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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WPAN 분야의 솔루션인 IEEE 802.15.4a는 소비 력으로 통신과 거리측정을 동시에 가능

 하는 PHY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은 IEEE802.15.4a 물리계층에서 사용하는 UWB 신호

를 상으로 거리인식 시스템을 한 Link Budget을 분석한다. 거리인식 시스템의 성능은 무선 채

의 다 경로 로 일에도 계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EEE 802.15.4a 채  특성인 Residential  

 Office 환경을 고려하여 거리인식 시스템을 한 Link Budget을 분석하 으며 연구된 내용은 다양

한 거리추정 방식에 용하여 거리추정 정 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측  기술은 유비쿼터스 홈, 스마트 태그, 인명 구조 

등의 치추  분야, 원격 센서, 치인식 등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제어 분야, 신체 리 모니터링  의료진 치 

악 등을 요구하는 의료 련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실

외 측 는 주로 GPS 성을 활용하는 것이 부분이며  

실내 측 는 건물에 의하여 GPS 신호 근이 차단될 뿐 

만 아니라 홈, 사무실, 호텔 등과 같이 지역 으로 좁다는 

특성 때문에 무선센서네트워크 기반에서 주로 연구가 수

행되고 있다[1]-[3]. 측 정보는 일반 센서정보와 결합하여 

센서정보를 보다 유용하게 하며 상황분석을 보다 용이하

게 한다. 따라서 상황인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서네트워

크에서는 당연히 정 한 측 기술이 요구된다.

(그림 1) 치/거리인식 시스템 모델의 

   최근 WPAN 분야의 IEEE802.15.4a에서는 거리추정 기

술과 데이터 송속도 등을 포함한 물리계층 기능 개선 

표 기술로 UWB를 사용한 거리추정 기능을 PHY에서 선

택사항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실내 측

분야에서 기존의 다 경로 등에 의한 오류 연구 뿐 만 아

니라 네트워크 동기 설정  주 수 차이를 극복하는 알

고리즘 연구 등으로 확 되고 있다. 이동노드와 소수의 고

정노드들 간 동기화 상태에서는 노드간 거리추정과 

TOA(Time of Arrival) 치추정이 사용될 수 있다. 이동

노드를 제외한 소수의 고정노드들 간 동기화 상태에서는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 치추정 방식을 사

용할 수 있다. IEEE802.15.4a에서는 고정노드  이동 노

드간에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를 추정

하는 TWR(Two-Way Ranging)  SDS-TWR 

(Symmetric Double Sided-TWR)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TWR는 여러 번의 임 송이 이루어진 다음 거리를 

추정하지만 여 히 노드간의 주 수 차이와 응답시간에 

민감하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4],[5]. 

(그림 2) Two-Way Ranging 로토콜

   기본 으로 IEEE802.15.4a에서 TOF(time of fligh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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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A와 노드 B 사이의 거리 d 에 비례하며 다

음과 같다.

  

                         (1)

여기서,     이며 c는 의 속도이다.

   거리 정보를 통해 치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삼변측량

법은 직 인 거리 측정 기술이 발 하면서 최근 GPS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세 으로부터 구한 

거리를 이용해서 알고자 하는 치를 계산해 내는 방식이

다. 두  (x1, y1), (x2, y2)에서부터  치까지의 거리

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면 두 원의 교 에 의해서  치

가 될 수 있는 2개의 을 찾을 수 있다. 추가로 (x3, y3)

에서부터의 거리를 알게 된다면 그 가능성 의 하나를 

제거 할 수 있다. 삼변측량은 알고 있는 치로부터의 거

리정보를 토 로 치를 계산하는 방식  표 인 방식

으로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치를 계산해 낼 수 있지만, 

측정된 거리 자체에 오차가 발생하면서 처음 두 원에 교

이 존재하지 않으면 치 계산에 실패할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그림 3) 삼변측량의 치 계산 방식

   무선센서 네트워크에서 거리 측정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는 센서 

노드가 무선신호를 받았을 때 신호의 세기를 나타내 주는 

척도가 된다. 신호가 달된 거리가 길수록 RSSI는 작아

진다고 가정할 경우, RSSI 값을 거리로 변환할 수 있다. 

하지만 RSSI는 주변 환경의 특성에 따라서 변화가 심하

기 때문에 직 으로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규칙

한 RSSI 값을 통해서 거리를 측정하기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IEEE802.15.4a 물리계층에서 사

용하는 UWB 신호를 상으로 거리인식 시스템 개발을 

한 Link Budget을 분석한다. 노드 A와 노드 B 사이의 

거리 d에 따른 수신 SNR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요한 

거리인식 시스템의 설계 가이드 라인이다. 한, 거리인식 

시스템의 성능은 무선 채 의 다 경로 로 일에도 

계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EEE 802.15.4a 채  특성

을 Residential LOS, Residential NLOS, Office LOS, 

Office NLOS로 구분하여 거리인식 시스템을 한 Link 

Budget을 분석한다. 

