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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교정기법을 이용한 WBAN 서비스품질 최 화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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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웨어러블 센서, 심 도조정기의 력 소비는 네트워크 수명을 늘리기 해 매우 낮아야 하며 WBAN노드에

서 처리하는 데이터의 에러교정  인증등의 상되는 서비스품질 제어는 요하다. 따라서 서비스품질제어는 

건강모니터링규정에서 WBAN을 구 하는 데 있어 가장 긴 한 심사이다. 최 의 QoS제어를 해  에 지 

효율을 고려한 에러교정기법과 IEEE 802.15.6과 성능을 에 지효율  평균 송갯수면에서 비교평가 한다. 제

안된 에러교정기법의 성능은 채  추정을 이용하여 부호화율을 히 조 함으로써 에 지 효율  송율

이 향상됨을 보인다. 

ABSTRACT

 The power consumption of wearable sensors and electrocardiogram regulators should be very low to extend the 

network lifetime and anticipated QoS( : Quality of Service) control such as error correction and authentication of data 

processed by WBAN( : Wireless Body Area Network) nodes is important. Therefore, QoS control is the most urgent 

concern to implement WBAN in health monitoring regulations. For optimal QoS control, we compare the energy 

efficiency and the average number of transmissions with IEEE 802.15.6 and the error correction method considering 

energy efficiency.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error correction technique shows that the energy efficiency and the 

transmission rate are improved by adjusting the coding rate appropriately using the channel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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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웨어러블 생체신호 센서  모바일 의료 사물

인터넷을 채택한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각되면서 

무선인체네트워크(WBAN : Wireless Body Area 

Network)이 모바일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1]. WBAN 센서는 병원, 양로원이

나 자신의 집에서 다양하고 요한 데이터를 샘 링 

 모니터링하여 달하며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여 

환자 건강을 모니터링 하는데 WBAN이 구  될 것으

로 기 된다. WBAN 시스템에 한 표 을 개발하려

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으며 2011년 IEEE 802.15.4a

는 범 한 분야에 응용 로그램을 용한 무선개인

역네트워크(WPAN : Wireless Person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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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의 표 으로 발표되었다[2]. 그러나 IEEE 

802.15.4a는 의료  건강 리 랫폼에 최 화를 지원

하지 않는 표 으로 이에 IEEE 802.15.6을 의료용 임

란트  웨어러블 WBAN에 특화된 표 으로 발표하

다. WBAN 시스템에서 착용식 생체 신호 센서 노드는 

다양한 데이터 속도의 다양한 유형의 센서를 포함하며 

허용 통신오류율  지연은 응용 로그램에 따라 다

르다. IEEE 802.15.6은 범 한 데이터 속도를 지원하

고 인체 주변의 짧은거리에서 8개의 사용자우선순 를 

정의하고 매우 신뢰할 수 있는 력 무선 통신의 국

제 표 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3]. 지능형 셔츠, 

이식형 센서, 심 도 조정기는 WBAN에서의 건강 모

니터링에 사용되는 데이터로 이러한 건강데이터는 민

감한 분야이기에 을 보장돼야 한다. 따라서 

제어는 건강모니터링규정에서 WBAN을 구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긴 하고 요한 심분야로 서로 다른 

데이터 유형이 효과 이고 효율 으로 통신되도록 보

장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해 우선 

순  스 링을 한 다 화 계층을 사용하는 최 의 

  제어 기법과 요구 사항에 응하는 분해 가

능한 오류 제어 코딩 기법이 제안되었다[4-6]. 

본 논문에서 IEEE 802.15.6 표 시스템[11]인 

UWB( : Ultra-Wideband)PHY는 다  경로 페이딩 

채 에서 다 홉 확장을 가정하며 에 지효율  평균  

송갯수를 제안된 에러제어기법과 IEEE 802.15.6과 

성능을 비교평가한다. 제안된 에러제어기법의 성능은 

채  추정을 이용하여 부호화율을 히 결정함으로

써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향상으로 데이터 

패킷은 재 송의 최  수가 투-홉 확장에 의해 제한

되는 경우에도 은 홉수의 송으로 허 에 계 될 

수 있다. 2장에서는 련 연구를 3장에서는 IEEE Std. 

802.15.6기반 제안된 오류제어기법을 제시하고 4장에서

는 시뮬 이션 성능 평가와 5장은 결론으로 구성된다.

