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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차체 네트워크에서 CAN 신호 게이트웨이 설계

A CAN Signal Gateway Design for Car Body Networks

한  수, 강 기 호*

(Jun-Soo Han and Ki-Ho Kang)

Abstract: The automobile networks consist of the communication bus systems which become independent and heterogeneous 
each other. Most often, the CAN buses are implemented in a car in order to connect all the electronic control units in various 
ways. Thus, some gateways are necessary for exchanging the useful information between electronic control units on the buses. 
The automobile body networks group is divided into two kinds on a large scale, namely the low-speed bus and the high-speed 
bus. To interchange messages between the two, a CAN signal gateway is designed and implemented in a miniature scale. A 
network analyzer (called “Vehicle spy”) and an oscilloscope monitor network situation to confirm the due operation of CAN 
signal gateway. The efficiency of the designed gateway is evaluated. The more message thread increased, the more efficiency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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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재의 주요 자동차 기술들은 분산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발 해왔다. 다양한 차량 자 시스템은 다른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하는데, 그 에 CAN 로토콜이 여

러 네트워크 시스템의 심이 되었다 .
자동차 네트워크 시스템은 서로 다른 통신 속도의 CAN 

버스 클래스가 존재한다. 워 도우, 좌석 조  장치, 계

기 같은 클래스 B 네트워크들은 10[kbit/s]에서 125[kbit/s]의 

속인 반면, 워 트 인, 안 성 제어, 엔진 리, 변속 

같은 실시간 제어를 요하는 클래스 C 네트워크에서는 

125[kbit/s] 부터 최  1[Mbit/s]로 작동한다[1].
이 듯 개별 차량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통신 속도 요구

와 호환되지 않는 물리 계층, 보안 유지, 불필요한 통신량

을 일 수 있도록 버스 분리를 통해 필요한 최소의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독립된 네트워크로 구성된다[2].
그러나 자동차의 다른 클래스의 버스 사이에서 모든 시

스템이 요구하는 정보를 호환되는 형태로 변환하여 시에 

교환하기 해서는 게이트웨이가 필요하다. 를 들면, 차

량 속도 신호는 엔진 제어 시스템뿐 만 아니라 운 자에게 

알리기 한 계기 으로도 송되어야 하는데 간에 실내 

계기  모듈(IPM)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5].
본 논문에서는 클래스 B와 클래스 C를 표하는 자동차

의 인테리어와 워트 인 노드를 선정하여 두 버스 사이

의 정보를 변환하여 교환하는 게이트웨이의 설계 과정을 

기술하고 이에 한 동작  메시지의 시간 역 분석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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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CAN 신호 게이트웨이

재의 상용차에서는 표 화된 게이트웨이 규격은 제조

사별 자체 표 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 본 논문에서는 

특정 제조사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 게이트웨이의 기능으로 

충족되어야 할 기본 요구항목에 주안 을 두었다.
1. CAN 신호 게이트웨이의 개요

1.1 CAN 신호 게이트웨이의 출현 배경

1986년 독일의 로버트 보쉬에 의해 CAN이 개발된 이후

에 다양한 버스 시스템들은 다음의 이유들로 쓰이고 있었다.
• 네트워크 시스템간의 다른 통신 속도차이를 해결하고

자 하는 목

• 통신 버스의 물리 계층간의 호환되지 않는 특성

• 물리 인 분리로 보안의 유지 

• 버스 수의 증가를 통해 불필요한 통신 트래픽을 분산

시켜 은 정보 공유하는 시스템의 설계

이 듯 개별 버스 시스템의 호환성과 트래픽 과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CAN 네트워크 기반의 멀티 스 

