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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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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For the rapid development of embedded software, a variety of development tools have 

been developed. But, the embedded software developers do not use the available tools fluently 

and do not improve software productivity as expect because there are short of supporting 

utilization convenience of development tools. In this paper, we suggest a tool of building custom 

development environment for improving the utilization convenience of embedded software 

development tools. The custom development environment helps developers to rapid selection and 

access of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develop the embedded software on the specific embedded 

system. In addition, it enables developers to handle the outputs from development tools 

associatively. Moreover  it is very flexible in extension and integration because it's 

implementation based on Eclipse technology. We also perform the evaluation of our tool and 

successfully validate the utilization convenience of embedded development tools. Therefore, we 

expect that this tool enables developers to use the embedded development tools efficiently, and 

then it help improving embedded software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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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연구팀

I. 서 론

최근 임베디드 시스템의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

함에 따라 임베디드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좌우

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신속한 개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과거 데스크탑 소프트

웨어의 경우 동일한 상황에서 적합한 도구의 활용

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서도 개발 속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개발 도구들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1,4,7].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위한 도구 개발은 기존

의 도구 개발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고

려를 필요로 한다. 첫째 다양한 수준의 소프트웨어

에 대한 개발이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은 하드웨어 부팅용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플랫폼(운영체제 및 

BSP(Board Support Package)) 개발, 응용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데스크탑 소프트웨어를 위한 

개발 도구와 비교하여 많은 종류의 개발 도구를 필

요로 한다.

둘째 다양한 운영체제와 하드웨어 시스템을 지

원할 수 있어야 한다. 임베디드 시스템은  운영체제

나 하드웨어 구성이 매우 다양하며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조건에 매우 의존적이다. 그러므로 도구를 

적용할 임베디드 시스템의 하드웨어나 운영체제가 

변경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도

구에 대한 새로운 개발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개발 환경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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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맞춤형 개발 환경 적용 절차

Fig. 1. Applying procedure of custom development environment

유한 특성은 도구 개발에 대한 노력과 비용의 증가

와 함께 도구 활용에 대한 복잡함과 어려움을 유발

시켜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저조한 개발 도구 활용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3,7].  

도구 개발 비용 문제 측면은 임베디드 시스템의 

특성상 개발 도구가 타겟 운영체제나 하드웨어에 

의존적이므로 타겟 운영체제나 하드웨어가 달라질 

때 마다 매번 새로운 도구를 필요로 함으로 임베디

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도구 활용 문제 측면은 개발자가 개발하는 임베

디드 시스템에 적합한 도구를 선택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활용 편의 지원의 부족으로 발생하

는 것이다. 즉, 앞서 언급한대로 임베디드 소프트웨

어 개발 환경을 위한 개발 도구는 기능 및 타겟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개발자가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도구를 개별적으로 파악

하고 설치 및 실행해야 하는 복잡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도구에서 생성되는 결과물도 도구 각각

의 실행 환경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도

구 결과물들의 통합적인 검토가 어렵다. 이러한 문

제는 고가의 개발 도구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개

발자가 생산성을 쉽게 높이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에 대한 활용 편의를 개선시킬 수 있는 맞춤형 개

발환경 구축을 지원하는 도구를 제안한다. 본 도구

는 Eclipse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도구 플러그인

(Plug-ins)들의 통합 및 연계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 제안하는 도구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Eclipse 기반 개발 도구들을 UI(User Interface) 관

점과 지원 타겟 관점에서 통합 관리하여 필요한 도

구에 대한 신속한 접근을 지원하며 또한 개별 개발 

도구들의 프로젝트들을 개발 응용별로 통합 관리하

여 도구 결과물들에 대한 통합적인 검토 환경도 제

공한다.

Ⅱ. 배 경

Eclipse는 Java 기반의 오픈 소스 개발 플랫폼

으로 플러그인들로 프레임웍이 구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확장 또한 플러그인으로 가능하도록 지원되

어 일관성 있는 기능 확장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2].

