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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세계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효율적인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AUTOSAR 표준을 필수로 적용하고 있다. AUTOSAR 

기반 소프트웨어의 기능은 러너블(runnable) 단위로 구현되며 이는 태스크에 매핑되어 동작하는데, 러너블-태스크 매핑은 시스

템 오버헤드 발생과 러너블의 실제 수행 시점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시스템 성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본 논문에

서는 자동차의 제어를 보조하는 타겟 응용에 대하여 최적의 성능을 보이는 러너블-태스크 매핑을 찾고자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6개의 매핑 규칙을 적용하며, 기존 규칙의 한계점을 개선한 매핑 규칙을 제안하여 추가로 적용한다. Infineon 사의 AURIX 보

드와 ETAS 사의 AUTOSAR 플랫폼 상에 타겟 응용을 구현하여 실험한 결과, 기존 매핑 규칙에 비해 개선된 규칙을 적용하였

을 때 종단 간 응답시간이 21.23% 단축되었다.

키워드: 오토사(AUTOSAR), 러너블-태스크 매핑(runnable-to-task mapping), 매핑 규칙(mapping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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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자동차가 점차 전장화됨에 따라 유럽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AUTOSAR(AUTomoti

ve Open System ARchitecture)라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현재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를 준수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AUTOSAR에 따르면 응용 소프트웨어

는 높은 재사용성과 독립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software 

component. 이후 SWC) 단위로 모듈화되어 설계된다. SWC의 기능

은 각자가 가지는 러너블(runnable)을 통해 구현되는데, 이는 개발자

가 입력한 일련의 코드로써 운영체제의 스케줄링 단위인 태스크에 

매핑되어 실행된다[1].

이때, 러너블-태스크 매핑은 AUTOSAR 기반 차량 시스템의 성능

을 좌우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몇 개의 태스크를 생성하며 각각에 

어떤 러너블을 매핑하는지에 따라 시스템 오버헤드의 양과 러너블의 

실제 수행 시점이 달라지며 이는 시스템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러너블-태스크 매핑은 온전히 개발자의 역할이며 AUTOSAR 

표준에서는 매우 기본적인 가이드[1]만 제공하므로 개발자가 무수히 

많은 매핑의 경우 중 최적의 매핑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스템 성능 측면에서 효율적인 러너블-태스크 

매핑을 찾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2, 3, 4, 5, 6, 7, 8]. 기존 

연구들이 고려하는 성능 저하 요인으로는 러너블들이 서로 다른 

태스크에 매핑될 때 발생하는 문맥 교환 오버헤드, 동기화 오버헤드와 

러너블들이 같은 태스크에 매핑될 때 발생하는 수행 지연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성능 저하 요인을 모두 고려하고 

AUTOSAR 표준에서 정의하는 러너블의 통신 동작을 기반으로 제시

된 [8]의 러너블-태스크 매핑 규칙을 활용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 제어를 보조하는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응용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매핑을 찾고자 한다. [8]의 매핑 

규칙은 러너블 간 통신 지연 최소화만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타겟 응용의 종단 간 응답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규칙을 발전시키고 발전된 매핑 규칙을 타겟 응용에 적용한다. 

Infineon 사의 AURIX 보드와 ETAS 사의 AUTOSAR 플랫폼 

상에 기존 규칙과 발전된 규칙을 적용한 타겟 응용을 각각 구현하여 

종단 간 응답시간(end-to-end response time)을 비교한 결과, 발전된 

규칙을 적용할 경우 약 21.23% 단축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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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배경지식

이 장에서는 AUTOSAR에 대해 소개한 뒤 [8]의 매핑 규칙의 

기반인 러너블의 통신 동작을 설명한다.

1. AUTOSAR 개괄

AUTOSAR 기반 소프트웨어는 설계와 구현 단계로 나누어 개발된

다. 먼저 설계 단계에서 개발자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SWC 단위로 

모듈화하여 설계한다. SWC의 기능은 내부의 러너블과 이를 작동시키

는 이벤트로 설계되며 SWC 간의 통신은 데이터 출입구인 port와 

port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인 interface를 정의함으로써 

설계된다.

