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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 표준의 목적 

본 표준은 IEEE Std 802.15.4 국제 표준을 바탕으로 성능 개선 및 기술적인 

항목들을 명확화하기 위해서 진행중인 IEEE 802.15.4b의 표준안에 기초하고 있다. 

IEEE에서 제시된 2.4 GHz 를 위한 무선 규격은 한국 내에서도 2.4 GHz 대역이 ISM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수정 없이 2.4 GHz 

정의된 MAC과 PHY를 그대로 수용하도록 본 표준을 제안한다. 

본 표준은 PHY의 규격에 대해서만 인용을 하고 있지만, MAC 규격들도 IEEE 

802.15.4/4b의 표준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참조하도록 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으로는 IEEE 802.15.4의 WPAN용으로 사용 가능한 2.4 GHz 대역의 PHY 

규격을 정의하고 있다. 이 규격은 16-ary quasi-orthogonal modulation 기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O-QPSK (Offset Quadrature Phase-Shift Keying)을 사용하여 반송파에 변조하는 

방식을 가진다. MAC 에 대한 기능은 IEEE 802.15.4/4b의 표준안을 참조한다. 

3.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본 표준은 ZigBee Alliance에서 표준화가 진행 중인 ZIgBee 상품의 PHY 및 MAC 

계층에 사용 가능하도록 2.4 GHz 대역의 규격을 정의함으로써, 국내에서 2,4 GHz 

대역에서 가전 제품, 산업 제어, 빌딩 자동화 등에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도록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참조권고 및 표준 

4.1 국제표준(권고) 

- IEEE std 802.15.4 “Part 15.4: Wireless Medium Access Control (MAC) and Physical 

Layer (PHY) Specifications for Low-Rate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s (LR-WPANs) 

“, Oct 2003 

4.2 국내표준: 없음 

4.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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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Draft와 제안서: IEEE-15-05-0101-00-004b-4b-phy-clause-draft (2005년 

1월) 

 

5. 참조표준(권고)과의 비교 

5.1 참조표준(권고)과의 관련성 

본 표준은 IEEE 802.15.4에서 제정한 표준안을 기초하고 있는데, 현재 IEEE 

802.15.4b에서 Std 802.15.4에 대한 성능 개선 및 보완 작업을 추진하여 가장 최근인 

2005년 1월에 발표된 IEEE 802.15.4b의 draft를 본 표준은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본 

표준은 PHY 부분을 인용하고 있으며, MAC에 관한 사항은 IEEE 802.15.4 및 2005년 

1월 draft를 그대로 준용한다. 

5.2 참조한 표준(권고)과 본 표준의 비교표: 없음 

 

6.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2005년 9월까지 확인된 지적재산권 없음. 

7. 적합인증 관련사항 

7.1 적합인증 대상 여부 

 

7.2 시험표준제정여부(해당 시험표준번호) 

 

8. 표준의 이력 

판수 제·개정일 개정판 내용 

제 1 판 2005년 9월 28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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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The Purpose of Standard 

This proposal is based on the IEEE 802.15.4b standard document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and clarifying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started from the IEEE Std 

802.15.4. Since the radio specifications for 2.4 GHz from IEEE can be applied in Korea 

which uses the same ISM band in worldwide, we propose the 2.4 GHz MAC and PHY 

standard from IEEE 802.15.4/4b specifications without any modification. 

This proposal only cite the 2.4 GHz PHY specifications, however, remaining MAC 

specification also follows the standard from IEEE 802.15.4/4b 

2. The summary of contents 

Main contents of the proposal are to define the 2.4 GHz PHY specification related 

with the WPAN standardization of IEEE 802.15.4 in Korea. This specification is applying 

16-ary quasi-orthogonal modulation technique and modulated in the carrier using O-

QPSK. MAC functions are referred to IEEE 802.15.4/4b. 

3. Applicable fields of industry and its effect 

By defining 2.4 GHz band specification which can be applied PHY and MAC layer of 

ZigBee product from standardization of ZigBee Alliance, many applications such as 

customer appliances, industrial control, and building automation will contribute to 

motivate the need for the industries and customers. 

4. Reference Recommendations and/or Standards 

4.1 International Standards 

- IEEE std 802.15.4 “Part 15.4: Wireless Medium Access Control (MAC) and Physical 

Layer (PHY) Specifications for Low-Rate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s (LR-WPANs) 

“, Oct 2003 

4.2 Domestic Standards: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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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Other Standards: IEEE Draft 

- IEEE-15-05-0101-00-004b-4b-phy-clause-draft (Jan. 2005) 

5. Relationship to International Standards (Recommendations) 

5.1 The relationship of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proposal is basically rooted from the IEEE 802.15.4 standard, and follows the 

draft released in Jan. 2005 by IEEE 802.15.4b which is currently working to enhance 

performance and clarify the specifications. This proposal applies 2.4 GHz PHY 

specification without modification from the Jan. 2005 IEEE 802.15.4b draft and MAC 

specifications follow IEEE 802.15.4/4b specifications. 

5.2 Differences between International Standard (Recommendation) and this standard 

 

6. The Stat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one 

 

7. The Statement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8. The History of Standard  

 

Edition Issued Date Contents 

The 1st edition October 28. 2005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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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 WPAN 을 위한 무선 MAC 과  

2.4 GHz PHY  

Wireless Medium Access Control (MAC) and 2.4GHz Physical Layer 

(PHY) Specification for Low Rate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s 

(LR-WPANs) 

1. 표준의 요약  

IEEE 802.15.4의 표준안에서 2450 MHz용 PHY는 2400-2483.5 MHz 대역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대역에 대한 국내 주파수 규정은 특정소출력무선 (LAN, 

이동체식별장치, 영상전송용)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의 주파수 대역 사용 현황에 

비추어 볼 때 ZigBee를 위한 2.4 GHz 대역은 국내에서 활용 가능하며, IEEE 

802.15.4에서 제시한 2450 MHz PHY 규격을 그대로 수용하여 사용하도록 본 표준은 

제안하고 있다. IEEE 802.15.4에서 2.4 GHz 에 대한 표준안이 제정된 상태이지만, IEEE 

802.15.4b에서 제정된 표준안에 대한 성능 개선 및 규격 명확화를 위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 표준은 IEEE 802.15.4b의 표준안을 따르도록 규격을 정한다. 

표준을 간단히 요약하면 2450 MHz 대역의 PHY 전송률은 250 kb/s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방식은 16-ary quasi-orthogonal 변조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각 

데이터 심볼 구간 동안에 네 개의 정보 비트들이 16 nearly orthogonal pseudo-random 

noise (PN) 시퀀스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전송한다. 연속적인 데이터 심볼에 대한 PN 

시퀀스는 서로 직렬로 연결된 칩 시퀀스를 형성하여 O-QPSK 방식이 적용된 반송파에 

실어서 변조된다. 

2. 국제 표준과의 차이점  

없음 (본 규격은 IEEE 802.15.4의 표준안과 IEEE 802.15.4b의 2005년 1월 draft를 

그대로 준용하며, 2.4GHz PHY 규격은 6.5장을 따른다.) 

 

3. 국제 표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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