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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reless sensors have been developed in numerous ways for enhancing the convenience of installation,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sensors. Energy harvesting wireless sensors, which can collect energy from the external environment for per-

manent usage without the need of recharging and exchanging batteries, have been developed and employed used in Internet

of Things and at various industrial sites. Energy harvesting wireless sensors a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sensor lifespan

to sudden variation in the external environment. Furthermore, reduction in the sensor operating timespan can greatly aff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ices connected through a network. In this paper, a system performance index is proposed that

can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lifespan of a solar cell wireless sensor,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devices connected

to the associated network, and recommend dynamic power distribution control for improving the system performance index.

Improvement in the system performance index was verified by applying the proposed dynamic power distribution control

to an air conditioner network system using a solar cell wireless sensor. Obtained results corroborate that the dynamic power

distribution control can extend the lifespan of the incorporated wireless sensor and reduce the air conditioner’s power con-

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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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센서들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

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며 일반적인 센서들의 값은 네

트워크와 연동된 제품에 전달된다. 이러한 센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설치위치, 설치방법, 설치시간이 고려되어야

하며 설치, 유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다양한 무선센서들이

개발되고 있다. 무선센서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배터리의 재충전 및 교환이 반드시 필요하며 무선센서의 영구

적이고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 태양광, 풍력, 열, 진동과 같

은 자연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수확하는 에너지 하

베스팅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1-4].

하지만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수집되는 에너지양의 변화

는 무선센서의 수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수명 연장을 위

한 무선센서의 동작시간 단축은 연동되는 제품들의 동작 성능

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무선센서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무선센서 에너지 관리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Jason

Hsu 등[5-7]은 듀티 사이클의 동적인 변화를 제안하여 배터리

목표 잔량을 관리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을 극대화 하는 연구를

하였다. Chandra R[8]는 에너지 수확 능력, 배터리 저장 효율,

평균 통신 데이터 속도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 통신 시간과 속

도를 조절하는 연구가 이루어 졌다. 뿐만 아니라 MyungNam

Bae[9]은 배터리에 충전된 에너지 양에 따라서 듀티 사이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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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여 에너지 관리에 대해 연구하였고, Yong-Min Park[10]

에서는 센서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라우팅 기법을 제안하여 무

선센서 사용을 최소화하여 배터리 소모를 줄이도록 제안하였다

. Omer Melih Gul 등[11-13]은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최적 스케줄링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무선센서의 다양한 에너지 관리 연구들은 무선센서의

수명 연장에 매우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지만 에너

지 관리를 위해 무선센서의 동작을 제한함으로 인해 네트워크

와 연동된 전체 시스템 성능은 고려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무

선센서의 온도 정보를 활용하여 온도 제어를 하는 IoT 에어컨

에서 온도 정보의 지연은 목표도달 시간이 늦어져 에너지 소비

가 늘어날 수도 있다.

만약 무선센서의 수명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 연동된 제품

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무선센서 전력관리

에 활용된다면 네트워크에 연동된 제품의 성능 변화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태양전지 무선센서 네트워크

에서 무선센서의 수명과 연동된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하나의 수치로 표현하기 위한 시스템 성능 지수를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 성능 지수 개선을 위해 동적 전력 분산

제어를 제안한다. 동적 전력분산 제어는 시스템 성능 지수를

활용하여 태양전지로부터 수집될 예측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

장될 에너지와 무선센서 운영을 위한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분산한다. 즉, 네트워크에 연동된 제품의 성능 특성이 포함된

시스템 성능 지수를 무선센서 전력관리에 사용함으로써 무선

센서의 수명뿐만 아니라 연동된 제품의 성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의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 성능 지수와 동

적 전력분산 제어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태양전지가 내장된 무

선 온도센서를 이용한 에어컨 네트워크 시스템의 연동 실험을

통한 에어컨의 성능 개선을 검증한다.

2. 본 론

2.1 무선센서가 적용된 에어컨 네트워크 시스템

태양전지 무선 온도센서를 이용한 에어컨 네트워크 시스템은

Fig.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에어컨 온도 제어에서 일반적으

로 실내기에 장착된 온도센서는 실내기 주변온도는 정확하게 감

지하지만 원거리의 온도는 실제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다. 이러

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원거리에 무선 온도센서를 부착하

여 이를 에어컨 주변온도로 활용한다.

