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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IT 기업들에서 미래 산업으로 자동차에 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구글, 애플, 삼성과 
같은 IT전문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에 뛰어 들어 커넥티드카1) 분야에 많은 연구를 집중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커넥티드카의 개념에 대해 알아 보고 현재 커넥티드카의 여러 방법 중 하나인 미리링크에 관해 알아 본다. 또한 이
러한 커넥티드카의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아이폰을 이용한 미러링크의 한 방법을 제안하고 이것을 이용한 커넥티드카
의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제안은 현재 자동차를 구매한 많은 사람들이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앞으로 출시될 커넥티드카의 기능을 포함 하고 있는 자동차를 미리 경험 할 수 있는 기회
가 될 것이며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폰을 통해 자동차를 커넥티드카로 만들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 커넥티드카, 미러링크, 디스플레이아웃, 아이폰, 탈옥, 디지털융복합

Abstract  IT companies are increasingly taking interest in the automobile industry as a major industry of the 
future. Companies specializing in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Google, Apple and Samsung, are actively 
taking part in the automobile industry and are conducting various research on connected cars. At this point in 
time, this study aims on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connected cars and the concept of mirror linking, which 
is one of the many methods in connecting cars. In this transitional period of connected c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method of mirror linking iPhones and to discover how this could be used in 
connected cars. By turning a normal car into a connected car, simply with a smartphone in hand, the ideas 
presented in this study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many current automobile owners to experience the 
functions of connected cars of the future without shouldering additional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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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선랜이 장착되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자동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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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자동차 제조사들은 빠르게 커넥티드카를 제작하

고 발 시키고 있다. 그리고 속속 커넥티드카의 기능을 

갖춘 신차들이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부분의 자동차 

이용자들은 재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쉽게 

커넥티드카로 새로 구매할 수 없다. 이러한 실 속에서 

기존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자신의 차를 커넥

티드카의 모습으로 변화 시키고 싶어 한다. 이것은 사용

상의 편리함 때문 일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

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동차와 연결을 시도하고 스마트

폰의 기능을 자동차에서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많은 운 자들이 

자동차에 스마트폰 거치 를 설치하여 스마트폰을 운  

 거치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GPS나 네비

게이션을 사용하고 있다. 한 자신의 자동차에 있는 모

니터에 미러링크2) 기능의 모듈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을 

미러링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에서 언 한 스마트폰의 활용방법의 경우 

기존의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폰 스크린을 이용해 시안성이 좋지 않다. 한 미

러링크 모듈을 사용할 경우 고가의 모듈을 구매, 설치하

여야 하고 자동차의 모니터부분을 뜯어 작업을 해야 하

는 단 이 있다. 이러한 에 터마켓의 모듈을 사용할 경

우 애 터마켓의 자동차에 이상이 발생 했을 때 자동차 

제조사는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은 큰 단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 에서 본 연구는 가장 쉽고 렴한 방법으

로 자신의 자동차를 커넥티드카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

법을 제안하고 미러링크를 사용했을 때의 활용방법을 제

시한다.  

2) 미러링크란 카 커넥티비티 컨소시엄(The Car Connectivity 
Consortium, CCC)에서 제정한 P2C(Phone to Car) 서비스 규
격으로 인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비해 월등한 성능, 연
결성, 지속성, 콘텐츠, 서비스를 지닌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
일 기기들의 사용을 차량 대시보드의 스크린을 빌리면서 운
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다양한 편리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즉 스마트폰의 다양한 자원을 자동차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자동차용 플랫폼이나 애플리케이션을 
별도 개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2]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커넥티드카의 연결방식에 따른 구분  미

러링크 방법에 한 연구이다.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

을 이용해 미러링크 하는 방법에 한 실험을 통해 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스마트폰의 화면을 미러링크하

여 스마트폰의 기능을 활용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기

능을 실 하기 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랐다. 

첫 번째로 자동차 제조사 별로 스마트폰을 자동차에 

별도의 추가 모듈 없이 이블로 연결 했을 경우 스마트

폰의 상을 출력하는 메뉴에 해 알아본다.

