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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권*

순천향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A Study on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a Chirp RTLS over 

Wireless Channel with Gaussian Noise

Byeong-Gwon Kang*

Dep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Soonchunhyang University*

요  약  첩 신호는 그 양호한 코릴레이션 특성으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레이더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ISO/IEC 24730-5와 IEEE 802.15.4a 등에서 위치추적을 위한 표준규격으로 선정되어 여러 회사에서 이 방식을 구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채널을 라이시안 채널로 모델링하고, 신호대 간섭 잡음비를 S/I = -30[dB], -20[dB], 

-10[dB]의 세가지 경우로 고려하고, 각 경우마다 라이시안 팩터 K=10과 K=20를 적용하여 성능을 시뮬레이션하여 평
가하였다. 성능평가 결과, S/I = -30[dB]에서는 K=10에서 K=20으로 신호조건이 변화하면서 25%의 성능이 향상되었
고, S/I = -20[dB]에서는 약 27%, S/I = -10[dB]에서는 약 50%의 성능이 향상되었다. 결과적으로 S/I=-20[dB] 미만인 
경우 가시성분이 성능을 향상시킨다고 하더라도 신호의 전력은 필요한 최소값이 요구된다. 한편, 신호대 잡음비가 
S/I=-20[dB] 이상으로 유지되는 경우 신호의 가시성분을 강화시킨다면 시스템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주제어 : 첩 신호,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 라이시안 페이딩, 시뮬레이션, 상대거리 오류율 

Abstract  The chirp signaling has been mainly used in radar systems due to its good correlation characteristics, 
and nowadays it is applied to real time locating system(RTLS). The RTLS with chirp signaling was chosen as 
a standard such as ISO/IEC 24730-5 and IEEE 802.15.4a. In this paper, the performance of a real time 
locating system with chirp signaling was evaluated and simulated with relative distance error rates. We 
considered three cases of S/I = -30[dB], -20[dB], and -10[dB] with Rician factor K=10 and K=20. The 
performance was enhanced with K factor improvement by 25%, 27% and 50% for respective three cases of 
S/I. As results, in case of S/I < -20[dB], the minimum signal power is required for performance improvement 
even though the line of sight component is helpful. And also, in case of S/I ≥ -20[dB], as the line of sight 
component is stronger the better performance is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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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사람과 사물을 상으로 하는 치 추 에 한 

심이 증하고 있다. 통 으로 치 추 의 주된 

상이었던 물류 분야는 물론 응 구조와 산업체  가정

에서의 치추 까지 상이 확 되고 있다[1]. 표 인 

용 로서 와이 이 기술을 목하여 병원 내 고가 장

비의 치추  시스템이 구축된 바 있다[2]. 즉, 에어로 

스카우트(Aero Scout)사는 일 학 병원에 온도를 모

니터링하고, 자산을 추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고, 다트

머스 학 병원에는 고가의 스마트 약물 주입기 자산을 

추 하는 시스템을 설치하 다. 그러나 와이 이는 

ISM(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역을 사용하

여 간섭에 취약하다는 단 이 있다. 이에 비하여 Chirp 

신호는 간섭에 강한 특성이 있어 최근에는 독일의 

Nanotron 사가 석유 화학 공장의 험 물질을 추 하기 

하여 Chirp 시스템을 개발하여 용한 바 있다[3]. 세

계 표 화기구인 ISO에서는 IEC와 함께 ISO/IEC 

24730-5에서 첩 신호를 이용한 RTLS 방식을 규정한 바 

있으며, IEEE 802.15.4a에서도 IR-UWB (Impulse 

Radio-Ultra Wide Band)와 CSS(Chirp Spread 

Spectrum)를 표 으로 선정한 바 있다. 첩 신호는 상  

특성이 양호하여 시간 지연을 이용한 거리 추정에서 우

수한 성능을 보인다[4]. 즉, 상  특성이 더 뾰족한 형태

로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첩 신호가 간섭 신호가 존재하

는 무선 채 을 통과하 을 때, 성능 특성의 변화를 제시

하 다. 채 은 실내 무선채 을 고려하여 라이시안 채

을 가정하 으며, 간섭 신호로는 가우시안 신호를 가

정하 다.

