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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은 로세서, 메모리 장치, 각종 입출력장치와 같은 하드웨어와 그 하드

웨어를 제어하기 한 소 트웨어가 탑재되어 동작한다. 본 논문에서는 오  모바일 랫폼인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ARM Cortex-A8 Core를 사용한 SAMSUNG의 S5PV210 CPU를 장착한 임베디드 시스템을 개

발함으로서 효율 인 산업용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MPU 모듈  Base 보드를 설계 제작하여 구 하 다. 안

드로이드 OS기반의 리 스 커 을 통해 안드로이드 응용 계층의 네이티  앱과 HTML5를 용한 온도  습

도 센서 모니터링 응용 로그램을 구 함으로서 본 논문에서 개발한 임베디드 랫폼 설계의 합성  타당

성을 검증한다. 

ABSTRACT

Embedded System operates hardware installed like processor, memory device, various input/output devices and software to control 

them. This thesis presents MPU module and Base board which are efficient industrial control through design and manufacture as 

developing S5PV210 CPU of SAMSUNG used by ARM Cortex-A8 based on Android which is Open mobile platform is installed 

to embedded system. Data for temperature and humidity which are received by CAN communication module proved the suitability 

and validity for the embedded platform design as implementing application program employed the native App with Linux Kernel 

based on the Android OS and application of HTM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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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구 의 OHA(Open Handset Alliance)에서 자체 웹

을 통해 그동안 상 으로 통신분야가 폐쇄 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핸드셋 랫폼인 안드로이드를 소스

벨로 공개하 다[1-3]. 이는 단말기에서 하드웨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소 트웨어 계층 즉 운 체제

(OS : Operating System)부터 미들웨어, 그리고 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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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언어로 개발되는 요 응용 로그램, 사용자 

편의 인터페이스까지 모두 포 하는 개방형 랫폼이

라는 사실이다[4]. 안드로이드 랫폼은 시스템 자원 

 각종 장치를 운용하는 리 스 커  에 안드로이

드 응용 로그램을 실행하기 한 자바 가상머신을 

사용함으로서 구 한다.

ARM Cortex-A8 로세서는 ARM사가 ARM11 

이후 새롭게 선보인 차세  력, 고성능 마이크로 

로세서이다. 기존 ARM 로세서가 갖는 특징인 성

능 비 력 소모에 한 최 화를 이루었고,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 으로 탑재 되었다. 우수한 성능과 

력 효율성을 표 인 특징을 갖고 있는 ARM 

Cortex-A8은 주로 모바일, 게임 콘솔, 셋탑박스, 네비

게이션 장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에 사용된다[2].

본 논문에서는 오  모바일 랫폼인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ARM Cortex-A8 Core를 사용한 

SAMSUNG의 S5PV210 CPU를 장착한 임베디드 시

스템을 개발함으로서 효율 인 산업용 제어를 가능하

게 하는 MPU 모듈  Base 보드를 설계 제작하여 

구 하 다.

Ⅱ. 안드로이드 랫폼

안드로이드 랫폼은 그림 1에서와 같이 4계층의 

소 트웨어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3]. 가장 하  

역에는 운 체제인 리 스 커 이 존재한다. 리 스 

커   역에는 라이 러리가 존재한다. 실제 으로

는 라이 러리 이 외에도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이 있

다.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은 다양한 하드웨어 장치를 

활용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응용 소 트웨어를 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계층으로서 일 된 하드웨

어 근 API와 실제 하드웨어 제어 코드 부분을 연

결한다.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은 응용 소 트웨어에 해 

하드웨어 제어 투명성을 제공하고 동시에 자바 응용

이 사용할 수 있는 자바 API와 C 언어로 작성된 하

드웨어 제어 코드를 JNI(Java Native Interface)를 통

해 연결시켜 다. 응용 로그램은 모두 자바 API를 

사용하여 구 되지만 각종 응용 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공통 컴포 트 혹은 라이 러리는 C 언어 등으

로 작성되어 있는 오  소스 소 트웨어 기반 코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공통 컴포 트 혹은 라이 러

리는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한 기능, 그래픽 처리를 

한 기능, 멀티미디어 처리를 한 기능, 웹 응용을 

실행하기 한 기능 등을 포함한다[5].

