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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능동형 RFID 방식의 태그와 리더로 구성된 대기 전력 제어 모듈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태그와

리더는 C8051 MCU와 CC2500으로 구성된 RF모듈을 내장하고 있으며 리더에는 대기 전력 제어 콘센트가 부착되

어 있다. 리더는 송신 패킷 인식 여부에 따라 릴레이를 제어한 후 전원 공급을 차단하여 대기 전력으로 소비되는

전력을 감소시키며 저 전력 패킷 예측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태그와 리더의 전력 소모를 낮추었다. 실험 결과, 리

더의 패킷 송, 수신 여부에 따라 대기 전력 제어 콘센트의 릴레이를 동작시켜 대기 전력을 제어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또한 RSSI값에 따라 태그와 리더 사이의 동작 거리 설정이 가능하며, 콘센트의 대기 시간 동안 리더에

서 작동하는 수신 Duty Cycle을 설정함으로써 리더에 소모되는 전력을 절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a method of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RFID based control system for reducing standby power consumption at the

power outlet is described. The system is composed of a RF controlled power outlet having relay and an active RFID tag communicating

with the RF reader module controlling the relay. When the tag carried by human approaches to the RF reader the reader recognizes the

tag and switch off the relay based on the RSSI level measurement. A low power packet prediction algorithm has been used to decrease

the DC power consumption at both the tag and the RF reader. The result of experiment shows that successful operation of the relay

control has been obtained while low power operation of the tag and the reader is achieved using above algorithm. Also setting the

distance between the reader and the tag by controlling transmission power of the tag and adjusting the duty cycle of the packet waiting

time when the reader is in idle state allows us to reduce DC power consumption at both the reader and the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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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1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

라는 전체 에너지의 96.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에너지 수입국이다. 특

히 전기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차지하며,

http://dx.doi.org/10.13067/JKIECS.2015.10.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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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용량의 증가로 소비를 절감하기 위한 대책 마련

이 시급한 실정이다[1-2]. 한국 4인 가족 평균 월 전

력사용량은 400kWh이며 이중 대기전력으로 소비되는

전력량은 총 전력사용량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

며, 연간 4,200억원이 낭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0년 서계 에너지 소비량 중 전력소비량은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3].

대기전력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비되

는 전력으로서 타이머 또는 모니터 표시 등과 같이 사

무기기 및 가전기기 본래의 작동과 무관하게 소비되는

전력을 말한다. 전력 소비를 보다 높은 효율로 사용하

기 위한 방법으로 대기전력 절감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4]. 전자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

우 플러그를 직접 뽑아 대기전력을 줄이는 것이 대기

전력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매번 실행하기

에는 번거롭고 불편하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

해 전력 센서와 대기전력 차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손을 직접 거치지 않고 대

기 전력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력

망을 구축하고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5-6]. 스마트 그리드는 기존의

아날로그 전력망에 양방향 통신, 센서, 컴퓨팅, 소프트

웨어와 같은 IT기술을 융합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

방향으로 통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

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이다[7].

스마트 그리드 기술의 핵심으로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 중 ZigBee, BlueTooth 기술을 들

수 있다. 최근 ZigBee, BlueTooth는 1m 이내 거리의

WBAN(: Wireless Body Area Network) 및 수십 미

터 이내 거리의 WPAN(: Wireless Person Area

Network) 통신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8]. 하지만

Zigbee나 Bluetooth과 같은 소비 전력이 높은 통신 방

식을 사용하게 되면 대기 전력에 소비되는 에너지는

줄일 수 있으나 대기 전력을 제어하는데 적지 않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8-9].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무

선 통신이 저 전력으로 이루어지도록 패킷 예측 알고

리즘 방식을 적용한 Active RFID를 이용하여 리더와

태그 사이의 거리에 따라 리더의 콘센트를 제어하여

대기전력을 관리한다. 논문의 구성은 Ⅱ장에서 대기

전력 모듈의 구성 및 동작을 기술한 후, Ⅲ장에서 패

킷 예측 알고리즘을 적용한 모듈을 설계 · 구현하고,

Ⅳ장에서 실험을 통해 대기 전력 제어 및 소모 전력

절감의 분석 결과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

결론을 논한다.

