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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진, 쓰나미와 같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시키는 자연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 위한 방송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재난 방송시스템에서는 재난 발생 시 재난정보를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

달하기 위하여, 단말을 깨워 재난 방송 채널로 자동 변환 시켜주는 대기모드해제(wake-up) 신호가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 방

송시스템을 위한 대기모드해제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재난방송용 대기모드 해제신호는 기존 디지털TV 시스템과의 간섭을 줄이기 위

하여 저전력/협대역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좋은 자기 상관 특성을 가져야한다. 우선, 본 논문에서의 자기상관특성이 우수한 단일 m-시
퀀스와 상보부호(complementary code)를 이용한 대기모드해제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신호 대 잡음비에 따른 성능을 검증한다. 다음으

로 대기모드 해제신호의 검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사잡음 계열의 Barker 부호 및 Walsh-Hadamard 부호를 이용한 직접확산

방식의 신호 전송 포맷을 제안한다. 제안된 직접확산방식에 의한 대기모드 해제신호 검출 방법은 확산 이득으로 인하여 단일 m-시퀀

스와 Golay 부호(이진 상보부호)를 이용한 방법보다 뛰어난 검출 성능을 나타낸다.

Abstract

Recently, the need for disaster-preventing broadcast has increased gradually to cope with natural disaster like earthquake and 
tsunami causing enormous losses of both life and property. In disaster-preventing broadcast system, the wake-up signal is used to 
alert user terminal and switch the current state of channel to the emergency channel, which is for the fast and efficient delivery of 
emergency inform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detection method of wake-up signal for disaster-preventing broadcast systems. 
The wake-up signals for disaster-preventing broadcast should have a good auto-correlation property in low power and narrow-band 
conditions that does not affect the existing digital television (DTV) system. The suitability of the m-sequence and complementary 
code (CC) is analyzed for wake-up signals according to signal to noise ratio. A wake-up signal is proposed by combining the 
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DSSS) technique and pseudo noise (PN) sequences such as Barker and Walsh-Hadamard codes. 
By using the proposed method, a higher detecting performance can be achieved by the spreading gain compared to the single long 
m-sequence and the Golay code.

Keyword : DSSS, PN Sequence, CC, auto-correlation, wake-up signal, disaster-preventing broad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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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지진, 태풍, 화산폭발, 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가고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가 발생

했을 때, 재해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무엇보다 재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서비스 및 시스템이 필요

하다. 일본의 NHK는 재난 발생 시 긴급경보방송(emergen- 
cy warning broadcasting system, EWBS)과 긴급지진속보

시스템(earthquake early warning system, EEWS)과 같은 2
개의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TV 및 라디오에 대기

모드 해제(wake-up) 기능을 추가하여 재난 발생 시 단말기

를 자동으로 켜지게 하여 재난 방송을 수신하게 한다. 이와

더불어 NHK는 정부의 여러 기관이 재난 대처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여 다양한 매체로 제공하기 위한 TVCML 
(TeleVision Common Markup Language) 데이터 수집 시스

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긴급 알람 시스템

(emergency alert system, EAS)과 상용 모바일 경보 시스템

(commercial mobile alert system, EMAS) 등의 지역단위

경보 시스템이 있다. 이 중, 상용 모바일 경보 시스템은 하

나의 셀 기지국에서 다중 모바일 유저들에게 단문 메시지

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문자 정보를 전송하여 긴급

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2011년 뉴욕

에서 테스트를 거쳐 2012년 4월 상용되었다
[1]. 

국내에서는 긴급재난방송시스템을 2006년 도입 후, 현재

통합재난관리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운영 중이며, 인터넷 망

손실대비 동시동보 팩스시스템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국
내 지상파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에서는

DMB 자동재난경보 서비스 표준을 제정하여 전 국민을 대

상으로 재난정보전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2]. 이러한 지

상파 DMB 재난 경보 서비스 데이터는 DMB의 FIC(Fast 
Information Channel) 정보를 통하여 전송된다. 이 외에도

휴대폰에 특정 수신 ID를 입력, 기지국으로부터 데이터 정

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한 이동통신기술 응용서비스로써

기본적으로 SMS(Short Message Service)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인 CBS(Cell Broadcasting Service)는 기지국 내 모든

가입자에 대한 동시 송출로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실시간

정보서비스가 가능하다
[3]. 

