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래밍은 잘하는데 하드웨어를 잘 몰라도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임베디드 시
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잘할 수 있을까? 필자 또한 임베디드 시

호스트용 터미널
(Edit, 컴파일)

스템을 처음 시작할 때 이와 같은 심정이었다. 필자는 학부와 대학원

호스트용 터미널
(Edit, 컴파일)

Minicom
(타겟용 터미널)

에서 전자통신을 전공하였다. 그리고 학부 때 배운 컴퓨터 언어는 포
JTAG 케이블

트란이 전부였다. 그것도 컴퓨터 없이 칠판수업을 받았다. OS와 32비

호스트

호스트

트 프로세서를 접하기 시작한 것도 서른 살이 넘어서였으며, 프로그

시리얼 케이블

램 언어도 8비트 마이콤용 어셈블리 정도만 사용하는 수준이었다. 상
상이 가는가?
필자는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 프로젝트를 다년간 수행하였으며, 현

메모리

HDD

재 임베디드 리눅스 교육을 짧게는 5일 길게는 6개월 과정을 주관하

vmlinux

test.c

며 가르치고 있다. 이 글은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임베디드 개발자

gpio.c

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범위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test

test

./test

test.c

/dev/GPIO

Edit

gpio.o

make

gpio.c

mknod

insmod

gpio.o

크로스 컴파일

먼저 PC 환경 개발과 임베디드 시스템 환경 개발과의 차이를 다룰

이더넷 크로스 케이블
백엔드

HDD
test

test
전송(Zmodem)

Edit

gpio.o

gpio.o

make

vmlinux
./test

mknod test

/dev/GPIO

insmod

gpio.o

크로스 컴파일

PC 환경

것이며, 임베디드 시스템이 무엇인가를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타겟

RAMDISK

임베디드 시스템 환경

밥솥이라는 가전제품을 예로 들어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자가 되기 위
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라 할지라도 타겟 보드에 대한 지식이 필

다. 이렇게 내장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시스템을 구동하여 그 장비가

요하다. 타겟 보드의 CPU 구조에 대한 이해와 어셈블러, 개발 보드의

해야 하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시스

PC와 임베디드 시스템 환경의 개발 차이

주변장치의 이해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순수 소프트웨어만을

템을 가리킨 것이다.

두 시스템에서 개발 환경의 차이는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의 차이와

하던 개발자들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임베디드 시스템은 산업, 가전, 사무, 군사 등의 다양한 응

현재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은 임베디드 환경으로 급속히 변해가

용 분야를 가지고 있으며 적용 사례도 휴대폰, PDA, 사이버 아파트의

현재까지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PC에서 작업을 수행하

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환경의 이해 없이는 개발에 매우 큰 어려

홈 관리 시스템, 홈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장치, 교통관리 시스템, 주

여 왔다. <그림 1>과 같이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은 소스 코딩을

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임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

차 관리시스템, 홈 관리 시스템, 엘리베이터 시스템, 현금지급기

하고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형태가 모두 PC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기 위해서는 개발 환경을 이해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PC를 사용하듯

(ATM), 항공 관제 시스템, 우주선 제어 장치, 군사용 제어 장치 등

것이다. 하지만 임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은 소스 코딩

이 능숙히 조작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곳에 응용이 된다.

소프트웨어 개발 범위의 차이 등이 있다.

임베디드 시스템을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생활가전 제품인 밥

을 하고 컴파일을 수행한 후 이를 타겟 시스템으로 전송한다. 그리고
전송된 실행 코드를 타겟에서 실행한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SW 개발 범위의 차이

솥을 예로 들어 임베디드 시스템을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은 밥솥의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개발 환경이 다르다는 것이다.

