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9권 제2호(2010년 6월)
Journal of the Semiconductor & Display Technology, Vol. 9, No. 2. June 2010.

7

초고속 무선 통신을 위한 저전력 모뎀 SoC 설계

김용성·임용석·홍대기†

전자부품연구원, †상명대학교

Low Power SoC Modem Design for High-Speed Wireless Communications

Yong-Sung Kim, Yong-Seok Lim and Dae-Ki Hong†

KETI
†SangMyung Univ.

ABSTRACT

In this paper, we design a modem SoC (System on Chip) for low power consumption and high speed wireless

communications. Among various schemes of high speed communications, an MB-OFDM (Multi Band-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UWB (Ultra-Wide-Band) chip is designed. The MB-OFDM uses wide-band frequency

to provide high speed data rate. Additionally, the system imposes no interference to other services. The 90nm CMOS

(Comple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 technology is used for the SoC design. Especially, power management

mode is implemented to reduce the power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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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통신, 방송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신규 무

선 기술이 개발되어 서비스가 도입되고, 각종 산업에서

무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주

파수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다. UWB(Ultra-Wideband)는 낮은 전력으로 초 광대역

통신을 실현하는 근거리 무선통신기술로써 이러한 주

파수 부족 현상을 넘어서서 신규 기술을 도입할 수 있

는 획기적인 기술방식이다. 

UWB는 대역별로 배타적 주파수 이용권한이 부여되

는 방식을 탈피하여, 매우 넓은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

면서도 기존에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여타 서

비스에 주파수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기술방식이다. 또

한 UWB는 수백 Mbps 이상의 데이터 전송률을 실현

할 수 있다.

이러한 UWB 전송방식 중의 하나인 MB-OFDM

(Multi-Band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시스템은 앞서 설명한 전송 특성을 만족하는 시스템으

로써 사무실이나 가정과 같은 작은 공간에서 10m정도

의 근거리에 있는 DVD player, MP3 player, PC, TV,

PMP, 디지털 카메라, 프린터 등을 연결하는 무선 근거

리 통신 기술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MB-OFDM 방식의 UWB 모뎀의 설

계하고 이를 SoC (System on Chip)로 구현한 결과를

제시한다. 구현된 SoC는 고속의 데이터 율을 제공하

기 위해 OFDM 시스템을 사용하며 다른 시스템에 간

섭을 주지 않는다. SoC 구현을 위해 90 nm COMS

(Comple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 기술을

사용하였다. 본 설계에서는 특히 SoC의 저전력 소비를

구현하기 위한 전력 관리 모드를 구현하였다.

2. 시스템 구조

본 시스템에서는 ARM9/AMBA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CPU(Central Processing Unit)를 포함한 시스템

부분, UWB모뎀 부분, 외부 호스트를 위한 인터페이스

부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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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 부분에 대한 설계 과정을 설명하도록 한다.

2.1. 시스템 부분

그림 1은 본 SoC 모뎀에서 CPU를 포함한 시스템

부분의 블록도를 보여주고 있다. 블록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플랫폼의 적용으로 SOC 내부 모듈들을 위한

공통 시스템 버스를 정의함으로써, 선택 사항에 따라

플랫폼을 변경, 재구성할 수 있으며 재사용을 강화시키

는 장점을 제공할 수 있다.

시스템 부분은 132MHz로 동작하며 모뎀 부분, Host

인터페이스 및 주변 블록을 제어하고 모뎀을 이용하여

전송과 관련된 주된 일을 담당한다. 각 서브 블록은 저

전력 구현을 위하여 적절한 동작모드에만 동작할 수

있도록 전력 관리기(Power Management)를 통하여 제

어가 가능하다. 전력 관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한다.

2.2. 모뎀 부분

MB-OFDM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모뎀 부분은

WiMedia 표준안에 따라서 설계된 MAC/PHY (Media

Access Layer/Physical Layer)와 AFE(Analog-Front-

End)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3]. AFE는 RF(Radio

Frequency)로부터 아날로그 I/Q (Inphase/Quadrature

Phase) 신호를 받거나 RF로 I/Q신호를 보내는 고속

ADC/DAC(Analog-to-Digital Converter/Digital-to-Analog

Converter)와 고속 신호를 병렬화시키는 S/P(Serial-to-

Parallel), P/S(Parallel-to-Serial) 블록으로 구성된다.

PHY에서 ADC/DAC 샘플링 주파수의 1/8배 클럭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고속 데이터를 병렬화 시키는 S/P,

P/S가 AFE에 사용된다. 모뎀 부분에서 PHY블록은 그

림 2와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코어 블록인 IFFT/

FFT(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 Fast Fourier

Transform)는 256 포인트로 구현되어 있으며 핵심 연

산부는 Radix-4형태로 구현을 하였다. 

송신부는 송신데이터를 스크램블하고 컨볼루션 인코

더를 통과한 후 전송모드에 따라서 펑쳐링 과정을 거친

다. 그 후 인터리버를 거치고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또는 DCM(Dual Carrier Modulation)기

법으로 변조된다[4]. 변조된심볼은 IFFT를 통과하여

AFE단으로 전송된다. 수신부에서의 수신 데이타는 S/

P 블록을 통과하여 DFE(Digital-Front-End)로 입력된다.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킷 검출 회로는 대략적인

심볼의 위치를 찾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AGC(Auto

Gain Control)을 수행한다. S/P를 거친 수신 테이터는

심볼 동기회로, RF단에서 발생한 캐리어 오프셋을 보

상하는 회로, 256 FFT, FEQ 및 Viterbi 복호기 등의 블

록을 거쳐서 MAC 단으로 전송된다.