그러나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는 여러 가지 많

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인밴드(in-band)를 이용한 대

기모드 해제신호 생성 기술은 DTV(Digital Television) 신
호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송출 출력 전력이 제한되며, 
커버리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수신대기 전력이 높은 문

제가 존재한다. 그리고 보급된 TV 경보방송 수신기에서는

항상 TV 전파를 수신하기 때문에, 대기 소모 전력의 증가

가 수반되는 단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각종 재난 정보를 체

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긴급경보 기술이 부재

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기존 DTV의 보호대역을 이용한 아

웃밴드(out-band) 방식의 재난방송용 대기모드해제 신호

송수신 기술 연구가 필요하다. 아웃밴드를 이용한 대기모

드 해제신호는 기존 방송시스템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위

한 저전력/협대역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저전력/협대역의

환경에서 올바른 신호검출을 위하여 대기모드 해제신호 송

수신에 자기상관특성이 좋은 부호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M-시퀀스와 상보부호(complementary code, CC)는 일반

적으로 자기상관특성이 좋은 부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부호는 높은 신호 대 잡음비(signal-to-noise ra-
tio, SNR) 에서와 달리 낮은 SNR에서 자기상관특성이 열

화 됨으로 인하여 저전력/협대역 대기모드 해제신호로써

사용에 제한이 따른다
[4,5].

본 논문에서는 대기모드 해제신호로 사용될 수 있는 자

기상관특성이 좋은 부호들에 대한 성능 테스트 및 확산 기

법을 이용하여 신호 검출 성능이 향상된 대기모드 해제신

호 전송 포맷에 대하여 제안한다. 그리고 저전력에서 이러

한 부호들의 검출성능은 의사잡음 계열의 Barker 부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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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기모드 해제 시스템 개념도
Fig. 1. The concept of wake-up system

Walsh-Hadamard 부호에 의한 직접확산기법(direct squen- 
ce spread spectrum, DSSS)으로 향상 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단일 m-시

퀀스와 상보부호를 이용한 대기모드 해제신호 검출 성능에

대하여 검토한다. 3장에서는짧은길이의 m-시퀀스에 확산

을 적용한 기법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실험결과를 종합하

여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대기모드 해제신호 검출 기법

1. 대기모드 해제 신호 시스템

저전력/협대역에 적합한 대기모드 해제신호는 DTV 채
널의 보호 대역에삽입되고, 기존 DTV 신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국내 ATSC(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DTV 시스템의 보호 대역폭은 620kHz의 협

대역이며, 기존 DTV 신호와의 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대

기모드 해제신호는 저전력/협대역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기모드 해제신호를 전송하는 개념도는 그림 1
과 같다

[6].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송시스템인 ATSC의 셀 경계

에서 DTV 신호의 수신감도는 -84dBm이며, 실내 수신 안

테나를 이용하여 대기모드 해제신호를 수신할 경우 약

45dB의 SNR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6]. 대기모드 해제신호

의 전송 대역폭이 넓어질수록 기존 DTV 신호와의 간섭이

커지므로, 대기모드는 620kHz 대역폭의 보호대역안에서

최소가 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셀 경계에서 기존 DTV 신호의 간섭을 주지 않는 대기모

드 해제신호의 수신 SNR은 25kHz와 50kHz 대역폭에서 각

각 -6.63dB와 -9.64dB이다
[6]. 수신기에서 대기모드 해제신

호의 검출 시간을 1초 이내로 하고, 인접 DTV 채널과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5kHz와 50kHz 대역폭이 적합

하다. 100kH 이상의 대역폭에서는 25kHz 및 50kHz 대역

폭과 비교하여 시퀀스길이에 따른 신호 검출 계산량의 증

가로 인하여 수신단에서 검출 시간이 2~4배이상이 필요하

다. 그러므로 대기모드 해제신호의 빠른 검출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 대기모드 해제신호의 대역폭을 25kHz와 50kHz
를 고려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기모드 해제신호의 변조 방식으로페이

