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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 표준의 목적 

  본 표준은 저속 근거리 무선 통신망(WPAN: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의 IEEE 

802.15.4와 IEEE 802.15.4b의 표준 중 868/915MHz 대역의 물리 계층의 표준을 국내 

기술 기준에 맞도록 관련 기술적인 항목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EEE에서 제시된 868/915 대역은 한국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주파수 대역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국내용 저속 WPAN(LR- WPAN)을 위해서 새로운 주파수 대역인 

917-923.5 MHz 대역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표준은 IEEE 표준의 내용 중 한국의 

LR WPAN을 위한 917-923.5 MHz PHY 규격을 정의하고 있다.  본 표준은 동작 주파수, 

채널 번호 등과 같이 PHY 규격에서 새로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며,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고 변경되지 않은 PHY 규격들은 IEEE IEEE Std 802.15.4 -2006의 

표준을 준용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으로는 917-923.5 MHz 대역에서 사용하는 채널 대역폭은 1.2MHz의 경우 

IEEE 802.15.4b에서 제안한 902-928MHz 대역의 PHY 모드들을 사용하고, 채널 대역폭

이 600 kHz인 경우는 IEEE 802.15.4b에서 제안한 868-868.6MHz 대역의 PHY 모드들

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IEEE 표준안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국내 채널 환경에 적용 가능

하다. 관련된 세부적인 파라미터들은 한국 주파수 분배 및 채널 특성들을 고려하여 적절

한 값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본 표준은 국내 RFID/USN 주파수 대역에서 IEEE 802.15.4b를 적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 하고, 센서 네트워크 관련 기술의 발전과 관련 응용 서비스 활성화

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센서 네트워크의 물리 계층에 대한 국내 기술 기준을 만족하면

서도 IEEE 802.15.4b를 큰 변화없이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센서 네트워크 시장을 

자연스럽게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참조 표준(권고)  

 

4.1 국외 표준(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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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Std 802.15.4 – 2003, Part 15.4: Wireless Medium Access Control (MAC) and 

Physical Layer (PHY) Specifications for Low-Rate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s (LR-WPANs) 

- IEEE Std 802.15.4 – 2006, Part 15.4: Wireless Medium Access Control (MAC) and 

Physical Layer (PHY) Specifications for Low-Rate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s (LR-WPANs) 

 

4.2 국내 표준  

- 해당 사항 없음 

 

5. 참조 표준(권고)과의 비교  

  

5.1 참조 표준(권고)과의 관련성  

참조 표준인  IEEE Std 802.15.4-2006 중 국내 기술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내용만을 

조정한다. 따라서 참조표준 중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된 PHY 규격은 본 표준을 

따르고, 그 외 다른 PHY 규격은 참조 표준을 따라 구현한다.  

 

5.2 참조한 표준(권고)과 본 표준의 비교표  

 

TTAK.KO-06.0246 IEEE Std 802.15.4 – 2006 비고 

1. 900MHz 대역 저속 WPAN을 위한 물리계층 - 신규 

2. 저속 WPAN을 위한 PHY의 무선규격 6.1 General Requirements and definitions 국내 실정에 맞게 내용 조정 

3. 다른기기 간의 주파수간섭 및 공유 방안 - 신규 

부록 I. 국내 RFID/USN대역 기술기준 - 신규 

 

6. 지적 재산권 관련 사항  

 

본 표준의 '지적 재산권 확약서‘ 제출 현황은 TT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적합 인증 관련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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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표준의 이력  

 

판 수 제 × 개정일 제정 및 개정내역 

제 1 판 2010.12.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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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The Purpose of Standard  

 

This Standard is based on the IEEE 802.15.4b to clarify the technical items related 

with local regulation in Korea. Since the frequency band of 868/915 used in IEEE 

802.15.4b standard is not compatible in domestic frequency usages, new frequency 

band of 917-923.5 MHz is proposed for domestic LR WPAN. Hereby, the standard 

defines LR WPAN 900 MHz PHY specifications in Korea related with IEEE 802.15.4b 

standard. This standard only comments and defines newly modified PHY 

specifications, and the remaining PHY specifications which are not mentioned and 

unchanged in this standard, follow the IEEE Std 802.15.4 -2006 standard. 

 

2.  The Summary of Contents  

 

   This Standard describes the usage of frequeny band of 917-923.5 MHz for 

demesitic LR WPAN. A channel bandwidth is divided by 600kHz case and 2MHz case. 

