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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로토타이핑 시스템 설계에서 로토타이핑은 실제 모델과 같은 기 모형을 뜻하는 것으로 
개발 기에 시스템의 모형을 간단히 만들어 사용자에게 제시하여 사용자로 하여  실제 작동
시켜 기능의 추가, 변경 내지 삭제를 요구하도록 하여 시스템을 차 으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한 로토타이핑 기술에는 가상 로토타이핑과 실물 로토타이핑 기
술이 있지만 가상 로토타이핑은 실제 목표 모델의 구동 환경 요소까지 시물 이션이 어렵다
는 것과, 실물 로토타이핑은 다양하고 정 한 제품까지의 시물 이션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
다. 이런 가상과 실물 로토타이핑 환경의 단 을 보완하기 해 가상/실물의 연동기술을 통한 
통합 로토타이핑 시스템이 개발되었고,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개발 환경의 재사용성, 
유연성, 확장성, 그리고 편리성을 가지기 해 가상/실물간의 연동 기법을 개선하여 컴포 트 기
반의 통합 로토타이핑 개발 환경을 구축하 다.

The Integrated Prototyping System based on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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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rototyping means the way to improve system better from add ,modify and delete in the middle 
of System's working with making model of system simply to offer users in the first develop which 
the first model is similar in the real model. but there are virtual prototyping and real prototyping in 
the skills of prototyping but there is some limitation for simulating variety and detail product in the 
real prototyping and hard to make a simulation of environment elements of the target model in the 
virtual prototyping. Integrated prototyping system is improved to make up for their defects of 
environment in the real or virtual prototyping. In this theory, to have flexibility, reusability, scalability 
and accessibility we build environment of integrated prototyping improvement which is based on 
component with linkage method between virtual and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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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비쿼터스 시 을 맞이하면서 인간 심의 컴

퓨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다양한 

제품들 시장에 빠른 속도로 출시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제품들의 라이 사이클은 차 단축되고 있

으며 Time-to-Market은 시장에서 매우 요한 요

소가 되었다.

임베디드 시스템은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을 

기반을 이루는 시스템으로써 기존에는 마이크로

로세서 혹은 마이크로컨트롤러를 내장하여 특

정한 기능이나 목 을 수행하는 시스템, 일반 으

로 보다 큰 시스템의 일부로써 특별한 업무를 수

행하기 한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는 특정한 응용 시스템이라 정의하 고, 지 은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업무 수행,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를 포함하는 특

정한 목 을 한 응용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임베디드 시스템은 컴퓨터의 하드

웨어와 소 트웨어가 조합되어 특정한 목 을 수

행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시스템은 

실의 다른 각각의 사물들에 포함되어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이에 임베디드 시스템은 안정성이나 신뢰성이 

매우 요하고 개발 난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개발 기간을 최소화하여 시장진입시 을 

빠르게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들을 

고려할 때, 제한된 시간과 비용, 인력으로는  변

화 하는 시장의 형태와, 시장의 요구에 시에 부

응해야 하는 경  요구를 히 반 할 수 있

는 수단이 필요한데, 재 리 쓰이고 있는 방법

이 로토타이핑 방법론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로토타이핑 방법론에 

해서 소개를 하고, 로토타이핑 방법론  통합 

로토타이핑 방법론을 이용한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에 해서 기술하도록 한다.

2. 로토타이핑

로토타이핑이란 실제 모델과 같은 기 모형

을 뜻하는 것으로 개발 기에 시스템의 모형을 

간단히 만들어 사용자에게 제시하여 사용자로 하

여  실제 작동시켜 기능의 추가, 변경 내지 삭제

를 요구하도록 하여 시스템을 차 으로 개선시

켜 나가도록 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러한 로토타

이핑 방법에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개발 기 단계

에서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고 반 하여 기

능 , 비기능  사항을 효과 으로 구 하기 해

서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가상으로 구 한 시뮬

이션를 통해 실제 제품으로 테스트를 하는 것과 

같은 실감을 제공하는 가상 로토타이핑 방법

과 임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보다 효

과 인 문제 해결 방법을 고안하기 한 방법으로 

실물과 유사한 모양과 기능을 가진 실물 로토타

입을 만들어 수요자와 공 자간의 이해를 증진시

키기 한 실물 로토타이핑 방법, 그리고 연동도

구를 이용하여 가상 로토타입과 실물 로토타

입을 상호보완한 통합 로토타이핑 방법이 있다.

