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i 

공학석사 학위논문 

 

차량용 플랫폼을 위한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 
 

 

CAN Virtualization Framework for Automotive 

Platform 

 

 

 

 

 

 

 

 
2018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정보공학부 

문 용 식 



 

 ii 

차량용 플랫폼을 위한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 
 

 

 

CAN Virtualization Framework for Automotive 

Platform 
 

 

지도 교수  홍 성 수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 년 11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정보공학부 

문 용 식 

 

 

문용식의 공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 년 12 월 

 

 

 

위 원 장        김 태 환          (인) 

부위원장        홍 성 수          (인) 

위    원        심 규 석          (인) 



 

 iii 

초    록 

 
최근 하드웨어의 성능이 발전함에 따라 증가한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자동차 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차량 내부의 여러 시스템들을 가상화하여 

하나의 프로세서 위에 통합/탑재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부품 가격을 절감하고 시스템 설계의 

복잡도를 낮추려 한다. 차량용 시스템을 가상화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시스템의 가상화와 달리 차량 시스템에 특화된 각종 시스템 자원들을 

가상화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CAN(Control Area Network)이 있다. 

CAN은 현존 차량용 시스템들이 서로 통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신 

버스로, 하이퍼바이저는 가상화된 차량용 시스템 간의 통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러한 CAN의 가상화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몇몇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기존의 CAN 가상화 

기술은 크게 하드웨어적 접근과 소프트웨어적 접근으로 나뉠 수 있다. 

하드웨어적 접근은 가상화 된 차량용 시스템 수만큼 실제 CAN 

컨트롤러를 다수 설치하는 방법이다. 이 접근은 각각의 차량용 

시스템들에게 CAN 컨트롤러를 독점 제공하여 각 시스템은 CAN 

컨트롤러가 지원하는 최고 성능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접근을 통해 각 

차량용 시스템이 요구하는 성능적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으나, 

차량용 시스템 가상화의 본 목적과 다르게 차량 부품의 단가 상승과 

함께 시스템 설계 복잡도의 상승을 초래한다. 이에 반해 소프트웨어적 

접근은 하이퍼바이저가 단일 CAN 컨트롤러를 여러 개의 가상 CAN 

컨트롤러로 추상화 하여, 가상화된 각각의 차량용 시스템들에게 가상 

CAN 컨트롤러를 제공하는 접근이다. 하지만 기존 소프트웨어적 접근은 

CAN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가상화만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실시간 시스템과 비실시간 시스템으로 구성된 가상화 된 차량용 시스템 

환경을 지원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단일 CAN 

컨트롤러를 가상화된 차량용 시스템들이 공유할 때, 하이퍼바이저는 

실시간 차량용 시스템에게 버스 대역폭을 항상 선점할 수 있도록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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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비실시간 차량용 시스템들에게는 공정성에 기반하여 버스 

대역폭을 할당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소프트웨어적 접근은 시스템 

특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차량용 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시스템 간의 버스 대역폭 간섭 문제를 일으켜 실시간성의 보장이 

불가능한 문제와 함께 일부 시스템의 버스 대역폭 기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VirtIO에 기반한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제안된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는 

소프트웨어적 기법에 기반하되 비실시간 시스템과 실시간 시스템의 

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 되었다. 본 프레임워크는 각 시스템들이 

CAN 메시지를 보낼 때, 실시간 시스템의 CAN 메시지 전송경로인 fast 

path와 비실시간 시스템의 CAN 메시지 전송 경로인 slow path를 

제공한다. 실시간 시스템은 fast path를 통하여 비가상화 환경 수준으로 

CAN을 사용할 수 있으며, 비실시간 시스템은 slow path를 통하여 

공정한 버스 대역폭을 할당 받아 기아 현상 없는 CAN 메시지 전송을 

수행 할 수 있다. 

 

본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는 fast path와 slow path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 계층으로 이루어진 계층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계층은 첫 번째 계층인 front-end 드라이버, 두 번째 계층인 back-

end driver, 그리고 마지막 계층인 가상버스이다. 첫 번째 계층인 

front-end 드라이버는 가상머신 내부의 OS 커널에 존재하여, 가상머신 

내부의 응용과 하이퍼바이저를 연결한다. Front-end 드라이버는 

내부적으로 가상머신-하이퍼바이저 모드 스위칭에 의한 성능적 

오버헤드를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큐잉 기법을 내재하고 있다. 본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는 fast path와 slow path에 따라 각기 다른 큐잉 

활용 정책을 제공한다. Fast path에게 성능적 오버헤드가 있지만 짧은 

지연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큐잉 정책을 제공한다. Slow path에게는 

CAN 메시지의 타입에 따라 짧은 지연시간을 갖게 하거나 또는 성능적 

오버헤드의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제공한다. 두 번째 계층인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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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드라이버는 디바이스 에뮬레이터 내부에 존재하여, front-end 

드라이버와 세 번째 계층인 가상버스를 연결한다. Back-end 드라이버는 

계층 간 CAN 메시지의 전달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기법이 

사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가상버스는 하이퍼바이저 내부에 존재하여 

back-end 드라이버와 실제 CAN 컨트롤러를 담당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연결한다. 가상버스는 차량용 내부 시스템 간 CAN 통신, 

CAN ID에 기반한 수신 메시지 필터링 등의 전반적인 CAN 버스의 

기능을 모사하고 CAN 버스 대역폭을 제어하고 관리한다. 가상버스는 

fast path를 통해 실시간 시스템이 버스 대역폭을 항상 선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slow path를 통해 비실시간 시스템이 공정성에 

기반하여 대역폭을 할당 받아 CAN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현과 함께 실험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Raspberry Pi 3B 

보드 위에서 리눅스 커널 기반 하이퍼바이저인 KVM(Kernel-based 

Virtual Machine)위에 본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를 구현하고 front-

end 드라이버와 가상버스에 설계된 기능을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실시간 시스템에게 비가상화 환경 수준의 저지연 

CAN 전송 환경과 비실시간 시스템에게 기아 없는 공정한 버스 

대역폭을 제공하여, 실시간 시스템과 비실시간 시스템이 혼재된 차량용 

가상화 환경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와 내부에 설계된 세부 

기법들이 가상화된 차량용 시스템에게 CAN 통신 기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써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준다. 

 

 

 

 

주요어 : I/O 가상화, CAN, 분리 디바이스 드라이버, VirtIO, 

하이퍼바이저,  

학   번 : 2016-2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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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최근 하드웨어 성능이 발전함에 따라 증가된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가상화 기술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1]. 가상화 기술은 단일 하드웨어를 

여러 개의 하드웨어로 추상화 하여, 추상화된 가상자원들을 여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 방법은 고성능 컴퓨팅이 주로 

사용되는 클라우드 및 서버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상화 

기술은 그 적용 분야가 점점 확장되어 차량용 프로세서에도 적용되려 

하고 있다[2]. 차량용 시스템을 가상화 하기 위한 하이퍼바이저는 

단순히 시스템 자원의 가상화뿐만이 아니라, 기능 안전과 관련된 

실시간성이 요구된다. 

 

새로운 요구사항인 실시간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연구진들은 

각종 시스템 자원의 가상화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가상화 대상이 되는 대표적 시스템 자원으로 CPU, 메모리, 그리고 

I/O가 있다. CPU의 경우 전통적으로 연구된 실시간 스케줄러가 가상 

하이퍼바이저의 CPU 관리 기법에 사용되고 있다[3]. 메모리의 경우 

하드웨어 접근방법인 가상주소-머신주소 변환 기법을 통해 

하이퍼바이저에게 가상화된 메모리의 저지연 변환을 제공한다[4][5]. 

하지만 I/O의 경우 다양한 I/O 디바이스 특성 때문에 그 특성들을 각각 

고려한 실시간성을 보장할 수 있는 I/O 가상화 기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I/O 가상화 기법은 크게 전가상화(Full-virtualization)과 

반가상화(Para-virtualization)방법으로 나뉜다[6]. 전가상화 방법은 

하드웨어를 가상화 하여 가상화된 시스템이 가상 하드웨어를 실제 

하드웨어처럼 사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즉, 가상화 된 시스템에게 

실제 하드웨어처럼 동작하는 가상 하드웨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수정이 필요 없다. 시스템에 대한 수정이 필요 없어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 방식에 따라 

성능적 오버헤드가 크거나 가상화 기능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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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현존하는 하이퍼바이저의 대부분은 반가상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반가상화 방식은 가상화 된 시스템이 자신이 가상화 

되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I/O 요청을 하이퍼바이저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시스템을 약간 수정해야 하므로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할 수 있으나, 가상화 특성에 기반한 

시스템 최적화가 가능하여 성능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 

 

반가상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분리 디바이스 드라이버 모델을 

사용한다[7]. 분리 디바이스 드라이버 모델은 front-end 드라이버와 

back-end 드라이버로 구성되어 있다. Front-end 드라이버는 응용에게 

본래의 디바이스 드라이버처럼 보이나 실제 내부 동작은 back-end 

드라이버로 I/O 요청을 넘기는 역할을 한다. Back-end 드라이버는 

넘겨진 I/O 요청을 실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분리 디바이스 드라이버 모델의 표준 모델로 VirtIO가 존재하며, 이 

표준 모델은 여러 오픈 소스 하이퍼바이저에 적용되어 있다[8]. 하지만 

분리 디바이스 드라이버 모델은 I/O의 처리량을 높이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어, 실시간성이 중요시되는 시스템 가상화에 쓰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분리 디바이스 드라이버 모델에 기반하되, 실시간성을 고려한 

새로운 I/O 가상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특히 실시간성이 중요한 

차량 내부 네트워크인 CAN에 대한 가상화 프레임워크는 차량용 

시스템의 가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VirtIO를 기반으로 한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이에 더하여 제안하는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의 효용성과 

유용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제시한다. 본 장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절에서는 기존 연구의 흐름 및 한계, 그리고 제안된 

연구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본 논문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그리고 마지막 3절에서는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구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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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 동기 
 

최근 자동차에 들어가는 컴퓨팅 프로세서가 발전함에 따라 사용 

가능한 시스템 자원이 급격히 늘고 있다.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방향은 주로 가상화 기술을 통하여 

여러 시스템을 하나의 고성능 프로세서에 통합/탑재함으로써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실례로 자동차 산업계에서는 

클러스터 시스템과 IVI(In-Vehicle Infotainment) 시스템들을 하나의 

고성능 프로세서에 통합/탑재하여 부품 원가와 시스템 설계의 복잡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가상화 기술과 달리 차량용 시스템을 

통합/탑재하기 위한 가상화 기술은 전통적인 차량용 시스템의 

요구사항인 실시간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차량용 시스템들은 

실시간성이 중요하지 않은 시스템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실시간성이 매우 중요한 시스템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시스템들은 실시간성이 중요한 실시간 시스템과 그렇지 않은 비실시간 

시스템으로 나뉠 수 있다. 실시간 시스템의 좋은 예인 클러스터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속도, 주유량, 온도를 실시간으로 전달해야 하며, 

만약 이 동작의 실시간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비실시간 시스템의 예인 IVI 

시스템은 주 목적이 정보오락(Infotainment)인 만큼, 사용자에게 음악, 

게임, 동영상 등의 여가 활동과 함께 주변 지역 정보, 날씨 등의 정보 

전달을 담당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약간의 지연시간이 발생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차량용 시스템들을 

가상화하여 통합/탑재를 하기 위해서는 하이퍼바이저가 실시간 시스템과 

비실시간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실시간 및 비실시간 시스템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시스템 자원의 가상화 및 관리 기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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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대표적인 가상화 자원에는 CPU와 메모리, 그리고 I/O가 존재한다. 

CPU의 경우 가상화된 시스템 간 공정성에 기반하여 CPU 대역폭 

간섭을 최소화 하는 스케줄러와 실시간 시스템을 위한 스케줄러가 

고안되었고, Xen과 같은 여러 오픈 소스 하이퍼바이저에 적용되어 있다. 

메모리의 경우 하드웨어에 기반한 기계-가상주소 변환 방식이 주로 

사용되어 하이퍼바이저에게 저지연 메모리 가상화 기법을 제공한다. I/O 

가상화의 경우 다양한 I/O 디바이스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가상화 

방법이 고안되어야 한다. 주로 사용되는 블록 I/O, 시리얼 I/O 그리고 

네트워크 I/O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각 디바이스 특성을 

반영한 가상화 기법들이 오픈 소스 하이퍼바이저에 구현되어 있다.  

 

차량 시스템간의 I/O 통신은 주로 CAN이 사용된다. 이 때문에 

주로 쓰이는 I/O 디바이스와 다른, CAN 특성을 고려한 I/O 가상화 

방법이 고안되어야 한다. 현재 CAN을 가상화 하기 위한 방법에는 크게 

하드웨어적 접근 방법과 소프트웨어적 접근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하드웨어적 접근 방법은 단일 CAN 컨트롤러를 여러 개의 

논리적인 CAN 컨트롤러로 추상화 하는 것이 아닌, 가상화된 각각의 

차량용 시스템에 물리적 CAN 컨트롤러를 연결하는 것이다. 즉, 

가상화된 하나의 차량용 시스템은 하나의 물리적인 CAN 컨트롤러를 

소유하여 다른 시스템의 간섭 없이 CAN 버스에 CAN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성능적으로도 

우수하지만, 부품 단가가 증가하며, 시스템 설계가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가상화의 효용성과 유용성을 크게 저해한다. 

 

이와 달리 두 번째 방법인 소프트웨어적 기법은 단일 CAN 

컨트롤러를 여러 개의 가상 CAN 컨트롤러로 추상화 하여 각 차량용 

시스템이 가상 CAN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하드웨어적 방법과 달리 단일 CAN 컨트롤러를 여러 

차량용 시스템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부품 단가 절감 및 시스템 설계를 

단순화 시킬 수 있다. 하지만 각 시스템들이 CAN 컨트롤러를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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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임의의 시스템이 CAN 컨트롤러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려 할 때, 

다른 시스템에 의한 간섭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 문제는 

차량용 시스템을 가상화 할 때 실시간 시스템에 대하여 실시간성을 

보장할 수 없게 만들고 일부 시스템에 대하여 기아 현상을 초래한다. 

 

차량용 실시간 및 비실시간 시스템들이 혼재되어 있는 가상화 

환경을 지원하면서 가상화의 장점인 부품 단가의 절감과 시스템 설계의 

단순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방법인 소프트웨어적 기법에 기반한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시간 

시스템을 위한 저지연 CAN 메시지 전송 기법과 함께 비실시간 

시스템을 위한 공정한 버스 사용에 기반한 CAN 메시지 전송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언급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한 공개된 

실용적인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는 없으며, 이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언급된 문제들을 고려한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제 2 절 연구 내용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비실시간 시스템과 

실시간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실용적인 VirtIO 기반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는 것이다.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는 실시간 

시스템과 비실시간 시스템의 기술적 목적을 나타내는 수직적 구성과 

이러한 기술적 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기법들을 나타내는 계층적 

아키텍처 형태의 수평적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먼저 

실시간 시스템과 비실시간 시스템의 기술적 목적들을 설명하기 위해 

수직적 구성을 설명한다. 그 뒤, 기술적 목적들을 만족하기 위한 

기법들을 설명하기 위해 수평적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수직적 구성은 

크게 실시간 시스템을 위한 fast path와 비실시간 시스템을 위한 slow 

path로 나뉜다. 수평적 구성은 계층 아키텍처의 형태로 상위 계층부터 

하위계층으로 front-end 드라이버, back-end 드라이버, 가상버스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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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직적 구성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인 fast path는 실시간 

시스템에게 비가상화 수준의 저지연 CAN 통신 환경과 CAN 버스를 

항상 선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에 반해 두 번째 구성 

요소인 slow path는 비실시간 시스템이 CAN 메시지를 전송 시, 실시간 

시스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CAN 버스 대역폭을 할당하여 CAN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해준다.  

 

Fast path와 slow path가 가지는 기술적 목적에 대해 

살펴보았으므로, 각각의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법들을 각 수평적 

구성 관점에서 알아본다. 즉, 수평적 구성의 구성요소들인 front-end 

드라이버와 back-end 드라이버, 그리고 가상버스에 대하여 slow 

path와 fast path의 동작 방식을 알아본다. 

 

먼저 계층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인 front-end 드라이버는 가상화된 

차량용 시스템의 내부 응용과 하위 계층인 back-end 드라이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차량용 시스템의 내부 응용에서 

발생하는 CAN 메시지들을 back-end 드라이버에게 전달하거나 수신된 

CAN 메시지들을 back-end 드라이버로부터 넘겨받아 시스템 내부 

응용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메시지 전달 역할을 위해 VirtIO 기반 

front-end 드라이버는 하나의 큐를 갖고 있다. 이 큐는 다른 계층으로 

CAN 메시지를 전송할 때, 하이퍼바이저-가상머신 사이의 모드 

스위칭에 의한 성능적 오버헤드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CAN 메시지를 

큐잉하여 배치 형태로 한꺼번에 넘길 때 쓰인다. Front-end 드라이버는 

이 기법에 기반하여 fast path를 위하여 저지연 전송을 위한 방법을 

제공하고, slow path를 위하여 각 CAN 메시지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저지연 전송 환경 또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성능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front-end 드라이버 내부에는 

2가지의 큐 활용 정책이 구현되어 있다. Fast path의 경우 큐 사이즈를 

1로 조절함으로써, CAN 메시지를 1개만 큐잉하여 back-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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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에게 전달한다. 이를 통해 큐잉 지연을 최소화 하여 fast path의 

목적인 저지연 전송을 가능하게 한다. Slow path의 경우 CAN 메시지의 

요구사항에 따라 저지연을 필요로 하는 경우 fast path와 같이 

동작하지만 높은 처리량을 원하는 경우 정해진 시간 동안 CAN 

메시지를 큐잉하여 한꺼번에 back-end 드라이버로 전송함으로써, 

가상머신-하이퍼바이저 간 모드 스위칭을 최소화 하여 전체 시스템의 

성능 손실을 최소화 한다. 

 

두 번째 수평적 구성요소인 back-end 드라이버는 front-end 

드라이버에서 넘겨받은 CAN 메시지를 가상 버스에게 전달하거나 

외부에서 수신된 CAN 메시지를 가상버스에서 넘겨 받아 front-end 

드라이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Back-end 드라이버는 단순히 

front-end 드라이버와 가상버스를 잇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기법이 구현되어 있지 않다. 전송 방법은 매우 직관적인 방법인 

Linux의 디바이스 통신 방법을 활용하므로 본 학위논문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수평적 구성요소인 가상버스는 back-end 드라이버에서 

넘겨받은 CAN 메시지를 실제 CAN 컨트롤러를 관장하는 CAN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전달하거나 CAN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전달받은 

CAN 메시지를 back-end 드라이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기반으로 가상버스는 fast path를 위한 CAN 버스 대역폭 선점 

기법과 slow path를 위한 공정성 기반 CAN 버스 대역폭 할당 기법, 

그리고 비실시간 시스템들의 CAN 메시지 전송량 throttling 기법을 

제공한다. Fast path의 경우 실시간 시스템에서 CAN 메시지 발생 시, 

항상 비실시간 시스템에서 발생한 CAN 메시지에 대해 항상 우선하여 

전송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다르게 slow path는 비실시간 시스템에게 

부여된 가중치에 비례하여 실시간 시스템이 쓰지 않는 CAN 버스 

대역폭을 공정하게 할당받아 CAN 메시지를 CAN 버스에 전송한다. 

