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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이더넷 기술

요 약  

본고에서는 이더넷을 응용한 산업 분야 중에서 최근 활발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내부 통신망용 자동차 이더넷 기

술의 기술동향, 관련 제품 및 EMI 등에 대한 시험항목에 대하

여 다룬다. 또한 관련 시장과 산업동향을 분석하였다.

Ⅰ. 서 론

최근의 자동차는 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한 첨단 운전 보조 장

치(ADAS)와 인포테인먼트 등 각종 첨단 장치의 확산으로 전자 

제어 장치(ECU)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여 데이터 량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에 장착되는 전자 제어 장치수는 소형차종에서는 

적게는 40~50개 정도가 사용되며, 고급 차종에서는 최대 150

여개가 사용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종에 

무관하게 전자 제어 장치의 사용빈도와 사용 수량은 계속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제한된 공간에서의 자동차 내부용 통신망의 복잡

성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대용량의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는 새

로운 자동차 내부 통신망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

동차 제조사, 자동차용 부품 제조 업체 및 자동차용 반도체 부

품업체는 차세대 차량 통신망에 대한 대응 방법 중 하나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경제성이 큰 전송방식인 이더넷 기술을 자동차

용 통신망의 기반 기술로 적용하기 위한 개발을 집중하고 있다. 

자동차용 통신망을 100~1000 Mbps급의 큰 대역폭 제공이 

가능한 이더넷 단말과 이더넷 스위치로 구성하는 경우, 수 많은 

전자 제어 장치들의 상호 연결에 필요한 와이어링을 간편하게 

하고 더욱이 관련 무게를 감소시켜 연비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이더넷 기반의 다양한 이종 기기와의 호환성을 극대

화 시킬 수 있어 제품 개발 후에 시장에 빠르게 접근(Time to 

Market) 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오피스 환경과 달리 외부방사 전자파의 세기를 

감소시켜야 하고, 외부 전자파의 영향에 내성이 있으며, 가혹한 

온도조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 이더넷 부품 및 스위

치 등의 개발에 초기 투자비가 많은 소요된다는 점과 기반 기술

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보유하지 못한 업체와의 기술력 차이

가 발생하여, 업체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더넷을 활용할 경우 영상 기반의 대용량 전송기능이 

필수적인 AVM (All Around View System)등을 제외한 차량 

부품에 대한 이더넷 기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정확한 롤 모델

이 부족한 부분과 단순 명령어 등의 입출력이 대부분인 자동차 

네트워크에 이더넷 기술을 적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효율성 및 

경제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도 요구된다. 

이러한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주요 업체들은 자

동차에 이더넷 기술을 적용한 상용화 제품을 출시하거나, 개발

을 진행 중에 있으며, IEEE 802 표준화 기구 및 Automotive 

AVB Alliance 등에서도 자동차용 네트워크 표준화를 위해 매

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자동차 이더넷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동향을 

소개하고, 자동차 부품업체 입장에서의 시험절차 등을 다루고

자 한다. 

Ⅱ. 자동차용 이더넷 기술과 동향 

1. 이더넷의 필요성 

자동차 내부의 주요 통신망 수단은 CAN과 LIN이며, 이외에도 

FlexRay 및 MOST등의 다양한 통신망 수단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통신망 기술은 대역폭, 전송 가능 속도 등이 상

이하므로 통신 효율성 측면과 적용되는 제품 군에 따라 단일 차

량 내에 서로 상이한 여러 종류의 통신망 기술을 혼합하여 탑재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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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관리 하기 위해서는 이종의 통

신망 기술을 연동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와 같은 추가적인 장치

가 필요하므로, 전체 시스템 측면에서는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 

본 고에서 다루는 자동차용 이더넷은 지금까지 상이한 여러 

종류의 통신망 기술로 혼합된 자동차 내부 통신망 기술을 이더

넷 기술로 단일화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Weight Reduction (무게 절감) 

•Cost Saving (비용 절감) 

•Network Convergence (네트워크 융합) 

•High bandwidth (고대역폭) 

•Open Scalable Network (확장성) 

•Wide Array of Applications (응용성) 

먼저, 자동차내에서 무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품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부품간을 연결하는 와이어 하네스이다. 

