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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단체표준

서 문
1. 표준의 목적
본 표준은 IEEE 802.15.4의 시장 적용 가능성 확대와 이전 IEEE 802.15.4-2003
표준안에서의 모호한 부분을 설명하고 불필요하게 복잡한 부분을 감소시켰으며 보안 키
사용에서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새롭게 사용 가능한 주파수 할당에 대한 규격을
제안한다.

본

표준은

IEEE

802.15.4-2006

PHY

규격을

국문으로

번역한

국문규격으로서 세부 규격들의 구체적인 정의는 원본의 표준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참조하도록 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으로는 IEEE 802.15.4-2006 물리계층 규격에 관한 것으로 요구사항과 정의,
물리계층 서비스 규격, PPDU 포맷, PHY 상수와 PIB 속성, 2450MHz PHY 규격,
868/915MHz 대역 BPSK PHY 규격, 868/915MHz 대역 ASK PHY 규격, 868/915 대역
O-QPSK PHY 규격, 일반적인 무선특성에 대한 규격을 정의하고 있다.

3.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본 표준은 LR-WPAN 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사용된다.

WLAN과 달리 거의

인프라스트럭쳐를 필요하지 않아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에 구현될 수 있는 소형,
저가격, 저전력의 무선 통신수단을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센서노드 제작, WPAN
네트워킹 및 응용 산업에 꼭 필요한 규격으로 활용될 것이다.

4. 참조권고 및 표준

4.1 국제표준(권고)
- ISBN 0-7381-4996-9 SH95552

4.2 국내표준: TTAE.IE-802.15.4

4.3 기타:

5. 참조표준(권고)과의 비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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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참조표준(권고)과의 관련성
본 표준은 IEEE 802.15.4-2006의 국문 표준이며 참조표준은 IEEE 802.15.4-2003
영문 표준임

5.2 참조한 표준(권고)과 본 표준의 비교표:
TTAS.IE-802.15.4-2003

TTAS.IE-802.15.4-2006-part3

- 데이터 타임 스탬프 기반 전송 지원 불가

- 데이터 타임 스탬프 기반 전송 지원 추가

- 저주파수대에서 고속 데이터

- 저주파수대에서 고속 데이터

제공 불가

제공 추가

- 비켠 스케쥴링 지원 불가

- 비켠 스케쥴링 지원 추가

- 비컨 가용모드에서 방송메시지 동기 불가

- 비컨 가용모드에서 방송메시지 동기 추가

6.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없음
2007년 12월 현재까지 본 표준과 관련하여 확인된 지적재산권 없음.

7. 적합인증 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음

8. 표준의 이력
판수

제/개정일

제/개정내역

제1판

2005.09.25

제정

제2판

2007.12.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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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The Purpose of Standard
This proposal is based on the IEEE 802.15.4-2006 PHY specification.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s(WPANs) are used to convey information over relatively short
distances. Unlike WLAN, connection effected via WPANs involves little or no
infrastructure.

This feature allows small, power-efficient, inexpensive solution to be

implemented for a wide range of devices. The purpose of this revision is to extend the
market applicability of IEEE Std. 802.15.4 and to removes ambiguities in the standard,
Implementations of the 2003 edition of this standard have revealed potential areas of
improvements.

Additional frequency bands are being made available in various

countries that are attractive for this application space.

2. The summary of contents
IEEE Std. 802.15.4-2003 defined the protocol and compatible interconnection for
data communication devices using low-data-rate, low-power, and low-complexity
short-range radio

frequency

(RF) transmissions in

a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WPAN). This revision extends the market applicability of IEEE Std. 802.15.4,
removes ambiguities in the standard, and makes improvements revealed by
implementations of IEEE Std. 802.15.4-2003.
This document involves PHY service specifications, PPDU format, PHY constants and
PIB attributes, 2450MHz PHY specifications, 868/915MHz band PHY specifications and
general radio specification.

3. Applicable fields of industry and its effect
By defining IEEE

Std. 802.15.4-2006 specification which can be applied PHY and

MAC sub-layer for low-data-rate wireless connectivity with fixed, portable, and moving
devices with no battery or very limited battery consumption requirements typically
operating in the personal operating space(POS) of 10m. It is foreseen that, depending
on the application, a longer range at a lower data rate may be an acceptable tradeoff.

4. Reference Recommendations and/or Standards
4.1 International Standards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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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0-7381-4996-9 SH95552

4.2 Domestic Standards: None
- TTAE.IE-802.15.4

4.3 Other Standards:

5. Relationship to International Standards (Recommendations)
5.1 The relationship of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proposal is basically rooted from the IEEE Std. 802.15.4-2006 and follows the
specification released in Sep. 2006 by IEEE Computer society. This proposal is
translated into Korean language.

5.2 Differences between International Standard (Recommendation) and this standard
TTAS.IE-802.15.4-2003

TTAS.IE-802.15.4-2006-part3

- Not supported data time stamping

- add support for a shared time base thorough

- Not support higher data rates in lower

the

frequency band

mechanism

- Not support for beacon scheduling

- Adds extension of the 2.4GHz derivative

- Not allows synchronization of broadcast

modulation yielding higher data rates at the

messages in beacon-enabled PANs

lower frequency bands

addition

of

a

data

time

stamping

- Adds support for beacon scheduling
- Allows synchronization of broadcasting
messages in beacon-enabled PANs

6. The Stat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of December 2007, any IPRs related to this standard cannot be found
7. The Statement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Nothing is related
8. The History of Standard
Edition

Issued date

Contents

The 1st edition

2005.09.25

Established

The 2nd edition

2007.12.26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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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WPAN 무선 PHY 규격(IEEE 802.15.4-2006)
Specification of LR-WPAN PHY(IEEE 802.15.4-2006)

(표준의 요약)
본 표준은 IEEE 802.15.4의 시장 적용 가능성 확대와 이전 IEEE 802.15.4-2003
표준안에서의 모호한 부분을 설명하고 불필요하게 복잡한 부분을 감소시켰으며 보안 키
사용에서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새롭게 사용 가능한 주파수 할당에 대한 규격을
제안한다.본 표준은 IEEE 802.15.4-2006 PHY 규격을 국문으로 번역한 국문규격으로서
세부 규격들의 구체적인 정의는 원본의 표준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참조하도록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IEEE 802.15.4-2006 물리계층 규격에 관한 것으로 요구사항과 정의,
물리계층 서비스 규격, PPDU 포맷, PHY 상수와 PIB 속성, 2450MHz PHY 규격,
868/915MHz 대역 BPSK PHY 규격, 868/915MHz 대역 ASK PHY 규격, 868/915 대역
O-QPSK PHY 규격, 일반적인 무선특성에 대한 규격을 정의하고 있다.
본 표준은 LR-WPAN 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사용된다. WLAN과 달리 거의 인프라스트럭쳐를
필요하지 않아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에 구현될 수 있는 소형, 저가격, 저전력의 무선
통신수단을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센서노드 제작, WPAN 네트워킹 및 응용 산업에 꼭 필요한
규격으로 활용될 것이다.

(국제 표준과의 차이점)
국문 번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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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EEE 802.15.4-2006 표준의 개요
- ISBN 0-7381-4996-9 SH95552(IEEE802.15.4-2006 규격) 1장 참조

2 참고 표준 목록
- ISBN 0-7381-4996-9 SH95552(IEEE802.15.4-2006 규격) 2장 참조

3 용어의 정의
- ISBN 0-7381-4996-9 SH95552(IEEE802.15.4-2006 규격) 3장 참조

4 약어풀이
- ISBN 0-7381-4996-9 SH95552(IEEE802.15.4-2006 규격) 4장 참조

5 기능 규격 일반
-

ISBN 0-7381-4996-9 SH95552(IEEE802.15.4-2006 규격) 5장 참조

6 PHY specification(물리계층 규격)
요구사항과 정의 (General requirements and definitions)
PHY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할 책임을 진다.

— 전파 송수신기의 활성 및 비활성
— 현 채널안에서의 에너지 검출 (Energy detection(ED))
— 수신된 패킷의 링크품질표시기 (Link quality indicator(LQI))
— (CSMA-CA)에 대한 클리어 채널 표시기 (Clear channel indicator(CCA))
— 채널 주파수 선택
— 데이터 전송 및 수신

PHY에 의해서 구체화 되고 유지되는 상수와 특성은 이번 절에서 이탤릭 체로 쓰여진다. 상수는

aMaxPHYPacketSize와 같이 일반적으로 접두어 “a”를 갖으며 <표 22>(6.4.1 참조)에 명시하였다.
속성은 phyCurrentChannel와 같이 접두어 “phy”를 갖으며 <표 23>(6.4.2 참조)에 명시하였다.
다음 항에서는 이번 표준안을 만족하는 모든 PHY에 공통적인 요구조건을 명시한다
이 표준안은 밑에 나열된 네 개의 PHY를 명시하였다.

— BPSK 변조의 868/915 MHz 대역 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DSSS) PHY
— O-QPSK 변조의 868/915 MHz 대역 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DSSS) PHY
— BPSK와 ASK 변조의 868/915 MHz 대역 parallel sequence spread spectrum (PSSS) PHY
— O-QPSK 변조의 2450 MHz 대역 O-QPSK PHY
— A 2450 MHz DSSS PHY employing O-QPSK modulation

추가적으로 2003년도 표준안에 명시된 868/915 MHz BPSK PHY는 2개의 선택적 high-data-rate
PHY가 868/915 MHz 대역에 기술되었다. 2개의 선택적 PHY 모두 868 MHz 대역에서의 20
kb/s와 915 MHz 대역에서의 40 kb/s를 훨씬 넘는 데이터율을 제공한다. ASK PHY는 868 MHz 와
-2TTAS.IE-802.15.4-2006-par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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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MHz 대역에서 2.4 GHz 대역의 PHY와 같은 250kb/s의 데이터율을 제공하고, O-QPSK
PHY는 915 MHz에서는 2.4 GHz 대역과 같은 데이터율을, 868 MHz 대역에서는 100 kb/s의
데이터율을 제공한다.

