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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 엔진 및 자동차 기술 연구원(Institute for Combustion Engines and Automotive Technol

ogy) 자동차 메카트로닉스 부문의 엔지니어링 학생들은 연구실 인턴십을 통해 최신의 차량 메카트로
 
닉스에 대한 지식을 심도 있게 쌓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인턴십 활동에는 CAN(계측 제어기 통신망)의 
 
필드버스와 성능이 개선된 FlexRay 차량버스를 비교하는 작업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타스는 FlexRay 테스트(그림에 표시

)를 위해 전자식 조향장치 테스트 벤치

를 만들었다. 이를 위해 ES520 및 ES9

10/ES920 하드웨어 모듈과 ASCET 및

INTECRIO 소프트웨어 툴을 제공하였

다.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반사현상 때

문에 CAN 커뮤니케이션이 방해를 받아 

조향기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험에서는 이타스 ES520 F

lexRay 및 CAN 모듈을 추가로 네트워

크에 통합하여 Multibus-Analyser와 

함께 버스 신호를 분석한다. 그 결과 식

별자 (CAN-ID), 데이터 길이, 페이로드

데이터, 전송 시차 등 자세한 개별 메시

지를 판독할 뿐만 아니라 CAN 버스에

만 특별한 영향을 가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ES520 모듈이 전송 노드로 

구성된다. 

우선순위 메시지인        및        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면 버스 로드가 급격

히 늘어나고 신호 전송이 크게 지연될 

수 있다.

INTECRIO 프로토타이핑 환경을 사용

하면 온라인 작동 중에도 ES910/ES92

0 모듈을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고 전자

식 조향장치의 장점을 시현할 수 있다. 

즉, ASCET-MD를 통해 조향비율을 변

조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소프트웨어를 

통해 원하는 대로 쉽게 영향을 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속비율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를 통해 전자식 

조향장치가 어떻게 후륜조향을 수행하

는지 명확히 시현할 수 있다. 

측의 조향축 레버를 사용하여 

ES910/ES920 모듈이 CAN 및 FlexRa

y 메시지를 추가로 처리하게 할 것인지

를 선택할 수 있다. 

이타스 ES520 FlexRay 및 CAN 모듈

은 추가적인 노드로 버스에 통합되어 

버스에서 측정작업을 실시하거나 IXXA

T Multibus-Analyser 소프트웨어를 통

해 버스에 추가 메시지를 전송한다. 

ES910/ES920 모듈은 윈도우 PC에서 

ASCET 및 INTECRIO 툴을 통해 프로

그래밍된다. 이제 해당 정보는 CAN을

통해            모듈로부터 CC2 컨트롤

러로 전송되고 차량 모델에 통합된다. 

이 때 차량은 경고음을 알리는 피에조

(piezo) 부저를 활성화시킨다. 또한 펄

스 폭 변조(PWM) 신호는 황색 LED를 

활성화시켜 조향을 위한 방향 표시 및 

서보모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만든다.

특수 설계된 브레이크아웃 박스를 통해 

양쪽 커뮤니케이션 버스의 신호에 전자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이 박스를 통해 오실로스코프

로 전압차를 파악하거나 단락회로 및 

이번 실험은                              기능

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시스템상의 

제약으로 인해 센서와 제어신호는 Flex

Ray를 통해 단독으로 통신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핸들 레버가 보낸 트리거 

신호는 우선 Conrad Electronic의 C-C

ontrol II (CC2) 마이크로컨트롤러를 통

해 CAN 메시지로 변환되었다. CAN 메

시지를        하기 위한 옵션은 Takata 

Petri 조향각 센서(LWS)에 이미 통합되

어 있다. 양 센서에서 보낸 CAN 메시지

는 이타스의            ES910/ES920 프

로토타이핑 및 인터페이스 모듈을 통해 

FlexRay 메시지로 전환된다. 

또 다른 ES910/ES920 모듈인           

모듈은 CAN과 FlexRay 간의 네트워크

를 형성한다. 테스트 벤치 담당자는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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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모듈 접속과 정확한 종단용 

저항기 선택은 실험 초기부터 충족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이다. FlexRay 커뮤

니케이션은 종단용 저항기 없이도 수행

과도 접속저항으로 인한 방해를 시뮬레

이션할 수 있다.

내연기관 엔진 및 자동차 기술 연구

원의 Steer-by-Wire 테스트 벤치는 

슈투트가르트 대학생에게 CAN 및 

FlexRay 버스 시스템을 직접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학생들은 자동차 산업의 엔지니어링

에 널리 쓰이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

으로 나타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에러 

메시지를 전송하는 노드를 운영하는 작

업이 추진되고 있다. 레지듀얼 버스 시

뮬레이션에 노드를 추가함으로써 발생

하는 버스 하중 증가는 연구실 인턴십

에서 향후 밝혀야 할 애플리케이션 시

나리오이다.

에러 감지 및 안전장치(FailSafe) 가동

이 자동차 산업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

서, 버스 시스템의 에러 반응을 시각적

본 기사의 원문은 이타스 홈페이지(http://www.etas.com/data/RealTimes_2014/rt_2014_1_28_en.pdf)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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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를 처음으로 경험해볼 수 있었다. 

학기 당 약 50여 명의 학생들이 Fle

xRay 연구실 인턴십에 참가하며, F

lexRay 실험은 “차량 임베디드 제

어기 및 데이터 네트워크”라는 강

의와 연계되어 있다. 동 강의는 슈투

트가르트 대학 “자동차 및 엔진 기

술” 석사 과정 중 H. C. Reuss 박사

가 이끄는 자동차 메카트로닉스 전공

에 속해있다. 

테스트 벤치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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