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재사용성과 범용성이 높은 임베디드 S/W 설계 기법 
 
 

*소치승, 심방의, 김대영, 김수동 
숭실대학교 컴퓨터학과 

e-mail : {sochiseung, shenfy9068, dykim723, sdkim777}@gmail.com 
 

Methods for Designing Embedded Software  

with High Reusability and Generosity 
 

*Chi Seung Soh, Fanny Shen, Dae Young Kim, and Soo Dong Kim 
Dept. of Computer Science, Soong-Sil University 

 
 

요       약 

일반적으로 임베디드 S/W 는 특정 디바이스에만 한정되어 설계 및 구현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

에 새로운 디바이스가 개발될 때 마다 해당 디바이스에 한정된 임베디드 S/W 를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 이것은 생산성에 있어서 시간적,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사한 디
바이스들간의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한 임베디드 S/W 설계 기법을 제안 함으로써 개발 생산성을 향
상시키며 또한 S/W 의 품질을 높이는 설계기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한 설계기법을 적용하여 임
베디드 S/W 를 구현함으로써 이 기법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1. 서론 

 최근 다양한 임베디드 디바이스의 개발과 함께 임

베디드 S/W 시장은 급성장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

수의 S/W 가 요구되고 있다 [1]. 또한 일반적으로 임

베디드 S/W 는 특정 디바이스에만 한정되어 설계 및 

구현 되기 때문에 새로운 디바이스의 개발 시 새로운 

S/W 를 개발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다양한 S/W 를 빠른 시간에 생산해야 하는 시장의 요

구에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임베디드 디바이스의 품

질은 더 이상 디바이스 부품 성능에 의한 것이 아니

라 디바이스에 설치되는 임베디드 S/W 의 품질로 결

정된다. 따라서 임베디드 S/W 를 개발할 때 개발 생

산성 향상과 S/W 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재

사용성과 범용성이 높은 임베디드 S/W 설계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재사용성과 범용성을 임베디드 S/W

의 품질 요소로 정의한다. 또한 품질 요구 사항을 만

족시키는 패턴 기반의 임베디드 S/W 설계 기법을 제

안하며, 패턴을 적용한 이유, 장점 그리고 방법들을 

설명한다. 또한 이 설계 기법을 기반으로 트레드밀

(Treadmill) 제어 S/W 를 구현함으로써 이 설계 기법

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실효성을 검증한다.  

2. 관련연구 

Kim 의 연구에서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의 재사용 

측면에서 가변성 부분의 재사용성을 향상 시킬 수 있

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다 [2]. 해당 프레임워크

를 홈 네트워크 시스템에 적용하는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 기법을 제안한다. 하지만 홈 네트워크 시스템의 

재사용성 고려에만 한정되어 타 임베디드 S/W 개발에 

한계가 있다.  

Mathur 의 연구에서는 비행 S/W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API 를 제공함으로써 코드 재사용 및 개발 생산

성 향상 효과를 얻고 있다 [3]. 하지만 이 연구에서 

제안된 기법은 비행 S/W 개발에 대해서만 한정적이다. 

Åkerholm 의 연구에서는 메타 데이터를 통해 툴에 

의한 자동적 컴포넌트 추출을 위한 활동들을 제안하

고 있다 [4]. 하지만 임베디드 S/W 의 상세 설계 단계

의 설명이 부족하다.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 개발은 특정 S/W 에 최적

화된 컴포넌트를 개발하는 것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

하다 [4]. 따라서 본 논문에서 특정 디바이스나 시스

템에 대해 한정된 S/W 설계 기법이 아닌 범용성과 재

사용성이 높은 임베디드 S/W 설계 기법을 제안한다. 

3. 임베디드 S/W 의 품질 요구사항 

본 장에서는 재사용성과 범용성이 높은 임베디드 

S/W 의 품질 향상을 위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 기술한

다.  

•  재사용성(Reusability) 

하나의 임베디드 S/W 를 가지고 여러 장비에서 변

경 없이 또는 일부만 수정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위치가 달린 다양한 디바이스를 

- 929 -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임베디드 S/W 로 제어 하는 경우에, 스위치를 켜고 

끄는 인터페이스는 변경 없이 사용하면 기존 구현된 

소스 코드는 그대로 사용하여 생산성이 향상 된다. 

