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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웨어러블 컴퓨팅 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계 혹은 팔찌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

블 기기가 널리 보급되었다 [1]. 웨어러블 기기는 

사용 목적의 특성상 태생적으로 크기가 작다. 사용

자의 몸에 착용했을 때 크기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

화해야하기 때문이다 [2]. 따라서 배터리의 용량이 

작아 기기의 가용시간이 짧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기기의 전력 관리 문제는 웨어러블 기기 

관련 연구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고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3].

웨어러블 기기는 고성능의 스마트 워치부터 

Fitbit과 같은 저성능의 피트니스 밴드까지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출시되어 있다. 스마트 워치 제품

군과 피트니스 밴드 제품군은 기능적인 성격이 다

르다. 스마트 폰의 알림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빈

번히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고성능의 스마트 워치

와 달리 피트니스 밴드 제품군은 사용자의 심박 수 

혹은 걸음 수, 이동 거리와 같은 사용자의 상태보를 

모니터링 하고 수집한다. 상기의 사용자 상태 정보

를 모니터링 하고 수집하기 위해서 피트니스 제품

군의 작업은 주기적인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특성상 사용자의 상호작용과 개입이 적다. 이런 

작업의 특징을 잘 이용하면 피트니스 밴드와 같은 

제품군에서의 전력 소모량을 줄일 수 있다.

기존의 웨어러블 기기용 운영체제의 전력 관리 

기법은 고전적인 전력 관리 기법과 크게 다르지 않

다. 전력 소모량을 제어하기 위해 CPU와 기기를 

제어한다. CPU의 전력 소모량을 제어하기 위해 쓰

이는 기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적 전압 및 주

파수 가변 기법 (DVFS)과 CPU의 저전력 모드이

다. DVFS는 CPU가 동작중일 때 전압과 동작 주파

수를 조절하여 소모 전력을 줄이고, 저전력 모드는 

CPU를 사용하지 않을 때 동작을 잠시 멈추어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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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존 운영체제의 전력 관리 기법

Fig. 1 Power management scheme of wearable OS

소모를 줄인다. 이 외에도 현재 사용하지 않는 특정 

주변기기의 전원을 제어해 전력 소모를 줄인다. 대

표적인 웨어러블 기기용 운영체제인 삼성사의 타이

젠과 구글사의 안드로이드 웨어에서는 그림 1과 같

이 CPU의 상태에 따라 DVFS를 적용하고, 기기의 

상태에 따라 LCD를 끄거나, 밝기를 감소시키거나, 

CPU를 저전력 상태인 Sleep 상태에 두는 기법을 

사용해 전력 소모량을 줄인다 [4]. 이런 전력 관리 

기법은 현재 시스템의 상태에 따라 동적으로 전력 

소모량을 제어하기 때문에 동적 전력 관리 기법으

로 분류된다 [5].

한편 웨어러블 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임베디드 

시스템에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 

보다 다양한 저전력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다. 

STMicro사의 STM32L4 계열의 임베디드 보드는 

저전력 기능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으로 CPU가 유

휴 상태일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저전력 모드

를 지원한다. 종래의 Sleep 모드를 비롯해 Stop 모

드, Shutdown 모드, Standby 모드 등 다양한 

wake-up 지연시간과 소모 전력량 수준의 저전력 

모드를 갖추고 있다. 더불어 상기 저전력 모드들은 

CPU의 전력 소모량과 기기 전체의 전력 소모량 까

지 함께 제어할 수 있다 [6].

주기적인 작업이 주를 이루는 피트니스 밴드 제

품군의 작업 성격은 이러한 다양한 저전력 모드를 

적용하기 적합하다. 저전력 모드는 일반적으로 CPU

를 정지시키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실행이 불가능하

다.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는

데 걸리는 시간인 wake-up 지연시간 때문에 사용

자와 상호작용이 빈번하다면 사용자의 사용감에 큰 

영향을 준다. 반면에 피트니스 밴드 제품군은 사용

자와의 상호작용이 적기 때문에 wake-up 지연시간

이 크지만 전력 소모량 절감 수준이 높은 저전력 모

드를 활용해도 사용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DVFS를 운영체제 수준에서 제어

하는 리눅스의 가버너와 하드웨어에서 지원하는 다

양한 저전력 기능들을 함께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가버너를 구현하고, 실험을 통해 기존의 단순한 전