안드로이드의 라이 러리는 기존 리 스의 기본 라

이 러리들을 자원 제약 조건이 심한 휴  이동통신 

단말 환경에 맞도록 최 화하여 구성되었다. 웹 응용

을 한 웹 라우  엔진 WebKit, OpenCORE 랫

폼 기반의 미디어 코텍을 포함하는 Media Frame-

work, SQL 데이터베이스인 SQLite, 2D, 3D의 도우 

더링을 한 Surface Manager와 OpenGL ES 등의 

다양한 고성능의 라이 러리들을 포함한다[5]. 안드로

이드 응용 소 트웨어가 직 으로 실행하기 한 

환경을 안드로이드 런타임 이라고 부르며 Dalvik 가

상 머신과 Core 라이 러리들로 구성된다.

그림 1. 안드로이드 랫폼 구조
Fig. 1 Android platform structure

Dalvik 가상 머신은 임베디드 시스템 환경을 해 

설계된 자바 가상머신으로서 기존 자바 실행 일 형

식과 다른 실행 일 형식(.dex)을 사용하여 실행 일

의 크기와 성능을 임베디드 시스템 환경에 최 화하

다. 애 리 이션 임워크는 자바 기반의 응용 

소 트웨어 실행을 한 가장 높은 수 의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 계층을 말하며 핵심 시스템 서비스를 

담당하는 코어 시스템 서비스들과 하드웨어와의 인터

페이스를 담당하는 하드웨어 서비스들로 구성된다. 

JNI(Java Native Interface)를 통해 native C/C++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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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호출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Ⅲ. ARM Cortex-A8

ARM Cortex-A8 로세서는 ARM사가 ARM11 

이후 새롭게 선보인 차세  력, 고성능 마이크로

로세서이다. 기존 ARM 로세서가 갖는 특징인 성

능 비 력 소모에 한 최 화를 이루었고,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 으로 용되었다[6]. 우수한 성능과 

력 효율성을 표 인 특징을 갖고 있는 ARM 

Cortex-A8은 주로 모바일, 게임 콘솔, 셋톱 박스, 네

비게이션 장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에 사용된다. 

이  세 의 모바일 기기의 력 소비 수 은 유지하

면서 로세싱 능력에서 월등한 향상을 보여 으로 

나타낸다. ARM Cortex-A8 로세서는 ARMv7 아키

텍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신기술들이 구 된 첫 

번째 ARM 로세서이며, 이번에 처음 구 된 NEON 

기술은 미디어  시그  로세싱에서 뛰어난 성능

을 보여 다. 한 Jazelle RTC라는 실시간 컴 일러 

가속화 기술이 사용되었다. 그 외에 TrustZone 기술, 

Thumb-2 기술, VFPv3 로 -포인터 코 로세서 

등의 ARMv7 아키텍처의 표  기술들이 도입되었다

[6].

ARMv7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한 로세서 설계는 

Cortex-A(Application), Cortex-R(Real-time), Cortex-M 

(Microcontrol) 시리즈로 구분된다. Cortex-A 시리즈는 심

비안, Window 모바일, 리 스 같은 개방형 운 시스템을 

실행하는 차세  고성능 시스템이다. Cortex-R 시리즈는 

보다 고성능의 임베디드 시스템을 력으로 실행 할 수 

있게 하며 자동차의 고  제동 장치 같은 실시간 애 리

이션에 사용된다. Cortex-M 시리즈 한 고성능 임

베디드 시스템을 제공하며 비용에 매우 민감한 장치를 

개발할 수 있게 해주고, 8비트/16비트 역에서 쉽게 

32비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ARMv7 아키텍처

는 ARMv4, ARMv5, ARMv6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만

들어 졌으며, ARMv4의 Thumb 기술, ARMv5의 

VFPv2, Jazelle기술 , ARMv6의 SIMD, Trustzone과 

같은 기술들을 포함한다. ARMv7 제품군에서 가장 큰 

발 은 16/32비트 명령어 세트가 병합된 Thumb-2가 

추가된 것이다. 이것은 기존 32비트 ARM 코드의 성능

과 16비트 Thumb 코드의 높은 코드 도를 동시에 제

공하면서도 한 개의 시스템에 두 유형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한다. ARMv7 기반 로세서를 채택하여 

