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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CAN-FlexRay Gateway with network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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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 of FlexRay-CAN gateway

1. 서론

차량에서 안전과 편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

서 각종 안전/편의 시스템들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

한 안전/편의 시스템의 발전은 차량내 전자장치들

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러한 전자장치들은 통신을 

이용하여 서로 데이터를 교환하며, 더욱 향상된 

통합 안전편의 시스템으로 발전해 왔다.1)

차량에서의 데이터 교환양이 증가함에 따라 차

량용 네트워크는 기존의 CAN 통신에서,  FlexRay 
와 MOST, 차량용 Ethernet등 더 넓은 대역폭을 가지

고 실시간 제어에 적합한 네트워크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FlexRay는 2000년 BMW, Daimler-Chrysler, 

Motorola, Philips를 주축으로 개발된 차량용용 프

로토콜로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을 채택하여, 기존은 CAN 프로토콜에 비해 

넓은 대역폭을 가지고 있으며, 확정적인 전송지연

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실차량에서 모든 전자장치들에 FlexRay 

프로토콜이 적용되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

요된다. 따라서 이존은 CAN 프로토콜과 FlexRay 
프로토콜이 동시에 사용하기 위한 FlexRay-CAN 
게이트웨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었다.2)

이기종 네트워크의 데이터 전달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CAN 프로토콜의 Event-trig-
gered 특성과 FlexRay 프로토콜의 Time-triggered  
특성을 고려하여, Time-triggered 프로토콜에서의 

통신 기본주기(Base Cycle)을 결정하고 스케줄링

을 하여야 한다.3)

Event-triggered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CAN 메시

지를 Time-triggered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FlexRay
의 메시지로 맵핑하기 위해서는 CANdb에서 정의

된 메시지의 주기를 고려하여 FlexRay 에서의 기본

주기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CANdb에서의 최소 메시지 발생 주기 

등을 고려하여 제안되는 기존의 통신 기본주기는 

FlexRay 슬롯 할당의 사용 효율을 고려하였을 경우 

가장 적합한 방법이나, 최악 전송지연(worst case 
communication delay)을 고려하게 되면, 분산형 실

시간 제어시스템에서 적합한 방법이라 하기 어렵

다.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FlexRay 네트워크 스케줄

링을 할 때, 통신 기본주기를 짧게 함으로 최악 

전송지연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FlexRay-CAN 게이트웨이 구조

Fig.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평가하기 

위한 FlexRay-CAN 게이트웨이를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평가에는 CAN 메시지를 발생하기 위하여 

5개의 AT90CAN128을 사용하였으며, 게이트웨이

를 구현하기 위하여 Freescale사의 MC9S12XF512
를 사용하였다. 

Fig. 2는 구축한 실험 모델의 실제 모습을 나타내

고 있다. CAN 프로토콜의 전송 속도는 1Mbps로 

설정하고 FlexRay 프로토콜의 전송속도는 10Mbps
로 설정하였다. CAN 메시지는 각 모듈에서 5ms 
주기로 임의의 데이터를 발생하도록 설정하고, 이
는 기본주기 1ms로 동작하는 FlexRay에서 전송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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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mplementation detail of testbed 

Fig. 3 Result of FlexRay-CAN gateway

도록 하였다. 

3. FlexRay-CAN 게이트웨이 실험결과

Fig. 3은 FlexRay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Gateway 모듈이 전송하는 FlexRay 메시지를 

확인한 결과이다. 각 메시지의 통신 기본주기는 

1ms로 통신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5ms 
주기를 가지는 CAN 데이터를 1ms 주기로 FlexRay 
메시지를 전송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그림에서 

2, 4, 6번 슬롯과 같이 데이터가 없이 전송되는 

메시지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 CAN 메시지가 발생하여 FlexRay 메시지

로 변화되는 되는 전송지연은 최대 2ms 이내에서 

측정되었다. 이는 통신 기본주기 1ms와 게이트웨

이 처리시간이 포함된 시간이다.

4. 결론

본 논문은 FlexRay-CAN 게이트웨이를 구현하

고, CAN 메시지가 발생하였을 때 게이트웨이를 

통해 FlexRay 메시지가 전송되는 시간을 확인함으

로, Time-triggered 프로토콜과 Event-triggered 프로

토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최악 전송지연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FlexRay프로토콜과 같은 Time-triggered 기반의 

통신의 경우 통신 기본주기 이상의 최악 전송 지연

이 발생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하드 리얼타

임이 보장되어야 하는 분산제어시스템에서는 

Time-triggered 프로토콜의 기본 주기를 최소로 설

정하여야 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FlexRay 프로토콜에서 

기본 주기를 변경함으로 전송지연을 줄일 수 있음

을 확인하였을 뿐, 분산제어시스템에서 전송지연

을 보장함으로 실제 제어 성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네트워크 

사용효율을 고려하면 통신 기본주기를 무조건 짧

게 잡을 수 없으므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통신 기본주기를 결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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