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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 응용은 딥러닝 기반 AI 기술을 적용하여 

실제 도로 주행 환경에서 테스트 주행이 시행되고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율 주행 응용들이 예기치 못한 주행 

환경에서도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Splash는 시각적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율 주행 

자동차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비기능적 요구사항인 실시간 요구사항과 

신뢰성 요구사항을 응용 설계단계에서 명시할 수 있다. 응용 개발자는 

Splash의 language construct를 사용하여 데이터 플로우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Splash 프레임워크에 의해 생성된 뼈대 코드 내부에 세부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쉽게 응용을 개발할 수 있다. 

Splash 응용의 핵심 수행 단위인 컴포넌트는 Splash 런타임이 

기반하는 운영체제의 프로세스와 쓰레드에 의해 수행된다. 하나의 

시스템에서 수행될 컴포넌트가 많아지게 되면 문맥 교환과 통신으로 

발생하는 런타임 오버헤드가 커지게 되어 데이터 처리의 지연이 

길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문맥 교환 오버헤드를 완화하기 위해서 

컴포넌트의 sthreads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매핑하기 위한 할당 

엔티티인 빌드 유닛을 제안하였다. 또한 통신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빌드 유닛 내의 데이터 송수신은 통신 미들웨어를 거치지 않게 코드 

생성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런타임 오버헤드 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합성 워크로드와 실제 워크로드를 Splash 응용으로 구현하여, 

이들의 빌드 유닛 매핑에 따른 데이터 처리 지연시간을 비교하였다. 

주요어 : 시각적 프로그래밍 언어, 스트림 프로세싱, 문맥 교환 오버헤드, 

통신 오버헤드, 코드 생성 

학   번 : 2015-2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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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는 deep learning 기반 AI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 알고리즘의 성능적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외에서는 Audi, Waymo 등이 2020년까지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1].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탑재되는 AI 

알고리즘이 주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비기능적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비기능적 요구사항으로는 (1) 실시간 스트림 

처리와 (2) 신뢰성이 있다. 자동차에 탑재되는 카메라, lidar, radar와 

같은 다양한 센서 데이터와 5G 모뎀을 통해 수신되는 차량 주변 정보 

스트림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를 위해서는 자율주행의 인지, 판단, 제어 

알고리즘들이 반드시 시간제약을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신뢰성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차량 외부 환경과 차량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예외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자율주행차량을 개발하는 기업과 연구소들은 이러한 비기능적 

요구사항의 충족을 세부 알고리즘 개발자들에게 맡기고 있다. 알고리즘 

개발자들은 반복적인 튜닝을 통해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복잡한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상에서의 이러한 

접근방법은 개발 과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튜닝 과정에서 간과한 

예외상황에서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효율적으로 자율주행 응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명시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하다. 이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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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스트림 데이터의 처리 과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자율주행의 신뢰성과 실시간성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세부 알고리즘 

개발자는 로직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Splash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시각적 프로그래밍 

언어이다[2][3]. Splash 응용 개발자는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를 

이용하여 자율주행 응용을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시간제약 조건의 명시가 가능하고, 신뢰성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외상황을 정의하고 정의한 예외상황에 

대한 처리를 명시할 수 있다. 또한 Splash 응용 개발자는 Splash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개발 툴을 사용하여 쉽게 자율주행 응용을 

개발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진이 기개발한 Splash 프레임워크 프로토타입[3]은 

Splash 응용을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미비했다. 

Splash의 응용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컴포넌트를 Splash 런타임상의 

하나의 프로세스로 구현하는 기존의 Splash 프레임워크에서는 Splash의 

응용의 컴포넌트가 많아질수록 런타임 오버헤드가 커져 데이터 처리의 

지연시간이 길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런타임 오버헤드 완화를 

위해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매핑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동일 프로세스로 매핑된 컴포넌트간 통신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Splash 런타임 라이브러리에 별도의 데이터 입출력 API를 

추가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을 구현하기 위해 Splash 도식 편집기를 새로 

구현하였고, 코드 생성기와 Splash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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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 지식과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기저가 되는 배경 지식과 기존 산·학계의 

관련 연구들에 대해 정리하여 소개한다. 먼저 본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지식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인 Splash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런타임 오버헤드 완화를 위한 코드 생성 기법들을 소개한다. 

 

제 1 절   Splash 

 

Splash는 임베디드 AI를 위한 시각적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Splash 

응용 개발자는 Splash에서 정의한 language construct로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data flow graph)로 응용을 작성하고, 이들의 속성으로써 시간 

제약 조건과 예외 처리를 명시하여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Splash 프레임워크가 분산 시스템 환경에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코드를 자동 생성해주므로 Splash를 사용하는 응용 개발자는 세부 

알고리즘의 구현에만 집중하여 쉽게 응용을 개발할 수 있다. Splash는 

응용의 로직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language construct를 

정의하였다. Language construct는 크게 컴포넌트(component), 

포트(port), 채널(channel)과 c링크(clink)로 구분된다. 이 절의 나머지 

항목은 language construct들을 설명한 것이다.  

