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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직교 부호 기반 이중 대역 Guardian 모뎀의 물리계층 설계

Physical Layer Design of Dual-Band Guardian Modem based on 
Quasi-Orthogo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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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design the physical layer of Guardian modem for wireless public networks. The physical 

layer is composed of a dual-band RF (Radio Frequency) transceiver and a baseband-processor with quasi-orthogonal 

codes. The 2.4/5GHz dual-band RF transceiver can overcome the communication difficulty of dense 2.4GHz band for 

wireless public environment. Also the quasi-orthogonal code can reduce the required ASIC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design area. Finally, we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e developed system in viewpoint of data rate, 

BER (Bit Error Rate), PER (Packet Error Rate). Moreover we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dual-band RF 

communication.

Key Words : Quasi-orthogonal code, Dual-band, Binary CDMA, ASIC

* Wireless Platform Research Center, KETI

** Wireless Platform Research Center, KETI

† 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 Engineering, SangMyung Univ., Korea,

E-mail : hongdk@smu.ac.kr

Received : September 26, 2012; Accepted : December 23, 2012

1. 서  론 

최근 상용화된 무선 네트워크 기술들을 공공 서비스 분야

에 응용하려는 시도가 이 지고 있다. 고려되고 있는 무선 

네트워크 표  후보로는 Zigbee[1], Bluetooth[2], WLAN 

(Wireless Local Area Network)[3], 그리고 Binary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4] 기술들이 있다.

자부품연구원에서는 앞서 열거한 여러 가지 기술들 

에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된 Binary CDMA 기술을 무선 공

공 네트워크를 한 유력한 무선 기술로 검토 하고 있다. 

Binary CDMA 기술은 기존 CDMA 시스템을 멀티코드의 

형태로 사용할 때 송신 신호 형이 멀티 벨로 나타나게 

되어 시스템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가격이 비싸지는 단 을

[5,6,7] 해결하기 해 멀티 벨의 신호를 상신호로 환하

여 이진화하여 송하는 기술이다.[4,8]

그러나 기존의 Binary CDMA 기술은 칩으로 구  시 복

잡한 송신기 부호화 구조로 인해 칩의 면 이 증가하는 문

제 이 있다. 더불어 무선 공공 서비스가 사용하는 2.4GHz 

ISM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역은 많은 무선 

시스템이 공존하는 역이기 때문에 타 무선 통신 시스템과

의 간섭이 매우 심하여 원활한 통신기능을 제공하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사 직교 부호 (Quasi-orthogonal 

code)에 기반한 이  역 Guardian 모뎀의 물리 계층을 제

안하고 설계한다. 여기서 Guardian 모뎀은 공공 네트워크를 

한 무선 기술의 명칭이다. 유사 직교 부호 기술은 Binary 

CDMA 계열 기술로서 Binary CDMA 기술에 비해 더 간단

한 송신구조를 제공한다. 따라서 구 된 칩의 면 을 일 

수 있다. Guardian 모뎀의 RF (Radio Frequency) 트랜시버 

(Transceiver)는 2.4GHz ISM 역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앞

서 언 한 역의 집도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5GHz 역을 동시에 제공

하는 이  역 RF 트랜시버를 구성하는 설계 방법론을 제

시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  2장에서는 

Guardian 물리계층을 구 한다. 이에는 유사 직교 부호  

이  역 모뎀에 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3장에서는 

구 된 물리계층을 실험한 결과를 제시한다. 칩 면 의 감

소 효과를 수치 으로 제시하며 이  역 RF 트랜시버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한 유사 직교 부호를 용한 기

역 모뎀과 이 역 RF 트랜시버의 연동실험을 수행하여 

통신 성능이 우수함을 보인다. 4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Guardian 물리 계층 구

본 장에서는 유사 직교 부호를 기반으로 설계된 

Guardian 모뎀에 해 제안하고 이  역 RF 트랜시버의 

설계 방법론을 제시한다.

