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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F_240 보드 메뉴얼

개요개요개요개요 :  Overview :  Overview :  Overview :  Overview 

Order N. MRF240Order N. MRF240Order N. MRF240Order N. MRF240

상품명상품명상품명상품명: MRF240 : MRF240 : MRF240 : MRF240 
CC2420을 탑재한 무선 RF모듈 보드입니다. MCU 모듈과 연결하여 Sensor  
Netwrok구성 등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CC2420CC2420CC2420CC2420 16Mhz16Mhz16Mhz16Mhz
CrystalCrystalCrystalCrystal

ANT ANT ANT ANT 
연결단연결단연결단연결단

External External External External 
PortPortPort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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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개요개요개요 :  Overview :  Overview :  Overview :  Overview 

사양사양사양사양: Technical Data : Technical Data : Technical Data : Technical Data 
구성도구성도구성도구성도 :Block:Block:Block:Block DiagramDiagramDiagramDiagram

장점장점장점장점:Advantage :Advantage :Advantage :Advantage 

- CC2420 2.4Ghz RF Transceiver Chip

- CC2420은 TI사에서 공급하는 RF트랜시버 칩으로 국제규격을 만족하는 무선 송수신 기능
- 16Mhz 의 Crystal 사용
- 외부 3.3V입력 내부동작 3.3V단일 전원사용
- 응용보드 eZRF_2400, MRF24_MD보드를 이용 Sensor Network 구성을 할 수 있다. (별도구매)

- Size : 26.5 x 26 mm.
- Power supply : 3.3V 1A DC 
- Controller : CC2420
- Frequency : 16 Mhz.
- Pins : PortA & C, E, SPI pins conn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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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시구입시구입시구입시 구성구성구성구성 품목품목품목품목

eZRF_2400 보드

※ ※ ※ ※ 안테나안테나안테나안테나, , , , 변환보드변환보드변환보드변환보드(eZRF_M10)(eZRF_M10)(eZRF_M10)(eZRF_M10)는는는는
별도별도별도별도 구입구입구입구입 하셔야하셔야하셔야하셔야 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확장확장확장확장 응용응용응용응용 실험실험실험실험

• MRF240 보드와 eZRF2400 간의 2.4Ghz 무선 통신 실험

• PC와 통신을 하기위해 별도로

J1

1 VCC

2 RESETN

3 SFD

4

5 CCA

6 FIFOP

7 FIFO

External Pin AssignmentExternal Pin AssignmentExternal Pin AssignmentExternal Pin Assignment

J2

1 ANT2

2 VREG_EN

3 SO

4 SI

5 SCK

6 CSN

7 G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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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선도>

< MRF240 의 변환 모듈>

• 무선 통신Test를 위하여 별도의 회로 제작. 

• PC와 통신을 하기위해 별도로
통신 케이블을 제작.

• 실험에 사용한 eZRF_2400, 
eZRF_M10, 
ATUSBMCU_V2는 확장응용
보드로 별도 구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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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확장확장확장 실험실험실험실험 보드보드보드보드(Option) : (Option) : (Option) : (Option) : 별도별도별도별도 구입구입구입구입

상품명: eZRF_2400 

< 동작 모습>

• PC의 시리얼 통신을 이용하여 MRF_240     

의 무선 통신을 Test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Address값을 각각 설정을 해주어야 동작모

습처럼 RSSI값 및 기타 test가 실행 됩니다.

만약 설정이되지 않거나 통신이 되지않을

경우는 프로그램이 다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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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eZRF_2400 
ATmega128L과 무선 RF CC2420칩을 내장
하며 A/D컨버터 실험 및 확장 I/O 실험을
할 수 있는 무선 Zigbee 학습 보드 입니다.

상품명: eZRF_M10
MRF240을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
록한 변환 보드입니다. 

상품명: MRF24_MD
2.4Ghz 무선 칩인 CC2420과 ATmega8 
MCU를 통합 탑재하여 간단한 무선 통신이
가능하며, Sensor Network를 구성 하는데
용이합니다. 

상품명: CC2420 무선 모듈 세트
MRF_240과 eZRF_10을 결합한 상품으로
사용자가 보다 쉽게 모듈을 응용 할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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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F_240 MRF_240 MRF_240 MRF_240 회로도회로도회로도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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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 서비스 안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요금을 받고 수리하여 드립니다.
1) 보증기간(구입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영수증이 없는 경우
2) 보증기간 이내인 경우
- 천재지변에 의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설치 후 사용상 부주의(이동낙하, 충격, 파손, 무리한 동작, 오동작 등)로 인해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 사용 전원의 이상 및 접속기기의 불량으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 제품을 수리 개조하여 제품의 내용을 변경 또는 손상시킨 경우
- 고객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무상 서비스 안내
1)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에는 무상으로 수리하여 드립니다.

(단 정상 동작 사용 시)
2) 무상 서비스 시 구입처에서 발행한 영수증(1년 이내)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 제품의 구입시 안내
1) 제품 구입 및 현장 실제 적용 전에 충분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제품에 대하여 임의로 분해, 수리, 개조하지 마십시오.

임의로 분해할 경우 무상 A/S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3) 본 제품과 연관하여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실 및 본 자료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 및 기술 문의에 대하여 본사 나 대리점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문제 및 기술 문의에 대하여 본사 나 대리점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발생하는 고객의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제품의

실제 공급 가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본 제품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관련 자료의 무단 복제, 수정을 금합니다.
* 본 제품의 사용설명서 및 운용 프로그램은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통보 없이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을 구입하신 후 사용함은 위의 사항을 동의함으로 간주 합니다.

A/S 및 제조원 : 맥 산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0-1호 부천춘의테크노파크 102동 1011호
전 화 : 032)614-0037~8         팩 스 : 032)614-0105
메 일 : maxan@maxan.co.kr 홈페이지 : www.max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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