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Health 응용을 위한 휴대폰 저전력 기술 설계 연구 
 

신재완*, 강원준, 윤종한, 신동규, 신동일, 허성민**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세븐코아 
e-mail : shinnom@gce.sejong.ac.kr* 

smher@sevencore.co.kr** 
 
 

 

Design of Low-Power Technology on Cellular Phone for Ubiquitous 
Health Applications 

 

Jae-wan Shin*, Won-jun Kang, Jong-han Yoon, Dong-kyoo Shin, Dong-il Shin, Sung-min Her 
*Dept. of Computer Engineering, Sejong University 

**SevenCore Co. Ltd. 
 

요       약 

최근 자동차 에어백 장치와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사용되던 가속도센서가 크기가 작아지고 가격

이 내려가면서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PMP, 네비게이션, 등 모바일 단말기 쪽으로 적용대상을 넓혀

가고 있다. 휴대폰에 적용된 가속도센서는 주로 화면 자동회전, 셔터 손떨림 방지, 게임 등의 응용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휴대형 통신기기에 필수적으로 장착되는 베이스밴드 프로세

서를 이용 하여 보다 정밀하고 전력 소모 또한 줄일 수 있는 건강, 의료 응용에 사용이 가능한 기
술을 제시 한다. 

 

1. 서론 

최근 많은 기업들이 U-Health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휴대폰에 적용된 가속도센서는 주로 화면 자동

회전, 셔터 손 떨림 방지, 게임 등의 응용개발에 활용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나이키와 애플이 공동으로 
제작한 ‘스포츠킷’ 제품으로 만보계를 실생활에 밀접

하게 접목시킨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1][2]. 
하지만, 모바일 U-Health 서비스는 아직은 초기 단

계에 불과하다. 적은 수의 서비스들만이 이용 가능하

며, 그 서비스들조차도 아직은 한정적인 기능만을 제
공하고 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스포츠킷’은 운동화

에 삽입하는 무선 센서의 배터리가 소진되면 제품을 
통째로 재구매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3]. 향후 다
양한 바이오센서들을 부착한 휴대전화가 점차 일반화 
되고,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바이오 데이터들이 얻어

지게 되면서 U-Health 서비스가 보편화 될 것으로 예
상된다. 아울러, 사용자들로부터 얻어진 바이오 데이

터들은 병원이나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DB 에 
전달되어 의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에게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1].1 

가까운 미래에 휴대전화에 부착될 바이오센서를 통

                                                           
본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지원받았음. (A040163) 
This study was supported by grants from the Korea Health 21 R&D 
Project,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A040163) 

하여 제공될 U-Health 서비스로는 체중 관리, 스트레

스 관리, 혈당농도 관리, 또는 피로도 관리 등 다양하

다. 또한 ECG, 맥박 수, 혈당 농도나 체지방 등의 생
체신호가 그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

로 수집되고 분석, 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1]. 
본 논문에서는, U-Health 응용을 위한 휴대폰 저전

력 기술 설계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서비스 플랫폼은 
모바일 단말기에 장착된 가속도센서를 24 시간 움직

임 감지가 가능하고 움직임 정보를 무선으로 서버에

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한다. 
본 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관련 연

구에 대하여 상술하고, 3 장에서는 저전력 만보계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설명한다. 마지막

으로 4 장에서는 결과에 대한 검토와 앞으로의 방향

에 대해서 밝힌다.  
 

2. 관련 연구 

2.1 MEMS 가속도센서 
사용자 행동 상태에 대한 상황 정보를 감지하기 위

해서 센서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센서로 가속도센서를 들 수 있다. 

