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4권 제1호 (2007. 5) 

 

 

1213 

IEEE 802.15.4 에서의 에너지 효율적인 라우

팅을 위한 계층적 주소할당에 기반한  비콘 

스케쥴링 

 

김수중*, 엄두섭 

*고려대학교 전자컴퓨터공학과 

e-mail : mulderz@korea.ac.kr 
 

Beacon Scheduling for Energy-efficient Routing 

based on Hierarchical Address allocation in IEEE 

802.15.4 
 

Soo Joong Kim*, Doo Seop Eom 
*Dept. of Electronics and Computer Engineering, Korea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에서는 IEEE 802.15.4 LR-WPAN네트워크에서 계층화된 주소 할당방식을 통한 TDMA 방

식의 비콘 스케쥴링 기법을 제안한다. 본 제안은 각 노드가 데이터를 전달할 다음 노드의 active 구

간을 비콘 추적 없이도 알 수 있어 데이터 전송시에 다음 노드의 경쟁구간(Contention Access Period, 

CAP)에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또한 계층적 주소 할당 방식을 사용하므로 다

중 홉(multi-hop) 센서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라우팅이 가능해진다. 

 

1. 서론 

최근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와 함께 무선 센서 네

트워크(Wireless Sensor Networks, WSN)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낮은 전송속도

와 저렴한 가격, 긴 배터리 수명과 간단한 구조 및 연

결성을 제공함으로써 10m 이내의 작은 범위 내에서 

무선 연결에 적합하여 홈 네트워크 구축과 응급 상황 

감지 시스템, 헬스 케어 시스템을위한 센서 및 모니터

링 등 넓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IEEE 802.15.4 LR-

WPAN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센서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효율은 가장 중요한 문

제이므로 비콘 메시지를 사용하여 노드를 동기화하고 

활성/비활성 구간을 결정하게 된다. 센서 네트워크의 

특성상 수많은 노드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노드간의 

충돌 없이 동기를 맞추는 것이 에너지 효율과 관련하

여 중요한 문제가 되므로 적절한 비콘 스케쥴링 기법

의 설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IEEE 802.15.4 와 

Zigbee 를 참고하여 beacon-enabled 네트워크에서의 계

층적 주소 할당에 기반한 비콘 스케쥴링 기법을 제안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 비콘 스케쥴

링 기법에 대한 기존 연구를 언급하고,  3 장에서 제

안한 비콘 스케쥴링 기법을 소개하고, 4 장에서는 3 장

에서 언급한 비콘 스케쥴링 기법에 대한 모의 실험 

결과를 제시하며 마지막 5 장의 결론으로 끝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2.1 IEEE 802.15.4 슈퍼프레임 구조 

 

IEEE 802.15.4 에서는 PHY 와 MAC 을 정의하고 있

는데, 슈퍼프레임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슈퍼프레임

은 그림 1 과 같이 활성구간과 비활성구간으로 나뉘고, 

또 활성구간은 16 개의 슬롯으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노드간의 동기를 맞추는 역할을 하는 비콘은 첫번째 

타임 슬롯에서 전송된다. 비콘 구간 다음으로는 

CAP(Contention Access Period)구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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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P(Contention Free Period)구간의 순서로 구성된다. 

CAP 구간에서는 모든 노드들이 slotted CSMA-CA 방식

을 사용하여 경쟁을 통해 채널에 접근할 수 있고, CFP

구간에서는 코디네이터에 의해 설정된 

GTS(Guaranteed Time Slot)을 통해 특정 노드가 정해진 

시간에 채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일정한 

bandwidth 를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BI(Beacon Interval)와 

SD(Superframe Duration)의 조정을 통하여 활성, 비활성 

구간의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그림 1 참조)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Beacon

GTS GTS inactive

CAP CFP

Superframe Duration

Beacon Interval  
 

BI = aBaseSuperframeDuration * 2BO 

SD = aBaseSuperframeDuration * 2SO 

Where, aBaseSuperframeDuration = 960 symbols 

0 ≤ BO ≤ 14 , 0 ≤ SO ≤ 14  

(그림 1) IEEE 802.15.4 슈퍼프레임 구조 

2.2 Zigbee 의 비콘 스케쥴링 

 

그림 2 에서 볼 수 있듯이 Zigbee 에서 비콘 스케쥴

링은 BO(Beacon Order)를 SO(Superframe Order)보다 크

게 설정하여 멀티 홉 트리형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의 

활성화 구간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설정함으로써 비

콘이나 데이터 전송시 서로 충돌하는 구간이 없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비콘 프레임의 전송 시간은 부모 

노드나 이웃 노드의 비콘을 받은 시간에 일정한 time 

offset 값을 더함으로써 결정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멀

티 홉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 한 노드는 먼저 자

기 자신의 활성구간에서 깨어있어야 하고 또한 부모

의 비콘 추적을 위하여 부모의 활성구간에서도 깨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것은 전력 소모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IEEE 802.15.4b 에서는 

그림 3 과 같은 비콘 스케쥴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슈퍼 프레임 내에 비콘 전송만을 위한 구간(BOP, 

Beacon-only Period)을 두는 방법을 통해 모든 계층의 

노드가 코디네이터와 동일한 비콘 전송 구간을 가지

는 구조이다. 여기서 하위 노드는 스캔을 통해 상위 

노드가 사용하지 않는 비콘 슬롯을 인지하여 이와 다

른 비콘 슬롯을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같은 계층의 노드 사이에 비콘 충돌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그림 2) Zigbee 의 비콘 스케쥴링 

 

(그림 3) IEEE 802.15.4b 의 비콘 스케쥴링 

3. 제안하는 비콘 스케쥴링 기법 

IEEE 802.15.4 의 16bit short address 를 사용하여 트리 

구조에 맞게 계층적으로 주소를 할당한다. 그림 4 는 

이러한 주소 할당의 예를 보인 것이다. 