6.1.1 작동 주파수 범위 (Operating frequency range)
컴플라이언트 디바이스는 <표 1>에서 요약된 포맷의 변조와 확산을 사용하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주파수 대역에서 조작한다.
디바이스는 PHY 모드에서 시작하고 지시 받은 대로 작동한다. 만약 디바이스가 선택적 PHY 중
하나를 사용하는 868/915 MHz 대역에서 작동 가능 하다면 선택적 868/915 MHz 대역 PHY와
원래의 868/915 MHz BPSK PHY 사이의 다이내믹한 스위치가 된다.

<표 1> 주파수 대역과 데이터 속도

이 표준은 유럽, 일본, 캐나다, 그리고 미국에서 발행된 규제에 따라야 한다. 아래에 나열된 것과
같은 규제들은 오직 정보만을 제공하며 변경을 가정으로 하였고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하다. 이
표준안을 만족하는 디바이스는 특정 지역의 법규를 따라야 한다. 추가 규제에 대한 정보는 Annex
F 에 제공되었다.

유럽
— 인증표준: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SI)
— 문선: ETSI EN 300 328-1 [B11]6, ETSI EN 300 328-2 [B12], ETSI EN 300 220-1 [B10], ERC
70-03 [B13]
— Approval authority: National type approval authorities

일본
— 인증표준: Association of Radio Industries and Businesses (ARIB)
— 문서: ARIB STD-T66 [B14]
— Approval authority: Ministry of Public Management, Home Affairs,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MPHP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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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인증표준: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United States
— 문서: FCC CFR47, Section 15.247 [B14]

캐나다
— 인증표준: Industry Canada (IC), Canada
— 문서: GL36 [B15]

6.1.2 채널 할당 (Channel assignments)
“868/915 MHz 대역 (선택적) ASK PHY 명세사항” 과 “868/915 MHz 대역 (선택적) O-QPSK PHY
명세사항”의 도입은 채널 할당의 수가 2003년도 표준안에 명시된 32개의 총 채널 수를
초과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이다.
증가하는 채널의 수를 지원하기 위해 채널 할당은 채널 수와 채널 페이지의 결합을 통해
정의된다.

phyChannelsSupported에서의 32 비트 채널 비트맵의 상위 5 MSB(most significant bit)는 명시된
32 채널 페이지의 정수 값으로서 사용되었다. 채널 비트맵의 하위 27 비트는 채널 페이지 내에서
명시된 채널 수의 비트 마스크로서 사용되었다.

6.1.2.1 채널 수 (Channel numbering)
0부터 26으로 구별된 총 27개의 채널은 각 채널 페이지마다 사용 가능하다.
채널 페이지 0에는 0부터 26까지의 번호가 부여된 27개의 채널이 세 주파수 대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16개의 채널이 2450 MHz 대역에서 사용 가능하고 915 MHz 대역에서 10개, 868
MHz에서 1개의 채널이 사용 가능하다. 채널 페이지는 2003년도 표준안에서 정의된 채널을
의미한다. 이러한 채널의 중앙 주파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Fc = 868.3 in megahertz, for k = 0
Fc = 906 + 2(k - 1) in megahertz, for k = 1, 2, ...,10

Fc = 2045 + 5(k - 11) in megahertz, for k = 11,12, ..., 26
( k 는 채널 수)

채널 페이지 1과 2에서는 0부터 10까지의 번호가 부여된 11개의 채널이 868/915 MHz ASK 와
O-QPSK PHY에서 각 2개의 주파수 대역이 사용 가능하다. 10개의 채널은 915 MHz 대역에서,
나머지 1개는 868 MHz 대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러한 채널의 중앙 주파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Fc = 868.3 in megahertz, for k = 0
Fc = 906 + 2(k - 1) in megahertz, for k = 1, 2, ...,10
( k 는 채널 수)

-4-

TTAS.IE-802.15.4-2006-part3

정보통신단체표준
제공된 PHY에서 컴플라이언트 디바이스는 디바이스가 작동하는 지역에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모든 채널을 지지한다.

6.1.2.2 채널 페이지 (Channel pages)
총 32개의 채널 페이지 중 3에서 31까지의 채널 페이지가 사용가능하고 나머지는 앞으로의
사용자들을 위한 것이다. phyPagesSupported PHY PIB(PAN information base) 속성은 현재
쓰여지고 있는 PHY에 의해서 제공되어진 채널 페이지를 확인하는 반면 phyCurrentPage PHY
PIB는 현재 사용되는 채널 페이지를 확인한다. PHY PIB 속성은 6.4.2절에 기술되었다.
<표 2> 에서는 채널 페이지와 연관된 채널 수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표 2> 채널페이지와 채널 넘버

예를 들어, 채널 페이지 2 의 채널 4 비트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0 0 0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10 0 0 0
6.1.3 LIFS와 SIFS의 최소 기간 (Minimum long interframe spacing (LIFS) and short interframe
spacing (SIFS) periods)
<표 3>은 각각의 PHY에서 최소 LIFS와 SIFS 주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68)에서는 LIFS와
SIFS의 설명과 사용에 대해 보여준다(7.5.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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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LIFS와 SIFS의 최소 기간

6.1.4 RF 전력 측정 (RF power measurement)
다른 언급이 없으면, 송신 또는 수신 관계없이 모든 RF 전력은 적절한 송수신과 안테나
연결소자(connector)에서 측정된다. 측정값은 안테나 연결소자와 임피던스 매칭이 되있거나 안된
장비로 측정될 수 있다. 안테나 연결소자가 없는 소자의 측정치는 EIRP(Effective Isotropic
Radiated Power)값으로 해석될 수 있다(즉, 0dBi gain antenna). 그리고 모든 방사측정치는
구현할 때 안테나 이득을 보상할 수 있도록 보정될 수 있다.

6.1.5 전송 전력 (Transmit power)
최고 전송 파워는 지역적인 규제에 따라야 한다. 규제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Annex F에
참조되었다. 컴플라이언트 디바이스는 PHY 파라미터(phyTransmitPower)에 의해 표시된 전송
파워 레벨을 갖는다(6.4 참조).

6.1.6 OOB 위조 방사 (Out-of-band spurious emission)
OOB(Out Of Band) 위조 방사는 지역적인 규제에 따라야 한다. OOB 방사의 제한에 따르는 추가
정보는 Annex F에 추가 되었다.

6.1.7 수신기 감도 정의 (Receiver sensitivity definitions)
수신기 감도의 정의는 표준안의 <표 4>에 정의된 바와 같이 사용하였다.

<표 4> 수신기 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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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 서비스 규격 (PHY service specifications)
PHY는 RF 펌웨어와 RF 하드웨어를 통해서 MAC 부계층과 물리적 무선 채널 사이에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PHY는 개념적으로 PLME라 불리는 관리 요소를 포함한다. 이 요소는
계층 관리 기능을 통한 계층 관리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PLME는 또한 PHY에 적당한
관리 대상의 데이터베이스 유지를 책임진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PHY PAN 정보 베이스로서
참조되었다.
(그림 15)는 PHY의 구성요소와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그림 15) PHY 참조 모델

PHY는 두 개의 서비스 액세스 포인트(SAP : Service Access Point)를 통하여 액세스된 두 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중 첫번째는 PHY 데이터 SAP를 통하여 액세스되는 PHY 데이터
서비스이고 두번째는 PLME SAP를 통하여 액세스되는 PHY 관리 서비스이다.

6.2.1 PHY 데이터 서비스 (PHY data service)
PD-SAP는 MAC 부계층 요소들 사이에서 MPDU의 전송을 제공한다. <표 5>의 프리미티브의
리스트는 PD-SAP에 의해서 제공되었다. 이러한 프리미티브는 표에서 쓰여진 절에 기술되었다

<표 5> PD-SAP 프리미티브

6.2.1.1 PD-DATA.request
PD-DATA.request 프리미티브는 MAC 부계층으로부터 국부적 PHY 요소로 MPDU의 전송을
호출한다.

6.2.1.1.1 서비스 프리미티브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PD-DATA.request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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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DATA.request

(
psduLength
psdu
)

<표 6> 은 PD-DATA.request 프리미티브를 위한 파라미터를 명시하였다.

<표 6> PD-DATA.request 계수

6.2.1.1.2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PD-DATA.request 프리미티브는 국부 MAC 부계층 요소에 의해서 발생되고 MPDU의 전송을
호출하는 PHY 요소가 발행된다.

6.2.1.1.3 수신 결과 (Effect on receipt)
PHY 요소에 의한 PD-DATA.request 프리미티브의 수신은 공급된 PSDU의 전송 동기가 될
것이다. 트랜스미터의 작동(TX_ON 상태)이 제공되었을 때, PHY는 우선 공급된 PSDU를 포함하는
PPDU를 구성하고 그 후에 PPDU를 전송한다. PHY 요소의 전송이 완결될 때 SUCCESS 상태의
PD-DATA.confirm 프리미티브가 발생될 것이다.
만약 리시버가 작동될(RX_ON 상태) 때 PD-DATA.request 프리미티브가 수신된다면 PHY 요소는
PSDU를

버리고

RX_ON

상태의

PD-DATA.confirm

프리미티브를

발행할

것이다.

그리고

트랜시버가 작동이 되지 않을(TRX_OFF 상태) 때, PD-DATA.request 프리미티브가 수신된다면
PHY 요소는 PSDU를 버리고 TRX_OFF 상태의 PD-DATA.confirm 프리미티브를 발행할 것이다.
또한 트랜시버가 이미 송신중일(BUSY_TX 상태) 때 PD-DATA.request 프리미티브가 수신된다면
PHY 요소는 PSDU를 버리고 BUSY_TX 상태의 PD-DATA.confirm 프리미티브를 발행할 것이다.

6.2.1.2 PD-DATA.confirm
PD-DA TA.confirm 프리미티브는 국부 PHY 요소에서 동등 PHY 요소로 MPDU 전송의 종결을
승인한다

6.2.1.2.1 서비스 프리미티브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PD-DA TA.confirm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PD-DATA.confirm

(
stat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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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는 PD-DA TA.confirm 프리미티브를 위한 파라미터를 명시하였다.

<표 7> PD-DATA.confirm 계수

6.2.1.2.2 발생 (When generated)
PD-DA TA.confirm 프리미티브는 PHY 요소에 의해서 발생되고 PD-DATA.request 프리미티브가
응답할 때 MAC 부계층에서 발행되고 성공적인 전송의 호출을 나타내는 SUCCESS 또는
RX_ON와 TRX_OFF의 에러 코드 또는 BUSY_TX의 상태를 리턴한다. 그 이유는 6.2.1.1.3 에
명시되었다.