무선센서는 주변온도를 주기적으로 감지하며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ZigBee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gateway로 정

보를 주기적으로 전송한다. 온도 정보는 중계기를 통해 cloud로

전송되고 저장된다. 그리고 에어컨은 주기적으로 cloud에 저장

된 온도 정보를 활용하여 목표온도 제어를 한다.

2.2 무선센서 네트워크 시스템 성능 지수 제안

본 논문에서는 태양전지 무선 온도센서를 이용한 에어컨 네

트워크 시스템에서 무선센서의 수명과 연동된 에어컨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포함된 시스템 성능 지수를 제안한다. 시

스템 성능 지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하나의 수치로 표현하며

그 시스템의 성능을 판달 할 수 있다.

무선센서의 성능은 수명이 매우 중요하며 연동된 에어컨의 성

능은 온도 정보의 정확성과 update 주기에 따라서 목표온도 도

달시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에어컨의 목표온도 도달시간은

에어컨의 성능에 매우 중요하며 도달시간 지연은 에어컨의 운

전시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소비전력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 성능 지수는 배터리의 수명과 주변 환경으로

부터 수집된 정보의 정확성 그리고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가 전송되는 정보 전송주기의 상관관계를 통해 하나의 수치로

표현된다.

(1)

(2)

(3)

식(1)은 무선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의 성능 지수( )을 나

타낸다. 여기서, 는 무선센서 수명 지수, 는 정보 정확성

지수, 는 네트워크 안정성 지수를 나타낸다. 무선센서의 수

명 지수는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γ는 배터리의 잔량변

수, 는 태양전지로부터 수집되는 예측 수집전력 변수이다.

즉, 무선센서의 수명 지수는 현재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뿐만

아니라 태양전지로부터 수집되는 예측 에너지의 양도 성능 지

수에 반영된다.

Rsystem Rb Rs Rc××=

Rb γ Eb×=

Rsystem γ Eb Rs× Rc××=

Rsystem

Rb Rs

Rc

Eb

Fig. 1. Air conditioner network system using wireless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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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정확성 지수 는 무선센서 환경정보의 감지주기로 표

현된다. 온도 및 습도와 같은 환경 정보는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감지주기에 따라서 정보의 정확성이 매우 달라지며 적

용되는 제품에 따라서 정확성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또한, 네트

워크 안정성 지수 는 무선센서 통신주기로 표현된다. 무선센

서 네트워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통

신주기가 필요하며 무선센서의 환경 정보가 제품의 동작 변수

로 사용될 경우 통신주기는 제품의 응답특성 및 성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안된 시스템 성능 지수는 무선센서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와 연동된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포함

된 하나의 수치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와이파이가 내장된 가정용 에어컨 환경에서 주변

온도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무선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의

성능 지수가 높으면 무선센서의 수명뿐만 아니라 에어컨의 성

능 및 효율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시스템 성능 지수가

낮으면 에어컨의 목표 온도 제어가 부정확하여 운전시간이 길

어지고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본 논문은 무선센서의 수명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시스템에 연

동된 제품의 특성인 와 을 시스템 성능 지수에 반영함으

로써 하나의 성능 지수로 인해 전체 네트워크 시스템의 성능을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센서의 수명연장을 위한 기존의 연구[5-

13]들보다 확장 성이 있다.

2.3 동적 전력분산 제어

본 절에서는 무선센서의 전력 관리를 위한 동적 전력분산 제

어를 제안한다. 동적 전력분산 제어는 시스템 성능 지수를 활용

하여 태양전지로부터 수집될 에너지를 예측하여 식 (4)와 같이

배터리에 저장될 에너지와 시스템 운전을 위한 소비전력으로 동

적 분산 한다. 식 4에서 는 태양전지로부터 수집될 에너

지, 는 배터리에 저장될 에너지, 은 무선센서가 운전을

위해 사용할 에너지이다.

식 (5)는 배터리에 저장될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배터리

에 저장될 에너지는 시스템 성능 지수와 반비례적으로 충전 에

너지 양이 결정된다. 식 (6)은 사용 가능한 소비전력을 나타내

며, 사용 가능한 소비전력은 시스템 성능 지수와 비례적으로 정해진다.

(4)

(5)

(6)

Fig. 2는 동적 전력분산 제어의 블록다이어그램을 나타내고

있다. 무선센서의 사용 가능한 소비전력이 결정되면 연동된 제

품의 성능 개선을 위한 최적의 스케줄링이 필요하며 다음 전력

분산제어를 위해 와 는 update 된다. 그리고 의 update

를 위해 배터리의 잔량 전압을 측정하여 활용한다. 다음 전력

분산 제어주기가 되면 update된 최신 시스템 성능 지수를 활용

하여 전력 분산이 이루어진다.