2. 첩 신호와 채널 모델 

2.1 첩 신호

첩 신호는 몇가지 형태로 구성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

서는 [Fig. 1]과 같은 ISO/IEC 24730- 5 RTLS (Real 

Time Locating System) 표 에서 사용하는 첩 형  

첫 번째 형을 용하여 2.4 GHz 주 수 역에서의 거

리 측정 성능을 시뮬 이션 하 으며, 성능평가 방법은 

[5]에서 제시한 상 거리 오차를 이용한 거리 오류율을 

사용하 다.

[Fig. 1] Chirp signals in ISO/IEC 24730-5[6]

ISO/IEC 24730-5 표 에서의 첩 형은 다수개가 하

나의 세트로 되어 있고, 각각이 상호 직교성을 가지고 있

어 첩 신호 상호 간의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다[6]. 본 논문에서는 주로 실내 무선채  환경을 

가정함으로써  채 을 Rician 페이딩 채 로 모델링

하 고, 실내 물체 이동 등에 따른 환경 변화를 K 팩터를 

사용하여 표 하 다.

첩 신호는 주로 이더에 용되어 왔으며 이더 

형은 통 으로 주 수 변조된 연속 신호 즉, FMCW 

(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 신호이고, 이

를 그림으로 표 하면 [Fig. 2]와 같다. 

[Fig. 2] Tx and Rx signal delays over a single ch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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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CW 이더는 첩 구간 동안 첩 시작 주 수 

부터    까지의 선형 주 수 변조된 연속 신호를 방

사시킨다. 여기서, 시스템 라미터 는 이더 신호의 

역폭이다. 송되는 신호 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으며, 일정한 포락선을 갖는다[7]-[8]. 

  (1)

여기서 는 송신 신호의 크기이며, 는 순시 

송 신호 상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

물체에 반사되어 되돌아 온 신호를 라고 하면 이 

신호는 송된 신호 가 감쇠되고 시간 지연된 것으

로 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9]. 

   

 


 

(3)

본 논문에서는 가우시안 잡음을 간섭 신호로 가정하

여 신호  간섭비(S/I)에서 간섭 력으로 용하 고,  

S/I = -30dB부터 10dB까지 변화시키면서 성능을 평가하

다. 

2.2 채널 모델

채  모델은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송신기와 수신

기 간에 가시 성분(Line of sight)이 있는 Rician 채  모

델을 고려하 다. 일반 으로 Rician 페이딩 채 을 나타

내는 확률 도함수 수식은 다음과 같다. 

 




  
  (4)

여기서 ∙는 변형된 제 1종 0차 베셀함수이고, 

Rician K 팩터를 직  가시 성분의 력과 분산된 성분 

력의 비 로 나타낸다. K값이 작아질수록 

일리 페이딩의 특성을 보이며, K값이 커질수록 가우시

안 채 로 근사화된다. 일반 으로 K값이 -40dB이면 

일리 페이딩으로, 15dB 이상이면 가우시안 채 로 가정

한다. 본 논문에서는 K값을 10과 20dB 두 가지 경우에 

하여 성능을 분석하 다.

3. 시뮬레이션 모델 

본 논문에서 사용한 시뮬 이션 모델은 아래 [Fig. 3]

과 같다. 일반 인 통신시스템에서의 원리와 같이 Signal 

Generator에서 첩 신호를 생성한다. 2.4GHz를 심 주

수로 하여 2.3GHz부터 2.5GHz까지의 주 수 신호가 연

속 으로 발생하도록 MATLAB으로 구 하 다. Signal 

Generator를 통해 생성된 신호는 무선채  상에서 가우

시안 잡음의 간섭을 받은 후 수신된다. 가우시안 잡음을 

발생시키는 간섭 발생기에서는 신호  잡음비를 S/I = 

-30[dB], -20[dB], -10[dB]로 변화시키기 하여 력

벨을 조 하 다. 수신된 신호는 채 을 통과하지 않은 

원 신호와 함께 Mixer를 통과한다. LPF(Low Pass 

Filter)를 통과하고 나면 송신 신호와 수신신호의 주 수 

차이만 남게 된다. 이를 FFT를 통해 주 수 분석을 실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송신신호와 수신신호를 비교하여 상

 거리 오차율(Relative Distance Error Rates)를 확인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첩 신호 모델은 2장에서 

제시한 첩 형 모델을 용하여 구성하 다. 

실제 거리를 측정하기 한 RTLS 시스템에서는 첩 

신호 발생기에서 생성된 첩 신호가 페이딩 채 을 통해 

목표물로 방사되며, 거리측정을 하여 목표물에서 반사

된 신호는 다시 페이딩 채 을 거쳐 수신기로 들어온다. 

