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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홈 특집 

I. 서 론  

UWB 무선 기술은 신호를 500MHz 이상의 매우 

넓은 대역폭에 걸쳐 낮은 전력 밀도의 스펙트럼으로 

분산시켜 송ㆍ수신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

할 수 있는 근거리의 고속 데이터 전송장치로 부각

되고 있다. 특히, 400Mbps 이상의 고속 전송속도를 

사용하는 기존의 유선장치를 무선장치로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고속 무선 전송기술로, 회로구조가 간

단하여 저가격화가 가능하고 기존의 휴대폰이나 무

선랜 장치에 비해 5분의 1 수준의 전력으로 동작할 

수 있어 홈네트워크 내에서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HDTV, 고음질 Hi-Fi, MP3 전송, 모니터, 빔프로젝

트 등과 같은 고속정보 기기를 연동하기 위한 고속 

WPAN(Wireless Personal Network) 기술로 발전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IEEE802.15의 TG3에서 50Mbps 전송속도의 

고속 WPAN 물리계층에 대한 표준이 제정되었으

나, 멀티미디어 전송에 필요한 초고속 WPAN의 필

요성이 요구되면서 무선 LAN, Home RF, 무선 

IEEE 1394, 블루투스 등에 비하여 높은 공간효율

(spatial capacity)이 제공되어 100~400Mbps 정

도의 고속전송이 가능한 UWB 무선기술이 부각되

기 시작하였고, 2002년 UWB 기반의 고속 WPAN

의 대체 물리계층(Alt-PHY layer)을 표준화하기 위

한 TG3a가 결성되어 현재까지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다[2]. 

2003년 3월 미국 달라스(Dallas) Plenary 회의

에 제출된 총 23개의 제안서를 대상으로 표준안 채

택 절차가 추진되어 MBOA(Multi-Band OFDM 

Alliance) 진영의 OFDM을 기반으로 하는 Multi-

band 방식의 제안서(Multi-Band OFDM: MB-

OFDM)[3]와 Motorola 진영의 Direct Sequence 

기술 기반의 single/dual-band 방식의 제안서(Direct 

Sequence UWB: DS-UWB)[4]로 압축되었다.  그

러나, down selection 과정의 최종 후보로 선택된 

양쪽 제안서 모두 최종 확인 투표(confirmation 

vote) 과정에서 75%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함으로

써 투표 규정에 따라 MB-OFDM 및 DS-UWB 제

안서를 대상으로 down selection 및 conformation  

무선 홈네트워크 실현을 위한 고속 UWB 기술 
및 표준화 동향 

Introduction of  High Data -R ate  UWB Technology and IEEE802.15 .3a  Standardizat ion 
Status for  Wire less Home Network  

최상성(S.S. Choi) 무선홈네트워크연구팀 선임연구원, 팀장 

신철호(C.H. Shin) 무선홈네트워크연구팀 선임연구원 

강법주(B.J. Kang) 무선홈네트워크연구팀 초빙연구원 

기존의 통신 시스템에 비해 매우 넓은 대역폭을 사용하는 UWB 시스템은 기존의 유선장치를 무선장치로
대치할 수 있는 유일한 고속 무선 전송기술로서 가정내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을 위한 근거리 무선 홈 

네트워크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IEEE802.15의 TG3a에서는 UWB 기술을 이용한 고속 WPAN의 물
리계층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MBOA에서 주도하고 있는 MB-OFDM 시스템과 Motorola에
서 주도하고 있는 DS-UWB 시스템의 2가지 제안서로 압축되어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의 표준화 진행 상황 및 양측에서 제안된 UWB 물리계층 표준화 기술 동향에 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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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과정이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7월 미국 포트랜드(Portland) 

Plenary 회의까지의 IEEE802.15 TG3a 표준화 진

행 상황을 상세히 소개하고, 현재 표준화 과정에서 

MBOA 진영에서 제안한 MB-OFDM UWB 시스템 

및 Motorola 진영에서 제안한 DS-UWB 시스템의 

채널운용 상황, 시스템 송신 및 수신 구조 특성을 간

략하게 살펴보고, 향후 표준화 전망으로 결론을 대

체하였다.   

