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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진보된 무선 통신 기술과 발전된 의료 기술로 인하여 u-Health의 핵심 기술인 WBAN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체에 이식 가능한 WBAN 장치는 전원 공급에 제한이 있으므로 소비전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MAC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WBAN 장치의 다양한 무선 통신 특성을 적용한 
시뮬레이터에 관한 것으로 MICS 대역의 채널 특성을 적용하였고, 데이터의 신뢰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향
상시키기 위해 가변 패킷 및 비트맵 기반의 패킷 블록 전송기법을 적용한 MAC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1. 서 론

최근 질병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의료 서

비스는 과거의 치료 위주에서 예방 및 관리 위주로 변화

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와 디지털 병원의 출현 등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기존의 의료 정보 시스템 보다 지능화 된 u-Health 개념

이 등장하였다. u-Health는 유무선 네트워킹 기술과 센

싱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생체신호를 측정하고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u-Health 및 IT-BT 융합기술의 발달로 무선

을 이용한 근거리 통신 기술인 WBAN(Wireless Body

Area Network)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WBAN 기술은 전파의 도달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인체

의 내부 및 외부 약 3m 이내에 부착되는 장치들을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기기 간 상호 통신을 제공하는 근

거리 무선 통신 기술로써 하나의 WBAN 코디네이터와

다수의 WBAN 장치들로 구성된다[1].

WBAN 장치는 인체에 삽입 혹은 부착하므로 크기가

작고 전원 공급이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그림 1과 같이

10mW 이하의 낮은 전력 소비를 요구하며, 의료 서비스

(ECG, EEG, EMG 등)에서 1Kbps~ 1Mbps, 비의료 서비

스(오디오, 비디오,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10Mbps 이하

의 데이터 전송 범위를 가진다[2][3].

WBAN 장치는 소비전력을 절약하기 위한 최소 기능

만 동작하는 수면(Sleep) 상태와 외부와의 통신 관련 기

능이 동작되는 활성(Active) 상태로 운용된다. 이러한 상

태 제어는 MAC에서 수행하며 WBAN MAC은 전송속

도, 듀티 사이클(duty cycle), 레이턴시(latency)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림 1] WBAN의 데이터 전송률 및 전력 요구사항

본 논문은 인체이식 가능한 WBAN 장치의 다양한 무

선 통신 특성을 적용한 시뮬레이터에 관한 것으로 의료

전용의 402-405MHz MICS(Medical Implant Communication

Service) 대역에서의 채널 특성을 적용하였고, 소비전력

의 극대화를 위해 별도의 2.45GHz Wakeup 신호를 통해

WBAN장치의 활성(Active)/수면(Sleep) 상태를 제어한

다. 또한 고 신뢰성의 MAC를 지원하기 위해 비트맵기반

의 블록 전송기법을 통한 MAC 프로토콜을 사용하였다

[4].

MAC 프로토콜은 데이터의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

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가변 패킷 및 패킷을 블록 단위로

나누는 구조를 사용하였다[5]. 크기가 작은 패킷의 경우

잡음에 강하므로 ECG, EEG 등의 의료 데이터는 패킷의

크기를 작게 하여 패킷 에러율을 낮춘다. 또한 패킷을

블록 단위로 나눔으로 인해서 패킷 에러 발생 시 에러가

발생한 블록만 재전송하여 데이터 신뢰성 및 에너지 효

율성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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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관련 연

구를 보이고, 제 3장에서는 WinMacSim 시뮬레이터에서

사용한 MAC 구조 및 시뮬레이터의 설계와 구현 사항을

보인다. 제 4장에서는 WinMacSim 시뮬레이터를 수행하

여 나온 결과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었다.

2. 관련 연구

WBAN MAC 프로토콜은 IEEE 802.15 WPAN WG에

서 정의한 기존의 MAC 프로토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

으며, 추가로 저전력 통신, QoS 보장, 높은 보안성, 확장

성, 신뢰성 있는 전송 등을 요구한다[6][7].