력 관리 시스템 보다 성능이 뛰어남을 보인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3

장에서 본 연구에 필요한 배경 지식들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본 연구에 관해 설명하고, 5장에서 실험

의 방법과 결과를 보이고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1. Ondemand 가버너

Ondemand 가버너는 리눅스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운영체제 수준의 전력 관리 가버너로, DVFS 

기법을 활용한다. 일정 시간 단위로 현재 CPU의 

사용률을 샘플링 하고 현재 사용률이 기준치 보다 

높으면 CPU의 동작 주파수를 최대로 높인다. 반대

로 현재 사용률이 일정 기준치 보다 낮으면 CPU의 

동작 주파수를 20%씩 낮추는 방식으로 동작 한다 

[7]. 서버 급의 고성능 시스템에서부터, 저성능의 

웨어러블 시스템까지 전력 소모량을 절감하기 위한 

기법으로써 DVFS를 활용하는 Ondemand 가버너를 

활용 한다. 리눅스 커널을 활용하는 웨어러블 운영

체제인 안드로이드 웨어와 타이젠에서도 이를 그대

로 활용한다 [8].

2. 안드로이드 웨어와 타이젠

안드로이드 웨어와 타이젠은 각각 구글과 삼성

에서 개발한 웨어러블 기기용 운영체제이다. 안드로

이드 웨어는 기존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를 웨어러블 기기에 맞도록 수정한 것이다. 안드로

이드 웨어와 타이젠은 모두 기존의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리눅스 시스템의 전력 관리 가

버너를 그대로 활용한다. 추가적으로 기기의 전력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의 입력 시간을 기반

으로 타임 아웃 이벤트를 활용해 LCD의 밝기를 줄

인다. 계속해서 사용자의 입력이 발생하지 않고 타

임 아웃 이벤트가 다시 발생한다면, LCD를 끈다. 

또 다시 사용자의 입력 없이 시간이 지나 타임 아

웃 이벤트가 발생하면 기기를 Sleep 모드에 두는 

방법으로 동적 전력 관리 기법을 적용한다 [9].

3. 하드웨어 지원 저전력 기능

“Cold Restart를 이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초저전력 핵심기술” 연구에서는 기기의 저전력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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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TM32L4의 저전력 모드

Fig. 2 Low-Power modes of STM32L4

드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연구를 소개했다 [10]. 

현재 실행중인 문맥 정보를 모두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한 뒤, 외부 타이머 저전력 모드 시간 정보를 

넘겨주고, 보드 자체의 전원을 차단한다. 그 후, 외

부 타이머의 만료되면 다시 전원을 공급하여 시스

템을 부팅하고, 플레시 메모리에 저장되어있는 문맥 

정보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저전력 모드 시 소모 전

류를 외부 타이머의 소모 전류량으로 최소화 시킨 

연구이다.

Ⅲ. 배경 지식

1. STM32L4의 저전력 기능
STM32L4 Discovery 보드는 STMicro 사에서 

개발한 저전력 기능에 초점을 맞춘 임베디드 보드

로써, Cortex-M4를 사용한다. STM32L4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저전력 모드를 지원한다 [11, 12]. 현

재 보드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저전력 모드를 활용

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직접 저전력 모드들의 특

성을 확인하고, 펌웨어로써 개발해야한다. 본 연구

에서는 이 저전력 기능들을 운영체제가 제어하도록 

한다.

STM32L4의 저전력 모드들은 기본적으로 코어

를 멈추고, 각각의 주변장치들에 공급되는 클럭을 

클럭 게이팅을 통해 제어한다. 또한 Wait For 

Interrupt (WFI) 혹은 Wait For Event (WFE) 명

령어를 통해 저전력 모드에 진입할 수 있으며, 인터

럽트 혹은 이벤트를 통해 깨어날 수 있다. 

STM32L4의 저전력 모드들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의 (a)부터 (e)는 sleep 모드부터 stop2 모드까지 

보드의 코어 및 전원 공급부, 클럭 소스들의 상태를 

도식화 한 것이다. sleep 모드가 전력 소모가 가장 

크고, stop2 모드가 전력 소모가 가장 적으며, 

wakeup 지연 시간은 반대로 sleep 모드가 가장 짧

으며 stop2 모드가 가장 길다 [13].