II. 표준화 추진 현황 

WPAN에 관련된 표준화는 (그림 1)과 같이 

IEEE802.15에서 추진하고 있다. 고속 WPAN 표준

화는 TG3에서 2.4GHz 대역의 ISM 밴드에서 

50Mbps 정도의 고속 WPAN 물리계층 및 MAC 계

층에 대한 표준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최근 멀티미

디어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는 초고속 

전송속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UWB 기술을 이

용하여 100~400Mbps 이상의 고속 WPAN 대체 물

리계층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2002년 11월 UWB 시스템을 사용한 고속 WPAN

의 대체 물리계층 표준화를 위한 Study Group 3a

가 승인되었고, 2002년 12월에 UWB 응용분야를 

정리하기 위한 CFA(Call For Application)가 요청

되었으며 접수된 CFA를 토대로 2003년 1월 표준

화에 필요한 UWB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

이 결정되어 표준화 제안서 접수가 시작되었다. 

2003년 2월까지 31개사에서 제출의사(call for in-

tent)를 표시하였으나 2003년 3월 회의에 Time 

Domain, Xtremespectrum, Texas Instrument, 

Intel, Wisair, Philips, GA 등 23개사에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2003년 3월, 5월 회의에서 제안서 발표 및 검토

가 진행되어 제안서간 통합이 활발히 진행되어 <표 

1>과 같이 6개의 제안서로 통합되었다. 이 과정에

서 TI, Intel, Wisair, Staccato 등 13개 제안서가 

MBOA 제안서로 통합되어 Xtremespectrum 제안 

서와 경합하는 양강 구도를 구축하게 되었다. 

2003년 7월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부터 WG 

Letter Ballot 상정을 위한 Draft Standard 결정을 

위한 down selection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1차로 

탈락한 CRL은 OKI 와,  2차로 탈락한 Parthausa 

Ceva는 Xtremespectrum과 3차로 탈락한 STMicro

는 MBOA와 통합을 선언하였고 최종 down selec-

tion 결과 MBOA 제안서가 1위를 차지하였다. 투표

규정에 따라 1차 확인 투표가 실시되었고 찬성 95, 

반대 63으로 유효 투표 수의 75%를 획득하지 못하

여 부결되었으며,  9월 싱가포르 Interim 회의에서 

실시된 2차 확인 투표에서도 찬성 62명, 반대 43명, 

기권 3명으로 유효 투표 수의 75%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하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규정에 따라 7월 샌프

란시스코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남아 있던 MBOA, 

Xtremespectrum, OKI-CRL 3개 제안서에 대하여 

down selection 과정이 반복되었으며 OKI-CRL 

제안서가 1차로 탈락되어 Xtremespectrum과 통합

되면서 최종후보로 MBOA 진영의 MB-OFDM 방

식과 Xtremespectrum의 DS-UWB 방식의 2가지  

 

TG15.3 
“High Data Rate” 

MAC &  
2.4GHz PHY 

TG15.1 
“Bluetooth” 

TG15.2 
Coexistence 

TG15.4 
“Zigbee” 

SG15.4a 
Alt PHY(UWB) 

TG15.3a 
Alt PHY(UWB) 

WPAN 
IEEE802.15 

(그림 1) IEEE802.15 WPAN 표준화 현황 

<표 1> 최종 통합된 6개 제안서 

제안사 주파수 변조방식 

CRL Soft Spectrum 
QPSK &  
M-ary PSM 

MBOA 
3.1~4.8GHz 
5.1~10.6GHz QPSK  

STMicro 3.1~10.6GHz 
M-ary PPM & 
Polarity 

Xtremespectrum 
3.1~5.15GHz 
5.825~10.6GHz 

PSK & MBOK 

OKI 156MHz/Channel DQPSK 

Parthusa Ceva 3.8~7.7GHz 
Ternary 
Sp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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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압축되었다. 

