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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cribe about CAN-LIN integration network in this 

treatise. Describe and search their advantage about CAN 

communication and LIN communication protocol. Also, 

decide introduce CAN-LIN integration network system and 

recognize about forward subject. 

 

I. 서론 

 
자동차의 전자제어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각종 제어정보를 검출하기 위한 센서의 사용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이들 각종 

센서로부터 정보를 입력받아 하나의 제어기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별 센서에서 제어기까지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전선의 수나 사용량이 

방대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차내에서의 이들 선로의 

배치설계에 많은 과제가 발생하고 연비나 접촉 

불량과 같은 자동차 성능의 신뢰성 저하 및 각종 

고장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차내 배선(Wiring Harness)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bus)의 개념에 의한 다중 

망(Multiplex Network) 구성에 관한 연구개발이 선진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를 중심으로 많은 관심 속에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차내 다중 통신 네트워크 프로토콜 

중에서 CAN(Controller Area Network)과 LIN(Local 

Interconnect Network)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한 

CAN-LIN 통합 네트워크에 대해서 소개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II. 본론 

 
2.1 CAN(Controller Area Network) 

 

CAN 은 차량에 대한 더욱더 많은 기능상의 요구들이, 

대부분은 전자식으로 작동되며 더욱 많은 배선을 

의미하는, 또 다른 on-board 시스템과의 어떤 통신 

형태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 

자동차에서의 내부-ECU 통신에 필요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거대한 배선 작업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발되었다. 이것은 Muliti-Master serial 

communication protocol 로 이것의 기본 설계 사양은 

고속, 높은 잡음 면역성, 그리고 error-detection 

기능들에 적합하게 되어 있다 .CAN Protocol 은 두 

가지 형태의 메시지 프레임을 지원한다. 표준 

CAN(버전 2.0A)과 확장 CAN(버전 2.0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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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AN 시스템 구성 

 

CAN 콘트롤러는 16 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로 128K 

Flash 메모리와 4K byte 의 RAM 을 가지며 다양한 

I/O, 10bit 의 A/D 변환기, Serial I/O 를 가지며 싱글 

CAN 2.0A/B 가 내장된 Fujitsu 사의 MB90F598 를 

사용하였다. 또한 CAN Transceiver 로는 Philips 사의 

110노드 연결까지 지원하는 PCA82C250를 사용하여 

CAN 콘트롤러의 보드를 설계 제작하였다. 그림 

1 에는 현재 통신 보드의 실제 사진을 그리고 그림 

2 에는 CAN 통신 블럭도를 나타낸다.. 

 

 
그림 1 CAN 시스템 보드 

 

 
그림 2 CAN 통신 구성도 

CAN 시스템은 1 개의 Master 와 2 개의 Slave 

보드로 구성된다. 현재 시스템은 그랜져 XG 의 

입출력을 조사해서 Master 와 Slave 로 구성하였다. 

 

3.1 LIN(Local Interconnect Network) 

 

LIN 은 차량에서의 분산된 전자 시스템을 위한 

저비용의 직렬 통신 시스템이다. 이것은 CAN 과 

같은 현존하는 자동 다중화 네트워크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이 규격에는 프로토콜과 물리 

계층의 정의와 더불어 개발 도구와 application 

s/w 에 대한 인터페이스 정의도 들어있다. 저비용의 

single-wire 구현, single master/multi slave 개념 

따라서 중재가 불필요하며,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장점이 있다.  

LIN 통신 프로토콜은 비교적 낮은 데이터 

전송율(최대 20Kbps)을 갖지만, 데이터 송수신의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인 통신을 가능케 한다. 특히, 

다양한 통신 에러에 강인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 자동차와 같은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시스템에 적합한 통신 프로토콜이다. 

네트워크는 한 개의 마스터 노드와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slave 노드들로 이루어진다. 모든 노드들은 

한 개의 slave 커뮤니케이션 작업을 포함하며, 이에 

반해 마스터 노드는 모든 부가적인 마스터 전송 

작업을 포함한다. Active LIN 네트워크에 있는 

통신은 항상 마스터 태스크에 의해 초기화된다.  

 

3.2 LIN 시스템 구성 

 

CAN 2.0 A/B 를 지원하며, 64byte receive FIFO, 

13byte transmit buffer, PeliCAN core 가 내장된 

Philips 사의 P87c591 컨트롤러를 사용하였다. 이 

컨트롤러의 한쪽 포트와 LIN Transceiver 로서 

Philips 사의 TJA1020 을 사용하여 LIN 통신을 한다. 

그림 3 은 통신 보드의 실제 사진을 나타내며, 그림 

4 는 LIN 통신 블록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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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LIN 시스템 보드  

 

 

그림 4 LIN 통신 구성도 

 

4. CAN-LIN 통합 시스템 

 

그림 5 는 현재 CAN-LIN 통합 시스템의 사진이다. 

1 개의 마스터와 2 개의 slave 보드가 CAN 시스템을 

구성하며, Control Board 에서 각 신호를 제어한다. 

 

 

그림 5 CAN-LIN 통합 시스템 

 

 

 

 

그림 6 CAN-LIN 통합 시스템의 구성도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CAN 통신과 LIN 통신을 사용하여 

CAN-LIN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CAN 버스의 성능이 필요하지 않은 서브 시스템들은, 

LIN 을 이용하여 덜 비싸게 구현될 수 있다. 즉, 

CAN과 LIN은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한다. LIN/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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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를 수단으로, 서브 시스템들은 CAN 

네트워크에 통합되거나 CAN-LIN 분산 시스템을 

통해 실행 될 수 있다. 

 

 

  

그림 7 자동차 네트워크 

 

CAN 통신 프로토콜은 LIN 프로토콜과 달리, 최대 

1Mbps 까지의 데이터 전송율을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음성 데이터나 압축된 영상과 같이 보다 높은 

데이터 전송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의 통신 

프로토콜에 적합한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CAN 과 

LIN 을 통합함으로서 다양한 전송율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 통합 제어를 하나의 망으로 구성해서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즉 LIN 마스터에서 다수의 LIN Slave 

제어를 수행하고 이들의 제어된 상태를 CAN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의 CAN 통합 제어기에 

전송함으로서 전체 시스템의 제어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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