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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단말은 인간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진 정보기기다. 그 중 핸드셋은 전세계적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정보기기로 세계 IT 산업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핸드셋

이 보급되기 시작한 지 10여 년이 지난 현재 핸드셋은 발전된 하드웨어의 탑재와 다양

한 기능을 융복합하는 진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제 핸드셋은 전화 통화를 제외하고도 

수많은 통신 수단의 중심이 되었으며, WiBro, HSDPA 등 무선 네트워킹의 진화와 더

불어 이런 현상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는, 하드웨어의 사양이 높아

져 탑재되는 소프트웨어의 복잡도가 늘어나고 있어, 스마트폰의 OS는 수 년 전 PC에

서 사용되었던 수준이 요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핸드셋 산업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

고 스마트폰의 OS의 연구 및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스마트폰의 모습을 조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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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T 기술은 다양하여 여러 분야에서 IT가 발전하

고 있다. 그러나, 현재 IT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

각나는 단어는 십중팔구 모바일이라는 단어일 것이

다. 20세기 말 휴대전화가 보급되기 시작하여 전세

계 8억 대에 가까운 휴대전화가 사용되고 있다. 더

욱이 하드웨어의 빠른 진화에 따라 모바일 컨버전스

가 가속화되어 정보기기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조그마한 모바일 단말에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고, 그 중심에 휴대전화가 서있어 하

드웨어적으로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진화하는 휴대

전화의 보급은 한층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된다. 

지난 11월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된 APEC에서 

시연된 DMB 서비스와 WiBro 서비스는 IT를 이끌

어나가는 한국의 위상을 더 높인 계기가 되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IT 기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 초 빌 

게이츠는 우리 생애에 다시 없을 IT 활황이 닥칠 것

이라 말했다. 1980년 이후 PC가 주도해온 IT 산업

의 무게 중심이 최근 들어 급속도로 ‘모바일’로 옮겨

가 ‘디지털 빅뱅’이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러한 모

바일 혁명은 융복합 모바일 단말을 중심으로 이루어

질 것이고, 그 혁명을 주도해야 제2의 IT 붐을 주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국내외의 많은 기관과 전문가들

은 입을 모으고 있다. 

본 연구팀에서는 임베디드 리눅스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시제품을 개발하였다. QPlus S Phone이

라고 명명된 이 스마트폰은 하드웨어, OS, 미들웨

어, 기본응용을 모두 포함하는 상용화 직전의 개발 

결과물이다. QPlus S Phone 개발을 통해서 당 연구

팀은 하드웨어부터 응용에 이르기까지 각 계층별로 

필요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기술적 

내용을 정리하여 임베디드 리눅스용 스마트폰 솔루

션의 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문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근의 핸

드셋과 스마트폰 동향을 살펴보고 스마트폰용 OS 

시장을 분석한다. 그 다음절에서는 심비안 OS S60

플랫폼과 Trolltech의 Qtopia 솔루션의 최신 현황

을 살펴보고 Qplus S Phone의 구현 사례를 중심으

로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 스마트폰 솔루션의 요소기

술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업계 전망의 향후 단말

을 예측한다. 

Ⅱ. 핸드셋 산업 동향 

핸드셋은 일반폰(vanilla phone), 기능폰(feature 

phone), 스마트폰(smartphone)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폰은 음성통신 위주의 저가 휴대 전화를 일컬으

며, 카메라ㆍMP3ㆍDMBㆍ3D 게임 등 기능이 강화

된 고가 휴대전화는 기능폰으로 분류된다. 스마트폰

은 임베디드 리눅스, 심비안, 윈도 모바일 계열 등의 

open architecture OS가 탑재되어 다양한 애플리

케이션을 제공하는 휴대 단말을 말한다[1]. 핸드셋

을 위 세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시장 전망을 살펴보

면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범용 OS를 갖춘 

스마트폰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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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arket Shares for the Three Handset
Types, 2003 to 2008(ARC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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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폰 및 기능폰 산업 동향 

최근 미국투자기관인 Merrill Lynch는 2005년 

휴대전화 출하량을 7억 8,200만 대 규모로 상향 조

정했으며 다른 시장 조사 기관들도 2005년 핸드셋

의 출하량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현재 휴대전화 출

하량의 증가는 교체수요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

으며 전체 수요 중 교체 수요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56%에서 2010년 86%가 될 것으로 전망된

다. 또한 제 3국과 같은 신흥시장이 차지하는 비율

도 2005년 54%에서 2010년 6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향후 5년간은 휴대전화 출하량이 꾸

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전화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노키아, 모토롤

라, 삼성전자, LG 전자, 소니에릭슨의 순서로 이어

지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5개사의 점유율이 

2006년 전체 휴대전화 시장의 80%를 차지할 것으

로 예상된다[2].  

한편 국내 업체의 휴대폰 출하량은 2005년 3분

기 5천만 대에 달했으며, 이는 2004년 3분기에 비

해 1000만 대가 늘어난 수준이다. 내수 휴대폰 출하

량은 2005년 3분기까지 1070만 대이지만, 2005년 

총 출하량은 2004년에 비해 200만 대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된다[2].  

