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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동차와 IT기술 간의 융합을 통해, 대용량의 데이터 교환을 

수반하는 인포테인먼트 및 다양한 지능형 안전/주행 기능들이 

구현되고 있다. 이런 기능들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고

속의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인포테인

먼트용 자동차 네트워크 기술들과 항공용 Ethernet 기술의 특

징을 고찰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Ethernet 기반의 미래 

자동차 백본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제안한다.

Ⅰ. 서 론

최신 자동차 전장 기술은 IT와의 융합을 통해 혁신되고 있으

며 운송 수단을 넘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IoT 

(Internet Of Things) 플랫폼의 하나가 되었다. 자동차 역시 네

트워크를 통해 모든 사물과 연결되고 있으며, 이는 Machina 

Research의 산업 동향 예측 자료 중 Connected Car 플랫폼의 

증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포테인먼트 등의 서비스를 탑재

한 Connected Car는 2022년까지 BM(Before Market) 시장과 

AM(After Market) 시장이 7억대와 11억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능형 차량과 차량용 Connectivity 기술은 앞으로 성장이 가

장 기대되는 자동차 산업 분야이다[1].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기능

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속 네트워크를 통한 대용량 고

품질의 전송 요구 역시 늘어나고 있다. 즉, 고속 네트워크 기술로 

차량용 Connectivity는 진화하고 있다[2].

BMW의 미래 자동차 네트워크 로드맵에서도 고속 네트워크 기

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자동차 네트워크 모델을 확인할 수 있다. 

BMW AG의 Alexander Maier는 차량에서 요구되는 통신 대역폭

이 2010년 대비 2020년에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인포테인먼트 및 DAS(Drive Assist System) 그리고 주행과 관련

되어 있는 트래픽 모두 배로 증가한다고 언급한다[3]. 결국 차량 

내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솔루션들이 현존한다. 

MOST Cooperation의 MOST (Media Oriented Systems 

Transport), IEEE의 Ethernet AVB (Audio Video Bridge), 

AVnu Alliance, OPEN (One Pair EtherNet) Alliance 등이 

상용화되었거나 상용화를 위해 준비 중이다.

그리고 차량은 아니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한 Ethernet 

파생 기술이 존재한다. 방송용 EtherSound, 제어용 EtherCAT

과 LS산전의 IEC 62439-7 기술, 항공기용 AFDX (Avionics 

Full-Duplex Switched Ethernet) 기술이 있으며, 이들은 각 

분야에 맞는 QoS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Ethernet 에 부가 기

능을 첨가하여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기존 차량용 네트워크들을 소개하고 각 

기술의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Alexander Maier의 Ethernet 

백본 기반의 미래 자동차 네트워크 모델을 기반으로, 이를 구현

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추후 

과제와 함께 결론을 맺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MOST(Media Oriented Systems Transport)

그림 1. 차량용 Ethernet 백본 네트워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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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에 설립된 MOST Cooperation은 차량용 네트워크 케

이블 무게를 줄이면서 차량의 EMI/EMC 요구를 만족하는 고

속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하였다. MOST(Media 

Oriented Systems Transport)는 케이블을 통한 전자기적 영

향을 제거하기 위해 플라스틱 광섬유(Plastic Optical Fiber; 

POF)를 이용한 차량 내의 멀티미디어 장치들을 링 형태로 연결

하는 통신 규격이다[4].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16개국의 차량 제조사와 60여개의 핵

심 부품 공급업체들이 MOST Cooperation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1년 BMW7 시리즈를 시작으로 현재 160여 차종에 MOST가 

적용되었다[5]. 150Mb/s 이상의 대역폭을 제공하는 상용화된 

경량 차량용 네트워크는 현재 MOST가 유일하다. 아우디 A3와 

벤츠 S클래스가 MOST150을 적용하였고, 현대자동차의 제네시

스DH 모델은 국내 최초 MOST150 상용 차량이다.