특히 WBAN 장치 중 체내에 이식하는 장치는 재충전

이 어렵고, 적어도 몇 년 이상은 동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WPAN에 비해서 훨씬 낮은 전력 소비량

이 요구된다.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선 데이터 송수신

시만 WBAN 장치를 활성(Active) 상태로 바꾸고, 그 외

엔 수면(Sleep) 상태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각 장치 내 프레임의 활성/수면 주기(duty cycle)를 결정

하거나 데이터 통신과는 다른 영역의 Wakeup용 주파수

를 사용하여 활성/수면 상태를 변경할 수 있다[8].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MAC 프로토콜은 크게 경

쟁(contention) 기반과 TDMA 기반의 MAC 프로토콜,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경쟁 기반 MAC 프로

토콜은 하나의 프레임을 활성 및 수면구간으로 나누며,

duty cycle로써 활성구간을 조절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

인다. TDMA 기반 MAC 프로토콜은 각 노드마다 전송

할 수 있는 타임 슬롯을 정해두고, 해당 슬롯에서만 데

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경쟁 기반의 MAC

프로토콜에 비해 충돌이 적으며, RTS/CTS 같은 패킷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오버헤드가 적다.

데이터 통신용 주파수 외 Wakeup용 주파수를 따로 사

용하여 노드의 활성/수면 상태를 변경시키는 방식은 서

로 겹치지 않는 Wakeup 채널과 데이터 채널을 유지한

상태에서 Wakeup 채널이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하는 노

드를 발견하였을 경우 데이터 채널의 전원을 ON 상태로

전환시켜서 데이터 통신을 수행한다. 따라서 노드 간 충

돌에 대한 고려가 필요 없으며, 발견 시간이 짧고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Wakeup용 주파수를 따로 두어 노드

의 활성/수면 상태를 관리하는 제어 블록과 고신뢰성을

위한 재전송 MAC 프로토콜을 사용하며, 추가적으로 가

변 패킷과 비트맵 기반의 패킷 블록화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성과 데이터 신뢰성을 높였다.

3. 시뮬레이터 설계 및 구현

3.1 시뮬레이터의 MAC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사용한 MAC 프로토콜은 가변 패킷 및

비트맵 기반의 패킷 블록화 구조를 사용하여 데이터 신

뢰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보장한다.

패킷은 그림 2와 같이 헤더와 데이터 부분으로 나뉜

다. 헤더 부분에는 전송하는 장치의 ID, 블록 비트맵

(Acknowledge), 블록의 수(#Blocks) 등이 존재하고, 데이

터는 최대 31개의 블록으로 나눌 수 있다. 블록의 개수

는 전체 데이터 크기에서 블록 데이터의 크기를 나눈 수

이며, 블록 비트맵에는 데이터 블록의 존재 유무에 따라

서 1 또는 0으로 체크된다.(패킷 재전송 시에는 재전송을

요구하는 블록을 블록 비트맵에 체크한다.)

[그림 2] 패킷 구조

패킷의 전송은 패킷의 유실, 패킷 에러 등과 같이 패

킷 상태에 따라서 그림 3, 4, 5와 같이 여러 형태의 전송

과정을 보인다. 각 전송 시퀀스는 Implant Device로 부

터 Coordinator로 데이터가 포함된 패킷(DATA)이 전달

되고 Coordinator가 그에 따른 응답 패킷(ACK)을 전송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각 전송 항목 중 Sequence Number는 패킷 전송 시퀀

스를 나타내며 패킷의 전달과 응답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Number가 0에서 1 또는 1에서 0으로 바뀐다. Number

of Blocks는 전송하는 패킷의 데이터 블록 수를 말하며

Acknowledge는 블록 비트맵, Flow Control을 패킷 흐름

제어 비트를 나타낸다.

￭ 일반 전송

Implant Device에서 Coordinator로 패킷이 에러 없이

전달되면 Coordinator에서는 응답 패킷을 Implant Device

로 보낸다. 패킷의 크기는 가변적이며 또한 블록의 크기

역시 변경 가능하므로 전체 블록의 수는 최소 1개에서 최

대 31개까지 가능하다.