무엇보다도 기존 2 pair 또는 4 pair 기반의 이더넷용 UTP

케이블 대신에 자동차용 이더넷 케이블은 경량화를 위하여 단

일 pair케이블을 사용하여 쌍방향 전송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이더넷 기반으로 내부 장치간 연결이 변경될 경우, 기존 와이어 

하네스의 무게에 비해 약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또한, 와이어 하네스 산업 자체가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제

작비의 대부분이 인건비이며, 이 비율이 약 50% 해당한다. 따

라서 이더넷 기반으로 내부 결선방법이 변경될 경우 비용 절감

효과는 기존 방식 대비 약 70%이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단순해진 와이어 하네스로 인하여 자동차 생산라인에

서 소요되는 차량 제작 소요 시간이 상당부분 개선되어, 단위 

시간당 생산 효율 향상으로 인해 생산단가 절감 부분에서도 큰 

개선효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최근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 생산 전문업체들도 

이더넷 기반의 차량이 증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매출액 감

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더넷 기술을 적용한 스위치 모듈 또는 

게이트 웨이 (또는 도메인 컨트롤러)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

는 상황이다. 

그리고 자동차용 이더넷은 CAN, LIN 등의 기존 네트워크 방

식을 완전히 제거하는 대신에 이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게이트웨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자동차

내에서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CAN과 이더넷 간의 연동 기능도 

함께 개발되고 있어 기존 방식과의 융합 기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는 차량내부의 각 영역별 지연 및 대역폭 요구사항

을 비교한 것이다. 차량용 이더넷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

키고 기존 네트워크 과의 융합을 위해 CAN 등의 실시간 제어

용 메시지를 최소한의 허용 가능한 전송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더넷 프레임의 길이를 짧게 하거나, 하위 순위의 프

레임의 전송을 중지하고 긴급 프레임을 우선 송신할 수 있는 

preemption 기능을 적용하거나 time-triggered 방식의 스케

줄링을 하는 등의 부가적인 실시간 이더넷 기술을 지원하는 등

의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다. 

다음으로 이더넷은 기본적으로 고대역폭 전송기능을 제공한

다. 최근 ADAS시스템에 적용 되는 카메라의 경우에는 기존의 

VGA급 해상도 에서 HD급이상의 고해상도로 급격히 진화 하고 

있어, 기존의 아날로그 전송방식으로는 전송이 불가능하게 되

었다. 이로 인해 대용량 영상 전송을 위해, 크게 두각을 나타내

게 된 시스템이 LVDS (Serializer / De-serializer)와 이더넷 

기술이다. 

표 1. 자동차용 네트워크 기술의 종류  

표 2. 차량내부 도메인별 지연 및 대역폭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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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LVDS의 경우에는 고속 스위칭을 통하여 데이터를 전

송하는 방식으로 전자파에 취약한 부분이 있었고, 타 제조사와

의 호환이 불가능하여 호환성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또

한, 커넥터와 케이블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이더넷은 비록 경량화를 위하여 단일 페어 케이블을 

사용하지만 기가급의 양방향 전송이 가능하므로 무압축 영상

을 전송하는데 무리가 없다. 참고로 플라스틱 기반의 Plastic 

Optical Fiber(POF) 기반의 기가급 광전송 기술도 자동차용으

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것은 전자파에 대한 내성을 기본적으로 

가지므로 기가급 이상의 전송 기능을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차량용 이더넷은 시간동기 및 대역예약, 그리고 복수

개의 링크를 제공하는 다중 포트 를 갖는 전용 스위치 기반으

로 구현되므로 통일화된 커넥터에 의한 주변장치의 추가, 불필

요한 장치의 제거 등이 용이한 확장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스마트폰과 같은 무선 인터페이스 연결 기능도 용이하게 제공

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성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이더넷 기반의 전송과정은 <그림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케이블의 전송대역은 멀티미디어, 파워트레인 등의 트래

픽이 시간상으로 분할되어 공유된다. 이러한 대역분할은 별도

의 대역할당 절차에 의해 사전에 설정된다. 