2.1 유사 직교 부호 기반 Guardian 모뎀

Guardian 모뎀은 송신부와 수신부로 구분되는데 그림 1

과 같이 송신부는 리엠블과 헤더, 페이로드 생성하는 

임 생성 블럭과 헤더 체크섬, 페이로드 체크섬, 데이터 랜덤

화를 한 로그래머블 랜덤화, 그리고 유사 직교 부호화기 

 B/QPSK (Binary/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변조

기, DQPSK (Differential QPSK) 변조기, 16/32/64QAM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TCM (Trel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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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d Modulation) 변조기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랜덤화기

는 데이터의 암호화를 강화시키기 해 사용된다. 음 으로 

되어 있는 유사직교 부호 방식은 기존 Binary CDMA 부호 

방식과 동일한 출력을 보이는 신 복잡도를 하게 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본 의 핵심 블록이다.

그림 1 Guardian 모뎀의 송신기 블록도

Fig. 1 Transmitter block diagram of Guardian modem

Guardian에 사용되는 유사 직교 부호화 기술은 기존의 

Binary CDMA [4]보다 복잡도 측면에서 탁월하다. 기존의 

Binary CDMA 부호화 기술은 그림 2와 같이 기본 블록과 

함께 정 진폭 변환 블록을 사용해 최종단의 송신 신호는 정 

진폭을 유지하게 하는 방식이다. 9비트의 정보 데이터가 입

력되면 3비씩 뱅크별로 나  후 2비트는 직교하는 16비트 

Walsh 코드의 선택으로 입력되며, 나머지 한 비트는 부호 

반  비트로 사용된다. 뱅크는 3개가 존재하며 각 뱅크의 

합 (그림 2의 ①)은 다  벨의 형태를 갖게 된다. 이 다  

벨을 2진 벨로 변환하기 해 뱅크 한 개를 더 사용하

여 재차 더해주면 다  벨이 2진 벨 (그림 2의 ②)로 

변환된다. 체 으로 설명하면 16개의 룩업 테이블 (LUT: 

Look-Up Table)에서 4개의 16비트 부호를 선택한 후 16비

트 시 트 지스터를 통해 하나씩 출력시키는 방식이다. 

그림 2 Binary CDMA 부호기의 블록도

Fig. 2 Block diagram of binary CDMA encoder

그러나 Binary CDMA 부호화기는 16비트 시 트 지스

터 4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64비트의 립 롭(Flip-Flop)이 

사용되어 필요한 면 이 매우 커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한 유사 직교 부호화 방식은 정보데이터와 비트카운트 정

보를 받아 유사직교 부호화 수식에 입하면 자동으로 

Binary CDMA 부호화된 코드를 순차 으로 발생시켜주는 

방법이다. 유사 직교 부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  시스템의 설명을 해 9비트의 입력 비트 즉 송 

정보 비트 열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자.

           (1)

그리고 16 비트인 유사 직교 부호 의 시간 인덱스   

(≦≦)를 이진수로 표 한 것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

자.

      (2)

를 들어 여섯 번째 출력 비트를 라고 하면 

     라고 표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유사 직교 부호 의 생성 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 ∧


⊕⊕ ∧⊕ ∧


⊕⊕⊕⊕⊕ ∧ ⊕⊕⊕ ∧ ⊕⊕ 

(3)

입력비트의 개수가 모두 9개이므로 생성되는 유사 직교 

부호의 총 가지 수는 모두 512개가 된다. 결론 으로 생성

되는 부호의 총 비트 수는 16개, 가지 수는 512개가 된다. 

즉 입력비트의 종류에 따라서 16비트의 길이를 갖는 512개

의 부호 열  하나가 선택되어 진다. 이와 같은 유사 직교 

부호 발생기는 Binary CDMA 부호와 동일한 출력을 나타내

며, 단순히 조합회로만을 이용하여 확산 코드를 발생하기 때

문에 복잡도가 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이 수식을 이용

하여 부호화기를 블록도로 구성해 보면 그림 3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그림 3 유사 직교 부호화기 블록도

Fig. 3 Block diagram of quasi-orthogonal encoder

수신부는 그림 4와 같이 직류 (DC: Direct Current) 옵셋 

제거기, 자동 이득 제어기 (AGC: Automatic Gain Control), 

주 수 옵셋 제거기, 상 옵셋 제거기, 타이  동기, 리엠

블 상 기, 유사 직교 부호 기반 Binary CDMA 복호기, 결

정 궤환 등화기 (DFE : Decision Feedback Equalizer), 

TCM 복호화기, 디스크램블러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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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Guardian 모뎀 수신부 블록도

