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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및 관련 연구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 

(Embedded)하여 사물들끼리 서로 연결하는 기술인 

사물인터넷 (IoT)은 수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해왔다. 

2009년까지 사물인터넷 기술을 사용하는 사물의 개

수는 9억여 개였으나, 2020년에는 그 수가 260억

여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1]. 사물인터넷 센

서 노드의 저전력 동작 기술은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이다. 센서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에지 

(Edge) 노드는 가전이나 자동차처럼 안정적으로 전

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는 경우도 많

지만, 깊은 심해에서 바다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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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산속에 위치하는 센서의 경우 상시 전원 공급 

없이 배터리만으로 전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IoT 에지 노드의 핵심을 구성하는 마이크로컨트롤

러 (MCU)를 초저전력으로 동작시키기 위한 하드웨

어, 소프트웨어 통합기술이 필요하며, 이러한 저전

력 특성을 만족시키는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ULPMark-CP [2]와 같은 벤치마크들이 소개되었

으며, 그만큼 전력 소모에 관한 이슈가 IoT 기반 

응용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이러한 전원 공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제안되는 해결책으로는 배터리의 용량을 키워 

노드의 동작 지속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지만, 큰 

규모의 노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증가한 

배터리 용량만큼의 비용이 발생하고 용량을 증가시

키는 데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최근의 연구

들은 저전력으로도 작동이 가능한 IoT 센서에 최적

화된 MCU 프로세서의 구조를 재설계하고, 이러한 

하드웨어 구조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탑

재하여 전력 효율적인 IoT 센서 노드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4].

본 논문에서 가정하고 있는 응용은 간헐적인 이

벤트 (Rare-event) 센싱으로, 사물의 상태변화가 

매우 긴 시간 동안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를 

감지하는 IoT 시스템에서 전력 소모의 최적화를 다

루고자 한다 [5]. 이때, IoT 센서 노드에 탑재된 

MCU의 ADC를 사용하여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신

호들을 특정 조건에 맞추어 샘플링한 뒤, 플래시 메

모리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ADC 회로의 

동작 소모전력 및 플래시 메모리로의 접근으로 인

한 전력은 노드 동작 전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Rare-event는 긴 시

간 동안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logging하기 위해서는 on-chip SRAM이 아닌 플래

시 (Flash) 메모리에 저장해야 한다 [6]. 따라서 

logging 데이터의 양에는 적은 영향을 미치면서, 플

래시 메모리로의 접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관점

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과도한 ADC의 동작 전력을 줄

이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7]. 이러한 연구

들은 하나의 IoT 노드 내부 회로의 동작 특성을 고

려한 미시적 관점에서만 연구가 집중되었다. 따라서 

Rare-event 응용의 경우, IoT 기반 센서 시스템은 

통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협력적으로 환경을 센싱

하는 동작을 공유할 수 있으므로 중복되는 센서 회

로 구동을 줄여서 여러 개의 IoT 노드들의 전체 전

력 소모의 합을 최소화하는 거시적 관점의 저전력 

기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센서로부터 받아온 데이터

를 플래시 메모리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전력을 줄이는 기법과 ADC를 사용한 샘플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전력을 줄이는 기법을 제안

한다. 먼저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 중, 플래시 

메모리에 기록할 데이터를 선별하는 알고리즘을 사

용하여 플래시 메모리로의 접근 빈도를 줄인다. 그

리고 모든 데이터마다 플래시 메모리에 접근하여 

기록하지 않고, 데이터들을 RAM에 먼저 모아서 일

정한 양 만큼 쌓이게 한 뒤, MCU에 내장된 플래시 

제어기 내부의 페이지 단위로 플래시 메모리에 접

근하여 데이터를 기록한다. 

그리고 에지 노드들이 게이트웨이와의 LoRa 통

신을 기반으로 동작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할 때, 각

각의 노드 ADC에서 동작하는 데이터 샘플링 결과

를 게이트웨이로 전송한 뒤, 게이트웨이에서는 전송

받은 데이터를 다른 노드에 다시 전송함으로써 에

지 노드에서는 샘플링 동작 여부를 결정하는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샘플링이 불필요한 노드는 샘플링

을 중지하도록 함에 따라 전체 전력 소모량을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안

하는 구조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제시

하는 기법의 타당성을 입증하며, 마지막으로 4장에

서 결론을 맺는다.