And two high data rate PHY’s have been used to the 917-923.5 MHz band.  

 

3. The Applicable fields of industry and its effect  

 

   This Standard can be applied to wireless sensor network using local regulation in 

Korea. Hereby, the standard defines LR WPAN 900 MHz PHY specifications in Korea 

related with IEEE 802.15.4b standard. This standard only comments and defines newly 

modified PHY specifications, and the remaining PHY specifications which are not 

mentioned and unchanged in this standard, follow the IEEE Std 802.15.4 -2006 

standard.  

 

4. The Reference Standards (Recommendations) 

 

4.1 International Standards (Recommendations) 

 

-  IEEE Std 802.15.4 – 2003, Part 15.4: Wireless Medium Access Control (MAC) 

and Physical Layer (PHY) Specifications for Low-Rate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s (LR-WPANs) 

- IEEE Std 802.15.4 – 2006, Part 15.4: Wireless Medium Access Control (MAC) and 

Physical Layer (PHY) Specifications for Low-Rate Wireless Personal Area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v                            TTAK.KO-06.0246 
   

Networks (LR-WPANs) 

 

4.2 Domestic Standards  

- None 

 

5. The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s)  

 

5.1 The relationship of Reference Standards  

This standard has been developed refer to to clarify the technical items related with 

local regulation in Korea. Since the frequency band of 868/915 used in IEEE 802.15.4b 

standard is not compatible in domestic frequency usages, new frequency band of 

917-923.5 MHz is proposed for domestic LR WPAN. Hereby, the standard defines LR 

WPAN 900 MHz PHY specifications in Korea related with IEEE 802.15.4b standard. This 

standard only comments and defines newly modified PHY specifications, and the 

remaining PHY specifications which are not mentioned and unchanged in this standard, 

follow the IEEE Std 802.15.4 -2006 standard.  

 

5.2 Differences between Reference Standard (recommendation) and this standard  

 

TTAS.KO-2010PG311-001 IEEE Std 802.15.4 – 2006 비고 

1. Overview - added 

2. PHY Specification  
6.1 General Requirements and 

definitions 
modified 

3. Frequency Interference and 

Coexistence 
- added 

Appeniix I. Domestic regulation for 

RFID/USN 
- added 

 

6. The Stat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related to the present document may have been declared to TTA. The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se IPRs, if any, is available on the TTA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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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he Statement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 None 

 

8. The History of Standard  

 

Version Issue Date Contents 

The 1st Edition 2010.12.23.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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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 WPAN을 위한 900 MHz 물리 계층 

900MHz Physical Layer (PHY) Specification for Low-Rate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s (LR-WPANs) 

 

1. 900 MHz 대역의 저속 WPAN 을 위한 물리 계층 

ZigBee Alliance에서 MAC과 PHY 규격을 정의하도록 IEEE에 표준 제정을 요청하여 

IEEE 802.15.4에서 저속 WAPN 표준을 2003년에 제정하였다. 이 표준안에 대한 성능 

개선 및 표준안의 기술적인 사항들을 명료화하기 위해서 IEEE 802.15.4b의 활동이 

2004년부터 시작되어 2006년 3월에 표준 절차를 완료한 최종 표준안인 IEEE Std 

802.15.4 - 2006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주파수 대역 사용 현황에 비추어 볼 때, IEEE에서 제시된 868/915 

MHz 대역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주파수 대역의 할당이 필요하게 되었

다. 활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을 분석한 결과 2009년 RFID/USN 대역으로 새롭게 할당된 

917-923.5 MHz 대역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내 RFID/USN 대역은 

USN의 경우 대역폭에 대한 요구 조건이 없이 중심 주파수와 출력 기준이 맞고 공유 조

건만 맞게 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미국의 ISM 대역과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EEE에서 제안한 주파수 대역을 살펴보면 868-868.6 MHz 의 유럽 주파수 대역과 

902-928 MHz 대역의 북미 주파수 대역, 그리고 ISM(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밴드로서 세계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2.4 GHz 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에

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주파수 대역은 917-923.5 MHz 를 사용하기 때문에 북

미의 주파수 할당 방식인 채널당 1.2 MHz와 보호 대역을 포함하여 2MHz를 할당하면 

세 개의 채널이 할당 가능하다. 따라서, 국내 기준에 맞추어 3개의 2MHz 채널을 확보하

여 북미 주파수 대역에서 사용한 방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u-City 등 대규