2. FreeRTOS

FreeRTOS는 현재 시장을 선도하는 실시간 운

영체제로써, GPL을 기반으로한 FreeRTOS 라이센

스하에 배포된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커널을 수

정하지만 않는다면 상용목적으로 무료로 사용가능

하다는 특징이 있다 [14]. 

 FreeRTOS는 가볍고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커널은 3개의 C파일에 모두 구현되어 있다. 

FreeRTOS는 현재 다중 쓰레드/태스크와 뮤텍스, 

세마포어와 소프트웨어 타이머를 지원하며, 저전력 

기능으로 틱리스 (Tick-less) 모드를 지원한다. 틱

리스 모드는 systick 인터럽트의 발생 간격을 늘려 

소모 전력을 줄인다. 현재 DVFS를 활용한 전력 관

리 가버너가 구현되어 있지 않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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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전압 및 주파수 가변 기법 은 입력 (DVFS)

전압과 의 동작 주파수를 낮추어 소모 전력을 CPU

줄이는 기술이다 내부의 소자가 소비. CPU CMOS 

하는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  ×× (1)

의 충전 및 방전 시 소모 에너지 CMOS

 은 소비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 CMOS 

하며 전압 , 와 동작 주파수 에 따라 커진다 따. 

라서 의 동작 주파수와 입력 전압을 줄여 전체 CPU

에너지 소모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는 실시. DVFS

간으로 동작 주파수와 입력 전압을 조절해 전력 소

모량을 줄이는 기법이다 [16].

하이브리드 가버너. Ⅳ

하이브리드 가버너는 저전력 성능이 뛰어난 하

드웨어 지원 저전력 모드의 느린 응답속도를 보완

하기 위해 태스크와 태스크 사이의 시간이 짧, Idle 

은 경우 기능을 일종의 완충 장치로 사용하DVFS 

는 저전력 가버너이다.

및 를 위한 하이브리드 가STM32L4 FreeRTOS

버너는 시스템의 전력 소모량을 관리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첫 번째는 의 동작 주. CPU

파수를 동적으로 변경하는 이고 두 번째는 DVFS , 

시스템을 저전력 모드로 진입시키는 것이다 두 가. 

지 기능은 현재 의 사용률과 태스크 블록 시간CPU

을 기반으로 적용된다.

및 를 위한 하이브리드 가STM32L4 FreeRTOS

버너가 시스템의 전력 소모량을 관리하기 위해 활

용하는 는 현재 의 사용률을 바탕으로 동DVFS CPU

작하며 저전력 모드는 실행 중인 태스크들의 블록 , 

시간을 바탕으로 적용된다.

하이브리드 가버너의 관리1.1 DVFS 

하이브리드 가버너는 현재 작업량에 따라 CPU

의 동작 주파수를 동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의 CPU

사용률을 활용한다 의 스케줄러는 선점 . FreeRTOS

및 우선순위 타임 슬라이스 기반의 스케줄러이다, . 

때문에 실행할 태스크가 없을 시 윈도우 및 리눅스 

운영체제와 같이 태스크를 실행한다 따라서 idle . 

스케줄러 호출 시 현재 실행되는 태스크가 태idle 

스크인지 여부를 가려 샘플링을 시행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사용률을 계산할 수 있다CPU .

 


 
(2)

여기서 는 사용률이고CPU , 

은 샘플링 윈도우 크기이자 샘플링 중

에 발생한 인터럽트 횟수이며systick , 

은 샘플링 윈도우 내에서 태스크idle 

가 실행되는 동안 발생한 인터럽트 횟수이systick 

다 계산한 사용률을 바탕으로 기준 값 보다 . CPU 

사용률이 높으면 동작 주파수를 최대로 CPU CPU 

설정한다 반대로 사용률이 기준 값 보다 낮. CPU 

으면 동작 주파수를 한 단계씩 감소시킨다, CPU .

하이브리드 가버너의 저전력 모드 관리1.2. 

하이브리드 가버너는 시스템의 전력 소모량을 

관리하기 위해 보드에서 지원하는 몇 가STM32L4 

지 저전력 모드를 활용한다 일반적인 저전력 모드. 