Fig. 4 Receiver block diagram of Guardian modem

아날로그 입력신호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ADC: 

Analog to Digital Converter)를 거쳐 10비트의 디지털 신호

로 변환이 되며, 입력 신호의 DC 옵셋을 보정해 주는 DC 

보상 블록을 거치게 된다. DC 성분이 제거된 신호는 AGC

를 거쳐 신호 벨이 일정하게 보정된다. 일정 벨의 수신

신호는 롤 오  인자 (Roll-off Factor)가 0.3인 정합필터 

(Matched Filter)을 거친 후 원하는 심볼을 추출하기 해 

보간된다. 주 수 추정은 수신 데이터의 리엠블 구간에 

존재하는 반송  성분을 사 에 알고 있는 송신 리엠블과

의 상 을 이용하여 수신신호에 포함된 반송  성분을 측정

한 후 수신신호에 곱함으로써 반송  성분을 제거시킨다. 

수신기에서 발생한 오차 성분의 잔여 캐리어와 상 옵셋은 

DFE와 상 고정 루  (PLL: Phase Locked Loop)가 추

하여 제거할 수 있다. DFE는 9개의 치 (Feedforward) 탭

과 5개의 후치 (Feedback) 탭으로 구성하 으며 채 에서 

발생한 다  경로 성분을 제거하게 된다.

상 기에서 리엠블과 헤더가 검출된 후 정 진폭 변환방

식에 의해 변환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바이 리 CDMA 복호

기를 통과하면 최종 데이터가 얻어지는데 이 데이터는 역 

스크램블러와 임 검사 부호 (FCS: Frame Check 

Sequence)를 거쳐 데이터 링크 계층에 달되게 된다.

RF의 수신 력을 제어하는 RX (Receiver) AGC는 ADC

을 거친 8비트 디지털 신호의 벨을 검출하여 수신부가 검

출 가능한 ADC 입력 벨을 갖도록 RF의 수신 이득을 조

한다. Guardian 모뎀은 역폭을 이거나 늘리는 것이 

매우 자유롭다. 이때 역 통과 필터 (LPF: Low-Pass 

Filter)의 차단 (Cutoff) 주 수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최신 

RF 칩셋들은 LPF의 Cutoff 주 수를 여러 가지 모드로 제

공하기 때문에 지스터 셋 만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다. 

표 1은 각종 물리계층 (PHY : PHYsical layer) 클럭에 맞는 

채  역폭을 보여주고 있다.

외부클럭(MHz) 22 22 22 22 22

시스템클럭(MHz) 120 110 88 66 44

PHY클럭(MHz) 66 55 44 33 22

심볼/칩 이트(cps) 16.5 13.75 11 8.25 5.5

채  B/W(MHz) 22 18 16 12 8

표  1 물리 계층 클럭 종류  채  역폭

Table 1 PHY clock rates and channel bandwidth

2.2 이  역 RF 트랜시버

유사 직교 부호 기반으로 제작된 Guardian 모뎀인 

KWPAN1200a (KWPAN1200a: Koinonia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1200a) SoC (System on chip) 칩셋은 

ARM/AMBA (Advanced RISC Machine/Advanced 

Microcontroller Bus Architecture)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ARM/AMBA 랫폼은 SoC 내부 모듈들을 한 공통 시스

템 버스를 정의함으로써 선택 사항에 따라 쉽게 랫폼을 

구성  변경할 수 있으며 재사용을 강화시키는 장 을 제

공한다.[4]  KWPAN1200a에서 RF 트랜시버를 제어하기 

한 디지털 제어신호로는 RF 트랜시버와의 인터페이스를 통

해 RF 트랜시버를 제어하기 한 3-wire 시리얼 인터페이

스, AGC의 이득제어를 한 7핀 인터페이스, 데이터 송과 

수신을 한 TXD와 RXD, 그리고 아날로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5GHz와 2.4GHz를 동시에 지원하는 이 역 RF 트랜시

버로는 MAXIM사의 MAX2829와 AL7230[10]이 있으며, 이

 MAX2829는 력증폭기가 외장인 반면에 AL7230에는 

력증폭기가 내장되어 있다. 표 2에는 MAX2829와 AL7230

의 간단한 특성 비교가 나타나 있다.

