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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적 연구 단계를 넘어 

비즈니스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실시간 시스템 분야에서도 AI 기술을 접목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실시간 시스템은 시간 제약이 있는 시스템으로써, 시간 

제약 위반이 치명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 최우선 시스템의 

경우, 시간 제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외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 Splash는 이러한 시스템 설계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 중인 실시간 임베디드 AI를 위한 스트림 데이터 

처리 언어이다. 본 논문에서는 Splash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동작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을 정의하고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감지하고 처리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현한다. Splash의 예외 상황은 

개발자가 명시한 시간적 제약 사항을 위반한 시간적 예외와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 예외가 있다. 이러한 예외 상황을 

런타임에 감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예외 처리 핸들러를 통해 

개발자가 예외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예외 처리 

메커니즘은 실시간 발행/구독 기반의 통신 프레임워크인 DDS 상에서 

라이브러리 형태로 구현하였으며, 시계열 센서 데이터 셋을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예외 처리 메커니즘이 구현된 Splash를 

사용할 경우, 응용 개발자가 명시한 제약사항 위반 시 발생하는 예외 

상황을 성공적으로 감지하였고, 예외 처리를 위한 동작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Splash, 예외 감지, 예외 처리, 신뢰성 

학   번 : 2017-20090 



 

 ii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2 장 배경 지식 ..................................................................... 3 

제 1 절 데이터 분산 서비스(Distributed Data Service, DDS) .......... 3 

제 2 절 Splash ............................................................................. 5 

 

제 3 장 디자인 목표 ................................................................. 9 

 

제 4 장 예외 처리 메커니즘 .................................................... 11 

제 1 절 예외 상황 감지 ............................................................... 11 

제 2 절 예외 상황 처리 ............................................................... 21 

 

제 5 장 실험 ........................................................................... 23 

제 1 절 실험 환경 ....................................................................... 23 

제 2 절 실험 방법 및 결과 .......................................................... 25 

 

제 6 장 결론 ........................................................................... 26 

 

 

참고문헌 .................................................................................. 27 

 

Abstract ................................................................................. 28 

 

 



 

 iii 

표 목차 
 

[표 1-1] Splash의 language constructs.................................. 6 

[표 2-1] 실험 방법 및 결과 .................................................. 25 
 

 

 

 

 

 

 

그림 목차 
 

[그림 1] DDS 객체 모델(object model) ................................... 4 

[그림 2] Splash를 사용한 스트림 데이터 처리 응용 개발 과정  7 

[그림 3] Freshness constraint violation exception 감지 ....... 12 

[그림 4] Deadline violation exception 감지 ........................... 14 

[그림 5] Correlation constraint violation exception 감지 ...... 15 

[그림 6] Minimum rate constraint violation exception 감지 .. 16 

[그림 7] Data corruption exception 감지 ............................... 18 

[그림 8] Data absence exception 감지 .................................. 19 

[그림 9] 실험 환경 ................................................................. 23 

[그림 10] 수정된 Splash 라이브러리 ...................................... 24 



 

 1 

제 1 장 서    론 
 

최근 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적 연구 단계를 넘어 비즈니스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산업계에서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1]. 이러한 AI 기술은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현실 세계의 사물을 

인식하는 단계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단계까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응급 상황 대응 의료 시스템 및 

자율주행 시스템과 같은 실시간 시스템 분야에서도 AI 기술을 

접목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2]. 

실시간 시스템은 시간 제약이 있는 시스템이고, 자율주행 시스템과 

같은 안전 최우선 시스템(safety critical system)의 경우 시간 제약을 

위반하는 문제 발생 시,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AI 

기술을 안전과 관련된 실시간 시스템 분야에 적용할 때, 신뢰성 있는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  

신뢰성 있는 실시간 AI 시스템 설계를 위한 다양한 요구사항 

가운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구사항은 시스템 동작 중 예외 상황 

발생 시, 정상동작, 즉, 개발자가 의도한 동작 수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작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런타임에 예외 상황을 감지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Splash는 신뢰성 있는 실시간 임베디드 AI 시스템 설계를 위해 

개발 중인 스트림 데이터 처리 언어이다[3]. Splash는 시각적 

프로그래밍 언어로써 스트림 데이터 처리 로직을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data flow graph) 형태로 표현하고, 실시간 요구사항 만족을 

위해 그래프 상에서 시간적 제약(timing constraint)을 명시한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명시된 시간적 제약을 만족하면서 프로그램이 수행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만약 프로그램 동작 중 명시된 시간 제약을 

위반하는 예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고 개발자의 의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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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하도록 처리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Splash에는 

