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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매틱스 서비스는 컴퓨팅, 통신, 콘텐츠, 측위 및 자동차 산업의 융합 기술로서, 개
별적으로 존재하는 서로 다른 기술의 통합을 통해 자동차 내에서 수행되는 새로운 서
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텔레매틱스로 인하여 자동차는 이동 수단으로의 역할뿐만 아니
라 제3의 디지털 라이프 공간이 되어 편리한 운전과 모바일 오피스 및 여가를 즐기는
공간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텔레매틱스를 위하여 개발되는 기술의 기능, 성능, 품
질의 시험과 통합 운영을 위한 텔레매틱스 테스트베드의 국내외 기술 및 구축 동향에
관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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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위한 국내외 테스트베드 기술과 테스트베드 구축 동
향에 관하여 요소 기술별로 기술한다.

텔레매틱스는 컴퓨팅, 통신, 콘텐츠, 측위 및 자
동차 산업의 융합 기술로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각
기술을 통합하는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개발
되는 텔레매틱스 신기술의 품질 시험과 성능 시험
및 상용화 검증을 위한 기술 지원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각 개별 기술의 상호 운용 시험을 위한 테스트
베드 인프라의 구축이 추진되었다.

Ⅱ. 단말 테스트베드
1. 단말 플랫폼 기술
텔레매틱스 단말 플랫폼은 다양한 텔레매틱스 서
비스 서버로부터 교통정보 서비스, 위치기반 서비

텔레매틱스 테스트베드 기술은 국내외적으로 개

스, 엔터테인먼트 등의 서비스를 다양한 통신 매체

발되고 있는 텔레매틱스 기술과 표준의 시험 체계

를 통하여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전달하여 표출하는

및 기술 확보를 통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표준

차량 내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치로 단말 애

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플랫폼, 하드웨어 플랫폼으

텔레매틱스 요소기술인 단말, 통신, 서버, 솔루션,

로 구성된다.

측위에 대한 통합화 및 검증을 위한 텔레매틱스 테

단말 애플리케이션은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다양

스트베드의 부재로 인하여 해당 요소기술 및 서비스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차량의 위

품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이고 반복적인 시험 및 결

치정보를 이용한 길 안내 및 여행 안내 서비스와 같

과 분석을 위한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텔

은 위치기반 서비스, M-commerce, 뉴스 및 기상

레매틱스 테스트베드는 텔레매틱스 요소기술에 대

정보, 실시간 교통정보와 같은 정보 서비스, 원격지

한 통합 시험 및 검증 기술의 지원과 다양한 기술을

에서 차량의 진단 및 관리, 위급상황 시 긴급 구난을

수용하고 상용화 지원을 위한 효율적 구조의 테스트

위한 원격관리 및 긴급서비스, 차량 내에서 음악, 영

베드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다.

화감상 및 게임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의 텔레매틱스 테스트베드
의 개발기술과 테스트베드 구축 동향에 관하여 기술
한다.

차량에서의 메일 송수신 및 업무처리 등을 위한 모
바일 오피스 등이 있다.
단말 하드웨어 플랫폼 기술은 텔레매틱스 단말

텔레매틱스 요소기술들에 대한 기능, 성능, 품질

하드웨어 개발, 각종 주변 장치 및 디바이스 드라이

시험을 위하여 각 요소 기술들에 대한 개별적 시험

버 기술 등을 포함한다. 특히 차량의 다양한 장치들

을 위한 시험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러한 시험

과의 제어 및 통신을 위한 차량 네트워크 기술인

을 수행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의 구축이 필요하다.

CAN[1], MOST[2], IDB-1394 등도 단말 하드웨

텔레매틱스 테스트베드는 텔레매틱스 요소기술에

어 기술과 연계되어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한 개별적 시험과 더불어 종합적으로 연계되는 통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미들웨어 기술)은 서비

합시험 기능을 목표로, 제어 가능한 환경인 실내에

스 개발, 서비스 배포 및 관리 등을 쉽게 하기 위한

서 수행할 수 있는 시험과 실제 도로와 같은 환경에

소프트웨어 기술로서, 서비스의 상호 운용성 및 확

서 주행중에 수행하는 시험이 요구되므로, 실내/실외

장성을 목표로 하는 개방형 플랫폼 기술이 개발되고

테스트베드의 통합적 구축이 필요하며 주행중의 시

표준화되고 있다. 개방형 플랫폼 기술은 OSGi가 대

험을 위한 시험 차량의 구성도 필요하다.

표적으로 VEG를 통하여 다양한 차량용 APi를 개발

본 장에서는 텔레매틱스 요소기술들을 시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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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또한 차량 내 멀티미디어 장치에 관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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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화 단체인 AMI-C에서도 OSGi를 기본 플랫폼으

single invoice”를 구호로 내걸고, 다양한 서비스,

로 채택하여 차량 인터페이스에 관한 표준화를 주도

애플리케이션 및 텔레매틱스 장치들의 끊임없는 상

하고 있다.

호 연계를 위한 개방형 텔레매틱스 인프라를 설계,
개발 및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텔레
매틱스 분야의 세계표준 선도를 목적으로 하여 진행

2. 해외 테스트베드 동향

되고 있다.
텔레매틱스 요소기술의 검증 및 표준화 지원을

스웨덴의 텔레매틱스밸리는 예테보리(Göteborg)

위해서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상호 운용성

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하여, 실제 환경에서의 텔

(interoperability) 및 규격 적합성(conformance)

레매틱스 서비스의 접속성 시험 및 개방형 표준을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위한 테스트베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ERTICO에서 진행되었던

무선통신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3GT 및 GST와 스웨덴의 텔레매틱스밸리에서 진행

통합 시험, 검증 시험, 프로토콜 시험, EMC 등을 포

된 테스트베드 프로젝트이다.

