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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arxml 의 통합 관리와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arxml 내부의 선택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OEM 업체가 TIER1 에게 

전달할 arxml 의 분할과 그에 대한 논리적 정보를 제공하는 excel 자동 생성이 가능한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 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기능 상세 설명 

1. 특정 ECU 에 대한 ARXML, EXCEL file 추출 자동화 

l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고 있는 arxml 및 웹에 업로드 한 arxml 에 대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ECU 또는 정보에 대한 추출을 가능하게 한다. 

l 자동화 기능의 도입으로 개발 시간을 감소시켜 개발비용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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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Native XML DataBase 를 이용한 ARXML file 관리 

l 단순히 arxml 을 추출,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뿐 만 아니라 본 서비스를 사용할 사용자들이 

보유한 arxml 에 대한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l native xml database 사용으로 arxml 이라는 특정 파일 형태에 대한 접근 용이 

l 지속적인 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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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잡한 스키마를 가진 ARXML 에 대한 시각적 효과 구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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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rxml 의 모든 태그가 아닌 핵심적 의미를 가지는 특정 태그의 트리 구조 표현 

l arxml 의 목적 및 특징에 대한 분석 용이 

 

4. WEB 을 이용한 접근성 및 편의성 확대 

l 프로그램이 아닌 웹 서비스로 본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의 접근성을 높인다. 

l 기존의 개발도구 공통기반으로 사용되는 artop 툴은 AUTOSAR 멤버와 파트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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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 및 변환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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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개발환경 

<그림 1. 아마존 서버 개설> 

 본 프로젝트는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마존 EC2 서버(Ubuntu 16.04.1 LTS)를 개설하였다. 개설한 

서버는 13.124.76.77 의 Elastic IP 를 가진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버에 Java, eXistDB , apache 

tomcat 을 설치하였다. 

  
<그림 2. 서버 내에서 eXistDB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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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extract 한 Java web project 를 서버에서 구동> 

개발자 pc 에서 만든 java 웹 프로젝트를 war 파일로 export 하여 서버에서 구동시킨다. 이를 위하여 우선 

apache tomcat 을 사용하여 서버를 개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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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exist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eXist DB 와 java web project 의 연동> 

eXist DB 에서 지원하는 툴인 exide 가 아닌 java 프로젝트에서 DB 의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기 위하여 eXist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였다. 이로써 별도의 eXist 툴을 사용하지 않고 eXist DB 의 

데이터에 접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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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excel 생성 기능 구현   

원하는 ecu 에 대한 arxml 을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엑셀로 생성해주는 기능. 

apache poi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JAVA 에서 분할된 arxml 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와서 

엑셀을 생성하도록 하였다. 

엑셀 구성 은 port 와 port-interface 에 대해 각 개발자의 편의를 위해 datatype 별(primitive, 

array, record)로 정리 한개의 엑셀 결과당 5 개의 시트로 구성  

 

<그림 1. Imob ECU 가 가지는 port 에 대한 엑셀 정리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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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atatype 에 대한 엑셀 정리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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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웹페이지 UI 설계  

 

로그인 틀 구현 

-이메일 

-비밀번호 

-비밀번호 잃어버릴시 찾는 페이지 

-회원가입 

<추가 구현 사항> 

회원가입,비밀번호 잃어버렸을때 

찾는페이지. 

구현방법: html 과 css 사용해 

웹페이지를 구현. 

세부내용: mysql 과 php 를 사용해 

데이터베이스에 회원정보를 회원가입 

화면에서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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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페이지 구현 

-Arxml manage 

-Products 

-Excel Export 

-About 

-메인이 되는 첫 페이지는 우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세부내용: 지원하는 기능 4 가지를 

오른쪽위에 태그로 설정해서 

클릭시에 해당 기능 페이지로 갈 수 

있도록 함. 

구현방법: html 과 css 사용해 

웹페이지를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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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U 조작 페이지 구현 

-오른쪽 : ECU 들 

-왼쪽 : xml 파일과 데이터 

세부내용: 왼쪽에 있는 ecu 를 클릭시 

해당 ECU 의 파일데이터를 띄울 수 

있도록 한다. 

