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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변식 컴파일링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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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Compiling control unit
120 ... Compiler
130 ... Firmware DB
AA ... Communication network



명세서

발명의 명칭 :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가변식 컴파 일링 시스 템
기술분야

[1] 본 발명은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가변식 컴파일링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 더욱

상세하게는 선택된 타겟 시스템 및 선택된 펌웨어에 따라 하드웨어 구성을

재조합 하고, 상기 선택된 펌웨어를 컴파일링하여 목적 코드를 생성하며, 상기

컴파일링된 목적 코드를 상기 타겟 시스템에 임베디드하여 상기 선택된 타겟

시스템을 상기 선택된 펌웨어 기능의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가변시키는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가변식 컴파일링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

배경기술
[2] 일반적으로 임베디드 시스템은 전용 컴퓨터나 마이크로프로세 서를 구동하여

특정 목적의 작업이나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 록 설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어를 갖는 제어 시스템을 의미한다. 즉 , 1개의 임베디드 시스템은

적어도 1개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어도 1개 이상의 하드웨 어와 상기

하드웨 어를 구동하는 소프트웨 어로 구성된다.

[3] 부 연하면, 각종 전자 기기, 가전제품 및 제어장치 등 단순히 회로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컨 트롤러 (또는 마이크 로프로 세서) 가 내장되어 있는바,

임베디드 시스템은 상기 마이크로 컨트롤 러를 구동하여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소프트웨 어가 내장되어 있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4] 이러한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마이크로컨 트롤러 를 구동하여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소프트 웨어는 하드웨어의 파라미터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작성된 프로그램은 수많은 디버깅 과정을 통해 제작된다 .

[5]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개특허공보 제 10-2002-0032256 호 에는 통합 임베디드

시스템 및 이의 구현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6] 상기 기술은 임베디드 시스템을 간단히 구현할 수 있도록 별도의 환경 설정이

불필요한 전용크로스 컴파일러가 내장된 윈도우즈 통합개발환경으로

프로그램을 편집하고 컴파일한 후 기계어 코드를 타겟 보드에 전송하는 통합

임베디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 프로그램 을 작성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연결되어 있으며 , 개발 도구들을 하나의

환경으로 구축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용이하게 실현하기 위해 각 개발 도구간을

연동하 는 통합개발환경을 구축하는 에디터；상기 에디터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에디터를 통해 프로그램 설계자가 작성한 원시 프로그램을 HEX (또는 BIN)
형태의 기계어로 번역하는 컴파일러; 및 상기 컴파일러에 연결되어 있으며, 목적

프로그 램인 HEX (또는 BIN) 파일을 읽어서 내부 버퍼에 저장하고, 통신부를

통하여 상기 타겟 보드에 전송하는 다운로 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7] 또한, 등록특 허공보 제 10-0683853 호 에는 소스코드 파일을 조사하고, 구성



디렉티브를 찾으며, 디렉티브의 신택스 (syntax) 를 분석하여, 소스코드 로부터

검색된 구성 디렉티브에 상웅하는 렉시컬(lexical) 유닛의 트리를 출력하는
소스코드 스캐너, 출력된 구성 디렉티브를 구성 상태로 출력하는 코어, 코어와

사용자 사이에 대화를 제공하고 내부의 구성 상태를 표현하고 사용자가
변수값을 입력하여 현재의 구성상 태를 표현하는 GUI, 코어에서 출력된 구성
상태를 렉시컬 유닛의 흐름에 무관한 프로그 래밍언어로 출력하는 코드 생성
모듈, 소스코드 스캐너 및 코드 생성 모듈에 해당언어의 문법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코드 생성 모듈에서 출력된 렉시컬 유닛의 흐름에 무관한 프로그래밍