 

1.1 컴포넌트 

컴포넌트는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의 노드(node)에 해당하며, Splash 

응용의 기본적인 빌딩 블록인 아토믹 컴포넌트(atomic component)와 컴

포넌트들의 그룹인 컴포짓 컴포넌트(composite component)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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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넌트에 연결된 포트를 통해 스트림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이 가능하

다. 그림 1은 컴포넌트들의 관계를 UML 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컴포넌트의 관계도 

 

(1)  프로세싱 컴포넌트 

프로세싱 컴포넌트(processing component)는 Splash 응용의 기본 

수행 단위이다. 연결된 스트림 입력 포트를 통해 데이터를 입력 받아 

데이터 트리거링 방식으로 유저 함수를 수행하며, 데이터 처리의 결과를 

스트림 출력 포트를 통해 출력한다. 응용 개발자는 유저 함수에 원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으며 Splash의 논리적 쓰레드인 sthread에 

의해 수행된다. Sthread는 그림 2와 같이 입력 포트의 작업을 수행하는 

전용(dedicated) sthread와 유저 함수를 수행하는 내부(internal) 

sthread로 나누어진다. Sthread는 Splash 프레임워크에 의해 Splash 

런타임이 기반하는 운영체제의 쓰레드로 구현된다. 프로세싱 컴포넌트를 

특정 기능에 맞게 변형한 것이 아래에서 설명할 퓨전 오퍼레이터, 소스 

컴포넌트, 싱크 컴포넌트이다. 그림 3-a는 프로세싱 컴포넌트의 시각적 

표기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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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프로세싱 컴포넌트의 수행 모델 

 

(2)  퓨전 오퍼레이터 

퓨전 오퍼레이터(fusion operator)는 여러 개의 스트림 입력 

포트로부터 동시에 데이터를 입력 받고 이 데이터들을 합치는 유저 

함수를 수행하여 하나의 스트림 출력 포트로 데이터를 내보낸다. 퓨전 

오퍼레이터는 자율주행 자동차상에 탑재된 센서 데이터들을 사용한 센서 

퓨전을 알고리즘의 구현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다. 응용 개발자는 퓨전 

오퍼레이터의 속성으로 입력 데이터들의 correlation 제약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Correlation 제약 조건은 입력 스트림 데이터들 중 

정해진 타임 스큐(time-skew)에 내의 입력 데이터들의 조합만을 센서 

퓨전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사용하게 하는 시간 제약 조건이다. 그림 3-

b는 퓨전 오퍼레이터의 시각적 표기를 나타낸 것이다. 

 

(3)  소스 컴포넌트  

소스 컴포넌트(source component)는 센서로부터 스트림 데이터를 

생성하여 단일 스트림 출력 포트로 내보낸다. 소스 컴포넌트로부터 

생성되는 스트림 데이터에는 데이터의 생성시간인 birthmark가 

부여된다. 이 birthmark는 시간 제약 사항 만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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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며 다른 컴포넌트에 의해 처리된 스트림 출력 데이터는 소스 

컴포넌트에서 부여한 birthmark를 상속하게 된다. 이 때, 2개 이상의 

입력 스트림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경우는 그들 중 가장 작은 

birthmark 값을 스트림 출력 데이터의 birthmark로 상속한다. 앞에서 

언급한 correlation 제약 조건 또한 birthmark를 기준으로 만족 여부를 

검사한다. 응용 개발자는 소스 컴포넌트의 속성으로 시간 제약 조건인 

freshness 제약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Freshness 제약 조건은 소스 

컴포넌트에서 내보내는 데이터가 다른 컴포넌트의 입력으로써 사용될 수 

있는 최대 경과 시간을 의미한다. 그림 3-c는 퓨전 오퍼레이터의 

시각적 표기를 나타낸 것이다. 

 

(4)  싱크 컴포넌트 

싱크 컴포넌트(sink component)는 다른 컴포넌트로부터 단일 입력 

스트림 데이터를 받기만 하는 컴포넌트이다. 싱크 컴포넌트는 

엑츄에이터(actuator)나 파일 쓰기 등, Splash 응용 외부로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림 3-d는 퓨전 오퍼레이터의 시각적 표기를 

나타낸 것이다. 

 

(5)  팩토리 

팩토리(factory)는 Splash 응용의 가장 큰 빌딩 블록으로 다른 

컴포넌트들을 포함한다. 팩토리는 아토믹 컴포넌트와는 다르게 내부 

sthread를 가지지 않아 직접적인 데이터 처리는 하지 않는다. 

팩토리에는 모드(mode)를 명시할 수 있다. 다중 모드 팩토리의 모드는 

입출력 포트가 같은 하나의 팩토리를 의미하며, 팩토리의 모드 변경은 

이러한 팩토리 중 하나로 교체하는 것이다. 모드 교체 시에는 먼저, 

팩토리 입력포트에서 내부 컴포넌트로 데이터 입력을 중지하고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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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된 데이터들을 모두 처리하거나 버린다. 그 후 현재 모드의 

팩토리를 종료한 후, 새로운 모드의 팩토리를 수행시킨다. 그림 3-e는 

팩토리의 시각적 표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컴포넌트의 시각적 표기 

1.2 포트 

컴포넌트에는 데이터 입출력을 위한 포트(port)를 부착할 수 있다. 