딩에 강인하고 검출에 용이한 비동기 BFSK (Binary 
Frequency Shift Keying)를 고려하였다. 그림 2는 BFSK 신
호의 수신기를 나타낸다. 비동기 BFSK 신호를 검출하기

위하여 수신기는 크게 2개의 동상(I)과 직교(Q) 채널로 이

뤄진다. 위쪽의 채널 1은 주파수 를갖는 신호를 검출하

며, 기준 신호들은 I-채널 1에서  cos이고, Q-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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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비동기 BFSK 수신기
Fig. 2. The receiver of asynchronous BFSK

1에서는  sin이다. 유사하게 채널 2에서는 주파

수 를 갖는 신호를 검출하며, 여기에서 기준 신호들은

아래 I-채널 2에서  cos이고, Q-채널 2에서

 sin이다.

그림 2로 부터 수신 신호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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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 ≤    

(1)

  

이다. 여기서 은 FSK 변조 레벨이고, ∆    는
주파수 사이의 간격, 는 심볼간격, 는 심볼에너지를

나타낸다. 송신 신호의 검출은 다음 식을 따른다[7]. 

max






 cos sin




(2)

수신된 신호  cos 는 그림 2에서 음의

신호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곱 적분기 뒤에서

제곱 연산을 수행한다. 최종적으로 에너지 검출기의 어느

쌍이 최대의 출력을 나타내는가에 따라 송신 신호가 ‘0’ 혹
은 ‘1’임을 판단하게 된다.
비동기 BFSK 방식에서 FSK 신호의 직교성이 유지되는

최소 주파수 톤 간격은 ∆  이다. 그러므로

25kHz 대역폭과 50kHz 대역폭에서 전송할 수 있는 최대

데이터 속도는 각각 12,500과 25,000[bps]가 된다. 

2. 단일 이진 m-시퀀스와 상보부호를 이용한
대기모드 해제신호 검출

이 절에서는 단일 이진 m-시퀀스와 상보부호를 이용한

대기모드 해제신호 검출에 대하여 알아본다. 이진 m-시퀀

스는 랜덤 특성으로 생성되지만 통계적 특성이 결정적인

디지털 파형이며 생성이 용이하다. 이로 인하여 이진 m-시
퀀스는 통신시스템에서 동기, 변복조, 대역 확산 등의 역할

을 수행한다. 이진 m-시퀀스는 주로 시프트 레지스터를 이

용한궤환 방식을 통하여쉽게 생성된다.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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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진 m-시퀀스 의 주기 자기상관특성은

 
  



    ≠
    (1)

이다. ·은 모듈러 연산을 나타내며, 식 (3)으로부터 이

진 m-시퀀스의 자기 상관값은측대파의크기가 -1로써 이

상적인 부호에 가까운 특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한편, 상보부호는 한 개의 짝을 이루는 두 개의 부호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부호의 자기상관을 더하게 되면, 정
확하게 부호 전체 길이만큼의 첨두치가 발생한다. 그리고

측대파 신호가 0으로 수렴하여 이상적인 비주기 자기 상관

특성을 가진다. 이는 이진 m-시퀀스 보다 좋은 자기상관특

성을 나타낸다.
길이 을 갖는 하나의 시퀀스 열벡터    

를 가정하면, 의 비주기 상관은 다음과 같다.

  
  



 ≤ ≤  (4)

그리고 시퀀스 와 같은 길이의 유사 열벡터   

 라 할 때, 시퀀스 와 가 다음 식의 관계를

만족하면, 시퀀스 와 는 한 쌍의 상보부호라고 정의한

다.

      ≠
(4)

상보부호의 생성은 아래 생성식과 같이 재귀적으로 생성

된다[8]. 

    

  ·    log
  ·      

(4)

여기서 는 시간 인덱스, 은 생성 다항식의 재귀 수

를 나타낸다. 그리고 각각의 길이가 인  와  

는 하나의 상보부호를 생성한다. 만약 상보부호 생성계수

이 1 또는 -1이라면 Golay 부호(이진 CC)라고 부른다. 

