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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등장으로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시대가 왔다. 웨어러블 컴퓨터는 이를 뛰어넘어 컴퓨터를 몸에 부착해 

활동하면서 정보를 처리한다. 이러한 웨어러블 컴퓨터는 극히 전력과 메모리 같은 하드웨어의 제약 사항을 극복하고 사용자 서비스

의 QoS를 제공하기 위해 초소형이면서 저전력 기능을 갖춘 실시간 운영체제를 사용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웨어러블 컴퓨터를 

위한 실시간 운영체제인 SenOS을 위한 장치전력관리 기법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WPN Protocol을 이용한 통신 프로그램을 실험

하여 약 25%의 전력 소모 감축효과를 확인하였다.

I. 서론

  과거 임베디드 시스템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

용하였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기능을 융합한 디지털 컨버

전스 시대로 도래하면서 휴대폰 태블릿 등의 기기로 발전

하고 있다. 차세대 컴퓨팅의 한 분야인 웨어러블 컴퓨터는 

시계 타입의 스마트 폰과 같은 많은 응용 제품들이 개발되

고 있다. 이러한 웨어러블 컴퓨터는 제한적인 메모리 자원

을 효율적으로 사용 관리하기 위해 커널 풋 프린트(foot 

print)가 작은 실시간 운영체제를 탑재해야만 한다. 또한, 

휴대용이라는 점에서 내장된 배터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저전력 기법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하드웨어 제약사항을 갖는 웨어

러블 컴퓨터에 탑재되어 실시간 성이 요구되는 응용 프로

그램을 동작시키고 소모 전력을 적게 하여 사용 시간을 늘

리기 위한 저전력 기능을 추가한 SenOS에 대해 기술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관련 연구에서 저전력 기법을 탑재하

기 위한 SenOS와 본 논문 구현과 관련된 저전력 기법인 

장치 전력 관리 기법에 대해 소개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

에서 구현한 SenOS를 위한 저전력 기법 설계 및 구현 내

용에 대해 논하고, 4장에서는 그에 따른 실험 환경 및 실

험 결과에 대해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연구 과제에 대해 기술한다.

Ⅱ. 관련 연구

  본 절에서는 웨어러블 센서 모듈의 하드웨어 자원을 관

리하는 저전력 운영체제인 SenOS에 대해 기술하고 전력 

관리 기법에 대해 소개한다.

2.1 실시간 운영체제 SenOS

  웨어러블 통신 모듈에 탑재 되는 SenOS는 일반적인 실

시간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커널 서비스를 축소 시킨 경
량 실시간 운영체제로 풋 프린트 크기가 수십KByte에 불

과하다. SenOS에서는 멀티태스킹을 지원하며, 우선순위 
기반의 선점형 실시간 운영체제이다. SenOS의 스케줄러
는 0부터 7까지 8단계의 우선순위를 지원하며, 쓰레드 간

의 동기화를 위해 세마포(Semaphore)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쓰레드 간의 통신을 위해 쓰레드 포트(Thread Port)
를 제공한다.

2.2 장치 전력 관리 기법

  장치 전력 관리 기법(Device Power Management, 

DPM)은 시스템의 성능감소 없이 전력 소비를 줄이는 효과

적인 접근 방법으로, 서비스 요구가 없는 디바이스는 유휴

모드(Idle Mode)로 동작하다가, 태스크로부터 디바이스 

사용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요구한 디바이스를 가동시키는 

방식이다. 프로그램 구동 중에 구현되는 전력관리 알고리

즘으로 운영체제나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외부 디바이스 

중 구동될 필요가 있는 디바이스에 전력을 보내고, 그렇지 

않은 디바이스에는 전력을 보내지 않는(Shut Down) 알고

리즘이다. 장치 전력 관리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태스

크가 수행되는 동안 다양한 작업량을 가지며, 작업량의 변

동이 예측 가능하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작업량 관

찰을 기반으로 하는 제어정책을 가지고 있다. 데스크 탑에

서 사용되고 있는 시간제한 정책은 일정시간 동안 디바이

스 사용 요청이 없을 경우  사용하지 않다가, 서비스 요청

이 있을 때 가동되는 전력 관리 기법이다[2][3].

