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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차량 OBD-II 인터페이스를 통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차량 정보로부터 차량의 연료 소모량을 예측하는 방

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차량으로부터 제공되는 RPM, TPS 값이 연료 소모량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차량

RPM, TPS를 입력으로 하며, 연료 소모량을 출력으로 하는 다항식 함수 관계를 모델링하였다. 차량 OBD-II 인터페이스를 이

용하여 획득한 RPM, TPS 값과 차량관련 전문업체로부터 지원받은 연료 소모량 값의 상관관계를 2차 함수로 구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방식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도심 도로 5Km를 실제 주행테스트를 수행하였고, 제안한 차량 데이터를

이용한 연료 소모량 예측 알고리즘의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d the prediction method of fuel consumption from vehicle informations through OBD-II Interface. We

assumed RPM, TPS had a relationship with fuel consumption. We got the output as fuel-consumption from a vehicle

RPM, TPS as input by using polynomial equation. We had modelling as quadric function with OBD-II data and fuel

consumption data supported by automotive company in real.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proposed method, 5 km

real road-test was perform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estimate precisely the fuel consumption

from vehicle multi-data.

Keywords : 차량 정보, OBD-II, 연료 소모량 예측, 다항식 모델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게 된 것은 산업

화, 도시화의 결과로서,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품목의 상

당수를 차지하는 반도체, 휴대폰, 전자전기 제품, 자동

차 등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제품이며, 우리나라 인

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모여 살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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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경제 환경 속에

서 차량에 관한 가장 큰 에너지 관련 화두는 연비향상

과 배기가스 규제로 압축된다.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

고 있는 화석연료는 점차 고갈되고 있으며, 또한 지속

적인 가격상승은 소비자들의 자동차에 대한 강한 연비

개선의 요구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유가가 인상되어 에너지 위기가 닥치고, 차량

배기가스 등으로 인해 지구 대기오염 문제가 더욱 심화

된다고 하여도 현재와 같은 국가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

해서, 그리고 현 수준의 경제적인 삶을 향유하기 위해

서도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차량의 이용을 무작정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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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다. 이는 우리의 생활이 이미

다양한 형태의 교통수단에 너무 깊이 의지하고 있으며,

교통 활동 없이는 현재 수준의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어

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1～2]

.

교통 활동에 있어서 에너지를 덜 사용하거나, 에너지

낭비요소를 찾아내어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게 된다면, 현 수준의 경제활동

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더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도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효과적인 방안으

로는 에너지 측면의 효율적 운전 습관 개선과 차량 엔

진의 연비구조 개선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일환으로 최근 다양한 형태의 운전 습관 개

선을 위한 Eco Driving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즉, ‘공

회전 금지, 급가속/급정차 금지, CO2 배출량 감소, 적재

하중 감소, 연비 효율 증대’ 등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데,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Eco Driving의 한 형태인

연비 효율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차량 엔진 RPM

(Revolutions Per Minute), TPS(Throttle Position

Sensor) 데이터 등과 연료 소모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여 차량 RPM, TPS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고, 연료

소모량을 출력으로 하는 다항식 함수 관계를 모델링 하

고자 하였다.

이처럼 차량 데이터와 연비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

해서는 차량 내부의 엔진 데이터가 필요하며, 현재 차

량에서는 그림1과 같은 OBD-II(On Board Diagnosis)

케이블과 커넥터 통해 차량의 진단 상태 확인할 수 있

다.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할 때, OBD-II 장치는 지속적

으로 차량의 상태를 감시하게 되어 있다
[3～5]

.

그림 1. OBD-II 케이블 & 커넥터

Fig. 1. OBD-II Cable & Connector.

본 논문에서는 OBD-II 로부터 차량의 엔진 RPM,

TPS 데이터를 획득하고, 연료 소모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실제 도로환경에서 실차(그랜저 TG

Q270)를 기반으로 논문에서 제안한 차량 데이터와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연료 소모량을 계산하고 차량관련

전문 업체의 지원을 통해 실제 엔진에서 분사되는 연료

분사량과 비교 검토를 수행하였다.

Ⅱ. 차량 멀티 데이터 측정 방법

1. 테스트 환경

본 논문에서는 차량 멀티 데이터(RPM, TPS)를 이용

한 연료 소모량의 다항식 예측 알고리즘 개발을 위하여

차량으로부터 실제 차량 정보 수집을 위해 그림 2와 같

이 OBD-II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테스트환경을 구성

하였으며, OBD-II 인터페이스를 통해 획득된 차량 정

보(RPM, TPS, 속도)를 이용하여 연료 소모량과 연비를

계산하였다.

