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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다인승 차량 내 HMI(Human Machine Interface)을 지원하는 네트워

크 구조  구 방법에 한 것이다. 다인승 차량의 경우, 기존 승용차의 멀티미디어 서비스형태와 달리 트래픽에 

한 요소를 고려해야하며, 서버에서 업데이트되는 콘텐츠 정보를 다수의 사용자에게 동시에 달해야하는 특성이 

있으며,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속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어야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기존 차량용  네트워크 MOST(Media Oriented System Transport) 시스템 구조를 변경하여 MOST와 연동

되는 이더넷 기능을 개발하고 사용자 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여 다인승 차량용 멀티디미어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송수신 모듈 설계 방법을 제안한다. 

Key Words : Media Oriented System Transport(MOST), Human Machine Interface(HMI),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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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it is shown the in-vehicle network architecture and implementation for multimedia service which 

supports Human machine interface of multi-passengers. For multi-passengers' vehicle, it has to be considered the 

factor of network traffic, simultaneously data transferring to multi users and accessibility to use variety of media 

contents for passengers compared to conventional in-vehicle network architecture system 

Therefore, it is proposed the change of network architecture compared with general MOST network, 

implementation of designed software module which can be interoperable between ethernet and MOST network 

and accessible interface that passenger can be plugged into MOST network platform using their device based on 

ethernet networ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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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기존 MOST150 네트워크 구성 

Ⅰ. 연구 배경

최근 차량 내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속도로 발

하고 있다. 특히 차량 내 탑승객들은 음악, 화, 스트

리 일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차량 내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이미 네

트워크를 이용한 서비스를 통해 그 수요를 충족하고 

있으며, MOST(Media Oriented System Transport) 

네트워크 규격을 통해, 차량 내 멀티미디어 서비스 

용 시스템이 보 되어있다[1]. MOST는 차량 내 멀티

미디어 용 네트워크로서, 1990년 부터 개발이 진

행되었으며, 재는  세계 27개의 자동차 제조사에 

126종의 차량에 용된 유일한 양산형 네트워크 시스

템이다. 하지만, 기존에 용된 MOST 네트워크 시스

템은 승용차량에 한정되어 있으면 링 네트워크기반의 

구조는 4~5개의 노드만을 지원하는 독립  네트워크

로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 구

조를 최소 8개에서 28개로 확장하는 다인승 차량에 

맞는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를 제안하며, 기존 MOST 

네트워크 규격 내에 제한 인 트래픽 특성을 변경하

여, 다 이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

를 제안하고자한다. 2장에서는 기존 MOST 네트워크

의 데이터 송수신방법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제안되

는 네트워크의 구성과 필요한 임변환방법에 해 

설명하고 4장에서는 구 된 시스템에 해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구  시스템의 결론에 해 설명

한다.      

Ⅱ. MOST 네트워크  

MOST 네트워크는 오디오와 비디오 데이터의 동

기화 송기능을 통해, 실시간성을 보장하며, 데이터 

처리의 복잡성을 이기 해 추상화 단계에서 인포

테인먼트 시스템의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정의하는 어

리 이션 임워크를 제공한다 [2-3]. 

2.1 기존 네트워크 구성 

MOST는 그림 1과 같이, 링 네트워크를 기본 구조

로 네트워크의 체 인 상태  연결된 디바이스를 

리하는 Network Master, 디바이스 리를 담당하는 

Registry(central, de-central), MOST 네트워크의 시작

과 종료, 원 공 을 리하는 Power Master, 연결 

설정과 채  해제를 담당하는 Connection Master로 

구성된다. 

