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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ＣＳＭＡ／ＣＡ 기반의 무선 랜상에서 수신 소비 전력제어 방법 및 장치

요약

  CSMA/CA 기반의 무선 랜상에서 수신 소비 전력 제어 방법 및 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은 계층구조를 이용하여 무선신

호를 송수신하는 스테이션에서 무선신호를 수신할 때 소비되는 전력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선신호에 포함된 정보

로부터 제1 계층 및 제2계층 전력제어에 필요한 전송속도 및 전송구간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추출된 정보들로부터 제1 및

제2계층의 전력 제어 구간을 결정하는 단계; 및 추출된 정보에 포함된 수신 주소가 스테이션의 해당 주소와 일치하지않으

면, 제1 및 제2계층을 소정 상태로 전환하여 전력 제어 구간동안 제1 및 제2계층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감소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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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1계층은 RF계층이고, 상기 제2계층은 기저대역계층인 것을 특징으로한다.

대표도

도 5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무선 랜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2는 도 1의 스테이션의 계층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 3a는 두 스테이션간 데이터와 ACK 프레임의 전송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도 3b는 무선 랜 환경에서 스테이션에 의한 매체 감지 동작을 시간 흐름에 따라 도시한 것이다.

  도 4는 수신 전력 제어를 위한 본 발명의 스테이션의 계층 구조를 블록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전력 제어 방법에 대한 상태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6은 PLCP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의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도 7(a) 내지 도 7(c)는 MAC 프레임 구조의 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소비 전력 제어 방법이 적용되었을 때, 매체 감지 동작시 소모되는 전력을 개념적으로 도시한 것이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CSMA/CA(Carrier Sense Multiple Access/Collision Avoidance) 기반의 무선 랜(wireless LAN) 상에서 수

신 소비 전력 제어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무선 랜 시스템에서 수신 신호 대기시 소비되는 전력을 제어하는 방

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IEEE802.11 표준의 무선 랜 시스템은 무선 자원 공유를 위하여 반송파 감지 다중 액세스/충돌 회피(CSMA/CA)를 매체

접속 방식으로 사용한다. 도 1은 상기 표준에 따른 무선 랜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시된 바에 따른 무선 랜 시스템은

BSS(Basic Service Set, 10), 인터넷(11) 및 컨텐츠 서버(12)로 구성된다.

  BSS(10)는 무선단말(101) 및 액세스 포인트(Access Point, AP, 102)를 구비한다. 각 무선단말(101, 131)은 무선 랜 서

비스를 요청하는 가입자 단말로서 스테이션(station)이라 하고, AP(102)는 인터넷(11)과 같은 유선망에 연결되거나

DS(Distribution System)을 통해 다른 BSS를 구성하는 AP(미도시)에 유선으로 연결되어 타 네트웍과 연동하는 브리징

(bridging)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스테이션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계층구조를 갖는다. 도시된 스테이션은 RF(Radio Frequency)계층(20), 기저

대역(Baseband) 계층(21) 및 매체 액세스 제어(Media Access Control, MAC) 계층(22)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RF 계층

(20)과 기저대역 계층(21)을 물리계층이라고 한다.

등록특허 10-0528336

- 2 -



  MAC 계층(22)은 물리 계층으로부터 매체 감지(carrier sense) 정보를 수신하여 프레임 전송 전에 무선 매체가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무선 매체가 휴지(idle) 기간이면, 스테이션은 프레임을 수신측 스테이션에 전송한다. 송신측

스테이션 전파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스테이션은 프레임의 듀레이션(duration) 필드값을 판독함으로써 데이터 프레임 전송

시간동안 무선 매체가 사용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프레임을 수신한 스테이션은 ACK프레임을 전송한다. 이 과정이 도 3a에

도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전송 프레임에 매체 사용 시간을 기록하여 전송하고 스테이션이 사용시간을 판독하는 방법을 가

상적 매체 감지(virtual carrier sense)라 한다.

