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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네트워크의 태동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업데이트한 툴
OEM과 서플라이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
차량 네트워크 개발의 표준으로 인정받는 툴

이건우 지음

차량 네트워크 설계, 시뮬레이션, 시험 및 검증



독일 본사 근무를 시작하던 2011년은 약간 붕 떠 있었던 시간이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

담감도 있었고, 아이들 학교를 비롯해 독일에서 살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처음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서 생활에 집중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2011년을 보내고 2012년을 맞이하면서 독일 동료들, 그리고 교포들과 친분을 쌓아갔다. 언제나

그렇듯이 시간이 주는 답은 정직했다. 퇴근 후 발코니에 앉아서 하늘과 산에 드리워지는 계절의 변화를

감상하며 맥주 한 잔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것은 분명 이 곳에 적응했음을 의미했다. 그렇게

2012년을 마무리하면서 자연스레 내 안에 도전 욕구가 발동하기 시작했다.

“뭔가 해볼 만한 일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하던 차에 2010년에 품었던 생각이 떠올랐다. 한국에서 엔지니어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CANoe에 대한 한글 설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 느낌을 엔지니어들과 공유했던 적이 있다. 반

응은 좋았다. 그래서 단순 번역서가 아닌 순수 한글 설명서를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에 쫓겨 한 동안 기억의 한편에 접어두고 잊은 듯 살았다. 

2013년 10월, 드디어 미뤄왔던 CANoe 책을 쓰기 시작했다. 목차를 정하고 책에서 설명할 기능을 분류

했다. 그리고 책에 설명하지 않는 경우 독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법으로 참고 자료를 언급하기로 하는

등 기본 전략을 수립했다. 무엇보다도 단순 설명이 가지는 무미건조함을 걷어내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경험

과 기능들의 상호 연관성을 잘 엮어서 설명하려고 했다. 또한 CANoe 데모를 통하여 실례를 독자가 따라

해보게끔 CANoe 설치 시 제공되는 데모를 이용했다.

책의 수준은 CANoe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CANoe 경험자라도 필

요한 기능을 찾아보거나 그 기능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 내가 가진

이런 의도가 이 책을 이용하는 엔지니어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

책을 출판할 즈음에 감사의 글을 쓰면서 소회를 적어볼 수 있어서 기쁘다. 독일에서 만난 김호현 형님

과 식구들, 황학도 형님과 식구들, 성당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많은 성당 형제자매들 덕분에 풍요로운

삶이었다. 이 지면을 빌어 감사를 전한다. 

감사의 글



작년에 소천하신 아버지께서 이 책을 보셨다면 무척 기뻐하셨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아쉬움이 한 

없이 크다. 그래도 잘 견뎌주신 어머니께 이 책을 선물하게 되어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는다.

개인적으로 감사한 사람이 많다.먼저같은 회사의 독일 친구 요흔 노이퍼와 요하임 에플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책 표지에 도움을 준 동료 김용성에게 고맙고, 이 책의 교정과 편집에 수고해 준 윤

범진 편집장에게 감사를 전한다.

특히, 길지 않은 독일생활이었기에 시간상 여유롭지 못했을 텐데도 나와 아이들을 잘 보듬어 준 아내

은경에게 이 글을 빌어 사랑과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큰아들 연형이와 작은아들

도형이에게 감사한다. 

2014년 10월 이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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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e가 차량 통신 네트워크의 설계, 분석, 시험 영역에 이르기까지 시장에서 표준 툴로 사용된 지 

20년이 넘었다. 그 동안 CANoe는 세계의 많은 OEM들의 개발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OEM과 함께 검증

하며 만들어졌고 업그레이드되었다. 현재도 여전히 그 과정을 통하여 발전하고 있다. 또한 차량 통신 표준

을 가장 앞서 툴에 반영하면서 동작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다.

CANoe가 한국에 소개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손쉽게 참고할 만한

한글로 된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이것이 이 책1)을 쓰게 된 배경이다.

