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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고에서는 저전력 단말이 infra 없이 device-to-device 로 

주변 기기를 탐색하여 ad hoc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피어 인지 통신용 (Peer Aware Communication: PAC) PHY 

와 MAC 개발을 목표로 하는 IEEE 802.15 Task Group 8의 표

준화 동향을 소개하였다. IEEE 802.15 TG8은 2016년 6월 첫

번째 Working Group Letter Ballot을 끝냈으며, RevCom 승

인은 2017년 7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Ⅰ. 개 요

쇼핑몰, 캠퍼스, 놀이공원, 스타디움 등 다중이 군집하는 경

우나 천재지변에 의해 통신 인프라가 소실되는 경우, 저전력 디

바이스들간 유연하게 peer group을 구성하여 다중 서비스 품

질을 제공할 수 있는 무선 통신이 요구되고 있다. 

이동통신망 이나 코디네이터에 의한 저전력 무선 네트워크과 

같이 네트워크 구성과 운용관리가 요구되는 인프라 기반 통신

으로 근접 범위내 수백개의 디바이스간 social network 서비

스, 게임, 광고 서비스 등을 동시에 동적으로 제공하기에는 디

바이스 탐색 시간, 오버헤드에 의한 무선 자원의 이용 효율성면 

등에서 적합하지 않다. 

저전력 단말이 인프라 없이 device-to-device로 주변 기기를 

탐색하여 ad hoc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서비스 품질이 다양

한 그룹 통신을 지원하는 표준 개발을 위하여 IEEE 802.15 에 

TG8이 2012년 3월 구성되었다.

IEEE 802.15 TG8은 11GHz 이하 무선 대역에서 네트워크 인

프라가 없는 완전 분산 방식으로 근접 범위내 서비스 제공 peer

를 링크 접속 절차 없이 탐색하여 peer-to-peer 그룹을 동시에 

10개 까지 구성 가능하며, 100Kbps에서 10Mbps까지 다양한 전

송 품질을 제공하는 피어 인지 통신용 (WPAN - peer aware 

communication: PAC) PHY 와 MAC 개발을 목표로 한다.

피어 인지 통신은 peer-to-peer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device-to-device 직접 통신을 지원하는 통신 방식이다. peer 

는 interface, proximity, interest, service 등에 따라 인지될 

수 있다. communication interface를 인식하거나, 공간내 인

접한 이벤트, 사람, 위치 기반 정보 등을 인식하거나, 쇼핑, 게

임 등 peer의 관심사를 인식하거나, 특정 서비스 ID를 인식하

여 peer-to-peer service를 제공한다.

본고에서는 현재 WG letter ballot draft인 “Part 15.8: 

Wireless Medium Access Control and Physical Layer (PHY) 

Specifications for Peer Aware Communications (PAC)”[1]

을 기준으로 IEEE 802.15.8 표준을 소개한다. 

Ⅱ. Peer Aware Communication 

Networks 

Peer Aware Communication Network은 PHY, MAC, 

Middleware, PAC application을 포함하는 PAC Device (PD) 

로 구성된다. 

PD는 종류가 다른 응용 서비스를 여러 개의 PD와 동시에 제

그림 1. Concurrent communication 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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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peer 간 1-1 unicast, 1-n 

multicast, n-m multicast, broadcast 링크를 설정할 수 있다.

IEEE 802.15.8 의 PAC device는 최소 하나 이상의 PHY

와 MAC으로 구성되며 대표적인 기능은 <그림 2>와 같다. PD 

PHY layer는 OFDM, OFDMA, UWB transceiver를 제공하

며, 네트워크  동기화, 채널 상태 정보 피드백, power control, 

random access와 security protocol 등을 제공한다. PD MAC 

layer는 PD 탐색, peering, unicast/multicast 데이터 전달 등

을 수행한다. PD의 상위 계층은 peer device 정보 관리, peer 

device group 관리와 구성, peer service 등을 제공한다.

IEEE 802.15.8 PAC은 하나의 PD가 10개 까지 PAC group

에 동시 접속하여 peer-to-peer 서비스가 가능한 PAC 

network을 제공한다.

Ⅲ. Peer Aware Communication PHY 

Peer Aware Communication PHY 계층은 저속 이동 PHY, 

고속 이동 PHY, UWB PHY가 제공된다. 적용된 주파수 대역

과 모듈레이션은 <표 1>과 같다.

저속 이동 PHY는 2.4GHz와 5.7 GHz 대역에서 운용되는 

OFDM으로 modulation 방식에 따라 3, 6, 9, 12, 17.5, 24, 

36, 45, 54 Mbps의 전송 속도를 제공한다.