Ⅱ. 제안하는 구조

본 논문에서는 IoT 네트워크에서 센서로부터 들

어오는 데이터를 센싱할 때, 저전력 모드로의 진입

을 통한 소모전력 최소화가 아닌,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기록할 때, 데이터가 들어오는 빈도, 기록

하는 데이터 선별 과정을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노

드에서의 소모전력의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제안하고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센서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오는 형태에 따라 

플래시 메모리 기록의 여부를 결정하여 소모전력을 

감소할 수 있다.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플래시 메모리에 바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버퍼를 

가진 피드백 회로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과거 입력값

에 의해 현재 기록하는 데이터의 값을 결정한다. 즉,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를 모두 플래시 메모리에 기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량과 같은 특정한 조건을 만

족하는 경우,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해당하

는 순간의 데이터만 플래시 메모리에 기록한다. 



대한임베디드공학회논문지  제 14권 제  2호  2019년  4월 89

그림 1. 센서 데이터 피드백 블록 다이어그램

Fig. 1 Sensor data feedback block diagram

그리고 RAM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매번 플래시 

메모리에 기록하지 않고 페이지 단위로 플래시 메

모리에 기록함으로써 플래시 메모리에 접근하는 빈

도를 줄일 수 있다. 한 번 플래시 메모리에 접근할 

때 기록하는 데이터의 양보다 기록하는 빈도에 의

해 소모전력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플래시 

메모리로 접근하는 데 소모되는 전체 전력의 양을 

줄일 수 있다. 위의 기법들은, 네거티브 피드백 회

로를 사용하여 과거와 현재 데이터값을 비교한다는 

점, 센싱 데이터를 페이지 단위로 플래시 메모리에 

기록할 때, 로깅 데이터양의 감소 없이 플래시 메모

리 접근 빈도만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기존에 로깅 

데이터양을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던 여러 기법과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센서 노드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의 

ADC가 하던 샘플링 중, 불필요한 데이터 샘플링을 

중지하고 필요한 노드만 샘플링을 동작하게 함으로

써 네트워크에 걸리는 샘플링 부하를 분산 (Load 

balancing)하고 전체 소모전력을 줄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LoRa 통신을 사용하여 노드와 게이트웨

이 간에 샘플링의 결과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하도록 하고, 에지 노드에서 게이트웨이로부터 전송

받은 데이터를 활용해 샘플링 동작 여부를 결정하

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그 결과 불필요한 샘플링

은 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모든 노드에서 ADC 

샘플링을 동작할 때의 전체 전력과 비교하면, 필요

한 노드만 샘플링을 하도록 하여 전체 시스템에서 

바라본 소모전력을 줄일 수 있다.

1. 이벤트 검출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피드백 회로를 사용하여 

과거에 들어온 데이터 값에 의해 현재 기록하는 데

이터 값을 결정하는 블록 다이어그램은 그림 1과 

같다.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는 이벤트를 검출하는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알고리즘은 검출하는 

알고리즘은 입력받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벤트

그림 2. 이벤트 검출 알고리즘

Fig. 2 Event detection algorithm (EDA)

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이벤트가 발생했다

고 판단되면 플래시 메모리에 기록을 허용하는 신

호 (Write enable)와 데이터를 출력한다. 반대의 경

우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데이터

를 플래시 메모리에 기록할 필요가 없으면, Write 

enable 신호를 clear하여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터

를 기록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 데이터로부

터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데이터값의 변화량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그

림 1의 블록 다이어그램처럼 피드백 회로를 통해 

현재의 데이터값뿐만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값도 함

께 입력받아 둘의 차이 (Variation)를 분석하여, 주

변 환경에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판단하도록 한다. 