MOST 통신 프로토콜은 그림 4와 같이 몇 개의 구역으로 용

도를 나누어 데이터를 전송한다. C 영역은 MOST 제어 메시지

용이고, S 영역은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 전송을 위한 동기 

채널 구간이며 A 영역은 S 영역으로 할당하고 남은 영역으로 

비동기 데이터 전송을 위한 곳이다. S영역은 예약 방식을 통해 

QoS가 보장되지만 A 영역은 링 기반의 경쟁 방식으로 QoS가 

보장되지 않는다. MOST150 에서는 100Mb/s Ethernet을 지

원하기 위한 Ethernet 채널이 마지막에 위치한다.

영역 C, S, 그리고 영역 A는 아래 그림처럼 하나의Superframe 

구조를 가지며, S와 A 영역의 크기는 설정에 따라 가변적이다. 

게다가 32바이트의 제어 메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6개의 

Superframe에서 2바이트씩 나누어 처리해야 한다.

MOST는 <그림 5>처럼 OSI 7 계층에 해당하는 전 영역의 프로

토콜을 정의한다. 광통신과 동축 케이블에 관한 물리계층 규격

과 데이터링크 규격,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부터 응용 계층까지 

NetServices라 불리는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스택을 정의한다.

그림 2. MOST 네트워크

그림 3. 제네시스 Lexicon앰프의 MOST150 회로 그림 4. MOST 프레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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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는 네트워크 분야의 표준 소프트웨어 스택이라 할 수 

있는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스택을 사용하는 것은 IT융합에 따른 IT 영역의 소프트웨어 개

발자들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이런 문제는 초기 MOST 

솔루션이 폭넓게 보급되는 것을 방해한 측면이 있다. MOST 규

격을 새롭게 배워야 하고 MOST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에 기

반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하는데 관련 생태계가 전혀 구

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이런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솔루션을 현재 사

용 가능하다. 국외 솔루션으로는 K2L 사의 미들웨어 솔루션이 

있고, 국내에서는 유비벨록스와 전자부품연구원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MOST 소프트웨어 스택을 개발 중이며 2014년 말에 공

개할 예정이다.

MOST는 링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로 인해서 전체 네트워크 

시스템의 처리 성능이 스위치 구조의 Ethernet 보다 매우 낮

다. 이런 특징은 미래 자동차 네트워크의 백본 네트워크로서 적

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초의 인포테인먼트 네트

워크 상용화는 의미가 있으며, 해당 도메인에서 고유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2. RAPIEnet

RAPIEnet (Real-time Automation Protocols for 

Industrial Ethernet) 은 실시간 제어 데이터 전송을 위한 대한

민국 최초의 산업용 Ethernet IEC 국제표준 통신 프로토콜이

다 [6]-[11].

2010년 제정된 IEC 61158-3-21; Fieldbus 규격의 데이터링

크 계층 서비스 정의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IEC 62439-7; 고

신뢰성 자동화 네트워크 기술로 링 기반의 이중화 프로토콜이 

제정되었다. 주로 공장 자동화에 사용되는 각종 센서 및 제어기

기를 통합 제어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술이다.

LS산전은 2011년 ARM7 코어 기반의 RAPIEnet I/O ASIC 

솔루션을 개발하였고, 현재 RAPIEnet을 기반으로 한 차량용 

동기식 Ethernet 기술을 전자부품연구원과 개발 중이다. 

RAPIEnet 프로토콜은 먼저 언급한 MOST와 같이 링 형태의 

<그림 7>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하지만, MOST는 하나의 단

말이 하나의 PHY모듈을 갖는 반면 RAPIEnet은 하나의 단말

이 두 개의 Ethernet PHY 모듈을 갖는다. Ethernet의 Full-

Duplex 특징을 활용해 이중의 링 구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는 링크 고장 시 네트워크 복구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7>을 통해 RAPIEnet 에서 링크 고장 발생 시 복구 

과정을 볼 수 있다. 단말 1과 단말 2  사이 링크가 고장이 났

을 경우 단말 0에서 단말 2로의 데이터 통신이 불가능해진다. 

RAPIEnet 단말은 이 고장을 감지하면 바로 반대 방향으로 데

그림 5. MOST 프로토콜 스택

그림 6. LS산전에서 개발한 RAPIEnet칩솔루션

그림 7. RAPIEnet 복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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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전송을 시도하여 고장 시에도 새로운 경로를 통해 데이터 

전송을 수행한다.