(그림 1) 통합 로토타이핑 방법론

  

2.1 가상 로토타이핑

가상 로토타이핑은 임베디드 소 트웨어 개

발 기단계에서 사용자 혹은 의뢰자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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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효과 으로 추출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 

요구  제약조건 추출 방법론이다. 이는 마치 건

설회사에서 모형 아 트(모델 하우스)를 통하여 

고객들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방식과 유사하며 소

트웨어로 로토타입 모델을 작성하고 시연하기 

때문에 가상 모형을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게 손

쉽게 수정  반 을 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개발 

기에 사용자의 요구를 효과 으로 수용할 수 있

는 개발 방법론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요구 추출과

정이 완료되면 모형 주택처럼 폐기되기 때문에 폐

기형 로토타입 모델이라고도 한다. 가상 로토

타이핑을 지원하는 표 인 개발 도구로는 Rapid 

PLUS[1], RT-LAB[2], Virtio[3] 등이 있다[4].

(그림 2) 가상 로토타이핑 솔루션

2.2 실물 로토타이핑

임베디드 시스템에 공통 으로 활용되는 표  

센서와 엑 에이터, 그리고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재사용 가능한 부품  블록들을 활용하여 실제 

개발하고자 하는 실물과 유사한 모양과 기능을 가

진 실물 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소 트웨어 개발

과정에 목하면 다음과 같은 이득을 얻을 수 있

다. 우선, 임베디드 시스템 특성상 공동 작업을 하

게 되는 다양한 공분야의 개발자들이 서로 간에 

이해증진을 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보다 

효과 인 문제 해결 방법을 고안해 내기 한 도

구로써도 활용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임베디드 시

스템은 하드웨어 개발이 완료된 후에야 소 트웨

어 개발이 진행되므로 개발인력에 해 효과 인 

활용이 불가능하고, 개발 기간이 길어지며, 소 트

웨어 개발 시 발견되는 하드웨어  결함에 한 

처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 이 상존하고 있다. 실물

로토타입을 이용하면 개발 간에서부터 하드웨

어 개발자와 소 트웨어 개발자가 동시작업을 진

행하면서, 소 트웨어 용 시 발생하는 문제 들

을 바로 하드웨어 개발자에게 달함으로써 최종 

제품에 한 품질을 개발 단계에서부터 보장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 실물 로토타이핑 솔루션

2.3 통합 로토타이핑

앞에서 살펴봤듯이 로토타이핑은 제품 출시 

에 외형  기능 시험을 한 테스트용 모델로 

제작하는 것이다. 가상 로토타이핑은 소 트웨

어 으로 구 하기 때문에 제약사항에 크게 구애

받지 않으면서 시스템의 로토타입을 제작할 수 

있지만, 실의 용에 한 신뢰도에 한 문제가 

있고, 마찮가지로 실물 로토타이핑은 가상 로

토타이핑에 비해서 실에 용되는 것에 해서 

신뢰도는 가지고 있으나, 개발 환경에(공간, 비용

등) 크게 향을 받고, 세부 인 구 까지 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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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는 어려움을 가진다. 각각의 로토타이핑

은 그러한 상충되는 장단 이있고, 그러한 장단

을 상호보완한 것이 통합 로토타이핑이다. 통합 

로토타이핑은 실물 로토타이핑과 가상 로토

타이핑의 연동으로 구 이 되는데 가상 로토타

이핑의 융퉁성  가변성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유

 인터페이스  세부 인 기능을 표 하고, 실물 

로토타이핑의 직 성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큰 

동작  외형을 표 한다. 

