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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high-speed Hybrid MAC (Medium Access Control layer) implementation suitable for smart grid

applications is researched. MB-OFDM (Multi-Band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is considered for high-

speed communication method in smart grid application. In this paper, the MAC adopts the distributed network managing

method. Also, the MB-OFDM merit of high-speed transfer rate of up to 480Mbps must be supported. Hence, this paper

presents an efficient hardware-software integration (co-design) method in order to realize a high- speed transmission, and

a realizing method of distribution network. Finally, MAC performance and reliability based on MB-OFDM PHY

(PHYsical layer) are confirmed through simulation and e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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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Green IT(Information Technology)가 주목 받

으면서 공해를 발생시키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전

기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를 IT와

접목하여 활용성을 극대화 하는 전력IT 및 스마트 그

리드에 대한 구현 방안에 대해서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특히 스마트 그리드를 위한 다

양한 통신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에

서도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 기술이 주요한 기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리 무선통신 시스템에는 WiFi(Wireless

Fidelity), WiFi Direct, UWB(Ultra Wideband)등이 있

다[1]. 그 중에서도 높은 대역폭으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이 UWB통신 기술이다. UWB는 1990년대까

지 미 국방성에서 군사 목적의 레이더 기술에 적용되

던 기술로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 연방 통신위원회)가 2002년 2월 UWB의 상업적 사

용을 허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가능해지게 된

기술이다[2].

일반적으로 UWB는 3.1 ~ 10.6GHz대역에서 100 Mbps

이상 속도로, 기존의 스펙트럼에 비해 매우 넓은 대역

에 걸쳐 낮은 전력으로 초고속 통신을 실현하는 근거

리 무선통신 기술로 규정된다. UWB 방식의 신호는 넓

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파수 영역에

서의 전력 밀도 값을 아주 작은 값으로 할 수 있어 다

른 통신신호가 존재하는 주파수에 중첩되어 사용하더

라도 간섭을 거의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2]. Intel, Texas Instrument, 삼성전자, Wisair,

Staccato등이 참여하고 있는 MBOA(Multiband Orthogo-

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Alliance)주도의

MB-OFDM(Multi-Band Orthogonal Frequency Divi-

sion Multiplexing) 방식이 WiMedia의 주도로 많은 업

체가 참여하여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였다[3].†E-mail : hongdk@sm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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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에서 가장 단점으로 지적되어온 통신 속도에 대

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MB-OFDM UWB에서는 최

대 500Mbps의 속도를 목표로 표준화가 진행되었다[4].

MB-OFDM UWB 기술에서는 공통적으로 PHY(PHY

sical layer) 단에서의 고속화가 주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전송속도 또한 중

요한 이슈로 남아있다. 즉 MAC(Medium Access

Control layer)이 얼마나 PHY의 전송속도를 효과적으

로 최적화해서 지원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5-6].

또한 MB-OFDM MAC(혹은 MBOA-MAC)은 마스터

가 주도적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방식인 종래의 일

반적인 근거리 무선 통신과 달리 동등한 입장의 디바

이스들이 분산적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방식을 채

택하였다[7]. 따라서 이러한 분산형 Hybrid MAC을 효

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가 또한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속의 전송속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합 설계

(Co-design) 방법과 분산 네트워크를 실현하기 위한 방

법을 제시한다. 즉 고속 MAC을 설계하기 위한 방법과

성능의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을 찾아 이를 효과적

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

이 구성된다. 먼저 2장에서는 고속 분산형 네트워크인

MBOA-MAC의 기본적인 기능과 개념을 설명한다. 3

장에서는 고속 분산형 MBOA-MAC의 공통된 기능들

의 분류에 대해 설명하고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MAC

전용 DMA(Direct Memory Access)의 효과적인 설계

방법에 관한 상세내용을 다룬다. 4장에서 MAC 기능

시뮬레이션 결과를 5장에서는 에뮬레이션 결과를 설명

하고, 6장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다.

2. 고속 분산형 MBOA-MAC의 기능과 개념

본 장에서는 MBOA MAC의 설계개요에 대해 설명

한다. 먼저 슈퍼프레임(Superframe) 및 프레임(Frame)

구조를 설명하고 분산 MAC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한

다.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MBOA MAC의 설계 목표

는 다음과 같다.

