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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어 시스템의 실시간 성능 검증을 위한

효율적인 실시간 시뮬레이션 기법

An Efficient Simulation Technique to Verify
Real-time Performance of Vehicle Control Systems

김 승 곤, 위 경 수, 이 창 건*, 이 경 수
(Seunggon Kim1, Kyoung-Soo We1, Chang-Gun Lee1,*, and Kyongsu Y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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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developing a vehicle control system, simulation methods are widely used to validate the whole system in the 
early development phase. With this regard, the simulator should correctly behave just like the real parts that are not yet 
implemented while interacting with already implemented parts in real-time. However, most simulators cannot provide functionally 
and temporally accurate behaviors of the target system. In order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is paper proposes a novel 
real-time simulation technique that can efficiently simulate the temporal behavior as well as the functional behavior of the 
simulation target system.

Keywords: vehicle control system, real-world interaction, simulation correctness, task modeling, timing constraints

Copyright© ICROS 2015

I. 서론

무인 자율 주행 자동차 등의 자동차 제어 시스템과 같이 

크고 복잡한 내장형 컴퓨팅 시스템이 개발될 때 실시간 성

능 검증을 위하여 시뮬레이션 기법이 이용된다[1]. 현대 자

동차의 경우, 서로 다른 5개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70개 이

상의 ECU (Electronic Control Unit)를 가지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로 인하여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검증 없이 한 번에 개

발하는 것은 어렵다[2]. 여기에서 언급하는 시뮬레이션이란 

대상 컴퓨팅 시스템 및 해당 시스템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와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컴퓨팅 시스템 위에서 수행될 

일부 혹은 모든 태스크들의 실시간 행태를 PC (Personal 
Computer) 등의 범용 컴퓨팅 장비에서 모사하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러나 시중의 “실시간 시뮬레이션”이라 칭하는 시뮬

레이터는 단지 실세계를 모사하기 위한 기능성 검증에 치

중할 뿐 타이밍 검증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

에 이미 실제로 개발되어진 시스템과 함께 시뮬레이션 할 

때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하지 않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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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기에 앞서, 

설명의 편의를 위해 그림 1과 같은 시스템을 가정한다. 그
림 1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3개의 ECU {E1, E2, E3}와 그 위

에서 수행되는 5개의 태스크 {, ..., }로 이루어진 자동

차 제어 시스템의 한 예를 나타낸다. 각 ECU는 전용의 네

트워크 선인 CAN (Controller Area Netwrok) 버스로 연결되

어 있다고 가정한다. 여기에서 E3는 실제로 구현되어진 

ECU인 반면, E1과 E2는 시뮬레이션 되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E1, E2의 위에서 수행되는 태스크 {, , , , } 

또한 시뮬레이션 될 대상이다. 시뮬레이션 될 대상 시스템

을 “시뮬레이션 시스템 (Simulated-System)”, 시뮬레이션 시

스템 내의 각 ECU에서 실행되는 태스크를 “시뮬레이션 태

스크(Simulated-Task)”라 하자. 또한 이미 실제로 구현되어있

는 ECU는 “실제 ECU (Real-ECU)”라 하자. 이때 시뮬레이

션 ECU와 실제 ECU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교환 등의 

상호작용을 “실세계 상호작용 (Real-world Interaction)”이라 

하자. 여기에서 시뮬레이션이란 시뮬레이션 태스크들이 각

각의 ECU에서 수행되었을 때의 행태를 PC 등의 범용 컴퓨

팅 장비에서 모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과 같은 환경에서 특정 순간에 시뮬레이션 태스

크들이 그림 2(a)와 같은 실시간 행태를 보였다고 가정하

자. 그림에서 태스크 수행 사이의 화살표는 데이터 교환을 

의미한다. 그림 2(a)에서 각 태스크들은 자신의 수행 시작 

시점에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한 뒤 수행이 종료되면 데이

터를 내보낸다고 가정한다. 태스크 간 데이터 교환 중 실

제 ECU와 시뮬레이션 ECU간 데이터 교환이 일어나는 시

점을 “실세계 상호작용 시점(Real-world Interaction Point)”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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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동차 제어 시스템 예제.
Fig. 1. Example vehicle control system.