는 무선센서의 설치환경 및 적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의 특

성에 맞게 설정이 가능하며, 와 는 연동되는 제품의 특성

에 따라서 정의되어야 한다.

3. 실 험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 지수( )와 동적 전력분산 제어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태양전지를 이용한 에어컨 무선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모의실험과 실험을 수행하였다. 에어컨

무선 센서네트워크 시스템의 , , 을 정의하고, PSIM

Simulator를 사용하여 동적 전력분산 제어가 적용된 시스템 성

능 지수 변화를 확인한 후 실제 에어컨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에

어컨의 성능 변화를 확인한다.

3.1 무선센서 에어컨 네트워크 시스템의 성능 지수 정의

제안된 기법을 태양전지 온도 센서를 이용한 에어컨 네트워

크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 와이파이가 내장된 가정용 에어

컨 네트워크 시스템을 기반으로 각각의 성능 지수를 설정한다.

식(7)은 수집전력 변수(γ)는 파나소닉 PV(AM-1454CA) 태양

전지를 사용하여 정의된다. γ는 태양전지가 실내에서 수집될 수

있는 최댓값인 280uW에서 1로 설정되고 무선센서의 최소 소비

전력인 80uW이하에서는 0.9로 고정된다. 배터리는 routejade사

의 FLPB052330을 사용하며 는 배터리가 80%이상에서는 1

로 설정되고, 10%이하에서는 0.3으로 고정된다. 식(8)은 배터리

잔량과 형광등으로부터 수집전력 변수가 반영된 을 나타낸

다. 배터리 잔량과 형광등으로부터 수집전력 변수가 반영된 는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Rs

Rc

Rs Rc

Psobar

Pb Pcon

Psobar Pb Pcon+=

Pb 1 Rsystem–( ) Psolar×=

Pcon Rsystem Psolar×=

Rs Rc Rb

Rb

Rs Rc

Rsystem

Rb Rs Rc

Eb

Rb

Rb

γ 0.0005 Psolar× 0.86+=

Fig. 2. Block diagram of dynamic power distributi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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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정 및 사무실과 같은 실내의 온도 및 습도 변화는 실외

보다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다. 실내 환경은 문 또는 창문과

같은 구조물로부터 실외 환경과 분리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

조물의 이동으로 인해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실내 환경

이 갑자기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갑작스런 에어컨 및 보일러

와 같은 온도 조절장치 사용으로 환경이 변할 수 있다. 식(9)

은 정보 정확성 지수( )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존 실내기 에

어컨에 장착된 유선 온도센서의 감지주기 1초를 정보 정확성

지수 1로 설정하고 감지주기가 길어질수록 가 감소하도록

정의하였다.

(9)

에어컨은 실내 주변온도 정보를 받아서 목표온도를 맞추는

제어를 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 정보의 지연은 시스템의 성능

과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실내 온도 및 습도

가 안정화되면 환경변화가 적기 때문에 습득된 정보를 전송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무선센서가 네트워크에 정기적인 통신을

하지 않으면 네트워크는 무선센서가 네트워크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연동을 끊는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

기적으로 gateway에 습득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식(10)는 네

트워크 안정성 지수( )을 나타낸다. 보통 에어컨의 냉난방

능력 변화는 컴프레서 목표주파수 변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변경주기는 30초이다. 따라서 무선센서 통신주기 30초를 의

1로 설정하고 통신주기가 길어질수록 감소하도록 정의한다. 통

신주기가 길어지면 에어컨은 최신 주변온도 update가 지연되

고 목표주파수 변경이 지연되면 에어컨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주변 노이즈 및 무선통신 통신 부하 증가에 따른 통신

지연은 희박하다고 가정한다.

(10)

3.2 스케줄 정의

태양전지 무선 온도센서의 운전을 위해 사용 가능한 소비전

력( )이 확정되면 무선센서와 연동된 에어컨의 성능을 최

대한 높이기 위해서 감지주기와 통신주기의 최적화 스케줄링

이 필요하다. 무선센서의 네트워크 연동을 위한 최소 소비전

력인 80uW를 기준으로 스케줄링 되며 Table 1에서와 같이 소

비전력이 증가될수록 감지주기 및 통신주기는 교번하여 줄어

들게 정의한다.

