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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의 보급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주기적인 고성능 스마트폰 및 업그레이드된 운영체제의 

출시로 인하여 1년~2년 사이에 구형 스마트폰이 된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환경적인 제약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Thin-Client 단말을 이용한  가상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가상머신(VM: Virtual Machine)의 경우 센서 및 

GPS 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센서와 GPS 장치와 관련된 응용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 x86 기반의 시스템에서 가상 머신으로 동작하는 Android용 가상머신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구현하

여 가상머신 환경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같은 Android 가상화 기능을 제공하고자 한다.  가상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실제로 동작하는 구형 Android  스마트 폰(Thin-Client)으로부터 센서 및 GPS 정보를 수신하여 가상 장

치에 실제 디바이스가 있는 것처럼 동작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amount of smart phones has increased exponentially. Due to the periodic release of high-performance smart 
phones and upgraded operating system, new smart phones become out-dated  over  1 or 2 years. In order to solve 
environmental constraints of these smart phones, virtualization technology using Thin-Client terminal has been 
developed. However, in the case of Virtual Machine(VM),  the applications associated with sensors and a GPS device 
can not run because they are not included.

In this paper, by implementing the device driver for Android running in a virtual machine in the x86-based systems, 
it is to provide Android virtualization capabilities such as using the latest smart phones in the virtual machine 
environment. It would like to propose a method that the virtual device driver receives sensors and GPS information 
from the old Android smart phones(Thin-Client) that actually work and run as if the real device exists.  

키워드 : 가상 디바이스 드라이버, 가상 머신, 센서, 안드로이드,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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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세계 스마트폰의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Gartner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까지 스마트폰 판매

량은 968만대로 전년도 대비 42.3% 판매량이 증가 되

었고, 올해 안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10억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OS별 

점유율은  Android가 약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2,3]. 

Android OS는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

지만, 기존 사용자들이 직접 Android OS를 업데이트 하

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제조사의 새로

운 단말 출시는 고사양의 H/W를 적용하고 고성능 3D
게임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은 

점차 구형 스마트폰이 되어 고사양을 지원하는 어플리

케이션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다. 그리고, IDC 모바일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

흥 시장에서 저가형 스마트폰이 성과를 내고 있으며, 
저가형 스마트폰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

고 예상하였다. 하지만 저가형 스마트폰의 경우 제한된 

H/W 성능으로 고성능 어플리케이션 구동에 제약사항

이 발생한다[4-7].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H/W 및 S/W 환경에 

제약 없이 Thin-Client(저가형 스마트폰 또는 Low 
Android OS 버전)에서도 사용자에게 최신 OS 버전에

서 제공되는 고성능 어플리케이션 구동이 가능하도

록 모바일 클라우드 기반 가상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과, 단순한 Android OS 환경뿐만 아니라 센

서 및 GPS등의 가상 디바이스 드라이버 구현 방법을 

제안한다.

Ⅱ. 관련연구

모바일 클라우드 기반 가상화 서비스 기술은 스마트 

단말에 가상화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과 클라우드 상에

서 가상 단말 또는 에뮬레이터를 제공하는 경우로 나누

어진다. 단말에 적용하는 가상화 기술은 스마트 단말에 

다수의 OS를 동작시키는 기술로 Red Bend, VMware 
Mobile Virtual Platform(MVP), Motorola Atrix 4G 등
이 이에 속한다.

단말에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는 VMware Mobile 
Virtual Platform의 경우 스마트 단말에서 두 개의 OS를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각각의 OS는 개인용

도(Normal Domain)와 업무 및 사생활 보호용(Secure 
Domain)으로 나뉘어 별도로 동작함으로써 개인정보 및 

회사 업무와 관련된 데이터를 Secure Domain에  저장

하여 보안 기능을 강화한다. 이 기술은TYPE1 가상화와 

TYPE2 가상화로 분류되며, TYPE1 가상화는 프로세서 

모듈에서 제공하는 가상화 기능을 이용하여 구현된 것

으로 각각의 OS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동작한다. 
TYPE2 가상화는 기존의 OS위에 가상화 기능을 구현

하는 것이다. 그림1은 VMware Mobile Virtual Platform
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그림 1. VMware MVP 
Fig. 1 VMware MVP 

클라우드 상에서 가상 단말 또는 에뮬레이터를 제공

하는 기술은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연구된 Cloudlet상
의 서버를 통하여 가상머신을 실행시키고 실제 단말과 

연동한다. 
Cloudlet은 스마트 단말 H/W의 자원제약, 네트워크 

환경의 높은 지연율, 낮은 대역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구현된 기술이다.  스마트 단말에서 직접적으로 클라

우드 환경과 연결되지 않고 Cloudlet과 연결된다. 이때 

네트워크 환경은 무선 환경으로 구성되며, Cloudlet 은  

낮은 지연율,  높은 대역폭을 보장하고 풍부한 H/W 리
소스 자원을 제공한다. 

