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차량 내에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전기전자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E/E 아키

텍처 설계에 대해서 소개한다. 먼저 차세대 E/E 아키텍처를 설

계하기 위한 요소기술로 와이어링 하네스의 설계, 표준회로를 

적용한 표준제어기, 소프트웨어 플랫폼 및 E/E 아키텍처 평가

기술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E/E 아키텍처 설계

를 위해서 필요한 차량용 내부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최근의 국

제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 세부기술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마

지막으로 시스템레벨에서의 최적화를 고려하여 설계한 차세대 

E/E 아키텍처의 설계방안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Ⅰ. 서 론 

WHO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자수는 연간 13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원인의 90% 

이상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에 있다고 한다[1]. 이런 이

유로 운전자의 인지, 판단을 보조하여 능동적으로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한 Active Safety기술이 도입 된지도 10년이 넘었다[2]. 

2000년 이후 진행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Active Safety 기술에는 ABS/ESP(Anti-lock Brake System/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ACC(Advanced Cruise 

Control), LDWS/LKAS(Lane Departure Waring System/

Lane Keeping Assistance System) 등이 있다[2][3]. 최근에

는 위와 같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카에서 발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율주

행자동차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과 함께 차량에서 사용되는 

ECU(Electronic Control Unit)의 개수는 점차 증가하여 십 여

개 수준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많게는 150여 개 이상이 사용되

고 있다[5]. 다른 측면에서 전체 자동차의 제조원가 중 전장품

의 원가 및 유지보수 비중도 약 20%수준이었던 2000년과 비교

하여 현재는 약 38%수준으로 증가하였고 향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6]. 이와 함께, 현재 자동차에 새롭게 탑

재되는 기능의 80%이상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

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6]. 그리고 이런 추세는 운전자의 안전

과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과 함께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4][7].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의 전자장치를 비롯

하여 고정밀 복합측위모듈, 디지털 맵 그리고 필요에 따라 V2X 

통신모듈 등이 추가로 차량에 탑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정

된 공간에서 더 넓은 실내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자동차의 특성

상 계속 전자장치를 추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표 1>은 국

내의 대표적인 승용차량인 현대자동차의 소나타모델에 대한 대

략적인 제원을 나타낸 것이다. 대략적인 실내공간의 크기를 나

타내는 휠 베이스를 기준으로 보면 초기모델에 비해서 226mm 

증가했으며 트렁크의 용량도 약 23.8% 증가한 것을 알 수 있

다. 즉, 동일한 등급의 차량에서도 운전자에게 더 넓은 실내공

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자장치를 탑재 할 공간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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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현대자동차 소나타 모델별 제원

모델
전장
[mm]

전폭
[mm]

휠 베이스
[mm]

트렁크 용량
[ℓ]

4,578 1,755 2,579 -

4,700 1,770 2,700 373

4,710 1,815 2,700 398

4,800 1,830 2,730 462

4,820 1,835 2,795 463

4,855 1,865 2,805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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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고 있다는 뜻이 된다.

시스템설계의 관점에서도 고려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ECU

가 센서 및 액추에이터와 Point-to-Point로 연결되면서 증가

하기 시작한 복잡도(Complexity)는 1987년 CAN(Controller 

Area Network)이 도입되면서 일부 개선 되었다. 하지만 1995

년 이후 ECU 가 계속 증가하면서 복잡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

다. 아래 <그림 1>은 국내 완성차 고급모델의 내부 네트워크를 

도식적으로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8]. 그림에서 나타낸 것과 같

이 도메인에 따라서 P(Powertrain)-CAN, C(Chassis)-CAN, 

M(Multimedia)-CAN, B(Body)-CAN으로 네트워크를 구분

하고, 도메인 내에서도 다시 Local-CAN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차량 내 전기전자시스템을 구성하

기 위해서 8개의 서로 다른 통신속도를 가지는 CAN 네트워크

와 1개의 MOST 네트워크가 사용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한정된 공간에서 최적화된 ECU에 기능을 분산하

여 배치하는 것과 분산된 ECU간의 전력분배와 데이터 공유를 

위한 아키텍처의 설계방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서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에 따라 점차 증가하게 되는 차량 