스트림 데이터 처리 중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 상에서 명시한 시간 

제약을 위반한 예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고 처리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아직 구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plash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예외 상황을 

정의하고,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감지하고 처리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현한다. Splash의 예외 상황은 시간적 제약 사항을 위반한 

시간적 예외 상황(timing exception)과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 예외 상황(data exception)으로 분류한다. 스트림 

데이터 처리 중 이러한 예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할 수 있는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고, 개발자에게 예외 처리를 위한 

로직(logic)을 작성할 수 있는 예외 처리 핸들러(exception handler)를 

제공하여 예외 상황에서도 개발자가 의도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예외 상황 감지 및 처리를 위한 메커니즘을 발행/구독 

기반의 실시간 통신 미들웨어인 DDS 상에서 구현하였으며, IoT 

디바이스에서 수집한 100만건의 시계열(time-serise) 센서 데이터 

값을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예외 처리 메커니즘이 

구현된 Splash를 사용할 경우, 응용 개발자가 부여한 제약사항 위반 시 

발생하는 예외 상황을 성공적으로 감지하고, 예외 처리를 위한 핸들러가 

수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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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 지식 
 

본 장에서는 논문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배경 지식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Splash의 데이터 통신을 위해 사용되는 실시간 통신 미들웨어인 

DDS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 처리를 위한 

언어로써 서울대학교 RTOS 연구실에서 개발 중인 Splash에 관하여 

설명한다. 

 

제 1 절 데이터 분산 서비스(Data Distribution System, 

DDS) 

 

데이터 분산 서비스는 실시간 시스템의 실시간성, 규모 가변성, 

안정성, 고성능을 가능하게 하는 Object Management Group (OMG) 

표준 발행/구독(Publish/Subscribe) 네트워크 통신 미들웨어이다[4]. 

본 절에서는 네트워크 통신을 위해 필요한 DDS의 구성 요소와 구성 

요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DDS는 데이터 통신을 위해 발행/구독 통신 모델을 사용하며, 이를 

지원하는 DCPS (Data Centric Publish and Subscribe) 계층과 RTPS 

(Real-Time Publish and Subscribe)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DCPS 계층은 RTPS와 응용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계층으로, 데이터 통신을 위한 도메인을 정의하고 신뢰성 있는 통신을 

위한 QoS (Quality of Service) 설정 및 출판/구독 데이터 통신을 

수행한다. RTPS 계층은 DDS 간 호환성 및 상호 운영성을 보장하며,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계층이다. 네트워크 상의 변경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검색하고, 통신 참여자의 정보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장에서는 출판/구독을 통한 실제 데이터 통신이 이뤄지는 DCPS 

계층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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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DS 객체 모델(object model) 

 

DDS를 사용하는 하나의 프로세스(Process) 안에는 하나의 

DomainParticipant가 존재한다. DomainParticipant는 프로세스 내부에 

존재하는 통신 객체를 관리하며, 데이터 통신을 위한 송신 부분을 

담당하는 Publisher와 수신 부분을 담당하는 Subscriber 객체를 가진다.  

Publisher는 데이터 송신 부분을 담당하며 실제 데이터 송신을 

수행하는 DataWriter를 여러 개 가질 수 있다. Subscriber는 데이터 

수신 부분을 담당하며 실제 데이터 수신을 수행하는 DataReader를 

여러 개 가질 수 있다. DataWriter와 DataReader는 발행/구독 

모델에서 데이터 통신을 위해 명명된 채널인 Topic을 통해 통신을 

수행한다. 

DDS는 특정 언어에 비의존적으로 Topic을 주고받기 위해 IDL 

(Interface Description Langauge)를 사용한다. IDL은 특정 언어에 

독립적인 인터페이스 정의 언어로써, 서로 다른 언어에서도 동일한 

파일을 사용할 수 있다. IDL에 송수신 데이터와 데이터 타입을 미리 

선언하면, DDS는 이를 해석하여 자동적으로 런타임 상에 매핑한다. 

Listener는 Condition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DDS의 객체에 

연결되어 부여된 조건이 만족되면 등록된 콜백(Callback) 함수를 

수행한다. 또한 DDS에는 분산 환경에서 실시간 통신을 위해 22가지 

QoS 보장 정책이 존재한다[5]. 각 QoS 정책은 실시간 통신을 만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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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다양한 제약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을 위해서는 이를 

구현하여야 한다. 

 

제 2 절 Splash 

 

Splash는 실시간 임베디드 AI를 위한 스트림 데이터 처리 언어이다. 