(그림 4) 통합 로토타이핑 솔루션

3. 통합 로토타이핑 시스템 설계  구

타겟 모델을 자동차로 하여, 가상 로토타입과 

실물 로토타입을 제작한 후 기존의 실물/가상 

로토타이핑을 연동 기법을 개선하여 컴포 트 

기반의 통합 로토타이핑 시스템을 구축한다. 컴

포 트화되면 다른 통합 로토타이핑 시스템을 

구축할 때 재사용성, 유연성, 확장성, 개발 기간 단

축, 편리성을 가질 수 있다.

본 장에서 제 1장과 제 2장에서는 가상/실물 

로토타이핑으로 로토타입을 설계  구 을 하

며 가상 로토타이핑 툴은 RapidPLUS를 이용하

고, 실물 로토타이핑은 Lego[5]와 ESPS보드를 

사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제 3장에서는 제 1장, 제 2장에서 구 한 

가상/실물 로토타입에 한 연동기술  컴포

트화를 설계  구 하여 통합 로토타이핑 시스

템을 구 한다.

3.1 RapidPLUS 기반의 가상 로토타이핑 설계 

 구

RapidPLUS는 GUI기반의 개발 도구로써 임베

디드 개발에 필요로 한 여러 Object들을 컴포 트

화 되어있어 임베디드 가상 로토타이핑시 편리

함을 제공하며, Active X, Java Bean등을 지원하

기 때문에 기존 Basic, C, Java로 구 한 컴포 트 

 라이 러리등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 가상 로토타이핑 개발 도구인 

RapidPLUS를 이용하여 컴포 트의 재사용의 유

연함과 확장 가능성을 지원하는 UI기반의 자동차 

가상 로토타이핑 모델을 설계  구 한다.

3.1.1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RapidPLUS를 이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

계는 Object들의 형태나 치를 배치하는 것과 

Object들의 속성과 동작을 정의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Modes, 

Transitions, Triggers, Activities, Runtime Test

로 세분화 된다.

(그림 5) 가상 로토타이핑 설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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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 응용 로그램에서의 화면 디자인 설계

         Object의 기본 타입 설정

∙Modes : 응용 로그램에서의 동작가능 상태정

의를 한 계층  형태

∙Transitions : 응용 로그램 Mode간 이 계

∙Triggers : 이벤트 혹은 이 조건 설정

∙Activities : Mode의 동작 설정

∙Runtime Test : 로토타이퍼를 이용한 테스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모델링하기 해서 개발 도

구에서 지원해주는 Object Layout창에서 Object들

의 배치를 통해 자동차를 설계 할 수 있다.

자동차 로토타이핑 모델은 엔진, 타이어, 차체

등의 속성 값에 따라 바퀴, 엔진의 RPM등을 그래

픽으로 시뮬 이션하며, 자동차의 움직임을 가시

으로 보여 다. 그러한 동작을 표 하기 해서 

Object들을 (그림 6)과 같이 부분별로 나 고 배치

한다.

그래픽 Object는 그래픽 라이 러리에 등록되어

있지만, 사용자가 필요로하는 Object가 없을 경우 

사용자가 Active X나 JavaBean 등을 이용하여 컴

포 트를 제작하여 Object로 등록할 수 있다.