언어을 입력받아 소스코드를 출력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모듈을 포함하 는 프리
컴파일링 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8] 그러나 상기의 기술들은 하드웨 어를 제어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거나 또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하드웨 어가
추가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9] 부연하면, 종래의 임베디드 시스템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 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별도의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으 로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기능을 갖는 임베디드 시스템이 채택되는 경우 그에 대웅하는 하드웨 어를
추가하여 구성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10] 예를 들어, 작업실 등 사람이 존재하 는 경우에는 조명제어 시스템이 요구되고
부재할 경우에는 보안 시스템이 요구되 나, 조명 제어 및 보안을 동시에 제어할
필요성이 없고, 2가지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명제어 시스템과
보안 시스템이 각각 구성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11] <선행기술문헌 >
[12] <특허문 헌>
[13] 특허문헌 0001 특허문헌 0002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적 과제
[14] 본 발명은 상기 종래기술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에서 해소하고자 하는 과제는, 구성된 하드웨어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
중심의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가변시킬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가변식
컴파일링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15] 또한, 하드웨 어의 중복 사용에 따른 구축 비용을 감소시 킬 수 있고, 하드웨 어에
다양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가변식 컴파일링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과제 해결 수단
[16] 상기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가변식

컴파일링 시스템은 선택된 타겟 시스템 및 선택된 펌웨어에 따라 하드웨어



구성을 재조합 하고, 상기 선택된 펌웨어를 상기 재조합된 하드웨어에 근거하여

컴파일링을 통해 목적 코드를 생성하며, 상기 생성된 목적 코드를 상기 타겟
시스템에 임베디드하여 상기 선택된 타겟 시스템을 상기 선택된 펌웨어 기능의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가변시 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7] 여기서 , 상기 컴파일링 시스템은 상기 선택된 펌웨어에 따라 상기 하드웨어의
파라미터를 검출하고, 검출된 하드웨어의 파라미터에 근거하여 상기 선택된

펌웨어가 컴파일링되도록 제어하며, 상기 컴파일링된 목적 코드를 타겟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컴파일링 제어부；상기 컴파일링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 선택된 펌웨어의 소스코드를 분석하여 코드 최적화를

통해 목적 코드를 생성하는 컴파일러; 및 상기 타겟 시스템에 구성된 하드웨어를

통해 수행될 수 있는 펌웨어가 저장 관리되는 펌웨어 DB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8] 또한, 상기 컴파일링 제어부는 상기 타겟 시스템에 구성된 하드웨어의 종류 및

모델에 대한 정보를 설정하는 하드웨어 설정모듈; 상기 하드웨어에 대한

상세정보가 설정되어 입력되는 하드웨 어 파라미 터 모듈; 상기 하드웨 어

설정모듈 및 상기 하드웨어 파라미터 모듈에 저장된 정보와 상기 선택된
펌웨어에 근거하여 상기 펌웨어를 컴파일링 되도록 제어하는 컴파일러

제어모듈; 상기 컴파일러 제어모듈의 제어에 따라 생성된 목적 코드를 상기

선택된 타켓 시스템으로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패킷을 생성하는 임베디드 모듈;

및 상기 컴파일링 시스템을 통신망에 접속시키는 통신모듈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9] 또한, 상기 펌웨어 DB에 저장 관리되는 펌웨어는 사용 환경에 따라 그룹으로

구분하여 저장 관리될 수 있다.

[20] 아을 러, 상기 타겟 시스템은 홈 네트워크 시스템, IoT 제어 시스템, 공장 자동화
시스템 또는 사무 자동화 시스템으 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21] 본 발명에 의하면, 구성된 하드웨어의 범위 내에서 임베디드 시스템을

가변시 킬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주변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2] 또한, 초기 구성된 하드웨 어를 재사용하되 주변의 다른 하드웨 어와의 조합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을 가변시킬 수 있으므로, 임베디드 시스템의 구축 비용을

감소시 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23]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가변식 컴파일링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도 .
[24]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가변식 컴파일링 시스템에서

컴파일링 제어부의 구성도 .



[25]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가변식 컴파일링 시스 템에서 상기

펌웨어 DB에 저장 관리되는 그룹별 펌웨어에 대한 일 실시 예의 구성도 .
[26]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가변식 컴파일링 시스 템에서 일

실시 예에 따른 타겟 시스템의 구성도 .

