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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 클라우드 기반 Internet-of-Things(IoT) 시스템의 네트워크 정체와 서버 과부하로 인한 지연, 데이터 이동으

로 인한 보안 및 프라이버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엣지 기반의 IoT 시스템으로 IoT의 패러다임이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엣지 기반의 IoT 시스템은 여러 제약으로 인하여 처리 성능과 동작의 유연성이 부족한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 처리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응용 특화 하드웨어를 엣지 디바이스에 구현할 수 있지만, 고정된 기능으로 

인하여 특정 응용 이외에는 성능 향상을 보여줄 수 없다. 본 논문은 엣지 디바이스의 제한된 하드웨어 자원에서 다양

한 응용 특화 하드웨어를 주문형 부분 재구성을 통해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엣지 디바이스의 처리 성능과 동작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엣지 중심의 Metamorphic IoT(mIoT) 플랫폼을 소개한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재구성 알

고리즘을 엣지에서 실행하는 엣지 중심의 mIoT 플랫폼은 재구성 알고리즘을 서버에서 실행하는 이전 연구에 비해 

엣지의 서버 접근 횟수를 최대 82.2% 줄일 수 있었다.
 
ABSTRACT

The paradigm of Internet-of-things(IoT) systems is changing from a cloud-based system to an edge-based system to solve 
delays caused by network congestion, server overload and security issues due to data transmission. However, edge-based IoT 
systems have fatal weaknesses such as lack of performance and flexibility due to various limitations. To improve performance, 
application-specific hardware can be implemented in the edge device, but performance cannot be improved except for specific 
applications due to a fixed function. This paper introduces a edge-centric metamorphic IoT(mIoT) platform that can use a 
variety of hardware through on-demand partial reconfiguration despite the limited hardware resources of the edge device, so 
we can increase the performance and flexibility of the edge device. According to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edge-centric 
mIoT platform that executes the reconfiguration algorithm at the edge was able to reduce the number of server accesses by 
up to 82.2%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in which the reconfiguration algorithm was executed on the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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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물인터넷은 전자 기기부터 자동차, 빌딩 같은 다양

한 사회 인프라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고, 연결된 사

물들이 서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며 유기적으로 동작하

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최근 사물인터넷의 보편화에 따

라 사물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물들의 개수가 급

격히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사물들이 생성하는 데이터 

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를 생

성하는 사물들과 데이터 소스와 근접한 위치에 있는 임

베디드 기기들을 엣지로 정의한다. 
엣지들은 PC나 서버처럼 전력공급이 안정적이고 충

분한 컴퓨팅 능력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

물인터넷 시스템에서 엣지는 데이터 수집, 간단한 전처

리, 주변 환경 컨트롤 같은 한정된 컴퓨팅 자원으로 처

리할 수 있는 업무만 처리했다.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한 

의미 추론, 상황 판단, 결과 도출 같은 복잡한 연산들은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처리했다. 게다가 최근 인공

지능을 통한 상황 판단 및 객체 인식, 음성 인식 등의 동

작들이 사물인터넷에 접목되면서 요구되는 연산력은 

더욱 늘어났고, 학습 및 추론을 위해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도 늘어났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 정체(Congestion), 
서버의 대역폭(Bandwidth) 제한, 그리고 서버의 용량

(Capacity) 한계에 따른 지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1].
사물인터넷의 적용 분야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스마

트 공장, 스마트 빌딩, 스마트 카 등의 사물인터넷이 접

목된 시설 및 기계적 사물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데이

터 및 다양한 동작을 처리해야하는 엣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엣지의 범용 마이크로컨트롤러를 활용한다면 다

양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처리 속도가 매우 느리

고, 특정 응용(application-specific) 하드웨어를 활용한

다면 특정 연산은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동작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지 못한다. 최
근에는 ARM NEON처럼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SIMD) 명령어를 이용하여 반복되는 곱셈 또는 

Multiply-accumulate(MAC) 연산을 병렬로 처리하는 구

조도 사용된다. 하지만 SIMD를 지원하는 구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 개선을 보여주지만, 특정 연산을 위해 