구현 단계에서는 설계된 사항들이 RTE(Run-Time Environment)

로 구현된다. 러너블은 개발자가 내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함수로 

구현되고 SWC 간의 통신은 RTE API로 생성되어 러너블의 코드 

내에서 호출된다. 러너블은 운영체제의 태스크에 매핑된 후 자신을 

작동시키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태스크 내부에서 호출되어 실행된

다. 한 태스크에 여러 러너블이 매핑되면 수행 순서를 설정해야 한다. 

태스크는 waiting state의 유무에 따라 기본 태스크와 확장 태스크로 

구분되는데 waiting state가 있는 확장 태스크만 수행 도중에 멈출 

수 있다.

2. 러너블의 통신 동작

러너블의 통신 동작은 러너블에 부여되는 속성을 통해 정의되며, 

이에 따라 RTE API의 구현이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DataSendPoint

와 DataReceivePoint는 러너블이 특정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함을 

나타내고 WaitPoint는 러너블이 blocking communica- tion함을 

나타낸다. WaitPoint를 가진 러너블은 수행 도중에 최대 timeout만큼

의 시간동안 특정 이벤트를 기다릴 수 있다. 러너블이 

DataReceivedPoint를 가진다면 가장 최근 수신된 데이터를 읽어오는 

RTE API가 생성되고, WaitPoint를 함께 가진다면 데이터가 새롭게 

수신될 때 발생하는 이벤트를 기다린 뒤 데이터를 읽어오는 API가 

생성된다.

III. 매핑 규칙을 이용한 타겟 응용의 러너블-태

스크 매핑

이 장에서는 [8]에서 제시한 6가지 매핑 규칙을 설명한 뒤 이를 

본 논문의 타겟 응용에 적용한다.

1. 매핑 규칙 설명

[8]은 러너블 간 통신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의 매핑 규칙을 

제시한다. 6개의 규칙은 아래와 같다.

R.1) 데이터 송신 러너블이 하나의 DataSendPoint를 가지며 수신 

러너블이 하나의 DataReceivePoint를 가진다면, 이 둘은 같은 태스크

에 매핑.

R.2) 둘 이상의 러너블들이 같은 데이터를 받기 위해 하나의 

DataReceivePoint만을 가진다면, 이들은 같은 태스크에 매핑.

R.3) 둘 이상의 러너블들이 같은 데이터를 받기 위해 하나의 

DataReadAccess만을 가진다면, 이들은 같은 기본 태스크에 매핑.

R.4) 같은 주기의 TimingEvent로 인해 작동되는 러너블들이 

WaitPoint 없이 모두 동일한 러너블에게 데이터를 보낸다면, 모두 

같은 기본 태스크에 매핑.

R.5) canBeInvokedConcurrently 속성이 true이고 WaitPoint가 

없는 서버 러너블은 클라이언트 러너블과 같은 태스크에 매핑.

R.6) 서로 다른 WaitPoint를 가진 러너블들은 같은 태스크에 매핑하

지 않음.

R.1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러너블 쌍을 한 태스크에 매핑하여 

문맥 교환, 동기화 오버헤드를 줄인다. R.2, R.3, R.4는 같은 조건에서 

작동하는 러너블을 함께 매핑하고 R.5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러너블을 

같은 태스크에 매핑하여 문맥 교환 오버헤드를 줄인다. R.6은 한 

WaitPoint로 인해 태스크 수행이 멈추면 다른 WaitPoint를 가진 

러너블은 기다리는 이벤트가 발생하여도 수행을 재개할 수 없어 

생기는 지연을 막는다.

2. 매핑 규칙 적용

본 논문에서 러너블-태스크 매핑을 수행할 타겟 응용은 ADAS 

응용으로써 센서로부터 주변 상황과 차량 상태를 입력받아 앞 차와의 

안전거리 유지하며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 주행하도록 제어한다. Fig. 