구현방법: html 과 css 사용해 

웹페이지를 구현후 java 서블릿을 

사용하여 eXist DB 의 파일을 

가지고온다. 

추가사항: ecu 를 박스형식으로 

골라서 사용할지 49 개를 전부 나열 

후 클릭으로 사용할지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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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ARXML 분할 

ARXML 분할 기능은 AUTOSAR_MOD_AISpecALL.arxml(5 분류의 모든 ECU 가 포함되어 있는 ARXML) 을 

AUTOSAR_MOD_AISpecXXX.arxml(XXX :  ECU_NAME)으로 분할 한다. 

 ECU 는 크게 BODY,  PT,  Chassis,  OccptPedsfty, MmedTelmhmi 로 나누어진다. <표 1>은 그 중  BODY 에 

속하는 ECU 들을 보여주며 이를 ECU 별로 분리해 새로운 ARXML 파일을 생성한다. 

 

<표 1. BODY 분류에 속한 ECU >  

<그림 6. ARXML 의 실제 구조> 

ARXML 은 크게 6 개의 주요 태그를 가지고 있고, ECU 분할은 3 가지 태그(그림 6. 빨간 박스) 에서 각 

ECU 의 정보만을 추출하여 진행한다. 

 

<Xquery Code> - Imob Extr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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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xquery version "3.0"; 

 

declare default element namespace "http://autosar.org/schema/r4.0"; 

import module namespace xmldb="http://exist-db.org/xquery/xmldb"; 

 

let $test :=doc("/db/test/AUTOSAR_MOD_AISpecificationExamples.arxml") 

let $log-in := xmldb:login("/db", "admin", "admin") 

let $create-collection := xmldb:create-collection("/db", "output") 

let $filename := "/AUTOSAR_MOD_AISpec_Imob.arxml" 

let $output-create := xmldb:store("/db/test", $filename, $test) 

 

 

 

 

 

 

Part2 

let $ALL :=doc("/db/test/AUTOSAR_MOD_AISpec_Imob.arxml")/AUTOSAR/AR-PACKAGES/AR-

PACKAGE/AR-PACKAGES/AR-PACKAGE/AR-PACKAGES/AR-PACKAGE/ELEMENTS 

 

let $SWC :=$ALL/COMPOSITION-SW-COMPONENT-TYPE 

 

let $PORT_SR:= $ALL/SENDER-RECEIVER-INTERFACE 

let $PORT_CS := $ALL/CLIENT-SERVER-INTERFACE 

let $PORT :=($PORT_SR,$PORT_CS) 

 

let $ARD := $ALL/APPLICATION-RECORD-DATA-TYPE 

let $AAD := $ALL/APPLICATION-ARRAY-DATA-TYPE 

let $APD := $ALL/APPLICATION-PRIMITIVE-DATA-TYPE 

 

let $DATATYPE := ($APD,$ARD,$AAD)  

 

 

 

 

 

 

let $ECU_Main := for $ECU_Main in $SWC[SHORT-NAME = "Imob"] return $ECU_Main 

let $ECU_Sub :=for $ECU_Sub in $SWC[SHORT-NAME = data($ECU_Main/COMPONENTS/SW-

COMPONENT-PROTOTYPE/SHORT-NAME)] return $ECU_Sub 

 

let $ECU :=($ECU_Main,$ECU_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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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3 

let $PDATA := data($ECU/PORTS/P-PORT-PROTOTYPE/PROVIDED-INTERFACE-TREF) 

let $RDATA := data($ECU/PORTS/R-PORT-PROTOTYPE/REQUIRED-INTERFACE-TREF) 

 

let $ECU-PORT := for $ECU-PORT in $PORT[SHORT-NAME = $PDATA or SHORT-NAME = 

$RDATA] return $ECU-PORT 

 

let $PORTDATA := data($ECU-PORT/DATA-ELEMENTS/VARIABLE-DATA-PROTOTYPE/TYPE-TREF) 

 

let $PORT-DATATYPE := for $PORT-DATATYPE in $DATATYPE[SHORT-NAME = $PORTDATA] 

return $PORT-DATATYPE 

 

 

 

 

 

 

 

 

 