발 명의 실 시 를 위 한 형 태

[27]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 한 실시 예를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28] 본 발명은 선택된 타겟 시스 템 및 선택된 펌웨어에 따라 하드웨어 구성을

재조합 하고, 상 기 선택된 펌웨어를 컴파일링하고 이를 상기 타겟 시스 템에

임베디드하여 상기 선택된 타겟 시스템을 상기 선택된 펌웨어 기능을 수 행하는

임베디드 시스 템으로 가변시 킬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가변식 컴파일링

시스 템에 관한 것이다 .

[29]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가변식 컴파일링 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도를 나타낸 도면이다 .

[30] 첨부 된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가변식 컴파일링

시스 템(100, 이하 '컴파일링 시스템' 이라 칭한다) 은 컴파일링 제어부 (110),

컴파 일러(120) 및 펌웨어 DB(130) 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 상 기 컴파일링

시스 템(100) 으로부터 목적 코드를 수신하고 이를 수 행하는 타겟 시스 템(200) 및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가변식 컴파일링 시스 템(100) 에 접속하여 요청신호를

입력하는 사용자 단말기 (300) 가 더 포함되 어 구성된다.

[31] 여기서 상기 컴파일링 시스 템(100) 은 선택된 타겟 시스 템 및 선택된 펌웨어에

따라 하드웨어 구성을 재조합 하고, 상 기 선택된 펌웨어를 컴파일링하여 목적

코드를 생성하며 , 상 기 컴파일링된 목적 코드를 상기 타겟 시스 템에

임베디드하여 상기 선택된 타겟 시스템을 상기 선택된 펌웨어 기능을 수 행하는

임베디드 시스 템으로 가변시 키는 기능을 수 행한다.

[32] 이때 , 상 기 타겟 시스 템(200) 은 홈 네트워크 시스템, IoT 제어 시스템, 공장

자동화 시스 템 또는 사무 자동화 시스 템 등 다 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 복수

개로 구성될 수 있다.

[33] 상 기 컴파일링 시스 템(100) 의 상 기 컴파일링 제어부 (110) 는 선택된 펌웨어에

따라 하드웨 어의 파라미 터를 검출하고, 검출된 하드웨 어의 파라미 터에

근거하여 상기 선택된 펌웨어가 컴파일링 되도록 제어하며 , 상 기 컴파일링된
목적 코드를 타겟 시스 템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34]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가변식 컴파일링 시스 템에서

컴파일링 제어부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

[35] 첨부 된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컴파일링 시스 템(100) 에서 컴파일링

제어부 (110) 는 하드웨어 설정모듈 (111), 하드 웨어 파라미터 모듈 (112), 컴파 일러

제어모듈 (113), 임베디드 모듈 (114) 및 통신모듈 (115) 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36] 상 기 하드웨어 설정모듈 (111) 은 상기 타겟 시스 템(200) 에 구성된 하드웨어의

종류 및 모 델에 대한 정보를 설정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37] 여기서 , 하드웨 어는 단일의 IoT 디바이스 , 센서 , 모터 및 액추에 이터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 각각의 하드웨어에 대한 명칭정보가 설정되어 입력된다.

[38] 상 기 하드웨 어 파라미 터 모듈 ( 112)은 하드웨 어에 대한 상세정보가 설정되어

입력된다. 여기서 , 상 기 상세정보에는 하드웨 어에 적용된 컨트롤러 (또는
마이크 로프로 세서) 의 칩셋의 종류, 컨트롤 러의 처리속도, 메모리 (ROM) 의 종류,

메모리의 크기 및 회로 등 이 입력되어 관리된다.

[39] 상 기 컴파일러 제어모듈 ( 113)은 상기 하드웨 어 설정모듈 ( 111) 및 상기

하드웨어 파라미터 모듈 (112) 에 저장된 정보와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펌웨어에

근거하여 펌웨어가 컴파일링되도록 제어한다.

