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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W 자산 가치에 현저한 증가와 환경적 변화에 좌우되는 임베디드 SW의 재사용을 통한 생산성 강화

의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임베디드 SW의 자산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사례연구의 

제공이 전무하여 임베디드 SW의 생산은 항상 비용 소모적인 오류를 만들어 내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SW 재사용 사례 구축을 통해 임베디드 SW의 자산화를 위한 임베디드 SW 

지침을 검증하고, 실용적 지침으로 보급한다.

1. 서론

   최 부분의 임베디드 S/W는 개발  탑재되는 외부 

환경의 미소한 차이에 따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상호 호환되지 못하고 다른 S/W 산물로 인식되어 불필요

한 비용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임베디드 S/W

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휴 단말기나 자동제어 시스템 등

의 역은 비즈니스 로세스가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

고 임베디드 S/W가 가지는 하드웨어 의존성과 실시간성 

등의 특성 때문에 역에서 요구하는 시성

(time-to-market)을 한 기존 임베디드 S/W의 재사용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S/W의 재사용성 향상을 한 

실질  방법 제시를 목 으로 임베디드 S/W의 모듈화 방

법과 모듈 개발 차에 따른 문서 작성  코딩을 한 

지침 등 임베디드 SW 재사용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2. 임베디드 SW 재사용 지침

  임베디드 S/W 재사용 지침은 임베디드 S/W를 의미있

는 재사용 단 로 자산화시키는 방법과 차를 정의하고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문서자산들의 양식과 작성 기법을 

제시하며, 코딩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권장 가이드라인

과 성능, 메모리 리 등 특정한 임베디드 S/W의 품질 속

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코딩 패턴 제공한다. 

 (그림 2)는 임베디드 SW 재사용 지침의 체계  구성도

이다.본 문서에는 임베디드 시스템 역에서 재사용하고자 

하는 임베디드 S/W 재사용 자산의 정의와 종류를 명확히 

정의한 재사용 자산 정의서와, 임베디드 S/W 재사용 자

산의 개발을 한 모듈화 방법과 모듈 개발 차에 따른 

문서 작성 지침  코딩을 한 지침, 지침에 따라 재사용 

제가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림 1) 재사용 지침서의 구성

3. 임베디드 SW 재사용 사례

  재사용 사례로 본 기 의 개발 산물인 임베디드 Java 

랫폼의 Java VM과 Java 라이 러리 기술을 선정했다. 

이는 하드웨어 변경 사항에 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베

디드 시스템에 필요한 형태로 모듈화 되어 있지 않으나, 

ETRI Java 랫폼을 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들 경우 활

용 분야가 매우 범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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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Java VM과 Java 라이 러리 모듈화 개념도

재사용 사례 구축 작업에서 “임베디드 Java 랫폼”기술

을 타겟 H/W의 변경에 해 응할 수 있는 구조, 즉 재

사용이 가능한 “임베디드 Java 랫폼”화 하고, 이를 특정 

임베디드 시스템에 용되는 사례를 구축하여 “생산성 향

상”을 입증할 수 있었다.

(그림 3) Java VM과 라이 러리 재사용 사례 구축 로세스

 (그림 3)과 같은 재사용 사례 개발 로세스를 통한 결과

는 J2ME의 세 가지 로화일로 재사용될 수 있도록 모듈

화되었다.  

� 경량화 이 의 라이 러리 사이즈: 8.3 M Bytes

� PP 버  : 3.64 MBytes    

� PBP 버  : 3.42 MBytes    

� FP 버 : 2.08MBytes       

 한 기존 라이 러리의 기능이 각각의 용도에 따라 불

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은 메모리 용량의 환경에서 사

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 각각의 라이 러리는 autoconf 체

계를 이용하여 재구조화 되어 사용시 패키지 설정에서 

--with-j2me-classlib 라는 옵션을 통해서 사용될 수 있

도록 configure 체계를 수정하 다.

ETRI Java 랫폼 체에 한 재사용 메커니즘을 도식

화한 것이다. 그림에서는 타겟 시스템의 사양  용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API Library와 VM의 형태를 정의하여 

구분하고, 컴 일 시 사용자의 옵션 입력값에 따라 한 

API Library와 VM을 조합하는 방법으로 사용자의 요구

에 맞는 Java 랫폼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표 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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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ETRI Java 랫폼의 재사용 메커니즘

  재사용 지침의 용을 통해 시행한 본 사례 연구를 통

해 Java 라이 러리가 3가지 용도로 모듈화되고 경량화 

되었다. 

  ▶ PP 버  : 56.2% 감소, ▶ PBP 버  : 58.8% 감소

  ▶ FP 버 :  74.9% 감소

  

  한, 용 VM의 다양화가 이루어져 ETRI VM외에 

Kaffe VM 지원이 추가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다

양한 로세서를 지원하는 VM을 지원하게 되어 Java 라

이 러리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었다. 를 들어 ARM이

나 MIPS 로세서를 지원하는 VM을 사용할 경우 ETRI 

Java 라이 러리를 해당 VM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x86외

에 타 로세서에서 쉽게 J2ME CDC 응용환경을 구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원 라이 러리의 다양화 이루어져 커

 2.4 기반의 GTK 1.2  GTK 2.x 상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4. 결론  

  임베디드 S/W 재사용 지침은 S/W 재사용 문화를 확산

시킴으로써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한 작고 실제 인 재

사용 템 리트를 보 하고 용하는 것을 목표하여 개발

되었다. 따라서 재사용 지침을 통해 복 개발 비용 최소

화  개발 경험 공유로 조직 내 S/W 자산의 가치를 지

속 으로 증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발자가 동의하는  

재사용 필수 항목들만을 양식화하여 지침 용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재사용 지침을 용한 Java VM과 라이 러리의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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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통하 경량화와 다양한 VM 지원이 가능해졌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즉, 메모리 사이즈 별로 다양한 임베디드 

환경에서 필요에 맞게 쉽게 용 가능하도록 되었고, VM

을 교체함으로써 다양한 로세서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

고 그래픽 라이 러리의 지원범 를 확 함으로서 재사용 

활용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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