이에 더하여 비실시간 시스템에서 CAN 메시지가 과하게 발생하더라도, 

실시간 시스템이 항상 정해진 이상의 CAN 버스 대역폭을 보장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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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비실시간 시스템의 CAN 메시지 전송량을 제한할 수 있는 

throttling 기법이 적용되어 있다. 요약하자면 실시간 시스템은 fast 

path를 통해 항상 CAN 버스의 대역폭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실시간 시스템은 slow path를 통해 실시간 시스템이 쓰고 남은 버스 

대역폭을 할당된 가중치에 비례하도록 공정하게 할당 받아 CAN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비실시간 시스템의 CAN 

메시지 전송이 실시간 시스템의 CAN 버스 대역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체 비실시간 시스템들의 CAN 메시지 전송량을 throttling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의 효용성과 

유용성을 보이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Raspberry Pi 3B 보드 위에서 리눅스 기반 하이퍼바이저인 

KVM을 사용하였다. 이 환경 위에서 각 기능별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성능 지표를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였다. 제안된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를 구현하여 실험한 결과, 제안된 기법들이 실시간 

시스템에게 비가상화 환경 수준의 저지연 CAN 전송 환경과 비실시간 

시스템에게 기아 없는 공정한 버스 대역폭을 제공하여, 실시간 시스템과 

비실시간 시스템이 혼재된 차량용 가상화 환경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와 내부에 설계된 세부 기법들이 가상화된 차량용 시스템에게 

CAN 통신 기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써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준다. 

 

 

 

제 3 절 논문 구성 
 

본 학위논문의 나머지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본 연구를 이해함에 있어 필수적인 배경 지식과 연구의 

기저가 되는 기존 연구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본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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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대상 시스템을 모델링 한다. 이후 4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VirtIO 기반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한다. 그 뒤, 5장에서는 각 기능별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프레임워크가 효용성과 유용성을 가지는 것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맺고 향후 연구 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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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 지식과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본 연구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과 기존 산·학계의 

관련 연구들에 대해 정리하여 소개한다. 먼저 본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지식으로 CAN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어서 I/O 가상화 

기술에 대하여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밀접하게 관련된 

연구들을 흐름에 따라 소개한다. 

 

 

 

제 1 절 Control Area Network 
 

CAN은 차량용 내부 시스템을 구성하는 MCU(Microcontroller 

Unit)들과 그 외의 디바이스들이 서로 실시간성을 갖는 통신을 위하여 

설계된 차량용 통신 버스의 표준이다[9]. CAN이 없을 때에는 자동차 

업계에서 차량 내부 시스템들 간의 통신을 구축하려 할 때, 그림 2-

1(a)와 같이 peer-to-peer 방식의 통신을 사용하였다. 차량 내부의 

시스템의 수는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고 점점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 

방식은 전체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힘들게 만들었다. 또한 물리적으로 

통신 와이어의 무게와 길이가 늘어났었기 때문에 차량 내부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문제를 초래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1983년 Robert Bosch GmbH에서 그림 2-1(b)와 같은 형태의 CAN을 

제안하였다. CAN은 공유된 버스를 통하여 모든 메시지를 송/수신하기 

때문에 기존 방법을 사용했을 때에 비해 시스템을 단순하게 유지할 수 

있었고, 통신 와이어의 길이와 무게 또한 크게 줄일 수 있었다. CAN은 

   
(a) (b) 

 

그림 2-1. Peer-to-peer 형태의 네트워크(a)와 공유 버스 형태의 네트워크(b). 

Node 1 Node 2 Node 3

Node 4 Node 5 Node 5

Node 1 Node 2 Node 3

Node 4 Node 5 Node 5

CAN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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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개되었으며, 이후 Bosch는 지속적으로 

CAN specification에 대한 업데이트를 지속하여 1992년에 CAN 2.0의 

설계를 완료하였다. CAN 2.0은 표준화 단체인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 의해 ISO 11898로 표준화 

되었다[10]. 10년 후, CAN 2.0의 대표적인 단점인 8 byte 페이로드 

사이즈 한계와 최대 1Mbit/s에 불과한 대역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Bosch는 CAN FD 1.0(Control Area Network with Flexible 

Data-Rate 1.0)을 출시하였다[11]. CAN FD는 CAN 2.0과 달리 최대 

64 byte의 페이로드를 가질 수 있으며, 대역폭은 최대 8Mbit/s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CAN은 그림 2-2와 같이 다중 마스터 직렬 버스 아키텍처(Multi 

Master Serial Bus) 형태를 띄고 있다. 즉, 여러 개의 마스터가 통신을 

위해 하나의 직렬 버스(CAN 버스)를 공유하는 아키텍처로 되어 있다. 

CAN 버스에 접속하는 객체를 노드라 부르며, 하나의 노드는 MCU(또는 

디바이스)와 CAN 컨트롤러, 그리고 CAN 트랜시버(Transceiver)로 

구성되어 있다. 각 노드 내부의 CAN 컨트롤러는 접속해 있는 CAN 

버스의 마스터의 역할을 한다. 단일 마스터를 가진 일반적인 버스와 

달리 CAN 버스는 다중 마스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스터 간의 

CAN 버스 소유권 결정을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중재 

과정이라 부르며 중재 과정 중 CAN 버스 소유 경쟁에서 이긴 CAN 

컨트롤러가 CAN 버스에 데이터를 송신하고 경쟁에서 진 CAN 

   
 

그림 2-2. CAN의 다중 마스터 직렬 버스 아키텍처 

CAN
Transceiver

CAN
Controller

Microcontroller

CAN Node

Bus

CAN
Node

CAN Hi

CAN Lo

CAN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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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는 CAN 버스에 실린 데이터를 수신한다. 

 

하나의 CAN 메시지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표현된다. 그림 2-3와 

같이 데이터 프레임은 크게 메시지의 ID와 메시지 내용을 담고 있는 

페이로드로 구성되어 있다. 메시지의 ID는 우선순위의 역할을 하며 작은 

ID일수록,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다.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CAN 

메시지는 낮은 우선순위에 비해서 먼저 CAN 버스를 사용할 수 있다. 

CAN 메시지의 내용을 담는 페이로드는 가변적이며 CAN 2.0의 경우 

최대 8 bytes, CAN FD의 경우 최대 64 bytes를 갖는다. 

 

CAN 메시지 송수신을 위한 데이터 프레임 이외에도 다른 노드의 

CAN 컨트롤러 내부에 있는 CAN 메시지를 강제로 읽어내기 위한 원격 

프레임(Remote Frame)과 CAN 메시지 전송 에러를 나타내기 위한 

오류 프레임(Error Frame), 그리고 메시지가 실릴 타이밍이 아닐 때, 

메시지가 실려 메시지 버스의 오버로드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오버로드 

프레임(Overload Frame)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프레임들은 본 

학위논문에서 제안하는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 레벨에서 다루지 않고 

CAN 디바이스 드라이버 내부에서 다루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다. 

 

CAN 메시지의 송신은 2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메시지 송신 단계는 

크게 중재 단계(Arbitration Phase)와 데이터 송신 단계(Data 

Transmission Phase)로 나눌 수 있다. 중재 단계에서는 여러 CAN 

컨트롤러 중 경쟁을 통하여 CAN 버스에 CAN 메시지를 실을 CAN 

컨트롤러를 결정한다. 데이터 송신 단계에서는 중재 단계에서 결정된 

 
 

그림 2-3. CAN의 데이터 프레임 구조 (CAN 2.0 기준) 

ID
11 bits

R
T
R

Payload
8 bytes

DLC
4 bit

RTR: Remote Transmission Request
DLC: Data Length Code



 

 13 

CAN 컨트롤러가 데이터를 CAN 버스에 싣고, 나머지 CAN 컨트롤러는 

실린 데이터를 수신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한다. 중재 단계 때, 각 CAN 컨트롤러는 자신이 보낼 CAN 

메시지의 ID를 우선순위로 사용하여 어떤 CAN 컨트롤러가 CAN 

버스를 보낼지 경쟁하게 된다. 마스터 사이의 경쟁을 위하여 CAN은 

열성 비트(recessive bit)와 우성 비트(dominant bit)의 개념을 

사용한다. 논리적으로 열성 비트는 1이고 우성 비트는 0이다. 만약 

임의의 두 CAN 컨트롤러가 각각 열성 비트와 우성 비트를 CAN 

버스에 전송하게 되면, 우성비트를 보낸 CAN 컨트롤러가 경쟁에서 

승리한다. 중재 단계에 CAN 버스에 접속된 모든 CAN 컨트롤러는 

자신이 보낼 CAN 메시지의 ID를 MSB(Most Significant Bit)부터 

LSB(Least Significant Bit)까지 1비트씩 bitrate time slot①마다 보낸다. 

매 1비트마다 모든 CAN 컨트롤러는 자신의 열성 또는 우성 비트를 

CAN 버스에 싣고, 그 결과값에 따라 CAN 버스를 사용하기 위한 

경쟁에서 승리했는지 패배했는지 알 수 있다. 이를 알기 위하여 CAN 

버스에 비트 전송 후, CAN 버스에 실린 1 비트를 읽는다. 자신이 보낸 

비트를 읽는다면, 현재 경쟁에서 승리하여 ID의 다음 비트 비교 경쟁에 

참가할 수 있고, 다른 비트를 읽는다면 경쟁에서 졌기 때문에 경쟁을 

종료하고 데이터 송신 단계가 시작되기를 기다린다. 각 비트 비교 

경쟁마다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각각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열성 비트를 싣고 열성 비트를 읽는 경우 

- 모든 CAN 컨트롤러가 비겼으므로 다음 비트 비교 경쟁에 

참가한다. 

 열성 비트를 싣고 우성 비트를 읽는 경우 

- 자신이 아닌 다른 CAN 컨트롤러가 이겼으므로 자신의 CAN 

메시지 전송을 중지하고 데이터 송신 단계가 시작되기를 

기다린다. 

 우성 비트를 싣고 열성 비트를 읽는 경우 

                                            
① Bitrate time slot: 

1

bitrate
𝑠𝑒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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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상의 우성 비트가 버스에 실리면 버스에 실린 비트는 

우성 비트가 되므로 우성 비트를 읽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비정상 작동이다. 

 우성 비트를 싣고 우성 비트를 읽는 경우 

- 자신의 CAN 컨트롤러가 이겼으므로 다음 비트 비교 경쟁에 

참가한다. 

위의 비트 비교 경쟁은 ID의 MSB부터 LSB 비트까지 진행되어 하나의 

CAN 컨트롤러가 승리할 때까지 진행한다. 만약 중재 과정에서 승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같은 ID를 가진 CAN 메시지 중 랜덤 하게 하나의 

CAN 메시지의 전송이 시작된다. 이를 통해 ID가 낮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갖고 CAN 버스를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CAN 메시지가 11bit로 이루어진 ID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자. 이 때, 하나의 CAN 컨트롤러는 ID가 15인 CAN 메시지를 

전송하려 하고 다른 CAN 컨트롤러는 ID가 16인 CAN 메시지를 

전송하려 한다. 이 경우 그림 2-4와 같이 매 bitrate time quanta마다 

CAN 컨트롤러는 자신이 보낼 CAN 메시지의 ID의 비트를 싣고 

경쟁한다. 순서대로 10번째 비트부터 진행하여 4번째 비트를 비교할 때, 

ID 16은 1로써 열성 비트를 갖게 되고, ID 15는 0으로써 우성 비트를 

갖게된다. ID가 16인 CAN 메시지를 보낼 CAN 컨트롤러는 우성 비트를 

읽게 되어 메시지 전송을 중단한다. 하지만 ID가 15인 CAN 메시지를 

보낼 CAN 컨트롤러는 경쟁의 승자가 되어 데이터 송신 단계에서 

메시지 페이로드 송신을 시작한다. 

 

임의의 CAN 컨트롤러가 중재 과정 중 다른 CAN 컨트롤러와의 

 
 

그림 2-4. 중재 단계에서 비트 경쟁 예제 

CAN 
ID

Arbitration Phase Transmission Phase

ID Bits
Result

10 9 8 7 6 5 4 3 2 1 0

15 0 0 0 0 0 0 0 1 1 1 1 Transmission

16 0 0 0 0 0 0 1 Transmission Stopped Reception

CAN
Bus

0 0 0 0 0 0 0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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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에서 지거나 보낼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CAN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는 상태로 진입한다. 즉, CAN 컨트롤러는 경쟁에서 이긴 

CAN 컨트롤러가 송신하는 메시지를 읽는다. 경쟁에서 이긴 CAN 

컨트롤러가 CAN 메시지를 버스에 싣고, 버스에 실린 메시지는 CAN 

버스를 통해 연결된 모든 노드에 전달된다. 전달된 메시지는 노드 

내부의 CAN 컨트롤러에 의해 필요 있는 메시지인지에 따라 필터링① 

된다. CAN 컨트롤러는 관심이 있는 메시지라면 전달된 CAN 메시지를 

노드 내의 CAN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는 MCU에게 전송하며, 아니라면 

수신된 CAN 메시지를 무시한다.  

 

이러한 엄격한 데이터 전송 규격과 방식을 가진 CAN 컨트롤러는 

차량 내부 시스템 간 실시간 통신에 주로 사용된다. CAN을 실시간 

시스템의 통신에서 실 사용 시, 시스템 엔지니어는 CAN 메시지의 발생 

주기를 결정하기 위한 schedulability analysis가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12]은 이를 위하여 schedulability test에 대한 이론을 세웠다. 이 

내용은 본 학위논문의 주제를 벗어나므로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실시간 시스템이 CAN을 사용할 때, CAN 메시지 발생 주기가 

schedulability analysis를 통해 정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 때문에 

앞으로 논문 진행에 있어 실시간 시스템의 응용은 CAN 메시지의 발생 

주기를 schedulability analysis에 의해 결정된 주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이렇듯 실시간성을 지원할 수 있는 CAN은 차량 내부 시스템 

사이의 통신이 필요한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EPB(Electrical Parking Brake)가 있다[13]. 이 기능은 차량의 

기울기와 현재의 차량 속도를 파악하여 기울기가 심한 위치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동으로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킨다. 

이 EPB 기능은 주위 환경을 파악하는 센싱 시스템과 측정된 센서 

값들에 따라 주차 브레이크를 컨트롤 하는 주차 브레이크 제어 

                                            
① 일부 CAN 컨트롤러의 경우 하드웨어적 필터링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 소프

트웨어적인 필터링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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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이 두 하위 시스템은 서로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CAN이 활용되어야 한다. 실제 CAN은 벤츠 

S-Class, BMW 7 시리즈, 아우디 A8등의 EBP에 사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CAN은 두 개 이상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서로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하는 자동 엔진 작동/정지 시스템, 주차 보조 

시스템, 주행 보조 시스템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제 2 절 I/O 가상화 기술 
 

I/O 가상화 기술은 I/O 디바이스를 추상화 시켜 여러 개의 가상 I/O 

디바이스를 생성하고, 각 사용자에게 가상 I/O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가상화 기술을 통한 가상 I/O 디바이스 생성 시, 물리 

I/O 디바이스의 특성을 고려한 I/O 가상화 기법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 

이유는 가상화 대상이 되는 주요 자원인 CPU, 그리고 메모리와 달리 

I/O 디바이스는 그 I/O 디바이스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I/O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인 

블록 I/O 디바이스, 직렬 I/O 디바이스, 그리고 네트워크 I/O 

디바이스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각기 다른 I/O 가상화 

기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I/O 가상화 기법은 크게 전가상화와 반가상화 기술로 

분류된다. I/O 전가상화 기술은 가상화된 시스템에게 가상 I/O 

디바이스를 실제 I/O 디바이스처럼 제공하는 기술이다. 즉, 

하이퍼바이저는 가상화 된 시스템에게 실제 I/O 디바이스처럼 동작하는 

가상 I/O 디바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상화된 시스템에 대한 어떠한 

수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전가상화의 장점으로 시스템 개발자는 

어떠한 시스템이든 수정 없이 가상화 하여 하이퍼바이저 위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가상화 되는 시스템은 가상화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상화에 맞는 최적화의 여지가 없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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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반가상화 기술은 가상화 되는 시스템이 

자신이 가상화 되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I/O 요청을 

하이퍼바이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시스템이 가상화 환경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가상화 

특성을 모두 활용한 시스템 최적화가 가능하여 성능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2-5에는 기술들의 분류와 그 분류에 맞는 

대표적인 기술들을 나열하였다.  

 

전가상화 기술과 반가상화 기술은 접근 방식에 따라 크게 하드웨어 

기반의 접근 방식과 소프트웨어 기반의 접근 방식으로 나뉠 수 있다. 

하드웨어 기반의 전가상화 기술은 대표적으로 직접 통과(Direct Pass-

Through) 방식과 SR-IOV(Single Root I/O Virtualization) 방식을 

사용한다[14][15]. 또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전가상화 기술은 

대표적으로 가상 I/O 디바이스 에뮬레이션 방식을 사용한다[16]. 

반가상화 분류로 넘어가서 하드웨어 기반의 반가상화 기술은 현재까지 

대표적으로 쓰이는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드웨어 방식의 

가상화를 사용 시, 가상화된 시스템은 하드웨어 추상 인터페이스 때문에 

이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하드웨어 기반의 반가상화 기술을 

만들려면 추상 인터페이스를 없애야 하고 이는 시스템 개발 원칙인 계층 

아키텍처 구조를 위반하게 된다. 이 때문에 주로 쓰이는 하드웨어 

기반의 반가상화 방법은 없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반가상화 기술에는 

 
 

그림 2-5. I/O 가상화의 대표적인 기술 분류 

I/O 가상화 기법들

전가상화 기법 반가상화 기법

하드웨어 기반 소프트웨어 기반 하드웨어 기반 소프트웨어 기반

• Direct Pass-
Through

• SR-IOV

• Device 
Emulation

• Split Device 
Driver

Direct Pass-Through + Split Device Driver = Mediated Pass-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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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디바이스 드라이버(Split Device Driver) 방식이 주로 쓰인다[17]. 

이 외에도 전체 분류에 속하지 않고 전가상화 중 하드웨어 기반의 접근 

방식인 직접 통과 방식과 반가상화 중 소프트웨어 기반의 접근 방식인 

분리 디바이스 드라이버 방식을 혼합한 중개 통과(Mediated Pass-

Through)방식이 있다. 본 학위 논문에서는 각각 언급된 대표적인 

기술에 대하여 설명한다[18].  

 

직접 통과 방식은 실제 I/O 디바이스를 가상 I/O 디바이스로서 

가상머신에게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다[14]. 즉, 실제 I/O 디바이스를 

가상머신에게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가상 I/O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한 

어떠한 추상 기법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방식은 각 가상머신에게 1:1로 

할당 된 실제 I/O 디바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단일 실제 I/O 

디바이스를 하나의 가상머신이 독점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가상머신이 직접 통과 방식을 사용한다면, 실제 I/O 디바이스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의 성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각 가상머신과 

실제 I/O 디바이스는 1:1 매핑 관계를 갖기 때문에 실제 I/O 

디바이스를 여러 가상머신이 공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직접 통과 

방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 이유는 

직접 통과 방식은 가상머신과 I/O 디바이스가 하이퍼바이저를 거치지 

않고 직접 통신하기 때문이다. 직접 통과 방식은 그림 2-6와 같이 

각각의 가상머신은 각각의 I/O 디바이스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가상머신과 I/O 디바이스가 하이퍼바이저를 거치지 않고 서로 직접 

 
 

그림 2-6. 직접 통과 방식을 사용하는 가상화 환경 

Hypervisor

Guest VM Guest VM Guest VM

…

I/O Device I/O Device I/O Device

Device Driver Device Driver Device Driver

I/O Requests, Interru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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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하기 위해서 I/O 디바이스에서 발생한 인터럽트 시그널을 

가상머신이 직접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기반 프로세서는 

인터럽트 시그널을 가상머신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이 기능은 하드웨어 중 인터럽트를 받아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CPU의 

관련 기술로서 존재한다. x86계열 CPU의 경우 Intel VT-d(Intel 

Virtualization Technology for Directed I/O) 또는 AMD의 AMD-

V(ARM Virtualization Technology) 기술, ARM계열 CPU의 경우 

vGIC(Virtual Generic Interrupt Controller) 기술을 통해 I/O 

디바이스는 인터럽트를 가상머신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19][20][21]. 하이퍼바이저는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하여 

가상머신들에게 직접 통과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직접 통과 방식은 

I/O 디바이스의 모든 기능과 성능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또는 현재 

뚜렷한 I/O 가상화 기술이 없을 때 가상머신에게 I/O 디바이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사용된다. 대표적인 예로 직접 통과 방식은 GPU에 

사용되고 있다[22]. GPU의 경우 XenGT 등의 프로젝트 내에서 일부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실용적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GPU를 위한 

실용적인 I/O 가상화 기술이 없다. 이 때문에 GPU에서는 가상머신에게 

GPU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 통과 방식이 많이 쓰인다.  

