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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이 Model Driven Engineering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요구사항과 모델 간의 추적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FDD(Feature Driven Development)와 FOSE(Feature Oriented Software 

Engineering) 방법론에 적용된 feature 개념을 재정의하여 이를 AUTOSAR platform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요구사항부

터 model, code까지 추적성을 검증한다.

키워드: AUTOSAR, feature, traceability

I. Introduction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적성이 

중요해졌다. 또한 최근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이 

MDE(Model-Driven-Engineering) 방식으로 가면서 요구사항과 모

델 간의 추적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시스템의 추적성을 

높이려는 기존의 연구들을 찾아보니 FOSE(Feature Oriented 

Software Engineering)방법론과 같이 feature를 기반으로 SW 개발 

프로세스의 각 과정을 연결하여 추적성을 갖도록 하는 방법과 

FDD(Feature Driven Development) 방법론이 있었다.[1][2] 하지만 

feature를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용하여 추적성을 보이는 연구는 없었

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 중 MDE 방식을 따르고 

있는 AUTOSAR platform에 feature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적용했을 때 요구사항부터 모델 그리고 code까지 

추적성이 보장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FODA

FODA는 feature 기반 도메인 분석기법이다. FODA는 도메인 

분석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여기서의 feature는 요구사항 분석부터 

상위 레벨의 application design과 management에 따르는 SW 개발 

과정을 feature로 연결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1.2 FDD

FDD는 반복적이고 점증적인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식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이다. FDD에서는 다섯 단계를 

거쳐 요구사항을 feature로 분리하여 개발을 진행한다. 1단계에서는 

전체적인 도메인 모델을 정의하며 2단계에서는 <action>, <result>, 

<object>의 형식을 갖는 feature list를 만든다. 3단계에서는 이 feature 

list를 기반으로 개발 계획을 세우게 된다. 4 단계에서는 feature를 

기반으로 design을 진행하고 마지막 5 단계에서는 4단계에서 design

된 feature의 명세를 통해 code를 build하여 설계를 완료하게 된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Feature 정의

기존 FDD 방법론의 feature는 <action>the <result> 

<by|for|of|to|> <a(n)> <object>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FDD의 

feature 개념을 바탕으로 이 방법론에서는 <action> <Input 

Storage[source object]> <Output Storage[source object]> 형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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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behavioral feature를 정의하였다. 여기서 behavior란 관찰 

가능한 precondition과 postcondition을 갖는 function block 단위이

며 structure behavioral feature는 기능적 요구사항을 behavior 단위

로 세분화하여 구조적으로 표현하는 feature이다. 여기서 Action은 

<Input Storage[source object]>가 <Output Storage[source 

object]>에게 하는 행위 동작을 의미하며 <Input Storage[source 

object]>는 영향을 주는 개체의 storage를 의미하고 <Output 

Storage[source object]>는 영향을 받는 개체가 가지는 storage를 

의미한다.

1.1. 측정값 수준의 feature

측정값이란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물리적인 값을 의미한다. 측정값 

수준의 feature는 센서에 의해 측정값이 측정된 후 알맞은 actuator를 

제어하기 위해 어떠한 변환 과정을 거치는 가를 물리적인 값의 데이터 

흐름 수준에서 정의한 것이다.  이를 AUTOSAR platform에 적용하는 

경우, 기능 요구사항에 따른 동작을 application layer 단계에서의 

sensor-control-actuator 동작으로 표현한다.

1.2. 신호값 수준의 feature

신호값이란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물리적인 값이 실제 시스템의 

회로에 흐르는 신호로 변환되는 경우 이를 표현한 값을 의미한다. 

신호값 수준의 feature는 센서에 의해 신호값이 측정된 후 알맞은 

actuator를 제어하기 위해 어떠한 변환 과정을 거치는 가를 신호값의 

데이터 흐름 수준으로 정의한 것이다. 이를 AUTOSAR platform에 

적용하는 경우, 신호값 수준의 feature list를 상세화 하여 BSW 

layer내의 ECU abstraction과 MACL에서 주고 받는 내부 신호 

변환 동작들을 표현한다.

