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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신 기술이 2.5G에서 3G 시대로 넘어가고 CPU 성능 향상, 메모리 용량 증대 등 무선 단말기 기술
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 휴대폰에서 음성 및 데이터 통신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서비스, 인터넷, mCommerce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스마트폰에 요구되는 각종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운영 체제의 탑재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휴대폰이라는 제한된 하드웨어 사양
을 가진 단말기에 운영 체제를 탑재하기 위한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폰에 탑재되는 운영 체제들의 기술 개발 동향을 파악한다.

I. 서 론

MP3 미디어 재생기 등이 구현됨에 따라 사용자들
이 스마트폰에서도 PC에 버금가는 기능들을 체험할

스마트폰(smartphone)은 음성 통화 중심의 기기

수 있게 되었다.

이다. 따라서 손에 쥘 수 있는 모양을 갖추어야 하며

이와 같이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

한 손으로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PDA 와 구

게 된 것은 PDA처럼 스마트폰 용 운영 체제가 탑재

별되는 큰 차별성이다. 스마트폰은 PDA보다 디스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단말기에 탑재되고 상용으로

플레이의 크기나 무게가 작고 배터리 수명은 더 길

성공하고 있는 스마트폰 운영 체제는 Symbian OS,

다. 반면 풍부한 텔레포니 특징을 갖고 있으며 데이

Palm OS, MS Smartphone 등이 있다. 본 고에서는

터 통신도 가능하다.

이러한 운영 체제들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 분석한다.

스마트폰이 음성 통신만 가능한 전통적인 모바일
폰이나 WAP 또는 모바일 인터넷이 가능한 향상된
모바일폰과 크게 다른 점은 통신 접속이 되지 않은

II. 스마트폰 운영 체제 시장 동향

상태에서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 스마트폰에서는 무선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

전세계 스마트폰의 출하량을 살펴보면 <표 1>과

로드 받아서 실행할 수 있고 타 업체에서 개발된 수

같다[1]. 융합된 모바일 기기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많은 응용 프로그램들을 통신 접속이 없는 상태에서

2004년도에는 5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

동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에서 널리 공

로 보인다.

통적으로 포함된 응용 프로그램에는 달력, 주소록

OS별 핸드헬드 기기의 출하량 및 점유율을 살펴

관리, 문자 메시지, 무선 인터넷 연결, PC와의 동기

보면 <표 2>와 같다. Palm OS의 경우 2004년도까

화, 일정 관리 프로그램 등이 있다. 최근에는 SMS

지는 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할 것으로 보이나 점차

뿐만 아니라, EMS, MMS, 이메일 전송, MPEG 및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Microsoft powered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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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Worldwide Smart Handheld Device Shipments, Value of Shipments, and Average System Price, 2003-2008
Shipments(000)
Growth(%)
Value of shipments($M)
Growth(%)
Average system price($)
Growth(%)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4-2008 CAGR(%)

20,341

32,141

50,086

71,486

90,344

111,418

NA

58.0

55.8

42.7

26.4

23.3

6,239.0

9,333.3

12,570.1

16,283.8

18,890.0

21,875.8

NA

49.6

34.7

29.5

16.0

15.8

303

290

251

228

209

196

NA

-4.3

-13.4

-9.2

-8.2

-6.1

36.5

23.7

-9.3

<자료>: IDC, 2004.

<표 2> Worldwide Handheld Device Shipments by Operating System, 2003-200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4-2008 CAGR(%)

Operating system mix(%)
Palm OS

50.4

45.7

43.2

41.6

39.8

38.4

Microsoft powered

38.5

44.6

46.8

48.2

49.9

51.2

Linux

1.7

2.1

2.6

3.1

3.4

3.7

Symbian OS

0.0

0.0

-

-

-

-

Other

9.4

7.6

7.3

7.1

6.8

6.6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473

4,992

4,864

4,833

4,745

4,637

NA

-8.8

-2.6

-0.6

-1.8

-2.3

4,186

4,872

5,270

5,599

5,942

6,179

NA

16.4

8.2

6.3

6.1

4.0

Shipments(000)
Palm OS
Growth(%)
Microsoft powered
Growth(%)
Linux

184

233

293

355

410

450

Growth(%)

