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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오  모바일 랫폼인 안드로이드를 리 스 커 을 기반으로 하는 ARM Cortex-A8 Core를 

사용한 SAMSUNG의 S5PV210 CPU를 장착한 MPU 모듈, Base 보드 모듈  센서 모듈을 제작하여 실시간 

임워크를 설계함으로서 효율 인 산업용 제어를 가능하게 하 다. 센서 모듈에서 획득한 온도  습도 데

이터는 하이 리드 어 리 이션을 개발함으로서 Web Server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후 클라이언트 

User가 온도  습도 데이터를 스마트 폰에서 확인 함으로서 실시간 임워크 설계의 합성  타당성을 

검증한다. 

ABSTRACT

This thesis presents MPU module, Base board and sensor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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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sor module proved the 

suitability and validity for the real time framework design as implementing application program employed the smart phone App with 

hybrid application based on DB of web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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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안드로이드 랫폼은 시스템 자원  각종 장치를 

운용하는 리 스 커  에 안드로이드 응용 로그

램을 실행하기 한 자바 가상머신을 사용함으로서 

구 한다. 안드로이드는 리 스 커 을 기반으로 한

다. 리 스 커 을 사용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  소스이고 많은 사람이 사용해 왔

으며, 많은 칩 벤더의 지원으로 인해 안정성이 입증된 

운 체제이다. 리 스는 커 에 메모리 로세스 리 

모델, 하드웨어와 입출력에 한 표 화 지원, 공유 

라이 러리 등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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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오  소스라는 장 과 더불어 많은 기능이 있

다[1-2]. 한 웹 응용을 한 웹 라우  엔진 

WebKit, OpenCORE 랫폼 기반의 미디어 코텍을 

포함하는 Media Framework, SQL 데이터베이스인 

SQLite, 2D, 3D의 도우 더링을 한 Surface 

Manager와 OpenGL ES 등의 다양한 고성능의 라이

러리들을 포함한다[1-2]. 

ARM Cortex-A8 로세서는 ARM사가 ARM11 

이후 새롭게 선보인 차세  력, 고성능 마이크로 

로세서이다. 우수한 성능과 력 효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 마이크로 로세서는 휴  화, 셋톱박스, 게

임 콘솔  자동차 네비게이션/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 범 한 모바일  일반 소비자용 애 리 이션

을 상으로 한다. Cortex-A8 로세서는 구 방식에 

따라 성능 범 도 다양하다. 이  세  모바일 기기의 

력 소비 수 을 그 로 유지하면서 로세싱 능력

에서 월등한 향상을 이루었다는 의미이다. 이로써 소

비자용 애 리 이션은 낮은 열손실과 그에 따른 패

키징  통합비용의 감 혜택을 얻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오  모바일 랫폼인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ARM Cortex-A8 Core를 사용한 삼성

의 S5PV210 CPU를 장착한 MPU 모듈  Base 

Board를 개발함으로서 실시간 임워크를 설계하

다. 온도  습도 센서 모듈이 부착된 임베디드 시스

템의 하이 리드 어 리 이션을 개발함으로 실시간 

임워크의 타당성을 입증하 다. 한 개발된 시스

템의 안드로이드 랫폼 기반하에서 클라이언트 User

가 온도  습도 데이터를 스마트 폰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기 해 Web Server를 통하여 센서 데이터

를 처리 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온도  습도 데이터

를 장하도록 실시간 임워크를 구 한다. 

Ⅱ. 안드로이드 리 스 커

안드로이드의 라이 러리는 기존 리 스의 기본 라

이 러리들을 자원 제약 조건이 심한 휴  이동통신 

단말 환경에 맞도록 최 화하여 구성되었다[3-4]. 안

드로이드 응용 소 트웨어가 직 으로 실행하기 

한 환경을 안드로이드 런타임 이라고 부르며 Dalvik 

가상 머신과 Core 라이 러리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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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된

다. 애 리 이션 임워크는 자바 기반의 응용 소

트웨어 실행을 한 가장 높은 수 의 서비스를 포

함하고 있는 계층을 말하며 핵심 시스템 서비스를 담

당하는 코어 시스템 서비스들과 하드웨어와의 인터페

이스를 담당하는 하드웨어 서비스들로 구성된다. 

