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얼 베이스밴드 듀얼 모드 (Dual Baseband Dual Mode) 휴대폰에서 Inter-Processor
Communication최적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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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세계화의 시작과 함께 오늘날 세계 여행은 비즈니스나 레저를 위해 널리 퍼지고 있다. 아울러, 여행은 여행을 위한 기본
필수품과 소품들을 가지고 가는 과정이 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날의 휴대폰은 MP3 플레이어, 포터블 내비게이션 기기,
카메라, 핸드헬드 비디오 게임 등과 같은 많은 다른 소품들의 수반을 필요 없게 만들어 준다. 매년 10억개 이상이 출하되는
휴대폰은 이제 휴대폰 없이는 사람들이 집을 벗어날 수 없는 기본 필수품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가고자 하는 나라에서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GSM만을 지원하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다른 표준 (CDMA와 FOMA)을 지원한다. 많은 다른 나라들은 GSM과 CDMA의 양 표준을 지원하며, 이는
여러분이 가입한 기기에 달려있다. 따라서, 단일 휴대폰은 전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결국 많은 여행자들은 여행 중일 때는
언제나2개의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혹은 공항에서 SIM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 카드를 구입하여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새 번호를 e-메일로 보내게 된다.

이러한 단절은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사용자들에게 “글로벌” 로밍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게 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고루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는 Dual Baseband Dual Mode (DBDM) 휴대폰을 낳게 되었다. DBDM 휴대폰은 2개의 별도
베이스밴드 프로세서를 가진 단일 휴대폰이다. 이런 휴대폰들은 보통 GSM 채널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SIM 카드와 CDMA
채널로 사용하기 위한 Removable User Identification Module (RUIM)을 삽입하기 위해 2가지 슬롯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보드상에 이미 CDMA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부 휴대폰들은 GSM SIM 카드를 삽입하기 위한 하나의 슬롯만을 제공할지도
모른다. 현재 휴대폰 라인에서 “World Phones”이라 칭하는 주요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삼성, LG, RIM (Research In Motion),
모토롤라 등이 있다.

World Phone Manufacturers and Models*
Samsung

Motorola

LG

RIM

SCH-W531

A840

SH-100

Blackberry 8830

SCH-W579

Z6c

KT-1000

SCH-839
SCH-A790
SPH-i325
SCH-W399
*Not complet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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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된 CDMA 혹은 GSM 시그널을 프로세싱 하는 것과는 별도로 각 베이스밴드 프로세서는 또한 휴대폰에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특정한 과제가 주어져 있다. 이러한 과제는 키패드를 작동하는 것과 같이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에서부터 LCD 스크린,
카메라, 비디오 프로세싱을 작동하는 것과 같이 복잡한 기능들에 이른다. 시그널과 다양한 다른 애플리케이션 스플릿을
수신하는 2가지 별도의 프로세서와 함께 데이터는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적게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엔드 유저가
경험하는 지연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식으로 프로세서 간에 전송되어야만 한다. 휴대폰의 고화질 휴대폰 카메라와
비디오 스트리밍의 도입으로 우리는 분리된 프로세서 간의 효과적인 데이터 처리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해 주는 보다 큰 파일
크기와 더 높은 데이터 율을 목격하기 시작한다. 저장한 사진이나 동영상에 액세스할 때 휴대폰의 “freezing” 현상에 의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스트레스를 받아 왔는가? 왜 그런가?

순조롭게 개선되고 있는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과 함께 이젠 더 이상 지난 세월의 2.5/2.75G 전화기 처럼 Kbps 범주에서
데이터를 전송하지는 않는다. 오늘날의 3.5G HSPA 휴대폰은 Mbps 범주에서 데이터 전송을 요구한다. WiMax, WiBro, LTE
그리고 UMB과 같이 현재 시험 중에 있는 미래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표준들은 데이터 전송의 경계를 더욱 허물어뜨릴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표준들에 의해 향상된 속도에 맞추기 위해 프로세서는 프로세싱 파워에서 개선되었으며, 셀룰러 네트워크는
데이터 전송에서의 지수 향상을 처리하기 위해 업그레이드 되어 왔다.