모 센서 네트워크 등 다양한 환경의 경우 채널 수가 세 개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채널 

수를 늘리기 위하여 유럽방식과 유사하게 채널 대역폭을 600kHz로 설정하고, 다수의 채

널을 사용하는 방식도 정의가 가능하다. 본 규격에서는 두 가지 방식 모두를 사용할 경

우 관련 PHY 규격을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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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1) 900 MHz 대역 북미 주파수 사용 

 

IEEE 802.15.4b에서 제시된 PHY 규격을 살펴보게 되면 아래의 <표1- 1>과 같이 

868/915 MHz 대역에서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 및 전송률 등을 정의하고 있다. PHY 

규격은 이미 제정된 Std 802.15.4-2003의 BPSK (Binary Phase-Shift Keying) 변복조 방

식 이외에 PSSS (Parallel Sequence Spread Spectrum) 방식과 O-QPSK (Offset 

Quadrature Phase-Shift Keying) 방식을 모두 선택사항으로 지정하여 여러 나라의 규약

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국내 표준안은 IEEE 표

준안과의 호환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세 가지 방식의 PHY 모드를 모두 적용 가능하도

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요약하면 917-923.5 MHz 대역에서 사용하는 채널 대역폭은 1.2MHz의 경우 IEEE 

802.15.4b에서 제안한 902-928MHz 대역의 PHY 모드들을 사용하고, 채널 대역폭이 

600 kHz인 경우는 IEEE 802.15.4b에서 제안한 868-868.6MHz 대역의 PHY 모드들(표에

서 파란색 글자로 표시)을 사용하는 경우에 IEEE 표준안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국내 채

널 환경에 적용 가능하다. 관련된 세부적인 파라미터들은 한국 주파수 분배 및 채널 특

성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값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표1- 1> IEEE 802.15.4b 주파수 대역 및 전송률 

PHY 

(MHz) 

Frequenc

y band 

(MHz) 

Spreading Parameters Data Parameters 

Chip rate 

(kchip/s) 

Modulatio

n 

Bit rate 

(kb/s) 

Symbol 

rate 

(ksymbol/s

) 

Symbols 

868/9

15 

868-

868.6 

300 BPSK 20 20 Binary 

902-928 600 BPSK 40 40 B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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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9

15 

option

al 

868-

868.6 

440 PSSS 206.25 13.75 15-bit 

902-928 1600 PSSS 250 50 5-bit 

868/9

15 

option

al 

868-

868.6 

400 O-QPSK 100 25 16-ary 

Orthogon

al 

902-928 1000 O-QPSK 250 62.5 16-ary 

Orthogon

al 

2450 2400-

2483.5 

2000 O-QPSK 250 62.5 16-ary 

Orthogon

al 

 

본  표준은 한국 표준안으로 BPSK 방식을 기본 모드로 제안하고, 선택 모드로써 

PSSS 방식과 O-QPSK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제 2 장은 저속 WPAN을 위

한 PHY 무선 규격의 사용 주파수 대역 및 채널 할당에 관련된 규격을 정의하였다. 제 3 

장은 RFID 와의 간섭 문제 및 회피 방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부록 I.에서는 국내 

RFID/USN 기술기준을 추가하여 표준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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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속 WPAN을 위한 PHY의 무선 규격 

2.1. 저속 WPAN을 위한 PHY의 무선 특성 

저속 WPAN이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 선정 및 채널 할당 방식은 지역적인 규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지 여부와 아울러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의 사용 방안들

과 연계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의 900 MHz 대역에서 동작하는 디

바이스들의 무선 특성은 아래의 2.1.1에서 1.1.6절까지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도록 할 것

이다. 

2.1.1. 작동 주파수 범위 

한국의 주파수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RFID/USN 주파수 대역으로 RFID와 공유하여 

USN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 RFID/USN 주파수 대역의 기술기준에 따르면 발사

하는 전파의 중심주파수는 <표2-1>를 따르게 되어 있다. 따라서 채널 대역폭 1.2MHz에 

채널 간격 2MHz를 사용하는 경우 채널 대역폭을 사용하는 경우 (그림 2-1(a))와 같이 

채널 번호 7번, 17번, 28번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3개의 채널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채널대역폭이 600kHz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림 2-1(b))와 같이 채널 번호 3번, 6번, 9

번, 12번, 15번, 18번, 21번, 24번, 27번, 30번의 채널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10개의 채널

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표 2-1> RFID/USN 주파수 대역의 채널번호 및 중심주파수  