가정하고 있는 데이터의 형태는 주변의 온도나 습

도를 측정하는 센서처럼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양

상을 가진다. 이를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고 stable

한 상황을 유지한다고 간주하였고, 급격한 데이터값

의 변화 양상이 나타났을 때, 이벤트가 발생한 상태

라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굳이 모든 데이터를 플

래시 메모리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벤트 

검출 알고리즘은 플래시 메모리에 기록이 필요한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를 선별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한 알고리즘은 그림 2로 나타낼 수 있다.

먼저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들의 집합을 

라고 나타내었다. 각 데이터는 부터 ∞까지 

순서대로 입력된다. 그리고 개의 공간을 가진 큐 

를 생성한다. 는 이전 데이터  와 현재 데

이터 의 차이 값으로 채워진다. 즉, 데이터의 변

화량 관점에서 이벤트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   로 시작하여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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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샘플링 주기 변화

Fig. 3 Sampling period change

에 저장된다. 그 후, 에 저장된 데이터 변화량

들의 평균값을 구한다. 이때, 평균값의 신뢰도를 높

이기 위하여 에서 최댓값 과 최솟값 

를 제외한 나머지   개 값의 평균 

 을 구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센서로부터 들어온 데이터 가 의 

±% 범위의 경계 바깥에 존재하는 경우에만 플

래시 메모리에 접근하여 기록한다. 따라서 일정한 

값이 유지된다는 것은 데이터의 변화량이 많지 않

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유의미한 정도의 

데이터 변화량을 가지는 경우만 플래시 메모리에 

기록함으로써 플래시 메모리의 접근 빈도를 줄이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2. 페이지 단위 플래시 메모리 기록

앞서 본 논문에서는 센서로부터 지속해서 들어

오는 데이터들을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데이터마다 플래시 

메모리로 접근하는 전력 오버헤드가 발생하기 때문

에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모두 플래시 메모리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양만큼 데이터가 모

였을 때 한 번 플래시 메모리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기록한다. 본 논문의 검증과정에서 사용할 범용 

MCU가 한 번에 플래시 메모리에 최대로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페이지의 크기이므로 데이터를 

기록하는 양은 MCU의 페이지 단위로 선택하였다.

하나의 데이터 크기를 라고 하자. 임의의 데이

터 가 플래시 메모리에 기록될 때의 전력은 입력 

에 대한 함수 의 출력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한

다.   크기의 데이터 개가 모여서 하나의 페이지 

크기를 이룬다고 할 때, 데이터를 한 개씩 플래시 

메모리에 기록하는 경우의 에너지 을 식 (1)

로, 하나의 페이지만큼 플래시 메모리에 기록하는 

경우의 에너지 을 식 (2)로 나타낼 수 있다.

  ⋅ (1)

  ⋅ (2)

플래시 메모리에 접근할 때 소모되는 전력은 기

록하는 양보다 접근하는 빈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다 [8]. 따라서 두 값의 관계를 나타내면 식 (3)과 

같다. 

   (3)

그림 3과 같이 페이지 단위로 한 번에 플래시 

메모리에 기록할 경우, 소모하는 에너지양을 줄일 

수 있다. 이때, 는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기

록할 때의 전력 값을 나타낸다. 플래시 메모리 기록 

과정에서 소모하는 에너지 는 와 시간을 축으

로 하는 그래프의 면적과 같다. 사각형   하나의 

면적이 데이터 하나를 플래시 메모리에 기록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양을 나타낸다. 센서로부터 들어오

는 모든 데이터를 플래시 메모리에 기록하게 되면 

각각의 데이터가 만큼 소모하게 되므로 전력 소

모가 크다. 따라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일단 RAM에 

저장한 뒤, MCU의 한 페이지 분량의 데이터가 모

였을 때 이를 플래시 메모리에 한 번 접근하여 기

록하게 되면 순간의 전력 와 소요 시간은 약간 

증가하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다. 이때, 센싱 데이터

를 RAM의 버퍼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전력 공급 문

제 등에 의해 데이터의 신뢰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 가정하는 상황은 장시간 간헐적

으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한 응용으로써, 이벤트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과는 반대로 적은 수의 이벤트

가 드물게 발생하는 상왕이다. 따라서, trade-off 

관계처럼 센싱 데이터의 신뢰성 측면보다는 긴 시

간 동안의 전력 소모량 감소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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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LoRa 네트워크 구조

Fig. 4 LoRa network architecture

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플래시 메

모리 접근 빈도를 줄임으로써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소모하는 에너지의 양이 감소하게 된다. 