6.2.1.2.3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PD-DA TA.confirm 프리미티브의 수신 시 MAC 부계층 요소는 전송 요청의 결과를 알려준다.
만약 전송 시도가 성공되었다면 파라미터의 상태는 SUCCESS로 된다. 그렇지 않다면 파라미터는
에러를 나타낼 것이다.

6.2.1.3 PD-DATA.indication
PD-DATA indication 프리미티브는 PHY에서 국부 MAC 부계층 요소로 MPDU의 전송을 나타낸다.

6.2.1.3.1 서비스 프리미티브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PD-DATA indication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PD-DATA indication

(
psduLength
psdu,
ppduLinkQuality
)

<표 8> 은 PD-DATA 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위한 파라미터를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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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PD-DATA.indication 계수

6.2.1.3.2 발생 (When generated)
PD-DATA indication 프리미티브는 PHY에 의해서 발생되고 수신된 PSDU를 전송하는 MAC
부계층

요소를

발행한다.

이

프리미티브는

만약

수신된

psduLength

필드가

0

또는

aMaxPHYPacketSize보다 클 경우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6.2.1.3.3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PD-DATA indication 프리미티브의 수신 시 MAC 부계층은 PHY 데이터 서비스를 통과한
MPDU의 도착을 알려준다.

6.2.2 PHY 관리 서비스 (PHY management service)
PLME-SAP는 MLME와 PLME 사이에서 관리 명령의 전송을 승인한다. <표 9> 의 프리미티브의
리스트는 PLME-SAP에 의해서 제공되었다. 이러한 프리미티브는 표에서 쓰여진 절에 기술되었다.

<표 9> PLME-SAP 프리미티브

6.2.2.1 PLME-CCA.request
PLME-CCA.request 프리미티브는 6.9.9 에 정의한 바와 같이 PLME 수행을 호출한다.

6.2.2.1.1 서비스 프리미티브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PLME-CCA.request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PLME-CCA.request

()

PLME-CCA.request 프리미티브와 관련된 파라미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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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1.2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PLME-CCA.request 프리미티브는 MLME에 의해서 발생되고 CSMA-CA 알고리즘이 채널의
평가를 요구할 때 PLME를 발행한다.

6.2.2.1.3 수신 결과 (Effect on receipt)
만약 리시버가 PLME-CCA.request 프리미티브의 수신 시 작동한다면 PLME는 CCA를 수행하는
PHY의 원인이 될 것이다. PHY가 CCA를 전부 갖추고 있을 때 PLME는 CCA의 결과에 따른
BUSY 또는 IDLE의 상태를 갖는 PLME-CCA.confirm 프리미티브를 발행할 것이다.
만약 PLME-CCA.request 프리미티브가 트랜시버가 작동하지 않을 때(TRX_OFF 상태) 수신되거나
또는 트랜스미터가 작동될 때(TX_ON 상태), PLME는 각각 TRX_OFF 또는 BUSY 상태의 PLMECCA.confirm 프리미티브를 발행할 것이다.

6.2.2.2 PLME-CCA.confirm
PLME-CCA.confirm 프리미티브는 6.9.9 에 정의한 바와 같이 CCA의 결과를 보고한다.

6.2.2.2.1 서비스 프리미티브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PLME-CCA.confirm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PLME-CCA.confirm

(
status
)

<표 10> 은 PLME-CCA.confirm 프리미티브를 위한 파라미터를 명시하였다.

<표 10> PLME-CCA.confirm 계수

6.2.2.2.2 발생 (When generated)
PLME-CCA.confirm 프리미티브는 PLME에 의해서 발생되고 PLME-CCA.request 프리미티브의
응답 시 MLME를 발행한다. PLME-CCA.confirm 프리미티브는 성공적인 CCA를 나타내는 BUSY
또는 IDLE의 상태나 TRX_OFF의 에러 코드를 리턴한다. 이러한 상황 결과에 대한 이유는
6.2.2.1.3 에 명시되었다.

6.2.2.2.3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PLME-CCA.confirm 프리미티브의 수신 시 MLME는 CCA의 결과를 알린다. 만약 CCA의 시도가
성공적이었다면 상황 파라미터는 BUSY 또는 IDLE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상황 파라미터는
에러를 나타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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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3 PLME-ED.request
PLME-ED.request 프리미티브는 PLME가 ED 측정의 수행을 호출한다(6.9.7 참조).

6.2.2.3.1 서비스 프리미티브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PLME-ED.request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PLME-ED.request

()

PLME-ED.request 프리미티브와 관련된 파라미터는 없다.

6.2.2.3.2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PLME-ED.request 프리미티브는

MLME에

의해서

발생되고

ED 측정을

호출하는

PLME를

발행한다.

6.2.2.3.3 수신 결과 (Effect on receipt)
만약

리시버가 PLME-ED.request 프리미티브의 수신

시 작동한다면

PLME는 ED 측정을

수행하는 PHY의 원인이 될 것이다. PHY가 ED 측정을 모두 갖출 때 PLME는 SUCCESS 상태의
PLME-ED.confirm 프리미티브를 발행할 것이다.
만약 PLME-ED.request 프리미티브가 트랜시버가 작동하지 않을 때(TRX_OFF 상태) 수신되거나
트랜스미터가 작동 중이라면 PLME는 각각 TRX_OFF 또는 TX_ON 상태의 PLME.confirm
프리미티브를 발행할 것이다.

6.2.2.4 PLME-ED.confirm
PLME-ED.confirm 프리미티브는 6.9.7 에 정의한 바와 같이 ED 측정의 결과를 보고한다.

6.2.2.4.1 서비스 프리미티브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PLME-ED.confirm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PLME-ED.confirm

(
status
EnergyLevel
)

<표 11> 은 PLME-ED.confirm 프리미티브를 위한 파라미터를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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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PLME-ED.confirm 계수

6.2.2.4.2 발생 (When generated)
PLME-ED.confirm 프리미티브는 PLME에 의해서 발생되고 PLME-ED.request 프리미티브 응답
시

MLME를

발행한다.

PLME-ED.confirm

프리미티브는

성공적인

ED

측정을

나타낼

때

SUCCESS의 상태나 TRX_OFF 또는 TX_ON의 에러 코드를 리턴한다. 그 이유는 6.2.2.3.3에
나타내었다.

6.2.2.4.3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PLME-ED.confirm 프리미티브의 수신 시 MLME는 ED 측정의 결과를 나타낸다. 만약 ED 측정
시도가 성공적이라면 상태 파라미터는 SUCCESS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에러를 나타낼
것이다.

6.2.2.5 PLME-GET.request
PLME-GET.request 프리미티브는 주어진 PHY PIB 속성에 대한 정보를 호출한다.

6.2.2.5.1 서비스 프리미티브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PLME-GET.request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PLME-GET.request

(
PIBAttribute
)

<표 12> 은 PLME-GET.request 프리미티브를 위한 파라미터를 명시하였다.

<표 12> PLME-GET.request 계수

6.2.2.5.2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PLME-GET.request 프리미티브는 MLME에 의해서 발생되고 PHY PIB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PLME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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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5.3 수신 결과 (Effect on receipt)
PLME-GET.request 프리미티브의 수신 시 PLME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요청된 PHY PIB 속성
회수를 시도할 것이다. 만약 PIB 속성의 식별자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을 수 없다면 PLME는
UNSUPPORTED_ATTRIBUTE 상태의 PLME-GET.confirm 프리미티브를 발행할 것이다.
만약 요청된 PHY PIB 속성이 성공적으로 회수되었다면 PLME는 SUCCESS 상태의 PLMEGET.confirm 프리미티브를 발행할 것이다.

6.2.2.6 PLME-GET.confirm
PLME-GET.confirm 프리미티브는 PHY PIB로부터 요구하는 정보의 결과를 보고한다.

6.2.2.6.1 서비스 프리미티브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PLME-GET.confirm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PLME-GET.confirm

(
status,
PIBAttribute,
PIBAttributeValue
)

<표 13> 은 PLME-GET.confirm 프리미티브를 위한 파라미터를 명시하였다.

<표 13> PLME-GET.confirm 계수

6.2.2.6.2 발생 (When generated)
PLME-GET.confirm 프리미티브는 PLME에 의해서 발생되고 PLME-GET.request 프리미티브 응답
시 MLME를 발행한다. PLME-GET.confirm 프리미티브는 PHY PIB 판독 호출이 성공적일 경우
SUCCESS 상태나 UNSUPPORTED_ATTRIBUTE의 에러 코드를 리턴한다. 그 이유는 6.2.2.5.3 에
나타내었다.

6.2.2.6.3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PLME-GET.confirm 프리미티브의 수신 시 MLME는 PHY PIB 속성 판독 호출의 결과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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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PHY PIB 속성 판독 호출이 성공적이었다면 상태 파라미터는 SUCCESS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에러를 나타낼 것이다.

6.2.2.7 PLME-SET-TRX-STATE.request
PLME-SET-TRX-STATE.request 프리미티브는 트랜시버의 내부 조작 상태가 변하는 PHY 요소를
호출한다. 트랜시버는 세 가지의 메인 형태를 갖을 것이다.

— Transceiver disabled (TRX_OFF).
— Transmitter enabled (TX_ON).
— Receiver enabled (RX_ON).

6.2.2.7.1 서비스 프리미티브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PLME-SET-TRX-STATE.request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PLME-SET-TRX-STATE.request

(
state
)

<표 14> 는 PLME-SET-TRX-STATE.request 프리미티브를 위한 파라미터를 명시하였다.

<표 14> PLME-SET-TRX-STATE.request 계수

6.2.2.7.2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PLME-SET-TRX-STATE.request 프리미티브는 MLME에 의해서 발생되고 리시버의 현재 조작
상태에 변화가 필요할 때 PLME를 발행한다.