Ⅱ. 모듈의 구성 및 동작

설계 및 구현된 모듈은 그림 1과 같이 RF 모듈을

내장한 태그와 리더로 구성되며 리더에는 대기 전력

제어 콘센트가 추가된다. RF모듈은 MCU와 RF Chip

으로 구성하였으며, MCU를 제어하기 위한 I2C

Interface Debug Pin을 설계하였다. Active RFID 태

그와 리더는 3.3V 전압으로 구동되도록 하였으며 패

킷 예측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저 전력 무선통신이 가

능하게 하였다. 리더는 태그와의 인식 거리에 따라 대

기 전력 제어 콘센트의 동작을 제어하고, 인식 거리는

태그로부터 주기적으로 수신된 패킷의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값을 바탕으로 계산된다.

그림 1. 태그와 리더 블록도
Fig. 1 Block diagram of tag and reader

Ⅲ. 능동형 RFID 구현

3.1 패킷 예측 알고리즘 적용

저 전력 능동형 RFID를 구현하기 위하여 패킷 예

측 알고리즘을 적용하며 그 동작을 그림 2에 나타내

었다. 무선 통신은 MCU와 RF칩 사이의 SPI 통신으

로 이루어지며, MCU에 내장된 타이머를 이용하여

Sleep time과 Wake time을 설정함으로써 패킷 예측

알고리즘의 동작을 구현한다. 태그는 패킷 송신 시간

에만 Wake time을 설정하고, 그 외의 시간은 Sleep

time을 설정하여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리더는

패킷 수신 전에는 Sleep time없이 동작하다가 수신 후

패킷 송신 시간에 맞춰 Wake time을 설정하고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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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간은 Sleep time을 설정하여 전력 소모를 줄이도

록 하였다. 리더의 Wake time 및 Sleep time은 두 개

이상의 패킷을 수신하였을 때 패킷 사이의 송신 시간

차이를 타이머를 이용하여 설정한다[10].

그림 2. 패킷 예측 알고리즘 동작
Fig. 2 Packet prediction algorithm operation

3.2 태그 설계

태그는 C8051 MCU와 CC2500 RF 트랜시버, 그리

고 3.3V의 배터리로 구성된다. 2.4GHz대 ISM band를

지원하는 TI사의 CC2500 RF 트랜시버는 송수신 장치

가 Half Duplex로 작동하며 FSK, OOK, MSK 등 다

양한 변조 방식을 지원한다. 특히 사용자가 Packet을

임의로 구성할 수 있도록 Sync Word, Preamble,

Packet Length 그리고 CRC 등을 선택적으로 프로그

램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C8051 MCU는 Silabs 사

의 C8051F330을 사용하였으며 통신 제어 장치의 역할

을 한다. C8051F330은 내부에 8K Byte 의 플래시 메

모리가 내장되어 있어 응용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및

data link 등의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하다. 또한 SPI

를 사용하여 RF칩과의 고속 시리얼 통신이 가능하며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 제어 및 송/수신 제어를 실시

간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내부에 3개의 모드가 지

원되는 4개의 타이머가 있어 통신 주기 설정 및

timing을 제어할 수가 있으며 수신 slot을 설정하여

원하는 시간에 통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고속 및 저속 clock을 임의의 시간에 자유자재로 스위

칭 할 수가 있어 알고리즘에 따라 clock을 선택하여

저 전력 동작을 구현하기 용이하다. 그러므로 시스템

이 Idle 상태에 진입하면 RF 트랜시버와 MCU를

power down 모드로 전환하여 초 저 전력 동작을 달

성할 수 있다.

3.3 대기 전력 제어 콘센트 설계

리더의 RF 트랜시버와 MCU는 태그와 동일하며

콘센트의 동작 상태를 출력하는 LED와 스피커, 그리

고 콘센트를 수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스위치가 주변

회로로 구성된다. 대기 전력 제어 콘센트에는 220V의

AC를 5V DC로 변환해주는 정류기와 3.3V 레귤레이

터가 부착되어 있다. 5V의 전압은 콘센트의 릴레이를

제어하는데 필요하며, 3.3V의 전압은 MCU와 RF칩을

구동시키는데 필요하다. 태그와 대기 전력 제어 콘센

트의 레이아웃과 구현은 그림 3 및 그림 4와 같다.

그림 3. 태그와 리더의 레이아웃
Fig. 3 Layout of tag and reader

그림 4. 태그와 리더 구현 모습
Fig. 4 Implementation of tag and reader

Ⅳ. 실험 및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는 설계 및 구현한 모듈을 실험하기 위

해 패킷 예측 알고리즘이 적용된 태그와 리더 사이의

저 전력 무선 통신 및 대기 전력 제어 콘센트의 릴레

이 동작을 확인하고, 태그와 리더의 동작 거리를 설정

하기 위한 RSSI값을 측정하였으며, 리더의 수신 주기

및 Duty Cycle에 따른 릴레이 동작 시간 및 소비 전

력을 측정하였다.

