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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WBAN(Wireless Body Area Network)는 인체주변 2-3m 역에서 의료  비의료 디바이스들로 구성된 

다양한 환자 모니터링 분야를 지원하기 한 무선센서네트워크이다. WBAN 환경을 해서는 력 소비, 

QoS, 듀티사이클등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주 수 역을 효율 으로 분배하며 트래픽 로드에 강하면서 에

지를 약하는 MAC(Medium Access Control)이 설계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트래픽 로드가 증가할 때를 

고려해 에 지에 효율 인 AQ(Adaptive Queuing) MAC 슈퍼 임 구조를 제안한다. 한 시뮬 이션 결과 

제안하는 AQ(Adaptive Quenuing)MAC를 IEEE 802.15.4 MAC과 비교 하 을 때 송처리율, 평균MAC 지연

율 측면에서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ABSTRACT

WBAN(Wireless Body Area Network) is a Wireless Sensor Network for supporting various applications around body within 

2~3m which consists of medical and non-medical device. MAC in WBAN environment should satisfy requirements such as low 

power consumption, various transmission rate, QoS, and duty-cycle, efficiently distribute frequency band, be strong at traffic load 

and save energy. This paper proposes AQ(Adaptive Queuing) MAC superframe structure for efficient energy use, considering the 

increase of traffic load. The simulation result also show that transmission rate and average MAC delay rate is improved comparing 

IEEE 802.15.4 MAC with AQ 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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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스마트한 의료장비와 다양한 용도의 센서가 발

달함에 따라 센서 디바이스의 소형화, 력이 실  

가능하게 되었으며 환경 모니터링, 재고품 추 , 헬쓰

어 모니터링등의 응용을 한 무선센서네트워크(WSN 

: Wireless Sensor Networks)가 발달하게 되었다. 원격

진료나 환자상태 모니터링 등의 u-Lifecare는 인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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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신구조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해 

의료용 서비스를 지원하기 한 기술로 WPAN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이 고려 되었다[1].

특히 력과 속의 데이터 송률을 특징으로 

하는 IEEE 802.15.4는 의료응용을 목표로 개발된 표

이 아니기 때문에 u-Lifecare의 요구사항을 충족 

시킬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해 IEEE 802.15 워킹 

그룹은 차세  WPAN기술로 WBAN(Wireless Body 

Area Nerwork)을 정의하고 표 화 하 다. WBAN은 

인체 내부에 이식(implant), 피부표면(wearable), 인체

를 심으로 2~3m이내에서의 존재하는 의료기기  

환자용 자제품(CE:Consumer Electronics)에 치하

여 통신을 수행하는 WPAN의 차세  무선통신기술을 

말한다[2]. 

의료 서비스는 체내 이식형 디바이스와 피부 표면

에 부착하는 착용형(wearable)의료기기로 분류 할 수 

있으며 이식형 디바이스의 경우 배터리 충   교환

이 쉽지 않아 력 소비(low-power consumption)

가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IEEE 

802.15.4는 산업용 감시, 가정자동화, 환경감시, 의료 

모니터링 등에 응용되어 사용되어지며 이들 응용에서 

밧데리에 의해 작동되는 수많은 임베디드 디바이스들

은 한 공간에서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다른 공간

에 분포되고 종종 밧데리를 재충 하거나 교체를 수

행할 수 없다는 에서 에 지를 감하는 MAC 슈

퍼 임 디자인은 WBAN의 운 에 있어 요한 이

슈가 된다[3]. 