Mobile Communication Standards
Technology

Generation

Data Rate

EDGE

2.5G

474 Kbps

CDMA2000

2.5G

307 Kbps

EV-DO

3G

3.1 Mbps

HSDPA

3G

14.4 Mbps

WiBro

4G

50 Mbps

WiMax

4G

70 Mbps

UMB

4G

280 Mbps

LTE

4G

277 Mbps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스밴드 프로세서의 프로세싱 파워에서의 향상과 셀룰러 네트워크의 데이터 능력 향상과 함께 휴대폰
안에는 최적조건에서 (인터프로세서 커뮤니케이션 아키텍처) 휴대폰을 구현하기 위한 능력을 제한하는 낡은 아키텍처가
남아있다. 이러한 telecommunication ecosystem 부분은 휴대폰 업계의 지수에 대한 기술적 성장에 비해 뒤쳐져 왔다. 현재,
우리는 많은 Million Instructions per Second (MIPS)와 HSPA가 가능한 휴대폰을 위해 10Mbps 혹은 그 이상을 달성하는 데이터
율을 가능하게 하는 베이스밴드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프로세서 능력과 무선 데이터 율에 놓여진
모든 초점과 함께 프로세서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큰 문제가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는 최신의 우수한 프로세서와 칩셋을 가진
많은 휴대폰 설계자들이 직면하고 있지만 기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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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솔루션과 그 솔루션들의 단점

Key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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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M

CDMA
Baseband
Processor

GSM
Baseband
Transfer:
Camera

Throughput
limited
by
interconnect such as SPI,
UART, I2C or USB

Display Output

현재의 휴대폰 아키텍처는 다양한 방식의 인터프로세서 커뮤니케이션 (interprocessor communication) 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기 있는 다이렉트 인터페이스는 SPI, I2C, UART, 그리고 USB이다.

SPI가 20Mbps를 상회하는 데이터 율을 낼 수 있음에도 SPI를 위한 통일 사양은 없으며, 따라서 사용하는 프로세서에 크게
달려있다. 베이스밴드 프로세서의 전형적인 SPI는 약 16Mbps이다. 자체적인 특허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베이스밴드
제조업체들과 함께 각각의 베이스밴드 프로세서상의 서로 다른 SPI 인터페이스는 설계자들이 성공적으로 2개의 베이스밴드
프로세서를 짝 지우고 최적의 SPI 속도를 달성하기 위한 daunting challenge를 취한다.

그 반면, 최신 I2C 스펙은 최고 3.4Mbps의 데이터 처리량으로 high speed mode를 요구함에도 현재 볼 수 있는 대부분의
2
디바이스들은 400Kbps~1Mbps 사이의 데이터 율 만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속도에서 I C는 오늘날 텔레커뮤니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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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서 사용된 세 번째 형태의 인터커넥터는 UART이다. UART의 일반적인 데이터 율은 약 1.5Mbps이며 High Speed
UART는 최대 5Mbps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데이터 율은 고 대역폭 인터프로세서 커뮤니케이션에는 충분치 않은
것이다.

보다 더 보편적인 인터커넥터 방식의 하나는 USB (Universal Serial Bus)를 통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프로세서는 Full Speed
USB (FS-USB) 디바이스 기능을 장착하고 있다. Full Speed USB는 USB 프로토콜에서의 high packet overhead 필요성으로
인해 6Mbps throughput에 근접한 12Mbps의 최대 데이터 율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베이스밴드 프로세서는 USB
솔루션에서 필요한 USB 호스트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추가적인 USB 호스트가 내장되어야만 할 것이다. 오늘날의
HSPA 데이터 율 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 외에 이 것은 또한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을 때 조차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USB
호스트로 인해 전력 소모를 증가시킨다. PC에 휴대폰을 de-facto mode로 연결함에 따라 베이스밴드 프로세서 상의 USB
포트의 수 또한 일반적으로 한정된다.

Interconnect

Disadvantages

SPI

- No uniformed specification, compatibility issues

2
IC

- Low speed

UART

- Low speed

FS-USB

- Power consumption, low 3G speeds

이전에 느린 네트워크 상에서 텍스트 메시징과 간단한 데이터 전송을 위해 언급한 인터커넥션 방식이 충분했을 수도 있다.
14.4Mbps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 시도하는 HSPA 가 가능한 휴대폰과 함께 위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의 모든 인기 있는
인터페이스들은 효율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처리량을 최적의 상태에서 유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설계자들은 어떻게 휴대폰에서 데이터 처리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까?

대체 솔루션과 그 장점
오늘날의 많은 DBDM 아키텍처가 이용한 것처럼 인터프로세서 (interprocessor) 연결 문제와 관련한 하나의 잠재적인 해결책은
multi-port interconnects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아키텍처에서 buffered multi-port 디바이스는 2개의 CPU 사이에서 상호연결
작용을 하며, 그 2개의 CPU 사이에서 high-speed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해 준다. 또한 IPC (Inter Processor C) 동안 전력
소모를 줄여주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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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Multi-port interconnect를 이용하는 가장 분명한 장점은 속도이다. 40ns의 빠른 액세스 타임으로 듀얼 포트 메모리는 최대
400Mbps를 지원할 수 있다. 이는 HSPA가 가능한 휴대폰이 오늘날 요구하는 적정한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향후 데이터
처리량의 필요성 (eg LTE)을 향상시키기 위한 토대도 마련한다. 휴대폰의 세련화가 증대됨에 따라 프로세서 간 전송되는
데이터 크기의 증대 또한 불가피한 것이다. Multi-port interconnect로 휴대폰 설계자들은 더 이상 인터프로세서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직면하지 않아도 되었다.