휴대폰에 장착된 가속도센서는 24 시간 움직임 감
지가 가능하고 움직임 정보를 무선으로 서버에게 실
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는 다양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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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핵심 기술로 또는 기반 기술

로 크게 기대 받고 있다. 또한 때마침 일어난 나노테-
크놀로지 붐에 따라 기존 마이크로보다 더 미세한 나
노미터의 구조체를 제작하고 혁신적인 기능을 실현하

는 연구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MEMS 는 군사, 항
공우주, 자동차, 정보통신, 바이오, 의료, 가전 엔터테

인먼트, 환경, 산업 프로세스 등 광범위한 응용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저렴한 가격에 비하여 이
들의 감도는 5mg 이하의 가속도 측정이 가능할 정도

로 우수하며 많은 경우 집적회로 내에서 디지털 인터

페이스 회로와 함께 구현되어 노이즈 문제도 경감하

고 있다. 또한 MEMS 산업은 기계산업과 전자산업의 
기술적 융합을 통해 다양한 산업분야로 응용이 가능

하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로 수요가 크게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계 및 전자산업의 선
진국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우리나라도 1995 년부터 초소형정밀기계 기술개

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 
센서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이나 신호를 선택적으로 

감지해야 하는 본질적 기능과 감지된 원초적 신호를 
유용한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야 하며, 기본적으로 우수한 감도(sensitivity), 선택도

(selectivity), 안정도(stability), 및 복귀도(reversibility)를 
갖추어야 한다. 이들은 센서의 특성상 필수적으로 구
비해야 할 기본요건이며, 센서의 감도는 측정치의 정
밀도 또는 정확도의 기초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3 축 가속도센서를 사용하였다. 
 

2.2 저전력 기술  

전력 소비량 및 배터리 사용량은 각종 IT 기기의 
다양화, 고성능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이며, 한편으로 이에 대응하여 기기의 SoC(System on 
Chip)화 및 효율적인 전력관리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
해 전력소모의 급증을 억제하고 있다. 전력소모 문제

는 휴대폰과 같은 배터리 구동 기기뿐만 아니라 나노

급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는 모든 전자제품에서 비용 
및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므로 소자에

서 시스템, CAD(Computer-aided Design)등 다양한 분야

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5]. 
 
2.2.1 Clock Gating 기술 
Clock Gating 은 RTL(Register Transfer Level) 에서 비

교적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저전력 기법의 일종이

다. CAD 툴을 이용하여 설계되는 현재의 SoC 는 거의 
대부분 클록에 의해 구동되는 동기 방식 시스템인데, 
이 경우 매 사이클마다 신호가 연결되어 동적 전력 
소모의 주요인이 된다. 이를 막기 위해 회로에서 
inactive period 를 가진 구간을 정의하고 이 구간에는 
클록을 disable 시켜서 전력소모를 줄일 수 있다. 한국

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제시한 (그림 1)은 clock 
gating 개념도이다. 

종래의 clock gating 기법은 gating logic 을 주로 flip-

flop 과 register 에 가깝게 배치시켜 구현하므로, 전력

소모가 큰 clock tree network 의 주요 부분이 여전히 
toggling 과 큰 부하 용량을 구동하기 때문에 전력 효
율이 떨어진다. 따라서 최근에는 시스템 수준에서 IP 
블록 전체의 클록 공급을 조절하는 clock root gating 
기법이 제시되었다. 최근의 clock gating 설계는 CAD
툴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자동화가 가능하며, 로직 
합성 전에 power compiler 를 이용하여 auto insertion 을 
하고, 합성 후 design compiler 를 이용하여 gate-level 
net-list 를 생성하는 과정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5]. 

 
(그림 1) Clock Gating 개념도 

 
2.2.2 Power gating 기술 
시스템에서 동작하지 않는 블록에 대해 전원공급을 

차단함으로써 동적 및 정적 전력소모를 절감할 수 있
는 기술이다. 구조적으로는 PMU(Power Management 
Unit)를 통해서 제어되는데 SoC 를 구성하는 각 블록

에 대해 동작 모드에서는 VGND 와 VSS 간의 스위치 
트랜지스터가 turn-on 되면서 전력이 공급되고, sleep 
모드에서는 전력 공급이 차단된다. 

