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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Splash는 점점 복잡해지는 자율기기(autonomous machine)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이다. Splash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추상화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 제어 시스템에 

필수적인 실시간 스트림 처리, 센서 퓨전, 모드 변경, 예외 처리 등과 

같은 기능들을 제공한다. Splash는 ROS 2에 이미 존재하는 기능의 

이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ROS 2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Splash를 

사용하여 작성된 응용은 Splash 런타임 라이브러리와 ROS 2 런타임 

라이브러리가 설치된 단일 혹은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구동된다. 하지만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Splash 응용을 사용하기 위해선 각 머신의 

환경에 맞게 응용과 런타임을 빌드 및 설치해야 하고, 이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도록 한다. 이런 

불편함은 분산 컴퓨팅 머신에 확장성(scalability), 가용성(availability), 

관리성(manageability)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배포(deployment)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논문에서는 Splash 응용 프로그램의 자동화 배포 

및 관리를 위한 도커(Docker) 기반 Splash 빌드 유닛을 구현한다. 

Splash 빌드 유닛을 통해서 개발자는 소프트웨어 빌드 및 배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프로그램의 병렬성(parallelism) 및 

동시성(concurrency)을 최적화할 수 있다. Splash 빌드 유닛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자동화 배포에 대한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분산 

시스템에서 Splash 빌드 유닛을 이용하여 딥러닝 기반 자율 주행 응용 

프로그램의 예제를 진행하였다.  

 

 

주요어 : Splash,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 멀티코어 분산 시스템, 자동화 

소프트웨어 배포, 자율 기기, ROS 2 

학   번 : 2019-2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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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최근 딥러닝을 포함한 기계 학습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과 같은 자율 기기의 연구 개발과 상용화가 활발하다. 

폭스바겐, 현대자동차와 같은 자동차 업계 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과 

같은 IT 기업도 딥러닝 기술을 탑재한 자율 주행 차량을 개발 하고 

있다[1]. 점점 복잡해지는 딥러닝 기반 응용 프로그램이 자율 기기에 

사용됨에 따라 다양한 센서, GPU, 인공신경망 연산 가속기 등을 포함한 

고성능 멀티코어 컴퓨팅 자원들이 자율 기기에 탑재되어 하드웨어의 

복잡성이 증가하였다[2][3]. 따라서 자율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이런 복잡한 자율 기기 하드웨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추상화를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픽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인 Splash는 자율 기기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2][3][4]. 

Splash의 네 가지 디자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사용하기 쉬우면서 

효율적인 programming abstraction을 제공한다 (2) 실시간 스트림 

처리를 지원한다 (3) 실시간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모드 변경, 센서 퓨전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4) 멀티코어 분산 컴퓨팅 시스템에서의 성능 

최적화를 지원한다. 이와 같은 디자인 목표를 가진 Splash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추상화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 시스템에 필수적인 실시간 스트림 처리, 센서 퓨전, 모드 변경, 

예외 처리 등을 지원한다[2][3]. 사용자는 Splash가 제공하는 

schematic editor에서 그래픽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코드 

생성기를 통해서 생성된 skeleton code에 필요한 유저코드를 

작성함으로써 쉽게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Splash는 ROS 2에 이미 존재하는 기능 및 통신 메커니즘의 이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ROS 2 기반으로 개발되었다[2]. 이러한 이유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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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ash를 사용하여 작성된 응용 프로그램은 Splash 런타임 

라이브러리와 ROS 2 런타임 라이브러리가 설치된 단일 혹은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구동된다. 그런데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Splash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선 각 머신의 환경에 맞게 응용 프로그램과 

런타임을 빌드 및 설치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도록 한다. 따라서 이런 

불편함은 분산 컴퓨팅 머신에 확장성(scalability), 가용성(availability), 

관리성(manageability)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빌드 및 배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학위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배포를 위해서 도커 기반 

Splash 빌드 유닛을 소개한다. 도커는 소프트웨어를 컨테이너라는 

표준화 유닛으로 패키징 하여 빌드, 배포 및 관리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5]. 빌드 유닛은 Splash 컴포넌트 집합으로 

운영체제 프로세스에 매핑되는 개념이다. 해당 학위 논문에서는 빌드 

유닛들을 소스 코드, Splash 런타임 라이브러리, ROS 2 런타임 

라이브러리, 의존성 파일 등을 포함한 하나의 도커 이미지 파일로 

생성되도록 한다. 그리고 개발자는 빌드 유닛 배포 툴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배포 및 빌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프로그램의 동시성 및 

병렬성을 최적화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도커 기반 빌드 유닛을 

Splash 프레임워크에 구현하였다. 또한, 분산 시스템에서 Splash 빌드 

유닛을 이용하여 오픈소스 자동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TORCS(The 

Open Racing Car Simulator), 딥러닝 기반 차선 인식 응용 프로그램, 

딥러닝 모델 학습 응용 프로그램의 예제를 진행하여 제안된 빌드 유닛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본 학위 논문의 나머지 구성 부분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ROS 2와 Splash의 배경지식에 대해서 

설명한다. 3장에서는 도커 기반 빌드 유닛과 자동화 프로그램 배포에 

대해서 소개한다. 4장에서는 딥러닝 기반 차선 인식 자율 주행 응용 

프로그램 예제를 통해서 제안하는 빌드 유닛의 유용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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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학위 논문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제 2 장 배경 지식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배경지식에 대해서 

소개한다. 먼저 논문의 이해를 위하여 자율기기 소프트웨어 개발에 널리 

사용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인 ROS 2를 설명한다. 이어서 

ROS 2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인 Splash를 설명한다.  