2. 자동차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 

세계 각국의 관련업체들은 <그림 2>와 같은 자동차 이더넷 로

드맵을 기준으로 하여 자동차 통신망 구조 변화에 긴밀히 대응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로드맵에 따라 자동차 네트워크의 구조가 다음과 같이 

변화되고 있다. 먼저, <그림 3>은 전통적인 자동차 네트워크 구

조로써 각각의 전자제어장치가 각각의 노드로 연결되어 있는 형

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자동차의 크기 및 변경모델에 따라 전

용의 와이어 하네스가 요구되었다. 또한 전자제어장치의 추가로 

인한 와이어하네스의 무게가 증가하였다. 특히 출고된 자동차에 

새로운 전자 제어 장치를 사용자 편의에 따라 추가하거나 제거

하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많이 장착되고 있는 첨단 운전 보조장치와 인포테인먼

트용 부품은 고해상도의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제어 전용 네트워크로는 요구 대역폭을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기능 요소에 이더넷 기술을 추가하

는 방향으로 자동차 네트워크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또한 100

개 이상으로 늘어난 전자 제어 장치의 증가는 차량 내 네트워크 

시스템의 복잡도를 증가 시키기 때문에, <그림 4>와 같은 이더

넷 기반의 새로운 방식의 전기/전자 시스템 구조가 제안되었다. 

이 구조에서는 도메인 게이트웨이(또는 도메인 컨트롤러)중심

으로 특정 부품을 관리한다. 이러한 방식의 예는 BMW차량에서 

그림 1. 차량내 이더넷 전송 방식  

그림 2. 자동차 이더넷 로드맵 
그림 3. 전통적인 자동차 네트워크 구조 

그림 4. 이더넷 부분적용 자동차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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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것은 도메인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운전석의 센터 

콘솔(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에서 수행하는 방식으로써 BMW

에서는 AVM (Around View Monitoring 또는 SVM(Surround 

View Monitoring))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이는 자동차에 처음

으로 이더넷 기술을 최초로 적용한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그림 5>와 같이 차량내 전체 시스템을 이더넷 기

반의 백본망으로 구성하는 단계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것은 여러 개의 도메인 게이트웨이로 구성되며, 이들은 이더넷 

기반의 백본망으로 연결된다. 도메인 게이트 하위의 서브넷들

도 이더넷 기반으로 구성되거나 기존의 CAN 등의 기술로 구성

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네트워크 관리를 통한 전자제어장치간의 통신

방식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 된다. 

BMW는 2018년에 세계 최초로 이와 같은 백본망 기반의 구조

를 적용한 차량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백본망 구성 방식의 상세한 구조는 아직 표준화되거나 

기술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백본망 구성 방식에는 다음과 

같이 2 종류로 구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는 주요 시스템 별로 구성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워트레인, 샤시, 세이프티 시스템 등의 기능적인 영역

을 기반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차량의 위치에 구획화하여 구성하는 방식으로 자동

차 전면부, 후면부, 좌측면부, 우측면부 등으로 나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주요 시스템을 포트로 할당하여 관리를 효율

적으로 체계화하는 방식이다. 

3. 자동차 이더넷 응용 제품 

자동자용 이더넷 기반의 주요 응용 제품으로는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 진단장치, 인포테이먼트, 차량 백본망 구성용 게이

트웨이 등이 해당 된다. 