ARM 32비트 명령을 사용하는 시스템과 동일한 성능으

로 래시 는 ROM의 로그램 메모리 공간을 25% 

이상 약한다[7].

ARM Cortex-A8 마이크로 로세서는 ARM의 새

로운 Cortex 제품군  첫 번째 애 리 이션 마이크

로 로세서이다. 우수한 성능과 력 효율성을 특징으

로 하는 이 마이크로 로세서는 휴  화, 셋톱박스, 

게임 콘솔  자동차 네비게이션/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 범 한 모바일  일반 소비자용 애 리 이션을 

상으로 한다. Cortex-A8 로세서는 구 방식에 따

라 성능 범 도 다양하다. 까다로운 일반 소비자용 애

리 이션에서는 2000 Dhrystone MIPS(DMIPS)의 

성능을 가지며, 력 모바일 기기에서는 300mW 이

하의 력을 소모한다. 이는 이  세  모바일 기기의 

력 소비 수 을 그 로 유지하면서 로세싱 능력에

서 월등한 향상을 이루었다는 의미이다. 이로써 소비

자용 애 리 이션은 낮은 열손실과 그에 따른 패키징 

 통합비용의 감 혜택을 얻게 되었다. 이번에 처음

으로 구 된 신기술에는 미디어  시그  로세싱에 

사용되는 NEON™과 실시간 컴 일러 가속화에 사용

되는 Jazelle®RCT가 포함된다. 최근 도입되어 

ARMv7 아키텍처에서 표 이 된 그 밖의 기술로는 

보안을 한 TrustZone® 기술, 코드 도를 한 

Thumb®-2 기술, VFPv3 로 -포인트

(floating-point) 코 로세서가 있다[7-9]. 

Ⅳ. MPU 모듈

본 논문에서 구 한 개발보드는 그림 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SAMSUNG의 S5PV210을 메인 MCU로 

사용하 다. S5PV210은 NAND 래시 메모리로 부

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Intel Strata 

래시 메모리와 같이 NAND 래시에 비해 가격이 

비싼 NOR 래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제품 개발비

용을 감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이에 따른 NAND 

래시 일 시스템을 추가로 구매하거나 개발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시스템 구성에 사용된 S5PV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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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U는 최  1Ghz에서 동작하는 32 비트 RISC CPU 

로 ARM Cortex A-8를 CPU 코어로 사용하고 있어 

32KB의 instruction 캐시와 32KB의 data 캐시를 지원

하며 가상 메모리 리를 장하는 MMU 를 내장하

고 있다. 

그림 2. MPU모듈의 체 블록도
Fig. 2 Block diagram of MPU module

그림 2는 MPU모듈의 체 블록도를 나타내고 있

다. 실제 응용 로그램이나 커 이 복사되어 동작하는 

총 512Mbyte 용량의 SDRAM를 붙 고 부트로더  

커  이미지, 응용 로그램을 장할 수 있는 

512Mbyte 용량의 NAND 래시를 붙 으며 2채 의 

UART 를 통해 커  메시지 확인이나 터미  기능으

로 사용하 다. 확장 커넥터를 이용하여 추가 서 보

드 형태로 범용 I/O 포트를 통해 디버깅을 할 수 있

는 LED 와 스 치를 달았고 GUI 를 해 7인치 

TFT LCD 를 커넥터를 통해 지원하며 터치스크린 

패 은 S5PV210 칩 내부의 컨트롤러와 직 으로 

연결하기 하여 FET 인터페이스를 하 다. 