3. LoRa 통신 기반 샘플링 분산

LoRa란 Long Range의 줄임말로 장거리, 저전

력 통신을 위해 개발된 무선 통신 기술이다. 

Bluetooth나 Wi-Fi 같은 다른 통신 방법과 비교하

였을 때, LoRa는 Chirp Spread Spectrum (CSS) 

변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적은 전력으로 수 km 

내외의 먼 거리를 통신할 수 있다 [9]. 

일반적인 LoRa 통신의 네트워크 구조는 그림 4

와 같다. 임의의 노드는 특정 게이트웨이와 관련이 

없어 각 노드가 전송하는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여

러 게이트웨이에서 수신된다. 게이트웨이는 수신한 

데이터 패킷을 이더넷이나 셀룰러를 통해 네트워크 

서버로 전송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분석하고 활용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기존의 모든 노드가 서로 연결된 메시 (Mesh) 

토폴로지 (Topology)와 달리 모든 노드가 중앙의 

허브와 연결된 스타 (Star) 토폴로지를 사용한다. 

메시 토폴로지를 사용할 경우, 노드를 추가할 때 모

든 노드와의 연결을 추가해야 하므로 네트워크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각 노드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외에 불필요한 정보들을 다른 노드로부터 전송받으

므로 소모전력이 증가하여 배터리의 지속시간이 감

소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LoRa 통신 네트워크

는 스타 토폴로지를 사용하므로 손쉽게 노드를 추

가하고 확장할 수 있어 구현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위와 같은 특징 덕분에 LoRa 통신은 센서를 활용

하여 간단한 정보를 주고받는 사물인터넷에 주로 

사용된다. 또한, LoRa 통신은 Wi-Fi 또는 

Bluetooth 통신과 비교하였을 때 0.3Kbps에서 

50Kbps 내외의 상대적으로 느린 전송 속도를 가지

지만, 전력 소모량이 매우 낮고 LoRa 네트워크의 

coverage가 약 10km에 달해 사물인터넷의 특징인 

저전력, 장거리에 부합한다 [10]. 또한, 4G 네트워

크처럼 별도의 기지국이 필요 없고 각각의 노드들

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취합할 게이트웨이를 

구성하는 칩셋의 가격 또한 저렴하여 경쟁력이 있

기에 본 논문에서 노드 간 통신의 방법으로 LoRa 

통신을 선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LoRa 통신을 사용하여 

노드마다 동작하는 샘플링을 노드마다 분산하는 방

법의 전체적인 구조는 그림 5와 같다. 현재 가정하

고 있는 상황은 센서 네트워크의 에지 노드들이 이

미 게이트웨이와 LoRa 통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송수신 중인 상황이므로, 게이트웨이에서 에지 노드

로 데이터 전송에 소모되는 추가 전력은 고려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스타 토폴로지를 사용하여 센

서 네트워크를 확장할 때, 늘어나는 노드의 수에 따

라 게이트웨이에서 처리 또는 송신하는 데이터의 

수도 늘어나지만, 게이트웨이 레벨에서의 전원 공급

은 충분하다고 간주하므로 확장성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센서 네트워크를 이루는 하나의 센서로부터 들

어오는 데이터를 ADC가 샘플링 할 때, 그리고 데

이터를 샘플링하고 이를 플래시 메모리에 기록하는 

과정에 따른 에너지 소모량 를 식 (4)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는 샘플링과 플래시 메모리에 데

이터를 기록할 때의 전력 값을 나타낸다. 