내부시스템의 복잡도를 감소시키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의 설계의 편의성 및 유지보수에 대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고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2장에서는 차량

에서 전장품에 대한 전원 및 기능분배에 대한 설계전략으로 활

용하고 있는 E/E 아키텍처의 정의와 요소기술에 대해서 기

술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전장품 간의 데이터공유를 위한 

IVNs(In-Vehicle Networks) 기술 및 국제표준화 동향에 대해

서 기술한다. 4장에서는 차량용 네트워크 기술과 표준 SW플랫

폼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E/E 아키텍처의 구조에 대해서 제안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Ⅱ. E/E 아키텍처의 개요

차량용 전기전자 아키텍처(Electric and Electronic 

Architecture)란 자동차에서 요구되는 기능과 이 기능을 제공

하는 부품 간의 관계를 명시하고, ECU에 따른 기능분배 및 전

원 및 통신에 대한 와이어링 하네스의 설계로 정의할 수 있다

[5]. 현재의 자동차는 기능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제어기가 사

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ECU간에 중복된 기능이 탑재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여전히 남아 있는 등 전기전자 설계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 국내ㆍ외 완성차를 포함하여 세계적인 글로벌 부

품업체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기전자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한 연구를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9][10][11].

현재의 차량개발은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상품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신 차종을 개발하면서도 개발 기

간을 단축시키고 재료비는 절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비단 국내 완성차와 부품사만의 문제가 아니며, 세계적으로 자

동차산업 전체의 도전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재료비를 절감하

고 차량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차종별로 공용화된 시스템과 부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통해서 신규 부품의 설계를 최소화하여 실차검증으

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신 차종의 개발을 위해

서도 차량별로 플랫폼을 도입하여 재 사용성과 확장성을 확보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단일의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단위를 최적

화하는 부품레벨의 최적화가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시스템레

벨에서 차량 전체의 최적화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림 2>는 시스템레벨에서 최적화를 하기 위한 E/E 아키텍

처 모델의 연계 구조에 대해서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12]. 

그림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먼저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기능

을 명시하고 이를 제어기에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능을 탑

재하고 있는 제어기는 다시 제어기의 물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재 분배하여 최종적으로 와이어링 토폴로지까지 구성하게 된

다. 그림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E/E아키텍처 설계에서 고려하

고 있는 전장품은 기능(Function)을 탑재하고 있는 ECU와 이

를 연결하는 컴포넌트인 와이어링 하네스와 커넥터이며, ECU

는 다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플랫폼의 관점에서 와이어링 하네스, 전장품 하드웨어, 소프트

웨어, 아키텍처 평가의 순서로 기술한다.

1. 와이어링 하네스

전기전자장치에 전원을 공급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목적으

로 사용되는 와이어링 하네스는 상대적으로 설계비용이 높은 그림 1. 국내 완성차 A의 내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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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품 중의 하나이다. 마치 인체의 혈관이나 신경망과 마찬가

지로 차량 내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차량용 와이어링 하네스 시장의 규모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4

년 기준으로 약 44조원이며, 2019년에는 약 65조원 규모로 성

장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3].

<그림 3>은 차량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와이어링 하네스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메인 하네스는 운전자와 자동차를 

이어주는 1차 매개체로서 차량 내 대부분의 기계장치를 직간접

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하네스이다. 프론트 하네스는 엔진룸

의 주요 공급 전원 및 신호를 실내와 연결하고 엔진룸 내 주요

장치 구동에 필요한 하네스이며, 컨트롤 하네스는 엔진구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장치와 센서를 연결하는 하네스이다. 플로

어 하네스는 차량의 구동시스템을 제외한 실내 전반의 편의장

치 및 안전장치를 연결하는 하네스이며, 마지막으로 배터리 하

네스는 배터리 및 제네레이터에서 발생하는 주 전원을 전원분

배 시스템으로 공급하는 하네스이다[14]. 차종별로 상이하지만 

메인 하네스의 경우 접점의 개수가 약 1,400여개이며, 플로어 

하네스는 약 3,000여개에 이르는 접점을 가질 정도로 복잡하

다.

