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베디드 SW 기술 및 시장 동향
MDS테크놀로지 장명섭 부사장/CTO

Prologue
전통적인 임베디드 시스템

•
•

미리 정의된 특정 기능을 주로 수행
주로 IT 전문 업체가 분야별로 : Chip, OS, Middleware, Application 등

변화 요인 단일 제품 및 솔루션 제공

•
•

Connected화, Smart화로 시스템 복잡도 증가, 전 산업분야에서 제품의 차별화 및 가치 향상의 핵심으로 부상
IT 전문 업체 뿐만 아니라 비IT 업체(제조업체, 일반 사용자)도 임베디드 시스템 분야에 참여

최근 동향 및 해결 과제

•
•

Platform화 : 적용 영역별로 요구되는 모든 요소(HW, SW)를 통합한 솔루션 형태로 발전
복잡도 증가 : 시스템의 관리/개발 효율성, 보안/안전성 보장을 위한 방안 필요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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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B/D

Application

개발도구
및 지원환경

Connected화/Smart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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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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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IT 산업 분야로 확산

Software Platform
Android, AUTOSAR, ARTIK, mBed

Service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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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동향 : SOM
- 임베디드 시스템의 적용영역 확대(모바일, 가전, 자동차, 항공기 등)와 기능 다양화로 시스템의 복잡도 증가
- 빠른 제품 출시, 개발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특정 Application 영역에 부합하는 SOM(System On
Module)이 공급되고 있음 (Processor 업체 중심)
Processor
Memory
통신

Middleware
OS
Board

Software

SOM

Carrier Board

• Processor,
Memory, IO
Communication
• OS, Middleware

SOM의 주요 장점

•
•
•

공급자가 사전에 충분한 시험/검증 완료
개발 기간 단축
고난이도 기술이 불필요하여 개발 용이
Nvidia JETSON TX1

• 딥러닝, 컴퓨터 비전 등 고성능/저전력 제공
• 연산이 많은 영역 : 드론, 자율형 로봇, 의료 영상 등

삼성전자 ARTIK

• Wearable, Gateway 등 IoT Device 를 위한 module
• Cloud 연결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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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동향 : Embedded Hypervisor
- 사용자 Device, 산업용 장치, IoT 등 임베디드 시스템 활용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Connectivity 및 복잡도 증가
 이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보안 위협 대처를 위한 기반 환경이 요구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임베디드 SW, 운영체계를 비롯한
시스템 SW에서 1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복합기능 수행

•
•

위험도가 다른 Application이 동일 HW에서 수행
자동차 AVN : Audio, Video, Navigation + Smartphone 연동, Rear Camera, HUD 연동, 계기판과 HW 통합

•
•

IoT 확산으로 非안전 영역(Internet 등)과 연결, Cloud Service 연동
Telematics Device : 차량 내부 System의 Monitoring 및 제어

•
•
•

시스템 안전성 : 특성이 다른 Application들을 한 HW에서 독립적으로 수행, Health Monitoring 기능
보안 강화 : 외부 접속 기능과 내부 기능을 분리
비용 절감 : 복수 단말기의 기능을 단일 HW에서 수행

Network Connectivity

Embedded Hypervisor 이점

Virtualization 기본 개념

자동차 AVN 의 Virtualization 활용

Embedded Virtualization 활용, V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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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도구 및 지원 환경
- 임베디드 시스템은 기간 사업으로의 적용이 확산됨에 따라 임베디드 SW 의 안전성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음
- 복잡도 증가로 개발의 효율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한 개발 도구/환경의 필요성도 증가

Functional Safety

(ISO 26262, DO-178, IEC 61508)

Requirement
Definition

Validation

00
Configuration/
Change/Build

DOORS, Polarion ALM

Design

ElectricFlow
Polarion ALM

beSTORM

System Integration
/Verification
dSPACE HIL Simulator
VectorCAST
Model Examiner

Rhapsody
T1 Timing-Suite
Medini Unite

Implementation
Coding Rule : MISRA /Debugger :
TRACE32/Static 분석 : CodeSonar
ElectricAccelerator

Functional Safety
• 전기/전자 시스템의 오작동에 의한 위험 요소에 기인한 불합리한 위험이 없는 상태
• 체계적인 개발 프로세스 수립을 위한 ALM 시스템 구축
• SW의 결함을 미연에 예방하고 검출하기 위한 정적 분석
• 요구사항 기반의 SW 설계 검증을 위한 동적 시험
→ 각 단계별 적절한 개발 도구 및 지원 환경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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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동향
- IoT 확산과 임베디드 SW 의 중요성 증가로 전통 산업 기업(자동차, 통신, 국방 등)과 HW 기반의 IT 기업들이
전문 SW 업체 인수를 활발히 추진 중

전통 산업 기업들의
임베디드 SW 기업 인수 사례

자동차 - IoT

통신장비 - IoT

국방 - Embedded SW

HW 기반 IT기업들의
임베디드 SW 기업 인수 사례

SoC - IoT

SoC - Embedded SW

SoC -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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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Device의 조기 단종
- Connectivity 와 Smart화에 따라 임베디드 Device의 생명주기가 단축되고 있음

조기 단종 요인

•
•
•
•

통신 방식 변화 : WAN(2G, 3G, 4G), PAN(Zigbee, Z-Wave, WiFi) 등의 변화
통신 규약(Protocol) 변화 : 메시지 규약(AMQP, CoAP, DDS, HTTP, MQTT, XMPP), IOP 규약(Alljoyn, IoTivity 등)
SW 변화 : 신규 기능 지원 요구, 보안 요구 등
HW(Chip, Storage 등) 변화 : MCU, Storage(SD, Floppy Disk) 등 주요 부품 단종으로 유지보수 이슈