• Ad-hoc peer-to-peer 네트워크에 최적화

• 모든 디바이스가 네트워크 생성 가능

• 간단한 합류과정

• 데이터 전송 시 간단한 프로토콜 구조 사용

• 네트워크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이동성 지원

• 사용자의 수동적인 작업 없이 네트워킹을 가능하

게 하는 Zero-configuration

• QoS(Quality-of-Service) 서비스 지원

• 빠른 연결(<1초)과 연결 해지

• 전송 전력의 효율적인 제어를 통해 타 시스템에 최

소한의 간섭

• 메쉬 네트워크로의 확장성 확보

2.1. 슈퍼프레임 구조

MBOA MAC 프레임의 타이밍 구조는 Fig. 1에 나

타난 바와 같으며 슈퍼프레임을 기본으로 한다. 각각의

슈퍼프레임은 비콘 슬롯에서 시작 되는데, 그 시작시간

을 BPST(Beacon Period Start Time)이라고 한다. 슈퍼

프레임은 256개의 MAS(Media Access Slot)로 구성이

되며, 이때 하나의 MAS는 256 µs의 길이를 가진다. 따

라서 전체 슈퍼프레임의 시간적 길이는 65,536 µs

(≒66 ms)가 된다.

2.2. 프레임 구조

MBOA MAC의 프레임은 Fig. 2와 같이 구성이 되

며, PLCP(Physical Layer Convergence Protocol sublayer)

헤더는 39.4 Mb/s의 속도로 전송이 되고, 정확한 전달

을 위하여 HCS(Header Check Sequence)를 사용한

다[8]. MAC 프레임 페이로드는 가변 길이를 가지며,

53.3, 80, 106.7, 160, 200, 320, 400, 그리고 480 Mbps

의 속도로 전송이 될 수 있다. MBOA MAC 헤더는

일반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계열의

MAC 헤더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MBOA

MAC의 특성인 분산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Fig. 1. Superframe structure.

Fig. 2. MAC fram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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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tion/Access Method 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들 수 있다.

2.3. 분산형 MAC

MBOA MAC은 중앙의 마스터가 네트워크를 관리

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디바이스가 네트워크를 구성

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분산형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를 인간의 대화방식에 비유하면, 기본적으로 각각의 디

바이스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첫째, 너의 상황은 어떠냐.(상대방 디바이스들이 파

악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상태)

둘째, 나의 상황은 이렇다.(디바이스 자신이 파악하

고 있는 네트워크의 상태)

셋째, 너의 상황을 내가 수용 가능하면 받아들인다.

넷째, 너와 내가 충돌이 일어난다면 서로 양보한다.

이와 같이 분산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하여 모든

디바이스는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상태를

비콘 프레임에 실어서 송신하게 되며, 그와 동시에 수

신되는 다른 비콘들로부터 상대방들이 파악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상태를 알게 된다. 그럼으로써, 각각의 디

바이스는 자신의 통신 거리밖에 있는 디바이스의 상태

도 인접한 디바이스의 비콘을 수신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디바이스간의 충돌이 일어나면, 가능

하면 자신이 먼저 양보하는 메커니즘을 사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유연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MBOA MAC

은 분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비콘은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비콘 구간에 대한 정

보(BPOIE: Beacon Period Occupancy Information

Element)와 현재의 슈퍼프레임에서 자신이 통신하고자

하는 시간을 할당 받았다면 그 정보(DRPIE: Distri-

buted Reservation Protocol Information Element)를 비

콘에 실어 보낸다. Table 1에는 BPOIE에 대한 구조 및

정보가 나열되어 있고, Table 2에는 DRPIE에 대한 구

조 및 정보가 나열되어 있다. 

3. 고속 분산형 MBOA-MAC 구현

3.1. MAC 기능 분할

먼저 MAC을 구현하기 위하여 MAC의 각각의 기능

들을 어디에서 구현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

드웨어는 RTL(Register Transfer Language)로 구현되

는 부분을 말하며, 펌웨어는 칩에 내장되는 임베디드

CPU(Central Processing Unit)상에서 수행되는 프로그

램을 지칭한다. 그리고 드라이버는 호스트에서 수행되

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시간에 민감한 기

능(동기화, CSMA/CA(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Collision Avoidance) 액세스 메커니즘,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액세스 메커니즘, 송수신 관

련 기저대역(Baseband) 제어, 수신확인 프레임 처리 등)

과 계산량이 많은 연산(암호화/복호화), 시간이 오래 걸

리는 데이터 처리(데이터 복사)등은 하드웨어로 구현

을 한다. 그리고 시간에 덜 민감하며 하드웨어의 도움

을 필요로 하는 기능들은 펌웨어로 구현을 한다. 마지

막으로 시간에 민감하지 않은 관리 기능들은 일반적으

로 드라이버에서 구현을 한다.