본 절에서는 스트림 데이터 처리를 위한 Splash의 구성 요소와 

Splash를 사용한 개발 과정 및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시간 

제약에 대해 설명한다. 

 

2.1 구성 요소 

 

Splash는 기본적인 스트림 데이터 처리 과정을 GUI (Graphical 

User Interface) 기반의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로 표현하며, 이를 위해 

표 1과 같이 8개의 language construct를 제공한다[6]. 

표 1의 language construct는 크게 컴포넌트(component), 

포트(port), 파이프(pipe),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컴포넌트는 

포트와 파이프를 제외한 나머지 language construct를 의미하며,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포트는 컴포넌트에 연결되어 

데이터 입력과 출력을 수행하는 부분으로, 컴포넌트는 포트를 통해 

데이터를 입력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파이프는 데이터의 전달 

경로로써 포트 간 스트림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의 노드(node)는 컴포넌트와 포트이고, 엣지(edge)는 

파이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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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plash의 language constructs 

이름 그림 설명 

Processing 

Block 
 

스트림 데이터 처리의 최소 수행 단위. 

스트림 데이터를 입력 받아 개발자가 

정의한 연산을 수행한 후 결과를 출력 

Factory 

 

스트림 데이터 처리의 가장 큰 구성 

단위. Splash로 표현된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를 포함 

Fusion 

Operator 

 

여러 개의 입력 포트로 들어온 스트림 

데이터들을 하나로 합쳐 출력 포트로 

내보내는 operator 

Selection 

Operator 

 

입력으로 들어온 스트림 데이터를 

선택된 특정 출력 포트로 내보내는 

operator 

Source 

Block  

외부의 센서 데이터로부터 스트림 

데이터를 입력 받아 다른 컴포넌트에 

전달 

Sink Block 
 

처리된 스트림 데이터 결과값을 외부로 

출력 

Port 
 

스트림 데이터 및 이벤트 데이터의 

입출력 통로 역할을 수행. 역할에 따라 

서로 다른 모양의 포트가 존재 

Pipe 
 

데이터 전달 경로로써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의 엣지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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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발 과정 

 

그림 2. Splash를 사용한 스트림 데이터 처리 응용 개발 과정 

 

Splash를 사용한 스트림 데이터 처리 응용의 개발은 그림 2와 같이 

크게 4 단계로 구성된다.  

 

①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 기술 

② 코드 생성 

③ 스트림 데이터 처리 코드 작성 

④ 컴파일/빌드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 기술 단계에서는, Splash가 제공하는 GUI 

기반 schematic capture tool을 사용하여 스트림 데이터 처리 과정을 

그래프 형태로 기술한다. 이 때, 스트림 데이터 처리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 표 1의 language construct를 사용한다. 완성된 데이터 플로우에 

대한 정보는 JSON 파일 형태로 출력된다. 

코드 생성 단계에서는 JSON 파일 형태로 출력된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 정보를 코드 생성 도구(code generation tool)를 통해 해석하고, 

해석된 결과를 C/C++ 형태의 스켈레톤(skeleton) 코드로 생성한다[7]. 

이를 통해 개발자가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 형태로 기술한 스트림 데이터 

처리 정보를 코드 형태로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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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림 데이터 처리 코드 작성 단계에서는, 개발자가 직접 생성된 

스켈레톤 코드 내부에 개발하고자 하는 스트림 처리 응용의 세부 코드를 

기술하여 소스 코드(source code)를 완성한다. 

마지막으로 컴파일/빌드 단계에서는 작성된 소스 코드를 

컴파일/빌드 하여 Splash 런타임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는 실행 파일을 

생성한다. 

 

2.3 시간 제약(Timing constraint) 

 

Splash는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 처리를 위한 언어로써,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 상에 시간적 제약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Splash는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 처리를 위해 4가지 시간 제약을 제공한다[3].  

 

 Freshness constraint 

 Deadline 

 Correlation constraint 

 Minimum rate constraint 

 

Splash를 사용하는 개발자는 명시된 시간 제약을 만족하면서 

프로그램이 수행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명시된 시간 제약 위반 시 

발생하는 예외 처리 메커니즘을 통해 예외 상황에서도 개발자가 

의도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4가지 시간 제약 사항에 대한 

정의와 각 시간 제약 위반 시 발생하는 예외 처리 메커니즘의 구현은 

4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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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디자인 목표 

 

본 장에서는 Splash의 예외 처리 메커니즘 구현을 위한 디자인 

목표를 설명한다. Splash의 예외 처리 메커니즘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디자인 목표를 가진다. 

