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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복잡한 임베디드 시스템의 멀티태스킹 지원은 실시간 운 체제가 요구된다. 이종의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환경에서 각각의 시스템에 최 화

된 운 체제와 로세서를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종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시 기존의 크로스 컴 일러 신, 운 체제의 API 정보  

로세서 지스터 구성 정보의 UML 로 일화 방식을 제안한다. 이는 각각의 임베디드 시스템에 합한 로 일을 이용해 이종의 시스템 개

발 환경을 선택하여 자동 코드 발생을 통해 개발 기간  비용을 단축할 수 있다. 용사례로서 이종 시스템 로 일 정보를 이용해 이종의 

실시간 운 체제 (brickOS와 uC/OS-II)  로세서(Hitachi H8과 Intel PXA255)에 맞는 모델  코드를 생성하여 포  하 다.

키워드 : 통합 모델링 언어, 실행 가능 UML, 실시간 운 체제, 임베디드 시스템, UML 로 일, 모델 기반 아키텍처, 다 처리

MDA(Model Driven Architecture) based Design 

for Multitasking of Heterogeneous Embedded System

Hyun Seung Son†․Woo Yeol Kim††․R. Young Chul Kim†††

ABSTRACT

The complicated embedded system for multi-tasking requires RTOS(real-time operating system). It uses the optimal OS and processor 

to each embedded system on the heterogeneous development environment. This paper is proposed to use UML profile of OS API and 

Processor Configuration, instead of cross-compiling for developing the heterogeneous embedded system. This reduces the development time 

and cost through generating the automatic source code with the profile information of each embedded system. We generate and port the 

code after modeling the two heterogeneous real time operating systems (brickOS and uC/OS-II) and the processors (Hitachi H8 and Intel 

PXA255) with our proposed profile of the heterogeneous embedd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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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사용자의 요구사항 증가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한 여러 기능들이 한 가지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원의 배분도 요하다. 그래서 하드웨어의 제약이 

매우 심하다. 실시간 운 체제[1, 6]를 용하면 쓰 드 단

로 로그래  하여 분할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성을 

일 수 있다. 그 지만 시스템 개발 시 어떤 운 체제가 

  ※  본 연구(2007년～2008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의 지역
신인력양성사업(2007013011430)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  회 원 : 홍익 학교 일반 학원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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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수 : 2008년 1월 4일
    수 정 일 : 1차 2008년 3월 3일, 2차 2008년 4월 1일
    심사완료: 2008년 4월 1일

용되어야 될지 선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임베디드 시스

템에 합한 실시간 운 체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 환

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 게  복잡해져가는 시스템의 

요구사항과 빠른 개발을 해서는 기존의 임베디드 개발 방

법으로는 부족하다. 

기존 MDA[2, 3, 11, 14]는 랫폼 독립 인 모델을 만들고 

이를 종속 인 모델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개발한

다. 이때 랫폼 독립 인 모델을 재사용하여 다른 종류의 

랫폼으로 자동 변화하여 시스템을 빠르게 개발 할 수 있

다. MDA의 핵심은 모델 변환에 있다. 이 모델을 변환하기 

해서 사용되는 것은 MOF, XMI, CWM, UML 로 일, 

QVT가 사용된다[4]. 이들 모두 사용되지만 변환을 한 핵

심은 UML 로 일 이다. UML 로 일은 각각의 시스템 

정보를 로 일화 하여 모델의 변환이 가능하게 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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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존의 UML 로 일은 임베디드 시스템에는 합 

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UML 로 일을 임베디드 시스템

에 용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련연구로 

UML 로 일과 개발 로세서에 해서 알아본다. 제 3장

에서는 UML 로 일을 임베디드 시스템 환경에 맞도록 

정의한다. 제 4장에는 용사례로 이종의 임베디드 시스템

에 UML 로 일을 용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결

론  향후연구를 언 한다.

2. 련연구

2.1 기존 UML 로 일

UML은 매우 일반 인 언어이기 때문에, 특정한 로그

래  언어(Java, C++, 등)의 개념을 표 하거나 혹은 특정한 

애 리 이션 도메인( 융, 항공우주, 자상거래, …)의 개

념을 표 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경우 스테 오타입과 확

장 속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체계 인 형태로 정의

해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든 것이 바로 UML 로 일[10]이다.

UML 로 일은 특정 요소를 여러 가지 에서 확장

할 수 있도록 해 다. 스테 오타입(stereotype)을 통해 요

소들을 분류할 수 있는 기 을 제공하고, 확장 속성(tagged 

value)을 통해 요소에 정의되지 않은  다른 속성을 정의

할 수 있도록 도와 다. 그리고 제약조건(constraint)과 데이터

타입(data type)을 추가 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표 1>는 UML 로 일의 그래픽 표기법 이다. 로

일내부에 스테 오 타입과 메타 클래스로 구성될 수 있고 

확장을 통해서 각각을 연결시킨다.

