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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자동차는 기계, 전자, 통신과 제어공학의 발

전으로 인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 환경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인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단순한 운
송 수단에서 운송, 정보, 업무 및 휴식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능형 자동차(intelligent vehicle) 기술 개발에 대한 관
심을 가지고 있다.1-3 특히, 차량의 지능화를 목적으로, 기존

의 기계적인 장치들과 유압 장치들이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예로, 파워 스티어링(Electronic Power 
Steering, EPS)이나 능동 서스펜션 시스템(Active Suspension 
system, ASS) 등은 전자 제어 유닛(Electronic Control Unit, 
ECU)에 의하여 기존의 기계시스템과 전기 전자 시스템이 
통합된 지능형 자동차의 대표적인 시스템들이다.  

여기서, 기구학적 구조의 자동차 부품을 기계, 전자 및 
통신 기술로 대체한 x-by-wire 시스템과 같은 지능형 자동

차는 높은 수준의 결함 허용(fault tolerant)기술의 적용이 요
구된다. 왜냐하면, 기구적인 구조의 자동차 부품은 주어진 
기능의 저하와 같은 현상을 통하여 고장(failure)을 운전자

에게 사전에 경고하지만, 전자 시스템에 기반을 둔 x-by-
wire 시스템과 같은 지능형 자동차 기술은 특별한 현상 없
이 불시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4-6 

결함 허용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인 중복 구조

(redundancy)는 기존의 시스템과 비교하여 높은 신뢰성

(reliability)을 갖지만, 비용 문제와 구현의 복잡성 때문에 
우주 항공 산업과 방위 산업과 같은 safety-critical 시스템에 
한정되어 적용되었다. 최근에, 컴퓨터 산업의 발전과 함께 
컴퓨터 공학(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분야에서 결함 
허용에 관련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능형 
자동차에서 x-by-wire 시스템의 결함 허용을 위한 연구는 
기존의 컴퓨터 공학에서 연구된 하드웨어 중복 구조를 개
념적으로 도입하는 단계에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시
뮬에션 기법과 디지털 값의 결함과 같은 한정된 범위에서 
검증되었기 대문에 x-by-wire 시스템의 결함 허용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4 

본 논문에서는 x-by-system 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두 개의 채널을 사용하는 redundant FlexRay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해 제안한다. FlexRay 프로토콜은 고
속 동기통신 방식을 사용하여 동력전달 및 차체 시스템을 
비롯한 고 대역폭 제어 어플리케이션의 구현이 용이해 차
세대 차량용 네트워크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FlexRay 는 
하나의 자체적으로 2 개의 채널을 하나의 communication 
controller 를 통해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redundant FlexRay 를 구현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은 서론을 포함하여 4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장에서는 redundant FlexRay 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한 
FlexRay 프로토콜의 특징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3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redundant FlexRay 네트워크에 대해 기
술하였다. 마지막으로 4 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에 대해 기술하였다. 
 

2. FlexRay 프로토콜의 개요 
 

FlexRay 프로토콜은 BMW, 다임러크라이슬러, 필립스, 
모토로라를 주축으로 하는 FlexRay 컨소시엄에 의해 2000
년 이후 개발된 프로토콜이다. 프로토콜의 개발에 있어서, 
FlexRay 는 처음부터 차량 내부의 고속 제어 용도에 적합하

며 안전성, 신뢰성, 편의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
진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FlexRay 는 고 대역폭, 내결함성, 
정시성을 필수로 하는 전자식 브레이크(brake-by-wire)나 전
자식 조향장치(steer-by-wire) 등으로 대표되는 전자화(by-
wire) 제어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FlexRay 컨소시엄에 의해 첨단 파워트레인, 샤시 시스

템을 시작으로 하여 신뢰성이 요구되는 차량 내 통신 시스

템의 범세계적인 표준 프로토콜로 추진되고 있다. 
FlexRay 는 통신 채널(communication channel)당 최대 

10Mbps 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하며 두 통신 채널이 
개별적으로 작동하므로 총 20Mbps 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가능하게 한다. Time-triggered 프로토콜 방식인 FlexRay 는 
하나의 통신 사이클 내에서 동기식과 비동기식 프레임 전
송이 가능하다. 동기식 전송에서는 프레임 대기 시간과 지
터를 보장해 주고, 비동기식 전송에서는 우선 순위에 의한 
프레임 전송이 가능하다. 또한, 고장 허용을 위해 2 개의 
채널 사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Fig.1 은 FlexRay 프로토콜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FlexRay 의 인터페이스를 블록도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FlexRay 노드는 Host, FlexRay 
CC(communciation controller), bus driver 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FlexRay CC 는 FlexRay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트랜시버와 연결된 bus driver 를 통해 데이터를 수신하고, 
데이터 및 CC 의 상태정보를 Host 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다. 통신제어기는 코딩/디코딩 프로세서, 미디어 접근 제어 
프로세서, 프레임과 심볼 처리 프로세서, 클럭 동기 프로세