 

제 1 절 ROS 2 

 

 

ROS는 자율기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이다[6]. 이름의 Robot Operating System처럼 운영체제가 

아닌 운영체제를 포함한 미들웨어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개발자들이 

하드웨어에 대한 걱정 없이 로봇을 포함한 자율기기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 디바이스 드라이버, message passing 

layer, 프로그래밍을 위한 도구 등을 포함하는 추상화 계층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ROS는 개발의 자유도가 높고 다양한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ROS는 다양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ROS는 자체 message 

passing layer를 사용하는데 이는 timing constraints를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아서 실시간 시스템을 지원하지 못한다. 또한, 

프로그램이 하나의 마스터 노드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마스터 노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안정성 

문제도 있다. ROS에 존재하는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ROS 

2가 등장하였다.      

기존 ROS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DDS(data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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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기반 ROS 2가 새롭게 제안되었다. DDS는 publish/subscribe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해서 실시간성(real-time), 안정성(reliability)과 

확장성(scalability)를 보장해주는 통신 미들웨어의 표준이다[7]. 그림 

1은 ROS와 ROS 2의 시스템 아키텍처이다[6]. 그림 1의 ROS와 달리 

ROS 2는 자체 message passing layer를 사용하지 않고 DDS를 

사용하며 DDS와 통신하기 위한 인터페이스가 존재한다. 본 절에서는 

ROS 2의 computation 그래프 모델, 태스크의 콜백 함수 수행을 

스케줄링하는 executor, 그리고 ROS 2의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림 1. ROS & ROS 2 시스템 아키텍처 

 

1.1 ROS 2 Computation 그래프 모델 

ROS 프로그램은 노드(node)와 노드 사이의 간선(edge)으로 

이루어진 방향성 그래프의 모양을 지니고 있다[6][7]. ROS는 

computation graph 컨셉을 기반으로 하고 노드, 메시지(message), 

토픽(topic) 이라는 프로그래밍 컨셉이 존재한다. 그림 2는 노드와 

간선으로 이루어진 ROS 프로그램의 예시이다[7].  

 

그림 2. ROS 프로그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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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는 ROS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 수행의 단위이다. 그래프 

상에서 타원형의 모습을 하고 있고 모든 노드는 각자 이름이 있으며 각 

노드는 특정 기능을 수행한다. 메시지는 노드끼리 통신을 위해 전달하는 

데이터의 방식이다. 노드는 (1) subscription, (2) client, (3) service 

세 종류의 메시지를 노드끼리 송수신 할 수 있다. 노드는 메시지를 

수신하면 메시지에 해당하는 콜백 함수를 수행한다.  

토픽은 노드들이 메시지를 교환하는 버스이다. 노드가 토픽에 

메시지를 publish하면 다른 노드가 해당 토픽을 subscribe하여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다. Publisher는 메시지를 publish하고 다른 일을 

수행할 수 있고 subscriber는 다른 일을 수행하다 메시지가 토픽에 

도착하면 subscribe 하여 메시지를 수신하면 되는 동기적인 통신 

방법이다. 서비스는 request와 reply와 이루어진 client/server 통신과 

같은 비동기적 통신 방법이다. 

 

1.2 ROS 2 Executor 

ROS 2의 태스크의 콜백 함수 스케줄링을 위해서 executor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6][8]. ROS 2에서는 multiple nodes가 운영체제 

프로세스에 매핑되기 때문에 multiple nodes에 속한 콜백 함수들 

수행의 스케줄링이 필요하다. Executor는 ROS의 client library인 

rclcpp(C++) 또는 rclpy(Python)에 구현되어 있고 single threaded 

executor와 multi threaded executor를 제공한다. 또한 ROS에서 

사용자가 executor의 scheduling policy를 custom 할 수 있으며 

executor의 스케줄링 방식이 전체 시스템 타이밍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ROS 2 executor 스케줄링 방식은 다음과 같다. Executor가 idle 

하면 DDS layer에 있는 큐로부터 대기중인 콜백 함수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executor의 readySet이라는 자료구조를 업데이트 한다. 이때 

DDS layer의 큐에 있는 콜백 함수의 종류로는 subscriber, service, 

client가 있다. 콜백 함수의 카테고리는 총 네 가지인데 (1) system 



 

 6 

level timer에 의해서 trigger 되는 timer callback, (2) subscribed 

topic 메시지에 의해서 trigger 되는 subscriber 콜백, (3) 서비스 

request에 의해서 trigger 되는 서비스 콜백, (4) client request에 의해 

트리거 되는 클라이언트 콜백이 있다. 이들의 우선순위는 timer, 

subscriber, service, client 순으로 높다[6]. 따라서 Executor의 

readySet에 있는 콜백 함수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콜백부터 

실행이 된다. 콜백 함수의 실행이 끝나면 readySet에서 제외시켜주고 

만약 readySet에 대기중인 콜백 함수가 없게 되면 readySet을 다시 

업데이트 시켜준다. 그림 3은 executor의 스케줄링 방식을 보여준다[6]. 