[그림 3] 일반 전송

￭ 전체 패킷 재전송

데이터 통신 시 패킷의 헤더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또

는 패킷이 유실되었을 경우 일정 시간 뒤에 패킷을 다시

재전송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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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체 패킷 재전송

￭ 데이터 블록 재전송

패킷 전송 과정에서 패킷의 헤더가 아닌 데이터 블록

내 에러 비트가 발견되면 Coordinator는 에러 비트가 발

생한 데이터 블록을 찾아 ACK 패킷의 블록 비트맵에

표시하여 전송한다. Implant Device는 ACK 패킷을 통해

오류가 발생한 블록만을 Coordinator로 재전송한다.

[그림 5] 데이터 블록 재전송

3.2 시뮬레이터 구조

본 논문에서 구현한 WinMacSim 시뮬레이터는 그림 6

과 같이 WBAN_DEVICE, WBAN_MAC, WBAN_PHY,

WBAN_CHANNEL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각 모듈은 개

별적인 Thread로 구성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서로 메세지를 이용하여 통신한다.

메세지는 각 모듈의 현재 상태, 수행 결과 등의 대해

서 정의하고 있어 메세지 통신을 통해 패킷 전송 처리,

채널 사용 여부 및 패킷 에러 여부 확인 등의 작업을 수

행한다. 패킷은 Preamble, 테이터 타입, 데이터 블록 크

기, 데이터 블록 비트맵, 장치 ID 등 데이터 통신을 위한

정보들이 담겨 있으며 WBAN_PHY 모듈에 의해서 채널

을 통해 송수신 된다.

[그림 6] 시뮬레이터 모듈 구조

￭ WBAN_DEVICE 모듈
WBAN_DEVICE 모듈은 WBAN Coordinator와 Implant
장치를 추상화한 개체이며 WBAN_MAC 모듈과 통신하
기 위한 메세지 큐 버퍼를 가지고 있다. 데이터의 송/수
신 여부에 따라서 Tx 혹은 Rx 모드로 변경되고, 데이터
전송 주기 및 시작 시점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WBAN_DEVICE 모듈은 매 주기마다 전송할 데이터가
존재하게 되면 WBAN_MAC 모듈로 메세지와 데이터를
전달한다.

￭ WBAN_MAC 모듈
WBAN_MAC 모듈은 장치의 MAC 프로토콜을 추상화
한 개체이며 WBAN_DEVICE 모듈 및 WBAN_PHY 모
듈과 통신하기 위한 메세지 큐 버퍼를 가지고 있다.
WBAN_MAC 모듈은 패킷 송신 및 수신에 따라서
Encode와 Decode 동작을 수행한다.
WBAN_MAC은 패킷 송신 시 WBAN_DEVICE로 부
터 넘겨 받은 데이터를 포함하는 패킷을 구성하는데, 데
이터 타입(DATA 또는 ACK)에 따라 WBAN_MAC 헤더
(데이터 타입, 블록 크기, WBAN_DEVICE ID, 블록 비트
맵 등의 정보를 포함)를 달리 구성한다. 또한 패킷 수신
시 에러 비트가 없으면 패킷에서 데이터 부분만을 추출하
고 에러 비트가 존재한다면 해당 에러 비트가 존재하는
데이터 블록만 체크하여 재전송을 요구한다.

￭ WBAN_PHY 모듈
WBAN_PHY 모듈은 패킷 송수신을 위한 PHY 프로토
콜을 추상화한 개체이며 WBAN_MAC 모듈 및
WBAN_CHANNEL 모듈과 통신하기 위한 메세지 큐 버
퍼를 가지고 있다. WBAN_PHY 모듈은 WBAN_MAC에
서 받은 패킷에 WBAN_PHY 헤더를 덧붙여서 최종 패
킷을 완성한 후 채널을 통해 패킷을 전달한다.
WBAN_PHY 모듈에서 패킷 수신 시 헤더 파일에 오류
비트가 발생했을 경우 전체 패킷의 재전송을 요구하며,
데이터 블록 일부에 에러 비트가 존재할 경우
WBAN_MAC 모듈에서 해당 블록의 재전송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패킷을 WBAN_MAC 모듈로 전달한다.

