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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4GHz 역 무선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WLAN과 WPAN시스템은 서로 동일한 환경하에서 상호 보완 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두 시스템의 상호 패킷이 시간과 가우시안 거리의 불확실성에 존재할 경우 시스템

간에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두 시스템간의 상호 공존의 방법을 도모하기 해 상호 간섭의 

향을 분석하고  두 서비스간의 공존을 한 WLAN 시스템에 한 WPAN 시스템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한  

WPAN신호 주 수 성분을 제거하기 해 null 신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된  방법에 한 성능을 심볼 오차 

확률에 해 성능을 분석 하 다.

ABSTRACT

The WLAN and WPAN systems employed on 2.4GHz ISM band wireless networks provide complementary services within the same 

environments. Coexistence between the networks will be impaired, if the mutual packets are uncertainty associated the timing or gaussian 

distance.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the mutual interference on the services performance and in order to minimize the effect of WPAN 

system signals on the WLAN system, proposed a method of suppressing the interference on the WLAN system. The analysis is illustrated by 

examining the symbol error rate versus signal to noise interference ratio in terms of the carrier frequency 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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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컴퓨터의 수요와 보 의 증가로 인한 사용자들의 멀

티미디어 통신서비스의 욕구 확산 등이 데이터 통신망

의 체증을 불러오고 있다. 이것에 한 해결 방안으로 가

입자망의 고속화를 향한 다양한 기술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에 기존의 공  화망 사용자에게 무선 가입자 

속 망을 통해 화, 팩스, ISDN(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용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효율 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역 멀티미디어 시스템에 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 사회  이슈로 두되고 있는 2.4GHz 역 무

선 홈 네트워킹 시스템 기술은 유무선 상에서 정보를 빠

른 시간 내에 더 정확하게 얻기 해 많은 연구와 표

화가 진행 되었다.  여러 가지 무선 홈 네트워크  가장 

활발한 성장을 거듭해온 기술은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과 Bluetooth로 불리는 근거리 무선통신

으로 표되는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이다. WLAN과 WPAN은 동일한 비허가 ISM(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역을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한다. 이러한 WLAN(IEEE 802.11.x)과 WPAN 

(IEEE 802.15.x)의 무선 네트워크는 상보  서비스를 제

공할 수가 있고 한 동일한 환경 내에 설치가 될 수 있

다[1,2]. 이와 같이 동일한 환경, 동일한 주 수에서 서

비스가 될 경우, 서비스간의 상호 간섭을 야기할 수 있

을 것이다[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두 서비스간의 공존을 한 

WLAN 시스템에 한 WPAN 시스템의 간섭을 최소화

하기 한 방법에 해 두 서비스간의 반송  주 수 오

셋에 따른 간섭 력과 다 경로 페이딩의 향 등으

로 인한 제안된  방법에 한 성능을 심볼 오차 확률에 

해 성능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해, II장에서는 WPAN시스템과 WLAN 시스

템의 로토콜에 한 개요를 통해 두 시스템의 기술을 

비교한다. III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모델에 해 

설명하고 IV장에서는 근 한 두 시스템간의 주 수 오

셋에 따른 성능을 시뮬 이션을 통해 분석하 으며, 

마지막 V장에서 결론을 맺었다.

Ⅱ. 2.4GHz 역 무선 데이터 

송 시스템

 

2.1. WLAN 시스템

본 에서는 WLAN 시스템의 표 과 련하여 물리

계층과 MAC 계층 로토콜을 살펴보면 IEEE 802.11 표

에서는 FHSS(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 

DSSS(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IrDa의 세 가지 

서로 다른 물리계층의 송방법을 규정하고 있다[4,5]. 

모든 물리계층 송방법과 송속도에 공통으로 용

되는 MAC 계층의 규격은 국(Station)간의 통신을 조정

하며 망에 속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행동을 제어하

는 로토콜을 규정한다. 기본 MAC 로토콜 운용을 묘

사하는DCF(Distributed Coordination Function)는 캐리어

센스 다 속 충돌회피(CSMA/CA)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MAC 계층과 물리계층 충돌 회피 차를 이행하기 

해서 서로 력한다.  물리계층은 매체 송 데이터를 

통해 수신된 에 지를 샘 링하여 채 이 클리어 되어

있는지 정하기 해 CCA(Clear Channel Assessment)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것은 안테나에서의 RF신호의 력을 측정하여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로 리 알려져 

있는 수신신호강도 측정기로 수신 신호량을 정함으

로써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한 캐리어 센스는 채 이 

이용가능한지 정키 해 사용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송 신호가 802.11송신기와 동일한 반송 형

식임을 확인 시켜주기 때문에 매우 선택 이다. 가상 

캐리어 센스 메커니즘 한 MAC 계층에 제공된다. 그

것은 매체 상에서의 앞으로의 통신 흐름을 견하기

해 RTS(Request-to-Send)와 CTS(Clear-to-Send)의 메시

지 교환을 이용한다. 그리고 한 국(station)에서의 이

용 가능한 NAV(Network Allocation Vector)를 업데이트

한다. 통신은 무선노드  하나가 짧은 RTS 임을 보

냄으로써 성립된다. 