실증 테스트 환경 구축을 위해 차량과 ELM 기반의

OBD-II 인터페이스를 통해 비동기식 직렬 통신 방식으

로 PC와 연결하였다. 통신포트와 통신 속도(38,400bps)

를 설정하고 0.5초마다 Query를 보내어 차량 정보

(RPM, TPS, 속도)를 차량으로부터 수신한다
[6]

.

그림 2. 테스트 시스템 환경 구성

Fig. 2. Test system configuration.

Mode

(hex)

PID

 (hex)

Data bytes

returned
Description Units Formula

01 06 1 Short term fuel trim—Bank 1  % (A-128)*100/128

01 07 1 Long term fuel trim—Bank 1  % (A-128)*100/128

01 08 1 Short term fuel trim—Bank 2  % (A-128)*100/128

01 09 1 Long term fuel trim—Bank 2  % (A-128)*100/128

01 0B 1 Intake manifold pressure kPa A

01 0C 2 Engine RPM rpm ((A*256)+B)/4

01 0D 1 Vehicle speed km/h A

01 0F 1 Intake air temperature °C A-40

01 10 2 MAF air flow rate g/s ((256*A)+B)/100

01 11 1 Throttle position  % A*100/255

표 1. OBD-II의 PID

Table 1. OBD-II P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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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측정 프로그램

Fig. 3. Measurement program.

OBD-II PID는 진단장치 등을 통해 차량에 정보를

요청할 때 사용되는 코드로 SAE Standard J/1979를 따

르며 OBD-II PID는 10개의 모드를 가지고 있다. 본 논

문에서 사용한 PID는 표 1과 같다. 이처럼 차량으로부

터 제공되는 OBD-II 정보는 Mode와 PID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다
[7]

.

차량 정보 측정을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은 그림 3과

같다. 프로그램의 좌측에 표시되는 데이터 값은

OBD-II 인터페이스를 통해 송/수신 되는 메시지의 가

공하지 않은 요청/응답 데이터(Raw Data)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측의 변환정보 표시부분은 Raw Data가 표 1

의 공식에 의해 환산된 실제 값(Real Data)을 나타내고

있다.

2. 테스트 결과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차량 멀티 데이터(RPM, TPS)

를 이용한 연료 소모량의 다항식 예측 알고리즘을 실차

그림 4. 주행 경로

Fig. 4. Driving route.

(a) RPM

(b) TPS

(c) 속도

그림 5. 차량 정보

Fig. 5. Vehicle data.

환경에 적용하여 검증하기 위해, 그랜저 TG Q270(2009

연식, 자동변속, 가솔린)차량을 이용하여 그림 4의 서울

시 마포구 상암동의 월드컵 경기장 주변의 주행경로 총

5km(도심환경)를 정속주행하면서 차량 정보를 반복적

으로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차량의 연료소모량을 분

석하였다.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차량에 OBD-II 인터페이스

모듈을 연결하여 측정한 RPM, TPS, 속도 정보는 그림

5와 같다.

차량으로부터 제공되는 차량정보(RPM, TPS)를 이용

하여 차량의 주행 연료 소모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비교 판단해 주기 위해서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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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고속 CAN 정보로 측정한 연료 소모량

Fig. 6. Fuel consumption measured by high speed

CAN.

는, 연료 소모량에 대한 정확한 레퍼런스 데이터가 필

요하다.

OBD-II 인터페이스는 차량의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

자의 요청이 있을 때 해당 정보를 응답하는 저속 CAN

방식이지만 차량 ECU는 고속 CAN 방식으로 초당 100

회 정도의 정보를 브로드캐스팅 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고속 CAN 정보는 차량 제조사에서 데이터

규격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사용

자와 개발자들은 직접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

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문 업체의 지원으로 고속

CAN 정보에서 엔진 연료 인젝터의 연료 분사량을 초

당 10회씩 제공하는 수준으로 차량 연료 소모량 레퍼런

스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이같이 고속 CAN 정보에서

측정한 실제 연료 순간 분사량은 그림 6과 같다.