포트는 스트림(stream) 포트, 이벤트(event) 포트, 모드 체인지(mode 

change) 포트로 구분되며 각각 입력과 출력 포트가 존재한다. 

컴포넌트는 스트림 포트를 통해 스트림 데이터 주고받아 유저 함수를 

수행하며, 이벤트 포트와 모드 체인지 포트를 각각 이벤트 신호와 모드 

체인지 신호를 주고받아 Splash 응용의 분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그림 

4는 포트의 시각적 표기를 나타낸 것이다. 스트림 입력 포트로 들어오는 

데이터는 입력 큐(queue)에서 birthmark 순으로 정렬되어 부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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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넌트에게 순차적 전달(in-order delivery)을 지원한다. 또한 스트림 

출력 포트에는 매 데이터가 특정 시간 간격마다 출력되어야 하는 rate 

시간제약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그림 4. 포트의 시각적 표기 

 

 

1.3 채널과 C링크 

채널(channel)은 스트림 데이터를 전달하는 경로로, 스트림 입력 

포트와 스트림 출력 포트 사이를 연결한다. 채널은 그림 5-a와 같이 

실선으로 표기한다. 하나의 채널에 대한 팬 인(fan-in)은 불가능하지만, 

팬 아웃(fan-out)은 가능하다. C링크(clink)는 이벤트와 모드 체인지 

신호를 전달하는 경로로, 이벤트 입력 포트와 이벤트 출력 포트 혹은 

모드 체인지 입력 포트와 모드 체인지 출력 포트 사이를 연결한다. 

C링크는 그림 5-b와 같이 점선으로 표기한다. 

 

그림 5. 채널과 C링크의 시각적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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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련 연구 

 

현재 학계, 산업계에는 수많은 시각적 프로그래밍 언어가 현존한다. 

대표적인 예로 RTMaps [4], Simulink [5], Ptolemy II [6]가 있다. 

이들은 Splash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플로우 프로세스 네트워크 모델에 

기반하여 디자인 되었고, 프로그래머가 쉽게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는 

툴킷과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한다. 

RTMaps는 다중센서-엑츄에이터 시스템을 설계를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로, time-driven 프로그래밍에 기반한다. 매 데이터에 타임 

스탬프를 부여하여 Splash와 마찬가지로 시간 제약 조건인 freshness 

제약조건과 correlation 제약조건 만족여부 탐지를 지원할 수 있으나, 

rate 제약조건 만족여부 탐지는 지원하지 않는다. 순차적 데이터 전달 

또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응용 개발자가 필요한 메커니즘을 별도로 

개발해야 한다. Simulink는 time-driven, event-driven 데이터 

프로세싱을 지원하며 다양한 분야의 센서-엑츄에이터 시스템, 신호처리 

시스템과 다양한 딥러닝 모델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사용된다. 하지만 

Splash의 디자인 목표인 시간 제약 조건과 예외 처리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분산 시스템 환경의 지원이 미비하다. Ptolemy II는 

다양한 명령형 프로그래밍(imperative programming)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로, 폭넓은 프로세스 네트워크 모델을 응용 개발자에게 

제공한다. Ptolemy II를 사용하는 개발자는 모드 변경, 예외 처리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간 스트림 처리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correlation 제약조건, rate 제약 조건과 같은 시간 제약 

조건에 대한 탐지 지원이 미미하다.  

이 외에도 연구 목적으로 개발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존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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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된 응용을 자동 코드 생성을 통해 응용이 수행되는 런타임 상에서 

성능 최적화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SPADE [7]은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 상의 연산자들의 데이터 스트림 입출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여러 연산자를 하나의 연산자로 합치는 코드 생성 기법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세스간 통신으로 소모되는 컴퓨팅 자원을 

절감하여 줄여 응용의 시간당 스트림 데이터 처리량을 증가시키도록 

응용의 코드를 재생성 한다. 

 

제 3 장    문제 설명과 해결 방안 개관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Splash 응용 구현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간략히 설명한다.  

 

 

제 1 절   문제 설명 

 

Splash를 사용하는 응용 개발자는 구현할 알고리즘의 로직에 따라 

원하는 대로 컴포넌트를 생성할 수 있다. 컴포넌트를 수많이 

생성하더라도 통신과 수행을 위한 글루 코드는 Splash의 코드 생성기에 

의해 자동 생성되므로 응용 개발자는 세부 알고리즘만 작성하면 된다는 

것이 Splash의 장점이다. Splash 프레임워크는 컴포넌트들의 전용 

sthread와 내부 sthread들을 운영체제가 스케쥴링 가능한 쓰레드로 

매핑하고, 이들을 다시 프로세스로 매핑하여 Splash 런타임에서 

수행한다. 하지만 여러 컴포넌트들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동시에 

수행시키 위해서는 다량의 문맥 교환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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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컴포넌트간 데이터 입출력을 위해서 프로세스간 혹은 쓰레드간 

통신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이러한 런타임 오버헤드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수행시키는 컴포넌트가 많아질수록 더 커지며, 데이터 

처리의 지연시간이 필연적으로 길어지게 된다. 