두 번째로 상출력 메뉴를 통해 스마트폰의 화면을 

미러링크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세 번째로 스마트폰의 미러링크를 통해 활용할 수 있

는 스마트폰 어 들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모든 자동차 제조사의 모든 자동차에 해당

하는 것은 아님을 밝  둔다. 본 연구의 상은 최근 출

시되는 자동차들  상출력 메뉴를 가지고 있는 자동

차로 한정 되며 스마트폰의 경우 아이폰으로 제안한다.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의 경우 차후 연구를 통해 

미러링크 방법을 제안할 계획이다. 

2. 커넥티드카

커넥티드카의 경우 1996년 미국의 제 럴모터스가 

“온스타“라는 텔 매틱스(Telematics)3) 서비스를 세계 

최 로 사용화 한 이후 재는 IoT4)/M2M5) 등 통신기술 

발 과 함께 커넥티드카 는 스마트카의 개념으로 발

하고 있다. 커넥티드카의 경우 자동차와 인터넷의 연결 

방식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Fig. 1] Classification by type of connection of  
Connected Car. [6]

3) 무선통신과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기술이 결합되
어 자동차에서 위치 정보, 안전 운전, 오락, 금융 서비스, 예
약 및 상품 구매 등의 다양한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의미
한다. [3]

4)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4]
5) Machine To Machine은 사물지능통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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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Fig. 1]은 커넥티드카의 연결 방식에 따라 임베

디드(Embedded), 테더드(Tethered), 통합방식(Interated)

으로 구분된다. 임베디드 방식은 차량에서 정보와 통신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며, 테더드 방식은 정보처리는 

자동차에서 통신은 스마트폰의 테더링을 이용하는 방식

이다. 마지막으로 통합방식은 차량의 정보와 통신을 스

마트폰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의 방법인 미러

링크는 통합방식에 해당한다. 

[Fig. 2] Market growth prospects of connected 
car. [7]

“GSMA에 의하면 2018년  세계 커넥티드 카 시장 

규모는 530억 달러에 달할 망 이다. 시장조사기  

Parks Associates 은 2017 년 미국 인구 1,760 만 명이 커

넥티드 카 를 이용할 것이며, 미국에서 매되는 차량  

47%가 임베디드 모바일 모듈을 탑재할 것 으로 망하

다. GSMA 는 2018 년 임베디드 시스템을 채택한 차량

이 3,500 만 를 돌 해  세계 자동차 매량의 약 

31%를 유하며 우 를 차지할 것이고, 통합 방식과 테

더드 방식이 각각 2,096 만 (18%)와 1,003 만 (9%)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8]

의 설명과 같이 최종 인 커넥티드카의 모습은 임

베디드 방식이 될것으로 상되지만, 재 자동차에서의 

커넥티드카 구  방법은 통합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3. 미러링크

커넥티드카 종류  통합방식의 표 인 사례가 미

러링크이다. 미러링크라는 것은 스마트폰의 화면을 자동

차의 스크린에 공유하는 것이다. 즉 이블이나 혹은 무

선 통신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의 화면을 보이는 그 로 

다른 스크린에 출력하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폰의 화면

이 자동차의 스크린에 출력하게 되면 운 자는 스마트폰 

속의 많은 어 들을 자동차의 스크린을 통해 스마트폰에

서 사용하는 방법 그 로 이용할 수 있다. 를 들어 우

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 자동차를 운 하면서 많은 사람

들이 스마트폰을 자동차에 거치하여 스마트폰 속의 네이

게이션 어 을 사용한다. 이는 자동차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네비게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의 네비

게이션이 사용하기에 편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네비게

이션은 부분 업데이트가 불편하고 매번 업데이트를 하

지 않은 경우 과속단속구간이나 요한 교통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악 하기 힘들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경우 

별도의 업데이트 없이 항상 최신의 교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의 네

비게이션을 추가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장 을 잘 반

하여 최근 르노삼성의 QM3같은 겨우 타블렛PC를 자

동차의 스크린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Fig. 3] QM3 T2C(Tablet to Car). [9]

의 [Fig. 3]은 르노삼성의 QM3의 ‘Tablet to Car’의 

사용 장면이다. 타블렛 PC를 탈 부착 할 수 있으며 부착

한 경우 용 UI로 환 되어 운 자가 주로 이용하는 애

리 이션을 스크린에 보여 다. 이러한 는 커넥티드

카의 통합방식이다. 많은 운 자들이 스마트폰이나 혹은 

타블렛 PC를 자동차에 거치하고 네비에이션이나 혹은 

음악스트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르노 삼성에서

는 이러한 방법을 시도한 것이다. 



