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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의 스마트 폰의 운 체제인 안드로이드를 넷북, 자동차용 장비, 산업용 장비에도 용하는 사례

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x86 계열의 ATOM CPU를 탑재한 산업용 컴퓨터 시스템에 안드로이

드 운 체제를 탑재한 이후에 wifi 디바이스를 포 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를 하여 안드로이드 운

 계층에서 디바이스가 동작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wifi 디바이스를 설치하는 과정을 설명

한다. 이 과정은 앞으로 안드로이드 랫폼이 지원하지 않는 다른 장비를 속하고자 할 때에도 유용

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림 1 안드로이드 계층의 wifi 동작

1. 서론
  최근 세계 으로 스마트 폰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국내에서는 애 사의 아이폰 이후로, 구 의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모바일 장비들이 출시되었다. 구 의 개방 정책에 

따라 안드로이드를 스마트 폰 이외에 타블렛 PC, 자동차

용 장비 등 여러 분야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x86 기반의 넷북에 안드로드를 탑재한 사례가 

발표되었다[1].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x86 기반의 산업

용 장비에도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면, 은 비용으로 안드

로이드의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기 한다. 산업용 장비에서 네트워크 기능은 필수 이

다. 지 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구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x86 계열 랫폼은 wifi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x86 계열인 ATOM CPU를 탑재[2]한 산

업용 컴퓨터에 USB 타입의 wifi 디바이스를 포 하는 과

정을 설명한다. wifi 디바이스는 ralink 칩셋을 사용한 제

품이다. 이를 하여 디바이스를 등록하 을 때, 안드로이

드 계층을 통하여 응용 로그램이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체제를 분석[3,4]하고, 이 체제에 맞추어 안드로이드 랫

폼에 wifi 디바이스를 포 하는 과정[5,6]을 설명한다.

2. 안드로이드 계층과 Wifi 디바이스 
안드로이드 응용 로그램이 wifi 디바이스를 사용하려

면, wifi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안드로이드 계층 구조[3,4]

를 따라 응용 로그램까지 달되는 과정을 알아야 한다. 

이 에서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응용 로그램으로 달

되는 체제를 설명한다.

그림 1은 안드로이드 계층에서 wifi가 동작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리 스 커 이 올라간 후 init 로

세스를 실행한다. init 로세스는 각종 디바이스를 기화

하고 임워크 동작에 필요한 각종 데몬들을 실행시킨

다. 이 때 wifi 용 데몬도 실행되어야 한다. 

wpa_supplicant는 리 스 시스템에서 wifi 보안과 속을 

리하는 데몬이다. 리 스 커 의 상  계층인 library에 

속하는 HAL(Hardware Abastraction Layer) 계층은 wifi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재한다. 이 드라이버는 상  계층

에서 wifi를 사용할 때 wifi 디바이스에 한 클라이언트 

역할을 담당한다. 이제 wifi 디바이스 드라이버 정보는 

wifi native service 계층으로 달된다. 이 정보는 IPC 바

인딩을 통하여 run-time service인 Dalvik 가상머신으로 

달된다. Dalvik 가상머신은 디바이스 정보를 Java로 사

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Application framework 계

층으로 달하고, 최종 으로 wifi 디바이스 정보는 wifi 

응용 로그램으로 달된다.

3. 안드로이드 랫폼에 Wifi 디바이스 설치
  안드로이드 랫폼에 wifi 디바이스를 설치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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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 WIFI_FIRMWARE_LOADER "system/lib/firmware/rt2870.bin"
#define WIFI_TEST_INTERFACE "wlan0"

// int wifi_load_driver()
char driver_status[PROPERTY_VALUE_MAX];

char modname[PROPERTY_VALUE_MAX];
char modpath[SYSFS_PATH_MAX];
int count = 100; /* wait at most 20 seconds for completion */
property_set("ctl.start", 0);
sched_yield();
while (count-- > 0) {
if (property_get(DRIVER_PROP_NAME, driver_status, NULL)) {
  if (strcmp(driver_status, "ok") == 0) {
     get_driver_info(modname);
     return 0;
  } elseif (strcmp(DRIVER_PROP_NAME, "failed") == 0) {
     wifi_unload_driver();
     return -1;
  }
}
usleep(200000);

// int wifi_ unload _driver() 
return 0;

리 스 커 에 무선 네트워크 환경 설정  wifi 디바

이스 드라이버를 설치한다.

상  계층에서 wifi를 사용할 수 있도록 wifi를 리하

는 데몬(wpa_supplicant) 실행하고 환경을 설정한다.

안드로이드 runtime 계층으로 wifi 디바이스를 달하

기 하여, HAL 계층에 wifi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등

록한다.

  어 리 이션에서 wifi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나머지 상

계층은 이미 안드로이드 랫폼에 설치되어 있다.