와 마찬가지로 의 저전력 모드 또한 코어 STM32L4

클럭 공급이 중단되고 코어의 동작이 멈추기 때문, 

에 어떠한 프로그램도 실행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 

에 보드의 저전력 모드를 활용하기 위해 STM32L4 

가 동작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활용해야 한다CPU . 

이를 위해 태스크들의 블록 시간을 계산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웨어러블 응용의 태스크들은 주기적인 . 

태스크가 주를 이루고 태스크의 주기는 태스크를 , 

블록 상태로 만든다 에서는 이를 블록 . FreeRTOS

태스크 큐에서 관리한다 따라서 블록 태스크 큐를 . 

통해 태스크들의 블록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 

게 계산한 태스크 블록 시간을 바탕으로 길이에 따

라 를 고려해 적당한 저전력 모드wakeup-latency

를 활용할 수 있다.

및 를 위한 하이브리드 가STM32L4 FreeRTOS

버너는 그림 과 같은 실행 흐름을 가진다 시스템3 . 

이 부팅되고 인터럽트 및 코어 클럭 설정 systick 

등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동작시키기 위한 설정들이 

진행된다 그 후 주기적으로 인터럽트가 발. systick 

생하는데 는 이를 타임 슬라이스로 활용, FreeRTOS

하여 스케줄링을 수행한다 그림 의 부. 3 Scheduler 

분과 같이 인터럽트가 발생하고systick , systick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의 스케줄러를 호FreeR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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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하이브리드 가버너의 순서도3. 

Fig. 3 Flow chart of hybrid governor 

출 한다 스케줄러에서는 사용률을 샘플링. 1) CPU 

하고 현재 태스크 큐에서 다음 태스크가 깨어날 , 2) 

시간을 계산한다 앞서 계산한 의 사용율과 태. CPU

스크 블록 시간을 하이브리드 가버너의 정책 갱신 

함수를 호출하며 매개변수로 넘겨준다 하이브리드 . 

가버너의 정책 갱신 함수에서는 태스크 블록 시간

을 미리 설정된 값과 비교한다 태idle threshold . 

스크 블록 시간이 충분히 길지 않으면 사용률CPU 

을 확인하고 정책에 따라 최대 동작 주파수로 설정, 

하거나 미리 설정된 정책에 따라 한 단계씩 동작 , 

주파수를 낮춘다 이 부분이 그림 의 를 활. 3 DVFS

용하는 하이브리드 가버너의 전력관리 기능이다.

만약 태스크 블록 시간이 시스템이 저전력 모드

에 진입해도 좋을 만큼 충분히 길다면 태스크 블록 , 

시간의 길이에 따라 sleep, low power sleep, 

모드 중 적당한 저전력 모드stop0, stop1, stop2 

를 선택한다 저전력 모드의 진입에 앞서. , systick 

인터럽트가 저전력 모드 탈출을 야기하므로, 

인터럽트를 비활성화 시킨다 또한 systick . 

의 시간은 인터럽트 횟수를 의미FreeRTOS systick 

하는 를 기반으로 계산되므로 인tick count systick 

터럽트가 중지됨에 따라 스케줄링이 중지되기 때문

에 다음 태스크가 깨어날 시간을 으로 설정해주어, 0

야 한다 이 후 시스템을 저전력 모드에서 탈출시. , 

키기 위한 인터럽트가 필요로 하다 이것은 . 

의 저전력 타이머를 활용한다 저전력 타STM32L4 . 

이머가 만료되어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시스템은 저전력 모드에서 깨어난다 이후 시스템을 . 

정상 동작시키기 위해 초기화를 진행한다 다시 . 

인터럽트를 활성화 시키면 다시 주기적으systick , 

로 스케줄러가 호출되기 시작하며 시스템이 동작한

다 여기까지가 그림 의 저전력 모드를 활용하는 . 3

하이브리드 가버너의 기능 동작이다.

실 험V.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개발 . 

