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유무선 인터넷 기술이 속히 발 하고 보편화됨에

따라 인간은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에 속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시 에 살게 되었다[1,2]. 이더넷과 무선랜은

모두 CSMA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방식을 사

용하고 있으며, 다른 통신 장치가 채 을 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를 사 에 검사해 채 이 사용 이면 일정 시간

을 기다린 후 다시 송을 시도하고 채 이 사용되고 있

지 않으면 송한다[3,4]. 이 때 리어 센싱은 다른 통신

장치가 채 을 사용 인지 여부를 별하는 기능을 제

공하며, 물리 리어 센싱과 가상 리어 센싱으로 구

분된다[5,6].

물리 리어 센싱은 리엠블의 반복 인 시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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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검출하거나, 리엠블의 워가 일정 워 벨

이상인지 여부를 측정해 신호가 채 에존재하는지 단

하는 반면에, 가상 리어 센싱은 임 헤더에 기록된

임의 채 유 시간을 참고해 다른 통신 장치가 채

을 유하는 시간을 계산한 후 채 유가 끝날 때까

지 기다린다[7-9].

이와같이 무선 통신 네트워크 장치는 공용자원인 무

선 채 을 분산 네트워킹 방식으로 근해 효율 으로

사용하기 해 리어 센싱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무

선 네트워크 환경은 간섭과 노이즈 뿐만 아니라 많은 무

선 단말 장치의 혼재로 인해 채 유 경쟁이 치열하다

[10]. 이러한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장거리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려면 수신감도, 신호 도달 거리, 서

비스 품질의 계를 고려해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11,

12].

통신 장치의 리어 센싱 성능은 수신감도와 서비스

품질을 결정짓는다. 수신감도는 수신기의 성능을 나타내

는 지표로서, 수신되는 신호의 세기가 어느 정도 이상으

로 커야 일정 수 이상의 에러율로 수신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표시한 것이다. 통신 시스템의 서비스 범 는 송

신 출력 성능과 수신감도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 우리 일상 생활과 산업계에서 스마트홈, 스마트

공장, 스마트시티를 해 사물인터넷 장치와 모바일 기

기들이 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애 리 이션 분야

에서는 통신 장치들의 신호 도달 거리가 매우 넓어야 하

고, 수신 감도는 낮고, 안정 인 서비스 품질이 요구된다.

그러나 수신 감도가 매우 낮고, 신호 도달 거리가 매우

넓은 경우에는 원거리의 간섭원의 신호도 수신이 쉽게

되고, 장치 자체의 백색잡음에 의해 성능 열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안정 인 서비스 품질이 불가능해 진다[13,

14].

사물인터넷 시 에는 무선 통신 장치의 수가 기하

수 으로 증가해 간섭의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자회로

가 고집 화되어 백색 잡음의 향이 더 커질 망이다.

이 게 열악한 통신 환경에서 장거리 사물인터넷 통신

네트워킹이 안정 으로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수신해야

하는 신호를 감지하고 노이즈에 강인한 리어 센서 설

계 기술이 요하다. 장거리 사물인터넷 통신 네트워킹

을 한 리어 센서는 수신기의 가장 앞단에 치해 수

신감도와 신호 도달 범 에 가장 큰 향을 미치고 시스

템 안정도를 결정하므로 주변 환경에 맞춰 지능 으로

응해야 하며, 노이즈와 간섭에 강인한 리어 센싱 방

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리어 센싱기술에 해 소개하

고, 3장에서는 장거리 사물인터넷을 한 리어 센싱 회

로 구 방법을 서술한다. 4장에서는 리어 센싱알고리

즘의 동작을 설명하고, 5장에서는 실험 환경 결과를

보여주고,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케리어 싱 기술 개

2.4 GHz와 5 GHz에서 동작하는 IEEE 802.11a/g 표

와이 이의 써멀 노이즈(Thermal noise) 는 –174 +

10·log10(신호 역폭) 으로–101 dBm 수 이고, 노이즈

피겨 (Noise Figure) 4 dB와 디지털 모뎀에서 10 % PER

을 만족시키기 해 필요한 신호 잡음비

(signal-to-noise ratio) 가 5 dB라고 가정할 때, -92 dB

의 수신감도를 얻을 수 있다[15]. 그러나, 무선랜 표 에

서는 RF와 디지털 모뎀의 구 난이도와 기술 수 을감

안해 최소 수신감도 요구 조건으로–82 dBm 을 규정하

고 있다[16].

