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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급속도로 진행되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스

마트 폰, 태블릿 등의 여러 모바일 디바이스와 스마

트 안경, 스마트 워치 등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사

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임베디드 시스

템은 디바이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

해 고성능화 되었으며, 동시에 소형화 되어 IoT 등

이 가능하게 되었다[1-3]. 고성능화로 인해 복합적

이고 많은 기능들을 가진 시스템을 모두 수행하기 

저전력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메모리에 따른 소비전력의 정략적인 분석

최하연†, 구영경††, 박상수†††

Quantitative Analysis of Power Consumption for Low Power Embedded

System by Types of Memory in Program Execution

Hayeon Choi†, Youngkyoung Koo††, Sangsoo Park†††

ABSTRACT

Through the rapid development of latest hardware technology, high performance as well as miniaturized

size is the essentials of embedded system to meet various requirements from the society. It raises

possibilities of genuine realization of IoT environment whose size and battery must be considered.

However, the limitation of battery persistency and capacity restricts the long battery life time for

guaranteeing real-time system. To maximize battery life time, low power technology which lowers the

power consumption should be highly required. Previous researches mostly highlighted improving one

single type of memory to increase ones efficiency. In this paper, reversely, considering multiple memories

to optimize whole memory system is the following step for the efficient low power embedded system.

Regarding to that fact, this paper suggests the study of volatile memory, whose capacity is relatively

smaller but much low-powered, and non-volatile memory, which do not consume any standby power

to keep data,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the system. By executing function in specific memories,

non-volatile and volatile memory,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power consumption is progressed. In spite

of the opportunity cost of all of theses extra works to locate function in volatile memory, higher efficiencies

of both power and energy are clearly identified compared to operating single non-volatile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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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성능이 뛰어난 프로세서들을 사용해야만

하고, 이러한 시스템들을 소형화시키기 위해 배터리

의 용량에 제약을 두어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많은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작

정 고성능의 프로세서들을 사용하기에는 소비전력 

증가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임베디드 시스템의 실

시간성을 만족하기 위한 디바이스의 장시간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임베디드 시스템은 많은 제약

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전력을 줄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함으로써 배터리 사용 시간(Battery Life Time)

을 늘릴 수 있는 저전력 기술에 대한 연구가 수반되

어야 한다[4-6].

이전의 많은 연구는 각 메모리의 단일 효율을 높

이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특히 시스템에서 요

구하는 전력이 증가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줄이고자,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어 

대기 전력의 소모가 없는 비휘발성 메모리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7-10].

본 논문에서는 비휘발성 메모리보다 낮은 전력으

로 구동되기 때문에 사용되는 형태에 따라 소비전력

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휘발성 메모

리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근본적으로 

프로그램은 비휘발성 메모리에서 모든 코드가 수행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저전력으로 구동하였을 때 전

력 및 에너지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을 실험과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 파악한다. 이 

영역을 분할하여 비휘발성 메모리와 휘발성 메모리

에 위치시켜 전체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효

율적인 임베디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저전력 

기법 및 관련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저전력 메모리 관련 연구를 기술하며, 3장에서는 

ARM Cortex-M4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탑재한 MSP

432P401R Launchpad와 Command Linker File의 

구성 및 특성에 대해 기술하고, 실험을 위해 사용하

는 Composer Studio (CCS) Integrated Develop-

ment Environment (IDE)의 특성에 대해 기술한다.

4장에서는 비휘발성 메모리와 휘발성 메모리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실험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5장에서는 기존의 프로그램 수행 방식과 

동일하게 비휘발성 메모리에서 시간복잡도가 다른 

여러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실험을 진행한 후 결과의 

분석을 통해 전력과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

는 부분을 파악하여 분할한다. 다음으로 분할한 영

역을 비휘발성 메모리와 휘발성 메모리에서 각각 수

행함으로써 전력과 에너지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증

가하였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진행하여 효율

적인 임베디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하고, 마지막으로 6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내린다.