 

전가상화 기술 중 하드웨어에 기반한 SR-IOV 방식은 실제 I/O 

디바이스 하드웨어 내에서 여러 개의 가상 I/O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15]. 일반적인 SR-IOV를 지원하는 I/O 디바이스는 단일 

 
 

그림 2-7. SR-IOV 방식을 사용하는 가상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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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Physical Function)와 더불어 여러 개의 VF(Virtual Function)을 

제공한다 ① . PF는 I/O 디바이스의 기능과 SR-IOV 설정 기능을 

제공하는 객체이다. VF는 PF가 가지고 있는 I/O 디바이스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각각의 VF들과 PF는 서로 다른 PCI 

설정 공간(PCI Configuration Space)을 가지기 때문에, 가상머신에게는 

서로 다른 I/O 디바이스로 인식된다. 그림 2-7이 보여주듯이, PF는 I/O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하이퍼바이저에 

연결되고, VF는 각각의 가상머신과 연결되어 I/O 디바이스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 방식의 경우 I/O 디바이스 내부에서 하드웨어적 가상화 

기술을 통하여 가상 I/O 디바이스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PF, VF 

드라이버 외의 특별한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필요 없으며, 단일 I/O 

디바이스가 여러 가상머신에게 공유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하드웨어 가상화 방법에 기반하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좋은 이점을 

갖는다. 하지만 이 방법의 단점으로 기능적 측면의 한계, 하드웨어 

의존성, 그리고 비싼 가격이 주로 논의 된다. SR-IOV의 기능적 한계란 

하드웨어 가상화 기술이라는 단점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I/O 자원 공유 

정책을 소프트웨어로 쉽게 세부적으로 컨트롤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I/O 자원 공유 정책은 하드웨어의 추상화 인터페이스에 의해 추상화 

되어있기 때문에, 각 가상머신에게 세밀한 I/O 자원 공유 정책을 적용할 

수 없다. 이 단점은 시스템 개발자가 가상화된 시스템들의 특징을 

고려한 자원 관리 정책을 개발할 수 없게 만든다. 이 때문에 실시간 및 

비실시간 시스템이 혼재된 차량용 가상화 환경에는 SR-IOV를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또한 이 기술은 하드웨어 의존적 방식이기 

때문에, I/O 디바이스가 SR-IOV를 지원하지 않으면, 가상머신들에게 

가상 I/O 디바이스를 제공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 외에도 SR-

IOV 기술이 적용된 I/O 디바이스는 비싼 가격을 자랑한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SR-IOV가 적용된 I/O 디바이스는 주로 고성능의 

클라우드용 서버급 컴퓨터에서 가상머신에게 고성능 I/O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차량용 시스템은 클라우드 서버급 

                                            
① 다중 PF를 제공하는 I/O 디바이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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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만큼의 시스템 자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SR-IOV가 적용된 I/O 

디바이스는 차량용 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필요 이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SR-IOV 솔루션의 예로 NVIDIA GRID가 

있다. 이 솔루션은 GPU를 하드웨어적으로 가상화 하여 각 가상머신에게 

GPU VF를 제공하는 솔루션이다[23]. 하지만 CAN의 경우 SR-IOV가 

적용된 CAN 컨트롤러는 출시된 적이 없다. 이러한 연유로 SR-IOV는 

CAN 가상화를 위해서는 쓸 수 없는 기술이다.  

 

그 외에도 전가상화 기술 중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디바이스 

에뮬레이션 방식은 앞서 전술한 직접 통과 방식과 SR-IOV 방식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16]. 즉, 디바이스 에뮬레이션 방식은 

하드웨어적인 의존성을 갖지 않으며 하나의 I/O 디바이스를 여러 개의 

가상 I/O 디바이스로 추상화 할 수 있다. 디바이스 에뮬레이션 방식은 

가상 I/O 디바이스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에뮬레이션하여 가상머신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림 2-8과 같이 가상 I/O 디바이스들이 디바이스 

에뮬레이터에 의해 생성되며, 가상머신들은 I/O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가상 I/O 디바이스를 활용한다. 가상 I/O 디바이스에게 보내진 I/O 

요청은 실제 I/O 디바이스가 I/O 요청을 처리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적으로 완전히 모사되어 처리된다. 만약 실제 I/O 디바이스의 

 
 

그림 2-8. 디바이스 에뮬레이션 방식을 사용하는 가상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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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가 필요한 I/O 요청이 있다면, 가상머신의 I/O 요청은 실제의 I/O 

요청으로 변환되어 실제 I/O 디바이스에게 전달된다. 이 방법은 하나의 

실제 I/O 디바이스를 여러 개의 가상머신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어떠한 하드웨어적인 지원이 필요 없어 어떠한 I/O 디바이스라도 

가상화를 지원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하지만 언급하였듯이, 

소프트웨어 에뮬레이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에뮬레이션에 의한 

성능적 오버헤드가 엄청나다는 단점이 있다[24]. 실제 I/O 디바이스의 

내부 동작을 흉내내기 때문에 이러한 오버헤드는 I/O 성능을 크게 

낮추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큰 단점 때문에 디바이스 에뮬레이션 

방식은 산업계에서 많이 쓰이지 않고 있다. 디바이스 에뮬레이션 방식은 

사용자가 가끔 I/O 디바이스의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수행할 때, 또는 

원하는 실제 I/O 디바이스를 구할 수 없을 때 사용된다. 

 

이에 반해 반가상화 기술 중 가장 많이 쓰이는 분리 디바이스 

드라이버 방식은 가상머신 내부의 I/O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하이퍼바이저 ① 의 I/O 디바이스 드라이버에게 I/O를 포워딩 하는 

방식이다[17]. 이를 위해서는 가상머신 내부 I/O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① 정확히는 하이퍼바이저의 디바이스 에뮬레이터 내부이다.  

 
 

그림 2-9. 분리 디바이스 드라이버 방식을 사용하는 가상화 환경 

Hypervisor

Guest VM Guest VM Guest VM

…

I/O Device

Front-end
Driver

Device Emulator Device Emulator Device Emulator

Device Driver

…Back-end
Driver

Front-end
Driver

Back-end
Driver

Front-end
Driver

Back-end
Driver



 

 23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는 가상머신 내부의 I/O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자신이 속한 시스템이 가상화 되어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두 번째는 가상머신 내부의 I/O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하이퍼바이저 내부의 I/O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통신할 수 있어야 한다. 

분리 디바이스 드라이버 에서는 가상머신 내부의 I/O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front-end 드라이버, 디바이스 에뮬레이터 내부의 I/O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back-end 드라이버라 지칭한다. 이러한 형태에서 

알 수 있듯이, I/O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front-end 드라이버와 back-

end 드라이버로 나뉘어 위치하기 때문에 분리 디바이스 드라이버 

방식이라 불린다. 가상머신 내부의 front-end 드라이버는 각 

가상머신에 대응되는 디바이스 에뮬레이터 내부의 back-end 

드라이버와 연결되어 있다. 이는 그림 2-9와 같다. 가상머신 내부 

응용에서 I/O 요청이 발생하면 그 요청은 가상머신 내부의 front-end 

드라이버를 통하여 back-end 드라이버로 전달되어, 결국 I/O 

디바이스를 관리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에게로 전달된다. 이 방식은 

디바이스 에뮬레이션 방식과 비슷하게 단일 I/O 디바이스로 여러 

가상머신에게 가상 I/O 디바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디바이스 에뮬레이션에 비해 I/O 요청의 처리를 에뮬레이션 하지 않고 

실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전달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디바이스 

에뮬레이션 방식에 비해 성능이 뛰어나다. 하드웨어의 도움 없이 I/O 

디바이스를 가상화 할 수 있다는 점도 활용성 측면에서 뛰어난 장점이다. 

요약하자면 단일 I/O 디바이스를 여러 가상머신이 공유할 수 있으며, 

성능 또한 뛰어나며 이에 더하여 하드웨어 의존성이 없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 가상화 기술에서 I/O 디바이스를 가상화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으로 주로 쓰이고 있다. Xen, KVM, Xvisor, lguest등의 

주요 오픈 소스 하이퍼바이저 플랫폼들은 이러한 분리 디바이스 

드라이버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I/O 디바이스 특성들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대표적인 I/O 디바이스들인 블록 I/O 디바이스, 

시리얼 I/O 디바이스, 네트워크 I/O 디바이스를 위한 가상화 기법들이 

분리 디바이스 드라이버 방식을 사용하여 구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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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전가상화와 반가상화 기술들을 섞은 방식인 중개 통과 

방식이 존재한다[18]. 중개 통과 방식은 전가상화의 직접 통과 방식과 

반가상화 기술의 분리 드라이버 방식을 동시에 채택한 것이다. 이 

방식은 그림 2-10과 같이 성능에 민감한 I/O는 직접 통과 방식을 

사용하되, 성능에 민감하지 않은 I/O는 분리 드라이버 방식을 사용한다. 

각 가상머신은 내부에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갖고 있다.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I/O의 형태에 따라 성능에 민감한 I/O는 직접 통과 방식으로 

실제 I/O 디바이스에 직접 요청한다. 하지만 성능에 민감하지 않은 I/O 

요청들은 하이퍼바이저(또는 하이퍼바이저 구조에 따라 컨트롤 가상머신) 

내부의 I/O 디바이스 자원 관리자로 전송된다. I/O 디바이스 자원 

관리자는 모아진 I/O 요청들을 스케줄링 하여 I/O 디바이스에게 

전달한다. 이 방법은 성능에 민감한 I/O 요청과 성능에 민감하지 않은 

I/O 요청을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처리하여 전가상화의 직접 통과 

방식만큼의 성능을 얻는다. 또한 이 방식은 하드웨어에 대한 의존성이 

없으므로 반가상화의 분리 드라이버 방식의 가상화 장점 또한 취하고 

있다. 이렇듯 장점이 뛰어난 접근 방식이지만, DMA(Direct Memory 

Access)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일부 I/O 디바이스에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구현이슈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을 

떨어트릴 수 있다. 언급하였듯이 일반적인 직접 통과 방식은 디바이스와 

가상머신이 1:1 매핑을 유지해야 하지만 중개 통과 방식의 직접 통과 

방식은 각 가상머신이 하나의 I/O 디바이스에 직접 접근한다. 이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DMA에 쓰이는 메모리를 분할하여 각 가상머신에게 

 
 

그림 2-10. 중개 통과 방식을 사용하는 가상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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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된 메모리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 분할된 메모리가 정상적인 

메모리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메모리 가상화 기법 중 

그림자 페이지 테이블(Shadow Page Table) 기법을 사용한다. 이 

기법은 하드웨어 메모리 가상화 기법에 비해 시스템의 성능적 열화가 

심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 방식은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주로 GPU 가상화 연구에 주로 쓰이고 있다. 중개 통과 방식을 사용한 

오픈 소스 플랫폼은 Xen에 기반하여 Intel 내장 GPU를 가상화 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XenGT가 대표적이다. 

 

이제까지 본 학위논문에서는 전가상화 기술에 속하는 직접 통과, 

SR-IOV, 그리고 디바이스 에뮬레이션 방법을 알아보았으며, 반가상화 

기술에 속하는 분리 드라이버 방식, 그리고 전가상화 방식인 직접 통과 

방식과 반가상화 방식인 분리 드라이버 방식을 혼합한 중개 통과 방식을 

알아보았다. 각 방식들의 특징들을 간략히 요약자면 먼저, 직접 통과 

방식은 직접 물리 I/O 디바이스와 연결되어 성능은 좋지만 여러 

가상머신이 물리 I/O 디바이스를 공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SR-

IOV 방식은 하드웨어적으로 하나의 물리 I/O 디바이스를 가상화 하는 

방식이지만 이 방식은 일부 값비싼 고성능 I/O 디바이스에서만 지원되는 

단점이 있으며, 본 학위 논문의 가상화 대상인 CAN은 SR-IOV를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전가상화의 마지막 방법으로 디바이스 

에뮬레이션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상 I/O 

디바이스를 생성하고 가상머신에서 발생하는 모든 I/O 요청을 가상 I/O 

디바이스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에뮬레이션 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단일 물리 I/O 디바이스를 여러 가상머신이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프트웨어 에뮬레이션에 기반하기 때문에 성능상으로 

오버헤드가 심하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 반가상화 방법은 주로 분리 

디바이스 드라이버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front-end 드라이버와 

back-end 드라이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드라이버는 가상머신 

내부에서 발생된 I/O 요청을 하이퍼바이저의 I/O 디바이스 드라이버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 방법은 I/O 요청을 에뮬레이션 하지 않아 

성능적으로 뛰어나고 하나의 물리 I/O 디바이스를 여러 가상머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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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외에도 직접 통과 방식과 분리 

디바이스 드라이버 방식을 혼합한 중개 통과 방식이 있으며, 이 방식은 

성능상 민감한 I/O 요청은 직접 통과만큼 빠르게 하고, 민감하지 않은 

I/O 요청은 분리 디바이스 드라이버만큼의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DMA 기반의 I/O에만 적용 가능하며, 소프트웨어 기반 

메모리 가상화 기법과 같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성능 

열화를 초래한다.  

 

반가상화 기술인 분리 디바이스 드라이버 방식은 많은 

하이퍼바이저에서 범용성과 성능을 둘 다 갖춘 I/O 가상화 방법으로서 

많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하이퍼바이저가 자신만의 분리 

디바이스 드라이버 모델을 갖고 있었고, 이 때문에 모든 분리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새로운 하이퍼바이저가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개발을 

반복해야 했다. 이러한 연유로 2008년, R. Russell은 [8]에서 

VirtIO라는 분리 디바이스 드라이버 모델의 표준을 제시한다. 이 표준은 

분리 디바이스 드라이버 모델에서 쓰이는 front-end 드라이버와 

back-end 드라이버의 개발 비효율성을 줄이고자 제안되었으며, 각종 

오픈소스 가상화 플랫폼(KVM, lguest, Xvisor 등)에 도입되었다.  

 
 

그림 2-11. VirtIO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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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IO는 front-end 드라이버와 back-end 드라이버 사이의 

통신을 위한 인터페이스와 통신에서 쓰이는 자료구조를 표준화 하였다. 

VirtIO에서 표준화된 분리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인터페이스를 

Virtqueue라 부르며 자료구조는 Virtio-ring이라 부른다. Virtqueue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큐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이 큐의 구현은 

Virtio-ring에서 알 수 있듯이, 링버퍼의 형태를 띈다. VirtIO 구조는 

그림 2-11와 같다. VirtIO는 송/수신 시, front-end 드라이버 내에 

존재하는 링버퍼에 I/O 요청/결과를 링버퍼 요소로써 쌓는다. 조건이 

만족되면 수신인 경우 front-end 드라이버, 송신인 경우 back-end가 

링버퍼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꺼내 I/O 요청/결과를 전달한다. 링버퍼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하나는 사용 가능한 빈 메모리 공간의 

포인터를 담고 있는 available ring과 내용이 있는 메모리 공간의 

포인터를 담고 있는 used ring으로 나뉜다. Used ring은 위에서 언급된 

I/O 요청/결과의 송/수신 과정에서 쓰이는 링버퍼이다. Available ring은 

I/O 결과를 수신할 때에만 쓰인다. Available ring의 존재 목적은 back-

end 드라이버에게 데이터 교환을 위한 메모리 할당 권한이 없어, front-

end 드라이버가 미리 할당한 메모리 공간을 available ring에서 꺼내 

사용하기 위함이다. 

 

 
(a)                                 (b) 

 

그림 2-12. VirtIO의 I/O 요청 송신(a)와 I/O 요청 결과 수신(b)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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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요청의 송신은 그림 2-12(a)와 같이 세 단계로 이루어 진다. 

①front-end 드라이버는 응용에서 발생 된 I/O 요청을 송신 목적의 

used ring에 넣는다. 구체적으로 front-end 드라이버에서 front-end 

드라이버와 back-end 드라이버가 공유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여 I/O 요청 내용을 카피한 뒤, 그 메모리 공간을 used ring에 

큐잉한다. ②일정 조건이 완료되면 front-end 드라이버에서 back-end 

드라이버에게 신호를 보내어 back-end 드라이버 내부 콜백 핸들러를 

호출한다. ③콜백 핸들러는 used ring에 있는 I/O 요청을 꺼내 실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전달한다. 

 

I/O 요청의 수신은 그림 2-12(b)와 같이 다섯 단계로 이루어 진다. 

①먼저 I/O 요청 결과를 실을 메모리 공간을 available ring에서 꺼낸다. 

②그리고 I/O 요청 결과를 available ring에서 꺼낸 메모리 공간에 

카피한다. ③이후 이 메모리 공간을 used ring에 큐잉한다. ④일정 

조건이 완료되면 back-end 드라이버에서 front-end 드라이버에게 

신호를 보내어 front-end 드라이버 내부 콜백 핸들러를 호출한다. 

⑤콜백 핸들러는 used ring에 있는 I/O 요청 결과를 꺼내 응용에게 

전달한다. 

 

VirtIO는 이처럼 표준화된 분리 디바이스 드라이버 인터페이스와 

자료구조를 제공하나, I/O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은 

고려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VirtIO는 I/O 요청 또는 처리 결과에 대한 

전달만을 고려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와 자료구조이기 때문이다. 즉, I/O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은 VirtIO를 사용하여 분리 

드라이버를 설계 및 개발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 현재 구현된 

모든 VirtIO는 블록 I/O 디바이스, 시리얼 I/O 디바이스, 그리고 

네트워크 I/O 디바이스에만 집중되어 개발되었다. 또한 언급된 3가지의 

I/O 디바이스들은 일반적으로 실시간성을 요구하지 않는 디바이스들이기 

때문에 현재 구현된 I/O 가상화 프레임워크를 CAN에게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때문에 본 학위논문에서는 실시간 

시스템과 비실시간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VirtIO에 기반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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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제 3 절 관련 연구 
 

CAN 가상화는 많이 연구가 되지 않아 그 수가 적다. 그 이유는 

산업계에서 가상화 플랫폼을 이용한 차량용 시스템의 통합 컨셉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그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아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 컨셉은 2013년 MentorGraphics에 의해 처음으로 상용화된 

차량용 가상화 플랫폼인 Mentor Embedded Hypervisor가 나오면서 그 

관심이 증대되었다[25]. 하지만 대부분의 관련 연구는 차량용 실시간 

태스크의 시간 제약을 보장하는 이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26], 

I/O는 하드웨어 기반의 직접 통과 방식 또는 SR-IOV 방식에 의해 

본래의 실시간성을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27]. 

하지만 가상화에 기반한 차세대 플랫폼 도입의 실현이 실제로 다가옴에 

따라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차량 내 시스템 통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CAN에 대한 가상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존의 

경우 CAN 가상화를 위하여 산·학계에서는 CAN 가상화를 위해 주로 

2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전가상화에 기반한 직접 통과 방식이다. 이 방법은 

산업계에서 주로 쓰이는 방식으로 CAN 통신이 필요한 가상머신의 

수만큼 CAN 컨트롤러를 달아 CAN 통신 기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28]. 직접 통과 방식의 특징대로 각 가상머신은 물리적인 

CAN 컨트롤러를 독점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비가상화 수준의 CAN 

통신 성능을 얻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CAN 통신 자체가 

실시간 통신을 위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실시간성이 필요한 

가상머신에도 실시간성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 

때문에 실제 산업계에서 차량용 가상화 플랫폼을 도입하려고 할 때, 

많이 고려하고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가상화를 도입하려고 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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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인 시스템 설계의 간소화와 차량 부품 원가 절감에 대치되는 단점이 

있다. 그 이유는 가상머신의 수만큼의 많은 CAN 컨트롤러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수만큼의 물리적 연결 와이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스템 또한 복잡해져 유지/보수가 힘들게 된다. 

