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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for the future 

자율주행을 위한 XiL 테스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부터 고도의 자율주행에 이르기까지 전자 시스템은 차량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

었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차량을 온전히 신뢰하려면 이들은 출시 전 엄격히 테스트 되어야 합니다. 차량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

웨어 시스템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과 완벽하게 상호작용하는지 철저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가상 테스트 방법, 데이터 

재사용 및 인공지능의 조합이 있어야만 제 시간 안에, 적정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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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눈보라가 치고 있어 표지판과 보행자를 보거나 도로의 차

선 표시를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과연 자율주행 차량이 이

런 상황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길 위로 굴러

온 공이나 교통경찰관의 지시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론상으로, 자율주행 차량은 예상치 못한 여러 변수에 적절히 대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돕기 위해 ECU, 마이크로 프로세

서(μP) 및 그래픽 프로세서(GPU)는 리얼타임 조건에서 3개에서 

40개 센서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차량 액추에

이터의 명령으로 변환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각 특정 모델에 대해 선택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합

니다. 또한 차량 소프트웨어에 자주 OTA(over-the-air) 업데이트

를 하며 복잡성은 더 증가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검증

하고 확인하는 것은 자동차 산업의 규모 있는 사업으로 떠오르

고 있습니다.

가상화로 복잡성을 관리하다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은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안전 사항을 준수하

면서도 복잡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효과적인 가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이상적으로, 이 방법은 차량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스템의 전체 개발 주기에 걸쳐 일관된 워크플로우

와 데이터스트림을 제공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한 단계에서 다

음 단계로 자유롭게 이동시켜 개발자가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가상 테스트로 가져오는 것과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이미 수

행한 검증 및 유효성 검사를 기반으로 무엇이든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개발 툴 뿐만 아니라 다른 시스

템의 개발 툴을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 아키텍처를 위

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이

타스의 X-in-the-Loop(XiL) 솔루션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습니

다. 여기에는 초기 단계에서 시스템 기능 및 아키텍처의 기본 설

계는 물론, 소프트웨어 기능을 검증하기 위한 Software-in-the-

Loop(SiL) 방식을 위한 Model-in-the-Loop(MiL) 방식이 포함됩

니다. 이타스 XiL 솔루션은 ECU, μP, GPU 및 기타 하드웨어가 사

용가능하기 전에 미래의 Car-to-X 통신의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포괄적인 테스트를 용이하게 합니다. 개발자는 원하는 만큼의 

가상 ECU가 있는 컴퓨터에서 이러한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으

며, 이는 테스트가 parallel 및 리얼타임보다 빠르게 실행될 수 있

고 필요한 만큼 자주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된 기능은 생산 하드웨어를 사용하

여 Hardware-in-the-Loop(HiL) 및 Vehicle-in-the-Loop(ViL) 설정

에서 테스트 및 검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가 원하는 만큼 

안전 중심 시나리오를 실행할 수 있는 완전히 안전한 환경을 개

발자에게 제공합니다.

기존 툴체인의 현명한 사용
첨단 자율주행 차량을 검증하려면 이 XiL 툴체인을 새로운 데이

터 포맷으로 개방해야 하며 급격히 증가하는 데이터 양으로 시

뮬레이션 작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범위는 차량 내 시스템뿐

만 아니라 환경 센서, 교통 시뮬레이션, 운전자 행동 및 자율주

행 차량 제어와 관련된 작업으로부터의 3D 데이터를 포함하도

록 확대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사용되는 아키텍처에 따

라 개발자는 오늘날의 자동차 버스 또는 미래의 기가비트 이더

넷 케이블을 사용하여 ECU를 연결할 수 있는 옵션이 필요합니

다. 마찬가지로 개발자가 스테레오 비디오 카메라에서 레이더 

및 라이더 센서에 이르기까지 각 센서 및 ECU에 대한 시뮬레이

션에 적합한 자극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필수적입니다. 또다

른 문제는 바로 센서와 도메인 컨트롤러가 수집한 데이터의 양

입니다. ECU에서 500 Mbyte/s를 포착할 수 있는 툴을 찾는 것

이 드문 와중에 ADAS 환경, 특히 첨단 자율주행 차량의 개발에

는 초당 몇 기가비트의 데이터 속도가 필요합니다. 이타스는 새

로운 고성능 GETK-Px 인터페이스 시리즈를 통해 시장에서 이

러한 격차를 해소했습니다. 10 Gbits/s 이더넷 스위치와 테라바

이트 용량의 탈착식 미디어를 사용하여 인터페이스에 도킹하

는 강력한 데이터 로거와 결합된 이 인터페이스는 미래의 워크

플로우를 위한 완벽한 옵션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표준화
개발자는 표준 워크플로우에 완벽하게 통합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만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타스는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포맷에 대한 기존 표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자 하

며, 수많은 표준화 분야에서 이러한 사전 예방적인 역할을 수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Automotive Data- 및 Time-Triggered 

Framework(ADTF)와 같이 첨단 자율주행을 위한 잘 정립된 솔

루션을 지원합니다.  