가.첨단 운전 보조 장치

첨단 운전 보조 장치의 대부분은 카메라를 주축으로 한 비전 

시스템 또는 카메라와 레이다 (Radar, 또는 Lidar)함께 장착하

는 센서 퓨전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카메라에서 생성하는 HD급 이상의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이더넷이 최적의 솔루션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100Mbps급 이더넷에서는 대용량의 영상 데이터를 전송

하기 위해서는 MJPEG, 또는 H.264와 같은 영상 압축을 사용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영상을 수신하는 프로세서(또는 컨트롤 유닛)는 

압축된 영상을 복원하고, 영상처리를 통해 현재의 주변인지 및 

차량의 유무 및 상황판단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증

가할 수 있다. 

이런 지연시간으로 인해 고속 주행 시에는 추돌이나 충돌과 

같은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현재, 100Mbps급 이더넷 기술이 접목되는 첨단 운전 보조 장

치의 대부분은 지연시간에 큰 문제가 되지 않거나, 저속 운행에

서 사용할 수 있는 후방 감지 카메라, AVM(또는 SVM), 코너 

뷰 모니터링, 베이비 모니터링 카메라 등 프로세싱 용도가 아닌 

단순 모니터링에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

가급 이더넷 기술이 자동차용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나. OBD (On-Board Diagnostics) 제품 

또 다른 응용제품인 OBD는 부품, 서비스, 그리고 유지 관리 

진단, 배출 가스 모니터링과 같은 진단 기능을 위해 필요한 장

치로써 그 구성은 <그림 6>과 같다. 

최근 차량 내 전자제어장치 수의 증가와 전자부품화의 가속화

로 인하여 기존 자동차의 네트워크 방식으로는 전송속도와 대

역폭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충분한 진단 정보

를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통신 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차량 OBD 분

야에서도 이더넷 기술이 주요 관심분야가 되고 있다.  

자동차용 이더넷 기반의 OBD기술 분야에 대한 규격은 ISO 

13400 시리즈로 제정된 이더넷 프로토콜 기반의 진단 통신 표

그림 5. Full Domain 구조 

그림 6. On-Board Diagnostics 장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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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의해 정립되었다. OBD에 이더넷 기술이 접목된 경우의 장

점은 네트워크에 의해 가능한 전이중 대역폭 및 100Mbps 이상 

(또는 1Gbps)의 속도증가로 인해 진단시간 단축 및 Firmware

의 다운로드 시간이 몇 시간에서 몇 분으로 단축된다는 점이다. 

또한, 인터넷 기반의 원격 진단, 제어 등이 가능하여 신속한 진

단과 Firmware의 업데이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비용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다. 인포테인먼트 장치 

운전과 길 안내, 차량 상태, 에어컨 및 시트의 상태 등의 필요

한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 (Information)과 다양한 방송 및 

오락거리 등을 뜻하는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의 통합한 

시스템을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라고 한다. 

현재, 기존의 탤레매틱스에 스마트폰과 같은 무선 전송 장치

까지 연동할 수 있는 IT 융복합 제품으로 진화 중이며, 차량 내 

위치에 관계없이 음성/영상, 데이터가 지연 없이 동기화 될 수 

있도록 자동차용 이더넷 기술과 접목하고자 하는 개발이 진행 

중이다. 

라. 게이트웨이 장치 

포트수가 작은 이더넷 스위치 모듈 형태의 도메인 게이트웨

이 또는 도메인 컨트롤러 등을 게이트웨이 제품이라고 한다. 전

통적인 자동차 네트워크 구조에서도 유사한 게이트웨이 장치가 

존재했지만 이더넷 기술이 적용된 게이트웨이의 경우에는 차량 

내 필요에 의해 추가 장착될 수 있다. 이것은 기존 망에 스위치

를 추가하는 것과 유사하다. 특히 출고된 차량에 추가 장착하여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개념의 확장 슬롯(또는 USB Hub, 또는 

Hub와 유사)의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 물론 이러한 장치들의 추가 및 제거 기능은 사무실용 이더

넷 장치의 추가의 경우와 달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수

한 설정기능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4. 이더넷 기반 시스템에 대한 시험 요구 사항  

자동차의 시험 요구 조건은 산업용이나, 가정용 제품들에 비

해 매우 까다로운 시험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30

년 이상 전송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졌던 이더넷 기

술이 자동차 네트워크의 하나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

다. 지금까지 이더넷이 자동차 네트워크로 사용되지 못한 이유

는 다음과 같다. 

