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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차량 및 공장 자동화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Controller Area Network 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Fault-Tolerant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된 Fault-Tolerant 프로토콜은 실시간 Fault-
Tolerant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Time-Triggered 프로토콜의 중복 메커니즘을 이용하며 event-triggered 
방식인 CAN 에 알맞게 변형하여 이용한다. 본 논문의 프로토콜은 Atmel 사의 AT89C51CC03 을 이용

하여 구현하여 가능성을 검증 하였다. 제시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엔진과 X-by-Wire, ABS 분야와 
같은 안정성-중시 시스템에 좀더 높은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오늘날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형
태의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차량 시스템 또한 고객

의 요구에 대응해 멀티미디어와 자동화를 추구하면서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차량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이 복잡해짐에 따라 배선 또한 복잡해져 
이를 위한 해결 방법으로 나온 것이 차량 내 네트워

크인 Controller Area Network(CAN)이다. 
CAN 은 사무실 내의 PC 들을 연결한 것과 같은 방

식으로, 하나의 CAN 버스에 여러 시스템 컴포넌트들

을 연결하여 차량의 배선 양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
다. 이러한 CAN 을 차량 내에 접목시키는 연구가 활
발해지면서 CAN 네트워크에서의 Fault-Tolerance 연구

가 대두되고 있다. 차량 시스템은 탑승자의 생명과 연
관되어 안전성이 중시되므로 엔진과 핸들, 바퀴들에 
의한 오류로 인한 시스템의 오 동작을 방지할 수 있
어야 한다. 

실시간 Fault-Tolerant 시스템을 위한 프로토콜로 
Time-Triggered Protocol(TTP)이 있다. 이는 중복 메커니

즘을 이용하여 오류에 대한 내구성을 높여서 안정성

을 보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TTP 의 중복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여 Event-triggered 시스템인 CAN 에서의 
Fault-Tolerant 를 구현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CAN 의 통신 방식, TTP 의 중복 메
커니즘을 설명한 뒤, TTP 의 중복 메커니즘을 CAN 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AT89C51CC03 을 이용하여 제시한 프로토콜을 
구현하여 동작을 확인하였다. 

 
2. 관련연구 

2-1. Controller Area Network (CAN) 

Controller Area Network (CAN)은 분산 시스템에서의 
빠르고 효율적인 데이터 전달을 위해 제안된 시리얼 
통신 프로토콜로 초기에 차량 내 네트워크를 위해 개
발되었으며, 현재는 공장 자동화와 의료 장비에 널리 
쓰이고 있다. 

CAN 네트워크는 (그림 1)과 같이 하나의 버스와 버
스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노드들로 이루어져 있으

며, 멀티 마스터 방식을 지원하고 있어 각 노드간의 
통신이 가능하다. 

CAN 의 버스 통신 방식은 CSMA/CR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with Collision Resolution)을 사용한다. 이
는 ID 비트를 이용한 비트-대-비트 중재를 통해  메시

지간의 충돌을 방지한다. 또한, CAN 은 CRC(Cyclic 
Redundancy Check), 비트 스터핑과 에러 응답 메커니



제24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2권 제2호 (2005. 11) 

1360 

즘을 통해 에러처리를 제공한다. 

 
(그림 1) CAN 기반의 분산 시스템 

2-2.Time-Triggered Protocol (TTP) 
TTP 는 Time-Triggered 구조를 위한 통신 프로토콜

로 실시간 fault-tolerant 시스템이 요구하는 다음과 같
은 사항들을 만족한다. 

- 예측 가능한 메시지 전송 
- 클럭 동기화 
- Fault tolerance 
- 멤버십 서비스 
- 중복 메커니즘 
 

TTP 의 fault tolerance 는 (그림 2)와 같이 노드와 버
스를 중복해서 둠으로써 구현된다.  노드를 중복해 둠
으로써 한 노드가 오류 상태가 되도 다른 노드가 대
신하여 컴포넌트 오류를 보완하고, 버스를 중복함으로

써 통신상의 오류를 보완한다. 이때, 동일한 동작을 
하는 중복된 노드들의 집합을 FTU(Fault Tolerance Unit) 
라 부른다.  