수신국은 송신자의 주소를 반향하는 CTS 임을 

송신한다. 만일 CTS 임이 수신되지 않는다면, 충돌

이 일어났다고 단되어져 RTS 과정이 다시 시작된다. 

가상 캐리어 센스 루틴이 사용되어졌는지 아닌지 불문

하고 MAC 계층은 그림 1과 같은 기본 속 차를 이행

하는 것이 필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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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WLAN 임 송 구성 
Fig.1 WLAN frame format for transmission

만일 국(station)이 송신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면 

CSMA/C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채 이 유휴 상태가 될 

때까지 기한다. 만일 매체가 한주기 동안 DIFS(DCF 

Interframe Space)보다 더 유휴 상태가 되면, 국은 그 

임을 송신하기 에 백오  차로 진행하게 된다. 성공

인 임 수신 하에서, 목 국(destination station)은 

SIFS다음의 ACK 임을 반송시킨다. 그 백오  창은 

구간[0,CW(Contention Window)]에 균일분포 랜덤 값에 

기반을 둔다. 여기서 만일 매체가 백오  슬롯 동안에 활

성 상태에 있다면, 그 백오  차는 보류되어 질 것이

다. 이러한 차는 그 매체가 DIFS 주기 동안 유휴 상태

가 된 후에 다시 재개된다. 만일 ACK가 ACK 타임아웃 

구간 범  내에 수신되지 않는다면, 그 국은 데이터

임 혹은 ACK가 손실되었다고 가정하게 되고 기본 속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데이터 임의 재 송을 요구 

하게 된다.

2.2. WPAN 시스템

먼  기본 개념을 살펴보면 WPAN시스템은 PC 주변

장치들을 10～100m 근거리에서 무선으로 연결하기 

한 하나의 무선 인터페이스 규격이며 2.4GHz 역의 

ISM(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역에서 1MHz 간격

으로 79개의 채 을 사용한다. 송방식으로는 다른 기

기와의 간섭을 없애기 해 역확산 방식의 일종인 주

수 도약(Frequency Hopping)방식을 사용하는데 1 에 

1600번의 주 수 도약을 한다. 주 수 호핑은 반송 가 

패킷 단 로 변한다. 

동기식 음성 링크와 비동기식 데이터 링크가 별도로 

정의 되어있고 TDMA방식인 음성 채 은 3개가 있다. 

최  데이터 송속도는 양방향 칭일 때 432.6Kbps, 

비 칭일 때 마스터/슬 이  송신 속도가 각각 

721.0/57.6Kbps 이다. 채 은 마스터 디바이스의 48비트 

주소와 Bluetooth 클럭으로부터 달된 식별 의사램덤 

주 수 호핑 시 스로 정의된다. 피코넷에 존재하는 슬

이 들은 각자의 타이 과 마스터로의 상  속 설

정으로 동기화 된다. 속 모드에서는 마스터가 마스터

와 슬 이  송을 교환하는 폴링방식을 사용하기 

한 채  처리를 제어한다.  슬 이  패킷은 항상 마스터 

패킷 송 후에 일어난다. 그림 2는 마스터의 TX/RX 채

 슬롯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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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마스터의 TX/RX 호핑 시 스
Fig. 2 TX/RX hopping sequence for Master

 

SCO(Synchronous Connection-Oriented) 링크와 ACL 

Asynchronous Connection-less) 링크의 두 가지 방법에 의

해 마스터와 슬 이  사이에서의 속설정이 된다. 

SCO 링크는 마스터와 슬 이  사이에서 칭  

 속을 한다. 

이때 마스터는 시간 슬롯 

로 정의된 일정한 시

간 간격으로 TX 슬롯에 SCO 패킷을 보낸다. 슬 이 는 

다음 TX에  SCO 패킷으로 응답한다. 