M-시퀀스와 상보부호를 이용한 대기모드 해제신호의

수신 여부는 각각의 부호를 가용 대역폭 안에서 길이를

가변시키고, BFSK 변조를 통하여 전송한 후 수신단에서

각 부호의 자기상관의 첨두치를 검출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

Ⅲ. 확산기법을 이용한 제안 대기모드
해제신호 검출

직접확산방식은 피 확산 신호(데이터)의 대역폭에 비하

여 충분히 넓은 스펙트럼을 갖는 확산 부호를 직접 곱함

으로써, 전송신호를 넓은 대역으로 분산하여 매우 작은

전력으로 송신하는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직접확산통신

방식은 정해진 대역폭 내에서 확산 부호의 칩 레이트를

결정하고, 칩 레이트를 고려하여 데이터 전송속도를 결정

한다. 여기서 전송속도에 대한 칩 레이트 비율을 나타낸

것을 확산 이득이라고 하며, 확산 이득이 클수록 전송 신

호를 주파수 영역에서 넓게 확장시킬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채널로부터의 잡음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얻게 된다
[9,10]. 그림 3은 의사잡음 부호를 이용한 직접확산방식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그림 3에서는 송신 입력데이터 에 확산부호 를곱한

확산된 신호   · 를 백색가우스잡음 채널을 통하

여 송신한다. 대기모드 해제신호는 협대역 채널을 통하여

전송됨으로 페이딩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확산부호

는 기저대역신호 의 대역   를   로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와 는 기저대역 신호

의 심볼 레이트와 칩 레이트를 각각 나타낸다. 수신기에서

는 수신된 신호 를 이미 알고 있는 확산부호 과의 자기

상관을 이용하여 역 확산한다. 그러므로 역 확산을 통한 데

이터 검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확산부호의 자기상관

특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4는 제안 시스템의 블록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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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wake-up 신호 검출 제안 기법 블록도
Fig. 4. The blcok diagram of proposed method for detection of wake-up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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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의사잡음부호를 이용한 직접확산방식 개념도
Fig. 3. The autocorrelation of complementary code for the detection of wake-up signal

제안된 기법은 송신단에서 이진 m-시퀀스를 송신 데이터

로 사용하고, 가용 대역폭 내에서 m-시퀀스를 확산 부호를

이용하여 확산 후 전송한다. 수신기에서는 비동기 FSK 복
조를 통하여 신호를 복조하고, 복조된 신호를 수신단에서

알고 있는 확산 부호의 자기상관 성질을 이용하여 전송된

m-시퀀스를 찾는다. m-시퀀스의 각 요소들은 시간 지연

(time lag)이 0이 되는 지점에서 확산 부호의 자기상관첨

두치가 양 또는 음 인가에 따라 1 또는 -1로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저전력/협대역에서의 PN 계열의 Barker
코드와 Walsh-Hadamard 부호를 확산 부호로 사용한 대기

모드 해제신호 포맷을 제안한다. Barker 부호는 자기상관

특성과 확산에 의한 이득이 큰 부호이다. 반면, Walsh- 
Hadamard 부호는 자기상관특성이 Barker 부호보다 좋지

않지만, 확산에 의한 이득이크며 부호의길이를쉽게 가변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Barker 부호는 길이가 짧은 고유 부호로써 좋은 비주기

자기 상관 특성으로 인하여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 프레

임 동기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Barker 부호는 이

진원소   로 이뤄지며, 길이 을 갖는 Barker 부호

 의 비주기 자기 상관  는 다음 식과 같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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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7)

여기서   는 상관함수의 시간 지연을 나타낸다.
식(7)로부터 Barker 부호 자기상관 함수의 최댓값 이

되고, 최소 측대파의 크기가 1이 됨을 알 수 있다. Barker 
부호는 최대길이 13을 가지며 낮은 측대파 특성을 나타낸

다. 표 2는 길이 별 Barker 부호 목록을 나타낸다. +와 -는
각각 1과 -1의 이진 값을 의미한다.

길이 부호열

1 +

2 ++ 또는 +-

3 ++-

4 +++- 또는 ++-+

5 +++-+

7 +++--+-

11 +++---+--+-

13 +++++--++-+-+

표 2. 길이별 Baker 부호
Table 2. Barker codes according to its length

Walsh-Hadamard 부호는 Barker 부호와 비교하여 자기

상관특성은 좋지 않지만 확산 부호의 길이 가변되며 확산

에 의한 이득이 큰 부호이다. 길이   의 Walsh- 
Hadamard 부호의 생성 알고리듬은 다음과 같다

[12]. 