이와 같이 장거리 사물인터넷용 와이 이가 이론 으

로 10 dB 이상 수신감도가 낮을 수 있지만, 수신감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노이즈 혹은 간섭 신호에 민감하다

는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

리어 센싱은 선택된 채 에 신호가 존재하는지 여

부를 결정한다. 채 에 신호가 존재한다고 단되더라도

노이즈 벨이 높거나 간섭 신호의 워가 큰 경우에는

신호를 잘 못 검출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리어 센싱 회

로를 설계할 때 무선 단말이 동작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신호 벨부터 가장 높은 신호 벨까지 리어 센싱 성

능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신호 벨이 낮은 역에서

는 오탐 (false alarm) 확률이 증가할 수 있고, 신호 벨

이 높은 역에서는 강한 간섭신호에의해 방해 받아정

작 받아야 하는 신호를 놓치는 미탐 (mis-detection) 확

률이 증가할 수 있다. 더욱더 요한 것은 오탐률 과 미

탐률은 트 이드 오 (trade-off) 계에 있기 때문에 모

든 경우에 안정 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지능형 리어

센싱 회로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안하는 리어 센싱 회로는 아나로그 디지털 변환

기 (ADC, Analog-to-Digital Converter) 회로의 범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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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신호를 검출하기 한 포화 상태 기반의 리어 센

싱, 정한 크기의 입력 신호를검출하기 한 수신 신호

세기 지표 (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를

이용한 에 지 기반의 리어 센싱, 그리고 낮은 벨의

입력 신호를 검출하기 해 입력 신호의 상 성을 이용

한 상 성 기반의 리어 센싱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이

세 가지 알고리즘 어느 하나에 의해 신호가 센싱되면

이로 인해 수신기가 입력 신호를 처리하기 시작한다.

상 성 기반의 리어 센싱은 자기 상 성과 교차 상

성 방식으로 나뉜다. 상 성 분석은 두변수 간에 어떤

선형 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두 변

수는 서로 독립 인 계에서 상 성이 있을 수 있으며,

두 변수의 상 강도를 상 성이라고 한다. 교차 상 성

기반의 리어 센싱은 표 으로 정해진 짧은 훈련 신호

(STF, short training field)와 입력 신호의 상 성을 이용

해 신호를 검출하고, 자기 상 성 기반의 리어 센싱은

짧은 훈련 신호의 주기성을 이용해 반복되는 시퀀스의

상 성을 이용해 신호를 검출한다. 상 성 기반의 리

어 센싱은 입력되는 신호의 주기성을 이용하므로 에

지 기반의 리어 센싱 보다더 정확한 신호 검출이 가능

하다.