JNI(:Java Native Interface)를 통해 native C/C++ 코

드를 호출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림 1. 안드로이드 응용 구동
Fig. 1 Android application process

그림 1은 안드로이드 응용이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보여 다. 기본 인 시스템 서비스는 리 스 커   

리 스의 기본 시스템 서비스 응용들에 의해 제공되

고 안드로이드 응용 소 트웨어에 특화된 서비스는 

런타임 서비스 매니 라는 소 트웨어 컴포 트와 

Dalvik 가상머신을 심으로 한 서비스에 의해 제공

된다. 안드로이드 응용의 실행 성능을 높이기 해 

Zygote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Zygote는 안드로이드 

응용을 빠르게 구동하기 해서 필요한 소 트웨어 

컴포 트 실행 이미지를 미리 메모리에 비하는 기

능을 제공한다[3-5]

안드로이드는 체가 리 스 시스템이 아닌 커  부

분만을 리 스로 사용한다. 기존 리 스의 windows 

system(:X-window), 다국어 언어 지원(glibc), 표  리

스 유틸리티의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커 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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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하드웨어 제어 련 드라이버만 이용한다. 

재 사용 인 안드로이드 련 리 스 커 은 2.6.35 

버 이다. 이 커 은 구 이 공식 리 스 커  사이트

에서 커 을 가져다가 안드로이드용으로 패치한 것이

다. 패치한 부분은 Binder, Alarm, Ashmem (Anon-

ymous shared memory), Low memory-killer, debu-

gger, logger 컴포 트 등이다. 안드로이드를 컴 일할 

때는 EABI(Embedded Application Binary Interface) 

툴 체인을 사용한다. 이 에는 일반 인 ARM GCC를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EABI 툴체인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3-4].

안드로이드 랫폼의 핵심인 Surface Manager와 

Media Framework 등의 루틴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런 루틴이 C++ 벨로 있는 이유는 고속으로 처리해

야 하는 부분과 용량 메모리를 사용하는 루틴은 

Java로 처리하지 않고 라이 러리 형태로 C++ 벨

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이 계층을 다시 자세한 라이

러리 형태의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그림 2와 같다. 그

림 2의 라이 러리 계층의 처리 과정에 나타나는 것

처럼 안드로이드의 핵심은 Binder를 이용한 소 트웨

어 모듈화인데, Java에서 JNI를 통해서 C++의 진입

인 libui와 libmedia를 통해서 직  하드웨어 등을 제

어하는 게 아니라 Binder를 통해서 각종 서비스

( :Surface, Flinger, audioflinger 등)로 속해서 모

든 하드웨어 제어와 여러 가지 핵심 기능을 처리하도

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 2. 라이 러리 계층의 처리 과정
Fig. 2 Library layer processing

이 게 구성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이다. 첫 번째 이유는 UI에서 직  하드

웨어 혹은 여러 가지 기능을 처리할 경우 유닉스 특

유의 blocking 방식의 함수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 

를 들어 특정 device driver를 제어하기 하여 UI의 

특정 버튼과 read() system call을 쓴다는 상황을 가

정했을 때, read() 함수는 blocking이고, 데이터가 들

어오기 까지는 커 에서 리턴하지 않는다. 이런 상

황이 발생하면 해당 애 리 이션은 리턴되지 않으므

로 UI의 동작이 멈추게 되고, 결과 으로는 애 리

이션이 멈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하

여 Binder를 통해 서비스 쪽으로 제어를 요청하고, 해

당 제어에 한 리턴값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구

조를 만든 것이다. 만일 와 같이 read() system call

의 blocking 문제가 심각할 경우 안드로이드 Binder

는 특유의 타임아웃 기능을 이용해 Binder를 끊고, 서

비스를 요청한 UI 클라이언트나 서비스 모두 속을 

끊어 클라이언트는 하게 kill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안드로이드의 구성상 안드로이드

는 응용 로그램에 해서 시스템으로 근 할 수 있

는 퍼미션을 주지 않는다. 시스템에 근할 수 있는 

권한이 일반 애 리 이션에도 있다면 시스템에 치명

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런 이유로 안드로이드에서는 기본 으로 모든 device 

driver에 한 근 권한을 소유자만이 읽고 쓸 수 있

도록 하고 있다[4-5]. 

