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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자동차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차량 소프트웨어의 수량과 복잡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자동차 시장규모의 확장으로 다양한 신규 모델의 출시 주기 또한 짧아지게 되었는데, 

자동차 OEM(완성차 제조사) 들이 TIER1(차량 부품 제조사)으로부터 각각의 전장을 납품받아 

조립하는 사업 구조적 특징에 의해 부품사들 간의 개발 생산성 향상과 공통 플랫폼의 필요성, 

차량제조사와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사들로부터 표준화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BMW, 포드, 

도요타 등의 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AUTOSAR (Automotive Open System ARchitecture)-차량용 표준 

소프트웨어 구조-를 정의하였는데 AUTOSAR 는 자동차 전장용 임베디드 SW 개발의 생산성 향상에 

그 근본을 두고 있다. 

 

AUTOSAR 는 표준화된 SW 구조를 정의하며 모듈화된 SW 구성을 지원함으로써 기능에 따른 서로 

다른 모듈 구현에 따른 복잡성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모듈간 인터페이스가 정해질 경우 

각 모듈별로 서로 다른 업체에서 개발하더라도 통합이 용이하며 기능의 모듈화를 통한 재사용이 

가능해지고, 이미 완성된 모듈을 재사용함으로서 모듈에 대한 안전성 검증 또한 가능해진다. 

 

위와 같은 이유로 AUTOSAR 는 차세대 차량용 임베디드 시스템의 핵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arxml 이라는 확장자를 가진다. 따라서 본 팀은 eXist DB 를 사용하여 arxml file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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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및, OEM 업체에서 TIER1 에게 전달할 arxml file 과 그에 대한 논리적 정보를 

제공하는 excel file 을 자동 생성이 가능한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본 프로젝트는 동계인턴십 과정에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얻어 시작되었다. 동계 

인턴십을진행한 기업 (주)팝콘사는 위에서 이야기한 AUTOSAR 를 기반으로 하여 AUTOSAR System 

Design Tool 및 ECU Configuration Tool 을 서비스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턴  기간 중 우리는 AUTOSAR 의 개념과 ECU 의 구조에 대한 이해의 일환으로 49 개 ECU 의 

뼈대로 구성된 arxml file 을 ECU 별로 분할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arxml 파일에 

대한 분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excel form 이 동시 기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아래 그림 1,2 와 같이 현업에서 OEM 과 TIER1 간 에서도 분할된 ECU(.arxml)및 excel 

file 이 제공되는데 여기서 excel file 은 복잡한 arxml 의 스키마로 인해 직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ECU name , port interface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제공된다. 

 

 
   <그림 1 Workflows OEM-TI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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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xcel based on arxml file> 

 

 

그러나 복잡한 스키마 구조를 가진 arxml file 에서 각각의 ECU 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개발자가 직접 확인하여 excel file 을 작성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그것을 자동화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본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AUTOSAR 의  개발도구 공통기반으로 사용되는 artop tool 은 에디터로써의 기능이 강하며 

AUTOSAR member 와 partner 에게 제한적인 배포가 이루어지므로 본 팀은 arxml 에 대한 

management 기능을 제공하고자 하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웹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OEM 업체가 TIER1 에게 전달할 arxml file 과 그에 대한  excel file 을 생성하며, arxml file 

자체에 대한 저장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TIER1 또한 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서비스의 주요 사용자층은 AUTOSAR 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자동차 회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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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arxml file 의 통합 관리와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arxml 내부의 선택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OEM 업체가 TIER1 에게 전달할 arxml file 의 분할과 그에 대한 논리적 정보를 제공하는 excel 

file 자동 생성이 가능한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2.2 연구/개발 내용   

  2.2.1 기능 상세 설명 
 

1. 특정 ECU 에 대한 ARXML, EXCEL file 추출 자동화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고 있는 arxml file 및 웹에 업로드한 arxml file 에 대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ECU 또는 정보에 대한 추출을 가능하게 한다. 
 

● 자동화 기능의 도입으로 개발 시간을 감소시켜 개발비용 절약 

● 자동화되지 않은 작업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손실, 누락, 오 기입 등을 방지 

 

2. Native XML DataBase 를 이용한 ARXML file 관리 

단순히 arxml file 을 추출,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본 서비스를 사용할 

사용자들이 보유한 arxml file 에 대한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 native xml database 사용으로 arxml 이라는 특정 format 에 대한 접근 용이 

● 지속적인 MANAGE 가능 

 

3. 복잡한 스키마를 가진 ARXML file 에 대한 시각적 효과 구현 
방대한 스키마로 인한 복잡한 구조를 가진 arxml 파일에 대하여 개발자가 논리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 (ECU name, port interface 등)을 트리 구조 기반의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여 이해를 돕도록 한다. 
 