3. 거리 사물 넷  한 케리어 

싱 로 

3.1 케리어 싱 로 조

리어 센서는 선택된 채 에 존재하는 신호를 검출

하는 기능을 한다. 신호를 검출하는 경우는 수신 단말으

로 송되는 신호를 검출했거나 다른 단말이나 AP

(Access Point)로 송되는 신호일 수 있다. 일단 신호가

입력되면, 검출되는 신호의 목 지 주소를 별할 수 없

으며, 채 상의 신호 존재 유무만을체크하게 된다. 안테

나를 통해 수신되는 신호의 세기는 바로 에서 높은 송

신 워로 송했을 경우의 높은 수신 워 벨에서부

터 매우 멀리에서 송한 신호를 수신할 경우에는 노이

즈 벨에 근 한 매우 낮은 벨까지 입력 신호의 범

가 매우 넓다. 높은 벨의 신호의 경우 빠른 검출이 가

능한 반면에, 신호의 벨이 낮은 경우에는 수신 워가

큰 신호에 비해 검출이 어렵고 신호를 잘못 검출하는 경

우도 발생한다. 모든 무선 통신 시스템은 리어 센싱이

가능한 신호의 최소 수신 입력 벨 표 에 정의된 수신

감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출 가능한 신호의 요

구 조건이 과도하게 낮은 경우, 오탐 확률이 증가할 수

있어, 수신 감도 요건을 만족할 경우 오탐 발생 확률을

이 기 해 수신 감도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

이 넓은 범 의 수신신호 벨에서 신호 검출이 가능하

기 해서는 하나의 리어 센싱 알고리즘이 아닌 복수

개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한다.

리어센싱회로에사용된알고리즘은다음의4가지다.

� 포화 상태 기반 리어 센싱 (Saturation based

carrier sensing)

� 에 지 기반 리어 센싱 (Input power based

carrier sensing)

� 자기 상 성 기반 리어 센싱 (Auto-correlation

based carrier sensing)

� 교차 상 성 기반 리어 센싱 (Cross-correlation

based carrier sensing)

3.2 포  상태 기반 케리어 싱 

포화 상태기반의 리어 센싱은매우 높은 워의입

력 신호를 검출하기 한 알고리즘이다.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신호는 RF의 LNA (Low Noise Amplifier)와

VGA (Variable Gain Amplifier) 등을 거치면서 신호의

세기가 조정된다. 안테나에 수신된 신호의 에 지가 충

분히 큰 경우, AGC (Automatic Gain Control)의 높은

기 이득 값으로 인해 신호의 입력 신호 크기가 ADC의

동작 범 에 근 하거나 넘어가 신호에 왜곡이 발생할

경우 포화 상태로 별 된다.

포화 상태를 이용한 리어 센싱은 ADC에서 출력되

는 I와 Q신호를 사용한다. 기본 인 동작은 ADC의 출력

I와 Q 신호에 값을 취한 후, 이 값들을 검출 임계치

값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일정 시간 내에 미리 설정된 임

계치 값을 넘어서는 I와 Q 신호 샘 이 일정 개수 이상

검출 되었을 때, 큰 워 신호가 수신되고 있음을 알리는

래그를 활성화시킨다.

포화 상태기반의 리어 센싱회로의 구조는 크게입

력 IQ 신호의 값을 취하는 부분과 값을 취한 IQ

신호와 지스터를 통해 설정된 검출 임계치를 비교하는

부분, 그리고 비교 결과를 장하기 한 쉬 트 지스

터 (shift register)로 구성된다. 쉬 트 지스터에는

값 IQ가 임계치 값보다 큰 경우, ‘1’, 작은 경우 ‘0’의 값



한 합학 논문지 제9  제836

이 장된다. 쉬 트 지스터는 16 비트 크기를 가지며,

쉬 트 지스터의 각 비트를 더한 결과와 설정된 임계

치 값과 비교해 측정 결과가 큰 경우, 포화 상태 리어

센싱 래그가 활성화되는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설계되

었다.

3.3 에네지 (에너지) 기반 케리어 싱 

에 지 기반의 리어센싱은 수신 IQ 신호의 워

벨를 이용한 신호검출 방식이다. 에 지 벨은 채 상

에 신호가 없는경우, 노이즈만이 존재하여 낮은 워

벨을 유지하다가, 채 에 신호가 존재할 때 증가하고,

송이완료된 후, 다시 낮아지게된다. 따라서수신신호의

워가 증가하는 시 을 이용하여 신호의검출이 가능하

게 된다. 한 수신 신호의 워와 수신 신호가 지연된

워간의 차이를 이용할 경우, 더욱 정확하게 채 상의

신호 존재 유무를 악하여 검출할 수 있다.