Ⅲ.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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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

템 등 범 한 모바일  일반 소비자용 애 리 이

션을 상으로 한다. 구 된 신기술에는 미디어  시

그  로세싱에 사용되는 NEON™과 실시간 컴 일

러 가속화에 사용되는 Jazelle®RCT가 포함된다. 최근 

도입되어 ARMv7 아키텍처에서 표 이 된 그 밖의 

기술로는 보안을 한 TrustZone® 기술, 코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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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Thumb®-2 기술, VFPv3 로 -포인트

(floating-point) 코 로세서가 있다[6-7]. 

ARM Cortex-A8의 요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 600 Mhz～1GHZ 는 그 이상의 진동수

• Superscalar dual-issue microarchitecture

• NEON SIMD 확장 명령어 집합

• VFPv3 Floating Point Unit

• Thumb-2 인코딩 명령어 집합

• Jazelle RCT

• 95% 이상의 정확성을 갖는 고  branch predi-

ction unit

• 통합 level 2 Cache (0–4 MB)

• 2.0 DMIPS/ MHz

Cortex 로세서의 통합 기술은 Thumb-2에 있다. 

Thumb-2 명령 세트는 코드 도  성능의 향상을 

해 16bit와 32bit 명령을 결합한 것이다. Thumb 명

령 세트가 16bit 명령을 사용하는 반면, 본래 ARM 

명령 세트는 고정 길이 32bit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

다. 그러나 모든 오퍼 이션이 오리지  Thumb 명령 

세트에 매핑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개의 32bit 명

령 작업을 에뮬 이터 할 때 여러 명령이 필요한 경

우가 있다. Thumb-2 기술은 약 130개의 명령을 

Thumb에 추가했다. 추가된 기능 덕분에 인터럽트 서

비스를 해 ARM 모드와 Thumb 모드 사이를 스

치 할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모든 로세서 지스터

에 액세스가 가능하게 다. 그 결과 코드는 32bit 

ARM 코드의 성능으로 실행 에도 Thumb 명령의 

기존 코드 도를 유지한다. 이제 체 애 리 이션

을 Thumb-2 기술로 기록할 수 있게 으며, 이에 따

라 모드 환을 해 필요로 했던 본래의 아키텍처를 

제거할 수 있게 다. 공간 약형 Thumb-2 명령을 

사용하여 체 애 리 이션을 기록할 수 있다. 반면

에 오리지  Thumb 모드에서는 로세서가 ARM 

모드와 Thumb 모드 사이를 스 치 해야 했다. ARM 

로세서에 처음 등장하는 NEON 미디어  시그  

로세싱 기술은 오디오, 비디오  3D 그래픽을 

상으로 한다. 이 기술은 64/128bit hybrid SIMD 아키

텍처이다. 그림 3과 같이 NEON 기술은 메인 ARM 

정수 이 라인(integer pipeline)과는 별도의 실행 

이 라인(execution pipeline)과 자체 지스터 일

을 갖고 있다. 이 기술은 단수(integer)와 단정도 로

-포인트(single precision floating-point) 값을 모두 

처리할 수 있으며 비정렬 데이터 액세스(unaligned 

data accesses)를 지원하고 구조형태(structure form)

로 장된 인터리  된 데이터 (interleaved data)의 

간편한 로딩을 지원한다.