●   arxml file 의 모든 태그가 아닌 핵심적 의미를 가지는 특정 태그의 트리구조 표현 

●   arxml file 의 목적 및 특징에 대한 분석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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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EB 을 이용한 접근성 및 편의성 확대 
   프로그램이 아닌 웹 서비스로 본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의 접근성을 높인다. 

 

● 기존의 개발도구 공통기반으로 사용되는 artop tool 은 AUTOSAR member 와 partner 에게 

제한적인 배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클립스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초기 개발 환경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운데 비해 본 팀은 웹으로 서비스 함으로써 별도의 설치 없이 arxml 에 

대한 관리와 추출및 변환이 용이하다. 
   

 

2.3 개발 결과  

2.3.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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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신뢰도 

  본 캡스톤 팀이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 중, 복잡한 태그 구조와 방대한 스키마를 가진 arxml 

file form 에 대하여 쿼리문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데이터의 추출, 누락 데이터의 존재 등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따라서 쿼리문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실제 추출하고자 하는 데이터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신뢰성 검사가 요구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추출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하여 5 초 안에 99% 이상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 

  

사용성 

본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명료하고 간단한 UI 를 제공하여 서비스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도 

서비스의 목적과 효용성을 납득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는 웹 UI 를 구성해야 한다. 

 

2.3.2 시스템 구조 

 

본 프로젝트는 웹을 통한 arxml file 의 management 및 분석과 추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arxml 은 차량용 소프트웨어에 적합한 방대한 양의 스키마와 태그 구조를 

가지지만 기본적으로 xml 의 format 을 따르기 때문에 기존에 Mysql 과 같이 상용화된 Database 를 

사용하지 않고 eXistDB 라는 native XML Database 를 사용한다.  

 eXist DB 의 경우 xml 질의어인 Xquery 를 지원한다.  웹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ECU 를 추출하는 

쿼리문을  eXist DB 에 전달하고, eXist DB 는 그 결과로 추출된 arxml file 을 다시 웹으로 

전달한다. 웹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Apache POI 를 사용해 Excel form 추출과 arxml 태그 구조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논리적 시각구조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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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Database 파일 저장 사용자가 upload 한 파일을 저장한다 function  

 파일 불러오기 사용자가 선택한 파일을 download 한다. function  

 Xquery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에 대해 쿼리문을

사용하여 추출한다. 
function  

Display Web page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UI 제공   

Output excel extract 
사용자가 선택한 데이터를 excel form 으로

변환하여 제공한다. 
function  

 tree view 
사용자가 선택한 arxml file 을 트리 구조에

기반하여 시각적으로 제공한다. 
fucntion  

 raw data 
사용자가 선택/업로드한 arxml file 을 기존의

raw data 그대로 웹에 띄워 제공한다. 
  

 

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현업에서 OEM(완성차 제조사)은 TIER1 에게 ECU-specific system 의 모든 요소를 제공하지 

않는데 첫 번째로 일부 요소는 오직 ECU 들의 통합 후에 알 수 있고 두 번째 이유로 특정 요소에 

대한 책임을 OEM 이 지지 않기 때문이다. 

 위의 이유로 TIER 은 ECU-specific system design 을 마무리 지어 OEM 에게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OEM 이 TIER 에게 특정 ECU 에 대한 분할된 arxml file ( AUTOSAR 스키마를 따르는 xml 

file form) 을 전달할 때 복잡한 태그 구조 내에서 직관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특정 정보(ECU 

name , port interface 등)에 대한 정보를 excel file 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 서비스는 

그 과정을 자동화하여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 바로 현업에 적용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질 수 있다. 이는 프로젝트의 실용 가능성과 실용성을 검증받기 힘든 여타 

프로젝트에 비해 명백히 실용적이다. 

 

 또한 기존의 AUTOSAR 를 지원하는 많은 툴( ex artop)은 AUTOSAR 멤버 또는 파트너에게 

제한적으로 배포되기 때문에 (※ 원문  is available free of charge to all AUTOSAR members and partners. 

-www.artop.org) 본 서비스는 AUTOSAR 에 접근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에 유용한 서비스로 자리할 

수 있다. 이는 2002 년 차량 기능의 증가에 따른 복잡성 관리 필요 및 개발 생산성 향상과 공통 

플랫폼의 필요성, 차량제조사와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사들로부터 표준화의 필요성에 의해 

AUTOSAR 가 처음 등장한 이후 급격한 속도로 새로운 차량용 표준 소프트웨어 구조로 인정받고 

있는 흐름에 따라서 수많은 차량 분야의 기업들에게 각광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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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개발환경 

 
  1)운영체제 환경  

   Window 8.1 

  2)서버 운영체제  

   AWS 

  3)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Eclipse IDE, java JDK, eXide 

  4)웹 사이트 환경  

   -Eclipse IDE 

   -Apache Web Server 

  5) 개발 언어 

   애플리케이션 : Java, Xquery, PHP, JavaScript 

 

 

 3.1.2 프로젝트 결과물 확인 개발환경  

 
  1)운영체제 환경 

   Window 8.1, Mac, Linux 

  2)미리 설치 되어 있어야 하는 소프트웨어 및 라이브러리  
- SW :  eXistDB, JAVA, IE 

   -Library : APACHE POI 

 

 3.1.3 활용된 프로그램, 오픈소스 

 

- eXist DB(the open source native xml database) 
High-performance native XML database engine 과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한 올인원 

솔루션. 