와이어링 하네스와 관련된 E/E 아키텍처 설계의 목적은 첫째 

배선량과 커넥터 사용의 축소, 둘째 동일 등급 내 차종별로 공

용화된 와이어링 적용을 위한 와이어링 플랫폼의 설계이다. 먼

저 배선량과 커넥터의 사용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ECU의 배치

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던 현재의 와이어링 토폴로지를 재 설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트렁크 위치에 3개의 동일한 

전력을 사용하는 전장품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전원분배장치

에서부터 5m정도의 전원선 3개가이 트렁크까지 연결되어 있는 

간단한 시스템을 가정한다. 이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모

두 15m의 전원선과 함께 6개의 커넥터(전원분배장치 3개, 전장

품 3개)가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 전원분배장치에서 하나의 전

원선이 트렁크까지 연결되고, 트렁크에서부터 개별 전장품으로 

전원을 분기한다면 5m+α의 전원선과 4개의 커넥터(전원분배

장치 1개, 전장품 3개)만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그림 3. 차량 내 와이어링 하네스의 종류

그림 2. 차량 E/E 아키텍처 모델 연계 구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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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와 같이 가정한 시스템에서 운전석 하단에 하나의 전

장품이 추가되는 경우, 또는 신규사양 적용을 위해서 뒷 자석 

중앙에 ECU가 추가되는 경우 등을 고려해보면 와이어링 토폴

로지를 설계하는 경우가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현재까지

는 ECU의 기능을 중심으로 차량에서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선

정된 위치를 기반으로 와이어링 하네스를 설계해왔다. 하지만 

와이어링 하네스의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 와이어링 하

네스를 최적화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차량 내에서 ECU의 위치

를 선정하는 설계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지고 있다. 

2. 전장품 하드웨어(표준 회로)

현재 차량에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로컨트롤러는 대부

분 대형 반도체사를 통해서 수입되고 있으며, 잘 알려

진 것과 같이 NXP(FreeScale 포함), Infineon, Renesas, 

STmicroelectronics 등이 있다. 차량에서는 도메인별로 특화

된 기능과 제조단가 등에 맞춰서 8bit급에서 32bit급의 다양한 

MCU가 사용되고 있다. 

전장품 하드웨어와 관련된 E/E 아키텍처 설계의 목적은 첫째 

현재 사용되고 있는 ECU간의 통합이며, 둘째는 표준회로의 적

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자동차는 한정된 공간에서 신 기술이 계속 적용되고 있으

며, 이에 따라서 ECU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ECU의 

개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개의 저용량 MCU를 사용하는 것보다 1개의 

고용량 MCU를 사용하는 것이 설계비용과 공간활용의 측면에서 

유리하게 된다. 그래서 과거 8bit나 16bit의 MCU를 사용해서 

구현하던 시스템이 32bit급 MCU를 통해서 통합되는 추세에 있

다. 물론 고 성능 MCU를 통한 기능의 통합은 소프트웨어의 복

잡성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하

게 MCU의 비용이 2배로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통신회로나 전원

회로 등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로가 하나로 축소될 수 있으

므로 고 성능 MCU로의 기능통합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여기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통신회로나 전원/리셋회로 등은 

표준회로설계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서 CAN을 사용하는 통

신회로는 하나의 트랜시버와 여러 개의 수동소자(저항, 커패시

터)로 구성된다. 이런 회로는 CAN을 사용하는 모든 ECU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ECU 제조사에서 각자 설계하

고 있다. 전원회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전원사양에 따라

서 일부 상이 할 수 있지만 차량전원을 이용하여 5V 또는 3.3V

의 MCU 구동전원을 생성하는 레귤레이션 회로는 모두 동일하

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통신 및 전원/리셋회로를 표준화시

켜서 하나의 ASIC으로 구성할 수 있다면 대량으로 양산하여 가

격을 낮출 수 있다. 물론 IC를 포함한 위와 같은 회로를 ASIC으

로 구성하는 것이 아직 어려움이 있지만, ECU별로 재 사용성을 

제공할 수 있는 표준회로의 구축은 설계의 편의성 외에 오류발

생의 가능성을 낮추고 개발기간의 단축 등의 여러 장점이 있다.