이러한 일반 핸드셋의 산업동향은 주로 하드웨어

에 관한 것으로써 이는 일반폰이나 기능폰에서는 소

프트웨어가 차지하는 중요도가 낮기 때문이라 판단

된다. 2005년 11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도코모가 

차세대 휴대전화 개발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ACCESS와 Aplix에 280억 엔을 출자했다

는 보도가 있다. 도코모의 이러한 출자는 애플리케

이션 개발 협력 관계를 두텁게 하려는 취지로, 가장 

앞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코모에서 소프트웨어 개

발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행동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스마트폰 산업 동향 

시장 조사기관인 Canalys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

르면 스마트폰 출하량 1위에 랭크된 Nokia에서 

2005년 3사분기에만 출하한 스마트폰은 2004년 

대비 142%나 증가한 710만 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이는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 중 54.8%인 것으

로 전년의 동기 39.7%인 것과 비교하여 급상승한 

것이다. 스마트폰 출하량 4위인 모토롤라의 스마트

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무려 1,025.5%나 상승

한 것으로 전년에는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이 1%

에도 미치지 못하였지만 2005년에는 5.3%까지 상

승하였다[4]. 

스마트폰 시장을 스마트폰 운영체제 측면에서 보

면 심비안 OS, 윈도 모바일 계열, 팜 계열의 순서로 

점유하고 있으며 2005년 2사분기의 OS별 자세한 

점유율은 <표 1>에서 볼 수 있다.  

현재 스마트폰 진영의 키워드는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매스마켓’이 되었다. 2005년 2월 프

랑스에서 열린 ‘3GSM World Congress 2005’에서 

심비안과 노키아는 각각 발표회를 열고 매스마켓을 

위한 전력을 밝힌 바도 있다. 노키아는 심비안에 기

반한 스마트폰이 2008년 전체 휴대폰 시장의 25%

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5].  

스마트폰 시장의 상승세를 가속화할 업계의 움직

임은 소프트웨어 업체와 하드웨어 업체 모두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 스마트폰 OS 업체의 1위를 차지하

고 있는 심비안 진영이 경쟁사인 Microsoft사와 협

력관계를 구축해 스마트폰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려

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6],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최대 점유율을 갖는 Nokia가 스마트폰 전 기종에 

웹 서비스 기능을 탑재[7]하는 등의 스마트폰상에

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사용자에

 

<표 1>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OS별 점유율 

업체
2005 2Q 
출하량 

비율
(%) 

2004 2Q 
출하량 

비율
(%) 

성장률
(%) 

전체 12,185,600 100 5,933,330 100 105.4

심비안 7,648,920 62.8 2,429,930 41.0 214.8

MS 1,931,630 15.9 1,360,220 22.9  42.0

Palm 1,157,720  9.5 1,335,810 22.5 -13.3

기타 1,447,330 11.9 807,370 13.6  79.3

<자료>: Canalys, 200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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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어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등 업체의 노력

도 대단하다. 

3. 리눅스 스마트폰 산업 동향 

리눅스 기반 스마트폰은 2003년 모토롤라의 

A760을 시작으로 시장 점유율을 본격적으로 높여

가고 있다. 모토롤라는 이후 A768, E680 등의 후속

모델을 출시하고 있고 중국을 시작으로 시장을 넓혀

가고 있다. 모토롤라 스마트폰은 인텔의 PXA26x 

또는 PXA270을 탑재하고 있으며 QVGA급(240×

320)의 해상도를 지원한다. 리눅스 커널은 몬타비

스타의 CEE 커널을 사용하고 있으며 GUI 플랫폼은 

Trolltech의 Qtopia Phone Edition을 탑재하고 있

다. 모토롤라의 스마트폰은 또한 자사의 J2ME 

MIDP Java VM을 탑재해 자바에 대응하고 있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A910, A732, A728을 

발표하면서 리눅스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그림 2)는 모토롤라에서 최근 출시한 리눅스 

스마트폰이다. 

모토롤라의 중국시장 성공을 기점으로, 리눅스 

기반 스마트폰의 개발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

다. 리눅스 스마트폰은 커널ㆍ시스템부와 GUI부가 

별도로 개발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커널

부터 GUI 및 기본 응용프로그램까지 한 회사에서 

개발되고 있는 Microsoft의 Windows Mobile 계열

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커널ㆍ시스템부는 미국의 

몬타비스타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국내 임베

디드 업체를 중심으로 QPlus[8]가 사용되기 시작하

고 있다. 몬타비스타의 Mobilinux와 한국전자통신

연구원의 QPlus ME는 리눅스 플랫폼을 무선 핸드

셋과 모바일 장치에 최적화한 리눅스로 파워 매니지

먼트, 리얼타임, 패스트 부트 등의 모바일 단말이 갖

추어야 할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Linux 스마트폰

의 GUI부는 Trolltech의 Qtopia Phone Edition과 

GTK가 있다. Qtopia Phone Edition은 GUI와 사용

자 응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GTK는 open 

source, GPL 라이선스 정책을 취하고 있다.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 최대의 이동통신 업

체인 도코모가 리눅스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

는 등 시장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9]. 현실

로 삼성전자, 모토롤라를 비롯한 최소 20개의 대형 

업체들이 Trolltech의 기술을 이용해 리눅스 스마트

폰을 개발하고 있다고 Trolltech는 밝혔다[10]. 

CDMA 이동통신 기술의 선두업체인 퀄컴도 MSM 

6550 칩셋부터 리눅스를 Third Party OS로 채택할 

것으로 밝혀 시장 전망을 한층 밝게 하고 있다[11]. 