로 사의 를 사용했으IDE IAR Embedded workbench

며 개발 보드는 를 이용, STM32L476VG Discovery

했으며 전력 소모량 계측을 위해 , Monsoon 

사의 를 사용했다Solution Monsoon power moni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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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 시나리오

하이브리드 가버너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피트니스 제품군의 대표적인 기능 3가

지를 실시간 심박수 모니터링 기능, 운동 모니터링 

기능, 동기화 기능으로 정의하고, 이들 기능의 주기

를 모사한 태스크를 구성하였다. 태스크는 

FreeRTOS의 태스크로 구현하였다. 실제 피트니스 

제품군 중 하나인 Fitbit을 관찰한 결과, 실시간 심

박수 모니터링은 약 1초의 주기, 운동 모니터링 태

스크는 2~3초의 주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본 논문

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태스크 3개를 각각 주기 1.3

초, 2.3초의 주기 태스크와 실험 시간 동안 단 한번 

실행되나, 실행 시간이 긴 하나의 태스크로 구현하

였다.

2. 실험 결과

그림 4는 상기 실험 시나리오에 대해 하이브리

드 가버너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DVFS 기능만 적

용했을 때, 하이브리드 가버너 전체 기능을 적용했

을 때의 3가지 상황에 대해 60초간의 누적 전력 소

모량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60초간의 누적 전력 소모량은 하이브리드 가버

너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5.99mWh의 전력 소모량

으로 가장 높았고, DVFS 기능만 적용했을 시 

5.32mWh,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하이

브리드 가버너의 모든 기능을 적용했을 때 

4.29mWh로 가장 낮았다. 전력 관리 기능을 아무것

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실제 의미 있는 작업을 

하는 태스크가 없더라도 운영체제에서 idle 태스크

를 실행하기 때문에, 항상 CPU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어 전력 소모량이 크다. 그에 비해 하

이브리드 가버너의 DVFS 기능을 활용하면, 운영체

제에서 실행하는 idle 태스크를 낮은 CPU 동작 주

파수에서 실행시키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이 줄어든

다. 여기에 하드웨어에서 지원하는 저전력 기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전력 소모량을 더욱 크게 

줄일 수 있다.

전력 관리 기능이 아무것도 없을 때 보다 DVFS

를 적용했을 때 약 12%의 전력 소모량을 줄일 수 

있었고, 하이브리드 가버너의 전력 관리 기능을 모

두 사용했을 때 약 30%의 전력을 아낄 수 있었다. 

또한, DVFS만을 적용하는 것 보다 하드웨어에서 

지원하는 저전력 모드를 활용할 때, 약 20%의 전력 

소모량을 더 줄일 수 있었다. 표 1은 상기의 내용들

을 정리한 표이다.

그림 4. 기능 적용 여부 별 누적 소모 전력

Fig. 4 Power consumption of Hybrid Governor

Power Consumption (mWh) Battery life time1) Improvements

w/o power govornor 5.99mWh 13.65 hrs -

DVFS only 5.32mWh 15.37 hrs 12%2)

Hybrid Governor 4.29mWh 19.02 hrs 30%
2)
, 20%3)

표 1. 하이브리드 가버너 기능 적용에 따른 누적 전력 소모량 및 기기 가용 시간

Table 1. Power consumption and device usage time of Hybrid Governor

1) 1000mAh

2) 하이브리드 가버너 미적용 대비

3) DVFS 적용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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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FreeRTOS 및 STM32L476 

VG Discovery 보드를 위한 하이브리드 가버너는 

다양한 시스템에서 널리 쓰이는 DVFS를 활용하는 

Ondemand 가버너에 STM32L476VG Discovery 

보드에서 지원하는 Sleep, Low power sleep, 

Stop0, Stop1, Stop2의 다양한 저전력 모드를 추가

로 활용하는 새로운 전력 관리 가버너이다. 기존 상

용 웨어러블 운영체제인 타이젠, 안드로이드 웨어의 

경우 단순히 타임아웃 기법을 활용해 하드웨어 저

전력 모드를 활용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하이

브리드 가버너의 경우, 웨어러블 기기의 작업들이 

주기적이라는 특성을 활용해 운영체제 수준에서 스

케줄러를 통해 현재 실행되고 있는 태스크들의 상

태를 반영해 적절한 저전력 모드를 활용하였다. 따

라서 기존의 타임 아웃을 활용한 모델에 비해 더 

자주, 정확히 저전력 모드를 활용해 성능이 더욱 뛰

어난 전력 관리 기법을 선보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하이브리드 가버너는 실험

을 통해 전력 관리 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최대 30%, Ondemand 가버너만 적용한 경우

에 비해 20% 소모 전력을 줄였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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