채널 주파수(MHz) 채

널 

주파수

(MHz) 

채널 주파수

(MHz) 

채널 주파수

(MHz) 

1 917.1 9 918.7 17 920.3 25 921.9 

2 917.3 10 918.9 18 920.5 26 922.1 

3 917.5 11 919.1 19 920.7 27 922.3 

4 917.7 12 919.3 20 920.9 28 922,5 

5 917.9 13 919.5 21 921.1 29 922.7 

6 918.1 14 919.7 22 921.3 30 922.9 

7 918.3 15 919.9 23 921.5 31 923.1 

8 918.5 16 920.1 24 921.7 32 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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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MHz 채널 대역폭을 사용하는 경우 

 

(b) 600kHz의 채널 대역폭을 사용하는 경우 

(그림 2-1) 저속 WPAN을 위한 PHY의 무선 주파수 대역 및 채널 

 

((그림 2-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저속 WPAN이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은 917-

923.5 MHz의 주파수 대역이다. 현재 RFID는 이 주파수 대역 안에서 917-923.5 MHz 

대역을 채널 대역폭이 200 kHz가 되도록 구분하여 총 32개의 채널을 확보하도록 규격

을 정하고 있다. 이 때의 RFID의 중심 주파수는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 채널 중심 주파수 : 2.0)1(1.917 ´-+= nFc MHz  ( 32...,2,1=n :채널 수)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저속 WPAN은 2MHz의 대역폭을 가지도록 채널을 할당하면 총 

3개의 채널을 배당할 수 있으며, (그림 2(a)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RFID 채널 10개당 한 

개의 저속 WPAN 채널을 배치할 때의 중심 주파수는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 채널 중심 주파수 : 2.0)1(1.918 ´-+= nFc MHz  ( 3,2,1=n :채널 수) 

 

저속 WPAN은 600kHz의 대역폭을 가지도록 채널을 할당하면 총 10개의 채널을 배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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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그림 2-1(b))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RFID 채널 3개당 한 개의 저속 WPAN 

채널을 배치할 때의 중심 주파수는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 채널 중심 주파수 : 6.0)1(5.917 ´-+= nFc MHz  ( 10...,2,1=n :채널 수) 

 

2.1.2. 채널 페이지 (Channel Pages) 

IEEE WPAN에서 “868/915 MHz band optional PSSS PHY specifications”와 “868/915 

MHz band optional O-QPSK PHY specifications”가 사용될 때 수용 가능한 32개의 채

널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32 비트의 채널 비트맵의 상

위 5 최상위비트(MSB: Most Significant Bit)들은 32 개의 채널 페이지 (Channel Pages)

를 명시하기 위해서 정수값을 배정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27개의 비트는 상위 5 MSB

들의 정수값에 의해서 정의된 페이지 내의 채널 번호 (Channel Number)를 명시하기 위

한 비트 마스크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채널 페이지 3의 채널 번호 3에 대한 비트맵은 

아래와 같이 채널 페이지와 채널 번호 순서로 표시된다.  

00011 +  000000000000000000000000100 

채널 페이지 및 채널 번호를 지원하기 위해서 두 개의 새로운 PHY PIB  속성, 즉 

phyPagesSupported 와 phyCurrentPage 가 첨가되었다. 이와 함께 

phyChannelSupported 가 수정되었으며 <표 2-2>에서 첨가되거나 수정된 PHY PIB  속

성을 표시하고 있다. 

 

<표 2-2> 첨가되거나 수정된 PHY PIB attributes 

Attribute Identifier Type Range Description 

phyChannelSupported 0x01 Array Description 

참조 

phyChannelSupported 의 5 

MSB (most significant bits)는 

채널 페이지를 지원하는 것을 

나타내며 나머지 27 최하위 비

트(LSB: Least Significant Bit)는 

각각의 27개의 유효한 채널에 

대한 상태 (1=available, 

0=unavailable) 를 나타낸다. 

phyCurrentPage 0x04 Integer 0-31 현재의 PHY 페이지를 나타낸

다. phyCurrentChannel과 함께 

현재 사용중인 채널을 명시하는

데 사용된다. 

phyPagesSupported 0x05 Bitmap Description 어느 페이지가 PHY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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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지원되는지를 나타내는 읽기 전

용 비트맵이다. 