2. 저전력 기법 및 관련 연구

전력을 관리하는 기법에는 여러 수준에서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임베디드 시스템과 같이 

저전력을 요구하는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수준에

서 사용되는 기법은 대표적으로 동적 전력 관리 기

법과 동적 전압 조절 기법이 있다.

동적 전력 관리 기법(Dynamic Power Manage-

ment)은 소비전력이 가장 큰 CPU Frequency와 

Bus Clock의 속도를 조절하여 전체 시스템의 소비

전력을 감소시키는 전력 관리 기법으로 특히 마이크

로프로세서에 가장 효과적인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시스템 디자이너가 정책 관리자를 통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CPU Frequency와 Bus Clock에 맞추어 

각각의 응용프로그램이 요구하는 CPU Frequency

와 Bus Clock으로 이루어진 집합을 정의하여 여러 

개의 정책을 생성한다. 생성한 정책 하에서 정책 관

리자가 응용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태스크들에게 해

당 태스크가 요구하는 CPU Frequency와 Bus Clock

을 할당하여 응용프로그램 구동시의 QoS를 보장함

과 동시에 소비전력을 줄이는 방법이다. 즉, 처리율

과 소비전력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남은 전력이 

부족할 경우에 처리율 저하를 최소화 시키면서 소비

전력을 줄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11,12].

동적 전압 조절 기법(Dynamic Voltage Scaling)

은 CMOS 회로로 구성되는 대부분의 컴퓨터 시스템

의 프로세서의 공급 전압을 조절하여 에너지 소모량

을 줄이는 기법이다. 소비전력은 공급 전압의 제곱

에 비례하기 때문에 공급 전압을 감소시키는 것은 

전력의 소모를 줄이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임베디드 시스템과 같은 실시간 시

스템에서는 마감 시간 제약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감시간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태스크들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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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을 낮추어 낮은 속도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에너지

와 소비전력을 줄여야 한다. 이러한 실시간 성을 만

족하기 위해서는 태스크들의 유휴 시간의 계산이 필

요하다. 유휴 시간은 동적 전압 조절 기법을 구현하

기 위한 알고리즘 별로 다르게 계산된다. 오프라인 

알고리즘에서의 유휴 시간은 시스템에 제공되는 시

작 시간과 마감시간을 기반으로 하여 계산하는데,

태스크의 수행이 마감시간 보다 일찍 완료되어 프로

세서의 상태가 유휴 상태로 전이된 시간을 측정함으

로써 이루어진다. 온라인 알고리즘에서의 유휴 시간

은 실제 측정한 태스크의 수행 시간과 마감시간을 

기반으로 하여 계산된다. 이렇게 계산된 유휴 시간

은 태스크의 수행 시간 전에 값을 계산할 수 있으므

로, 이를 기본으로 태스크를 구동시키는 CPU Fre-

quency와 시작 전압 값의 조절하여 낮은 속도로 수

행하게 한다. 낮은 속도로 수행하게 되면 태스크의 

전체 수행 시간이 길어진다는 기회비용이 존재하지

만 이를 감안해도 소비전력 감소의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13,14].

저전력 임베디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은 주로 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로 

기존에 존재하는 저전력 기법을 중심으로 그 기법을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식과 임베디드 시스

템의 메모리 자체를 저전력화 시키는 방식이 존재한

다. 이는 여러 메모리 간의 성능을 비교하여 최적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메모리의 특성에만 집중하므

로 다양한 메모리가 존재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

합한 접근 방법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단일 메모리가 아닌 여러 메모리, 특히 비

휘발성과 휘발성 메모리 사이의 소비전력 대비 프로

그램 수행 시간의 비교를 통해 최적의 효율을 가지

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소비전력 측정을 위한 실험 환경

소비전력 측정 실험을 위해 Fig. 1과 같은 TI사의 

MSP432P401R Launchpad와 Code Composer Stu-

dio (CCS)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IDE)의 6.1.2 버전을 사용하였다.