함한 end-to-end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위에서 언

3GT 프로젝트는 OSGi 기반의 개방형 텔레매틱

급된 곳 이외에도 OSGi, AMI-C, AutoSar 등도 개

스 플랫폼 구현을 위한 프로젝트로 2002년 6월에

방형 텔레매틱스 기술의 개발, 시험검증 및 표준화

시작하여 2003년 10월에 종료된 연구로, 자동차,

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3].

이동통신 및 다양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단말-컨트롤센터, 컨트롤센터-서비스센터
의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유럽의 5개 테스

3. 국내 테스트베드 기술

트 사이트에서 상호 운용성에 관련된 시험 검증을

텔레매틱스 단말 플랫폼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

수행하였다. GST는 3GT의 연장선상에 있는 프로

를 시험 검증할 수 있는 시험기술 개발 및 테스트베

젝트로 “A single system, a single contract, a

드의 구축도 텔레매틱스 단말 플랫폼 기술의 시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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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테스트베드 표준 단말 플랫폼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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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

통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개발될 차세대

다. ETRI 텔레매틱스ㆍUSN연구단은 2004년부터

이동통신기술인 WiBro, WCDMA, 4G 이동통신 및

텔레매틱스 단말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규격 적합성

DMB 기술의 적용으로 통신망이 고도화되어 이동

시험 및 텔레매틱스 요소기술들과 연계된 상호 운용

중 차량에서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성 시험을 위한 단말 플랫폼 테스트베드 구축 및 관

수 있을 것이다.

련 시험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ETRI는 단말 플랫폼의 시험검증을 위하여, (그
림 1)과 같은 구조로 구성되는 단말 플랫폼 모델을

2. 국내외 무선통신 테스트베드 기술 및
동향

정의하였고, 정의된 모델을 기반으로 테스트 절차
및 항목을 정의한 테스트 프레임워크와 시험도구를

유럽의 텔레매틱스 통신은 2G는 GSM을, 3G는

개발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단말 플랫폼 테스

UMTS 기반의 이동통신망을 활용하고 있다. GSM

트베드를 구축하였다. 테스트베드는 다음과 같이 구

기반의 거대한 이동통신망을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

성된다.

지만 다국가, 다문화와 전 유럽을 커버하는 이동통

• 단말 테스트 시스템: 단말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규격, 성능 시험 수행 및 결과 분석 레포팅을 수
행한다.
• 단말 테스트 관리 시스템: 테스트 케이스 및 슈
트 관리, 테스트 환경 및 절차 관리, 결과 분석
및 리포팅 등 시험 프로세스 상에서 전반적인 시
험 관리를 수행한다.
• 테스트베드 관리 시스템: 사용자 그룹 및 사용자
관리, 테스트 요청 정보 관리, 테스트베드 시스
템 관리 기능 등을 수행한다.
• 가상 차량 시스템: 텔레매틱스 단말기와의 인터
페이스를 통하여 차량의 물리적인 장치의 역할
을 가상으로 구현한 시스템으로, 실제 차량 없이
차량 장치와 연계된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신사업자가 없는 것이 어려움이다. 텔레매틱스밸리
는 스웨덴 예테보리 지역에 텔레매틱스 테스트베드
의 구축을 수행하고 있으며[4], 무선통신방식으로
는 GSM, AMPS, D-AMPS, Mobitex[5]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범정부 차원의 ITS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은
YRP 내 NICT[6]에서 ITS를 위한 통신 인프라로
DSRC, CDMA, WLAN, PHS를 이용한 테스트베드
를 구성하여 다양한 환경에서의 ITS 정보 제공을 위
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텔레매틱스 통
신은 CDMA, TDMA, GSM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시험 관련 기관으로는 TTA가 이
동통신 단말 분야의 시험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TTA에서 CDMA 단말기 관련 시험으로 TIA/EIA
규격에 대한 인증시험을 수행하여 국내외 표준에 따
른 적합성을 평가한다. TTA에서는 텔레매틱스 관
련 인증시험 체계의 수립을 추진중에 있다.

Ⅲ. 무선통신 테스트베드

국내의 텔레매틱스 테스트베드 구축 동향으로는
ETRI의 텔레매틱스ㆍUSN연구단에서 텔레매틱스

1. 텔레매틱스 무선통신 기술

관련 기술들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텔레매틱스
개발 결과물의 시험/검증을 위한 실내 및 실외 테스

텔레매틱스에 있어서 통신은 텔레매틱스 서비스

트베드를 구축중에 있다. 또한 산업자원부 산하 자

를 제공하기 위한 단말과 서버간의 망 연결 기능을

동차부품연구원의 주도로 2004년 12월부터 텔레매

제공하는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제공한다. 텔레매틱

틱스 테스트베드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을 추진중에

스 통신 인프라는 현재 주로 2G 및 3G 셀룰러 이동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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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매틱스 테스트베드를 위한 무선통신 환경으

상적인 통신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수

로는 CDMA, WLAN, DSRC, DMB가 고려 대상이

행하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시험환경이 구성되었으

며, WCDMA는 현재 대도시와 중규모 도시에 구축

며, 차량 주행 속도에 따른 BER 시험을 수행한다.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텔레매틱스를 위한 차세

텔레매틱스 무선통신 테스트베드에서는 텔레매

대 무선통신 인프라로 구성될 수 있다. 현재 기술의

틱스 통신에 사용되는 CDMA IS95-B, EvDO와

시연에 성공한 WiBro가 상용화 단계에 이르게 되면

WLAN에 대한 시험 환경이 설계되어 구축되었다.