CANoe는 매우 많은 버스 시스템과 프로토콜을 지원한다. 책에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양이라 아

쉽지만 이 책에서는 CANoe의 구조와 기본 기능들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CANoe 구조를 알고 나면 CANoe 기능들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

다. 더불어 미력하나마 필자의 CANoe를 이용한 프로젝트 경험을 CANoe의 기능 설명에 추가하여 이해를

높이고자 했고, CANoe를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CANoe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고자 했다. 

이 책은 CANoe V8.1 SP3를 기초로 집필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차량 네트워크의 발전 과정 속에서 CANoe의 탄생과 진화하는 역사를 소개한다.

제2장은 CANoe를 소개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조와 기능을 설명한다. 또한 CANoe가 지원하는 

버스 시스템, 프로토콜, 데이터베이스 포맷을 소개한다.

제3장은 CANoe를 설치하고 동작 시험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아울러 설치 후 생성된 폴더와 파일을 소

개한다. 라이선스에 관해서도 설명한다.

제4장은 CANoe 실행 화면의 내용을 소개한다. 화면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해 보기 바란다.

제5장은 CANoe 메뉴를 설명한다. CANoe V8.1 SP3 을 기준으로 서브 메뉴까지 설명한다. 

제6장은 CANoe의 기능 블록(function block)을 따로 모아서 설명한다. 이 기능 블록은 독립적인 단위 

기능으로 다른 기능에서 호출하여 사용할 수가 있고 트리거, 필터, 제너레이터 기능 등이 있다. 

저자의 말

1) 이 책은 벡터와 무관하며 필자의 개인 저작물임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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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은 CANoe 따라 하기이다. CANoe를 처음 열어서 CANoe 구성을 만들고 실행시키는 과정을 자세

히 설명한다.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8장은 CANoe의 분석 기능을 설명한다. 네트워크 메시지나 신호를 분석하는 다양한 기능을 소개한다.

제9장은 CANoe의 로깅 기능을 설명한다. 분석 과정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또는 저장된 데이터를 

재생하는 방법들을 볼 수 있다.

제10장은 CANoe의 테스트 기능을 기술한다. 테스트 케이스 생성과 실행, 보고서 작성에 관한 내용들이 있다.

제11장은 CANoe가 네트워크를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시뮬레이션 기능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CANoe 데모를 직접 해석하면서 설명한다.

제12장은 CANoe의 진단 기능을 알려 준다. 진단 기능을 테스트하거나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을 소개하

고 있으므로 도움이 될 것이다.

제13장은 CANoe가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CAPL을 소개한다. CAPL 예제를 통하여 프로그래밍하

는 방법과 CAPL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설명한다.

제14장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많이 쓰이는 CANoe의 패널 기능을 설명한다. 직관적인 GUI

(Graphical User Interface)를 통하여 CANoe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제15장은 CANoe를 활용하는 방법 중 특화되고 매우 긴요한 OEM 패키지를 소개한다. OEM 패키지가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제16장은 CANoe를 실시간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벡터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알려준다. 실시간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제17장은 CANoe의 기타 기능을 소개한다. 기능창을 배치하는 방법이나 데스크톱을 사용하는 방법, 

시스템 최적화를 하는 방법 등을 소개한다.

설명 중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는 경우에 찾아볼 수 있도록 별도의 자료나 CANoe 도움말 부분을

표시하였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향후 필자가 계획하는 것은 CANoe를 이용하여 CAN과 FelxRay 네트워크를 테스트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이다. 테스트의 내용 또한 매우 방대하므로 모든 경우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구현 방법과 시스템을 설명할 것이다.



4 저자의 말

끝으로, 이 책이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책이 가진 좋은 점이나 부족한 

점은 언제든지 피드백을 주기 바란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이건우

lkw@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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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Vector Informatik GmbH)는 1988년 4월 3명의 공동 설립자에 의해 자동차 도시로 유명한 독일 슈

투트가르트(Stuttgart) 근교의 디칭겐(Ditzingen)에서 출범했다. 회사의 초창기 사업 분야는 수치 제어(NC:

Numerical Control) 기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제공이었다. 회사 이름인 벡터는 복잡한 벡터 계산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벡터가 설립된 그 해, 인텔(Intel)이 세계 최초로 CAN(Controller Area Network) 컨트롤러 AN82526을

출시했으며 그로부터 CAN 네트워크가 실제로 구현되기 시작했다. CAN 프로토콜은 1983년 보쉬(Robert

Bosch GmbH)에 의해 개발이 시작됐으며, 1986년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에 의해 공식적

인 프로토콜로 채택됐다. AN82526은 이 프로토콜을 적용한 첫 번째 제품이다.

