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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Power모델을 사용한 LABCAR RTPC - 1부  
 

저자: 씬 와트(Sean Wyatt), 이타스, 시니어 프로젝트 엔지니어 

 

이타스는 LABCAR라는 브랜드로 HiL(Hardware-in-Loop)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ABCAR 

플랫폼은 확장성이 뛰어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또한 타사의 제품과 호환성도 높습니다. 이타스 솔루션은 소형, 데스크탑 솔루션 또는 대형, 멀티 

랙, 차량 네트워크(파워트레인, 바디, 섀시, 인포테인먼트 등)에서 통신 버스 테스트용 테스트 벤

치를 구성하는 경우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타스 Real-Time PC 

하드웨어 및 환경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테스트 환경에서는 민감도, 속도 및 정확도가 매우 중요

한데, 사용자는 대부분 최종제품의 프로젝트를 수정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실제/가상소스

가 지원하는 테스트 대상 장치에 대한 자극을 이용해 여러 도메인에서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LABCAR는 시간제약적인 임베디드 전자기기의 작업을 위해 Real-

Time PC (이하 RTP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RTPC는 전반적인 통합과 실행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이타스 RTPC는 표준 PC를 고성능 시뮬레이션 타겟으로 변환합니다. 이타스 RTPC는 사용자의 PC

와 I/O 하드웨어 사이의 중앙장치인 멀티코어와 멀티 프로세서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RTPC에서 

I/O의 데이터는 최적화된 지점 간 연결(***이타스 RTPC v6.2.0 사용자 안내서 참조)을 통해 안전하

게 타겟에 도달합니다. 또한 이타스 RTPC는 많은 타사 솔루션과 호환됩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워크플로우 유형(구동주기 캘리브레이션, 회귀분석 또는 진단 테스트)에 따라 간

단한 트리거부터 복잡한 계산까지 필요한 자극유형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선택의 폭도 바디 및 

섀시 동역학부터 분수식, 크랭크 각 기반 연소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합니다. 이타스 RTPC

는 유연성이 높아 많은 임베디드 전자기기 테스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감마 테크놀로지스(Gamma Technologies, www.gtisoft.com)의 워크플로우, GT

의 솔루션과 LABCAR의 설정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이어서 코어를 통한 시뮬레이션 실행, 

우선순위 충돌 및 멀티태스킹에 중점을 둬 잘못 구성된 시스템의 부정적인 영향의 예를 보여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 파워트레인 사례 

감마 테크놀로지스(Gamma Technologies)의 GT-SUITE  

 

GT-SUITE는 차량 및 파워트레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업계 표준으로 널리 쓰이고 있

습니다. GT-SUITE는 하나의 툴에서 1D와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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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을 위한 빠른 솔버(solver)를 제공함으로써 대규모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을 현실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엔진연소 계산을 위해 사용자는 GT-POWER에서 모델을 생성합니다. 이 모델

에는 밸브, 실린더, 연소 거동(예측 또는 데이터 기반 기능)에 대한 세부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나비에 스토크스 (Navier-Stokes) 방정식을 통해 기류를 예측합니다. 이러한 빠르고 포괄적인 모델

은 가스 역학을 변화시키고 계산의 복잡함을 대폭 감소시켜줍니다. 따라서 크랭크 분해연소를 유

지하는 동안 모델이 100xRT에서 0.4xRT까지 기본적으로 실행되도록 합니다.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위해 이 모델을 사용하면 다음 세 가지 주요 특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동적: 모델 간소화는 트레이닝 집합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므로 모델이 더 개방적 

• 완전물리적: 실시간 계산은 여전히 룩업 테이블이나 맵이 아닌 물리적 방정식을 기반으로 함 

• 신속성: 사용자의 설계가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Real-Time보다 2~3배  

빠르게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 트레이딩-오프 옵션에 큰 장점을 제공 

 

감마 테크놀로지에서 이 간소화 모델은 FRM (Fast Running Model)이라고 불립니다. 사용자가 GT-

SUITE-RT를 사용하여 실시간 테스트를 위해 모델을 컴파일하면 FRM의 가속이 자동으로 계산됩니

다. 

 

 
[그림 1] 복잡도 범위 vs. 실시간 실행 가능성 

 

<그림 1>에서는 세 가지 변형 모델을 보여줍니다. 가장 왼쪽의 그림은 중요한 구성요소인 공기 

유로 세그먼트 모델을 나타냅니다. 정확한 설계는 (차원적으로 CFD 기준을 사용) 이러한 구성요

소의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른쪽 모델은 반복적인 단계별 접근방식을 통해 최적의 속도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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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아냅니다. 또한 이 요소들은 세부적 모델의 결과와 비교하여 검사됩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

림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제어 엔지니어가 실시간 테스트(***감마 테크놀로지스의 자료 참조)

중에 액세스할 수 있는 많은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요소들을 이용하여 세부모델의 

결과와 비교한 달성가능한 정확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종 FRM 형식이 결정된 후 사

용자는 RTPC에서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이타스 RTPC에 GT-SUITE 모델 통합 

FRM 반복을 통해 세부모델의 복잡성이 감소하면 사용자는 다음 워크플로우를 실행해야 합니다. 

[그림 2] 이타스 RTPC에서 GT-SUITE 모델 통합을 위한 워크플로우 

 

<그림 2>의 워크플로우는 GT-POWER 패키지의 예입니다. GT-SUITE는 차량 시스템의 다양한 분

야에 대한 패키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의 통합은 유사한 방식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각각은 여러 개의 CPU 코어를 통해 RTPC 내에 별도로 준비되고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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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타스 RTPC 멀티 코어 태스크 분산 
 

<그림 3>은 RTPC를 통해 모델을 코어에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이타

스 RTPC의 단일코어 또는 RTPC 전용 코어의 별도 프로세스 내에서 실행되는 모든 모델을 나타

냅니다. 다음 그림에서 독자는 RTPC에서 세 가지 모델을 각각 코어에 분산하는 방법에 따른 사용

법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다중 프로세스, 단일코어 할당 

 

 
[그림 5] 다중 프로세스, 다중코어 할당 

 

<그림 4>와 <그림 5>에는 FRM 엔진, 차량, 컨트롤러/운영자로 대표되는 3가지 GT-SUITE 모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림 4>에서 세 프로세스는 모두 단일 코어 (코어 1)내에서 실행되며 코

어 리소스의 약 60.8%를 사용합니다. <그림 5>에서는 세 가지 프로세스가 각각 다른 코어에 분

산되어 있습니다. <그림 4>와 <그림 5>의 결과는 모델에 더 복잡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음을 보

여줍니다.  

• 코어 1: 컨트롤러/운영자 

• 코어 2: FRM 엔진 

• 코어 3: 차량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