이러한 노력은 현실로 나타나 Gartner의 발표에 의

하면 스마트폰 시장에서 리눅스 스마트폰의 점유율

은 14%(약 120만 대, 2005년 7월 발표)로 전년 동

기보다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에서 출시된 리눅스 스마트폰은 현재까지 지

메이트사의 YOPY 시리즈로 StrongArm proces-

sor(206MHz)를 사용하고 있는 기종(2001년 출시, 

SK Telecom)이 전부여서, 국내의 리눅스 스마트폰 

시장은 아직 미개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기능폰이 간단한 PIMS 기능뿐만 아니라 DMBㆍ

MP3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스마트폰 수요 자

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모바일 컨버전스가 진행됨에 따라 단말의 

하드웨어적인 고사양이 요구되고 또한 소프트웨어

의 복잡도가 늘어나게 되면 곧 스마트폰 시장이 활

성화되어 리눅스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

으로 기대된다.  

Ⅲ. 연구 및 개발 현황 

이 절에서는 기존의 스마트폰용 솔루션인 심비안 

OS S60 플랫폼과 Qtopia Phone Edition의 최근 개

 

(그림 2) 모토롤라의 리눅스 스마트폰  

(a) A910 (b) A732 (c) A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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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베디드

S/W연구단에서 개발된 QPlus S Phone의 세부 기

술 요소를 설명함으로써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의 스

마트폰 솔루션을 제시한다. 

1. 심비안 OS S60 플랫폼 

심비안 S60 플랫폼은 심비안 OS 위에 정의된 스

마트폰용 플랫폼이다((그림 3) 참조). 

S60 시리즈의 버전 명은 에디션으로 나타낸다. 

각 에디션에 부분적인 버전업이나 기능이 추가된 경

우 해당 에디션에 Feature Pack 버전이 출시된다. 

현재는 S60 3rd Edition이 출시되었으며 3rd Edi-

tion에 브라우저, OTA firmware upgrade, 표준 

push-to-talk 기능이 추가되고 UI가 보강된 S60 3 

rd Edition, Feature Pack 1이 가장 최근의 S60 버

전이다[12]. 

S60 3rd Edition은 심비안 OS v9.1을 기반으로 

하며 리얼 타임 기능을 지원한다. 커널과 함께 컴파

일러도 변경되어 S60 3rd Edition은 이전 2nd Edi-

tion과 바이너리 호환성을 상실했으며 이전 에디션

의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응용 프로

그램을 수정하고, 다시 컴파일해야 한다[13].  

S60 플랫폼 3rd Edition에서는 플랫폼 차원에서 

새롭게 강화된 보안 기능을 지원한다. 이 기능은 

data caging, capability model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 Data caging은 실행되는 응용이 지정된 디렉토

리 이외의 접근을 막는 방법을 말하며 capability 

model은 승인된 보안 등급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

는 시스템 API를 제한하는 방법이다[13].  

2. Qtopia Phone Edition 

Trolltech에서 모바일, PDA 환경 등에 맞게 개

발해 놓은 임베디드 리눅스를 위한 QT 기반의 프로

그램 풀셋이다. 윈도 시스템, 윈도 매니저, 가상 키

보드, GUI 툴킷과 다양한 단말용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Qtopia는 smartphone edition과 phone edition

으로 나누어지며 QPE 2.1은 아래와 같은 기능을 제

공한다[14]. 

-  MMS support in messages  

-  Touch screen phone support  

-  Full screen handwriting recognition  

-  Over-the-air configuration  

-  GPRS networking  

-  New themes and themeability  

-  Much improved pictures application  

-  Server storage monitor  

-  Memory monitor 

-  The call screen is now themable  

-  Extra functionality to the calculator  

-  Serial port access  

- Build to configure, for processing additional 

directories outside the Qtopia source tree 

3. QPlus S Phone 

QPlus S Phone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베디드

S/W연구단의 QPlus ME를 기반으로 구현된 임베디

드 리눅스 기반 스마트폰의 프로토타입 제품이다.  

실제 시장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하드웨어를 제작

하였으며 커널, 미들웨어, 응용프로그램까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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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60 플랫폼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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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소스가 활용되었다. 

가. 하드웨어 

QPlus S Phone은 <표 2>와 같은 하드웨어 구성

을 가지고 있고, 외형은 (그림 4)와 같다. 

QPlus S Phone은 응용 프로그램 실행을 전담하

는 인텔 PXA270과 통신 처리를 담당하는 CDMA 

통신 모듈을 듀얼로 가지고 있는 듀얼 CPU 구조이

다. WLAN, 블루투스, CDMA 등 다양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며 추후에는 WiBro와 DMB를 

지원할 예정이다. 

나. 소프트웨어 

1) Overview 

QPlus S Phone은 (그림 5)와 같은 전체 소프트

웨어 구조를 가지고 있다.  

OS 계층은 부트로더, 리눅스 커널, 기본적인 운

영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 라이브러리들로 구성

된다. 일반 임베디드 리눅스를 스마트폰에서 사용하

기 위해서는 커널에서 저전력 기능, 메모리 극빈 상

황 대처 기술, 대용량 NAND 플래시 파일 시스템 기

술 등이 추가로 필요하였다.  

