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19, No. 9, September 2016(pp. 1690-1697)

http://dx.doi.org/10.9717/kmms.2016.19.9.1690

1. 서  론

현재 인터넷을 활용한 사물통신은 IoT(Internet of

Things) 개념에서 점차 IoNT(Internet of Nano-

Things) 개념으로 확장되어가고 있다[1]. 현재 IoNT

는 나노 단위의 디바이스와 테라헤르츠-EM(ter-

ahertz-ElectroMagnetic) 통신기술의 발달로 그 적

용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그라핀(graphene) 기반의 

나노 안테나와 밀리미터 크기의 무선 센서가 결합된 

나노 센서(nano sensor)들의 개발로 Gbps 속도의 대

량 데이터 전송도 가능하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특정 장기에 나노 센서들이 이식된 경우 통신

을 위해 공유된 무선 채널에서 충돌 방지와 센서들이 

가진 제한된 전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간단

하고 유연한  MAC 프로토콜 동작이 요구된다[3].

다른 한편으로 개인 무선 통신망(PAN: Personal

Area Network) 기술들 중에서 IEEE 802.15.4의 표준

으로 개발된 지그비는 저 전력으로 넓은 범위의 통신 

응용에 적합하다[4,5]. 즉 낮은 수준의 전송 속도(250

kbps, 2.4GHz 경우)로 긴 배터리 수명과 보안성을 

요구하는 주기적 또는 간헐적인 데이터 전송이나 센

서 및 입력 장치 등의 단순 신호 전달을 위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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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응용 분야에 적합하다. 특히 비컨 가용 모드

(beacon-enable mode)에서는 비컨 프레임을 이용한 

슈퍼 프레임(super frame)을 구성하여 해당 네트워

크의 노드간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는데, 간헐적 짧은 

길이의 데이터 전송에 기반 한 저 전력유지 응용에 

적합한 방법이다.

나노 센서들을 목적된 신체 특정부분에 배치해 바

이러스나 감염여부를 감지하는 나노 네트워크 인체 

응용의 경우, 간헐적인 사건중심 및 적은 양의 데이

터 전송 등이 지그비의 비컨 가용 모드에서 비컨 프

레임을 활용한 슈퍼 프레임 구성 및 동작과 흡사한 

형태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인체 응용을 위한 나

노 네트워크 MAC에 활용하기 위해 지그비의 슬롯 

기반 슈퍼 프레임을 응용한 개념적 설계를 달성한다.

본 연구는 처음 수행된 관계로 논문의 4장에서 제안

된 슈퍼 프레임의 활용성 측면에서의 효율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인체 응용을 위한 나노 네트

워크 개념과 지그비에서 사용되는 슈퍼 프레임의 동

작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3장에서는 나노 네트

워크의 인체 응용을 위한 네트워크 모델 제시 및 해

당 슈퍼 프레임 설계를 설명하며, 4장에서는 성능 분

석과 그리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나노 네트워크와 지그비

2.1 나노 네트워크

선행 연구에 따르면 그라핀 기반의 나노 패치안테

나가 장착된 나노 센서들은 나노 단위 EM 통신이 

가능하다[2]. 일반적으로 이러한 센서의 EM통신 전

달 속도는 금속안테나에 비해 낮으나 THz 주파수 

대역에서 EM 파형 방사형식으로 Gbps단위까지의 

채널 용량이 가능하다[2].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시

한 인체 응용을 위해서는 그 정도의 채널 용량을 요

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체의 특정 장기에 흩어져 

심어진 나노 센서들의 역할은 단지 질병의 증후 혹은 

바이러스 등을 포착하여 그것의 유무만 전송하면 되

므로 이미 연구된 용량으로도 충분하다. 이러한 환경

에서 물리계층 전달은 펨토초(femtosecond: 10-15초,

Thz) 펄스 기반에서 TS-OOK(Time-Spread On–

Off Keying) 변조기술로 구현 가능함이 이미 연구되

었다[6,7].