또한 텔레매틱스를 위한 차세대 무선통신 인프라로

상기 무선통신 시험환경에서 시험절차서를 이용하

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텔레매틱스에서 데

여 해당 시험을 수행한다. 무선통신 테스트베드는

이터 송수신을 위하여 사용되는 텔레매틱스 통신기

실내와 실외로 구성되었으며 실내 무선통신 테스트

술로는 차량 이동중에 사용되는 CDMA IS95-B,

베드는 제어된 시험환경으로서 차량용 텔레매틱스

1x, EvDO가 있으며, 차량 정지중에 주차장이나 주

단말의 무선통신 모듈에 대한 정적 기능 시험을 수

유소와 같은 WLAN이 구성된 환경에서는 WLAN을

행한다. 또한 실내의 제한적 환경 하에서도 실제 환

이용하여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경과 같이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기지국 시뮬레이터

구성되고 있다.

로 여러 기지국을 거치는 상황을 가상하여 시험을

현재 텔레매틱스 통신 인프라로서 CDMA 통신
방식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속도에 비해 과
도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
라 더 빠른 속도와 용량을 제공하며 저렴한 통신방
식으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이 WiBro와 4G 이동통신
이다.

3. 텔레매틱스 무선통신 테스트베드 개발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차량 내
의 텔레매틱스 단말과 서비스 센터 내의 서버간에
무선통신에 의한 연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
해 각 단말의 무선통신 모듈의 기능이 정상 동작하
는지를 시험하여야 한다.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제공

수행할 수 있다.
실외 무선통신 테스트베드는 고속도로의 폐구간
을 이용하여 실외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다. 실외
테스트베드에 차량 정지중 WLAN 시험을 위한 구
간이 구성되었으며, 주행중 시험을 위하여 CDMA
IS95-B, EvDO 기지국을 구성하였다. 시험자는 정
지 또는 주행을 하면서 차량 내의 시험용 단말기로
각 기지국을 통하여 실내 테스트베드에 있는 서버와
연결하여 시험절차서에 의한 품질 및 성능 시험을
수행한다.
텔레매틱스 무선통신시험환경은 기존의 무선통
신방식뿐만 아니라 새로 개발된 DMB와 WCDMA
기술과, 개발되고 있는 WiBro와 4G 통신 기술의 시
험환경의 추가 구축을 위한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하기 위한 무선통신망은 인프라의 개념으로 상용화
시험이 완료된 기술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시험 대상

Ⅳ. 서버 테스트베드

에서 제외된다.
텔레매틱스 무선통신 테스트베드에서의 시험은

1. 텔레매틱스 서버 기술

실내 테스트베드에서는 물리계층의 시험을 수행하
여 무선접속장치와 단말기간 패킷통신이 요구규격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기술 중

에 따라 정상적인지를 확인하는 시험환경으로 구성

텔레매틱스 서버기술은 서비스 제공자(TSP)를 구

되어, 단방향통신시험, 패킷길이일치시험, 전송 bit

성하며 정보 수집, 가공 및 제공을 위한 다수의 서버

rate 시험을 수행한다. 실외 테스트베드에서는 차량

들로 구성된다. 텔레매틱스 서버들은 크게 정보 서

에 탑재된 텔레매틱스 단말기가 무선접속장치와 정

버, 서비스 서버 그리고 전송 서버 등으로 구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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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외에도 DB 서버, CTI 서버 및 웹 포털 서버

IBM의 경우,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 제공을 위

등은 일반적인 서버기술로서 텔레매틱스에 적용될

한 서버기술로서 포털서버나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수 있는 서버들이다. 텔레매틱스 서버들을 좀더 구

있어 웹서비스 기술에 기반하여 다양한 응용을 위한

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시간 교통정보를 포함하여 교

컴포넌트 확장을 통해 개방형 아키텍처를 갖는 서버

통정보, 지도정보, 항법정보 및 POI 정보를 수집, 가

미들웨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공, 제공하는 정보 서버는 서비스의 핵심 정보를 제

국내의 경우 텔레매틱스 기술 개발이 활발이 추

공한다. 또한 위치정보 서버는 유무선 통합망을 통

진되고 있는 가운데 텔레매틱스 교통정보의 통합

해 수집된 위치정보를 통해 다양한 위치기반 부가서

제공을 위한 통합 DB 서버 기술, 스트리밍 방식을

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서버는 정보 서버로부터의

통한 응용 애플리케이션 제공을 위한 ASP 기술,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텔레매틱스 서비스나 애

개방형 LBS 플랫폼 기술 및 GeoMobility 서버 기

플리케이션을 단말에 제공하며 이를 위해 요구되는
공통기능 및 응용기능을 미들웨어로서 제공한다. 전
송 서버는 단말응용으로부터의 서비스 요구에 대하
여 과금, 인증 처리 및 응용 서버와의 연계 등을 처
리한다. TSP는 이처럼 다양한 서버 기술을 적용한
서버들로서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전송 서버
는 TSP의 front-end 서버의 역할을 수행하고, 일반
적인 서버를 포함하여 정보 서버 및 서비스 서버는
back-end 서버를 구성한다.