2003년 11월 Albuquerque Plenary 회의에서 

MBOA 제안서가 최종후보로 선택되었으나 1, 2차 

확인 투표에서 부결되었으며, 2004년 1월 Van-

couver Interim 회의, 3월 Orlando Plenary 회의, 

5월 Anaheim Interim 회의에서 MBOA 측의 MB-

OFDM 방식의 제안서가 계속하여 최종 후보로 선

택되었지만 최종 확인 투표과정에서 75%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해 down selection 과정이 계속 반

복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종 후보에서 계속하여 

탈락된 Xtremespectrum 제안서는 2003년 12월 

Motorola가 Xtremespectrum을 합병하여 Mo-

torola의 DS-UWB 제안서로 변경되었으며 각 회의 

때마다의 최종 후보 제안서에 대한 확인 투표 결과

는 <표 2>와 같다. 

2004년 7월 Portland Plenary 회의에서는 예상

과는 반대로 모토롤라 진영의 DS-UWB 방식의 제안

서가 그 동안 계속해서 최종 후보로 선택되었던 

MBOA 진영의 MB-OFDM 방식의 제안서를 1표 차

이로 누르고 최종후보로 선택되는 파란을 일으켰지

만, 계속된 1차 확인투표에서 50%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쳐 9월 Berlin Interim 회의에서 반대자들이 제시

한 반대 이유에 대한 Motorola 측의 설명을 청취한 

후 2차 확인투표가 진행되었지만 또다시 부결되었다. 

모토롤라 측에서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표준안으로 

채택하자는 타협안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지만 계속된 

down selection 투표에서 MBOA 진영의 제안서가 

다시 역전하여 최종 후보로 선택되었으나 1차 확인투

표에서 역시 부결되었다. 그러나 MBOA 측은 상황을 

재역전시키므로 상대적인 우위를 확보하였다는 분위

기여서 극적인 타협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의 지루한 공방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III. 표준화 기술 현황 

IEEE802.15.3a에서 고속 WPAN의 Alt-PHY로 

UWB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표준안으로 

유력한 전송방식으로는 Intel, TI, Wisair, Staccato 

등에서 주도하고 있는 MBOA 그룹의 MB-OFDM 

기술과 Motorola 중심의 DS-UWB 기술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유력한 표준화 방식으로 검토되

고 있는 OFDM 기반의 MB-OFDM 방식과 DS-

CDMA 기반의 DS-UWB 2가지 제안서의 채널 운

용 및 송수신 구조 및 특성에 대해 분석한다. 

1. DS-UWB 기술 동향 

Xtremespectrum에서 제안한 DS-UWB 시스템

은 2003년 12월 Motorola에서 Xtremespectrum을 

합병함으로써 Motorola 진영의 DS-UWB 방식 제

안서로 변경되었다. 