위에서 설명한 ECU의 기능통합과 표준회로의 구축을 통칭하

여 아키텍처 설계의 측면에서는 전장품 하드웨어 플랫폼의 구

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다음 절에서 설명 할 소프트웨어 플랫

폼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

3. 소프트웨어 플랫폼(AUTOSAR)

차량에서 흔히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고 성능의 통

합 ECU의 적용과 그 필요성을 같이 한다. ECU의 통합으로 증

가한 소프트웨어의 복잡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이는 소프트웨어에 의한 기능동작오류 등의 발생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NASA의 경우 소스코드 1라인당 

약 850$의 비용을 들여 개발하더라도 통계적으로 KLoC(Kilo 

Line of Code)당 0.004개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5]. 이를 차량에 대입시켜보면 약 1억라인의 소프트웨어 코

드가 사용되면 약 400개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럽의 선진사에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오류발생가능성을 줄

이고, 점진적으로 소프트웨어의 통합에 대한 이점을 가지기 위

해서 AUTOSAR(AUTomotive Open System ARchitecture)

소프트웨어 구조를 개발하였다.

AUTOSAR는 2002년 코어파트너인 BMW, 보쉬, 포드, 

GM, 컨티넨탈, 도요타 등의 미팅을 통해서 2003년 본격적으

로 추진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표준이며, “Cooperative on 

Standards, Compete on Implementation”이라는 개념을 담

고 있다. AUTOSAR 표준은 <그림 4>와 같이 3단계의 표준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초기 Phase 1에서는 ECU 개발과

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계층화시키고 요구사항들을 정

그림 4. AUTOSAR 표준개발계획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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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였다. Phase 2 에서는 Phase 1에서 표준화하던 워크그룹

을 정비하고 워크패키지를 재조정하여 표준화 방법을 수정하였

다. 이 단계에서 인포테인먼트 파트는 GENIVI 표준단체로 분

화되었다. 따라서 AUTOSAR 표준은 파워트레인, 샤시, 바디

도메인영역에 국한하게 되었다. Phase 3 에서는 기존에 만들어

진 표준에 대한 유지보수와 체계를 개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15][16]. Phase 3에서 중점으로 검토하

는 분야는 통신 방법의 확장, 에너지관리를 위한 NM(Network 

Management), 멀티코어 하드웨어 자원에 대한 지원, MCAL 

개선 등이 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관련된 E/E 아키텍처의 목적은 소프트

웨어와 하드웨어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소프트웨어 재 사용성

을 확보하고 통합의 이점을 얻는 것에 있다. AUTOSAR 구조는 

많이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BSW(Basic Software)에 포함되어 

있다. 이 BSW를 중심으로 하드웨어와 인터페이스 하기 위한 

MCAL(MicroController Abstract Layer), 그리고 로직과 인터

페이스 하기 위한 RTE(RunTime Environment)로 구성된다. 

MCAL은 MCU의 리소스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계층이며, 주로 

반도체 제조사에서 개발한다. BSW와 RTE는 VECTOR, ETAS 

등 개발 툴 전문생산업체서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AUTOSAR 

플랫폼을 ECU 설계에 도입하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플랫

폼과 관련된 부분은 반도체 제조사와 툴 생산업체에서 개발자

는 소프트웨어 로직의 개발에만 집중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런 구조를 통해서 ECU 설계자는 개발한 소프트

웨어 기능로직이나 통합로직을 다른 ECU에 손 쉽게 재사용할 

수 있다. 과거에 로직을 다른 ECU에 이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ECU 의 자원이나 기능을 파악하고 하드웨어에 적합하도록 설정

하는 포팅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AUTOSAR 플랫폼에서는 하드

웨어와 관련된 부분은 API가 표준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4. E/E 아키텍처의 평가

E/E 아키텍처의 평가는 앞에서 설명한 요소기술인 와이어링,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설계된 아키텍처를 

정량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E/E 아키텍처 설계의 주 목적은 비용의 최소화에 있으며, 

비용은 여러가지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A 회사에서는 설

계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도 있고, B 회사

에서는 설계비용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확장성이나 재 사용성이 

최대화 되도록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도 있다. 