4.1 패킷 예측 알고리즘 및 릴레이 동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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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와 리더 사이의 패킷 예측 알고리즘 동작을 위

해 마이크로비전사의 Keil V5를 사용하여 MCU를 디

버깅하였으며, 그림 5는 패킷 예측 알고리즘 동작을

오실로스코를 이용하여 측정한 파형이다. 태그의 송신

주기는 2s로 설정하였으며, 패킷 수신이 이루어지면

리더의 수신 주기는 송신 주기와 같은 2s가 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은 송/수신 파형을 확대하

여 소모 전력 및 송/수신시 대역폭을 나타낸다.

그림 5. 패킷 예측 알고리즘이 적용된 파형
Fig. 5 Packet prediction algorithm applied to

wave form

그림 6. 2ms time scale에서의 파형
Fig. 6 Wave form in 2ms time scale

릴레이 동작은 태그와 리더의 송/수신 여부에 따라

동작한다. 릴레이의 턴온 제어는 리더에서 패킷을 8개

수신한 후 이루어지며, 턴오프는 송/수신이 끊어진 후

4.5초 후에 이루어진다. 릴레이의 턴온/턴오프가 일정

시간 후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동작의 안정성을 확보

하도록 하였다.

4.2 RSSI값 측정

태그와 대기 전력 제어 콘센트의 동작 거리 설정을

위한 RSSI는 수식(1)과 같이 계산된다.

   (1)

(A : 1m 거리에서 측정한 RSSI 값, n : 경로 손실

계수, d : 신호원으로부터의 거리)

RSSI 값은 A와 n의 함수로 결정되는데, 콘센트로

쓰이는 리더는 실내에 장착되므로 실내 환경에 맞는

n을 설정하고 A를 측정해야한다. 실내 환경에 적합한

경로 손실계수 n은 1.8이며, A는 41로 측정되었다[11].

여기서 계산된 RSSI값을 바탕으로 콘센트의 설치 장

소에 따라 RSSI Threshold를 설정함으로써 태그와의

거리에 따라 릴레이 제어가 가능하다.

그림 7. PC에서 출력한 RSSI 측정값
Fig. 7 RSSI value displayed on PC

RSSI값을 확인하기 위하여 PC 출력을 위한 시리얼

포트 통신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으로 teraterm 4.83을

사용하였으며 출력 결과는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그림

8은 식(1)을 적용한 값과 측정한 값을 비교한 그래프

이다. 수식(1)에서 1m 거리에서의 RSSI값 A는 41로

경로 손실 계수 n은 실내 환경에 적합한 1.8로 계산하

여 측정하였다. 1∼20m까지 1m 단위로 측정하였으며,

이론값과 측정값이 대체로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8. RSSI 이론값과 측정값
Fig. 8 RSSI theoretical and measurement value
4.3 소비 전력 및 릴레이 동작 시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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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Control

type

Power

consumption

Operation

time

Multi-tap - Load

sensing

- Illumination

sensing

- Timer

- complex

≤ 1.0W ≤ 180 s

Concent

Switch

Other

devices

표 1. 대기 전력 저감 프로그램
Table 1. Standby power reduction program

표 1은 대기 전력 저감 프로그램을 보여주며, 본

논문에서 구현한 모듈이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에 적

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리더의 전력 측정 및 콘센

트 동작 시간을 측정하였다.

전력 측정은 3V DC 전원의 (-)단자와 모듈의

GND 사이에 10 ohm 저항을 연결하여 측정하였다.

태그의 평균 전압은 그림 10과 같이 160mV에 소비

전류는 16mA, 대역폭은 2ms로 32㎂h의 소비 전력을

보이며, 송신 주기를 늘림으로써 소비 전력 절감을 기

대할 수 있다.

리더의 소비 전력은 패킷 송/수신 전, 후로 나누어

고려하였다. 수신 후의 리더의 평균 전압은 200mV에

소비 전류는 20mA, 대역폭은 3ms으로 60㎂h의 소비

전력을 갖는다. 수신 전의 소비 전력은 수신 주기와

그에 따른 Duty Cycle을 변화시키면서 측정하였다.

수신 Duty Cycle이 100%일 때는 리더의 소비 전류가

20mA에 3V로 60mW의 소비 전력을 보여주며, Duty

cycle을 줄임으로써 전력 소모를 낮출 수 있다. 표 2

는 수신의 Duty Cycle에 따른 소비 전력을 보여준다.