Eclipse 는 최근 다양한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

웨어 개발 도구의 개발 환경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를 위한 개발 플랫폼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지원 대상 소프트웨어와 지원 운영

체제 및 하드웨어의 다양성으로 인해 도구의 확장 

편의성이 매우 중요한 도구 개발 플랫폼의 선택 조

건인데 이를 만족하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Eclipse 기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

발 도구들은 공개 또는 상용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공개의 경우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나 지원

하는 기능이 단순하여 실용성이 낮다. 반면에 상용

의 경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고유의 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도 포함하

고 있어 공개 도구와 비교할 때 활용 편의는 높지

만 높은 가격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5,6].

현재까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들은 

다양한 기능을 구비하는 노력이 집중되었다. 또한 

비록 일부 상용 제품에서 IDE를 갖추어 활용 편의 

지원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해당 제품에 특화되어 

있어 확장성이 없고 도구 결과물들에 대한 통합적

인 검토 환경은 지원하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맞춤형 개발 환경 구축 지원 도구는 통합 및 

연계하여 활용할 도구들을 개발자가 필요에 따라 

동적으로 선택하여 IDE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여 높

은 유연성과 확장성이 제공되며 도구 결과물들에 

대한 통합 및 연계 환경도 지원하는 새로운 기술로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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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조도

Fig. 2. Architecture of tool

일반적으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개

발을 시작하기 위해 우선 개발할 소프트웨어와 적

용할 시스템의 종류에 적합한 개발 도구를 선별하

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개발자는 개발을 진

행하는 과정에서 선별된 도구들을 필요한 시점에 

한 번에 하나씩 또는 동시에 여러 개를 실행하여 

목적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여러 도구에 흩어져 있

는 개발 중간 결과물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개

발 최종 결과물을 확보하는 것은 개발자의 또 다른 

부가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본 논문의 맞춤

형 개발 환경은 이와 같은 개발자의 불편함을 최소

화하기 위해 개발 대상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임

베디드 시스템의 종류에 적합한 도구들에 대한 선

별, 실행 접근 그리고 도구 결과물들의 통합 및 연

계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도구 활용 과정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도구 통합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

한다.

(그림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도구를 이용한 

맞춤형 개발 환경 활용 절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첫 

단계에서는 맞춤형 개발 환경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도구들을 통합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통합된 도

구들 중에서 개발자가 특정 개발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도구들로  맞춤형 개발 환경 구성 요소를 구

성하여 특정 맞춤형 개발 환경 타입으로 정의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 통합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과정

에서 개발자가 원하는 맞춤형 개발 환경 타입을 선

택하게 되면 통합 프로젝트 생성과 동시에 맞춤형 

개발 환경이 제공된다.

Ⅲ. 본 문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맞춤형 개발 환경 구축 

지원 도구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설

명한 후 구현 및 실험 결과를 기술한다.

맞춤형 개발 환경 구축 지원 도구는 (그림 2)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도구 통합기는 (그림 1)에서 

살펴본 맞춤형 개발 환경 활용 절차의 첫 번째 단

계인 Eclipse 플러그인 기반의 도구들을 지원 타겟

별로 통합하는 기능을 구현한 모듈이다. 맞춤형 개

발 환경 관리기는 그 외의 단계들인 맞춤형 개발 

환경 타입 정의, 통합 프로젝트 생성, 맞춤형 개발 

환경 제공 기능을 구현한 모듈이다. 

맞춤형 개발 환경 구축 지원 도구를 구성하는 

도구 통합기와 맞춤형 개발 환경 관리기는 각각  

Eclipse 플러그인으로 개발 되었다. 도구 통합기는 

Eclipse 확장점(extension point)을 기반으로 도구

들을 통합시키므로 통합 대상 도구는 간단히 플러

그인 설정 파일 수정만으로 통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통합 방식은 맞춤형 개발 환경 

구축 지원 도구가 제공되지 않는 실행 환경에서는 

각 도구 원래의 실행 방식 그대로 진행할 수 있으

므로 도구 통합에 따른 도구 변형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도구 통합기는 통합 대상에 따라 UI별 도구 통

합기, 지원 타겟별 도구 통합기, 개발 응용별 도구 

프로젝트 통합기로 구성된다. 