CAN 버스는 직물 기계(weaving machine)에 처음 적용됐다. 이후 버전 업그레이드가 거듭되면서 마침내

1991년 현재 차량 영역에서 표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CAN 2.0이 발표됐다. 같은 해 벡터는 다임러 벤츠에

CAN 버스의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으며 에러 생성 기능을 갖춘 CANalyzer 개념을 제시했고 1992년 

도스(DOS) 버전 1.0을 출시했다.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제공하는 CANalyzer는 기존 툴보다 좋

은 반응을 얻으며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갔다.

CAN 버스는 CiA(CAN in Automation) 결성과 함께 CAN 프로토콜의 레이어 1(layer 1: physical layer)

과 레이어 2(layer 2: data protection layer)를 표준화한 ISO 11898의 발표로 점차 사용 영역이 확대됐다.

벡터는 1992년 CiA 창립 직후 회원으로 가입했다.

벡터는 CANalyzer를 고객의 요구 사항과 추가 사양을 반영하여 버전 업그레이드를 했으며, 1994년 12

월 드디어 CAN 네트워크 솔루션의 아이콘이 된 CANoe v1.0을 출시했다. CANoe는 CAN Open

Environment의 약어로 CAN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물론 지금은 CAN을 비롯한

많은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한다.

CANalyzer는 CAN 데이터 측정, 에러 발생, 메시지 생성 등의 기능으로 ECU(Electronic Control Unit)의

기능 검증 및 데이터 분석에 최적화된 툴인 반면, CANoe는 CANalyzer 기능을 가지면서 추가로 네트워크

전체를 설계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한다. 이 기능을 통하여 다양한 모습의 외부 입

출력 환경,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 동작, 실시간 이벤트 처리, 네트워크가 요구하는 NM(Network

Management) 등의 동작을 실제 사용 환경과 동일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1999년에는 CANoe v2.5가

출시되면서 2채널 이상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벡터는 MOST 코퍼레이션(MOST Cooperation) 회원으로서 MOST(Media Oriented Systems Transport) 솔

루션을 제공한다. 2000년에는 LIN 컨소시엄과 FlexRay 컨소시엄에 가입하면서 CANoe/CANalyzer는 멀티 버

스(multi-bus)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1년 CANoe v3.2부터는 모든 종류의 버스를 지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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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CANoe v5.0은 TFS(Test Feature Set)와 진단 기능(diagnostic feature)이 추가됨으로써 현재와

같이 네트워크 설계부터 시험/검증에 이르는 개발 전 과정에 사용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사용 영역 또

한 확장됐다. 벡터는 2003년 7월에 설립된 AUTOSAR(AUTomotive Open System ARchitecture) 컨소시엄

에도 프리미엄 멤버(premium member)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같은 해 일본 자동차 업계는

JasPar(Japan automotive software Platform and architecture)를 설립한다. 벡터는 JasPar의 정회원이기

도 하다.

2008년에는 이더넷 기반 네트워크를 CANoe/CANalyzer 옵션 IP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차량

ECU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고, 필요한 전압을 공급하며, 센서 시뮬레이션과 PWM을 제공하는 VT 시스

템을 발표하면서 CANoe와 결합하여 HIL(Hardware-In-the-Loop)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2009년에는 무선 통신을 이용한 Car2x 기능을 CANoe/CANalyzer 옵션 Car2x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참

고로 유럽에서는 Car2x, 미국에서는 V2V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CANoe 옵션 LIN v7.2에서는 LIN

2.1에 대한 적합성 테스트(conformance test) 기능을 제공한다. 