고속 이동 PHY는 Sub-GHz, 2.4GHz, 5.7 GHz 대역에서 

운용되는 OFDMA로 modulation 방식에 따라 최소 1 Mbps에

서 최대 372.96 Mbps의 전송 속도를 제공한다.

UWB PHY는 4.2~4.8GHz, 6~10.6 GHz 대역에서 운용되

며 modulation 방식에 따라 최소 0.11 Mbps에서 0.85, 6.81, 

27.24 Mbps의 전송 속도를 제공한다. 

저속 이동 PHY, 고속 이동 PHY는 <그림 3>과 같이 

synchronization period, discovery period, peering period, 

contention access period, contention free period 등으로 시

분할된 100ms 길이의 superframe에서 period 별로 지정된 프

레임을 전송한다. 

34개 back  o f f  s l o t으로 구성된 306us  길이의 

synchronization period에서 short training field, long 

그림 2. PAC Network Layers

그림 3. PAC superframe 및 PHY frame 구조

표 1. PAC 주파수 대역과 모듈레이션[1]

Frequency band
(MHz)

Modulation
Multiple 

antennas

2400	-	2483.5	
5725	-	5875

OFDM BPSK,QPSK,	
16Q	AM,	64QAM

Beamforming

915.9	-	929.7
Filtered	OFDM

GFSK

2400	-	2483.5	
5725	-	5875

OFDMA
BPSK,	QPSK,	
16Q	AM,	64QAM

MMO

3100	-	10600 UWB
BPM-BSPK,	
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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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field, timing offset field, contention window 등으

로 구성된 동기화 신호를 전송한다.

저속 이동 PHY는 peering period, contention access 

period, contention free period에서 short training field, 

long training field, contention window, PHY header, 

PSDU, bit jitter로 구성된 PHY frame을 전송한다.

 고속 이동 PHY는 peering period, contention access 

period, contention free period에서 preamble, PHY header, 

PSDU로 구성된 PHY frame을 전송한다.

저속 이동 PHY와 고속 이동 PHY의 PHY header는 data 

rate, PSDU length, burst, scrambler 1st seed, scrambler 

2nd seed, frame type, PSDU type 등으로 구성된다.

UWB PHY는 <그림 4>와 같이 SHR preamble, PHY 

header, PSDU로 구성된 PHY frame을 전송하며, frame 

length에 따라 127 octet data와 1023 octet data 두 가지로 제

공된다.

Ⅳ. Peer Aware Communication MAC

Peer Aware Communication MAC 계층은 상위 계층이

peer-to-peer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PAC group의 구

성과 PAC group 내 데이터 전달에 필요한 네트워크 동기화, 

MAC superframe/cyclic-superframe access, peer device 

탐색, peering, data transmission 기능 등을 수행한다. PAC 

MAC 기능은 상위 계층과 request/indication/ response/

confirm primitive에 의한 절차와 PD 간 MAC frame 전달 처

리로 수행된다.

PAC MAC 링크 자원은 서로 다른 PAC group에 속하더

라도 인접한 PD들간 시간 분할로 MAC 기능별 전용 타임 슬

롯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어된다. 이를 위하여, PAC MAC 

superframe 과 네트워크 동기화 기능이 정의되었다. 

1. PAC MAC Superframe

Peer Aware Communication MAC link는 100ms 길이의 

MAC superframe 단위로 link 자원을 관리한다. PAC MAC 

superframe은 <그림 3>과 같이 306us 의 synchronization 

period, 1ms의 discovery period, 10ms 의 peering period, 

40.694ms의 contention access period, 48ms 의 contention 

free period 등으로 구성된다. 

-  synchronization period에서는 6개 symbol 길이의 동기

화 신호가 PD 간 contention 방식으로 전송된다.

-  discovery period에서는 PD service로부터 제공되는 

21byte 의 PD service 식별자가 전송된다. high mobility 

PHY의 경우 discovery resource block을 사용한다.

-  peering period에서는 PD 간 peering과 de-peering 관련 

MAC command frame이 contention 방식으로 교환된다.

-  contention access period에서는 discovery request/

response 등 PD 간 PAC MAC command frame과 data 

frame이 contention 방식으로 교환된다.

-  contention free period는 resource scheduling request 

period, scheduling response period, pilots from TX, 

CQI from Rx 등으로 구분된다. resource scheduling 

request period와 scheduling response period에서 

scheduling request message와 scheduling response 

message를 이용하여 priority와 전달 크기에 따라 

resource element를 예약한 후 사용한다.

PAC MAC에서는 contention access 방식으로 EIED 

(exponential increase exponential decrease) backoff 

algorithm과 p-EIED backoff algorithm을 적용하였다. 

