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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스템 가시성평가는 복잡한 시스템과 고도의 신뢰성 분야인 In-Vehicle 산업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간의 

융합과 역할 변화에서 시작되었다. 융합의 중심이 기술에서 문화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문
화의 주변에 기술의 생태적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유니버설미들웨어의 장점인 생명주기모델을 활용하여 시스템의 

가시성을 높이고 직관적 판단을 유도하여 혼란 상태를 대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니버설미들웨어 기반의 데

이터와 서비스모듈을 유기적으로 표준화 및 안정화하여 시스템 가시성 엔진을 시험하고 평가하였다. 이 모듈은 

Intelligent Pervasive Cloud 모듈, Memorial Service 모듈, Life Cycler 모듈로 구성하고 현재와 미래의 통신표준과 응

용서비스 표준을 비롯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

ABSTRACT

Presently, It is required to change convergence the role of hardware system and software technology that promoted 
trust of In-Vehicle for integrated complex system visibility evaluation. There is possibility for  the period system can 
invoke unpredictable confusing blank state. The blank state systems have ecosystem characteristics that are supplied, 
maintained and operated through the complex interactions of technology and culture. Using universal middleware can 
support the life-cycle model and increase the visibility of complex systems and prepare for confusing situations. In this 
study, based on universal middleware, data and service dynamic standardized modules were  evaluated to support 
stable system visibility platform. The system visibility module consists of Intelligent Pervasive Cloud module, 
Memorial Service module and Life Cycler connection module. In addition, the analysis results are supported by 
various network application service standards through platform independent system an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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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컴퓨팅환경의 변화주기를 세대별로 구분해 본다면 

지금은 시스템을 이루는 하드웨어 자원과 소프트웨어 

자원의 경계가 사라지는 시대로 정의할 수 있다. 이 흐

름을 우리는 융합이라고 부른다. 융합 환경이 거대해지

고 시스템 외부에 존재하던 사물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인간의 생활영역을 넘어서 사회와 문화 속으로 스며들

어 오게 되었다. 네트워크의 다양성 안에서 근거리 통

신망, 원거리 통신망, 전력 통신망, 무선 통신망, 차량 

통신망 등 다양한 연결성의 표준화와 효율성의 요구 사

항은 더욱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표준화

를 비롯하여 보안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응용서비스

간의 융합의 복잡성은 시스템 가시성의 요구를 증가 시

키고 있다. 더 나아가 네트워크, 데이터, 응용서비스간

의 복합적인 융합 현상은 보면 다양한 컴퓨팅 구조로서 

사물들의 존재와 진화의 원천이 되는 데이터를 인간의 

사회, 문화, 철학적 해석으로 재정의 되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상용화와 고도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복잡하게 얽힌 시

스템간의 관계를 기존의 기술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상

황을 상정하고 있다[1].기술적 경계를 넘어서는 대표적

인 분야 가운데 ICBMS1)의 관계를 실질적인 적용 대상

으로 하였다[2]. 

ICBMS분야는 복잡한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상대적

으로 기존의 그것보다 유지보수, 안정성,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

는 기존의 시스템은 데이터처리와 정보서비스처리를 

기반으로 하여 지식 및 정보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지만[3] ICBMS에서는 인간의 사회, 문화에 깊숙

이 관여하여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4].

Ⅱ. 본  론

시스템 가시성평가 엔진은 현재 4차 산업혁명의 발

전으로 과거의 과학기술 혁명과는 다른 인간의 내면적

이고 보이지 않은 영역이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 해결

을 대비한 시스템 구조이다. 

Fig. 1 Concept of Universal Middleware Pervasive Memorial 
Engine

그림 1에서는 ICBMS를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 가시

성의 영향과 컴퓨팅시스템 모델을 설명하고 있다. 시스

템구조에서 엔진의 Residential Gateway상에서 동작하

는 서비스, 데이터, 통신 표준을 생명주기 상태로 연관

지어 선택 가능한 구조를 지원한다. 