·  자동차사 요구하는 OEM 규격의 EMI/RF를 만족시키지 못

하였다. 즉 100Mbps 이더넷의 MLT-3 라인코딩 방법은 신

호변화율이 높아 차량내 주변 장치들에게 큰 전자기 적인 

잡음을 끼쳤다. 

·  여러 개의 이더넷 브리지로 연결되는 경우 RSTP 등에 의한 

장애복구시간이 자동차 환경에서는 너무 큰 지연시간으로 

간주되었다. 

·  다양한 소스로부터 공유 매체를 통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경

우 필수적인 스트림 대역폭 할당을 제어 할 수 있는 효과적

인 대역할당 절차가 없었다. 

·  동시에 여러 이더넷 장치들간의 샘플 데이터를 시간 동기화

할 방법이 없었다.  

최근, IEEE802와 차량 제조사, 반도체 업체 등을 중심으로 

표준화가 진행중인 automotive AVB 기술과 Time Sensitive 

Network(TSN)기술을 기반으로 앞에서 열거된 문제점들은 모

두 해결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완성차 구현

을 위해 신뢰성이 보장되는 기술 및 제품을 평가하기 위한 전용 

시험절차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적합성 테스트 

개발자와 제조업체는 자동차용 이더넷 관련 제품에 대한 프로

토콜 적합성 및 상호 운용성을 검증하는 적합성 시험을 필수적

으로 수행한다. 이 시험에서는 부정적인 또는 예기치 않은 프로

토콜 동작에 대한 회복력도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되고 있다. 자

동차용 이더넷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적합성 시험 항목은 다

음과 같다. 

·  자동차용 이더넷의 프로토콜 스택 및 구성 요소에 대한 

TCP/IP 적합성 테스트 

· AUTOSAR 적합성 테스트 

· AVB / IET / IEEE 표준 준수 및 적합성 테스트 

나. 프로토콜 검증 및 성능 테스트 

자동차용 이더넷 분야의 프로토콜 검증 및 성능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응용 프로그램 성능 테스트 

· 802.1AS 타이밍 동기화 (정밀도/성능) 

· A/V Qaulity (MOS scoring) 

· AUTOSAR 성능 

다. 스위치 장치의 시험 

자동차 이더넷 스위치 장치는 AVB 지원 기능의 테스트를 해

ISO 13400 DoIP 의 정의

(DoIP : Diagnostic communication over Internet Protocol)

ISO	13400-1 일반	정보와	유즈케이스	정의

ISO	13400-2 전송	프로토콜과	네트워크	계층	서비스

ISO	13400-3 IEEE	802.3	기반의	유선	인터페이스

ISO	13400-4 이더넷	기반의	고속	통신	데이터	링크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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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더넷 스위치에 대한 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큐 예약 절차 

· 각 서비스 클래스에 대한 예상 패킷 손실, 대역폭 및 지연시간 

· 동작 스위치에 연결된 장치의 오작동 여부 

· 부정적인 테스트 케이스 (Negative Test Case) 

라. 보안 시험 

자동차는 다수의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므로 다양한 형태의 해

킹에 노출된다. 이미 몇몇의 자동차 모델들은 해킹되어, 무방비 

상태로 놓여 사례가 점차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안의 중요

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자동차의 도난 및 해킹 방지를 위한 여

러 가지 인증 절차를 포함시켜야 하고, 이와 관련된 장치 시스

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력 전달 도메

인 (Powertrain domain)의 경우에는 침입방지 기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 결과물이 구체화된 예가 없으