NA

26.7

26.1

20.9

15.6

9.8

Symbian OS

2

0

-

-

-

-

NA

-99.8

-100.0

NA

NA

NA

1,022

834

821

825

816

800

Growth(%)
Other
Growth(%)
Total

NA

-18.4

-1.5

0.4

-1.1

-1.9

10,867

10,931

11,248

11,612

11,913

12,067

NA

0.6

2.9

3.2

2.6

1.3

Growth(%)

-1.8

6.1

17.9

NA

-1.0

2.5

<자료>: IDC, 2004.

미국 밖에의 가격 하락 정책과 특별 판매 정책에 힘

phone, Symbain OS가 경쟁하고 있고 임베디드 리

입어 2004년도에는 Palm OS의 시장 점유율에 1%

눅스가 최근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장에서는

차이 안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이며 점차 이를 넘어

각 운영 체제의 기술 현황과 특징에 대해 기술한다.

설 것으로 보인다.

1. Palm OS

III. 스마트폰 운영 체제

Palm OS는 모토롤라의 DragonBall VZ 프로세
서, 멀티미디어 카드, 보안 디지털 확장 슬롯, 16bit,

스마트폰 운영 체제는 Palm OS, Microsoft Smart182

64K 컬러 디스플레이를 지원한다[2]. Palm OS에

스마트폰 운영 체제 개발 동향

기반한 스마트폰은 텔레포니 기능과 더불어 Palm의

크기 조정 가능하고 최대의 선명도를 가져 트루 타입

유명한 PIM 애플리케이션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도 쉽게 만들 수 있다. 높은 resolution(320×320)을

애플리케이션은 달력, to-do 리스트, 메모 패드, 계

지원하고 큰 스크린에 대한 좀 더 유연한 지원으로

산기, 연락처, 전화번호부, 전자 우편 등을 포함하고

최대 32,000×32,000 픽셀까지 다룰 수 있게 한다.

있다. 최근 Palm OS는 두 갈래의 OS 정책을 내놓았

게다가 ADPCM/PCM wav files, MP3, OGG Vor-

다. 하나는 현재 잘 알려지고 검증된 Palm OS 5.4

bis 뿐만 아니라 MPEG1, MPEG4 비디오도 재생할

에 해당하는 Garnet이다. 다른 하나는 Palm OS 6

수 있게 한다. 새로운 사운드 매니저는 16갈래의 음

인 Cobalt인데 이는 Garnet의 여러 장점들을 전부

을 섞어 연주할 수 있고 8/16비트의 모노나 스테레

수용할 뿐 아니라 향상된 텔레포니, 멀티미디어, 업

오를 레코드할 수 있다. 한편 PalmSource는 오디오

무용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Cobalt

나 비디오 하드웨어를 액세스 할 수 있는 API를 제

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공한다.

가. Palm OS Cobalt

마. Security

Cobalt는 32bit의 ARM 전용 운영 체제이다.

E-commerce 솔루션이나 브라우저, wireless
이메일 그리고 VPN을 통한 공동 네트워크 접속 등

나. Multi Tasking & Protected Memory
Cobalt는 완전한 멀티스레딩, 멀티태스킹 운영체
제이다. 또한 강력한 메모리 보호와 보안 기능을 가
지고 있다. 기존에는 개발자가 OS의 어떤 부분을 패
치하거나 트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분리된 메모
리 공간만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악의적 프로그램
으로부터 시스템이 좀 더 보호받게 되었다.
다. Wireless Features and Communications

의 보안이 요구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built-in
encryption,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프레임
워크를 제공한다. 이 확장성 있는 구조는 소프트웨
어 개발자로 하여금 좀 더 고급의 산업 표준 보안 서
비스와 암호화를 실행할 수 있게 해준다. Cobalt는
새로운 signed code 시스템으로 인가자나 개발자
에게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의 소스와 무결
성을 인증하는 보안 기법을 제공한다. 또한 허가받
지 못한 액세스가 보호된 데이터를 PC로 백업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중의 연속된 세션을 허용하는 통신 모듈을 가
지고 있어, 음성 통화를 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Wi-Fi, GPRS, Serial, Bluetooth
등과 같은 네트워크와 좀 더 쉽게 연결하고 스위치
하는 새로운 커넥션 매니저를 제공한다.
라. Multimedia