시스템이 리셋 된 후에 S5PV210은 0x00000000 주

소에 근한다. 따라서 0x00000000 주소에 부트롬 이

미지 코드가 치해야만 한다. S5PV210에서 부트롬

(BANK0)의 버스폭은 리셋시 동작모드 로직 벨 상

태에 따라 결정된다. 롬 BANK0의 데이터 버스폭은 

벨이 00 일때는 NAND boot, 01 일때는 16bit, 10 

일때는 32bit 등으로 한 퍼 세 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발보드에서는 16 비트 부트롬이나 SD 메모리

카드로부터의 부 을 지원한다.

SD 카드는 음악, 상 등 모든 형태의 일을 

장할 수 있는 메모리 칩으로 데이터의 반 구  장, 

삭제, 휴   이동이 간편하고 일의 복사, 삭제가 

가능한 소형 확장용 메모리 칩이다. 일반 인 롬이

나 램이 어드 스 버스와 데이터 버스가 분리되어 시

그 과 데이터를 교환하지만 래시 메모리는 8핀

(I/O 0-7)을 통해 데이터와 어드 스를 모두 교환한

다. NAND 부트를 지원하는 경우에 SD 카드에 장

된 부트로더 이미지로부터 시스템이 기동을 하게 된

다. 최  SD 카드에 이미지 장은 PC의 병렬포트에 

연결된 JTAG을 통해서 개발보드상의 SD 카드에 

로그램이 가능하다.

SDRAM은 64, 128, 256M-bit(8, 16, 32 M-byte)를 

지원하며 4개의 칩을 사용하여 32비트 버스를 지원하

며 SDRAM의 칩 교체와 Bank select address를 변경

해서 최  256Mbytes 까지 지원 가능하다. 실제 

128Mbytes SDRAM 4개를 사용하여 32비트 데이터 

버스 제어를 하며 512MB까지 기본 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1GB까지 확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DDR2 Clock소스는 200MHz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으며 데이터 송은 32비트 버스에 400Mbps 동작 

속도를 지원하고 있다. 높은 클럭을 사용하는 만큼 신

호의 왜곡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 Cross Talk의 향

에 취약할 수 있으며, 이는 EMI의 발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인 원인

은 임피던스의 Miss Matching에서 비롯된 것으로 

DDR2에서 부터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해 On 

Die Termination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NAND 

Flash는 8비트 버스구조로 되어 있는 SAMSUNG의 

제품을 사용하 다. NAND Flash는 512MB를 장착하

고 일반 시스템버스와 동작하는 방식이 달라 별도의 

컨트롤러가 필요하지만, S5PV210은 기본 으로 내부

에 컨트롤러를 포함하고 있어 복잡한 설계 없이 쉽게 

구 이 가능하다. 한 IEEE802.3/ IEEE802.3u LAN 

표 의 최  100Mbps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2개의 이더넷 컨트롤러를 사용하 다.

Ⅴ. HTML5를 이용한 응용 로그램 구

HTML5를 이용한 Application은 네이티  Appli-

cation과는 달리 사용자 인터페이스(화면구성)를 Lay-



HTML5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TV와 스마트 홈용 랫폼 개발

 995

out과 Widget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기 때문에 기

존 네이티  App와는 달리 Layout과 Widget을 객체

화 와 배치, 젯 기화  event Listener를 등록 

등 많은 부분이 제외 된다. 그리고 기존 네이티  

App에 존재하던 *.xml 일이 모두 제외 된다. 하지

만 CAN통신 디바이스 제어를 해 네이티  역에

서 Background Service로 Can통신을 담당하는 부분

은 네이티  App와 많은 부분이 흡사하게 된다. 

HTML5 Application 은 CAN통신을 한 디바이스 

제어는 네이티  App에서 처리하게 되고 UI(화면구

성)는 HTML5로 제작한 웹페이지로 Webkit 엔진을 

통하여 신하게 된다. 이같이 CAN통신 디바이스 제

어 부분은 많은 부분이 흡사 하기 때문에 HTML5 

App의 CAN통신을 한 소스코드 분석  설명은 생

략하도록 하겠다.