구분 MAX2829 AL7230

사용주 수 역 2.4/5GHz 2.4/5GHz

제조회사 MAXIM ALOHA

지원 표 802.11b/g/a 802.11b/g/a

력 증폭기 외장형 내장형

최 출력 -2.5dBm@54Mbps 20/17/15dBm@11b/g/a

송 력 제어범 30dB 30dB

송신모드 공 력 175mA@-2.5dBm 315mA@15dBm

표  2 MAX2829와 AL7230의 특성비교

Table 2 Characteristic comparisons of MAX2829 and AL7230

본 논문에서는 RF 블럭의 사이즈를 최소화하기 해서 

력 증폭기를 내장한 AL7230을 이용한 RF 모듈을 설계하

여 검증하 다. KWPAN1200a 기 역 칩셋의 수신단 

AGC는 MAX2829의 제어방식과 동일하게 설계가 되어있다. 

수신단의 AGC 제어신호인 AGC[6:0]의 상  2비트 MSB 

(Most Significant Bit)는 LNA (Low Noise Amplifier)를 제

어하게 되어 있는데, “11”인 경우에는 3단 LNA를 모두 ON 

시킨 경우이고 이때 약 30dBm 정도의 이득을 나타낸다. 

“10”일 경우에는 13dBm, "01"인 경우에는 -3dBm의 LNA 

이득을 나타낸다. 그러나 AL7230은 "01"인 경우가 존재하지 

않은 신 “00”인 경우가 존재한다. 이에 한 내용이 표 3

에 나타나 있다.

LNA Gain KWPAN1200a AGC[6:5] AL7230 AGC[6:5]

30dBm "11" "11"

17dBm, "10" "10"

-4dBm "01" "00"

표   3  LNA 제어 비트 비교

Table 3 LNA control bit compari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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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AGC[6:0]의 MSB[6:5]에 한 신호가 수신(RX) 

모드시 “01”인 경우에는 "00"인 상태로 변환시켜주는 회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외부에 추가 회로를 그림 5와 같이 구성

하 다.

그림 5 KWPAN1200a를 한 AGC 변환회로

Fig. 5 AGC conversion circuit for KWPAN1200a

한 KWPAN1200a의 기 역에 한 역폭을 4MHz 

이내로 이기 해서 외부에 Cut-off 주 수가 2.5MHz인 

LPF를 장착하여 동시 가용 채 수를 늘리는데 활용할 수 

있다. RF의 송신 경로 (TX (Transmitter) Path)는 AL7230

를 거친 후에 발룬(Balun)을 거치게 된다. 2.4GHz와 5GHz

역의 발룬을 거친 후 다이 서 (Diplexer)[9]을 거치게 

되고, 송수신 스 치 (TX/RX Switch)를 거쳐 안테나

(Antenna)로 달된다. 수신 경로 (RX Path)는 안테나로부

터 송수신 스 치를 거친후 TX와 동일한 다이 서를 거

쳐 RF 트랜시버로 입력된다. 구 된 2.4/5GHz 이 역 RF 

보드는 그림 6의 왼쪽과 같고, 이 역 RF보드는 

KWPAN1200a 보드에 그림 6의 오른쪽과 같이 체결된다.

그림 6 AL7230 RF 모듈  KWPAN1200a 보드

Fig. 6 AL7230 RF module and KWPAN1200a board

     

3. 설계  실험 결과

본 장에서는 유사 직교 부호를 기반으로 설계된 

Guardian 모뎀  새롭게 제안되고 설계된 유사직교 부호화

기의 구  복잡도를 제시한다. 한 설계된 이  역 RF의 

성능을 실험한 결과를 제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유사직

교 부호 기반으로 구 된 Guardian 모뎀을 이 역 RF와 

체결할 경우 통신 성능을 실험한 결과를 제시하도록 한다.