(그림 6) 시뮬 이션 인터페이스

<표 1> 사용자 정의 컴포 트

User Object 이름 UDO Component Role

DrivingSeat drivingSeat.UDO 운 석

body body.UDO 차체

engine engine.UDO 엔진

steeringWheel steeringwheel.UDO 스티어링 

brake brake.UDO 이크 알고리즘

transmission transmission.UDO 변속기 알고리즘

accelatorPedal
pedal.UDO

엑셀 패달

brakePedal 이크 패달

rpmGauge rpmGauge.UDO RPM 변화에 한 인디 이터

speedGauge speedGauge.UDO 속도변화에 한 인디 이터

graphEngineRPM graphScope.UDO 엔진 RPM의 변화를 그래 로 표

graphEngineTorque graphScope.UDO 엔진 토크의 변화를 그래 로 표

graphWheelRPM graphScope.UDO 바퀴 RPM의 변화를 그래 로 표

graphWheelTorque graphScope.UDO 바퀴 토크의 변화를 그래 로 표

PanelBody panelBody.UDO 차체에 한 속성 값 설정

PanelBrake panelBrake.UDO 이크에 한 속성 값 설정

PanelEngine panelEngine.UDO 엔진에 한 속성 값 설정

PanelEnvironment panelEnvironment.UDO 환경에 한 속성 값 설정

PanelTransmission panelTransmission.UDO 변속기에 한 속성 값 설정

PanelWheelTire panelWheelTire.UDO 바퀴에 한 속성 값 설정

wheelFL

wheelGL.UDO

3D로 구 한 왼쪽 앞바퀴

wheelFR 3D로 구 한 오른쪽 앞바퀴

wheelRL 3D로 구 한 왼쪽 뒷바퀴

wheelRR 3D로 구 한 오른쪽 뒷바퀴

3.1.2 Object 기능 정의

에서 정의한 Object들을 기반으로 기능을 정의

한다. RapidPLUS에서 기능정의는 다음 (그림 7)과 

같은 논리 흐름을 따른다.

(그림 7) 기능 정의를 한 논리 흐름

∙Mode : activities의 집합

∙Activity(Action) : 한 모드로부터 빠져나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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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 모드에 있거나, 한 모드로 진입 했을 

때 일어나는 RapidPLUS 애 리 이션 동작

∙Transition :한 모드에서 다른 모드로 가는 경로

∙Action : 모드의 이시 일어나는 응용 로그

램 동작

와 같은 기능 정의를 한 논리흐름은 Logic 

Editor와 Logic Palette를 이용해서 설계 가능하다[6].

3.1.3 인터페이스 모듈 구

의 에서 정의된 기능을 통해서 아래 (그림 

8)와 (그림 9)는 자동차 어 리 이션의 동작의 상

세 구 과 Object들과의 연결 구 을 보여 다.

 

(그림 8) 기능과 동작의 상세구

(그림 9) GUI Object와 function

구 을 한 function과 property는 API에 등록

되어 있으며, Active X나 JavaBean 혹은 UDO 

(User Define Object : Rapid으로 구 한 컴포

트)와 같이 시스템이 요구하는 API가 없을 경우에

는 사용자가 제작하여 API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 UDF(User-Define Function)를 제공한다.

3.1.4 자동차 가상 시뮬 이션

아래 (그림 10)은 Object Layout을 이용해서 자

동차 정 모델링을 하고 자동차 어 리 이션을 

로토타이퍼를 이용해 실행을 한 시뮬 이션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Steering을 통한 조작으로 3D로 

구 된 자동차의 바퀴가 가시 으로 동작을 하고, 

그래 는 pedal를 통한 조작으로 RPM과 torque 변

화하는 결과 값을 실시간으로 표 해 다.

(그림 10) 자동차 가상 시뮬 이션

3.2 ESPS 기반의 실물 로토타입 모델 구

실물 로토타이핑은 ESPS(Embedded System 

Prototyping Suit)[7]를 이용하여 구 하도록 한다. 

ESPS는 고 블록, 센서, 엑추에이터들로 이루어

져 있고, API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제작이 가능하다. <표 1>는 지원해주는 API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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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통합 로토타이핑 시스템의 DFD

이고, (그림 11)은 ESPS에서 Control보드와 엑추

에이터를 고 블럭이 아닌 모형 자동차에 용시

켜 제작한 로토타입 모델이다.