 

 

그림 3. Executor 스케줄링 방식 

 

1.3 ROS 2의 한계점 

자율주행차 및 로봇에 ROS 2 기반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제품들이 상용화 되고 있다. ROS에 

비해 많은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ROS 2에도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2]. 

 

(1) ROS 2는 완전한 실시간 시스템 환경을 지원하지 못 한다. ROS 

2는 DDS라는 통신 표준을 이용하고 DDS는 QoS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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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을 명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데드라인은 통신 

레벨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end-to-end time constraint를 

명시할 수 없어서 완전한 실시간 시스템 환경을 보장해줄 수 

없다.  

(2) ROS 2는 개발자에게 프로그래밍 관련 편의성 제공이 부족하다. 

ROS 2의 경우 그래픽 프로그래밍을 지원하지 않아서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은 엔지니어의 경우에는 ROS 2가 

사용하기 쉽지 않다. ROS 2의 computation graph의 경우에는 

개발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 runtime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는 그래프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자율기기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수적인 센서 

퓨전이나 모드 변경과 같은 semantic을 지원하지 않는다.  

(3) 자율기기에 많이 탑재되는 딥러닝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 분산 

시스템에서의 구동이 필수적인데, ROS 2는 사용자가 원격으로 

응용 프로그램의 설치, 시작, 중지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동화된 배포를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는 분산된 

컴퓨터에 수동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배포해야 하고 수행 중인 

프로그램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기 힘들다.  

 

 

제 2 절 Splash 

 

 

Splash는 자율 기기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개발된 그래픽 기반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이다[2][3][4]. 본 연구진이 기개발한 Splash는 

통신 미들웨어 DDS와 Linux 커널 기반이었지만 ROS 2에 이미 

존재하는 많은 기능과 이점을 사용하기 위해 Splash를 ROS 2 기반으로 

재설계하였다. 그림 4는 ROS 2 기반 Splash의 layered 

architecture이다[2]. 본 절에서 ROS 2 기반 Splash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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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고 Splash와 ROS 2간의 인터페이스 구축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림 4. Splash layered architecture 

 개발자는 그림 5의 Splash의 웹 기반 schematic editor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Schematic editor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그래픽 기반으로 작성하고 code generator에 

의해 자동 생성되는 skeleton code에 유저 소스 코드를 구현하여 

프로그램 구현을 완성한다. Splash 프레임워크가 데이터 송수신, 데이터 

센서 퓨전, 모드 변경에 대한 코드를 자동 생성 해주기 때문에 개발자는 

세부 알고리즘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Splash는 Splash client library, Splash runtime library를 

제공한다[3]. 이 절의 나머지 항목은 Splash의 구성요소 각각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림 5. Splash schematic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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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Language construct  

Splash 프로그램 또한 ROS 2의 프로그램처럼 노드(node)와 

간선(edge)으로 이루어진 방향성 그래프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림 

6은 Splash로 작성한 LFA(lane following assist) 응용 프로그램의 

예시이다. 개발자는 Splash schematic editor에서 language 

construct를 이용해서 응용을 작성한다. Splash의 language 

construct는 컴포넌트(component), 포트(port), 채널(channel), 

씨링크(clink)로 구분된다[2].  

 

 

그림 6. Splash로 작성한 LFA 응용의 예시 

 

Splash에서 기본 수행의 단위를 컴포넌트로 정의한다. 방향성 

그래프에서 노드에 해당하는 것이 Splash에서는 컴포넌트이다. 

Splash의 컴포넌트는 ROS 2의 노드로 매핑된다. 컴포넌트는 atomic 

컴포넌트와 composite 컴포넌트로 분류된다. Atomic 컴포넌트는 

기능에 따라서 1. 소스 컴포넌트(source component), 2. 싱크 

컴포넌트(sink component), 3. 프로세싱 컴포넌트(processing 

component), 4. 퓨전 오퍼레이터(fusion operator)로 분류된다.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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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넌트는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온다. 싱크 컴포넌트는 연산이 

끝난 데이터를 받아서 자율기기의 액추에이터(actuator)에게 전달한다. 

프로세싱 컴포넌트는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사용자가 정의한 연산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2][3]. 퓨전 오퍼레이터는 두개 

이상의 데이터 입력을 받아 사용자가 정의한 퓨전 규칙에 따라 데이터의 

튜플을 출력하는 컴포넌트이다. Splash에서는 팩토리(factory)가 

composite 컴포넌트에 해당된다. 팩토리는 하나 이상의 컴포넌트를 

포함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팩토리에 모드를 명시할 수 있어서 하나 

이상의 모드를 가질 수 있다.   

각 컴포넌트는 데이터, 이벤트, 모드 변경 신호의 입출력을 위해서 

포트를 가질 수 있고 포트의 종류는 1. 스트림 입출력 포트(stream 

input/output port), 2. 이벤트 입출력 포트(event input/output port), 3. 