MAC 로토콜은 경쟁기 (Contention-based)과 

스 기 (Schedule-based) MAC 로토콜로 구분

되며, CSMA/CA(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Collision Avoidance)와 같은 로토콜에서 채 이 사

용 이면 노드는 채 이 idle 될 때까지 송을 연기

하므로 송효율이 떨어진다.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와 같은 

스  기 의 로토콜에서 채 은 고정 혹은 가변

성 기간의 타임 슬롯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슬롯들은 

노드들에게 할당되고, 각 노드는 슬롯주기 동안에 

송하기 때문에 에 지 약 인 로토콜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로토콜은 동기화를 자주 해주

어야 하고 그 사이에 소비되는 에 지를 감해 주는 

낮은 력의 MAC 로토콜개발은 지난 수년간 지속

으로 연구 에 있다[4]. 

임 송시 충돌은 여러개의 임이 동시에 

송될 때 발생하며 충돌된 임이 재 송 될 때 

에 지가 소비되며, 다른 원인으로 어떤 노드가 데이

터를 수신하기 한 채 이 있는지를 감지하기 한 

idle active, 제어패킷 overhead, 제어정보가 페이로드 

포함 될 때 에 지가 소비된다[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하기 

해 CFP(Contention Free Period)의 응성을 증

시켜 다수의 WBAN 의료분야 응용서비스에 유연하

게 CFP를 할당해주고 주 수 역을 효율 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인체센서에서 코디네이터사이에서 피

드백 임과 ACK 사이에 동기화를 해 

power-sleep후에 리엠블을 삽입함으로서 에 지를 

감하는 응 -큐잉(Adaptive-Queuing)MAC 슈퍼

임 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로토콜은 

데이터 패킷 송시 발생하는 충돌과 backoff 주기를 

제거하며 핼쓰 어 환경에서 에 지를 감하는 AQ 

MAC로 슈퍼 임 구조를 갖고 있다. 제안하는 로

토콜은 디바이스 큐를 안 하게 서비스하는 로토콜

로 낮은 트래픽 load를 한 임의 근 구조이며 트

래픽 load가 증가할 때 자동 으로 연결되는 약기

법이다. 한 WBAN 응용에 사용하는 IEEE 802.15.4 

MAC와 비교했을 때 MAC지연율, 노드  처리량 등

이 향상됨을 보 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연구를 

기술하고 3장에서는 슬롯 CSMA/CA 에 해서 기술

한다. 4장은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AQ MAC기법을 

소개하고, 5장에서는 성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6

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한다. 

Ⅱ. 련 연구

2.1 WBAN MAC 요구사항 

WBAN 의료 응용에서 EEG[6], ECG, 압분석등

은 실시간 낮은 송률로 처리가능 하며, 의료 리자, 

트래픽제어 이상경보등의 데이터 처리는 최 의 낮은 

데이터 송률로도 가능하며, EMG나 내시경등의 데

이터는 실시간 고속 데이터 송율이 필요하게 된다. 

WBAN은 인체내외부의 역에서 다양한 특징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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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디바이스들로 스타 토폴로지를 구성하며 응용디바

이스간에 유연성과 확장성을 제공하기 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력(Low Power Consumption)

WBAN MAC 로토콜의 가장 요한 특징은 에

지 효율성으로 일부 응용 로그램에서는 그 장치

의 베터리 수명이 기본 으로 몇 달 혹은 몇 년 정도

는 되어야 한다. 반면에 어떤 장치는 그 응용 로그램

의 특징상 베터리 수명이 고작 10시간 정도면 충분하

다. 심장 제세동기나 pacemakers는 수명이 5년 이상

이어야 하고, 반면에 삼킬 수 있는 카메라 알약은 12

시간 정도면 된다. 