통신방식의 게이트웨이 시스템이 설계되었다[3].
1.2 CAN 클래스의 구분

CAN 네트워크는 3개의 클래스로 구분된다. 클래스 A 네

트워크들은 자 부트 작동기, 동 거울 조정장치, 비 탐

지, 썬 루 , 기상 리 등과 같은 편의 기능 는 고  기

능들에 일반 으로 사용되며 10[kbit/s] 미만으로 작동한다. 
클래스 B 네트워크들은 FAM (Front Area Module), IPM 
(Instrument Panel Module), DDM (Driver Door Module), ADM 
(Assist Door Module), RAM (Rear Area Module), Cluster와 같

은 정보의 일반 인 송을 담당하고 10[kbit/s]에서 125 
[kbit/s] 정도로 작동한다. 클래스 C 네트워크들은 PCU 
(Powertrain Control Unit), EPS (Electronic Power Steering), 
ECS (Electronic Control Suspension), ABS (Anti-lock Brake 
System), CVE (Central Vehicle Electronics)와 같은 정보의 빠

른 응답 시간 는 송이 필요한 모든 응용에서 사용되고 

125 [kbit/s]부터 최  1[Mbit/s]로 작동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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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게이트웨이 시스템의 입 · 출력 구성.
Table 1. I/O configuration of gateway system.

모듈 ID 입력 출력 CAN 메시지

Node 
1

0x0100 LAMP IN BUZZER OUT
LS NODE1 STATUS
- LAMP STATE
- WINDOW STATE0x0200

WINDOW
UP IN

LOCK
OUT

WINDOW
DN IN

UNLOCK
OUT

Node 
2

0x0100
LOCK IN WINDOW

UP OUT HS NODE2 STATUS
- LOCK STATE
- CRASH STATE
- LOCK COMMAND

UNLOCK
IN

WINDOW
DN OUT

0x0010 CRASH
IN

LAMP
OUT

Node 
3

0x0700 LS NODE1 STATE - LAMP
- WINDOW

0x0300 HS LODE2 STATE - LOCK
- CRASH

그림 1. 자동차 네트워크 클래스B, 클래스C 구분도.
Fig. 1. Diagram for car network classes(Class A,B).

그림 2. 자동차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성.
Fig. 2. Configuration of car body network.

2. CAN 신호 게이트웨이의 목적

차량의 IPM (Instrument Panel Module)이 게이트웨이로써 

다른 네트워크 클래스의 버스 시스템 사이에서 정보의 형

태를 변환하여 표 한다. 게이트웨이의 단순한 목 은 한쪽 

버스에서 임을 수신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상  버스로 

부 재 송하는 것이다. 한 엔진 라메터나 펌웨어 개

량과 같은 자동차 시스템 변경을 한 진단용 통신으로도 

사용된다[7].
본 논문에서는 차량 내의 네트워크에서 · 고속의 CAN 

통신 버스인 CAN 클래스 B와 클래스 C에 해당하는 자 

제어 유닛의 메시지 교환을 하도록 한다.

III. CAN 신호 게이트웨이의 설계 및 구현

본 논문에서 다룬 게이트웨이 시스템에서는 자동차 환경

에서 쓰이는 CAN 네트워크 클래스 B, 클래스 C 시스템의 

일부를 CAN 노드로 구 하 다. CAN 게이트웨이 시스템

은 모두 6개의 기능 모듈로 구성하여 100[kbps]의 속 

CAN 버스에 연결된 노드 1 블록과 500[kbps]의 고속 CAN 
버스에 연결된 노드 2 블록이 게이트웨이를 통해 서로 연

결된 구성을 가지고 있다.
속과 고속의 CAN 데이터 리자라는 간 리자를 

통해서 노드 간의 메시지 송 요구와 데이터 변경을 주

하게 된다.

그림 3. 게이트웨이 시스템의 구성.
Fig. 3. Configuration of gateway system.