￭ WBAN_CHANNEL 모듈
WBAN_CHANNEL 모듈은 패킷이 송수신 되는 통로
를 추상화한 개체이며 WBAN_PHY 모듈과 통신하기 위
한 메세지 큐 버퍼를 가지고 있다. WBAN_CHANNEL은
IDLE, BUSY, COLLISION 상태로 분류되며 IDLE은 아
무런 통신이 없는 상태, BUSY는 패킷이 전송되고 있는
상태, COLLISION은 BUSY 상태에서 추가로 같은 채널
에 패킷을 전송할 때 나타난다. 채널을 사용 중이면 해
당 채널의 사용이 끝날 때까지 대기한 뒤에 채널이 비어
있으면 패킷을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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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뮬레이터 구현

본 논문에서 구현한 WinMacSim 시뮬레이터는 그림 7

과 같이 3개의 서브 윈도우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윈도우는 데이터 통신 시 패킷의 전송 및 수신 횟수와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전체 패킷을 다시 보냈는지 아니

면 오류가 발생한 블록만 재전송했는지에 대한 횟수가

표시된다. 두 번째 윈도우는 채널을 통하여 패킷이 송수

신 되는 과정을 출력하고, 세 번째 윈도우는 데이터 통

신 시 패킷의 구조를 보여준다.

본 시뮬레이터는 패킷의 크기와 블록의 크기를 지정한

뒤 실행하면 랜덤한 데이터를 가지는 패킷을 생성하여

데이터 통신을 수행한다. 데이터 통신 시 일정한 확률로

에러비트가 생성되어 헤더 또는 데이터 블록에 추가됨으

로써 패킷 재전송에 대한 진행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7] WinMacSim 시뮬레이터

4. 시뮬레이션 결과

WinMacSim 시뮬레이터는 각각의 WBAN 장치(Implant

Device)와 Coordinator와의 데이터 통신 흐름을 보여준다.

시뮬레이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크기는 6bytes, 블록의

크기는 2bytes, BER(Bit Error Rate)은  으로 설정하

였고, 데이터의 내용은 0x00부터 0xFF까지 임의로 지정하

였다. 시뮬레이션에 따른 패킷 전송 과정은 그림 8과 같다.

이 때 WBAN 장치에서 Coordinator 쪽으로 전송하는

패킷의 타입은 DATA, Coordinator에서 WBAN 장치쪽으

로 전송하는 패킷의 타입은 ACK가 된다. 블록의 갯수는

데이터의 크기에 블록의 크기를 나눈 3이 되고, 블록 비트

맵은 가장 마지막 3비트가 1로 채워진다.

WBAN 장치에서 전송한 패킷 내 데이터에 에러가 발생

할 경우 Coordinator는 에러가 발생한 데이터 블록의 비트

맵을 체크하여 ACK를 WBAN 장치로 보낸다. 이 때

WBAN 장치는 아직 버퍼에 남아있는 데이터 블록들 중에

서 해당 비트맵에 해당하는 데이터만을 재전송하고,

Coordinator가 제대로 수신하였으면 비트맵을 0으로 초기

화 한 뒤 ACK를 보낸다. 또한 패킷의 헤더에 에러가 발생

했을 경우엔 전체 패킷을 재전송한다.

[그림 8] 데이터 통신 시 패킷 구조

5.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논문에서는 Wakeup용 주파수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적용된 MAC 프로토콜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뮬레이터를

구현하여, 해당 프로토콜을 통한 데이터 통신이 발생했

을 경우 발생하는 패킷의 구조와 흐름 그리고 제약조건

들을 확인하였다.

시뮬레이터는 패킷의 전송과정에 있어 패키의 크기 조

정이 가능하고, 오류 패킷이 발생한 경우에 오류가 발생

한 블록만을 재전송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임과

동시에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향후 거리에 따른

BER의 조정과 전력 소모량 측정 및 다양한 MAC 프로

토콜이 적용 가능하도록 수정하면 다양한 WBAN 환경

에서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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