설계된 하드웨어의 병렬 구조만큼의 성능을 보여줄 수 

없다. 따라서 처리를 위해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엣지에서 바로 처리하는 엣지 컴퓨팅 기반의 사물인터

넷 시스템은 아직 성능적인 한계로 인하여 처리 지연이 

발생한다[2]. 
엣지의 컴퓨팅 용량을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

어를 모두 구현하기에는 역시 엣지의 환경적 제약에 제

한이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현된 하드웨어 전체가 

동작하는, 즉 활용(Utilization)이 100%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드웨어는 대부분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 부분만 

일부 활성화 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엣지 동작에 맞

춰 필요한 하드웨어만 실시간으로 구현된다면 하드웨어 

자원, 전력 측면에서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결함 감내(Fault tolerance) 구조 또

는 결함 모니터(Fault monitor) 모듈이 있다. 엣지 하드

웨어의 크리티컬 섹션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

작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하드웨어 부분

에 보호 회로를 구현하거나 해당 부분을 모니터링 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기반 결함 모니터링(Fault 
monitoring)은 클럭 단위로 변화하는 데이터를 관찰하

기에는 한계가 있고 메인 어플리케이션 동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따라서 신뢰성이 중요한 시스

템에서는 하드웨어 기반의 결함 모니터가 필요하다. 하
지만 다양한 크리티컬 섹션을 위한 하드웨어를 모두 구

현한다면 하드웨어 크기, 전력소모, 비용 측면에서 적절

하지 않다. 따라서 필요한 하드웨어만 실시간으로 구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비용 측면에서 효율

적으로 타겟 시스템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 

Fig. 1 mIoT’s overall structure

따라서 위와 같은 응용에서 효율적으로 하드웨어를 

운용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mIoTP 기반의 두 번째 

mIoT 플랫폼을 제안한다. mIoTP는 RISC-V 기반 프로세

서의 일부 주변 IP를 실시간으로 재구성(Re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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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재구성 가능한 프로세서(Reconfigurable 
processor)이다. 프로세서는 메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

하면서 필요한 하드웨어 모듈을 서버로 요청한다. 그리

고 서버는 요청받은 하드웨어 비트스트림을 엣지로 전

송하여 재구성 가능한 영역(Reconfigurable region)의 

주변 IP를 재구성한다. 

Fig. 2 Reconfiguration overhead composition

하드웨어 재구성 과정에는 엣지와 서버 사이의 통신, 
서버에서의 재구성 요청 처리, 엣지에서의 하드웨어 재

구성에 대한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우리의 이전 연구에

서는 이러한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하여 경험적 확률 값

인 호출성(Callability) 기반의 재구성 예측 기법과 메인 

서버, 엣지 서버, 엣지로 이뤄진 3 계층 구조를 사용하였

다. 이를 통해 대규모 엣지들의 재구성을 효과적으로 관

리하고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호출성 기반 

재구성 예측 기법인 Bitstream Caching Algorithm(BCA)
가 엣지 서버에서 동작했었다. 따라서 대규모 엣지가 서

버에 연결되었을 때, 그림 2와 같이 엣지 서버의 큐에서 

재구성 처리 및 호출성 업데이트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

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번 논문에서는 

BCA 알고리즘을 각 엣지에서 실행하여 예측이 실패하

였을 때만 서버로 접근하는 엣지 중심(Edge-centric)의 

BCA를 통해 재구성에 필요한 오버헤드를 더 줄일 수 있

었다. 따라서 이전 연구는 실시간성이 중요한 어플리케

이션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연구는 재

구성을 위한 서버 접근을 최대 82.2% 감소시켜 좀 더 시

간에 민감한 응용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호출성 룩

업 테이블(Callability LUT)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

여 좀 더 동적인 응용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Ⅱ. 관련 연구

2.1. Dynamic Partial Reconfiguration(DPR)

Fig. 3 Dynamic partial reconfiguration(DPR)

FPGA의 가장 큰 장점은 재프로그래밍(Re-programming)
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드웨어의 재프로그래밍이 가