PC에서 소프트웨어 작업은 커널이나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이미 준

발전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의 대상이 PC가 아닌 타겟 보드라는

비된 상태에서 애플리케이션 작업만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물론 하

것이다. PC 소프트웨어 개발은 별도의 보드가 필요 없이 PC상에서

드웨어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제공된다.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사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드가 없어도 개발이 진행된다. 그러

용되는 CPU가 다르고 이를 위한 개발 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직접

나 임베디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은 타겟 보드가 필요하다. 그

커널을 포팅해야 한다. 그리고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해당 시스템에

러므로 개발 보드가 없이는 임베디드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불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그 이후에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작성

가능하다.

한다.

하드웨어
주변장치
메모리
CPU

임베디드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임베디드 시스템은 우리 생활에서 쓰이는 각종 전자기기, 가전제품,
제어장치 등을 말한다. 이러한 장비의 특징은 단순히 전기, 전자회로

임베디드 시스템
전자밥솥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미들웨어
디바이스 드라이버
OS

임베디드 시스템의 구성요소

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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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임베디드 시스템은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트렌드의 변

그리고 메모리 또한 PC의 메모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용

- GNU gcc compilers for C, C++

� 간단한 4비트 또는 8비트 마이콤이 내장된 전자밥솥(현재)

화가 오기 시작하였다. �와 같이 마이콤에 펌웨어 기반의 고유 기능

량이다. 일반 PC는 파일 시스템을 하드디스크에 구현하지만 여기서

- GNU 바이너리 유틸리티(어셈블러, linker various object file utilities)

� 일반 PC 같은 기능을 가진 32비트급 프로세서가 내장된 전자밥솥(미래)

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존의 임베디드 시스템이었다면 �은 고유 기

는 플래시 메모리에 구축하는 것으로 하였다.

- GNU C 라이브러리

� 전기 회로로만 구성된 전기밥솥(초기)

능 이외에 부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부가 기능은 많은 정보
�은 단순히 히터라는 전기회로를 통해서 열을 가하여 밥을 짓는

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한 8비트의 구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없으

크로스 개발 환경 구축과정

장치이다. �은 사람이 모든 제어를 수행하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

며 32비트 프로세서 기반은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 위한

하드웨어 제작이 끝나면 교차(cross) 개발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베디드 시스템이라 할 수 없다. �와 �은 독립

운영체제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임베디드 시스템의 수요는 날

크로스 개발 환경이란 호스트에 타겟 디바이스용 리눅스를 개발하기

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임베디드 시스템이라 말할 수

로 커져가고 있다.

위한 모든 환경을 말한다. 그리고 부트로더를 컴파일하여 해당 코드

- binutils-arm-2.11.2 : 유틸리티

XScale에 사용하기 위한 ARM 툴 체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있다. 이렇듯이 임베디드 시스템은 CPU가 내장되어 있어서 시스템

현재 임베디드 시스템의 특징은 PC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임베디

를 플래시 메모리에 넣어야 한다. 그 다음이 부트로더를 수정하여 원

- gcc-arm-2.95.3 : 컴파일러

의 기능을 제어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와 같은 경우는 사람이

드 시스템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포스트 PC라고도 하고,

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임베디드 시스템의 개발 환경은 크게 3개 사항

- glibc-arm-2.2.3 : 라이브러리

하던 제어 기능을 4비트 또는 8비트의 마이콤이 펌웨어를 통해서 수

가전에 정보 전달 기능이 강화된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를 정보

을 고려하여야 한다.

행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펌웨어란 OS 없이 동작되는 프로그

가전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램을 말하며, 4비트 8비트 마이콤에서 사용된다. 즉 프로세스가 하나

부트로더를 플래시에 올리기 위한 fusing 시스템
� 컴파일 환경인 XScale용 크로스 툴 체인(tool chain)

일반적으로 JTAG(Joint Test Access Group)란 말보다 Boundary-

라는 의미이다. �은 밥을 하는 고유 기능 이외에 외부와 네트워크로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과정

� 부트로더를 플래시에 올리기 위한 JTAG fusing 시스템

Scan이란 말이 더 많이 사용된다. 그럼 Boundary-Scan이라는‘주

연결되어서 밥을 짓는 정보를 영상이나 음성 정보를 통해서 전달받으

임베디드 개발 과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 부트로더 제작

변을 훑어보다’
라고 할 수 있다. 먼저 Boundary-Scan의 역사를 살

며 이를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GUI 환경을 제공하는 기능

펴보자.