따라서 power gating 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누설 전
류가 작은 스위치 트랜지스터 소자 외에도, 서로 다
른 전원 전압을 갖는 블록 간의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retention register 와 PMU 설계 기술이 필요하다. 누설 
전류가 작은 트랜지스터는 통상 threshold 전압(Vth)을 
높인 소자이므로, multi-threshold COMS(MTCMOS) 공
정을 요구한다. 

Power gating 을 이용하면 누설전류를 최소화 시킬 
수 있으나, DVFS(Dynamic Voltage and Frequency Scaling)
와 마찬가지로 PMU 설계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

다 [5]. 
 

3. 본론 

휴대폰의 베이스밴드 프로세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sleep 상태로 보낸다. (그림 2)는 CDMA 휴대폰 베이스

밴드 프로세서의 동작모드와 각 모드에서의 소모전류

를 보여준다.  Idle 모드 또는 Run(150Mhz 이상 고속

으로 동작)모드에서는 데이터 수집 작업과 함께 Sleep
모드 상태일 때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만보계 걸음 
수 계산 작업을 수행한다. 

전력 소모를 최소화 하면서 가속도센서로부터 움직

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첫째, 휴대폰에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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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된 GMS/CDMA 베이스밴드 프로세서를 활용하는 
방법. 둘째, sleep/run 모드에서 가속도센서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여 걸음 수를 계산하는 방법. 셋째, 
휴대폰 베이스밴드 프로세서가 sleep 모드에서 32KHz
로 동작하는 경우를 활용하는 방법. 넷째, 휴대폰 베
이스밴드 프로세서는 Idle, Sleep, Run 모드로 구분되어 
동작하며, 대부분의 시간 동안 Sleep 모드로 동작하며 
UI update 를 위해 약 1 초 간격으로 Wake-up 한다. 다
섯째, Sleep 모드 (32KHz 저속으로 동작)에서 가속도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RAM 에 저장하는 방
법. 마지막 여섯째, Idle 모드 또는 Run 모드 (150MHz 
이상 고속으로 동작)에서는 데이터 수집작업과 함께 
이미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만보계 걸음 수 계산작업

을 수행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그림 2) CDMA 휴대폰 베이스밴드 프로세서의 소모전류 

 
3.1 저전력 기술의 구현 
3.1.1 하드웨어 구성 
본 논문의 기본 H/W 구성도는 아래 (그림 3)과 같

다. 프로세서 쪽에서 EN 단자를 통해 가속도 침의 기
능을 On/Off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전원 및 가속도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연결뿐이다. 프로세서와 가
속도센서 칩 사이의 통신은 구현하고자 하는 가속도

센서 칩의 모델에 따라 SPI/ I2C/ADC 중의 하나를 선
택해서 사용하면 된다. 핸드폰 같은 모바일 기기의 
경우 베이스밴드 프로세서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신하

고 처리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프로

세서가 없을 경우는 외부의 별도 MICOM(Micro 
Computer)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즉, 프로세서 역할

을 하는 프로세서가 있는 본 연구의 경우 비용 절감

과 전력 절약을 위하여 별도의 MICOM 이 필요 없다. 

 
(그림 3) H/W 구성도 

3.1.2 소프트웨어 구성 
일반적으로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CPU(예:ARM)

는 저전력모드(Sleep 모드)가 지원되며 이때에도 가속

도센서 칩에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프로세서가 저전력 모드에 있는 경
우에도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여 저장하고 일정 시간 
후에 저전력모드에서 빠져 나온 후 그 동안 모인 데
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하면 된다. (그림 4)는 전반적인 
S/W 시스템 흐름도이다. 

 
(그림 4) S/W 시스템 흐름도 

 
 본 연구에서는 가속도 칩에서 나오는 샘플단위로 실
시간 처리가 가능하지만, 저전력 모드에서는 처리가 
어려우므로, 일괄 처리(Batch Process)도 병행한다. 즉, 
한번에 처리할 데이터의 샘플 개수는 일정할 필요가 
없으며, 처리가 필요할 때까지 모인 데이터를 전송하

면 된다. 장시간 걸음걸이 수의 변화가 없으면, 가속

도센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Sampling-Rate 를 낮추

어서 시스템 전체의 전력 소비를 줄일 수도 있다. 하
지만, 일단 걸음걸이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가공하는 
도중에는 Sampling-Rate 를 바꾸면 안 된다. 
 