미들웨어 계층은 OS 계층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API를 제공한다. 통신 및 

SMS 그리고 CDMA 망을 이용한 PPP 연결을 하기 

위한 API로서 TAPI를 제공하고 휴대용 단말에 적

합한 UI를 구성하기 위해서 플레이어 개념으로 동

 
 

<표 2> QPlus S Phone의 하드웨어 구성 

Category Item Specification 

CPU Processor Intel PXA270 520MHz 

SDRAM 64Mbytes Mobile-SDRAM 

Memory 
Flash 

128Mbytes DOC(M-System’s Disk-On-Chip)

MLC(Multi-Level Cell) NAND 

Display LCD 
SHARP 2.4” TFT LCD 

260K Colors, 320x240 QVGA pixels  

TV 
TV  

Encoder 

NTSC/PAL TV Encoder 

Composite, S-Video Output 

Support Resolution: 512×384, 640×480, 

720×400, 800×600 

Camera 
Mobile  

Camera 

2Mega pixels, Auto-Focusing Camera Module

1/2.7” CMOS Sensor  

YUV422, RGB565 Output 

Audio Codec 
AC’97 Rev 2.2 Compatible Stereo Codec  

PCM/I2S Interface to Support Voice Codec 

CDMA 

800MHz CDMA 1x Module(MSM6025)  

Up-Link 153kbps, Down-Link 153kbps 

R-UIM Card Support  

PCM Audio Interface 

Diagnostic Monitor via UART 

Bluetooth 
Bluetooth Spec. 1.2 Compliant 

UART Interface, 115,200bps 

ADPCM Interface 

Network 

WLAN 
IEEE 802.11b(CSMA/CA), 11Mbps 

CF Interface 

CF Card 1 slot, Type I, II - 3.3V Support 
Card Slot 

SD/MMC 1 slot  

Host 
PXA270 USB Host Controller  

Mini USB Connector for External Peripheral 
USB 

Slave 
PXA270 USB Device Interface 

Connected to PC through System Connector

(그림 4) 리눅스 스마트폰 프로토타입 

PIMS App 
Home Screen

Tel
App

Phone
Setting

Multimedia 
App 

Sync 
App 

WIPI 
App 

Communication

Equipment 

Sound 

Telephony Lip

UI 
Manager

UI 
Engine 

UI Player 

Image 
Processing 

OpenGL|ES 

Multimedia 
Engine 

WIPC WIPI 
Java 

Runtime 
Engine 

HAL HCT 
Agent 

WIPI 

Common API 

Linux Kernel(Qplus Target Builder, Low Power, RT) 

BSP(Device Driver) 

응
용

미
들
웨
어

OS

(그림 5) Qplus S Phone 소프트웨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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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는 UI 플레이어를 포함한다. 이외 3D 그래픽을 

그리기 위한 OpenGL|ES와 각종 개인정보 데이터

의 공통 저장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DB 관련 API

들이 제공된다. 

응용 계층에서는 미들웨어 계층에서 제공하는 서

비스를 이용할 실제 스마트폰용 응용을 포함한다. 

2) OOM 처리 기술 

OOM 상황이란 시스템의 메모리가 매우 부족해

서 더 이상 메모리가 부족해지면 시스템이 멈추거나 

이상 증상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스마트폰과 같이 제한된 하드웨어 리소스를 가지

면서도 통신 서비스 같은 항시 동작해야 하는 서비

스를 포함하는 환경에서 OOM의 처리는 매우 중요

하다. 심비안 OS의 경우에는 OOM 처리 부분을 따

로 정의하고 있어서 사용자가 OOM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시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가 리눅스에

는 없기 때문에 OOM 처리를 위해서 별도의 커널 변

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QPlus S Phone에서는 OOM 상황은 새로운 서

비스를 시작할 수 없을 경우에 기존에 동작중인 응

용 중에서 스마트폰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응용 프로그램을 중지시킴으로써 처리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커널에서 메모리 할당과 

해제 함수를 새롭게 구현하고 메모리 상황에 따라서 

warning, urgent, safekill 세 가지 수준으로 메모리

를 감시한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메모리 할당 요청

이 있을 경우에 메모리 수준에 따라서 처리가 된다. 

Warning 상황이라면 메모리 경고를 각 응용에게 보

내고 스스로 반납하도록 한다. Urgent인 경우에는 

보다 긴급한 상황으로 warning 경우에서보다 긴급

하게 메모리를 반납한다. 마지막 단계인 safekill은 

메모리 극빈 상황으로써 메모리 관리 데몬에 의해서 

희생자 응용 프로그램이 결정되고 이를 강제로 종료

시킨다. 

3) 대용량 NAND 플래시 파일 시스템 

플래시 메모리는 비휘발성 메모리로서 물리적 충 

격에 강하고 전력 소모가 매우 적으면서 전력이 차

단되어도 그 내용이 오랜 기간 보관될 수 있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내장형 시스템과 

같이 적은 배터리로 장기간 구동할 수 있고 휴대성

이 높아야 하며 어느 정도의 외부 충격에도 데이터

의 손실이 없이 정상으로 동작해야 하는 시스템에 

적합하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는 대다수의 휴대용 

단말기의 저장매체로 활용되고 있다. 플래시 메모리

는 NOR와 NAND 플래시로 크게 나뉘는데 현재 휴

대 장치에는 NAND 플래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리눅스용 NAND 플래시 파일 시스템은 대표적으

로 JFFS2와 YAFFS가 있다. 두 파일 시스템 모두 

본래 소용량 플래시 메모리를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용량 플래시 파일 시스템에 적용할 경우에 

너무 많은 메모리를 소모하고 파일 시스템을 시작할 

시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

도의 파일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QPlus S Phone은 대용량 NAND 플래시를 지원

하기 위해서 기존의 log-structured 파일 시스템을 

변경하여 새로운 플래시 파일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파일 시스템은 LFS와 같은 레이아웃을 

가진다. 또한 대용량의 파일을 포함하기 위해서 

EXT2의 indirect/direct 블록 개념을 차용하였다. 