(a) Reference schedule.

(b) The most straightforward way to dispatch jobs.

(c) More Efficient way to dispatch jobs.

그림 2. 그림 1 시스템의 실시간 행태 및 모사 유형.
Fig. 2. A motivating example on Fig. 1.

고 하자. 이때 모든 태스크의 종료시점과 실세계 상호작용 

시점을 관찰함으로써 데이터가 그림 2(c)와 같이 정확한 

시점에 전달되어 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예상 행태에 따

라 제대로 모사되어졌다면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졌

다고 볼 수 있다.
시뮬레이션을 행할 시뮬레이터의 범용 컴퓨팅 장비는 

PC로 시뮬레이터를 동작시키는 호스트 프로세서는 시뮬레

이션 호스트 (Simulation Host)로 부르자. 시뮬레이션 호스트

는 싱글 코어 (Single-Core) 라고 가정한다. 시뮬레이션 호스

트의 연산 성능은 실제 ECU보다 뛰어나다고 가정한다. 이
때, 그림 2(b)는 시뮬레이션 호스트가 예상 행태에서 태스

크의 시작 시간에 맞춰 태스크를 실행시킴으로써 가장 간

단하게 모사하는 행태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그

림 2(b)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의 수행이 늦어져 실세계 

상호작용 시점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가능

한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를 의 수행이 끝난 직

후에 시작했었다면 그림 2(c)와 같이 실세계 상호작용 시점

이 만족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시뮬레이터가 데이터 

의존도를 유지시키면서도 모든 시뮬레이션 태스크들에 대

하여 예상 종료 시점보다 앞서 수행을 마칠 수 있다는 점

을 시사한다. 따라서 시뮬레이터는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결과를 실제 ECU에 내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많

은 수의 시뮬레이션 ECU 및 시뮬레이션 태스크들을 모사

할 때 정확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개발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많은 시뮬레이터들은 

기능성 검증에 치중하여 실제로 작업이 수행될 환경을 고

려하지 않고 최대한의 자원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거나 

시뮬레이션 수행 시간을 줄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

서 각 태스크들이 언제 시작되고 끝나는지를 보고 시간적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거나[3], 시뮬레이

션 호스트와 ECU 간의 성능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실시간 

행태를 정확하게 모사하지 못한다[4]. 이에 따라 본고는 시

뮬레이션 ECU와 실제 ECU 사이에 정확한 상호작용을 보

장하는 효율적인 시뮬레이션 기법을 제안한다.

II. 관련 연구

시뮬레이션은 어떠한 실제 하드웨어 플랫폼도 없는 개발 

초기에 소프트웨어 시스템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

된다. 전형적으로,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명령어 집합 시뮬

레이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된다. 비록 이러한 시뮬레이

터들이 단계별 정확도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많은 

임베디드 프로세서를 포함한 대형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하

기는 너무 느리고 실시간 시뮬레이션으로 쓸 수 없다. 시뮬

레이션 속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진 변환을 이용하는 

가상 플랫폼 시뮬레이터도 있다[5,6]. 그러나 이러한 시뮬레

이터는 오직 빠르고 기능적인 시뮬레이션에만 집중되어있

다. 그래서 시간적 시뮬레이션 정확성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최근 호스트 컴파일 시뮬레이션은 빠르고 시간

적으로 정확한 시뮬레이션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7,8]. 그러나 이것은 스마트 폰과 같이 관제실과의 어떠한 

상호작용 없이 독립된 장치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정확한 실세계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9]의 저자는 RTOS 스케줄링 이벤트를 시뮬레이션 하여 작