NEON 기술을 사용하여 형 인 멀티미디어 기능

을 수행하는 Cortex-A8 로세서는 MPEG-4 VGA 비

디오  yuv2rgb 포함)를 75MHz에서 30frames/sec의 

속도로, H.264 비디오를 350MHz에서 디코딩 할 수 있

다. 아키텍처의 확장인 Jazelle RCT 역시 새로운 기술

로써 Just-in-time(JIT) 바이트코드 애 리 이션의 메

모리 풋 린트(memory footprint)를 원래 크기의 3분의 

1로 여 다. 코드 크기가 작아지면 성능이 향상되고 

력 소비가 어든다. Cortex-A8에 포함된 트러스트

존(TrustZone) 기술은 개방형 운 체제에서 동작되는 

셋톱박스, PDA  휴 화와 같은 소비자 제품의 개

인 정보  DRM 보호를 한 것이다[8]. 

그림 3. ARM Cortex-A8 이 라인
Fig. 3 ARM Cortex-A8 pipeline

NEON 기술은 로세서의 신호 로세싱 성능을 높

여주는 일 외에도 데이터 로세싱 애 리 이션에서 

소 트웨어 솔루션을 지원한다. 따라서 간단하게 새로

운 소 트웨어나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여 새로운 알

고리즘과 새로운 애 리 이션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

한 랫폼을 만들 수 있다. VFPv3 보조 로세서(copro 

cessor)는 VFPv2 보조 로세서의 향상된 버 이다. 새

로운 기능으로는 배정도 (double-precision) 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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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32까지 늘리는 기능과 고정소수 (fixed-point)과 

로 -포인트(floating-point)의 수 사이의 변환을 수

행하는 명령이 포함된다. 

Ⅳ. ARM Cortex-A8 MPU  Base 모듈

본 논문에서 구 한 개발보드는 ARM사의 

Cortex-A8 Core를 사용한 삼성의 S5PV210[9]을 메인 

MPU로 사용하 다. 그림 4는 S5PV210의 블록 다이

어그램을 나타낸 것으로, ARM Core, System Per-

ipheral, Multimedia, Memory Interface, Power 

Management, Connectivity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 S5PV210 블록 다이어그램
Fig. 4 S5PV210 block diagram

S5PV210은 삼성에서 개발한 ARM Cortex -A8를 

기반으로 ARM 아키텍처 V7-A를 용한 32bit RICS 

마이크로 로세서로서 력 소모와 높은 성능을 필

요로 하는 모바일  일반 어 리 이션에 한 솔루

션을 제공한다. 한, 3G와 3.5G 통신 서비스에 한 

최 화된 하드웨어 성능을 제공하기 해 64bit 내부 

버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8-9]. 

S5PV210은 비디오 가속을 한 Motion video 

processing, 상 처리를 한Display Control과 Sca-

ling 등과 같은 작업을 해서 많은 강력한 하드웨어 

가속기를 포함한다. MFC(Multi Format Codec)는 별

도의 코덱 구  없이 상 포맷 지원을 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MPEG-1/2/3, H.263/H.264에 한 

인코딩과 디코딩을 제공하고, VC1, Divx에 한 디코

딩을 지원한다. 한 이 하드웨어 가속기는 실시간 화

상회의와 아날로그 TV out, HDMI을 지원한다. 

그림 5에서 나타낸 MPU 모듈은 삼성 S5PV210 

(ARM CortexTM-A8 Core)의 로세서, 4개의 

128MB SDRAM의 DDR2, 1개의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과 PMIC 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림 5. 구 된 MPU 모듈 면
Fig. 5 MPU module front view implementation