 

 Exception 감지와 처리의 구분 

 객체 지향 방식의 예외 처리 메커니즘 구현 

 

 예외 처리(exception handling)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감지와 처리 

부분을 나눠 수행한다. 이는 예외 처리 코드 개발자와 예외 처리 코드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외 처리를 수행하는 라이브러리를 

설계하는 개발자는 런타임 에러 발생을 감지하는 코드를 개발할 수 

있지만, 에러가 발생한 순간 응용에서 수행해야 할 동작을 알 수 없다. 

반면 응용 개발자는 예외 상황 발생 시 각각에 상황에 따른 처리 방법을 

알지만 예외 처리를 수행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쉽게 

예외 상황을 감지할 수 없다[8]. 

Splash의 예외 처리 메커니즘도 이와 동일하게 예외 상황의 감지와 

처리를 구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외 상황 감지를 위한 코드는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 상에 명시된 제약 사항을 스트림 데이터 처리 중 

위반했을 경우 동작하며, Splash의 런타임 내부에 라이브러리 형태로 

구현된다. 예외 상황 처리를 위한 코드는 예외 상황 감지 시 수행되며, 

개발자에게 별도의 예외 처리 핸들러를 제공하여 개발자가 예외 처리를 

위한 로직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개발자는 예외 처리 

핸들러에서 제공되며 예외 상황에 대한 정보를 담고있는 예외 처리 

객체(exception object)를 이용하여 예외 처리 로직을 기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명시된 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발생하는 예외 상황을 

감지하고 개발자의 의도대로 예외 상황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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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상황 감지 및 처리를 위한 코드는 객체 지향 방식의 

클래스(class) 형태로 구현한다. 이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Splash의 예외 처리 메커니즘 구현 시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1) 클래스로 구현 시, 서로 관련 있는 변수와 함수를 하나로 모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2) Splash는 다양한 예외 

상황을 처리하지만 이러한 처리들 모두 스트림 데이터 처리 시 발생하는 

예외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예외 감지를 위해 스트림 

데이터를 모니터링 해야 하는 등의 공통적인 사항이 존재한다. 객체 

지향의 상속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용이하게 구현하고 관리할 수 있다. 

(3) Splash에서 처리해야 하는 스트림 데이터는 입력되는 자료형을 

사전에 알 수 없으므로 자료형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 

오버로딩(overloading) 구현이 필요하다. 또한 예외 상황에 따라 data 

element에서 읽어와야 하는 데이터 종류가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오버라이딩(overriding) 구현이 필요하다. 이처럼 객체 지향의 

다형성 개념을 이용한다면 Splash의 예외 처리 메커니즘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4) Splash는 개발 중이 언어로써 예외 처리 

메커니즘을 클래스 형태로 구현한다면, 추후 유지 보수 및 확장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객체 지향 방식의 예외 

처리 메커니즘 구현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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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예외 처리 메커니즘 

 

Splash의 예외 처리 메커니즘은 감지 상황과 처리 상황을 구분한다. 

본 장에서는 스트림 데이터 처리 중 발생하는 예외 상황을 감지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구현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제 1 절 예외 상황 감지 

 

Splash에서 다루는 예외는 명시된 시간적 제약사항을 위반하는 

시간적 예외 상황(timing exception),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 예외 상황(data exception) 두 가지가 있다. 본 

절에서는 각각의 예외 상황을 런타임에 감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1.1 시간적 예외 상황 감지 

 

Splash는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 처리를 위해 2장 2.3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4가지 시간 제약을 제공한다. 시간적 예외 상황은 스트림 

데이터 처리 로직이 명시된 시간 제약 사항을 런타임에 위반하는 경우 

발생하며, 시간적 예외 상황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각각의 예외 상황 감지 방법을 차례대로 설명한다. 

 

 Freshness constraint violation exception 

 Deadline violation exception 

 Correlation constraint violation exception 

 Minimum rate constraint violation ex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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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Freshness constraint violation exception 

 

Freshness constraint는 source block에서 생성된 data element가 

처리되는 시점에 유효한가 여부를 나타내며, input port에 명시된다. 

 

그림 3. Freshness constraint violation exception 감지 

 

Splash는 freshness constraint violation 여부를 그림 3와 같이 

감지한다.  