1. 하드웨어의 구성

게이트웨이는 모토롤라사의 S12 코어 기반의 2개의 

CAN 채 을 구비한 16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인 

MC9S12DG128 [10]을 사용하 다. 보드의 구성으로는 설정 

상태를 표시해 주는 LCD, 디버깅을 한 시리얼 포트, 
속  고속 CAN 버스 속을 한 9핀 DSub 포트, 네트워

크 분석기와의 통신을 한 25핀 DSub 포트가 있다. 
노드는 마이크로칩사의 PIC18 계열의 1개의 CAN 컨트

롤러를 내장한 8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인 PIC18F248, 
PIC18F6680 [11]을 사용하 다. 엑 에이터(Actuator)로는 실

제 차량에서 사용되는 방향 지시등, 도어 락, 도우 모터, 
부 를 선정하 고, 입력 신호로는 다기능 스 치와 충돌 

감지 센서 입력을 신하는 스 치로 구성한다.
게이트웨이 시스템의 노드들은 6개의 입력과 엑 에이터 

구동을 한 6개의 출력으로 구성된다. 시스템 구성 시 노

드 1은 클래스 B, 노드 2는 클래스 C로 정한다. 한 CAN 
메시지 ID는 우선 순   네트워크 클래스를 고려하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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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버스 인터페이스 회로도.
Fig. 4. Schematic diagram for interface circuits.

사진 1. 게이트웨이 데모 보드.
Photo1. Demo board of gateway.

속 CAN 버스에 치한 노드 2를 낮은 번호로 하고, 게이

트웨이는 큰 ID 번호를 할당하 다. 그러나 실제 차량에서

의 노드별 부하 그룹핑 기 을 맞추기보다는 구 상의 특

성을 반 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하 다.
다음은 CAN 게이트웨이와 네트워크 분석기, 노드와 엑

에이터를 결합한 데모 보드이다. 버스는 이상 인 조건하

에 신호 달 지연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10[m] 이내로 구

성하 다.
2. 프로그램의 구성

게이트웨이 로그램은 게이트웨이 모듈 API, 게이트웨

이 모듈 소스, 속 CAN 신호 데이터 리 모듈 API, 속 

CAN 신호 데이터 리 모듈 소스, 고속 CAN 신호 데이터 

리 모듈 API, 고속 CAN 신호 데이터 리 모듈 소스로 

구성된다.
게이트웨이 모듈 로그램은 CAN 메시지의 송 주기를 

그림 5. 게이트웨이 로그램의 구성.
Fig. 5. Configuration for gateway program.

100[ms]단 로 설정하고, 게이트웨이 모듈을 기화  게

이트웨이 모듈의 동작을 한 함수를 정의한다. CAN 신호 

데이터 리 모듈 로그램은 해당 노드의 엑 에이터 모

듈별 CAN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때 실행될 함수의 타입을 

선언하고 속이나 고속의 CAN 버스에 연결된 모듈과 신

호의 수를 정의한다. 한 CAN 신호의 수에 따른 로컬 버

퍼의 용량, 노드별 CAN 신호의 ID와 DLC, 게이트웨이의 

CAN 신호 ID와 DLC를 정의한다. 노드별 CAN 모듈의 

기화, 노드와 게이트웨이의 CAN 메시지가 변경되었을 때 

변수값을 갱신하기 한 각각의 감시자 함수, 해당 노드의 

엑 에이터 모듈과 게이트웨이의 메시지의 변경 확인, 외부

에서 받은 노드 모듈의 CAN 메시지를 확인하고 로컬 데이

터를 변경하는 과정을 거친다.
CAN 클래스 B와 클래스 C 에서 데모 시스템의 노드

별 통신 속도로 선정한 CAN 비트 타이 이다[12]. 공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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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bit/s], BRP<5:0>=09h, TQ=1.25[s]
그림 6. 노드1 비트 타이 도.
Fig. 6. Timing diagram for node 1.

500[kbit/s], BRP<5:0>=01h, TQ=250[ns]
그림 7. 노드2 비트 타이 도.
Fig. 7. Timing diagram for node 2.