  무선 랜 시스템은 휴대와 이동이 편리한 장치에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특성상 배터리 전력 소모가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

다. 현재 무선 랜 시스템은 물리계층에서 80%이상의 전력을 소모한다.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기위해 스테이션은 저전력 상태로 동작하기위하여 명시적으로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이러한

관리 프로그램은 AP(102)를 이용하는 기반구조(infrastructure) 망에서 사용되며, 전력 관리 주기는 비콘(beacon) 주기인

평균 100msec의 배수 단위로 수행된다. 명시적 전력 관리 프레임 교환동안에 AP(102)는 프레임을 버퍼링해야하고, 따라

서 100msec 이하의 수준으로는 전력제어를 수행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음성/영상 통화 같은 실시간 양방향 서비스를 사용

하는 스테이션에서 전력이 소모되면, 요구되는 서비스를 만족할만하게 제공할 수 없다.

  도 3b는 무선 랜 환경에서 스테이션에 의한 매체 감지 동작을 시간 흐름에 따라 도시한 것이다. 무선 랜 환경에서 스테이

션은 매체 공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매체 감지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스테이션 STA-1이 스테이션 STA-3로 데이터를

전송(30)할 때, 프레임의 수신 주소가 아닌 STA-2 및 다른 스테이션들도 STA-3와 마찬가지로 매체 감지 동작동안(30-

1) 전력을 소모한다. STA-3는 STA-1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한 후 수신된 프레임에서 에러가 발생하지않았음을 나타내

는 ACK를 전송한다(32). 이 때, STA-2 및 다른 스테이션들은 매체 감지동작을 수행하며(33), 그에 따라 STA-1과 동일

하게 전력이 소모된다.

  무선 랜을 구성하는 각 스테이션은 프레임 전송, 프레임 수신 및 매체 감지의 동작동안 전력을 소모한다. 전력 소모 비율

은 프레임 전송시의 경우가 프레임 수신시의 경우보다 30~50% 정도 더 소모된다. 프레임 전송시에는 매체 감지후 프레임

을 전송하는 기간동안만 소모된다. 매체 감지시의 전력 소모는 프레임 수신시의 전력 소모와 동일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한

다. 그러나, 다수의 스테이션이 동일한 무선 매체를 공유하는 경우, 매체 감지시 소모되는 전력이 프레임 전송시 소모되는

전력보다 훨씬 크다. 예를 들면, 20개 이상의 스테이션이 단일 무선 매체를 공유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스테이션에서 매

체 감지를 위해 소모되는 전력은 프레임 전송시 소모되는 전력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다. 따라서 다수의 스테이션이 AP

서비스를 받는 형식의 핫 스폿(hot spot)과 같은 무선 네트웍 구조에서는 전력 소모의 많은 부분이 매체 감지 과정에서 발

생하게된다. 따라서 매체 감지시 소모되는 전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는 전원인가 후 안정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들의

전원을 오프함으로써 매체 감지 동작시 소모되는 전력을 감소시키는 수신 소비 전력 감소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위한, 본 발명은 계층구조를 이용하여 무선신호를 송수신하는 스테이션에서 무선신호를 수신

할 때 소비되는 전력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무선신호에 포함된 정보로부터 제1계층 및 제2계층의 제어에 필요

한 전송속도 및 전송구간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추출된 정보들로부터 상기 제1 및 제2계층의 전력 제어 구간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추출된 정보에 포함된 수신 주소가 상기 스테이션의 해당 주소와 일치하지않으면, 상기 제1 및 제2계층을 소

정 상태로 전환하여 상기 전력 제어 구간동안 상기 제1 및 제2계층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감소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

기 제1계층은 RF계층이고, 상기 제2계층은 기저대역계층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위한, 본 발명은 계층구조를 이용하여 무선신호를 송수신하는 스테이션에서 무선신호를 수신

할 때 소비되는 전력을 감소시키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무선신호를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하는 제1계층; 상기 기저대역 신