FTU 의 사용에서 중시되는 것은 중복된 노드 사이

의 동작이다. 이는 노드가 추가되었을 때와 오류가 발
생하였을 때 각 노드의 동작을 의미한다. TTP 는 
Time-Triggered 구조를 기반으로 하므로 시스템 전체

의 동작에 대한 정보(a priori)를 각 노드가 예측할 수 
있다. 즉, 현 시점에서 어떠한 노드가 어떠한 동작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예측되는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작을 안 한 노드에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발견하고 
다른 노드가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그림 2) Fault Tolerance Unit 

또한, 노드가 추가되었을 때는 중복 메커니즘을 따
라 (그림 3)과 같은 상태를 보여준다.  
각 노드는 시작 시 tlisten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i-frame
을 받게 되면 active 상태로 들어간다. i-frame 은 각 노

드가 동기화를 맞출 수 있게 주기적으로 보내지는 메
시지이다. tlisten시간 동안 i-frame 을 받지 못할 경우 노
드는 cold start 상태가 되어 cs-frame 을 보내게된다. cs-
frame 을 받은 노드들은 이를 보고 시간을 다시 맞추

어 노드간의 동기화가 이루어진다. 이때, tcs 시간은 노
드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start-up 시의 충돌을 방지한

다.  
 

 
(그림 3) TTP 에서의 중복 메커니즘 

3. Fault-Tolerant CAN 프로토콜 

3-1. 프로토콜을 위한 가정 

FTU 유닛을 이용한 Fault-Tolerance 구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복된 노드들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동작을 한다는 것이다. 본 프로토콜에서는 [4], [11]와 
같은 연구에 의해 클럭 동기화를 구현하여 일정한 시
간마다 메시지에 의해 각 노드가 동기화를 맞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한 노드에서 보낸 메시지를 같은 FTU 내의 
모든 노드가 동시에 받고, 순서에 맞게 받음을 보장하

기 위해 Consensus protocol[3]을 가짐을 가정한다. 
 

3-2. 시스템 구조 

Fault-Tolerant CAN 의 기본적인 구성은 TTP 에서와 
같은 FTU 유닛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중복 노드가 
다같이 동작하는 TTP 와 달리 동작(active)하는 노드는 
하나, 나머지 노드는 그림자(shadow) 노드로 모니터링

을 하게 한다. CAN 의 경우 Event-Triggered 구조를 기
반으로 하므로, a priori 정보가 없어서 여러 노드를 동
작상태로 둘 경우, 각 노드간의 중복 메세지를 판단하

는 메커니즘이 별도로 필요하게 된다. 또한, Fault-
Tolerant CAN 에서는 최대 3 개(동작노드 2 개, 그림자

노드 1 개)의 노드를 사용하는 TTP 보다 유동적으로 
노드 수에 제한을 두지 않게 프로토콜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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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Fault-Tolerant CAN 에서의 FTU 

3-3. 상세 프로토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CAN 은 event-triggered 구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a priori 정보로 오류 발견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Fault-Tolerant CAN 의 그림자

(shadow) 노드는 버스를 통해 동작(active) 노드의 동작

을 모니터링 하게 된다. CAN 은 event-triggered 방식이

므로, 이벤트에 따른 동작을 하게 된다. 그림자 노드

는 이벤트와 그에 해당하는 동작을 모니터링 하여 이
벤트에 따른 동작이 일정 시간(오류 감지 시간) 동안 
없으면 오류라고 간주하고 그림자 노드가 동작 상태

가 된다. 

 
(그림 5) (a)정상, (b)오류 발생 시의 노드 동작  

중복 메커니즘은 노드의 시작과 재진입 시 동작 노
드와 그림자 노드의 구분에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프로토콜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그림

자 노드를 둘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오류 시 
동작상태가 될 그림자 노드를 선별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프로토콜에서는 그림자 
노드간의 순위를 정해서 순위에 따라 동작상태가 될 
수 있게 하였다. 순위는 시리얼 번호를 부여하여 시작 
시에 결정된다. 각 노드는 시작 시에 초기화를 한 후 
클럭 동기화 주기에 시리얼 번호를 더한 시간만큼 기
다리게 된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동기화 메시지가 도
착하지 않으면 FTU 내에 다른 노드가 없음을 알고 스
스로 동작 상태가 된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 동기

화 메시지가 도착하면, 그림자 상태로 빠지게 된다 .
이때, 그림자 노드 중의 순위는 도착하는 동기화 메시

지의 정보로 판단된다. 