2) 송지연(Latency)과 서비스 품질(QoS)

WBAN을 한 MAC 로토콜은 인체내부와 인체

내부의 다양한 트래픽 특성과 인체의 기 인 특성

을 고려해야 한다. 를들면 인체내부의 디바이스들은 

심장박동조 장치의 경우의 수십 Kbps, 캡슐내시경의 

경우 수백 Mbps까지 다양하게 변한다. point- 

to-point(한 지 에서 다른 지 으로 무선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일) 지연이나 수술 모니터링이나 건

강 련 사업에서 실시간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서

비스품질(QoS)도 요하다. 멀티미디어 응용에서는 

송지연이 250ms보다 작아야 하고 jitter가 50ms보

다 작아야 한다. 고 압이나 압, 불규칙한 심장박

동, 비정상 인 온도변화, 당뇨환자가 지나치게 고, 

당등 응 상황에서 MAC 로토콜은 인체 내․외 

노드들을 채 에 1  내외로 근시켜야 하고 긴  

데이터를 PAN 코디네이터로 보내야 하며, 베터리 방

과 같은 비의료 인 응 상황보다도 더 우선순 가 

높게 처해야 한다.

3) 주기성과 비주기성(Periodic and Non-Periodic)

헬스 어 시나리오에서 어디든지 각각의 환자들은 

동시 으로 간주하고, 병원에 분산된 인체센서들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은 주기 이고, 비주기 인 타입으로 

분류한다. 주기 인 트래픽은 병실공간내 환자의 육체

인 상태에 해 일상 으로 조사하는 값을 포함하

는 경우로 보통 이들값은 엄 히 시기 한 필요조

건은 아니므로 CSMA/CA기법은 이들 트래픽에 사용

된다. 그러나 응 상황(극 으로 압이 증가하고 감

소하거나, 환자의 심장마비, 병실의 기치 않는 온도

변화등)의 경우 환자나 병실에서 발생된 비주기 인 

트래픽은 아주 험하며 채 과 역폭의 근을 보

장해야 하기 때문에 GTS서비스는 이런 트래픽에 사

용한다.

4) 듀티사이클(Duty-Cycle)[7].

력-에 지에 효율 이고 융통성 있는 듀티사이

클 기법은 idle listening, overhearing, 패킷층돌과 제

어패킷 overhead 문제를 최소화 시켜 다. 낮은 듀티

사이클 노드들은 그들이 송수신 데이터가 없다면 빈

번한 동기화  제어정보(비컨 임)을 수신하지 

않는다. WBAN MAC는 인체 내․외부의 산업용, 과

학용, 의료용(ISM)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ISM 주

수 역, 30Mbps∼50Mbps 인 무선랜에 비해 최소 

100Mbps∼1Gbps  속도를 보장하는 역통신

(UWB)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한

다. 즉, 그것은 다수의 물리계층(Multi-PHYs)통신을 

하게 해 주어야 하며 네트워크안의 지연, 처리율과 

역폭 이용을 바꿀 수 있는 확장성과 응성을 보장해

야 한다.

Ⅲ 슬롯 CSMA/CA Mechanism.

3.1 슈퍼 임 구조

Beacon-enabled 네트워크는 CSMA/CA를 사용하

고 각 디바이스의 슬롯 경계는 PAN코디네이터의 슬

롯경계로 할당된다. 디바이스 동기화  네트워크 제

어를 해 PAN 코디네이터는 일정한 비컨을 송신하

여 슈퍼 임의 시작과 끝을 정의한다. 슈퍼 임은 

16개의 슬롯으로 구성되고 GTS(Guaranted Time 

Slots)를 포함하는 CFP와 CAP(Contention Access 

Period)로 구성된다. 채 이 유휴이면 random backoff

값에 따라 송이 수행되고 만약 채 이 사용  이면 

디바이스는 채 에 다시 근을 시도하기 에 다른 

임의의 주기를 기다린다.

IEEE 802.15.4는 3개의 주 수 역(868 MHz, 915 

MHz, and 2.4 GHz) 으로 구성된 소량의 데이터량 응

용에 맞게 설계된  력 로토콜이다. 총 채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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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의 채 로 구성되며 16개의 부채 은 2.4 GHz  

역으로 데이터 송률은 250 Kbit/s이고 10개 부채

은 915 MHz에 할당되고 데이터 송률은 20 

Kbit/s, 1개의 부채 은 868 MHz에 할당되며 데이터 

송률은 40 Kbit/s이다. 