업을 수행하는 RTOS 시뮬레이터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시

뮬레이션 정확성은 명확하게 논의되지 않았고 하나의 

RTOS 임베디드 프로세서에 제한되어 있었다. 게다가 [9]의 

저자는 시뮬레이션 된 작업의 수행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

인 알고리즘도 제공하지 않았다.
심지어 “실시간 시뮬레이션”이라 광고하는 상업용 시뮬

레이터도 관제실과 동시에 시뮬레이션 되는 것만 제공한

다. 그리고 태스크 스케줄링, 선점, 버스 중재 등과 같은 

대상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 때문에 시간적 행태

에 대하여 정확한 모델을 가지지 못한다[10,11]. 그렇기 때

문에 시뮬레이션은 실세계 상호작용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부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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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하이퍼 주기에 따른 예상 행태.
Fig. 3. Expected behavior by hyper period.

III. 문제 기술

본고에서는 시뮬레이션 호스트 H가 n개의 ECU {E1, E2, 
..., En}와 그 위에서 실행될 m개의 태스크 {, , ..., } 

를 가지는 상황을 가정한다. 이 때 각 태스크 는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 (Fi, Pi, Ci, C’i)

여기에서 Fi는 목표 ECU 및 시뮬레이션 호스트에서 모두 

컴파일 가능한 일련의 코드 또는 함수이고, Pi는 주기이다. 
Ci는 ECU에서의 최악 수행 시간이고 C’i는 시뮬레이션 호

스트에서의 최악 수행 시간이다. 주목해야할 점은 일반적으

로 시뮬레이션 호스트 H의 연산 능력이 ECU보다 뛰어나므

로 Ci가 C’i보다 작다는 점이다. 주기적 태스크 의 j번째 

작업(Job)은 Ji,j로 표현한다. 가 의 결과를 이용하는 경

우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위와 같이 데이터 전달 관계를 가질 때, 가 의 후임

자, 가 의 선임자라고 하자. 전임자의 출력을 입력으로 

받아 수행하는 태스크는 전임자로부터 받은 데이터 중 최

신의 데이터만을 입력으로써 이용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태

스크가 완전히 수행을 종료해야지만 후임자에게 수행 결과

가 데이터로써 전달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ECU간 네

트워크를 구축할 때 쓰이는 CAN은 데이터를 빠르면서도 

고정 속도로 전송하는 것을 보장한다. 따라서 전달되는 데

이터의 양이 크지 않다고 가정했을 때, 데이터 교환에 소모

되는 시간을 0에 가까운 상수로 가정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정확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모든 시뮬레이션 태스크가 각자의 ECU에서 수행된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수행 행태에서 도출된 모든 실세계 

상호작용 시점의 데이터 교환이 동일하게 모사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시뮬레이션 태스크의 수행 행태를 

H에서 정확하게 모사하고, 효율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

뮬레이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도 모사 가능한 경우의 수를 

최대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V. 제안하는 기법

이 장에서는 시뮬레이션 호스트 H에서 시뮬레이션 정확

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뮬레이션 태스크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는 기법을 본고에서 소개한다. 제안하는 접근법은 2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1) 시뮬레이션 태스크들의 작업

에 따른 시간 제약 추출, (2) H에서 시간 제약에 따라 시뮬

레이션 태스크들을 수행. 본고에서는 (1)에 대하여 중점적

으로 설명한다.
우선 시뮬레이션 태스크들의 하이퍼 주기 (Hyper Period) 

내에서 수행될 모든 작업이 실제 ECU에서 언제 시작되고 

종료될지 나타내는 예상 수행 행태를 구한다. 만약 , , 

,  의 주기가 10이고 각 수행 시간이 ECU에서 3, 2, 2, 

2라고 한다면 그림 3과 같이 보일 수 있다. 그림 3에서는 

20까지만 표현되었지만 실제로는 무한한 시간에 대하여 그

려진다. 결과적으로 모든 작업에 대해 구할 수 있으며 이를 

표현하기 위해 다음의 기호를 정의한다:
∙ STe(Ji,j): ECU에서 Ji,j의 예상 시작 시간

∙ FTe(Ji,j): ECU에서 Ji,j의 예상 종료 시간

구해진 예상 수행 행태에 맞추어 H에서 각 작업을 릴리

즈 타임과 데드라인에 따라 수행한다.
이때 시뮬레이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STe(Ji,j)를 시뮬레이션 태스크의 릴리즈 타임과 같게 