우선 Source block에서 생성된 data element가 input port까지 

도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ource block에서 생성된 data 

element는 (타임스탬프, 데이터) 형식으로 구성된다. Data element는 

write() API를 통해 DDS의 DataWriter에게 전달되며, DataWriter는 

발행/구독 통신을 통해 같은 topic을 사용하고 있는 DataReader에게 

data element를 전달한다. DataReader에 연결된 Listener는 

DataReader에 data element가 도착하면 take() API를 사용해 data 

element를 가져오고, input_data()를 사용해 input port의 큐에 data 

element를 삽입한다. Input port의 큐에 data element가 존재하면 

user_function()을 호출한다.  

Freshness constraint violation exception 감지 동작은 input 

port의 큐에 data element를 입력할 때, 그리고 user_function()이 

data element 처리를 위해 input port에서 data element를 가져올 때 

각각 일어난다. 큐에 입력 시 감지하는 이유는 큐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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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freshness constraint을 위반한 data element가 존재할 경우, 

그로 인해 새로운 data element가 입력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큐에서 data element를 가져올 때는 user_function()에서 

처리하는 data element가 freshness constraint를 만족해야 하므로, 

user_function()을 수행하기 위해 input port 의 큐에서 data 

element를 가져올 시 확인한다. 

현재 시간은 Listener에서 input port의 큐에 data element 삽입 

전, user_function() 호출 전 get_current_time() 수행을 통해 

알아낸다. Freshness constraint violation exception 확인은 input 

port의 큐에 data element를 삽입할 때, 현재 시간과 입력하는 큐에 

있는 모든 data element들의 타임스탬프를 비교한다. 만약 두 값의 

차이가 명시된 freshness constraint보다 큰 data element가 

존재한다면 예외 처리 핸들러로 이동하여 예외 처리 로직을 수행한다. 

User_function() 수행을 위해 input port에서 data element를 

가져올 때는 현재 시간과 큐에서 가져오는 data element간 

타임스탬프를 비교한다. 만약 두 값의 차이가 명시된 freshness 

constraint 보다 크다면 예외 처리 핸들러로 이동하여 예외 처리 로직을 

수행한다. 만약 freshness constraint를 만족한다면 

user_function()에 개발자가 작성한 스트림 데이터 처리 로직을 

수행한다. 

 

1.1.2 Deadline violation exception 

 

Deadline은 data element 처리를 시작할 때부터 처리가 끝날 

때까지의 제약 시간을 의미하며 processing block, fusion operator, 

selection operator에 명시된다. Deadline이 명시된 컴포넌트는 명시된 

제약 시간 내에 입력 받은 data element에 대한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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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eadline violation exception 감지 

 

Splash는 deadline violation 여부를 그림 4와 같이 감지한다.  

Data element를 수신하면 DDS의 Listener는 take() 함수를 통해 

data element를 가져오고, processing block의 user_function()을 

호출한다. Deadline violation exception 감지 동작은 

user_function() 시작 전, set_alarm()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시작한다.  

Deadline violation exception 발생은 alarm()의 만료(expiration) 

여부로 판단한다. 설정된 alarm()이 만료될 때까지 

user_function()의 수행이 종료되지 않는다면, alarm() 함수는 미리 

정의된 예외 처리 핸들러 함수를 호출한다. 설정된 alarm() 만료 전 

data element 처리를 완료한다면 user_function() 종료 후 

clr_alarm()을 통해 설정된 alarm()을 해제한다. 

 

1.1.3 Correlation constraint violation exception 

 

Correlation constraint는 fusion operator에 명시되는 시간 

제약이며, fusion operator에서 결합(fusion) 후 출력되어야 하는 서로 

다른 스트림 데이터의 data element간 최대 생성 시간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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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orrelation constraint violation exception 감지 

 

Fusion operator는 시발점(triggering) 조건이 있고[3], 이 조건을 

만족하면 동작한다. Correlation constraint violation exception 감지는 

fusion operator 동작 시점에 이루어지며 (1) correlation set을 만들고, 

(2) correlation constraint violation 여부를 확인하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1) Correlation set을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Fusion 

operator가 동작하면 각 input port의 큐에 있는 data elements를 

타임스탬프 기준으로 정렬한다. 그리고 시발점이 된 input port에 

입력된 data element의 타임스탬프를 기준으로 하여, 각 input port마다 

큐에 존재하는 data element 중 기준이 되는 data element의 

타임스탬프와의 값 차이가 가장 적게 나는 data element 하나씩을 

선택한다. 각 input port의 큐에서 하나씩 선택된 data element들은 

하나의 correlation set이 된다. 

