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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시스템 전체 전력소모에 많은 영향을 주

고 있다. 최근 저 전력 소프트웨어 요구가 증대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소모 전력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그림1과 같은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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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W와 S/W 추상화 수준 별 전력분석 범주[1]

  그림 1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영역의 추상화 수준에 따른 전력분석에 소용되는 시간의 효율성과 

절감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범위인 소프트웨어 영역을 보면 추상화 수준이 높을 수 록 

분석시간 효율성과 절감효과가 증대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연구 대부분이 명령어와 상위수준의 

프로그래밍 코드 수준에 제한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설계모델 기반의 전력분석 방법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적다.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방법의 변화와 함께 향후 소프트웨어 전력분석에 있어서 요

구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술요소를 예측하기 위해, 기존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전력분석 기법들을 조

사 및 분석 하였다. 이러한 조사 분석은 소프트웨어 개발 산출물의 추상화 수준 즉, 명령어 수준, C와 

같은 프로그래밍 코드 수준, 설계모델 수준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기존 전력분석 기법들을 특성별로 분류 및 비교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그림 2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분류 프레임워크는 크게 

(1)소프트웨어 추상화 수준, (2)전력모델 구축방법, (3)전력분석 방법의 일반성, (4)전력분석 시 필요데이

터의 특성, (5)전력추정 단위, (6)전력분석 모델 (7)타켓 플랫폼 복잡도 와 같은 7가지 비교 기준

(Dimensions)을 정의하였고, 각 기준에는 세부적인 비교 속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기존 소프트

웨어 전력분석 기법들의 속성을 비교하였으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소프트웨어 상위수준에서의 분석기법들이 제안되고 있다[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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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력추정 기본 단위가 컴포넌트/IP단위와 같이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1, 4].

③ 프로세서 복잡도에 따라 크게 영향 받지 않는다[2, 3].

④ 타켓 플랫폼 특성에 독립적인 분석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4].

그림 2. 소프트웨어 전력분석 기법의 분류 프레임워크(기준)

  제안된 분류 프레임워크는 기존의 전력분석 기법뿐만 아니라, 향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전력분석  

요구되는 기술 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향후 연구를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연구결과가 보다 유용하고 체계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분

류 프레임워크에 대한 정형화된 정의가 필요하며, 기존 연구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분류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도 계속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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