3.1 MSP432P401R Launchpad의 특성

본 논문에서 프로그램 수행 시 사용할 SoC(Sys-

tem on Chip) 디바이스는 Fig.1의 (a)와 같은 MSP

432P201R Launchpad는 TI사에서 생산하는 마이크

로컨트롤러 중 저전력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

도록 특수하게 설계된 마이크로컨트롤러이다. 이 디

바이스는 비용 대비 낮은 전력으로 최대 속도 48

MHz의 고효율 신호 처리 기능이 구현된 32bit ARM

Cortex-M4F 마이크로프로세서와 256KB의 Flash,

그리고 64KB의 SRAM으로 결합된 구성을 가지고 

있다. 해당 디바이스의 가장 큰 특징은 EnergyTraceTM

기술이 구현될 수 있게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위에

서 언급한 마이크로프로세서 외에 XDS110-ET 디

버거와 함께 EnergyTrace+ 하드웨어가 내장되어 

있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디바이

스 내부의 전력 측정과 디버깅이 가능하다. 또한 시

스템 전력 소비와 소프트웨어 코드를 개선하여 저전

력을 구현하는 MSP432P401R Launchpad의 특성을 

극대화 시키는 ULP Advisor를 함께 사용하면 ± 2%

의 정확도를 가지고 전력 소모량과 에너지 소비량,

배터리 사용 시간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하

다[15]. 즉,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MSP432P401R

Launchpad는 저전력 임베디드 시스템을 구현하고 

그 효율성을 측정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디바이스라 

볼 수 있다. 해당 마이크로컨트롤러의 블록 다이어

(a) (b)

Fig. 1. Experimental Environment (a) MSP432P401R Launchpad, (b) CCS IDE v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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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은 다음 Fig. 2와 같다[16].

3.2 Command Linker File의 구성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합쳐 실행 

가능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작업은 링커에 

의해 이루어진다. MSP432P401R 디바이스에서는 

Linker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지시하여 수행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Command Linker File 이 그 

핵심 방법으로, 이 링커 파일을 변경함으로써 메모

리의 형태 및 설정을 수정하거나 사용자 임의의 수

행 영역을 지정하는 등의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비휘발성 메모리인 

Flash에 정의되는 프로그램 코드를 휘발성 메모리

인 SRAM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Command Linker

File을 재구성하였다. 이는 구체적인 주소를 기반으

로 메모리의 영역을 할당하는 MEMORY directive

의 수정을 통해 구현이 가능하다.

MSP432P401R 디바이스의 메모리는 대략적으로 

아래 Fig. 3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기본적으로 Re-

served 되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면 Code

Zone과 SRAM Zone으로 구분할 수 있다. Flash의 

Main Memory는 Code Zone에 존재하고 SRAM은 

일부 영역이 Code Zone에, Main Memory가 SRAM

Zone에 존재한다. SRAM은 Flash와 달리 그 영역이 

둘로 분할되어 동시에 SRAM에 접근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한다. 그 영역들은 각기 다른 Zone에 위치하

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코드 및 데이터를 Load하고 

Store하는 작업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

해, SRAM에서 프로그램 코드를 저장하거나 데이터

를 읽어오는 과정이 각각 다른 영역에서 수행되므로 

SRAM에 프로그램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저장될 

주소와 불러올 주소를 Command Linker File의 

MEMORY directive의 인자로 재 정의하여 메모리

를 할당하여야 한다[16].

3.3 Code Composer Studio의 특성

Code Composer Studio (CCS)는 TI사의 마이크

로컨트롤러 및 임베디드 프로세서의 통합 개발 환경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IDE)으로 

Eclipse Frame Word를 기반으로 하는 TI사의 고급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및 디버깅 도구이다[17].

4.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메모리에 따른 소비전력 

측정 및 실험 방법 

보통의 임베디드 시스템의 경우 프로그램은 Flash

와 같은 비휘발성 메모리에 먼저 프로그램이 Load

되고, Run 되는 단계를 거쳐 수행되기 때문에 본 논

문에서 사용한 실험 환경에서 별도의 코드 수정 작

업이 불필요 하다. 하지만 SRAM과 같은 휘발성 메

모리에서 프로그램을 수행시키기 위해서는 Com-

mand Linker File(.cmd)과 프로그램 코드(.c)의 수

정작업을 거쳐야만 전력과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할 

수 있다.