IEEE 802는 DLL은 MAC와 LLC 서 이어로 분

리되고 LLC는 802.3, 802.11, 802.15.1로 표 화 된다. 

IEEE 802.15.4 MAC의 특징은 결합과 분리, ACK

임 달, 채 근구조, 임 평가, 보장된 시간 

슬롯 리, 비컨 리등으로 분류 한다. MAC은 상

계층에 데이터와 리를 서비스한다. IEEE 802.15.4 

MAC 리 서비스는 26개의 원시함수를 갖고 반면 

802.15.1은 131개의 원시함수와 32개의 이벤트로 구성

되어 있다. 

IEEE 802.15.4 MAC은 복잡도가 낮으며 IEEE 

802.12.1보다 은 비용이지만 정된 속의 응용에 

합하며 동기식 음성링크를 지원하지 않는다. PAN 

코디네이터는 16개의 슬롯으로 분할된 정된 시간안

에 슈퍼 임 비컨을 송한다. 채 근은 경쟁 심

이나 PAN 코디네이터는 용의 역폭과 낮은 송

지연(low-latency)을 필요로 하는 한 개의 디바이스에 

시간슬롯을 할당한다. 이러한 시간할당 슬롯은 GTS

라 하고 이들은 경쟁이 자유로운 기간을 만든다.

beacon-enabled 모드에서 네트워크의 센서는 코디

네이터에 의해 제어되고 주기 으로 디바이스 동기화

와 결합 제어를 하기 해 비컨을 송하고 슈퍼

임 채 구조는 그림 1에 시된 바와 같이 한정된다. 

그림 1. IEEE 802.15.4 슈퍼 임 구조
Fig. 1 The superframe structure of IEEE 802.15.4

ISM 역에서 backoff 주기는 10바이트이고 각 슬

롯은 ∙  backoff 주기를 가지며, 슈퍼 임은 

SD가 0일 때 48 backoff SD를 가진다. 슈퍼 임은 

active와 inactive주기로 구성되며, active주기는 싱  

Beacon과 싱  CAP, 싱  CFP로 구성되어 있다. 슈

퍼 임의 Inactive주기는  ∗   이며 

비컨주기는 active 슈퍼 임 기간과 동일하다. 

active 슈퍼 임은 경쟁부분과 TDMA와 GTS로 구

성된다. GTS 역은 MAC명령 임을 사용하는 

노드로부터 요청하고 코디네이터는 많은 슬롯안에 

GTS 역폭을 할당한다. 하나의 슬롯은 3*2∗  

backoff주기를 가지며 노드에서 PAN코디네이터로 데

이터 송은 슬롯 CSMA/CA을 이용해 GTS슬롯안에

서 실행된다. 슬롯 CSMA/CA방법은 backoff 활동인 

패킷 송, acknowledgment수신의 두 개의 CCAs로 

구성되며 backoff값은 경쟁 도우   범 에서

균일하게 선택된다. 기본 으로 노드는 +1=5번의 

  ,        와 

   의 backoff 도우 크기를 가지고 송을 

한다.  이고, 슈퍼 임의 체길

이 즉 BI(Beacon Interval)와 슈퍼 임의 active길

이, 즉 SD(Superframe Duration)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

여기서 

  

이다[7]. 