Ⅲ. 실  험 

본 논문에서는 차량정보와 연료 소모량과의 상관관

계 도출을 위해, 차량정보인 RPM과 TPS를 각각 구분

하여 연료 소모량과의 개별 상관관계를 도출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균을 취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먼저, 차량의 엔진 RPM 데이터와 연료 소모량의 경

향은 그림 7과 같으며 이 관계를 Curve Fitting하여 표

현한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그림 내에 표시하였다.

RPM을 독립변수로 하고, 연료 소모량을 종속 변수

로 하여 상관관계를 2차 함수로 모델링한 결과는 식(1)

과 같다.

   ·  ·  (1)

여기서 는 RPM 값이고, 2차 함수의 계수는 다음과

그림 7. RPM과 연료 소모량의 Curve Fitting

Fig. 7. Curve fitting of fuel consumption vs. RPM.

그림 8. TPS와 연료 소모량의 Curve Fitting

Fig. 8. Curve fitting of fuel consumption vs. TPS.

같다.

  × 

  × 

  × 

두 번째로, 차량의 TPS 데이터와 연료 소모량의 경

향은 그림 8과 같으며 이 관계를 Curve Fitting하여 표

현한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그림 내에 표시하였다.

TPS를 독립변수로 하고, 연료 소모량을 종속 변수로

하여 상관관계를 1차 함수로 모델링한 결과는 식(2) 와

같다.

   ·  (2)

여기서 는 TPS 값이고, 1차 함수의 계수는 다음과

같다.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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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 논문에서는 차량 RPM, TPS등의 데이터를 종합

적으로 이용한 순간 연료 소모량의 추정값

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3)

제안한 식(3)과 실제 연료 소모량을 비교하여 표현하

면 그림 9와 같다. 녹색의 그래프가 OBD-II 인터페이

스를 통해 차량으로부터 제공받은 RPM, TPS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 연료 소모량을 추정한 그래프이고, 빨간

색 그래프는 차량으로부터 직접 고속 CAN을 통해 초

당 10회씩 제공받은 연료 소모량 그래프이다.

그림 9의 연료 소모량에 대한 누적 값을 비교하면 그

림 10과 같다. 녹색의 그래프가 차량으로부터 제공받은

RPM, TPS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 연료 소모량을 추

정한 그래프이고, 빨간색 그래프는 차량으로부터 직접

고속 CAN을 통해 제공받은 연료 소모량 그래프이다.

그림 9. 실제 연료 소모량과 추정값의 비교

Fig. 9. Comparison of measured fuel consumption and

estimated fuel comsumption.

그림 10. 총 연료 소모량

Fig. 10. Total fuel consumption.

실제값 추정값

총 연료

소모량[mL]
600.266 600.163041

Error 0.102959 mL

표 2. 연료 소모량 결과

Table 2. Result of fuel consumption.

표 2와 같이 차량의 RPM, TPS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의 연료 소모량을 추정한 값과 고속 CAN을 통해

차량으로부터 직접 제공 받은 차량의 연료 소모량 실제

값 사이의 오차가 매우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차 기반의 엔진 RPM, TPS 데이터

와 차량 연료 소모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다항식

모델 기반의 차량 정보 상관관계 모델 식을 도출하였으

며, 차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료 소모량을 추정한 값

이 실제 고속 CAN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의 연료 소모

량과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실차 적용 테스트 검증을 통해 RPM

데이터를 기반으로 600.163041[mL]의 연료를 소모하였

다고 추정하였고, 이 추정값은 차량에서 제공하는 실제

연료 분사량 600.266[mL] 값과 매우 작은 오차

(0.102959mL)로 추정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연비에 관한 측면은 어

떤 차의 연비가 좋거나 나쁜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OBD-II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차량정보

를 이용하여 추정한 차량 연료소모량 값이 차량에서 고

속 CAN을 통해 제공하는 실제 연료 분사량과 비교하

여 적은 오차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함을 입증하는데 초

점이 맞추어 연구가 수행되었다.

즉, 본 논문에서 제안한 차종에 대한 주행연비는 실

험에서 구비된 주행환경에 한해서 측정된 한정된 경우

의 연비이고 일반적인 경우의 연비가 아님을 밝혀두고

자 한다.

우리는 향후 RPM, TPS 이외의 추가적인 차량 정보

와 주변 도로상황(도로 고도, 도로 유형 등) 정보를 활

용하여 연료 소모량에 대한 더욱 정밀한 상관관계를 유

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이를 이용한 수백

Km 이상의 장거리 실 주행테스트를 통한 성능 검증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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