<표 2> API 함수 리스트

int init_fifo( ); int close_fifo( );

void flush_fifo( );

int set_pwm_rate(unsigned 
long);

int get_pwm_rate( );

int set_motor(int ,int, int); int get_motor_dir(int);

int get_motor_speed(int);

int set_damper(int ,int); int get_damper(int);

int set_filter(int ,int); int get_filter(int);

int get_sensor(int);

int set_sensor_rate
(int, unsigned long);

int get_sensor_rate(int);

int get_sensor_value(int);

int get_switch_sensor
(int sensor_num);

int set_RT_rotation_sensor
(intsensor_num, int Count);

unsigned char get_rotation_sensor
(unsigned char old_data);

(그림 11) ESPS를 이용한 자동차 실물 로토타

입 모델

3.3 통합 로토타이핑 시스템 설계  구

윗 에서 구 한 독립된 도메인으로 구성된 가

상 로토타입과 실물 로토타입이 연 성을 가

지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동기술을 설계 

 구 을 하여 통합 로토타이핑 시스템을 구축

한다. 그러기 해서 각 로토타입에 추가의 연

동 인터페이스를 구 해야된다.

3.3.1 컴포 트 기반 연동 인터페이스 설계

기존 통합 로토타이핑 시스템의 연동기술은 

센서, 엑추에이터에 해서 개별 으로 설계를 함

으로써 반복 인 작업을 통해서 생산성이 효율

이지 못했다. 하지만 실물 로토타이핑에 쓰이는 

정형화된 센서, 엑추에이터를 연동 인터페이스에 

포함시켜 정형화시켜 컴포 트화한다면 연동 상

이 되는 센서와 엑추에이터은 별도의 설계없이 이

용가능하며 그에 따라 독립된 도메인으로 구성된 

실물/가상 로토타이핑이 연 성을 가지고 동작

을 수행하기 한 통합 로토타이핑 인터페이스 

설계에 해서 기술한다. (그림 12)는 통합 로토

타이핑 시스템의 DFD이다. 클라이언트 시스템은 각

각 가상과 실물 로토타이핑 시뮬 이션으로 검증

이 완료된 리 스와 도우즈 기반의 시스템이다. 

통합 로토타이핑은 3개의 리자 로세서를 두고 

있으며 각각 이벤트 리자(Event Manager), 결과 

리자(Result Manager), 연결 리자(Connection 

Manager)이다. 각 리자들은 가상 로토타입과 

실물 로토타입 사이의 데이터 송을 목표로 동

작을 한 연결을 형성한다. 이벤트 리자는 가

상 로토타이핑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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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연결 매니 를 통하여 서버에 보낸다. 서

버로부터 연결 매니 를 통하여 이벤트 결과를 결

과 매니 에게 송하여 실물 로토타이핑의 시

뮬 이션이 실행됨으로써 인터페이스를 통한 두 

로토타이핑이 통합된다.

(그림 13)은 데이터 처리를 한 인터페이스 부

분에서 데이터 명세를 정의하고 설계하 다.

인터페이스는 3개의 리자로 구성되었으며, 연

결 매니 (Connection Manager)는 가상 로토타

이핑으로 시뮬 이션 된 데이터의 명세화 일을 

송하기 한 연결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이벤트 

매니 (Event Manager)로 보낸다. 이벤트 매니

는 입력 받은 데이터를 통합 로토타이핑을 한 

데이터로 처리한다. 이를 하여 인터페이스를 경

유하여 결과 매니 로 송하고, 결과 매니 는 실

물 로토타이핑을 가상 로토타이핑과 같은 시

뮬 이션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13) 통합 인터페이스 DFD

3.3.2 컴포 트 기반 연동 인터페이스 구

앞 에서 한 설계를 토 로 ActiveX 컴포 트

를 구 하고, 구 된 컴포 트는 가상 로토타이

핑 개발도구 RapidPLUS에 용시키고, 실물 로

토타이핑 역시 앞 에서 한 설계를 토 로 인터

페이스를 용시켜 다.