Motorola에서 제안한 DS-UWB 시스템은 2개

의 대역을 사용하도록 제시되었으며, 운용 모드에 

따라 low band 및 high band를 이용한다. 각 대역 

내에서는 특정반송파주와 확산코드에 의해 최대 6

개까지의 피코넷 채널을 구성할 수 있다. 본 방식에

서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속도는 28Mbps에서 

1.32Gbps까지 가능하며 총 8개의 데이터 전송속도

에 따라 부호화율 1/2 혹은 3/4으로 길쌈 부호화되

고 BPSK 혹은 4BOK으로 변조되고 있다. Low 

band와 high band는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다를 

뿐만 아니라 칩레이트도 각각 다르다. Low band의 

경우에는 칩레이트가 피코넷 채널에 따라 1300~ 

 
<표 2> 제안서 최종확인 투표 결과 

회의명 장소 최종후보 투표결과 비고 

2003/7 
Plenary 

미국 
샌프란시스코 

MBOA 
제안서 

찬성 63 
반대 95 

1차 
부결 

2003/9 
Interim 싱가포르 

MBOA 
제안서 

찬성 41 
반대 59 

2차 
부결 

2003/11 
Plenary 

미국 
알바커키 

MBOA 
제안서 

찬성 96 
반대 69 

1차 
부결 

2004/1 
Interim 

캐나다 
밴쿠버 

MBOA 
제안서 

찬성 76 
반대 37 

2차 
부결 

2004/3 
Plenary 

미국 
올랜도 

MBOA 
제안서 

찬성 85 
반대 50 

1차 
부결 

2004/5 
Interim 

미국 
앤하임 

MBOA 
제안서 

찬성 61 
반대 39 

2차 
부결 

2004/7 
Plenary 

미국 
포트랜드 

모토롤라 
제안서 

찬성 72 
반대 76 

1차 
부결 

2004/9 
Interim 

독일 
베를린 

모토롤라 
제안서 

찬성 62 
반대 73 

2차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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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MHz에 걸쳐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high 

band의 경우에는 칩레이트가 피코넷 채널에 따라 

2600~2730MHz으로 low band보다 2배 더 큰 칩

레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가. Low Band 이용 

사용 주파수 대역은 (그림 2)와 같이 3.1~4.85 

GHz의 한 채널을 사용해서 28~1320Mbps 데이터 

전송률을 보장하고 있는데, 변조방식이 BPSK인 경

우에는 확산코드길이를 L=24에서 L=1까지 가변하

여 28~1320Mbps 데이터 전송률을 보장하고 있고, 

변조방식이 4BOK인 경우에는 확산코드길이가 L=12

에서 L=2까지 가변하면서 데이터전송률 110~1320 

Mbps의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한다. Low band에서 

제공되는 확산코드길이와 서비스범위에 대한 데이

터 전송률은 <표 3>과 같다. 

나. High Band 이용 

사용 주파수 대역은 (그림 3)과 같이 6.2~9.7GHz

의 한 채널을 사용해서 55~1320Mbps 데이터 전송

률을 보장하고 있는데, 변조방식이 BPSK인 경우에

는 확산코드길이를 L=24에서 L=2까지 가변하여 

55~1320Mbps 데이터 전송률을 보장하고 있고, 변

조방식이 4BOK인 경우에는 확산코드길이가 L=12

에서 L=4까지 가변하면서 데이터전송률 220~1320 

Mbps의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한다. 

High band에서 제공되는 확산코드길이와 서비

스범위에 대한 데이터 전송률은 <표 4>와 같다. 

� DS-UWB 시스템 송신 구조 

DS-UWB 시스템의 송신 구조는 (그림 4)와 같

이 스크램블러, 구속장 k=6, k=4의 길쌈부호기, 그

리고 BPSK 혹은 4-BOK 변조기, 펄스성형기, 믹

서, 그리고 안테나로 구성된다. BPSK 변조의 경우 

4BOK 변조의 경우에 사용되는 확산코드가 서로 다

르다. 확산코드길이 L=24인 코드는 프리앰블 코드 

시퀀스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BPSK 변조로 low 

band의 28Mbps 그리고 high band의 55Mbps의 

확산코드로 사용된다. BPSK 변조의 경우 확산코드

길이가 L=24 미만인 L=12,6,4,3,2,1인 경우에 대해

서는 L=24와 L=12인 경우에 대해서만 피코넷에 따

라 서로 다른 직교확산코드들이 제시되고 L=6 이하

에 대해서는 모든 피코넷에 동일한 확산코드를 사용

 

3      4      5       6      7      8       9      10     11 

Low Band 

first generation UWB 

(그림 2) Low Band의 스펙트럼 

<표 3> Low Band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전송률 

Data Rate FEC Rate Code Length Range(AWGN) 

28Mbps 1/2 24 29m 

55Mbps 1/2 12 23m 

110Mbps 1/2 6 18.3m 

220Mbps 1/2 3 13m 

500Mbps 3/4 2 7.3m 

660Mbps 1 2 4.1m 

1000Mbps 3/4 1 5.1m 

1320Mbps 1 1 2.9m 
 
 

3      4      5       6      7      8       9      10     11 

High Band 

(그림 3) High Band의 스펙트럼 

<표 4> High Band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전송률 

Data Rate FEC Rate Code Length Range(AWGN) 

55Mbps 1/2 24 23m 

110Mbps 1/2 12 18.3m 

220Mbps 1/2 6 13m 

500Mbps 3/4 4 7.3m 

660Mbps 1 4 4.1m 

1000Mbps 3/4 2 5.1m 

1320Mbps 1 2 2.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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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실제적으로 한 개 이상의 피코넷 구성이 불

가능하다. 