나노 네트워크에 대한 응용연구는 인체 내 장기의 

기능 감지, 인체에 해로운 오염에 관계된 제어, 그리

고 군사작전과 정밀한 기계소재 제작에 관련된 품질

제어 등의 응용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8]. 특

히 나노 센서와 나노-EM 송수신 기술과 결합된 나

노 노드들을 활용하여 수 밀리미터 크기까지의 망들

을 구성해 이러한 응용이 가능함을 보여준다[2]. 다

음 Fig. 1은 이미 연구된 그라핀 기반의 나노 센서 

및 패치 안테나가 융합된 나노 센서 노드의 예이다

[6].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인체 응용을 위한 나노 

네트워크 설계에 있어, MAC에서 해당 동작과정이 

지그비의 응용 동작과 유사함에 착안하여 전송속도

를 Gbps로 확장하고, 지그비의 비컨 가용 모드에서

의 비컨 프레임을 이용한 슈퍼 프레임 구성과정을 

응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슈퍼 프레임 설계가 그 목표

이다.

Fig. 1. Nano-sensor node.

2.2 지그비 MAC 프로토콜

지그비의 MAC 프로토콜은 두 가지 모드로 동작

하는데, 먼저 비컨 가용 모드에서는 비컨 프레임을 

이용해 슈퍼 프레임을 구성하여 해당 네트워크의 노

드들이 공유채널을 경쟁하여 데이터 전송을 수행한

다. 또한 슈퍼 프레임 설정과정에서 활성 구간(active

period)과 비활성 구간(inactive period)을 조정함으

로써 적절한 활용률(duty cycle)을 구성하여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무선 채널 접근은 해

당 슬롯별로 CSMA/CA(Slotted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with Collision Avoidance) 기능을 

활용한다. 또한 시간 보장 슬롯(GTS: Guaranteed

Time Slot) 사용으로 비경쟁방식의 채널접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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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4].

다른 한편으로 비컨 비가용 모드(non-beacon en-

able-mode)는 비컨을 사용하지 않고, 또한 슬롯 개

념을 적용하지 않는 비동기 방식 기반의 CSMA/CA

개념으로만 단순히 채널에 접근한다. 이 방식에서는 

해당 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coordinator)들이 항상 

깨어 수신 대기상태로 있어야하므로 비컨 가용 모드

에 비해 구조는 간단하지만 에너지 낭비가 크다.

아래 Fig. 2는 비컨 가용 모드에서 사용하는 슈퍼 

프레임 구조이다[4]. 슈퍼 프레임은 코디네이터가 비

컨 프레임을 해당 개인 무선 통신망에 소속된 노드들

에게 동시에 날려 보내면서 시작된다. 크게 활성 구

간과 비활성 구간으로 나뉘며, 활성 구간은 16개의 

슬롯으로 구성된 슬롯 구간(SlotD: Slot Duration)이

다. 이 구간으로 세부적으로 경쟁 구간(CAP: Con-

tention Access Period)과 비경쟁 구간(CFP: Con-

tention-Free Period)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슬

롯은 동기화 및 슈퍼 프레임의 상세 구성 내용을 전

달하는데 활용된다. 경쟁 구간은 CSMA/CA 기능으

로 동작하는 구간이며, 비경쟁 구간은 시간 보장 슬

롯에 의한 비경쟁 방식의 채널접근 구간이다. 한편 

비활성 구간은 깨어있지 않는 구간으로 두 구간(활

성 구간 그리고 비활성 구간)의 비율정의로 해당 응

용에 따라 더욱더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

Fig. 2의 슈퍼 프레임 구조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과 그들의 시간 구간정의는 IEEE 802.15.4 표준을 참

조한다[4]. 슈퍼 프레임 구간(SD: Super frame Dur-

ation)과 비컨 간격(BI: Beacon Interval)을 정할 때 

사용되는 SO(Super frame Order)와 BO(Beacon

Order)는 아래와 같은 범위를 가지며 SO와 BO가 모

두 15일 경우 비컨 비가용 모드로 동작한다.