Base 보드의 주변회로로서 TFT LCD 컨트롤러, 2

개의 UART, 2개의 10/100BASE 의 Fast Ethernet 

Controller, Audio Codec, Video Codec, 4개의 IDE 인

터페이스, 4채  DMA 컨트롤러, 10비트 8채 의 

ADC 와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IIC / IIS 버스 인터

페이스, 1개의 USB 호스트  1개의 USB 슬 이 , 

SD 메모리 카드 인터페이스, 4채 의 PWM 기능의 

타이머와 1채 의 내부 타이머, SRAM / SDRAM / 

Flash 메모리 컨트롤러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기본 

내장하고 있으며, 특정 기기에 한정되지 않고 범용으

로 사용 가능하고 특히 Multi-ICE와 같은 인-서킷 

에뮬 이터를 한 JTAG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직

 ARM SDT/ADS 뿐만 아니라 공개 소 트웨어인 

Linux GDB 를 통해 디버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개발 보드의 개발 환경설정은 호스트 컴퓨터와 타

켓 보드간의 각종 이블 연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시리얼 포트인 UART0 과 호스트 컴퓨터의 직

렬 포트를 연결한다. 이 시리얼 포트를 통하여 모니터

링과 디버깅을 한 콘솔로 사용하게 된다. 한 개발

된 롬 이미지 일의 빠른 다운로드를 해 호스트 

컴퓨터와 USB 이블을 통해 타켓 개발보드의 USB 

슬 이  소켓에 연결한다. Multi-ICE 같은 에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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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기 해 JTAG 포트

를 이용한다. 

그림 6. 구 된 Base 보드
Fig. 6 Base board implementation

그림 7. 온도  습도 센서 모듈이 부착된 임베디드 
시스템

Fig. 7 Integration embedded system of temperature 
and humidity sensor module

그림 6에서 나타낸 Base 보드는 7인치 TFT LCD 

인터페이스, HDMI V1.3 Port 인터페이스, 3M 픽셀 

CMOS CAMERA, 오디오는 1.7 watt 2ch stereo 

sound out Surpport Headphone jack MONO Mic, 네

트워크 인터페이스는 Standard RJ45 10/100 Mbps 

Ethernet 포트 한 개, 와이 이 모듈 인터페이스, 블

루투스 모듈 인터페이스, Isolated CAN version 2.0 

인터페이스, 키패드 인터페이스, 비동기식 RS232 포

트 2개, 동기식 RS232 포트 2개, URAT 포트 2개, 

USB 2.0 포트 1개, USB 2.0 OTG 포트 1개, 모션 센

서 1개, JTAG 20pins 디버그 포트 1개, 상태 표시 

LED 2개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림 7은 온도  습도 

센서 모듈, CAN 통신 모듈, MPU 모듈과 Base 보드, 

7인치 TFT LCD 패 로 구성된 임베디드 체 시스

템을 나타내고 있다.

Ⅴ. 실시간 임워크 어 리 이션 구

온도  습도 센서 모듈이 부착된 통합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실시간 임워크의 하이 리드 어 리

이션 개발함으로서 데이터를 검출하 다. 한 클라

이언트 User가 MPU  Base Board를 통해 검출된 

온도  습도 데이터를 스마트 폰에서 확인 할 수 있

도록 하기 해 Web Server를 통하여 처리 한 후 데

이터베이스에 장하도록 구 하 다. 구축 된 Web 

Server는 Apache Tomcat으로서 서블릿 컨테이  

는 웹 컨테이 만 있는 웹 애 리 이션 서버를 사용

하 으며, Web Server와 연동하여 실행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랫폼의 자바 환경을 제공하여 자바 서

버 페이지(JSP)와 자바 서블릿이 실행할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하 다. Tomcat은 리툴을 통해 설정을 변

경할 수 있지만, XML 일을 편집하여 설정하고 

HTTP 서버를 자체 내장하도록 하 다. Apache 

Tomcat은 Apache Licence, Version 2를 채용한 오

소스 소 트웨어로서, 서블릿이나 JSP를 실행하기 

한 서블릿 컨테이 를 제공하며, 상용 웹 애 리 이

션 서버에서도 서블릿 컨테이 로 사용한다.

ARM사의 Cortex-A8 Core를 사용한 삼성의 

S5PV210의 통합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획득한 온도 

 습도 데이터를 Web Server로 송하며, 실시간 

임워크의 온도  습도 데이터를 장하기 하

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고, 안드로이드 

랫폼의 Java 로그램과 연결하기 하여 JDBC를 사

용하며 Web Server 응용 로그래 을 한 실시간 

Struts 임워크를 사용 하 다.