3.2 슬롯 CSMA/CA Mechanism

IEEE 802.15.4는 beacon-enabled 모드이고, 한 개

의 슈퍼 임은 경쟁 근 주기를 갖고 슬롯 

CSMA/CA 기법이 용된다. 이 의 연구에서 유사하

게 주로 슬롯 CSMA/CA의 MAC 성능개선에 심이 

있어 왔으며, 체 슈퍼 임기간은 경쟁 근주기에 

의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IEEE 802.15.4의 

CSMA/CA 구조는 이진 지수 backoff를 사용하는 

이 IEEE 802.11과 유사하나 IEEE 802.11과 달리 

IEEE 802.15.4의 backoff 카운터 값은 채 상황과 



의료 WBAN 환경을 한 IEEE 802.15.4 MAC 성능 개선

 107

계없이 정지하지 않으면 감소한다. 채 을 감지하는 

디바이스는 backoff 값이 0에 이를 때 CCA를 실행한

다. IEEE 802.15.4 네트워크에서 의료  비의료 서비

스를 지원하기 해 이기종 디바이스간의 주 수 

역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오류는 데이터 신뢰성에 치

명 인 향을  수 있다. 따라서 WBAN에서 -

력과 높은 데이터 신뢰성, - 역폭은 가장 요한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다. 슬롯 CSMA/CA 알고리즘

은 그림 2와 같고 사용하는 라미터는 NB(Number 

of Backoff), CW(Contention Window Length), 

BE(Backoff Exponent)이다. 

그림 2. IEEE 802.15.4 슬롯 CSMA/CA
Fig. 2 The IEEE 802.15.4 of slotted CSMA/CA

NB는 다수의 backoff 시간이며 0으로 기화 되어 

있고, 만약 CCA를 검출하여 사용 이면 backoff 주기

가 만들어지고 NB는 1씩 증가한다. 만약 CCA를 검

출하여 사용 이면 backoff 주기가 만들어지고 NB는 

1씩 증가한다. 채 이 부족하면 NB의 최 값은 4로 

셋 되고 그 이상을 넘으면 오버헤드를 피하기 해 

송은 지된다. CW는 CCA검출주기에서 디바이스

가 얼마나 많이 기다리는가를 나타내고, CW의 디폴

트 값은 2로 셋 된다. BE는 디바이스가 backoff 기

간에 얼마나 많이 기다리는가를 결정하며 다른 배터

리 상황에서 다른값으로 기화된다.

Ⅳ. WBAN을 한 제안된 AQ MAC

DQDB는 TDMA 환경을 한 공유된 노드 디바이

스 사이의 분산-큐잉 임의 근 로토콜(DQRQP)로 

Campbell[8]에 의해 제안되었다. DQRAP는 TDMA 

슬롯으로 나 어지고 약 서 슬롯 는 제어 서

슬롯으로 나 어지고, DQRAP는 시스템 송 용량이

나 트래픽 로드의 향에 안 한 충돌 방 트리 알

고리즘을 제공한다. 

한 경량의 트래픽 노드를 한 Aloha 로토콜

과 같은 용량이고 트래픽 노드가 증가함에 따라 약 

시스템으로 환하고 자동 으로 충돌을 여 다. 이

의 연구결과에 바탕으로 Alonso[9]는 고성능 임의 

근 로토콜로 범주인 WLAN환경에 합하게 설계

된 DQCA(Distributed Queuing Collision Avoidance)

를 제안하 다. DQCA의 특징은 데이터 패킷 송시 

backoff기간과 충돌을 제거하고 슬롯 Aloha와 같은 

모든 트래픽 조건하에 불안정성을 견디어내고 수신 

송률을 최 로 유지한다. WBAN의 결정 인 성공

요인은 의료 응용에서 소량, 경량, 비용 인체 센서

를 이용하는데 있어 빈번한 밧데리 교체를 없애기 

해 력을 소비해야 하고 동시에 신뢰도를 보장해

야 한다는 것이다

제안된 AQ MAC 슈퍼 임 방법은 항상 안 하

게 분포된 고성능 로토콜로 낮은 트래픽 로드를 

한 임의 근 구조이며 트래픽 로드가 증가할 때 자

동 으로 연결되는 약기법이다. 제안된 로토콜의 

특징은 데이터 패킷 송시 발생하는 충돌과 backoff 

기간을 제거하며 헬쓰 어 환경에서 에 지를 감하

는 AQ MAC 로토콜로 WBAN은 2단계 구성되고 

사용하는 슈퍼 임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업 링크

는 인체센서에서 WBAN 코디네이터 달의 경우로 

인체센서 근요청에 해서는 CAP를 통해서 이루어

지고 충돌이 없는 데이터 송을 해 CFP가 사용

된다. 다운 링크는 BAN 코디네이터에서 인체센서로 

달의 경우로 BAN 코디네이터는 이 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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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을 확인하기 해 피드백 임을 사용하며 