이 때 채 에서는 간섭 신호가 더해져 반사된 신호를 더

욱 열화시킨다. 수신기에서 송된 신호와 수신된 신호

를 곱하면 삼각함수의 합차 공식에 의하여 두 신호 주

수의 합과 차가 산출되는데 역통과필터에 의하여 높은 

주 수인 주 수 합은 제거되고 주 수 차만 얻을 수 있

다. 주 수 차에 의하여 [Fig. 2]와 같이 목표물까지의 거

리가 산출된다. 본 논문에서는 참고문헌 [5]에서 제시한 

상 거리 오류율(relative distance error rates)의 개념을 

도입하여 성능을 구하 다. 상 거리 오류율은 구하고자 

하는 거리에 한 상 인 거리오차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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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거리 오류율 = 
 (5)

시뮬 이션 결과는 랜덤하기 때문에 시뮬 이션 수행

시 매 번의 결과는 다양한 오차율을 보인다. 매 회 마다

의 상 거리 오차율을 시뮬 이션 결과로서 제시하 다. 

[Fig. 3] Simulation model of a chirp RTLS system  

다양한 결과에 한 타당성을 얻기 하여 각 조건마

다 60회 이상의 시뮬 이션을 수행하 고, 이를 4장에서 

제시하 다. 시뮬 이션에서 사용된 라미터는 <Table 

1>과 같다. 첩신호는 주 수가  빨라지는 업첩(up 

chirp) 구간과 다시 느려지는 다운 첩(down chirp) 구간

을 각각 5 μsec로 가정하 고, 간에 가장 빠른 주 수

를 유지하는 구간을 5 μsec로 두어 신호가 안정 으로 동

작하도록 하 다. 따라서, 체 첩신호의 한 주기는 15 μ

sec이다.

Parameter Value

T (period) 15 μsec

Up Chirp interval 5 μsec

Fixed Chirp interval 5 μsec

Down Chirp interval 5 μsec

fmin (minimum frequency) 2.3GHz

fmax (maximum frequency) 2.5GHz

Ts (sampling rate) 2e-11sec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4. 시뮬레이션 결과

앞 에서 제시한 방법에 의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

함으로써 신호  간섭비에 따른 상 거리 오류율을 구하

다. 신호  간섭 잡음비를 S/I = -30[dB], -20[dB], 

-10[dB] 의 세가지 경우로 가정하고, 라이시안 페이딩 채

의 K 팩터 값을 10과 20으로 변화시키면서 성능을 평

가하 다. 

[Fig. 4]는 신호  간섭 잡음비 S/I = -30[dB]이고, 라

이시안 K팩터가 K=10 인 경우의 상 거리 오류율이다. 

[Fig. 4]에서 첫 번째 막  그래 의 의미는 실제 측정하

고자 하는 거리를 기 으로 약 6%의 오차가 발생하 음

을 의미한다. 1% 이하로 정확하게 거리를 측정하는 경우

도 다수 있으며, 최  8% 이내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막

 그래  한 개의 의미는 시뮬 이션 일 회의 결과로서 

측정 거리에 한 상  오차 거리를 나타낸다. [Fig. 4]

의 성능 특성은 [Fig. 5]의 성능 특성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Fig. 5]는 [Fig. 4]와 같이 신호  간섭 잡음비가 

S/I = -30[dB]이고, 신호의 가시 성분이 K=20으로 강해

진 경우이다. 가시성분이 K=10에서 K=20으로 증가함에 

따라 체 인 성능이 향상되었다. 즉, 체 으로 각 막

 그래 의 크기가 작아져 상 거리 오류율이 어들었

음을 알 수 있다. 오류율 5%를 기 으로 보면 K=10인 경

우, 총 66회의 측정 에서 5%를 넘는 경우가 16회인 반

면 K=20인 경우에는 총 66회의 측정  5%를 넘는 경우

가 12회로서 약 25%의 성능이 향상되었다. 