EIED backoff algorithm은 contention window(CW)를 

update 할 때 PD 밀도와 관계 없이 항상 일정 transmission 

rate을 유지하며, PD 간 CW의 변이가 적은 값을 얻도록 고안

되었다. 최근 수신된 2개의 동기 신호간 inter-arrival 시간

에 weight를 포함하여 평균 inter-arrival time을 계산한 후, 

synchronization period 내에 동기 신호를 받을 수 있는 확률

을 최대로 높이기 위하여 기준 시간보다 평균 inter-arrival 

time이 적으면 CW의 크기를 exponentially 늘리고, 크면 CW 

를 exponentially 줄인다. CW update시 주변 PD의 CW 평균

과 수신된 동기 신호의 CW의 크기에 따라 CW update 비율을 

결정한다.

p-EIED backoff algorithm은 PD 간 평균 전송율 차이인 

persistence level p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backoff slot 마

그림 4. PAC UWB PHY frame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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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의 확률로 data frame 전송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frame 전송율을 조절한다. 

각 period의 contention 방식은 다음과 같다.

-  synchronization period는 34개의 backoff slot으로 구성

되며, 동기화 신호는 EIED backoff algorithm을 적용한 

slotted CSMA/CA(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with 

collision avoidance)로 전송한다. 

-  peering period는 p-EIED random access와 CS 

mechanism을 사용한다.

-  CAP는 p-EIED random access 방식으로 link를 점

유하고, data frame 전송시 RTS와 CTS를 이용한 CS 

mechanism을 사용한다. 

2. PAC MAC Cyclic-superframe

PAC MAC superframe은 고정된 길이의 period 를 용도별로 

사용함에 따라,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  응용 서비스 특성에 따라 사용 되는 superframe period의 

갯수를 최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탐색 단계,  피어링 단계,  데이터 전달 단계별로 

superframe period의 길이와 특정 superframe period의 

on/off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인접 PD 또는 PAC group 간 interference를 최소화할 수 

있는 superframe period 활성화 조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응용 서비스와 서비스 단계별 PAC MAC link 자원을 최적

으로 사용하며, 비활성화 period에서 power off를 통해 저

전력 운용과 인접 PD 간 interference를 최소화할 수 있는 

superframe 운용 방법이 요구된다. 해결 방안으로 다수개의 

PAC MAC superframe을 묶어 superframe 내 period 마다 

활성화/비활성화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형상이 반복적으로 나

타나는 cyclic-superframe 구조가 제안되었다.

Cyclic-superframe 구조는 <그림 5>와 같이 pattern A 

와 pattern B의 두가지 period 활성화 형상을 가지는 다수

개의 superframe으로 구성한다. superframe pattern은 

synchronization period를 제외한 4개의 period 마다 active 

또는 idle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16 가지의 다른 superframe 

on/off 상태를 표시할 수 있다. cyclic-superframe은 이들 

period active 상태 조합 중 2가지를 골라, cyclic-superframe 

의 시작점부터 n개의 pattern A superframe으로 구성하고, 이

후 pattern B superframe으로 나머지를 채우게 된다.

새로 시작되는 PAC group이 cyclic-superframe 형상과 

시작점을 결정할 때, 주변 PD 또는 PAC group이 사용하고 

있는 cyclic-superframe과 interference를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기존 PD는 cyclic-superframe 형상 정보를 header 

information element (IE) 에 4 byte의 cyclic-superframe 

descriptor로 실어 제공한다. cyclic-superframe descriptor

는 superframe의 개수로 표현되는 cyclic-superframe의 길

이, pattern A superframe의 개수, superframe pattern A, 

superframe pattern B 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3. PAC Network Synchronization 

PAC network은 PAC group 내 PD 들뿐만 아니라 서로 다

른 PAC group 들간 superframe이 동기화되어 운용된다.

PAC network 동기 신호를 위한 전용 채널로 306 us

의 synchronization period를 제공한다. synchronization 

period는 2개 symbol 길이의 slot 34개로 구성된다. 

Synchronization signal은 6개 symbol로, 하나의 동기 신호 

전송을 위해 3개의 slot이 필요하며, EIED bakcoff algorithm 

그림 5. Cyclic-superframe 구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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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하나의 synchronization period에서 동시에 동기 신호

를 전달할 수 있는 PD의 개수가 정해진다.

PD가 초기화 된 경우, MAC layer는 초기 synchronization 

을 수행하여야 한다. 동기 신호를 검출하기 위하여 5개의 

superframe 동안 on 되어야 한다. 만약 주변 PD 로부터 동기 

신호를 받지 못한다면, 자신이 동기 신호를 전송하여야 한다. 

동기화 후, synchronization period는 항상 active 상태를 유

지하여야 한다.