2010년은 세계 경제가 침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면서 OEM이나 서플라이어(supplier)가 네트워

크 표준 활동보다는 양산 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항공 분야에서는 CAN 네트워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벡터는 항공 프로토콜 ARINC를 CANoe/CANalyzer에 구현했다. 또

한 VN8900이라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여 CANoe RT(Real Time)를 구현했다. CANoe에서 실시

간이 요구되는 시뮬레이션이나 테스트 기능을 PC에서 실행하는 대신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동작하도록 설

계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PC의 CANoe를 VN8900으로 다운로드한 후 PC 없이 VN8900만으로 시

뮬레이션이나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함으로써 네트워크 개발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 기술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지원하도록 CANoe/CANalyzer 기능을 확대해 나갔다.

2012년에는 자동차에 이더넷(Ethernet)을 적용할 수 있는 브로드알-리치(BroadR-Reach)라는 새로운 기

술이 소개됐다. 한편 보쉬는 CAN 버스의 대역폭을 조절할 수 있는 통신 프로토콜 CAN FD를 발표했다.

벡터는 이더넷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 분야의 통신 방식인 AFDX (Avionics Full-Duplex Switched

Ethernet)를 CANoe/CANalyzer 옵션으로 적용했다.

2013년 9월 CANoe v8.0이 출시됐다. v8.0은 그 이전 버전과 비교하여 화면 구성과 GUI의 세련된 변화,

데이터 분석을 위한 필터 기능 강화, CAPL 브라우저 개선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아울러 CAN FD를 적

용하기 시작했다. 2014년 7월 현재 CANoe 8.2 SP2에 이르고 있다.

18 1  CANoe 역사



2  CANoe 소개

2.1 개요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적 조립품에서 한층 진화하여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갖춘 첨단 장

치로 거듭나고 있다. 그 변화를 이끄는 기술이 ECU(Electronic Control Unit)이다. 차량에는 이미 수십 개

의 ECU가 장착되어 있고 ECU 간에는 통신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ECU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호 동작

하면서 차량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어한다. 따라서 ECU와 네트워크 개발은 이미 차량의 중요한 요

소가 되었으며, 이에 필요한 툴 또한 높은 신뢰성과 다양한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벡터의 CANoe는 이러

한 요구에 부합하는 툴로서 OEM과 서플라이어들이 오랜 기간 사용해 왔다. 

벡터는 무엇보다도 네트워크 및 시험 표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CANoe에 반

영하고 있다. 또한 여러 OEM과 상호 협력 관계 속에서 실제 구현되는 기술들을 CANoe에 지속적으로 반

영하고 있다.

CANoe는 차량 ECU가 필요로 하는 기능인 데이터 분석 기능, 테스트 항목 생성 및 자동 실행 기능, 진

단 기능,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한다. 이 기능들을 이용하여 ECU 개발을 비롯해 차량 네트워크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CANoe는 현재 차량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버스 시스템과 프로토콜을 지원한다. 그리고

여러 개의 버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버스(multi-bus) 기능도 가능하다.

CANoe는 OEM의 네트워크 사양을 OEM 모델링 패키지(modeling package)로 제공한다. 이것을 이용하

면 CANoe의 데이터 분석이나 시뮬레이션이 그 OEM의 네트워크 사양에 따라 동작한다. 따라서 ECU가

OEM의 네트워크 사양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정확히 검증할 수 있다.

CANoe는 벡터의 하드웨어와 함께 실시간 시스템(real-time system)을 만들 수 있다. ECU 수와 기능의

증가로 네트워크 데이터량이 많아지고 통신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실시간 시스템이 요구되는데, CANoe

RT 시스템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한다. 

CANoe는 시스템의 호환성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다. 로그 파일의 경우 다른 장치와 공유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데이터 포맷을 제공한다. 사용자 개발 환경면에서도 이미 개발된 시뮬레이션이나 테스트 항

목들을 재사용하기 위하여 .NET과 XML을 비롯한 다양한 소스 파일을 인식한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을 도와주는 MATLAB/Simulink® 모델을 별도의 MATLAB 라이선스 없이 CANoe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

리고 다른 툴에서 CANoe를 제어할 수 있도록 COM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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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프트웨어 구조(Software Architecture)

[그림 1] CANoe의 구조2)

[그림 1]은 CANoe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버스 인터페이스(bus interface)는 프레임을 송수

신하는 물리적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장치로써 CANoe를 네트워크에 연결해 준다. 그리고 실시간 영역

(Real-Time Area)이나 분석 영역(Analysis Area)은 CANoe 소프트웨어 부분이다. 실시간 영역과 분석 영

역은 CANoe의 기능을 이벤트 처리 시간의 관점에서 구분해 놓은 것이다. 전자는 송수신 메시지를 실시간

으로 처리하는 반면에, 후자는 수신 메시지가 메인 버퍼(main buffer)에 저장된 후에 그 데이터를 분석 작

업에 이용한다.