그림 3. UI 및 지원 타겟별 통합

Fig. 3. An example of tool integration

UI별 도구 통합기는 맞춤형 개발 환경에 연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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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별 도구 플러그인들의 프로젝트 마법사, 퍼스

펙티브, 프로젝트(Nature) 등을 통합하며 지원 타겟

별 도구 통합기는 맞춤형 개발 환경에 연계하는 개

별 도구가 지원하는 타겟 타입을 구분하여 통합한

다. 이를 위해 UI별 도구 통합기는 이 세 가지 속성

을 포함하는 Eclipse 확장점으로 구현하고 지원 타

겟별 도구 통합기는 타겟 타입 속성을 포함하는 

Eclipse 확장점 구현하였다. 통합시킬 각 도구 플러

그인에서 이 확장점들을 확장함으로써 통합이 처리

된다. (그림3)은 확장점 확장을 통한 UI 및 지원 타

겟별 통합 과정에 대한 예시화면을 보이고 있다.

UI별 도구 통합기와 지원 타겟별 도구 통합기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맞춤형 개발 환경 관리기에서  

개발환경 타입 정의, 통합 프로젝트 뷰 및 통합 퍼

스펙티브 구성 처리에 사용된다. 

개발 응용별 도구 프로젝트 통합기는 각 도구의 

주요 결과물인 프로젝트 정보에 응용 분야 정보를 

추가 관리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 이 기능의 구현은 

확장 가능한 응용 분야 정보를 제공하고 각 도구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들 중에서 선택하

게 하여 이 정보를 프로젝트에 추가하는 기능을 각 

도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API로 제공하

여 각 도구에서 프로젝트 생성시 이를 호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각 도구 프로젝트의 응용 분야 

정보는 맞춤형 개발 환경 관리기의 통합 프로젝트 

관리기에 이용되어 유사한 응용 분야를 위해 개발

된 도구 프로젝트들에 대한 연계 및 재활용 대한 

편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아래 (그림 4)는 각 도구에서 생성한 프로젝트들

이 "Applications/Multimedia"라는 응용 분야인 경

우 통합 프로젝트를 통해 연계 활용되고 있는 예를 

보이고 있다.

그림 4. 통합 프로젝트와 도구 프로젝트 연계

Fig. 4. An example of integrated project

 

맞춤형 개발 환경 관리기는 개발 환경 타입 정

의 관리기, 통합 프로젝트 관리기, 통합 퍼스펙티브

(Perspective) 관리기로 구성된다. 

개발 환경 타입 정의 관리기는 앞서 도구 통합

기로 통합된 도구들에서 개발자가 특정 개발에 사

용하고자 하는 개발 도구들의 선별 기능을 제공한

다. 이때 선별된 도구들의 그룹에 이름을 할당하게 

되는 이를 개발 환경 타입 이라고 한다. 개발 환경 

타입은 도구의 종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도구가 

지원하는 타겟에 종류도 함께 고려하여 생성된다.

(그림 5)는 개발 환경 타입 정의 관리기의 실행 

화면에 대한 예시를 보이고 있다. arm 타겟을 지원

하는 체크된 4개의 도구로 구성되는 smdk6410 이

라는 개발 환경 타입을 정의하는 예이다.

그림 5. 개발 환경 타입 정의

Fig. 5. Defining development environment type

통합 프로젝트 관리기와 통합 퍼스펙티브 관리

기는 앞서 정의된 개발 환경 타입에 맞춤화된 개발 

환경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한다. 

통합 프로젝트 관리기는 개발 환경 타입에 소속된 

도구들의 프로젝트들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 프로젝

트 생성과 통합 프로젝트 내용을 구조적인 프로젝

트 트리로 표시하기 위한 프로젝트 뷰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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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프로젝트 뷰는 단순히 통합 프로젝트 내용을 

표시하는 것 외에 해당 통합 프로젝트에 포함될 수 

있는 도구를 위한 프로젝트 생성과 실행 시작 인터

페이스를 제공하여 맞춤형 개발 환경의 가장 중요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활용된다.