 

이에 비해 두 번째 방식은 반가상화에 기반한 분리 디바이스 

드라이버 방식이다. 이 방식은 2016년에 Wesolowsk가 제안하였으며, 

첫 번째 소프트웨어로 가상화된 CAN 가상화 기술이다[29]. 이 방식은 

분리 디바이스 드라이버 방식의 표준인 VirtIO를 활용하여 CAN을 

가상화 하였고, 이에 더하여 CAN 컨트롤러를 일부 에뮬레이션 할 수 

있는 VirtCAN을 제안하였다. 또한 [29]에서 VirtCAN은 실제 CAN 

컨트롤러의 성능의 98%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제안된 VirtCAN은 CAN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가상화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실시간성이 중요한 차량용 시스템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실제로 가상화 환경에서는 여러 실시간 및 비실시간 차량용 

시스템들이 단일 CAN 컨트롤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CAN 기능의 

가상화뿐만이 아니라 차량용 시스템 특징을 고려한 버스 대역폭 관리 및 

자원 관리 기법들이 필요하나, 제안된 기법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되어있지 않다. 

 

차량용 시스템들이 하나의 고성능 프로세서 위에 통합/탑재 됨에 

따라, 차량용 시스템들의 서로 다른 특성을 고려한 CAN 가상화 기술이 

필요하다. 하이퍼바이저 위에 올라가는 가상머신은 내재하고 있는 

차량용 시스템에 따라 실시간성과 비실시간성으로 나뉠 수 있다. 이 

때문에 각 시스템에 대한 특성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 실시간 

시스템에게는 항상 CAN 컨트롤러의 사용에 대한 우선권을 보장하여 

실시간성을 보장할 수 있고, 비실시간 시스템에게는 CAN 버스 

대역폭을 공정하게 나눠주어 기아 현상이 없는, 그러한 새로운 CAN 

가상화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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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문제 설명과 해결 방안 개관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정의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간략히 기술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솔루션을 적용하고자 하는 타겟의 시스템 모델을 기술한다. 

이후 타겟 시스템 모델 위에서 CAN 가상화 기술이 충족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을 기술적 목표로 구체화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화 된 기술적 목표를 풀기 위한 기법을 간략히 

제시하고, 각 기법들이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략히 개괄한다. 진행에 앞서 본 논문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표기법은 표 3-1에 정리되어 있다. 그 외의 표기법들은 필요 시 각 

장의 절에서 정의한다. 

 

 

 

제 1 절 시스템 모델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잘 

정의된 계층적 아키텍처 구조를 갖고 있다. 앞으로 제시될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상화 시스템의 각 계층에 대한 내용과 전체 

시스템의 동작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를 

논의하기 위한 타겟 시스템 모델을 설명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차량용 

표 3-1. 표기법 설명 

 

표기법 설명

시스템 내의 째 가상머신

비실시간 시스템을 담고 있는 가상머신들의 집합, 

실시간 시스템을 담고 있는 가상머신

에서 생성된 CAN 메시지

ID

front-end 드라이버 내의 큐에 삽입된 시점부터 back-end 드라이버로 전송되기까지의
걸린 시간

Front-end 드라이버에서 큐잉된 CAN 메시지들이 플러시 되는 주기

할당받아야 하는 CAN 버스 대역폭을 나타내는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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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가상화의 기반이 되는 호스트 환경의 하드웨어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 뒤, 시스템을 구성하는 계층화된 소프트웨어 구조에 

대하여 각 계층별로 간략히 설명한다. 이후 본 학위 논문의 타겟 

시스템인 차량용 시스템에 대한 모델링을 하고, 각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CAN 메시지에 대해 모델링 한다.  

 

먼저 본 학위논문에서 제안된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의 하드웨어 

기반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안된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는 ARM 기반 

프로세서 위에서 동작함을 상정한다. 그 이유는 ARM은 다른 

ISA(Instruction Set Architecture)와 달리 저전력 임베디드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ARM은 최신 모바일 장치와 더불어 

차량용 내부 시스템에도 주로 사용된다. ARM 프로세에는 고성능 

가상화를 위하여 여러 기술들이 적용되어있다. 대표적으로 메모리 

가상화를 위한 sMMU(System MMU), CPU 가상화를 위한 AMD-V, 

그리고 I/O 가상화를 위한 vGIC 기술이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시스템의 가상화 시 하드웨어 기반의 가상화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기반의 가상화 기술에 비하여 성능적으로 뛰어난 가상화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연유로 본 학위논문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은 ARM 프로세서 위에서 구성되었다. 

 

본 학위논문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은 ARM 프로세서 위에 그림 3-

1과 같은 소프트웨어 스택을 가진다. 또한 ARM 프로세서 외부에는 

CAN 컨트롤러가 연결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스택은 하위 계층에서 

   
                   (a)                                      (b) 

 

그림 3-1. 대칭형 가상머신 구조(a)와 비대칭형형 가상머신 구조(b) 

Hypervisor

Device Emulator Device Emulator Device Emulator

Hardware

Guest VM Guest VM Guest VM

Hypervisor

Device Emulator Device Emulator

Hardware

Control VM

Guest VM Guest 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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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계층순서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하이퍼바이저 계층 

• 디바이스 에뮬레이터 계층 

• 가상머신 계층 

 

하이퍼바이저 계층은 하드웨어를 제어하며 가상화된 시스템 자원을 

가상머신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하이퍼바이저가 지원하는 

가상머신 환경은 가상머신 구성에 따라 크게 대칭 구조와 비대칭 구조로 

나뉜다. 그림 3-1(a)과 같이 대칭 구조는 하이퍼바이저 위에 존재하는 

가상머신들이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하드웨어의 컨트롤은 

하이퍼바이저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비대칭 구조는 그림 3-1(b)와 

같이 하이퍼바이저 위에 존재하는 가상머신이 컨트롤 도메인(또는 

컨트롤 가상머신)과 게스트 도메인(또는 게스트 가상머신)으로 나뉜다. 

컨트롤 도메인은 모든 하드웨어를 하이퍼바이저를 통해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게스트 도메인은 컨트롤 도메인을 통해 하드웨어를 

이용 할 수 있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하이퍼바이저가 대칭 구조를 

갖는다고 상정한다. 대칭형 구조를 가진 가상머신 구조는 

하이퍼바이저가 하드웨어를 직접 컨트롤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관리하기 위한 많은 모듈들을 갖고 있다. 특히, 외부 I/O 디바이스와 

관련된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이 하이퍼바이저 내에 포함된다.  

 

하이퍼바이저 위의 디바이스 에뮬레이터 계층은 가상머신에게 가상 

I/O 디바이스 기능을 제공하는 핵심 계층이다. 가상머신의 전가상화를 

위하여 I/O 디바이스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에뮬레이션 하거나, 

반가상화를 위하여 가상머신 내부에서 발생된 I/O 요청을 하이퍼바이저 

내부의 특정 디바이스 드라이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디바이스 에뮬레이터는 실제 I/O 처리를 위해 대칭형 구조의 경우 

하이퍼바이저의 I/O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의존해야 한다. 디바이스 

에뮬레이터의 종류는 각 하이퍼바이저마다 다르지만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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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바이저인 Xen과 KVM은 QEMU(Quick Emulator)를 디바이스 

에뮬레이터로 사용한다.  

 

가상머신 계층은 가상머신들이 존재하는 계층이다. 각 가상머신은 

가상화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내재하고 있으며, 하이퍼바이저는 시스템을 

내재한 가상머신들을 관리한다. 각각의 가상머신 내부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운영체제와 필요 응용을 포함한다. 가상머신은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상화된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I/O 

디바이스 등)을 활용한다. 일부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등)은 하위 

계층인 하이퍼바이저에 의해 관리/제공 되며, 일부 자원(I/O 디바이스 

등)은 디바이스 에뮬레이터에 의해 관리/제공된다. 본 학위논문에서 

다루는 차량용 시스템들 또한 가상머신 내부에 위치하게 되며, 각 

가상머신 내부의 차량용 시스템은 하이퍼바이저 또는 디바이스 

에뮬레이터가 제공하는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가상머신이 최고의 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전가상화 CPU, 전가상화 

메모리, 반가상화 I/O를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CPU와 메모리 가상화 

기법은 본 학위논문의 범위를 넘어가므로 다루지 않는다. 

 

지금까지 타겟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설명하였으므로, 본 절에서는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기 위한 

시스템 모델링을 설명한다. 세부적으로 먼저 시스템의 종류를 분류하며, 

이후 각각의 시스템에서 발생될 수 있는 CAN 메시지를 분류 한다. 

 
 

그림 3-2. 시스템 모델링 요약 

차량용 시스템들

실시간 시스템 비실시간 시스템

실시간 CAN 
메시지

사용자 CAN 
메시지

시스템 CAN 
메시지

비실시간
CAN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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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모델링에 대한 요약은 그림 3-2와 같다. 

 

먼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는 차량용 

시스템들을 크게 실시간 시스템과 비실시간 시스템으로 분류하여 다룬다. 

실시간 시스템은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Mission Critical System)이다. 

즉, 실시간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 태스크에 시간적 제약이 주어지며, 

시간적 제약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운전자 또는 탑승자에게 중요한 

위험이 초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실시간 차량용 시스템으로 운전자에게 

주유계, 속도계 등의 차량 정보들을 표시하는 클러스터 시스템을 예로 

들 수 있다. 클러스터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중요 정보들을 전달하며, 

중요 차량 정보들을 일정 시간 내에 표시하지 못한다면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비실시간 시스템은 시간적 제약을 갖지 

않는다. 이 시스템은 불필요한 지연시간이 발생한다면 시스템이 

수행하는 서비스의 질이 손상될 수 있지만 운전자 또는 탑승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정보오락을 제공하는 IVI 시스템을 

예로 들 수 있다. IVI 시스템은 동영상 재생, 게임, 지역 정보 제공, 음악 

재생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IVI 시스템 내부의 태스크는 실행 

오류로 종료되거나 시스템에 의한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하지만 차량 서비스의 질에 연관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best-effort 형태의 수행이 필요한 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비실시간 시스템과 내부의 응용(또는 태스크)는 실시간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앞으로 연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가상머신을 나타내기 위한 표기법을 정의한다. 본 논문에서 각각의 

가상머신은 𝑣𝑚𝑖 로 표현한다. 그리고 실시간 가상머신은 𝑣𝑚𝑅𝑇 로 

표현하며, 𝑘 개의 비실시간 가상머신들의 집합은 𝑽𝑴𝑵𝒐𝒏−𝑹𝑻 =

{𝑣𝑚𝑗, 𝑣𝑚𝑗+1, … , 𝑣𝑚𝑘−1}으로 표현한다. 

 

다음으로 실시간 시스템과 비실시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CAN 

메시지에 대한 모델링을 설명한다. CAN 메시지는 CAN 메시지를 

발생시키는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𝑣𝑚𝑅𝑇 에서 발생하는 CAN 메시지는 모두 실시간성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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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CAN 메시지라 정의한다. 𝑣𝑚𝑅𝑇 에서 발생하는 CAN 메시지를 

모두 실시간성을 갖는 메시지라 정의 한 이유는 앞 문단에서 시스템을 

모델링 할 때, 실시간 시스템 내부의 응용(또는 태스크)는 실시간성을 

갖는다고 정의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실시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CAN 

메시지들은 [12]에 의해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위한 데드라인과 주기가 

계산되었다고 가정한다. 이 때, schedulability analysis에서 쓰인 값들은 

모두 가상화 되지 않은 차량용 시스템을 가정하여 설정되었다고 

가정한다. 

 

이에 반해 𝑽𝑴𝑵𝒐𝒏−𝑹𝑻내의 임의의 𝑣𝑚𝑖에서 발생하는 CAN 메시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뉠 수 있다. 그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CAN 메시지 

(2) 시스템 CAN 메시지 

사용자 CAN 메시지는 이벤트에 의해 생성되는 CAN 메시지이다. 이 

이벤트의 예로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입력에 의한 이벤트와 사용자 

상황에 의한 이벤트가 있다. 이벤트에 의해 발생되는 사용자 CAN 

메시지의 예로 IVI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eCall 메시지가 있다[30]. 

eCall 메시지는 차량의 사고 발생 시, 자동적으로 경찰 또는 구급센터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기능으로 2018년 4월부터 유럽연합에 자동차를 

수출하려 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능이다. 사용자 CAN 

메시지는 예측되지 않는 이벤트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주기성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용자 CAN 메시지는 𝑽𝑴𝑵𝒐𝒏−𝑹𝑻 에서 

발생하여 실시간성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서비스의 질을 위해 짧은 

응답시간을 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다르게 시스템 CAN 

메시지는 각 차량용 시스템의 상태 감지, 주기적 컨트롤 등 시스템의 

동작과 관련된 CAN 메시지이다. 이러한 CAN 메시지의 대표적인 예로 

자동 와이핑 기능(Auto Wiping)이 있다[31]. 이 기능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자동차의 윈드쉴드를 자동으로 닦아주는 기능을 한다. 이 

때문에 자동 와이핑 시스템은 비가 내리는 것을 감지하는 감지 시스템과 

감지 데이터에 기반하여 와이퍼의 제어를 담당하는 컨트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고, 두 시스템은 CAN으로 서로 연결된다. 감지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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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으로 주변 환경 데이터를 CAN을 통해서 와이퍼 컨트롤 

시스템에게 전달하며, 컨트롤 시스템은 전달된 정보에 기반하여 

와이퍼를 작동시킨다. 시스템 CAN 메시지는 예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주기를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 종류의 CAN 

메시지는 𝑽𝑴𝑵𝒐𝒏−𝑹𝑻 에서 발생하여 실시간성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서비스의 질을 위해서 적당한(reasonable) 시간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추후 연구의 논의를 위하여 CAN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한 표기법을 

정의한다. 가상머신 𝑣𝑚𝑖 에서 발생한 임의의 CAN 메시지는 𝑚𝑖 라 

표현한다. 또한 𝑉𝑀𝑅𝑇 에서 발생한 실시간 CAN 메시지 집합은 𝑴𝒓𝒕 =

{𝑚𝑗, 𝑚𝑗+1, … , 𝑚𝑘} 로 표현하며, 𝑽𝑴𝑵𝒐𝒏−𝑹𝑻 에서 발생한 비실시간 CAN 

메시지 중, 사용자 CAN 메시지의 집합은 𝑴𝒖𝒔𝒆𝒓 = {𝑚𝑗, 𝑚𝑗+1, … , 𝑚𝑘} , 

시스템 CAN 메시지는 𝑴𝒔𝒚𝒔𝒕𝒆𝒎 = {𝑚𝑗, 𝑚𝑗+1, … , 𝑚𝑘}으로 표현한다. 또한 

CAN 메시지 𝑚𝑖 의 CAN ID는 𝐼𝐷(𝑚𝑖)  매크로 함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고 정의한다. 

 

지금까지 본 학위 논문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차량용 시스템을 

분류하였고, 각 시스템 내에서 메시지의 특성에 따른 분류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분류된 모든 CAN 메시지 타입에 대해 

대응하는 기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즉, 본 학위 논문에서 제안된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는 𝑴𝑹𝑻 에 대해서는 가상화 되지 않은 환경 수준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𝑴𝒊𝒏𝒕𝒆𝒓𝒂𝒄𝒕𝒊𝒗𝒆 와 𝑴𝒔𝒚𝒔𝒕𝒆𝒎 에 대해서는 

𝑉𝑀𝑅𝑇가 요구하는 실시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성능을 

보장하며, 기아 현상 없이 𝑚𝑖가 전송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제 2 절 문제 설명 
 

본 절에서는 제안된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가 갖고 있는 추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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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제시한다. 이후 이러한 추상적인 목표를 하위 기술적 목표로 

구체화 하고 각 목표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하여 CAN 

메시지의 송신과정과 수신과정을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CAN 메시지 

송신과정을 위한 추상적인 목표와 이에 대한 하위 기술적 목표를 

살펴본다. 그 뒤, CAN 메시지 수신과정에 대하여 고찰한다. 

 

먼저 CAN 메시지 송신에 대하여 알아본다. 본 학위논문에서 

제안하는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는 CAN 송신을 위하여 각각 

비실시간, 실시간 시스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실시간 시스템 

- 실시간 시스템에게 bounded 지연시간을 갖는 CAN 메시지 

전송 환경 제공 

• 비실시간 시스템 

- 각 비실시간 시스템에게 실시간 시스템의 CAN 메시지 

전송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아 현상이 없는 

최대 성능의 CAN 메시지 전송 환경 제공 

실시간/비실시간 시스템에 대한 추상적 목표를 위해서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는 실시간 시스템에게 CAN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경로인 

fast path, 비실시간 시스템에게 CAN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경로인 

slow path를 제공한다. 

 

Fast path는 실시간 시스템에게 bounded 지연시간을 갖는 CAN 

메시지 전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하위 기술적 목표를 

가진 기법들을 제공해야 한다. 

(1) Fast path는 실시간 시스템의 CAN 메시지 전송 시, 

가상화 환경에 의한 unbounded 지연 요소에 의한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 

(2) Fast path는 실시간 시스템의 CAN 메시지 전송 시, CAN 

버스 대역폭을 선점하여 항상 CAN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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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1)과 같이 실시간 시스템이 CAN 메시지를 전송하려 할 때, 

가상화 환경 때문에 생기는 추가적인 계층에 의한 unbounded 

지연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2)와 같이 실시간 

시스템이 CAN 메시지를 전송하려 할 때, 항상 CAN 버스 대역폭을 

선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버스 대역폭 사용을 위한 

추가적인 지연시간(대기시간)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 목표들은 fast path가 비가상화 환경처럼 실시간 시스템이 CAN 

컨트롤러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다르게 비실시간 시스템이 CAN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slow path는 비실시간 시스템이 CAN 메시지 전송 과정에서 실시간 

시스템에 대한 성능적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 기법을 제공해야 하며, 

기아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성에 기반한 CAN 버스 대역폭 관리 

기법을 제공해야 한다. 이 때, 기술적 목표들은 비실시간 시스템의 

사용자 CAN 메시지와 시스템 CAN 메시지에 대하여 각각 고려되어야 

한다. 

A. 공통 

(1) Slow path는 비실시간 시스템들의 가중치에 따라 실시간 

시스템의 사용하고 남은 CAN 버스 대역폭을 비실시간 

시스템에게 공정하게 할당 할 수 있어야 한다. 

B. 사용자 CAN 메시지 

(1) Slow path는 비실시간 시스템이 사용자 CAN 메시지를 

전송하려 할 때, 최대한 짧은 지연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C. 시스템 CAN 메시지 

(1) Slow path는 시스템 CAN 메시지의 전송으로 인한 

실시간 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2) 비실시간 시스템이 시스템 CAN 메시지를 전송하려 할 

때, slow path는 CAN 메시지가 적당한 지연시간 내에 

전송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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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 path는 위에서 언급된 기술적 목표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A-(1)과 같이 비실시간 시스템이 slow path를 통해 CAN 

메시지를 전송하려 할 때, slow path는 비실시간 시스템에게 CAN 버스 

대역폭 관리 기법을 제공하여 버스 대역폭의 기아 현상 또는 메시지 

전송 손실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용자 CAN 메시지는 

사용자 입력에 대한 반응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slow path는 

사용자 CAN 메시지에 대하여 B-(1)과 같이 허락한 대역폭 내에서 

최대한 짧은 지연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기법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실시간 시스템의 시간 제약과 다른 의미이다. 즉, 사용자 CAN 메시지는 

지연시간이 최대한 짧아야 하지만 실시간 시스템에서 발생한 실시간 

CAN 메시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스템 CAN 메시지는 사용자 CAN 메시지와 달리 주기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 CAN 메시지에 비해 발생빈도가 잦다. 이 때문에 

slow path는 C-(1)과 같이 메시지 전송 오버헤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법을 제공하여 실시간 CAN 메시지 전송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 CAN 메시지는 시간적 제약이 없으며 

유저의 반응성에 관련되어있지 않지만, slow path는 C-(2)와 같이 

적당한 시간 내에 전송 손실 없이 전송을 보장할 수 있는 기법을 

제공해야 한다.  