 
(그림 6) Fault-Tolerant CAN 에서의 중복 메커니즘, 

(a) 동작 노드, (b) 그림자 노드 1, (c)그림자 노드 2 

(그림 6)에서 나타나듯이 동기화 메시지에는 각 노
드의 순위가 포함되어 보내진다. 이로써, 이 동기화 
메시지를 받은 노드는 자신이 어떠한 순위를 갖는지 
알게 된다. 

재진입 시 또한 동기화 메시지를 이용하여 재진입

한 노드의 동기를 맞추고, 동기화 메시지의 정보를 이
용하여 자신의 순위를 정하게 된다. 
 
4. 프로토콜 구현 

제안한 프로토콜의 구현은 CAN 컨트롤러가 내장된 
AT89C51CC03 칩을 이용하여 CAN 노드를 만들어서 
테스트하였다.  

실험에는 CAN 노드 4 개를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7) 실험 환경 

어플리케이션은 자동차에서의 X-by-wire 를 가정하

여, FTU 1 은 센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FTU 2 는 데이터

를 받아 처리하는 동작을 한다. 각 FTU 내의 노드들

은 동일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동작 상태일 때와 그
림자 상태일 때의 동작이 프로그램에 정의되어있다. 

제안한 프로토콜의 구현을 위해, 각 노드를 네트워

크에서 분리하였을 때의 결과를 실험해보았다. 
 

<표 1> 시작 시의 각 노드의 상태 

 시리얼 번호 시작 시 상태 
노드 1 1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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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2 2 그림자 
노드 3 1 동작 
노드 4 2 그림자 

 
<표 2> 노드 1 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시작 시 상태 오류 발생 후 
노드 1 동작 오류 
노드 2 그림자 동작 
노드 3 동작 동작 
노드 4 그림자 그림자 

 
<표 3> 노드 2 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시작 시 상태 오류 발생 후 
노드 1 동작 동작 
노드 2 그림자 오류 
노드 3 동작 동작 
노드 4 그림자 그림자 

<표 4> 노드 3 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시작 시 상태 오류 발생 후 
노드 1 동작 동작 
노드 2 그림자 그림자 
노드 3 동작 오류 
노드 4 그림자 동작 

 
<표 5> 노드 4 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시작 시 상태 오류 발생 후 
노드 1 동작 동작 
노드 2 그림자 그림자 
노드 3 동작 동작 
노드 4 그림자 오류 

 
실험 결과를 통해, 각 노드가 시리얼 번호에 따라 

동작 상태와 그림자 상태가 정해지고, 동작 노드가 오
류시 그림자 노드가 동작상태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차량 네트워크에 널리 쓰이고 있는 
Controller Area Network(CAN)에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
해 Fault Tolerance 를 구현하였다. CAN 에 Fault 
Tolerance 를 구현하기 위해 Time-Triggered Protocol 
(TTP)에 구현된 FTU 유닛과 중복 메커니즘을 Event-
triggered 방식인 CAN 에 알맞게 변경하여 적용시켰다. 
Fault Tolerant CAN 은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수행이 되
며, 동작(active) 노드에 그림자(shadow) 노드(동작 노
드와 동일한 프로세스를 갖는 다른 노드)들을 두어 
동작중인 노드가 오류가 나도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

갈 수 있도록 구현되어있다. 실험은 4 개의 CAN 노드

로 이루어졌으며, 시작 시 각 노드가 알맞은 상태(동
작상태나 그림자상태)를 갖고, 동작 노드가 오류 날 
경우 그림자 노드가 동작상태가 됨을 확인하였다. 

현재 제안한 프로토콜은 CAN 노드의 오류만을 보
장할 수 있기 때문에, CAN 버스를 복제하여 쓰는 경
우 또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의 실험에

서는 한 FTU 안에 2 개의 노드만을 갖는 환경으로 실

험을 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그림자 노드들로 구성되

었을 때의 결과를 추가적으로 실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프로토콜에서는 event-triggered 방식에서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 오류 감지 시간 동안 모니터링

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지연을 처리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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