RAPIEnet 에 따르면 인접한 단말의 최대 절체 시간은 2.7 

ms 이고 원격 단말의 최대 절체 시간은 3.1 ms 이다. 결과

적으로 대체 경로로 네트워크가 복구되는데 Siemens 사의 

SCALANCE X-400 스위치의 경우 최대 300 ms 가 소요된다.

RAPIEnet의 경우 MOST와 같이 링 구조가 갖는 원천적인 문

제인 링 내 단말 개수에 비례한 지연 시간의 증가와 전체 네트

워크 시스템의 대역폭 제한 문제를 갖고 있다. 하지만, Full-

Duplex Ethernet 두벌을 사용함으로써 이중망 구조를 갖는 것

은 내고장성을 향상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구 과정에 요

구되는 시간 300 ms 는 안전이 고도로 요구되는 차량 제어 네

트워크를 위해서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3. Ethernet AVB

MOST 가 초기에 POF 기반의 광통신을 채택했던 이유는 차

량에서 요구하는 EMI/EMC 기준을 만족하는 고속 통신이 가능

한 구리선 기반의 물리계층 규격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비용

으로 인해 구리선 차폐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 한계는 곧 극복되었다. 두 가닥의 UTP 케이블

을 이용하여 50Mb/s 속도를 제공하는 MOST50 규격이 만

들어졌고 이내 150Mb/s 속도를 제공하는 동축 케이블 기반

의 MOST150 이 개발되었다. 이와 더불어 Ethernet 역시 동

축 케이블을 기반으로 하는 OABR (OPEN Alliance 100Mb/

s BroadR-Reach) 솔루션이 개발되어 BMW 2013년식 모델에 

적용되었다. 단, 일대일 연결용으로 사용하여 네트워크라고 보

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이런 물리 계층의 솔루션이 차량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되자 

Ethernet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네트워크 기술이 빠른 속도

로 대두되기 시작한다. IEEE의 Ethernet AVB 규격은 기존 방

송용 표준 규격을 자동차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차량

용 프로토콜 프로파일을 제정하였다. 

<그림 9>는 Ethernet AVB 의 프로토콜 스택이다. 오디오 및 

비디오를 전송하기 위해서 QoS 전송을 위한 예약 프로토콜, 원

격지의 장치들 간의 시각 동기화, Ethernet 프레임의 쉐이핑 

등이 각각의 표준 규격을 통해 제공되고 이 프로토콜 스택들이 

어우러져 AVB 기능을 수행한다.

Ethernet AVB는 스위치 구조를 갖고 있어서 링 형태보다 전

체 네트워크 시스템 성능은 월등히 좋다. 게다가 IT 영역에서 

표준처럼 사용되는 TCP/IP 프로토콜을 비롯해 UPnP, DLNA, 

AV/C 등의 표준 소프트웨어 스택을 사용할 수 있어서 자동차 

네트워크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데 매우 긍정적이다. 물론 IT 

도메인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자동차 도메인으로 옮겨 오는 

데에도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Ethernet AVB는 최고 품질의 오디오 전송을 위해 125us 의 

스케줄링을 수행해야 하지만, Preemptive 멀티태스킹 운영체

제 (예. 리눅스, QNX)에서 125us 주기로 스케줄링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했다[12].

그러나 이 역시 극복되었다. <그림 10>은 Ethernet AVB를 

구현한 보드이다. XMOS 라는 멀티코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사용되었다. XMOS는 Deterministic 응답을 보장하는 Soft-

ware Defined Silicon 프로세서로서 멀티코어를 통해 최대 32

그림 8. RAPIEnet 실제 시스템 구성

그림 9. Ethernet AVB 프로토콜 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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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실시간 태스크를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태스크는 

10ns 단위로 스케줄링 되며 사용자의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동

작이 정의된다. <그림 11>은 XMOS의 멀티코어 아키텍처이다.