(2) Correlation set을 통해 correlation constraint violation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Correlation set의 최대 

타임스탬프 값과 최소 타임스탬프 값의 차이를 계산한다. 계산된 값과 

명시된 correlation constraint 값을 비교하여, 만약 이 값이 

correlation constraint를 만족한다면 선택한 correlation set을 output 

port로 출력한다. 만약 명시된 시간 제약을 위반했다면 예외 처리 

핸들러로 이동하여 개발자가 기입한 예외 처리 로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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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Minimum rate constraint violation exception 

 

Minimum rate constraint는 개발자가 명시한 minimum rate값 r에 

대하여, 최대  시간 내에 data element가 존재해야 한다는 

제약조건이다. Input port 또는 output port에 명시되며, Input port에 

명시될 경우 최대  시간 내에 한 개의 data element가 입력되어야 

하며, output port에 명시될 경우 최대  시간 내에 한 개의 data 

element가 출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6. Minimum rate constraint violation exception 감지 

 

Minimum rate constraint violation 여부 확인은 DDS가 실시간 

발행/구독 통신을 위해 지원하는 QoS (Quality of Service) 기능 중 

하나인 Deadline 기능을 활용한다. DDS의 Deadline QoS는 설정된 값 

에 대해 최대  시간 내에 QoS가 명시된 DataReader 또는 

DataWriter에 데이터가 입력되어야 한다는 제약조건으로, Splash의 

minimum rate constraint와 동일하다. Splash는 DDS 기반으로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므로 DDS에서 제공하는 QoS 사용을 통해 minimum rate 

constraint violation exception 감지 동작을 수행하는 메커니즘을 

구현하였다. 

구체적으로 input port는 DataReade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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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_request_deadline_missed() 함수를 사용하여 입력 받아야 하는 

data element의 minimum rate를 설정한다. Output port는 

DataWriter의 on_offered_deadline_missed() 함수를 사용하여 

출력해야 하는 data element의 minimum rate를 설정한다. 만약 

minimum rate constraint violation으로 인한 예외 상황이 발생한다면 

예외 처리 핸들러로 이동하여 개발자가 기입한 예외 처리 로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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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데이터 예외 상황 감지 

 

Splash의 데이터 예외 상황은 데이터 값이 유효한 범위를 벗어난 

data corruption exception과 처리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data 

absence exception, 두 가지가 존재한다. 

 

 Data corruption exception 

 Data absence exception 

 

1.2.1 Data corruption exception 

 

Data corruption exception은 데이터 값이 유효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다. 

 

 

그림 7. Data corruption exception 감지 

 

Data corruption exception 감지 동작은 input port에 data 

element 입력 시, 입력된 data element 값의 유효 범위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의 확인 범위 설정 과정이 필요하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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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을 위해 수신 데이터의 최소 값, 최대 값을 개발자로부터 입력 

받아야 한다. 개발자는 이러한 내용을 GUI 기반 schematic capture 

tool에서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 설정 시 명시해야 하며, 명시된 값은 

코드 생성 과정을 통해 스켈레톤 코드로 생성되고, 런타임에서 설정된 

값을 받아 data element 값의 유효 범위를 설정한다. 

Data element가 입력되면 data corruption을 확인하는 

모니터(monitor) 함수로 data element의 데이터 값을 전달한다. 모니터 

함수는 데이터 값을 입력 받아 개발자가 설정한 범위와 비교하여, 해당 

데이터 값이 설정된 범위 내의 값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데이터 

값이 설정된 범위 밖일 경우 예외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예외 처리 

핸들러 코드를 수행한다. 

 

1.2.2 Data absence exception 

 

Data absence 예외 상황은 시간 유발식(time triggered)으로 

동작하는 processing block에서, 동작 시 input port의 큐에 처리할 

data element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예외 상황이다. 

 

 

그림 8. Data absence exception 감지 

 

시간 유발식으로 동작하는 processing block이 깨어나면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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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의 큐에 접근하여 큐가 비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큐가 

비었으면 예외 상황으로 판단하고 예외 처리 핸들러를 호출한다. 큐에 

data element가 존재한다면 큐에서 하나의 data element를 가져와 

정해진 프로세스를 수행한 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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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예외 상황 처리 

예외 상황 처리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8]. 