Part4 

let $DATATYPE-seperate := for $x in $DATATYPE 

return  

    if ($x/SHORT-NAME = $PORT-DATATYPE/SHORT-NAME)  

    then () 

    else update delete $x  

 

let $PORT-seperate := for $x in $PORT 

return  

    if ($x/SHORT-NAME = $ECU-PORT/SHORT-NAME)  

    then () 

    else update delete $x  

 

let $SW-seperate := for $x in $SWC 

    return 

    if ($x/SHORT-NAME = $ECU/SHORT-NAME)  

    then () 

    else  update delete $x  

     

return "Imob is sepat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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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 UPDATE 권한을 얻기위한 로그인정보와  AUTOSAR_MOD_AISpecificationExamples.arxml(전체 ARXML)을 

복사하여 AUTOSAR_MOD_AISpec_Imob.arxml 생성한다.  

 
<그림 7. Part1 진행 후 생긴 새로운 ARXML>  

Part2 : ECU 분할에 해당하는 태그 : SWC(전체), Port interface(전체), Data type(전체)를 추출한다. 

 

<그림 8. 모든 종류의 SWC, Port interface, Datatypes 을 추출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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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3 : <SHORT-NAME>태그를 이용해 분할할 ECU 의 정보를 추출한다.  
 

$ECU_Main ECU(=Imob) 추출 (실제 구현 시, 변수로 받아 원하는 ECU 생성) 

$ECU_Sub ECU 에 포함되는 SUB-ECU 추출 

$ECU ECU & SUB-ECU 병합 

$PDATA 

$RDATA 

SWC(ECU)의 하위 태그에 기술된 PORTS 에서 PORT-INTERFACE 와 연동되는 

DATA 추출 (PORT-INTERFACE 에서 사용되는 DATA 추출을 위함) 

$ECU-PORT 
$PDATA , $RDATA 를 이용해 $PORT(모든 Port-interface)와 

$ECU 간 공통된 부분을 추출 

$PORTDATA 
$ECU-PORT 에서 추출된 태그에 기술된 DATA-ELEMENT 에서 

$DATATYPE 와 연동되는 DATA 추출 

$PORT-DATATYPE 모든 $DATATYE 에서 $PORTDATA 에서 추출된 정보만을 추출 

 

Part4 : 복사된 파일(AUTOSAR_MOD_AISpec_Imob.arxml )에서  3 에서 추출한 정보 중 $ECU, $ECU-PORT, 

$PORT-DATATYPE 을 이용하여 DELETE UPDATE 를 이용하여 파일분할을 완료한다.  

 
<그림 8. 모든 종류의 SWC, Port interface, Datatypes 을 추출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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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 Result>  

 

 : 삭제되어 줄어든 하위태그들의 양을 표시  
 : 추출 할 ECU(SWC) : Imob 가 제대로 추출 되었음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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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Excel 생성  

기존 AUTOSAR 개발도구는 XML 스키마를 기반으로 입력된 ARXML 을 메모리에 저장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문부석만을 제공하며 ARXML Tag 정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기존의 툴에서 ARXML Tag 정보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수작업으로 알아보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Xquery 를 사용하여 eXistDB 에 있는 분할된 ECU arxml 파일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엑셀로 제공한다. Excel 

변환에 사용될 데이터들은 arxml 스키마를 분석하여 작성한 Xquery 에 의해 추출되므로 정보의 누락과 오 

기입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협력업체 개발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ecu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eXistDB 에 있는 분할된 arxml 에 대하여 자바 프로젝트에서 eXist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DB 에 직접 

접근하여 xquery 로 data 를 읽어오고, 자바로 MS OFFICE 읽고 쓰기가 가능한 APACHE POI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엑셀의 시트와 셀을 직접 생성하여 읽어온 데이터를 써준다.  

 
<그림 7. Imob ECU 가 가지는 port 에 대한 엑셀 정리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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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atatype 에 대한 엑셀 정리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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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로그인 기능 추가  

 3.1.2  블록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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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ECU 데이터를 트리구조 볼 수 있는 기능 구현 

 4.1.2.  웹 내에서 태그 검색 기능 구현   

 4.1.3.  엑셀추출 기능  웹과 연동  : 자바서블릿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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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충 및 건의사항 

- 학교 내에 모두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