Splash 선행 연구인 [3]의 코드 생성기는 Splash 응용의 각 

컴포넌트가 Splash 런타임상에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되도록 소스 

코드를 생성한다. 각 컴포넌트의 전용/내부 sthread들이 하나의 

프로세스내의 쓰레드로 매핑되는 것이다. 이렇게 컴파일 된 

컴포넌트들은 프로세스 수준의 병렬성을 가지고 수행될 수 있으나, 

Splash 런타임 상에서 문맥 교환 오버헤드와 프로세스간 통신 

오버헤드를 많이 발생시킨다. 이와 정반대의 방법으로 Splash 응용들의 

코드를 생성할 수도 있다. 모든 컴포넌트들을 Splash 런타임상에서 

하나의 프로세스로 매핑하는 것이다. 모든 컴포넌트의 전용/내부 

sthread들이 메모리 주소 공간을 공유하는 하나의 프로세스내의 

thread로 매핑되는 것이다. 이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방법에 비해 문맥 

교환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고, 프로세스내의 쓰레드간 통신만 하면 

되므로 통신에 의한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프로세스로 구현된 Splash 응용은 분산 시스템 상에서 분산 수행시킬 

수 없으며, 단일 시스템 내에서도 로드 밸런싱(load balancing)을 

효과적으로 하기 힘들다.  

두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 생각할 수 있듯이 데이터 처리의 

지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컴포넌트를 수행시키는 프로세스의 개수를 

줄여야 될 뿐만 아니라 구현하려는 알고리즘에 맞는 컴포넌트와 

프로세스간 매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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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해결 방안 개관 

 

3.1절에서 제시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Splash 프레임워크가 

여러 컴포넌트의 코드를 생성할 때, (1) Splash 런타임에서 생성될 

쓰레드와 프로세스의 개수를 줄여 문맥 전환 오버헤드를 줄이고, (2) 

프로세스간 통신과 쓰레드간 통신을 줄여 통신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해결방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코드 생성기가 

Splash 응용에 따른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개발하려는 세부 알고리즘의 컴퓨팅 리소스 요구사항, 전후 알고리즘 

간의 의존성, 병렬 수행 여부, 안전성 요구사항, 분산 시스템 구성 등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plash 

응용 개발자가 작성하는 응용의 컴포넌트와 프로세스간 매핑 정보를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개발자가 명시한 컴포넌트들은 Splash 

런타임 상에서 동일한 프로세스로 수행되도록 코드 생성하여 전체 

프로세스의 개수를 줄여 문맥 전환 오버헤드를 감소시킨다. 또한 하나의 

프로세스로 매핑된 컴포넌트간 데이터 전달은 프로세스간 통신 

메커니즘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쓰레드간 통신이나 함수 

호출(function call)을 사용하여 통신 오버헤드를 줄인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따라 도식 편집기, 코드 생성기, Splash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수정한다. 개선하는 도식 편집기는 같은 

프로세스내에서 수행될 컴포넌트를 설정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개선된 코드 생성기에서는 컴포넌트들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수행되도록 글루 코드를 생성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Splash 런타임 

라이브러리에서는 개발자가 사용하는 데이터 전송 API를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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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였다. 데이터 전송 API가 호출될 때, 컴포넌트와 프로세스 매핑 

관계에 따라 프로세스간 통신 메커니즘 대신 쓰레드간 통신이나 함수 

호출로 데이터를 전달한다. 

 

제 4 장    빌드 유닛을 사용한 코드 생성 기법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런타임 오버헤드 완화를 위한 기법으로 빌드 

유닛(build unit)을 제안한다. 4.1절에서는 빌드 유닛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4.2절에서는 빌드 유닛과 컴포넌트간 매핑에 따른 코드 

생성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제 1 절   빌드 유닛 

 

Splash 응용의 런타임 오버헤드 완화를 위해서는 (1) Splash 응용의 

컴포넌트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프로세스와 쓰레드 개수를 줄여 문맥 

교환 오버헤드를 줄여야 하고, (2)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수행되는 

컴포넌트간 데이터 송수신은 통신 미들웨어를 거치지 않게 하여 통신 

오버헤드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Splash 응용 개발자가 하나의 

프로세스로 수행 가능한 컴포넌트를 설정 가능한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빌드 유닛은 컴포넌트들이 Splash 런타임상에서 구현될 때, 동일한 

프로세스 내에서 수행될 컴포넌트들을 포함하는 할당 엔티티(allocation 

entity)이다. Splash 응용 개발자가 도식편집기 상에서 컴포넌트들을 

빌드 유닛으로 매핑하면, 코드 생성기가 각 빌드 유닛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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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넌트들이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수행되도록 코드를 생성한다.  

Splash 응응 개발자는 빌드 유닛 매핑 규칙에 따라 컴포넌트와 

빌드 유닛을 매핑한다.  

매핑 규칙 1. 모든 아토믹 컴포넌트는 정확히 하나의 빌드 유닛에 

매핑 해야 한다. 

매핑 규칙 2. 팩토리를 빌드 유닛에 매핑할 때는 팩토리 내부의 

모든 아토믹 컴포넌트를 동일한 빌드 유닛에 매핑해야 한다. 

