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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요즈음 부분의 임베디드 장비에는 소 트웨어가 탑재된다. 소 트웨어의 특성상 버그 수정이나 기

능 개선 등을 한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최근에는 이러한 시스템/펌웨어 업데이트가 매우 일반 이다. 

그러나, 기존의 업데이트 방법은 사용자가 직  업데이트 자료를 다운받고, 장비 간 이블의 직  연

결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롭고 어려운 과정을 거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들어 매우 범 하게 사용되

는 블루투스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임베디드  모바일 장비의 업데이트를 자동 으로 수행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기법은 블루투스를 이용하므로 장비 간 이블 연결 작업 등의 부가 작업들

이 불필요하다. 한, 사용자가 직  업데이트 일을 다운받아 업데이트 리 로그램을 이용해 업

데이트를 수행하는 작업을 없애고, 신 장비 스스로 업데이트를 감지하고 다운로드하여 자동 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하도록 한다. 따라서, 업데이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사용자 편의성

을 증가시키며, 임베디드 장비의 시스템 SW를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1. 서론 

   기존의 많은 임베디드 장비  휴 용 장비들의 업데

이트 작업은 사용자의 개입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다. 업데

이트 일/이미지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운받고, 컴퓨터 

혹은 업데이트 장비와 임베디드/휴 용 장비를 이블로 

연결한 후, 사용자의 작업을 통해 설치되는 등의 번거로운 

작업 과정을 거치게 되어있다. 속히 증가하는 임베디드 

 휴 용 장비의 사용량과, 이제는 당연시 되다시피한 시

스템/펌웨어 업데이트/개선 작업들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용자의 개입이 없는, 혹은 최소화된 작업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요즈음 부분의 임베디드 장비들은 제품 개발/출시 

이후에도 시스템 버그 수정  기능 개선, 성능 향상 등의 

이유로 펌웨어  시스템 소 트웨어의 업데이트 일을 

제공하여 지속 인 시스템 업그 이드를 가능하게 한다. 

일반 인 시스템 업데이트 방법  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작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업데이트 일 조회

 둘째, 사용자 컴퓨터로 업데이트 일 다운로드

 셋째, USB, Serial 이블을 이용한 컴퓨터와 임베디드 

      장비 연결

 넷째, 업데이트 로그램을 실행해 업데이트 일 선택,  

      타겟 장비 선택,통신 포트 설정 등의 작업수행

 다섯째, 임베디드 장비로 업데이트 일 송

 여섯째, 자동 혹은 수동으로 임베디드 장비 리셋

 일곱째, 컴퓨터와 임베디드 장비 이블 분리

   고성능 컴퓨터와 인터넷, USB등의 고속 송 채  등

의 보 으로 에 비해 업데이트 작업이 훨씬 간단해졌

으나 여 히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 있어서는 불편한 이 

많다. 우선, 새로운 업데이트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직  

인터넷등을 이용해 수시로 조회를 해야 하며, 반드시 장비

간 연결을 한 이블이 필요하다. 한, 컴퓨터가 있는 

곳에서만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업데이트 작업을 리할 

컴퓨터상에 업데이트 일을 미리 다운받아 장해 두어

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고, 일부 기기에서는 여 히 주

요 통신회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Serial 포트의 경우 최근

의 컴퓨터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 문제 이 

있다. 때로 특정한 임베디드 장비의 경우에는 GPIB나 기

타 용 통신 포트와 이블이 있어야만 업데이트가 가능

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기존의 임베디드 S/W 업데이트 차는 업데이

트 조회 작업  장비 간 이블링 작업 등 사용자의 개

입과 노력이 상당히 요구되며, 련 지식이 없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매우 힘들거나 불가능하기도 하다. 이처럼 힘들

고 불편한 업데이트 과정은 해당 장비의 오류 정정이나 

기능 개선을 한 업데이트를 사용자로 하여  회피하게 

하여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다. 간단한 기능 개선에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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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경우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최근 차로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보안에 

련된 업데이트나, 시스템 이상 작동 방지 등을 한 업데

이트의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휴 폰, 모바일 장비  임베디드 장비

에 리 사용되고 있는 블루투스 통신을 기반으로 하여, 

장비 간 부가 인 이블링 작업을 없애고 사용자의 개입

/조작을 최소화 하는 자동  임베디드 S/W 업데이트 기

법을 제안한다. 이는 사용자 편의성 증가와 더불어 이로 

인한 최신의 시스템 환경을 유지함으로서 임베디드  휴

용 장비의 지속 인 성능 개선과 최 의 환경 유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2. 제안 기법 설계

본 에서는 블루투스를 이용한 임베디드 S/W 자동 업

데이트 기법에 해 설명한다. 기본 인 알고리즘은 다음

과 같다. 