이 추가된 시스템을 말한다. <그림 2>와 같이 32비트를 사용하며 여러

� 임베디드 시스템 하드웨어 개발 과정

개의 프로세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펌웨어를 사용할 수 없고, OS 환경

� 임베디드 시스템 교차 개발환경 구축 과정

하에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동작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통신 기

� 임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능을 구현하여야 하기 때문에 TCP/IP와 같은 프로토콜이 구현되어
임베디드 시스템의 개발 과정을 일반 PC 같은 기능을 가진 32비트

때문에 시스템 규모가 �와는 매우 다르다. 마치 PC 하나가 밥솥에

급 프로세서가 내장된 전자밥솥을 예로 설명하고자 한다. 개발 순서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는 먼저 밥솥의 기능을 정하고 그에 맞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

∙리셋 버튼
∙파워 LED
∙Starus LED

파워
∙입력 : 5V
∙출력 : 3V
∙CPU : 1.35V

JTAG

ADC

PXA255
(206MHz)
사운드 로직

이더넷
(CS8900A)

SDRAM
(16Mb*2)

드웨어이며, 사양은 <그림 3>과 같다.
◆ 호스트 시스템 : 타겟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교차 컴파
일러, 모니터, 디버거 등을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PC가 호스트가 된다.

<그림 4>와 같이 호스트 시스템으로부터 타겟 보드에 있는 스트라
타(strata) 플래시에 부트로더를 쓰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은 구성이
필요하다. 먼저 호스트 시스템의 구성부터 살펴보면 호스트 시스템에

◆ 백엔드(backend) : 호스트와 타겟이 통신을 하기 위한 매개체로, <그림 1>에서와

서 동작하는 jflash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jflash는 패러럴 포

어의 32비트 CPU는 XScale 기반 PXA255이고, 운영체제는 임베디

같이 시리얼은 통신 에뮬레이터를 통해 타겟과 통신할 수 있는 통신 채널을 제공

트를 이용하여 타겟 보드에서 필요로 하는 JTAG 신호를 생성한다.

드 리눅스를 사용하기로 한다.

한다. 패러럴은 JTAG을 통해서 플래시에 fusing할 수 있는 통신 채널을 제공한

호스트 시스템에서 생성된 JTAG 신호는 패러럴 케이블을 통해 동글

다. 이더넷은 zImage, root filesystem image를 호스트에서 타겟으로 다운로드할

(dongle)에 전달된다. 동글은 TTL 74HCT541을 사용하여 구현하였

수 있는 통신 채널을 제공한다.

으며, 이 기능은 단지 호스트 시스템의 패러럴 포트에서 발생한 5V 전

임베디드 시스템 HW 개발 과정
<그림 3>은 밥솥의 하드웨어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CPU는 ARM 기

◆ 타겟 터미널 : 타겟의 상황을 호스트에 표시해 주는 프로그램, 즉 통신 에뮬레이

압을 PXA255에 적합한 3.3V 전압 레벨로 변환하는 기능이다.

터를 말한다.

Strata Flash
(16Mb)

하기 위해서 히터 로직(Heater Logic)이 있으며 외부에 TCP/IP 기

컴파일 환경 - XScale용 크로스 툴 체인

반으로 통신하기 위해서 이더넷 컨트롤러를 달았다. 그리고 사용자

먼저 해당 CPU에 맞는 툴 체인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툴 체인이란

인터페이스를 위하여 3.5인치 TFT LCD를 달았고, 터치스크린을 통

타겟 디바이스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호스트 시

하여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운드 로

스템의 크로스 컴파일 환경을 말한다. 툴 체인은 각종 소스들을 컴파

직을 통하여 음향 및 음성 정보를 사용자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드웨

일하고 빌드해 실행 바이너리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각종 유틸리티

어를 설계하였다.

