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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자동차는 발전해 왔습니다.

1800년대 2000년대 오늘날



오늘날의 차량에는 수많은 전자제어장치(ECU)가 설치되어 있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S/W코드

재사용성



ECU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S/W 재사용성을 높힐수 있는 방법 없을까?

표준화된 규칙을 만들자 !



개방형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표준 플랫폼

AUTOSAR의 등장



Automotive Open System Architecture

• BMW 보쉬 폭스바겐 등 자동차 엽계의 선도기업에 의해 제정
• 현재 218여개의 자동차 회사 및 IT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산업 표준



ARXML파일

AUTOSAR 적용된 개발도구

자동차 완성업체는 AUTOSAR가 적용된 개발도구로 ARXML을 만들고

협력업체는 ARXML에 정의한 내용대로 ECU를 개발합니다.



Arxml�(=�autosar�xml)

ARXML은 ECU들을 구동하는 소프트웨어적 정보를 AUTOSAR 표준으로 정의하고
XML 형태로 저장한 파일입니다.



AVANTE.arxml

handle.arxml

seat.arxml

mirror.arxml

핸들제조사

백미러제조사

시트제조사

자동차 완성업체는 협력업체에게

ECU별로 분할된 ARXML과

복잡한 ARXML을 쉽게 알아 볼수 있도록 ECU명세서를 제공합니다.



ARXML파일을 ECU별로 자동으로 분할 하고

명세서를 제공 하는데 특화된 툴은
현재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간과 인적 자원이 소요됩니다..



별도의 툴설치 없이 쉽게 arxml을 업로드/다운로드 하고,

handle.a
rxml

분할된 ECU arxml파일 과 명세서 추출 을 바로 얻을수 있게 하자!





파일 업/다운로드

• 별도의 툴 설치 없이도 웹 브라우저에서 arxml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업로드 된 arxml 파일은 eXist DB에 자동 저장됩니다.



Arxml 분할

• 차량 전체를 구성하는 ARXML 파일을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차량부품(ECU) 별로 분할합니다.
• 분할된 파일은 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eXist DB에
자동 저장됩니다.



Web 내에 arxml 업로드 db로 관리

Excel�Export Imob ECU예시Excel추출 기능

• 분할된 ARXML 파일은 협력업체 개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EXCEL 형태로 추출되어
제공됩니다.

• 포트에 연결된 포트인터페이스, 포트인터페이스에 사용된 데이터, 데이터 타입 별로
시트룰 구분하여 개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엑셀을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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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RECORD-ELEMENT>
<SHORT-NAME>LockgSt</SHORT-NAME>
<TYPE-TREF DEST="APPLICATION-PRIMITIVE-
DATA-TYPE">...</TYPE-TREF>
</APPLICATION-RECORD-ELEMENT>
<APPLICATION-RECORD-
ELEMENT>...</APPLICATION-RECORD-
ELEMENT>

SENDER-RECEIVER-INTERFACE>
<SHORT-NAME>AlrmAcoustCmd1</SHORT-
NAME>
<LONG-NAME>...</LONG-NAME>
<DESC>...</DESC>
<IS-SERVICE>false</IS-SERVICE>
<DATA-ELEMENTS>...</DATA-ELEMENTS>
</SENDER-RECEIVER-INTERFACE>

<COMPOSITION-SW-COMPONENT-TYPE>
<SHORT-NAME>Imob</SHORT-NAME>
<LONG-NAME>...</LONG-NAME>
<DESC>...</DESC>
<PORTS>...</PORTS>
<COMPONENTS>...</COMPONENTS>
<CONNECTORS>...</CONNECTORS>
</COMPOSITION-SW-COMPONENT-TYPE>

위 그림은 ARXML 파일의 내부 구조 예시로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ECU별로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닌 AUTOSAR 스키마에 따라 분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특정 ECU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AUTOSAR 스키마에 의해 정의된 태그에서
그 ECU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추출하여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메인 페이지

ARXML�분할 결과

Xquery는 XML 파일에 질의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위 output_test2.arxml과 같이
추출한 결과를 새로운 파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ARXML�분할 결과

이상은 기존 AUTOSAR_MOD_AISpecificationExamples 에서Imob 라는
특정 ECU를 추출한 결과입니다. 포트 인터페이스의 개수가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query

.arxml

Apache POI library

Excel�추출

data

위 흐름과 같이 JAVA 프로젝트에서 eXist db에 쿼리문을 전송하면
그 결과로 데이터가 추출됩니다. apache POI library를 사용하여 excel 을 생성한 후
Xquery로 필요한 데이터를 읽어와 엑셀 cell에 채워줍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 할 필요 없이,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
일관된 ECU 분할 및 명세서를 제공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킵니다.

✓ARXML 뿐만 아니라 , 개발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엑셀로 만든 명세서를 제공하므로 개발효율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수작업으로 진행되었던 작업을 자동화 시킴으로써
시간과 인적자원을 크게 절약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