3.3.3 통합 로토타이핑 시스템의 응용

 사회의 격한 변화로 인해서 어떠한 기능

들이 갑작스럽게 추가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

다. 를 들어 5년 의 경우에는 자동차에 네비게

이션이 붙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지만 지 에 와서

는 기본 옵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옵

션 제품들은 생산시에 테스트를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멀티미디어부분에서 확장이 많이 되고 있

으며 유비쿼터스의 시 에 진입하므로써 내부 한 

시스템에서 동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림 

14)와 같이 서로 다른 시스템들의 상호교류가 이루

어지고 있다. 그것은 출시된 타겟모델이 어떠한 시

스템들과 잘 호환내지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서 시장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요한 요소가 된다.

(그림 14) 자동차와 외부시스템간의 연결 

 한 앞에서 구 한 컴포 트화된 연동기법은 

굳이 로토타이핑 뿐 아니라 다른 응용 로그램

과의 연동도 쉽게 용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에서는 통합 로토타이핑의 응

용이라 하여 모바일이라는 다른 시스템을 자동차

에 연 을 시켜 설계  구 하 다.

(그림 15)는 가상 로토타입 모델과 실물 로

토타입 모델을 컴포 트로 연동시켜 통합 로토

타입 모델을 완성 후에 모바일로 차량을 원격제어 

하는 시스템을 탑제한 것을 도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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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통합 로토타이핑의 확장

가상 로토타입과 실물 로토타입간에 컴포

트를 이용하여 연동을 하고, 다시 그 사이에 컴포

트를 하나를 더 추가하여 응용 로그램간의 연

동을 실시한다. 모바일 장치는 <표 3>의 키를 통해 

통합 로토타이핑 시스템의 원격조작을 지원한다.

<표 3> mobile control key define

Control key Role

KEYPAD Number 2 Speed Up

KEYPAD Number 4 Left Direction

KEYPAD Number 5 Speed Down

KEYPAD Number 6 Right Direction

4. 시뮬 이션  평가

본 논문에서 구 된 컴포 트 기반의 통합 로

토타이핑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검증을 하여 가

상 로토타입의 시뮬 이션과 실물 로토타입의 

모형차가 상호 연동하여 구동되는지 테스트하고, 

(그림 15)와 같이 응용 로그램이 통합 로토타

이핑 시스템 잘 융합되어 구동되는지 테스트 하여

본다.

4.1 평가를 한 시뮬 이션 시나리오

구  결과의 평가를 하여 자동차 모델의 시나

리오를 구성한다. (그림 16)는 구  결과 평가를 

한 통합 로토타이핑 시스템을 한 시뮬 이

션 시스템을 도식화 하 다.

(그림 16) 시뮬 이션 평가를 한 시나리오

4.2 구 결과 평가 방법

가상 로토타이핑에서 실행 결과를 인터페이

스를 통해서 실물 로토타이핑에서 동작하는 것

과 모바일을 통해서 통합 로토타이핑 시스템이 

구동하는 것을 확인한다.

①실물 로토타입(서버)과 가상 로토타입(클

라이언트)은 TCP/IP 소켓 통신을 통해서 직

 연결된다.

②가상 로토타입의 설정된 값들에 의해서 데

이터가 변하고 그 데이터는 연동 인터페이스

를 통하여 실물 로토타입으로 송된다.

③연동 인터페이스를 통한 데이터 입력으로 실

물 로토타이핑 시뮬 이션이 실행된다.

④연동이 종료 명령시 다시 새로운 값을 입력하



76  정보․보안 논문지 제8권 제1호(2008.3)

고 연동 실행 명령을 내리면 다시 ①부터 시

작한다.