모드 변경 입출력 포트(mode change input/output port)가 있다[2]. 

Splash의 출력 포트는 ROS 2의 publisher, Splash의 입력 포트는 ROS 

2의 subscriber와 매핑된다. 소스 컴포넌트는 출력 포트만 가질 수 

있고 싱크 컴포넌트는 입력 포트만 가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컴포넌트는 스트림 입출력 포트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송수신을, 이벤트 

입출력 포트를 이용해서 이벤트의 송수신을, 모드 변경 입출력 포트를 

이용해서 모드 변경 신호를 송수신 하여 응용의 필요한 작업을 수행한다. 

포트는 큐를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 이벤트 및 모드 변경 신호를 송수신 

하기 전에 큐에 메시지를 보관한다. 스트림 입력 포트에서는 데이터에 

명시되어 있는 birthmark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큐에 데이터를 

보관한다. 또한, 스트림 출력 포트에서는 rate control을 명시하여 특정 

주기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환경을 설정할 수 있다[2].         

채널은 방향성 그래프의 간선에 해당하는 Splash의 개념이다. ROS 

2의 토픽이 채널과 매핑된다. 채널은 스트림 입력 포트와 스트림 출력 

포트를 연결하는 실선에 해당하고, 스트림 데이터를 전달하는 경로이다. 

채널은 단일 fan-in 구조로 제한하지만 다수의 fan-out을 허용한다.   

스트림 데이터를 전달하는 경로가 채널이라면, 이벤트와 모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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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전달하는 경로는 씨링크이다[2]. 씨링크 또한 ROS 2의 토픽과 

매핑된다. 씨링크의 경우 점선으로 표현되며 모드 변경 입력 포트와 

출력 포트 사이를 이어주거나 이벤트 입력 포트와 이벤트 출력 포트 

사이를 이어준다. 채널과 달리 씨링크는 fan-in 및 fan-out을 지원한다.  

 

2.2 Splash client library 

Splash client library는 파이썬으로 작성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API를 제공함으로써 개발자가 Splash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추상화를 지원한다. Splash가 ROS 2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Splash client library가 제공하는 API는 ROS client library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Splash 개발자는 schematic 

editor에서 language constructs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설계된 프로그램은 코드 자동 생성기에 의해서 skeleton code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개발자는 필요한 유저 소스 코드를 작성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완성한다. Splash client library에는 language 

construct의 클래스와 메소드 함수가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코드 생성 과정에서의 Splash language construct 오브젝트 생성과정에 

Splash client library가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사용자가 schematic editor에서 설계한 Splash graph의 language 

constructs 코드 생성 과정에서 Splash client library에 구현된 

language construct들의 클래스와 메소드를 사용한다. 따라서 Splash 

client library에는 Splash의 language construct에 포함되는 빌드 유닛, 

컴포넌트, 포트의 클래스와 메소드가 구현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콜백 

함수의 수행을 스케줄링하는 executor와 예외상황 처리를 위한 

exception이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처리하고 싶은 예외 

상황을 정의하거나 처리 방법에 대해 구현할 수 있다.  

Splash의 컴포넌트 클래스는 ROS 2의 노드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이다. ROS 2 node class에는 publisher, subscriber와 콜백 

함수들을 관리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Splash의 컴포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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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는 ROS 2의 노드 클래스를 상속받음으로써 이의 메소드들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Splash 컴포넌트 클래스는 이름, 자신이 속해 

있는 팩토리, 자신에 부착된 포트 정보, 콜백 함수 정보 등을 가지고 

있다. Splash의 컴포넌트 종류는 processing component, source 

component, sink component, fusion operator로 총 네 가지 이므로, 네 

가지에 해당하는 클래스 또한 구현되어 있고 이들은 컴포넌트 클래스를 

상속받는다. 각각의 클래스는 자신의 오브젝트에 부착된 포트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dictionary 자료 구조를 이용한다. 예를 들어, 소스 

컴포넌트의 경우 스트림 output port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스트림 

output port의 정보를 보관하는 dictionary에 key로 채널 이름을, 

value로 stream output port의 오브젝트를 저장한다. ROS 2의 노드 

클래스를 상속받아 생성된 컴포넌트 오브젝트는 자신만의 메소드를 가질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퓨전 오퍼레이터 오브젝트는 fusion rule을 

설정하는 메소드 함수인 set_fusion_rule을 포함한다.  

컴포넌트에 부착되어 스트림 데이터, 이벤트의 입출력을 담당하는 

포트는 input과 output으로 구분되어 구현된다. Stream input port는 

자신과 연결된 채널의 정보, 메시지를 담을 리스트, 그리고 부착된 

컴포넌트의 정보를 가진다. 또한, ROS 2의 subscriber 클래스의 

메소드인 create_subscription을 통해 채널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메시지를 담는 리스트에 보관한다. Stream output port의 경우 stream 

input port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컴포넌트의 정보, 채널의 정보를 

가지지만 output port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ROS 2의 create_publisher 메소드를 이용한다. 또한, output port는 

데이터의 출력 rate를 control하는 rate constraints를 설정하는 

메소드를 가진다. Event input port 클래스의 경우 stream input port 

클래스의 구현과 동일하다. Event output port 클래스의 경우 또한 

stream output port 클래스의 구현과 유사하지만 이벤트의 경우 스트림 

데이터와 달리 rate control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메소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드 변경 클래스의 경우 자신이 부착된 컴포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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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ROS 2의 create_publisher 메소드를 이용하여 publisher를 

가진다.     