임베디드 장비 사용 도 에 주변에 동종 기기가 인식 

될 경우 장비 스스로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 장비 상호

간의 시스템 소 트웨어 버 을 비교하고, 해당 장비들  

상  버 의 소 트웨어로 자동 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

진다. 업데이트를 한 핵심 기능들은 부  시에 활성화 

되며, 사용자는 일반 사용자 모드에서 장비를 사용하다가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종 기기와 일정 거리 이내로 

근하는 경우, 다른 기기를 인식하여 버 비교, 업데이트 

송, 업데이트 수행을 자동 으로 진행한다. 본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1)과 같다.

(그림 1) Bluetooth-based Automatic  Embedded S/W 

Update Manager

 

  본 시스템은 업데이트 작업 체를 리/처리하는 

Update Agent, 블루투스를 이용한 자료교환 작업을 담당

하는 Configuration Manager, 실제 통신 채 을 통해 자

료를 송/수신하는 Bluetooth Communication Manager, 그

리고 업데이트를 한 래시 메모리의 티션 설정  

업데이트 일을 래시 메모리에 기록/ 장하는 Flash 

System Manager로 구성된다.

Update Agent(이하 UA), Configuration Manager(이하 

CM), Bluetooth Communication Manager(이하 BCM) 등

은 모두 사용자 일 시스템 역에서 동작하는 응용 

로그램이다. 임베디드 장비의 부 이 끝나면 자동 으로 

수행이 되어 사용자 모드의 백그라운드에서 동작을 시작

한다. Flash System Manager(이하 FSM)는 부트로더 상

에서 동작하며 UA, CM, BCM 등의 동작 결과로 호출되

어 동작하게 된다. S/W 업데이트 차는 다음 (표1)과 같

다.

S/W 업데이트 차

1 시스템 부 /블루투스 모듈 활성화

2 블루투스 장비 스캔(부  후)

3 동종장비 인식 시 상호 통신 연결 수행(장비 ID)

4 장비 간 시스템 SW버  비교(버  상호 송)

5
동일 버 일 경우 블루투스 통신 종료. 

스캔 주기에 따라 일정 시간 후 재스캔

6
버 차이 존재 시 하 버  장비는 수신 모드 

환/ 기, 상 버  장비는 업데이트 일 송

7 송/수신 완료 후 블루투스 통신 종료

8 사용자 화면에 업데이트 수행 확인 메시지 출력

9 시스템 재부   부트로더 모드 진입

10 업데이트용 래시 메모리 티션 설정/할당

11
할당된 래시 메모리 역에 업데이트 이미지 

기록

12 업데이트 후 시스템 역  SW버  정보 갱신

13 시스템 자동 리부

14 블루투스 장비 스캔 주기 재설정(주기 증가)

(표 1) 제안 기법에서의 S/W 업데이트 차

 

2.1 Update Agent(UA)

  UA는 시스템 업데이트 작업을 총 하는 리 모듈이

다. 사용자 역에서 동작하는 로그램으로 시스템 부  

후 자동으로 시작해 백그라운드 로세스로 동작한다. 

시스템이 시작되면 UA는 주변 블루투스 장비를 검색한

다. 검색결과 장비 ID를 확인하여 동종 장비가 인식이 되

면 각 장비별 ID와 시스템 S/W 버  정보를 서로 교환한

다. 이제 업데이트 가능 여부를 단하기 해 CM을 호

출하여 장비 ID  S/W 버  정보를 넘겨 다. CM과 

BCM에서 업데이트 이미지의 수신이 모두 끝나면 사용자 

역에 장된 업데이트 이미지의 주소를 CM으로부터 넘

겨 받는다. 그리고 사용자 화면에 지  S/W 업데이트를 

수행 할 것인지에 한 확인 메시지를 출력한다. 사용자가 

동의하면(즉,확인 버튼을 선택하면) UA는 업데이트 이미

지의 정보를 FSM으로 넘겨주고 시스템을 재부  한다. 

만약 사용자가 업데이트 수행을 동의하지 않으면 업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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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진행은 다음으로 미 지고, 재 사용자 모드에서 기존 

작업들을 수행한다. 수신한 업데이트 이미지는 램이 아닌 

래시 메모리 상에 장되어 있으므로(사용자 일 시스

템 역), 이후 사용자가 원하는 때에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다. 업데이트 작업이 완료되고 나서 시스템이 재부  

되면,UA는 블루투스 장비 스캔 주기를 재설정한다.

(그림 2) Update Agent

2.2 Configuration Manager(CM)

  CM은 Version Checker와 Intermediate Flash Writer

로 구성되며 장비 간 SW 버  비교와 업데이트 송/수신

을 한 제반 처리를 담당한다.

(그림 3) Configuration Manager

Version Checker에서는 UA로부터 장비정보(ID,S/W버

)를 넘겨받아 장비 간 S/W 버  비교작업을 수행한다. 