⑤모바일 단말기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하여 ①～ 

③의 과정으로 구 된 통합 로토타이핑 시

스템에 속을 한다. 

⑥ 속이 된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가속, 감속, 

조향 명령을 내리면 그에 따라 통합 로토

타이핑 시스템에 반 되어 기값에 의해서 

시스템이 구동된다.

⑦가속이 된 후 감속이 0으로 떨어지면 시뮬

이션과의 연결은 종료가 되고 다시 연결시에

는 ⑤부터 과정으로 새로운 연결이 된다.

4.3 시뮬 이션을 통한 평가

본 논문에서는 구 된 통합 로토타이핑 시스

템의 인터페이스 검증을 하여 자동차 모델을 시

뮬 이션한다.

(그림 6) 분류에서 자동차 시뮬 이션의 Simulation 

Setup에서 Body, Engine, Transmission, Tire, 

Brake, Environment의 설정값을 넣어주고, Start 

Key Button를 통해서 Socket를 생성하여 실물 

로토타입 형태의 모형차에 시동을 걸어 다. 그리고 

Control 부분의 Brake, Accelerator, Steering을 

통해 자동차를 제어하면 모형차 역시 그 제어동작

에 따라 작동을 하게된다. 그리고 가상 로토타

입 모델의 Display부분 역시 동작을 하고 자동차

의 시뮬 이션 데이터가 변화하는 과정과 재 수

치를 모니터함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단말기로 무선인터넷을 속하여 통합 

로토타이핑 시스템에 근한다. 근 후 <표 3>

에서 정의된 키로 제어 명령을 내리고 그에 따라 

통합 로토타이핑 시스템이 구동되는 모습을 확

인 할 수 있으며, 가상 로토타이핑에 표시되는 

값들이 모바일의 액정에 표시됨을 확인 하여 상호

통신이 이루어짐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는 설계  구 한 컴포 트 기반의 통합 로

토타이핑 시스템과 외부 시스템 연동이 성공 으

로 구축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17) 시뮬 이션 결과 화면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로토타이핑에 한 설명과 자동차를 

모델로 가상 로토타이핑 개발 도구인 RapidPLUS를 

이용한 시뮬리이션과 가상 로토타이핑에서 시뮬

이션 된 데이터를 ESPS Board로 연동한 실물 

로토타이핑인 모형자동차를 포함하여 컴포 트 

기반 통합 로토타이핑 시스템을 구 하 다.

기존에는 가상 로토타이핑 개발 도구를 이용

해서는 가상 로토타이핑 시뮬 이션을 하고 실

물 로토타이핑으로는 실물 모형을 시뮬 이션을 

하 다. 이를 통해 가상 로토타이핑으로는 다양

한 컴포 트와 라이 러리로 세세한 부분까지의 

가상 시뮬 이션이 가능하 지만 실제 목표 모델

의 임베디드 운 체제나 하드웨어, 소 트웨어

인 환경까지의 지원이 힘들었다. 한, 실물 로

토타이핑 환경에서는 공장 자동화나 산업분야의 실

물 목표 모델에 용하기는 합하지만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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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8].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가상과 실물 로토타이

핑을 동시에 시뮬 이션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

하는 통합 로토타이핑 시스템을 한 인터페이

스를 설계  구 함으로써 가상 로토타이핑에

서의 임베디드 시스템 구  환경과 실물 로토타

이핑의 다양한 컴포 트와 라이 러리를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 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시 에 진입함에 따라 한 시

스템내에서 동작에 따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시스템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동작과 결과

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통합 로토

타이핑 응용이라고하여 모바일로 자동차를 원격제

어하는 부분을 소개하 다.

앞으로의 과제는 좀 더 보완된 인터페이스와 실

물에서 가상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컴포 트를 

개발하고, 외부 시스템의 간섭에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는 모델에 한 연구, 그리고 유비쿼터스 센

서 네트워크에 맞는 로토타이핑 개발 도구를 설

계  구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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