[40] 상 기 임베디드 모듈 ( 114)은 상기 컴파일러 제어모듈 ( 113)의 제어에 따라

생성된 목적 코드를 타켓 시스 템(200) 으로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패킷을

생성한다.

[41] 여기서 , 데이터 패킷에는 상기 타겟 시스 템(200) 의 주소, 목 적 코드 및 기

저장된 목적 코드의 삭제 여부 등의 정보가 저장되며 , 데이터 패킷의 전송과정
중 데이터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암.복호화 코드가 추가될 수 있다.

[42] 상 기 통신모듈 (115) 은 상기 컴파일링 시스 템(100) 을 통신망에 접속시키는

기능을 수 행하는 것으로서 , 타겟 시스 템(200) 및 사용자 단말기 (300) 와의 통신이
가능하게 하도록 한다.

[43] 상 기 컴파일러(120) 는 상기 컴파일링 제어부 ( 110)의 제어에 따라 선택된

펌웨어의 소스코드를 분석하여 코드 최적화를 통해 목적 코드를 생성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상 기 컴파일러(120) 는 소스 코드를 분석하여 중간 코드를

생성하는 전단부 와 상기 전단부에서 생성된 중간 코드를 목적 코드로 생성하는

후 단부로 구성될 수 있다. 즉 , 상 기 전단부는 펌웨어의 구성을 분석하고 이를

중간 코드로 변환시 키며 , 상기후 단부는 상기 변환된 중간 코드를 타겟

시스 템(200) 의 목적 코드로 변환시 킨다.

[44] 이때 , 상 기 전단부는 펌웨어의 소스 코드를 읽어들여 문 법적으로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의 토큰 (token) 을 생성하는 어휘분석모듈, 상 기 어휘분석모듈에 서

생성된 토큰에 대한 에러를 체크하여 올바른 문장에 대해 구문주조를 생성하는

구문분 석모듈 및 상기 구문분석 모듈의 구문트리에 대한 의미 검사를 수 행하고

그에 해당하는 중간코드를 생성하는 중간코 드생성 모듈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45] 또한, 상 기 후단부는 상기 중간코드생 성모듈에 서 생성된 중간코드를 효율적인

코드로 개선시키는 코드최적화모듈 및 상기 코드최적화모듈을 통해 최적화된

코드를 타겟 시스 템(200) 의 하드웨어에 대한 목적 코드로 변환하는

목적코드생성 모듈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46] 상 기 펌웨어 DB(130) 에는 상기 타겟 시스 템(200) 에 구성된 하드웨 어를 통해

수 행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의 펌웨어가 저장 관리된다.



[47] 상 기 펌웨어는 름 (ROM) 에 저장되는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 프로그 램이라는 관점에서는 소프트웨어와 동 일하지만

하드웨 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웅용소 프트웨 어와 구분되 며 ,

소스 코드로 구성되는 원시프로그 램으로 볼 수 있다.

[48] 상 기 펌웨어는 기능에 따라 다 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등, 전력,

스마트 홈 , 홈 시큐리티 및 헬스케어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49] 또한, 상 기의 펌웨어는 사용 환경에 따라 그룹으로 구분하여 저장 관리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50]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가변식 컴파일링 시스 템에서 상기

펌웨어 DB에 저장 관리되는 그룹별 펌웨어에 대한 일 실시 예의 구성도를

나타낸 도면이다 .

[51] 도 3을 참조하면, 상 기 펌웨어는 홈 , 사무실, 헬스케어, 공장 및 빌딩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52] 이때 , 상 기 홈 에 속하는 펌웨어에는 조 명등을 제어하는 전등제 어, 가전제 품의

동작을 제어하는 가전기기 제어 및 안전을 유지하는 보안 제어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53] 또한, 사무실 에 속하는 펌웨어에는 전등 제어, 출 입관리 제어, 보안제 어 및 환기

제어 등으로 구성될 수 있고, 상 기 헬스케 어에 속하는 펌웨어에는 독거노인 감시

제어, 보 안 제어 및 가전기 기 제어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아을러 , 상 기 빌딩에

속하는 펌웨어에는 출 입관리 제어, 전등 제어, 환기 제어 및 출 입차량 제어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54] 상 기의 펌웨어는 일 실시 예에 따른 일부를 나타낸 것으로서 , 사용자의 요구

또는 하드웨 어의 구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의 펌웨어가 추가될 수 있음은

물론 이다 .