((그림 6) 참조). 

4) TAPI Library 

음성통화, 메시징, 데이터통신을 응용 프로그램

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는 API를 

TAPI라고 부르며 TAPI는 응용프로그램이 사용하

는 라이브러리와 통신 모듈을 통한 실제 통신과 

TAPI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요청된 서비스를 처

리하는 TAPI 서버로 구성된다. TAPI의 실제 구현

은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CPU와 통신 모듈 간의 연

결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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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플래시 메모리 영역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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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프로그램 CPU와 통신 모듈간의 물리적인 

연결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다. 

첫째,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스와 통신 모듈이 

UART와 USB 등 단순 시리얼 인터페이스만을 통

해서 연결한 형태이다.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터페이스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시리얼 인

터페이스를 통해서 명령, 이벤트, 메시지가 전달되

는 형태이다. 

둘째, 듀얼 포트 메모리와 인터럽트를 통해서 연

결되는 형태이다. 듀얼 포트로 연결된 공유 메모리를 

통해서 제어 명령과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인터럽트

를 통해서 상대방이 수신할 자료가 있음을 알린다. 

셋째, 데이터를 주고 받는 UART 인터페이스 이

외에 인터럽트 인터페이스와 통신모듈의 on/off를 

조종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인터페이

스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상기의 세 가지 경우 중 어떤 경우를 택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두 모듈간에는 데이터, 제어, 이벤트로 

나뉘는 논리적 채널을 가지는 논리적인 모델은 변함

이 없다. 

통신 모듈은 UART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리눅스 

상에서는 시리얼 디바이스로 인식된다. 통신 모듈은 

AT 커맨드를 시리얼 인터페이스에 직접 적어 보내

므로 조작이 가능하다. AT 커맨드 셋은 통신 모듈 

제조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통신 모듈 제조사에서 제

공하는 매뉴얼을 참조해야 한다.  

QPlus S Phone에 적용된 TAPI 구조도는 (그림 

7)과 같다. 개별 응용들이 직접 AT 커맨드를 이용

해서 음성통신 및 데이터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통신 채널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프로세스

가 동시에 통신 채널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림 7)과 

같이 모니터 역할을 수행하는 TAPI 서버가 필요하

며 개별 응용 프로그램들은 데몬 형태로 동작하는 

TAPI 서버에게 서비스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결과

를 받는 형식으로 동작하게 된다.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음성통화나 SMS 

제어를 함과 동시에 데이터 통신을 해야 하기 때문

에 별도의 디멀티플렉스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

을 위해서 가상의 디바이스 개념을 도입하여 이 가

상의 디바이스만 시리얼 장치를 접근하고 AT 커맨

드와 데이터 패킷을 구분하여 TAPI 서버와 PPP 

데몬에 전달하도록 한다. (그림 8)은 가상의 디바이

스 개념을 도입해 PPP 연결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

여준다. 

 5) UI Player 

UI player는 스마트폰의 메뉴를 구성하고 프로그

램을 실행시키는 화면 전체를 칭하는 것으로 스마트

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면이다. 현재 출시된 

핸드셋에서 UI를 바꾼다는 것은 화면의 폰트나 색

Pseudo Driver 
(Processing Multiplexer 

Protocol) 

Tx/Rx 

(그림 8) PPP 연결의 처리 

Serial Device 
Driver 

TAPI Server PPP Daemon 

S/W Interrupt 

PPP Data 
Tx/Rx 

S/W Interrupt 

AT Command 
Tx/Rx 

Control 

Application 

Window 
Manager 

Device & TAPI
Driver 

GSM Module 
(CMS92) 

TAPI Server 

Telephony API 

Event Event

Telephony API

Event

Device API 

GUI 

TAPI

Kernel

H/W 

(그림 7) TAPI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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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바꾸는 것에 그친다. 최근 출시된 몇 핸드셋은 

UI를 플래시로 구성하여 UI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였지만 이 역시 제한적이다. 기존의 핸드셋 UI는 

하나의 태스크 개념으로 실행되는 바이너리의 개념

을 가졌지만, Qplus S Phone에서 지원하는 UI 

player에서는 UI가 실행되는 task 개념이 아닌 플

레이 해야 하는 오브젝트의 개념을 갖도록 설계되었

다. UI player는 simple UI, 3D UI, flash UI를 모두 

지원하고 각각의 UI를 플레이 하기 위한 UI engine

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9)는 UI player의 구조도

이다. 

(그림 9)를 보면 최 하단에 스마트폰 플랫폼이 존

재하고 그 위에 UI player가 위치한다. UI player는 

사용자가 동적으로 다운로드 한 UI object를 플레이 

한다. UI player는 다시 UI engine manager와 3개

의 UI engine으로 이루어진다. UI engine manager

는 UI object를 관리하며 하부 3개의 UI engine에 

UI object를 prefetching 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각각의 UI engine은 UI engine manager로부터 전

달받은 UI object를 규칙에 맞게 스케줄링하여 화면

에 렌더링하고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받아 이를 반영

하는 실질적인 플레이어의 역할을 한다. 현재 Qplus 

S Phone에는 simple UI engine이 구현되어 있으며, 

OpenGL|ES UI engine의 일부가 구현되어 있다. 

