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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zigbee system is based on IEEE 802.15.4 is 

a technology. It is a wireless communication and Ubiquitous 

Sensor Network which we have been concern about. It attempts 

to provide a low data rate, low power, low cost and short sensor 

wireless networking on the device-level communication. These 

devices are likely to operate in offices and factories.  

In this paper, we introduce some receiver schemes and 

show a BER performance. 

 

I. 서론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은 모든 사물에 전자 

태그(tag)를 부착하여 사물과 주위 환경을 인식하고, 무

선 상에서 실시간으로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가능하도

록 구성된 네트워크를 말한다. USN 은 Wireless PAN, Ad-

hoc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빠른 속도로 활성화 

되고 있으며, 또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 fication) 

기술과 결합하여 사물에 태그를 부착하여 각종 물류 정

보의 흐름을 파악하는 기술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USN 을 구성하는 노드로써 다양한 송수신 센서가 사용 

가능한데, 센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

소로는 저전력 사용과 충분한 송수신 범위를 들 수 있

다. USN 은 산업, 가정, 의료,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데 실제 이러한 분야에서 사용 시 대용

량의 정보 전달보다는 배터리의 교환 없이 일정 거리 

이상의 전송 범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현재 USN 센서의 통신 프

로토콜로서 IEEE 802.15.4 [1] 기반 ZigBee 가 각광을 받

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RFID 의 표준화 기술을 반영하

고 부품의 원가를 최소화 함으로써 다른 경쟁 통신 프

로토콜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본 논문은 IEEE 802.15.4 기반으로 하는 ZigBee 모

뎀의 여러 가지 수신단의 성능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여 

최적의 수신단의 방향에 대해 제시를 하였다.   

 

II. 본론  
IEEE 802.15.4 system 에서는 CRC-16 (Cyclic 

Redundancy Check-16)을 사용하여 에러 체크를 하며, 입

력 bit stream 을 symbol 로(4bit 을 1symbol) 변환한 후 

32Chip 의 PN sequence 로 spreading 한다. 그 후 I 

channel, Q channel 로 serial to parallel 을 거쳐 OQPSK 변

조를 한다. IF 주파수의 N 배 over-sampling 을 한 후 I 

channel 과 Q channel 의 각 chip 은 아래의 식 (1)과 같이 

half-sine pulse shape 을 거쳐 DAC(digital to analog 

converter)를 통과 후 RF 단으로 신호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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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r 구조는 수신 데이터가 ADC 를 거쳐 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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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한다. ADC 에서 IF 주파

수의 N 배로 over- sampling 을 한다. ADC 를 통과한 데이

터는 matched filter 를 통과 한다. Matched filter 를 사용하

여 수신된 값을 여러 수신단 구조에 따라서 성능의 차

이를 볼 수 있다. 여기서는 4 가지 종류의 수신단 구조

를 살펴보자.. 

A. Correlator based receiver 

송신 신호를 복소수 베이스 밴드 파형으로 나타내

면 식 (2)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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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f i 는 시간 t 에서의 주파수이다. 위의 식

을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식은 offset quadrature phase 

shift-keying signal(OQPSK)이다. 

Continuous Phase frequency Shift Keying (CPFSK)에서 

in-phase i(t)와 quadrature- phase q(t)는 식(3)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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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φ 는 ISI 영향을 받은 손상된 phase 신호

이다. 그리고 )(tη 는 신호에 의존적인 phase 잡음이다. 

여기서 channel 에 의한 phase 잡음의 영향을 줄이

기 위해 envelop detection 을 사용한다.[2] 

B. Coherent receiver 

Coherent receiver 는 Correlator based receiver 와 구조

는 같지만 PLL 을 통해 phase 를 완벽하게 동기화를 시

켜서 matched filter output 에서 신호를 검출한다. 

C. Differential receiver 

빠르게 변화하는 채널에서 주파수 옵셋과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많은 수신기에서 differ-

ential detection 의 방법이 사용된다. 

Differential detection 은 다른 시간의 신호의 차를 이

용해서 신호를 검출하는 방법이다. 채널 응답이 빠르게 

변하는 채널에서는 두 신호 사이의 phase error 를 찾아

서 보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differential 

detection 을 사용하면 phase error 를 보상하는 과정이 필

요 없기 때문에 복잡한 수신기를 상당히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 

D. Zero-crossing receiver 

일반적으로 ZIFZCD 는 phase axis generators, zero-

crossing detector, zero-crossing counter 와 symbol decision 

device 로 구성되어있다.[3] 

위의 4가지 수신단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아래 그림 1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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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신단에 따른 성능 결과 

 

IV .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IEEE 802.15.4 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신기구조에 대해 알아보고 이 구조를 시뮬

레이션을 통해서 최적의 수신단의 방향에 대해 제시를 

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수신단의 동기화에 대한 연구

와 구현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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