능하여 설계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하지만 

시스템 소프트웨어 펌웨어 업데이트와 마찬가지로, FPGA 
로직 전체를 새로운 비트스트림으로 재구성할 때에는 

동작의 공백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Xilinx사
에서 제공하는 DPR 기술을 활용하면 이런 단점을 보완

하여 더 유연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 그림 3와 같이 

DPR은 설계 과정에서 정적 영역(Static region)과 재구

성 가능한 영역(Reconfigurable region)으로 분리 설계

하여, 정적 영역의 연속적인 동작을 보장하면서 재구성 

가능한 영역만 부분 재구성 할 수 있는 기술이다[3]. 일
반적으로 하드웨어 활용량(Utilization)이 100%되는 경

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사용될 확률이 적은 모듈을 다

른 모듈로 재구성할 수 있다면, 더 작은 하드웨어에서 

더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DPR 기법은 부분 비트스트림(Partial bitstream)을 저

장하기 위한 외장 플래시 메모리 사용 유무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될 부분 비트스트림을 외장 플

래시 메모리에 미리 저장해놓는다면 재구성 동작을 빠

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단점이 있

다. 첫 번째로, 별도의 SPI-플래시메모리 같은 외장 메모

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외장메모리는 내장 메모리 

로직에 비해 100배의 전력소모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

다. 이는 전력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IoT 엣지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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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절하지 않다. 두 번째로, 외장 메모리에서 부분 비

트스트림을 읽어와 단독 구성(Self configuration) 하기 

위한 추가적인 내부 로직이 필요하다. 외부 DRAM 메모

리에 접근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Partial reconfiguration 
controller(PRC), Internal configuration access port(ICAP) 
등 여러 로직이 필요하다. 따라서 내부 로직을 효율적으

로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과 맞지 않다. 그리고 

미리 외장 메모리에 저장된 부분 비트스트림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동작의 유연성이 외장 메모리 용량에 비례

한다. 따라서 IoT 엣지 환경에서는 외장 메모리를 사용

하지 않는 DPR 기법이 전력 소모 측면, 동작의 유연성 

측면, 내부 로직 활용도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2.2. Metamorphic IoT Platform(mIoT)

mIoT 플랫폼은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엣지의 하드

웨어 구성을 변경할 수 있는 변형성(Metamorphism)을 

가지는 IoT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서버 중심 IoT 플
랫폼(Server-centric IoT Platform)의 네트워크 정체와 

서버 동작 과부하(Overload)에 따른 지연과 엣지 기반 

IoT 플랫폼(Edge-centric IoT Platform)의 처리 능력과 

동작의 유연성이 부족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mIoT 
플랫폼은 엣지, 엣지 서버, 메인 서버로 구성된 3 계층 

구조로 구성되어있고, 엣지에서 필요한 하드웨어를 서

버로 요청하면 서버는 엣지의 FPGA를 재구성시켜준다. 
즉, 엣지는 동작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실시간으로 엣지 

서버로 요청하고, 엣지 서버는 요청받은 하드웨어 비트

스트림을 보유하고 있다면 엣지로 전송해준다. 만약 엣

지 서버가 비트스트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엣지 서

버는 메인 서버로 비트스트림 생성을 요청한다. mIoT 
플랫폼의 엣지 디바이스는 DPR 기법이 FPGA에 적용

되어 로직 설계 단계에서 정적 로직과 재구성 가능한 로

직으로 나눠 설계된다. 그리고 서버는 엣지 동작에 따라 

재구성 가능한 영역에 필요한 로직을 실시간으로 재구

성한다. 그리고 엣지 서버는 엣지의 재구성 요청을 받아 

재구성 작업을 담당하며, 메인 서버는 하드웨어 합성 및 

비트스트림 생성을 담당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제한된 

하드웨어 자원을 가지는 엣지 디바이스에서 다양한 하

드웨어 모듈 및 가속기를 사용할 수 있고, 엣지 디바이

스의 처리 성능 및 동작의 유연성(Flexibility)를 높일 수 

있다.
우리가 제안한 첫 번째 mIoT는 서버 중심의 mIoT 플

랫폼이었다[4]. 즉, 엣지는 재구성 예측에 필요한 동작 

정보를 모두 엣지 서버로 전송하고, 엣지 서버에서 BCA 
알고리즘이 동작하였다. 따라서 대규모 엣지 디바이스

들을 각 엣지 서버에서 관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서

버에서의 과도한 부하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이번 논문에서 제시하는 두 번째 mIoT 플랫폼