2. 국내외 테스트베드 및 기술 동향

술, 개방형 텔레매틱스 서버 기술 등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텔레매틱스 서버 기술 개발은 개방형
위치 프로토콜인 MLP, 서버-단말간 개방형 서비
스 응용 프로토콜 등의 표준화 등과 연계하여 진행
중에 있다.
서버 테스트베드에 있어 유럽의 경우 2002년도
부터 ERTICO의 3GT가 추진한 텔레매틱스 테스트
베드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상호 호환성 시험 등이
진행되었으며, 스웨덴의 텔레매틱스밸리에서도 서
버 및 솔루션 시험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을 테스트
베드로 구축하였다. 현재 국내의 ETRI 서버 테스트

국내외적으로 텔레매틱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

베드는 개방형 서비스 인터페이스 및 응용 프로토콜

버기술은 개방형 서비스 인터페이스와 응용 프로토

을 지원하고 서버의 적합성, 성능 및 상호 운용성 시

콜 개발을 통한 개방형 서비스 기술(open service

험 검증을 지원 목적으로 개발 및 구축이 추진되고

technology)을 지향하고 있다. 서버 기술의 표준화

있다.

에 있어서 OMA의 MLP 표준화, 3GPP/3GPP2의
위치기반 서비스 표준, Parlay Group의 Parlay

3. 텔레매틱스 서버 테스트베드 개발

OSA API 표준, OGC 및 ISO-TC211 등의 지도 및
항법 정보 관련 표준화, 3GT의 GPT 표준화 등이

텔레매틱스 서버 테스트베드는 텔레매틱스 서비

진행중에 있다. 국내에서도 서버 기술 표준화를 위

스를 제공하는 주요 핵심 서버들에 대한 적합성, 성

해 MLP 기반의 국내 표준화, GTP에 기반한 서버-

능(performance) 및 상호 운용성 측면의 시험을 수

단말 응용간 프로토콜 표준화 그리고 개방형정보공

행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 제공함으로써 서

유 및 표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표준화가 진

버기술이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할

행중에 있다. 특히 현재 텔레매틱스 단말-서버 응용

수 있음을 검증하는 데 있다.

간의 상호 운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방형 위치

텔레매틱스 서버 기술의 적합성 시험은 기술 규

프로토콜인 MLP 및 텔레매틱스 서버-단말간 응용

격에 대한 기능적 구현 및 동작 여부를 점검하는 데

프로토콜의 표준화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테스트

그 목적이 있으며 현재 MLP에 기반하여 개발된

베드 구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LBS 플랫폼이 시험 검증의 주요 대상이다. 또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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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시험은 다수의 분산된 모바일 환경에서 무선통신

Ⅴ. 솔루션 테스트베드

을 통해 다수의 사용자 접근 및 서비스 요구에 대하
여 서버 기술이 부하 및 스트레스에 대하여 응답시
간(response time), 처리율(throughput)을 분석함

1. 텔레매틱스 솔루션 기술

으로써 안정적인 동작 및 QoS를 만족하는지를 시험

텔레매틱스 솔루션은 일반적으로 텔레매틱스 서

한다. 마지막으로 상호 운용성 시험은 단말 응용과

비스를 위해 요구되는 디바이스 및 소프트웨어를 포

서버 사이에 서비스 응용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호

괄한다. 소프트웨어 부분의 솔루션은 텔레매틱스 서

연계된 환경에서의 서비스의 안정적 동작 여부를 시

비스를 위한 서버 응용 및 단말 응용으로 구분된다.

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개방형 서비스 응

텔레매틱스 솔루션은 교통정보 및 네비게이션 솔루

용 프로토콜을 따르는 다수의 서버 및 단말응용들이

션, 원격제어 및 진단, 긴급지원 등의 응급/안전 솔

상호 운용성 시험의 대상이다.

루션, 인터넷/이메일 등의 모바일 오피스 솔루션, 멀

텔레매틱스 서버 테스트베드는 (그림 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텔레매틱스 서비스 제공자를 구성하는

티미디어 및 오락 솔루션, 정보서비스 솔루션 등으
로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서버에 대한 시험 검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텔레매틱스 솔루션 기술은 단말 플랫폼 기술과

개발 구축된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 3사와 연계된

서버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되고 있다. 단말 응용의

ETRI LBSP와 ASP 서버 및 개방형 서비스 응용 프

경우 단말의 미들웨어, HMI 기술, 무선통신 및 위치

로토콜을 지원하는 서버 등으로 구성되는 개방형

측위 기술 등과 연관되어 있으며 서버 응용의 경우

TSP 구축이 진행중에 있다. 또한 텔레매틱스 서버

콘텐츠(CP) 및 교통정보 연계기술, 서버 미들웨어

의 적합성, 성능 및 상호 운용성 시험 검증을 지원하

기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용 프로토콜 기술과 관

는 테스트베드 시험 및 운용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

련되어 있다.

다. 향후 개방형 TSP가 텔레매틱스 정보 센터와 연

텔레매틱스 단말 솔루션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계된다면 텔레매틱스 개발자들에게 실시간 교통정

의 Windows Automotive 및 WinCE 플랫폼 기반

보 등의 핵심 정보 등이 제공될 수 있게 된다.