WBAN의 모든 인체센서에게 독립 인 로토콜 규

칙을 따르도록 제어정보를 송한다. AQ MAC CAP

는 m개의 미니슬롯으로 나 어지고 근 미니 슬롯

안에 기간의 RA(Random Access)가 CFP안의 

치를 수집하도록 송신한다. RA는 BAN코디네이터가 

PHY계층에서 채 신호를 "비어있음", "성공", "충돌"

등의 채 상태를 검출하는데 필요한 최 신호이다. 

AQ MAC CFP는 CAP동작 후에 페이로드 길이 

기간의 경쟁이 없는 데이터 슬롯내에 데이터 

송을 한다.는 기간 ACK를 기다리는 최

시간이다. AQ MAC 슈퍼 임은 Feedback 임

으로 제한하며 IEEE 802.15.4 슈퍼 임 형식과 유

사하게 Feedback 임은 WBAN 코디네이터에 인

체센서를 부착함으로서 동기화된다. Feedback 임

은 AQ MAC 로토콜을 사용하는 WBAN에 인체센

서를 부착하며 한 MAC제어정보를 가지고 있다

[10]. 

그림 3. WBAN을 한 제안된 AQ MAC Superframe.
Fig. 3 Proposed AQ MAC superframe for WBAN

에 지 약 AQ MAC 슈퍼 임에서 Feedback 

임은 새로운 동기화 리엠블보다 선행되고, 인체

센서의 에 지 수명을 연장하기 의해서 다른 시간 간

격사이에 에 지 리 해법과 energy-aware 무선 활

동 정책을 가능하게 한다. AQ MAC 슈퍼 임 끝에 

PHY계층으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한 

MAC 계층을 허용하는 IF(Inter Frame)가 첨가된다. 

Ⅴ. 실험결과 

N개의 센서노드와 한 개의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성형 토폴로지를 가지는 단일 홉 성형 토폴로지를 고

려하고 Visual C++을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한다. 

모든 의료 디바이스노드들은 코디네이터와 250kbps로 

송하고 CFP는 무시하고 패킷길이()는 120 바이

트이며 트래픽 로드는 

∗ ∗∗ 이다. 우리는 

네트워크 효율을 해 패킷처리량, 평균 MAC지연을 

IEEE 802.15.4 표 과 비교하고, 분석결과는 그림 4, 

그림 5와 같이 얻을 수 있다. 그림 4는 제안된 AQ 

MAC기법이 패킷처리량이 증가된 것을 보여주고 그

림 5는 IEEE 802.15.4. 보다 평균 MAC 지연이 감소

함을 보여 다.

그림 4. 처리량  노드수
Fig. 4 Throughput versus number of nodes

그림 5. 평균 MAC 지연  노드수.
Fig. 5 Average MAC delay versus number of 

nodes

Ⅵ. 결 론

본 논문에서 우리는 헬쓰 어 시나리오에서 

WBAN을 해 ACK 모드를 가진 IEEE 8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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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con-enabled 기법에 비해 에 지- 약 임형식

인 AQ MAC을 제안하 다. 제안된 AQ MAC은 포화

상태의 상황에서 패킷 처리율, 평균 MAC 지연율이 

IEEE 802.15.4 MAC보다 향상된 결과로 의료 시나리

오에 있어 합함을 보 다. 한 멀티-홉 클러스터 

토폴로지에서 히든 노드들을 고려한 경우 GTS 할당 

성능을 개선시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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