서로 구성된 4 개의 코어 및 CHI, POC(Protocol Operation 
Control)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POC 는 CHI 를 통해 전달되는 Host 의 명령을 처리하는 
역할과 함께 각 코어의 모든 변화를 포함한 현재 CC 의 상
태를 호스트에게 전송해주는 역할을 한다. POC 에서 확인할 
수 있는 CC 의 상태정보는 normal active, normal passive, halt 
3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normal active 상태는 네트워크 상
의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정상적인 네트워크 상태를 의미

하며, normal passive 상태는 일시적으로 network cluster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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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lock diagram of FlexRay logical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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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synchronization, data collision 등으로 인해 데이터를 전송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 상태에서는 normal active 
상태로 천이하기 위하여 데이터 재전송을 시도하게 된다. 
만약 데이터의 재전송에도 불구하고 normal passive 상태에

서 normal active 상태로 천이하지 못하게 되면 CC 내부적

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하고 POC state 를 halt 
상태로 천이하여 Host 에게 전송하게 된다.  

 
3. Redundant FlexRay 네트워크의 설계 

 
일반적으로 두 개의 채널을 사용하는 네트워크에서 

fault 가 발생하였을 경우, 채널을 전환하는 방식을 사용하

는 중복구조 에서는 설계방식에 따라 hot-standby 방식과 
cold-standby 방식으로 구분된다.  

우선 cold-standby 방식은 두 개의 채널 중 하나의 채널

을 네트워크 전송에 사용하고, 나머지 한 채널은 sleep 상태

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만약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전송하

고 있는 하나의 채널에 fault 가 발생하였을 경우, sleep 상태

를 유지하고 있던 다른 채널을 active 상태로 전환하여 채널

을 전환하는 방식이다. Cold-standby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CPU 의 부하와 소모전력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fault 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른 채널로 전환 하는 시간 동
안 데이터의 지연이 발생 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hot-standby 방식은 두 개의 채널을 모두 active
상태로 유지하여, 하나의 채널에서 fault 가 발생하면 즉시 
다른 채널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Hot-standby 방식

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채널 전환 과정이 필요 없기 때
문에 fault 의 발생 시 데이터의 지연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속적으로 두 개의 채널을 active 상태로 유
지하는데에 따른 CPU 부하와 소모전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는 단점도 함께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송지연에 영향

을 크게 받는 time-critical 시스템인 x-by-wire 에서의 데이터

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hot-standby 방식을 사
용하여 redundant FlexRay 네트워크를 설계하였다.  

Fig. 2 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hot-standby 방식을 적용한 
redundant FlexRay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조를 도식적으로 나
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나타낸 FlexRay 노드는 일반적인 
FlexRay 네트워크의 구조와 동일하지만, POC 상태를 감시하

여 fault 상태를 감지하는 fault detection 부분과 fault 가 발생

한 채널에서 다른 채널로 전화해주는 reconfiguration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  

Fault detection 부분에서는 FlexRay specification 에서 정의

하고 있는 POC state 별 에러 상태를 확인하여 application 에

게 네트워크의 fault 를 알려준다. Host 에서는 확인할 수 있
는 네트워크의 fault 가 발생하면 먼저 CC 는 자신의 상태를 
normal active 상태에서 normal passive 상태로 전환하고 데이

터의 전송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만약 현재의 fault
가 일시적인 것이라면, 데이터 전송의 반복을 통해 데이터 
송수신에 성공하고 다시 normal active 상태로 천이한다. 반
면에 반복적인 데이터의 전송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의 
fault 가 계속된다면 CC 는 자신의 상태를 halt state 로 천이

하고 이 상태를 Host 에 전송하여 채널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CC 가 halt state 상태가 되면 임의적으로 POC state 를 
dafault configuration 상태로 변화 시켜 소프트웨어 적으로 
초기화를 실시하고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이와 함께 하나의 채널이 정상화될 
때까지 다른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게 함으로 
데이터의 전송지연 및 전송방해를 최소화 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차량용 네트워크 프로토콜인 

FlexRay 의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으로 FlexRay 
communication controller 내부의 POC 상태를 이용한 
redundant FlexRay 네트워크의 설계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
러한 방법을 통해 FlexRay 노드에서 일시적인 소프트웨어의 
오류와 데이터 전송의 에러 발생시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채널을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송수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FlexRay 프로토콜을 x-by-wire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의 
설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중복구조를 가지는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보다 더 실용적인 연구결과를 도출

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하드웨어 적으

로 구현하고 전송지연 및 처리율에 대한 추가적인 성능평

가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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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ystem architecture of redundant FlexRa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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