이 시스템 구조를 기반으로 한 차량내의 정보를 통합

하고 시험해 보는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

면 In-Vehicle내부의 정보를 외부의 System Visibility 

모델로서 복잡한 차량 내 서비스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시나리오 조합을 제시한다.

2.1. 유니버설미들웨어 Pervasive Memorial 모듈

유니버설미들웨어의 영역은 광범위한 컴퓨팅시스템 

구성의 요구사항에 따라 시스템과는 독립적으로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영역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통신

시스템의 독립성, 데이터처리 독립성, 응용서비스의 독

립성을 지원하는 각각의 표준화 모듈로 구분된다[5].

Table. 1 Application Standardize Module & Function

Item Name Module Function

Application 
Standardize

Life Cycle 
Module

Life Cycle Management 
Module for Independence 
System Guarantee 

Communication 
Standardize

Protocol 
Adaptor 
Module

Data Process Combination 
of Device Implements into 
ICMBS Zone

1) ICBMS : IoT, Cloud, BigData, Mobile, Security를 통칭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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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Life Cycle Module

과 IoT Protocol Adaptor 모듈을 처리 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유니버설미들웨어로 구성한 Pervasive Memorial 모

듈의 큰 특징은 Residential Network의 기존에 동작중인 

서비스들의 생성, 소멸과 현재 실행 중인 서비스 정보

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미래의 연관성 예측을 필요로 한

다. 이 연계기능은 다양한 서비스제공자와 시스템에 참

여하는 제조사를 비롯하여 사용자의 역할까지 복합적

으로 형성된다. 실질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민간표준인 

OSGi2)에서는 기초적인 규격이 있으며 각각의 세계적 

표준협의체와의 관련성도 깊다.

플랫폼을 지원하는 시스템적 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TR-69, OSGi IoT EG RFP174[6], OSGi RFP 133 Cloud 

Computing[7] 개념을 응용하였다.

Fig. 2 Consist of Three Pervasive Module

2.2. In-Vehicle System Visibility 모듈

In-Vehicle 시스템에서의 차량 상태정보는 시스템 가

시성의 평가 대상이다.

이 모델은 이동성을 특징으로 차량 내부시스템을 통

제하는 ECU3)의 기능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차량과 구분되고 있는 자율자동차의 안전

과 관련된 통신 표준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을 기준

으로 한다. In-Vehicle과 관련된 서비스와 기기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 번들로 구성하였다.

∙ In-Vehicle Interface : CAN, SAE-J13944) 

∙ Telematics/Info-Tainment Application : ADAS5), 

Navigation, Multimedia Player

시스템가시성을 제공하는 핵심서비스의 구성은 그

림 2에서 설명하고 있다. 핵심서비스 모듈은 Residential

상의 ICBMS의 요청으로 Pervasive Cloud Service 모듈

과 Intelligent Memorial 모듈, Application 모듈이 각각

의 순서와 상관없이 순열방식으로 동작하면서 수준별

로 최적화된 시스템 가시성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각각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 Intelligent Pervasive Cloud : 장소와 시간을 기준으

로 하는 일시적인 최고 우선순위 결정서비스를 의미

한다.

가. Memorial Service에 자연스레 요구되는 판단 정보

를 스며들도록 지원 한다

나. 사례 : Life Cycler Module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

리와 정보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되는 클라우드 환경

에서 실시간 변동성과 시스템 독립성 수준을 제공

한다.

∙ Memorial Service : 시스템 가시성을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판단 요청 서비스를 의미한다.

가. 철학적 개념으로 회복탄력성을[8] 지원해주는 서비

스를 의미한다.