 

CAN 메시지의 수신과정은 송신 과정과 다르게 fast path와 slow 

path가 없으며 선택적 CAN 메시지 멀티캐스팅(Selective CAN 

Message Multicasting)만을 지원한다. Fast path와 slow path가 없는 

이유는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 상에서 외부로부터 수신되는 CAN 

메시지가 실시간성을 갖는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CAN 메시지는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고정된 프로토콜을 가진다. 이 고정 프로토콜 

때문에 CAN 메시지 자체에 실시간성과 비실시간성을 표시할 수 없다. 

또한 CAN 메시지 사이즈 때문에 응용 프로토콜 또한 적용할 수 없다.  

즉,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는 수신된 CAN 메시지가 비실시간 

메시지인지 실시간 CAN 메시지인지 알 수 없으므로, 수신된 CAN 

메시지를 무조건 실시간 CAN 메시지 형태로 처리된다. 하지만 수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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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메시지를 모든 가상머신에게 브로드캐스팅 한다면 상당히 많은 

하이퍼바이저-가상머신 간 모드 스위칭이 발생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하여 가상머신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CAN 메시지만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를 선택적 CAN 메시지 멀티캐스팅이라 부른다. 

전술된 이유로 본 학위 논문에서는 주로 CAN 메시지의 송신 과정에 

대해서만 다루며 선택적 CAN 메시지 멀티캐스팅에 대해서는 다음 절과 

4장에 간략히 소개만 한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CAN 메시지 전송 시, 위에서 다뤄진 기술적 

목표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fast path와 slow path로 구성된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Fast path와 slow path는 각각의 기술적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발된 기법들을 내재하고 있다. 이로써, 본 

논문에서 제안된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는 궁극적 목표인 실시간 

시스템과 비실시간 시스템들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제 3 절 해결 방안 개관 

 

본 절에서는 fast path와 slow path의 기술적 목표들을 만족하기 

위한 기법들을 개관한다. 그리고 이 기법들이 어떻게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 계층에 배치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본 논문에서는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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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와 slow path는 수직적 구성이라고 표현하며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각 계층은 수평적 구성이라 표현한다. 

 

먼저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의 수평적 구성은 다음과 같이 분리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기반한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 Front-end 드라이버 

• Back-end 드라이버 

• 가상 버스 

그림 3-2에는 수직적 구성과 수평적 구성을 함께 표현하였다. 

일반적인 2단계의 분리 디바이스 드라이버 방식과 달리 본 가상화 

프레임워크에서는 가상 버스가 추가되었다. 그 이유는 가상 버스는 

기존의 분리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제공하지 않는 CAN 버스 대역폭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CAN 컨트롤러의 기능들 또한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른 두 드라이버는 기존의 분리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표준인 VirtIO를 

따른다. 즉, front-end 드라이버는 VirtIO의 큐잉 기법이 구현되어 있고, 

back-end 드라이버는 I/O 요청의 하위 계층으로의 전달을 담당한다. 

각 기법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fast path와 slow path로 이루어진 수직적 

구성 하에서 front-end 드라이버, back-end 드라이버, 그리고 

 
 

그림 3-3.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의 수평적 구성과 수직적 구성 요소들 

Front-end Driver

Real-Time System

Front-end Driver

Non-Real-Time System

Back-end Driver

Device
Emulator

Back-end Driver

Device
Emulator

Hypervisor

Virtual Bus

Fast path Slow path

수
평

적
구

성

수직적 구성



 

 43 

가상버스에 적용된 기법들을 살펴본다.  

 

Fast path는 실시간 시스템이 CAN 메시지 전송 시, 가상화 계층에 

의한 지연시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기법과, 항상 CAN 버스 

대역폭을 선점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을 제공한다. 가상화 계층에 

의한 지연시간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각 계층에서 가상화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지연시간 요소들을 나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법을 간략히 살펴본다. 이후, CAN 버스 대역폭의 선점 및 사용을 

항상 보장할 수 있는 기법 또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각 계층에서 가상화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지연시간들을 

살펴본다. 가상화 환경 때문에 추가된 계층들은 위에서 살펴본 front-

end 드라이버, back-end 드라이버, 그리고 가상버스로 이루어진 총 

3단계 계층이다. 첫 번째 계층인 Front-end 드라이버는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큐잉 기법을 제공한다. 즉, CAN 메시지를 큐잉 후, 배치 

형태로 하위 계층에 전달한다. 이 과정 속에서 추가 지연 요소는 큐잉 

기법에서 발생하는 큐잉 딜레이이다. Back-end 드라이버는 단순히 

전달된 I/O 메시지들을 다음 계층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므로, 추가 지연 

요소는 전송 오버헤드 이외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후 가상버스는 

언급하였듯이, fast path에게는 비가상화 환경처럼 항상 CAN 버스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직 이 기법이 설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계층에서의 가상화에 의한 지연시간은 없다고 가정하며 

그 이유는 뒤에 설명한다. 즉, 가상화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지연 

요소들 중 필수적인 요소들을 제외하면 front-end 드라이버에서의 큐잉 

딜레이만 존재한다.  

 

이 때문에 본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의 fast path에서는 실시간 

시스템에서 발생한 CAN 메시지에 대하여 큐잉을 하지 않고, CAN 

메시지가 도착하면 바로 back-end 드라이버로 전송하여 큐잉 

지연시간을 최소화 시킨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가상머신과 

하이퍼바이저 간의 모드 스위치를 과도하게 발생시켜 성능적 오버헤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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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킨다. 이는 전체 처리량에 악영향을 준다. 하지만 실시간 

시스템은 높은 처리량보다 실시간성을 우선시 하는 시스템인 만큼, 낮은 

처리량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실시간 시스템에서 CAN 메시지 전송 시, fast path를 통해 

가상버스에서 CAN 버스 대역폭을 선점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기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만약 이 기능을 가상버스에서 

제공한다면 가상버스에서는 계층에 의한 오버헤드 외에는 어떠한 

지연시간도 생기지 않는다. 이 기법의 핵심 키 아이디어는 실시간 

시스템을 위한 최소한의 CAN 버스 대역폭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상버스에서는 비실시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CAN 메시지의 

발생량을 throttling할 수 있는 기법을 제공한다. 이를 이용하여 실시간 

시스템은 최소한의 CAN 버스 대역폭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 CAN 컨트롤러가 단위 시간당 10개의 CAN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고 하자. 이 때, 실시간 시스템에서 발생하고 있는 CAN 메시지가 

단위 시간당 3개라고 한다면, 최악의 경우 비실시간 시스템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메시지는 시간당 7개이다. 이러한 경우, 비실시간 시스템의 

CAN 메시지 발생량은 단위시간당 7개로 throttling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실시간 시스템의 CAN 버스 대역폭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비실시간 시스템이 CAN 메시지 전송을 위해 사용할 

slow path에 적용된 기법들을 개관한다. Slow path는 사용자 CAN 

메시지와 시스템 CAN 메시지를 위한 기법으로 나뉜다. 사용자 CAN 

메시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짧은 지연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시스템 CAN 메시지에 대해서는 전송 오버헤드를 최소화 하여 

실시간 시스템에게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slow path는 기아 현상 없이 적당한 지연 시간 내에 모든 CAN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메시지 종류에 대한 공통 

사항으로 비실시간 시스템은 가중치에 따라 throttling된 버스 대역폭 

내에서 공정하게 버스 대역폭을 할당 받을 수 있어야 한다. 

 



 

 45 

사용자 CAN 메시지는 최대한 짧은 지연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실시간 시스템에서 발생한 CAN 메시지와 비슷하게 front-end 

드라이버에서 큐잉을 하지 않는다. 즉, CAN 메시지가 front-end 

드라이버에 전송 되었을 때, 바로 back-end 드라이버에 전송함으로써 

최대한 저지연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방법은 가상머신-

하이퍼바이저 간 모드 스위칭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한 오버헤드 때문에 

실시간 시스템에게 성능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 

CAN 메시지는 유저의 입력 또는 주변 환경에 의해 발생되는 만큼, 

빈도가 낮고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CAN 메시지이다. 이 때문에 

사용자 CAN 메시지의 전송이 실시간 시스템에게 끼치는 성능적인 

영향은 그 발생 빈도가 낮은 만큼 적다.  

 

이와 달리 시스템 CAN 메시지는 시스템에서 지속적, 그리고 

주기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메시지이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시스템 

CAN 메시지는 전송 오버헤드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적당한 지연 시간 내에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때문에 front-end 드라이버 

내에서는 큐잉 딜레이가 바운드 될 수 있는 time-bounded micro 

batching 기법을 통하여 큐잉을 수행한다. 이 기법은 주어진 시간동안 

큐잉을 하여 주기적으로 back-end 드라이버에게 I/O 요청을 전송하는 

기법이다. 추후 실험에서 검증하지만, 이 기법은 가상머신-하이퍼바이저 

간 모드 스위칭을 최소화 시켜 모드 스위칭에 의한 성능 오버헤드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공통적으로 비실시간 시스템에 의해 발생된 CAN 메시지는 

가상버스에 의한 공정성에 기반한 대역폭 관리 기법에 의해 관리된다. 

각 비실시간 시스템 𝑣𝑚𝑖는 가중치 𝑤𝑖를 갖는다. CAN 버스 대역폭 관리 

기법은 가중 라운드 로빈(weighted round robin)방식에 기반하여 

𝑣𝑚𝑖 에게 𝑤𝑖 에 비례하도록 CAN 버스 대역폭을 제공한다. 이 때, 

제공되는 대역폭의 총 합은 fast path가 throttling하는 비실시간 

시스템의 버스 대역폭을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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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는 아래와 같은 기능들을 

제공한다. 

• 선택적 CAN 메시지 멀티캐스팅(Selective CAN Message 

Multicasting) 

• SocketCAN 인터페이스 지원 

선택적 CAN 메시지 멀티캐스팅은 수신된 CAN 메시지를 관심을 

표현한 시스템에게만 선택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기법은 

가상버스에 구현되어 있으며, 이 기법은 브로드캐스팅 기법과 다르게 

가상머신-하이퍼바이저 간 모드 스위칭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SocketCAN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데, SocketCAN은 CAN을 BSD 

Socket Interface를 통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추상 

인터페이스 툴이다. 가상머신 내부의 시스템은 SocketCAN을 통해 

제안된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CAN 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수신할 수 있다. 

 

지금까지 CAN 메시지 송신에 대하여 fast path와 slow path별로 

각 기법들이 어떤 계층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기법들을 표로 요약 정리하자면 표 3-2와 같다. 선택적 CAN 메시지 

멀티캐스팅의 경우 수신 기법이기 때문에 표 3-2에서 제외하였다. 각 

기법들은 본 학위논문에서 제안된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에 적용되어 

있으며, 제안된 프레임워크를 통하여 시스템 개발자는 가상화 된 실시간 

시스템과 비실시간 시스템에게 각 시스템 특성에 맞는 CAN 통신 

표 3-2.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에 적용된 기법들 

 

Tx case
Fast path Slow path

실시간 CAN 메시지 사용자 CAN 메시지 시스템 CAN 메시지

Front-end
드라이버

• No queuing • No queuing
• Time-bounded 

micro batching

Back-end 
드라이버

• - • - • -

가상버스
• CAN bus 

preemption
• Throttling

• Weight-based CAN bus bandwidth 
allocation for fairness

공통 • SocketCAN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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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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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VirtIO 기반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에 적용된 모든 

기법들에 대하여 수평적 구성인 계층별 순서대로 설명한다. 4.1절에서는 

front-end 드라이버에서 설계된 기법들을 자세히 기술한다. 

4.2절에서는 가상버스에 설계된 기법들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4.3절에서는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를 종합적인 측면에서 4.1절과 

4.2절에서 기술된 기법들의 요약 정리와 함께 기술되지 않은 추가 요소 

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 장에서는 세 개의 계층 중 back-end 

드라이버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그 이유는 CAN 메시지의 송/수신 시, 

back-end 드라이버는 단순히 하위/상위 계층으로 CAN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제 1 절 Front-End 드라이버 

 

Front-end 드라이버 계층은 시스템 내부의 응용과 디바이스 

에뮬레이터 내부에 있는 back-end 드라이버를 잇는 역할을 한다. CAN 

메시지 송신의 경우, front-end 드라이버는 가상화된 시스템의 내부 

응용에서 발생된 CAN 메시지를 하위 계층인 back-end 드라이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CAN 메시지 수신의 경우, front-end 드라이버는 

back-end 드라이버로부터 전달된 CAN 메시지를 가상화된 시스템의 

내부 응용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 송/수신 과정 중에 

하이퍼바이저-가상머신 간 모드 스위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는 

시스템에게 성능적인 오버헤드를 초래한다. 이 때문에 VirtIO기반 

front-end 드라이버는 모드 스위칭 횟수를 줄이고자 큐잉 기법을 

도입하였다. VirtIO는 이러한 기법을 통하여 가상머신과 하이퍼바이저 

간의 모드 스위칭 횟수를 줄여 성능상 오버헤드를 줄이려 한다. 본 

학위논문에서 제안하는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 또한 VirtI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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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하기 때문에 타 레이어에 CAN 메시지 전달 시, 큐잉 기법을 

사용한다. 이 때, 3.2절에서 설명하였듯이, front-end 드라이버는 수신이 

아닌 송신의 경우만 다루도록 한다.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는 큐잉 기법을 사용하면서, 기존의 

VirtIO와 달리 실시간 시스템의 fast path와 비실시간 시스템의 slow 

path를 위하여 front-end 드라이버 내부에는 각기 다른 큐잉 활용 

정책이 추가 설계되어 있다. 큐잉 기법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 Fast path 

- No queuing 

• Slow path 

- 사용자 CAN 메시지: No queuing 

- 시스템 CAN 메시지: Time bounded micro batching 

 

Fast path는 가상화 환경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지연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front-end 드라이버 내부에서 CAN 메시지들을 큐잉하지 

않는다. 즉, 큐의 사이즈는 1이고, 이 때문에 CAN 메시지가 큐에 

도착하면 바로 back-end 드라이버에 전달된다. 이러한 방식은 

시스템에 모드 스위칭에 의한 성능적 오버헤드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실시간 시스템에게 비가상화 환경과 가까운 저지연을 제공하여 

실시간성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에 설계되었다. 

 

Slow path는 fast path와 다르게 CAN 메시지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 CAN 메시지와 시스템 CAN 메시지로 나뉜다. 사용자 CAN 

메시지는 fast path와 같은 no queuing 정책을 사용한다. 시스템 CAN 

메시지는 time bounded micro batching 정책을 사용한다. 사용자 CAN 

메시지는 비주기적이면서 가끔 발생하는 사용자 입력 또는 주변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메시지로, 서비스의 반응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짧은 지연을 요구한다. 이 때문에 front-end 드라이버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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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메시지에 대해 front-end 드라이버 내부에 큐잉을 하지 않고 

바로 back-end 드라이버로 전달한다. 물론 이 방식은 fast path의 no 

queuing과 같이 시스템에 모드 스위칭으로 인한 성능적 오버헤드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 CAN 메시지는 발생 빈도가 타 CAN 

메시지 타입보다 적은 만큼 전체 성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은 

오버헤드이다.  

 

이와 달리 시스템 CAN 메시지를 위한 time bounded micro 

batching은 no queuing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모드 스위칭에 의한 

성능적 오버헤드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CAN 메시지를 큐에 큐잉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큐에 있는 CAN 메시지들을 front-end 

드라이버에서 back-end 드라이버로 전달한다. 기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개념을 정의한다. 

• 큐잉 딜레이 𝑄(𝑚𝑖) : CAN 메시지 𝑚𝑖 가 front-end 드라이버 

큐에 큐잉된 시점으로부터 back-end 드라이버로 

전송되기까지의 시간 

• 배치 지연 𝐵 : 큐에 있는 CAN 메시지들을 front-end 

 
 

그림 4-1. 예측에 기반한 불필요 큐잉 딜레이 제거 기법 

첫 번째 도착 두 번째 도착

첫 번째 플러시

불필요 큐잉 딜레이

시간

첫 번째 도착 두 번째 도착

시간

플러시 시점을 당겨,
불필요 최소화

배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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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에서 back-end 드라이버로 전송하는 주기 

• 플러시: Front-end 드라이버의 큐에 큐잉된 CAN 메시지들을 

한꺼번에 back-end 드라이버로 전송하는 행위 

설계에 따라 time bounded micro batching은 임의의 𝑚𝑖에 대하여 

𝑄(𝑚𝑖) ≤ 𝐵 을 만족하므로, front-end 드라이버에서의 큐잉 딜레이를 

바운드 할 수 있다. 하지만 𝐵가 커지면 𝑄(𝑚𝑖) 또한 커지므로 전체 CAN 

메시지의 처리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 또한 길어진다. 이 때문에 

평균적인 𝑄(𝑚𝑖)를 줄일 수 있는 기법을 적용하였다. 그림 4-1과 같이 

임의의 CAN 메시지 𝑚𝑖가 도착했을 때, front-end 드라이버가 어떠한 

CAN 메시지라도 다음 플러시 시점까지 도착하지 않는다고 예측하면, 

𝑚𝑖 는 큐잉 될 필요 없이 바로 플러시 되어 다음 계층으로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front-end 드라이버는 다음 플러시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큐에 있는 CAN 메시지들을 즉시 플러시하여 

불필요한 𝑄(𝑚𝑖) 을 줄인다. 이를 위하여 다음 CAN 메시지의 발생 

시점을 예측하는 기법이 필요한데, 시스템 CAN 메시지는 주기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발생을 예측하기 쉽다.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는 예측 

기법으로 지수 이동 평균(exponential moving average)을 사용하였다. 

즉, front-end 드라이버는 지수 이동 평균을 사용하여 다음 CAN 

메시지 발생 시점을 예측 한 뒤, 다음 플러시 시점까지 어떠한 CAN 

메시지도 도착하지 않는다고 판명되면 큐잉된 CAN 메시지들을 바로 

플러시 시킨다.  

 

지수 이동 평균을 적용한 플러시 결정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는 그림 

4-2의 FLUSH TIMING DECISION 알고리즘과 같다. FLUSH TIMING 

DECISION 알고리즘은 현재 큐잉된 CAN 메시지들을 바로 플러시 

시킬지 결정한다. 알고리즘의 결과값이 참이라면 큐잉된 CAN 메시지는 

바로 플러시 되고, 거짓이면 다음 메시지 도착 시점까지 기다린다. 

