한 사고 험이 결정되면 보행자와 운 자에게 고음의 경

고와 스마트폰 스크린에 경고 메시지를 반복해 내보내는 시스

템이다. 이 기술은 아직 연구 여러 자동차 업계에서 연구 개발 

 테스트 단계 으로 정확한 기술은 나오지 않았다. 향후 이 

기술들이 연구  개발되어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나올 것으

로 상된다 [7].

4.  결  론

 커넥티드 카란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그리고 나아가 운 자

와 연결된 자동차를 의미 하며 다른 말로는‘타고 다닐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커넥

티드 카 서비스는 스마트카 + IoT기술의 융합하면서 생겨난 

기술이다. 그리고 음성으로 화를 하고 실시간 네비게이션 기

능, 뉴스, 날씨, 실시간 교통정보를 운 자에게 제공하며 실시

간으로 자동차의 상황을 리하고, 원격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한 

여러 차량 네트워크와 거리에 설치 되 있는 다양한 시설물 간

의 통신을 통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피해를 최소한으

로 이는 것도 목표  하나이며 커넥티드 카의 핵심인 5G 환

경이 보편화되면 당 20Gbps의 속도로 용량 데이터를 송수

신 있다.

 IT업계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음성인식 기술이 여러 산업에

서 활용되고 있고, 그 가운데 자동차 업계에서도 스마트 카 개

발의 연장선으로 음석인식 기술 개발에 이목을 끌고 있다. 음

성인식 기술은 화상의 안내 서비스와 다양한 랫폼에서 사

용되고 있다. 한 테더링은 차량에 무선통신망으로의 직  연

결이 불가능하고 차량의 디바이스가 무선통신망으로의 속을 

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차량의 디바이스는 와이 이, 블

루투스 장치를 지니고 있는 스마트폰에 연결되며 스마트폰이 

망으로의 연결을 제공함과 동시에 통신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

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미러링은 스마트폰에 표시되는 내용을 다른 장치의 화면(Cast 

Screen)에 그 로 보여주는 기술이고 스마트폰에 표시되는 내

용 혹은 스마트폰에 표시되었어야 할 내용을 캐스트 스크린에 

띄운다. 따라서 운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콘텐 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다. 고속도로 주행지원 시스템과 부주

의 운  경보시스템은 운 자의 주행 패턴을 인식하여 운행  

졸음운   사고를 방하기 해 상황에 맞춰 그에 맞는 알람

을 주어 운 자가 응할 수 있게 한다. 유무선 통신망을 토

로 차량이 주행하면서 주행과 도로 환경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

여 운 자에게 사물과 교통정보와 자동차의 자동제어  안

운행을 지원하는 기술이며, 지능형 교통체계(ITS)와 연동하여 

차량 운행의 편의성, 안 성을 높이는데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 기기로 변화하고 있는 미래의 

자동차는 무엇일지 생각할 수 있다. 재 자동차는 얼마나 발 을 

했고, 어디까지 발  할 수 있는지에 한 의견이 분분하다. 더 

나아가 랫폼  솔루션이 차량에 탑재가 된다면 향후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로 발  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되고 있다. 향후 이동수단의 발 에 따라 그에 맞는 기

술과 서비스 등 여러 기기와 콘텐츠 등이 연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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