 

 프로그램 종료 

 에러(error) 값 리턴 

 합리적인 값 반환(legal value return) 

 에러 핸들러 함수 호출 

 

Splash는 이러한 예외 처리 방법 가운데 핸들러 함수를 호출하여 

예외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Splash는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 

처리를 위한 언어로써 예외 상황 발생 시에도 개발자가 의도한 동작을 

수행하여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종료 방식은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 더 

이상의 프로그램 수행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에러 값 리턴 방식 또한 단순히 에러 값을 반환할 뿐, 그 이후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 상황 발생 시 이를 처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만약 반환되는 에러 값에 따라 예외 처리 코드를 

작성하려고 하여도, 개발자가 반환되는 에러의 종류를 알고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합리적인 값 반환 방식은 예외 상황 

발생 시, 프로그램이 예외 상황임을 알 수 없도록 정상적인 값을 

반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프로그램의 수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예러 상황 자체를 인지할 수 없어 Splash와 같은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 처리 언어가 자율주행 시스템과 같은 안전 최우선 

시스템에서 사용될 경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예외 상황 처리는 핸들러 함수 호출 방식을 사용하여, 예외 

상황 발생 시 수행해야 할 동작을 개발자가 직접 작성하여 방법으로 

예외 상황을 처리한다. 

예외 처리 핸들러는 4.1절에서 설명한 각각의 예외 상황들에 대해 

각각 존재하며, 예외 상황 감지 시 선언된 예외 처리 핸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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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틴(routine)으로 이동한다. 예외 처리 핸들러에서는 개발자가 작성한 

로직을 수행하여 예외 상황을 처리한다. 

예외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Splash는 예외 처리 핸들러의 

인자(argument)로 예외 처리 객체를 제공한다. 예외 처리 객체가 

포함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 상에서 예외 상황이 발생한 위치 

 처리 중인 data element의 데이터 값과 타임스탬프 

 예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문장 

 

예외 상황이 발생한 위치는 현재 프로그램 상에서의 예외 발생 

위치를 개발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예외 처리 객체를 통해 개발자에게 

전달하며,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이름이 전달된다. Splash의 

language construct 각각은 하나의 프로세스로 구성되므로, 프로세스 

이름을 통해 현재 예외 상황이 발생한 지점을 알 수 있다. 처리 중인 

data element의 데이터 값과 타임스탬프는 예외 발생 시, 해당 예외를 

발생시킨 데이터의 처리를 개발자에게 맡기기 위해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예외 상황 설명 문장은 예외 상황 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문구로써 개발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Splash에서는 예외 상황 발생 시, 이를 감지하여 예외 처리 

핸들러로 이동하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외 처리 객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하여 예외 상황을 처리할 수 있다. 예외 처리에 

관한 로직은 전적으로 개발자에게 맡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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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    험 

 

본 장에서는 예외 처리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실험 환경과, 

실험 방법 및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제 1 절 실험 환경 

 

 

그림 9. 실험 환경 

 

Splash의 예외 처리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실험 환경은 그림 

9와 같다. Splash는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 처리를 위해 linux 상에서 

발행/구독 통신 모델 기반의 실시간 네트워크 통신 미들웨어인 DDS를 

사용한다. Splash 라이브러리(library)에서는 DDS의 통신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스트림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8가지 language construct와 

이를 동작시키는 런타임 환경이 구현되어 있고, 개발자들은 Splash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 처리를 위한 Splash 

응용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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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수정된 Splash 라이브러리 

 

구현한 예외 처리 메커니즘은 그림 10과 같다. 예외 처리 

메커니즘은 예외 상황 감지를 위한 모니터(monitor)와 예외 상황 

처리를 위한 핸들러(handler)로 구성된다. 예외 처리 메커니즘은 Real-

Time Stream Processing Framework (Splash Library) 부분에 

구현되며, Splash 응용 코드 상에서 설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예외 

처리를 모니터링 할 data element 정보를 받아와 예외 상황 감지 및 

처리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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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 방법 및 결과 

 

실험을 위한 데이터셋으로는 IoT 디바이스에서 측정한 100만건의 

CO2, 습도, 온도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해당 데이터 셋은 

(타임스탬프, 데이터 값)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은 각각의 예외 상황에 대해 표 2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도 표 2와 같다. 

 

표 2. 실험 방법 및 결과 

No 예외 상황 실험 방법 결과 

1-1 

Freshness 

constraint 

violation 

exception 

Data element에 부여된 타임스탬프 조작 후 

freshness 위반 시 예외 검출 여부 확인 

예외 

검출 

1-2 

Deadline 

violation 

exception 

Processing block 수행을 강제로 지연시켜 

deadline을 위반할 경우 예외 검출 여부 

확인 

예외 

검출 

1-3 

Correlation 

constraint 

violation 

exception 

함께 처리 될 데이터 (CO2, 습도, 온도) 중 

일부 data element의 타임스탬프 조작 후, 

구성된 correlation set 이 correlation 

constraint 위반 시 예외 검출 여부 확인 

예외 

검출 

1-4 

Minimum rate 

constraint 

violation 

exception 

Source block 수행을 강제로 지연시켜 

비주기적으로 data element를 전송할 경우 

예외 검출 여부 확인 

예외 

검출 

2-1 

Data 

corruption 

exception 

Data element의 데이터 값을 유효 범위 

밖의 값으로 조작 후 예외 검출 여부 확인 

예외 

검출 

2-2 
Data absence 

exception 

Source block에서 data element 전송하지 

않은 경우, 즉, 큐에 data element가 없는 

경우 큐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함수를 

수행하여 예외 검출 여부 확인 

예외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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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AI 임베디드를 위한 스트림 데이터 처리 