및 라이브러리의 모음이다. 기본적으로 어셈블리, 링커, C 컴파일러,

플래시

여기서 사용되는 PXA 255는 400MHz의 속도를 가진 고성능 CPU

C 라이브러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GNU에서 제공하는

PXA250
Dongle
3

부트로더
다운로드

호스트

2

JFLASH

1

디지털 칩

레지스터
X-boot250

이다. 이는 몇 년 전 PC의 CPU 속도와 같은 수준의 CPU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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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990년에 표준화하였고 IEEE std 1149.1가 제정되었다.

SDRAM 32MB, 플래시 16MB를 사용하였으며 밥솥의 기능을 수행
Heater 로직

CPU
터치
스크린

◆ 1980년대 후반의 JTAG라는 곳에서 연구 중이던 Boundary-scan 설계를 IEEE에

능을 협의한 후 각각의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다. 개략적으로 하드웨

반의 인텔에서 제공하는 PXA 255를 사용하였으며 메모리는

STN 컬러
LCD 디스플레이

1>의 임베디드 시스템 환경에서 나오는 용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타겟 디바이스 : 개발하고자 하는 임베디드 시스템 보드, 여기서는 전자밥솥이 하

있어야 하며 그래픽 LCD 기반의 GUI 환경이 기본적인 시스템이기

Etc 디바이스

개발 환경의 설명에 앞서 용어를 정리하고 설명하기로 하자 <그림

TAP

패러럴 케이블

5개의 JTAG pin

JTAG 인터페이스
x-boot250

툴 체인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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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글을 통해서 전달된 JTAG 신호 중 TMS와 TCLK는 TAP에 전

LILO를 많이 사용할 것이다. LILO란 Linux Loader로서 DOS나 윈

달되어 JTAG의 state 머신을 결정하고, TDO와 TDI는 JTAG의 명

도우 NT, 리눅스 등 다른 OS를 선택적으로 부팅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리눅스의 정식 버전을 어느 것으로 사용할 것인가 결정한다.

령의 상태에 따라 bypass register, boundary scan cell, ID 레지스터

기능을 제공한다. LILO는 하드디스크의 MBR에서 동작하는 프로그

현재 포팅하려고 하는 리눅스 정식 버전은 2.4.18이다. 여기에 ARM

등의 입력과 출력 부분에 연결된다. PXA255의 JTAG을 통해서 플래

램으로 OS가 실행할 수 있도록 점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패치를 인가한다. 그리고 PXA255용 패치를 인가한다. 이 두 가지 패

시 메모리가 필요로 하는 버스 타이밍(bus timing)을 발생하여 플래

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x-boot250이란 부트로더는 플래시 0 블럭에

치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다. 나머지 밥솥용 패치는 개발자가 개

서 실행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한다. 먼저 커널이나 램

발을 하여 패치 처리를 해야 한다. 여기에는 밥솥용 타겟 보드의 특성

호스트 시스템의 셸(shell)에서 jflash blob을 입력하면 x-boot250

디스크(ramdisk) 등의 데이터를 호스트로부터 SDRAM 영역으로

에 맞는 리눅스 초기화 코드와 하드웨어에 있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의 바이너리 코드가 플래시 메모리의 0번지부터 퓨징(fusing)을 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SDRAM에 있는 데이터를 플래시

추가된다. 이렇게 해서 개발된 리눅스 커널은 밥솥을 위한 전용 커널

다. 메모리에 쓰기 전에 기본적으로 쓰고자 하는 0번 블럭을 지우고,

영역으로 라이팅할 수도 있다. 그리고 커널이 이미 올라가 있다면 부

이 된다.

blob을 퓨징한 후, 에러 없이 퓨징이 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검증

팅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제공한다. 부트로더의 기능을 요약해보면

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x-boot250이 정상적으로 로딩을 완료하게 된

다음과 같다.

시에 전달한다.