3.2. 시스템 설계

위와 같은 기능 분류에 의해 펌웨어와 하드웨어의

협업(Co-work)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Table 1. BPOIE

Element ID 1

Length 11(decimal)

BP Length 14(decimal)

Beacon Slot 

Info Bitmap

Slot 0 : 0, Slot 1 : 0

Slot 2 : 1, Slot 3 : 0

Slot 4 : 1, Slot 5 : 2

Slots 6 ~ 13 : 0

Device 

Addresses

Slot 2 : 0x0ACE

Slot 4 : 0xC001

Slot 5 : 0xD03C

Table 2. DRPIE

Element ID 9

Length 8

DRP 

Control

Reservation Type(b2-b0) 1(Hard)

Stream Index(b5-b3) 3

Reason Code(b8-b6) 0(Accepted)

Reservation Status(b9) 1

Owner(b10) 1

Conflict Tiebreaker(b11) 1

Unsafe(b12) 0

Reserved(b15-b13) 0

Target/Owner DevAddr 0x0ACE

DRP 

Allocation 1

Zone Bitmap
Zone 0 : 0

Zones 1-15 : 1

MAS Bitmap
MASs 0-13 : 0

MASs 14-1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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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과 같이 구성하였다. 캐시(Cache)를 내장한 ARM

926EJ CPU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성능을 높였고,

재사용 및 시스템 설계가 용이한 AMBA(Advanced

Microcontroller Bus Architecture) 버스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시스템 메모리 버퍼와 MBOA MAC 하드웨어

간의 데이터 이동을 위하여 MAC전용의 DMA를 설계

하였으며, 호스트와 시스템 메모리 버퍼간의 데이터 이

동을 위하여 USB(Universal Serial Bus) 2.0 블록의 전

용 DMA를 사용하였다. 

위의 설계를 바탕으로 전체 AHB(ARM High Per-

formance Bus) 버스 점유율을 예측하여 설계의 유효성

을 판단하였다. 다음 Table 3은 AHB 버스 점유율을

예측하기 위한 시나리오이다.

Table 4는 시스템 버스 클럭을 132 MHz로 사용할

경우의 버스 점유율이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데

이터 이동에 사용되는 버스 점유율은 20%이며 나머지

80%는 펌웨어에서 MAC 프로토콜을 처리하는데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에뮬레이션에서는 동작 속도의 한계가 있어

서, SoC(System on Chip) 구현시 예상 시스템 속도인

132 MHz의 1/4인 33 MHz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고속 MAC 설계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곳은 주로

데이터를 복사하는 부분이다. MAC 전용 DMA 설계

시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데이터 복사 수행 시간 : 32bit 시스템 버스를 사용

할 때, 64Bytes를 복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 DMA 준비 : 4 clocks

☞ 데이터 복사 : 16 clocks

• 한정된 자원인 메모리 버퍼를 효율적으로 사용 

☞ DMA 준비 : 4 clocks

☞ MAC 프레임은 일반적으로 짧은 비콘프레임과

명령 프레임, 상대적으로 긴 데이터 프레임으

로 구성됨

☞ 메모리 블록을 일정 크기로 분할하여 MAC 프

레임을 구성함으로써, 동시에 저장할 수 있는

MAC 프레임의 수를 늘림

☞ 그러나 메모리 블록 사용에 따른 제어 필드

(Control Field)가 오버헤드가 되기도 함

• MAC과의 인터페이스 : 32Bit 단위의 시스템 버스

와 8Bit MAC과의 속도차를 고려한 FIFO(First-In

First-Out) 설계

• 호스트 인터페이스 블록과의 인터페이스 : 호스트

인터페이스와 MAC 전용 DMA가 처리하는 MAC

프레임 저장 메모리 공간 사이의 데이터 복사 구

조 최적화

• 메모리 블록 및 DMA 버스트 크기 선정

☞ 짧은 길이의 프레임을 위한 작은 크기 단위의 메

모리 블록과 긴 프레임을 위한 큰 크기 단위의 메

모리 블록을 조합하여 사용함

☞ CPU의 인터럽트 지연(Interrupt latency) 분석에

따라 DMA 버스트 크기 선정

이상을 고려하여 연결 리스트(Linked List) DMA를

설계하였으며, 그 대략적인 구조는 Fig. 4와 같다.