의 구조는 엣지 중심적 구조이다. 즉, BCA 알고리즘을 

엣지에서 동작시켜 예측 실패(Miss)가 발생했을 때만 

엣지 서버에 접근하여 엣지 서버 컴퓨팅 부하를 줄였다. 
그리고 BCA 동작 기준이 되는 호출성 룩업 테이블을 실

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동적으로 변화하는 응용에도 

적용시키고자 하였다.

Ⅲ. 엣지 기반 mIoT 플랫폼

3.1. Metamorphic IoT Processor(mIoTP)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mIoTP는 FPGA에 구현된 RISC- 
V ISA 기반의 주문형 재구성 가능한 프로세서(On-demand 
reconfigurable processor)이다. 설계 단계에서 프로세서

를 정적 영역과 재구성 가능한 영역으로 나눠 설계하였다. 
정적 영역에는 RISC-V 코어와 변경이 필요없는 기본 

주변 IP들을 배치하였고, 재구성 가능한 영역에는 프로

세서 동작에 따라 일시적으로 필요한 IP들을 배치했다.
전체적인 엣지 하드웨어 구조와 동작 원리는 그림 4

와 같다. 우선 FPGA 내부에는 RISC-V 프로세서가 구

현되어 있다. 이 프로세서는 정적 영역과 재구성 가능한 

Fig. 4 Edge-centric mIoT edge devic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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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으로 나눠 설계되어 있고, 재구성 가능한 영역은 하

나 또는 두 개 이상의 모듈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나

눠질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재구성 영역은 컴퓨터 구조

에서 캐시와 비슷한 역할로써, 재구성 오버헤드를 줄이

기 위한 호출성 기반의 예측 기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

한 구조이다. 그리고 FPGA 외부에는 SPI-플래시메모리

가 있다. 이 SPI-플래시메모리는 프로세서에서 실행할 

어플리케이션 바이너리를 저장한다. 
mIoTP는 SPI-플래시메모리에서 메인 어플리케이션 

바이너리를 읽어와 실행시키고, 실행에 필요한 하드웨

어를 실시간으로 엣지 서버로 요청하여 프로세서의 일

부 주변 IP를 재구성한다. 재구성 동작이 나머지 정적 영

역의 코어 동작에 영향을 미치면 안되므로, Xilinx사에

서 제공하는 DPR 기법을 우리 디자인에 적용했다. 따라

서 mIoTP는 하나 또는 두 개의 하드웨어 모듈 구역으로 

나누어진 재구성 가능한 영역과 DPR 기법을 통해 실시

간 재구성에 필요한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고, 재구성 

과정과 무관하게 프로세서 동작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3.2. Callability Based Bitstream Caching Algorithm

mIoT 플랫폼은 엣지 디바이스의 실시간 하드웨어 재

구성에 필요한 재구성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험적 확률값 기반의 예측 기법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예측 기법을 위한 확률 값을 호출성(Callability)
라 부른다. 소프트웨어의 컨트롤 플로우 분석을 통해 이

전의 실행 기록에 따라 다음에 어떤 함수가 실행될 것인

지 확률적인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확률적인 값이 

본 논문에서 말하는 호출성이다. mIoT 플랫폼은 호출성

을 기반으로 다음에 사용될 확률이 큰 모듈을 미리 엣지

에 구현시켜 놓음으로써 재구성 오버헤드를 최소화한다. 
그리고 호출성 기반 예측 기법을 3 계층 구조인 mIoT 플
랫폼 구조에 적용시켜 Bitstream Caching Algorithm(BCA)
을 제안했다.