자동차 모니터를 이용한 스마트폰 미러링크 방법 및 효용성에 관한 융복합 연구

382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Apr; 14(4): 379-385

4. 아이폰을 이용한 미러링크

본 연구에서는 아이폰을 이용한 미러링크를 범 로 

한정하 으며, 많은 자동차 랜드  Media의 Video 

Play 메뉴를 가지고 있는 차로 한정하 다. 이는 재 

부분의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Media메뉴를 

가지고 있고 부분 하  메뉴로 상을 아이폰을 이용

해 출력할 수 있는 Video Play메뉴를 가지고 있다. 그러

므로 아이폰과 자동차에서 허용하는 아이폰 이블을 이

용해 Video Play 메뉴에서 아이폰의 화면을 미러링크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에서 언 한 Media의 Video 

Play메뉴는 자동차 제조사 별로 이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험의 상이 된 차량은 BMW MINI 2nd 

Generation(Code name R), BMW 5th Generation (Code 

name E), KIA K3 1st Generation이다. 

4.1 아이폰 탈옥

아이폰의 경우 Apple에서 아이폰의 많은 기능  일

부를 사용자가 근 할 수 없도록 제안해 놓았다. 그러한 

기능들을 사용하기 해 사용자들은 탈옥이라는 선택을 

해 아이폰의 기능을 확장 시킨다. 이러한 탈옥에 해서

는 장 과 단 이 분명히 존재한다. 가장 큰 단 으로는 

보안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스마트폰은 사용자의 모든 

개인 정보들이 들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보안의 문제

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러한 

논의는 본 연구의 범  밖의 문제 이므로 이부분에는 집

 하지 않는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안 하는 아이폰의 

탈옥은 재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아이폰이 아닌 사

용자가 이 에 사용하던 아이폰을 상으로 한다. 국내

의 경우 아이폰 3GS부터 수입되어 재 많은 아이폰 사

용자가 아이폰 5~6S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아이폰 4를 상으로 하 다. SK나 KT의 경우 

‘데이터함께쓰기’나 ‘데이터쉐어링’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재 사용하지 않는 에 사용했던 아이폰을 유심칩을 

삽입하여 화통화 기능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러링크를 한 통신기능을 갖춘 스마

트폰으로 아이폰 4를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단 

하 다. 한 본 연구에서 BMW MINI 2nd Generation 

(Code name R), BMW 5th Generation (Code name E), 

KIA K3 1st Generation를 상으로 하 는데 의 자동

차들은 아이폰을 한 13핀 Video Y 이블을 공식 지원

하며 정품 이블을 매하고 있다. 

본 연구의 상이 된 스마트폰인 아이폰 4는 iOS 7.1.2

를 지원한다. 이 경우 탈옥 툴인 PanGu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탈옥을 할 수 있다. 

PanGu의 경우 iOS 7.X ~ 9.X까지 모든 탈옥툴을 제공

한다.  iOS 7.1.2를 지원하는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터

치 모두를 지원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이폰 4, iOS 7.1.2

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고, PanGu를 이용하여 아

이폰 4를 탈옥 하 다.

4.2 Display Out App 

아이폰4, iOS 7.1.2를 탈옥했다면 Cydia를 통해 여러 

가지 Cydia App을 설치하여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그  

‘Display Out’이라는 App은 아이폰의 제한되어 있던 화

면 출력 기능을 가능하게 해 주는 App이다. 

