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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차세대 무선 알고리즘과 어플리케이션 연구를 위한 플랫폼인 Wireless Open-Access Research Platform (WARP)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WARP 플랫폼 구조를 하드웨어 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 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WARPLab 설계 과정 분석을 통한 데이터 전송 과정을 분석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Ⅰ. 서 론
Wireless Open-Access Research Platform (WARP)은
SDR (Software Defined Radio)의 한 종류로 PHY 계층과
MAC 계층 연구를 위한 플랫폼이다. SDR 이란 하나의
범용 하드웨어 플랫폼상에서 소프트웨어 수정만으로
다수의 무선 접속 규격 혹은 서비스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다. 따라서 SDR 기술을 이용하면 다양한
무선 테스트 베드를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1].
WARP 는 실제 하드웨어와 실제 통신 블록인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의 동작으로 구성된다.
그림 1 은 WARP 의 가장 최근 버전인 WARP v3 의
하드웨어를 나타낸다. 하드웨어는 FPGA 기반의 연산
기판과 입력과 출력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WARP 는 4 개의 필수 요구사항을 가진다. 실제 차세대
무선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capability), 다른
연산이 더해져도 현재의 연산을 해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확장성 (scalability), 미래 어플리케이션을
수용할 가능성 (extensibility), 다른 기능들과의 호환성
필요로
한다.
위에서
언급한
(compatibility)을
요구사항들을 조합하여 무선 환경에서의 성능 분석
도구로 사용 가능하다[2].
WARPLab 설계란 이러한 WARP 를 기반으로 하여,
실제 PHY 계층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테스트 할 수 있게
하는 프레임워크의 실현을 의미한다. WARPLab 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WARP 를 노드로 두어 이더넷 스위치와
연결된 PC 의 Matlab 을 이용하여 제어한다[3].
본
논문에서는
WARP
플랫폼
구조
분석과
WARPLab 에 관한 설계 과정을 소개한다. 또한 이 실험
과정의 진행을 통해 발생하는 시간 지연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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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WARP v3 hardware [4]

Ⅱ. 본론
Ⅱ-1. WARP 플랫폼 구조
본 장에서는 WARP 플랫폼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플랫폼 구조는 크게 그림 2 와 같이 크게 하드웨어 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 적인 부분으로 구성된다. 자세하게
다음과 같은 4 가지 주요 구성을 가진다[2].
1)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고성능의 무선 통신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확장성,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지원한다.
2) 플랫폼 설계 도구
설계 도구는 하드웨어가 끊김 없이 동작하도록
지원한다.
3) 오픈액세스
리포지터리
(Open-Access
Repository)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모든 소스코드, 모델,
하드웨어 설계 파일에 대한 중앙 집중적인 저장소이다.
4) 연구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은
하드웨어와
설계
도구로
실제
시행되는 새로운 알고리즘의 실행이다. 오픈액세스
리포지터리에 의해 제공되는 모듈을 기반으로 전체
시스템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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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WARPLab 의 문제점
본 장에서는 WARPLab 의 설계 실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WARPLab 설계 실험은 모든 노드와
PC 사이의 동기 (synchronization)가 맞다는 것을
가정하고 진행된다. 그러나 실제 통신 시 빠르게
변화하는 채널 상태로 인하여 호스트 PC 와 WARP 노드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발생된
지연은 정확한 성능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실시간
변화에 정확한 대응이 힘들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널 에뮬레이터를
통해 실험이 실제 안정적인 무선 채널 환경인 것처럼
채널을 구성하여 최대한 지연을 줄여 주어야 한다.

그림 2. WARP 플랫폼 구조

Ⅱ-2. WARPLab 설계
본 장에서는 WARPLab 설계 과정을 설명한다. 새로운
PHY 계층 프로토콜이 설계되면 이 설계의 성능을 분석할
필요성이 발생하여 WARPLab 이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WARPLab 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PHY 계층 프로토콜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WARPLab 은 그림 3 과
같이 Matlab 을 통해 하나 또는 여러 대의 WARP
하드웨어 노드를 제어할 수 있다 [5].
실제 성능 분석 환경에서는 호스트 PC 와 FPGA
버퍼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통해 송신 측과 수신 측을
구별하고 성능 분석이 가능하다. 즉, FPGA 가 PC 의
Matlab 과 버퍼 간의 통신을 구현하여 PHY 계층의
성능을 분석 가능하게 한다.
다음은 실제 WARPLab 설계 실험의 과정과 구성들의
역할이다:
1) Matlab 을 이용한 PHY 계층 설계
Matlab 에서 전송될 샘플 데이터를 생성하고, 통신할
주파수 대역을 가공, 처리한다. 그 후, 이더넷을 통해
통신에 참여할 WARP 노드의 버퍼에 처리된 주파수
대역을 다운로드 해준다.
Matlab 이 전송 가능 (Enable Transmit), 수신 가능
(Enable
Receive)패킷을
적절한
송신측,
수신측
WARP 에게 보낸다. 동시에 Sync 패킷을 통신하는 모든
노드에게 보낸다.
2) WARP 노드의 역할
각 노드에서 이 Sync 패킷을 받으면 전송 노드에서는
그 즉시 데이터를 전송하여 버퍼를 비운다. 반면, 수신
노드에서는 스트리밍 된 데이터로 버퍼를 채우게 된다.
3) 통신 후 처리
통신 환경이 완료되면 수신측 WARP 노드는 받은
데이터를 호스트 PC 에게 업로드한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호스트 PC 의 Matlab 에서 성능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WARP 플랫폼 구조 분석과
PHY 계층 알고리즘 테스트 프레임워크인 WARPLab
설계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설계 과정으로
발생되는 지연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실제 무선
환경에서의 WARP 를 통해 다양한 무선 프로토콜의
성능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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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WARPLab 연결 토폴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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