 

 

그림 6. 컴포넌트와 빌드 유닛 매핑 예시 

 

그림 6은 도식 편집기 상에서 매핑 규칙에 따라 Splash 응용의 

컴포넌트를 빌드 유닛으로 매핑한 예제를 나타낸 그림이다.  

 

제 2 절 컴포넌트와 빌드 유닛 매핑에 따른 코드 생성 

 

컴포넌트는 Splash의 논리적 쓰레드인 sthread에 의해 수행된다. 

코드 생성기는 컴포넌트와 빌드 유닛 매핑에 따라 sthread를 

프로세스와 쓰레드에 할당하도록 코드 생성한다. Sthread 할당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3.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의 컴포넌트의 

sthread들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매핑하는 것으로, 컴포넌트 수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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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수준의 병렬성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다량의 문맥 교환 

오버헤드를 발생시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컴포넌트와 빌드 유닛 매핑 정보를 활용하여 sthread를 할당하면 

이러한 문맥 교환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 빌드 유닛 내의 

컴포넌트들의 sthread들의 프로세스와 쓰레드로의 할당은 다음과 같은 

매핑 규칙을 따른다. 

(1) Sthread를 프로세스에 할당 

하나의 빌드 유닛에 속하는 컴포넌트들의 sthread는 하나의 

프로세스의 내의 쓰레드로 할당된다. 메모리 주소 공간을 공유하는 

쓰레드 간의 문맥 교환은 프로세스 간의 문맥 교환 오버헤드보다 작다. 

(2) 전용 sthread를 쓰레드에 할당 

이전 컴포넌트에서 데이터를 보낸 sthread와 동일한 쓰레드를 

할당하여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이는 시스템의 전체 쓰레드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만약 이전 컴포넌트의 sthread가 둘 이상의 

sthread로 데이터를 보낼 경우, 별도의 쓰레드를 할당하여 병렬적으로 

수행한다. 

(3) 내부 sthread를 쓰레드에 할당 

내부 sthread는 각각 별도의 쓰레드로 할당한다. 이는 쓰레드 

수준의 병렬성을 가진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응용 개발자의 의도에 

따른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7은 sthread 매핑 규칙에 따른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16 

 

그림 7. Sthread 매핑 규칙에 따른 예시 

 

sthread와 쓰레드간 할당을 구현하기 위해서 도식 편집기에서 설정

한 컴포넌트와 빌드 유닛 매핑에 따라 코드 생성기가 컴포넌트의 코드를 

생성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컴포넌트간 통신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sthread의 할당에 따른 컴포넌트간 데이터 송수신 API는 3가지로 방법

으로 나누어 구현된다.  

(1) 서로 다른 프로세스에 할당된 sthread간 통신은 DDS pub-sub 

메커니즘[6]을 사용하는 IPC로 구현한다. 

(2) 동일한 프로세스내에 서로 다른 쓰레드로 매핑된 sthread간 통

신은 공유 변수(hared variable)을 사용한 thread간 데이터 전달로 구현

한다. 

(3) 동일한 프로세스내의 동일한 쓰레드로 매핑된 sthread간 통신은 

함수 호출(function call)로 구현한다. 

표 4-1는 세 가지 구현 방식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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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Sthread간 통신 구현의 장단점 

 
 

 

제 5 장    구현과 실험적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빌드 유닛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1) Splash 

응용 개발자가 컴포넌트와 빌드 유닛간 매핑을 설정할 수 있는 도식 

편집기를 구현해야 하고, (2) 빌드 유닛 매핑에 따라 컴포넌트의 

sthread들이 Splash 런타임 상의 프로세스와 쓰레드로 할당될 수 

있도록 글루 코드를 생성하는 코드 생성기를 구현해야 하며, (3) 

컴포넌트와 빌드 유닛 매핑과 빌드 유닛 내의 컴포넌트들의 연결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세가지 데이터 송수신 메커니즘을 Splash 런타임 

라이브러리내에 구현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3]에서 개발한 도식 

편집기 프로토타입을 재구현하고, 코드 생성기와 Splash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수정하였다. 또한 실험적 평가를 위해서 자율주행 예제 

응용을 작성하고, 컴포넌트와 빌드 유닛 매핑에 따른 Splash 응용의 

센서 데이터 처리 지연시간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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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도식 편집기 

 

Splash 도식 편집기(schematic editor)는 Splash 응용 개발자가 

Splash 응용을 작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GUI 기반 에디터이다. 이 툴은 

두 가지 핵심 기능을 제공한다. 첫째, Splash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Splash 응용을 설계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둘째, 

설계된 Splash 응용의 결과물(deliverable)을 생성하여 코드 생성기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3]에서 구현한 도식 편집기 

프로토타입을 개발 사용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기반으로 새로이 

구현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다루는 컴포넌트와 빌드 유닛 매핑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그림 8는 도식 편집기의 UI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8. 도식 편집기의 유저 인터페이스 

 

도식 편집기는 그림 8와 같이 크게 4개의 UI로 이루어진다: (A) 

Splash 다이어그램(diagram) 작성 UI, (B) 속성 입력 UI, (C) 로그 출력 

UI, (4) 메뉴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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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ash 다이어그램 작성 UI는 Splash 응용을 작성하는 메인 