하고 FTe(Ji,j)를 데드라인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기호를 이용

하여 정의하면:
∙ Ri,j: 시뮬레이션 호스트에서 Ji,j의 릴리즈 타임

∙ Di,j: 시뮬레이션 호스트에서 Ji,j의 데드라인

Ri,j = STe(Ji,j) and Di,j = FTe(Ji,j).

그러나 그림 2에서 보였었듯이, 시뮬레이션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뮬레이션 정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시간 제

약을 바꾸어주어야 한다. 시뮬레이션 정확성을 위한 표현을 

위해 다음의 기호를 정의한다:

(a) Data reception from real-ECU.

(b) Data exchange between two simulated-ECU.

(c) Data transmission to real-ECU.

그림 4. 시뮬레이션 정확성을 위해 고려하는 세 가지 상황.
Fig. 4. Three condition for simulation correc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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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NINP-EDF와 CEDF 간 비교.
Fig. 5. A comparsion between NINP-EDF and CEDF.

∙ STs(Ji,j): 시뮬레이션 호스트에서 Ji,j의 실제 시작 시간

∙ FTs(Ji,j): 시뮬레이션 호스트에서 Ji,j의 실제 종료 시간

이제 시뮬레이션 정확성을 보장하며 시뮬레이션 행태를 

모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상황 C1, C2, C3의 3가지를 

설명한다. 그림 4는 시뮬레이션 정확성을 보장을 위해 고려

해야하는 세 가지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C1. STe(Ji,j) ≦ STs(Ji,j).
첫 번째는 그림 4(a)에서처럼 한 시뮬레이션 태스크의 

한 작업 Ji,j가 실제 ECU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경우이다. 이 

경우 Ji,j는 수행 시작 전까지 실제 ECU로부터 데이터를 받

을 수 있어야 하므로 H는 STe(Ji,j) 보다 늦게 Ji,j를 수행해야 

한다.
C2. FTs(Ji,j) ≦ STs(Jk,l).
그림 4(b)를 보자. 그림 4(b)는 시뮬레이션 태스크의 한 

작업 Ji,j가 다른 ECU로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이다. 이 경우 

H에서는 수행 결과를 미리 가지고 있다가 해당 데이터가 

쓰이는 STs(Jk,l) 전에만 내보내면 된다.
C3. FTs(Ji,j) ≦ FTe(Jk,l).
시뮬레이션 호스트에서 Ji,j가 FTs(Ji,j) 지점에서 끝났을 때, 

시뮬레이터는 시뮬레이터 정확성을 위해서 단지 Ji,j의 결과

를 그림 4(c)처럼 FTe(Jk,l) 시점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
C1과 C2는 시뮬레이션 정확성의 기능적인 부분을 보장

하며 C3는 시간적 부분을 보장한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정

확성을 위한 세 가지 상황으로부터 Ji,j의 Ri,j와 Di,j를 유도

할 수 있다. 이것을 고려하기 위한 기초적인 바탕은 Ji,j의 

실행시간을 가능한 한 크게 결정짓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 가지 조건을 어기지 않으면서 릴리즈 타임을 가능한 한 

이르게 하고 데드라인을 가능한 한 늦추는 것을 말한다. Ji,j

의 릴리즈 타임을 Ri,j라 하고 데드라인을 Di,j라 하자. 이때 

Ri,j와 Di,j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pre(Ji,j): Ji,j가 직접 데이터를 받아오는 전임자 집합