[55] 상 기 타겟 시스 템(200) 은 복수의 하드웨어와 연계되어 저장된 목적 코드의
로직에 따라 상기 하드웨 어를 제어하는 기능을 수 행한다.

[56] 이때 , 상 기 타겟 시스 템(200) 에는 마 이크로프 로세서 (210, 또는

마이크 로컨트 롤러) 가 포함되게 구성되며 , 상 기 마 이크로프 로세서 (210) 는

름 (ROM) 에 임베디드된 목적 코드에 의해서 상기 연계된 하드웨어를 제어한다.

이때, 상 기 름 에는 상기 컴파일링 제어부 (110) 로부터 전송된 목적 코드가

저장된다.
[57] 여기서 , 상 기 하드웨 어는 센서 , 모터(또는 펌프) 및 스위치 등의 단순기 기부터

IoT 디바이스 , 온/오프 제어 시스 템 등을 포괄하여 구성될 수 있다.

[58] 이때 , 상 기 센서는 온도센서 , 습도센서 , 조도센서 , 압력센서 , 유량센서 ,

전류센서 , 자 기센서 , 음향센서 및 강우센서 등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59] 예를 들어, 전등 제어를 수 행하기 위한 펌웨어에 연계된 하드웨 어는 전등, 조도

센서 및 인체감지 센서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 설계조건에 따라서 추가되거나

일부가 생략될 수 있다.



[60] 상기 사용자 단말기 (300) 는 상기 컴파일링 시스템(100) 에 접속하여 표시되는
펌웨어를 선택하고 타겟 시스템(200) 을 지정하는 요청신호를 입력받기 위한
것으로서, 랩탑 컴퓨터(Laptop Computer), 이동 전화기 (Mobile Phone), 스마트
폰 (Smart Phone), 태블릿(Tablet) PC,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EDA

(Enterprise Digital Assistant), 디지털 스틸 카메라(Digital Still Camera),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Digital Video Camera),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PND(personal Navigation Device 또는 Portable Navigation Device), 휴대용 게임
콘솔 (Handheld Game Console), 모바일 인터넷 장치 (Mobile Internet Device(MID))

및 e-북 (e-Book) 중에서 하나로 구현될 수 있다.
[61] 이때,상기 사용자 단말기 (300) 가 상기 컴파일링 시스템(100) 에 접속하게 되면,

상기 사용자 단말기 (300) 에는 지정된 타겟 시스템(200) 및 펌웨어가 표시된다.
[62] 이때, 상기의 지정된 타겟 시스템(300) 은 사용자에 의해서 설정된 타겟

시스템이 될 수 있다.
[63] 또한, 표시되는 펌웨어로는 선택된 타겟 시스템(200) 과 연계되어 제어 가능한

펌웨어가 표시될 수 있다.
[64] 설계 조건에 따라서 , 상기 사용자 단말기 (300) 에는 타겟 시스템(200) 이 먼저

선택되게 구성하고, 이후 펌웨어가 표시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또는 펌웨어가

먼저 선택되도록 하고, 이후 타겟 시스템(200) 이 선택되게 구성될 수도 있다.
[65] 상기에서 타겟 시스템(200) 이 먼저 선택되게 구성되는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기 (300) 에 표시되는 펌웨어는 상기 타겟 시스템(200) 에 구성된 하드웨어를
재조합하여 수행될 있는 펌웨어가 표시되도록 구성된다.

[66] 또한, 펌웨어가 먼저 선택된 후 타겟 시스템(200) 이 선택되는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기 (300) 에는 상기 선택된 펌웨어의 기능 중 일부 기능이 누락될 수 있다는
내용이 표시되도록 구성된다.