의 솔루션 개발과 임베디드 리눅스에 기반하여
OSGi 및 AMI-C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자바기반
의 솔루션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서버 솔루션

텔레매틱스
정보센터

의 경우 웹서비스를 지원하는 개방형 서버 미들웨어

정보 서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XML 기반의 응용 프로토콜,
OpenLS 등과 같이 개방형 응용 프로토콜을 지원하

서비스 서버

는 서버 응용 개발이 증대되고 있다.

정보 서버
서비스 서버

전송 서버

텔레매틱스 TSP는 다양한 응용 서버(application server) 및 응용 서비스 제공자(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등을 통해 단말 응용과 연계하여

CP 서버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말 솔루션의 경우에는 텔레매
틱스 단말기상에서 수행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서버 시험 도구
테스트베드 운영 시스템

• 전송 서버: WTP, HTTP, SMS
서버
• 서비스 서버: LBS, ASP 서버 등
• 정보 서버: 교통정보, Map, POI,
경로 서버 등

(그림 2) 텔레매틱스 서버 테스트베드

의 특성을 포함하며 서버 솔루션의 경우는 유무선
C/S 환경에서의 서버 플랫폼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솔루션에 있어 단말상의 응용과 서버 응용에 대하여
서비스의 품질 및 신뢰성에 대한 시험 검증은 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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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틱스 서비스 제공자 및 개발자에게 있어 매우 중

Runner, Robot, Silk Test 및 QARun 등이 대표적

요한 문제이다.

이다.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의 솔루션 테스팅은
LoadRunner, QARun, e-Load 및 Performance

2. 국내외 테스트베드 및 기술 동향

Studio 등이 있으며 가상 사용자 생성을 통한 성능
및 로드 검사 도구로 LoadRunner나 TestStudio 등

텔레매틱스 솔루션 시험에 있어 단말 및 서버 응
용의 시험은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기준 및 방법
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범용 솔루션과 마찬
가지로 텔레매틱스 솔루션 시험에 있어 품질모델은
ISO/IEC 9126[7]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에 대한 표
준을 기반으로 하며 품질 평가는 ISO/IEC 14598[8]

이 있다. 국내 소프트웨어 시험 도구는 커버리지 분
석 및 인스펙션 도구 등과 같이 주로 화이트박스 시
험을 위한 개발은 많이 진행되었지만 텔레매틱스 솔
루션의 기능성 및 성능 부하를 위한 자동화 도구 개
발 등은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TTA 소프트웨어 시험센터를 통해

품질 평가 프로세스에 관한 모델을 고려하게 된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험 및 인증이 제공되고 있어

텔레매틱스 솔루션은 무선/이동통신 응용이며 클라

이를 통해 상업용 솔루션에 대한 시험/검증이 가능

이언트-서버 구조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하다. 최근 들어 IT839 정책과 텔레매틱스기술 개

특징을 갖는다. ISO/IEC 9126의 품질모델은 범용

발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텔레매틱스 솔루션 개발

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성이므로 텔레매틱스 솔루

이 급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텔레매틱스 솔

션에 대한 품질모델은 실질적으로 텔레매틱스 특성

루션 개발을 지원하고 시험할 수 있다는 솔루션 테

을 반영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솔루션에

스트베드 구축 및 시험도구 개발이 ETRI에서 추진

대한 품질 평가 프로세스 역시 텔레매틱스 솔루션

중에 있다.

수행환경을 고려하여 시험에 대한 반복성, 재현성,
공평성, 객관성 등의 성질을 만족할 수 있도록 시험

3. 텔레매틱스 솔루션 테스트베드 개발

환경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텔레매틱스 솔루션 시험을 위해서는 시험방법 및

텔레매틱스 솔루션 테스트베드는 텔레매틱스 서

도구 등이 적절히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시험도구

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응용과 단말 응용에 대하여

는 개발 단계에 따라 다양하지만 시험의 효율성, 충

각 솔루션의 기능성, 신뢰성 및 성능을 시험 검증하

분성 및 시험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용된다.

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개발단계에 적용되는 시험도구는 크게

텔레매틱스 솔루션의 기능성 시험은 각 솔루션이

설계 및 코딩단계까지의 화이트박스(white-box)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실제 단

시험도구와 단위-통합 및 시스템 시험단계의 블랙

말 솔루션의 경우에는 WinCE 및 임베디드 리눅스

박스(black-box) 시험 도구를 구분할 수 있다. 좀더

와 같은 임베디드 OS가 내장된 단말상에서 수행되

구체적으로는 시험 설계, 테스트 관리, 인스펙션, 정

며 GPS 및 무선통신 등을 기반으로 하는 응용의 경

적/동적 분석, 성능/부하 시험 및 테스트 수행 등의

우에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기능 시험을 지원하거

도구 등이 사용되고 있다[9]. 텔레매틱스 솔루션은

나 가상적인 환경 구성을 통한 기능 시험을 지원할

단위 기능에 대한 시험 측면보다 통합 및 서비스 관

수 있어야 한다. 텔레매틱스 솔루션의 신뢰성 시험

점에서의 품질 시험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은 실제 사용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류

특히 기능성, 신뢰성 및 성능 측면에서의 시험 도구

및 스트레스에 대하여 솔루션이 안정적으로 동작하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능성 시험 기술은 대

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들은 GPS 오

부분 capture and playback 방식의 도구들로 Win-

류, 통신 오류 및 사용자 오류 등이 있으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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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를 가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신뢰성 시험 환경

며,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기지국에서

을 구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솔루션의 성능은 텔

단말기로부터 들어오는 신호의 도래각을 측정하여

레매틱스 서비스 이용자 수 증대에 따라 동시 사용

단말기의 위치를 구하는 AOA 방법, 전파의 도달 시

자 접속으로 인한 서버 응용의 안정적 동작 여부를

간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전파 전달 시간을 측정하여

점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단말 응용과

위치를 구하는 TOA, 그리고 두 개의 기지국으로부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여 가상 사용자(virtual

터 전파 도달 시각의 상대적인 차를 이용하는

user) 생성을 통해 실제와 유사한 부하를 발생시킴

TDOA 방법이 있다[10].

