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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율사물에탑재되는임베디드소프트웨어의개발에는자원제약적인임베디드환경에서실시간성을보장해야하는어려움이

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손쉬운자율사물개발을위한지능형임베디드소프트웨어개발프레임워크를제안한다.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개발자의 시스템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탐색하고 가상화 기술 기반의 자율제어 소프트웨어를

자율사물에 대응하는 디지털 트윈에서 테스트를 한 뒤 제공하기에,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손쉬운 지능형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Ⅰ. 서 론

임베디드제어기술과인공지능기술을융합하여자율성을가지는자율사

물에대한연구가진행되고있다. 하지만실제산업현장에서는다양한산업

수요를만족할수있는자율사물을개발하기위해서는, 자율사물에탑재되

는인공지능 전문인력의부족현상으로인해 발생하는어려움을해결해야

한다[1].

Tensorflow, Pytorch 등의 모델 개발을위한 API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프레임워크의등장으로일정수준의프로그래밍기술을보유한개발자들이

일반적컴퓨팅환경에서손쉽게인공지능기반소프트웨어를개발할수있

게되었다. 또한 AWS AI, Tensorflwo Hub 등의클라우드기반의인공지능

플랫폼기술을기반으로개발한인공지능모델을배포, 실행, 공유할수있

게되었고클라우드상에서인공지능모델의실행도지원하여인공지능기

술 적용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되었다[3].

하지만일반적인고성능컴퓨터와달리임베디드환경에서는컴퓨팅자원

이제약적이기에높은컴퓨팅자원을요구하는최신의인공지능모델을임

베디드환경에적용할수없다. 클라우드기반인공지능실행에서통신지연

이발생하여지연시간이발생하면자율사물의즉각적인의사결정이불가능

해지는 어려움이 있기에 실시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2].

본 논문에서는자율사물을위한임베디드소프트웨어개발의어려움인자

원제약환경에서의인공지능모델의실시간성보장을위해서, 손쉬운자율

사물개발을 위한지능형임베디드소프트웨어 개발프레임워크를제시한

다.

Ⅱ. 본론

본논문에서제안하는손쉬운자율사물개발을위한지능형임베디드소프

트웨어개발프레임워크는시스템개발자로부터전달받은시스템요구사항

과하드웨어사양을입력받는다. 입력받은시스템요구사항을바탕으로인

공지능클라우드에서조건에맞는인공지능모델을찾아낸후, 자율제어소

프트웨어를생성한다. 생성된자율제어소프트웨어는자율사물에대응하는

디지털트윈에서테스트를수행하여성능을예측한다. 테스트를마친자율

제어소프트웨어는자율사물에탑재되고, 이후실제환경에서실행한결과

를디지털트윈에전달하여디지털트윈을업그레이드함으로써, 디지털트

윈을통해예측한성능과자율사물상의성능의오차를줄인다. 본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의 구조도는 그림 1과 같다.

2.1. 자율제어 소프트웨어 생성

시스템 개발자는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기능적, 성능적 요구사항과

하드웨어 사양을 포함하는 시스템 요구사항을 요구사항 인터페이스에 입

력하고, 요구사항 인터페이스는 시스템 명세를 생성하고 인공지능 모델

탐색기와 제어 소프트웨어 생성기로 전달한다. 인공지능 모델 탐색기는

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인공지능 클라우드 상에서

탐색한다. 탐색된 인공지능 모델은 모델의 입출력, 모델의 기능, 모델의

실행환경이 작성된 모델 명세와 함께 인공지능 모델 탐색기로 다운로드

된후, 제어 소프트웨어 생성기로 전달된다. 제어 소프트웨어 생성기는 전

달받은 시스템 명세, 인공지능 모델, 모델 명세를 통해, 자율사물에서 별

도의 실행환경 설정 없이 동작할 수 있도록 가상화 기술 기반 자율제어

소프트웨어를 생성한다.

2.2. 자율제어 소프트웨어 검증

소프트웨어 검증기는 생성된 자율제어 소프트웨어의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시스템명세를 기반으로시스템개발자의자율사물에 대응하는디

지털 트윈에서 자율제어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실행 결과가 시스템 명

세을 충족한다면 시스템 개발자에게 전달한다. 이후 시스템 개발자의 자

율사물에서 프레임워크를 통해 생성한 자율제어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프레임워크로 다시전달하여디지털트윈의 업그레이드를수행

한다. 실제 환경에서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의 업그레이드를

수행함으로서 디지털 트윈과 실제 환경 사이의 성능적 오차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림 1 제안하는 프레임워크 구조도

Ⅲ. 결론

본논문에서는자율사물개발에어려움인자원제약적환경에서의실시간

성보장을위한인공지능모델선택을해결하기위해서, 자율사물의제어소

프트웨어개발에사용할수있는손쉬운자율사물개발을위한지능형임베

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를 통

해임베디드환경에알맞은인공지능모델선택과디지털트윈상검증을통

해서자율사물에 탑재되는임베디드소프트웨어를손쉽게 개발할수있을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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