 ⋅ (4)

따라서 노드에서 소모하는 에너지 는 와 

시간을 축으로 하는 그래프의 면적과 같다. 기존에

는 위와 같은 통신, 샘플링 동작을 모든 노드가 수

행하였다. 기존의 방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

법인, 그림 5에서의 우측 그래프처럼 여러 개의 노

드가 샘플링을 분담하여 동작하는 경우의 에너지 

소모량 를 비교하였다. 노드의 샘플링 동작 여부

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불필요한 노드의 샘

플링을 중지하여 전체 샘플링 부하를 여러 개의 노

드로 분산하였을 때, 전체 노드 시스템에서 소모하

는 에너지양은 기존의 모든 노드에서 샘플링이 동

작하는 경우보다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샘

플링이 필요한 여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은 그림 6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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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LoRa 통신을 활용한 샘플링 밸런싱

Fig. 5 Sampling balancing via LoRa

그림 6. 중복 데이터 검출 알고리즘

Fig. 6 Detect duplicated data algorithm

노드의 ADC 샘플링을 거친 데이터를   , 게

이트웨이로부터 전송받은 데이터를 라고 하였

다. 이때, 게이트웨이에서 전송하는 는 센서 네

트워크의 목적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데, 본 논문에

서는 센서 주변의 상황이 stable하여 샘플링이 불필

요하다고 생각되는 값을 전송한다고 가정하였다. 

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센서 네트워

크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다. 

알고리즘에서는 샘플링한 데이터 가 의 

±% 범위 내부에 있으면 센서 주변의 상황이 

stable하다고 간주하므로 샘플링을 중지한다. 반대

로 범위 바깥에 존재하는 경우는 샘플링을 다시 작

동시킨다. 이때 샘플링이 중지되어있는 시간을 조절

하기 위해 를 사용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샘

플링을 다시 동작하도록 한다.

Ⅲ.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

기 타겟 보드로는 Cortex-M0+ 아키텍처의 

STM32L0 MCU를 기반으로 하는 

NUCLEO-L073RZ 보드와 LoRa 통신을 위해 

Semtech SX1272MB2DAS LoRa 확장 보드가 사

용되었다. 그리고 보드에 흐르는 전류을 측정하기 

위해 흐르는 전류를 시각화하여 그래프로 보여주는 

Atmel Power Debugger를 사용하였다. 그림 7은 

NUCLEO-L073RZ와 SX1272MB2DAS 보드를 결

합한 실제 실험에서 사용된 타겟 보드와 Atmel 

Power Debugger가 연결된 모습이다. 타겟 보드의 

동작 전압이 일정하므로 Atmel Power Debugger

를 통해서 관찰하는 전류를 일정한 시간 동안 측정

하여 소모하는 에너지양을 측정할 수 있다. 본 실험

에서는 10초 동안 흐르는 전류의 평균값을 측정하

여 소모되는 에너지양을 계산한다. 

실험과정에서 Rare-event가 발생하는 센서에서 

보드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상황은, 보드의 아날로그 

입력 핀에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은 상태, 즉 플로팅 

입력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의 Rare-event 상황

과 플로팅 입력의 무작위성, 그리고 일정한 값이 유

지되지 않는 양상을 비교하였을 때 적당한 입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실험의 구체적인 내용

은, 이전과 같이 모든 데이터를 플래시 메모리에 기

록하는 경우와 이벤트 검출 알고리즘 (Even t 

detection algorithm: EDA)를 사용했을 경우, 그리고 

받아온 데이터를 MCU의 페이지 크기만큼 모아서 한 

번에 플래시 메모리에 기록하는 경우 각각의 에너지 

소모량을 측정하여 적용한 기법에 따른 감소량을 비

교하였다. 그리고, 에지 노드와 게이트웨이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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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타겟 보드 (NUCLEO-L073RZ & SX1272MB2DAS)와 Atmel Power Debugger

Fig. 7 Target board (NUCLEO-L073RZ & SX1272MB2DAS) and Atmel power debugger

그림 8. 이벤트 검출 알고리즘에 따른 에너지 소모량 비교

Fig. 8 Energy consumption according to event 

detection algorithm

LoRa 통신을 사용하여 샘플링된 데이터 정보를 공

유하고 샘플링 부하를 분산시키는 경우의 에너지 

소모량을 기존의 모든 에지 노드에서 샘플링이 동

작하는 경우와 비교하며 진행하였다. 이때 MCU가 

기본적인 동작에 필요한 constant current는 제외

한 상태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양을 계산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벤트 검출 알고리즘으