6.2.2.7.3 수신 결과 (Effect on receipt)
PLME-SET-TRX-STATE.request 프리미티브의 수신 시 PLME는 PHY가 요청된 상태로 변화하는
원인이 되고 만약 상태 변화가 인정되면 PHY는 SUCCESS의 상태를 갖는 PLME-SET-TRXSTATE.confirm 프리미티브를 발행할 것이다. 만약 이 프리미티브가 이미 구성된 트랜시버 상태를
호출한다면 PHY는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PLME-SET-TRX-STATE.confirm 프리미티브를 발행할
것이다.

6.2.2.8 PLME-SET-TRX-STATE.confirm
PLME-SET-TRX-STATE.confirm 프리미티브는 트랜시버의 내부 조작 상태 변화 호출의 결과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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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8.1 서비스 프리미티브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PLME-SET-TRX-STATE.confirm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PLME-SET-TRX-STATE.confirm

(
status
)

<표 15> 은 PLME-SET-TRX-STATE.confirm 프리미티브를 위한 파라미터를 명시하였다.

<표 15> PLME-SET-TRX-STATE.confirm 계수

6.2.2.8.2 발생 (When generated)
PLME-SET-TRX-STATE.confirm 프리미티브는 PLME에 의해서 발생하고 트랜시버의 내부 조작
상태 변화 시도 후에 MLME를 발행한다.

6.2.2.8.3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PLME-SET-TRX-STATE.confirm 프리미티브의 수신 시 MLME는 트랜시버의 내부 조작 상태
변화 호출의 결과를 알려준다. SUCCESS의 상태 값은 트랜시버의 내부 조작을 받아들였음을
나타내고 RX_ON, TRX_OFF 또는 TX_ON의 상태 값은 트랜시버가 이미 내부 조작 상태 호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6.2.2.9 PLME-SET.request
The PLME-SET.request 프리미티브는 지정된 PHY PIB 속성에 주어진 값이 설정되도록 시도한다.

6.2.2.9.1 서비스 프리미티브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PLME-SET.request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PLME-SET.request

(
PIBAttribute
PIBAttributeValue
)

<표 16> 는 PLME-SET.request 프리미티브를 위한 파라미터를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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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PLME-SET.request 계수

6.2.2.9.2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PLME-SET.request 프리미티브는 MLME에 의해서 발생되고 지정된 PHY PIB 속성을 쓰도록 자기
PLME가 인가된다.

6.2.2.9.3 수신 결과 (Effect on receipt)
PLME-SET.request 프리미티브 수신 시 PLME는 데이터베이스에서 PHY PIB 속성을 나타낸 값을
기록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PIB 속성 파라미터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을 수 없는 특성을
부여한다면
발행할

PLME는

것이며

UNSUPPORTED_ATTRIBUTE

주어진

특성이

유효

상태의

범위를

PLME-SET.confirm

벗어나는

값을

프리미티브를

부여한다면

PLME는

INVALID_PARAMETER 상태의 PLME-SET.confirm 프리미티브를 발행할 것이다.
만약 호출된 PHY PIB 속성이 성곡적으로 기록되었다면 PLME는 SUCCESS 상태의 PLMESET.confirm 프리미티브를 발행할 것이다.

6.2.2.10 PLME-SET.confirm
PLME-SET.confirm 프리미티브는 PIB 속성 배치를 위한 시도의 결과를 보고한다.

6.2.2.10.1 서비스 프리미티브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PLME-SET.confirm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PLME-SET.confirm

(
status,
PIBAttribute
)

<표 17> 은 PLME-SET.confirm 프리미티브를 위한 파라미터를 명시하였다.

<표 17> PLME-SET.confirm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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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10.2 발생 (When generated)
PLME-SET.confirm 프리미티브는 PLME에 의해서 발생되고 PLME-SET.request 프리미티브의
응답 시 MLME를 발행한다. PLME-SET.confirm 프리미티브는 PHY PIB 속성을 나타내기 위한
쓰여진

호출

값을

나타내는

SUCCESS

또는

에러코드인

UNSUPPORTED_ATTRIBUTE,

INVALID_PARAMETER 또는 READ_ONLY의 상태를 리턴할 것이다. 그 이유는 6.2.2.9.3에
설명하였다.

6.2.2.10.3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PLME-SET.confirm 프리미티브 수신 시 MLME는 PHY PIB 속성 값 배치를 위한 호출의 결과를
나타낸다. 만약 호출된 값이 PHY PIB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 기록되었다면 상태 파라미터는
SUCCESS를 배치할 것이다. 다른 경우에 상태 파라미터는 에러를 나타낼 것이다.

6.2.3 PHY 목록 (PHY enumerations description)
<표 18> 은 PHY 사항에서 정의된 PHY 파라미터 값을 설명하고 있다.
<표 18> PHY 목록

PPDU 포맷 (PPDU format)
이번 절에서는 PPDU 패킷의 포맷에 대해서 설명한다.
편의를 위해 PPDU 패킷 구조는 이번 표준에서 쓰여진 바와 같이 가장 왼쪽 필드가 첫번째로
송수신 되기 위해 제공되었다. 모든 다중 옥텟 필드는 최하위 옥텟(LSO : Leas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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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et)을 첫번째로 송수신하고 각각의 옥텟은 최하위 비트(LSB : Least Significant Bit)를 처음으로
송수신 할 것이다. 같은 전송 순서는 PHY와 MAC 하부계층 사이에서 전송되어진 데이터 필드로
적용되어야 한다.
각각의 PPDU 패킷은 다음과 같은 기본 구성요소로 구성되어있다.

— A SHR(Synchronization header), which allows a receiving device to synchronize and lock
onto the bit stream.
— A PHR(PHY header), which contains frame length information.
— A variable length payload, which carries the MAC sublayer frame.

PPDU 패킷 구성은 (그림 16)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림 16) PPDU 구성

6.3.1 프리앰블 필드 (Preamble field)
프리앰블 필드는 들어오는 메시지를 포함하는 칩과 심볼을 갖는 트랜시버에 의해서 사용된다.
서로 다른 PHY의 프리앰블 길이는 <표 19> 에서 보여주고 있다.
ASK의 프리엠블이 특수 심볼을 사용하여 정의되는 것과 같이, ASK의 프리엠블 길이는 등가 옥텟
time으로 표현된다.
ASK PHY를 제외한 모든 PHY에서 프리앰블 필드의 비트는 바이너리 제로이다. ASK 프리앰블의
구성은 6.7.4.1에 설명되었다.

<표 19> - 프리앰블 필드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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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SFD 필드 (SFD field)
SFD는 SHR의 끝과 패킷 데이터의 시작을 나타내는 필드이다. 서로 다른 PHY의 SFD 길이는
<표 20> 에서 정의한다.

<표 20> SFD 필드 길이

ASK PHY를 제외한 모든 PHY의 SFD는 8 비트 필드다. ASK PHY에서 SFD는 스페셜 심볼을
사용하여 정의되고 SFD 길이는 동등한 옥텟 times 표현된다. ASK PHY를 제외한 모든 PHY의
SFD는 (그림 17)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형성되어야 한다. ASK PHY의 SFD는 6.7.4.2 에
정의되었다.

(그림 17) SFD 필드 구성

6.3.3 프레임 길이 필드 (Frame Length field)
프레임 길이 필드는 7비트이고 PSDU (i.e., PHY 페이로드)에 포함된 옥텟의 총 수를 명시하며
0과 aMaxPHYPacketSize사이의 값을 갖는다. <표 21>은 페이로드의 종류를 프레임 길이 값과
비교하여 요약하였다.

<표 21> 프레임 길이 값

6.3.4 PSDU 필드 (PSDU field)
PSDU 필드는 다양한 길이를 갖으며 PHY 패킷의 데이터를 운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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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 상수와 PIB 속성 (PHY constants and PIB attributes)
이 절에서는 PHY에 의해서 요구되어진 상수와 속성을 명시하였다.

6.4.1 PHY 상수 (PHY constants)
PHY의 특징을 정의하는 상수들은 <표 22> 에서 명시되었다. 이 상수들은 하드웨어에 의해
좌우되며 작업을 하는 동안은 변지 않는다.

<표 22> PHY 상수

6.4.2 PHY PIB 속성 (PHY PIB attributes)
PHY PIB는 디바이스의 PHY 관리가 요구되는 속성들로 구성된다. PHY PIB에 포함된 속성은 <표
23> 에서 보여주고 있고 칼표가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속성은 PLME-GET.request 프리미티브를
사용하는 다음 상위 계층에 의해서 읽을 수 있는 read-only 속성이고,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속성은 읽을 수만 있는 속성을 가진 특수 비트를 가지고 있다(즉, PHY 만이 이 속성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속성은 다음 상위층에서 PLME-GET.request 프리미티브를 사용하여 읽을 수 있다.
다른

비트는

다음

상위층에서

PLME-GET.request

프리미티브

또는

PLME-SET.request

프리미티브를 사용하여 읽거나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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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PHY PIB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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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 MHz PHY 규격 (2450 MHz PHY specifications)
6.5.1 데이터 속도 (Data rate)
IEEE 802.15.4(2450 MHz) PHY의 데이터 속도는 250 kb/s이다.

6.5.2 변조와 확산 (Modulation and spreading)
2450 MHz PHY는 16-ary quasi-직교 변조 방식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데이터 심볼 기간 동안
4개의 정보 비트는 16개의 거의 직교인 의사 난수 잡음(PN : Pseudo-random Noise)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된다. 성공적인 데이터 심볼을 위해서 PN 시퀀스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칩
시퀀스의 집합은 O-QPSK(Offset Quadrature Phase-Shift Keying)를 사용하는 반송파에서
변조된다.

6.5.2.1 변조기 다이어그램 (Reference modulator diagram)
(그림 18) 에서 블록다이어그램은 2450 MHz PHY 변조와 확산 함수의 명시를 위한 참고로서
제공되었다. 각 블록에서의 숫자는 기능을 설명하는 절을 의미한다.

(그림 18)

변조와 확산의 함수

6.5.2.2 비트투심볼 사상 (Bit-to-symbol mapping)
PPDU에 있는 모든 바이너리 데이터는 (그림 18)에서 보여준 변조와 확산 기능을 사용하여
기록될 것이다. 이 절에서는 어떻게 binary 정보가 데이터 심볼에서 사상되는지 설명한다.