4. AFDX 

AFDX (Avionics Full DupleX Switched Ethernet) 는 대표

적인 Deterministic Ethernet 기술이다. 항공기 제어용으로 사

용하기 위해서 Airbus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ARINC 664 Part 

7으로 표준화되었다.

앞서 살펴본 프로토콜들에 비해 안전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도메인에서 사용되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내고장성과 관련

된 고유한 특징들이 있다. <그림 12> 프로토콜 스택처럼 IEEE 

802.3 MAC 계층과 IP 네트워크 계층 사이에 AFDX 고유한 기

능 계층이 있다. 이 계층에서 Deterministic QoS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 정의되어 있다.

우선 모든 단말과 스위치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구성요소는 미

리 고정된다. 이런 네트워크를 Profiled 네트워크라고 한다.

모든 트래픽은 Virtual Link (VL)로 관리된다. 모든 VL의 프

레임 발생률은 미리 설정되어 각 단말과 스위치에 저장된다. 이

때 미리 설정된 발생률보다 더 많은 프레임을 송신할 경우 그 

프레임은 스위치의 Policer에 의해 제거되고 해당 VL과 그 VL

을 포함한 단말은 고장 처리된다. 이를 위해 BAG (Bandwidth 

Allocation Gap) 값을 사용한다. ms 단위의 값으로 모든 VL은 

각자 설정된 BAG 값의 간격을 두고 프레임을 전송해야 한다.  

그림 10.  XMOS Ethernet AVB 보드

그림 11. xCORE 아키텍처

그림 12. AFDX 프로토콜 스택

그림 13. Bandwidth Allocation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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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처럼 BAG는 VL이 송신 가능한 최소 프레임 간격이다.

스위칭 lookup 테이블 역시 고정되어 있다. Auto-learning

과 같은 동적인 스위칭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항

공기 설계 시 모든 네트워크 설정이 고정되기 때문이고 최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이다.

항공기 시스템은 고장에 대비해서 대부분은 이중 혹은 삼중으

로 구성한다.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여분으로 정상 동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AFDX 역시 <그림 14>처럼 이중화되어 있다. 

모든 단말들은 두 개의 Ethernet 포트를 갖고 각 Ethernet 포

트는 각각 다른 스위치에 연결된다.

하지만, AFDX의 이중화는 앞서 언급한 RAPIEnet의 듀얼 링

을 이용한 네트워크 고장 복구와는 다른 방식이다. RAPIEnet

은 Primary Ring과 Secondary Ring 으로 이중화되어 있지

만 평상시에는 Secondary Ring은 사용하지 않고 Primary 

Ring으로만 데이터를 전송한다. 고장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Secondary Ring을 사용하는 복구 방법이다. 이와 달리, AFDX

에서는 이중화된 네트워크로 동일한 중복 메시지를 항상 전송

한다. 그러므로 RAPIEnet 과 같은 고장 복구에 요구되는 지연 

시간이 전혀 없다.

수신부에서는 항상 중복된 메시지를 처리하는 기능이 동작해

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모든 AFDX 프레임의 FCS 전 마지막 1바

이트는 시퀀스 번호로 채워진다. 이 번호를 통해 이중화된 링크

로 수신된 중복 메시지를 걸러낸다.

최근 항공전자 분야에서 100Kb/s 수준의 ARINC 429와 

2Mb/s 의 ARINC 629 규격 대신 100Mb/s Ethernet을 기반

으로 한 AFDX 기술을 채택하는 곳이 점점 늘고 있다. Airbus 

A380, A350, A400M, 보잉 B787, Sukhoi의 Superjet 100 등

의 고정익과 AugustaWestland 의 AW-101, AW-149, AW-

169, AW-189와 같은 회전익 영역에도 AFDX를 사용하여 항공

기가 제작되고 있다.

AFDX는 기본적으로 이중화를 지원하고 Deterministic 

QoS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신뢰성이 높은 네트워크 기

술이다. 