Struts 임워크는 MVC(Model View Controller) 아

키텍처 패턴을 가지며 설계 임워크들을 기반으로 한 

확장 가능한 Web Application 임워크이다. 그림 8은 

Struts Framework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Struts 임워

크에서 사용된 JDBC는 안드로이드 랫폼의 자바 로그

램 내에서 데이터베이스 질의문 즉, SQL을 실행하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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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이다. 한 

Base 보드의 온도  습도 센서 모듈에서 추출된 데이터의 

송 방법은 클라이언트 시스템 Web Page refresh를 방지

하기 하여 Ajax 기술을 사용 하 다.

 

그림 8. Struts 임워크 구조
Fig. 8 Structure of struts framework

하이 리드 어 리 이션을 이용한 Web Server, 

Client 통신 실행 과정은 Web Server 구축  동작, 

Hybrid App의 Web View를 통한 Web Server 속, 

Ajax를 이용한 비동기통신 방식을 사용함으로서 온도 

 습도 데이터 송, Web Server 수신 데이터 검증 

 데이터베이스 장과 Client User의 스마트폰  

시스템을 이용하여 Web Server 속  온도, 습도 

데이터 요청 과정의 순서로 수행된다. 

첫 번째, Web Server 구축  동작 후 하이 리드 

어 리 이션 Web Server 속 소스 코드는 다음과 

같다. 

public void onCreate(Bundle savedInstanceState) 

{

 ... (생략)

super.loadUrl("http://168.131.239.142:8089/JNU_SE

NSOR"); 

}

두 번째, Ajax 비동기통신을 이용함으로서 속된 

Web Server에 온도  습도 데이터의 송과 Ajax 

처리 소스 코드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unction init() {

  document.addEventListener('deviceready', 

function(){

  window.plugins.SamplePlugin.getTime(

     function(result){

    serverHum = result.hums +","+new 

Date().getTime();

    serverTemp = result.temps +","+new 

Date().getTime();

    sendRequest("login.do", 

"method=sendTempHum&hum="+ 

serverHum+"&temp=" + serverTemp, 

eventHandlerCheck, "GET");

    displayTime(result)

    },

    function(error){

      console.log(error)

    }

   );

 }, true

 ); 

 setTimeout("init()", 1000);

 }

function getXMLHttpRequest() {

if (window.ActiveXObject) {

try {

return new 

ActiveXObject("Msxml2.XMLHTTP");

} catch(e) {

try {

return new 

ActiveXObject("Microsoft.XMLHTTP");

} catch(e1) { return null }

}

} else if (window.XMLHttpRequest) {

return new XMLHttpRequest();

} else {

return null



JKIECS, vol. 9, no. 11, 1255-1266, 2014

1262

}

}

var httpRequest = null

function sendRequest(url, params, callback, 

method) {

//1. XMLHttpRequest 객체 생성

httpRequest = getXMLHttpRequest();

var httpMethod = method ? method : 'GET'

if (httpMethod != 'GET' && httpMethod != 

'POST') {

httpMethod = 'GET'

}

var httpParams = (params == null || params == 

'') ? null : params;

var httpUrl = url;

//GET방식 - url?parameter

if (httpMethod == 'GET' && httpParams != 

null) {

httpUrl = httpUrl + "?" + httpParams;

}

//3. 응답처리를 한 Handler Class mapping

httpRequest.onreadystatechange = callback;

//2. 요청보내기 

httpRequest.open(httpMethod, httpUrl, true);

httpRequest.setRequestHeader(

'Content-Type', 

'application/x-www-form-urlencoded');

//POST방식 - parameter send()메서드로 body에 

setting

httpRequest.send(httpMethod == 'POST' ? 

httpParams : null);