2. Structured Behavioral feature기반 설계 기법

먼저 기능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품질 속성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기능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측정값 수준 시스템 모델과 측정값 수준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측정값 수준 feature list를 

작성한다. 그 다음으로 신호값 수준 시스템 모델과 신호값 수준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측정값 수준 feature list를 상세화 

하여 신호값 수준 feature list를 작성한다. 이후 품질 속성을 기반으로 

ADD iteration을 거쳐 component 분리와 interface를 정의해 VFB 

model을 완성한다.[3] 나뉜 component 별로 신호값 수준 feature 

list를 나누고 나뉜 신호값 수준 feature list의 action 부분 중 transfer와 

read, write를 Interface에 따라 sender, receiver, client, server로 

변경하여 component feature list를 완성한다. Component feature 

list의 action 항목에 따라 runnable entity와 IB 요소들을 결정하여 

IB model을 설계한다.

3. Case Study

Structured Behavioral feature 기반 설계 방법을 적용하여 핸드폰 

application으로부터 블루투스 신호를 받아 움직이는 자동차를 설계

해보았다. 먼저 이 자동차의 기능 요구사항은 표1와 같다.

Table 1. 기능 요구사항

이에 따른 측정값 수준의 시스템 model과 측정값 수준의 data 

model은 아래 그림1, 표2와 같다.

Fig. 1. 측정값 수준의 시스템 model

Table 2. 측정값 수준의 data model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feature list의 일부는 아래 표3과 같다. 

이때 각각의 feature에 식별자를 붙여 추적할 때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Table 3. 측정값 수준의 feature list 일부

Fig. 2. 신호값 수준의 시스템

다음으로 측정값을 상세화하여 신호값 수준 시스템 model과 data 

model을 정의하고 신호값 수준 feature list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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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신호값 수준의 data model

Table 5. 신호값 수준의 feature list 일부

ADD iteration을 거쳐 완성한 VFB model은 아래 그림 3와 같다. 

또한 component 사이의 interface와 port 그리고 각각의 interface에

서 주고받는 data나 operation을 정의한 표는 표6에 나타나있다.

Fig. 3. 완성된 VFB model

Table 6. VFB model 요소들을 정의한 표(일부)

그림 3과 같이 나뉜 component 별로 feature를 나누어 component 

feature list를 작성하고 각 feature별로 식별자를 붙여준다. Feature 

list의 action 부분이 Read, Write, Transfer 인 feature를 interface와 

port에 맞게 sender, receiver, client, server로 수정하고 해당 feature

의 input Storage와 output Storage를 sender나 client인경우 

component name에서 port name으로, receiver나 server인 경우 

port name에서 component name으로 수정한다.

Table 7. component feature list(일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VFB model을 완성하고 이에 따른 

component feature list 작성을 완료하였다. 다음으로 IB model에서

는 component feature list의 action 항목에 따라 runnable entity를 

설계한다(Action항목이 calculate이거나 process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action은 그에 해당하는 runnable을 설계한다). 이때 추적성을 

높이기 위해 IB model에 적용할 규칙과 각 component에 들어갈 

Runnable entity, IB 요소들을 나타내는 표를 정리한다.

Table 8. IB model(일부) 

이후 ISOLAR-A tool을 이용하여 VFB model과 IB model로부터 

RTE API들을 자동생성 하고 이를 이용하여 ISOLAR-EVE tool로 

나머지 code부분을 구현한다.

4. 추적성

위의 case study에서 나온 산출물들을 이용하여 source code에서부

터 요구사항까지의 추적성을 확인해 보았다. 아래 그림 4의 cod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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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_actMotor_dirMotor라는 이름의 runnable entity이다.

Fig. 4. 추적할 runnable entity

이 runnable entity가 어떤 요구사항과 관련이 있는가를 추적하기 

위해 IB model의 표를 보면 아래 표10에서 이 runnable entity가 

component feature list의 CF-012와 CF-014 feature로부터 나온 

code임을 알 수 있다.

Table 9. 관련된 IB model

Component feature list(표10)에서 CF-012와 CF-014를 찾으면 

이와 관련된 신호값 수준의 feature(표11)와 측정값 수준의 feature(표

12) 식별자를 알아낼 수 있다.

Table 10. 관련된 Component feature list 

Table 11. 관련된 신호값 수준 feature list 

Table 12. 관련된 측정값 수준 feature list 

최종적으로 측정값 feature list에서 관련된 요구사항 번호가 FR-03, 

FR-04임을 확인할 수 있다.

IV. Conclusions

이 연구의 목표는 MDE 기법을 따르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스템 

중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표준화한 AUTOSAR platform에 feature라

는 개념을 사용하여 추적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 방법론으로 

나온 산출물 간의 추적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structured behavioral feature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code에

서 model 그리고 요구사항까지의 추적성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structured behavioral feature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중 

AUTOSAR platform에만 적용해 보았으나 이 범위를 넓혀 다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적용하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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