5. Future Automotive Backbone

본 논문의 목표는 미래의 자동차 백본 네트워크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존하는 대표적인 차량 혹은 탈것(vehicle)

용 네트워크 기술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동차 제어에 널리 사용

되고 있는 CAN과 FlexRay는 신뢰성과 비용 면에서 높은 경쟁

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속도로 인해 미래의 자동차 

백본 네트워크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배제하였다. 단, 백

본 네트워크 하위의 서브 네트워크로서는 꾸준히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MOST와 RAPIEnet은 링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를 가짐으로

써 공정성과 관련된 QoS 측면에서는 우수한 면을 보인다. 하지

만, 링 형태가 갖는 원천적인 문제인 전체 네트워크 시스템의 

낮은 대역폭 성능은 백본 네트워크를 맡기에는 치명적인 결점

이다.

Ethernet AVB 와 AFDX는 Ethernet 스위치 방식의 네트워

크로서 스위칭 칩의 성능 향상을 통해 전체 네트워크 성능이 향

상될 수 있어 성능과 확장성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 하

지만, Ethernet AVB 는 방송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이중화 구

조의 부재와 확정적(deterministic) QoS보장이 불완전하다

[13]. 그리고 AFDX는 이런 내고장성 확보 및 고신뢰성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 반면에 Profiled 네트워크가 갖는 취약한 유연성

이 문제이다. 

미래의 자동차 백본 네트워크는 높은 네트워크 시스템 대역

폭 제공, 이중화를 통한 내고장성 확보, 안전과 관련된 부품들 

그림 14. 네트워크 이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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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확정적 QoS 전송과 더불어 사용자에 의한 장치 추가 기능 

등의 유연성 확보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 아래와 같은 네트워크 구조를 제안한다.

<그림 15>와 같이 하나의 Ethernet 네트워크는 트렁크라는 

가상의 채널 묶음으로 구성된다. Safety-critical 트렁크는 자

동차 제조 시에 차량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위

해 고정적으로 할당된 대역폭이다. 가장 우선 순위가 높으며 다

른 트래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차량 편의 장

치 혹은 인포테인먼트 등을 위해 자동차 제조사가 추가한 트렁

크를 OEM-defined 트렁크라고 한다. 이 트렁크를 사용하는 

장치 역시 자동차 제조 시에 미리 설치되지만, 사용자에 의해서 

호환되는 장치로 변경될 수 있다. 단, 호환 장치의 경우 OEM-

defined 트렁크를 준수하며 동작해야 한다.

위 두 트렁크는 자동차 제조 시 고정된 영역으로 그 설정이 변

경될 수 없다. 만약, 새로운 장치를 추가할 경우에는 3rd party-

defined 트렁크 혹은 Best-Effort 트렁크를 사용한다. 이 둘

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3rd-party-defined 트렁크는 확정적인 

QoS를 보장하지만, Best-Effort는 그렇지 않다. QoS 보장을 

위해서 3rd-party-defined 트렁크를 사용하는 장치는 대역폭 

예약 과정이 필수적이다. 3rd-party-defined 트렁크의 가용한 

전체 대역폭의 크기는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서 제한된다. 이 크

기는 Safety-critical 트렁크와 OEM-defined 트렁크의 전송 

지연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만큼의 수준으로 결정된다.

우선 순위 큐를 이용하여 각 트렁크 별 큐잉 지연 시간을 차

등화해 처리한다. Safety-critical 프레임이 가장 먼저 처리되

며 Best Effort 프레임은 가장 늦게 처리된다. 특히, Safety-

critical 트렁크와 OEM-defined 트렁크의 프레임들은 비선

점형 방식으로 관리되며, 3rd-party-defined 트렁크와 Best 

Effort 트렁크의 프레임은 선점형 방식으로 관리된다. 예를 들

어, Best-Effort프레임이 출력 포트로 전달되는 중 큐에OEM-

defined 프레임이 도착하면 즉시 포오딩을 중단하고 OEM-

defined 프레임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인포테인먼트용 차량용 네트워크와 항

공용 Ethernet 네트워크 기술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네트워크

들의 장점과 단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AFDX의 고신뢰

성 기능과 Ethernet AVB의 유연성을 융합한 채널 관리와 우선 

순위 기반의 스위칭 방법을 포함한 미래 자동차 백본 네트워크

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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