우리의 첫 번째 mIoT 플랫폼은 BCA를 엣지 서버에

서 동작시켰다. 모든 엣지들은 자신의 어플리케이션 실

행 상황을 모두 엣지 서버로 전송시켰고, 엣지 서버는 

모든 엣지 디바이스의 컨트롤 플로우 정보(Control flow 
history)를 기록했다. 기존의 mIoT 플랫폼의 목적은 클

라우드 기반 IoT 플랫폼보다 네트워크 정체를 줄이고 

서버 부하를 줄이는 것이었다. 이 목적은 첫 번째 버전

에서도 달성되었다. 왜냐하면 처리할 대용량의 데이터

를 엣지 디바이스에서 서버로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8-bit의 컨트롤 플로우 정보만 전송하면 되었고, 서버에

서는 데이터 처리를 위한 연산 대신 엣지 디바이스를 재

구성시켜주기만 하면 됐었다. 하지만 대규모의 엣지가 

엣지 서버에 연결될 때 각 엣지의 실행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되었다. 이 추가적인 지

연은 서버에서 재구성 작업 처리뿐만 아니라 엣지 동작 

정보 기록, 호출성 룩업 테이블 업데이트, 다음 재구성 

모듈 예측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이번 mIoT 버전에서는 

엣지에서 자신의 동작 정보를 기록하고 호출성을 업데

이트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음에 필요한 모듈을 예측하

였다. 따라서 재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엣지 서버로 

접근하므로, 불필요한 엣지 서버 접근을 줄일 수 있었다.
엣지 디바이스에서의 BCA는 다음 그림 5와 같다. 우

선 그림 4과 같이 메인 어플리케이션에 호출성 관리와 

하드웨어 예측 및 요청을 위한 BCA 라이브러리가 추가

된다. 이 단계에서 추가된 라이브러리로 인한 메인 어플

리케이션 바이너리 증가 용량은 약 0.3KB 정도이므로, 
MB 단위의 플래시메모리와 4KiB의 명령어 캐시 크기 

대비 BCA 동작을 위한 추가적인 용량 증가는 적다. 엣
지에서는 소프트웨어 실행 히스토리를 실시간으로 기Fig. 5 Edge bitstream caching algorithm(B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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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며 호출성을 업데이트한다. 이 호출성을 기반으로 

하드웨어 재구성이 필요한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미리 

호출될 하드웨어를 예측하여 프로세서의 재구성 영역

의 주변 IP로 재구성 시켜놓는다. 이 때, 예측이 적중하

여 하드웨어 재구성이 필요한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추
가적인 재구성 동작 없이 바로 하드웨어 동작이 가능한 

상황을 L1-hit로 표현한다. 만약 이 예측이 잘못되어 추

가적인 하드웨어 재구성 요청을 엣지 서버로 전송해야 

되는 상황을 L1-miss로 표현한다. L1-miss가 발생했을 

때는 재구성 동작이 완료될 때까지 엣지 디바이스의 동

작이 정지한다. 이러한 L1-miss에 따른 재구성 오버헤

드를 줄이기 위하여 재구성 영역에 두 개의 하드웨어 재

구성 공간을 마련한 경우도 제시하였다. 이 경우에서 가

장 높은 호출성을 가지는 하드웨어와 두 번째 높은 호출

성을 가지는 하드웨어를 엣지의 재구성 영역에 위치시

켜 L1-hit 비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원리는 캐시

의 지역성(Locality)과 비슷한 원리로 L1-hit 비율을 높

여 재구성 오버헤드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3.3. Metamorphic IoT Server Structure

mIoT 플랫폼의 서버 구조는 엣지 서버와 메인 서버

로 구성된다. 엣지 서버는 엣지들의 재구성 요청을 받아 

처리한다. 엣지로부터 요청받은 하드웨어 비트스트림

이 엣지 서버의 저장소에 존재하면 엣지로 바로 비트스

트림을 전송해주고 재구성 작업을 종료한다. 이 상황을 

L2-hit라 부른다. 하지만 엣지 서버 저장소에 요청받은 

하드웨어 비트스트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엣지 서버

는 메인 서버로 합성 및 비트스트림 생성을 요청한다. 
이 상황을 L2-miss로 표현하고, 가장 많은 재구성 오버

헤드가 필요한 상황이다. 메인 서버는 요청받은 하드웨

어 비트스트림을 합성, P&R을 통해 생성하여 엣지 서버

로 전송해준다.
그림 6에서 mIoT 플랫폼 서버 구조를 볼 수 있다. 