바. Synchronization
새로운 Synchronization 시스템은 시리얼 통신,
USB, 블루투스 등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 보안된
synchronization을 지원하는 새로운 스키마를 가진
다. 또한 개발자들이 보안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게 프레임워크를 확장시킨다. PalmSource는

Cobalt는 개발자로 하여금 좀 더 풍부하고 복잡

예전의 64K 레코드의 제한을 없애 좀 더 큰 데이터

한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는 확장

베이스와 빠른 전송을 가능하게 하였다. 다른 하나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가진다. 예로써 2D render-

의 기능은 많은 표준 파일 포맷을 인식하고 그것들

ing, paths, clipping, video filtering, transparency

을 자유롭게 변환할 수 있는 새로운 HotSync ex-

등과 같은 복잡한 그리기 루틴을 수행하는 새로운

change이다. 예를 들어 이미지나 오디오, 스프레드

고급의 그래픽 렌더링 엔진이 있다. 폰트는 완전히

시트 등을 hotsync를 통하여 자동으로 변환하여 전
183

전자통신동향분석 제19권 제6호 2004년 12월

송할 수 있다.

메시지들을 모두 inbox라는 이름의 한 장소에 저장
한다. 이에 대한 응답을 각 형식에 맞추어 할 수도

사. Developer Tools
PalmSource는 Palm OS Cobalt와 Palm OS
Garnet을 위한 새로운 software development
tool로 새로운 Palm OS Developer Suite을 소개한
다. 이는 IBM 에서 만든 C, C++, Java, COBOL 등
의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Eclipse 환경의 opensourc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IDE) 에 기반한다. PalmSource와 그의 파트너들은
Metrowerks CodeWarrior, the Eclipse environment, Borland’s tool suite, Microsoft NET
compatible tools from AppForge 등과 같은 다양
한 개발툴을 제공할 것이다.

2. Windows Mobile-Based Smartphones
Windows CE를 기반으로 한 Windows MobileBased Smartphone은 기본적인 혹은 고급의 폰 기
능을 제공함은 물론,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지, 웹

있고, 다른 형식으로도 할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
어 상대방이 SMS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
으로 이메일 형태로 보내게 된다.
다. Multimedia
Windows Media Player로 음악과 비디오를 무
선 인터넷을 통하여 스트리밍 형태로 감상할 수 있
다. 또한 일단 데스크톱 PC에 저장하고 이를 스마트
폰에 옮겨와 감상할 수 있다. 한편, 음악을 들으며
이메일을 읽을 수 있는 등이 가능하게 된다.
라. Card Slot
Secure Digital card slot이 있어 그 안에 음악,
게임 등과 같은 파일을 저장하고 교체하게 해준다.
마. Security

서핑, 음악 감상, 게임 등을 가능케 하는 Windows

Windows Mobile software environment는

Mobile software가 들어 있다[3]. 즉 Outlook,

SSL, WTLS, PPTP 같은 표준 보안 기법을 제공하

Pocket Internet Explorer, MSN Messenger,

여 온라인 거래를 보호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결재를

Windows Media Player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일을

지원한다.

하게 되는 것이다.
바. Developer Tools
가. Pocket Outlook
데스크톱 환경의 Outlook과 유사한 e-mail, text
message, schedule appointments, manage your
contacts, organize your tasks의 기능을 갖는다.
또한 데이터를 데스크톱 PC나 Microsoft Exchange 서버하고 동기화시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주소록을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톱 PC 중 한 쪽에서
작성하거나 수정하면, ActiveSync를 통해 다른 쪽
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나. Messaging
이메일, 보이스메일, SMS 메시지, 회의요청 같은
184

마이크로소프트는 Software Development Kit
for Windows Mobile 2003-based Smartphones
를 제공한다.