Splash executor의 경우 ROS 2의 executor 클래스를 상속받는다. 

ROS 2의 executor와 다른 점이 있다면 Splash executor에는 

get_active_nodes라는 메소드가 추가되었다. 기존 executor는 모든 

node의 콜백 함수에 대해서 스케줄링을 하고 실행한다. 하지만, 

Splash에서는 모드 변경을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실행중인 모드에 대한 

노드의 콜백 함수에 대해서만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실행중인 

노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함수가 추가되었다. 

  

2.3 Splash runtime library  

Splash runtime library는 응용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런타임 기능을 

제공한다. 이 라이브러리에는 콜백 함수 실행(callback execution), rate 

제어(rate control), 센서 퓨전(sensor fusion), 모드 변경(mode 

change) 와 같은 기능들이 파이썬으로 구현되어 있다.    

Rate 제어는 단위 시간당 출력 되는 데이터의 수를 제어하는 

메커니즘이다[3][4]. Outputport에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바로 ros 2의 

publish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rate 제어 메커니즘을 

따른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출력의 일관성을 보장 해 줄 수 있고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bursty data traffic 등을 

해결한다. 해당 메커니즘의 원리는 스트림 output port에 존재하는 큐에 

rate를 설정할 수 있다. 설정한 rate에 따라 일정 주기마다 큐를 

확인하여 birthmark가 가장 이른 데이터를 찾는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큐에 진입한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게 된다. 내부적으로는 큐에 설정된 

rate에 맞춰서 ROS 2의 publish method를 호출한다.      

센서 퓨전은 여러 개의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 두개 이상의 센서 

데이터를 입력 받아 사용자가 정의한 퓨전 연산을 수행하고 하나의 

스트림 데이터로 출력하는 메커니즘이다[3][4]. 센서 퓨전은 자율 

주행차를 포함한 자율기기에 탑재되는 다양한 센서들의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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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그림 7처럼 센서 퓨전을 위해서 

퓨전 오퍼레이터가 존재하고 퓨전 오프레이터에는 두개 이상의 stream 

input port가 부착된다. 또한, 하나의 stream output port가 부착되는데 

이는 사용자가 정의한 연산을 하고 데이터의 튜플을 출력시킨다. 

개발자는 입력된 스트림 데이터들 간의 correlation constraint을 

명시하여 정해진 시간 내의 입력 스트림 데이터만의 조합으로 튜플을 

만든다. Input data가 stream input port에 도착하여 port가 퓨전 

오퍼레이터에 데이터를 publish하면 센서 퓨전 메소드가 각각의 

데이터를 상응하는 큐로 옮기고 사용자가 정의한 퓨전 규칙에 따라서 

튜플을 생성하여 output port에 전송한다. 만약 만족하는 퓨전 규칙이 

없으면 사용자가 정의한 예외 처리 메소드가 불려진다.     

모드 변경은 두개 이상의 모드를 가진 팩토리의 모드를 변경해주는 

메커니즘이다[3][4]. 팩토리에 속해 있는 컴포넌트는 하나의 빌드 

유닛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현상으로는 빌드 유닛의 모드를 변경해주는 

메커니즘이다. 그림 8은 모드 변경 입출력 포트의 예시이다[9]. Splash 

runtime library는 모드 변경을 위해 mode manager를 제공한다. 해당 

mode manage는 빌드 유닛당 하나씩 존재하여 빌드 유닛 단위로 

모드를 관리하여 준다. Mode manager는 모드 변경 신호를 ROS 2 

topic에 publish 한다. 모드 변경 input port에 팩토리의 이름과 이벤트 

이름이 publish 되면 해당 빌드 유닛에 속하여 있는 컴포넌트들은 해당 

메시지를 수신하여 모드에 맞게 컴포넌트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한다.  

 

                      

그림 7. 퓨전 오퍼레이터                 그림 8. 모드 변경 입출력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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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도커 기반 빌드 유닛 

 

 

본 장에서는 분산 시스템에 확장성, 가용성 및 관리성을 고려한 

도커 기반 Splash 빌드 유닛과 배포 방법을 소개한다. 3.1절에서는 빌드 

유닛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3.2절에서 도커 기반 빌드 유닛 

및 구현에 대해서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3.3절에서 빌드 유닛 배포 툴을 

이용한 빌드 유닛 배포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1 절 빌드 유닛 

 

 

빌드 유닛은 하나 이상의 컴포넌트의 집합이고 운영체제 프로세스에 

매핑 되는 단위이다. 빌드 유닛의 등장 배경은 Splash 응용 프로그램의 

런타임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이다[9]. Splash 응용 프로그램의 

런타임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2가지 오버헤드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응용 프로그램의 컴포넌트를 수행하는 프로세스 간의 문맥 교환 

오버헤드, 2. 하나의 프로세스에 속한 컴포넌트들끼리 데이터 교환을 

위해 통신을 할 때의 통신 오버헤드. 하나의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컴포넌트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에 따른 프로세스의 개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문맥 교환 오버헤드가 증가한다. 또한, 프로세스끼리 

통신을 할 때 통신 미들웨어를 거치기 때문에 통신 오버헤드가 증가한다. 