Ⅱ. 련 연구

IEEE 802.15.6 표 은 NB, UWB  HBC의 세 가

지 유형의 통신모드로 구성되며 각 통신 유형은 네트

워크에 한 다양한 구성을 정의한다.  IEEE 802.15.6

은 WBAN 네트워크 표 에 명시된 바와 같이 

WBAN의 송 흐름은 주로 MAC계층, 보안 기법, 

PHY계층으로 구분되며, MAC계층은 MAC 임 포

맷  통신 모드를 네트워크[7]는 마이크로제어장치

(MCU : Microcontroller Unit)를 처리한다. 보안 체계

는 링크를 인증  암호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통

신 보안 벨 PHY 계층은 기  역 처리 모듈을 포

함하며 이 모듈은 보안 체계에서 원래의 바이 리 데

이터를 RF 론트엔드에서 처리하기에 합한 형식

으로 변경처리한다. 정확하게 기  역 처리 모듈의 

책임은 무선 송수신기의 활성화  비활성화 명확한 

통신 평가와 데이터 수신  송이다. 마지막으로, 

RF 론트 엔드는 디지털 데이터를 올바른 주 수로 

변조 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고, 변조된 신호를 증

폭기로 달하며, 안테나로 송한다.

2.1 WBAN IEEE 802.15.6 MAC 계층

PHY상 계층인 IEEE 802.15.6 MAC 계층은 통신

근을 제어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해 허 를 

통해 체 통신을 수퍼 임 체인으로 분할한다. 이

들 수퍼 임의 경계에서 허 는 각각의 수퍼 

임을 묶기 해 동일한 길이의 비컨 구간을 선택하고 

필요하다면 비컨 피리어드의 오 셋을 리한다. 허

를 통한 수퍼 임은 정상 으로 각 비콘주기에 보

내지지만[8] 의료장치라디오통신서비스(MIRS : 

Medical Device Radiocommunications Service) 역규

정에 의한 제한 인 수퍼 임은 비활성 상태로 된

다. 그림 1은 IEEE 802.15.6 MAC 수퍼 임의 구조

이며 수퍼 임은 MAC헤더, MAC 임, FCS로 

구성된다. MAC 헤더는 수신자 ID, 송신자 ID, 

WBAN ID  로토콜 버 , ACK정책 등의 정보가 

포함된 임제어로 세분한다. MAC 임은 가변 

길이를 갖으며 보안 시 스 번호, 선택된 유형의 

임 페이로드를 포함한다.  MAC 임의 마지막 2바

이트는 송오류를 탐지하는 FCS로 오류 검출에 사

용될 CRC-16-CCITT 시 스를 지정한다. 순환 복검

사(CRC)에 사용되는 다항식은   

   로 표 되며 여기서   필드는 LSB이고 

는 MSB이다. 

2.2 WBAN의 보안 체계

  IEEE 802.15.6 표 은 각각 모든 WBAN통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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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EEE 802.15.6 MAC 임 구조.
Fig. 1. The MAC frame structure in IEEE 802.15.6.

해 보안 벨0, 보안 벨1, 보안 벨2을 명시한다. 벨

0은 인증 는 암호화가 필요하지 않는 통신이며 

요하거나 비공개가 아닌 타임스탬 와 같은 공개 정

보가 송된다. 보안 벨1은 이름, 나이, 치정보와 

같은 요한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지만 개인 정보가 

들어 있으며 환자의 신체 조건에 한 정보로 암호화

신 인증 차가 필요하다. 압, 심장 박동수  맥

박조정기의 매개 변수와 같은 요한 데이터의 경우 

보안 벨2에서 송하며 인증  암호화가 필수이다. 

인증  암호화를 구 하는 인증 방법으로 인증서 유

효성 검사를 지정하고 타원곡선암호화((ECC : Elliptic 

Curve Cryptography)방법을 사용하 다. 표 사양에 

기반하여 WBAN 시스템의 보안기능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암호체계가 제안되었다. 이는 낮은 력 소

비기반의 경량 데이터 인증 기법을 지원하는 WBAN 

보안기법이다[9]. Zhang, Z[10]은 보안 수 을 높이는 

동시에 보안 체계 시스템의 복잡성을 단순화하기 

해 센서로부터 수집 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 키를 

생성하여 데이터 인증  암호화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한 인증서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 외에도 인증 

차는 WBAN에서 통신의 보안를 강화하기 해서 

Challenge-Response단계를 호출하는 응용상세집 화

회로(ASIC : Application Specific Intergrated 

Circuits)을 제안하 다[11].

  2.3. WBAN의 PHY 계층

  NB통신의 물리계층 로토콜 데이터단 (PPDU : 

Physical-layer Protocol Data Unit)는 그림2에 설명되

어 있다. 모든 PPDU에는 물리계층수렴 로토콜

(PLCP : Physical-Layer Convergence Protocol) 리

앰블, PLCP 헤더, 물리계층서비스데이터단 (PSDU : 

Physical Service Data Unit)을 포함한다. PCLP 리

엠블은 기 데이터 패키지로 모든 PPDU는 데이터 

패킷 탐지, 타이  동기화  반송  복구에서 수신기

를 지원한다. PLCP 리앰블 다음에는 15비트 PHY 

헤더, 4비트 헤더 확인 시 스  12비트 BCH( : 