알고리즘의 입력으로는 현재 도착한 메시지 𝑚𝑖 , 지수 이동 평균의 실측 

가중치 𝛼 , 이미 메시지가 큐잉 되어 있을 경우, 큐잉된 메시지들 중 

첫번째 메시지가 도착한 시간 𝑡𝑓 , 배치 지연 𝐵 , 다음 CAN 메시지 중 

가장 빠르게 도착할 것으로 생각되는 메시지의 도착 시점 𝑡𝑚𝑎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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𝑚𝑖의 CAN ID를 가진 메시지들의 예측된 주기 𝑃𝑒(𝐼𝐷(𝑚𝑖)) , 현재 𝑚𝑖의 

CAN ID를 가진 메시지들의 실측 주기 𝑃𝑚(𝐼𝐷(𝑚𝑖))을 받는다. 알고리즘 

동작은 크게 𝑚𝑖 가 처음 큐잉되는 메시지인지 결정하여 변수들을 

업데이트 하는 2~5번째 줄, 지수 이동 평균으로 다음 CAN 메시지 

발생 시점을 예측하는 6번째 줄, 𝑡𝑚𝑎 을 통하여 즉시 플러시가 필요한 

시점인지 판단하는 7~15번째 줄로 구성된다. 그 이외의 16번째 

줄에서는 𝑡𝑚𝑎, 𝑃𝑒(𝐼𝐷(𝑚𝑖)), 𝑃𝑚(𝐼𝐷(𝑚𝑖))를 최신 값으로 업데이트 한다.  

 

 

 

제 2 절 가상 버스  

 

가상 버스 계층은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계층으로 CAN 가상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을 지원한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그림 4-2. FLUSH TIMING DECISION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 

ALGORITHM: FLUSH TIMING DECISION

Input:

An arrived message:

The degree of weighting:

The first queued time:

The batch period:

Expected minimum arrival time:

Expected invoke period of :

Measured invoke period of :

1:

2: if then

3:

4:

5: end if

6:

7: if then

8:

9: else then

10: if then

11:

12: else then

13:

14: end if

15: end if

16: UPDATE( , , )

17: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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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신 

- CAN 버스 대역폭 제어 및 관리 

- 비실시간 시스템들의 CAN 메시지 전송량 throttling 

• 수신 

- 선택적 CAN 메시지 멀티캐스팅 

첫 번째 기능인 가상버스의 CAN 버스 대역폭 제어 및 관리 기능은 

fast path를 사용하는 실시간 시스템에게 CAN 버스 대역폭을 선점하여 

필요 시 항상 CAN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slow 

path를 사용하는 비실시간 시스템에게는 비실시간 시스템이 가진 

가중치에 따라 CAN 버스 대역폭을 공정하게 할당해주어 비실시간 

시스템이 CAN 메시지를 전송하려 할 때, 기아 현상 없이 전송될 수 

있도록 해준다. 두 번째로 비실시간 시스템의 CAN 메시지가 과다하게 

발생되어 실시간 시스템이 전송한 CAN 메시지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비실시간 시스템의 CAN 메시지 

전송량을 throttling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된다. 셋 째, CAN 메시지의 

송신이 아닌 수신의 경우, 선택적 CAN 메시지 멀티캐스팅을 통해 

시스템이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가 도착 했을 때에만 CAN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브로드캐스팅 방법과 달리 

CAN 메시지가 수신 되었을 때, 모든 가상머신이 모든 수신된 CAN 

메시지에 대해 모드 스위칭을 할 필요가 없어져 성능적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또한 CAN 메시지의 내용이 임의의 가상머신에게 노출되지 

 
 

그림 4-3. CAN 버스 대역폭 제어 및 관리 기법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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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므로 보안적으로도 우수한 장점이 있다. 언급된 기능들에 대하여 

이후 문단에서 자세히 기술한다. 

 

CAN 버스 대역폭 제어 및 관리는 가상버스의 핵심 기능이다. 

전체적 구조도는 그림 4-3과 같다. 가상버스 내부에는 각 

가상머신들에게 할당된 CAN 메시지 큐들이 존재한다. 각 메시지 큐는 

비실시간 시스템에게 할당된 가중치를 상속받는다. Scheduler 중 slow 

path(이하 slow path scheduler로 지칭)는 각 큐의 가중치에 따라 각 

큐 내부에 있는 CAN 메시지들을 CAN 컨트롤러 내부의 CAN 메시지 

큐인 dispatch queue에 전달한다. Dispatch queue는 CAN 컨트롤러 

내부의 큐 이기 때문에 CAN 메시지가 dispatch queue로 전송된 

이후에는 어떠한 스케줄링 정책도 적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slow path 

scheduler가 CAN 메시지를 넣는 순서대로 CAN 메시지가 CAN 

버스에 실리게 된다. 이에 반해 실시간 시스템을 담고 있는 가상머신에 

할당된 CAN 메시지 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CAN 메시지가 fast 

path를 통하여 dispatch queue에 직접적으로 전송된다. 즉, fast path를 

통하면 어떠한 스케줄러의 영향도 받지 않은 채 dispatch queue로 

전송될 수 있다.  

 

Slow path scheduler에는 여러 가지 정책이 적용될 수 있다. 본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에서는 크레딧 기반 가중 라운드 로빈 방식을 

사용한다. 크레딧 기반 가중 라운드 로빈 방식은 가중치에 따라 각 

비실시간 시스템에게 CAN 버스 대역폭을 할당하기 위한 스케줄러이다. 

이 때, 버스 대역폭의 사용량을 계량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스케줄러는 I/O 디바이스 사용량을 I/O 디바이스의 사용시간으로 

계량한다. 하지만 본 스케줄러에서는 사용 시간이 아닌 버스에 CAN 

메시지를 전송한 횟수로 버스 대역폭의 사용량을 계량한다. 일반적인 

I/O 디바이스는 사용된 시간이 증가할수록 I/O 처리량이 증가한다. 

이러한 I/O 디바이스의 예로는 SSD 또는 HDD, Ethernet이 존재한다. 

하지만 CAN의 경우 CAN 컨트롤러 사용 시간과 CAN 메시지 전송량이 

비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CAN은 멀티 마스터 방식이기 때문에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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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다른 CAN 컨트롤러와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상화 

환경과 연결된 CAN 컨트롤러가 보내려 하는 CAN 메시지의 

우선순위보다 높은 우선순위의 메시지를 다른 CAN 컨트롤러가 

지속적으로 전송하면 가상버스와 연결된 CAN 컨트롤러는 다른 CAN 

메시지의 우선순위에 밀려 CAN 메시지를 보낼 수 없다. 즉, 어떤 

가상화된 시스템이 CAN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시간은 경과하지만 실제 

CAN 메시지 전송량은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slow path scheduler는 CAN 컨트롤러 사용 시간이 아닌 CAN 메시지 

전송 횟수를 계량하여 스케줄링을 한다. 전송 횟수를 계량 및 표현하기 

위하여 slow path scheduler는 가상머신 𝑣𝑚𝑖 에 대한 크레딧 𝑐𝑖 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𝑐𝑖 는 𝑣𝑚𝑖 에서 발생한 CAN 메시지를 dispatch 

queue에 보낼 때마다 소모된다. 즉, slow path scheduler에 적용된 

크레딧 기반 가중 라운드 로빈 방식의 키 아이디어는 라운드 로빈을 

하면서, 각 𝑣𝑚𝑖  차례마다 CAN 메시지 큐에 있는 CAN 메시지들을 

dispatch queue에 전송하되, 할당받은 모든 크레딧을 사용할 때까지 

전송한다. 그리고 라운드가 끝나면 크레딧을 보충한다. 이 

스케줄러에서는 각 가상머신에게 초기에 할당된 크레딧의 양은 동일하다. 

단, CAN 메시지 전송 시, 소모되는 크레딧의 양은 가중치에 반비례 

하게 소모되어 가중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다. 

 

그림 4-4는 slow path scheduler의 의사 코드이다. CREDIT-BASED 

WEIGHTED ROUND ROBIN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송횟수에 기반하여 

크레딧을 소모하는 라운드 로빈 방식의 스케줄러이다.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비실시간 시스템(또는 가상머신)의 수를 나타내는 𝑛 , 각 

가상머신에 할당된 CAN 메시지 큐에 큐잉된 메시지들을 나타내는 

𝑴𝒗𝒎𝒊
, 비실시간 시스템의 가상머신 𝑣𝑚𝑖 의 가중치들을 나타내는 𝑤𝑖 , 

그리고 크레딧들을 나타내는 𝑐𝑖 , 초기 할당된 크레딧의 양인 𝑐𝑖𝑛𝑖𝑡 , 기본 

가중치인 𝑤𝑑 가 들어간다. 2~20번째 줄에서 while문을 통해 각 큐를 

순회하며 CAN 메시지를 dispatch queue에 전송한다. 1회 전송할 

때마다 9번째 줄에서 크레딧을 ∆𝑐𝑖 = −
𝑤𝑑

2

𝑤𝑖
만큼 소모하여 전송한다. 이후, 

CAN 메시지를 크레딧이 모두 소모되거나 CAN 메시지 큐에 메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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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때까지 전송하여 18번째 줄에서 re-credit 과정을 거쳐 크레딧을 

𝑐𝑖𝑛𝑖𝑡 만큼 보충한다. 이 때, 보충된 결과값이 초기 크레딧 값인 𝑐𝑖𝑛𝑖𝑡 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이 때, 사용되는 𝑐𝑖𝑛𝑖𝑡값은 𝑁 × 𝑤𝑑로 결정된다. 

이 때, 𝑁은 𝑤𝑖 가 𝑤𝑑 일 때 매 순회마다 보낼 수 있는 CAN 메시지의 

개수이다. 

 

이 알고리즘은 𝑁 과 𝑤𝑖 가 주어져야 한다. 이 때, 𝑤𝑖 는 𝑣𝑚𝑖 가 

사용하기 원하는 대역폭의 가중치만큼 할당하면 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할당할 수 있다. 하지만 𝑁 은 가중치와 다르게 값을 설정하는 방법이 

직관적이지 않다. 만약 𝑁이 작아진다면 그 만큼 많은 순회를 거쳐 CAN 

메시지를 전송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너무 

작은 𝑁 을 설정하면 너무 많은 CAN 메시지 큐의 순회가 발생하기 

때문에 컴퓨팅 오버헤드가 증가할 수 있다.  

 

 
 

그림 4-4. CREDIT-BASED WEIGHTED ROUND ROBIN 알고리즘의 의사 코드 

 

ALGORITHM: CREDIT-BASED WEIGHTED ROUND ROBIN

Input:

The number of virtual machines: n

A set of queued messages forwarded by :

The weight of :

The credit of :

Initial credit:

Default weight:

1: ←

2: while do

3: while do

4: ← FRONTOFQUEUE( )

5: if then

6: while do

7: ← SENDTOCAN( )

8: if then

9: ←

10: DEQUEUE( )

11: break

12: else then

13: continue

14: end if

15: end while

16: end if

17: end while

18: ←

19: ←

20: end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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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비실시간 시스템의 CAN 메시지 전송량 throttling을 

알아본다. 그림 4-3에서 볼 수 있듯이, 메시지 전송량 throttling은 

slow path scheduler에서 dispatch queue로 전송하는 구간의 메시지 

전송 경로를 throttling하여 작동한다. 본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에서는 throttling rate는 다음과 같이 조절될 수 있다. 

𝑡ℎ𝑟𝑜𝑡𝑡𝑙𝑖𝑛𝑔 𝑟𝑎𝑡𝑒 =
𝑇ℎ𝑒 𝑛𝑢𝑚𝑏𝑒𝑟 𝑜𝑓 𝑚𝑒𝑠𝑠𝑎𝑔𝑒𝑠

𝑇𝑖𝑚𝑒 𝑠𝑙𝑖𝑐𝑒
 

위 수식에서 볼 수 있듯이, slow path를 통해 전송되는 메시지의 

양은 𝑇𝑖𝑚𝑒 𝑠𝑙𝑖𝑐𝑒동안 𝑇ℎ𝑒 𝑛𝑢𝑚𝑏𝑒𝑟 𝑜𝑓 𝑚𝑒𝑠𝑠𝑎𝑔𝑒𝑠로 throttling 된다. 시스템 

개발자는 𝑇ℎ𝑒 𝑛𝑢𝑚𝑏𝑒𝑟 𝑜𝑓 𝑚𝑒𝑠𝑠𝑎𝑔𝑒𝑠와 𝑇𝑖𝑚𝑒 𝑠𝑙𝑖𝑐𝑒를 조절하여 throttling 

양을 조절할 수 있다. 

 

𝑡ℎ𝑟𝑜𝑡𝑡𝑙𝑖𝑛𝑔 𝑟𝑎𝑡𝑒 는 실시간 시스템에게 버스 대역폭을 보장하기 위한 

기법인 만큼, 실시간 CAN 메시지 전송 비율과 관련되어 결정되어야 

한다. 실시간 CAN 메시지의 최대 전송률을 𝑅𝑚𝑎𝑥
𝑅𝑇 라 하고, 실제 CAN 

컨트롤러가 지원할 수 있는 전송률을 𝑅𝑚𝑎𝑥
𝑇𝑜𝑡𝑎𝑙 이라 할 때, 

𝑡ℎ𝑟𝑜𝑡𝑡𝑙𝑖𝑛𝑔 𝑟𝑎𝑡𝑒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𝑡ℎ𝑟𝑜𝑡𝑡𝑙𝑖𝑛𝑔 𝑟𝑎𝑡𝑒 ≤ 𝑅𝑚𝑎𝑥
𝑇𝑜𝑡𝑎𝑙 − 𝑅𝑚𝑎𝑥

𝑅𝑇  

이 때, 𝑅𝑚𝑎𝑥
𝑇𝑜𝑡𝑎𝑙 는 CAN 컨트롤러의 하드웨어적 성능 또는 사용자의 

CAN 컨트롤러 설정에 따라 달라지며 주어진다. 즉, 𝑡ℎ𝑟𝑜𝑡𝑡𝑙𝑖𝑛𝑔 𝑟𝑎𝑡𝑒 를 

구하려면 𝑅𝑚𝑎𝑥
𝑅𝑇 를 구해야 한다. 본 논의에서 실시간 시스템의 CAN 

메시지 발생 주기는 schedulability analysis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상정하였으므로, 실시간 시스템에서 발생한 CAN 메시지의 아이디의 

집합들을 𝑰𝑫라 할 때, ∀𝑘 ∈ 𝑰𝑫 에 대하여 모든 주기 𝑇𝑘를 알고 있으면, 

𝑅𝑚𝑎𝑥
𝑅𝑇 를 구할 수 있다. {𝑇|𝑇 = max(𝑇𝑘) ∧ ∀𝑘 ∈ 𝑰𝑫 }인 𝑇를 알 때, 다음과 

같이 𝑅𝑚𝑎𝑥
𝑇𝑜𝑡𝑎𝑙를 구할 수 있다. 

𝑅𝑚𝑎𝑥
𝑅𝑇 = ∑

⌊
𝑇𝑘
𝑇 ⌋

𝑇
∀𝑘∈𝑰𝑫

 

이러한 방식으로 𝑡ℎ𝑟𝑜𝑡𝑡𝑙𝑖𝑛𝑔 𝑟𝑎𝑡𝑒 를 구할 수 있으며, 내부 변수인 

𝑇𝑖𝑚𝑒 𝑠𝑙𝑖𝑐𝑒는 𝑇로 계산하여 𝑇ℎ𝑒 𝑛𝑢𝑚𝑏𝑒𝑟 𝑜𝑓 𝑚𝑒𝑠𝑠𝑎𝑔𝑒𝑠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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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선택적 CAN 메시지 멀티캐스팅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 

기능은 CAN 메시지의 수신 때 사용되는 기능으로 모든 가상머신에게 

수신된 CAN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팅 하는 것이 아닌 선택적으로 

가상머신에 멀티캐스팅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브로드캐스팅 방식 

보다 모드 스위칭에 의한 성능적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으며, 임의의 

가상머신에게 CAN 메시지를 노출하지 않음으로써, CAN 메시지의 

보안적 이슈까지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가상머신 생성 시, 먼저 

각 시스템이 받을 CAN 메시지의 ID를 가상버스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디바이스 드라이버 컨트롤 인터페이스인 ioctl()을 

통하여 받을 CAN 메시지의 ID를 등록할 수 있다. 이 때, 보안을 위하여 

가상머신이 가상버스로의 ioctl()을 호출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제 3 절 요약 정리 

 

본 절에서는 이제까지 설명된 front-end 드라이버와 가상버스에 

구현된 기법들에 대하여 수직적 구성인 fast path와 slow path의 

관점으로 요약 정리한다. 요약 정리 이후,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에 

설계되었지만 지금까지 설명되지 않았던 작은 요소들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다. 그림 4-5와 같이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의 fast path와 

slow path는 각 계층에 적용된 기법들을 통하여 각 path의 목적을 

달성한다. Fast path는 각 계층에 적용된 기법들을 통하여 비가상화 환경 

수준의 CAN 통신 기능을 제공한다. Slow path는 각 계층에 적용된 

기법들을 통하여 각 CAN 메시지 타입에 따라 요구되는 특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Fast path는 실시간 시스템에게 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첫 번째 목적은 비가상화 환경 수준의 저지연 CAN 통신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CAN 버스 대역폭을 선점하여 언제든지 

CAN 메시지 전송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목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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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front-end 드라이버에는 일반적인 접근법인 큐잉 기법과 달리 

큐 사이즈를 1로 만들어 CAN 메시지를 큐잉 하지 않고, 바로 back-

end 드라이버로 전송하는 정책이 적용되었다. 이후, 전송된 CAN 

메시지는 back-end 드라이버를 거쳐 가상버스로 전달된다. 가상버스 

내부에서는 언급된 두 번째 목적을 위하여 CAN 버스 대역폭을 선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가상버스는 throttling 기능을 통하여 항상 

실시간 시스템이 사용할 버스 대역폭을 준비하여 두므로, 실시간 

시스템은 준비된 대역폭을 통하여 언제든지 CAN 메시지를 CAN 

버스에 실을 수 있다.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는 fast path에 대하여 

front-end 드라이버의 큐잉 활용 정책을 통하여 큐잉에 의해 발생하는 

지연을 없앨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back-end 드라이버를 통해 

넘어온 실시간 시스템에 의해 발생된 CAN 메시지는 대기하지 않고 

항상 전송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시간 시스템에게 비가상화 환경에서 

CAN 컨트롤러를 독점하는듯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Slow path는 fast path와 다르게 항상 실시간 시스템에게 CAN 

버스 대역폭을 양보하되, 실시간 시스템이 쓰고 남은 CAN 버스 

대역폭을 비실시간 시스템 간의 가중치에 비례하도록 공정하게 할당하여 

CAN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해준다. 하지만 상세 기법은 CAN 메시지의 

타입에 따라 다르다. 비실시간 시스템은 CAN 메시지의 특성에 따라 두 

 
 

그림 4-5. 각 path별 사용하는 기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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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타입의 CAN 메시지를 갖는다. 하나는 사용자 CAN 메시지, 다른 

하나는 시스템 CAN 메시지이다. 먼저, 사용자 CAN 메시지는 사용자의 

입력 또는 주변 환경의 이벤트에 의해 발생하는 메시지로, 비주기적인 

특성과 다른 CAN 메시지 타입보다 발생 빈도가 적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CAN 메시지는 반응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front-end 

드라이버에서는 큐잉에 의한 발생하는 지연을 없앨 수 있도록 큐 

사이즈를 1로 설정하여 바로 back-end 드라이버로 전달한다. 이후 

CAN 메시지는 back-end 드라이버를 통하여 가상버스로 전달된 후, 

fast path와 다르게 비실시간 시스템의 가중치에 따라 공정하게 

할당받은 CAN 버스 대역폭을 사용하여 CAN 메시지를 전송한다. 

시스템 CAN 메시지는 사용자 CAN 메시지와 다른 특징을 가진다. 

시스템 CAN 메시지는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감지하거나 시스템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다른 시스템에게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로 주기적이며 

다른 CAN 메시지보다 발생 빈도가 잦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 

CAN 메시지와 다르게, 시스템 CAN 메시지는 짧은 반응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스템 CAN 메시지는 메시지의 전송이 

보장되어야 하나 전송 자체는 적당한(reasonable) 시간 안에 

이루어지면 된다. 이 때문에 front-end 드라이버에서는 지정된 배치 

지연 𝐵 동안 CAN 메시지의 큐잉이 일어난다. 약간의 반응성을 

개선하고자 CAN 메시지 발생 시점을 예측하여 큐잉이 필요없다면 바로 

back-end 드라이버로 CAN 메시지를 플러시하는 기법이 추가되었다. 