<표 1> UML 로 일 그래픽 표기법

Node Type Notation

Stereotype

Metaclass

Profile

Extension

ProfileApplication

2.2 MDA 기반 임베디드 소 트웨어 개발 로세스

MDA 기반의 임베디드 소 트웨어 개발 로세스[14]는 

요구사항분석, 타겟 독립 모델(TIM), 타겟 종속 모델(TSM), 

타겟 의존 코드(TDC) 4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

는 요구사항  분석단계로 요구사항에 한 정보를 문서화 

하고 유스 이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요구사항을 모델

링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확장된 xUML[8,9,11]을 사용

하여 타겟 독립 모델을 설계한다. 타겟 독립 모델은 하드웨

어 랫폼이나 운 체제에 의존 이지 않도록 시스템을 모

델링 한다. 세 번째 단계는 타겟 종속 모델(TSM)로 타겟 

독립 모델을 재사용하여 모델링 한다. 자동화 도구로 불가

능한 부분을 추가하여 설계 한다. 마지막 단계는 타겟 의존 

코드(TDC)로 최종 코드를 작성한다. 부분 코드는 자동 생

성되지만 생성할 수 없는 부분의 코드는 수작업을 통하여 

작성한다. 생성된 소스코드를 타겟 모델에 탑재하는 작업이 

바로 개발한 소 트웨어를 임베디드 소 트웨어 시스템에 

용시키는 것이다[10,11,14]. 모든 과정에서 생성된 소스코

드와 모델은 재사용 장소에 장 후에, 기능을 변경하거

나 추가하여 새로운 임베디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장된 모델을 재사용한다. 자동 코드 생성 기법은 모델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방법[4]을 이용한다. 

3. 제안한 임베디드 시스템용 UML 로 일

OMG에서 제안하는 MDA는 임베디드용이 아닌 커다란 

정보시스템을 한 개발 방법이다. 그 기 때문에 기존의 

MDA를 용한 UML 도구들은 임베디드가 아닌 일반 응용

로그램을 상으로 하고 있다. 한 UML 로 일의 구

성도 EJB, CORBA, EAI, .NET으로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

서는 임베디드 시스템에 용가능 하도록 UML 로 일을 

확장하 다.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기 해서는 기

본 으로 운 체제가 요구된다. 그리고 운 체제API 정보와 

로세서의 지스터 구성 정보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UML 로 일은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 체제 API 로 일과 로세서 구성 로 일

이 사용 된다.

3.1 운 체제의 API 로 일

운 체제에서 제공해주는 API를 메타데이터화 하여 운

체제 로 일을 만든다. 운 체제의 API 로 일은 (그림 

1)과 같다. 스테 오 타입의 기본형은 클래스로 하고 여기에 

Task, IPC, SYNC, GUI, MemoryMgt, Time으로 총 6가지

로 나 었다. 

Task는 실시간 운 체제에서 가장 기본 인 단 이며 작

업분할 단 로도 사용 하게 된다. 태스크는 쓰 드처럼 병

렬 수행이 가능하고 같은 쓰 드끼리 메모리 역을 공유하

게 된다. Task는 태스크의 생성, 삭제, 일시 정지등의 작업

을 수행한다. 



이종 임베디드 시스템의 멀티태스킹을 한 MDA(Model Driven Architecture) 기반의 설계  357

(그림 1) 운 체제 API의 메타 로 일

IPC(Inter Process Commination)는 태스크와 태스크 사

이의 통신을 담당 한다. 이러한 통신을 한 수단으로 메일 

박스, 메시지 큐, 이 를 제공한다. 

SYNC(Synchronization)은 공유데이터 문제와 동기화를 

해서 사용된다. 공유데이터나 동기화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세마포, 뮤텍스, 이벤트가 제공된다. 

GUI는 디스 이 장치에 화면을 출력하게 해 다. 두 

가지 종류의 디스 이 장치  한 가지가 선택될 수 있는

데 첫 번째는 텍스트 기반의 LCD, 두 번째는 그래픽 기반

의 LCD 이다. Text 기반의 LCD는 비교  하드웨어 처리가 

간단하며 GUI구조도 매우 간단하게 구성시킬 수 있다. 주 

명령어는 화면지우기, 커서 이동, 몇 번째 라인에 자 출력 

등을 가진다. 반 로 그래픽 기반의 LCD는 모든 처리를 픽

셀단 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해진다. 비교  

쉬운 처리를 해 임 버퍼를 할당하고 여기에 그래픽 

처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화면에 표시될 상을 그려주면 

자동으로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진다. 