으로써 솔루션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다.

차량의 텔레매틱스 단말에서 요구하는 측위 시스

텔레매틱스 솔루션 테스트베드는 텔레매틱스 서

템의 성능은 점차 고급화되고 소형화/경량화되어 가

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응용과 단말 응용에 대한 시

고 있다. 특히 차량 단말의 경량화에 있어서 하드웨

험 검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솔루션 시험 프레임워

어의 저전력화나 단일 IC 방향으로의 발전뿐만 아니

크, 시험 환경, 시험도구 등이 개발 구축된다. 특히

라 지도 DB의 중앙화 등을 통한 콘텐츠의 경량화를

기능성, 신뢰성 및 성능 시험의 자동화를 지원하는

도모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소형화/경량화를

시험 자동화 도구는 텔레매틱스 솔루션 운영 환경을

통하여 차량의 텔레매틱스 단말은 차량에서의 정보

기반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단말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이동할 때 사용
할 수 있는 휴대형 정보단말로 사용하는 방향으로도

Ⅵ. 측위 테스트베드
1. 텔레매틱스 측위 기술
측위 기술은 자신의 위치와 속도 등을 알기 위한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휴대성을 고려한 실내외
측위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11].

2. 국내외 테스트베드 및 기술 동향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전세계적으로 무선측위 서

기술로, 텔레매틱스의 대표적인 요소기술이며 각종

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GNSS라 하는데, 미국의

텔레매틱스 분야(차량의 위치 확인, 경로 안내, 차량

GPS와 러시아의 GLONASS가 존재한다.

추적, 각종 M-commerce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

미국에서는 위성을 이용한 무선측위 시스템을 개

되고 있다.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측위 기술

발하여, 1993년에 마침내 GPS의 완전 구축을 완성

은, 과거에는 INS나 DR과 같이 자이로, 가속도계,

하게 되었다. 더욱이 2000년 5월에 미국에서 S/A를

주행거리계 등의 센서를 이용하여 항체의 이동거리

제거하게 됨으로써 측위 정확도가 향상되어 GPS 응

및 방향을 측정하여 위치를 구하는 방식을 주로 이

용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러시아는 재정 부족

용하였고, 근래에는 전파를 이용하여 삼각법으로 위

으로 인하여 현재 위성의 일부만을 가지고 운용하였

치를 구하는 무선 측위를 이용하는데, 이는 시간에

으나, 수명이 길어진 신형 위성들을 이용하여 완전

따른 오차 누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위치

구축을 완료한다는 GLONASS-M 계획을 발표하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 또한 유럽에서도 GALILEO 프로젝트를 추진하

현재 무선측위 기술개발은 기존망을 활용하는 방

고 있으며, 2008년부터 상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향, 독자적인 새로운 망을 이용하는 방향 및 GPS를

목표 아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이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무선측위를 수행

Seeker Wireless라는 LBS 서비스를 이동중인 유

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망 기반, 단말기 기반, 전용

저의 위치 정보를 SMS나 웹사이트의 유저 정보 변

망에 의한 방식과 GPS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분류하

경으로 실시하는 모바일 마케팅이 호응을 얻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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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서비스의 특징은 GPS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에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GPS/INS 결합방식

기존의 GSM, CDMA, 3G 기술을 이용하는 네트워

의 측위 기술을 개발하였고, 네비콤은 현대자동차의

크와 핸드셋을 이용하여 신뢰성 있는 위치정보를 제

텔레매틱스 서비스인 모젠용 GPS 수신기와 호스트

공한다. 일본은 GPS를 이용한 차량항법시스템의 보

기반의 GPS/DR 알고리듬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

급이 보편화 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범 정부

다. 그리고 LG 전자, ETRI, 네비콤, 마이크로인피니

차원에서 주요 교통정보 및 네비게이션 중심의 무료

티, 파이칩스가 공동으로 GPS L1/L2C RF와 브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텔레매틱스 테스트베드 구

드밴드 칩, MEMS Gyro 칩을 SIP로 구현하는 고정

축의 기반 기술을 축적하였고, 아이치현을 중심으로

밀 포지셔닝 부품 개발을 하고 있다.

시범도시를 추진하고 있고, 교통문제, 환경, 안전,
정보제공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과 시범서비스 등을

3. 텔레매틱스 측위 테스트베드 개발

수행하고 있다.
국내 측위 기술은 주로 GPS 기술에만 의존하여,

텔레매틱스 측위 테스트베드(이하 측위 테스트베

음영지역 측위 서비스를 위한 seamless 측위 기술

드)는 텔레매틱스 시스템 요소 기술의 한 부분인 측

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삼성전자에서는 휴

위 기술을 시험 및 검증하기 위한 기술로, 텔레매틱

대폰 측위 기술인 이동통신망 기반 측위 기술, GPS

스 기술 및 서비스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또한 텔레

기반 측위 기술인 A-GPS 기술 및 이들을 병합한

매틱스 각 요소 기술간의 상호 연계 테스트를 위한

기술을 개발중에 있으며, 또한 실내 측위 기술인 무

통합 시험 및 검증 기술을 지원한다.