각 옥텟의 4 LSBs (b0, b1, b2, b3)는 한 개의 데이터 심볼에 사상하고 4 MSBs (b4, b5, b6, b7)는
다음 데이터 심볼에 사상할 것이다. PPDU의 각 옥텟은 변조와 확산 함수에 통하여 프리앰블
필드의 시작과 PSDU의 마지막 옥텟의 끝에서 연속적으로 처리된다.

6.5.2.3 심볼투칩 사상 (Symbol-to-chip mapping)
각 데이터 심볼은 <표 24> 에 명시된 바와 같이 32-칩 PN 시퀀스에서 사상 되어지며 각 PN
시퀀스는 주기적인 교체 또는 변화를 통하여 각각 연결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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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심볼투칩 사상

6.5.2.4 O-QPSK 변조 (O-QPSK modulation)
각 데이터 심볼을 나타내는 칩 시퀀스는 하프 사인 펄스 모양을 갖는 O-QPSK를 사용한
반송파에서 변조되었다. 우 지수(Even-indexed) 칩은 동 위상 반송파에서 변조되고 기 지수 칩은
직각 위상 반송파에서 변조된다. 각 데이터 심볼은 32-칩 시퀀스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칩
속도(명목상 2.0 Mchip/s)은 심볼 속도의 32배이다. 동 위상과 직각 위상 칩 변조 사이에서의
오프셋을 형성하기 위하여 직각 위상 칩은 Tc의 칩 속도가 반대 일 때의 동 위상 칩을 고려하여
Tc에 의해서 지연될 것이다.(그림 19 참조)

(그림 19)

O-QPSK 칩 오프셋

6.5.2.5 펄스 형상 (Pulse shape)
하프 사인 펄스 형상은 식 (1)에 의해 표현된 기저대역 칩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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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은 하프 사인 펄스 형상인 샘플 기저대역 칩 시퀀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0)

펄스 형상 베이스밴드 칩 서열 샘플

6.5.2.6 칩 전송 순서 (Chip transmission order)
각 심볼 기간 동안 최하위 칩(c0)은 첫번째로 전송되고 최상위 칩(c31)은 마지막에 전송된다.
6.5.3 2450 MHz 대역 무선 규격 (2450 MHz band radio specification)

6.5.3.1 전송 PSD 마스크 (Transmit power spectral density (PSD) mask)
전송된 스펙트럼 products는 <표 25>에 명시된 한계보다 적은 값을 갖는다. 상대적 한계와
절대적 한계 모두 평균 스펙트럼 파워는 100 kHz의 분해능 대역폭을 사용하여 측정된다. 상대적
한계에서 참조 레벨은 ± 1 MHz 내외의 반송파 주파수가 측정된 최고 평균 스펙트럼 파워가 된다.

<표 25> 전송 PSD 한계

6.5.3.2 심볼 속도 (Symbol rate)
2450 MHz PHY 심볼 속도는 62.5 ksymbol/s ± 40 ppm이다.

6.5.3.3 수신기 감도 (Receiver sensitivity)
6.1.7 에 명시된 조건하에서 컴플라이언트 디바이스는 -85 dBm 또는 이보다 더 나은 감도를
갖는다.

6.5.3.4 수신기 방해 전파 (Receiver jamming resistance)
최소 방해전파 저항 레벨은 <표 26> 에 명시하였다. 인접 채널은 요구된 채널의 주파수에 가장
가까운 채널의 양 사이드이며 교대 채널은 인접 채널에서 하나가 제거된 채널이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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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 채널이 13이라면 채널 12와 14는 인접 채널이고 채널 11과 채널 15는 교대 채널이다.

<표 26> 2450 MHz PHY의 최소 수신기 방해전파 필요 조건

인접 채널 제거는 다음과 같이 측정 된다. 요구된 신호는 의사 임의 데이터의 컴플라이언트 2450
MHz IEEE 802.15.4 O-QPSK PHY 신호가 되고 요구된 신호는 6.5.3.3 에서 주어진 수신기
감도가 허락하는 최대보다 3 dB 낮은 레벨에서의 수신기에 입력된다.
인접 또는 교대 채널에서 IEEE 802.15.4 신호는 <표 26>에 명시된 상대적인 레벨에서 입력된다.
테스트는 한번에 오직 하나의 간섭신호로 수행된다.

- 26 -

TTAS.IE-802.15.4-2006-part3

정보통신단체표준

868/915 MHz 대역 BPSK PHY 규격 (868/915 MHz band binary phase-shift
keying (BPSK) PHY specifications)
6.6.1 868/915 MHz 대역 데이터 속도 (868/915 MHz band data rates)
868/915 MHz 대역 BPSK PHY의 데이터율은 868 MHz 대역에서 작업할 때 20 kb/s, 915 MHz
대역에서 작업할 때 40 kb/s가 되어야 한다.

6.6.2 변조와 확산 (Modulation and spreading)
868/915 MHz BPSK PHY는 칩 변조를 사용하는 BPSK(Binary Phase-Shift Keying)와 데이터 심볼
부호화를 사용하는 차분(differential) 부호화를 포함하는 직접 시퀀스 확산 스펙트럼(DSSS :
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을 사용한다.

6.6.2.1 변조기 다이어그램 (Reference modulator diagram)
(그림 21)에서 블록다이어그램은 868/915 MHz 대역 BPSK PHY의 변조와 확산 함수를 명시하기
위하여 제공되었다. 각 블록에서의 숫자는 기능을 설명하는 절을 의미한다. PPDU에서 각 비트는
차분 부호화와 octet-wise order에서 비트에서 칩으로의 사상과 변조 기능을 통하여 처리되며
프리앰블 필드에서 시작되고 PSDU의 마지막 옥텟에서 끝난다. 각각의 옥텟 사이에서 LSB(b0)는
처음으로 처리되고 MSB(b7)은 마지막으로 처리된다.

(그림 21) - 변조와 확산 함수

6.6.2.2 차분 부호화 (Differential encoding)
차분 부호화는 전 코딩된 비트와 입력 데이터와 modulo-2 덧셈으로 생성된다. 이것은 송신기에
의해서 수행되며 Equation (2)로 표현된다.

E n = Rn Å E n -1

(2)

여기서

R n 는 부화화될 데이터,
E n 차분 부호화된 비트
E n-1 이전에 차분 부호화된 비트.
전송된 각 패킷에서 R1은 부호화된 첫번째 원래 데이터 비트이고 E0는 0으로 가정한다. 거꾸로
수신기에서 수행된 복호화 처리는 Equation (3)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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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 E n Å E n -1

(3)

수신된 각 패킷에서 E1은 복호화된 첫번째 비트이고 E0는 0으로 가정한다.
6.6.2.3비트투칩 사상( Bit-to-chip mapping)
각각의 입력 비트는 <표 27> 에 명시된 바와 같이 15-칩 PN 시퀀스로 사상될 것이다.

<표 18> 심볼투칩 사상

6.6.2.4 BPSK 변조 (BPSK modulation)
칩 시퀀스는 올림 코사인 펄스 모양(raised cosine pulse shaping)(롤오프 인수=1)을

갖는

BPSK를 사용하여 반송파로 변조된다. 칩 속도는 868 MHz 대역폭에서 300 kchip/s이고 915 MHz
대역폭에서는 600 kchip/s이다.

6.6.2.4.1 펄스 형상 (Pulse shape)
각 기저대역의 칩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올림 코사인 펄스 모양(raised cosine pulse
shape)(롤오프 인수=1)은 (4)처럼 표현된다.

æ sin( pt / Tc ) cos(pt / Tc ö
÷
p(t ) = çç
2
2 ÷
t
/
T
p
1
(
4
t
/
T
)
c
c
è
ø

(4)

6.6.2.4.2 칩 전송 순서 (Chip transmission order)
각 심볼 기간 동안 최하위 칩(c0)은 처음으로 전송되고 최상위 칩(c15)는 마지막에 전송된다.

6.6.3 868/915 MHz 대역 무선 규격 (868/915 MHz band radio specification)
6.6.3.1 작동 주파수 범위 (Operating frequency range)
868/915 MHz BPSK PHY는 868.0-868.6 MHz 주파수 대역과 902-928 MHz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된다.

6.6.3.2 915 MHz 대역 전송 PSD 마스크 (915 MHz band transmit PSD mask)
전송된 스펙트럼 products는 <표 28> 에 명시된 한계보다 적은 값을 갖는다. 상대적 한계와
절대적 한계 모두 평균 스펙트럼 파워는 100 kHz의 분해능 대역폭을 사용하여 측정된다. 상대적
한계에서 참조 레벨은 ± 600 kHz 내외의 반송파 주파수가 측정된 최고 평균 스펙트럼 파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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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표 19> 915 MHz 대역 전송 PSD 한계

6.6.3.3 심볼 속도 (Symbol rate)
이번 표준안을 충족하는 868/915 MHz BPSK PHY의 심볼 속도는 ± 40 ppm을 갖고 868 MHz
대역에서 동작할 때 20ksymbol/s이고 915 MHz 대역에서 동작할 때 40 ksymbol/s이다.

6.6.3.4 수신기 감도 (Receiver sensitivity)
6.1.7 에 명시된 조건하에서 컴플라이언트 디바이스는 -92 dBm 또는 이보다 더 나은 감도를
갖는다.

6.6.3.5 수신기 방해 전파 (Receiver jamming resistance)
이번 절은 오직 902-928 MHz 대역에서 적용가능 하고 868.0-868.6 MHz 대역에서 가능한 오직
한 채널이 있다.
최소 방해전파 저항 레벨은 <표 29> 에 명시하였다. 인접 채널은 요구된 채널의 주파수에 가장
가까운 채널의 양 사이드이며 교대 채널은 인접 채널에서 하나가 제거된 채널이다. 예를 들어
요구된 채널이 5라면 채널 4와 채널 6은 인접 채널이고 채널 3과 채널 7은 교대 채널이다.