로 인한 전류 감소를 Atmel Power Debugger로 

측정하고, 소모되는 에너지양을 계산하여 기존과 비

그림 9. 페이지 단위 플래시 메모리 기록에 따른 

전력 소모량 비교

Fig. 9 Energy consumption according to flash 

memory write with page unit

교한 그래프를 그림 8로 나타내었다. ADC 샘플링

한 데이터를 모두 플래시 메모리에 접근하여 기록

하는 경우, 이벤트 검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Rare-event에 의해 발생한 데이터들만 플래시 메

모리에 기록하는 경우를 비교하였다. 이벤트 검출 

알고리즘에서, 변화량 범위를 정하는 파라미터 

의 값은 50%로, 데이터의 변화량을 저장하는 의 

크기는 10으로 결정하였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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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샘플링 부하 분산에 따른 에너지 소모량 비교

Fig. 10 Energy consumption according to 

sampling load distribution

이, 이벤트 검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Rare-event

의 경우에만 플래시 메모리에 접근하는 경우 소모하

는 에너지의 양이 30%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9는 기존의 ADC 샘플링한 데이터를 모두 

플래시 메모리에 접근하여 기록하는 경우와 페이지 

단위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하는 기법을 사용한 경

우, 마지막으로 이벤트 검출 알고리즘까지 사용했을 

때의 에너지 소모량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페이지 단

위로 데이터를 플래시 메모리에 기록했을 때, 모든 

데이터를 플래시 메모리에 기록한 경우에 비해 소모

하는 에너지의 양이 40%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추가로 이벤트 검출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소모 

에너지가 66% 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개의 타겟 보드를 사용하여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LoRa 통신으로 샘플링 부하를 분산하는 기

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양쪽 보드 모두가 게

이트웨이와 노드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 결정하였

다. 실제로도 본 논문의 실험에서 쓰인 LoRa 확장 

보드이 칩셋 SX1272이 LoRa 게이트웨이에도 사용

되기 때문이다. 즉, 샘플링과 데이터 송수신을 모두 

하는 것이다. 모든 타겟 보드에서 항상 ADC 샘플

링이 동작하는 경우와 LoRa 통신으로 샘플링된 데

이터 정보를 공유하고 샘플링 선택 알고리즘을 사

용하여 불필요한 샘플링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였다. 이때, 샘플링 중단이 유지되는 시간을 

제어하는 는 10으로, 데이터의 범위 은 50%

로 설정하였다. 또한, 게이트웨이에서 전송되는 

의 값은 서로의 노드에서 샘플링한 데이터 값

으로 대체하였다. 그림 10은 그에 따른 에너지 소

모량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실험 결과에

서 LoRa 통신으로 샘플링 부하를 분산한 경우의 

에너지 소모량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66%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Rare-event 센싱의 경우, 플래시 

메모리에 효율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에지 노드를 구

성하는 MCU의 장기적 전력 소모량 감소에 그 목적

을 두고 있다.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의 변화

량을 사용하여 이벤트를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구현

하고,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데이

터를 플래시 메모리에 기록함으로써 플래시 메모리

로의 접근 빈도를 조절하거나,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를 RAM에 먼저 저장한 뒤, 이를 MCU의 페

이지 단위로 플래시 메모리에 기록함으로써 소모전

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LoRa 통신

을 사용하여 에지 노드와 게이트웨이 간에 협력적

으로 샘플링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로 특정 노드

에서는 불필요한 샘플링 동작을 하지 않도록 하여 

샘플링을 분산하는 효과를 내었다, 위의 방법들을 

통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전체 에지 

노드의 소모전력이 감소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

를 타겟 보드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절대적 관점

에서 실험을 통해 감소한 전력은 크지 않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장시간 Rare-event 센싱 환경

에 응용하였을 때 누적된 소모전력 감소량은 에지 

노드의 저전력 구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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