한, MOST 네트워크에 송수신되는 임구조는 

그림 2와 같이 구성되며, 하나의 임에는 동기를 

맞춘 기능을 용한 스트리 서비스 역과 비동기식

의 패킷 데이터 송 역, 노드를 구분하고 노드에 명

령을 주기 한 제어 데이터 역으로 구분된다. 이때, 

경계 기술자를 이용하여 synchronous 데이터 역과 

asynchronous 데이터 역의 크기를 동 으로 설정한

다. 특히,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 인 

MOST150 임에서는 해당 slave 디바이스에 필요

한 synchronous, asynchronous 신호 역에 미디어 데

이터를 할당해야한다. 이 부분은 승용차 내 2~4개정

도의 slave 디바이스가 해당될 때는 유효하지만, 개수

가 증가할수록 할당해야하는 데이터 역은 어드는 

문제가 있다
[4,5]. 

Fig. 2. MOST150 임 구성

2.2 기존 사용자 HMI 기능 

HMI의 경우에 있어, 일반  MOST 시스템에서는, 

그림 3과 같이 사용자의 호출에 해 Application, 

Network service, Physical layer로 구성되는 데이터 

흐름을 가지며, 세부 구성은 그림 4와 같이 slave 디바

이스의 FBlock을 호출하도록 한다. 이때, FBlock 내

부에는 사용자가 요청한 기능을 수행하는 properties

와 methods로 구성되며, Master controller의 HMI 

Application에서 해당 slave device의 property를 설정 

 호출하며, slave 에서는 이에 한 notification을 

달하며, 달 이후 method값을 변경하는 순서를 가

진다. 이 경우, HMI는 기계 으로 해당 sl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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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기존 HMI 구성  

Fig. 4. 제안된 네트워크 구성 

Fig. 5. 제안된 임 구성 

function을 구동시키는 역할만 수행하게 된다. 다인승 

차량의 경우, 해당 좌석에 해당하는 slave device 마다 

UI(User Interface)가 변경되고 해당 라이 러리라 능동

으로 변경되기 해서 새로운 근 방식이 필요하다.

Ⅲ. 다인승 차량용 HMI기반 네트워크 

본 장에서는 다인승 차량에 합한 새로운 네트워

크 구성 방법  해당 좌석에 필요한 HMI 서비스제

공방법을 제안한다.   

3.1 네트워크 구성 

제안된 네트워크 구성은 그림 4와 같이, Master 

controller와 운 석  좌석에 해당되는 slave 

controller로 구성된다. 특히, 운 석에 해당하는 slave 

controller를 제안함으로써, 기존 방법과는 다른 실시

간 업데이트 가능한 HMI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5와 

같이, 제안된 네트워크 구조에 필요한 데이터 임

은 해당 좌석에 Asynchronous 채 로 체 데이터 

역을 분할 할당하고, 이때, Asynchronous 채 은 

MOST 데이터 내 Ethernet 패킷 데이터  방식을 용

하여, 해당 좌석에 해 IP 주소를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의 근은 제한된 임 구조를 다인승 차량에 

맞도록 할당하며, Ethernet 형태의 데이터 흐름을 

용하여 기존 MOST 방식에서 제한된 네트워크 확장

성과 서버 클라이언트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를 제안

하기 함이다. 

3.2 제안된 HMI 인터페이스 

제안된 HMI는 그림 5의 임구조에서 볼 수 있

듯이, MOST150 slave controller  Driver에 해당하

는 역에 MOST150 master controller (server)가 가

지고 있는 미디어 정보 일정보를 Broadcast할 수 있

도록 구 한다. 구 된 방법에 따라, 모든 MOST150 

slave passenger에서는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업

데이트된 미디어 라이 러리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한 각 slave controller에서 요청한 미디어 콘텐츠는 

MOST150 master controller (server)에서 해당 정보

를 스트리 을 통해 달하게 된다. 이때, 

MEP(MOST Ethernet Packet) 구조는 일반 인 

MOST 시스템이 갖는 동기화 clock정보를 사용하여 

스트리 이 가능하도록 하며, 해당 좌석에 맞는 IP 

address를 통해 데이터를 달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구 된 시스템에서는 서버의 미디어 정보를 실시간으

로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별도의 데이터 교환 없이 미

디어 스트리 이 가능하다. 즉, MOST의 동기화 방법

과 Ethernet 방식의 장 을 이용하여 다인승 차량에 

맞는 시스템 구조를 생성한다. 