<표 20> 915MHz PHY의 최소 수신기 방해 전파 필요 조건

인접채널 제거는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요구된 신호는 의사 임의 데이터의 컴플라이언트 915
MHz IEEE 802.15.4 BPSK PHY 신호가 되고 요구된 신호는 6.6.3.4에서 주어진 수신기 감도가
허락하는 최대보다 3dB 낮은 레벨에서의 수신기에 입력된다.
인접 또는 교대 채널에서 IEEE 802.15.4 신호는 <표 29> 에 명시된 상대적인 레벨에서 입력된다.
테스트는 한번에 오직 하나의 간섭신호로 수행된다. 수신기는 이러한 조건 하에서 6.1.7 에
정의된 에러율 기준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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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915 MHz 대역 ASK PHY 규격 (868/915 MHz band (optional) amplitude
shift keying (ASK) PHY specifications)

6.7.1 868/915 MHz 대역 데이터 속도 (868/915 MHz band data rates)
ASK PHY의 데이터율은 868 MHz 대역과 915 MHz 대역에서 작동 시 250 kb/s 이 되어야 하고
ASK PHY는 868/915 MHz 대역에서 의무적이지는 않다. 만약 ASK PHY가 868/915 MHz에서
사용된다면 같은 디바이스는 868/915 MHz PHY를 사용하는 신호화가 가능하다.

6.7.2 변조와 확산 (Modulation and spreading)
ASK PHY는 일반적으로 OCDM(orthogonal code division multiplexing)으로 알려진 PSS(parallel
sequence spread spectrum)으로 불리는 멀티 코드 변조 테크닉을 사용한다. 매 데이터 심볼
기간마다 868 MHz 에서 20 정보 비트와 915 MHz 에서 5 정보 비트는 각각 20과 5 에서 거의
직교 PN 시퀀스로 따로따로 변조된다. 868 MHz의 20, 915 MHz의 5 PN 시퀀스는 선형적으로
멀티 레벨 32-칩 심볼을 만들고 이는 868 MHz의 64-하프칩과 915 MHz의 다중 레벨 35-칩과
같다. 심플 precoding이 매 심볼마다 실행되고, 그 결과 868 MHz의 멀티 레벨 64-하프칩과 915
MHz의 다중 레벨 35-칩은 ASK를 사용하는 반송파에서 변조된다

6.7.2.1 변조기 다이어그램 (Reference modulator diagram)
(그림 22)의 블록 다이어그램은 PSSS 변조와 확산 함수를 명시하기 위한 참조로서 제공되었다.
각 블록의 숫자들은 기능을 설명한 절을 의미한다.

(그림 22)

변조와 확산 함수

PPDU의 각 옥텟은 확산과 변조 함수를 통하여 연속적으로 처리된다. (그림 22) 에서 나타내는
것과 같이 동기화 헤더는 BPSK 변조기를 사용하여 암호화 되고 PHY 헤더와 PHY 페이로드는
bit-to-symbol 사상과 symbol-to-chip 사상 그리고 ASK 변조기를 사용하여 처리된다.

6.7.2.2 비트투심볼 사상 (Bit-to-symbol mapping)
PHY 헤더 첫 번째 옥텟의 LSB(b0)와 함께 시작되고 PHY 헤더의 바로 다음 옥텟과 지속되는 868
MHz의 처음 20 비트와 915 MHz의 처음 5 비트는 첫 번째 데이터 심볼에서 사상되어야 한다.
PPDU 끝까지 이어지는 868MHz의 상위 20 비트와 915MHz의 상위 5 비트는, 옥텟의 LSB가
제일 먼저 사상되어가며 PHY 헤더의 모든 옥텟과 페이로드가 심볼들에 사상될 때까지 각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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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심볼에 순차적으로 사상된다. 각 심볼에 LS 칩은 가장 먼저 전송되는 칩이다. 마지막
입력비트 후에는 남은 부분은 심볼을 채우기 위해 0으로 채워진다. 또한, 이 0으로 채워진 비트는
PSSS로 확산되어 최대한 램덤한 특성을 갖도록 부호와 된다.

6.7.2.3 심볼투칩 사상 (Symbol-to-chip mapping)
각각의 데이터 심볼은 이 절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868 MHz의 멀티 레벨 64-half 칩과 915 MHz
멀티 레벨 32 칩으로 사상되어야 한다. (그림 23)은 symble-to-chip 사상의 개요를 제공한다.

(그림 23) - PHY 헤더와 PHY 페이로드의 심볼투칩 사상

데이터 열의 각 비트는 해당되는 868MHz 는 <표 30>에 915MHz는 <표 31>에 정의된 수열과
곱해진다.

PSSS 코드 표는 868MHz 는 20을 915MHz는 5를 택하여, 31 칩 기반 수열을 이

값들 만큼 순환적으로 이동시키고 1비트 순환 확장자를 각 수열에 더함으로써 생성된다.
868MHz PSSS에서는 31 칩 기저 수열이 순환적으로 1.5 칩 이동하여 표에 있는 다음 수열을
만든다. 915MHz PSSS에서는 31 칩 기저 수열이 순환적으로 6 칩 이동하여 표에 있는 다음
수열을 만든다.
데이터 심볼을 구성하는 비트 벡터는 PSSS 코드 표와 곱해진다. 다시 말하면, 비트
번호 “0”과 곱해지며, 비트

b1는 수열 번호 “1”과 곱해진다.

b0는 수열

곱셈하기 앞서서 데이터 비트는

2진 수로, 즉 “1” 은 +1로 “0” 은 -1로 변환된다. 곱셈을 한 결과가 변조된 코드표인데 이는
<표 30>과 <표 31>과 유사하지만 각 행은 데이터비트에 따라 반전또는 비반전 되어었다.
그 결과 변조된 모든 코드표는 선형적으로 더해져 868MH일 경우는 다중 64반칩 심볼 915MH일
경우는 다중 32칩 심볼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각각 변조된 수열로부터 칩 0을 선형적으로
더하면 다중 수열의 칩0이 생성된다.

열에 해당하는 결과는 915MHz에서는 32칩 c0 … c31이고

868MHz에서는 c0에서 c63까지의 64 반칩이다.
다음은 915MHz용 다중 32 칩 심볼과 868MHz용 다중 64 반칩 심볼에 프리코딩이 수행된다. 이
프리코딩은 심볼과 심볼사이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며 두 단계로 구성된다. 첫 단계에서 한
상수가 915MHz용 다중 32 칩 심볼과 868MHz용 다중 64 반칩 심볼에 더해진다. 이 상수는 결과
수열의 최소값과 최대 값이 0을 중심으로 대칭이 되도록 선택되어진다. 원 다중 32칩 심볼
수열을 p(m)을 표시하고 1단계 프리코딩 후 수정된 수열을 p’(m)으로 표시하면 다음(5)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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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m) = p(m) p' ' ( m) =

(Max + Min)
2

p ' ( m)
Max'

Max ' 는 p' (m) 의 최대이다. 6.7.4.3의 예제 참조
915MHz에서 32 다중칩으로 868MHz에서 64 다중반칩으로 프리코딩된 수열은 6.7.2.4절에서
기술된 반송파로 변조된다.

6.7.2.4 ASK 변조 (ASK modulation)
각 데이터 심볼이 나타내는 칩 시퀀스는 루트 올림 코사인 펄스 형상을 갖는 ASK를 사용한
반송파에서 변조된다. 868 MHz의 칩 속도는 800 khalf-chip/s 와 같은 400 kchip/s 이고 915
MHz의 칩 속도는 1600 kchip/s 이다.

6.7.2.4.1 펄스 형상 (Pulse shape)
각각의 기저대역 칩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루트 올림 코사인 펄스 형상은 식 (7)에 의해서
설명된다.

ìì
æ p (r + 1) ö
æ p (r - 1) ö
æ p (r - 1) öü
÷ + p (r - 1) × cosç
÷ - 4r × sin ç
÷ý
ï íp (r + 1) × sin ç
è4 r ø
è4 r ø
è 4 r øþ
ïî
, t = (±Tc /(4r ))
ï
2p Tc
ï
4r
(r - 1)
ï
h(t ) = í
,t = 0
Tc
ï p Tc
ï
cos((1 + r )pt / Tc ) + sin((1 - r )pt / Tc ) /( 4rt / Tc )
, t ¹ 0 and t ¹ (±Tc /(4r ))
ï 4r
p Tc (1 - (4rt / Tc ) 2 )
ï
ïî
868 MHz와 915 MHz의 롤오프 계수 r =0.2 이다. 펄스 형상 필터를 자극하기 위한 펄스는
915/868 MHz의 칩율/반칩율에서 발생될 것이다. 식 (7)의 Tc 는 868 MHz와 915 MHZ의 칩의
지속 기간이다.

6.7.2.4.2 칩 전송 순서 (Chip transmission order)
각 심볼 주기 동안 가장 중요성이 덜 하는 c0 / hc0 (chip/half-chip)가 가장 먼저 전송되고, 가장
중요한 칩 c31 / hc63 은 마지막에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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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ASK PHY의 868/915 MHz 대역 무선 규격 (868/915 MHz band radio specification for the
ASK PHY)

6.7.3.1 작동 주파수 범위 (Operating frequency range)
868/915 MHz ASK PHY는 868.0-868.6 MHz와 902-928 MHz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된다.

6.7.3.2 915 MHz 대역 전송 PSD 마스크 (915 MHz band transmit PSD mask)
전송된 스펙트럼 결과는 <표 32>에 명시된 제한선보다 적어야 한다. 상대적과 절대적 제한선
모두에 대해 평균 스펙트럼 파워는 100 KHz 분해능 대역폭을 사용하여 측정된다. 상대적
제한에서 기준 레벨은 반송파 주파수의 ± 600 KHz 내에서 측정된 최고 평균 스펙트럼 파워가
된다.

<표 32> 915 MHz 대역 ASK PHY 전송 PSD 한계

6.7.3.3 심볼 속도 (Symbol rate)
ASK PHY 심볼 속도는 868 MHz 에서 12.5 ksymbol/s±40 ppm 이고 915 MHz 에서 50
ksymbol/s±40 ppm 이다.

6.7.3.4 수신기 감도 (Receiver sensitivity)
6.1.7 에서 명시된 조건하에서 컴플라이언트 디바이스는 -85 또는 그보다 더 나은 감도를 획득할
수 있다.

6.7.3.5 수신기 방해 전파 (Receiver jamming resistance)
본 부절은 868.0–868.6 MHz대역 안에 단 하나의 채널이 사용 가능할 때 902-928MHz에만
적용된다.
최소 방해전파 (jamming) 저항 레벨을 <표 33> 에 주었다. 인접 채널은 요구된 채널에서 양
옆으로 하나 옆의 채널이고 대안 채널은 인접채널로부터 하나 더 옆의 채널이다. 예를 들어 채널
5가 요구된 채널이라면 채널 4와 6은 인접 채널이고 채널 3과 7은 대안 채널이다.