므로, 앞으로 많은 기술적 요소 및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 전자파 시험 

자동차용 이더넷에 대한 전자파 시험은 각 자동차마다 각각

의 평가 조건이 상이하지만, 기존 자동차 부품과 유사한 시험항

목을 진행한다. 차이가 있다면, 대부분의 관련 시험에서 케이블 

하네스 (Twisted pair의 차폐 여부)의 구성이 전자파 시험에 어

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이다. <표 3>은 전자파 시험과 

관련된 표준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또한 <표 4>와 같이 일부 자동차 사에서는 데이터통신부의 

송수신 기능부에 특별한 요구사항을 포함 시킨 것이 기존 자

동차 부품의 특성과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Direct 

Power Injection(DPI)관련 IEC62134-4규격은 “Integrated 

Circuits- Measurement of electromagnetic immuni-

ty 150KHz to 1GHz –part 4 : direct RF powet injection 

method”이다. 

바. 케이블 임피던스 측정 

케이블 임피던스 측정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교차

되지 않은 케이블 종단 지점(Untwisted Cable Ends – Un-

twisting Length)에 대한 명확한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 

Specification and Test are defined by the OPEN 

Alliance Measurements Method : e.g TDR (Time Domain 

Reflectometry) Limits for Characteristic Impedance, RF 

and S-Parameters  

임피던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교차되지 않은 케이블 영역

의 길이 이다. 일반적으로 임피던스의 허용 범위는 100Ω±10%

이며, 커넥터의 크기와 케이블의 복합적인 관계 또한, 임피던스 

측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측정결과, 교차되지 않은 케이블 

길이가 최대한 짧아야 하며, 커넥터의 핀과 핀의 사이의 거리도 

이와 유사하게 짧아야 원하는 규정내의 임피던스 값을 유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개발 업체 동향 

Broadcom사는 2010년에 <그림 8>과 같이 single twist pair

를 통해 100Mps급 전이중 방식을 지원하는 자동차 이더넷용 

전송기술인 BroadR- Reach PHY칩과 스위칭 칩을 선보였다. 

또한, 2015년에는 새로운 28 나노미터 디바이스 기반의 독특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과거 제품 대비 30% 전력을 절감하는 새로

운 자동차용 스위치를 출시하였다.  

이외에도 NXP, Micrel, Realtek, Marvell, 르네사스 등도 이

와 동일한 칩셋 개발 완료하고, 시장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

표 3. 전자파 시험관련 ISO 표준  

표 4. 제품군별 전자파 표준 예  

그림 7. 임피던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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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별히 NXP사 제품은 특화된 저전력 모드를 지원해 차량

내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또

한 엔진이 꺼져있을 때도 전압 컨버터 같은 추가 요소가 없이

도 계속 켜져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자동차 솔루션에 적

합 하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그림 9>와 같은 NXP사의 스

위치는 TTTech사와 협력하여 개발된 것으로써 타임트리거

(Time-Triggered) 이더넷 (SAE AS6802), AVB(Audio Video 

Bridging), TSN(Time Sensitive Network) 등과 같은 다양한 

표준도 지원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사 중 하나인 Continetal 사의 경우, 2015

년에 모든 샤시 및 세이프티 시스템 등을 포함한 모든 자동차 

게이트웨이 개발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6. 시장동향 

차량 내에 적용되는 이더넷 포트수는 <그림 10>과 같이 2020

년 까지 약 3억 포트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더넷 

기술이 자동차 시장에 적용되는 파급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의

미한다. 주요 시장 형성은 <그림 11>과 같이 북미와 유럽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응용 제품으로는 <그림 12>와 같이 

첨단 안전 보조 장치와 인포테인먼트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3>은 이더넷이 접목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 중에서 자

율 주행 기술에 적용될 기술에 따른 시장규모를 분석한 것이다. 