재사용성이 높은 S/W 개발을 위해서는 기능의 공통적

인 부분과 가변적인 부분을 효과적으로 분리 해야 한

다. 공통적인 부분을 활용함으로써 임베디드 S/W 의 

재사용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 범용성(Generosity) 

 임베디드 S/W 는 다양한 디바이스에 적용 가능하

도록 설계 및 구현 되어야 한다. 생산자에 따라 디바

이스의 API 나 개발 언어, 프로토콜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된 디바이스의 API 가 기존의 것과 다르더라도 

S/W 의 구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요구

사항 변경에 의해서 S/W 의 기능이 바뀌더라도 기존

에 사용 중이던 디바이스나 새롭게 적용되는 디바이

스 모두에 사용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범용성이 높

다면 S/W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 감소, 운용의 안정성 

및 생산성 또한 향상된다. 

4. 패턴 기반의 임베디드 S/W 설계 

재사용성 및 범용성 향상을 위한 임베디드 S/W 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요구사항에 따라서 기능성 모델링

을 먼저 수행해야 한다. 개발하고자 하는 S/W 의 기

능성을 바탕으로 패턴 기반의 설계를 수행하게 되는

데, 디자인 패턴의 통합 적용을 통해서 재사용성 및 

범용성 향상 효과를 얻게 된다. 

4.1. 효과적인 디자인 패턴의 선정 

임베디드 시스템이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해 효과적

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하드웨어 프록시

(Hardware Proxy) 패턴을 사용 한다. 그리고 요구사

항 변경에 의해 S/W 가 수정되어도 기존 디바이스나 

새로운 디바이스에서도 안정적인 동작을 위해 브리지

(Bridge) 패턴을 사용한다. 

• 하드웨어 프록시(Hardware Proxy) 패턴의 적용 

동일한 목적의 디바이스라도 생산자에 따라서 연결 

방식, 데이터 송수신 방식, 동작 방식이 다르기 때문

에 API 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디바이스 고유의 

API 와 공통적인 API 를 분리하여 처리 작업을 수행해

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유의 작업을 프록시가 

대신 수행하도록 한다. 

• 브리지(bridge) 패턴의 적용 

임베디드 S/W 의 인터페이스와 구현 부분을 분리하

여 확장에 유연하도록 만들기 위해 브리지 패턴을 선

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다양한 디바

이스에 설치 될 수 있는 임베디드 S/W 이기 때문에 

디바이스 종류만큼 다양한 요구사항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와 구현 부분을 분리하여 새로운 

디바이스를 추가해야 할 경우에도 기존의 소스 코드

가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브리지를 사용한다. 

4.2.  하드웨어 프록시 패턴과 브리지 패턴의 통합 

복수의 디자인 패턴을 통합적용 함으로써 다양한 

디바이스에 S/W 의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S/W 의 변

경이 발생하여도 기존의 기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

록 하여 범용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음 (그

림 1)에서 브리지 패턴과 하드웨어 프록시 패턴을 통

합 적용한 S/W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Client

DeviceProxy

initialize(): void
disable(): void

ImplCtrl
connect(): void

Proxy
Pattern

Bridge
Pattern

Device B

operation():void
operationB1():int
operationB2():int

Device C

operation():void
operationC1():void
operationC2():void

Device A

operation():void
operationA1():void
operationA2():void

Controller

connect(): void

dev: DeviceProxy

Public void connect (){
dev.initialize();
dev.access();

}

Use

Device C

UseUse

Device A
Device B

(그림 1) 두 개의 패턴을 적용한 임베디드 S/W 설계 

(그림 1)에서 DeviceProxy 는 디바이스 클래스

(Device A, Device B, Device C)들의 추상클래스이며 

디바이스 클래스들과 Controller 사이에서 대리자 역

할을 한다. 따라서 새로운 디바이스(Device D)가 추

가되어도 인터페이스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효

과적으로 새로운 디바이스를 추가할 수 있다. 또한 

DeviceProxy 는 브리지 패턴에서 구현 부분으로 추상 

클래스 Controller 의 실질적인 구현이다. 해당 클래

스는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실제 구현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서브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 

하여 사용한다. 