표 2. 게이트웨이 메시지 ID의 구성.
Table 2. Composition of gateway message ID.

Priority Reserved Data
page

PDU
format

PDU
specific Source

addressPGN
3bit 1bit 1bit 8bit 8bit 8bit

항으로는 Fosc = 16[Mhz] (Tosc = 62.5[ns]), SyncSeg = 1 
TQ, PropSeg = 1 TQ, PhaseSeg1 = 3 TQ, PhaseSeg2 = 3 
TQ, SJW = 1 TQ이다.

게이트웨이에서 메시지 ID는 두 개의 노드에 해 메시

지 송을 피어 투 피어(peer-to-peer) 네트워크 방식으로 정

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J1939 [7,8]에서 제안된 목 지 주소, 데이

터 페이지 비트, 우선순 , 소스 주소, 라메터 그룹 번호 

(PGN: Parameter Group Number)를 묶어 게이트웨이 메시지 

ID로 정의하 다. 
최  8 바이트까지의 라메터 그룹을 CAN 메시지로 

송하고 PGN을 통해 유일한 ID 주소가 부여된다. 16비트 값

으로 로토콜 데이터 유닛(PDU: Protocol Data Unit)의 포

멧과 상세를 구성한다.
3. 게이트웨이 메시지 처리 알고리즘

기의 요한 인터럽트 처리로는 MSCAN [13] Rx 
interrupt, MSCAN Tx buffer empty interrupt, Gateway timing 
interrupt [14]로서 이를 기반으로 한 게이트웨이 알고리즘이

다.
3.1 ID의 검색

2진 검색 알고리즘이 배열 요소 정렬의 기반으로 하여 

Rx 임 ID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2진검색은 체 Rx 임 ID를 두 개의 서 배열로 분

리해가면서 Rx 임 서술자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찾고자 

하는 Rx 임 서술자 값을 간 배열 값과 비교하면서 

검색하는 방식이다. 

표 3. 게이트웨이 메시지 ID PGN의 정의.
Table 3. PGN definition of gateway message ID.

Data Length 8 Byte 8 Byte
Data Page 0 0

PDU Format 7 3
PDU Specific 00 00

Default Priority 5 4
Parameter Group Number 1792 (0x700) 768 (0x300)

Start Position Length Parameter Name
0 [0..1] 2 bit LAMP LOCK
0 [2..3] 2 bit - UNLOCK

0 [4..5] 2 bit WINDOW 
DOWN -

0 [6..7] 2 bit WINDOW UP -
1 [0..7] - -

7 [0..1] 2 bit - CRASH
7 [2..7] - -

tRxFrmDescr *RxFindFrmId (int FrmId,    
tNodeDescr *node) {

     tRxFrmDescr *base = (node -> rx_idx_start_p);
     int  i, result;
     tRxFrmDescr  *p;
     for(i = node->rx_idx_cnt;  i != 0;  i >>= 1){ 
         p = base + (i >> 1);
         result = FrmId - ( p->ID );
         if ( result == 0 )  return(p);
         if ( result > 0 )  {
            base = p + 1;
            i--; 
         }
         i--; 
     }
     return (NULL); 
}

간 코드 번호(m) 다음과 같다. (l : 첫번째 Rx 
임 서술자 번호, u : 마지막 Rx 임 서술자 번호)

m=
(l+u)
2



528 제어 ․ 로봇 ․ 시스템학회 논문지 제 16 권, 제 6 호 2010. 6

그림 8. CAN 임 수신 알고리즘.
Fig. 8. Receive algorithm of CAN frame.

그림 9. CAN 임 송신 알고리즘.
Fig. 9. Transmit algorithm of CAN frame.