또한, 4-BOK 변조의 경우에는 확산코드길이가 

L=12에서 L=2인 경우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

되는 확산코드들이 2개 이상으로 형성된 피코넷들

에 동일하게 사용되므로 동일한 지역에 한 개 이상

의 피코넷을 형성할 수 없다.  

DS-UWB 송신기는 두 가지의 형태로 구현할 수 

있는데, 첫번째 방법은 현재 모토롤라의 프리스케일

에서 개발하는 방법으로 BPSK 혹은 4-BOK에 의

해 매핑된 확산코드 시퀀스의 ternary 신호를 송신

대역 필터의 규격에 맞게 아날로그적으로 신호파형

을 형성하는 방법과 또 다른 방법으로 ternary 신호

를 FIR 필터링한 후에 D/A 변환하여 변조파형을 형

성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두번째의 방법의 경우는 

고속의 D/A 변환기의 제작 그리고 D/A 변환 후에 

LPF 필터링을 위한 LPF의 제작에의 요구규격이 엄

격하므로 실제적으로 구현상의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첫번째의 구현방법이 두번째의 방법보다

는 다소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떨어질지 모르나 칩레

이트에 2배 이상인 2.7GHz 혹은 5.4GHz으로 동작

하는 고속의 D/A 변환기의 제작이 필요하지 않으므

로 현재의 시점에서는 현실적인 방안이라 하겠다.   

� DS-UWB 시스템의 수신 구조 

DS-UWB 복조기의 구조는 구현할 수 있는 ADC

의 형태에 따라 (그림 5)와 같이 세 가지 형태로 구

현할 수 있다. (그림 5)에서 (a)의 경우는 현재 모토

롤라에서 구현 제작한 수신기의 형태로써 아날로그 

상관기를 이용하여 서처와 핑거를 구성하여, 실제적

으로 아날로그 상관에 의해 생성된 출력을 심볼레이

트로 A/D하여 이의 결과를 임계치와 비교하여 신호

검출 및 신호를 판정하게 된다. 모토롤라의 경우, 이

의 방법에 의해 현재 110Mbps의 데이터율을 수용

하는 복조기를 개발하였고 2004년 말에 220Mbps

의 데이터율을 수용하는 모뎀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b)의 경우에는 현재의 ADC 기술의 

경우 1.5GHz의 클럭에 샘플 당 3비트의 ADC가 출

시됨에 따라, 아날로그 상관기의 구조보다 디지털 

상관기의 구조에 의해 서처와 핑거를 구현함으로써 

복조성능이 개선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복조성

능 개선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현재 제시

되고 있는 수신기의 상세구조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의 구조는 칩레이트로 수신신호를 샘플

링하고 이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AGC, 타임 및 주파

수 동기추적, 레이크 수신기, 심볼레벨 등화기 등의 

 

K= 6FEC 
Encoder 

Conv. Bit 
Interleaver 

 Bit-to-Code 
Mapping 

 Pulse 
Shaping 

Scrambler 
Input 
Data 

K= 4FEC 
Encoder 

 4-BOK 
Mapper  

 Static 
Center 

Frequency  Gray or 
Natural 
Mapping 

Transmitter blocks required to support optional modes 

(그림 4) DS-UWB의 송신구조 

 

 
 

Dem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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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or 
Bank 

ADC SAP 

Simple/cheap Analog Emphasis 

Higher Performance Some DSP-capable 

55Msps 

(a) 심볼레이트 ADC 

Filter Demod ADC 
Digital 

Correlator 
Bank 

SAP 

(b) 칩레이트 ADC 

1.365Gsps 

Highest Performance Most DSP-capable 

Filter ADC 
Digital Demod & 

Correlator 
Bank 

SAP 

20Gsps 

(c) RF 나이키스트 레이트 ADC 

(그림 5) ADC 속도에 따른 수신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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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의 복조성능 개선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형태의 수신기의 구현은 ETRI에서 연

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2004년 하반기에 FPGA 

형태의 모뎀이 개발될 예정이다. 