3.3. MAC 하드웨어 설계

Fig. 5에는 MAC 하드웨어의 블록도를 보여주고 있

Fig. 3. Block diagram of MBOA system.

Table 3. MAC usage scenario

Type Value Clocks

Superframe Length 64 msec

Beacon Length 200 bytes 77

Beacon Rate 53.3 Mbps

Beacon Duration 45 usec

# of Beacon 10 ea

Data Length 4000 bytes 1386

Data Rate 480 Mbps

Data Duration 80 usec

# of Data 600 ea

Throughput 300 Mbps

Table 4. Bus occupancy

Clock for a Superframe

Beacon 77×10 = 770

Data 1386×600×2 = 1,663,200

Total 64,000×133 = 8,5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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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BOA Registers 블록은 MAC 기능 분류에 따라

MAC 하드웨어와 MAC 펌웨어의 인터페이스를 정의

하고 있다. 이 레지스터를 통해 MAC 펌웨어는 MAC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MAC 하드웨어는 실행 결과들

을 MAC 펌웨어에게 전달하게 된다. 또한 수행시간이

오래 걸리고, 버스 점유율이 높은 데이터 복사를 위해

서 MAC 전용 DMA를 RTL로 설계하였다. 데이터 송

신시 펌웨어는 DMA 관련 레지스터(송신할 데이터 버

퍼의 위치, 송신 크기)들을 설정한 후 MAC 하드웨어

에서 전송이 시작되길 기다리다가, 전송이 시작되면

DMA 전송(Tx) 블록이 지정된 위치에서 설정된 크기

만큼의 데이터를 FIFO를 통해 전송하게 된다. 이와 유

사하게 수신시에는 펌웨어에서 먼저 수신 버퍼의 위치

를 설정하고 데이터가 수신되기를 기다린다. 이 상태에

서 실제 데이터가 수신 FIFO를 통해 DMA블록으로

전달되면, 이 블록은 미리 설정된 위치로 수신된 패킷

의 헤더에 있는 크기만큼의 데이터를 전달하게 된다.

이렇게 전용 DMA를 사용함으로써, 적은 크기의 FIFO

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 송신 및 수신이 가능

하게 되었다.

FSM(Finite State Machine)블록에서는 전체적인

MAC 하드웨어의 상태천이(Scanning, Synchronizing,

Transmission, Reception)등을 관리하며, 다른 블록들을

제어하게 된다. 또한 시간 제어기(Timer Controller)는

MBOA MAC 스펙에 규정된 슈퍼프레임 관련 타이밍

을 처리한다. 전송제어기(Transmission Controller)는

FSM의 제어를 받으며, 기저대역 전송(Baseband

Transmission) 인터페이스 신호를 제어하여 데이터 송

신과 수신확인 프레임 수신 등에 관련된 기능을 처리

한다. 수신제어기(Reception Controller)도 FSM의 제어

를 받으며, 기저대역 수신(Baseband Reception) 인터페

이스로부터 수신한 데이터와 신호를 통해 데이터 수신

과 수신확인 프레임 송신 등에 관련된 기능을 처리한

다. 인터럽트 제어기(Interrupt Controller)는 MAC 하드

웨어로부터 발생한 인터럽트를 관리하며 이 인터페이

스를 통해 MAC 펌웨어는 시간에 민감한 기능들을 소

프트웨어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3.4. MAC-PHY 인터페이스

다음 Fig. 6은 MBOA MAC-PHY 인터페이스에서

규정한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인터페이스에

Fig. 4. Linked list DMA structure.

Fig. 5. Block diagram of MAC hardware.