Zigbee 트리 구조에서 네트워크 특성 상수값을 정의하

고 있는데, 그림의 예는 다음 값을 아래와 같이 가정

한 경우이다. 

nwkMaxChildren : 4 

nwkMaxDepth :3 

 

(그림 4) 계층적 주소 할당방식을 이용한 트리 구조 

먼저 가장 상위의 노드는 코디네이터를 표시하고 

있다.(depth 0) 그림의 주소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상

위 2 비트는 트리의 깊이(depth)를 나타내는데 쓰이게 

되고, 실제 주소는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depth 1

은 하위 2 비트를, depth 2 는 그 다음 2 비트를 사용하

는 식으로 트리를 구성하면 부모-자식간의 계층적 구

조가 되어 소스가 목적지의 주소만 알게 되면 누구의 

부모, 자식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위에서 밝힌 

구조는 한 예를 든 것으로 트리의 깊이(depth)를 나타

내는 상위 비트의 범위를 다르게 하면 트리 구조의 

확장이 가능하여 충분히 많은 노드의 계층적인 주소 

할당이 가능해진다. 물론 하나의 노드가 가질 수 있는 

자식의 수도 하위 비트의 수를 조정함으로써 변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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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다. 

모든 노드가 코디네이터와 같은 BI(Beacon Interval)

과 SD(Superframe Duration)을 가진다고 가정할 때 이

러한 계층적 주소 할당과 IEEE 802.15.4b 의 

BOP(Beacon-only Period)를 바탕으로 다음의 그림 5 같

이 비콘 스케쥴링을 고려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계층적 주소 할당 방식이 모든 노드에 적용된 상황이

기 때문에 소스 노드는 목적지 주소만 알면 상위 2 비

트의 노드의 depth 를 비교하고, 하위 2 비트 그리고 그 

다음 2 비트의 순차적 비교를 통해 자신이 어디에 속

해 있고, 목적지 노드가 어디있는지, 또 어느 경로를 

통해 가야하는지에 대해 계산할 수 있으므로 특정한 

라우팅 프로토콜 없이도 목적 경로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비콘 슬롯의 크기가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아래의 그림 5 와 같은 비콘 스케쥴링을 통하여 

각 노드가 항상 정해진 시간에 비콘을 보내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상위 노드의 비콘을 추적하지 않고도 

상대방이 깨어나는 시간에 같이 깨어 데이터 전송구

간인 CAP 에 바로 참여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다. 

 

(그림 5) Beacon-only Period 구간의 TDMA방식을 이

용한 비콘 스케쥴링 

물론 완전한 트리(Full-tree)구조가 아닌 이상 Beacon-

only period 중간에 사용하지 않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위에서 설명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충분

히 감안할 수 있는 경우이다. 

 

4. 모의실험 및 분석 

본 모의 실험을 통해 멀티 홉 상황에서의 본 알고

리즘을 기존의 IEEE 802.15.4-AODV 의 경우와 비교하

여 에너지 효율적 측면에 대해 비교한다. 본 분석에서

는 네트워크 크기를 100 * 100 으로 하고 패킷의 크기

를 100Byte 로 잡아 초기 에너지를 무한대로 한 상황

에서 두 알고리즘의 노드당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하

였다. 데이터를 보내려는 소스 노드의 수를 1 에서 6

까지 늘려가면서 노드당 에너지 소비를 비교한 결과

가 그림 6 에 나타나 있다. 또한 둘 사이의 데이터 수

신 성공륭의 비교를 그림 7 에서 나타내고 있다.  

 

 

 
(그림 6) 노드당 에너지 소비 비교 

 

 
(그림 7) 데이터 수신 성공률의 비교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소스 

노드의 수를 늘려가면서 각 노드의 평균적인 에너지 

소비량을 살펴본 결과, IEEE 802.15.4-AODV 에 비하여 

제시한 알고리즘이 데이터 수신 성공률에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에너지 효율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IEEE 802.15.4 네트워크 기반에서 트

리의 최대 깊이, 최대 자식의 수를 가정했을 경우 계

층적 주소 할당 방식을 사용하여 비콘 스케쥴링을 하

였을 때 상대 노드의 비콘 추적 없이 상대의 활성 구

간을 알 수 있어 데이터 전송시 경쟁구간(CAP)에 바

로 참여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해 소개하고, 실제로 모

의 실험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는것에 대

해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본 알고리즘에 대한 연

구와 ns-2 를 이용한 더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험 

결과를 확장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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