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물인터넷 기기에서의 프로그래밍 언어별 에너지 효율 

비교
 

박시형O  이제민  김형신* 

충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sihyeong, leejaymin, hyungshin}@cnu.ac.kr 

Comparison of Energy Efficiency of Programming Languages in 

Internet Of Things Devices 

Sihyeong ParkO  Jemin Lee  Hyungshin Kim*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사물인터넷 기기는 작은 크기에 따른 적은 배터리 용량을 가진다. 따라서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와 언어가 필요하다. 특히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사용되는 하드웨어 자원과 에너지 

효율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언어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

물인터넷에 사용되는 언어인 C, 자바, 루아, 파이썬을 벤치마크를 통해 소모 에너지와 CPU 및 메모리 

사용량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은 CPU 및 메모리 사용량보다 실행 시간에 상관

이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사물인터넷 환경에서는 C와 같이 실행 시간이 짧은 언어의 사용을 통해 효율

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다. 

1. 서  론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은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사람 또는 사물과 상호 협력하는 

서비스 및 기술이다. 최근에는 냉장고, 에어컨을 사용한 

스마트 홈 시스템과 스마트 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여러 가지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  

사물인터넷 기기는 작은 크기로 인해 제한된 

하드웨어 자원을 가져 효율적인 운영체제와 프로그래밍 

언어의 사용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의 사물인터넷은 더 

많은 서비스와 복잡한 기능의 수행에 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CPU와 메모리의 사용과 

적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위해 

사물인터넷을 위한 경량화 및 에너지 효율적인 실시간 

운영체제가 연구되었다[2]. 그리고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운영체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저전력 모드, 다중 모드 등과 같은 운영체제의 

저전력 기능을 비교한 연구도 있다[3]. 최근에는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사물인터넷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가 개발되었다[4-7].  

기존의 사물인터넷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연구들은 

기기에서 사용되는 운영체제의 기능 혹은 운영체제의 

비교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 

응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는 언어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 편의성과 사용 능력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개발 언어에 따라 동작 특성이 다르므로 

같은 응용프로그램의 작성에서도 실행 시간과 에너지 

소모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동작 특성의 차이는 컴파일러 

혹은 인터프리터가 생성하는 실행 파일 및 코드의 

효율성과 사용하는 API에 상관성을 가진다. 따라서 

사물인터넷의 개발에서는 언어에 따른 하드웨어 자원 

사용과 소모 에너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 응용프로그램 구현에 널리 

사용되는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해 벤치마크를 통한 

프로그래밍 언어별 성능과 에너지 사용에 대해 

측정하고 분석한다. 라즈베리 파이에서 CPU 이용률 및 

메모리 측정 위해 파이썬의 psutil을 사용하도록 

벤치마크를 수정하고 깃허브에 공개하였다. 그리고 

Monsoon Power Monitor를 이용해 벤치마크 수행의 

에너지 소모를 측정하였다. 에너지 소모 측정 비교 결과 

C언어가 다른 3개의 언어에 비해 약 3배 이상의 

에너지 효율을 보여주었다. 또한,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사용 에너지는 CPU와 메모리의 사용보다 

실행 시간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측정에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벤치마크를 통한 

에너지 및 CPU 이용률, 메모리 사용량과 실행시간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향후 연구와 결론을 

맺는다. 

 

2. 프로그래밍 언어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에서 사용되는 4가지 C, 

자바, 루아, 파이썬을 사용한다. 언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C는 실행하는 환경에 의존적이지만 나머지는 

가상머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에 상관없이 동작할 

수 있다. 하지만 가상머신에서 코드가 실행되기 때문에 

C에비해서 느린 실행 속도와 더 많은 메모리 사용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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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따라서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고 가상머신을 

사용하지 않는 C언어가 에너지를 적게 소모할 것이라 

예상된다. C언어는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언어로 

하드웨어의 접근이 쉽고 빠른 속도와 적은 메모리 

사용량을 가진다. 많은 사물인터넷 기기가 리눅스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C언어도 사물인터넷 응용프로그램의 

개발에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자바는 객체 지향적 

프로그래밍 언어로 소스코드를 바이트 코드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 자바 가상 머신에서 동작시킨다. 파이썬은 

객체 지향적 대화형 언어로 인터프리터를 사용하지만, 

소스코드를 컴파일해서 바이트 코드로 변환해서 

수행한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사용에서 빠른 성능을 

보여준다. 루아는 절차적 스크립트 언어로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해서 루아 가상머신에서 실행되는 구조를 

가진다. 루아 가상머신은 레지스터 기반으로 동작하며 

작은 메모리 사용량과 작은 소스코드 크기를 가진다.  