1과 같이 12개의 SWC로 구성되며 크게 입력, 추정, 연산, 출력 

4단계로 진행된다. 각 SWC는 하나의 러너블을 가지며 러너블의 

이름은 SWC의 이름과 같다.

Fig. 1. 타겟 응용의 SWC 설계

입력 단계의 4개 러너블은 앞 차와의 거리, 속도와 가속도, 조향각과 

요 레이트, 차선 정보를 입력받으며 센서 주기에 맞춰 수행된다. 

추정 단계의 3개 러너블은 10ms마다 제어 신호를 출력하기 위해 

앞 차와의 거리, 차량 속도, 차선 정보를 추정한다. 연산 단계의 

2개 러너블은 앞 차와 안전거리를 지키고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목표 가속도와 조향각 값을 연산한다. 출력 단계의 3개 러너블은 

긴급 제동 신호, 목표 가속도와 조향각 값, 목표 핸들 토크 값을 

외부로 출력한다. Table 1은 12개 러너블을 명세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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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속성 이벤트

GetForwardDistance DRP&WP, DSP TE 50ms

GetLongitudinalState DRP&WP, DSP TE 20ms

GetHorizontalState DRP&WP, DSP TE 10ms

GetLaneInfo DRP&WP, DSP TE 100ms

EstSpeed DRP, DSP TE 10ms

EstForwardDistance 2 DRP&WP, DSP TE 10ms

EstLaneInfo 3 DRP&WP, DSP TE 10ms

CalDesiredAcceleration DRP, DSP DR

CalDesiredSteeringAngle DRP, DSP DR

SendEmergencyBrake DRP, DSP DR

SendDesiredControlData 2 DRP&WP, DSP TE 10ms

SendDesiredTorque DRP, DSP DR

DRP: DataReceivePoint, WP: WaitPoint, DSP: DataSendPoint

TE: TimingEvent, DR: DataReceivedEvent

Table 1. 러너블 명세

12개의 러너블에 6개 규칙을 적용하면, Fig. 2와 같이 총 7개의 

태스크로 매핑된다. 먼저 Task 2와 Task 6은 R.1에 따라 서로 하나의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러너블들을 매핑하였고 Task 5는 R.1과 R.2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작동되는 수신 러너블을 함께 매핑한 후 이들에게 

데이터를 송신하는 러너블 또한 함께 매핑하였다. R.6에 의해 

WaitPoint를 가진 7개의 러너블은 함께 매핑될 수 없으므로 각각 

다른 태스크에 매핑하였다. 하지만 EstForwardDistance와 

EstLaneInfo는 동일한 이벤트를 기다리는 WaitPoint를 가지므로 

Task 5와 Task 6은 합병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매핑 규칙을 적용하면 

Fig. 2와 같이 7개의 태스크로 매핑되는 경우와 Task 5, 6을 합병하여 

6개의 태스크로 매핑되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Fig. 2. 기존 규칙에 따른 러너블-태스크 매핑

IV. 기존 매핑 규칙의 개선과 적용

이 장에서는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위해 기존 매핑 규칙을 개선하며 

이를 타겟 응용에 적용한다.

1. 기존 매핑 규칙 개선

3장에서 설명한 6개의 매핑 규칙은 통신 지연 감소만을 목표로 

하여 제시된 규칙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이 절에서는 종단 간 응답시간

을 최소화하기 위해 R.4와 R.6를 확장하고 R.7을 추가한다.

R.4′) 같은 주기의 TimingEvent로 인해 작동되는 러너블들은 모두 

같은 태스크에 매핑.

R.4는 문맥 교환 오버헤드 때문에 데이터의 송신이 늦어지지 않도록 

같은 주기로 작동하는 송신 러너블들을 함께 매핑하는 규칙이다. 

이는 송신 러너블이 아니더라도 같은 주기로 실행되는 러너블들이 

따로 매핑되면 문맥 교환 오버헤드가 발생하여 종단 간 응답시간이 

증가하므로 위와 같이 R.4를 확장한다.