[67]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가변식 컴파일링 시스템에서 일
실시 예에 따른 타겟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 도면이다.

[68]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면, 타겟 시스템에 구성되는 마이크로프 로세서 (210) 는
모델명 , 디지털 입출력 핀수, PWM 입출력 핀수, 아날로그 핀수, 플래시 메모리 /
SRAM/EEPROM 의 용량 및 클럭 속도 등의 스펙이 정해져 있으며, 상기
마이크로프 로세서 (210) 의 핀번호에 대웅하여 하드웨어가 연결된다.

[69] 이때, 각각의 하드웨 어는 예를 들어, 온도센서 , 습도세 서, C02 센서 , 조도센서 ,
인체감지센서 , LED, 스위치 및 무선통 신모듈 등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하드웨 어에는 상기 마이크로프 로세서 와 연결된 핀번호가 부여된다. 또한,
도면에 도시되지 않았으나 전원입력(+, -)의 핀번호 도 부여된다.

[70] 상기에서 , 타겟 시스템(200) 은 마이크로프 로세서 (210) 의 구성에 따라 펌웨어의
구성이 달리 구성될 수 있으며, 마이크로프 로세서 (210) 의 모델명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71] 즉,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마이크 로프로 세서의 타입에 따라



분류코 드를 부여하여 구분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 타입의

마이크 로프로 세서는 A0()1 로 부 여하고, B 타입의 마이크 로프로 세서는 A002 로

코드를 부여하여 펌웨어 DB(130) 에 저장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72] 상 기 일 실시 예의 구성에 따라 타겟 시스템(200) 으로 구성될 수 있는 펌웨어는

기본적으로 전등제어, 홈 시큐어리티 시스템 및 헬스케어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가변될 수 있다.

[73] 상 기 펌웨어에 대한 하드웨어의 구성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74] 홈 시큐어리티에 대한 펌웨어의 경우 LED, 인체감지 센서 , 스위치 및

온도센서가 활성화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때, 홈 시큐어리티에 대한 펌웨어의

동작은 온도센서 의 활성화에 따라 주변온도를 검출하고, 인체감지센서에서

검출된 센싱값에 따라 온도에 대한 오차를 산출하도록 제어한다. 또한,

경계상 태에서의 이상신호 검출 (온도 및 인체감지센서에서 센싱된 값)에 따라

LED 에서 발광되는 색을 달리하여 조명하도록 구성되고 , 스위치를 동작하여

경고음을 출 력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75] 헬스케어에 대한 펌웨어는 LED, C02 센서 , 조도센서 , 인체감지센서 , 온도센서

및 습도센서 를 활성화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때, 헬스케어 펌웨어의 구동은

인체감지센서에서 검출된 값에 근거하여 주변 사람의 수를 산출하고, 온도센서 ,

습도센서 및 C02 센서 에서 검출된 값에 근거하여 LED 의 색상을 가변시 키도록

구성된다. 아을 러,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수면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LED 의

조명을 디밍제어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76] 한편, 상기 펌웨어 DB(130) 에 저장된 펌웨어는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일부

기능을 누락시 키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저장된 펌웨어의 이름을

가변시 도록 구성되거나 또는 새로운 이름의 핍웨어를 추가할 수 있도록 구성될

수 있다.
[77] 또는, 사용자의 요구에 새로운 기능의 펌웨어가 업데이트되도록 구성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
[78] 본 발명에 의하면, 타겟 시스템에 구성된 하드웨 어의 범위 내에서 임베디드

시스템을 가변시 킬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동일한 공간을 다르게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초기 구성된 하드웨어를 재사용하되 주변의 다른
하드웨 어와의 조합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을 가변시킬 수 있으므로, 임베디드

시스템의 구축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79] 이상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 한 실시 예를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본 발명의 실시 예와 실질적으로 균등한 범위에 있는

것까지 본 발명의 권리범위가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본 발명의 정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하다.