선랜의 신호세기를 이용한 측위 기술 및 관성센서를

측위 테스트베드는 실내 및 실외 테스트베드로

사용한 보행 항법 장치를 서울대와 공동으로 개발중

나뉘는데, 실내 테스트베드는 측위 정보를 모니터링

측위 단말

측위 서버
RS-232

테스트 측위 시스템

PCMCIA

분석소프트웨어

분석소프트웨어
Wireless
Communication

연동멀티포트
기준 측위 시스템
(IMU, GPS 수신기)

다중입력
직렬통신
인터페이스

랩톱 컴퓨터
측위단말 프로세서

모뎀
서버
측위 기준국
모뎀
기준 측위 시스템
(GPS 수신기)

(그림 3) 텔레매틱스 측위 테스트베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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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정적 측위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성능 분석 환

트베드 테스트의 기준이 되는 고정밀 측위 및 시각정

경을 제공하고, 실외 테스트베드는 텔레매틱스 시험

보를 제공하고, 테스트 측위 시스템 측위 정확도와 성

차량을 포함한 동적 측위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이

능 및 검증 시험과 정상 동작여부 시험을 수행한다.

동 시험 분석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cm 레벨의 오차를 가지는 고정밀 기준 측위

측위 테스트베드의 성능 평가 방법은 IMU/GPS

정보 제공 기능, 시각 동기된 기준 측위 정보와 테스

결합 시스템과 DGPS 시스템을 이용하여 얻어진

트 측위 시스템(장비)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과 성

cm급의 측위 오차를 갖는 고정밀 측위 정보를 기준

능 분석 환경을 제공 기능과 같은 테스트 측위 시스

으로 테스트하고자 하는 측위 시스템(장비)의 성능

템(장비)의 성능 및 검증 시험 환경을 제공하는 활용

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및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본 기술에서 구축하는 측위 테스트베드의 구성을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측위 단말은 시험차량 내부에 구축되며, 테스트

Ⅶ. 통합 테스트베드

할 측위 시스템(장비)과 측위 정보의 기준을 위한

텔레매틱스 테스트베드 통합 시험 분야는 개별적

IMU와 GPS를 결합한 고정밀 측위 정보를 획득하

으로 구축되는 서브 테스트베드를 하나로 통합하여

는 기준 측위 시스템, 그리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측

단말로부터 서버까지 end-to-end 정보 송수신 기

위 정보를 처리할 분석도구로 구성된다. 측위 기준

능을 검증하고 추후에는 텔레매틱스 제품 및 서비스

국은 지구 대기층의 전리층 오차를 줄이기 위한

를 시험할 수 있는 종합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 정

DGPS 시스템으로 보정정보를 기준 측위 시스템으

립을 목표로 한다.

로 전송한다. 측위 서버는 시험 데이터의 관리 기능

텔레매틱스 기술의 통합적인 시험과 검증을 위한

및 테스트베드 통합 운영시스템에 모니터링 데이터

테스트베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의

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RTICO, 일본의 YRP 그리고 스웨덴 예테보리에

측위 테스트베드 운영 기술 개발의 목적은 측위

위치한 텔레매틱스밸리[4]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시스템(장비)의 성능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도구 개

있다. 국내에서는 정보통신 시험인증을 주요 업무로

발 및 운영 시스템 기술 개발을 수행하여 텔레매틱

하고 있는 TTA[12]에서 ITS와 관련하여 DSRC 장

스 서비스에 대한 측위 장비의 운영 가능 여부에 도

비에 대한 시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시험 서비스

움을 주는 데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텔레매틱스 고유 기

• 텔레매틱스 측위 기술을 이용한 고정밀 측위 테
스트베드 장비를 구현
• 측위 테스트베드를 이용한 테스트 측위 시스템
(장비)의 성능을 시험 및 검증
• 테스트 대상은 기준 측위 시스템과 테스트 측위
시스템(장비)이 포함
• GUI 기반의 운영 시스템 기술은 테스트 관리,
테스트 수행, 테스트베드 관리

술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테스트베드나 시험 서비스
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ETRI에서는 주요 요소 기술 개발 결
과물을 연계하여 텔레매틱스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는 시험장으로서의 역할과 표준 적합성
및 상호 운용성 시험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제공을 목표로 텔레매틱스 통합 테스
트베드를 개발/구축하고 있다.
텔레매틱스 테스트베드는 개념적으로 두 계층의

측위 테스트베드의 주요 기능 및 특징은 중급 이상

평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 평면은 텔레매틱

의 IMU/GPS 결합과 오차 보정정보 제공을 위한

스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요소 기술들의 접목 평면

DGPS를 통한 기준 측위 시스템으로부터 측위 테스

(plane 1)이고, 두번째 평면은 각 요소 기술들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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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측위

단말

Plane 2: 시험 및 관리

통신

솔루션

Plane 1: 요소기술 접목

(그림 4) 텔레매틱스 통합 테스트베드 개념도

험하는 도구 및 환경을 제공하는 시험 및 관리 평면
(plane 2)이다((그림 4) 참조).
요소 기술 접목평면은 텔레매틱스 기술을 위한
개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현장시험을 위한 테스