≤≤≤ (1)

다음 식들은 지그비가 2.4GHz로 동작할 때 표준

에서 정의한 세부적인 시간 구간이다.

  × 
 ×   × 

(2)



 × 

 ×   × 
(3)

  × 

 ×   × 

(4)

은 SO가 0일 때 슬롯 구간 길이 

그리고 은 SO가 0일 때 슈

퍼 프레임 구간의 길이를 나타낸다.

지그비 MAC 계층은 다양한 응용과 네트워크 형

태를 위해 유연한 구조를 가지며 데이터 서비스와 

MAC 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MAC 관리 서비스에

서는 결합, 분리, 비컨, PIB(PAN Information Base)

정보수신, 시간 보장 슬롯 관리, 오펀 통보, MAC 리

셋, 채널 스캔, 통신상태, 슈퍼 프레임 갱신, 동기 등

의 기능을 제공한다[4].

3. 나노 네트워크 MAC 설계

3.1 나노 네트워크 응용모델

Fig. 3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인체 응용을 위한 

나노 네트워크 모델이다. 응용모델의 동작과정은 다

음과 같다. 먼저 특정한 인체장기에 이식된 나노 센

서 노드들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행동습성이나 분

자의 특정신호[9]들을 활용하여 특별한 질병징후를 

발견해 MAC 프로토콜에 의해 나노 코디네이터로 

해당 데이터를 전송한다. 나노 코디네이터에 모여진 

정보는 나노-마이크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게이트웨

Fig. 2. super fram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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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전달된 후 이는 인터넷을 통해 해당 IoBNT

(Internet of BioNano-Things)를 달성하게 된다[9].

여기서 나노 센서들은 주기적으로 깨어나 활동할 필

요는 없으며 간헐적으로 사건 중심적으로 깨어나 그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이식된 센서 노드 

디바이스들은 배터리의 교체가 힘들고 또한 장기간 

사용되어야 하며, 간헐적인 사건 중심 데이터 전송 

등의 특징이 지그비의 비컨 가용 모드의 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슈퍼 프레임 설정과 동작이 유사하다. 또한 

활성 구간과 비활성 구간을 잘 조정함으로써 적절한 

활용률을 적용하여 에너지 절약도 가능하다.

또한 주어진 인체 응용의 나노 네트워크에서의 

MAC 프로토콜 동작은 지그비의 슈퍼 프레임 개념

에 기초한 슬롯 기반 CSMA/CA 비컨 가용 모드를 

적용하며, 여기서 경쟁 구간은 CSMA/CA 기능으로 

동작하는 구간이며 비경쟁 구간은 본 논문에서 제시

한 응용에서는 필요하지 않아 모두 경쟁 구간의 채널

로 할당하여 사용한다. 한편 비활성 구간은 깨어있지 

않는 구간으로 두 구간(활성 구간 그리고 비활성 구

간)의 비율정의로 해당 응용에 따라 더욱더 효과적

인 설계를 달성한다[8].

3.2 나노 네트워크 MAC 프로토콜 슈퍼 프레임 설계

3.2.1 슈퍼 프레임 동작 설계

Fig. 3에서 인체 응용에 활용된 나노 네트워크의 

MAC 비컨 가용 모드의 슈퍼 프레임 동작은 Fig. 4와 

같다. 일반적으로 지그비의 MAC에서 사용하는 슈

퍼 프레임을 위한 프로토콜 기능은 복잡한 과정으로 

구성되나, 인체 응용을 위한 나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적용하기 위해 기능을 간략화 하였다. 즉 나노 코디

네이터와 나노 센서 노드들 간의 결합 과정으로 망을 

구성하고 데이터 전송 과정 그리고 분리 과정만을 

활용하여 간단한 MAC 프로토콜을 설계한다. 그 이

유는 신체의 특정 장기에 나노 센서들이 이식된 경우 

통신을 위해 공유된 무선 채널에서 충돌 방지와 센서

들이 가진 제한된 전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간단하고 유연한  MAC 프로토콜 동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MAC 동작과정을 간략화한 메시지 시퀀

스 차트로 표현하면 다음 Fig. 4와 같다.