Ⅳ. 시스템 구  

이 장에서는 시스템 구 에 해 설명한다. 제안된 

다인승 차량 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고려하여, 서버 

(MOST150 Master controller)과 클라이언트 랫폼

(MOST150 Slave controller)으로 구성되며, 클라이언

트 랫폼에서는 MEP를 사용하기 한 소 트웨어 

용과 해당 기능의 구 방법에 해 설명하며, 통합 데

모시스템에서는 기능 검증 형태의 데모 시스템에 

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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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LMM기반 클라이언트 랫폼

Fig. 8. LMM 소 트웨어 모듈 용 

4.1 시스템 구  

시스템 구  측면에서 MEP가 용되는 구조의 소

트웨어 개발은 외부의 Ethernet 인터페이스와의 호

환을 고려해야하며, 실제 부분의 단말에  MOST

용 소 트웨어 용이 어렵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LMM(Link Management Module)을 통해서 일반 

Ethernet 기반의 하드웨어에 MEP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을 설계한다. LMM은 MEP와  Ethernet간의 주

소표기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리하기 한 

서비스가 필요하며, 그림1에서와 같이, MOST에서는 

Network master 가 Central registry(Logical address, 

Physical address)를 가지고 노드를 리하므로 MEP 

데이터가 수신되면, 자체 인 주소 테이블을 구성하

며, 좌석에서 요청되는 정보에 따라 FBlock이 변경될 

때, 테이블 정보도 갱신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MOST 네트워크를 통해, Unicast, Multicast, 

Broadcast 등의 Ethernet 방식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

도록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Fig. 6. 제안된 LMM module

4.2 클라이언트 랫폼 

개발된 LMM 모듈을 용한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Linux Ubuntu OS가 용되었으며, MOST 네트워크 

연결 뿐만 아니라, Ethernet Interface 데이터를 통해

서도 MOST 네트워크 노드로 구성될 수 있도록 개발

되었다. 그림 7은 해당 랫폼이며, 그림 8에서는 

LMM 모듈이 용되어 ISOC(MOST150 MEP) 채

이 형성되며, 동시에 Ethernet 채 이 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 통합시스템 데모 

개발된 통합시스템 데모에서는 MOST 노드 정보

와 MAC address 구성을 갖는 서버 랫폼과 LMM 

소 트웨어 모듈이 용된, 클라이언트 랫폼과의 연

동 기능 검증을 보여 다. 통합 검증 시스템을 통해 

실제 네트워크 구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MOST 네트

워크 검증장비를 통해 네트워크 노드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버 랫폼에서 제공하는 IP주소와 

LMM을 통한 IP할당변화를 통해, 본 논문의 기능 개

발이 MEP를 호환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특히, 그

림 9와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5개 노드에 연결된 

 네트워크에 해, 할당된 IP주소를 통해 노드별 

역폭이 설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 서버 랫폼 소 트웨어 

Fig. 10. 통합 검증 데모 시스템 구성 

  

Ⅴ. 결론  향후 연구방향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승용차에 용된 MOST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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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의 구조와 확장성을 고려하여 다인승 차량에 

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스템을 제안하 다. 

Asynchronous 채 을 이용한 MEP 패킷방식 사용을 

통해, 사용자에게 미디어 콘텐츠를 달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 으며, 실제 구 에 있어서 

사용자가 이더넷을 통해 근 가능한 인터페이스 

LMM모듈을 설계하여 편의성을 높인 다인승 차량용 

HMI를 제안하 다. 제안된 방식은 시스템의 확장성

을 높이며, 기존 역폭의 제한을 갖던 구조에서 20개 

이상의 노드 용이 가능한 시스템 효율성을 높인 방

법이다. 향후 제안된 방법을 통해 다인승 차량 내에서 

사용가능한 서비스 구 이 가능하도록 20개 이상의 

노드에서 설계된 기능을 용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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