Ⅲ. 본론  

  본 논문은 경량 실시간 운영체제인 SenOS에 저전력 기

법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 전력 관리 기법을 이용하여 설계 

및 구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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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저전력 기법  

  본 논문은 저전력 기법 중 하나인 장치 전력 관리 기법

을 이용하였다. 내장형 시스템에서 소비 전력이 큰 장치인 

CPU와 RAM 등을 시간제한(timeout)정책에 따라 

shutdown 정책을 적용하여 소모 전력을 감축시키는 전력 

관리 기법을 구현하였다.

표 1. Power Modes

Power Mode
Active / 

idle mode
PM1 PM2

High-Frequenc

y Oscillator
A or B None None

Low-Frequenc

y Oscillator
C or D C or D C or D

Voltage 

Regulator
ON ON OFF

A: 32-MHz XOSC  B: 16-MHz RCOSC 

C: 32-KHz XOSC   D: 16-KHz RCOSC

  [표 1]은 전력 모드에 따라 Frequency Oscillator 사용

을 나타낸 표이다. Active mode는 모든 장치가 활성화 된 

모드이고 idle mode는 CPU core만 중지하는 것을 제외하

고 Active mode와 동일하다. PM(Power management)1

은 Low- Frequency Oscillator로 동작되고 슬립 타이머

에 의해 깨어난다. PM2는 Low-Frequency Oscillator로 

동작되고 Voltage Regulator를 정지시킨다. PM1과 마찬

가지로 슬립타이머에 의해 깨어난다. 

표 2. 장치 전력 관리 관련 API

함수 설명

halSleep() 저전력 모드로 들어가는 함수

halSleepSetTimer()
슬립 타이머 시간을 설

정해 주는 함수

halSetSleepMode()
전력 모드를 변경해 주

는 함수

  [표 2]는 장치 전력 관리 관련 API이다. 커널과 별개의 

모듈로 구성하였으며, halSleep() 함수에 timeout을 인자 

값으로 넘겨 일정 시간동안 저전력 모드로 들어가게 한다.  

Ⅳ. 실험 환경 및 결과

4.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는 전력 측정을 확인하기 위해 Texas 

Instruments사의 cc2531보드에 SenOS를 탑재하여 수행

하였다. 개발도구로는 IAR Embedded Workbench for 

8051을 사용하여 컴파일 및 다운로드를 하였고 

SmartRF05EB를 이용하여 디버깅을 하였다. 전력은 

Agilent사의 DC Power Supply E3648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4.2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구현한 저전력 기법의 전력 측정을 위해 

cc2531보드 상에 WPN Protocol을 이용하는 응용 프로그

램을 탑재하여 측정하였다. WPN Protocol을 사용하여 두 

보드 간 통신에서 busy wating하는 부분에 저전력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3. 모드 별 전력측정

모드

단위 
Active Idle PM1 PM2

전류(mA) 0.097 0.094 0.080 0.072

  [표 3]은 전력 측정 결과이다. 전력 측정 결과를 통해 저

전력 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최대 약 25%의 

소비 전력 감축을 확인하였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의 웨어러블 컴퓨터는 기존의 내장형 시스

템들보다 CPU 구동 속도 및 메모리 용량 등 하드웨어 자

원이 보다 제한적이다. 이와 같은 하드웨어 제약을 극복하

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량 실시간 운영체

제인 SenOS를 탑재해야 한다. 또한, 배터리로 동작되는 

플랫폼으로 사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 저전력 기법이 탑재 

되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컴퓨터 중 웨어러블 컴퓨터를 위

한 초소형 저전력 실시간 운영체제인 SenOS에 저전력 기

법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전력 측정 결과 

최대 25%의 소비 전력 감축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장치 전력 관리뿐만 아니라 동적 전

력 관리 기법을 이용하고 cc2531 이외의 플랫폼에 탑재하

고 다른 전력 관리 기능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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