 구현 관점에서 보면, Client 에서 Controller 를 상

속한 ImplCtrl 를 생성할 때, ImplCtrl 의 생성자가 

Controller 의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매개변수로 디바

이스 참조를 전달하여 함께 생성하게 된다. 그리고 

ImplCtrl 의 내부 메소드 connect()의 구현에서 디바

이스 프록시의 참조를 통해 디바이스의 API 에 접근

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와 구현이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터페이스 부분인 컨트롤러에 

요구사항 변경에 의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도 구

현 부분인 디바이스 프록시(DeviceProxy)에는 영향이 

없게 된다. 반대의 경우에는 디바이스 프록시가 변경

되어도 컨트롤러에는 영향이 없다. 

 추상 클래스(Controller, DeviceProxy)와 실제로 이

것을 상속 및 구현한 클래스(ImplCtrl, Device)가 분

리되기 때문에 독립성이 향상되고 두 개의 패턴을 통

합 적용하여 소프트웨어의 기능 수정에도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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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디바이스 간 상호작용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 이질

적 API 를 가진 다른 디바이스들 간의 변경도 가능하

도록 한다. 그리고 디바이스들의 메소드들은 동일한 

기능을 하더라도 메소드명이 달라 사용이 어려운 경

우에, 디바이스 프록시를 이용하여 디바이스의 API

에 접근하도록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와 같이 

디자인 패턴을 통합적용 함으로써 임베디드 S/W 의 

재사용성과 범용성이 높아졌다.   

5. 사례연구 

 사례 연구에서 다룬 과제는 트레드밀 제어 소프트웨

어(Treadmill Control Software, TCS)이다. 이 구현

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상 트레드밀 디바

이스인 마인드스톰(Lego Mindstorms NXT)과 PC 상의 

자바 시뮬레이터를 원격 조작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

다. 마인드스톰은 레고사에서 만들었으며 레고 블록

으로 만드는 로봇 킷 이고 프로그래밍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임베디드 S/W 설계 기법의 

가능성과 그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애

플리케이션으로 제작했다. 따라서 구현된 환경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설계이기 때문에 임베디드 디

바이스에 포팅이 가능하다. 이 과제를 통해 앞서  4
장에서 제안한 설계 기법을 가지고 품질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고 새로운 디바이스가 추가되어도 유연한 대

처가 가능하도록 임베디드 S/W 의 재사용성을 높여 

S/W 를 개발하고 그 방법을 연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

다.  

5.1. S/W 요구사항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원격 제어 도구로 사용

하여 마인드스톰과 자바 시뮬레이터를 조작한다.   

•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트레드밀을 조작하는 패널을 구현한다. 버튼은 총 

7 가지로 전원과 시작(Start), 중지(Stop), 일시 정

지(Pause), 증가, 감소, 세이프 티 락 버튼이 있다. 

또한 시간과 거리, 속도에 대한 현재 값을 화면 상에 

보여준다. 각각의 버튼에 대한 반응은 상태에 의존적

인데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모든 상태들을 관리

하게 된다. 또한 각 상태에 대한 값들은 가상 디바이

스로 전송된다. 

• 트레드밀 디바이스(NXT, 자바 시뮬레이터) 

애플리케이션에서 오는 값들을 처리하여 상태에 따

라 모터를 구동하거나 말을 달리게 하고 또는 멈추게 

한다. 또한 거리, 시간 및 속도의 업데이트 데이터를 

수신해서 화면상에서 보여준다. 

5.2. 설계 모델 

 다음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디자인 패턴

을 통합 적용한 TCS 에 대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State
+ pressStart():void
+ pressStop():void

...

«activity, view»

ContolPanel
‐ state:State

…

StandingBy
+ pressStart():void
+ pressStop():void

...

Running
+ pressStart():void
+ pressStop():void

...

Paused
+ pressStart():void
+ pressStop():void

...

Increasing
Speed

+ pressStart():void
+ pressStop():void

...

Decreasing
Speed

+ pressStart():void
+ pressStop():void

...

DeviceProxy
+ turnOn(): void
+ turnOff(): void
+ start(): void
+ stop(): void

…

ImplTreadmill
+ pressStart():void
+ pressStop():void

…

«H/W»

PCSimulator
+ start(): void
+ stop(): void
‐ send(String): void

...