Simple UI engine을 위한 UI object는 SMIL 

2.0을 핸드셋에 맞게 수정해 사용하고 있다. SMIL

은 MMS에 주로 사용되나 다양한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고, XML로 정의되어 확장이 용이하다. 

Qplus S Phone은 이러한 SMIL의 특징을 활용해 

키 패드로만 동작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였다. (그림 

10)에서 simple UI engine이 동작하며 UI object를 

화면에 렌더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SMIL 2.0을 스마트폰의 simple UI object를 정

의하는 markup language로 채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정을 하였다. SMIL 2.0 표준은 마우스 사용

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터치스크린이 없는 스마

트폰에서도 버튼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버튼 이벤트와 타임라인을 추가하였다. 또 스마트폰

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 버튼을 처리하기 위해 이를 

위한 이벤트와 타임라인을 추가하였다. 

6) WIPI 

WIPI는 국내에서 제정된 표준무선인터넷플랫폼

이다. WIPI는 다운로드 플랫폼으로서 망을 통해서 

배포되는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환경이

다. 상대적으로 각종 솔루션 및 응용이 부족한 리눅

스 환경에서 WIPI를 탑재하는 것은 기존의 WIPI 콘

텐츠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휴대 단말과는 다르게 리눅스는 OS 자원

이 풍부하고 WIPI 자체가 HAL이라는 포팅 레이어

가 잘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폰 기반의 WIPI 솔루션

을 가지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리눅스에 포팅할 수 

있다. 

WIPI를 임베디드 리눅스로 포팅하기 위해서는

HAL에서 정의되지 않은 부분이나 window appli-

cation manager 그리고 Jlet 구동을 위해서 구현되

어야 할 네이티브 함수 부분이 새롭게 구현되어야 

한다. 

 

(그림 10) Simple UI의 실제 동작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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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UI Player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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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penGL|ES 

OpenGL|ES는 embedded 기기 및 멀티미디어 

관련 업체들의 컨소시엄인 Khronos 그룹에서 제정

된 embedded 및 handheld 기기들에 적용 가능한 

OpenGL 기반의 3D 라이브러리 표준이다. 

OpenGL|ES의 세부 구현에서 핵심 고려 사항은 

기존 네이티브 그래픽 시스템과의 통합과 Open-

GL|ES의 하드웨어 가속 구현이다. 

OpenGL|ES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QPlus S 

Phone은 애플리케이션 CPU가 제공하는 WMMX 

기능을 활용한다. WMMX는 인텔 PXA27x CPU가 

제공하는 멀티미디어를 위한 하드웨어 인스트럭션

이다. 이 WMMX 인스트럭션을 이용하여 인텔에서

는 GPP와 IPP라는 범용 멀티미디어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여 OpenGL|ES 및 EGL API

가 구현된다.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OpenGL|ES는 하

부에 하위 네이티브 그래픽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를 위해서 EGL이라는 포팅 레이어를 정의하고 있

다. 시제품의 그래픽 시스템은 Tiny-X와 이를 기반

으로 한 GTK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EGL은 

GTK와 Tiny-X 위에서 구현된다. 이 같은 환경에

서 OpenGL|ES를 사용하는 응용들은 GTK 응용으

로 개발되게 된다. 

8) Basic Applications 

QPlus S Phone은 다양한 기본 응용들을 포함하

고 있다. Qtopia 폰 에디션의 경우와 같이 기본 응용

을 묶어서 폰 전용의 환경을 꾸민 것처럼 QPlus S 

Phone에서도 기본 응용 세트를 정의하였다. Qplus 

S Phone에 탑재된 응용프로그램의 리스트는 <표 

3>과 같다. 

단말용 응용을 개발함에 있어서 몇 가지 고려되

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로, 각 응용들은 개별적으

로 구현되어야 하지만 공통서비스를 활용하는 부분, 

예를 들면 주소록, 전화번호부와 같은 공유 데이터

의 경우에는 플랫폼 차원에서 접근과 저장 방법이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QPlus S Phone의 경우에는 

SQLite를 이용한 DB를 통해서 각 응용들이 접근할 

수 있다. SQLite는 임베디드 환경에 적합한 경량의 

SQL 데이터베이스 엔진으로 2005년에는 Google

과 O’Reilly가 주최한 2005 Open Source Award

를 수상하기도 했다. 

 둘째로, 메모리 극빈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강

제 종료 시에도 안전하게 종료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즉 개별 응용은 OOM 처리를 위한 전용 라이

브러리를 활용해서 메모리 처리를 해야 한다. 

 

APP LEVEL 

GL|ES API 

GL ENGINE 

EGL 

GTK 

HARDWARE 

OpenGL|ES Application 

OpenGL|ES API 

OpenGL Graphics Pipeline|Engine 

EGL GPP IPP 

GTK MMX Instruction 

MMX Hardware/CPU/Display 

(그림 11) OpenGL|ES의 소프트웨어 구조도 

 

<표 3> QPlus S Phone에 탑재된 응용 

구분 응용 프로그램 이름 기능 

기본  
프로그램

GSE-Homescreen 
GSE-Calendar 
GSE-Contacts 
GSE-Timesheet 
GSE-Todo 
GSE-appmgr 
GSE-UI Player 