 

3. 프로그래밍 언어의 에너지 효율 비교 

 본 장에서는 사물인터넷 기기로 사용되는 라즈베리 

파이에서 벤치마크를 통한 C, 자바, 파이썬, 루아의 

CPU 이용률 및 메모리 사용량과 실행시간, 소모 

에너지를 측정하고 비교, 분석한다. 

 

3.1 측정환경 

 성능 및 에너지 측정에 사용한 라즈베리 파이는 ARM-

v6 기반으로 700MHz로 동작하며 512MB 메모리를 

가진다. 그리고 데비안 기반 운영체제 raspbian 

wheezy를 사용하고, GCC 4.6.3, java 1.8.0, lua 5.2.1, 

python 3.2.3을 이용해 각각의 벤치마크 소스를 빌드 

및 실행한다.  

 또한, 각 벤치마크 실행에 대한 소모 에너지의 측정을 

위해 그림 1과 같이 Monsoon Power Monitor[8]를 

라즈베리 파이를 연결해 전력을 공급하고 소모되는 

에너지를 측정한다.   

3.2 벤치마크 

 성능을 위한 벤치마크는 The Computer Language 

Benchmarks Game[9]을 사용해 각각의 언어의 CPU 

이용률 및 메모리 사용량과 실행시간을 측정한다. 

사용되는 벤치마크는 아래와 같다. 

 - binarytrees: 이진 트리의 할당 및 해제 

 - n-body: 배정밀도 n체 시뮬레이션 

 - fannkuch-redux: 아주 작은 정수 수열의 색인 접근 

 - mandelbrot: 만델브로 집합의 생성 

 - fasta: 임의 DNA 순서의 생성 및 기록 

 - spectral-norm: 거듭제곱법을 이용한 고윳값 계산 

 측정을 위해 기존의 벤치마크 툴의 리눅스에서 더는 

지원하지 않는 python-gtop 라이브러리를 psutil로 

변경하였다. 변경한 벤치마크 툴과 측정에 사용된 

소스코드는 깃허브[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3.3 측정결과 

 측정 결과는 그림 2와 같이 벤치마크를 사용해 소모 

에너지를 측정하였다. 소모 에너지는 각 벤치마크의 

실행 시간 전체에 대해 사용한 에너지를 측정하였다. 

자세한 측정 결과는 깃허브[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은 벤치마크의 수행에서 각 언어에 대한 

평균값이다. 

그림 2 벤치마크를 통한 소모 에너지 측정 결과 

그림 1 측정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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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언어별 측정 평균 값 

 

3.4 결과분석 

 3.3의 측정 결과를 통해 C언어를 사용해서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메모리 사용량의 경우 적게는 3배, 많게는 

274배의 효율을 가지고, 에너지 사용량에서도 약 

3배에서 63배의 효율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CPU 사용률의 경우 언어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스코드의 길이는 프로그램 개발의 

생산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림 3은 R의 상관 분석 패키지를 

이용해 피어슨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이는 어떠한 

요소가 가장 소모 에너지와 관련성이 높은지 분석한 

것으로, 실행 시간이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따라서 사물인터넷의 개발에서는 C와 같이 실행 시간이 

짧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외의 메모리와 

CPU 이용률은 에너지에 대해 비교적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바의 경우 소스코드를 javac를 통해 클래스 파일을 

생성해야 실행할 수 있는데, 해당 과정이 평균적으로 

30초가 소모되었다. C의 컴파일 과정은 평균적으로 1초 

미만이 걸렸고 나머지 언어는 별도의 과정 없이 

실행되었다. 따라서 인터프리터 기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추가적인 에너지 및 자원의 소모가 발생할 수도 

있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 기기에서의 프로그래밍 

언어별 성능과 에너지 효율에 관해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C언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 약3~274배의 메모리 

효율과 실행시간에서 약3~65배 빠른 결과를 보였다. 

특히, 이를 통해 C언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 약 

3~63배의 에너지 효율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사물인터넷에서의 에너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수행 시간이 짧은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향후 연구로는 사물인터넷 기기에서 사용하는 실시간 

운영체제와 다양한 실제 사용 시나리오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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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항목 
C 자바 루아 파이썬 

에너지 

소비(mJ) 
2023.66 6972.33 

13832.9

0 

129369.

94 

소스코드 줄 86 112 62 68 

CPU 

이용률(%) 
92.60 92.78 92.88 93.23 

메모리 

사용량(MB) 
0.36 14.45 3.36 99.25 

실행시간(초) 1.06 3.53 7.07 66.89 

그림 3 소모 에너지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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