∙ suc(Ji,j): Ji,j의 결과를 직접 이용하는 후임자 집합

∙  max
 

∀ ∈ 
max  

여기서 
  


Ji,j가 실제 ECU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면

∙  min
 

∀ ∈ 
min 

여기서 
   

∞
Ji,j가 실제 ECU로 데이터를 내보내면

지금까지 H에서 시뮬레이션 정확성을 보장하면서 릴리

즈 타임과 데드라인을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시뮬레이션 정확성 조건을 만족시키는 Ji,j의 Ri,j과 Di,j에 맞

추어 시뮬레이션 태스크의 작업들을 스케줄링 할 때, 싱글 

코어인 시뮬레이션 호스트에서 최적으로 알려진 EDF 
(Earliest Deadline First)를 사용함으로써 작업들을 수행시킬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 구현 단계에서 본래의 EDF대로 선

점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아 비선점적으로 구현할 

것이다. 비선점 스케줄러 중에서는 최적으로 알려진 

NINP-EDF (Non-Idling and Non-Preemptive EDF)를 기본 스

케줄링 알고리즘으로 고려한다[12].
추가적으로 시뮬레이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작

업 보장을 위한 시간적 제한을 완화시키고 미리 계산된 Ri,j

과 Di,j의 예지 정보 (Clairvoyant information)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 5는 CEDF가 NINP-EDF에 비해 어떻게 더 나은 

스케줄을 제공하는지 나타낸다. 그림을 보면 두 개의 작업 

J1,1과 J2,1이 있다. (R, C, D)로 나타날 때, R은 릴리즈 타임, 
C는 수행 시간, D는 데드라인을 의미한다. 현재 시간 t가 

10이라고 가정할 때, NINP-EDF는 J1,1의 릴리즈 타임이 t=10
보다 이르기 때문에 바로 수행한다. t=15에 J1,1의 수행을 마

친 후에 J2,1를 수행하지만 데드라인을 놓친다. 반대로, 
CEDF는 J2,1이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할 것을 알고 J1,1을 

t=10에 시작하지 않는다. t=11까지 지연한 이후에 J2,1을 

t=14까지 수행한다. 이어서 J1,1을 수행함으로써 J1,1의 데드

라인도 지켜진다. 이로부터 CEDF (Clairvoyant EDF)가 

NINP-EDF보다 더 효율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13]. 따
라서 본고에서는 시뮬레이터가 싱글 코어의 시뮬레이션 호

스트에서 동작할 때, 위에서 계산된 시간 제약인 Ri,j와 Di,j

를 고려하여 시뮬레이션 태스크가 가진 작업들의 스케줄과 

수행에 CEDF를 쓰는 것을 제안한다.
요약하면 시뮬레이션 정확성을 위한 제한 하에서 제안하

고 있는 방식은 시뮬레이션 효율을 두 부분에서 극대화시

킨다.
∙ 각 작업 Ji,j의 시간 제약 완화

∙ CEDF에 근거한 시뮬레이션 호스트의 의도적 지연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가능한 경우의 수 최대화

제안한 방식으로 인하여 시뮬레이션 능력이 얼마나 증진

되었는지는 뒤의 실험 부분에서 보인다.

V. 실험 및 구현

이번 장에서는 제안된 방식을 적용시켰을 때 임의로 

ECU들로 구성된 시스템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확

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일 것이다. 다음과 같은 매개 변수

들을 가지고 다양한 대상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 시뮬레이션 되어지는 ECU의 수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면 [3,7]의 구간을 가지는 균등 분포를 따른다. 이러한 

분포를 앞으로 균등 분포[3,7]과 같이 표기한다.
∙ 각 ECU에서 실행되는 시뮬레이션 태스크의 수는 균등 

분포[1,10]을 따른다.
∙ 각 시뮬레이션 태스크 의 주기 Pi는 균등 분포 [10, 

100] ms을 따른다.
∙ ECU의 태스크 의 수행 시간 C’i는 Pi의 균등 분포

[10, 50]% 를 따른다.
∙ 시뮬레이션 호스트 상에서 의 수행시간 Ci는 C’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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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싱글 코어 시스템에서 시뮬레이션 가능 수.
Fig. 6. Simulation capacity on the singlecore system.