[Fig. 4] Relative distance error rates with 
            S/I=-30[dB] and K=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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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lative distance error rates with 
            S/I=-30[dB] and K=20

다음은 [Fig. 6]과 [Fig. 7]의 S/I = -20[dB] 인 경우이

다. [Fig. 6]은 S/I = -20[dB], K=10 인 경우인데, [Fig. 5]

의 S/I = -30[dB], K=20 인 경우와 비교해 보면, K값은 

작지만 신호  간섭 잡음비가 향상됨에 따라 성능이 상

당히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다. 즉, 막  그래 의 크기가 

거의 0에 가까운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신

호의 가시성분이 양호한 실내 치추  환경에서도 신호

의 크기는 어느정도 보장 되는 것이 치추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 시키는데 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한편, [Fig. 6]과 [Fig. 7]을 비교해 보면 오류율 5%를 

기 으로 5%를 넘은 횟수가 K=10인 경우에 12회, K=20

인 경우에 10회로서 약 17%의 성능이 향상되었다. 그러

나, 오류율 4%를 기 으로 보면 4%를 넘은 횟수가 K=10

인 경우 15회, K=20인 경우 11회로서 약 27%의 성능이 

향상되었다. 결과 으로 통신시스템의 제한으로 신호  

잡음비에 한계가 발생한 경우 안테나 종류의 선택과 안

테나 치 선정 등의 방법으로 신호의 가시성분을 강화

시킨다면 시스템의 성능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다.

끝으로 신호  간섭 잡음비가 S/I = -10[dB]인 [Fig. 

8]과 [Fig. 9]의 경우이다. 이 경우는 신호  간섭 잡음비

의 비율에서 신호 성분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

에서 2% 이하의 오류율을 보인다. K=10인 [Fig. 8]의 경

우 1% 이상의 오류율을 보인 경우가 체 66회  7회인 

반면, K=20인 [Fig. 9]의 경우 1% 이상은 4회로서 상 거

리 오류율 1%를 기 으로하면 50%에 가까운 성능이 향

상된 것이다. 따라서, 신호  간섭잡음비가 S/I = 

-10[dB]인 경우에는 신호의 가시성분을 더욱 이더라도 

시스템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안테나 등의 하드웨어 설치비용을 일 수 있음을 의미

한다.

[Fig. 6] Relative distance error rates with 
            S/I=-20[dB] and K=10

[Fig. 7] Relative distance error rates with 
            S/I=-20[dB] and K=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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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lative distance error rates with 
            S/I=-10[dB] and K=10

[Fig. 9] Relative distance error rates with 
            S/I=-10[dB] and K=20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내 무선채 을 고려하여 라이시안 

페이딩 채 에서 첩신호를 사용하는 RTLS 시스템의 거

리측정 성능을 시뮬 이션하여 성능을 평가하 다. 성능 

평가 방법은 상 거리 오류율로서 상 거리 오류율은 식

(5)에서와 같이 구하고자 하는 거리에 한 상 인 거

리오차 비율이다. 

주 수 역으로는 2.4GHz를 고려하 으며, 신호  

간섭 잡음비를 S/I = -30[dB], -20[dB], -10[dB] 의 세가

지 경우로 가정하고, 라이시안 페이딩 채 의 K 팩터 값

을 10과 20으로 변화시키면서 성능을 평가하 다. 

시뮬 이션 결과 S/I = -30[dB]에서는 K=10에서 

K=20으로 조건이 개선되면서 상 거리 오류율 5%를 기

으로 약 25%의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S/I = -20[dB]에

서는 동일하게 조건이 개선되면서 상 거리 오류율 4%

를 기 으로 약 27%의 성능이 향상되었고, S/I = 

-10[dB]에서는 K=10에서 K=20으로 역시 동일하게 조건

이 개선되면서 상 거리 오류율 1%를 기 으로 약 50%

의 성능이 향상되었다. 

결과 으로 S/I=-20[dB] 미만인 경우 신호의 가시성

분이 양호한 실내 치추  환경에서도 치추  시스템

의 성능을 확보하고 향상 시키는데 요한 것은 간섭  

잡음에 하여 신호의 크기를 일정 수  이상으로 보장

하는 것이다. 즉, 가시성분이 성능을 향상시킨다고 하더

라도 신호의 력은 필요한 최소값이 요구되어야 한다. 

한편, 신호  잡음비가 S/I=-20[dB] 이상으로 유지된다

면 통신 환경  시스템의 제한으로 신호  잡음비에 한

계가 발생한 경우 안테나 종류의 선택과 안테나 치 선

정 등의 방법으로 신호의 가시성분을 강화시킨다면 성능

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의 결과는 신호  간

섭비에 따른 첩 RTLS 시스템의 성능을 제시함으로써 실

내 환경에서 실시간 치추  시스템 설계 시 기본 자료

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며, 추후 필요한 연구로

는 간섭  환경의 다양화에 따른 성능 개선 방안에 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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