오름차순으로 배열된 Rx 임 서술자 배열에서 간 

Rx 임 서술자(Kn)와 검색하고자 하는 Rx 임 서술

자(R)를 비교한 결과에 의해 찾아가는 검색 방법이다. 
R < Kn 이면 키값은 Kn보다 작은쪽 일에 있고, R = 

Kn 이면 간 코드가 찾는 코드이다. 
R > Kn 이면 키값은 Kn보다 큰쪽 일에 있고, R = Kn 

일 때 검색은 끝난다.
일치된 Rx 임 서술자에 해 포인터 값으로 ID를 

반환하고 일치하지 않는 ID가 있는 경우에는 Rx 임 서

술자에 해 Null 포인터 값을 부여한다. 검색의 비교 횟수

는 log2n + 1로 많은 Rx 임 서술자 테이블의 검색에서 

특정한 노드의 치를 검색할 때 효율 이다.
3.2 CAN 프레임 수신

수신된 임에서 정보를 찾기 한 처음 단계는 Rx 
임 서술자에 한 게이트웨이 데이터베이스를 찾는 것

이다. 데이터베이스에 임에 한 정보가 없다면, 더 이

상 진행하지 않고 실행을 마친다. 다음으로 Rx 임 서

술자에서 일치하는 ID가 발견되면, 수신된 임의 데이터 

크기를 검사한다. 임이 상된 바이트의 수보다 다면 

무효 임 처리 루틴이 호출되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다. 데이터 크기 검사를 한 후에 게이트웨이는 Rx 타이머

를 다시 추가한다. 임에 한 실패 지시자가 활성화되

면 그것을 소거시키고 데이터는 개별 신호로 나뉘어 목

지로 복사된다.

3.3 CAN 프레임 전송

임 송은 송 기 열 스 링에 의해 진행되고 

포인터를 한 기 열의 임 서술자에 삽입한다. 루

틴이 실행될 때, 송 약 래그가 한번 이상 송 기 

열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기 해 송 약된 임인지

를 확인 한다. 송이 되면, 신호는 최신의 이용 가능한 값

을 포함하게 된다. 
약된 임으로 표시된 후에는, Tx 임 서술자의 

포인터를 한 노드의 송 기 열의 버퍼로 삽입한다. 
버퍼의 크기는 모든 노드의 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충

분한 공간으로 정하고, 버퍼 기 열이 과다가 되지 않도록 

한번에 모든 임의 송 일정을 리한다.
주기 인 송일 경우에는 새로운 주기를 시작하는 Tx 

타이머를 다시 시작한다. 임이 송 약이 되거나 실

제는 송이 되지 않아도 타이머는 다시 시작한다. 재 주

변 장치가 유휴 상태이면, 최종 으로 송이 이루어진다. 
송할 임이 더 이상 없을 때, 인터럽트를 해제한다.
3.4 Rx와 Tx 타이머 취급

게이트웨이의 부하를 이기 해, 인터럽트 신호에 

해 마이크로 로세서의 하드웨어 타이머는 일정한 10[ms] 
주기로 실행한다.

타이머의 리스 일러 값은 게이트웨이가 요구하는 일

정한 송 주 수와 사용자가 독하기 쉬운 수신 종료 시

간을 기 으로 설정한다. 보통의 경우에는 타이머가 실행되

는 기간에는 타이머 값이 0 이 되지 않고 타이머 값이 감

소하여 0 이 되면 만기가 되어 개별 Tx 타이머, Rx 타이머

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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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타이머 처리 송 · 수신 알고리즘.
Fig. 10. Timer-based T/R algorithm.

그림11. HS INT STATUS 신호 변화에 따른 워 도우 동작 

타이 도.
Fig. 11. Action timing of power window by signal change  in HS 

INT STATUS. 

그림12. HS INT STATUS 신호 형 · 후 변화.  
Fig. 12. Change of before/after HS INT STATUS signals.

그림13. LS PT STATUS 신호 변화에 따른 도어 락 동작 타이

도.
Fig. 13. Action timing of door lock by signal change  in LS PT 

STATUS.