이후, back-end 드라이버를 통하여 가상버스로 전달된 CAN 메시지는 

비실시간 시스템의 가중치에 따라 공정하게 할당받은 CAN 버스 

대역폭을 사용하여 전송된다. 이와 동시에 slow path를 통과한 CAN 

메시지들은 실시간 시스템의 버스 대역폭을 보장하기 위하여 fast 

path에 의해 전송량이 throttling된다.  

 

이렇듯 fast path와 slow path의 수직적 구성 관점에서 각 기법들을 

요약하여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는 

SocketCAN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기능은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에 필수적인 기능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좀 더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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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 프레임워크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다. 

 

SocketCAN은 CAN을 BSD Socket Interface를 통하여 손쉽게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리눅스 네트워킹 스택의 일부분이다. 즉, CAN을 

사용하기 위한 특별한 인터페이스를 습득할 필요 없이, 기존 BSD 

Socket Interface가 제공하는 socket(), bind(), send(), recv() 

함수를 통하여 CAN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 CAN 사용자에게 

BSD Socket Layer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CAN을 위한 프로토콜 

패밀리와 CAN 프로토콜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는 그림 4-6와 같다. 

프로토콜 패밀리는 프로토콜들의 집합이며 SocketCAN은 독립된 CAN 

프로토콜 패밀리와 CAN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다. 응용 개발자는 BSD 

Socket Interface를 통하여 CAN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응용에서 발생된 CAN 메시지는 CAN 프로토콜을 거쳐 CAN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 CAN 버스에 CAN 메시지가 실리게 된다. 하지만 

네트워킹 스택을 사용하기 위하여 CAN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드라이버 형태로 개발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CAN 디바이스는 

멀티 마스터 직렬 버스인 만큼, 시리얼 I/O 디바이스 드라이버 형태를 

띠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 하지만 시리얼 I/O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네트워킹 스택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CAN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그림 4-6. SocketCAN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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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디바이스 드라이버 형태로 개발된다. 이러한 이유로 front-

end 드라이버 또한 가상머신 내부 응용에게 SocketCAN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디바이스 드라이버 형태로 개발된다. CAN 

메시지는 front-end 드라이버에서 소켓 버퍼 구조체(struct 

sk_buff)를 이용하여 송/수신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가상머신 내부에서도 SocketCAN을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본 학위논문에서 설계된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는 실 

사용을 고려하여 설계된 프레임워크이다. 본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를 

통하여 시스템 설계자는 실시간 시스템과 비실시간 시스템들이 혼재된 

가상화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 각 시스템 특성에 맞는 CAN 통신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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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구현과 실험 평가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를 구현하여 

프레임워크의 유용성과 효용성을 검증한다. 5.1절에서는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를 구현한 방법에 대해 다룬다. 구체적으로 각 계층에 대하여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살펴본다. 5.2절에서는 검증을 위한 실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 절에서는 각 실험에 대하여 통제 변인, 조작 변인, 

그리고 종속 변인에 대하여 설명한다. 5.3절에서는 각 실험 구성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여 얻은 결과를 제시하고, 5.4절에서는 얻어낸 실험 

결과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제 1 절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 구현 

 

본 절에서는 제안된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의 실제 구현에 대하여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구현 대상은 총 3가지로 front-end 드라이버, 

back-end 드라이버와 가상버스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현을 설명하기 위하여 먼저 구현에 사용된 하드웨어를 다루고, 실제 

구현에 사용된 시스템 소프트웨어 스택을 설명한다. 이후 구현 대상인 

front-end 드라이버, back-end 드라이버, 그리고 가상버스에 대하여 

각각 설명한다. 

 

먼저 컴퓨팅 하드웨어는 실용 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제한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조건은 ARM 기반 보드여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 조건은 차량에 들어갈 만한 적당한 보드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보드로 Raspberry Pi 3B를 

선정하였다. Raspberry Pi 3B 보드의 사양은 표 5-1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Raspberry Pi 3B는 CAN을 연결할 수 있는 SPI 인터페이스, 

USB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가상화를 위한 기술들을 일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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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CAN 하드웨어는 PCAN-USB를 사용하였다. 

PCAN-USB는 CAN을 USB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CAN 

컨트롤러와 CAN 트랜시버를 합친 CAN 인터페이스이다. 

 

이제 구현에서 사용된 소프트웨어 구성을 알아보도록 한다. 

소프트웨어 구성은 그림 5-1과 같다. 맨 아랫단에는 언급하였던 

Raspberry Pi 3B 보드가 존재한다. 즉, Raspberry Pi 3B는 전체 

표 5-1. 실험에 사용된 하드웨어 정보 

 
 

Hardware Specification

Computing
Board

Model Raspberry Pi 3B

SoC Broadcom BCM2837

CPU 1.2GHz ARM Cortex A-53 MP4

GPU
Broadcom Video Core IV MP2 

400Mhz

Memory 1GB LPDDR2

기타 USB, SPI, UART, I²C bus, 

CAN Interface

Model PCAN-USB

Connector USB 1.1, 2.0 and USB 3.0

CAN Mode CAN 2.0A and CAN 2.0B

Maximum
Bitrate

1 Mbit/s

 
 

그림 5-1. 실험에 쓰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 

Front-end Driver

Real-Time System in VM

Front-end Driver

Non-Real-Time System in    
VM

Back-end Driver

QEMU-KVM

Back-end Driver

QEMU-KVM

KVM

Virtual Bus

CAN Device Driver

Raspberry Pi 3B 

PCAN
-USB

CAN Message Invoker CAN Message Inv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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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지원하는 컴퓨팅 보드의 역할을 한다. 그 위는 하이퍼바이저 

계층인 KVM이 존재한다. KVM은 Linux Kernel을 기반으로 한 

하이퍼바이저이다. 구체적으로 KVM은 하이퍼바이저 기능을 제공하되, 

많은 기능은 Linux Kernel의 기능을 빌려다 쓰도록 설계되어있다. 즉, 

KVM은 Linux를 하이퍼바이저화 하였다. KVM 내부에는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의 가상버스 계층과 PCAN-USB를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는 

CAN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존재한다. 하이퍼바이저 계층 위에는 

디바이스 에뮬레이터 계층인 QEMU가 존재한다. QEMU 내부에는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의 계층 중 하나인 back-end 드라이버가 존재한다. 

이후 각 QEMU 위에 가상머신이 존재한다. 각 가상머신은 차량용 

시스템을 내재하고 있으며, 차량용 시스템은 내부에 응용과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의 계층인 front-end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다. 

 

가상머신에 내재되는 시스템은 크게 두 분류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는 실시간 시스템, 두 번째는 비실시간 시스템이다. 실시간 

시스템은 OS로 RT Linux를 사용하였다. RT Linux는 GPOS(General-

Purpose Operating System)인 Linux에 실시간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각종 기능들을 수정/추가한 OS이다. 비실시간 시스템은 실시간 

시스템과 달리 OS로서 Linux를 사용하였다. 각 두 시스템은 내부에 

CAN 메시지를 발생시키는 응용을 설치하였다. CAN 메시지 발생 

응용은 원하는 개수만큼 주기적/비주기적으로 CAN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호스트환경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 정보와 각 

가상머신 내부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 정보는 표 5-2와 같다. 

 

표 5-2. 구성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정보 

 

System Software Specification

Host System
Hypervisor Linux 4.11.0 RC3 based KVM

Device Emulator QEMU-ARM 2.8.91

Real-Time 
System

OS Linux 4.11.12-RT14

Non-Real-Time 
System

OS Linux 4.11.0 R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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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front-end 드라이버의 구현과 back-end 드라이버의 

구현, 그리고 가상버스의 구현을 알아본다. 각 내용은 함수 레벨로 

설명하되, 간략하게 설명된다. 

 

■ Front-end 드라이버의 내부 구현 

 

Front-end 드라이버는 각 가상머신 내부 OS의 커널 모듈로 

구현되었다. Front-end 드라이버는 4.3절에서 언급하였듯이, 네트워크 

드라이버 형태를 갖는다. 이 때문에 본 front-end 드라이버는 네트워크 

드라이버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구현되었다. CAN 메시지 송신의 경우, 

어떤 응용이 SocketCAN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CAN 메시지를 전달하면 

front-end 드라이버는 ndo_start_xmit() 변수에 등록된 콜백 함수가 

CAN 메시지를 소켓 버퍼 구조체 형태(struct sk_buff)로 받는다. 

Front-end 드라이버 내부에서는 이 소켓 버퍼의 내용을 sg_set_buf() 

함수를 이용하여 Virtio의 virtqueue에 넣을 수 있는 형태인 스캐터-

개더 리스트(scatter-gather list)(struct satterlist) 형태로 

변환한다. 그 뒤, 변환된 스캐터-개더 리스트를 

virtqueue_add_outbuf() 함수를 통하여 virtqueue에 큐잉한다. 

그리고 virtqueue의 플러시는 virtqueue_kick() 함수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데, 이 함수는 각 정책에 따라 다르게 호출된다.  

 

수신의 경우, back-end 드라이버에 의해 콜백 함수가 호출되어 그 

콜백 함수는 virtqueue_get_buf()함수를 통하여 CAN 메시지를 

꺼낸다. 이후, 수신된 CAN 메시지를 소켓 버퍼 형태로 변환하고, 

응용에게 napi_gro_receive() 함수를 이용하여 CAN 메시지를 담고 

있는 소켓 버퍼를 전달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CAN 메시지는 

SocketCAN의 CAN 프로토콜을 통하여 응용에게 도달할 수 있다.  

 

■ Back-end 드라이버의 내부 구현 

 

Back-end 드라이버는 QEMU 내부에 구현되어 있다.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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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MU는 유저 응용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back-end 드라이버 코드 

또한 유저모드에서 실행됨을 주지해야 한다. 또한 구현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virtio-net 드라이버의 내용 중 일부를 교체하여 

작성하였다. CAN 메시지 송신의 경우, front-end 드라이버가 

virtqueue_kick() 함수를 부르면 back-end 드라이버는 

virtio_net_flush_tx() 함수를 호출한다. 이후, 이 함수 내부에서는 

유저가 정의한 send_canframe()함수를 호출하여 하이퍼바이저 내부 

가상버스에 CAN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이 때, 가상버스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write()와 read()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그러므로 

send_canframe() 함수는 내부적으로 가상버스를 타겟으로 write() 

함수를 호출하게 된다. 

 

수신의 경우, back-end 드라이버가 가상버스에 대하여 read()를 

호출하고 결과가 전달 될 때까지 블로킹 되어 있다. 수신된 CAN 

메시지가 가상버스에서 전달되면, CAN 메시지는 virtio_net_receive() 

함수를 통하여 front-end 드라이버로 전달된다. 

 

■ 가상버스의 내부 구현 

 

가상버스는 back-end 드라이버가 write()와 read()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캐릭터 디바이스 드라이버 형태로 제작되었다. 다른 

드라이버 형태와 달리 캐릭터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read() 또는 

write() 함수 수행 시, 다른 계층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캐릭터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아닌 네트워크와 블록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I/O 

전송 시, 네트워크 스택 또는 파일시스템 계층들을 거치기 때문에 타 

계층의 간섭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캐릭터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I/O와 관련된 커널 모듈 프로토타입을 작성할 때, 주로 사용된다.  CAN 

메시지 송신의 경우 CAN 메시지가 back-end 드라이버의 write()에 

의해 가상버스 내부로 들어오면, 각 가상머신에 할당된 CAN 메시지 

큐에 CAN 메시지를 삽입한다. 이후, 스케줄링 핸들러 함수가 등록된 

workqueue를 queue_work()를 호출하여 깨운다. 스케줄링 핸들러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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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메시지큐에서 가중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정책에 따라 can_send() 

함수를 통하여 dispatch queue로 CAN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수신의 

경우, can_rx_register()함수를 이용하여 CAN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고, 읽어낸 CAN 메시지를 read()를 호출하여 블로킹 된 back-end 

드라이버에 전달한다.  

 

 

 

제 2 절 실험 설정 

 

본 절에서는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의 유용성과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각 실험을 통해 front-

end 드라이버 기법의 기능적 목적과 가상버스 기법들의 기능적 목적 

달성 여부를 알아본다. 

 

Front-end 드라이버에는 fast path와 slow path가 설계 및 

구현되어 있다. 하지만 그림 3-2에서 알 수 있듯이, fast path와 slow 

path의 사용자 CAN 메시지는 no queuing 정책을 사용하므로 배치 

지연(𝐵 )가 0이다. 그리고 time bounded micro batching인 경우 𝐵 >

0 이다. 그러므로 FLUSH TIMING DECISION을 실험하되, 𝐵 ≥ 0 에 대하여 

실험을 진행한다. 본 실험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Time boundness 

• 성능적 오버헤드 개선 

 

Time boundness를 보이기 위해서 time bounded micro batching을 

사용했을 때, 𝑄(𝑚𝑖) ≤ 𝐵 임을 만족함을 보인다. 이를 위해, 모든 𝑚𝑖 가 

가지는 𝑄(𝑚𝑖) 중, 제일 큰 값을 𝑄𝑚𝑎𝑥라 표현하고 𝑄𝑚𝑎𝑥 ≤ 𝐵임을 보인다. 

또한 성능적 오버헤드 개선을 보이기 위해서 𝐵 가 증가할수록 CAN 

메시지 전송 오버헤드가 작아짐을 보인다.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자, 

공통적인 실험환경은 다음과 같다. 실험을 위하여 가상머신 1개 𝑣𝑚1를 

사용한다. 그 가상머신은 1개의 가상 CPU를 갖는다. 1개의 가상 CPU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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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물리 CPU를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CPU 

대역폭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태스크가 가상머신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가상머신 𝑣𝑚1내부의 응용 𝜏1는 주기 𝑇1로 

CAN 메시지를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Time boundness를 보이기 위해 

위 상황을 바탕으로 배치 지연 𝐵를 고정하고 𝑇1를 변화시키면서 CAN 

메시지 𝑚1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큐잉 딜레이 𝑄𝑚𝑎𝑥를 살펴본다. 즉, 

통제변인은 𝐵 이며 조작변인은 𝑇1 이고, 종속변인은 𝑄𝑚𝑎𝑥 로 설정하여 

실험을 구성하였다. 만약 모든 메시지 𝑚1 에 대하여 𝑄𝑚𝑎𝑥 ≤ 𝐵 를 

만족한다면 time boundness를 만족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성능적 오버헤드 개선을 보이기 위한 실험을 구성하였다. 

언급하였듯이, 𝐵가 증가하면, 성능적 오버헤드가 개선됨을 보이는 것이 

이 실험의 목표이다. 성능적 오버헤드는 전송 컨텍스트의 수행 시간을 

측정하게 된다. 전송 컨텍스트의 수행 시간이란 CAN 메시지 전송 

과정과 관련된 모든 수행시간의 합이다. 응용의 전송 컨텍스트 수행 

시간 𝑡(𝜏1)은 모드 스위칭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함수 호출 오버헤드 

및 모드 스위칭 오버헤드 때문에 그 시간이 증가할 것이다. 이 실험에 

대하여 통제변인은 CAN 메시지 발생 주기 𝑇1 이며, 조작변인은 배치 

지연 𝐵 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종속변인은 전송 컨텍스트 수행 시간 

𝑡(𝜏1) 이다. 만약 𝐵 와 𝑡(𝜏1) 가 반비례함을 보일 수 있다면 성능적 

오버헤드가 개선되었음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가상버스에서는 버스 대역폭 제어 및 관리 기능과 throttling 기능이 

각각 평가되어야 한다. 이를 세분화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버스 대역폭 제어 및 관리 

- Fast path: 버스 대역폭 선점 기능 

- Slow path: 공정성에 기반한 버스 대역폭 스케줄링 

• 비실시간 시스템의 메시지 전송량 throttling 

이 실험에서는 위 기능들이 동시에 동작했을 때, 제대로 동작함을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각 단계별로 기능들을 

점차적으로 추가하여 동작함을 보일 것이다. 각 단계별로 추가되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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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은 다음과 같다. 

1. Slow path의 공정성에 기반한 버스 대역폭 스케줄링 

2. 비실시간 시스템의 메시지 전송량 throttling 

3. 실시간 시스템의 버스 대역폭 선점 기능 

먼저 slow path의 공정성에 기반한 버스 대역폭 스케줄링을 보인다. 두 

번째로, 버스 대역폭 스케줄링이 적용된 상태에서 비실시간 시스템의 

메시지 전송량 throttling 기법을 적용한다. 세 번째 단계로 1,2 기능이 

적용된 상태에서 fast path의 버스 대역폭 선점 기능을 적용하여 

실험한다. 

 

첫 번째 단계의 실험을 위하여 두 개의 비실시간 시스템을 담고 

있는 가상머신 𝑽𝑴𝑵𝒐𝒏−𝑹𝑻 = {𝑣𝑚1, 𝑣𝑚2}을 준비한다. 𝑣𝑚1, 𝑣𝑚2에는 버스 

대역폭 가중치 𝑤1, 𝑤2가 할당되어 있고, 각 가상머신 내부의 front-end 

드라이버를 위한 배치 지연 𝐵  또한 주어진다. 각 가상머신 내부에는 

CAN 메시지 발생 응용이 존재하여 CAN 메시지를 각 𝑇1, 𝑇2 마다 

발생시킨다고 가정한다. 이 때, 각 가상머신 𝑣𝑚𝑖 가 공정한 버스 

대역폭을 할당 받았는지 평가하는 𝑙𝑎𝑔𝑣𝑚𝑖
(𝑛) 을 정의하여 평가한다. 

𝑙𝑎𝑔𝑣𝑚𝑖
(𝑛)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𝑙𝑎𝑔𝑣𝑚𝑖
(𝑛) = 실제 받은 양−  공정성에 기반하여 받아야 하는 양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𝑙𝑎𝑔𝑣𝑚𝑖
(𝑛) = TX𝑣𝑚𝑖

(1, 𝑛) − 𝑛 ×
𝑤𝑖

𝑆𝛷
 

이 때, TX𝑣𝑚𝑖
(𝑚, 𝑛)은 slow path scheduler가 dispatch queue로 CAN 

메시지를 𝑚번째부터 𝑛번째까지 전달 하였을 때, 전달된 메시지 중 실제 

𝑣𝑚𝑖 에서 발생된 메시지의 개수이다. 𝑙𝑎𝑔𝑣𝑚𝑖
(𝑛)은 첫 번째 메시지부터 

측정되므로 𝑚 = 1 이다. 그러므로 slow path scheduler가 dispatch 

queue로 전달한 CAN 메시지의 전체 개수는 𝑛 − 𝑚 + 1 = 𝑛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𝑆𝛷는 전체 비실시간 시스템의 가중치 전체 합을 의미하며, 

𝑛 ×
𝑤𝑖

𝑆𝛷
는 𝑛 개의 CAN 메시지가 dispatch queue로 전달될 때, 𝑣𝑚𝑖에서 

생성된 CAN 메시지 중, 공정성에 기반하여 이론적으로 전달되어야 할 

메시지의 개수이다.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𝑣𝑚𝑖 가 지속적으로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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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발송한다고 했을 때, |𝑙𝑎𝑔𝑣𝑚𝑖
(𝑛)| 은 크게 커지지 않고 작은 

값을 유지한다. 하지만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실제 받은 양이 

공정성에 비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𝑙𝑎𝑔𝑣𝑚𝑖
(𝑛)|은 크게 커질 것이다. 

즉, 본 실험에서는 공정성이 보장되어 이 값이 크게 커지지 않고 바운드 

됨을 보이게 된다. 