«H/W»

Mindstorm
+ start(): void
+ stop(): void
‐ open(): void
‐ close(): void
‐ setPower(int): void

…

«interface,control»

Treadmill

+ pressStart():void
+ pressStop():void

…

dev: DeviceProxy

 
(그림 2) TCS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림 2)는 본 실험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패턴

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드웨어 프록시 패

턴의 적용으로 DeviceProxy 부분과 실제 디바이스 클

래스는 인터페이스와 실제객체로 분리되어있기 때문

에 새로운 디바이스의 추가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

다. 브리지 패턴의 적용으로 클라이언트가 되는 

ControlPanel 객체는 기능의 인터페이스가 되는 

Treadmil 추상 클래스를 이것의 하위클래스로 객체를 

대치하여 생성한다. 이 기능적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는 프록시 패턴이 적용된 DeviceProxy 클래스

와 이를 상속한 객체들이다. 따라서 기능의 인터페이

스와 구현을 분리하였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변경되더

라도 효과적으로 기능 구현이 가능하다.                    

 임베디드 디바이스의 특성상 상태에 따라서 다른 기

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림 2)의 상단과 같이 스테이

트 패턴을 적용하여 각 상태에 따른 디바이스의 기능

을 수행 하도록 하였다. 트레드밀이 가지는 상태를 5

가지(Standing By, Running, Paused, Increasing 

Speed, and Decreasing Speed)로 정의하였고 각각이 

State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가 된다. 따라서 

새로운 상태를 추가 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

였다 

5.3. 구현 모델 

 5.2 절에서 소개된 설계모델을 기반으로 안드로이

드 애플리케이션에 패턴기반의 설계기법을 적용하였

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와 마인드스톰은 블루투스로 

통신하고 안드로이드와 자바 시뮬레이터는 TCP/IP 소

켓 통신을 사용했다. 다음 (그림 3)은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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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화면이다. 

B C

A

(그림 3)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애플리케이션의 UI 

 (그림 3)의 A 에서 어떤 디바이스와 연결하여 동

작시킬지 결정한다. B 는 마인드스톰으로 조립한 블

록이며, LEJOS(Java for LEGO Mindstorms) API 를 이

용하여 컨트롤패널을 구현하였다. C 는 자바 스윙으

로 구현한 시뮬레이터이고 말이 달리는 사진들을 프

레임 속도로 제한하여 영상처럼 보여준다. 

세이프티락

증가버튼

감소버튼

전원버튼

(그림 4)  TCS 의 범용 UI 

(그림 4)는 가상 트레드밀을 작동시키는 기능이 있

는 화면으로써 일반적인 트레드밀 기능의 버튼들을 

참고하여 구현하였다. (그림 3)에서 어떤 디바이스를 

선택해도 이 화면을 공유해서 사용한다. 

5.4. 평가 

• 프록시 패턴의 적용 

하나의 추상 클래스로 다양한 디바이스에 접근이 

가능하고 새로운 디바이스를 추가하는 것이 용이해졌

다.  

• 브리지 패턴의 적용 

인터페이스와 구현 부분을 분리 했기 때문에 기존

의 S/W 를 수정하지 않고 다양한 디바이스 고유의 기

능들에 대한 효과적인 구현이 가능해졌다.  

• 패턴의 통합 적용 

  패턴 각각의 이점을 얻기 위해 패턴을 통합 적용하

여 새로운 디바이스의 추가나 기능의 변경에도 효과

적인 설계가 가능해졌다. 즉, 임베디드 S/W 의 재사

용성과 범용성을 동시에 향상시켰다. 따라서 재개발 

비용이 감소되어 생산성의 향상과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절감효과를 확인하였다. 

6. 결론 

임베디드 S/W 는 생산성 향상과 다양한 요구사항에 

따라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S/W 를 재사용함으로써 개발 생

산성과 품질 향상에 기대한다. 또한 임베디드 S/W 의 

범용성을 높임으로써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공통적으

로 묶게 하여 유지보수가 향상되어 비용이 감소되고 

운용의 안정성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디바

이스 고유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임베디드 S/W 의 

가변성을 고려한다. 따라서 임베디드 S/W 의 품질 속

성으로서 재사용성과 범용성에 대해 정의하고, 정의

된 품질 속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설계 기법으로 프록

시 패턴과 브리지 패턴을 통합적용 한다.  

이 설계 기법을 TCS 에 적용함으로써 이것의 가능

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이질적 디바이스에 적용 

시 기존 소스 코드의 재사용해서 생산성 및 안정성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요구사항 변

경에 따른 소스코드 수정 시 인터페이스와 구현 부분

의 분리를 통해 안정성 향상 및 디바이스의 범용적 

적용 가능성을 향상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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