서 열목록 Free Text



[ 8이 100: 컴파일링 시스템

[81] 110: 컴파일링 제어부
[82] 111: 하드웨어 설정모들

[83] 112: 하드웨어 파라미터 모들
[84] 113: 컴파일러 제어모들
[85] 114: 임베디드 모들

[86] 115: 통신모들
[87] 120: 컴파일러
[88] 130: 펌웨어 D B

[89] 200: 타겟 시스템

[90] 210: 마이크로프 로세서

[91] 220: 하드웨어
[92] 300: 사용자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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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청구항 1] 선택된 타겟 시스템 및 선택된 펌웨어에 따라 하드웨어 구성을

재조합 하고, 상기 선택된 펌웨어를 상기 재조합된 하드웨어에 근거하여

컴파일링을 통해 목적 코드를 생성하며, 상기 생성된 목적 코드를 상기
타겟 시스템에 임베디드하여 상기 선택된 타겟 시스템을 상기 선택된

펌웨어 기능의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가변시 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가변식 컴파일링 시스템.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

상기 컴파일링 시스템은,
상기 선택된 펌웨어에 따라 상기 하드웨어의 파라미터를 검출하고,

검출된 하드웨어의 파라미터에 근거하여 상기 선택된 펌웨어가

컴파일링 되도록 제어하며, 상기 컴파일링 된 목적 코드를 타겟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컴파일링 제어부;

상기 컴파일링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 선택된 펌웨어의 소스코드를
분석하여 코드 최적화를 통해 목적 코드를 생성하는 컴파일러; 및

상기 타겟 시스템에 구성된 하드웨어를 통해 수행될 수 있는 펌웨어가
저장 관리되는 펌웨어 DB;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가변식

컴파일링 시스템.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

상기 컴파일링 제어부는,

상기 타겟 시스템에 구성된 하드웨어의 종류 및 모 델에 대한 정보를
설정하는 하드웨 어 설정모듈;

상기 하드웨 어에 대한 상세정보가 설정되어 입력되는 하드웨 어 파라미 터

모듈;
상기 하드웨어 설정모듈 및 상기 하드웨어 파라미터 모듈에 저장된

정보와 상기 선택된 펌웨어에 근거하여 상기 펌웨어를 컴파일링 되도록

제어하는 컴파일러 제어모듈;

상기 컴파일러 제어모듈의 제어에 따라 생성된 목적 코드를 상기 선택된
타켓 시스템으로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패킷을 생성하는 임베디드 모듈;
및

상기 컴파일링 시스템을 통신망에 접속시키는 통신모듈;

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가변식 컴파일링
시스템

[청구항 4] 청구항 2에 있어서 ,

상기 펌웨어 DB에 저장 관리되는 펌웨어는 ,

사용 환경에 따라 그룹으로 구분하여 저장 관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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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중심의 기능 가변식 컴파일링 시스템.

[청구항 5] 청구항 1에 있어서 ,

상기 타겟 시스템은,
홈 네트워크 시스템, IoT 제어 시스템, 공장 자동화 시스템 또는 사무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가변식 컴파일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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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국제출원일보다 빠른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을 가지나 국제출원일 이후
특별한 관련이 있는 문헌. 해당 문헌 하나만으로 청구된 발명의 신에 공개된 선출원 또는 특허 문헌
규성 또는 진보성 이 없는 것으로 본다.

"L" 우선권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문헌 또는 다른 인용문헌의 공개일
특별한 관련이 있는 문헌. 해당 문헌이 하나 이상의 다른 문헌과또는 다른 특별한 이유 (이유를 명시)를 밝히기 위하여 인용된 문헌 Y
조합하는 경우로 그 조합이 당업자 에게 자명한 경우 청구된 발명

"0" 구두 개시 , 사용, 전시 또는 기타 수단을 언급하고 있는 문헌 은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P" 우선일 이후에 공개되었으나 국제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문헌 "&" 동일한 대웅특허 문헌에 속하는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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