나. 사례 : IoT플랫폼을 탑재한 ADAS에서 속도 제한 표

지판 시스템의 속도를 인식하고 운전자의 상황 정

보를 동시에 인식, 비교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단

2) OSGi : Open Service Gateway initiative Alliance 민간표준단체

3) ECU : Electronic Control Unit으로 차량내부 컴퓨팅시스템 장치

4) SAE-J1394 : Metric Nonmetallic Air Brake System Tubing으로 차량의 제어부품의 인터페이스 종류

5) ADAS : Advanced Driver-Assistance System으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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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인 타자의 상태로 복귀[8] 하도록 정보를 제공

하고 제어기능을 제공한다.

∙ Life Cycler Module : 시스템 운영자 역할을 수행한다.

가. 사물, 인간, 존재의 어떤 개념이나 실체로 나누어진 

단위개체를 각각의 객체로 인식한다.

나. 생명주기와 개체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해주는 모듈

을 말한다.

Ⅲ. 분석 및 평가

3.1. 시스템 가시성 모듈의 효율성 계수

그림 2의 구성 시스템에서는 In-Vehicle의 시스템 가

시성을 확인하기 위한 효율성 계수를 통해 시스템의 안

정성을 검증하였다. 

In-Vehicle 시스템에서는 차량내의 기기와 컴퓨팅 장

치의 기능의 다양성을 엮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나

리오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9]. 

효율성 계수는 이러한 응용서비스간의 전송효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니버설미들웨어 상의 CAN모듈과 

SAE기기 인터페이스 모듈의 일부 기능을 성능 측정 변

수로 적용하여 표 2와 같이 전송 테스트를 통하여 시스

템 가시성 모듈의 효율성 계수를 평가하고 검증 하였다.

Table. 2 Application Standardize Module & Function

Label Received KB/sec Sent KB/sec Avg. Bytes

HTTP 
Request

177.62 10.61 2310.2

Test 
Condition

7200 thread 3 user No Error

      ≤ 
  ××

  

 (1)

(1)의 수식에서는 최대 시스템 모듈개수인 S(E)는 기

기인터페이스 공유모듈인 , 기기드라이버 공유모

듈인 , 기기의 응용기능모듈인 의 총합과 효율

성 계수로 나타낸 에 대한 차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는 시스템모듈의 최대개수로서 전체구성모듈의 합보

다 작은 조건이다.

3.2. 분석 결과

효율성계수인 에 대해 In-Vehicle의 시스템 가시성

을 확인하기 위한 유니버설미들웨어의 각 모듈의 응답

가시성을 측정해 보았다.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의 서비스, 최근의 서비

스, 예상되는 서비스를 고려하여 테스트 단위를 3단계

로 연속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림 3에서 초록색 부분이 유니버설미들웨어 상에

서의 시스템 가시성 모듈에 대해 Thread를 각각 세 개

로 나누어 2회씩 1200개를 샘플링 하여 총 7200개의 

HTTP Request를 성능 측정 결과를 분석한 그래프이다.

Fig. 3 Anality of System Visible Data Stability

Ⅳ. 결  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스템구조와 차량내부의 다양

한 정보시스템을 테스트하여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평

가를 통해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첫 번째 모델은 유니버설미들웨어기반 Pervasive 

Memorial 모듈을 구성하고 ICMBS를 사례로 하여 기술

적 흡수력이 높은 플랫폼 수준의 시스템을 중장기적으

로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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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모델은 In-Vehicle의 시스템 가시성을 확인

하기 위한 모듈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자율 주행자

동차와 인간운전자의 결정이 경쟁할 경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가시성이다.

세 번째 모델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순차적용하고 

순열로 적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컴퓨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가시성 효과의 결론을 추론해 내는 모

델이다.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 가시성 모델을 통해 ICBMS의 

단기적인 성능과 기능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산

업구조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중기적이고 예측 가능

하며 궁극적인 시스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시스

템 가시성은 장기간 인류에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

이며 보완점을 제시하는 모델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기술적인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데 일조 할 것

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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