그림 7. 싱글 코어 시스템에서 ECU의 수에 따른 시뮬레이션 가

능 여부 측정 시간.
Fig. 7. Simulation capacity and the time for checking the 

simulatability on the singlecore system as scaling up the 
number of ECUs in the target system.

30%이다.
∙ 모든 시뮬레이션 태스크 중에서 실제 ECU로부터 데

이터를 받아오는 태스크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30%이다.
∙ 모든 시뮬레이션 태스크 중에서 실제 ECU로 데이터를 

내보내는 태스크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30%이다.
시뮬레이션 ECU는 싱글 코어 시스템이고 RM (Rate 

Monotonic) 스케줄링 정책을 이용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시

뮬레이션 태스크는 항상 스케줄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태스

크 간 데이터 의존성은 무작위하게 설정된다. 본고에서는 

시뮬레이션 가능 수를 다음 네 가지의 시뮬레이션 정확성

을 보장하는 시뮬레이션 접근법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 strict + no-idle(엄격한 제약 및 지연 제외). 시뮬레이션 

태스크의 작업을 예상 시작 시간에 맞추어 릴리즈하

고, NINP-EDF가 아닌 비선점 EDF 스케줄링 알고리즘

을 이용한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다.
∙ strict + idle(엄격한 제약 및 지연 포함). 시뮬레이션 태

스크의 작업을 NINP-EDF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 이외

에는 “strict + no-idle”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접근법을 

통해 지연 (idling)이 포함될 때 시뮬레이션 가능 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relaxed + no-idle(완화된 제약 및 지연 제외). “strict + 

no-idle(엄격한 기준 및 지연 제외)”에서 시간 제약이 

완화된 Ri,j들과 Di,j들을 사용하지 않을 때의 양상을 보

여준다. 그래서 이 접근법은 “완화된 시간 제약”을 사

용함으로써 시뮬레이션 가능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relaxed + idle(완화된 제약 및 지연 포함). “의도적 지

연”과 “완화된 시간 제약”이 모두 포함된, 최종적으로 

제안한 접근 방식이다.
그림 6에서 시뮬레이션 호스트가 싱글 코어 시스템일 

때, 접근 방식의 차이에 따른 시뮬레이션 가능 수를 보였

다. 이 그림을 구성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했던 매개 변수들

에 따라 500개의 대상 시스템을 구성했고 이는 Y축에 나타

난다. 하이퍼 주기를 고려하여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호스트

의 스케줄링 다이어그램을 그림으로써 실제 코드를 수행하

지 않고도 특정 대상 시스템이 시뮬레이션 가능한지 아닌

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고에서 제안한 방식 

중 하나를 적용했을 때 두 방식 모두 기본적인 접근 방식

에 비해 약 7배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두 가지의 개념을 

모두 적용했을 땐 15배까지 증가했다.
그림 7과 그림 8에서는, 시스템이 ECU를 3개부터 7개까

지 포함할 때 시뮬레이션 가능 수 및 시뮬레이션 가능 여

부 측정 시간을 표현했다. 제안하고 있는 접근 방식인 

CEDF를 사용하는 “relaxed + idle”과 모든 경우의 수를 총 

망라하는 방식인 Exhaustive search를 쓴 “relaxed + optimal”
를 비교했다. 