Command Linker File을 수정하기 위한 작업은 

Fig. 4의 (a)와 같다. 기존의 Command Linker File

Fig. 2. General Block Diagram of MSP432P401R.

Fig. 3. Basic Memory Map of MSP432P401R.



1183저전력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메모리에 따른 소비전력의 정략적인 분석

에는 SRAM을 사용하기 위한 공간이 정의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MEMORY 영역을 나누어 SRAM

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드는 작업이 가장 먼저 이루

어져야한다. 다음으로 SECTIONS 영역에서 RAM

에서 프로그램이 수행될 수 있도록 Flash에 바이너

리를 생성한 후에 Load 작업을 수행한다. 마지막으

로 SECTIONS 영역에서 RAM에서 수행되어질 프

로그램이 저장되고, 불러와질 공간을 생성하여야한

다. Command Linker File의 수정이 끝난 후, 프로그

램 코드의 수정이 이루어져야하며 그 작업은 Fig. 4

의 (b)와 같다. RAM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

해 Flash에 위치한 프로그램을 RAM으로 옮기길 때 

사용하는 함수 포인터를 정의하고 링커 파일에서 정

의한 변수들을 extern으로 참조하는 작업등이 필요

하다. 다음으로 RAM으로 프로그램을 복사하기 위

한 memcpy 작업을 수행한 후 마지막으로 선언한 

함수 포인터가 옮겨진 코드를 가리키게 한 후에 

Function을 호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

한 작업들로 기존의 방식대로 Flash에서 프로그램

이 수행되는 것이 아닌, SRAM에서 프로그램을 수

행하게 되므로 SRAM에서의 소비전력 측정이 가능

해진다.

실험은 먼저 Flash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모하

는 영역을 알아보기 위하여 세 가지의 시간복잡도를 

가지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이 실험을 기반으로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영역을 Flash와 SRAM에 옮

겨 어떠한 메모리에 위치하였을 때 저전력으로 구동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내에 구현된 Function은 상수형(Constant), 평방형

(Quadratic), 계수형(Factorial)의 시간복잡도를 가

지며, 소비전력을 측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수행 

시간은 1회 당 60초씩, 총 10회의 반복적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5. 실험 결과 및 분석

5.1 시간복잡도에 따른 실험 및 분석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반

적으로 시간 또는 공간복잡도를 이용하여 해석한다.

시간복잡도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기본 연산의 함수 사이의 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실제 측정값이 아닌 이론적

인 분석 값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

되는 시간복잡도의 표기법은 점근적인 수치를 표현

하는데, 상한선을 나타내는 Big-Oh(O), 하한선을 

나타내는 Omega(Ω), 그리고 비교적 정확한 경계를 

나타내는  Order(Θ)까지 총 세 가지가 있다. 본 논문

에서는 프로그램의 상한선을 보여주는 Big-Oh(O)

표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최악의 경우 프로그램에서 

소모될 전력을 측정하고 그 효율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기법은 프로그램의 깊이를 파악하고 

연산의 횟수와 수행 시간을 짐작하며 결론적으로 해

당 프로그램의 최적성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된

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만을 판단 대상으로 

하여 외부의 영향을 배제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다른 시스템에 비해 실험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은 소프트웨어적 실험 환

경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와 관련된 실험 대상 디바이

스와 도구 역시 전체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정성을 파

악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시

(a)

(b)

Fig. 4. Operation for Executing a Program in the Volatile Memory of (a) Command Linker File, (b) Program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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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복잡도와 더불어 반복된 실험을 통해 도출된 실험 

결과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Fig. 5에서 시간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연산

을 수행하는 Function이 전체 소비전력에서 차지하

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복잡도와 관계

없이 기본적으로 Main보다는 Function이 시간과 전

력 면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이러한 경향성은 

복잡도가 높아지면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c)의 O

()의 경우, Main이 전체 전력의 0.1%만 소모하고 

나머지 99.9%는 Function에 의해 소모된다. 이와 같

은 실험을 통해 시간복잡도가 충분히 높을 경우 

Function이 소비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소비전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절의 실험에서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비교적 적은 용량을 가지고 있지만 저전력