 

- Apache POI 라이브러리  
Apache POI 는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라이브러리로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파일 포맷을 순수 자바 언어로서 읽고 쓰는 기능을 제공한다. 주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와 파일을 지원하며 최근의 오피스 포맷인 Office Open XML File Formats 이나 

아웃룩, 비지오, 퍼블리셔 등으로 지원 파일 포맷을 늘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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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소프트웨어 

1) 기존의 AUTOSAR 개발도구 공통기반인 Artop 을 비롯한 많은 프로그램들은 설치 과정이 

복잡하며 제한된 유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웹 서비스를 통해 접근성을 높인다. 

 

2) 새로운 플랫폼인 AUTOSAR 에 대한 editing tool 은 이미 존재하지만 management tool 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우리는 native xml database 를 사용한 파일 보관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3) xml file 을 excel file 로 변환하는 툴은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arxml 이라는 별도의 

스키마를 가지는 file form 을 변환하기 위해서는 form change 가 가능한 api 를 가져와 

커스터마이징 할 필요가 있다.  

 

4) Excel 추출 Eclipse Library 의 선택  

 

-JExcelApi 
Java Excel API 는 개발자가 Excel 스프레드시트를 동적으로 읽고, 쓰고, 수정할 수 있는 

오픈소스 Java API 이다.  

 

-Apache POI 
Apache POI 는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라이브러리로 마이크로소프트오피스 파일 

포맷을 순수 자바언어로서 읽고 쓰는 기능을 제공한다 JXL 과 APACHE POI 는 같은 가능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 

 

JXL 은 대용량 데이터를 엑셀로 입력할 때 속도가 APACHE POI 에 비해 훨씬 빠르지만, 

Excel 버전에 대해 제한을 가지고 있다. POI 는 무겁지만 다양한 기능이 지원되어 있고 

excel 뿐만 아니라 다른 파일들도 구현할 수 있다.  

 

우리 프로젝트는 arxml 을 분할 한 후에, 분할된 arxml 파일을 excel 로 변환하는 것이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분할된 arxml 의 크기와 변환할 data 의 양, 서비스 속도를 고려하며 우리 

프로젝트에 더 적절한 라이브러리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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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성주혁 eXistdb 와 Web 연동 

이서택 Web 페이지 구현 및 인터페이스 작성 

이정수       arxml file 내 특정 정보 추출 위한 XQuery 작성 

신연수       arxml file 의 excel file 변환 

장인혜       세부보조 및 문서작성 

Alarifi 프로젝트 일정 계획 및 자료조사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배경 지식 조사 및 프로젝트 설계 10 

개발환경 구축 10 

arxml 특정 정보 추출 위한 XQuery 작성 20 

arxml to excel form 추출 기능 개발 20 

웹페이지 구현 40 

회의 20 

합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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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

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아이디어 

회의 

         

요구사항 

분석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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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개발 환경 완성 (GCC 설치, 기본 응용 작성 및

테스트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기능 일람표 

2017-03-01 2017-03-17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7-03-01 2017-03-17 

1 차 중간 보고 

DB 와 웹페이지의 연동을 통한 정보 출력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 - 

2 차 중간 보고 

웹페이지의 기능(Excel 추출) 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 -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 -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테스트를 통한 오류 및 미흡 부분 수정 

산출물: 

- -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최종 프로젝트 보고서 및 완성작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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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성주혁 DB 와 웹서버의 연동 및 서버 구현 2017-02-15 2017-06-30 20 

이서택 웹페이지 및 인터페이스  구현 2017-02-15 2017-06-30 20 

이정수 DB 관리 및 쿼리문 설계 2017-02-15 2017-06-30 20 

신연수 추출된 arxml 을 통한  excel 추출 2017-02-15 2017-06-30 20 

장인혜 총괄 및  세부 보조 , 문서 작성 2017-02-15 2017-06-30 20 

Alarifi 프로젝트 일정 계획 및 자료조사 2017-02-15 2017-06-30 20 

 

 

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eXistdb eXist 2017-02-15 2017-06-30  

개발용 노트북 Apple, Samsung 2017-03-01 2017-06-30  

Amazon server Amazon 2017-03-15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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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연도 저자 기타

1 기사 Vector_Webinar_AUTOSAR_Method_20130417 vector 20130417 vector  

2  AUTOSAR 4.x 입문자용 기초 이론 팝콘사 20160812 채승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