<표 33> 915 MHz ASK PHY의 최소 수신기 방해 전파 필요 조건

인접 채널 거부는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요구된 신호는 임의 난수 데이터의 컴플라이언트

915

MHz IEEE 802.15.4 ASK PHY 신호이고 6.7.3.4에서 허용된 수신기 감도 최대값보다 3dB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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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로 입력된다.
인접 또는 대안 채널 중 하나에서 6.7.2에 의해서 정의된 것과 같이 컴플라이언트 IEEE 802.15.4
신호는 <표 33>에 명시된 상대 레벨에서 입력된다. 테스트는 한번에 하나의 간섭 신호에서
수행되어 진다. 수신기는 이러한 조건에서 6.17절에 정의된 오차율범주를 만족하게 된다.

6.7.4 ASK PHY의 SHR (SHR for ASK PHY)
SHR은 PHR과 PSDU를 위한 PSSS 부호화의 서브셋을 사용한다. SHR 칩은 PHR과 PSDU에
사용된 PHR과 PSDU에 사용하는 칩 속도와 펄스 형상화를 사용하는 BPSK 변조를 전송한다.
그러나 동기화 헤더를 위한 symbol-to-chip 사상과는 다르다.

6.7.4.1 ASK PHY의 프리앰블 (Preamble for ASK PHY)
프리앰블은 <표 30>과 <표 31>의 시퀀스 넘버 0가 868 MH에서 2차 반복과 915 MHz의 6차
반복에 의해서 발생된다. 프리앰블 지속 시간은 868 MHz에서 160μs 그리고 915 MHz에서
120μs이다. 다이어그램에서 “-1”값을 갖는 가장 왼쪽의 칩 넘버 “0”는 맨 처음 전송된다.
프리앰블은 (그림 2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BPSK 변조될 것이다. 펄스 형상화는 식 (7)에서
정의된 것처럼 PHY 페이로드와 같다.

6.7.4.2 ASK PHY의 SFDSFD for ASK PHY
868 MHz와 915 MHz의 SFD는 각각 <표 30>과 <표 31>로부터 역전된 시퀀스 0 이다. SFD는
(그림 2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BPSK 변조될 것이다. 펄스 형상화는 식 (7)에서 정의된 것처럼
PHY 페이로드와 같다.

6.7.4.3 PSSS 부호화 예제 (Example of PSSS encoding)
<표 34>는 915 MHz 코드 표인 표 31을 사용하여 암호화 될 5-비트 심볼 예제를 보여준다.

<표 34> 5 비트 심볼 예제

수열 0을 bo 로 수열 1을 b1으로, 수열 4를 b4로 가중함으로써, <표 35>에 있는 가중수열은
계산된다. PSSS 심볼 p(m) 은 추가된 가중수열의 행에 의해서 계산된다. 868 MHz에서 하프
칩은 열로 추가되었다.

예를 들어 <표 35>에서 p(m) 은 최대 {p ( m)} = 5 이고 최소 {p ( m)} = -5 이다. 하나의 심볼의
프리코딩은 식 (5)와 식(6) 두 단계에서의 다른 어떠한 심볼의 프리코딩과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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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 프리코드된 PSSS 심볼 p’’(m)

표 37 – 제로 PSSS 심볼에 대칭으로 정렬 된 p¡¯(m)와 프리코드된 PSSS p¡¯¡¯(m)

표 37 – 가중 시퀀스

p' (m) 과 p' ' (m) 의 결과를 <표 36>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24)는 식(7)에서 펄스 형상화 필터가 적용될 p(m) 칩 가중치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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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915 MHz 대역 O-QPSK PHY 규격 (868/915 MHz band (optional) OQPSK PHY specifications)
6.8.1 868/915 MHz 대역 데이터 속도 (868/915 MHz band data rates)
O-QPSK PHY의 데이터 속도는 868 MHz 대역에서 작동될 경우는 100 kb/s이고 915 MHz
대역에서 작동될 경우는 250 kb/s이다. O-QPSK PHY는 868/915 MHz 대역에서는 의무적이지
않다. 만약 O-QPSK PHY가 868/915 MHz 대역에 사용된다면 같은 디바이스는 868/915 MHz
BPSK PHY를 사용한 신호화가 가능하다.

6.8.2 변조와 확산 (Modulation and spreading)
O-QPSK PHY는 16-ary quasi-orthogonal 변조 기술을 사용한다. 각 데이터 심볼 주기동안
4개의 정보 비트가 전송되는 16 직교 PN 시퀀스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사용된다. 연속적인
데이터 심볼의 PN 시퀀스는 쇠사슬과 같이 연결되고 aggregate 칩 시퀀스는 O-QPSK를
사용하는 반송파에서 변조된다.

6.8.2.1 변조기 다이어그램 (Reference modulator diagram)
(그림 25)의 블록 다이어그램은 868/915 MHz 대역 PHY 변조와 확산 함수를 명시하기 위한
참조로서

제공되었다.

블록의

수는

함수가

설명된

절을

의미한다.

PPDU의

각

비트는

비트와심볼(bit-to-symbol) 사상과 심볼과칩(symbol-to-chip) 사상 그리고 옥텟의 순서(octetwise order)에서의 변조 함수를 통하여 프리앰블 필드에서 시작하여 PSDU의 마지막 옥텟을
끝으로 처리된다. 각각의 옥텟에서 LSB는 처음으로 처리되고 MSB는 마지막에 처리된다.

(그림 25)

변조와 확산 함수

6.8.2.2 비트투심볼 사상 (Bit-to-symbol mapping)
PPDU에서의 모든 바이너리 데이터는 (그림 25)에서 보여주는 변조와 확산 함수를 사용하여
암호화 된다. 이 절에서는 어떻게 바이너리 정보가 데이터 심볼로 사상되는지를 설명한다.
각 옥텟의 4 LSB(b0, b1, b2, b3)는 하나의 데이터 심볼로 사상되고 4 MSB(b4, b5, b6, b7)는 다음
데이터 심볼로 사상된다. PPDU의 각 옥텟은 프리앰블 필드에서 시작하여 PSDU의 마지막
옥텟으로 끝나는 과정에서 연속인 변조와 확산 함수를 통하여 처리된다. 또한 각 옥텟에서
중요성이 가장 떨어지는 심볼(b0, b1, b2, b3)는 처음으로 처리되고 가장 중요한 심볼(b4, b5, b6,
b7)은 두번째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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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3 심볼투칩 사상 (Symbol-to-chip mapping)
각 데이터 심볼은 <표 3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6-칩 시퀀스로 사상되어진다.

<표 37> O-QPSK의 심볼투칩 사상

6.8.2.4 O-QPSK 변조 (O-QPSK modulation)
각 데이터 심볼을 나타내는 칩 시퀀스는 하프 사인 펄스 형상을 사용하여 반송파에서 변조된다.
우 지수(Even-indexed) 칩은 in-phase (I) 반송파에서 변조되고 기 지수(odd-indexed) 칩은
quadrature-phase (Q) 반송파에서 변조된다. 각 데이터 심볼이 16-칩 시퀀스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칩 속도는 심볼 속도의 16배가 된다. I-phase와 Q-phase 변조 사이에서 오프셋을
형성하기 위하여 Q-phase 칩은 I-phase 칩과 관련된 Tc에 의해서 지연된다.

(그림 26)

O-QPSK 칩 오프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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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5 펄스 형상 (Pulse shape)
각 기저대역 칩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하프-사인 펄스 형상은 식 (8)에 의해서 기술된다.

ì æ t ö
ïsin ç p
÷,0 £ t £ 2Tc
p(t ) = í è 2T ø
ïî
0, otherwise
(그림 27)은 하프 사인 펄스 형상의 샘플 기저대역 칩 시퀀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7)

펄스 형상 베이스밴드 칩 시퀀스 샘플

6.8.2.6 칩 전송 순서 (Chip transmission order)
각 심볼 기간 동안 중요성이 가장 떨어지는 칩(c0)는 처음으로 전송되고, 가장 중요한 칩(c15)는
마지막에 전송된다.

6.8.3 868/915 MHz 대역 무선 규격 (868/915 MHz band radio specification)
6.8.3.1 작동 주파수 범위 (Operating frequency range)
868/915 MHz O-QPSK PHY는 868.0–868.6 MHz 주파수 대역과 902–928 MHz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한다.

6.8.3.2 전송 PSD 마스크 (Transmit PSD mask)
868 MHz 대역에서 작동할 때, 신호는 전송하기 전에 송신 PSD를 만족하기 위해 필터링 될 수
있다. 필터는 롤 오프 요소 r=0.2인 이상 올림 코사인 필터에 가까워진다.

ì sin pt / Tc cos rpt / Tc
,t ¹ 0
ï
p(t ) = í pt / Tc 1 - 4r 2 t 2 / Tc 2
ïî
1, t = 0

(9)

915 MHz에서 작동 시 전송된 스펙트럼 결과는 <표 38>에 명시된 제한선보다 적어야 한다.
상대적과 절대적 제한선 모두에 대해 평균 스펙트럼 파워는 100 KHz 분해능 대역폭을 사용하여
측정된다. 상대적 제한에서 기준 레벨은 반송파 주파수 f c 의 ± 600 KHz 내에서 측정된 최고
평균 스펙트럼 파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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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915 MHz 대역 O-QPSK PHY 전송 PSD 한계

6.8.3.3 심볼 속도 (Symbol rate)
O-QPSK PHY 심볼 속도는 868 MHz 대역에서 작동 시 12.5 ksymbol/s±40 ppm 이고 915 MHz
대역에서 작동 시 62.5 ksymbol/s±40 ppm 이다.

6.8.3.4 수신기 감도 (Receiver sensitivity)
6.1.7 에서 명시된 조건하에서 컴플라이언트 디바이스는 -85 또는 그보다 더 나은 감도를 획득할
수 있다.