 



 


 


with   (8)

다음 절에서는 저전력/협대역에 가장 적합한 부호와 성

능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존 단일 m-시퀀스와 상보부호를

이용한 대기모드 해제신호 검출 성능을 검토한 후, 제안한

포맷의 수신 성능과 비교 분석한다.

Ⅳ. 실험 및 결과

본장에서는 확산을 이용한 제안 기법의 성능을 비교 분

석하기 위하여 우선 50kHz 대역폭에서 수신 SNR을 기준

으로 단일 m-시퀀스와 상보부호를 이용한 대기모드 해제신

호 검출 성능을 분석한다. 25kHz 대역폭의 수신 SNR -7dB
에서의 실험 결과는 뒤에서 추가로 설명한다.

50kHz 대역폭에서 실내 수신안테나를 이용하여 대기모

드 해제신호를 수신할 경우, 수신 SNR은 앞서 설명 한 것

과 같이약 -9.6dB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는

-9.6dB의 낮은 SNR에서 이진 m-시퀀스와 상보부호의 길

이를 가변시켜 검출 성능을 검토하였다. 실험에서 사용한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0.04

-0.03

-0.02

-0.01

0

0.01

0.02

0.03

0.04

0.05

Delay

M
ag

ni
tu

de

(a)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0.04

-0.03

-0.02

-0.01

0

0.01

0.02

0.03

Delay

M
ag

ni
tu

de

(b)

그림 5. 이진 m-시퀀스의자기상관(SNR=-9.6dB, bandwidth=50kHz) a) 길
이-8191 b)길이-16383
Fig. 5. The autocorrelation of binary m-sequence for the detection of 
wake-up signal(SNR=-9.6dB, bandwidth=50kHz) a) Length-8191 b) 
Length-1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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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시퀀스의 길이는 8191, 16383이며, 상보부호는 길이

8192, 16384를 사용하였다. 그림 5는 -9.6dB에서 8191, 
16383길이의 m-시퀀스를 수신단에서 비동기 FSK 복조 후

자기상관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5에서 대기모드 해제신호로써의 m-시퀀스 자기상

관의 크기는 m-시퀀스의 길이로 정규화 되어 시간지연이

0일 때 1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림 5에서는 이진 m-시퀀

스의 길이를 최대 16383까지 늘려도 그 크기는 커지지 않

기 때문에, 측대파와 분리될만한충분한 자기 상관 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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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상보부호의 자기상관(SNR=-9.6dB, bandwidth=50kHz) a) 길이
-8192 b)길이-16384
Fig. 6. The autocorrelation of complementary code for the detection 
of wake-up signal(SNR=-9.6dB, bandwidth=50kHz)
a) Length-8192 b) Length-16384

 

얻지못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길이 8192, 16384길이의

상보부호를 이용한 대기모드 해제신호로써의 검출 성능을

나타낸다. 
그림 6의 상보부호를 이용한 대기모드 해제신호 검출 결

과는 m-시퀀스와 비슷하게 상보부호의 길이를 16384까지

늘려도충분한 자기 상관의 이득을얻지못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상보부호의 검출 성능은 낮은 SNR에서 부호의 길이

에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보부호는 높은 SNR에서 이진 m-시퀀스와 비교하여

측대파 신호의 크기가 작은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0dB 
이하의 낮은 SNR에서는 오히려 이진 m-시퀀스보다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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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대기모드해제신호검출(SNR=-7dB, bandwidth=25kHz) a) Barker 
부호를 이용한 확산 기법 b) 단일 이진-m 시퀀스
Fig. 7. The detection of wake-up signal(SNR=-7dB, bandwidth=25kHz) 
using a) Barker spreading b) m-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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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나타내었다. 특히 상보부호는 낮은 SNR에서 부호

길이를 늘려도 성능의 향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낮은 SNR에서 상보부호의 특성이 이진 m-시퀀스와 비교