호로부터 원신호를 복원하는 제2계층; 및 상기 복원된 원신호에 포함된 수신 주소가 상기 스테이션의 해당 주소가 아니면,

상기 제1계층 및 상기 제2계층을 소정 상태로 전환하여 상기 제1 및 제2계층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감소시키는 수신 전력

제어부를 구비하는 제3계층을 포함함을 특징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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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4는 수신 전력 제어를 위한 본 발명의 스테이션의 계층 구조를 블록도로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에 따른 계층 구조는

RF계층(41), 기저대역 계층(42) 및 MAC 계층(43)을 포함한다. RF계층(40)은 안테나(40)로부터 RF를 신호를 수신하여

중간 주파수(Intermediate Frequency, IF)로, IF를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하여 처리하는 RF/IF신호 처리부(411), RF/IF신

호 처리부(411)에 기준 주파수를 제공하는 VCO-PLL(Voltage Controlled Osciilator-Phase Locked Loop, 412), RF/IF

신호 처리부(411)의 동작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제1레지스터(413)을 구비한다.

  기저대역 계층(42)은 RF/IF 신호처리부(411)에서 출력되는 기저대역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ADC(421),

ADC(421)에서 출력되는 디지털 신호로부터 공지의 FSK와 같은 복조방법을 이용하여 원래 신호를 복원하는 기저대역 신

호 처리부(422), 및 ADC(421)와 기저대역 신호 처리부(422)의 동작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제2레지스터

(423)를 구비한다.

  MAC 계층(43)은 기저대역 신호 처리부(422)를 통해 프레임을 수신하는 물리계층 서비스 접속점(PHY-SAP)(431),

PHY-SAP(431)을 통해 수신한 프레임들로부터 전력 제어를 수행하는 수신 전력 제어부(Receive Power Controller,

RPC, 433), 프로토콜 제어 또는 직접 메모리 접근(Direct Memory Access) 등을 수행하여 호스트(미도시)와 통신하는 프

레임 처리부(432)를 구비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구성을 갖는 스테이션에서 신호 수신시의 전력 제어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도 5는 상기 수신 전력

제어부(433)에 의해 이루어지는 본 발명에 따른 전력 제어 방법에 대한 상태도를 도시한 것이다.

  RPC(433)는 PHY-SAP(431)를 통해 물리계층 프레임(Physical Layer Convergence Protocol, PLCP)과 MAC 프레임

을 수신한다(50단계). 상기 PLCP헤더는 프레임 전송 길이, 전송 비트율 정보를 갖고 있고, MAC 프레임은 듀레이션, 수신

단 주소 정보를 갖고 있다. 도 6은 802.11b HR/DSSS PHY의 PLCP 프리엠블, PLCP헤더 및 MPDU(MAC sublayer

Protpcol Data Unit)로 구성되는 PLCP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PDU)의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프레임 구조에서

sync는 유입되는(incoming)신호의 획득 및 동기화를 위한 필드이고, SFD(Start of Frame Delimiter)는 PPDU의 시작임

을 나타내는 정보로 이루어진다. 신호는 변조 방식을 나타내는 필드이고, 서비스는 예약 필드이다. 길이는 MPDU를 전송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나타내는 필드이고, CRC는 송신 스테이션에서 계산된 프레임 검사 열(Frame Check Sequence,

FCS)의 결과값을 갖는 필드이다. PLCP 프리엠블과 PLCP헤더는 1Mbps의 속도로 전송되고, MPDU는 1Mbps 또는

2Mbps로 전송될 수 있다. 물리 계층의 종류에 따른 PLCP 상세 구조는 도6에 표시된 802.11b HR/DSSS PHY와는 상이하

지만, 물리계층의 종류에 상관 없이 전력 제어에 필요한 정보인 프레임 전송 길이, 전송 비트율을 MAC 계층으로 전달한

다.