다. 이 상태에서 시리얼 통신 환경의 설정에 이상이 없다면 정상적으
로 x-boot250이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부트로더 제작

◆ 부트로더 기능

버를 필요로 한다. 임베디드 리눅스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캐릭터,

서 각종 네트워크 기능을 구현한다. 마지막으로 GUI 기능을 제공한

� 하드웨어의 초기화 : 부트로더에서 제일 먼저 실행, CPU, 속도, 메모리, 인터럽

블럭, 네트워크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구분한다. <그림 3>의 임베디드

다.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대부분 제한된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사용

시스템 하드웨어 구조를 참조하여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분리해 보면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치에서 텍스트, 그래픽 및 영상을 표시하기 위

다음과 같다.

해서는 특별한 GUI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내장

� 리눅스 부팅 : 부트로더 상에서 리눅스를 부팅하는 기능이 있다.

크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는 기능이 있다. 호스트 상에서 컴파일된 이미지를 시리
얼이나 tftp를 이용해 이더넷을 통해 SDRAM 상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X-Hyper250B
부트로더

형 시스템 GUI 기술들(타이니 X, 피코구이, Qt, 마이크로윈도우)이

∙커널/루트 파일시스템을 다운로딩
∙RAM에서 플래시로 writing

◆ 캐릭터 디바이스 드라이버 : 히터 디바이스 드라이버 제작, 사운드 디바이스 드라

적용되어 텍스트, 그래픽, 영상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버 제작, LCD 디바이스 드라이버 제작, 터치 디바이스 드라이버 제작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다운로드한 커널 및 램디스크를 플래시에 라이트 : 다운로드한 커널과 램디스크

◆ 블럭 디바이스 드라이버 : 여기서 블럭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파일 시스템과 밀접

이미지는 SDRAM 상에 있기 때문에 전원이 꺼지면 다운로드한 이미지는 날라가

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밥솥용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파일 시스템을 플래시에

앞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껏 알고 있던 그리고 흔히 접해

버린다. 그러므로 플래시 기능을 통하여 SDRAM 상의 커널과 램디스크를 지정된

구현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블럭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플래시를 제어하는

왔던 일반적인 컴퓨터 기반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과는 달리

플래시 주소 영역에 라이팅하는 기능이다.

디바이스 드라이버이다. 이를 흔히 MTD(Memoty Technology Device)라고 하

임베디드 시스템의 경우엔 그 개발 환경 구축부터 개발에 이르기까지

며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여러 가지 상이한 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 이를 접하는 개발자

� tftp를 통한 SDRAM에 다운로드 : 시리얼을 통해 커널 등을 다운로드하기에는
X-Boot250
플래시 0 블럭에서 동작
리눅스 부팅
Command line

LILO(LInux LOader)
하드디스크의 MBR에서 동작 여러
OS를 선택적으로 부팅

이 시스템의 가장 기본 기능은 밥솥의 기능이다. 이를 하나의 프로
세스에 할당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한다. 그리고 TCP/IP를 통해

� 커널 또는 램디스크 다운로드 : 부트로더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커널이나 램디스

일반 리눅스
부트로더

밥솥용 임베디드 리눅스 소스
Linux-2.4.18-rmk-pxa1-xhyper150R1

다양한 하드웨어 장치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운영체제는 장치 드라이

트, UART 등을 초기화해 준다.

<그림 5>와 같이 일반적으로 부트로더라 하면 일반 x86 리눅스에서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제작

리눅스 정식 버전 : Linux-2.4.18
ARM용 패치 : rmk7
PXA255패치 : np1
밥솥용 패치 : X-Hyper255B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러나 tftp를 이용한 이더넷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고속으로 커널이나 램디스크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 네트워크 디바이스 드라이버 : TCP/IP 제어를 받는 이더넷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구현한다.