버스 인터페이스는 실시간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 CANoe는 버스 인터페이스와 송수신 메시지를 주고받

기 위하여 메시지 송수신 버퍼 TX와 RX를 가지고 있다. 이는 특히 많은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송신하거나

대량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수신할 수 있게 해준다. 버스 인터페이스는 메시지 수신 또는 송신 완료 시

점에서 인터럽트를 발생시켜 CANoe에 알려준다. 

실시간 영역은 자극(stimulation), 시뮬레이션(simulation), 테스팅(testing)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극은

정상 또는 에러 프레임 생성과 송신을 담당하고, 시뮬레이션은 ECU 및 네트워크를 시뮬레이션하는 기능

을 제공하며, 테스팅은 테스트 항목 생성과 실행 및 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을 가지고 있다.

분석 영역은 네트워크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처럼 트레이스(Trace), 그래픽(Graphics), 데이터

20 2  CANoe 소개

2) 이 그림은 CANoe 도움말 Working Concept에서 발췌한 것임.



(Data)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데이터 기록 기능도 제공한다. 분석 영역 아래의 파

일(file)은 데이터 기록 파일을 의미한다.

CAPL 또는 .NET은 프로그래밍 기능으로,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시뮬레이션, 분석, 시험 환경

을 만든다. CAPL은 CANoe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C-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이다. 

수신 데이터의 흐름이 bus interface → Real-Time Area → main buffer → Analysis Area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시뮬레이션에서 어느 신호(signal)의 값을 변경하면 그 변경된 값이 메인 버퍼에

저장되고 분석(analysis)에 표시된다.

CANoe는 데이터의 처리 과정에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능 블록

(function block)이라고 하고 시뮬레이션과 분석에서 사용한다. 시뮬레이션과 분석 기능은 각각 CANoe의

시뮬레이션 설정(simulation setup)과 측정 설정(measurement setup)을 통하여 사용 환경을 설정한다.

2.3 CANoe의 기능

CANoe의 기능은 CANoe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표준 기능, 네트워크 버스 및 프로토콜을 추

가하는 옵션 기능, 외부 장치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확장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준 기능으로는 메시지 측정과 분석, 메시지 기록, 에러 및 메시지 생성과 전송,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진단, 테스트 기능(테스트 케이스 생성과 실행, 보고서 생성)이 있다. 표준 기능은 프로토콜이나 버스 시스

템에 따른 전용 기능을 제공한다. 즉 프로토콜 종류에 따라 전용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버스 시스템에 따

라 전용 프레임을 생성하여 전송하거나 수신 후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옵션 기능은 서로 다른 프로토콜이나 버스 시스템을 추가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서로 다른 프

로토콜이란, 같은 버스 시스템을 이용하지만 프로토콜이 다른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J1939와 CANopen은

같은 CAN 버스를 이용하는 서로 다른 프로토콜이다. 서로 다른 버스 시스템이란 CAN, LIN, FlexRay, MOST,

Ethernet과 같이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버스 선을 이용하는 것이다. CANoe는 CAN을 제공한다. 여기

에 LIN을 추가하려면 CANoe 옵션 LIN, FlexRay를 추가하려면 CANoe 옵션 FlexRay를 설치하면 된다.

확장 기능은 외부 장치나 프로그램을 CANoe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별도의

장치인 I/O 장치, 전원 장치, 측정 장치 등을 CANoe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비주얼 C++, C#, 자바

와 같은 별도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든 프로그램이나 다른 회사의 툴을 CANoe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CANoe는 이 확장 기능을 위하여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제공하거나 라이브러리를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COM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212.3  CANoe의 기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