HTML5를 이용한 Application의 구동은 CAN통신

을 한 Activity Class 와 HTML5와 자바스크립트, 

CSS로 구성된 UI(화면구성), Plugin(java, js)로 이루

어진다. 첫 번째, HTML5 앱 실행과정은 Main-

Activity의 onCreate()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시작된다. 

사용자가 사용목 에 따라 maximum 는 minimum 

온도를 설정하여 장 할 데이터 장소 구성을 한 

Preference 객체화, Preference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한 Editor 객체화, Application 클래스 DataPool로부

터 화면 갱신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수신받는 update-

Receiver와 Daemon과의 연결이 연결되지 않았을 때 

수신받는 closeReceiver를 등록 한 후 정의 하 고, 

센서로부터 재 온도  습도 데이터를 수신 받아 

사용자 화면에 보여주기 해 background Service를 

사용하여 Intent객체에 CantransService를 등록  서

비스 실행 그리고 화면구성을 한 XML 일 호출

이 아닌 웹뷰(Web View)를 통한 index.html 웹페이

지를 호출한 onCreate() 메소드의 소스는 다음과 같

다.

public void onCreate(Bundle savedInstanceState) {

   super.onCreate(savedInstanceState);

   settings = getSharedPreferences(PREFS_NAME, 0);

   editor = settings.edit(); 

        

 registerReceiver(updateReceiver, new 

IntentFilter(Utility.ACTION_UPDATE));

 registerReceiver(closeReceiver, new 

IntentFilter(Utility.ACTION_CLOSE));

   intent = new Intent(FactoryView_CTUActivity.this, 

CanTransService.class); 

       

   startService(intent);

   super.loadUrl("file:///android_asset/www/index.html");

    }

두 번째, UI(User Interface)는 HTML5 태그로 작

성되었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CAN통신을 통하여 수

신되어 update 핸들러에 보내진 온도  습도 데이터

를 HTML5화면에 출력 할 수 없다. 이러한 온도  

습도 데이터를 HTML5 화면에 출력하여 주기 해서 

Javascript의 Plugin을 사용해 안드로이드 함수를 호

출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index.html 페이지가 

webkit 엔진을 통해 랜더링 되어 화면 로드가 완료 

될 때 init()함수를 호출하게 되고 init()함수에서 러

그인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소스는 다음과 같다.

function init() {

    document.addEventListener('deviceready', function(){

          window.plugins.SamplePlugin.getTime

                  (

    function(result)

    {

    displayTime(result)

    },

    function(error)

    {

    console.log(error)

    }

          );

          }, true

    ); 

    setTimeout("init()", 500);

}

init()함수에서 호출한 js(Plugin)함수는 콜백함수, 

서비스명, action명을 가지고 안드로이드 메서드를 호

출한다. 소스 코드는 다음과 같다.

SamplePlugin.prototype.getTime = function(successCallback, 

failureCallback)

{

 return PhoneGap.exec(

 successCallback,  //성공 으로 호출 을때 자바 스크립트에서 

호출될 콜백 함수



JKIECS, vol. 9, no. 9, 991-998, 2014

996

  failureCallback,   //실패시 자바 스크립트에서 호출될 콜백 함수

 'SamplePlugin',   // config.xml 에 서비스명( 러그인 이름)

 'getTime',               //action 명

  []);                    //넘겨  데이터

};

자바 스크립트의 init()함수와 settingData()함수가 

Plugin을 통해 안드로이드 메소드를 호출해야 한다. 