mIoT 첫 번째 버전에서는 엣지 서버의 재구성 처리 엔

진(Reconfigurable processing engine, RPE)에 BCA가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엣지

에서 BCA를 수행하여 L1-miss가 발생할 때만 엣지 서

버로 접근한다. 이를 통해 서버 접근 횟수를 줄이고 서

버 부하를 감소시켜 재구성 오버헤드를 감소시켰다. 전
체 구조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엣지에서는 동작에 따라 

필요한 하드웨어를 요청, 엣지 서버는 RPE를 사용하여 

엣지 재구성 영역을 재구성, 그리고 메인 서버에서는 요

청 받은 하드웨어 비트스트림을 합성 및 생성해준다.

Ⅳ. 사례 연구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mIoT 구조를 결함 감내(Fault 
tolerence) 응용에 적용시킨 Metamorphic Fault-safe 
Processor(mFSP)을 제시한다. IoT 엣지들은 외부에 노

출된 불안정한 환경에서 주로 동작한다. 그리고 엣지들

은 서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동작하므로, 하나의 엣지

에서 발생한 오동작이 전파되어 IoT 시스템 전체에 영

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 따라서 IoT 엣지들의 안정적인 

동작을 위한 구조가 필요하다[5]. 
IoT 엣지의 안전한 동작을 위한 여러 기법들이 제시

되었다. 첫 번째로, 하드웨어 동작에 중요한 영역을 이

중화비교(Duplication and Comparison) 기법을 통해 처

리 결과를 비교하거나, 보팅(Voting) 기법을 위해 중복 

회로(Redundancy circuit)를 추가하여 신뢰성(Reliability)
을 유지하는 기법들이 있다[6, 7]. 하지만 이러한 기법들

은 중복 회로로 인한 설계 면적과 전력 소모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는 모니터링 기능을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적으로 추가하는 기법도 있다. 하지만 소

프트웨어 모니터링 기법은 클럭 단위의 결함에는 대처

할 수 없고, 메인 어플리케이션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된

다. 그리고 일반적인 하드웨어 모니터링 회로는 처음 설

계단계에서 지정한 지점만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

은 결함 발생 케이스로부터 디바이스를 보호할 수 없다. 
그리고 감시 지점을 추가할수록 설계 면적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

Fig. 6 Edge-centric mIoT server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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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상황에 맞게 모니터링 회로를 변경할 수 있는 

결함에 안전한(Fault-safe) mIoT 플랫폼을 제시한다. 하
드웨어 모니터링 회로를 사용하므로 클럭 단위로 시스

템을 감시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필요한 모니터링 회로

만 구현하므로 회로 면적도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mFSP는 실시간 주변 IP의 재구

성이 가능한 RISC-V 기반 프로세서이며, 자세한 구조

는 그림 7에서 볼 수 있다. 프로세서는 Xilinx사의 Arty 
FPGA와 Freedom E300 SoC Platform 환경에서 설계되

었다. 또한 RV32IMAC ISA 기반으로 프로세서를 설계

하였고, 프로세서는 4KiB TCDM(Tightly coupled data 
memory)와 명령어 캐시를 가진다. 그리고 고정적인 주

변 IP로는 UART, SPI, JTAG 등이 있고, 실시간으로 하

드웨어를 재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 모니터링 IP가 있다. 
외부 SPI-플래시메모리에 메인 어플리케이션 바이너리

가 저장되어 있고, 이 바이너리가 Execute-In-Place (XiP) 
방식으로 실행된다. 그리고 mIoT 버전1과 다르게 엣지 

프로세서에서 BCA 라이브러리가 포함된 어플리케이

션을 동작시킴으로써 서버 접근을 최소화 할 수 있다.
mFSP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서 발생한 재구