는 HV1, HV2 

는 HV3 패킷 형식 각각을 해 2,4,6 타임 슬롯  하나

를 할당한다. SCO 패킷의 3가지 형식 모두는 음성 교환

이 64Kbps로 정의 되는데, 패킷 손실이나 에러의 경우 결

코 재 송하지 않는다. ACL 링크는 피코넷에서 마스터

와 활성화된 슬 이 간 비 칭   속이다. 몇

몇 패킷 형식들은 ACL을 해서도 정의되었다, 즉, 

DM1, DM2, DM3 패킷이 타임의 1,3,5 구간 각각을 차지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0호

2132

한다. ARQ(Automatic Repeat Request) 차는 ACL 패킷

을 용한다. 여기서 패킷들은 소스에서 수신되는 ACK 

응답이 정일 때까지 손실의 경우로 인정하여 재 송

한다. 여기서 ARQN 비트는 이  패킷이 성공 으로 수

신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1 혹은 0을 할당한다. 게다가, 

시 스 개수(SEQN) 비트는 패킷열안에 있는 데이터 패

킷들의 순차 인 요구와 수신기의 필터 출력으로 인한 

재 송을 제공하기 해 패킷 해더를 사용한다. 송 에

러 속(Forward Error Correction, FEC)은 약간의 SCO와 

에러 정정으로 인한 ACL 패킷들 그리고 ACL 재 송 수

의 감소 해 사용한다.

Ⅲ. 시스템 모델

그림 3은 상호 간섭 향을 분석하기 한 수신기 시

스템을 나타낸다. 

송신 신호

S(t)

복조

경로 손실

채널

∑

간섭 신호

I1(t)

n(t)

Interference

경로 손실

경로 손실

간섭

인수

간섭

인수

간섭 신호

In(t)

r(t)
∑ 복구된

메시지

그림 3. 시스템 모델
Fig. 3 System Model

잡음과 간섭신호가 더해진 수신신호 r( t)는 식(1)과 

같이 표 된다.

r( t)=α s( t) + ∑
N

k=1
β
k
γ
k I k(t) +n( t)    (1)

여기서 s( t)는 원하는 송신 신호를 나타내며, α는 

다 경로 채 에 의한 경로 손실이며, 지연은 일정

하다고 간주한다. I k(t)는 간섭신호를 나타내며, β
k
는 

경로 손실을 의미한다. 한 γ
k
는 송 표  마스크와 

원하는 신호로부터의 주 수 오 셋 효과를 결합하여 

결정된 간섭신호의 감쇄 향을 나타내는 간섭 인수를 

나타낸다. n( t)는 AWGN(Additive White Gaussian 

Noise)을 나타낸다. 

반송  주 수 오 셋에 따른 간섭 신호의 억압에 

한 이론 인 모델을 한 값은 식(2)와 같다. 여기서 T c

는 역확산을 한 PN코드의 주기를 나타내며, f offset

은 주 수 오 셋이며, sinc( t)함수는 CW(Continuous 

Wave) 톤의 확산 결과를 의미하며 G( f)는 PN chip 펄스 

정형 필터의 푸리에 변환을 의미하며, 본 논문에서는 

α= 0.3인 상승 코사인 필터를 용하 다[6]. 그림 4는 

주 수 오 셋에 따른 간섭 신호의 억압 정도를 그래

로 표 하 다.

log
sin 

 


  (2)

그림 4. 주 수오 셋에 따른 간섭 신호 억압
Fig. 4 Interference suppression with frequency offset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WLAN 시스템의 성능에 향

을 미치는 간섭신호인 WPAN 시스템의 신호를 완화하

기 한 간섭억제를 한 수신기의 구조는 그림 5와 같

다.  이는 그림 3의 마지막 단인 복조기 부분에 해당한

다.  그림6은  조  가능한 트랜스버셜 필터로서 필터의 

최  계수는 측정된 후 필터의 성능향상 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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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간섭억제 WLAN 수신기 구성도
Fig. 5 WLAN receiver for interference suppression

Tc Tc Tc Tc

a-N a-N+1 a-1
a0 a1 ai-1 aN

x(i+N) x(i+1) x(i) x(i-1) x(i-N)

y(i)

그림 6. 조 가능한 트랜스버셜 필터구성도
Fig. 6 Adjustable Transversal Filter 구성도

제안한 방법에 한 기본개념은 WLAN 시스템에 수

신되는 해당하는 WPAN신호 주 수에 해  주 수 성

분을 제거하기 해 null 신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호는 각 패킷 송마다 새로운 주 수

로 도약하기 때문에 WLAN 수신기는  WPAN 송기의 

주 수 도약 패턴  타이 을 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정보는 WLAN 수신기의 일부로 WPAN 수신기를 이

용해 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물리 계층에

서의 해결 이므로 이는 MEHTA MAC계층의 해결책과 

통합될 수 있다. 