으로 구동되는 SRAM으로 Function을 옮겨 실행한

다면 연산 대비 전력 및 에너지 효율을 더욱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2 메모리에 따른 실험 및 분석

프로그램 코드 중 소비전력에서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는 Function을 SRAM으로 옮기는 것이 

전력과 에너지 측면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

라는 5.1절의 결론을 기반으로 메모리에 따른 소비

전력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 메모

리에서 프로그램 코드를 수행하기 위해 Flash의 경

우에는 Main 함수에서 반복적으로 Function을 호출

하도록 구현하였으며, SRAM의 경우에는 Main함수

에서 반복적으로 memcpy를 수행함으로써 동일한 

Function을 호출하도록 구현하였다.

실험 결과 Fig. 6의 (a)와 같이 시간복잡도가 가장 

낮은 상수형의 경우 SRAM에서 Function을 수행하

기 위한 전처리 작업과 memcpy 등의 추가적인 작

업(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모든 작업을 기회비용이

라 부른다.)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소비전력이 차지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Fig. 6의 (b), (c)와 

같이 시간복잡도가 상수형(O())에서 평방형(O())

(a) (b) (c)

Fig. 5. Operation of Program Execution in the Volatile Memory (Flash). (a) O(), (b) O(), (c) O().

(a) (b) (c)

Fig. 6. Operation of Program Execution in the Volatile Memory (Flash) vs. Non-Volatile Memory (SRAM). (a) O(), 

(b) O(), (c)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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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할 때에 기회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급격

하게 줄어들었으며, 가장 시간복잡도가 높은 계수형

(O()) 경우는 7.8%로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Fig. 7에서 볼 수 있듯 

상수형의 경우에는 SRAM의 소비전력이 더 크지만,

평방형과 계수형의 경우에는 SRAM의 소비전력이 

더 작았다. 또한 Flash 대비 SRAM의 전력 감소율

도 증가하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연산 횟수가 적

은 상수형의 경우에는 기회비용의 비율이 Flash에

서 Function을 수행하는 것만큼의 비율을 차지하여 

SRAM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Overhead가 매우 크

지만, 연산이 복잡해지는 평방형과 상수형의 경우에

는 이러한 Overhead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력과 

에너지 측면에서 더 높은 효율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결  론

임베디드 시스템은 시스템의 특성 상 배터리 용

량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전체 메모리 구조 중 비휘

발성 메모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거의 모

든 프로그램 코드가 비휘발성 메모리에서 직접 수행

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동작하는 것이다. 반면 휘

발성 메모리는 적은 용량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전력과 속도 대비 높은 효율을 보인다

는 점에 착안하여, 각각의 메모리의 특성에 기반을 

둔 소비전력 대비 프로그램 수행 시간의 비교 및 분

석을 통해 저전력 임베디드 시스템의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시간복잡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러

한 분석 기법은 하드웨어적 요소가 소프트웨어적 요

소보다 중요한 임베디드 시스템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Launchpad에 이식

할 프로그램 코드를 세 가지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

는 코드로 작성하고 반복적으로 실험 결과를 도출함

으로써 추가적인 분석 기법이 적용 가능하도록 진행

하였다.

결론적으로, 시간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 연산을 

수행하는 Function이 전체 소비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전력

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Function을 휘발성 메모

리로 이동시켜 수행하는 것이 비휘발성 메모리에 위

치한 Function을 휘발성 메모리로 이동시키는 데에 

드는 기회비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력

과 에너지 측면에서 높은 효율을 보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코드에 따라 평균적으

로 요구되는 어셈블리어 코드의 메모리 접근 횟수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과 실험적인 데이터의 수집을 기

반으로 하여 휘발성 메모리와 비휘발성 메모리의 분

할된 영역으로 Function을 위치시켜 수행함으로써 

각각의 메모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

험을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더욱 더 효율적인 저

전력 임베디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Fig. 7. Power Consumption and Reduction Ratio by Time Complexity in both Mem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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