하여 더쉽게 깨진다는것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저전력 대

기모드 해제신호의목적으로써는 이진 m-시퀀스가 더 적합

하다고볼수 있다. 그러나 이진 m-시퀀스를 가용 대역폭내

의 최대길이(16383)로늘려도 수신 SNR -9.6dB를만족하

는 대기모드 해제신호로써 적합할 만큼의 좋은 성능을 나

타내지는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단일 이진-m 시퀀스의길

이 증가에 따른 자기상관 이득만으로 낮은 수신 SNR에서

의 충분한 검출 성능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Barker 부호와 Walsh- 

Hadamard 부호를 이용한 대기모드 해제신호 검출 성능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림 7은 25kHz 대역폭에서 수신 SNR 
기준인 -7dB에서 511의 m-시퀀스를 길이 13의 Barker 부
호로 확산한 후 수신단에서의 검출 성능을길이 8191의 단

일 m-시퀀스의 성능과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 7에서는 단일 m-시퀀스를 사용한 방법보다 Barker 

부호를 이용한 확산 기법이 약 1~2dB 정도의 높은 이득을

얻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Barker 부호를 이용한 기법이

단일 m-시퀀스를 이용한 검출 방식과 비교하여 짧은 길이

의 부호로써 보다 좋은 성능을 가질수 있다는것을 의미한

다. 그림 8은 그림 7과 같은 조건에서 50kHz 대역폭의 수신

그림 8. Barker 부호를이용한확산기법(SNR=-9.6dB, bandwidth=50kHz)
Fig. 8. The spreading method using Barker code(SNR=-9.6dB, band-
width=50kHz)

 

SNR 기준인 -9.6dB로 낮춰 실험한 결과이다. 
그림 8을 보면 자기 상관 값이 측대파값보다작기 때문

에 이는 수신 측에서 대기모드 해제신호의 수신 여부를판

단하기에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9.6dB에서 신호 검

출을 위하여 확산이득을 높여야 하지만, Barker 부호는 최

대 길이가 13으로 제한되므로 -9.6dB에서 안정적인 신호

검출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최대 Barker부호에서 m-시퀀스

의 길이를 1023, 2047과 같이 더 늘려도, 대기모드 해제신

호로써의 충분한 검출 성능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확산에 의한 이득을 크게 하기 위하여 Barker 

부호와 비슷한 성능을 가지면서 동시에 부호길이를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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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Walsh-Hadamard 부호를 이용한 확산 기법(SNR=-9.6dB, band-
width=50kHz) a) 길이 16352 b) 길이 16320
Fig. 9. The spreading method using Walsh-Hadamard code(SNR= 
-9.6dB, bandwidth=50kHz) a) SNR=-7dB b) SNR=-9.6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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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으로 가변 할 수 있는 Walsh-Hadamard 부호를 고려

하였다. 그림 9는 Walsh-Hadamard 부호를 이용한 대기모

드 해제신호 검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9에서는 -9.6dB에서 적합한 자기상관값을얻기 위

하여 16352(=511×32), 16320(=255×64) 경우에 대하여 실

험하였다. 그림 5와 6의 단일 m-시퀀스와 상보부호를 이용

한 실험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16352(=511×32), 16320 
(=255×64) 두경우 모두 -9.6dB에서 안정적인 특성을 나타

낸다. 그러므로 -9.6dB의 실험환경에서는 16352(=511×32), 
16320(=255×64) 두경우의 조합이 가장좋은 성능을 나타

낸다고 할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Barker 부호와 Walsh-Hadamard 부호를

확산 부호로 사용하여 대기모드 해제신호의 검출 기법을

제안하였다. Barker 부호와 Walsh-Hadamard 부호를 사용

한 확산 기법은 단일 이진 m-시퀀스와 상보부호에 비하여

낮은 SNR에서 보다 높은 검출 성능을 나타낸다. 한편, 
Barker 부호의 경우 부호의 길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50kHz 대역폭의 -9.6dB 환경에서 적절한 확산 조합을찾기

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Barker 부호는 25kHz 대역폭

의 수신 SNR -6.63dB를 기준으로 m-시퀀스 계열 부호들

및 Walsh-Hadamard 부호와 비교하여 가장높은 성능을 나

타낸다. 그리고 50kHz 대역에서는 확산 부호로써 길이가

쉽게 가변되는 Walsh-Hadamard 부호를 사용한 확산 방법

이 가장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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