MemoryMgt(Memory Management)는 메모리 할당, 해제

를 수행한다. 주로 동 메모리 리를 담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Time는 시간 련 함수로 시간 지연, 타이머 

콜 등의 기능을 수행 한다.

3.2 로세서 지스터 구성(Configuration) 로 일

로세서 로 일은 하드웨어  CPU의 아키텍처에 매

우 의존 이다. 제조사 마다 서로 다른 아키텍처를 사용하

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메타모델로 구성 하기는 매우 어렵

다. 그래서 몇 가지 요한 기능들만 로 일로 사용하려

고 한다. 로세서 로 일을 그래픽 표기법을 사용하여 

표 한 것이 (그림 2)이다. 

(그림 2) 로세서 구성 로 일

로세서 로 일은 운 체제 로 일의 구 부로 볼 

수 있다. 로세서 로 일은 Memory, ADConverter, ISR, 

GPIO, Timer 로 총 5가지로 나 었다. Memory는 메모리의 

읽기와 쓰기 연산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다. ADConverter 

(Analog Digital Converter)는 아날로그 장치와의 구성을 

해서 필요하게 된다.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 다. ISR(Interrupt Service Routine)은 모든 장치들

을 주기 으로 체크해야 하는 폴링 기반 시스템으로부터 해

방 시켜 다. 시스템은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되었을 때 처

리해야 되는 ISR만 작성하면 주기 으로 하드웨어를 검사하

지 않아도 된다. 보통 255가지의 인터럽트를 처리할 수 있

도록 해주는데 이것은 CPU 아키텍처마다 다르다. 그래서 

요한 몇 가지 인터럽트만 처리해주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해 다. GPIO(General Purpose In/Out)는 로세서가 가지

는 외부 핀을 통해 다른 하드웨어와 연결시켜 다. GPIO 

통해서 핀들을 리하여 주면 로세서에 계없이 모든 핀

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Timer는 시간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로세서 내부 혹은 외부의 

타이머를 이용하여 시간을 리 한다. 주로 ISR과 함께 사

용되어진다.

4. 용사례

4.1 이종의 임베디드 시스템

MindStorm[12]의 하드웨어 정보와 Empos-II[13]의 하드

웨어 정보를 살펴본다. MindStorm의  CPU는 Hitachi사의 

H8/300 씨리즈인 3292로 되어 있고 클럭은 16MHz로 작동

된다. RAM은 32Kbyte, ROM은 16Kbyte의 장공간을 가

진다. 호스트(PC) 시스템에서 타겟(RCX) 시스템으로 데이

터를 송하기 해서 외선 직렬 포트 장치인 L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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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IM의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림 4) TIM의 병렬 메시지 다이어그램

USB Tower를 사용 한다. 화면 출력장치로는 작은 크기의 

LCD를 사용한다.

Empos-II[13]의 CPU는 Intel사에서 제공하는 ARM기반

의 PXA255이고 클럭은 400Mhz로 작동하게 된다. RAM은 

64Mbyte ROM은 32Mbyte로 RCX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 한 데이터를 송하기 해 직렬 통

신 포트를 사용하고 리 스에서 제공하는 터미 인 

minicom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4.2 타겟 독립 모델 설계(Target Independent Model)

타겟 독립 인 모델은 기능  요구사항을 시스템에 용

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타겟 독립  모델은 어떠한 하드웨

어나 소 트웨어에 의존 이지 않도록 모델링 한다. 이 과

정에서 생성되는 모델은 클래스 다이어그램, 병렬 메시지 

다이어그램, 병렬 상태 다이어그램이다. 타겟 독립 모델을 

완성하면 타겟 종속 모델로 변환을 할 수 있다. 이때 원하

는 로세서와 운 체제를 선택하여 타겟 종속 모델로 변환

하게 된다.

아래는 각 다이어그램에 한 부가 인 설명을 언 한다.

4.2.1 클래스 다이어그램

본 제를 TIM단계에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모델링한 

것이 (그림 3) 이다. 

CMain 클래스에는 TaskStart라는 태스크가 있고 

TaskStart 클래스에는 7세그먼트를 증가시키는 태스크들을 

가지고 있다. 일반 인 클래스와 구별이 가능해야 한다. 그

래서 멀티태스킹을 사용하여 독립 인 태스크로 수행되는 

부분은 스테 오 타입 “<<TASK>>”로 표 하고 사용되는 

라이 러리는 “<<LIB>>”로 표  한다.