(그림 5)의 (c)의 경우는 20bps의 초고속의 ADC

가 출시된다는 가정 하에 소프트웨어 레디오 기술의 

형태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경우, 현재의 

ADC의 구현기술을 고려할 때 실현 불가능한 방법

이라 하겠다. 

따라서, DS-UWB 모뎀의 구현은 DAC와 ADC

의 클럭과 샘플 당 비트 수 등의 구현기술의 발전속

도에 부합하여 성능이 개선된 모뎀 구현이 다양한 

형태로 제작될 것이다. 

2. MB-OFDM 기술 동향 

가. 채널 운용 상황  

MB-OFDM UWB 시스템은 FCC에서 통신용으

로 허가한 3.1~10.6GHz 주파수 대역을 (그림 7)과 

같이 528MHz 간격으로 14개 대역으로 분할하여 

채널을 할당하였으며, 각 채널의 중심주파수는 다음 

과 같다: 

채널 중심 주파수(MHz) = 2904 + 528 × nb 
 

여기서, nb = 1,…,14 
 

MB-OFDM UWB 시스템 제안서에서는, 현재 1

차 구현을 목표로 (그림 8)과 같은 채널 1~3을 

mandatory mode로 할당하였고, 나머지 채널들은 

추후 사용을 위해 할당하였다. 

나. MB-OFDM UWB 시스템의 전송방식 

MB-OFDM UWB 시스템의 실제 RF 전송 신호

는 수식과 같이 표현된다.  
 

1

0

( ) Re ( )exp( 2 )
N

RF k SYM k
k

r t r t kT j f tπ
−

=

 = − 
 
∑

  
여기서, Re(�)는 복소 값의 실수 부분을 표현하며, 

rk(t )는 0~T S Y M  간격 동안 신호 파형을 갖는 k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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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디지털 DS-UWB 상세 수신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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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Mode 1 장치의 주파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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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DM 심볼의 복소 기저 신호이다. MB-OFDM 

UWB 시스템에서 OFDM 심볼들은 (그림 8)의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표 5>의 TF(Time Frequency)  코

드에 따라 전송되며, k번째 전송되는 OFDM 심볼의 

중심주파수는 fk로 표현된다. 

(그림 8)의 Mandatory 채널들을 이용하여 <표

5>의 preamble pattern 2를 이용하여 MB-OFDM 

심볼을 전송하는 개념도는 (그림 9)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MB-OFDM UWB 시스템은 <표 6>와 같은 다양

한 전송 모드를 제공한다. 55, 110, 200MHz가 

mandatory 전송모드이며, 현재 MB-OFDM UWB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대부분의 개발업체에서 1차 

구현목표로 mandatory 전송모드를 개발하고 있다. 

다. MB-OFDM UWB 시스템의 송ㆍ수신 구조 

MB-OFDM UWB 시스템의 송ㆍ수신 구조는 

(그림 10)과 같다. MB-OFDM UWB 시스템의 송ㆍ

수신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전송되는 OFDM 심볼

마다 TF 코드에 따라 다른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신호를 전송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MB-OFDM UWB 시스템 개발에 있어, 

전송 대역폭 528MHz를 이용하여 최고 480Mbps

를 전송할 수 있는 고속 시스템 구조 설계와 더불어 

TF 호핑이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어려움이 될 수 있다.  

