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자는 핵심적인 하드웨어 시스템 수준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스마트 빌딩을 위한 사물 인터넷(IoT)을 구축하는 일은 실

제 물리적 파라미터를 감지하는 센서 노드로 시작한다. 

이러한 센서 노드 중 상당수는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클라우

드에 연결된다. 전통적인 방법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클라우드에 전

송하는 것이다. 하지만 네트워크 대역폭, 비용, 지연을 포함한 

다수의 요소를 고려할 때 센서 노드가 국지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엣지에’ 더 많은 인텔

리전트 기능을 구현해 클라우드에 정보를 제공하는 강력한 사

례가 있다.

공간 제약과 배선 비용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센서 노드는 

배터리로 동작하고 무선으로 클라우드에 연결된다. 무선 연결

의 경우 잡음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금속도 무선 통신을 방

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작동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장거리 

통신 프로토콜이 되어야 한다. 온도, 습도, 일산화탄소와 같은 

물리적 파라미터 데이터를 감지, 증폭, 필터링하는 감지 서브

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는 신호 대 잡음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클라우드에 전송하거나 로컬 프로세싱을 위해 고품질 

Designers need to tackle key hardware 

system-level challenges

Deploying the internet of things (IoT) for smart 

buildings starts with a sensor node that senses real-

world physical parameters. Many of these sensor nodes 

use a gateway to connect to the cloud. Traditionally, 

the approach was to gather and send data through 

networks to the cloud for processing and leveraging. 

Given numerous factors, however, including network 

bandwidth, cost, and latency, there’s a strong case for 

more intelligence “on the edge” wherein the sensor node 

is able to process data locally and only sends information 

to the cloud when absolutely necessary.

Because of space constraints and wiring costs, an 

increasing number of sensor nodes must be able to 

operate on batteries and connect to the cloud wirelessly. 

The wireless connection should be a reliable, long-

range communication protocol that can work in noisy 

environments ─ even metal, which can interfere with 

radio communication. The sensing subsystem that s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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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장거리 무선 통신과 고품질 감지 서브시스템을 모두 필요

로 하면서 배터리로 동작해야 한다는 것은 센서 노드가 더 적

은 에너지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여러 애

플리케이션 시나리오에서, 감지에서부터 아날로그 프론트 엔

드, 무선 커넥티비티,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HMI)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서브시스템을 어떻게 구분하고 최적화하는지 살펴

보기로 하자.

센서 노드가 모터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나리오의 경우, 

전류 소모를 슬립 모드에서 거의 수십 나노암페어 수준으로 

최소화하여 전체 노드를 최적화할 수 있다. 무선 모터 모니터

링은 센서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슬립 모드에서 작동함으로써 

코인 셀 배터리 하나로 5년에서 7년 동안 동작할 수 있다. 만

약 일산화탄소 검출기 또는 모션 감지기와 같이 센서가 대부

분 슬립 모드에 있거나 오프로 전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초저

전력 또는 나노전력 솔루션으로 감지 아날로그 신호 체인을 

구현할 수 있다.

전원을 쉽게 공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버튼 패

널이나 빌딩 보안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특히 무부하 전류

를 위해 전체적인 저전력 풋프린트를 갖는 것이 여전히 더 바

amplifies, and filters physical parametric data such as 

temperature, humidity, and carbon monoxide must 

be able to provide a reliable signal-to-noise ratio and 

compute quality data for sending to the cloud or for local 

processing.

Needing both long-range wireless communication 

and a quality sensing subsystem while operating on a 

battery means that the sensor node has to do more with 

less. So let’s look into different application scenarios and 

how to partition and optimize various subsystems from 

sensing to the analog front end to wireless connectivity 

to the human-machine interface (HMI).

In a scenario in which a sensor node monitors the 

health of a motor, it’s possible to optimize the overall 

node by minimizing the current consumption to almost 

tens of nanoamperes during sleep mode. By operating 

the sensor in sleep mode the majority of the time, 

wireless motor monitoring can run for five to seven 

years on a single coin-cell battery. If the sensor cannot 

be in sleep mode or switched off for the majorit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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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하다. 모든 센서 노드를 추가하게 되면, 빌딩의 전체 에너

지 풋프린트가 최소화되고 탄소 발자국으로 측정할 때 더 많

은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다.

24VAC 트랜스포머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비디오 도어벨 애

플리케이션을 보자. 도어벨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프로세서

와 Wi-Fi를 실행하는 데 끌어올 수 있는 전류는 제한돼 있다. 

더 높은 전류 요구량을 보충하려면 전원 아키텍처는 무부하 전

류가 나노 암페어 수준인 고도로 효율적인 스위칭 레귤레이터

뿐 아니라 스마트 배터리 관리 디바이스를 포함해야 한다.

신중한 구현을 필요로 하는 센서 노드 내의 또 다른 중요한 

서브시스템은 HMI이다. 센서 노드의 네트워크와 유지보수에 

대한 커미셔닝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려면 HMI는 직

관적이어야 한다. 기존에는 디스플레이가 사용되지만, 이는 너

무 많은 전류를 소비할 수 있어 특히 센서 노드의 제한된 전력 

예산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디스플레이 대신 창의적인 한 

가지 방법으로 적색, 녹색, 청색 및 백색 LED를 포함하는 컬러 

휠을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 록과 연기 감지기 같은 스마트 가

전 장치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LED는 다양한 컬러와 밝

기를 생성하여 센서 노드의 상태를 전달 할 수 있다.

더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인터랙티브한 빌딩의 비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하드웨어 시스템 수준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창의적인 솔루션은 스마트 신호 체인 설계와 

전력 관리는 물론 커넥티드 마이크로컨트롤러 솔루션의 구현

을 포함하는 일이 될 것이다. SN

time (such as a carbon monoxide or motion detector), 

you can implement the sensing analog signal chain with 

extremely low-power or nano-power solutions.

Even if the source of power is readily available (in 

cases like an elevator button panel or a building security 

gateway), it’s still better to have an overall low-power 

footprint, especially for quiescent currents. Therefore, 

when all of the sensor nodes are added up, the overall 

energy footprint of buildings will be minimized and lead 

to more green cities as measured by carbon footprint.

Take a video doorbell application powered from a 24-

VAC transformer. There is a limit to how much current 

can be pulled to run the processor and Wi-Fi before 

leading to a false doorbell chime. To supplement the 

higher current draw, the power architecture should 

include highly efficient switching regulators with 

nanoamperes of quiescent current as well as smart 

battery-management devices.

Another important subsystem within a sensor node 

that requires a thoughtful implementation is the HMI, 

which must be intuitive so that the commissioning of 

sensor nodes to the network and maintenance can be 

communicated correctly and efficiently. Traditionally, a 

display is used but can draw too much current, especially 

with a limited power budget in a sensor node. Instead 

of displays, one creative implementation is to use color 

wheels that contain red, green, blue, and white LEDs. 

These LEDs can generate different colors and/or brightness 

to convey the status of the sensor node, as shown in smart 

home devices like smart locks and smoke detectors.

To accelerate the vision of smarter, greener, and more 

interactive buildings, we need to tackle the key hardware 

system-level challenges. Creative solutions will be an 

equal function of designing a smart signal chain and 

managing power as well as implementing connected 

microcontroller solutions.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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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구현을 필요로 하는 센서 노드 내의

 또 다른 중요한 서브시스템은 HMI이다.

 센서 노드의 네트워크와 유지보수에 대한

 커미셔닝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려면

 HMI는 직관적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