3.1 ASIC 설계 면

본 에서는 기존의 Binary CDMA를 이용하여 부호화기

를 설계할 경우와 제안된 유사 직교 부호화를 이용하여 설

계할 경우에 ASIC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설계시 요구되는 게이트 (Gate) 면 을 살펴본다. 설계공정

은 SMIC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oration) 0.13공정을 가정하 다. 표 4는 Binary CDMA 

부호화 방법과 유사 직교 부호화 방법을 이용한 ASIC 설계

시 소요면 을 나타내고 있다. 표에는 SMIC 0.13공정에서 

각 게이트들의 필요 면 이 표시되어 있다. Binary CDMA 

부호화기는 16비트 시 트 지스터 4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64비트의 립 롭이 사용되어 필요한 면 이 매우 크다. 

반면에 유사 직교 부호에서는 립 롭이 필요하지 않아 면

이 매우 어들게 된다. 총 소요 면 을 살펴보면 Binary 

CDMA는 약 2467㎛2이고, 유사 직교 부호는 약 338㎛2이다. 

즉, 유사 직교 부호를 사용할 경우 Binary CDMA에 비해 

면 이 1/7로 히 어들게 된다.

SMIC 0.13공정 Binary CDMA 유사 직교 부호

게이트 면 (㎛ x ㎛) 사용개수 사용면 사용개수 사용면

Flip-Flop 3.69x9.93 36.6417 64 2345.0688 0 0

XOR 3.69x3.22 11.8818 10 118.818 21 249.5178

AND 3.69x1.84 6.896 0 0 10 67.896

OR 3.69x1.84 6.896 0 0 2 13.5792

Inverter 3.69x0.92 3.3948 1 3.3948 2 6.7896

총 소요면 2467.2816 337.7826

표  4 Binary CDMA 부호기 소요면

Table 4 ASIC size of binary CDMA encoder

  

3.2 이  역 RF 트랜시버 성능 실험

이  역 RF 트랜시버의 성능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

다. 먼  최  송신 력 기 과 스펙트럼 마스크 

(Spectrum Mask)의 만족 여부를 확인하기 해 기 역 

칩셋인 KWPAN1200a의 송신 모드를 연속 송 

(Continuous TX)로 하고 기 역 신호를 단일 반송  

(Single Carrier)와 랜덤 형 (Random Wave)으로 셋  하

다. 단일 반송  발생 시 각 채 별 송신 력은 아래 표 

5와 같다. 한 송신스펙트럼은 그림 7  8에 나타나 있다.

심주 수 (MHz) 2406 2422 4924 5024 5124 5224 5324 5524

송신출력(dBm) 20 20 12 11.2 9.5 7.4 6.9 10.4

표  5 RF 트랜시버의 채 별 송신 력

Table 5 Channel transmit power of RF transceiver

그림 7 2406MHz 심주 수 사인   랜덤 신호의 송신 

력 스펙트럼

Fig. 7 Transmit power spectrum at 2406MHz center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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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5524MHz 심주 수 사인   랜덤 신호의 송신 

력 스펙트럼

Fig. 8 Transmit power spectrum at 5524MHz center 

frequency

RF 트랜시버에 한 송신 시험에서 2.4GHz 역의 성능

은 우수한 편이 으나 5GHz 역에 해서는 송신 출력 

벨이 다소 낮았다. 그리고 송신 스펙트럼 마스크 만족 여부 

한 2.4GHz 역에서는 만족하 으나, 5GHz 역에서는 낮

은 력에서만 만족하 다. 5GHz 역에서는 다소 스펙트럼

의 모양과 력의 크기가 감소되는 문제가 있지만 이는 반

복 인 보정 작업을 통해 수정되어야 한다.

3.3 Guardian SoC 통신 성능 실험

최종 으로 Guardian SoC 칩셋과 2.4GHz  5GHz RF 

칩셋이 실장된 Guardian 무선통신 시험 보드를 이용하여 

RF 송시험을 수행하 다. 채 은 유선으로 연결한 후 

간에 감쇄기를 달았다. PHY 클럭을 44MHz, 기  PER을 

8%이하로 정할 때, 각 RATE 별로 필요한 최소 SNR 

(Signal to Noise Ratio)과 최소 수신 력이 얼마인지를 측

정하 다. 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 

PER (Packet Error Rate), 그리고 최소 필요 SNR을 성능 

별 기 으로 사용하 다. 표 6  7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2.4GHz  5GHz 역에서 요구하는 최소 필요 SNR  

PER은 정한 수 에서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표에서 RATE1은 앞서 설명된 Binary CDMA 부호화율 