화면에 각종 정보 표시 
달력 
주소록 
약속관리 
일정관리 
응용 프로그램 관리 
다양한 플러그인 UI 실행

폰 응용
GSE-Indicator 
GSE-Dialer 
GSE-SMS 

단말 정보 표시 프로그램
음성 통화 
SMS 발신/수신 

설정  
프로그램

GSE-Time 
GSE-Taskmanager 
GSE-Ownerinfo 
GSE-Sysinfo 
GSE-Networksetup

시간 관리 
태스크 관리자 
소유자 정보 관리 
시스템 정보 관리 
네트워크 설정 

유틸리티

GSE-Calculator 
GSE-Filemgr 
GSE-Gallery 
GSE-Watch 
GSE-Edit 
GSE-Tetris 
Camera 
Media Player 

계산기 
파일 관리 프로그램 
이미지 뷰어 
시계 프로그램 
메모장 
테트리스 게임 
카메라 응용 프로그램 
매체 재생기 

3rd 
Party 

Solution

WIPI Engine 
FUN Browser 
OpenGL|ES Engine

위피 실행 엔진 
웹 브라우저 
3D 그래픽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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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단말 하드웨어의 폼 팩터(form factor)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GTK 위젯들의 경우에는 기

본적으로 마우스나 터치 스크린을 통한 동작을 가정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폰의 경우에는 터치스크린이

나 그 이외의 입력장치 없이 대개 키 패드를 통해서

만 동작하게 된다. 따라서 각 응용의 UI는 키 패드만

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한 손으로 입력이 가능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별도의 위젯을 개발해

야 한다. 

4. WiBro와 CDMA 망간 서비스 연동 

현재 국내에는 CDMA, WCDMA, WLAN, 유선 

초고속인터넷 등 여러 종류의 통신 서비스 망이 존

재한다. 2006년 상반기에는 와이브로(WiBro)라는 

신규 서비스가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다. 와이브로는 

CDMA의 넓은 서비스 영역과 WLAN의 고속의 데

이터 전송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CDMA 

2000 1x EV-DO는 수 km의 셀 반경에서 최대 

2.4Mbps의 전송속도를 제공하고, WLAN은 수십 

미터 정도의 작은 서비스 영역에서 최대 50Mbps 

정도의 전송속도를 지원한다. 하지만, 와이브로는 

기지국 당 1~2km의 서비스 영역에서 사용자 당 평

균 3Mbps 정도, 최대 30Mbps의 전송속도를 보장

하므로, 도심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는 기존 셀룰러 망과 WLAN 

사이의 서비스 연동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시험이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제 표준화 기구인 3GPP와 

3GPP2에서도 셀룰러 망과 WLAN 간의 서비스 연

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나리오 및 서비스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2004년부터 WLAN

보다 서비스 파급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WiBro 망과 기존 CDMA 망간의 서비스 연동 기술

을 개발하고 있다. (그림 12)는 CDMA와 WiBro 망

간의 서비스 연동을 지원하기 위한 듀얼모드

(CDMA/WiBro) 지원 단말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개략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듀얼모드 지원 휴대 

단말용 서비스 연동 지원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크게 

디바이스 드라이버, 공통접속 모듈, MIP, 모드 제어 

관리 모듈 그리고 응용 서비스로 구성된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CDMA 디바이스 드라이버

와 WiBro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구성된다. 공통 접

속 모듈은 상위 네트워크 계층에 하부 네트워크에 

독립적인 단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듈로

써, 망 전환 시 통신 경로 변경 기능과 패킷 손실 방

지 기능을 제공한다.  

MIP는 Mobile IPv4 기반의 이동성 지원 모듈로

써, Mobile IPv4 최신 규격을 기반으로 L2 트리거 

정보를 이용한 빠른 IP 핸드오버 기능을 제공한다.  

모드 제어 관리 모듈은 듀얼모드 망 접속 기능과 모
 

듀얼모드 응용 서비스 

모드 제어 관리 모듈 

TCP 

MIP IP 

공통 접속 모듈 

CDMA 디바이스 
드라이버 

WiBro 디바이스 
드라이버 

CDMA H/W WiBro H/W 

• CDMA/WiBro 통신을 이용한 
응용 서비스 

• 사용자 환경 설정 및 GUI 
• 듀얼모드망 접속 
• 듀얼모드망 상태 표시 
• 접속망 선택 및 전환 

• CDMA/WiBro 통신 경로  
설정 및 전환 

Embedded Linux 
User Space 

Embedded Linux 
Kernal Space 

Hardware 

• 듀얼모드간 핸드오버  
알고리듬 

(그림 12) CDMA/WiBro 연동 지원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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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터링 기능, 망 전환 판단 모듈, 그리고 망 전환 시 

모듈간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전환 제어 모듈로 구

성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선호하는 망 전환 환경을 

설정하고, 사용자에게 쉽게 망 전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GUI도 제공한다. 

듀얼모드 응용 서비스는 와이브로 무선 망 환경

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서비스들로 구성되는

데, 크게 모바일 이야기꾼, 모바일 PAR, 모바일 협

업 서비스, 모바일 방송 서비스로 구성된다[15]. 

모바일 이야기꾼은 CDMA의 음성 통화와 Wi-

Bro의 데이터 통신을 결합한 서비스이다. 듀얼모드 

지원 단말에서 사용자가 문자를 입력하면, 입력된 

문자들은 와이브로 망을 통해 TTS 서버로 전송되

고, TTS 서버는 그에 해당하는 음성을 생성해서 와

이브로 망을 통해 듀얼모드 지원 단말에 다시 전송

한다. 듀얼 모드 단말은 이 음성 데이터를 재생함으

로써 CDMA망으로 가상의 음성을 들려주게 된다. 