간섭신호가 단일 톤인 경우를 가정해 보자. 조 가능

한 트랜스버셜 필터에서의 앙 탭을 고려해볼 때, i번째 

샘 링 시간에서의 샘 신호는 식 (3)과 같다.


 cos

             (3)



 는 역확산을 한 PN코드의 주기, 는 신호 진

폭이고, 와 는 간섭의 진폭과 주 수이다. 는 균일

분포를 갖는 임의의 상각이다. 간섭신호가 stationary

한 경우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 화된 가 치 탭

(tap weights)을 찾기 해 Wiener 해석법을 이용할 수 있

다. 이들 최 화 탭 계수들( )는 식(4)의 해로부터 구

할 수 있다[7]. 


 ≠ 



  ⋯⋯ (4) 

여기서     :자기상  함수, 는그림 

6에 나타난 표본신호이다.

PN시 스가 충분히 길다고 가정하면 서로 다른 탭에

서의 PN신호 표본들은 서로 상 성이 없다.  이런 경우 

최 의 탭 가 치 값은 식(5)와 같이 표 된다.

                  (5)

이때 A는 식 (6) 과 같다.




 
sin

sin



      (6)

여기서 S: 신호 력,  J: 간섭 력, 
  : 잡음 력 이다. 

Ⅳ. 시스템의 성능분석

성능분석을 해 정합여 기 입력에서의 신호, 잡

음, 간섭신호 값을 이용하 고  성능을 높이고 복잡도

를 이기 해 필터의 탭 수(N)는 32로 하 다. 응필

터를 한 필터 탭계수 측치 값은 식(5),(6)을 이용하

여 모의실험을 하 다. 그림 7  WPAN 시스템 간섭 신호

하에 WLAN 시스템의 성능을 비트오차 확률측면에서 

모의실험 한 결과이다. 이 결과는 간섭신호의 억압을 

한 방법을 용하지 않은 결과이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간섭신호의 주 수 오 셋에 있어서 수

용 가능한 성능을 내기 해서는 약 -5dB의 CIR(Carier 

to Interference ratio) 값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주 수 오 셋이 약 5MHz 이상인 경우는 약 

-11dB의 CIR 값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본 연

구에서 제안한 방법의 수신기 구조에서의 성능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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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주

수 오 셋의 경우에도 성능이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인 주 수 오 셋이 1MHz 인 

경우에 비트오차확률 성능이  을 만족하기 한 CIR

값은 약 -20dB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7. WPAN 간섭신호하의 WLAN시스템 성능
 Fig. 7. WLAN system Performance with WPAN 

Interference

그림 8. WPAN 간섭신호하의 간섭제거기법을 용한 
WLAN시스템 성능

 Fig. 8. WLAN system Performance with WPAN 
Interference with suppression filter

Ⅴ. 결 론

여러 가지 무선 홈 네트워크 시스템  가장 활발한 성

장을 거듭해온 WLAN시스템과 Bluetooth로 불리는 근

거리 무선통신으로 표되는 WPAN시스템에 있어서 

두 서비스간의 공존을 한 WLAN 시스템에 한 

WPAN 시스템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한 방법에 해 

두 서비스간의 반송  주 수 오 셋에 따른 간섭 력

과 다 경로 페이딩의 향 등으로 인한 제안된  방법에 

한 성능을 심볼 오차 확률에 해 성능 분석하 다. 이

를 해 각 시스템의 기본 개요와  무선 수신기의 성능 

지표인 심볼 오차 확률에 해 살펴보았다.

간섭 신호의 주 수 오 셋이 각 시스템의 신호 

역 내에 침범할 정도로 근 해 있을 때, 즉 가우시안 거

리를 만족하지 않을 때 간섭 신호가 없는 수신기의 심

볼 오차 확률에 비해  수신 성능 하가 많음을 확인 하

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간섭억제 방법을 용하

을 경우 주 수 오 셋이 최악상황인 경우에도 상당

한 성능향상 개선이 됨을 알 수 있었다. WLAN 시스템

은 직 역확산방식으로 넓은 역폭을 계속 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 수 도약 방식의 Bluetooth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도약 패턴에 한 사 측 방

법에 한 보다 효율 인 방법을 연구하여 상호 간섭

을 일 수 있는 연구가 앞으로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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