1/16로 부호화된 신호를 BPSK 변조한 경우이고, RATE2는 

Binary CDMA 부호화율 3/16으로 부호화된 신호를 BPSK 

변조한 경우이며, RATE3는 Binary CDMA 부호화율 9/16

로 부호화된 신호를 BPSK 변조한 경우이다. RATE4는 

RATE3와 근본 으로 동일하지만 변조방식을 QPSK 

(Quadrature Phase Shift Keying)를 이용하여 데이터 율을 

증가시킨 방식이다. RATE5부터는 더욱 데이터 율을 높이기 

해 Binary CDMA 부호화를 수행하지 않고 DQPSK, 

TCM  QAM 변조를 용한 경우이다.

2.4GHz에서 가장 높은 력이 필요한 32QAM을 사용하

는 RATE 7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최소 RSSI는 -77dBm이

며 필요한 최소 SNR은 20dB이고 이 때 측정된 PER은 1% 

이하로서 매우 만족스러운 수 이었다. 한 가장 낮은 데

이터율을 제공하는 RATE1에서는 8dB의 최소 SNR로서 매

우 낮은 PER을 얻을 수 있었다. 5GHz에서는 다소 요구되

는 RSSI,  SNR등이 높게 형성되었지만 충분히 수용 가능

한 범 이다.

RATE 변조방식
필요한

최소RSSI

필요한 

최소SNR
측정 PER

RATE1
Binary CDMA 

RATE1(1/16)+BPSK
-87dBm 8dB 1%이하

RATE2
Binary CDMA 

RATE2(3/16)+BPSK
-87dBm 9dB 3%이하

RATE3
Binary CDMA 

RATE1(9/16)+BPSK
-85dBm 10dB 4%이하

RATE4
Binary CDMA 

RATE1(9/16)+QPSK
-84dBm 11dB 2%이하

RATE5 DQPSK -82dBm 14dB 3%이하

RATE6 TCM(3/4)+16QAM -80dBm 17dB 1%이하

RATE7 TCM(4/5)+32QAM -77dBm 20dB 1%이하

표  6 RATE별 최소 RSSI, 필요한 최소 SNR, 측정된 

PER (2.4GHz)

Table 6 Minimum RSSI, required minimum SNR, measured 

PER (2.4GHz)

RATE 변조방식 RSSI
측정

SNR

측정 

PER

RATE1 Binary CDMA 

RATE1(1/16)+BPSK

-92~-94dBm 8dB 0%

-93~94dBm 6dB 0%

-96~-95dBm 5~6dB (10/1004)%

RATE2
Binary CDMA 

RATE2(3/16)+BPSK

-92dBm 10dB 0%

-94dBm 9dB 0%

-93dBm 8dB (10/1004)%

RATE3
Binary CDMA 

RATE1(9/16)+BPSK

-81dBm 20dB 0%

-91dBm 12dB 0%

-93dBm 11dB (8/1004)%

RATE4
Binary CDMA 

RATE1(9/16)+QPSK

-86dBm 17dB 0%

-88dBm 15dB 0%

-89dBm 14dB (30/753)%

RATE5 DQPSK

-82dBm 18dB 0%

-82dBm 17dB 0%

-86dBm 16dB (5/1004)%

표 7 RATE별 최소 RSSI, 필요한 최소 SNR, 측정된 

PER (5GHz)

Table 7 Minimum RSSI, required minimum SNR, measured 

PER (5GHz)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 인 공공 

무선 통신을 한 Guardian 칩셋에 하여 살펴보고, 

Guardian에 사용되는 무선 모뎀 블럭에 한 기능과 RF 트

랜시버 연동시 송 RATE 별 MAC 데이터 율을 찰하

다. 한 2.4/5GHz 이  역 RF 트랜시버에 해서 알아보

고, 설계  검증을 통해 이  역에 한 무선 통신 솔루

션을 확보하고자 하 다. 개발된 RF 트랜시버 솔루션은 

2.4GH 역의 간섭을 회피할 수 있으며, 5GHz의 

역 주 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 무선망 설계시 많

은 수의 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Guardian 모뎀은 지자체나 행정복합도시, 그리고 신규 추진 

인 수도권 도시에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무선 공공 서비

스 솔루션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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