  RPC(433)는 수신된 정보인 프레임 전송 길이, 전송속도, 듀레이션 정보를 사용하여 프레임 전송 시간 및 프레임 전송 구

간 정보를 추출하고(51단계), 추출된 정보를 해석하여 전력 제어 구간을 결정한다(52단계). 여기서 프레임 정보 전송 구간

은 각 프레임의 듀레이션 필드로부터 얻을 수 있다. 도 7(a) 내지 도 7(c)는 MAC 프레임 구조의 예를 도시한 것으로, 도

7(a)는 RTS(Request To Send) 프레임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 7(b)는 CTS(Clear To Send) 프레임, 도 7(c)는 데이터

프레임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여기서, RA는 수신 주소, TA는 송신 주소를 나타낸다. 또한, 데이터 프레임 구조에서

Address1,2,3 및 4는 데이터 종류에 따라 송신 주소, 수신 주소 또는 그룹 주소 등으로 결정되는 주소필드이다.

  전력 제어 구간은 기저대역 계층(42)과 RF 계층(41)에 대해 따로 계산된다. 그 이유는 각 계층의 전원인가 후 각 계층의

동적 안정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출시되는 상용제품의 기저대역 계층의 동작 안정 시간은 5μ초이하이

고, RF계층의 동작 안정 시간은 10μ초내외이다.

  전력 제어 구간이 결정되면, RPC(433)는 MAC 프레임의 수신 주소와 자신의 주소를 비교한다(53단계). MAC 프레임의

수신 주소와 자신의 주소가 동일하다면, 프레임 처리부는 프레임을 수신한 후 상기 50단계로 되돌아가서 새로운 PLCP 수

신을 준비한다. 상기 53단계에서 MAC 프레임 수신 주소와 자신의 주소가 상이하다면, RPC(433)는 52단계에서 결정된 전

력 제어 구간동안 기저대역 계층(42)과 RF 계층(41)의 전원을 저전력 상태로 전환한다. 기저대역 계층(42)의 저전력 상태

란 동작 레지스터인 제2레지스터(423)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의 동작 클럭과 전원을 오프하는 것이다. RF 계층(41)의 저

전력 상태란 VCO-PLL(412)과 제1레지스터(413)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의 전원을 오프하는 것이다. 상기 각 레지스터

(423, 413) 및 VCO-PLL(412)은 전원 인가 후 동작 안정 시간이 타 구성요소들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원을 계속 공급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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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계층의 전원을 오프한 후, RPC(433)는 전력 제어 구간을 카운트한다(55단계). 카운트 결과 RF 계층(41)의 전력 제

어 구간이 만료되면, RPC(433)는 RF 계층(41)에 전원을 인가하여 저전력 상태에서 정상 동작 상태로 전환한다. 전원이 인

가되면, RF 계층(41)은 10μ초 이내에 동작이 안정된다.

  RF 계층(41)이 정상 동작하게된 후, 기저대역 계층(42)의 전력 제어 구간이 만료되면, RPC(433)는 기저대역 계층(42)에

전원을 인가하여 정상 동작 상태로 전환한다. 전원이 인가되면 기저대역 계층(42)은 5μ초 이내에 동작이 안정된다.

  RPC(433)는 초기 PLCP 수신 상태(50단계)로 되며, 스테이션은 무선 매체 감지를 수행한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소비 전력 제어 방법이 적용되었을 때, 매체 감지 동작시 소모되는 전력을 개념적으로 도시한 것이

다. 스테이션 STA-1이 스테이션 STA-3로 데이터를 전송(80)할 때, STA-2 및 다른 스테이션들도 STA-3과 마찬가지로

매체 감지 동작(30-1)을 수행하고 STA-3와 동일한 전력을 소모한다(81). 그러나 STA-2 및 다른 스테이션들은 MAC 프

레임의 수신 주소가 자신이 아님을 판단하게되면, 상기한 바와 같이 해당 계층을 저전력 상태로 전환한다(82). STA-3로

부터 STA-1로 ACK 프레임를 전송하는 경우(83)에도, STA-2 및 다른 스테이션들도 초기에는 마찬가지로 매체 감지동

작(84)을 수행하지만 ACK 프레임의 수신 주소가 자신이 아님을 판단한 후 각각 저전력 상태(85)로 전환하게 된다.