3. Symbian OS
Symbian OS는 32bit 멀티태스킹 운영 체제로서
실시간 처리를 위해 디자인되었으며 무선 네트워크
를 통해 음성 및 데이터 응용을 지원한다[4]. 이 운
영 체제는 2G, 2.5G, 3G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MMS
(Multimedia Messaging Service), IPv6(Internet
Protocol Version 6), MIDP(Mobile Information

스마트폰 운영 체제 개발 동향

Application engines
Contacts, agenda, office, SyncML,
data management, browsing

Java MIDP
Wireless messaging, Bluetooth,
mobile media, 3D graphics(JSR184)

Messaging
SMS, EMS, MMS,
email(POP3 & IMAP4)

CLDC 1.1
Application framework
Graphical user interface framework,
text and graphical utilities

Personal area networking
Bluetooth, infrared, USB

Multimedia
Images, sounds, graphics
Security
Cryptography, certificate management,
software install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TCP, dual IPv4 & v6, HTTP, WAP stack
Telephony
GSM, GPRS, HSCSD, EDGE,
CDMA(IS-95), cdma2000, WCDMA

Base
User library, file server,
Kernel, device driver

(그림 1) Symbian OS 8.0의 아키텍처

Device Profile) Java를 지원한다. (그림 1)은

임워크는 JPEG, BMP, MBM, GIF, TIFF, PNG,

Symbian OS 8.0의 아키텍처를 나타낸다.

WBMP, WMF, 그리고 스마트 메시징 이미징 포맷
을 지원한다.

가. Application Engines
라. Application Framework
핵심 응용 엔진에는 agenda 엔진, contact 모델,
시트 엔진, 도움말 엔진, 차트 엔진, 데이터 응용 엔

Application framework 서브 시스템은 차별화

진, 워드 응용 엔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외에

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할 강력한 환경을 제공

오페라 브라우저 엔진을 탑재하여 HTML과 XHTML

한다. 이 서브 시스템은 구조상으로서 GDI 애플리

을 지원하는 웹 엔진과 SyncML 스펙을 구현하여

케이션의 지원에 있어 중심에 서 있다. 이 서브 시스

데이터베이스와의 동기화를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SyncML DataSync 엔진이 있다.
나. Messaging
메시징 프레임워크는 문자 메시지(SMS), 향상된
메시지(EMS), 멀티미디어 메시지(MMS), 전자우편
과 팩스 메시지를 지원한다.
다. Multimedia

템은 실행 시간에 컴포넌트를 기동시키기 위한 시스
템 전반에 미치는 플러그 인 메커니즘과 데이터, 그
래픽, 텍스트 지원을 위한 강력한 재사용 가능한 라
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다.
마. Personal Area Networking
Symbian OS는 Bluetooth v1.1 스펙을 지원하
고 IrDA, USB 1.1 등을 지원한다.
바.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그래픽 서브시스템은 Symbian OS 응용프로그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서브 시스템은

램에게 화면, 키보드, 포인팅 디바이스 입력, 비트맵

통신과 네트워킹을 위한 핵심 프레임워크와 시스템

폰트, 가변 폰트와 비트맵을 제공한다. 또한 그래픽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브 시스템은 통신 데이터

서브 시스템은 GDI(Graphics Device Interface)를

베이스 매니저, 소켓 서버와 클라이언트 측 API, 네

구현함으로써 어떠한 그래픽 디바이스에도 그리기

트워크 인터페이스 매니저, 직렬 통신 서버, HTTP

위한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미지 프레

및 WAP 스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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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PC-Connectivity Toolkit
PC-Connectivity toolkit은 Symbian OS 폰 상
의 컴포넌트와 PC 상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
데 이는 연결 서비스와 데이터 동기화를 제공하여
상호 연동한다.
아. Telephony