그림 3은 MAC 하드웨어 블록도이다. MAC 하드웨

어에서 FSM(Finite State Machine) 블록은 전체적인

MAC 하드웨어 상태전이를 관리하며 다른 블록을 제

어한다. Timer Controller는 MBOA MAC 표준에 규정

된 슈퍼 프레임 관련 타이밍을 처리한다. Transmission

Controller는 FSM의 제어를 받으며, Baseband Trans-

mission 인터페이스 신호를 제어하여 데이터 송신과 수

신확인 프레임 수신 등에 관련된 기능을 처리한다.

Reception Controller도 FSM의 제어를 받으며, Baseband

Reception 인터페이스로부터 수신한 데이터와 신호를

Fig. 1. System Block Diagram.

Fig. 2. PHY Hardware Block.

Fig. 3. MAC Hardware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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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데이터 수신과 수신확인 프레임 송신 등에 관련

된 기능을 처리한다.

2.3. Host 인터페이스 부분

Host 인터페이스 부분은 Hi-Speed USB OTG 및

200Mbps SDIO를 지원한다. USB OTG는 OTG 컨트

롤러와 PHY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로 UTMI인터페이

스로 연동된다.

3. 전력관리기

저전력 소비를 구현하기 위하여 본 설계에서는 그림

4의 다이어그램과 같이 파워 모드를 분류하여 구현하

였다[4]. POR 상태에서 파워가 ON되면 외부 느린 클

럭 소스로 동작을 하고 시스템 초기화 및 모뎀 초기화

과정을 수행한다. 초기화 과정을 마치면 송수신 가능한

READY 상태로 전이하게 되며 이때 내부 PLL은 안정

화되어 132Mhz를 모뎀 블록에 인가한다. 그러나 전력

소비가 많은 AFE Block에서의 RX/TX Data Path는

OFF 되어 소비전력을 최소화 한다. READY상태에서

데이터 송신을 위해서는 TX 상태로 전이 되고 이때

AFE의 RX Data Path는 OFF되어 잉여 소비를 최소로

하고, 수신을 위해서는 RX 상태로 전이 되어 AFE의

TX Data Path를 OFF 하여 전력소비를 최소화 하였다.

TX상태 및 RX 상태에서의 동작을 완료하면 READY

상태로 복귀하고 전송이 없으면 SLEEP 상태로 전이

된다. SLEEP 상태에서는 Wake-up 로직 및 AFE의

XTAL 블록을 제외하고는 모두 OFF 되어 동적 전류

(Dynamic Current) 소비를 최소화 한다. 이때 전력을

표 1에 정리하였다.

동적 전류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설계에서는

Clock을 세분화 하여 그림 5와 같이 구현하였으며 기

능별로 블록화 하여 각각의 블록에 따라 Power

Management에서 관리하도록 처리되어 있다. 즉,

Power Management는 마스터와의 스케줄링 결과에 따

라 적절한 모드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로직을 컨트

롤한다.

표 2는 파워모드에 따라 각 블록의 동작을 세분화하

여 나타낸 표이다.

그림 6는 각 모드에 따라 예측되는 파워 소비를 나

타낸 결과이다. 결과에도 볼 수 있듯이 READY 및
Fig. 4. State Transition Diagram of Power Mode.

Table 1. Power Consumption Comparisons According to

Power Mode

State Pi Ta
Power

Consumption

STANDBY Psb Tsb 10 45 mW

READY Prd Trd 20 122 mW

SLEEP Psp Tsp 10 14 mW

TX Ptx Ttx 30 444 mW

RX Prx Trx 30 644 mW

Fig. 5. Block Diagram of Power and Clock Managements.

Table 2. Operation Class According to Power Modes

P
O
R

S
T
A
N
D
B
Y

R
E
A
D
Y

R
X

T
X

S
L
E
E
P

System

CPU OFF ON ON ON ON OFF

Peripheral OFF ON ON ON ON OFF

Wake-up OFF OFF OFF OFF OFF ON

Modem RX/TX OFF OFF ON ON ON OFF

AFE

bias OFF ON ON ON ON ON

XTAL OFF ON ON ON ON ON

PLL-VCO OFF OFF ON ON ON OFF

TX I&Q OFF OFF OFF OFF OFF OFF

TX&Q OFF OFF OFF OFF OFF OFF

RX I&Q OFF OFF OFF ON ON OFF

RXQ OFF OFF OFF ON ON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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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EP모드에서 예측되는 소비전력이 세분화된 전력

관리 스케줄링에 따라 많은 향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동작 Activity 에 따른 평균파워는 다음과 같이 산출

하였다. 

그림 7은 평균파워소비를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고

있다.

4. 결 론

본 설계를 통한 회로는 인피니언 90 nm CMOS 공

정으로 설계되었다. 그림 8은 본 설계에서 구현된 하드

웨어의 FloorPlan을 나타낸 그림이다. 저전력 소비의

UWB 모뎀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이 소개

되었지만 여전히 가장 핵심부는 알고리즘 단계에서의

고려와 시스템 레벨에서 운용의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

는 시스템 레벨에서 운용 시 전송모드의 특성을 적절

히 배분하여 불필요한 동작을 최대한 줄임으로서 잉여

전력소비를 막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기

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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