에 지 기반의 리어 센싱은 일정 시간 내에 에 지

가 정해진 임계치 값과 지연된 입력신호 워보다큰 샘

수를 하여, 된 값이임계치 값보다 큰 경우에

에 지 기반의 리어 센싱 래그 출력을 활성화한다.

3.4 기 상  기반 케리어 싱

자기 상 성 기반의 리어 센싱은 짧은 훈련 신호

(STF, Short Training Field)의 주기성을 이용한 리어

센싱 알고리즘을 용하 다. 802.11a의 짧은 훈련 신호

는 4 us 주기를 갖는 시퀀스의 반복으로 구성된다. 따라

서 반복된 시퀀스 간의 상 성을 이용하여 상 성 값이

일정 값 이상인 경우 신호 검출이 가능하다.

기본 인 동작은 짧은 훈련 신호의 한 주기만큼 지연

된 신호와 수신 신호의 상 성을 구하고 이를 한 주기만

큼 하여 상 성을 구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방식

을 사용할 경우, 짧은 훈련신호의 시작 부분에서 상 성

이 증가하고 짧은 훈련 신호가 수신 인 동안에는 일정

한 값을 유지하게되고, 짧은훈련 신호가 끝나는 지 에

서 상 성 연산 결과가 감소하게 된다.

짧은 훈련 신호의 주기성을 이용한 자기 상 성 연산

결과는 설정 가능한 임계치와 수신 신호를 이용하여 구

한 에 지 값과비교하여, 자기상 성 기반의 리어 센

싱 래그가 활성된다.

3.5 차 상  기반 케리어 싱

교차 상 성 기반의 리어 센싱은 짧은 훈련 신호가

알려진시퀀스라는 을이용한다. 즉, 각 송모드별짧

은 훈련 신호의 시퀀스와 수신 신호를 교차 상 연산을

취하면, 각 송 모드별 상 성 연산 결과 , 동일한

송 모드의 상 성 연산 결과에서 피크 값이 발생한다. 상

성 피크값은 짧은 훈련 신호의 반복 주기로 발생하며,

반복된피크 값을 짧은신호 반복 구간동안 해노이

즈를 필터링한다. 된 교차 상 성 연산 결과는 매우

높은 값을 갖게 되어, 낮은 입력 신호 벨 조건에서 효

과 인 리어 센싱이 가능하게 된다.

된 교차상 성 기반 리어센싱 결과는 검출임

계치와 수신 입력 값과 비교하여, 교차상 성 기반 리

어 센싱 래그를 활성화한다.

4. 케리어 싱 알고리  동

Fig. 1. Operation mechanism of carrier sensing 

techniques.

그림 1은앞서 서술한 리어 센싱기법들이 동작하는

방법을 보여 다. 수신 상태에서는 채 에 존재하는 신

호가 수신해야 하는 신호인지 노이즈인지 별하기 어렵

고, 수신기는입력되는 신호의 벨을 측할수 없다. 일

단 수신 상태가 되면 1차 리어 센싱과 2차 리어 센

싱이 동시에 병렬 으로 진행된다. 1차 리어 센싱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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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반의 리어 센싱에 으로의존한다. 1차 리

어 센싱은 상 성 기반의 빠른 리어 센싱이 가능한 반

면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1차 리어 센싱이 되면 2차

리어 센싱 단계에서 상 성과 워 기반의 리어 센싱

을 진행한다. 만약 2차 리어 센싱에서도 상 성 기반의

리어 센싱이 되면 이득 제어가 진행되고, 이 때 포화상

태가 발생하거나 에 지 기반의 리어 센싱이 되면 이

득 제어 상태로 간다. 이 방법은 기존의 에 지 기반의

리어 센싱이 간섭에 민감하게 반응해오탐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있는문제 을 해결한다. 즉, 상 성 기반의

리어센싱으로 1차 센싱해빠르게 리어 센싱한후 에

지 기반의 리어 센싱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5. 실험 경 및 결과

본 실험은 802.11a 시스템을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에서 구 한 후 와이 이 인

증을 받은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를 기반으로 수행했다.