따라서 하나 이상의 컴포넌트를 빌드 유닛이라는 단위로 매핑하여 

프로세스에 할당하면 문맥 교환 오버헤드를 감소시킬 수 있고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데이터 교환을 할 때에 통신 미들웨어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통신 오버헤드도 감소시킬 수 있다[9]. 

Splash schematic editor에서 하나 이상의 컴포넌트를 선택하여 

빌드 유닛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림 9처럼 하나의 팩토리에 속한 

컴포넌트들은 하나의 빌드 유닛에 포함된다. 또한, 사용자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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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 유닛을 설정하지 않은 컴포넌트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빌드 유닛에 

자동으로 추가된다. 

 

그림 9. 빌드 유닛 매핑 예시 

빌드 유닛 하나당 모드 변경 매니저와 executor가 존재한다. 

따라서, 빌드 유닛 단위로 모드 변경과 콜백 함수 수행의 스케줄링을 

한다. 그림 10의 모드 변경 handler pseudo code에서 보이는 거처럼 

빌드 유닛의 모드 변경 매니저는 모드 변경 신호를 받으면 해당 빌드 

유닛에 속한 컴포넌트들의 모드를 변경시켜주는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빌드 유닛의 executor는 해당 빌드 유닛에 속한 컴포넌트의 콜백 

함수들 수행의 스케줄링을 담당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Splash 

client libraries에 빌드 유닛 API가 포함되어 있고 Splash runtime 

libraries에 모드 변경 및 callback execution을 수행하는 API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그림 11에서 보이는 거처럼 빌드 유닛은 빌드 

유닛 API를 사용하고, 빌드 유닛 API는 모드 변경 및 callback 

execution API를 사용한다.  

 

그림 10. 모드 변경 handler pseudo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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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Splash 응용 프로그램 빌드 유닛 API 사용 예시 

 

 

제 2 절 도커 기반 빌드 유닛 및 구현 

 

 

도커는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 배포, 및 실행을 자동화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이다[5]. 도커 이미지는 여러 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바이너리 파일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도커 이미지는 응용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소스 코드, 라이브러리, 런타임 등을 

컨테이너화 하여 추가적으로 의존성 파일 등을 컴파일 할 필요가 없다. 

도커 이미지를 실행하여 해당 이미지에 포함된 파일로 구성된 파일 

시스템, 네트워크, 및 다양한 시스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도커 컨테이너라고 한다. 도커 이미지 파일은 도커 이미지 파일 

저장소인 도커 registry에 저장되어 공유된다. 따라서 분산된 머신에서 

도커 registry에 있는 도커 이미지 파일을 배포 받아 실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커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빌드 및 

배포하면 프로그램 작성 및 분산 시스템 구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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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 유닛 클래스는 Splash client library에 구현이 되어 있다. 

빌드 유닛 클래스는 해당 빌드 유닛에 매핑되는 컴포넌트를 담기 위해 

컴포넌트 이름을 key, 컴포넌트 오브젝트를 value로 가지는 dictionary 

자료구조를 이용한다. 그림 12는 빌드 유닛 클래스 소스 코드의 

일부분으로 빌드 유닛 오브젝트 초기화와 add 메소드이다. 해당 

클래스는 오브젝트 초기화 과정에서 빌드 유닛에 속하는 컴포넌트의 

정보를 보관하기 위해서 dictionary 자료구조를 생성한다. 또한,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해당 빌드 유닛에 속하는 컴포넌트를 추가할 수 있다. 

 

 

그림 12. 빌드 유닛 클래스 코드 예시 

사용자가 schematic editor에서 Splash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컴포넌트들의 빌드 유닛 매핑을 마친 후 코드 생성을 하면, schematic 

editor에서 생성된 JSON 타입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는 코드 생성기를 

통해 skeleton code가 생성된다. 코드 생성기를 통해 생성된 skeleton 

code에 소스 코드를 작성함으로써 사용자가 필요한 알고리즘의 구현을 

한다. 이어서 코드를 빌드하면 빌드 유닛 이미지가 생성된다. Splash 

빌드 유닛 이미지는 도커의 컨테이너화 기술을 이용하여 도커 이미지로 

매핑된다. 빌드 유닛 이미지는 그림 13와 같이 Ubuntu 이미지를 

기반으로 Splash layer, ROS layer, 응용 프로그램에 필요한 external 

library layer, 유저 소스 코드 layer로 구성되어 있다. OSRF(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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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obotics Foundation)에서 공식으로 배포하는 ROS layer는 

공식 Ubuntu 이미지와 Debian 패키지 기반으로 개발되어 ROS 2의 

런타임 라이브러리 제공을 통해 각종 기능을 지원한다[10][11]. Splash 

layer는 Splash client library와 Splash runtime library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빌드 유닛 이미지는 Splash 런타임 라이브러리와 ROS 2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머신에 배포되던지 

간에 해당 런타임을 사용할 수 있다. ROS layer와 Splash layer는 모든 

빌드 유닛 이미지가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지만 응용 프로그램 layer의 

경우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구성이 달라진다.   