(그림 4)는 통합 프로젝트 뷰의 예시 화면을 보

이고 있다. "smdk6410"이라는 통합 프로젝트가 

arm 기반 smdk6410 보드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을 목적으로 생성되었고 2개의 도구에서 생성된 2

개의 프로젝트 "fs2"와 "kb1"이 통합 관리되는 예이

다. 

통합 퍼스펙티브 관리기는 기존의 Eclipse 플랫

폼에서 제공하는 퍼스펙티브 관리를 기반으로 구현

하였으며 통합 퍼스펙티브 접근 바(Bar)라는 기존

Eclipse 퍼스펙티브 기능과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

한다. 통합 퍼스펙티브 접근 바는 특정 개발 환경 

타입의 맞춤형 개발 환경에 포함된 도구들의 식별

과 실행에 신속함과 편의를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

페이스이다. 

그림 6. 통합 퍼스펙티브

Fig. 6. Integrated perspective

(그림 6)은 통합 퍼스펙티브의 예시 화면을 보이

고 있다. 통합 퍼스펙티브 접근 바는 통합 프로젝트 

뷰에서 선택한 통합 프로젝트의 맞춤형 개발 환경 

타입에 포함된 도구들만 활성화하여 표시하고 활성

화된 도구 아이콘을 선택하면 해당 도구가 별도의 

윈도우 화면으로 실행시킨다.

제안하는 맞춤형 개발 환경 구축 지원 도구는 

Eclipse 3.6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윈도우즈

나 리눅스 구별 없이 실행 시스템 환경으로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본 도구가 실험 대상으로 하는 임

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들이 임베디드 리눅스 

시스템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것으로 일부 도

구들이 리눅스 시스템의 자원을 필요로 하므로 본 

논문에서의 결과들을 리눅스 시스템에서 진행한 내

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도구의 실험 대상이 된 도구들은 저자가 소

속한 부서에서 진행하는 과제에서 개발 중인 여러 

가지 Eclipse 기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들이다. 이 도구들은 임베디드 리눅스 시스템을 위

한 것으로 C/C++ 개발 도구, 원격 디버거, 원격 

모니터 도구, 커널 설정 도구, 루트파일시스템 설정 

도구 등 다양한 종류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구들이다.

제안한 도구의 실험 결과는 앞서 3장에서 기술

한 도구의 동작 화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개발자가 활용하고자 하는 도구들로 개발 환경을  

맞춤화하여 구축하고 통합 프로젝트와 통합 퍼스펙

티브를 통해 개발 도구를 신속하게 접근하고 도구 

결과물들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였다. 하지

만 본 도구의 적용 없이 실험 대상 임베디드 소프

트웨어 개발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활용 편

의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그림 7. 기존 방식의 프로젝트 관리

Fig. 7. An example of existing method for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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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프로젝트 관리 관점에서 기존 방식대

로 도구들을 활용하는 예시 화면을 보이고 있다. 제

안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각 도구의 프로젝

트가 프로젝트 이름 이외의 어떤 추가 정보도 없이 

생성된 순서로 단순히 나타냄으로 도구 결과물에 

대한 연계와 활용에 개발자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

다.

IV. 결 론

임베디드 시스템의 응용 분야가 다양해짐에 따

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들이 개발 되고 있으나 도구 

기능 확보에 집중되어 있고 활용 편의 지원이 부족

하여 도구 활용이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의 활용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개발 환

경 구축을 지원하는 도구를 제안하였다. 본 도구는 

개발자가 목표로 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임베

디드 시스템의 종류에 적합한 도구들에 대한 선별, 

실행 접근 그리고 도구 결과물들의 통합 및 연계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도구 활용 과정에 맞춤화된 편

의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발 환경 재구성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술이다. 

본 도구는 또한 Eclipse 플랫폼 기반의 기술로 

개발되어 확장성이 높아 현존하는 도구들만이 아닌 

향후 개발될 Eclipse 기반으로 개발되는 도구들에

도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제공하는 맞춤

형 개발 환경의 GUI는 Eclipse 고유 GUI의 룩엔필

(Look&Feel)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기존 Eclipse 

개발 환경 사용자들에게 일관성 있는 사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도구가 제공하는 편리한 개발 편

의 기능과 친숙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현재보다 쉽고 편리한 도구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신속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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