E/E 아키텍처의 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평가지표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그림 5>와 같은 평가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와이어

링의 입장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팩터는 커넥터의 사용량, 와이

어링의 길이(무게), 전원감쇄량 등이 될 수 있다. 하드웨어 플랫

폼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팩터는 ECU에 사용된 소자의 사용량, 

MCU의 비용 등이 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는 통신

지연, 연산속도 등 계측 가능한 정량적 지표와 재사용성 및 확

장성 등 정성적인 지표가 평가의 지표가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평가지표를 반영한 평가함수를 개발하고, 시스템 

관점에서 설계전략을 수립하여 아키텍처를 비교평가하고 다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Ⅲ. 차량용 통신기술 및 표준동향 

ISO 에 소속된 전문위원회 중 차량기술과 가장 밀접한 관

련이 있는 전문위원회는 TC22(Road Vehicle)의 번호로 명명

되고 있으며, TC22 산하로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군별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TC22에 소속

된 분과위원회 중 E/E 아키텍처와 관련된 표준을 제정하는 분

과위원회는 SC31(Data Communication)과 SC32(Electrical 

& Electronic components & general system aspects)를 

들 수 있다. 먼저 SC31은 차량 내 전장품 간의 통신시스템인 

CAN(Controller Area Network), LIN(Local Interconnect 

Network)과 OBD(On Board Diagnosis)등의 표준을 재·개정

하고 있다. SC32는 전기전장부품 일반과 함께 최근 자동차 산

업에서 가장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ISO 26262관련 표

준을 재·개정하고 있다[17].

<그림 6>은 지난 2014년 12월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회 SC31회의에서 승인된 SC31의 워킹그룹에 대한 구조를 

그림 5. E/E 아키텍처 평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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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SC31

은 6개의 워킹그룹과 1개의 조인트워킹그룹으로 구성되었으

며, SC31 전체 의장은 프랑스 PSA 소속의 Morand Nicolas

가 맡고 있다. SC31에서는 시리즈 표준을 포함하여 약 140여개

의 표준이 개별 워킹그룹에 할당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가

장 이슈가 되고 있는 표준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ISO 11898 표

준(CAN관련), ISO 13400 표준(DoIP), ISO 20077(Extended 

Vehicles) 표준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신규로 제안된 표준

은 일본 덴소에서 제안한 CXPI와 일본 및 스페인에서 Open 

Alliance와 공동으로 제안한 Automotive Ethernet 등이 있다.

1. CXPI (Clock Extension Peripheral Interface) 

CXPI는 CAN FD나 Automotive Ethernet 등과 비교하여 국

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통신 프로토콜이다. 그러나 2015년 5월 

일본 덴소에서 제안되어 NP(New Proposal)_20794로 채택되

었으며, 최근 SC31에서 가장 활발하게 표준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JASO에서 표준화가 먼저 추진되었고 일본의 ROHM 반

도체사에서 트랜시버를 이미 개발하여 지난 2015년 12월 미국 

표준회의에서 LIN과 비교하여 기술을 시연하였다.

CXPI 프로토콜은 HMI와 관련된 전장품인 스위치 및 센서, 

릴레이, 솔레노이드 등 기존에 하드와이어로 연결된 전장품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신속도는 최대 20Kbps로 

16개의 노드까지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으며, CAN과 유사한 

CSMA/CR(Collision Resolution) 접근제어방식을 적용하고 있

다. LIN(Local Interconnect Network) 프로토콜과 비교하여 

응답성이 빠르고 8~16비트의 CRC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에

러검출율이 높은 장점이 있다. 

<그림 7>은 CXPI 프로토콜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Clock Master Node는 일반적인 UART를 포함하고 있는 MCU

이다. CXPI 트랜시버는 MCU와 UART 방식의 통신을 하며, 

PWM의 형태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Clock Slave Node는 

마스터로부터 전송된 PWM 파형을 이용해 클럭을 생성하므로 

오실레이터와 같은 별도의 클럭발생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중 노드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버스상에 충돌이 발생하면 

전송을 시작한 노드는 데이터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전송을 중

지하고 수신상태에서 대기하게 된다. LIN과 같이 마스터에 의

해서 통신을 제어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슬레이브 노드는 슬레

이브 노드로 직접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18]. 