들은 다소 혼란스럽고 적응에 실패하기도 한다.
그러나 임베디드 시스템 역시 CPU(프로세서)와 메모리로 되어 있
는(어느 특정 목적을 위해 개발된) 조그만 컴퓨터라 생각하고 개발에

임베디드 시스템 SW 개발과정

TCP/IP 등 미들웨어 제작

임한다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거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즉, 임베디

하드웨어가 제작되고 개발 환경이 구축되면, 다음으로 진행되는 과정

또한 앞으로의 임베디드 시스템에서는 통신이 기본으로 자리를 잡게

드 시스템 개발시 다음의 기본 기술 요소들만 확실하게 닦아 놓는다

은 <그림 6>과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이다.

될 것이다. TCP/IP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임베디드

면 나름대로 쉽게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시스템이 다른 기기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다양한 네트워크 서
� OS 포팅(임베디드 리눅스 포팅)
애플리케이션(GUI)
미들웨어
디바이스 드라이버

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기본 동작 원리

처음 컴퓨터 전원 버튼을 누른 순간 컴퓨터 보드 안에 이미 내장되어

� 디바이스 드라이버 제작
� TCP/IP 등 미들웨어 제작

GUI 등 애플리케이션 제작

있던 BIOS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부팅 순서를 결정하고 부팅 가능한

� GUI 등 애플리케이션 제작

애플리케이션은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볼 수 있다.

운영체제가 선택됨과 동시에 해당 운영체제가 부팅하기 시작한다. 부
팅이 끝난 운영체제 상에서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기 위해

OS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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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포팅(임베디드 리눅스 포팅)

� 기본 기능 : 밥솥의 본 기능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는 순간 운영체제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메모

타겟 보드에 부트로더가 올라가 있으면 이제는 커널을 이식하는 순서

� 부가 기능 1 : TCP/IP를 이용한 통신 기능

리에 상주시킨 뒤 이를 실행시키게 되며 이때 만약 USB 같은 외부

이다. 현재 전자밥솥에는 임베디드 리눅스를 포팅을 한다. 포팅에 필

� 부가 기능 2 : LCD를 이용한 GUI 기능

디바이스들을 제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를 제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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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시스템 역시 이와 마찬가지다. 전원이 들어감과 동시에

아무리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사람이라

한다. 요즘에 가끔 TV를 보면 정말 화려한 가수나 연예인들이 많이

그러나 아직 인식이 많이 되어 있지 않기에 어찌하면 이 분야에 쉽게

이미 내장되어 있던 부트로더가 실행되고, 이후 해당 임베디드 리눅

할지라도 해당 컴퓨터의 하드웨어 사양(스펙)을 모른다면 어찌 원하

보이는 데 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고 있는 요즘 세태가 반영되어

접근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봤다.

스나 윈도우 CE 같은 운영체제가 실행되는,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와

는 성능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 듯 싶어 썩 반갑지가 않다. 이는 개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임베디드는 우리가 이제껏 접해왔던 컴퓨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개발자라도 하드웨어에 대해 기본적으로

데, 요즘 보면 결과가 바로 눈에 보이는 언어들에 사람들이 몰리며 이

환경과는 그 운용 방법이나 개발 방법 등 모든 면에서 다르다 할 수

알아야 하겠지만 임베디드 개발자의 경우엔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자

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C 언어부터 차근차

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등한시했던 기

들보다 조금 더 깊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개발자가 원하는 대

근 밟아 나가는 사람들은 그리 흔하지 않은 건 왜일까?

본적인 내용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숙지한다면 결국 개발이라는 방법

하드웨어의 동작 원리에 대해 개발자는 이들이 실행되는 구조를 그려
가며 반드시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하드웨어 개발

로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을 테니까.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이든 하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래야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언어들은 공부에 대한

필자의 생각에 이는 모든 개발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

자체가 아닌 개발 과정의 흐름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리라 생각
한다.