Fig. 6. MAC-PHY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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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의는 지면관계상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참고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9]. 여러 종류의 기저

대역 시스템(Baseband System)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WiMedia에서 규정한 MBOA MAC-

PHY 인터페이스 신호 규정들을 준수하여 인터페이스

를 구현을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신

호들은 물리계층 클럭(Physical Layer Clock:

PCLK(66MHz))에 동기가 맞추어져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MAC 자체에서 사용하는 클럭과

PCLK는 서로 비동기 되므로 클럭 크로싱(Clock

Crossing)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

여 MAC 하드웨어는 PHY와의 인터페이스 신호를

Flip-Flop을 이용하여 안정화된 신호를 만들어 사용하

였으며 데이터 통신을 위하여 비동기 FIFO를 사용하

였다. 그리고 MAC에서는 PCLK의 하강 에지

(Negative Edge)를 사용하여 인터페이스 신호의 경로

길이가 달라서 생길 수 있는 보드상의 문제점을 해결

하였다.

4. MAC 기능 시뮬레이션

MAC 하드웨어 블록을 설계할 때는 모듈별로 각각

의 기능을 정의하고 인터페이스를 정의함으로써 개별

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 기능을 검증한다. 그런 다음 모

든 모듈들의 설계가 완료되면, 전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서 오류를 찾아내고 기능을 추가하게 된다. Fig. 7의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개의 MBOA

인스턴스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통신을 하면서 네트워

크를 생성하고, 데이터 송신 및 수신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5에는 MAC의 기능 파라미터들의 정의가 열

거되어 있다. Fig. 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메모리

블록은 메모리 블록 제어 필드(C1)와 MAC 페이로드

(Nmemblk) 부분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메모리 블록 하나

의 실제 크기는 다음 수식 (1)과 같이 정의된다.

Lmemblk = Nmemblk + C1 (1)

특정 길이의 패킷을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메모리의

크기(Lmem)는 패킷 길이를 메모리 단위 블록 크기를 나

눈 값을 천장함수 취한 개수만큼의 메모리 블록이 필

요하게 된다. 즉, 다음 수식 (2)와 같이 정의된다.

(2)

하나의 메모리 블록(Nmemblk)을 DMA를 통해 전송하

는데 필요한 클럭수(Tmemblk)는 Lmemblk을 DMA버스트크

기(B)로 천장함수 취한 횟수만큼의 버스를 준비하고

해지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실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구성된다.

(3)

따라서 Lk 길이의 패킷을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클

럭 수는 패킷 길이를 메모리 블록의 크기로 나눈 값을

바닥 함수 취한 개수만큼의 메모리 블록을 전송하는데

필요한 클럭 수와 나머지 패킷 길이를 전송하는데 필

요한 시간으로 구성된다.

Lmem

Lk

Nmemblk

---------------- Lmemblk×=

Tmemblk

Lmemblk

B
--------------- C2 C3+( )

Lmemblk

C0

---------------+×=

Fig. 7. Simulation environment.

Table 5. MAC functional parameters definition

기호 설명 값 비고

C0 시스템 버스 크기 4 단위:octet

C3 메모리블록제어필드 크기 8 단위:octet

Nmemblk 메모리 블록 크기 가변 단위:octet

Ndmaburst DMA 버스트 크기 가변 단위:octet

Lk 패킷 길이 가변 단위:octet

Lmem 메모리 크기 가변 단위:octet

C2 DMA 준비 시간 4 단위:octet

C3 DMA 해지 시간 2 단위:octet

Ttotal DMA 수행 시간 가변 단위:octet

Tlatency CPU Interrupt Latency 가변 단위:oc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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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성능 지표중의 하나인 DMA 전송에 따른

CPU 인터럽트 지연시간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통신을 수행하는 DMA는 CPU보다 버스 우선순위가

높으므로 DMA가 버스트 크기 단위로 시스템 버스를

점유하는 동안 CPU는 기다려야 한다. DMA는 DMA

버스트 크기(B)단위로 버스를 점유하여 패킷을 전송하

게 되며, DMA 버스트 크기(B)만큼의 데이터를 복사하

는데 걸리는 시간은 DMA 준비시간(C2)과 DMA 버스

트 크기(B)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시간(B/C0), 그리고

DMA 해지 시간(C3)으로 구성된다.

(5)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패킷 전송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패킷의 크기는 이더넷을 기준으로 하

여 MTU(Maximum Transmission Unit) 크기(1530바이

트)와 이더넷 헤더 크기(14바이트), MAC헤더 크기(10

바이트)를 더한 1554바이트인 긴 패킷의 경우와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의 ACK.에 해당하

는 TCP 헤더(20바이트), IP(Internet Protocol) 헤더(20

바이트), 이더넷 헤더(14바이트), MAC헤더(10바이트)

를 더한 64바이트인 짧은 패킷의 경우로 나누었다. 그

리고, 긴 패킷과 짧은 패킷의 구성비는 1 : 1로 가정하

였다.