[Fig. 4] Cydia Substrate

이 App을 이용하여 아이폰 4의 화면을 차량의 스크린

에 Video Y 이블(USB와 3.5mm 4극 옥스)을 사용해 미

러링크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몇가지 문제 들

이 있다. 재 ‘Display Out’ App은 탈옥을 하고 나면 설

치되는 Cydia substrate의 0.9.6110 버 을 지원하지 않

는다. Cydia는 공식 으로 다운그 이드를 허용하지만, 

‘Display Out’ App이 인스톨될수 있는 Cydia substrate버

인 0.9.5001의 다운그 이드를 지원 안한다. 의 [Fig. 

4]는 Cydia substrate의 버 을 표시 하고 있다. 의 문

제는 아래서 제안하는 ‘iFile’ App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다.

4.3 iFile 

‘iFile’ App은 아이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로그램

정보를 PC와 같이 확인 할 수 있는 애 리 이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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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이폰에 여러 애 리 이션들이 어떠한 경로에 어떠

한 일의 형태로 인스톨되어 있나를 확인 할 수 있고 수

정, 삭제 할 수 있다. 한 로그램의 인스톨도 가능하다. 

의 ‘iFile’ App을 통해 Cydia substrate의 다운그

이드를 진행 할 수 있다. 우선 아이폰의 Safari를 이용해 

Cydia substrate의 0.9.5001버 의 일을 검색한다.  

“mobilesubstrate_0.9.5001_iphoneos-arm.deb”의 일명

이다. Safari를 통해 의 일을 찾고 다운로드 버튼을 

르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Fig. 5] substrate 0.9.5001 deb file

우측 상단에 ‘iFile’에서 열기를 르면 ‘iFile’ App을 

통해 일이 열리고 설치 버튼을 러 Cydia substrate 

0.9.5001 일을 설치하여 다운그 이드 할 수 있다. 결과

는 Cydia를 통해 버 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실험 진행에서 테스트한 차량들은 모두 자동차 제

조사별 정품 Video Y 이블을 지원한다. 그리고 이블

을 통해 아이폰에 있는 Music App을 지원하며 상을 

재생할 수 메뉴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블을 사용하여 

아이폰을 연결 했을 경우 자동으로 Music App의 화면을 

출력한다. 이것은 아이폰의 ‘iPodout.app’을 이용해 가능

한 것이다. 정품 Y 이블이 연결 되었을 경우 아이폰에

서 ‘iPodout.app’이 실행되어 Music App을 강제로 실행 

시키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아이폰의 ‘Display Out’ App

을 사용하여 미러링크 하기 해 ‘iPodout.app’의 실행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해 ‘iFile’을 이용하여 ‘iPodout.app’

을 삭제 하거나 ‘iPodout.app’의 이름을 변경하여 자동차

의 인터페이스에서 인식 못하도록 해 줘야 한다. 아래 

[Fig. 6]은 ‘iPodout.app’의 이름을 뒤에 ‘$’표시를 붙여서 

바꿔  모습이다. 이름을 바꾸는데는 꼭 ‘$’ 표시를 사용

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 표시나 혹은 아무 자나 추가 혹

은 삭제해 주면 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iPodout.app’

의 실행을 막아 ‘Display Out’ App이 실행되게 된다. 이

것으로 자동차에서 지원하는 ‘Music’ App의 출력 통로로 

아이폰 4의 화면을 자동차의 스크린에 미러링크 할 수 있

게 된다. 

[Fig. 6] Changed file names

4.4 Media Video Play Menu 

BMW MINI 2nd Generation(Code name R), BMW 5th 

Generation (Code name E), KIA K3 1st Generation은 모

두 멀티미디어 메뉴에서 상출력을 지원한다. 아래는 

BMW MINI 2nd Generation(Code name R)에서 실험을 

진행한 모습이다. 

[Fig. 7]는 멀티미디어의 비디오 출력 메뉴를 통해 아

이폰의 화면을 미러링크 한 장면 이다. 처음 비디오 메뉴

에서 아이폰에 장된 상을 출력 하지만 이블을 분

리했다 다시 연결하면 의 그림처럼 아이폰의 화면이 

자동차의 스크린에 미러링크 된다. 

이 화면은 자동차의 인터페이스를 따라 잠시 후 체

화면 모드로 환이 된다. 아래 [Fig. 8]은 체화면으로 

환된 모습이다. 운 자는 아이폰에 있는 모든 어 을 

아래의 모습과 같이 체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 [Fig. 