PAC network은 네트워크 동기를 유지해야 하며, 5개 연속

된 superframe 동안 네트워크 동기 신호를 받지 못하면 동기를 

상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4. PAC Device Discovery 

PAC network은 다음의 네가지 PD 탐색 절차를 제공한다.

-  One way discovery (advertisement type): PD가 탐색 정

보로 서비스 식별자를 discovery period에 브로드캐스팅하

며, 특정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

-  Untargeted two-way discovery (publish/subscribe 

type): PD는 탐색 정보를 discovery request command 

frame으로 CAP에서 브로드캐스팅하며, discovery 

response frame을 받아 연결한다.

-  Targeted two-way discovery (query/reply type): PD

는 특정 PD를 지정하는 탐색 정보를 discovery request 

command frame으로 CAP에서 브로드캐스팅하며, 해당 

PD로부터 discovery response frame을 받아 연결한다.

-  Many-to-many discovery: initiator PD는 empty list 

로 discovery request command frame을 브로드캐스트하

고, responder PD는 자신이 탐색한 PD 정보를 discovery 

response command frame으로 브로드캐스트한다. 

initiator PD는 update 된 탐색 list를 브로드캐스트 하여 

지속적으로 탐색된 주변 PD 정보 list를 확장한다.

targeted one-to-one discovery의 경우, peer를 발견

할 때 까지 discovery period를 항상 listen 하여야 하며, 

peer 발견 후 discovery period에서 sleep이 가능하다. 즉, 

discovery initiator는 발견할 때 까지 on 되어야 하며, 지속

적으로 discovery message를 보내야 한다. Discovered PD는 

discovery message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on 되어 있거나, 특

정 시간동안 discover period를 on 되어 있는 동안 initiator를 

발견하여야 한다.

Untargeted discovery의 경우 discovery에 응답하게 될 PD

의 수를 사전에 알 수 없으므로, 일정 시간 동안 discovery 

period를 listen 하여야 한다. Discovered PD는 discovery 

message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on 되어 있거나, 특정 시간 동그림 6. One way discovery procedure sequence[1]

 그림 7. Untargeted two way discovery procedure sequence[1]

그림 8. Targeted two way discovery procedure sequence[1]

그림 9. Many-to-many discovery procedure sequenc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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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discover period를 on 되어 있는 동안 initiator를 발견하여

야 한다.

Many-to-many discovery의 경우 모든 initiator PD가 

discovery를 끝날 때 까지 discovery period를 listen 하여야 

한다.

5. PAC Peering 

PAC group을 구성하기 위하여 PD를 발견하였을 경우, PD 

간 link를 연결하여야 한다. PAC peering은 다음의 세가지 절

차를 제공한다.

-  One-to-one peering: initiator PD와 responder PD 간 

link를 <그림 10>과 같은 절차로 구성한다.

-  One-to-many peering: requester PD와 다수개의 

responder PD 간 link를 <그림 11>과 같은 절차로 구성

한다. Requester PD는 target PD list를 포함한 peering 

request command frame을 브로드캐스팅한 후, 지정 시

간내에 peering response command frame이 도착된 

responder PD 와 link를 구성한다.

-  Many-to-many peering: initiator PD 가 다수개의 

responder PD 간 one-to-many link를 구성한 후, 다음 

PD 가 initiator PD가 되어 one-to-many link를 구성한

다. 이 과정을 many-to-many peering이 완성될 때까지 

반복한다.

One-to-many 또는 many-to-many peering이 필요한 서

비스의 경우, empty group list를 갖는 peering request 를 

broadcast 한다. enhanced ACK를 보낸 PD 들에게 개별적으

로 peered PD list 갖는 peering request를 one-to-one으로 

보낸다. peering request를 수신한 PD는 개별적으로 peering 

response를 initiator PD로 보낸다. 즉, 첫번째 peering 

request를 broadcast 하기 위하여 3개의 superframe 동안 

peering period가 on 되어야 하며, group size에 따라 peering 

response를 받기 위하여 peering period가 on 되는 기간이 결

정된다.

Ⅴ. 맺음말

IEEE 802.15 TG8은 2016년 6월에 첫번째 Working 

Group Letter Ballot을 끝냈으며 93.75%의 찬성율을 얻었

다. 2016년 9월 현재 총 716개의 comment를 전부 resolve

한 후, recirculation ballot을 위한 revised draft를 작성 중

이다. 2016년 11월 1차 recirculation ballot 후, conditional 

로 sponsor ballot을 요청할 예정이며, 최종 RevCom 승인은 

2017년 7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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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One-to-one peering procedure sequence[1]

그림 11. One-to-many peering procedure sequenc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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