이때 S/W의 버 이 동일하면 로그램은 종료되고, 그

지 않을 경우에는 장비별로 개별 작업을 수행한다. 우선 

높은 버 의 S/W를 탑재한 장비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

는 시스템 S/W 이미지를 램에 복사하고, BCM-Update 

Sender를 호출하여 업데이트 이미지가 장된 램의 정보

(주소,크기)를 달한다. 낮은 버 의 S/W가 탑재된 경우

에는 업데이트 일 수신을 한 메모리를 할당하고 

BCM-Update Receiver를 호출하여 그 메모리 정보(주소)

를 달한다. 

Intermediate Flash Writer는 수신 측에서만 동작하며 

수신 완료된 업데이트 이미지의 크기를 BCM에서 넘겨받

아 재 램 상에 존재하는 업데이트 이미지를 사용자 

일 시스템 역에 장한다. 램 상에 있는 정보는 장비를 

리셋하면 모두 소멸되므로 이를 방지하여 리부  후 펌웨

어 벨에서 시스템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하려 함이다. 이

는 한, 사용자가 즉시 업데이트를 수행 하지 않을 경우, 

편리한 때에 업데이트를 수행 할 수 있게 한다. 이제 사용

자 일 시스템에 장된 업데이트 이미지의 정보(주소,크

기)를 UA로 넘겨 다.

2.3 Bluetooth Communication Manager(BCM)

  BCM은 Update Sender와 Update Receiver로 구성되

며, CM에서 장비별 메모리 정보(주소,크기)를 받아 임베

디드 장비들 사이의 실질 인 업데이트 송/수신 작업을 

수행 한다. 여기에서는 리 스의 BlueZ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블루투스 통신 채 을 형성, 이를 이용하여 업데이트 

이미지를 송/수신한다.

(그림 4) Bluetooth Communication Manager 

Update Sender는 송신측에서 동작하여 업데이트 이미

지  크기 정보 송하고, 송신이 끝난 후 통신을 종료한

다. Update Receiver는 수신측에서 업데이트 이미지  

크기 정보 수신하고 수신된 업데이트 이미지를 크기 정보

를 이용해 검증한다. 정상 으로 수신된 것을 확인하면 

CM에 업데이트 이미지 크기를 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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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Flash System Manager(FSM) 

  FSM은 Partition Manager와 System Updater로 구성

되며 UA에 의해 호출되어 래시 메모리 티션 작업과  

업데이트 이미지 기록을 담당한다.

(그림 5) Flash System Manager

Partition Manager는 래시 메모리의 티션 작업을 

수행한다. 부트로더, 커 , 루트 일 시스템 등 시스템 

역을 한 티션의 설정과 웨어 벨링 처리를 담당한다. 

래시 메모리 수명 연장을 한 웨어 벨링 처리는, 임

베디드 장비에 탑재된 래시 메모리의 시스템 역을 상

/하로 나 어 교 로 데이터를 기록하게 함으로써 처리한

다. 이 게 설정된 래시 메모리의 시스템 역 티션 

정보를 유지하며 System Updater에 그 정보를 넘겨 다.

System Updater는 UA로부터 업데이트 이미지의 정보

(주소,크기)를 넘겨받아, Partition Manager가 설정한 티

션 정보를 참조하여 래시 메모리에 업데이트 이미지를 

기록한다. 기록이 완료되면 Partition Manager에 업데이트

된 시스템 역 정보를 넘겨주고, S/W버  정보를  갱신

한 뒤 시스템을 재부  한다.

3. 결론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임베디드/모바

일 장비에 한 펌웨어/시스템S/W 업데이트를 사용자 편

의성 증가  이를 통한 시스템 상태 최신화를 해 블루

투스를 이용하여 자동 으로 수행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한 기법은 이블링 작업, 업데이트 환경 설정 등 사

용자의 부가 인 작업이나 비가 필요 없이 수행이 가능

하며 업데이트 진행 과정에 있어 사용자의 개입 없이 자

동 /지능 으로 업데이트가 수행됨으로 인해 사용자 편

의성이 매우 증가된다. 동종/동일 기기를 가진 사용자가 

주변에 있는 경우 항상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요한 업데이트가 사용자의 무

심으로 인해 배제되는 경우의 수를 일 수 있다. 

향후 몇몇 장비간의 개별 업데이트 뿐 아니라, 앙 

Main Server(PC)의 리 콘솔을 이용해 블루투스를 경유

한 량의 임베디드 장비 설정/ 리  일  업데이트 기

능을 구 해 볼 것이다. 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을 

이용하여 의료장비 역으로 그 응용을 넓힌다면, 인체 내

부에 삽입되는 인공 장기  의공학용 장치의 S/W 업그

이드 기법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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