2. CAN FD(Flexible Data rate)

ISO 11898(High-Speed CAN)표준에 따르면 CAN은 최대 

1Mbps의 대역폭를 지원하지만 전송거리의 한계 등을 이유로 

통상적으로 500Kbps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 내 전기전

자 장치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500Kbps의 대역폭으로 모든 데

이터를 공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교적 고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는 TTP/C 또는 

FlexRay 등의 프로토콜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차량 내에서 새

로운 프로토콜을 정착시키는 것은 산업적으로 많은 비용이 필

요하였기 때문에, 차량 제조사에서는 대역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림 1>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게이트웨이를 통

해 CAN 네트워크를 분할하여 설계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CAN FD는 2012년 3월 독일 보쉬를 통해서 개발된 프로토

콜이며, 기존의 CAN 프로토콜(Classical CAN)의 성능을 개

선한 것이다[19]. 따라서 표준회의에서는 새로운 표준으로 개

발하기보다는 기존 ISO 11898 시리즈를 업데이트 하는 것으

로 논의 되었다. 2016년 3월 16일까지 예정된 ISO/DIS(Draft 

International Standard) 11898-2의 투표가 종료되면 CAN 

그림 6.  ISO TC22 SC31 표준화 추진구조 그림 7. CXPI 프로토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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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와 관련된 내용의 업데이트가 완료된다. 프로토콜의 주

요 특징은 데이터 길이가 기존 8바이트에서 64바이트로 확장

되고 Data Phase영역에서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1Mbps에서 

5Mbps로 증가 한 점이다. 그리고 기존 CAN 설계자들의 설계

경험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설계장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8>은 CAN FD의 데이터 프레임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기본적으로 CAN FD는 Classical CAN과의 하위호환성

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상대적으로 긴 페이

로드와 높은 대역폭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트가 추가되

었다. 먼저 EDL(Extended Data Length)는 Classical CAN과 

CAN FD를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다음으로 BRS(Bit Rate 

Switch)는 Data Phase 부분에서의 통신속도 전환여부를 식별

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ESI(Error State Indicator)는 CAN FD 

노드의 에러를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CAN FD는 Arbitration Phase(<그림 7>의 녹색영역)에서는 

Classical CAN과 동일한 전송속도를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서 

Data Phase(<그림 7>의 파란색영역)를 고속으로 가변 할 수 있

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CAN FD의 대역폭을 충분히 활용하

기 위해서는 Data Phase를 가능한 길게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8바이트 기준으로 설계된 Classical CAN의 데이터베

이스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CAN FD가 Classical CAN

과의 하위호환성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CAN FD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대역폭을 지원하는 트랜시버의 사용이 

필요하다.

3. Automotive Ethernet 

차량용 Ethernet은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에 적용 할 목적으로 제안되었다[20]. 차량에서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카메라와 레이더의 원시신호를 공유하기 위해

서 CAN, FlexRay 또는 CAN FD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thernet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산

업용으로도 Profinet, Ethernet/IP, EtherCAT과 같이 실시간 

특성을 반영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차량 내에서도 ADAS센

서의 특성을 반영한 Ethernet의 개발이 필요했으며, BMW 에

서는 2007년부터 홈 네트워크에 사용하기 위해서 표준화가 추

진되었던 Ethernet AVB(Audio Video Bridge)기술을 차량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에는 브로드

컴사의 BroadR-Reach 기술이 큰 역할을 하였는데, 이 기술을 

통해서 2가닥의 와이어를 이용하여 100Mbps의 통신속도를 제

공할 수 있게 되었다.

차량용 Ethernet과 관련된 표준화 단체는 크게 OPEN(One 

Pair EtherNet) Alliance, AVNu Alliance그리고 ISO로 구분

할 수 있다. OPEN Alliance는 브로드컴사의 BroadR-Reach 

기술의 적용범위를 차량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업군으로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설립되었다. BroadR-Reach 

기술자체가 One Pair PHY 표준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

에, 주로 업체 들간의 상호 운영성, 적합성 인증, 케이블과 커

넥터 사양 등에 대한 표준을 다루는 5개의 기술위원회(TC, 

Technical Committee)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MAC 계층은 Ethernet AVB 기술을 적용하도

록 권고하고 있다.