<표 1> 시험 항목 및 대상
시험 항목

시험 내용

OSGi
OSGi 규격에 정의된 API
Framework 부합여부

시험 대상
단말
단말, VTSP,
LBSP

트베드로, 이용자 단말, 무선통신 환경, 시험 차량,

MLP

위치정보 요청 및 처리에
대한 메시지 규격 처리

시험 도로, 정보 서버,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구성되

액세스망
연결 기능

CDMA, WLAN, DMB 등의
단말, 기지국
액세스망 연결 기능

WTP

14가지 Use Case에 대한
메시지 규격 처리

측위 정확도

측위모듈, 측위
위치정확도, 재포착시간, TTFF
시스템, 기준측
등 획득 및 분석
위장비

텔레매틱스
솔루션

ISO/IEC 9126에 근거한
소프트웨어 시험

며, 시험 및 관리 평면은 앞서 언급된 각 요소 기술
들에 대한 시험 도구 및 전체 테스트베드 운영 관리
도구로 구성된다.
통합된 테스트베드를 통해 제공되는 시험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기술 개발의 기준으로 삼은
규격/표준에 대한 적합성시험과 다수 시스템들간의

단말, VTSP

단말, VTSP

상호 운용성 확인시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각

을 구축한다.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은 각 서브 테스

요소기술별로 적용되는 시험 항목 및 시험대상은

트베드 구성 시험 시스템들에 대한 운용 상황 모니

<표 1>과 같다.

터링 및 시험 항목별로 구성되는 테스트베드의 구성

<표 1>에 나타난 각 시험 항목마다 시험 구성도,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관리가 용이하도록 SNMP를

시험 전제조건, 시험 절차, 테스트 케이스, 시험 데

기반으로 하여 각 서브 테스트베드로부터 수집해 올

이터, 그리고 시험 결과 메트릭 등을 정의한다. 1차

정보를 정의하여 기존 MIB로 제공할 수 없는 정보

년도에 OSGi framework, MLP, 액세스망 연결 기

는 private MIB로 관리되도록 한다. 이 시스템을 통

능에 대한 시험 도구가 개발 완료되었고, 2차년도에

해, 실내뿐만이 아닌 실외 테스트베드의 상황도 관

는 단말과 서버를 end-to-end로 연결하는 매개인

제하고 현재의 시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

개방형 서비스 응용 프로토콜에 대한 시험 도구를

도록 한다.

개발하고, 측위 위치 정확도와 텔레매틱스 솔루션에
대한 전체적인 시험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테스트베드 구성 단위 시스템들에 대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30

텔레매틱스 테스트베드의 통합 구축이 완료되면,
관련 업계에 개방되어 텔레매틱스 관련 신규 개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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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결론
세계적으로 다양한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
술들의 시험을 통한 검증과 인증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개별적인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어 개발되는
텔레매틱스 서비스의 기술은 개별 기술의 시험과 더
불어 개별 기술의 통합시험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
험을 위하여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개발하는 국가별
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과 테스트베드가 구축
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텔레매틱스 기
술의 시험을 위한 시험 기술의 개발과 시험 수행의
체계화 및 표준화와 더불어 다양한 시험 커버리지를
위한 테스트베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ETRI에서 개발중인 텔레매틱스 테스트베드를
이용하여 새로 개발되는 텔레매틱스 단말, 통신 모
듈, 서버, 솔루션 및 측위 모듈의 개별시험 및 통합
시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상기 시험을 통하여 개발
에 따른 상용화를 지원하고 다양한 개발 기술의 검
증과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 구조의 테스트
베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약어 정리
3GT
A-GPS
AMI-C

3rd Generation Telematics
Assisted GPS
Automotive Multimedia Interface
Collaboration
AMPS
Advanced Mobile Phone Service
AOA
Angle of Arrival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AutoSar Automotive Open System Architecture
BER
Bit Error Rate
CAN
Controller Area Network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CTI
Computer Telephony Interface
D-AMPS Digital-AMPS
DGPS
Differential GPS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DR
DSRC
EIA
EMC
ERTICO

Dead Reckoning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Electronics Industry Association
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EuRopean Telematics Implementation
Coordination Organization
EvDO
Evolution Data Only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GSM
Global System for Mobile telecommunication
GST
Global Systems for Telematics
GUI
Graphic User Interface
HMI
Human Machine Interface
IDB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Data Bus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
INS
Inertial Navigation System
JNI
Java Native Interface
IS
Industry Standard
LBS
Location Based System
LBSP
LBS Platform
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MIB
Management Information Base
MLP
Mobile Location Protocol
MOST
Media Oriented Systems Transport
NICT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OMA
Open Mobile Alliance
OSGi
Open Services Gateway initiative
PHS
Personal Handyphone System
POI
Point of Interests
RF
Radio Frequency
S/A
Selective Availability
SIP
System in Package
SMS
Short Message Service
SNMP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TDMA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TDOA
Time Difference of Arrival
TIA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TOA
Time of Arrival
TTA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UMTS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
VEG
Vehicle Expert Group
WCDMA 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WiBro
Wireless Broadband Internet
WLAN Wireless Local Area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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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YRP

eXtensible Markup Language
Yokosuka Research Park

telematicsvalley.org/
[6] NICT, http://www.nict.go.jp/
[7] ISO/IEC 9126-1: Software engineering-Product
quality, Part 1: Quality mode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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