언어인 Splash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스트림 데이터 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을 정의하고, 예외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감지하고 

처리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현하였다.  

구체적으로 예외 상황을 시간적 예외와 데이터 예외로 구분하고, 

이를 런타임에 감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하였고, 예외 처리는 

별도의 예외 처리 핸들러를 제공하여 예외 상황에서도 개발자가 의도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예외 상황 감지 및 처리 메커니즘을 시계열 데이터 셋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예외 처리 메커니즘이 구현된 Spalsh를 사용할 

경우 응용 개발자가 부여한 제약사항 위반 시 발생하는 예외 상황을 

성공적으로 감지하고, 예외 처리 동작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 상에서 예외 처리 

전이(propagation)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 처리 언어인 Splash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인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27 

참고 문헌 

 

[1] 조성선, 김용균, AI First, AI Everywhere로 전개되는 인공지능, 주

간기술동향 1845호, 15p,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2] I-Korea 4.0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AI) R&D 전략, 4차산업혁명위

원회 심의 안건 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5 

[3] Soonhyun Noh and Seongsoo Hong, "Splash: Stream Processing 

Language for Autonomous Driving," Real-Time and Embedded 

AI for Autonomous Vehicles (WREAV), Jun 2018 

[4] https://ko.wikipedia.org/wiki/%EB%8D%B0%EC%9D%B4%ED%

84%B0_%EB%B6%84%EC%82%B0_%EC%84%9C%EB%B9%84

%EC%8A%A4 

[5] http://download.prismtech.com/docs/Vortex/html/ospl/DDSTutor

ial/qos.html 

[6] 양범준, et al., “SPLAD: 자율주행을 위한 스트림 프로세싱 언어." 한

국자동차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전시회 (2017): 846-856. 

[7] 양범준, et al., "SPLAD 응용 개발을 위한 코드 생성 도구." 한국자

동차공학회 춘계학술대회 (2018): 1422-1423. 

[8] Bjarne Stroustrup, The C++ Programming Language, Fourth 

Edition, Addison-Wesley, 2013 

 

https://ko.wikipedia.org/wiki/%EB%8D%B0%EC%9D%B4%ED%84%B0_%EB%B6%84%EC%82%B0_%EC%84%9C%EB%B9%84%EC%8A%A4
https://ko.wikipedia.org/wiki/%EB%8D%B0%EC%9D%B4%ED%84%B0_%EB%B6%84%EC%82%B0_%EC%84%9C%EB%B9%84%EC%8A%A4
https://ko.wikipedia.org/wiki/%EB%8D%B0%EC%9D%B4%ED%84%B0_%EB%B6%84%EC%82%B0_%EC%84%9C%EB%B9%84%EC%8A%A4


 

 28 

Abstract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Splash 

via Implementation of Exception 

Handling Mechanism 
 

Yongha Hwang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AI technology has rapidly developed in various fields to 

a level that can be applied to businesses beyond academic research. 

There are also growing movements to apply AI technology in real-

time system field such as autonomous driving. Real-time system is 

a system which has timing constraint and in the case of safety 

critical system, a timing constraint violation can lead to a fatal 

problem. Therefore, a reliable system design is required to handle 

the exception caused by timing constraint violation. Splash is a 

stream data processing language for real-time and AI under 

development for use in designing these systems. In this paper, we 

define the exception that may occur during stream data processing 

operation and implement exception handling mechanism to detect 

and handle the exception for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Splash. The 

exception of Splash is composed of timing exception that violates 

the timing constraint specified by the developer and data exception 

that results from invalid data. We have implemented exception 

handling mechanism to detect these exceptions at runtim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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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 exception handler for developers to handle the exceptions. 

The exception handling mechanism is implemented as a library on 

DDS, a real-time publish/subscribe communication framework, and 

experimented using a set of time-series sensor data.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implemented exception handling mechanism 

successfully detects exceptions and exception handler performed 

well. 

 

Keywords : Splash, Exception detection, Exception handling,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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