AVNu Alliance 에서는 Ethernet AVB를 차량 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실시간성을 개선한 MAC 계층에 대한 표준화를 진

행하고 있다. 주로 차량 내 ADAS 시스템에서 필요한 미디어 

스트림 전송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프로토콜의 적용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오디오/비디오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고 있

는 이더넷 AVB 프로토콜을 제어 시스템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AVB 2세대 표준을 논의하고 있다.

• IEEE 802.1AS – 시간 동기화 프로토콜

• IEEE 802.1Qat – 대역 예약 프로토콜

• IEEE 802.1Qav –  시간에 민감한 스트림에 대한 포워딩 

및 큐잉

• IEEE 802.1BA – 오디오/비디오 브리징 시스템

<그림 9>는 차량용 Ethernet을 적용하기 위한 관련표준의 연

계구조를 계층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아래 그림과 같

이 OPEN Alliance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리계층은 BroadR-

Reach 기술이 사용된다. 그 위쪽의 Ethernet Driver와 

Ethernet Interface는 반도체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MCAL을 

활용할 수 있으며, 차량용 Ethernet 노드에 대한 동기화와 실

그림 8. CAN FD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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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스트리밍은 AVNu Alliance의 AVB 스택을 사용한다. 그 

외의 제어로직 등 SW-C와의 연계에는 AUTOSAR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PDU(Process Data Unit)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ISO에서는 OPEN Alliance에서 표준화된 내용

과 함께 최근 일본 야자키에서 제안한 Gigabit Ethernet 기술

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 표준은 OPEN에서 진행하고 있

는 전기적 통신과는 별개로 광통신을 기반으로 한 PHY계층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2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광통신 

기반의 데이터계층에 대한 요구사항과 테스트방법에 대한 부분

으로 구분되어 있다. 현재 CIB(Committee Internal Ballot) 단

계에 있으며 2016년 3월 2일까지 예정된 NWIP  “In-vehicle 

Gigabit Ethernet system” WG3 association이 완료되면 정식

으로 신규표준 제정이 시작된다. 야자키에서는 이와 함께 SC32

에 광통신을 위한 전장품(Connector, Optical transmitter 

and receiver, Inline connection, Coupling 등)에 대한 표준

도 함께 제안하였다[21].

Ⅳ. 차세대 E/E 아키텍처 설계

본 절에서는 앞에서 기술하였던 E/E아키텍처와 차량용 통신

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E/E 아키텍처의 설계방법에 대해서 설

명한다. 차세대 E/E 아키텍처를 설계함에 있어서 일관되게 유

지해야 하는 설계원칙은 첫 째, 단위부품레벨에서의 최적화를 

지양하고 시스템레벨의 최적화를 위한 설계를 할 것. 둘 째, 시

스템 구성에 사용된 전기전자요소는 재 사용성과 확장성을 가

질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미 차량 내 전기전자 아키텍처

의 혁신을 주장하는 다른 연구들을 통해서 더 이상의 ECU추

가가 경제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OEM에서 시스템을 관리하기

에도 너무 복잡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22]. 따라서, 현

재 진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ECU 간의 기능을 통합하는 아키

텍처(Integration Architecture)단계를 넘어서 시스템 수준에

서 도메인 전체를 제어하는 중앙제어 아키텍처(Centralization 

Architecture)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제어 아키텍처를 설계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도메인 내 

ECU에 존재하는 중복된 하드웨어, 전자장치 등을 통합하고 

전원, 리셋, 통신 등을 표준회로로 설계한 표준제어기(Basic 

Controller)와, 기능을 통합한 통합제어모듈(DCU, Domain 

Control Unit)로 분리하여 설계해야 한다. 여기서 표준제어기

는 제어로직 등은 제외하고 디지털 입출력과 센싱, 통신기능 등 

최소한의 기능으로만 구성된다. 2차적으로는 존(Zone) 별로 부

하가 집중되는 지역에 Basic Controller를 분산하여 배치하여 

와이어링 하네스와 하우징, 커넥션 등을 축소하여 비용을 절감

한다. 통합제어모듈은 도메인 전체에 설치된 표준제어기와 네

트워크로 연결되어 상태정보를 수신하고, 중앙에서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통합제어모듈의 기능 추가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에 SW-C만 업데이트하면 도메인 전체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유지보수의 편의성 등에서 장점을 가진다.