성 요청은 엣지 서버로 전송된다. 엣지 서버에서는 C언

어와 TCL 기반의 RPE가 동작하며 재구성 요청을 처리

한다. 엣지로부터 요청받은 부분 비트스트림이 엣지 서

버에 존재한다면 바로 엣지로 부분 비트스트림을 전송

해준다. 만약 엣지 서버에 요청받은 비트스트림이 존재

하지 않는다면 메인 서버로 합성 및 비트스트림 생성을 

요청한다. 메인 서버에서는 그림 7와 같이 C언어와 TCL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별로 준비된 파라미터와 스켈

레톤 코드를 조합하여 Verilog HDL 코드를 생성하고, 
이를 합성, P&R, 비트스트림 생성까지 수행한다. 그리

고 생성된 비트스트림은 엣지 서버를 거쳐 엣지로 전달

되도록 구현하였다. 

Ⅴ. 실  험

본 논문에서 제안한 mFSP 플랫폼을 검증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실험 환경을 구성하였다. Xilinx Arty-7 
35T FPGA 기반으로 엣지의 mFSP를 설계하였다. 
FPGA 내부 로직으로 RISC-V 프로세서와 재구성 가능

한 Peripheral IP가 구현되어 있으며, 외부 SPI-플래시메

모리에 메인 어플리케이션이 저장되어있다. 엣지 서버

는 노트북, 메인 서버는 PC에 구현했다. 서버 환경은 모

두 Windows 환경에서 C와 TCL 기반의 스크립트, Vivado 
2018.01 버전을 사용하였다. 제안한 플랫폼의 구조에서

는 엣지와 서버가 무선으로 연결되어서 재구성 동작을 

관리한다. 무선으로 FPGA를 프로그램 및 재구성하기 

위한 몇몇 연구들이 이미 발표되어 있다[8]. 따라서 추

후 실제 상용화 단계에서는 미리 다른 연구에서 제안된 

무선 프로그래밍 방식을 채택하고, 이번 실험에서는 

JTAG 기반 프로그래밍을 사용한다.
성능을 측정할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은 상황에 

맞게 결함 모니터의 감시 위치를 변경하며, 그림 8.(a)와 

같은 컨트롤 플로우를 가진다. 컨트롤 플로우 중 L과 같

이 회색 원은 하드웨어의 동작이 필요한 함수를 의미한

다. 이전 연구인 첫 번째 mIoT 플랫폼과 성능 비교를 위

해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은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리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호출성 값은 그림 8.(b)와 

같이 추출되었다. 해당 호출성은 사전에 1000번의 반복 

실행을 통해 얻어졌고, 첫 번째 mIoT 플랫폼과는 다르

게,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실시간으로 호출성이 업데

이트 된다. Fig. 7 mFSP’s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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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pplication’s control flow and extracted callability

그림 9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mIoT의 두 번째 버전인 

엣지 중심 mIoT 플랫폼의 서버 접근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1000회 반복실행 하였고, 이전 연

구인 서버 중심 mIoT와 서버 접근 횟수를 비교하였다. 
엣지 중심 구조에서 단일 재구성 영역을 가지는 단일 

RM(Single RM)은 서버 중심 mIoT에 비해서 69.7% 서
버 접근이 감소하였다. 또한 엣지 중심 구조에서 두 개

의 재구성 영역을 가지면 82.2%까지 서버 접근을 감소

시킬 수 있었다.

Fig. 9 Edge-centric mIoT platform experiment results

엣지의 mFSP는 4KiB의 명령어 캐시 크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플리케이션의 코드 크기도 주의해야한다. 
엣지 어플리케이션에 BCA를 포함한 것에 대한 바이너

리 크기 증가량은 352 byte로 전체 명령어 캐시 크기의 

약 8.6%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서버 접근 횟수의 감소는 엣지가 서버와의 

통신에서 소모하는 전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 대규모 구성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오버

헤드, 즉 서버에서 수백 개 엣지의 BCA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간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엣지 프로세서 동작의 연속성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관련된 추가적인 장점에 대한 검

증 및 실험은 추후 연구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주변 IP를 실시간으로 부분 재구성 할 

수 있는 재구성 가능한 프로세서(Reconfigurable processor) 
기반의 엣지 하드웨어와 엣지의 재구성 동작을 효율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IoT 플랫폼을 제안하였다. 엣지 프