빌드 유닛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도커 

registry에서 공식 ROS 2 이미지를 pull한다. 해당 이미지로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해당 컨테이너에 Splash client library와 Splash 

runtime library를 구축한 뒤 이미지를 생성한다. ROS 2 layer와 

Splash layer는 모든 빌드 유닛 이미지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layer로 구성된 이미지 파일을 미리 생성하여 Splash 서버에 

보관한다. 사용자가 Splash 응용을 작성하고 빌드 할 때 Splash 

layer와 ROS 2 layer로 구성된 이미지 파일을 컨테이너화 하여 

external library와 유저 소스 코드를 추가한 뒤 최종 빌드 유닛 

이미지로 생성한다.   

 

 

    그림 13. 빌드 유닛 이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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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빌드 유닛 배포 

 

 

Splash schematic editor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빌드 유닛에 따라 

빌드 유닛 저장소에 빌드 유닛 이미지가 생성된다. 그림 14는 빌드 

유닛의 배포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그림 14. 빌드 유닛 배포 프로세스 

 

Splash editor에서 사용자가 하나 이상의 컴포넌트에 빌드 유닛을 

설정하여 빌드하면 빌드 유닛 저장소에 ROS layer, Splash layer, 응용 

layer를 가진 빌드 유닛 이미지가 생성된다. 그리고 웹 기반 빌드 유닛 

빌드 및 배포 툴에서 배포할 빌드 유닛 이미지와 머신을 매칭 시켜줄 수 

있다. 그림 15에서 보이는 것처럼 웹 기반 빌드 유닛 빌드 및 배포 

툴에서 사용자가 드롭 다운(drop-down) 방식으로 빌드 유닛 이미지를 

배포할 머신과 빌드 유닛 이미지를 매핑하여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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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빌드 유닛 이미지와 머신 매핑 예시 

 

웹 기반 빌드 유닛 빌드 및 배포 툴에는 Splash client라는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Splash client는 배포 툴 단에서 빌드 유닛의 

배포를 관리한다. 분산 시스템 머신에는 Splash daemon이라는 

프로세스가 존재하는데 해당 프로세스는 분산된 머신 단에서 빌드 

유닛의 실행을 관리한다. Splash client은 Splash daemon에게 

request를 전송하고 Splash daemon은 response을 전송함으로써 빌드 

유닛 저장소로부터 빌드 유닛 이미지를 배포 받고, 실행하고,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분산된 머신에 

Splash daemon만 실행시켜 주면 빌드 유닛 툴에서 빌드 유닛 이미지의 

배포, 빌드, 실행, 중지 등 원격으로 빌드 유닛의 수행을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실행중인 빌드 유닛 컨테이너 내부의 Splash 프로세스에서 

사용자가 예외처리를 구현하지 않은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Splash 

daemon을 통해 Splash client에 해당 예외 상황이 전달되어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다.  

 

 

제 4 장 Case Study 

 

 

본 장에서는 본 학위 논문에서 제안하는 Splash 빌드 유닛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TORCS(the open racing car 

simulator)[12]와 딥러닝 기반 차선 인식 알고리즘[13]을 이용하여 

진행한 예제에 대해서 소개한다. 4.1절에서는 예제의 하드웨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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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4.2절에서는 예제 구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3절에서는 예제 결과 및 평가를 통해 빌드 

유닛의 유용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1 절 예제 환경 

 

 

자율주행 데모의 구축을 위해서 TORCS(the open racing car 

simulator)라는 오픈소스 3D 자동차 주행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였다[12].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수정하여 사용자는 

가상 환경에서 다양한 자율 주행 관련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 예제에서 

딥러닝 기반 차선 인식 알고리즘 또한 사용한다[13]. 해당 딥러닝 

모델은 자동차 주행 전방 이미지 프레임을 데이터로 차선 학습 및 

예측을 한다. 예제에 사용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은 표 1과 

같다.  

표 1. Case Study 환경 

Hardware 

Computer 1 

(DNN Training) 

CPU 
AMD Ryzen 9 5900X 

12 core 3.7GHz 

GPU Geforce rtx 3080 

Memory 64 GB 

Computer 2 

(TORCS) 

CPU 
Intel Core i7-1165G7 

2.80GHz 

Memory 16 GB 

Software 

DDS eProsima Fast RTPS v2.3.0 

OS Ubuntu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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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예제 구성 

 

 

그림 16은 예제의 전체 구성이다. 하나의 머신에 TORCS 

프로그램과 TORCS의 자동차 제어 값 연산을 위한 빌드 유닛이 

수행된다. 해당 빌드 유닛은 TORCS의 정면 주행 이미지와 각종 센서 

값을 입력으로 받아 차량이 차선의 중앙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제어 

값을 연산한다. 다른 하나의 머신에서는 자동차 주행 전방 이미지를 

수신 받아 차선 인식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빌드 유닛이 수행된다. 

Splash schematic editor에서 응용을 작성하고 빌드 유닛을 설정하였다. 