아래 <그림 10>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설계한 차세

대 E/E 아키텍처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그림에서 나타

낸 E/E 아키텍처는 차량 전체 중에서 바디·편의도메인에 국

한하여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양산차량의 기능을 분

석하여 사양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시스템인 드라이버 도어모

듈(DDM, Driver Door Module), 스티어링 컬럼 모듈(SCM, 

Steering, Column Module), 스마트 키(SMK, Smart Key), 

바디제어모듈(BCM, Body Control Module), 스마트 정션박스

(SJB, Smart Junction Box), 게이트웨이(GW, Gateway) 등 

6개를 선정하였다. 그림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6종의 바디·편

의도메인 제어기를 중앙제어 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제어모듈

(DCU, Domain Control Unit)과 4개의 표준제어기를 사용하

여 아키텍처를 구성하였다.

먼저 통합제어모듈은 AUTOSAR기반의 표준소프트웨어 플랫

폼기반으로 설계하였다. AUTOSAR는 최근 바디도메인 제어기 

개발을 위해서 사실상의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6종

의 바디제어로직을 모두 통합하기 위해서 개별 제어로직의 연

산량과 실시간 특성을 분석하여 최소 2개 이상의 코어를 활용

할 수 있는 32비트급 MCU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차세대 차량

용 네트워크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AUTOSAR 플랫폼은 멀

티코어와 고속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4.x이상의 버전을 사용하

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9. 차량용 이더넷 관련표준 연계구조

24 | 정보와 통신

주제 |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차세대 E/E(Electric/Electronic) 아키텍처 설계 동향



표준제어기는 6종의 바디제어기에서 활용하는 모든 디지털 

입출력의 종류와 범위를 분석하고 액추에이터의 성능을 고려하

여 최소 비용으로 설계할 수 있는 8비트 저가형 MCU를 선정하

였다. 그러나 입출력과 아날로그 센싱 등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O는 최대한 많은 제품을 선택했다. 먼저 6종

의 바디제어기 중에서 드라이버 도어모듈과 스티어링 칼럼모

듈, 스마트정션박스, 바디제어모듈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입출

력 중에서 입출력의 제어범위와 주파수가 동일한 포트를 그룹

화 하였다. 다음으로 표준제어기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

통의 전원회로와 통신회로를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제

어기능을 수행하는 액추에이터의 설치위치와 와이어링 하네스

의 길이를 고려하여 <그림 9>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지역별로 

부하가 집중되는 4개의 영역에 표준제어기를 설치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서 바디·편의도메인을 하나의 통합제어

모듈과 4개의 표준제어기로 대체하여 설계하였다. 이러한 설

계안을 통해서 각 6종의 바디제어기를 차종별로 공용화하여 재 

사용할 수 있으며, 표준회로를 이용한 저가의 표준제어기를 활

용함에 따라서 시스템 전체의 설계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E/E아키텍처의 요소기술과 차량용 통신기술

에 대한 국제표준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차세대 E/E 아

키텍처의 설계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첫 번째로 E/E 아키

텍처 설계의 핵심이 되는 요소기술인 와이어링 하네스, 전장

품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리고 아키텍처 평가기술

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두 번째로 아키텍처 설계를 위

해서 사용하는 IVNs(In-Vehicle Networks)기술의 국제표준

화 동향과 활발하게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는 통신기술인 CXPI, 

CAN FD, Automotive Ethernet 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마지

막으로 최근 연구가 진행 중인 시스템레벨에서의 최적화를 고

려한 차세대 E/E 아키텍처의 설계방안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가 개발됨에 따라서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 내 전기전자장치의 설계방안에 대

해서만 기술하였다. 따라서 보다 실제적인 효과를 입증하기 위

해서 차세대 E/E 아키텍처 설계에서 설명한 통합제어모듈과 표

준제어기를 구현하고 정량적인 평가지표를 통해서 아키텍처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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