Bose Chaudhuri Hocquenghem)패리티 비트가 포함 

된 31비트 PLCP 헤더로 구성된다. 19개의 정보비트 

 12개의 패리티 검사 비트를 갖는 BCH 코드는 최

 t=2 오류비트보정능력을 제공하는 표  BCH코드

의 보다 짧다. PLCP의 목 은 수신기와 련된 시스

템 구성 라미터를 제공한다. PHY 헤더는 3비트 

rage, 8비트 길이, 1비트 버스트모드  1비트 스크램

블러 seed, 2비트 비로 구성된다. PSDU는 MAC계

층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구성 요소이며 시 스 시작 

부분에 7바이트 MAC 헤더, 시 스의 끝에 2바이트 

FCS, 데이터를 포함하는 간의 0-255 바이트 MAC 

임 본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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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물리계층 로토콜데이터단  구조
Fig. 2. Physical-Layer protocol data unit structure

그림 3. 제안된 에러교정기법.
Fig. 3. The Proposed of error correction technique.

Ⅲ. 제안된 에러교정기법

기존의 연구[11]에서 설정된 매개 변수에 따라 데

이터를 송하고. 각 원하는 비트 오류율(BER : Bit  

Error Rate)과 요구량에 따라 리앰블 신호를  

사용하여 신호잡음비(SNR : Signal Noise Rate)을 추

정하고 부호화율을 변화시키는 동작과정은 그림3과 

같다. 우선, 허  는 계 노드로부터 수신된 비콘 

는 T-Poll의 리앰블을 이용하여 채  SNR을 추

정하고 이때의 채  SNR은 다음 식(1)[12]을 이용하

여 계산된다.





,   


 ≤ ≤   

  

                    (1)

여기서 는 측정된 SNR, 는 상 계수, 는 잡

음을 갖는 리엠블 신호, 은 잡음 혹은 간섭이 없

는 미지의 상수와 신호s로 구성된 리엠블 신호이다. 

계 노드는 추정된 채  SNR에 따라 코딩 이트를 

결정하고, 계노드 는 허 에 데이터를 송한다. 

비트 오류가 감지되면 부정응답확인(NACK : 

Negative-Acknowledgement)을 수신 후 오류 정정 

능력을 높이기 해 부호화된 데이터를 송한다. 데

이터가 성공 으로 송되면, 채  SNR은 반송된 

ACK 리앰블을 추정하여 부호화율이 결정되고, 다

음 데이터가 송된다. 제안된 방법은 기존 리앰블

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 오버 헤드가 필요하지 않는

다. 

Ⅳ. 실험  고찰

  4.1. 성능 평가

  이 에서 투홉 확장을 갖는 제안된 방식과 표  

방식은 컴퓨터 시뮬 이션에 의한 통신 거리를 기반

으로 평가하 고 주요 시뮬 이션 라미터는 이  

연구[5-6]를 참조하 으며 i번째 송에서 Weldon의 

ARQ 로토콜의 사  설정된 매개 변수를 보여 다. 

시뮬 이션은 동기화헤더(SHR : Synchronization 

Header)과 물리계층헤더(PHR : Physical layer 

Header)에 오류가 없다고 가정하고 PSDU의 특성을 

평가한다. 데이타1은 IEEE 802.15.6에서 BCH코드로 

기본 모드를 사용하여 송하고 Reed-Soloman를 이

용하는 에러 제어 방식과 데이터2는 단축된 BCH 코

드가 갖는 모드를 사용하여 송한다. CM3은 웨

어러블 WBAN기반에서 다  경로 페이딩을 포함하

는 채  모델로 용하고 에 지 효율은 이 의 연구

[5-6]에서 는 식(2)와 같다.

 ≡→ →


                (2) 

 여기서 는 송성공율이고 는 정보비트길이 

306비트, →는 홉의 통신링크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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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10

Data1 1 4 4 5 5 6 6 7 7 8

Data2 1 1 2 3 4 - - - - -

 표 1. Weldon’s ARQ 의 셋 개수

Table 1. Preset number of Weldon’s ARQ 

그림 5. 상수 에서 평균 송갯수.

Fig. 5. Average number of transmission with        
   constant . 

  

그림 4 상수   에서 에 지 효율

Fig. 4. Energy efficiency with constant 

지 소비,홉의 통신링크의 에 지 소비를 나타낸

다. 그림4, 그림5는 첫번째 홉거리가 에서 

사이에서 운 되고 두번째 홉의 거리가 로 일정

한 경우의 성능 결과를 보여 다. 제안된 방법은 데이

터1의 PER을 향상시킬 수 있고 데이터2의 에 지 효

율  송 횟수를 향상됨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평균 송횟수  에 지 효율성을 

고려한 제안된 에러교정기법과  IEEE 802.15.6를 비

교 평가하 다. 제안된 방법은 송 횟수  에 지 

효율면에서 IEEE 802.15.6 표 시스템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코딩 이트는 2홉으로 확장한 경우인 

=가 되었을 때 성능이 최 이 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 데이터1의 PDFR을 향상시킬 수 있고 

데이터2의 에 지 효율  송 횟수가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WBAN을 설계 할 때 노드와 

허 를 연결하는 토폴로지의 배열에 한 최 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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