 

두 번째 단계의 실험은 첫 번째 실험 환경에서 throttling을 

적용하여 throttling이 제대로 동작함을 보인다. 그러므로 

𝑡ℎ𝑟𝑜𝑡𝑡𝑙𝑖𝑛𝑔 𝑟𝑎𝑡𝑒를 설정하고 비실시간 시스템들의 CAN 메시지 전송량이 

𝑡ℎ𝑟𝑜𝑡𝑡𝑙𝑖𝑛𝑔 𝑟𝑎𝑡𝑒 에 맞게 throttling됨을 보인다. 이러한 throttling을 

보이기 위하여 설정된 𝑡ℎ𝑟𝑜𝑡𝑡𝑙𝑖𝑛𝑔 𝑟𝑎𝑡𝑒에 대하여 실제 비실시간 시스템의 

CAN 메시지의 초당 전송량을 측정한다. 초당 전송량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𝑡𝑥(𝑡) =
𝑅(𝑡 + 1) − 𝑅(𝑡)

(𝑡 + 1) − 𝑡
 

이 때, 𝑅(𝑡) 는 0초부터 𝑡 까지 누적된 비실시간 시스템의 전송량이다. 

Throttling 기법이 제대로 동작한다면, 비실시간 시스템의 CAN 메시지 

전송비는 주어진 𝑡ℎ𝑟𝑜𝑡𝑡𝑙𝑖𝑛𝑔 𝑟𝑎𝑡𝑒보다 항상 작게 나올 것이다. 

 

세 번째 단계의 실험은 두 번째 단계의 실험에서 실시간 가상머신을 

하나 더 추가하여 실험한다. 이 때, 실시간 가상머신은 𝑉𝑀𝑅𝑇 = 𝑣𝑚3 라 

표현되며, 가상머신 내부 응용의 CAN 메시지 발생 주기는 𝑇3 이다. 

이러한 실험 환경에서 비실시간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CAN 메시지를 

발생시킬 때에도 실시간 시스템에서 발생한 CAN 메시지가 𝑇3마다 항상 

버스 대역폭을 선점함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값을 보이기 위하여 기존의 

𝑣𝑚1, 𝑣𝑚2, 𝑣𝑚3 를 동시에 동작시켜 각 CAN 메시지가 가상버스에 

도착하여 큐잉된 시점부터 dispatch queue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인 

가상버스 내의 종단간 지연시간을 측정한다. 이 기법을 통해 실시간 

가상머신 𝑣𝑚3 에서 발생된 CAN 메시지는 시스템 로드에 상관 없이 

일정한 종단간 지연시간을 가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며, 𝑣𝑚1, 𝑣𝑚2는 

throttling 기법 때문에 일정한 패턴으로 일부 CAN 메시지가 지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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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실험을 통하여 실시간 CAN 메시지가 

비실시간 CAN 메시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와 같은 실험들을 통해 결과적으로 모든 설계된 기법들이 정상 

작동함과 목적 기능을 만족함을 보여, 본 학위논문에서 제안한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가 실시간 시스템과 비실시간 시스템이 혼재된 가상화 

환경에서 효용성과 유용성이 있음을 보인다. 

 

 

 

제 3 절 실험 결과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front-end 드라이버의 기능 목적을 보이기 

위한 실험 1과 가상버스의 기능 목적을 보이기 위한 실험 2를 앞서 

전술한 실험환경 구성 순서대로 설명한다. 

 

■ 실험 1-1: Time bounded micro batching 기법의 time boundness 

 

이 실험은 앞서 설명한 실험 구성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때, 

통제변인 𝐵 는 50ms로 설정하였고, 조작변인 𝑇1  는 5ms부터 

100ms까지 5ms의 간격을 두고 변화하며 관찰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 

그래프는 그림 5-2와 같다. 

 
 

그림 5-2. 실험 1-1 결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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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𝑇1 ≤ 𝐵 인 경우, 메시지들이 큐잉되나 

𝑄𝑚𝑎𝑥는 약 𝐵에 근사한 값을 넘길 수 없음을 볼 수 있다. 𝐵보다 약간 

커지는 이유는 front-end 드라이버 자체 계층에 의한 오버헤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후, 𝑇1 > 𝐵 에 대해서는 큐잉이 되지 않고 바로 

플러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 실험 1-2: Time bounded micro batching 기법의 성능적 오버헤드 

개선 효과 

 

이 실험은 앞서 설명한 실험 구성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때, 

통제변인 𝑇1 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 122us로 설정하였다. 이 

122us의 값은 CAN의 최대 대역폭인 1Mbit/s를 실제 메시지의 

사이즈인 16 bytes로 모두 채울 때의 필요한 주기이다. 이에 대해 

조작변인 𝐵는 𝑇1의 배수로 설정하였다. 𝐵는 0부터 122us, 244us, …, 

2074us까지 실험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인으로 응용 𝜏1의 CAN 메시지 

전송 컨텍스트의 수행 시간 𝑡(𝜏1) 을 측정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 

 
 

그림 5-3. 실험 1-2 결과 그래프 1 

 

 
 

그림 5-4. 실험 1-2 결과 그래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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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는 그림 5-3과 같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메시지 전송에 

의한 성능적 오버헤드 때문에 CAN 메시지 전송 컨텍스트 수행 시간이 

늘어난다.  

 

𝐵 가 0인 경우, 즉 큐잉을 하지 않는 경우 전송 컨텍스트 수행 

시간이 2초까지 늘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𝐵가 증가함에 

따라 수행 시간이 1.35초정도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𝐵를 크게 변화시켜 122𝑢𝑠 × 2𝑛, ∀𝑛 ∈ [0: 14]으로 변화시켜 보았다. 이에 

대한 그래프는 그림 5-4와 같다. 𝐵가 아주 커지면, 전송 컨텍스트 수행 

시간은 1초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실험 2-1: Slow path의 공정성에 기반한 버스 대역폭 스케줄링 

 

이 실험은 앞서 설명한 실험 구성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가상버스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으로 총 3단계로 구성된 실험 중, 

1단계이다. 실험을 위해 𝑣𝑚1과 𝑣𝑚2의 가중치는 각각 𝑤1은 1024, 𝑤2는 

512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front-end 드라이버의 time bounded micro 

batching을 위하여 𝐵는 100ms로 설정하였다. 또한 두 가상머신 내부 

CAN 메시지 발생 응용의 𝑇𝑖 는 1ms로 설정하였다. 이 값은 CAN 

컨트롤러가 125Kbit/s를 지원할 때 모든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는 

CAN 메시지 발생 주기의 최소값이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𝑙𝑎𝑔𝑣𝑚𝑖
(𝑛)을 

측정하였다. 이에 대한 그래프는 그림 5-5와 같다. 그림에서 볼 수 

 
 

그림 5-5. 실험 2-1 결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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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𝑣𝑚1과 𝑣𝑚2의 𝑙𝑎𝑔𝑣𝑚𝑖
(𝑛)은 늘어나지 않고 일정 이하로 바운드 

됨을 볼 수 있다.  

 

■ 실험 2-2: Slow path의 CAN 메시지 전송량 throttling 기법 

 

이 실험은 앞서 설명한 실험 구성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가상버스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으로 총 3단계로 구성된 실험 중, 

2단계이다. 다른 모든 통제변인 및 조작변인은 실험 2-1과 같으며 다만 

𝑡ℎ𝑟𝑜𝑡𝑡𝑙𝑖𝑛𝑔 𝑟𝑎𝑡𝑒가 10개/100ms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실제 

slow path를 지나는 초당 전송량을 측정하였다. 이에 대한 그래프는 

그림 5-6와 같다. 𝑡 ≤ 1의 경우, 𝑅(𝑡)는 𝑡 > 0에 대해 측정되고 𝑅(𝑡) =

0, ∀𝑡 ≤ 0  때문에 증가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이후 𝑡 > 1 부터 최대 

전송량인 100개/초에 도달하고 그 이후로는 100ms마다 throttling 

효과 때문에 일정 패턴이 반복된다. 본 실험의 결과 그래프를 통해 

전송비가 설정된 𝑡ℎ𝑟𝑜𝑡𝑡𝑙𝑖𝑛𝑔 𝑟𝑎𝑡𝑒을 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실험 2-3: Fast path의 CAN 버스 대역폭 선점 기법 

 

이 실험은 앞서 설명한 실험 구성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가상버스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으로 총 3단계로 구성된 실험 중, 

마지막 단계인 3단계이다. 다른 모든 통제변인 및 조작변인은 실험 2-

2과 같으며, 다만 실시간 시스템을 담고 있는 가상머신인 𝑣𝑚3 가 

 
 

그림 5-6. 실험 2-2 결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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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었다. 또한 실시간 가상머신 내부 응용에서 발생하는 CAN 

메시지의 주기 𝑇3 은 4ms이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𝑣𝑚1, 𝑣𝑚2  그리고 

𝑣𝑚3 에서 가상버스 내부의 각 메시지의 가상버스 내의 종단간 

지연시간을 측정하였다. 이에 대한 그래프는 그림 5-7과 같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실시간 시스템을 담고 있는 𝑣𝑚3 의 종단간 

지연시간은 타 시스템과 상관없이 거의 일정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𝑣𝑚1과 𝑣𝑚2는 타 시스템의 의해 영향을 받아 종단간 지연시간이 바뀌며, 

throttling 기법 때문에 100ms씩 단차가 생기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제 4 절 실험 평가 

 

본 절에서는 각 실험에 대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가 갖는 

의미를 해석한다. 실험 결과를 설명한 순서대로 실험 1의 하위 실험 두 

개의 결과를 분석하고, 그 뒤 실험 2의 하위 실험 세 개의 결과를 

분석한다. 

 

■ 실험 1-1: Time bounded micro batching 기법의 time boundness 

 

이 실험은 time bounded micro batching 기법의 time boundness를 

확인하고자 진행한 실험이다. 그림 5-2에서 알 수 있듯이, 𝑇1 ≤ 𝐵 인 

 
 

그림 5-7. 실험 2-3 결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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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항상 CAN 메시지 𝑚1가 도착하고 나서 다음 CAN 메시지 도착 

시점을 예측할 때, 𝑇1 ≤ 𝐵 이기 때문에 즉시 큐를 플러시를 하지 않고 

𝐵만큼 대기하여 큐를 플러시한다. 이 때문에 큐에 첫 번째 도착한 𝑚1을 

기준으로 𝑄(𝑚1) ≅ 𝐵가 된다. 하지만 𝑇1 > 𝐵인 경우, CAN 메시지 𝑚1이 

도착하고 나서 𝐵 이후에 다음 CAN 메시지가 도착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큐를 즉시 플러시 한다. 이 때문에 큐에 첫 번째 도착한 𝑚1을 

기준으로 𝑄(𝑚1) ≅ 0가 된다. 이 결과로써, 각 CAN 메시지는 모든 주기 

𝑇𝑖 에 대해 𝑄(𝑚𝑖) < 𝐵를 만족하고 불필요한 큐잉 딜레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함을 알 수 있다. 

 

■ 실험 1-2: Time bounded micro batching 기법의 성능적 오버헤드 

개선 효과 

 

이 실험은 time bounded micro batching이 모드 스위칭을 감소시켜 

성능적 오버헤드가 얼만큼 줄어드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만약 배치 

지연 𝐵가 증가한다면, 큐잉을 많이 할 것이므로 모드 스위칭이 줄어들어 

성능적 이득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5-3, 그림 5-4의 

그래프에 잘 나타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가상머신 내부 응용은 

CAN 메시지를 122us 주기로 front-end 드라이버로 전송한다. 𝐵 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모드 스위칭 횟수가 증가하여 성능적 오버헤드가 

증가하고, 이는 전송 컨텍스트 수행 시간의 증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𝐵 = 0인 경우, front-end 드라이버에서 CAN 

메시지를 큐잉하지 않기 때문에 성능적 오버헤드로 인해 전송 컨텍스트 

수행시간이 2초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𝐵 > 0 인 경우, 

급격하게 줄어들어 1.35ms까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감소폭은 급격하게 줄어든다. 이후, 아주 큰 𝐵 로 설정되면, 전송 

컨텍스트 수행시간이 1초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로써, 설계된 time bounded micro batching은 성능적 오버헤드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실험 2-1: Slow path의 공정성에 기반한 버스 대역폭 스케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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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험은 버스 대역폭이 공정하게 가중치에 따라 비실시간 

시스템들에게 할당되는가 알아보는 실험이다. 그림 5-5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제 할당받은 CAN 대역폭과 

이상적으로 받은 CAN 대역폭의 차를 나타내는 𝑙𝑎𝑔𝑣𝑚𝑖
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𝑙𝑎𝑔𝑣𝑚𝑖
는 𝑣𝑚1과 𝑣𝑚2에 대해 작은 값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버스 대역폭 스케줄링 기법은 𝑣𝑚1에게는 가중치 

𝑤1만큼, 𝑣𝑚2에게는 𝑤2만큼 CAN 버스 대역폭을 성공적으로 할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실험 2-2: Slow path의 CAN 메시지 전송량 throttling 기법 

 

이 실험은 실험 2-1 환경과 연계하여 메시지 전송량 throttling 

기법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실험이다. 그림 5-6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초당 전송량은 𝑡ℎ𝑟𝑜𝑡𝑡𝑙𝑖𝑛𝑔 𝑟𝑎𝑡𝑒인 100개/초를 넘지 않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실험에서 CAN 메시지의 전송은 매우 빠르게 

일어난다. 그러므로 
𝑑(𝑡𝑥(𝑡))

𝑑𝑡
≅ ∞인 지점이 실제로 CAN 메시지 전송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그 이외의 부분은 거의 
𝑑(𝑡𝑥(𝑡))

𝑑𝑡
≅ 0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throttling에 의해 실제 CAN 메시지의 전송이 일어나지 않는 

구간이다.  

 

■ 실험 2-3: Fast path의 CAN 버스 대역폭 선점 기법 

 

이 실험은 실험 2-1, 실험 2-2에 이어 실시간 가상머신을 

설치하여 CAN 버스 대역폭 선점 기법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그림 5-

7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실시간 시스템을 담고 있는 𝑣𝑚3 에서 

발생된 CAN 메시지는 가상버스 내의 종단간 지연시간이 거의 일정함을 

알 수 있다. 즉, 이 결과를 통하여 실시간 시스템은 다른 비실시간 

시스템에 의한 영향 없이 항상 전송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slow path에 적용된 CAN 메시지 전송 throttling 기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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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100ms마다 단차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비실시간 CAN 

메시지가 일부 100ms씩 지연됨을 의미한다. 실제 비실시간 시스템의 

CAN 메시지들은 허용된 CAN 버스 대역폭을 사용하게 되면, 100ms 

이후로 전송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이 결과를 통하여 가상버스의 모든 

기법들의 각자의 목적을 달성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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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논문은 차량용 시스템들이 가상화된 시스템에서 시스템 간 CAN 

통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는 기존의 CAN 가상화 방법들과 달리 실시간 

시스템과 비실시간 시스템, 그리고 CAN 메시지가 가지는 특성들을 

고려하여 실시간/비실시간 시스템이 혼재된 가상화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시간 시스템은 fast path를 통하여 비가상화 환경 

수준의 저지연 및 CAN 버스 대역폭을 선점하여 경쟁 없이 CAN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비실시간 시스템은 slow path를 

통하여 CAN 메시지가 갖는 특성에 따라 가능한 짧은 지연시간 또는 

성능적 오버헤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법과 CAN 버스 대역폭을 

공정하게 비실시간 시스템이 공유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Fast 

path와 slow path를 지원하는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는 크게 front-

end 드라이버, back-end 드라이버, 그리고 가상버스로 구성되어 있다. 

Front-end 드라이버는 가상화 환경이 가지는 지연시간 또는 성능적 

오버헤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법들이 추가 되었고, 가상버스에는 

버스 대역폭 관리 제어 및 관리 기능과 함께 선택적 CAN 메시지 

멀티캐스팅 기법을 적용하였다.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SocketCAN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제안된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의 효용성과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KVM에 기반하여 front-end 드라이버, 가상버스에 

적용된 기법들이 각각의 목적의 달성 여부를 알아 보았다. 그 결과 

front-end 드라이버에 적용된 기법은 성능적 오버헤드와 지연시간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가상버스에서는 공정한 버스 

대역폭 할당, 실시간 시스템의 버스 대역폭을 확보하기 위한 throttling, 

CAN 버스 대역폭 선점 기법들을 실험을 통해 그 효용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가상머신, 디바이스 에뮬레이터, 하이퍼바이저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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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에 개발되었으나, back-end 드라이버를 유저모드 디바이스 

에뮬레이터가 아닌 하이퍼바이저 내부에 위치하게 만들어 모드 

스위칭으로 인한 성능적 오버헤드를 좀 더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오버헤드가 더욱 적은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학위논문에서 제안된 CAN 가상화 프레임워크는 실제 산업계의 

필요성에 의해 개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 차세대 차량이 

갖춰야 할 기능 중 가상화 환경 기반의 차량용 시스템들의 통합/탑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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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performance of hardware has improved recently, efforts 

are being made in the automobile industry to efficiently utilize the 

increased computing resources. As part of this effort, attempts have 

been made to virtualize multiple systems within a vehicle and 

integrate / mount them onto a single processor. The automotive 

industry is attempting to reduce component costs and system design 

complexity through these efforts. In order to virtualize a vehicle 

system, various system resources specific to the vehicle system 

must be virtualized, unlike virtualization of a general system. 

Typically, there is a CAN (Control Area Network). CAN is a 

communications bus used by existing vehicle system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the hypervisor must support 

virtualization of CAN to provide communication between virtualized 

automotive systems. 

Several methods have been proposed for this purpose. 

Conventional CAN virtualization technology can be divided into a 

hardware approach and a software approach. A hardware approach is 

to install as many physical CAN controllers as virtualized automo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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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This approach gives each vehicle system an exclusive CAN 

controller, so each system can utilize the highest performance 

supported by the CAN controller. This approach can satisfy the 

performance requirements of each vehicle system, but it increases 

the complexity of the system design and the cost of the vehicle parts, 

which is undesirable for the purpose of the vehicle system 

virtualization. A software approach, on the other hand, is that the 

hypervisor abstracts a single CAN controller into multiple virtual 

CAN controllers, providing a virtual CAN controller for each 

virtualized vehicle system. However, the existing software approach 

only considers virtualization in terms of functional aspects of CAN. 

This approach has the disadvantage that it cannot support a 

virtualized automotive system environment consisting of a real-time 

system and a non-real-time system. For example, when a single 

CAN controller is shared by virtualized automotive systems, the 

hypervisor must ensure that bus bandwidth can always be preempted 

for real-time automotive systems, and bus bandwidth should be 

allocated to non-real-time automotive systems based on fairness. 

However, since the existing software approach does not consider the 

system characteristics, it can cause the bus bandwidth interference 

problem between the systems when applied to the actual vehicle 

system, which cannot guarantee the real time property, and may 

cause the bus bandwidth starvation problem in some systems. 

In this thesis, I propose CAN virtualization framework based on 

VirtIO to solve the presented problems. The proposed CAN 

virtualization framework is based on a software-based approach, but 

it is designed considering the system characteristics of a non-real-

time system and a real-time system. This framework provides a fast 

path, which is the CAN message transmission path for the real-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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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and a slow path, which is the CAN message transmission 

path for the non-real-time system. The real-time system can use 

CAN at the non-virtualized environment level through the fast path, 

and the non-real-time system can perform CAN message 

transmission without starvation with fairly allocated bandwidth 

through the slow path.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CAN virtualization 

framework proposed in this thesis, implementation and experiments 

were conducted. Specifically, on the Raspberry Pi 3B board, we 

implemented the CAN virtualization framework on Kernel-based 

Virtual Machine (KVM), a Linux kernel-based hypervisor, and 

evaluated the features designed on the front-end driver and the 

virtual bu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framework 

can support a real-time system with a bounded-latency and a non-

real-time system with a fair bus bandwidth. These results show that 

the CAN virtualization framework proposed in this thesis and the 

internally designed detailed techniques are practical and effective 

means of providing CAN communication functions to virtualized 

vehicl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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