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댑티브 플랫폼: 새로운 AUTOSAR 

 

스튜어트 미첼(Stuart Mitchell) 박사  

이타스 AUTOSAR 어댑티브 플랫폼 개발 책임  
 

지난 수십 년간 자동차 환경 내에서 소프트웨어의 사용범위는 단순한 엔진관리 시스템에서부터 차량 플랫폼까지 

계속해서 증가해왔고, 이런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AUTOSAR 클래식 플랫폼은 이렇게 점점 

복잡해지는 오토모티브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하드 리얼타임(hard real-time), 높은 

안전성, 제한된 리소스를 기반으로 개발되는 전통적인 오토모티브 ECU 환경에 적합합니다.    

 

클래식 플랫폼은 기능성을 위주로 하는 오토모티브 ECU(낮은 리소스 사용과 리얼타임 특성에 의존하는 센서와 

액추에이터에 직접 연결되는 ECU)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명 ‘CASE 요구사항‘으로 요약되는, ECU 및 E/E 

아키텍처 개발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참조) 

 
 
 
 
 
 
 
 
 
 

어댑티브 플랫폼을 위한 CASE 요구사항? 

차세대 자동차 E/E 아키텍처 개발을 촉진시키는 CASE 요구사항은 자동차 ECU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Connectivity(연결성): 오류 관리 및 ADAS 개선을 위한 데이터 수집, 온/오프 차량 모두에서의 동적  

연결, 도로 상태의 리얼타임 업데이트,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Autonomy(자율성): 컴퓨터 비전, 센서 융합을 이용한 운전자 지원 및 고도의 자율 시스템 등 

•Shared ownership(공유 소유권): 브로커 서비스, 서비스로서 모빌리티, 앱 등 

•Electrification(전동화): 새로운 파워트레인 요구사항, 배터리 관리 등 



 

 

 

 

 차량의 자율성(autonomy)을 위해서는 대용량 데이터 세트에 대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는 컴퓨터 

비전 또는 다중센서 입력을 기반으로 한 실제 객체모델의 유도를 위함입니다. 대용량 데이터는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고유의 동시성을 활용하고, 시간 내에 솔루션을 생성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병렬처리를 

필요로 합니다.  

 차량에서 외부로, 외부에서 차량으로의 연결(Connectivity)은 동적 통신과 효율적인 대용량 데이터의 분산을 

모두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ADAS는 이미지 처리를 위해서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며, 이미지 

프로세싱을 위해선 병렬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임시 파트너와 통신해야 합니다. 

 이더넷과 같은 새로운 기술에 의한 동적이며 높은 통신 대역폭은 통신 대역폭이 제한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비스로서 모빌리티는 안전하면서 유연하게 업데이트가 가능하여 새로운 기능적/규제적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클래식 플랫폼이 아닌 HPC, 동적 통신 및 점진적 변경을 지원하고 고성능, 고도의 유연성을 갖춘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클래식 플랫폼 VS 어댑티브 플랫폼 

편의상 자동차 ECU 를 기능적인 ECU 와 인포테인먼트 ECU 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플랫폼은 기능적인 ECU에 잘 부합합니다. 이는 ASIL-D라는 강력한 안전요구사항이 있는 하드 

리얼타임(마이크로 초 범위의 잠재적 데드라인을 가지며, 정확한 ECU 작동을 위해 모든 데드라인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함)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최적의 사용을 위해 정적 구성을 필요로 하는 낮은 리소스 가용성(CPU, 

RAM 또는 플래시)을 가집니다. 

 

반면, 인포테인먼트 ECU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으로 인해 높은 리소스 환경에서 작동합니다. 또한 



 

 

 

인포테인먼트 ECU는 일반적으로 리얼타임이 아닙니다. 데드라인은 수백 밀리초이고 기능이 차량 작동과 안전에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더라도 플랫폼에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임베디드 PC에서 

실행되는 인포테인먼트는 오토모티브 OS보다는 리눅스와 같은 완전한 기능을 갖춘 OS를 실행합니다. 

 

어댑티브 AUTOSAR는 이 두 ECU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어댑티브 플랫폼은 소프트 리얼타임(밀리 초 

범위의 데드라인과 때때로 놓친 데드라인은 치명적이지 않습니다)과 몇 가지 안전 요구사항을 특징으로 합니다. 

AUTOSAR 구현이 상위 ASIL을 준수하도록 선택할 수 있지만, 이는 주로 ASIL-B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클래식 플랫폼과 

달리 멀티코어, 동적 OS(예: QNX)를 사용하는 높은 리소스 환경을 목표로 합니다.  

 

어댑티브 플랫폼의 구현은 예측 가능성을 우선시하여, 플랫폼의 동적 측면을 제한하는 ‘계획된 동적 할당방식‘을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계획된 다이내믹은 동적 메모리 할당을 시작단계로 제한하거나, 서비스 검색 프로세스를 미리 

결정하고, 핵심 할당을 수정하거나, 파일 시스템에만 있는 기존 파일에 대한 액세스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플랫폼의 대체품? 