Fig. 3. Nano-network application model.

Fig. 4. MAC oper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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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슈퍼 프레임 설계

나노 네트워크에서는 2.4THz의 주파수 대역에서 

TS-OOK 변조 방식으로 2.4Gbps 속도(2.4×10-9초,

2.4ns)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2].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지그비에서 활용한 방법으로 슈퍼 프

레임 설계하기 위해 심벌 전송률을 TS-OOK 변조로 

2.4Gsym/s로 한다[4].

인체 응용 질병발생 감지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나노 센서들이 사건발생 중심적으로 동작하므로 슈

퍼 프레임 설계 과정에서 각 슬롯의 크기를 가장 큰 

크기로 전송되는 프레임을 기준으로 고정하였다. 즉 

앞에서 제시한 식 (2)와 식 (3)을 적용하여 슬롯 구간

과 슈퍼 프레임 구간을 정하였고 구체적으로 해당 

슬롯의 소유를 위한 경쟁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슬롯 기반 CSMA/CA 방식을 활용하여 각 슬롯 사용

에 관계된 충돌을 피하기 위해 경쟁중인 나노 센서들

은 각자에게 주어진 백오프 기간(backoff period)을 

기다린다. 그 기간 동안 해당 슬롯에 대한 사용 요구

가 없으면, 제일 먼저 백오프 기간이 지난 나노 센서

가 슬롯을 소유하여 데이터 전송을 시작하고 이에 

대한 응답 프레임 수신한다. 그 동안에 백오프 기간

이 종료된 나노 센서들은 다음 슬롯에서 위의 과정을 

되풀이하여 슬롯 소유 경쟁이 다시 시작된다. 단 마

지막 슬롯에서 경쟁에 밀려난 나노 센서들은 다음 슈

퍼 프레임까지 기다리며 새로운 경쟁을 시작한다. 다

음 Fig. 5는 위에 설명한 내용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Fig. 6에서 슈퍼 프레임의 슬롯 구간은 1.15us를 

적용하였는데(이때 SO=3으로 적용) 이는 전송과정 

중 길이가 가장 긴 결합과정의 데이터 요청에 근거하

여 설계하였다. 즉 지그비 표준에 따라 “백오프 기간 

+ 데이터 요청 프레임 + 응답 시간(Ack time) + 응답 

프레임 + 프레임 간격(IFS: Inter-Frame Space)”에 

해당하는 “{(20심벌×3회 + (32심벌×8) + 32심벌 +

(11심벌×8) + 40심벌}”에 2.4ns(단위 심벌시간)를 곱

한 1.14us보다 크지만 가장 근접한 단위시간으로 정

하였다.

아래 Fig. 6에 설계된 슈퍼 프레임에서 기존에 있

던 비경쟁 구간은 본 연구의 응용 특성상 필요하지 

않아 제거(비컨 프레임에서 시간 보장 슬롯 관리 부

분 기능도 없앰)하고 16비트 주소방식을 적용하였다.

4. 성능 분석

제시한 인체 응용 나노 네트워크에서 설계된 슈퍼 

프레임의 효율성 분석을 3가지로 수행하였다. 먼저 

Fig. 5. Slot allocation mechanism for suggested slot-

ted-CSMA/CA super frame.

Fig. 6. Super fram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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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프레임내의 슬롯 활용률 분석을 위해 Fig. 2에

서 비컨 간격 대비 슈퍼 프레임 구간(즉 슬롯활용구

간)의 비율을 식 (5)와 같이 정의하고 슈퍼 프레임 

활용률로 명명하였다. 이는 지그비 표준에 따라 BO

와 SO에 의해 결정된다[4].