인터페이스이다. 좌측의 가장 큰 영역은 language construct로 작성된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인 Splash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작업영역인 

캔버스이다. 우측 상단 영역은 language construct들을 생성할 수 있는 

팔레트로, 원하는 language construct들을 캔버스로 드래그 앤 

드롭(drag and drop)하여 Splash 다이어그램에 추가할 수 있다. 우측 

하단에는 현재까지 작성된 Splash 응용의 전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개관 창이 존재한다. 작업 영역 좌측 하단의 schematic-json 전환 탭을 

클릭하면, 현재 작성한 Splash 다이어그램의 결과물인 JSON 포맷 

텍스트를 그림 9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속성 입력 UI는 캔버스 

영역에서 선택한 language construct에 대한 다양한 설정 값을 

입력하는 인터페이스이다. 좌측 영역은 language construct 속성 

입력창으로, 코드 생성에 필수적인 정보가 표시된다. 여기에는 language 

construct의 종류, 부여한 이름, 빌드 유닛, 시간 제약 조건과 예외 상황 

정의가 있다. 우측 영역은 노드/링크 속성 입력창으로, language 

construct간 포함관계와 고유 식별자 값과 같은 그래프를 구성하는 

노드와 링크의 기본적인 정보와 language construct의 크기, 위치와 

같은 기하학적 정보가 표시된다. 로그 출력 UI는 Splash 응용을 작성할 

때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이 출력되는 인터페이스이다. 프로그램 구동, 

deliverable의 입출력, language construct의 생성/제거, 작성한 Splash 

응용의 문법 검사 결과 등이 발생 시간과 함께 출력된다. 메뉴 UI에는 

앞에서 설명한 사항 이외의 Splash 응용 작성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이다. 여기에는 Splash 응용의 작성에 

필수적인 빌드 유닛 설정, 퓨전 오퍼레이터 설정, 팩토리의 모드 설정, 

문법 검사 기능과 현재 작성한 Splash 응용의 결과물의 입출력 기능, 

그리고 프로그램 작성의 편의를 돕기 위한 그리드(grid) 표시,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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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포트 정렬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다. 

 

그림 9. 도식 편집기의 결과물 출력 

응용 개발자는 컴포넌트와 빌드 유닛 매핑 규칙에 따라 컴포넌트를 

빌드 유닛에 매핑해야 한다. 이를 위해 Splash 응용에서 사용할 빌드 

유닛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설정창이 제공된다. 그림 10는 빌드 유닛 

설정창으로 빌드 유닛을 생성/삭제하고 Splash 다이어그램 UI에 원하는 

빌드 유닛만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응용 개발자가 생성한 빌드 

유닛을 속성 입력 UI상에서 선택하여 컴포넌트를 빌드 유닛에 매핑할 

수 있다. 

 

그림 10. 도식 편집기의 빌드 유닛 설정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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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식 편집기에서는 빌드 유닛 매핑 문법 검사 기능을 제공한다. 

응용 개발자가 설정한 컴포넌트와 빌드 유닛 매핑이 4.1절에서 정의한 

2가지 매핑 규칙을 따르는 지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이 존재하면 로그 

출력 UI를 통해 에러 정보를 출력한다. 문법 검사를 통과하면 코드 

생성을 위한 결과물을 파일로 출력할 수 있다.  

 

제 2 절   코드 생성기 

 

코드 생성기(code generator)는 도식 편집기에서 생성된 JSON 

포맷의 결과물 파일을 입력으로 하여 뼈대 코드(skeleton code)를 

생성한다. 개발자가 뼈대 코드 내에 원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거쳐 

완성한 소스 코드를 컴파일 하면 Splash 런타임에서 수행될 실행 

파일이 생성된다. 뼈대 코드는 구체적으로 글루 코드(glue code)와 유저 

함수(user function)로 구성된다. 글루 코드는 응용 개발자가 도식 

편집기에서 작성한 Splash 응용의 language construct들을 구현하는 

코드로, Splash 런타임 라이브러리의 API를 사용하여 입출력 포트로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코드는 각 language construct에 

명시한 시간 제약 요구사항과 대한 예외 처리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도록 

만들어진다. 유저 함수은 응용 개발자가 컴포넌트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세부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함수로, 입력 포트로 데이터가 도달할 

때 마다 수행되는 함수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빌드 유닛 내에 

속하는 컴포넌트는 그림 11과 같이 하나의 뼈대 코드로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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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ate<typename T> void 

ProcessingComponent_FindFrontObjectable::user_functions(…){} 

 

template<typename T> void 

ProcessingComponent_Filter_By_Distance::user_functions(…){} 

 

int main(void){ 

ProcessingComponent *PC_0 = new 

ProcessingComponent_FindFrontObjectable; 

ProcessingComponent *PC_1 = new 

ProcessingComponent_FindFrontObjectable; 

… 

PC_0->initiate(); 

PC_1->initiate(); 

} 

그림 11. Build Unit 코드 예제 

 

제 3 절   Splash 런타임 라이브러리 

 

Splash 런타임 라이브러리는 코드 생성기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로, Splash의 language construct를 구현한 것이다. 이 