6.8.3.5 수신기 방해전파 (Receiver jamming resistance)
본 부절은 868.0–868.6 MHz대역 안에 단 하나의 채널이 사용 가능할 때 902-928MHz에만
적용된다.
최소 전파방해(jamming) 저항 레벨을 <표 33> 에 주었다. 인접 채널은 요구된 채널에서 양
옆으로 하나 옆의 채널이고 대안 채널은 인접채널로부터 하나 더 옆의 채널이다. 예를 들어 채널
5가 요구된 채널이라면 채널 4와 6은 인접 채널이고 채널 3과 7은 대안 채널이다.

<표 22> 915 MHz O-QPSK PHY의 최소 수신기 방해 전파 필요 조건

인접 채널 거부는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요구된 신호는 임의 난수 데이터의 컴플라이언트

915

MHz IEEE 802.15.4 ASK PHY 신호이고 6.8.3.4에서 허용된 수신기 감도 최대값보다 3dB 위에서
수신기로 입력된다.
인접 또는 대안 채널 중 하나에서 6.7.2에 의해서 정의된 것과 같이 컴플라이언트 신호는 <표
39>에 명시된 상대 레벨에서 입력된다. 테스트는 한번에 하나의 간섭 신호에서 수행된다.
수신기는 이 조건에서 6.17절에 정의된 오류범주를 만족하게 된다.

일반적인 무선 규격(General Radio Specification)
6.9.1절에서 6.9.9절까지의 사항들은 2450 MHz PHY와 868/915 MHz PHY에 적용가능하며 또한
6.9.3절을 제외하고 대체 PHYs를 포함한 모든 PHY 구현에도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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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TX-to-RX 왕복 소요시간 (TX-to-RX turnaround time)
TX-to-RX 왕복 소요시간은 aTurnaroundTime 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6.4.1절 참조).
TX-to-RX 왕복 소요시간은 전송된 PPDU에서 마지막 심볼의 마지막 칩 끝 가장자리로부터
다음에 수신된 PPDU 첫번째 심볼의 첫번째 칩 가장자리까지 소요될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으로
정의된다.
TX-to-RX 소요시간은 RX-to-TX 소요시간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6.9.2 RX-to-TX 왕복 소요시간 (RX-to-TX turnaround time)
RX-to-TX 소요시간은 aTurnaroundTime 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6.4.1절 참조).
RX-to-TX 소요시간은 수신된 PPDU에서 마지막 심볼의 마지막 칩 끝 가장자리로부터 다음에
전송된 PPDU 첫번째 심볼의 첫번째 칩 가장자리까지 소요될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으로
정의된다.

6.9.3 EVM 정의 (Error-vector magnitude (EVM) definition)
송신기의 변조 정확도는 EVM 측정으로 결정된다. EVM 측정을 계산하기 위하여 수신된 복소 칩

~ ~

값 N의 시간 기록 ( I j , Q j ) 이 캡쳐되며, 각각의 수신된 복소 칩은 어떤 복소 칩 값이 전송
되었는가를 판별한다. 선택된 복소 칩의 이상적인 포지션은 벡터 ( I j , Q j ) 에 의해서 표현되며
에러 벡터 (dI j , dQ j ) 은 이러한 이상적인 포지션에서 수신 지점의 실제 포지션까지의 거리로서
정의된다(그림 28 참조).

(그림 28)

에러 벡터 계산

따라서, 수신된 벡터는 식 10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상 벡터와 에러 벡터의 합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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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 j , Q j ) = ( I j , Q j ) + (dI j , dQ j )

(10)

EVM은 식 11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정의된다.

EVM º

1
N

N

å (dI

2

j =1

j

, dQ 2j )

S2

´ 100%

(11)

여기서,

S

이상적인 배치 지점으로의 벡터의 크기
(915/868 MHz의 PSSS에서 S 는 ASK 스텝 사이즈이고 PHR과 PHY 페이로드는
테스트를 위해서 0 이 되어야 한다.)

(dI j , dQ j )

에러 벡터

송신기는 1000개의 칩을 측정할 경우 35% 미만의 EVM 값을 갖는다. 에러 벡터 측정은 기준
수신기 시스템을 통한 복구 후의 I 와 Q 칩 기저대역에서 이루어지며 기준 수신기는 측정을 하는
동안 반송파 잠금(lock), 심볼 타이밍 회복, 그리고 진폭 조정을 수행한다.

6.9.4 전송 중심 주파수 허용 오차 (Transmit center frequency tolerance)
전송된 중심 주파수 허용 오차는 최대 ± 40 ppm이다.

6.9.5 전송 전력 (Transmit power)
송신기는 최소 -3dBm을 전송할 수 있으며 디바이스는 다른 디바이스와 시스템으로의 방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저전력으로 전송해야 한다.
최대 전송 파워는 국부 규제 사항에 의해서 제한된다.

6.9.6 요구 신호의 수신기 최대 입력 레벨 (Receiver maximum input level of desired signal)
수신기의 최대 입력 레벨은 6.1.7절의 에러율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신기의 입력에서 요구된
신호의 최대 파워 레벨이며 -20 dBm 보다 크거나 같은 수신기 최대 입력 레벨을 갖는다.

6.9.7 수신기 ED (Receiver ED)
수신기 ED 측정은 채널 선택 알고리즘의 부분으로서 네트워크 계층에 의해서 사용할 목적을 갖고
있다.

이 값은 채널의 대역폭에서 수신된 신호 파워의 추정치이다. 채널상의 신호를 확인하거나

디코드하는 시도는 하지 않는다. 네크웍 또는 응용계층에서 의한 LQI 결과를 본 표준안에서는
규정하지 않는다.

ED 측정 시간은 평균을 하기 위해 8 심볼 기간과 같다.

ED 결과는 0x00에서 0xff까지의 8 비트 정수 범위로서 PLME 입증을 사용하는 MLME에 보고된다.
최소 ED 값(0)은 명시된 수신기 감도 보다 10 dB 높은 파워를 나타낸다. ED 값에의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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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신호의 범위는 최소 40dB이다. 이러한 범위에서 수신된 파워로부터 ED 값으로의 매핑은 ±
6 dB의 정확성을 갖는 선형이 된다.

6.9.8 링크 품질 표시기 (LQI : Link quality indicator)
LQI 측정은 수신된 패킷의 강도 또는 질의 척도이다. 이러한 측정은 수신기 ED, 신호 대
잡음비의 평가 또는 이러한 방법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네트워크 또는 응용 계층에 의해서
기인한 LQI의 사용은 이 표준안에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LQI 측정은 각각의 수신된 패킷으로 수행되고 그 결과는 0x00에서 0xff까지의 정수 범위에서
PD-DATA 지시를 사용하는 MAC 부계층에 보고된다. 최소와 최대 LQI 값은 수신기에 의해서
탐지된 최하위와 최상위 품질 컴플라이언트 신호와 관련이 있고, 그 사이에서의 LQI 값은 이러한
2개의 극한 사이에 균질 분포되며 적어도 8개의 고유한 LQI 고유값이 사용된다.

6.9.9 CCA (Clear channel assessment)
PHY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 중 적어도 하나의 CCA를 제공한다.

— CCA Mode 1: Energy above threshold. CCA는 ED 임계값 위의 어떠한 에너지라도 탐지하면
사용중인 매체로 보고한다.
— CCA Mode 2: Carrier sense only. CCA는 디바이스에 의해서 현재 사용중인 PHY의 변조와
확산 속성을 갖는 신호를 탐지하면 사용중인 매체로 보고한다. 이 신호는 ED 임계치 위 또는
아래일 것이다.
— CCA Mode 3: Carrier sense with energy above threshold. CCA는 다음이 성립될 때
사용중인 매체로 보고한다.
n

IEEE 802.15.4 표준 변조와 확산 속성을 갖는 신호를 탐지하고,

n

에너지가 ED 임계값 위에 있으면

어떠한 CCA 모드라도 만약 PLME-CCA.request 프리미티브(6.2.2.1 참조)가 PPDU의 수신 시
PHY에 의해서 수신된다면, CCA는 사용중인 매체로 보고한다. PPDU 수신은 SFD의 검출에
따라오는 상태에 있다고 여겨지며, 이 상태는 복호된 PHR에 의해서 명시된 옥텟의 수가 수신될
때 까지 지속된다.
사용중인 채널은 BUSY 상태의 PLME-CCA.confirm 프리미티브(6.2.2.2 참조)에 의해서 표시된다.
비어있는 채널은 IDLE 상태의 PLME-CCA.confirm 프리미티브에 의해서 표시된다.
PHY PIB 특성 phyCCAMode는 고유의 작업 모드로 표현된다. CCA 파라미터는 다음의 기준을
조건으로 한다.

a) ED 임계값은 수신기 감도에 명시된 것 보다 최대 10 dB 의 수신된 신호 파워에
대응된다(6.5.3.3절, 6.6.3.4절, 6.7.3.4절, 그리고 6.8.3.4절 참조)
b) CCA 검출 시간은 8 심볼 기간과 같다.

- 43 -

TTAS.IE-802.15.4-2006-part3

표준작성 공헌자
표준 번호 : TTAS.IE-802.15.4-2006-part3

이 표준의 제정 및 발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여러분들이 공헌하였습니다.
구분

성명

위원회 및 직위

연락처

소속사

과제 제안

허재두

WPAN PG 의장

042-860-5918
jdhuh@etri.re.kr

ETRI

최은창

WPAN PG 간사

042-860-6363
ecchoi@etri.re.kr

ETRI

042-860-5918
jdhuh@etri.re.kr

ETRI

표준 초안
제출
표준 초안

허재두

RFID/USN 프로젝트그룹
의장

검토

표준안

외 프로젝트그룹 위원
김영균

전파방송기술위원회

031-279-5100

삼성

의장

youngkyunkim@samsuung.com

전자

심의

사무국
담당

외 기술위원회 위원
김대중

-

김수학

-

031-724-0090
kdj@tta.or.kr
031-724-0096
soohagi@tta.or.kr

TTA
TTA

정보통신단체표준
LR-WPAN 무선 PHY 규격 (IEEE 802.15.4-2006)
(Specification of LR-WPAN PHY (IEEE 802.15.4-2006))
발행인 : 김원식
발행처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463-8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7-2
Tel : 031-724-0114, Fax : 031-724-0119
발행일 : 20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