}

세 번째 순서는 Web Server에서 수신된 온도  

습도의 데이터를 검증 후 분리 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장하는 소스 코드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ublic ActionForward 

sendTempHum(ActionMapping mapping,

ActionForm form,

HttpServletRequest req,

HttpServletResponse res)

throws java.lang.Exception{

String hum = 

req.getParameter("hum").split(",")[0];

String temp = 

req.getParameter("temp").split(",")[0];

ReservationDAO.getInstance().insertTempHum(te

mp,hum);

return null

}

public void insertTempHum(String temp, String 

hum) {

Connection con = null

PreparedStatement pstmt = null

try {

 con = db.getConnection();

 pstmt = 

con.prepareStatement(sql.getString("insertTempHum"

));

 pstmt.setString(1, temp);

 pstmt.setString(2, hum);

 pstmt.executeUpdate();

} catch (SQL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finally{

 try {

  close(con,pstmt);

 } catch(SQLException closeError){

 System.out.println("자원 반납 실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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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Error);

 }

 }

}

마지막으로 Client User의 스마트폰  시스템에  

Web Server 속  Ajax를 이용하여 온도  습도 

데이터를 요청하여 응답처리 되는 소스 코드는 다음

과 같다.

//AJAX응답 처리 - eventHandler작성

function eventHandlerCheck() {

var msg=document.getElementById("Hum");

if (httpRequest.readyState == 4) {

 if (httpRequest.status == 200) {

  

setMessageUsingInlineCheck(httpRequest.responseTe

xt);

  } else {

   msg.innerHTML="실패: "+httpRequest.status;

  }

 }

}

 function setMessageUsingInlineCheck(message) 

{

var mdiv = document.getElementById("Hum");

var mdiv1 = document.getElementById("Temp");

var vTemp_hum = 

httpRequest.responseText.split(",");

serverTemp = vTemp_hum[0];

serverHum = vTemp_hum[1];

mdiv1.innerHTML = "<DIV 

style='font-size:12px'>" + serverTemp + "</DIV>“

mdiv.innerHTML = "<DIV 

style='font-size:12px'>" + serverHum + "</DIV>"

displayTime(serverTemp, serverHum);

}

그림 9. 하이 리드 응용 로그램으로 구 된 웹 뷰 
Fig. 9 Hybrid application program web view

그림 10. 안드로이드 응용 로그램으로 구 된 온도 
 습도 GUI 웹 뷰 

Fig. 10 Temperature and humidity GUI of android 
application program

그림 9는 하이 리드 응용 로그램으로 구 된 

UI를 나타낸 것으로 냉장실  냉동실의 온도  습

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Web Server에 통해 데이터

베이스에 수신된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0은 클라

이언트 User가 MPU  Base Board를 통해 검출된 

온도  습도 데이터를 그림 9에서 나타낸 웹 서버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데이터를 스마트 폰에서 

확인 할 수 있는 GUI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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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안드로이드는 리 스 커 을 기반으로 하며, 커

에 메모리 로세스 리 모델, 하드웨어와 입출력에 

한 표 화 지원, 공유 라이 러리 등을 지원한다. 

리 스 커  에 안드로이드 응용 로그램을 실행

하기 한 자바 가상머신과 Dalvik VM으로 실행함으

로서 ARM Cortex-A8을 사용한 복수의 마이크로

로세서가 사용된 하드웨어 아키텍처가 혼재된 임베디

드 시스템의 실시간 임워크를 설계하 다. 

본 논문에서는 력, 비용, 고성능을 만족시키

는 산업용 제어 분야에서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한 

임워크 개발  랫폼을 구 하 다. 온도  습

도 센서 모듈이 부착된 MPU  Base Board를 통해 

실시간 임워크의 하이 리드 어 리 이션 개발

함으로서 데이터를 검출하며, 클라이언트 User가 온

도  습도 데이터를 스마트 폰에서 확인 할 수 있도

록 하기 해 Web Server를 통하여 처리 한 후 데이

터베이스에 장하도록 구 함으로서 실시간성을 입

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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