다. 자신의 전공 분야에 따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분야가 다른 만큼

프로그래밍 언어

결과가 바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개발자들이 많

CPU, 프로그래밍 언어, 컴파일러와 같은 기본 개발 분야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하드웨어 개발 방법에 관해 사실 몰라도 된

이는 사실 언급할 필요도 없는 사항일지 모른다. 전쟁에 참여하는 군

다. 이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영어에는

이미 선진 유럽과 미국을 우리가 뛰어 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

다. 그러나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을 몰라도 된다는 얘기가 하드

인이 총을 놓고 간다면 어찌 되겠는가? 그러나 필자가 겪어 본 바에

왕도가 없다지 않은가. 그저 묵묵히 최선을 다해 습득하는 것 그 길뿐

다. 그러나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임베디드라면 기대해도 좋을

웨어를 몰라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따르면 총을 놓고 가는 군인들이 더러 눈에 보여 굳이 언급을 하고자

이다. 프로그래밍 언어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조급해 하지 말

희망이 있지 않을까? 뛰어난 임베디드 개발자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

고 묵묵히 습득하다 보면 어느새 늘어 있는 자신의 실력에 놀랄 때가

오길 마음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글을 맺는다.

m
as
o

반드시 있을 것이다.

임베디드에 거는 기대감과 희망
매년 대학에서 배출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이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비하여 매우 부족하다. 향후 5년간 임베디드 소프트웨

이 글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32비트 CPU 기반 임베디드 하드웨

어 개발인력의 수급 부족이 약 1만 2000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자는 단순 프로그래밍 차원을 넘어 하드웨어, 소프

어 시스템, OS, 미들웨어, 애플리케이션의 계층 구조를 가지는 임베

트웨어 지식을 겸비하고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갖춘 시스템 아키텍트 수준의 인력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 그만

디드 시스템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

큼 개발자로서 매력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로 접근해야 할지 살펴보았다.

1990년대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기반의 PC 시대를 지나 2000년대에는 포스트 PC, 즉 임베디드 시스템의 시대라고 해

‘무어의 법칙’
에서 말해주듯 하드웨어 사양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

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임베디드 시스템인 포스트 PC에 대한 기존의 PC 시장의 비율이 55대 45로 전망할

화하고 있고,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소프트웨어 환경은 급변하고 있

만큼 임베디드 시스템 산업이 뜨겁게 성장하고 있다. 임베디드 시스템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대표되는 32비트 RISC CPU
가 내장된 반도체 사업, 임베디드 OS, 그리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산업이 어우러지는 복합적인 시스템 산업이 될 것

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다양한 분야가 생겨나고 또 사라져 가고

이라 생각한다.

있다. 이런 광속의 시대를 살면서 과연 우리의 개발자들은 어디에 서
야 할 것인가에 대해 오랜 기간 개발자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누구

임베디드 시스템은 컴퓨터가 등장한 이후 공장 자동화 분야에 CPU가 사용되면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2000년을 기점으로 임베디드 시스템의 트렌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임베디드 시스템이 기존의 체계

나 고민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과연 이 땅의 개발자들은 어디로 가

에 변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전체 산업영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임베디드 시스템

야 하는가?

의 범위 및 분야가 광범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에 종사하는 개발자가 되기 위

필자는 임베디드라는 분야에 우리가 서야 할 길이 있다고 확신하고

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영역에 있는 개발자와 입문자가 쉽게 접근하

있으며, 이를 다양한 개발 경험과 강의 현장에서 몸소 느끼고 있다.

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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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개발자가 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분야의 일이 마찬가지지만, 임베디드 시스템 관련 개발 분야만큼 실무를 바탕으로 하는 분야도 많지
않을 것이다. 임베디드 분야는 보드를 설계하고 이 보드에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부트 코드를 작성하고 OS를 포팅하고 디바이스 드
라이버를 작성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등의 일련의 작업들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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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 스펙 정의

현 인원

향후 5년 후 소요인원

초급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작성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 skill을 습득한 3년 이내의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13,200

25,000

부족비율
89%

중급

하드웨어 기본 지식이 있고 5년 정도의 시스템 개발 실무 경험을 갖춘 학사 또는 석사급 인력

3,500

11,500

228%

고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식을 겸비하고 10년 이상의 프로젝트 관리 경험이 있는 시스템 아키텍트 수준의 인력

300

2,500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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