라이브러리에는 language construct의 실행, 데이터 입출력, 센서 퓨전, 

모드 체인지, 시간 제약 조건에 따른 데이터 처리, 예외 처리의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Splash 런타임 라이브러리는 분산 시스템 환경에서의 

통신을 위해 DDS (Data Distribution Service) ① 미들웨어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thread간 통신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서 

 
① DDS는 OMG에서 정의한 발행-구독 통신 모델 (publish-subscribe 

communication model)을 사용하는 분산 시스템 환경에서 실시간 통신을 위한 

미들웨어 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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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다른 컴포넌트로 전송하는 send() 함수를 수정하였다. 기존의 

Splash 런타임 라이브러리 상의 send() 함수는 항상 DDS의 pub-sub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구현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thread간 세 가지 통신 방법을 구현한 예시 코드를 그림 12로 

나타내었다. 그림 12의 (1)은 send() 함수가 정의된 Output_port 

class이고, 내부에 데이터를 전송할 매개체의 포인터가 선언되어 있다. 

(2)는 send() 함수의 구현으로 채널이 연결하는 sthread의 관계에 

따라 3가지 통신 방식이 선택되어 데이터 전송이 수행된다. 

template<typename T> 

class Output_port {                                         …(1)  

    … 

    dds::pub::DataWriter<T>* DataWriter_DDS; 

    Input_port<T>* nextInputPort; 

    ProcessingComponent* nextComponent; 

}; 

template<typename T> 

void Output_port<T>::send(void* data){                     …(2) 

    if(IPC)DataWriter_DDS->write(data); 

    if(sharedMemory)nextInputPort->enqeuene(data); 

    if(functionCall)nextComponent->user_function<T>(data, 

output_topic); 

} 

그림 12. send() 함수의 예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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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실험적 평가 

 

이 절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빌드 유닛과 컴포넌트 매핑에 따라 

코드 생성기에서 생성된 코드의 런타임 오버헤드 완화의 효과를 

검증한다.  

 

4.1 실험 알고리즘과 실험 환경 

 

이 절의 실험에서는 구현하는 Splash 응용의 컴포넌트들을 비륻 

유닛으로 매핑하여 구현할 때, 런타임 오버헤드가 줄어드는 것을 

검증한다. 실험은 크게 합성(synthetic) 워크로드와 실제 워크로드를 

수행하였다. 합성 워크로드를 사용한 실험 목적은 Splash 응용의 특성에 

따라 빌드 유닛 매핑을 어떻게 하여야 런타임 오버헤드를 줄이고 종단간 

지연시간(end-to-end latency)을 줄일 수 있을지를 보이기 위함이다. 

실제 워크로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인지 알고리즘인 레인 중심 

추정(lane center estimation)을 Splash로 구현하였고, 4가지 구현 

시나리오에 따른 빌드유닛 매핑에 따라 종단간 지연시간을 비교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양은 표 4-2와 같다.  

표 4-2. 실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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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합성 워크로드 Splash 응용 

 

(1) 합성 워크로드 

이 실험에서는 Splash 응용의 워크로드에 따라 빌드 유닛 매핑의 

런타임 오버헤드 감소 효과를 보이기 위해 Splash 응용의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종단간 지연시간을 측정한다. 이를 위해 

그림 13와 같이 8개의 단일 입출력을 가지는 컴포넌트로 구성되는 

Splash 응용을 작성하였고, 입출력 데이터 크기와 각 프로세싱 

컴포넌트에서 수행하는 계산량을 조절하도록 구현하였다. 이 Splash 

응용의 컴포넌트들을 빌드 유닛당 1개, 2개, 4개, 8개로 매핑하고 

워크로드에 따라 종단간 지연시간을 측정한 결과를 그림 14로 

나타내었다. 4장 2절의 sthread와 운영체제의 쓰레드간 할당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빌드 유닛 내의 컴포넌트들이 가지는 sthread들은 

프로세스와 쓰레드로 할당되어 수행된다. 이 실험에서 사용한 Splash 

응용은 컴포넌트 내에서 별도의 내부 sthread를 생성하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빌드 유닛은 하나의 프로세스와 하나의 쓰레드로 수행된다. 

따라서 빌드 유닛 당 컴포넌트가 1개인 Splash 구현은 8개의 

프로세스와 8개의 쓰레드, 빌드 유닛 당 컴포넌트가 8개인 Splash 

구현은 1개의 프로세스와 1개의 쓰레드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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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데이터 크기에 따른 종단간 지연시간 

 

(b) 컴포넌트의 계산량에 따른 종단간 지연시간 

그림 14. 합성 워크로드의 종단간 지연시간 측정 결과 

 

4장 2절의 sthread간 통신 구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일한 빌드 

유닛에 속하는 컴포넌트 간의 데이터 전달은 함수 호출의 

전달인자(argument)를 통해 이루어진다. 반면 서로 다른 빌드 유닛에 

속하는 컴포넌트 간의 데이터 전달은 DDS 미들웨어에서 제공하는 

IPC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빌드 유닛 내에 컴포넌트를 많이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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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일 수록 입출력 데이터 크기에 따른 종단간 지연시간이 작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14의 (a)는 입출력 데이터의 크기가 4, 64, 1k, 