주로 첨단 운전 보조 장치와 관련 부분에 큰 시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 BroadR-Reach기술의 활용 

그림 10. 차량내 이더넷 포트수 전망  

그림 11. 지역별 시장분포  

그림 12. 제품별 시장분포   

그림 13. 자율 주행 기술 상용화 시장 전망 

그림 9. NXP사의 자동차용 스위치모듈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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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산업동향의 변화  

자동차용 이더넷이 적용될 경우, <그림 14>과 같이 기존의 벨

류 체인 모델(Value Chain model)에 새로운 마켓 참여자 (New 

market participants)가 추가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4>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벨류 체인 모델에서 표

준화와 법제화와 같은 새로운 참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다. 예를 들어 유럽의 eCall system 이나, 북미의 후방카메라와 

같은 법제화 등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자율 주행

차 법안 등도 일례로 포함 시킬 수 있다. 

또한, 보험사와 같은 기존의 벨류 체인과 전혀 무관한 새로운 

참여자가 부품제조사와 법규와 표준화를 주도하는 기관에 강력

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예 로써, 유럽의 보험사는 차

에 장착되어 있는 운전 보조 장치 및 차량내의 정보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습관 및 운전 패턴을 분석하여, 운전자에게 피드백을 

줌으로써,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사실 요건을 

제공하며, 보험사는 대인이나 대물보상으로 인한 보험 손실률을 

낮추는 등의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Ⅲ. 결 론

본 고에서는 자동차용 이더넷 기술의 동향, 시험환경, 그리고 

시장전망을 다루었다. 이더넷 기술이 기존의 자동차 네트워크 

기술에 비해 대역폭이나 확장성 등이 우월한 것은 분명하지만, 

시장 확장성 부분에서는 해결할 부분이 아직도 산적해 있는 것

도 사실이다. 해결할 부분은 크게 기술적 측면, 산업측 측면, 지

역별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스위치에서의 전달지연과 송수신측에서의 

처리지연에 의해, 실시간성이 요구되는 첨단 운전보조장치 기능

에 접목 시키기에는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이유는 앞서 설명

한 바와 같이 영상 압축 및 해제 그리고, 프로세싱 처리 시간 등

에 의해 안전 운전에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고속전송을 통한 지

연시간 개선이나 해결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시점에서는 이더넷 기술의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범위가 첨단 운전 보조 장치, 인포테인먼트, 진단장치, 게

이트웨이 등 적용 가능한 제품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시장 제한적인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다양한 기능이 집합된 단일 칩 형태의 반도체 부품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자동차 내·외부를 막론하고, 모든 네트워

크에 접속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이므로, 해킹을 통

한 범죄발생 가능성을 대비해,인증과 보안에 관한 표준화와, 안

전장치 마련도 시급히 필요하다. 

산업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와 자동차 부품사의 

관계 형성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제조사는 자동차 

부품 사와의 관계에서 좀 더 우위의 가격 협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자동차 부품사의 경우에는 이더넷 기술을 보유한 업

체와 보유하지 못한 업체에 의해 기술 격차가 발생하여 등락

(Tier→Tier2, Tier2→Tier3 강등) 되는 업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더넷 기술은 초기 투자 비용이 기존의 자동차 부품개

발과는 달리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자금력에 의한 등락도 불가

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방

식에 치우친 국내 산업은 특정 업체를 제외하고, 기술력과 자금

력으로 인해 붕괴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편이다. 

지역적으로는 이더넷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은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의 강자인 북미와 유럽이다.이더넷과 관련된 제품

군의 시장 형성도, 북미와 유럽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대한 정확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야

만 시장대응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업체들은 자동차용 이더넷 기술을 상용화

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나, 국내의 개발 움직임은 아

직도 더딘 편이다. 따라서, 국내의 자동차 산업 기반이 붕괴되

지 않고, 꾸준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부기관, 업

체, 연구소 등이 자동차 이더넷 분야의 국내 표준화 활동에 적

극 동참하고, 외국의 선진 업체에 비해 기술력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R&D지원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림 14. Value Chain Model의 변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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