어댑티브 플랫폼은 클래식 플랫폼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대신 AUTOSAR의 각 플랫폼이 다른 문제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어댑티브와 클래식 플랫폼 인스턴스가 차량 내에 공존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어댑티브 ECU는 애플리케이션에 독립적인 

업데이트를 위한 동적 소프트웨어 변경과 결합한 고도의 병렬 아키텍처를 통해 동적 통신 및 고성능을 지원하는 반면, 

클래식 ECU는 엄격히 리소스가 제한된 ECU 내에서 높은 안전성, 리얼타임 소프트웨어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어댑티브와 클래식 플랫폼은 핵심 요구사항, SOME/IP 미들웨어 등과 같이 두 플랫폼 모두의 핵심요소를 

포함하는 공통의  파운데이션을 공유합니다. 파운데이션은 클래식과 어댑티브 플랫폼 간의 상호호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자면, 파운데이션은 클래식 플랫폼의 신호 기반 통신과 어댑티브 플랫폼의 서비스 지향 통신을 연결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AUTOSAR 에는 두 플랫폼 사용을 지원하는 추가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플랫폼에는 플랫폼 검증을 위한 

자세한 설명과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 그리고 Demonstrator(APD) 빌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래식 플랫폼에는 

AT(Acceptance Test) 제품군과 사전 정의된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AI)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래식과 어댑티브 플랫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파운데이션은 AUTOSAR 요구사항을 정의합니다. 이 중 일부는 클래식 및 어댑티브 플랫폼 모두에 공통적인 반면 일부는 

단일 플랫폼에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심층적인 임베디드 시스템을 지원하는 핵심 AUTOSAR 요구사항은 클래식 

플랫폼에만 적용되는 반면, 고성능 컴퓨팅을 지원해야 하는 요구사항은 어댑티브 플랫폼에만 적용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클래식 플랫폼이 성능이 안 좋다거나 어댑티브 플랫폼이 심층적인 임베디드 시스템일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각각의 장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댑티브 및 클래식 플랫폼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 단일 시스템은 두 가지 유형의 ECU로 구성될 수 있으며 AUTOSAR는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예: 통신 및 비휘발성 저장 장치용). 클래식과 어댑티브 플랫폼은 서로 

다른 플랫폼 구현 사이에서 모두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만, 내부적인 구현 방식에 있어서 클래식 플랫폼의 

신호기반 통신과 어댑티브 플랫폼의 서비스 지향 통신에서 볼 수 있듯이 완전히 다른 통신구현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플랫폼은 리소스가 적은 ECU용이기 때문에 어댑티브 플랫폼보다 훨씬 간단한 하드웨어 요구사항을 가집니다. 

단일 주소공간에는 가상주소 지정이 필요하지 않지만, 어댑티브 플랫폼에서는 애플리케이션 간의 보다 정교한 메모리 

분리를 위해 MMU(Memory Management Unit) 지원이 필요합니다 즉, 가상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클래식 플랫폼은 정적으로 구성되어 완성되며, 모든 작업, 신호 등은 초기설정 시에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와 반면에, 

어댑티브 플랫폼은 동적 통신 및 동시성을 지원하므로 애플리케이션이 자신의 환경이나 규모에 반응하여 배치된 ECU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그러나 유연성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클래식 플랫폼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 

플래시에서 직접 실행되지만 어댑티브 플랫폼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파일 시스템에서 RAM으로 로드되어야 합니다. 

이는 어댑티브 플랫폼이 전체 ECU를 다시 플래싱하지 않고도 소프트웨어의 점진적인 변경을 지원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댑티브 플랫폼은 동적인 RTE일까요?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클래식 플랫폼에서 RTE는 애플리케이션 

SWC의 스케줄링과 애플리케이션 SWC 간의 통신, 총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어댑티브 

플랫폼(OS/프로그램 실행 및 통신 관리) 내에 존재하지만 어댑티브 플랫폼에는 RTE와 직접적으로 같은 기능을 하는 

모듈은 없습니다. 

 

RTA-VRTE 

AUTOSAR 어댑티브 플랫폼의 개발은 차기 오토모티브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고성능 컴퓨팅 및 고대역폭 통신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어댑티브 플랫폼은 하드웨어에 설정된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기능 

모두에서 역동적인 디자인을 구현하여 심층적인 임베디드(클래식) ECU와 소프트/비 리얼타임(인포테인먼트) ECU 

사이의 틈새를 메워줍니다. 어댑티브 플랫폼은 오토모티브 사용 케이스에 더 적합한 역동성에 대한 제약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 다이내믹(planned dynamics)‘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어댑티브 AUTOSAR는 유연한 고성능 컴퓨팅을 지원하여 클래식 플랫폼의 탄탄한 기반을 강화하는 탁월한 

구성요소입니다. 그러나 어댑티브 AUTOSAR는 고질적인 문제들로 인해 E/E 아키텍처를 생성하는 데 관련된 모든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타스는 모회사인 보쉬와 함께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RTA-VRTE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RTA-VRTE는 어댑티브 플랫폼에서 파생되고 확장합니다. 이 때 어댑티브 플랫폼은 진단, 

라이프사이클 관리 등을 위한 차량제조사별로 다른 기능과 같이 소프트웨어 실행을 위한 풍부한 개발 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 확장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RTA-VRTE는 클래식/어댑티브 혼합 사용 사례를 지원하는 하이퍼바이저를 포함할 

것입니다(예: CP/AP 도메인 분리를 위해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는 고성능 마이크로프로세서). 여기서 RTA-VRTE의 

하이퍼바이저는 여러 ECU 기능이 단일 HPC 노드에 집계되는 도메인 컨트롤러 유형의 ECU를 지원합니다. 

 

RTA-VRTE 에 대한 Early Access Program 은 RTA-VRTE 개발 릴리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지원과 어댑티브 AUTOSAR 교육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이는 개발/빌드 환경과 엄선된 QNX/리눅스 기반 타깃 가상 머신용 예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가상 머신으로서 개발환경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타스에 문의해주십시오. 

https://www.etas.com/ko/contact.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