 

IEEE 802.15.4의 표준안을 위해서 채널 페이지는 0부터 2까지 할당되어 있고, 한국에서 

사용할 경우 2MHz 대역폭의 경우 3번 채널 페이지에 각각 1부터 3까지 총 3개 채널을 

917-923.5 MHz 대역에 할당되도록 하고, 600kHz 대역폭의 경우 4번 채널 페이지에 각

각 1부터 10까지 총 10개 채널을 917-923.5 MHz 대역에 할당되도록 아래와 같이 정의

하고 있다. 

 

<표2-3> 채널 페이지와 번호 

Channel 

Page 

(decimal) 

Channel 

page 

(binary) 

Channel 

number(s) 

Channel number description Standard 

Region 

0 00000 0 Channel 0 is 868 MHz band using 

BPSK 

International 

 1-10 Channels 1 to 10 in 915 MHz 

band using BPSK 

International 

 11-26 Channels 11 to 26 are in 2.4 GHz 

band using O-QPSK 

International 

1 00001 0 Channel 0 is in 868 MHz band 

using PSSS 

International 

 1-10 Channels 1 to 10 are in 915 MHz 

band using PSSS 

International 

2 00010 0 Channel 0 is in 868 MHz band 

using O-QPSK 

International 

 1-10 Channels 1 to 10 are in 915 MHz 

band using O-QPSK 

International 

3 00011 1-3 Channel 1 to 3 are in 917-923.5 

MHz using 2MHz BW 

Korea 

4 00100 1-10 Channel 1 to 10 are in 917-923.5 

MHz using 600kHz BW 

Korea 

5 00101 Reserved Reserved Reserved 

… … … … … 

31 11111 Reserved Reserved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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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RF 전력 측정 

다른 언급이 없으면, 송신 또는 수신 관계없이 모든 RF 전력은 적절한 송수신과 안테나  

커넥터(connector)에서 측정된다. 측정값은 안테나  연결소자와 임피던스 매칭이 

되있거나 안된 장비로 측정될 수 있다. 안테나  연결소자가 없는 소자의 측정치는 유효 

등방성 복사 전력(EIRP:Effective Isotropic Radiated Power)값으로 해석될 수 있다(즉, 

0dBi 이득 안테나(gain antenna)). 그리고 모든 방사측정치는 구현할 때 안테나 이득을 

보상할 수 있도록 보정될 수 있다.  

2.1.4. 송신 전력 

송신기는 최소 -3dBm을 전송할 수 있으며, 디바이스는 다른 디바이스와 시스템으로의 

방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저전력으로 전송해야 한다. 최대 송신 전력은 한국의 규제인 

최대 10mW 이하를 준수하도록 한다. 또한 RFID 채널인, 1,3,4,6,7,9,10,12,13,15,16,18

번 채널의 주파수가 겹치는 경우는 3mW 이하로 송신하도록 한다. 이에 따르는 디바이

스는 PHY 파라미터인 phyTransmitPower에서 제시된 명목상의 전송 전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2.1.5. 불요파 발사 

송신 중의 불요발사 (Out-of-band spurious) 기준은 1GHz 미만에서는 -36dBm을 기준

으로 하고, 1GHz 이상에서는 -30dBm을 기준으로 한다. 수신 또는 송신대기 상태의 불

표파 발사기준은 공준선 절대이득을 포함하여 1GHz 미만에서는 -54dBm/100kHz를, 

1GHz이상에서는 -47dBm/1MHz 이하가 되도록 한다.  

2.1.6. 주파수 허용편차 

주파수 허용편차는 최대 ±40ppm을 기준으로 한다.  

2.1.7. 무선접속 규격 

917~923.5MHz 무선접속 규격은 BPSK 를 기본으로 하고, 채널대역폭이 600kHz의 

경우는 20kbps를, 채널대역폭이 2MHz인 경우에는 40kb/s를 기준으로 한다.  선택사항 

규격으로 PSSS 방식과 O-QPSK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자세한 규격은 IEEE Std 

802.15.4 -2006의 표준을 준용한다.  