16Kbyte일 때 빌드 유닛 매핑에 따른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의 y축은 종단간 지연시간이고, x축은 데이터 크기이며, 같은 

빌드 유닛 매핑을 각각의 선으로 연결하였다. 데이터의 크기가 4byte일 

때보다 16Kbyte일 때 빌드 유닛의 개수를 줄임에 따라 종단간 

지연시간 감소량이 더 컸다. 이 실험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응용 

개발자가 빌드 유닛 매핑을 할 때, 카메라 센서의 이미지 데이터와 같은 

큰 크기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컴포넌트는 가능한 동일한 빌드 유닛으로 

매핑하는 것이 통신 오버헤드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14의 (b)는 컴포넌트에서 수행하는 계산량이 각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일 때, 빌드 유닛 매핑에 따른 종단간 지연시간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계산량을 조절하기 위해 프로세싱 컴포넌트에서 

정수 합 연산을 반복 수행하도록 구현하였다. 실험의 결과로 계산량이 

증가할 수록 종단간 지연시간 중, 문맥전환과 통신으로 인한 런타임 

오버헤드의 비중이 줄어 빌드 유닛 할당에 따른 종단간 지연시간 차이의 

비율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응용 개발자가 빌드 유닛 매핑을 할 

때, 계산량이 많은 컴포넌트의 경우 별도의 빌드 유닛으로 할당하더라도 

런타임 오버헤드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 실제 워크로드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레인 중심 추정 알고리즘을 그림 15와 

같이 Splash 응용으로 구현하여 수행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차량의 

LKA(Lane Keeping Assistance)를 위한 차량의 조향각을 계산하기 위한 

전처리 알고리즘으로, 현재 차량의 속력, 차량의 좌/우측 레인의 곡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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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레인 중심 추정 Splash 응용 

 

 

그림 16. 레인 중심 추정 Splash 응용의 빌드 유닛 매핑 

 

곡률의 변화량, 차량과 레인간의 거리, 차량이 바라보는 방향과 

레인이 이루는 각도에 대한 센서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예상되는 

레인의 위치를 출력한다. 이 Splash 응용은 매 루틴마다 입출력 

데이터의 크기가 200byte이하로 크지 않고, 계산량도 적은 응용이다. 본 

실험에서는 알고리즘 구현에 있어서 입력데이터 전처리 부분, 예상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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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계산 부분을 서로 다른 프로세스로 구현하는 요구사항이 있다고 

가정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컴포넌트를 빌드 유닛에 매핑하였다. 또한 

비교를 위해 두 가지 극단적인 시나리오(모든 컴포넌트를 개별 빌드 

유닛에 매핑, 모든 컴포넌트를 하나의 빌드 유닛에 매핑)와 비교하였다. 

네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빌드 유닛 매핑은 그림 16와 같다. 각 

시나리오의 종단간 지연시간을 측정한 결과는 그림 17와 같다. 

 

그림 17. 레인 중심 추정 Splash 응용의  

빌드 유닛 매핑에 따른 지연시간 측정 결과 

 

제 6 장    결    론 

 

본 논문은 Splash 응용의 런타임 오버헤드 완화를 위해 빌드 

유닛을 도입한 sthread와 프로세스, 쓰레드간 매핑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Splash 응용의 전체 프로세스와 쓰레드 개수를 줄여 

문맥 전환 오버헤드를 감소시킨다. 또한 sthread간의 통신을 세 가지로 

나누어 통신 오버헤드를 감소시키도록 구현하였다. 그리고 빌드 유닛의 

구현을 위해 Splash 프레임워크를 구현하였다. 컴포넌트와 빌드 유닛간 

할당에 의해 완화되는 런타임 오버헤드를 확인하기 위해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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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로드와 실제 워크로드를 구현한 Splash 응용의 빌드 유닛 매핑에 

따른 처리 지연시간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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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lash Application Code 

Generation Method for Reducing 

Runtime Over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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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autonomous machines have adopted deep Learning-

based AI technology for self-driving and have begun to carry out test 

runs in actual road driving environments. To commercialize 

autonomous machines, autonomous driving applications meet various 

non-functional requirements to operate normally even in unexpected 

driving environments. Splash is a graphical programming language 

that supports annotating real-time and reliability requirements that 

essential non-functional requirements of autonomous machines in the 

application design phase. Application developers can design 

algorithms as data flow graph using Splash's language construct and 

implement detailed algorithms inside skeleton codes created by the 

Splash framework to easily develop applications. By doing so, Splash 

is shielding users from difficulties of coordinating the multiple stream 

data processing and meeting non-functional requirements. Splash 

components as a key building block are performed by the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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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reads of the operating system which Splash runtime is based 

on. More components in Splash application will cause more context 

switching and communication overhead, which results in longer end-

to-end latency of stream processing. In this paper, we propose a 

build unit which is an allocation entity that maps a group of sthreads 

into a single process for reducing context switching overhead. To 

reduce communication overhead also, we introduce different 

communication method for communication between sthreads within 

the same build unit. We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our 

approach by implementing synthetic workloads and a real workload 

using Splash. As a result, the end-to-end latency are decreased 

according to build unit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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