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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운영체제 또는 무선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독립성을 제공하는 가상화 기
반의 모바일 시뮬레이터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해 기술한다. 모바일 시뮬레이터는 단말에 최종 탑재
되는 전체 SW 스택을 실제 단말 없이 데스크 탑 상에서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리고, 
컨텐츠와 플랫폼의 안정성 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개입 없이 시뮬레이터에 의해 재현
하는 이벤트 기반의 자동화 테스트를 지원한다.  

 
 

1. 서론 

 
최근 무선랜(WLAN), 이동통신(CDMA/HSDPA), 와
이브로(WiBro)와 같은 다양한 무선 네트워크의 출현
으로, 모바일 사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1]. 컨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컨텐츠 제공자들은 다양한 컨
텐츠를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 안에 개발해야 한다. 
또한, 단말 하드웨어의 생명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실
제 단말없이 SW 의 개발과 시험이 가능한 개발 환경
에 대한 요구들도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요구
를 고려하여, 심비안, 윈도우 모바일 등과 같은 상용
업체들은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 안에 단말 SW 를 
개발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있다[2][3]. 그
러나, 기존의 시뮬레이터들은 각각의 컨텐츠를 개발
하고 유지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어, 커널, 미들웨어, 
응용으로 구성되는 전체 단말 SW 스택의 시험에는 
제한적이다. 그리고, 기존의 시뮬레이터들은 기반 모
바일 운영체제와 무선인터넷 플랫폼에 의존적인 구조
를 가지고 있어, 운영체제나 플랫폼이 변경되면 시뮬
레이터들도 다시 개발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하부 모바일 운영체제와 무선인터넷
플랫폼에 독립적인 모바일 시뮬레이터의 설계 및 구
현에 대해 기술한다. 구현된 모바일 시뮬레이터는 실
제 단말없이 전체 단말 SW 스택을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 절에서는 모바일 시뮬레이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기술하고, 3 절에서는 모바일 시뮬레이터의 구현
에 대해서 다룬다. 마지막으로, 4 절에서는 결론에 대
해 기술한다. 

 

2. 모바일 시뮬레이터 구조 및 기능 

 
(그림 1)은 제안된 모바일 시뮬레이터의 구조를 보
여준다.  

 
(그림 1) 시뮬레이터 구조 

 
모바일 시뮬레이터는 크게 가상하드웨어, 단말 SW 
스택, 시뮬레이터 뷰어 및 이벤트 관리자로 구성된다. 
가상 하드웨어는 타겟 모바일 단말의 실제 하드웨어
에 대한 에뮬레이션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모바일 시
뮬레이터는 ARM 프로세서 에뮬레이션을 지원하는 
Qemu 을 가상하드웨어로 활용하였다. 타겟 모바일 단
말에 GPS, 통신 모뎀 등이 추가되면, 해당 장치의 하
드웨어 동작을 에뮬레이션 할 수 있는 가상 하드웨어 
코드가 추가되어야 한다.  
단말 SW 스택은 타켓 모바일 단말에 탑재되는 커
널 계층, 미들웨어 계층 및 응용 계층을 포함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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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타겟 이미지를 지칭한다. 이러한 타겟 이미지는 
크로스툴체인을 통해 생성된다. ARM 프로세서를 위
해 컴파일된 SW 스택은 가상하드웨어에 의해 별도의 
수정없이 커널 부팅 과정에서 개별 응용까지 실행될 
수 있다.  
시뮬레이터 뷰어는 단말 모델별 스킨 화면을 제공
하고, 단말 SW 스택 실행 시 동작 화면을 원거리 프
레임버퍼(RFB) 프로토콜을 통해 뷰어의 LCD 영역에 
출력한다. 시뮬레이터 뷰어는 다양한 모델의 단말스
킨을 지원할 수 있도록 XML 기반의 장치 프로파일을 
정의하였다. 장치 프로파일은 단말의 HW 사양뿐만 
아니라, 모바일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SW 사양을 기
술할 수 있는 세부 항목들을 정의한다.  
이벤트 관리자는 타겟 모바일 단말용 SW 스택의 
각 계층(운영체제, 미들웨어, 응용)에서 발생하는 이벤
트와 이벤트에 의해 실행된 결과 값들을 수집하고, 
시간적으로 동기화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수집된 이
벤트들은 파일 형태로 저장되었다가, 이벤트 관리자
에 의해 가상 이벤트로 단말 SW 스택에 재 주입시킴
으로써 단말 SW 스택 기능을 시험할 수 있다. 
 
3. 시뮬레이터 구현 

모바일 시뮬레이터는 리눅스가 탑재된 데스크탑에
서 구현되었다. 단말 SW 스택은 오픈 프로젝트인 
Poky[4]를 기반으로 개발하였지만, 단말 해상도 변경, 
텔넷(Telnet) 및 SW 패키지를 추가하여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다.  

(그림 2)는 모바일 시뮬레이터의 수행화면과 주요 
기능을 보여준다. 구현된 모바일 시뮬레이터에서는 
호스트 OS 와 게스트 OS 사이의 이벤트 전달 및 화
면 갱신을 위해 VNC[5]를 사용하였다. 호스트 운영체
제에서 동작하는 시뮬레이터 뷰어로부터의 마우스와 
키패드와 같은 입력 이벤트들은 VNC 를 통해 게스트 
OS 로 전달된다. 그런 다음, 전달된 이벤트들은 단말 
SW 스택의 각 응용들에 전달된다. 전달된 이벤트로 
인한 응용의 수행결과는 VNC 서버를 통해 뷰어의 
LCD 영역으로 표시된다.  

 

Execute target app.

Phone rotate

Phone booting

Manage sub-window

Telnet connection

Event Manager

Configuration Menu

LCD Area

 
(그림 2) 시뮬레이터 수행화면 

 
(그림 3)은 이벤트 관리자의 이벤트 피딩 시간 조정 

기능의 수행화면을 보여준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시
험 시나리오를 선택한 후에(①), 피딩 시간 간격
(speed-normal, fast and slow)(②)과 브레이크 포인트(③)
가 설정되면, 저장된 이벤트들은 지정된 피딩 시간 
간격에 따라 단말 SW 스택의 응용으로 전달된다. 

 
(그림 3) 이벤트 관리자 수행화면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플랫폼의 운영체제 또는 무
선인터넷 플랫폼에 독립적인 가상화기술 기반의 모바
일 시뮬레이터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해 기술하였다. 
모바일 시뮬레이터는 크게 가상 하드웨어, 단말 SW 
스택, 시뮬레이터 뷰어와 이벤트 매니저로 구성된다. 
모바일 시뮬레이터는 단말에 최종 탑재되는 전체 SW 
스택을 실제 단말이 아닌 데스크 탑 상에서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리고, 사용자 개입없이 
단말 SW 스택을 시험할 수 있는 이벤트 기반의 자동 
시험 기능도 제공한다. 향후, 다양한 단말을 효과적으
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이벤트들을 좀 더 세분화하
여 정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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