그림 7에서 “relaxed + optimal” 방식은 시뮬레이션 작업

이 실행되기 전에 미리 스케줄링 다이어그램을 전부 그려

야하기 때문에, 하나의 하이퍼 주기에 대해서만 스케줄링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되는 “relaxed + idle”과 비교하여 

명확하게 연산량이 많아 “relaxed + optimal”이 더 오래 걸

릴 것이라고 실험 전에도 간단히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적의 스케줄을 찾을 때, 4시간동안 시뮬레이션 가능한 경

우를 못 찾으면 시간을 더 써서 찾더라도 적용이 힘들기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림에서는 값의 차이가 

커서 Y축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므로 물결 표시를 이용

하여 데이터의 간격이 크다는 것을 표현했다. X축의 경우 

대상 시스템을 구성한 ECU의 수 이외에도 S (Simulatable), 
U (Unsimulatable)로 시뮬레이션 가능 여부에 따라 스케줄링 

다이어그램을 찾는 시간을 추가적으로 나타냈다.
그림 8에서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ECU의 수에 따른 시뮬

레이션 가능 수를 보인다. “relaxed + optimal”이 “relaxed + 
idle”보다 조금 더 찾아내고 있다. 탐색 시간을 고려하지 않

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하여 확인하기 때문에 “relaxed + 
idle”로는 찾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 가능한 

스케줄을 발견하기도 한다.
따라서 “relaxed + idle”은 시뮬레이션 가능 여부를 

“relaxed + optimal”보다 2배 정도 빠르게 찾을 수 있음을 

보였다. 반면에, 시스템이 시뮬레이션 가능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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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싱글 코어 시스템에서 ECU의 수에 따른 시뮬레이션 가

능 수.
Fig. 8. Simulation capacity on the singlecore system as scaling up 

the number of ECUs in the target system.

그림 9. 실제 ECU와 시뮬레이터의 결과 비교.
Fig. 9. Result compparison between the real ECU and the 

simulator.

“relaxed + idle”의 연산량 오버헤드는 “relaxed + optimal”에 

비해 훨씬 적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뮬레이션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4시간을 모두 소모함으로써 “relaxed + 
optimal”은 주어진 시뮬레이션 태스크들의 작업에 대하여 

모든 경우의 수를 살펴보는 것이 어렵다고 보였다. 하지만 

본고에서 제안하는 “relaxed + idle”은 시뮬레이션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평균 10초 내로 보여 다른 방식과 비교해 보

았을 때 쓰이기에 충분히 허용 가능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안한 시뮬레이터의 정확성을 보이

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차량 동력학을 시뮬레이션하고 차량

의 물리적 행태를 3D 애니메이션으로 시각화해주는 차량동

역학 시뮬레이터 CarSim [14]을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 호

스트와 TriCore TC1797 마이크로프로세서[15] 위에 실제로 

구현된 ECU는 CAN 버스를 통해 CarSim에 연결시켰다. 3
대의 ECU {ECU1, ECU2, ECU3} 로 구성된 정속 주행 및 

차선 유지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였다. ECU1은 차량의 현재 

속도와 가속도를 감지하여 정속 주행하는 기능을 한다. 
ECU2는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 선로에서, 상대적으로 차량

의 측면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한다. ECU3는 차선을 

유지하기 위해 적당한 차량의 조향각을 계산하고 액추에이

터에 결과를 내보낸다.
이러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여 3대의 ECU를 실제의 

ECU로 구성하였을 때와 ECU3만 시뮬레이터가 대체하였을 

때를 비교하였다. 그림 9는 시뮬레이터 ECU3와 실제 ECU3

에서 내보내진 결과 값을 그린 그래프이다. X축은 차량이 

주행을 시작하고 나서부터의 시간이며 Y축은 CarSim의 차

량에 적용될 조향각이다. 그림 9에서 보이고 있듯이 그래프

의 두 곡선은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VI. 결론 및 향후 연구

본고에서는 자동차 제어 시스템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시

뮬레이션을 위한 기법이 제안되었다. 본고에서 제안된 기법

은 기존의 기법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안전하

게 시뮬레이션 가능하며 시뮬레이션 호스트와 ECU의 차이

를 인식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라는 강점을 가진다.
추후에는 멀티코어 (Multi-Core)를 지원하는 ECU를 멀티

코어 시뮬레이션 호스트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

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에서 제안

하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해결 방법을 실제 예를 통해 보이

고자 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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