3.3 모의 실험

태양전지 무선센서는 실내에 설치되고 태양의 영향은 받지 않

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형광등의 on/off 시간을 조절하여

태양전지로부터의 수집전력( )을 설정한다. 배터리 14mAh

을 사용하며 동적 전력분산 제어 주기는 1분으로 설정하고 3일

동안 모의 실험을 한다. 동적 전력분산 제어를 적용하지 않은

무선센서는 사용 가능한 소비전력을 110uW로 설정하고 감지주

기는 9초 통신주기는 243초로 고정한다.

은 실내 형광등이 12시간 on(250uW)되고 나머지 12시

간은 off(50uW) 되도록 입력하였고 초기 배터리 잔량을 변경해

가며 동적 전력분산 제어가 적용된 , , , 와 미

적용된 적용된 , , , 을 비교 분석한다.

Fig. 3은 초기 배터리 잔량이 40%, Fig. 4는 80%로 설정 후

시스템 성능 지수변화를 나타낸다. 두 실험 모두 동적 전력분산

제어가 적용된 는 0.6이하에서 보다 항상 높게

나타났다. 0.6이상에서는 형광등이 on되는 구간 중 배터리가

85%이하일 때 이 높게 나타났고 off 구간에서는 항상

이 낮게 나타났다.

Fig. 5는 배터리 잔량이 40%, Fig. 6은 80%로 설정 후 무선

센서의 수명 지수 변화를 나타낸다. 두 모의실험 모두 배터리

잔량이 85%이하에서는 동적 전력분산 제어가 적용된 는 미

적용된 보다 항상 크게 나타난다. Fig. 5와 Fig. 6을 통해

배터리 잔량이 85%이하에서는 동적 전력분산 제어를 통해 무

선센서의 수명은 늘어날 수 있으며 특히 에너지 수집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수명 연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Fig. 7은 초기 배터리 잔량이 40%, Fig. 8은 80%호 설정 후

Rb Eb 0.0005 Psolar 0.86+×( )×=

Rs

Rs

Rs 101 Ts 100⁄–=

Rc

Rc

Rc 1 6 000,⁄( )Tc– 1.005+=

Pcom

Psolar

Psolar

Rsystem Rb Rs Rc

Rsystem _1 Rb _1 Rs _1 Rc _1

Rsystem Rsystem _1

Rsystem

Rsystem

Rb _1

Table 1. Scheduling according to available power consumption.

Active Mode Sleep Mode

Total

Power

(uW)

Sensing 

Power

(uW)

Comm.

Power

(uW)

Sleep

Power

(uW)

Sensing

Period

(s)

Comm.

Period

(s)

80 51.90 17.00 11.10 10 590

90 51.90 27.00 11.10 10 371

100 57.67 31.23 11.10 9 321

110 57.67 41.23 11.10 9 243

120 64.88 44.02 11.10 8 228

130 64.88 54.02 11.10 8 186

140 74.10 54.80 11.10 7 183

150 74.10 64.80 11.10 7 155

160 74.10 74.80 11.10 7 134

170 86.50 72.40 11.10 6 138

180 86.50 82.40 11.10 6 122

190 86.50 92.40 11.10 6 109

200 103.80 85.10 11.10 5 118

210 103.80 95.10 11.10 5 105

220 129.75 79.15 11.10 4 127

230 129.75 89.15 11.10 4 112

240 129.75 99.15 11.10 4 101

250 129.75 109.15 11.10 4 92

260 129.75 119.15 11.10 4 84

270 129.75 129.15 11.10 4 78

280 129.75 139.15 11.10 4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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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정확성 지수와 네트워크 안정성 지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두 모의실험 결과에서 동적 전력분산 제어를 적용된 , 는

형광등이 on되고 시스템 성능 지수가 0.6 이상이면 , 보

다 크게 나타났다. , 가 크다는 것은 감지주기 및 통신주

기가 짧다는 의미이고 이를 통해 무선센서의 최신 정보가 전달

되고 update 주기가 짧아져서 연동된 제품의 성능에 많은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모의실험 결과로 동적 전력분산 제어를 적용하면 특정 구간

에서 시스템의 성능 지수가 개선되고 무선센서의 수명 및 연동

된 제품의 성능이 개선됨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구간에

서만 무선센서의 수명과 연동된 제품의 성능이 개선되는 한계

점이 있다.

3.4 제품 연동 실험

태양전지 무선센서가 연동된 에어컨 네트워크 시스템에 시스

템 성능 지수와 동적 전력분산 제어를 적용하여 에어컨은 성능

변화를 확인한다.