  본 발명에 따른 전력 제어 방법을 두 대의 스테이션과 AP를 운용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트래픽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여

모의실험한 결과 기존 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수신측 스테이션의 전력 소모를 30-50%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매체 감지시 하드웨어상에서 전력 제어가 가능하므로, 양방향 실시간 데이터 통신 서비스시에도 전력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본 발명은 IEEE 802.11 계열의 무선 랜 시스템의 규격을 따르므로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며,

MAC/기저대역/RF 계층의 일체형 SoC(Silicon on Chip)에 적용한다면 전력 소모 절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나 DSP 등의 구현에도 쉽게 적용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계층구조를 이용하여 무선신호를 송수신하는 스테이션에서 무선신호를 수신할 때 소비되는 전력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

어서,

  상기 무선신호에 포함된 정보로부터 제1계층 및 제2계층 전력 제어에 필요한 전송속도 및 전송구간 정보를 추출하는 단

계;

  추출된 정보들로부터 상기 제1 및 제2계층의 전력 제어 구간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추출된 정보에 포함된 수신 주소가 상기 스테이션의 해당 주소와 일치하지않으면, 상기 제1 및 제2계층을 소정 상태

로 전환하여 상기 전력 제어 구간동안 상기 제1 및 제2계층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감소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1계층은 RF계층이고, 상기 제2계층은 기저대역 계층인 것을 특징으로하는 수신 전력 제어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환된 상태는

  상기 제1 및 제2계층에 구비된 구성요소들중 전원 인가 후 동작 안정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구성요소들의 전원은 오프시

키지않고, 나머지 구성요소들은 전원을 오프하는 상태인 것을 특징으로하는 수신 전력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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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계층의 전력 제어 구간을 카운트하는 단계;

  상기 제1계층의 전력 제어 구간이 만료되면, 상기 제1계층을 상기 전환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단계; 및

  상기 제2계층이 전력 제어 구간이 만료되면, 상기 제2계층을 상기 전환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단계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수신 전력 제어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된 정보에 포함된 수신 주소가 상기 스테이션의 해당 주소와 일치하면, 상기 제1 및 제2계층을 통하여 상기 무

선신호를 계속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수신 전력 제어 방법.

청구항 5.

  계층구조를 이용하여 무선신호를 송수신하는 스테이션에서 무선신호를 수신할 때 소비되는 전력을 제어하는 장치에 있

어서,

  상기 무선신호를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하는 제1계층;

  상기 기저대역 신호로부터 원신호를 복원하는 제2계층; 및

  상기 복원된 원신호에 포함된 수신 주소가 상기 스테이션의 해당 주소가 아니면, 상기 제1계층 및 상기 제2계층을 소정

상태로 전환하여 상기 제1 및 제2계층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감소시키는 수신 전력 제어부를 구비하는 제3계층을 포함함

을 특징으로하는 수신 전력 제어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계층은

  상기 무선신호를 상기 기저대역신호로 변환하는 신호처리부;

  상기 신호처리부에 기준 주파수를 제공하는 기준 주파수 제공부; 및

  상기 신호 변환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제1레지스터를 구비하고,

  상기 수신 전력 제어부는 상기 상태 전환시 상기 기준 주파수 제공부 및 상기 제1레지스터에게만 전원을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수신 전력 제어 장치.

청구항 7.

  제5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2계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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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기저대역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상기 변환된 신호로부터 원신호를 복원하는 기저대역 신호처리부; 및

  상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또는 상기 기저대역 신호처리부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제2레지스터를 구비하고,

  상기 수신 전력 제어부는 상기 상태 전환시 상기 제2레지스터에게만 전원을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수신 전력 제어

장치.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전력 제어부는

  상기 상태 전환시, 상기 원신호에 포함된 PLCP 프레임의 전송속도 및 전송구간 정보로부터 상기 제1 및 제2계층의 전력

제어 구간을 결정하고, 상기 전력 제어 구간동안 상기 제1 및 제2계층에 대해 상태 전환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수신 전력

제어 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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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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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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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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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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