 

<표 2-4>  무선접속규격 요약 

주파수대 채널대역 스레레딩 파라미터  데이터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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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MHz) 폭  e 칩율 

(kchip/s

) 

 변조  비트율 

(kb/s) 

심볼율 

(ksymbol/

s) 

 심볼 

917~923

.5 

600kHz 300 BPSK 20 20 Binary 

2MHz 600 BPSK 40 40 Binary 

917~923

.5 

optional 

600kHz 440 PSSS 206.25 13.75 15-bit 

2MHz 1600 PSSS 250 50 5-bit 

917~923

.5 

optional 

600kHz 400 O-QPSK 100 25 16-ary 

Orthogo

nal 
2MHz 1000 O-QPSK 250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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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기기 간의 주파수 간섭 및 공유 방안 

 

3.1. 다른 기기 간의 주파수 간섭 및 공유 방안 

저속 WPAN의 PHY의 무선 특성은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기기들과의 간섭 문제를 일

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기존에 제시된 RFID 와 저속 WPAN 용의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

법들 간의 간섭 영향 분석을 비교해 볼 때 간섭 회피 기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충격 계수(Duty cycle)

을 비율을 아주 작게 해서 사용하는 경우와 LBT (Listen Before Talk) 방법과 같이 적극

적으로 회피하는 기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아래에 열거된 방식들은 주요한 주파수 

회피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스템들 간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권고 사항으로 제

시하고 있다. 

3.1.1. 충격 계수(Duty Cycle)의 제한 

충격 계수 (Duty cycle)는 한 사용자가 송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구간과 비송신 구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섭 확률을 낮게 하기 위해서는 송신 구간을 되도록 감소시키

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원하는 전송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충

격 계수 는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각 사용자마다 간섭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충격계수  

방식을 이용한다면, 최대 충격 계수 ( 각 사용자의 이용 가능 구간에서 송신 구간의 비

율이 작도록 구성될 것을 권장한다. 최대  충격 계수는 2%이며, 이는 20초의 송신을 가

정할 경우 0.4초 이하임을 의미한다.  

3.1.2. LBT 방식  

LBT 방식은 유무선 채널에서 널리 사용하는 방식으로 각 디바이스는 전송하기 전에 채

널이 비어있는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채널이 비어 있으면 데이터를 전송하고, 만약 

동일한 채널을 다른 사용자가 먼저 선점하고 있으면 주어진 시간만큼 백오프를 한 다음 

재전송하는 방식이다. LBT를 위해서 최소 송신기 off 시간, 최소 수신기 listen 시간, 단

일 송신을 위한 최대 송신기 on 시간, ACK 전송을 위한 최대 송신기 on 시간을 가지도

록 한다. 규격은 송신전 5msec 이상 -65dBm의 신호가 있는지 확인한다. 최대 송신기 

on 시간은 4초 이내로 하고, 최소 송신기 off시간은 50msec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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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LBT 방식의 국내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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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I. 

 국내 RFID/USN 대역 기술 기준 

2009년부터 정의된 국내 RFID/USN 대역 기술 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수동RFID 리더 USN 현행 

주파수 대역 
917∼923.5㎒ 

908.5~914㎒ 
917~920.6㎒우선 920.6~923.5㎒ 우선 

최대 점유 

주파수대폭 
200kHz 917~923.5㎒ 이내 200㎑ 

주파수 허용 

편차 
40ppm(단, 수동형 RFID의 경우 10 ppm) 20ppm 

출력 (e.r.i.p.) 

채널 2,5,8,11,14,17: 

4W(eirp.)이하 

채널 20~32: 

200mW(eirp.)이하 

917~923.5㎒:  10mW 

(1,3,4,6,7,9,10,12,13,15,

16,18에서 3mW 이하) 

4W e.i.r.p. 

출력 허용 편차 상한 20%, 하한 없음 상한 20% 하한 - 

채널링 200 kHz  없음 없음 

전파(변조)형식 
N0N, A1D, B1D, 

B7D, G1D, G7D 

N0N, A1D, B1D, 

B7D, G1D, G7D 

N0N, A1D, B1D, 

B7D, G1D, G7D 

전송 방식 디지털 방식  좌동 
FHSS, AFHSS, 

LBT 

공유 

조건 

FH 

SS 

채널 

점유 
연속 0.4초 이내 연속 0.4초 이내 연속 0.4초 이내 

호핑 

채널 
6 16 6 

또는 LBT 

송신전 5ms이상 -

65dBm 

송신 4초 이내 휴지 

0.05초 이상 

송신전 5ms이상 -65dBm 

송신 4초 이내 휴지 

0.05초 이상 

송신전 5ms이상 

50mW 미만 -83 

dBm 

50~250mW -90 

d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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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mW 이상 -96 

dBm 

송신 4초 휴지 

0.1초 

또는 

듀티 

싸이클 

채널 듀티 싸이클 2% 

(20초 이내에 송신 

0.4초 이하)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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