그 때 호출될 메소드가 정의 되어 있는 Class는 

HelloPlugin Class이고 호출될 메소드는 execute() 이

다. execute() 메소드는 인자 값으로 보낸 action명으

로 센서로부터 수신된 온도  습도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지 설정을 해 보낸 데이터를 Preference에 

장 후 화면으로 다시 반환 할 함수 인가를 구분하게 

되고 반환 타입은 JSON객체에 데이터를 담아 반환한

다. 소스 코드는 다음과 같다.

public PluginResult execute(String action, JSONArray data, 

String callbackId)

{

 Log.d(TAG, "execute() called. Action: " + action);

 PluginResult result = null

 if (GET_TIME_ACTION.equals(action))

  {

  try

    {

     JSONObject systemTime = new JSONObject();

     setTemp(FactoryView_CTUActivity.temps);

     setHum(FactoryView_CTUActivity.hums);

     systemTime.put("temps", getTemp());

     systemTime.put("hums", getHum());

     result = new PluginResult(Status.OK, systemTime);

    }catch (JSONException jsonEx){

     Log.e(TAG, "Got JSON Exception " + 

jsonEx.getMessage());

      jsonEx.printStackTrace();

      result = new PluginResult(Status.JSON_EXCEPTION);

            }

      }else if(PROCESS_DATA_ACTION.equals(action))

             {

               String setTempdata;

               String getTempdata;

            try

             {

               setTempdata = data.getString(0);

                  JSONObject setTemp = new JSONObject();

               if(setTempdata.equals("start")){

                   getTempdata = 

FactoryView_CTUActivity.getSaveTempPreference();

                  if(getTempdata.equals("")){

                     setTemp.put("setTemp", "0");

                     setTemp.put("setHum", "0");

                result = new PluginResult(Status.OK, setTemp);

                   }else{

               setTemp.put("setTemp", getTempdata.split(",")[0]);

               setTemp.put("setHum", getTempdata.split(",")[1]);

               result = new PluginResult(Status.OK, setTemp);

                   }

               }else{

                   

FactoryView_CTUActivity.setSaveTempPreference(setTempdata);

                   getTempdata = 

FactoryView_CTUActivity.getSaveTempPreference();

              setTemp.put("setTemp", getTempdata.split(",")[0]);

              setTemp.put("setHum", getTempdata.split(",")[1]);

               result = new PluginResult(Status.OK, setTemp);

               }

            }

            catch (JSONException jsonEx)

             {

    Log.e(TAG, "Got JSON Exception " + jsonEx.getMessage());

              jsonEx.printStackTrace();

        result = new PluginResult(Status.JSON_EXCEPTION);

              }

            }

         else

           {

        result = new PluginResult(Status.INVALID_ACTION);

             Log.e(TAG, "Invalid action: " + action);

         }

   return result;

}

그림 3은 HTML5 하이 리드 응용 로그램으로 

구 된 UI를 나타낸 것으로 냉장실  냉동실의 온도 

 습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신된 상태와 온도  

습도의 설정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는 그림 3에

서 설정된 온도  습도의 값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실시간 으로 수신된 데이터의 화면을 클릭하여 온도 

 습도의 값을 재설정함으로서 설정된 값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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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HTML5 하이 리드 응용 로그램으로 
구 된 메인 GUI

Fig. 3 Main GUI of HTML5 hybrid application program

그림 4. HTML5 응용 로그램으로 구 된 온도  
습도 설정 GUI

Fig. 4 Temperature and humidity of HTML5 hybrid 
application program

Ⅵ. 결 론

안드로이드 랫폼은 시스템 자원  각종 장치를 

운용하는 리 스 커  에 안드로이드 응용 로그

램을 실행하기 한 자바 가상머신을 사용하 다. 응

용 로그램은 원칙 으로 Dalvik VM으로 실행함으로

서 복수의 마이크로 로세서가 사용된 하드웨어 아키

텍처가 혼재된 임베디드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 다. 본 논문에서는 성능 임베디드 시스템에 의

존해온 산업용 제어 분야에서 력, 비용, 고성능

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편리하게 개발하기 한 랫

폼의 개발을 기술하 다. 기존 기술이 지원하지 못했

던 다양한 주변장치 처리를 지원하기 해 병렬 하드

웨어 기능을 가지는 멀티미디어 로세서를 이용하여 

하드웨어 랫폼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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