Cloudlet은 기본VM과 오버레이VM으로 구성 되며,
기본 VM은 Cloudlet에 동작하고 오버레이 VM은 스마

트 단말에서 동작한다. Cloudlet의 개요는 아래 그림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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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loudlet 개요

Fig. 2 Overview of the Cloudlet 

Ⅲ.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상에서 가상 단말을 구현하

고 , 실제 스마트 폰에 클라이언트를 구현한다.
클라이언트는 센서 및 GPS 값을 가상 단말의 서버 

프로그램으로 주기적(100ms)으로 전달하게 되며, 가상 

단말에는 센서 및 GPS 값을 처리하는 서버 프로그램, 
가상 디바이스 드라이버 및 가상 HAL 라이브러리를 구

현한다. 이는 저가형 스마트 폰 및 노후화된 스마트 폰

의 S/W와 H/W 특성에 제한받지 않고 고성능 앱 콘텐츠

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전체 시스템

의 구성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Android 가상머신 구조도

Fig. 3 Android Virtual machine Structure

본 장에서는 x86기반의 Android 가상머신에서 동작

하는 서버 프로그램, 가상 디바이스 드라이버, 가상 

HAL 라이브러리 및 실제 스마트폰에서 구성되는 클라

이언트의 구현에 관한 내용을 기술한다.
실제 스마트폰과 x86 기반의 Android OS 와 연동하

기 위해서는 가상 라이브러리와 가상의 디바이스 드라

이버를 구현해줘야 한다. Android 의 경우 센서 및 GPS 
값은 HAL을 통해서 Android Framework에 전달하게 

되는데, x86 기반의 Android 의 경우 실제 센서 및 GPS 

물리장치가 없기 때문에 장치들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

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x86 기반의 Android의 전체 

S/W 구조와 가상 드라이버가 추가된 구조는  그림 4
와 같다. 

그림 4. Android 구조도

Fig. 4 Android Structure

가상 디바이스에 대한 드라이버를 리눅스 커널에 구

현하고 Android와의 연결을 위하여 HAL에 라이브러리

를 구현 하며, 실제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를 송수신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서버프로그램을 구현

한다. 본 논문에서 가상 머신과 실제 스마트폰의 동작 

구조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Android 가상 디바이스 드라이버

Fig. 5 Android Virtual Devices Driver

본 논문에서 구현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 서버 프로그램

- 가상 디바이스 드라이버 

- 가상 라이브러리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프로

그램이며, 가상머신에서 필요로 하는 센서 및 GPS 값을 

캡처해서 가상 머신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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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동작 절차

Fig. 6 Client Program operation process 

서버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

로부터 센서 및 GPS 값을 수신하는 역할을 한다. 
Daemon 형태로 동작하고 있으며, Android 부팅 시 자동

으로 실행되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연결을 대기한

다. 또한 수신된 값들을 파싱(Parsing) 해서 알맞은 가상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7). 

그림 7. 서버 프로그램 동작 절차

Fig. 7 Server Program operation process 

가상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리눅스 커널에 포함된 디

바이스 드라이버이며, 서버 프로그램과 HAL 라이브러

리에서 접근한다. Server 프로그램에서 클라이언트  프

로그램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면 적절한 파싱을 거

쳐서 해당 디바이스 드라이버에게 전달한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수신된 값을 바로 HAL에 전달하거나 HAL
에서 가져갈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기다린다. 이러한 

것은 HAL 동작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x86 기
반의 Android 의 경우 실제 센서 및 GPS 장치가 없지만 

해당 H/W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기 위하여 “/dev/pxxx” 
노드 장치 파일을 생성한다(그림 8).

그림 8. GPS 디바이스 드라이버 동작 절차

Fig. 8 GPS device driver operation process

가상 라이브러리는 HAL 에 존재하며, Android 는 디

바이스 드라이버를 직접 접근하기보다는 다양한 H/W
를 접근할 수 있는 공통 메커니즘을 제공한다(그림 9). 