Duty Cycle(%) Power consumption(mW/h)

10 6

30 18

50 30

70 42

90 54

표 2. 수신 Duty cycle에 따른 소비전력
Table 2. Power consumption of Duty cycle

릴레이 동작 시간은 리더에 설정된 RSSI값에 따라

동작 거리 안에 들어올 때를 시작으로 하고, 릴레이가

On이 되었을 때 태그에서 송신한 패킷의 총 개수를

측정하여 패킷 송신 주기와 측정된 송신 패킷 개수를

곱한 값으로 계산하였다. 수신 패킷이 8개 되었을 때

릴레이가 On이 되도록 설정하여 수신의 Duty Cycle

이 100%이면 송신 패킷 개수는 항상 8개로 측정이

되며, 송신 주기가 2s이면 릴레이가 On이 되는데 걸

리는 시간은 16s가 된다. 송신 주기는 2s, 4s로, 수신

주기는 666.6ms, 1333ms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송신

패킷이 2s, 4s일 때 수신 주기를 2s, 4s의 약수로 설

정하면 이론적으로 송신 패킷과 수신 패킷이 한 번이

라도 타이밍이 일치하지 않으면 계속 일치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수신 주기를 송신 주기의 배수가 되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9는 송신 주기는 2s, 수신

Duty Cycle을 50%로 설정하여 측정한 파형이다.

그림 10, 그림 11은 태그의 송신 주기, 리더의 수신

주기가 설정되었을 때, 수신 Duty Cycle의 변화에 따

른 릴레이의 평균 동작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송신

주기가 2s일 때보다 4s일 때 릴레이가 턴온 될 때까

지 태그에서 보낸 송신 패킷 수가 많으며, 수신 Duty

Cycle이 증가할수록 릴레이의 턴온 시간이 짧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송신 주기가 같을 때, 수신 Duty

Cycle이 10%인 경우를 제외하면 수신 주기의 변화에

따른 릴레이 턴온 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보여준

다. 대기 모드일 때 구현 모듈의 수신 Duty Cycle이

10%인 경우의 표준의 소비 전력의 비는 1W/6mW ≒

166.66 로 구현모듈이 표준보다 최대 160배까지 낮출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저 전력 동작이 가능함을 확

인하였다.

그림 9. Duty cycle 50% 송/수신 파형
Fig. 9 Wave form on duty cycle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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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송신 주기가 2s 일 때 릴레이 동작 시간
Fig. 10 Relay operation time when TX period is 2s

그림 11. 송신 주기가 4s 일 때 릴레이 동작 시간
Fig. 11 Relay operation time when TX period is 4s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능동형 RFID 방식의 대기 전력 제

어 모듈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능동형 RFID 태그와

리더에 패킷 예측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태그의 소비

전력은 32㎂h으로 220mAh 코인배터리를 사용 시 2년

이상의 수명을 보장할 수 있으며, 리더의 소비 전력은

대기 전력 제어 콘센트의 릴레이가 On이 되었을 때

60㎂h로 저 전력 구동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태그와

리더의 송/수신 전의 소비 전력과 릴레이 동작 시간

을 측정하기 위해 송신 주기와 수신 주기 및 Duty

Cycle을 변화시키면서 측정하여 태그는 송신 주기를

늘릴수록 32㎂h이하로 소비 전력을 줄일 수 있으며,

리더는 수신 duty cycle 100%∼10% 변화시키면서 소

비 전력을 60mW에서 6mW까지 줄일 수 있다.

위의 실험 조건하에 측정한 소비 전력은 1W를 넘

지 않으며, 릴레이 On이 되는 동작시간은 3분이 넘지

않아 구현 모듈이 대기 전력 저감 프로그램에 적합함

을 확인하였다. 태그와 리더의 동작 거리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RSSI값은 실내 환경에서 측정하여 이론값

과 유사함을 확인하였으며, 측정된 RSSI으로 대기 전

력 제어 모듈의 설치 거리 설정이 가능하다.

실험 결과를 통해 본 논문에서 구현한 대기 전력

제어 모듈의 태그와 리더는 저 전력 구동을 통해 에

너지 절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소비 전력과 동

작 시간, 설치 장소를 고려하여 다용도로 설정 가능함

을 보여준다.

추후 연구 과제로 태그 하나와 다수의 리더 간의 1 :

N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스마트 홈 네트워크 시스템 등

과의 연계를 위한 기술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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