로세서의 실시간 재구성에 필요한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하여 엣지, 엣지 서버, 메인 서버로 이루어진 3 계층 

구조와 호출성 기반의 BCA도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의 

이전 연구와 달리 BCA를 엣지 서버가 아닌 엣지에서 동

작시켜 불필요한 서버 접근을 줄일 수 있는 엣지 중심의 

mIoT 플랫폼을 최종적으로 제시했다. BCA를 엣지 어

플리케이션에 추가함에 따라 코드 크기가 352 byte 증가

하였지만, 서버 접근을 최대 82.2%까지 감소시킬 수 있

었다. 따라서 이전 연구와 같이 대규모 엣지 구성에서도 

각 엣지의 재구성에 필요한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신 빈도의 감소로 인한 전력 소

모 감소, 엣지 서버의 재구성 처리 부하 또한 줄일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이전 연구와 다르게 

실시간성이 중요한 응용에서도 폭 넓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4, No. 12: 1688-1696, Dec. 2020

1696

ACKNOWLEDGE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NRF-2019R1A2C2005099), 
and Ministry of Education (NRF-2018R1A6A1A 
03025109), and BK21 Four project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Korea (Sep. 2020).

REFERENCES

[ 1 ] A. Yousefpour, G. Ishigaki, R. Gour, and J. P. Jue, “On 
Reducing IoT Service Delay via Fog Offloading,” IEEE 
Internet of Things Journal, vol. 5, no. 2, pp. 998-1010, Apr. 
2018.

[ 2 ] M. Vogler, J. M. Schleicher, C. Inzinger, and S. Dustdar, 
“Optimizing Elastic IoT Application Deployments,” IEEE 
Transactions on Services Computing, vol. 11, no. 5, pp. 
879-892, Sep.-Oct. 2018.

[ 3 ] W. Lie and W. Feng-yan, “Dynamic Partial Reconfiguration 
in FPGAs,” 2009 Thi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 Shanghai, 
pp. 445-448, 2009.

[ 4 ] D. Lee, H. Moon, S. Oh, and D. Park, “mIoT: Metamorphic 
IoT Platform for On-Demand Hardware Replacement in 
Large-Scaled IoT Applications,” Sensors, vol. 20, pp. 3337, 
2020.

[ 5 ] C. Esposito, A. Castiglione, F. Pop, and K. K. R. Choo, 
“Challenges of Connecting Edge and Cloud Computing: A 
Security and Forensic Perspective,” IEEE Cloud Computing, 
vol. 4, no. 2, pp. 13-17, Mar.-Apr. 2017.

[ 6 ] S. Ostanin, A. Matrosova, N. Butorina, and V. Lavrov, “A 
fault-tolerant sequential circuit design for soft errors based 
on fault-secure circuit,” 2016 IEEE East-West Design & 
Test Symposium (EWDTS), pp. 1-4, Oct. 2016.

[ 7 ] V. B. Thati, J. Vankeirsbilck, and J. Boydens, “Comparative 
study on data error detection techniques in embedded 
systems,” 2016 XXV 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 
Electronics (ET), pp. 1-4, Sept. 2016.

[ 8 ] T. Gao, X. Xu, H. Zhang, and H. Yang, “A highly-integrated 
wireless configuration circuit for FPGA chip,” 2014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tegrated Circuits (ISIC), pp. 
260-263, Dec. 2014.

문현균(Hyeongyun Moon)

2018년: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학사
2019년~현재: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석사
※관심분야 : 임베디드 시스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설계,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 저전력 인공지능 칩 설계, 

펌웨어 업데이트 최적화

박대진(Daejin Park)

2001년: 경북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학사
2003년: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석사
2014년: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박사
2003년~2014년: SK Hynix/ Samsung (차세대 LSI 설계) 수석연구원
2014년~2016년: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연구조교수 (2014년 대통령 Postdoctoral Fellow 선정)
2016년~현재: 경북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저전력 SoC 설계, 하드웨어-소프트웨어 Co-design, Dependable 스마트 IoT 시스템, Robust 임베디드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