8]은 Mappy 네비게이션을 실행 시키고 가로모드로 환

한 후 체 화면을 만든 모습이다.

체화면으로 환된 애 리 이션들은 기존의 자동

차 인터페이스에  이질감 없이 사용할 수 있다.

[Fig. 7] Mirroring to Mutimedia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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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라디오 앱을 이용하여 멀티테스킹을 할 경우 자

동차의 인터페이스와 같이 라디오를 들으며 네비 이션

을 실행 시킬 수 있다. 한 네비게이션은 요한 설명의 

오디오 출력 시 다른 애 리 이션의 오디오 볼륨을 조

정하여 선명한 소리로 길을 안내해 다. 

[Fig. 8] FullScreen Mode

즉 본 연구에서의 실험과 같이 미러링크를 진행할 경

우 아이폰의 모든 기능을 자동차의 스크린을 통해 출력

하고 이용할 수 있다. 

5. OBD2를 이용한 스마트폰으로의 

   차량정보 표시 방법

본 연구에서 자동차의 기본 인 정보들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출력하기 해 OBD26)단자를 이용하 다. OBD2

는 2005년 이후 생산된 모든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자동

차의 통신 포트이다. 본 연구에서는 OBD2의 신호를 받

아오기 해 “Automatic”이라는 OBD2 아답터를 사용하

다. 

6) 온보드 진단기(On-Board Diagnostics), 또는 OBD는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최근[언제?]에 생산되는 자동
차에는 여러 가지 계측과 제어를 위한 센서를 탑재하고 있
으며 이러한 장치들은 ECU(Electronic Control Unit)에 의하
여 제어되고 있다. ECU의 원래 개발 목적은 점화시기와 연
료분사, 가변 밸브 타이밍, 공회전, 한계값 설정 등 엔진의 
핵심 기능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이었으나 차량과 컴퓨터 
성능의 발전과 함께 자동변속기 제어를 비롯해 구동계통, 제
동계통, 조향계통 등 차량의 모든 부분을 제어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적인 진단 시스템은 발전을 거듭하였
으며, 최근 OBD-II라는 표준화된 진단 시스템으로 정착되었
다. [10]

[Fig. 9] Automatic OBD2 Module

의 모델 같은 경우 아이폰의 App을 지원하고 자동

차의 에 지 사용량을 분석하며 자동차의 이동거리와 이

동경로 이동시간등을 악할 수 있다. 한 애 워치의 

App을 지원하여 애 워치에서도 자동차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 이 있다. 이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이폰 4

에 블루투스로 무선 연결 시켰을 경우 App을 활성화 시

켜 자동차의 스크린으로 각종 자동차의 정보를 자동차의 

스크린을 통해 시각 으로 운정 에 확인 할 수 있다. 

아래의 [Fig. 10]은 “Automatic” App에서 자동차의 수

온, RPM 등의 정보를 출력 하고 있는 모습니다. 

[Fig. 10] Automatic App

6. 결론

본 연구는 커넥티드카의 기단계에서 기존의 자동차

를 이용하여 커넥티드카의 한 형태인 통합방법의 미러링

크에 한 하나의 실험과 제안이다. 본 연구에서 실험한 

결과를 통해 기존 자동차 이용자들은 렴한 방법으로 

자신의 자동차를 커넥티드카의 형태로 변화 시킬 수 있

다. 아래의 표는 기존 자동차와 미러링크를 통한 커넥티

드 카의 장단 을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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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tages Disadvantages

Nomal 

car
●Safety

●Phones’ navigation 

systems of vehicles not 

available through the 

monitor

●Unavailable through 

the monitor of vehicles 

all app of phone.

Connected 

car

●Phones’ navigation systems 

of vehicles available 

through the monitor

●All phones app a road it 

will be able to be used 

through the monitor

●Safety

<Table 1> Nomal car & Connected car

최종 인 커넥티드카는 임베디드의 형태를 갖추겠지

만, 재 보안상의 문제 들이 들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

에서 본 연구의 제안은 기존의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보다 편하고 쉽게 커넥티드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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