그림14. LS PT STATUS 신호 형  · 후 변화. 
Fig. 14. Change of before/after LS PT STATUS  signals.

3.5 게이트웨이 메시지 동작 및 측정

HS INT STATUS 메시지는 속 CAN 버스에서 받은 인

테리어부의 CAN 상태정보를 고속 CAN 버스로 보낸다. 노

드 1의 LAMP 신호를 고속 CAN 버스로 송하면, 게이트

웨이에서는 인테리어 블록의 상태를 나타내는 CAN 메시지 

데이터 임에 해당 정보를 2비트로 나타낸다. 
(00=INVALID, 01=LAMP OFF, 10=LAMP ON) 한 도우

의 모터 구동을 한 업ㆍ다운 신호는 각각 2비트로 구성

된다. (00=INVALID, 01=WINDOW UP&DOWN ON, 
10=WINDOW UP&DOWN OFF) 노드 1의 비상 램  스 치

를 켰을 때 노드 2의 도우 모터를 다운 동작을 하도록 

하는 게이트웨이의 일련의 처리 차를 도시하 으며, 고속 

CAN 버스로 송된 게이트웨이 신호 변화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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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Vehicle Spy를 통한 통신 모니터링.
Fig. 15. Comtion monitoring through “Vehicle Spy”.

표 4. 시간 역 평가 제한 조건.
Table 4. Constraints for time-domain appraisal.

라메터 허용 범

Frame data size 0 - 15 bytes
Signal size 1- 64 bits

Signal position 0 - 63
Number of Tx buffers 0 - 1024

Rx / Tx timer period 1 - 5120 ticks
(51.2s max. @ 10ms time base)

Frame ID length 1 - 11 bits

LS PT STATUS 메시지는 고속 CAN 버스에서 받은 

워트 인부의 CAN 상태정보를 속 CAN 버스로 보낸다. 
노드 2의 CRASH 신호를 속 CAN 버스로 송할 경우, 
게이트웨이에서는 워트 인 블록의 상태를 나타내는 

CAN 메시지의 데이터 임에 해당 정보를 2비트로 나타

낸다. (00=INVALID, 01=NORMAL, 10=CRASH DETECTED) 
한 도어 락 모터를 구동하기 한 닫힘, 열림 신호는 각

각 2비트로 구성된다. (00=INVALID, 01=LOCK&UNLOCK 
ON, 10=LOCK& UNLOCK OFF) 노드 2로부터 충돌 신호가 

입력되었을 때 노드 1의 도어 락 모터를 동작하도록 하는 

게이트웨이의 일련의 처리 차를 도시하 으며, 속 

CAN 버스로 송된 게이트웨이 신호를 측정하 다.
4. 게이트웨이 메시지 시뮬레이션

다음은 게이트웨이의 메시지 송 상황을 네트워크 분석

기와 PC상의 Vehicle Spy[9]와의 통신을 통해 모니터링 하

도록 노드의 기능을 자바를 사용하여 시각 으로 구 하고, 
노드별 엑 에이터 동작 시 메시지 송 상태를 시뮬 이

션한 결과이다.