3.2 저전력 만보계 구현 

본 연구는 휴대형 통신기기에 필수적으로 장착되는 
베이스밴드 프로세서를 활용하여 기기의 움직임을 측
정하는 가속도센서로부터 X, Y, Z 축의 움직임 데이터

를 24 시간 취득하면서도 기존의 방식인 MICOM 을 
이용하여 가속도센서 제어가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데 
반하여 별도의 MICOM 없이 베이스밴드 프로세서만 
이용하여 전력 소모를 25%이상 줄이면서도 향상된 
가속도센서 제어를 통해 걸음 수 등 측정 가능한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연구는 일반적으로 휴대형 통
신기기에 사용되는 베이스밴드 프로세서를 지원하여, 
이 때에도 가속도센서에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읽어

오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베이스밴드 프로세서는 
저전력 모드에 있으면서 데이터를 계속 저장하며, 일
정 시간 후에 저전력 모드에서 빠져 나온 후 그 동안 
모인 데이터를 일괄 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 걸음 수
를 계산하게 된다. 이 기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효
과가 있다.  

첫째, MICOM 을 사용하지 않고 베이스밴드 프로세

서를 통한 제어를 함으로써 휴대폰의 전력 소모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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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다. 둘째, MICOM 추가로 인한 휴대폰의 제
품단가 상승 문제와 PCB 공간 부족이라는 문제를 해
결할 수가 있다. 셋째, 잉여전력을 이용해 베이스밴드 
프로세서를 통한 가속도센서의 정보가공을 통해 사용

자의 운동량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서버로 전송하여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5) 전체적 구성도 
 
(그림 5)는 전체적인 구성을 Layer 별로 세분화 한 

것이다. 빨간색으로 표시 된 부분과 Application 부분

이 휴대폰의 기본 장착된 베이스밴드프로세서를 이용

하여 가속도센서 등의 하드웨어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여 걸음 수를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휴대폰의 
베이스밴드 프로세서의 상태는 Idle, Sleep, Run 모드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시간 동안 Sleep 모드로 동작하

며 UI Update 를 위해 약 1 초 간격으로 Wake-up 한다. 
본 연구에서는 Sleep 모드에서도 베이스밴드 프로세서

가 저속인 32Khz 로 동작하는 점을 착안, Sleep 모드 
시에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RAM 에 저장

한다. 저장된 데이터는 가속도센서의 X, Y, Z 축의 움
직임을 담고 있다. 

 
3.3 정확도 향상 

본 연구에서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걸음이 아닌 움
직임을 걸음으로 잘못 인지하지 않도록 Move 
Detection 기능과 Sleep Detection 기능의 조건을 제안한

다. 전자는 단일 방향 움직임을 인지하여 걸음으로 
계산되지 않게 하는 것으로써, 예를 들어 의자에 앉
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이나 한 방향으로 흔들기 동작

이 있을 경우 걸음 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후자는 움
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걸음으로 추측되는 동작

이 발생하였을 경우, 몇 걸음이 더 생길 때까지 대기

하여 이 동작이 걸음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Move 
Detection 과 Sleep Detection 기능으로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모바일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MICOM 을 이용하지 않고 단말기에 필수적으로 장착

되는 베이스밴드 프로세서와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기기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저전력 기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하여 만보계 기능이 내장된 모바일 단말기를 
설계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만보계 기능을 탑재한 휴대폰에서 
제공하는 가속도센서 정보를 가공해 사용자의 운동량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서버로 전송하여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걸음 수 정
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으며, 서버와의 무선 통신이 원활 하도록 모바일 
단말기에서 구동 가능한 미들웨어를 구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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