이슈 사항

•

Device 자체가 중요 : 일반 IT 제품은 Data만 보존되어 있으면 PC 등 Device 자체는 교체되어도 큰 문제 없음
But, Connected Device의 경우, Device 작동 자체가 더 중요할 수 있음

•

제품수명 : Connected Device의 제품 수명은 일반 IT 제품보다 김

해결 방안

•
•
•

Communication Module 사용 : 통신 환경이 변하더라도 본체는 유지한 채 통신 모듈만 교체 가능
Firmware/SW Update 체계 수립 : 개발 초기 단계에서 검토 필요(추가 Memory 등이 필요할 수 있음)
Gateway 활용 : 통신 환경 및 규약 변화 등 여러 조기 단종 요인 제거/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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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Device의 보안 이슈
•

Critical Functionality
: 제어∙보안 침해로 교통/통신/항공 등 기간 시스템이 동작 불능 시 대재앙 발생 우려

•

Replication
: 대부분의 Device가 단일 사양으로 대량 생산됨. 한 개의 Device 에서 보안 허점이 발견되면 모든 Device에
침투 가능

•

Not Easily Patched
: 일단 설치된 후에는 Application 및 Firmware의 Update가 어려움

•

Long Life cycle
: 15~20년까지 장기간 사용되므로 장래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보안 요소까지 고려해야 함

•

Enterprise Security 보호 영역 밖에 설치됨
: Mobile 및 현장에 설치되어 기업의 일반적인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Device 자체에 보안 기능이 고려되어야 함

•

우선 순위 : A(Availability) > I(Integrity) > C(Confident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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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Device의 보안 이슈
- 모든 Devices를 위한 단일 보안 솔루션은 없으므로 보안 실패 비용, 공격의 위험도, 가능한 공격 수단, 구현
비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함

•
•
•

Secure Boot : Firmware가 변조되지 않음을 보장

•

Intrusion Detection & Security Monitoring(IDS) : Detecting & Reporting, Invalid login 시도 등
Malicious Activities 문제가 심각함

•
•

Key 관리 : TPM/PUF 등 보안 HW 검토 필요

Secure Update : Malicious code가 설치되는 것을 방지
Data Security : 저장 및 통신 시 Data 암호화,
Authentication : Device와 모든 Communication을 위한 인증 체계 필요

개발초기(Design)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함

11

목차

I.
II.
III.
IV.

임베디드 시스템 동향
해결 과제
Device Management
결론

DM(Device Management)
IoT를 위한 DM 필요성
• 규모 : Device 숫자가 기존 PC, 스마트폰에 비해 대규모
• 자율 작동 : IoT Device는 대부분 자율적 작동
(스마트폰, PC는 사용자 Interaction)
• 선제적, 신속한 조치 필요 : 보안침해, 오류로 인한 피해가 심각
하고 수정 비용이 많이 소요
• Device 의 생명기간 영향 : SW 요인(오류, Version UP, 기능 향상
등)으로 제품의 수명에 영향을 줌
• IoT Device 의 다양성 : 다양한 Device 유형-망, Resource 측면
• IoT는 Data와 Device를 동시에 관리 필요

DM 주요 기능
• Device 상태 Monitoring :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Device로부터 Data 수집
• FOTA/SOTA(Firmware/SW upgrade Over The Air)
• 원격 Device 제어 : Rebooting, Lock&Wipe
출처 : Device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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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Device Management 표준
Device Management 표준 비교
LwM2M

OMA-DM

TR-069

지원 Device
Type

저사양 IoT
Device,
Gateway

Feature Phone,
Gateway

Set Top Box,
Gateway

Protocol

CoAP/UDP

HTTP/TCP

HTTP/TCP

응용 Data 지원

지원(표준
Object Model)

미지원

미지원

PayLoad

Binary/JSON

XML

XML

보안 규격

DTLS

TLS

TLS

API 방식

REST

REST

SOAP

LWM2M 장점

•
•
•
•

Device 관리와 Application Data 관리 동시 제공 :
단일 표준으로 전체 IoT 솔루션 구성 가능
표준 Object Model : 응용 개발 용이, 재사용성
증가, IPSO Object 정의
보안 강화 : DTLS 기반, PSK/Public Key를 활용하
여 Provisioning 및 Secure Booting 지원
다양한 Device Type 지원 : 저사양부터 고사양
Device 적용

App

Objects
온도

SW
버전

sens
ors

LWM2M
Client

Data
Command
& Control

LWM2M
Server

App
IoT
Server
14

LWM2M 기반 IoT Platform

MQTT, CoAP

CS:CoAP Server, CC:CoAP Client, P:Proxy, LC:LwM2M Client, IWP: Interworking Pro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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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
»

차별화된 핵심 가치 제공 >> 전체 시스템(Platform)
IoT, 융합의 핵심 요소로서 품질, 보안, 안전성 요구 증가 : 개발 계획단계 부터 고려
적용 영역 확대, 융합으로 시스템의 복잡도 증가 : 개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개발 도구 및 지원
환경 적극적 활용

Device Management

HW Assisted
Secure IoT OS
SOM for Secure
IoT Device
•
•
•
•

LwM2M 기반
IoT Device Management

Secure RTOS
암호화 Algorithm
TPM
WiFi, ZigBee 등

SW 품질 향상 솔루션

요구사항 관리

검증

설계

단위/통합시험

구현

ALM, SW Testing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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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MDS테크놀로지㈜ www.mdste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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