Tra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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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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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소모
High speed 외에 낮은 전력 소모는 DBDM 휴대폰에 필요한 또 다른 핵심사항이다. 만약 두 베이스밴드가 IPC (SPI, UART, I2C
혹은 USB의 경우와 같이) 동안 항상 활동하는 것이 요청된다면 배터리 수명에는 타격이 주어진다. 이와는 별도로, 프로세서
간의 액티브 커뮤니케이션은 서로 전속 리소스를 필요로 하게 되어 성능이 저하된다.

Multi-port 솔루션은 프로세서 간의 능동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 준다. 프로세서는 sleep mode로 있을 그리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 때 multi-port interconnect에 쓸(write) 수 있다. 또 다른 베이스밴드 프로세서는 편리할 때 필요로 할 때는 언제나
데이터에 액세스 할 수 있다. Multi-port interconnect 가 버퍼로 활동하는 것과 함께 수신 프로세서는 액티브 상태로 가기 전
multi-port interconnect로부터 interrupt를 수신할 때까지 sleep mode로 있을 수 있다.

Full-Speed USB 기반의 IPC 솔루션과 함께 multi-port IPC 솔루션을 비교하는 하나의 사례를 보자. 6Mbps의 효과적인 데이터
처리량을 가진 Full-Speed USB 솔루션은 480Mb (60MB) 또는 10곡의 MP3 노래를 전송하기 위해 1분20초가 걸릴 것이다.
Multi-port interconnect 솔루션을 이용한 유사한 분량의 데이터는 100Mbps (효과적인 데이터 처리량 가정)에서 단 5초 걸릴
것이다. 1.2V core 를 가진 일반적인 베이스밴드 프로세서는 active에서 ~120mW, 그리고 sleep mode에서 ~0.24mW로
작동한다. 80초 동안 전송 시 두 프로세서가 active 상태라면 5.33mWH [(120x2) x 80/3600]의 전류가 USB 케이스에서
소모된다. Multi-port의 경우, 데이터 전송 시 프로세서의 하나만 active 상태이다. Multi-port interconnect (~27mW)와 연결된
프로세서에 의해 소모된 전체 배터리 수명은 0.743mWH [(((120 + 0.24) x 2) + 27) x 10/3600]에 불과하다. 이는 IPC의 single
instance 시 약 85%의 전력을 감소시켜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휴대폰으로 음악, 사진, e-메일을
다운로드 하고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에 따른 큰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유연성 (Flexibility)
Interconnect buffer의 또 다른 장점은 multi-port와 함께 IPC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드라이버가 없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그들의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IPC 아키텍처에 약간의 변화로 타 지역을 위한 서로 다른 모델을
공급할 수 있게 해 준다. 아울러, 이러한 장점은 휴대폰 제조 업체들에게 서로 다른 프로세서로 구동하는 다른 작동 시스템을
이용하고 IPC의 제한 보다 시스템의 필요성에 기반한 프로세서를 선택할 수 있는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해 준다.

싱글 칩 솔루션
GSM 과 CDMA 대역을 포함한 싱글 칩 솔루션의 최근 도입은 흥미로운 발전이다. 하나의 싱글 칩으로 필요한 기능 모두를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솔루션들은 일반적으로 기능과 성능상의 절충점이 있다. 이들 프로세서들은 또한
새롭지만 시장에선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실험해보고 테스트해 본 솔루션들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으며, 그들의 조건에 많은 절충점을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듀얼 프로세서 아키텍처는 진화하고 있는 네트워크
속도와 기능상의 조건들을 위한 더욱 적합한 후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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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HSPA 가능 휴대폰의 출시는 동영상과 데이터 콘텐츠의 퀄리티 향상으로 귀결되었으며, 이는 향후 많은 interprocessor
communication 아키텍처를 위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전통적인 interconnects는 베이스밴드 프로세서의 능력과 미래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표준과 함께 필요한 데이터 처리량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 일부 휴대폰 설계자들은 이미 이러한
임박한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DBDM 휴대폰을 위해 저전력의 multi-port interconnects를 이용하여 교체했다.
Multi-port interconnects는 오늘날의 휴대폰 설계가 요구하는 높은 대역폭과 저전력 소모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설계자들에게 저렴한 비용과 제품의 보다 빠른 시장 출시로 더 우수한 휴대폰을 생산할 수 있는 유연성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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