그림 9. GPS 라이브러리 동작 절차

Fig. 9 GPS library operation process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앱 콘텐츠들 수정 없이 연동

될 수 있도록 해당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한 가상 라

이브러리를 추가한다.

Ⅳ. 시스템 구현 및 성능평가

본 논문에서 Android 가상 디바이스 드라이버 구현

에 사용된 개발환경의 운영체제로는 Ubuntu 12.04 LTS,  
클라이언트로는 Google Nexus7, 서버로는 인텔 코어 i7, 
가상 머신으로 오라클 Virtual Box, 개발 언어로는  C 와 

Java를 이용하였다. 
Goolge Nexus7에서는 100ms 단위로 센서 및 GPS 

값을 보내주기 위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구현 하였

고, 가상 단말에서는 센서 및 GPS 값을  수신하기 위한 

서버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이때 양쪽의 통신은 TCP 
소켓 통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 한다.  Android 
OS와 센서 및 GPS를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과 연동하

기 위하여 가상  HAL 라이브러리와 가상 디바이스 드

라이버를 추가로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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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단말의 가상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이 센서 및 

GPS 장치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장치 노드들을 생성

한다.
- 가상 GPS : /dev/vgps
- 가상 SENSOR : /dev/vsensor

가상 장치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커널의 센서 및 

GPS 에 대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포함하였다. 센서와 

GPS 데이터들을 Android 프레임워크에서 읽어 갈 

수 있도록 그림 10과 같이 가상 HAL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였다.

그림 10. 가상 HAL Library
Fig. 10 Virtual HAL Library

스마트폰에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센

서 및 GPS  값을 가상단말 서버 프로그램으로 전달한

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단말에서 센서 및 GPS 정보 값

을 확인하기 위한 데모프로그램을 구현 하였다. 가상 

머신 실행 화면을 그림 11에 보이며, 그림 12는 Goolge 
Nexus7으로부터 센서 및 GPS 정보값을 받아와 가상 머

신의 Android 화면에 값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 및 GPS 정보 값을 출력하기 위

한 예제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가상 머신은 GPS 정보값 및 마그네틱 센서, 가속도 센

서, 방향 센서 값을 수신 받는다. 

그림 11. 가상 머신 실행화면 

Fig. 11 Run Screen of Virtual Machine

그림 12. UbiDemo 실행화면

Fig. 12 Run Screen of UbiDemo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저비

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저사양 스마트 단말 

및 노후화 스마트 단말 사용자에게 최신 기능을 제공하

고자 한다.  또한 가상 디바이스 드라이버 기술을 제공

함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음, 네이버등 기존

에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와는 다르게 사용자는  가

상 단말에서도 센서 및 GPS를 이용하는 기존의 앱 콘텐

츠들을 수정 없이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Ⅴ.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주기적으로 Android OS 버전이 출시되는 것과는 다

르게 시장에 출시된 스마트 단말에 대한 Android OS 업
그레이드 지원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또한, 최신 발

매된 Android OS 버전을 사용자가  업데이트를 하는 것 

역시 거의 불가능하며, 최근에 출시되는 중저가 스마트

폰의 경우 H/W 성능 제약으로 인하여 고성능 앱 및 멀

티미디어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힘들다. 
기존에 연구되고 있는 가상 머신 VMware Mobile 

Virtual Platform의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한 두개의 도

메인을 사용하거나,  cloudnet 의 경우 H/W 자원 제약 

및 네트워크 성능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
지만,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은 센서 및 GPS 장치의 정

보 수신에 대한 부분을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센
서 및 GPS를 이용하는 관련 서비스를  사용하지는 못하

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은 가상 머신과 실제 스마트 

단말의 정보들 값을 이용하여 성능이 낮은 H/W 및 구

형 S/W에서도 최신 Android OS 및 고성능 앱을 구동하

도록 하고자 하였다. 최신 Android OS 의 경우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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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리소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가상 머신에서 동작

하도록 하고, 실제 스마트 단말의 주변정보값(센서 및 

GPS) 정보를 가상 머신으로 전달하여 Android와 연동

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그 결과 가상

화 서비스를 통하여 고성능 게임, 고화질 미디어, 최신 

Android OS를 낮은 H/W 성능 및 구버전 Android OS 
버전의 스마트폰 에서도  사용 가능 하게 되었다. 

향후 터치스크린, 영상 전송 기능 기술을 추가하여 

MDM(Mobile device Magement)분야로 기술적으로 확

장하여 구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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