4.2.2 병렬 메시지 다이어그램

TIM단계에서 병렬 메시지 다이어그램[14]을 모델링한 것

이 (그림 4)이다. 기존의 UML에서 시 스 다이어그램은 객

체간의 동  상호작용을 시간  개념을 시하여 모델링한

다. 하지만 병렬 메시지 다이어그램은 기존의 다이어그램에

서는 가능하지 않은 병렬 인 개념과 롤 기반 모델링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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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uCOS의 타겟 종속 모델

4.2.3 병렬 상태 다이어그램

태스크들의 수행상태는 최  시작이 되면 MAIN상태로 

이되고 바로 TaskStart상태가 되어 각 태스크들을 병렬

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이것을 병렬 상태 다이어그램으로 

표 한 것이 (그림 5)이다.

(그림 5) TIM의 병렬 상태 다이어그램

4.3 타겟 종속 모델 설계(Target Specific Model)

타겟 종속 모델은 타겟 독립 인 모델을 로세서와 운

체제 로 일을 용하여 생성 한다. 로 일의 매핑규칙

에 의하여 독립모델이 종속 모델로 변하는 것이다. 다이어

그램 상에서는 타겟 독립모델을 객체지향의 상속개념처럼 

이어받게 된다. 그 기 때문에 다이어그램 자체가 유사하다. 

하지만 내부 속성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같다고는 할 수 없

다. 이 단계는 자동화도구로는 불가능한 부분을 수작업을 

통해서 완성한다.

다음은 생성된 타겟 종속 모델을 설명한 것이다.

4.3.1 MindStorm(brickOS)

(그림 5)에서 만든 타겟 독립 모델을 가지고 자동화 도구

를 통해 MindStorm 형태로 변환한다. 변환된 모델은 

brickOS의 속성으로 변환된다. 타겟 독립 모델의 구조 그

로 타겟 종속 모델로 변환된다. 이때 로 일 정보들은 도

구 내부에 숨겨져 있으므로 외 상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실제 인 구분은 타겟 의존 코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4.3.2 EMPOS-II(uC/OS-II)

EMPOS-II시스템에 맞도록 타겟 독립 모델을 변형한다. 

타겟 독립 모델에서 타겟 종속 모델로 변환될 때 자동화 도

구로 불가능 한 부분은 사용자가 추가한다. CMain 클래스

의 속성부분에 OS_STK TaskStk [N_TASKS][STK_SIZE], 

OS_STK TaskStartStk[STK_SIZE]를 (그림 6)의 빨간 부분

과 같이 추가 한다. 

4.4 타겟 종속 코드 생성

타겟 종속 모델을 완성하면 코드자동생성기법[15]을 사용

하여 C, C++, Java  원하는 코드를 생성 할 수 있다. 다

이어그램들의 메타모델과 제시한 운 체제와 로세서 로

일을 사용하여 코드를 생성하게 된다. 고의 RCX는 커

과 응용 로그램 코드가 분리된 방식을 사용한다. 그래서 

먼  커 을 RCX에 포  하여 brickOS가 탑제되어 수행되

고 있어야 한다. 응용 로그램을 처리하기 해서 brickOS

내부에 idle 태스크를 포함 하고 있다. brickOS가 제공해주

는 라이 러리인 cputc()함수를 사용하여 화면 출력한다.

uC/OS-II는 brickOS와 다르게 커 과 응용 코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로 생성된다. 그래서 응용 로그램 

내부에 커 소스가 혼합된 형태로 개발된다. 한 idle 태스

크가 응용 로그램에 태스크 시작 루틴에 포함된다. 

uC/OS-II는 라이 러리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직  만든 

seg_main()함수를 이용하여 화면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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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날로 복잡해져가는 임베디드 시스템이 멀티태스킹을 지원

하기 해선 실시간 운 체제의 사용이 필요하며, 이종의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환경에서는 각각의 시스템에 합한 

실시간 운 체제를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MDA 기

반 개발의 핵심인 UML 로 일을 임베디드 시스템에 

합하도록 변환하여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시 실시간 운 체

제 API  로세서 구성 정보의 로 일화에 해 제안

한다. 각각의 임베디드 시스템에 합한 로 일을 사용한

다면 최 화된 개발환경 선택을 통해 개발 기간  비용을 

단축할 수 있다. 용사례로서 이종의 실시간 운 체제  

로세서를 사용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에 로 일을 용하

여 개발기간의 단축할 수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 빠른 개발뿐만 아니라, 거시 시스템에 

용할 경우에는 얼마나 신뢰성 있는 기능으로 오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성의 신뢰성에 한 문제 해결과 확

장된 UML 로 일이 좀 더 범용 으로 사용될 수 있도

록 로 일 정보의 최 화를 한 연구가 진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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