해당 case study는 ROS layer, splash layer에 자동차 제어 값 연산 

응용으로 이루어진 빌드 유닛 이미지와 딥러닝 모델 학습 응용 layer를 

가진 빌드 유닛 이미지 두 개가 생성되고 각 머신에 배포되어 수행된다. 

 

 

그림 16. 예제 전체 구성 

 

TORCS 프로그램은 차량의 센서 값 및 주행 이미지를 UDP 통신을 

통해서 ROS TORCS client에 전송한다. ROS TORCS client는 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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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ware를 통해 Splash 응용과 통신하여 센서 값 및 주행 이미지의 

데이터를 Splash 응용에 전송한다. 그림 17은 schematic editor로 

작성한 예제의 Splash 응용이다. 하나의 Splash 응용은 DNN 기반 

차선 인식 모델을 사용하여 수신 받은 이미지 데이터와 차량의 조향각, 

속도의 센서 값을 이용하여 차량이 차선의 중앙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의 제어 값을 연산한다. 차량의 제어 값을 연산하는 Splash 응용은 

제어 연산 결과를 ROS TORCS client와의 통신을 통해 TORCS로 

전송하여 차량을 제어한다. 또한, 해당 빌드 유닛은 DNN 기반 차선 

인식 모델의 학습을 위해 TORCS로부터 받은 이미지 파일을 다른 분산 

머신에서 수행중인 빌드 유닛으로 전송한다. 이미지 파일을 수신 받은 

빌드 유닛은 해당 차량 전방 주행 이미지로 딥러닝 차선 인식 모델을 

학습하여 모델을 업데이트 한다. 

 

 

그림 17. 예제의 Splash 응용 구성 

 

 

제 3 절 예제 결과 및 평가 

 

 

그림 18은 딥러닝 기반 차선 인식 모델을 이용하여 TORCS 

프로그램의 차선을 인식한 결과이다. 예제에서는 이와 같은 차선 인식 

결과와 차량의 longitudinal velocity와 steering angle을 포함한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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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이용해서 차량이 차선의 중앙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제어 값을 

연산 한다.  

Splash 런타임, ROS 2 런타임과 응용 프로그램을 하나의 도커 기반 

빌드 유닛 이미지 파일로 생성하여 이의 배포를 통해 복잡한 예제의 

구성을 간편하게 분산 시스템에 구축할 수 있었다. 복잡한 응용 

프로그램 일수록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및 의존성 파일이 많아서 분산 

시스템을 구축할 때 해당 소프트웨어를 일일이 배포 및 빌드해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 많다. Splash의 빌드 유닛을 이용하면 각종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만들고 배포 tool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배포할 수 있다. 

. 

 

그림 18. TORCS 프로그램 딥러닝 기반 차선 인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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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학위 논문에서는 분산된 컴퓨팅 환경에서 Splash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Splash과 ROS 2 런타임을 포함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빌드 및 설치가 필요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커 기반 Splash 빌드 유닛을 제안하였다. 도커 기반 Splash 

빌드 유닛을 통해 확장성, 가용성, 관리성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자동화 

배포 및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이를 통해서 개발자는 소프트웨어 

동시성과 병렬성을 최적화할 수 있다. 제안한 빌드 유닛을 Splash 

프레임워크에 구현하였다. 또한 개발한 빌드 유닛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산 시스템에서 오픈소스 자동차 주행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딥러닝 기반 차선 인식 모델을 이용하여 Splash 응용 프로그램 예제를 

진행하였다. 향후에는 Splash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분야인 자율 

주행 시스템 및 딥러닝 응용 프로그램을 탑재한 자율 기기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심층적인 사례 연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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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utomated Deployment of a 

Splash Application to the 

Distributed System via  

Splash Build Unit 
 

Wooyoung Choi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plash is a programming framework that can effectively support 

the application development of increasingly complex autonomous 

machines. Splash not only offers user-friendly programming 

abstraction like a graphic user interface, but also provides essential 

programming semantics for a real-time control system such as 

real-time stream processing, sensor fusion, mode change, 

exception handling, etc. Splash was developed based on ROS 2 to 

take advantages of using already existing features and packages. 

Splash applications are eligible to run on a single or distributed 

computing systems where Splash runtime library, ROS 2 runtime 

library and any other software that are necessary for the Splash 

applications are installed. Therefore, in order to run Splash 

application on a distributed computing system, it is required to build 

and install the applications, additional external libraries and 

corresponding runtime according to the environment of each 

machine. This particular process comes with cost and time issu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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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update and maintenance. This inconvenience and burden 

raise the need for automated software deployment considering 

scalability, availability, and manageability in distributed computing 

systems. This thesis will introduce a Docker-based Splash build 

unit for automated deployment and management of Splash 

applications. Splash build unit allows developers to automate the 

software build and deployment process to distributed computing 

machines by using Docker containerization. It also allows 

developers to focus on optimizing parallelism and concurrency of 

programs. In order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and utility of 

software deployment using Splash build unit, the case study of a 

LFA(Lane Following Assist) application with DNN-based lane 

detection and DNN-model training program was conducted using 

Splash build unit in a distributed system. 

 

Keywords : Splash, programming framework, multicore distributed 

system, automated deployment, autonomous machine, RO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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