3.1 wifi  디바이스 드라이버 설치

  안드로이드 커  소스는 ralink 계열의 칩셋을 사용하는 

wifi 디바이스를 지원한다. 리 스 커 에 wifi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과정은 wifi 디바이스를 커 에 등록하는 과정과 

실제로 wifi 디바이스드 드라이버를 커 에 설치하는 과정

으로 구성된다.

  커 을 구성하는 환경을 수정하여 커 에 wifi 디바이스

를 등록할 수 있다. 이를 하여, 커  환경 설정의 

/device driver/network device support/wireless 

LAN/ralink driver support/ 경로를 따라 ralink rt2800 

(USB) support 부분을 ‘M'으로 체크한다. 

  커  컴 일 할 때 wifi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포함하도

록 만들기 하여, /device/asus/eeepc/eeepc_defconfig 

일을 열어 "CONFIG_RT2870 is not set"인 부분을 찾아 

"CONFIG_RT2870=m"으로 수정한다. 이후 커 을 재빌드

하여 커  이미지를 생성하면, wifi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커 에 탑재된다.

  이후 커 을 다시 컴 일하여 커  이미지를 생성하면, 

커 에 wifi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모듈형식으로 추가하도

록 설정한다. 

  wifi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정상 으로 동작하는지 검사

하기 하여 iwlist와 iwconfig 유틸리티[7]가 필요하다. 

이 유틸리티들은 안드로이드 커 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

므로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iwlist는 주변에 검색되는 무

선 AP(access point)의 목록을 콘솔로 출력하고, iwconfig

는 wifi 디바이스에 한 상세한 정보를 콘솔로 출력한다.

3.2 wpa_supplicant 실행  환경 설정

  wifi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커 에 추가한 후, init 로

세스에서 무선 보안 체계  무선 연결을 리하는 

wpa_supplicant 데몬을 실행시켜야 한다. 이를 하여 

init.rc 일을 열고, 데몬을 실행하는 부분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그리고 나서 device/asus/eeepc/BoardCofig.mk 

일을 열고 BOARD_WPA_SUPPLICAT_DRIVER := 

AWEXT로 수정한다. 

service wpa_supplicant /system/bin/wpa_supplicant -Dawext 
-c/data/misc/wifi/wpa_supplicant.conf
group system wifi inet
disabled
oneshot

  이제 리 스 커  다음 계층인 안드로이드의 HAL 계층

에서 wifi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비가 완료되었다.

3.3 HAL 계층에 wifi 디바이스 드라이버 등록

  이제 리 스 커 과 안드로이드 runtime 계층을 연결하

기 하여 HAL 계층에 wifi 드라이버를 등록한다. 이 역

할을 담당하는 일은 /hardware/libhardware_legacy/wifi  

/wifi.c 이다. 이 일의 #define, int wifi_load_driver(), 그

리고 int wifi_unload_drvier()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define 문은 wifi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치를 지정하

고, wifi 인터페이스 이름을 “wlan0"로 정의한다. 

wifi_load_driver()는 커 에서 wifi 디바이스 정보를 가져

와 안드로이드의 상  계층으로 달한다. unload_driver()

는 무선 디바이스로 wifi만 사용하려고 retun 0;로 처리하

다. 

  이와 같이 수정한 후 안드로이드를 재빌드하여 랫폼

에 설치한다. 이후 안드로이드 UI의 Wifi Manager에서 

“wifi 켜기”를 선택하면 AP 검색 화면이 나오고, 검색 리

스트  하나를 선택하면 안드로이드 응용 로그램에서 

wifi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

4. 결론
  안드로이드는 처음에는 모바일 기기를 해서 만들어진 

랫폼이지만 소스가 개방되어 있어 여러 가지 장비로 탑

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용 장비에 사용할 목 으

로 X86 기반의 안드로이드 랫폼에 무선 네트워크 장비

인 USB 타입의 wifi를 탑재하는 과정을 설명하 다.

  앞으로 안드로이드 장비에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연결되

어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안드로이드의 소 트웨

어 계층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요하며, 이러한 에서 

안드로이드 어 리 이션이 소 트웨어 계층의 최하단에 

설치된 wifi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과정을 추 해 

보았으며, 이에 따라 wifi 디바이스를 안드로이드 시스템

에 등록하고, 응용 로램에서 wifi가 정상 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경험은 안드로이드 랫폼에 새

로운 디바이스를 탑재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된다.

  구 이 언제까지 오  정책을 유지할지 미지수이기 때

문에, 안드로이드를 구성하는 계층별 동작을 이해하는 것

이 매우 요하다. 향후에도 안드로이드 시스템 분석  

새로운 디바이스 탑재에 한 연구를 지속 으로 수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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