2. UWB 거리인식 시스템의 Link Budget 해석

   UWB 무선 기술은 심 주 수의 20% 이상의 유 

역폭을 차지하거나 500MHz 이상의 유 역폭을 차지

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기존 역 시스템이나 역 

CDMA 시스템에 비해 매우 넓은 주 수 역에 걸쳐 상

으로 낮은 스펙트럼 력 도를 가지므로 기존의 통

신 시스템과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러한 

UWB 기술은 매우 넓은 주 수 역 유라는 특징을 이

용하여 정 한 치인식/추  기능을  수 있어 치인

식 WPAN 시스템의 PHY로 주목 받아 왔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사람과 객체의 치를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치기반 서비스가 

요한 서비스로 두되면서, 치기반의 력 PHY 표

이 제안되었다. UWB 기술을 이용한 치인식은 실내나 

음 지역에서도 치인식이 가능하고 비교  좁은 역에

서 수십 cm 이내의 정 도를 요구하는 치인식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UWB 거리인식 시스템을 설계하기 해서는 시스템 

라미터의 선정이 요하다. 거리인식 시스템에서 주된 

성능 지표는 거리인식의 정 도와 거리인식 시간이다. 거

리인식의 정 도는 Root MSE(Mean Square Error)는 

 

 에 의하여 표 할 수 있으며, 

단일경로 AWGN 채 에서 거리인식 시스템의 정 도를 

표 할 수 있는 Root MSE는 다음과 같다[6]. 

  


              (2)

여기서, 는 effective bandwidth이고 거리인식 시스템에

서 거리인식 정 도를 결정하는 주된 라미터는 수신 신

호  잡음 력비(SNR)가 되며 SNR이 높으면 거리인식 

에러에 해당하는 Root_MSE는 감소하게 된다. UWB 거리

인식 시스템의 거리인식의 정 도를 고려하기 해 다음

과 같은 UWB 신호를 정의한다.

  
∞

∞

                    (3)

여기서, 는 역폭 B의 UWB 펄스, 는 UWB 펄

스의 반복주기, 는   로 균일 분포되는 랜덤열

이다. UWB시스템에서 송신 증폭기의 출력 스펙트럼 

   과 송신 안테나의 효율    을 고려한 

송신 력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4)

   되는 UWB 신호의 력 도는 거리에 따라서 감

소하며 잡음 력 도(Noise Spectral Density), 구  손

실(Implementation Loss), 수신기 잡음 지수(Receiver 

Noise Figure)를 고려한 거리 d에 따른 수신 SNR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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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여기서, 는 거리와 주 수에 따른 수신 력 스펙

트럼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다.

       



  

        (6)

여기서,  







이고    는 FCC Rule

에 따른 마스크에 근사하며 심 주 수 역폭내에서 동

일한 -41.3 dBm/MHz 값을 가진다. 

(표 1) IEEE 802.15.4a 채  특성

                                  k       n

Residential LOS(CM-1)    -43.9  1.12±0.12  1.79

Residential NLOS(CM-2)   -48.7  1.53±0.32  4.58

Office LOS(CM-3)         -35.4     0.03     1.63

Office NLOS(CM-4)        -59.9     0.71     3.07

3. 성능 분석

   그림 4는 거리 d와 IEEE 802.15.4a 채 모델에 따른 

수신 UWB 거리인식 시스템의 SNR 변화를 나타낸다. 

SNR 분석을 한 주요 라미터는 UWB 신호에서 

Ranging Interval    , UWB 신호 역폭 

   , 심주 수    , UWB 거리인식 시

스템의 잡음 력 도    , 구  손실 

  , 수신기 잡음 지수   라고 가정한다. 

분석결과, 거리에 따라서 NLOS 채 모델(CM-2, CM-4)

은 LOS 채 모델(CM-1, CM-3)보다 낮은 SNR 값을 

찰할 수 있었으며 Residential 환경보다는 Office 환경에서 

우수한 SNR 값을 찰할 수 있었다.

(그림 4) IEEE 802.15.4a 채 모델에서 거리인식 시스템을 

한 UWB 신호의 SNR 분석

4. 결론

   본 논문은 IEEE802.15.4a 물리계층에서 사용하는 

UWB 신호를 상으로 거리인식 시스템을 한 Link 

Budget을 분석한다. 노드 A와 노드 B 사이의 거리 d에 

따른 수신 SNR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요한 거리인식 

시스템의 설계 포인트이다. 한, 거리인식 시스템의 성능

은 무선 채 의 다 경로 로 일에도 계됨을 알 수 

있었다. UWB 거리인식 시스템을 한 Link Budget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거리추정 방식에 용하여 거리

추정 정 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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