공기가 차폐된 실험실 벽면에 10평 능력이 있는 실내기를 고

정시키고 14,000BTU 능력의 실외기는 실내기에 연결된다. 태

양전지 무선센서는 빛 에너지 수집이 가능하도록 형광등 주위

에 설치하며 형광등은 항상 on되어 있다. 주변온도는 33℃로 맞

추고 목표온도를 18℃로 설정하고 난 후 실내기를 냉방모드로

동작시킨다. 무선센서는 동적 전력분산 제어가 적용된 2개(배터

리 초기 값 40%, 80%), 제안된 방법이 적용되지 않은 1개(배터

리 초기 40%)를 각 실험마다 설치한다. 동적 전력분산 제어가

Rs Rc

Rs _1 Rc _1

Rs Rc

Fig. 3. System performance index at initial battery level 40%.

Fig. 4. System performance index at initial battery level 80%.

Fig. 5. Available operating life index at initial battery level 40%.

Fig. 6. Available operating life index at initial battery level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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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지 않은 무선센서는 감지주기 및 통신주기가 고정되어 있

다. 배터리 초기 값이 다른 무선센서를 설치한 이유는 시스템

성능 지수의 차이에 따른 에어컨은 성능을 비교하기 위함이다.

실내기 운전이 시작되면 에어컨 실내기에 장착된 온도센서의 값

과 각각의 무선센서에서 목표온도 도달시간을 비교한다.

Fig. 9는 실내기에 장착된 온도센서, 동적 전력분산 제어가 적

용(배터리 초기 값 40%, 80%)된 무선센서 2개, 동적 전력분산

제어가 미 적용된 무선센서 1개를 실내기 주변온도 값으로 사

용한 주변온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동적 전력분산 제어를 적용한 2개의 무선센서 중에서, 배터리

초기 값이 80%인 무선센서의 목표온도 도달시간이 70분으로

40%인 90분보다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과 Fig. 8에

서 형광등이 on되고 시스템 성능 지수가 0.6이상에서 80%의

, 가 40%의 , 보다 항상 높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에어컨의 성능이 개선됨을 예측할 수 있다.

초기 배터리 값이 40%로 동일한 2개의 무선센서 중에서, 동

적 전력분산 제어를 적용하지 않은 무선센서의 목표온도 도달

시간이 80분으로 적용한 90분보다 더 짧았다. Fig. 9에서 알 수

있듯이 시스템 성능 지수는 동적 전력분산 제어를 사용한 무선

센서가 높지만 이 0.6이하이기 때문에 에어컨 성능 개선에는 영

향이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에어컨의 목표온도 도달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에어컨이 동

일한 성능을 내면서 운전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

적으로 운전시간이 줄어들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나

타낸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태양전지 무선센서의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수

명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시스템에 연동된 제품의 성능을 하나

의 지표로 표시하기 위한 시스템 성능 지수를 제안하였다. 그리

고 시스템 성능 지수 개선을 위해 동적 전력분산 제어를 제안

하여 무선센서의 수명 연장과 네트워크에 연동된 에어컨의 성

능 개선을 확인하였다.

모의실험에서 동적 전력분산 제어를 통해 시스템 성능 지수

( )는 0.6이하에서는 미 적용된 _1보다 항상 높게

Rs Rc Rs _1 Rc _1

Rsystem Rsystem

Fig. 7. Accuracy index and stability index at initial battery level

40%.

Fig. 8. Accuracy index and stability index at initial battery level

80%.

Fig. 9. Change of room temperature according to initial batter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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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며 0.6이상에서도 특정구간에서 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배터리 잔량이 85%이하에서는 수명

지수 는 보다 높게 나타나서 수명 연장 개선효과를 확

인하였고 태양전지로부터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환경

과 시스템 성능 지수 0.6이상에서 와 도 와 보

다 높게 나타나며 이를 통해 감지주기와 통신주기가 짧아져 연

동된 제품의 성능이 개선됨을 예측하였다.

뿐만 아니라 태양전지 무선 온도센서를 이용한 에어컨 네트

워크 시스템에 제안된 기법을 적용하여 에어컨의 목표온도 도

달시간이 단축되고 이를 통해 에어컨 운전 에너지 소비가 줄어

드는 것을 검증하였다.

향 후 암실조건과 같은 수집전력이 적은 구간과 배터리 잔량

이 적은 구간에서도 효과적인 전력관리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

고 에어컨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 연동 실험을 통해 성능 평

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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