모바일 이야기꾼 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주변이 너

무 소음이 심하거나, 회의중과 같이 소리 내어 통화

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모바일 PAR은 CDMA를 사용한 통화 내용을 와

이브로 망을 통해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

비스이다. 듀얼모드 지원 단말에서는 실시간으로 음

성 통화 내용을 와이브로 망을 통해 음성 저장 서버

에 전송함으로써, 통화 내용을 저장하게 되고, 추후 

듀얼모드 지원 단말에서 서버에 접속하여 이전 통화 

내용을 청취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협업 서비스는 메신저 기능, 화이트보드, 

파일 전송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여, 

와이브로 단말 사용자간의 빠른 정보교환을 가능하

게 한다. 메신저는 현재 많이 사용되는 인스턴트 메

신저를 의미하며, 화이트보드는 화면에 그림을 공유

하면서 사용자가 그림에 표시하는 것들이 서로 간의 

화면에 동일하게 보여지게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모바일 방송 서비스는 와이브로 망을 이용한 개

인 이동 방송국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와이

브로 단말을 이용해서 영상과 음성을 모바일 방송 

지원 서버로 전송하고, 다른 사용자는 방송 서버를 

통해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다. 개인 이

동 방송은 다른 와이브로 단말 사용자나 뿐만 아니

라, 유선 망을 통해 가정의 홈 서버에서도 시청이 가

능하다.  

Ⅳ. 산업전망 및 결론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디지털 빅뱅은 모바일이 

주도할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2008년 3세대 망이 보편화되면 그 디지털 빅뱅을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수 년 전, 그 누구

도 핸드셋이 디지털 모바일 기기의 핵심으로 자리매

김할 것을 상상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디지털 카메

라, MP3, DMB, 게임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능

이 접목되면서 휴대폰은 디지털 모바일 기기의 핵심

이 되었다.  

현재까지는 기능폰이 모바일 기기의 핵심이었지

만, 곧 도래할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네

트워킹의 중심이 될 것이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반

드시 필요한 네트워크 기능은 스마트폰이 WiBro를 

탑재함으로써 이루게 될 것이다. 또 스마트폰은 

WiBro를 탑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나은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WiBro와 셀룰러 망의 연동을 

통해 어디에서든 끊김 없이(seamless) 네트워킹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할 것이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네트워킹을 유지하는 스마트폰을 통해 더욱더 다양

하고 유익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의 OS는 기존 핸드셋과 달리 범용 OS가 

사용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현재 스마트폰 OS 시

장은 심비안 OS S60 플랫폼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

지하고 있고, MS가 범위를 넓혀가며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아직 스

마트폰 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임베디드 리눅스 진영에서 스마트폰 OS 시

장을 포기하기엔 이르다. 모토롤라가 출시한 리눅스 

스마트폰의 중국에서의 성공과 업계의 지속적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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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가능성이 있

음을 시사한다. 스마트폰이 제 2의 IT 활황을 이끌

어갈 것인데, 스마트폰 OS를 내준다면 제 2의 Win-

tel 구조가 스마트폰 영역에도 존재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임베디드 리눅스의 최대 장점은 오픈 소스와 오픈 

라이선스라는 메리트다. 이 장점을 십분 활용한다

면, 모바일 컨버전스의 관점에서는 커널을 비롯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사실상, 모바일에 분야에 있어서 국내

의 IT 기술은 세계의 IT를 주도해 나가고 있어 모바

일 컨버전스는 그 어느 곳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

다. 만약 한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OS를 스마트폰에 

사용한다면, 폐쇄적인 OS 정책 때문에 다양한 장치

를 수용해야 하는 모바일 컨버전스의 속도는 예상한 

것보다 훨씬 늦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픈 소스를 활용해 모바일 컨버전스에 

빠르게 대응하고 오픈 라이선스를 통해 가격 경쟁력

을 가진다면, 임베디드 리눅스 플랫폼은 스마트폰 

OS 시장에 빠르고 쉽게 자리매김 할 수 있으리라 예

상하며, Qplus S Phone 솔루션이 중요한 역할을 하

게 될 것을 기대한다. 

약어 정리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CEE   Consumer Electronics Edition 

CPU               Central Processing Unit 

EGL OpenGL|ES  Native Platform Graphics 

Interfaces 

GPL   General Public License 

GPP Intel Graphics Performance Primitives 

for Intel PCA with Intel Wireless MMX 

Technology 

GTK  GIMP Toolkit  

GUI   Graphical User Interface 

HAL   Handset Adaptation Layer 

IPP Intel Integrated Performance Primitives 

for Intel Personal Internet Client Archi-

tecture Applications Processors Refer-

ence Model 

J2ME  Java 2 Platform, Micro Edition 

LFS          Log-structured File System 

MIDP  Mobile Information Device Profile 

MIP   Mobile IP 

MMS              Multimedia Messaging Service 

NAND            Not AND 

OOB  Out-of-Bound 

OOM           Out-of-Memory 

OpenGL|ES Open Graphic Library for Embedded  

Subsystem 

OTA  Over-the-Air  

PAR   Personal Audio Recording 

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QPE   Qtopia Phone Edition 

QPlus ME QPlus Mobile Edition 

QVGA  Quarter Video Graphics Array 

SMIL  Synchronized Multimedia Integration 

Language 

TAPI  Telephony API 

TTS   Text-to-Speech 

VM   Virtual Machine 

WiBro   Wireless Broadband 

WIPI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WLAN         Wireless Local Area Network  

WMMX  Wireless Multimedia Ex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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