을 지원한다.
- Handhelds dedicated Design: CPU 스케일을
통한 다이나믹 파워 매니지먼트 등의 상용화 수
준의 전력 관리 시스템을 갖췄으며, NAND/
NOR 플래시 메모리를 모두 지원하는 저널링
파일 시스템으로 에러 자동 복구 기능을 지원한
다. 인텔 PXA255, 삼성전자 S3C2410, 2440,
24A0 등의 다양한 ARM CPU를 지원한다. 또

Telephony 서브 시스템은 자신의 클라이언트에

한 DPRAM, DS/MMC, CF, USB Ethernet,

게 멀티모드 API를 제공한다. 이 API는 GSM,

audio 등의 이동형 기기에 많이 사용되는 다양한

GPRS, EDGE, CDMA(IS-95), 3GPP2 cdma2000

디바이스를 지원한다.

1x를 포함한 셀룰러 네트워크를 추상화한다. 멀티

- Applications & SDK: Multimedia, Camera,

모드 텔레포니 추상화는 진보된 데이터 서비스의 생

PIMs, Internet, System Setup, Synchroniza-

성을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이다.

tion 등 풍부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한다. 그리
고 Redhat Linux 호스트 PC 환경을 지원하고

자. Security
Security 서브 시스템은 TLS/SSL, WTLS, 그리
고 IPSec와 같은 보안 통신 프로토콜을 제공함으로
써 데이터 보안, 통합, 인증 등을 가능하게 한다.
Security는 또한 디지털 시그너처를 사용해서 설치
가능한 소프트웨어의 인증을 제공한다.

MIZI XinX 에뮬레이터를 통한 호스트 PC 런타
임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크로스 컴파일 환경
및 툴체인, KDevelop 통합 개발 환경, Tiny-X
에 기반한 윈도 매니저 환경을 지원한다.
나. Tynux
세계 최초로 리눅스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개발한

4. Embedded Linux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개발된 임베디드 리눅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미지리눅스 v2.0 스마트폰 에디션
미지리서치(주)에서 만든 미지리눅스 v2.0 스마

팜팜테크(주) 의 Tynux는 현재 인텔 XScale 기반의
PXA250 프로세서를 비롯하여 플래시 메모리, TFT
LCD, DRAM, USB, Ethernet, CompactFlash 등
으로 구성된 참조 보드를 Tynux Box X라는 이름
으로 내어 놓았다[6]. 이는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제공하여 인텔 XScale 기반
프로세서의 동적 CPU 클럭 변환 등의 API를 통해

트폰 에디션은 다양한 무선 통신 환경을 지원하는

쉽게 최적의 전력 관리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설계

리눅스 운영체제와 크로스 컴파일 개발환경, 그리고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밖에 플래시 메모리를 위한 파

그래픽 시스템, 윈도 매니저, 다양한 응용 애플리케

일 시스템 및 이동 기기를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

이션을 포함하고 있어 스마트폰을 겨냥한 리눅스 운

페이스 환경인 Qtopia GPL 버전이 포함되어 있다.

영체제가 필요한 폭넓은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5].
- Talk: CDMA2000 1x EV-DO, 802.11b, IrDA,

다. MontaVista Linux

Bluetooth, PPP 등 다양한 무선 통신 네트워킹

MontaVista는 모토롤라의 A-760에 임베디드

지원 및 음성통화, 무선 메시징 시스템, 이메일,

리눅스를 탑재한 바 있으며, 이때 유저 인터페이스

인터넷, IrDA beaming 등 응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Trolltech사의 T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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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s Qt/Embedded를 사용하였다[7]. 최근에 발

이끌려 하며, 팜과 MS도 각각이 Palm OS Cobalt,

표된 모토롤라의 A-768에는 4,000건에 달하는 일

Windows Mobile 2003-based Smartphones 등

정을 저장하고 빠르게 검색 가능하며, 다운로드 파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을 발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일의 쉬운 저장을 가능하게 하는 Berkeley DB가

미지리눅스와 Tynux 등이 임베디드 리눅스로 스마

Sleepycat Software사에 의해 탑재되었다. A-768

트폰 시장에서의 약진을 계속하고 있다.

은 폰 기능뿐만 아니라 PDA, browser, MP3 music
playback, full-motion video recording, finace
utilities 기능이 탑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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