먼저, 1554바이트와 64바이트 전송시의 메모리 크기

를 나타내었다.

Fig. 8과 Fig. 9를 보면 전송하고자 하는 패킷의 크기

와 메모리 블록의 크기에 따라 필요한 메모리의 크기

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메모리 블록의 크기

가 작을수록 필요한 메모리의 크기는 줄어들게 된다.

Fig. 10에 나타나 있듯이 1554바이트와 64바이트를 전

송시에 필요한 메모리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메모리

블록의 크기가 64바이트일때 1,872바이트, 메모리 블

록의 크기가 128바이트일때 1,904바이트, 메모리 블록

의 크기가 256바이트일때 2,112바이트, 메모리 블록의

크기가 512바이트일때 2,600바이트가 된다. 즉, 메모리

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블록을 작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Ttotal

Lk

Nmemblk

---------------- Tmemblk

mod Lk Nmemblk,( )

B
--------------------------------------+×=

 C2 C3+( )
mod Lk Nmemblk,( )

C0

--------------------------------------+×

Tlatency C2

B

C0

----- C3+ +=

Fig. 11. DMA execution time according to DMA burst

size in case of 1554bytes transmission.

Fig. 12. DMA execution time according to DMA burst

size in case of 64bytes transmission.

Fig. 8. Memory size for 1554bytes transmission.

Fig. 9. Memory size for 64bytes transmission.

Fig. 10. Memory Size for 1554bytes and 64bytes trans-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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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1554바이트와 64바이트 전송시 DMA 수

행시간을 나타내었다. Fig. 9와 Fig. 11, Fig. 13를 살펴

보면 DMA 버스트 크기와 메모리 블록의 크기가 클수

록 DMA 수행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Fig. 14에 나타나 있듯이 DMA 버스트의 크

기와 인터럽트 지연 시간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Trade-off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상의 시뮬레이션 결

과에 나타나있듯이, 짧은 패킷과 긴 패킷의 구성 비율

에 따라 최적의 메모리 블록 크기와 DMA 버스트 크

기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스템 버스 클럭을 100 MHz를 사용하는 경우

1554바이트를 전송하는데는 4.91 usec부터 11.69 usec

까지의 시간이 소요되며, PHY의 전송속도가 500 Mbps인

경우 24.864 usec가 걸리게 된다. 따라서, DMA의 시스

템 버스 점유율은 19.74%부터 47.021%까지가 된다.

5. 에뮬레이션 결과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MBOA MAC을 구현하

기 위한 에뮬레이션 보드를 아래 Fig. 12에 나타내

었다. 크게 나누어서 MAC 펌웨어를 실행하기 위한

ARM926EJ-S CPU, System과 MAC RTL을 처리하는

FPGA, MBOA PHY 모듈, 호스트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고속의 USB2.0, 디버깅을 위한 UART(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Transmitter) 인터페이스로 구

성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에뮬레이션 보드를 이용하여

통신을 수행하였다. 53.3 Mbps PHY 전송 속도를 이용

할 경우, MAC에서는 전체 시스템의 60%를 사용하면

서 21 Mbps의 성능을 나타내었다. 또한, 모든 디바이

스가 분산 네트워크의 하나의 개체로 동작하면서 서로

상호 협조하면서 네트워크를 관리하였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MB-OFDM을 기반으로 하는 고속 분

산형 Hybrid MAC 설계 방법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고속 무선 MAC구현을 하기 위한 MAC 기능 분류 절

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고속

DMA 설계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 제안한 연결 리스

트 DMA의 메모리 효율과 수행속도에 관하여 시뮬레

이션을 수행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입증하였으며 에뮬

레이션 보드를 통해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 제안한 MAC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협력 설계와 전용 DMA 설계 부분은 앞으로의 무선

통신 칩 설계에 적용 가능하며, 시뮬레이션과 에뮬레이

션을 병행함으로써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최종 목표인

칩의 안정성 검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

다. 또한 이러한 분산형 Hybrid MAC 구현 방식은 향

후 고속을 필요로 하는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을거라 기대한다.

Fig. 13. DMA execution time according to DMA burst size

in case of 1554bytes and 64bytes transmission.

Fig. 14. Interrupt latency according to DMA burst size.

Fig. 15. Emulation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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