이타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차량에서 측정된 모든 미가공 데이

터를 XiL 테스트에 가져와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재생하는 것은 미래의 확인 및 검증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가상 및 실제 데이터를 적절히 조합하여 차량에 사용되

는 ADAS ECU의 다양한 ‘인식 레이어’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입

니다. 시뮬레이션과 현실을 비교하면 프로세스에 사용된 시뮬

레이션 데이터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상 테스

트의 모든 잠재력을 열어 개발 마지막 단계에서 결과를 재사용

할 수 있게 합니다.

표준화, 인공지능 시대로 나아가는 디딤돌
이전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는 연속적이고 동기식 기록 측정

과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지능형 분석의 조합을 통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 풍부한 데이터는 인공 신경망이 물체

를 식별하고, 공간 거리를 계산하고,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훈련 자료가 됩니다. 개발자에게 적절한 시퀀스에 대한 정의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타스는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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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otive Data Management(EADM)와 같은 솔루션을 개발

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래 개발 방향을 맞추

고 엔지니어가 마감일과 예산을 충족할 수 있도록 테스트 방법

론은 모든 적합한 아티팩트를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별 

프로젝트 내에서 재사용을 하면 개발 단계에서 다음 단계까지 

필요한 테스트의 양이 점차 줄어들어 캘리브레이션 단계로 넘

어갑니다. 넓은 관점에서 재사용은 사용 가능한 아티팩트 및 측

정 데이터의 양을 늘림으로써 모든 프로젝트의 가상 유효성 검

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타스 COSYM 통합 플랫폼의 핵심 목

표 중 하나는 시뮬레이션 및 테스트 프로세스의 일관성을 보장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상화는 매개변수 조합 수가 무한한 환경에서 위

험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상 ECU로 타임랩스 테

스트를 수행하고 광범위한 매개변수를 실행함으로써 버그와 

시스템 약점을 일찍 발견하여 값 비싼 테스트 드라이브의 필

요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방식은 이타스 LABCAR

의 솔루션을 사용한 HiL 테스트를 포함하여 개발의 모든 단계

에 장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탁월한 유연성을 자랑하는 이타스 

EHOOKS는 엔지니어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없이 

ECU 코드에 바이패스 후크를 통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툴입

니다. 이를 통해 ECU 제조업체의 지원없이 ECU 소프트웨어에

서 직접 기능을 테스트하고 후속 캘리브레이션 단계에서 불안

정한 신호를 바이패스할 수 있습니다.

XiL 테스트의 모든 단계에서의 일관성
ADAS 환경의 효율적인 가상화는 전체 XiL 체인에 걸친 잘 디자

인된 전체론적 솔루션을 필요로 합니다. 표준화는 개발 프로세

스의 모든 단계에서 테스트 사례를 재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

니다. ASAM CDF, ASAM XiL, ASAM ATX와 OpenSCENARIO와 같

은 새로운 접근법과 같이 정립된 표준을 통해 테스트에 사용되

는 해당 unit under test (UuT)와 모델 및 데이터 파일에 대한 액

세스가 반드시 필요하며 안전해야 합니다. 이 전략은 단순 모

델의 문제 해결에서 실제 하드웨어 구성요소를 사용한 테스트

에 이르기까지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검

증을 돕습니다. 또한 테스트 description, 데이터셋과 매개변수, 

센서 자극 및 평가 모듈을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재사용하도

록 합니다.

결론
종합적인 가상화는 첨단 자율주행을 효율적으로 검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테스트 프로세스의 단순함과 복잡성으

로 인해 기존 테스트 방법, 고성능 데이터 수집 툴과 아티팩트 

및 측정 데이터 재사용 옵션을 포함하는 잘 설계되고 전체를 아

우르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이 때의 목표는 테스트 드라이브

와 시뮬레이션 사이의 간격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이며, 이타

스는 미래의 개발 사항이 통합될 수 있는 특별히 설계된 다양한 

XiL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타스는 정립된 방법론, XiL 

개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성공적으로 결합하여 폭설이 심

한 상황에서도 자율주행 차량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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