IV. 표준화 전망 

2002년 IEEE802.15 TG3a가 결성되어 UWB 기

술 기반의 고속 WPAN Alt-PHY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표준화 회의 동향을 분석

하면 2003년 7월 샌프란시스코 Plenary 회의부터 

<표 6> MB-OFDM 전송 모드 

Info. Data Rate 55Mbps 80Mbps 110Mbps 160Mbps 200Mbps 320Mbps 480Mbps 

Modulation/ 
Constellation 

OFDM/ 
QPSK 

OFDM/ 
QPSK 

OFDM/ 
QPSK 

OFDM/ 
QPSK 

OFDM/ 
QPSK 

OFDM/ 
QPSK 

OFDM/ 
QPSK 

FFT Size 128 128 128 128 128 128 128 

Coding Rate(K=7) R=11/32 R=1/2 R=11/32 R=1/2 R=5/8 R=1/2 R=3/4 

Spreading Rate 4 4 2 2 2 1 1 

Data Tones 100 100 100 100 100 100 100 

Info. Length 242.4ns 242.4ns 242.4ns 242.4ns 242.4ns 242.4ns 242.4ns 

Cyclic Prefix 60.6ns 60.6ns 60.6ns 60.6ns 60.6ns 60.6ns 60.6ns 

Guard Interval 9.5ns 9.5ns 9.5ns 9.5ns 9.5ns 9.5ns 9.5ns 

Symbol Length 312.5ns 312.5ns 312.5ns 312.5ns 312.5ns 312.5ns 312.5ns 

Channel Bit Rate 640Mbps 640Mbps 640Mbps 640Mbps 640Mbps 640Mbps 640Mbps 

Multi-path Tolerance 60.6ns 60.6ns 60.6ns 60.6ns 60.6ns 60.6ns 60.6ns 
 

 
<표 5> TP Codes 

Preamble Pattern Time Frequency Code 

1 1 2 3 1 2 3 

2 1 3 2 1 3 2 

3 1 1 2 2 3 4 

4 1 1 3 3 2 2 
 

 

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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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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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ns 

Period=937.5ns time 
Freq 
(MHz) 

Guard Interval for 
TX/RX Switching 

Time 

9.5ns 

Cyclic 
Prefix 

60.6ns 

(그림 9) TF 코드를 이용한 MB-OFDM 심볼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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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 Anaheim Interim 회의까지 MBOA 진

영의 MB-OFDM 방식의 지지자와 Motorola 진영의 

DS-UWB 방식의 지지자가 약 60 대 40 정도로 양분

되어 down selection 과정이 되풀이 되어 왔다.   

2003년 11월 Albuquerque Plenary 회의에서 

Motorola 진영에서 제안한 복수표준 검토를 위한 

ad-hoc 회의가 채택되었지만 그 동안 상대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던 MBOA 진영의 반대로 

Motorola 측의 일방적인 제안으로 끝나버린 듯 하

였으나 2004년 7월 Portland Plenary 회의에서 

Motorola 진영의 DS-UWB 방식의 제안서가 근소

한 차이로 최종후보로 선택됨으로써 그 동안 침묵하

고 있던 복수표준에 대한 의견이 쇄도하고 있는 실

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MBOA 진영의 단결

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9월 Berlin 

Plenary 회의에서 다시 상황이 역전되는 현상으로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Motorola측은 이미 상용화에 가까운 칩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므로 복수표준이라도 가능한 빨리 

표준화가 완료된다면 시장 선점을 통해 충분히 그

들의 기술이 우위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

며, MBOA측은 150여 개의 가전업체에서 MB-

OFDM 방식을 지지하고 있지만 현재 칩 개발에서 

Motorola에 비해 다소 늦어지고 있으므로 복수표준 

보다는 MB-OFDM 방식의 단일 UWB 표준 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IEEE 

802.15 TG3a에서 진행하고 있는 UWB 표준화는 

양쪽 진영에서 복수표준에 대한 극적인 타협이 없는 

한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만약 UWB 표준화 지연이 장기간 계속된다면 

현재 고속 전송기술을 개발중인 무선랜 기술과의 상

용화 경쟁에서 어려운 처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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