1024 byte 길이의 패킷 10,000 개를 로데슈바르츠 무선랜

신호 생성 장치로 생성하고, 수신기의 에 지 벨을 5

dB 간격으로 변경하며 패킷 에러율 (PER, Packet Error

Rate) 을측정했다. 이 때, 리어 센싱 기법 각각의 수신

감도와 안정성, 그리고 동작 범 를 측정하기 해

FPGA 에 로그래머블 지스터로 구 된 각각의 비활

성화 기능을 활용해서 하나의 리어 센싱 회로만 동작

하도록 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그림 2와 같이 교차 상 성 기반

의 리어센싱, 자기 상 성 기반의 리어 센싱, 에 지

기반의 리어 센싱, 포화 상태기반의 리어 센싱 순으

로 수신감도가 낮았고, 모두 안정 인 동작 범 를 보장

했고, 최 수신 신호 벨은 포화 상태 기반의 리어

센싱, 에 지기반의 리어 센싱, 자기 상 성기반의

리어 센싱, 교차 상 성 기반의 리어 센싱 순으로 높았

다. 장거리 통신 시스템의 경우 노이즈와 잡음에 민감할

수 있어서 상 성 없이 에 지 기반의 리어센싱을 다

화하는 연구도 있었지만[17], 본 연구에서 실험한 결과

와 같이 에 지 기반의 리어 센싱에 의존하는 알고리

즘은 상 성 기반의 리어 센싱 방식보다 수신할 수 있

는 신호 벨이 높아서 장거리 통신 시스템에 합하지

않다.

Fig. 2. Receiver sensitivity and dynamic range 

evaluation results for carrier sensing 

techniques

표 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리어 센싱 방법에 의

한 수신 감도와 표 문서의 요구사항을 비교한 표다.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하는 리어 센싱 방법에 의하

면 표 비 13 dB 이상 수신 감도가 향상되고, 최 에

지 벨도 7 dB 이상 향상되어, 표 요구 사항 비

20 dB 이상 수신기 동작 범 가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한, 다 리어센싱이무선네트워크 상황에맞춰

활성화 비활성화되어 안정 인 서비스 품질 보장이

가능하다.

Table 1. Comparison of proposed scheme and 

standard specification requirement.

Parameters Proposed
Standard
Req.

Gap

Noise Floor Level -101dB -

Noise Figure 4dB -

Modem Performance 3dB 15dB
12dB

RX sensitivity -94dB -82dB

6. 결론

장거리 사물인터넷 기술의 활용 분야가 산업 분야

와 우리의일상 생활로 확 되고 있다[18, 19]. 본 논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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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장거리 사물 인터넷을 한 효과 인 리어 센싱

기법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해 그 유효성을 입증했다. 본

연구 논문에서 제안한 리어 센싱 기법은 장거리 사물

인터넷에 합하도록 범 한 수신 신호 동작 범 를

보장하기 해 교차 상 기반의 리어 센싱, 자기 상

기반의 리어 센싱, 에 지 기반의 리어 센싱, 포화상

태 기반의 리어 센싱 기법을 동시에 활용하는 리어

센싱 구조를 제안했다. 한, 1차 상 성 기반의 리어

센싱 후 2차 리어 센싱을 수행할 때 에 지 기반의

리어 센싱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정확한 리어

센싱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표

비 13 dB 이상 수신 감도가 향상되고, 최 에 지

벨도 7 dB 이상향상되어, 표 요구 사항 비 20 dB 이

상 수신기 동작 범 가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본 연구 결과를 실제 사물인터넷 응용 제품에 도입해 실

제 응용 환경에서 발생할 수있는간섭에의한 성능 향

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리고,

동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리어 센싱 회로들의

응형 동작 알고리즘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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