R.6′) 서로 다른 WaitPoint를 가진 러너블들은 같은 태스크에 

매핑하지 않음. 단, WaitPoint에서 기다리는 이벤트들의 발생 순서가 

정해져 있다면 발생 순서에 맞추어 같은 태스크에 매핑 가능

R.6는 한 태스크 내에서 먼저 수행되는 러너블의 WaitPoint에서 

이벤트를 기다리고 도중에 다른 러너블의 WaitPoint에서 기다리는 

이벤트가 먼저 발생하면, 해당 러너블의 통신이 지연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규칙이다. 이러한 지연은 WaitPoint에서 기다리는 이벤트의 

발생 순서와 이들을 가진 러너블의 수행 순서가 동일하다면 일어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문맥 교환 오버헤드를 제거하고자 위와 같이 

규칙을 확장한다.

R.7) WaitPoint를 가진 러너블이 같은 태스크 내 존재하는 다른 

러너블보다 선행될 필요가 없다면 수행 순서를 마지막으로 배치.

태스크의 수행이 WaitPoint 때문에 멈춰있다면, 이미 자신을 작동

시키는 이벤트가 발생하여 수행 가능한 상태인 러너블은 모두 지연된

다. 따라서 수행 가능한 러너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스크가 멈추지 

않도록 위와 같이 R.7을 추가한다.

2. 개선된 매핑 규칙 적용

R.4′을 반영하면 10ms로 수행되는 러너블 중 다른 규칙들을 위반하

지 않는 EstForwardDistance와 EstLaneInfo가 함께 매핑된다. 따라

서 Fig. 2에서 Task 5와 6이 하나로 합병된다. R.6′를 반영하면 

EstForwardDistance와 EstLaneInfo의 WaitPoint에서 기다리는 이

벤트가 발생한 뒤 연산 단계의 러너블이 수행되고 이후 

SendDesiredControlData의 WaitPoint에서 기다리는 이벤트가 발

생하므로 Est- ForwardDistance, EstLaneInfo와 SendDesired- 

ControlData는 함께 매핑될 수 있다. 이때 R.7에 의해 

SendDesiredControlData는 수행 순서를 마지막으로 배치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개선한 규칙을 적용하면 Fig. 2에서 Task 5, 

6, 7이 하나의 태스크로 합병되어 총 5개의 태스크로 매핑된다.

V. 실험 및 검증

이 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4가지 경우로 매핑된 타겟 응용을 Infineon 

사의 AURIX 보드와 ETAS 사의 AUTOSAR 플랫폼에 구현하여 

종단 간 응답시간을 비교한다. 첫 번째 경우는 모든 러너블을 독자적인 

태스크에 따로 매핑하여 시스템 오버헤드를 최대화한 경우이고, 두, 

세 번째 경우는 [8]의 규칙에 따라 매핑했을 때 7개의 태스크, 6개의 

태스크로 매핑된 경우이다. 네 번째 경우가 본 논문에서 개선한 규칙에 

따라 매핑한 경우이다. 실험 결과는 Fig. 3과 같다. 본 논문에서 

개선한 매핑 규칙을 적용하였을 때 타겟 응용의 종단 간 응답시간이 

오버헤드가 가장 큰 경우에 비해 약 42.10% 단축되며, [8]의 규칙을 

적용한 경우에 비해 약 21.23% 단축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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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실험 결과

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AUTOSAR 기반 ADAS 응용에 대해 성능을 최적화

하는 러너블-태스크 매핑을 찾고자 [8]의 매핑 규칙을 적용하였으며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위해 이를 확장, 추가하였다. 기존 규칙과 

제안된 규칙을 적용하여 러너블-태스크 매핑 작업을 수행했을 때 

타겟 응용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 제안된 규칙을 적용했을 때 종단 

간 응답시간이 약 21.23% 단축되었다. 향후 연구로는 매핑된 태스크를 

멀티코어 상에서 할당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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