 


    (5)

Fig. 7은 식 (5)로부터 도출되었다. 여기서 BO와 

SO간의 수치 적용으로 분석해보면, BO와 SO값의 

차이의 값이 크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활성 구간이 

길어져 슈퍼 프레임의 활용률을 1%이하로 적용하여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 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슈퍼 

프레임간의 활성화된 시간 간격이 벌어져 여러 개의 

사건이 동시 발생하여 경쟁상태가 되면 전송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적용하는 인체 

응용에는 많은 수의 센서노드들이 실시간적으로 동

시에 전송요구를 하지 않는 환경으로 응용에 가장 

적합한 SO와 BO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로 슬롯 할당이 요구될 경우 시간 보장 슬롯

의 사용유무에 따른 대상 나노 센서 당 슬롯할당가능

성에 대한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지그비 표준에서는 

시간 보장 슬롯은 최대 7개까지 가능한데, 아래 Fig.

8은 시간 보장 슬롯을 사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슬롯 할당 가능성을 나타낸 그래프로 시간 보장 

슬롯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수치가 낮아진다.

그러므로 본 논문과 같이 사건발생 중심적 동작으로 

인체 응용 질병발생 감지를 위한 인체 응용에서는 

시간 보장 슬롯 기능을 없애 경쟁에 소모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공유 채널 획득을 위한 경쟁에 있어 

효율적 활용도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일반적인 할당방

식인  라운드 로빈(round robin)방법과 본 논문에서 

제시한 슬롯 기반 CSMA/CA 방식을 비교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슬롯 경쟁 과정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라운드 로빈 방식은 경쟁 없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채널을 할당하므로 충돌이 없어 전송 지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없다. 하지만 보낼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롯을 할당받지 못하면 요구될 때 적합한 

Fig. 7. Super frame duty cycle.

Fig. 8. Slot allocation possibility ratio related to GTS slot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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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데이터 전송이 어렵다. 또한 토폴로지 변화에 

따른 오버헤드도 문제이다.

Fig. 9는 100개 노드로 구성된 나노 네트워크(어느 

주어진 순간 센서들 중 평균적으로 5%에서 30%까지 

점차적으로 슬롯할당을 요구하는 환경에서 100회 시

행)에서 위에 설명한 두 방식별로 슈퍼 프레임 당 

유효 슬롯할당 개수이다. 결론적으로 20% 미만의 나

노 센서들이 슬롯 할당 요구를 간헐적으로 할 경우 

슬롯 기반 CSMA/CA 방식이 훨씬 유리함을 볼 수 

있다. 즉 인체 응용에 적용되는 바이러스 탐지 같은 

경우는 사건 발생 중심적 탐지 시에만 간헐적인 데이

터 전송 요구를 기반으로 하므로 라운드 로빈 방식은 

효율이 떨어지고 오히려 원활한 실시간 응용에 문제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나노 센서들을 목적된 신체 특정부분에 배치해 바

이러스나 감염여부를 감지하는 나노 네트워크 인체 

응용의 경우, 간헐적인 사건중심 및 적은 양의 데이

터 전송 등이 지그비의 비컨 가용 모드에서 비컨 프

레임을 활용한 슈퍼 프레임 구성 및 동작과 흡사한 

형태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특정 장기

에 나노 센서들이 이식된 경우 통신을 위해 공유된 

무선 채널에서 충돌 방지와 센서들이 가진 제한된 

전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간단하고 유연한  

MAC 프로토콜 동작이 요구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인체 응용을 위한 나노 네트워크 MAC에 활용하기 

위해 지그비의 슬롯 기반 슈퍼 프레임을 응용한 개념

적인 설계를 달성하였다. 성능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

션에서 슈퍼 프레임 활용률 측면과 시간 보장 슬롯 

할당 수에 따른 노드개수 별 슬롯 할당 가능성 비율 

및 슈퍼 프레임 당 유효 슬롯 할당 개수 등에서 제안

된 방식이 좋은 결과를 보인다. 향후 실질적인 환경

에서의 나노 센서 노드 및 해당 나노 센서 네트워크

의 구성과 이에 대한 응용 구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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