IV. 제안된 게이트웨이의 시간영역 분석

게이트웨이의 시간 역 측정을 한 도구로 Metrowerks
사의 컴 일러 Codewarrior V5.1을 사용하 다. 마이크로컨

트롤러에서 요구되는 메모리 크기를 측정하고, CPU에 내장

된 램에 간헐 으로 근할 때 게이트웨이의 신호 복사 실

행 시간을 측정하 다.
1. CAN Rx 쓰레드

노드들로부터 개별 CAN 메시지를 수신한 후 Rx 쓰 드

가 실행된다. ID 탐색, 신호 복사, 임 송 스 링을 

분석하 다.
1.1 ID 탐색

수신된 메시지에 해 ID가 일치하는 Rx 임 서술자

를 찾는 ID 탐색 시간을 측정한다. 탐색 시간은 탐색 알고

리즘에 의해 요구되는 반복 수와 거의 일치하는 추세이다. 
Rx 서술자 테이블의 크기를 최  200까지 했을 때, 마이크

로컨트롤러 CPU의 버스 사이클을 측정한 결과이다.
1.2 신호 복사

수신된 임의 크기를 검증하고 신호가 목 지 버퍼로 

복사되는 과정은 주요한 처리 작업이다. 데이터 크기별로 

비교했을 때 바이트 크기보다 비트 정확도로 데이터 복사

가 진행될 때 더 많은 버스 사이클을 요구한다.
1.3 프레임 전송 스케줄링

송 스 링 알고리즘에 의해 특정 임의 송 

정 여부가 처리 실행 시간을 결정하는데 송이 정된 

임일수록 실행 시간이 게 소요됨을 확인하 다.
2. CAN Tx 쓰레드

MSCAN Tx 버퍼 비움 인터럽트 요청에 의해 Tx 쓰 드

가 실행된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실행 시간은 송 

기열이 정되었을 때가 비워졌을 때보다 더 많이 요구된

다.

그림16. Rx 서술자 테이블의 사이즈별 최  ID탐색 시간.
Fig. 16. Maximum ID searching time for the size of Rx descriptor 

table.

표 5. 임 송 정 상태에 따른 실행 시간.
Table 5. Execution time for previewed frame transmit status.

송 상태 실행 시간 [bus cycles]
기 송 정된 임 12

송 미 정된 임 40

표 6. Tx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실행 시간.
Table 6. Execution time for Tx ISR.

송 상태 실행 시간 [bus cycles]
송 정된 기열 53
빈 송 기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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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연구 목표

1)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노드를 연결시켜 자동차의 

속과 고속의 버스가 상호 메시지 교환을 통해 실제 차량의 

엑 에이터를 구동하는 게이트웨이의 하드웨어  소 트

웨어를 설계하고 구 하 다.
2) CAN 네트워크 클래스별 속도 차이를 이용한 ID 우선 

순 를 부여한 게이트웨이 메시지 처리를 통해 구분된 버

스 간에 응  신호의 공유  해당 기능의 동작이 가능하

다.
3) 네트워크의 시간 역 분석 결과 제안된 게이트웨이 

로그램은 노드 제어기의 CPU 버스 사이클을 이고 트

래픽 리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4].
그러나 어느 정도 이상의 노드와 목 지의 수, 신호의 

길이, 메시지의 기 빈도의 증가에서는 게이트웨이의 송ㆍ
수신 지연을 발생시켜 시스템 성능에 악 향을 을 확인

하 다.
4) 본 연구는 기본 인 게이트웨이의 요건을 평가하기 

해 컴 일러를 통해서는 마이크로 로세서의 버스 사이

클을 측정하고 PC와 네트워크 분석기로는 메시지를 정의해 

차량 네트워크 환경의 시뮬 이션을 통해 근하 다. 체 

차량 네트워크의 엑 에이터 모듈 기능의 실제 인 구 과 

측정의 어려움을 해결하 다.
5) 본 연구의 게이트웨이가 실제 상용차에 활용되기 

해서는 여러 가지 기능개선 사항이 필요하다. 고속에서 

속 CAN 메시지로 변환시 CPU 오버로드를 감소시킬 방안

과 송 · 수신 쓰 드를 개선하기 한 메시지 변환 효율의 

향상, ID 탐색 시간 최 화, 임 스 쥴링 기법 등의 연

구를 진행할 것이다.
6) 데모 보드 상의 구 에서 버스의 길이와 엑 에이터 

선정과 같은 구성의 제약 사항을 개선하여 향후 차량 시스

템에 용된 IP 게이트웨이를 최종 으로는 체하여 실제 

모듈간의 다양한 클래스의 네트워크로 확장할 수 있도록 

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험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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