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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BOP(Beacon Only Period)를 포함하고 있는 MAC Superframe 구조에서의 beacon 

routing 방법을 제안한다. 노드들간의 communication 패턴은 노드들이 데이터를 sink로 전송하는 

‘nodes-to-sink reporting’을 기준으로 한다. Beacon routing은 매주기마다 전송하는 beacon에 routing을 

위한 정보를 실어서 보내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routing path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routing을 결정할 때 beacon을 이용하기 때문에 라우팅을 위한 추가적인 패킷 전송이 없고, 경로 변경 

시 routing path를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용된 Routing 알고리즘은 4개의 cost 계산 

방법을 제안한다. 

1. Introduction 

 

IEEE 802.15.4[9] PHY와 MAC은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표준으로 beacon 모드와 non-beacon 모드

를 지원하는 MAC 프로토콜 표준 스팩이다. 현재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ZigBee 네트워

크와 같이 IEEE 802.15.4 MAC을 기반으로 직접 구현되

어 상업적으로 배포되는 표준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있

다. 하지만, 현재 개발 되는 상황은 beacon 충돌을 회

피하는 beacon scheduling 문제로 인해 beacon 모드

의 MAC은 지원하지 않고 non-beacon 모드를 지원하

는 형태로 진행 중에 있다.  

Beacon enabled network에서는 Coordinator에 전송되

는 beacon으로 전체 네트워크가 동기화를 이루며 이를 

통해 다른 노드들은 그림 1과 같이 CAP 다음 구간에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Sleep 모드로 들어갈 수 있다.  

Beacon 모드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각 노드들 간의

beacon 송수신으로 인한 beacon 충돌이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에 멀티홉 통신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beacon 충돌을 회피를 위한 다양한 Superframe 구조

와 알고리즘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beacon enabled 모드에서의 라우팅 알고리즘은 

AODV[12] 방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또

한 CAP 구간에서 command 패킷을 주고 받고, 주기적

으로 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은 CAP 시간에 

라우팅을 위한 패킷 송수신은 상당한 오버헤드로 작용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beacon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라우팅 설정 패킷 

전송 없이 라우팅 패스를 설정하는 beacon routing 방

법을 제안한다. 

 

 
그림 1 IEEE 802.15.4 Superframe 구조 

 

2장에서는 관련된 연구를 설명하고 3장에서는 제안된 

beacon routing 방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본 프로토

콜 구현과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5장에서 결론 및 추후 

연구 방향을 언급한다. 

 

2. 관련 연구 

 

IEEE 802.15.4[9]/ZigBee[10] 프로토콜에서는 모든 노

드들이 멀티홉 통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다른 라우터 

노드들과 beacon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

고 있다. ZigBee[10]의 트리 네트워크 구조에서 부모 

노드의 inactive 구간에 Beacon Tx Offset 통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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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con 을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확보

된 beacon relay를 통해 형성된 tree 네트워크 구조를 

바탕으로 tree routing 방법으로 라우팅 경로를 설정한다. 

이 방법은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beacon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Beacon Tx Offset을 결

정할 수 없고 라우터 노드들은 부모노드와 active 구간

을 공유하고 다시 inactive 구간에서 beacon을 전송하

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sleep을 할 수 없는 문

제로 인해 안정정인 라우팅 경로를 제공할 수 없다. 

BOP and beacon scheduling[1]은 IEEE 802.15.4 

Superframe을 약간 수정하여  Beacon Only Period를 

두었다. 각 라우터 노드들은 BOP[1] 구간에서 네트워

크에 참여할 때 해당 beacon slot을 할당받아  해당 

slot에서 beacon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beacon 충돌을 

회피하였다. 하지만, 네트워크가 구성된 후 라우터가 

fail 시 해당 slot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와 beacon slot

이 full이 되었을 때 더 이상 beacon slot을 할당 받을 

수 없어 라우터 노드에 의한 beacon 전송이 이루어 지

지 않아 새로운 노드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Beacon Routing은 AODV[12]를 기반으로 노드의 위치

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노드의 hop을 최소화 하는 최

적의 패스를 구하는 알고리즘, 노드간의 Link Cost를 기

반으로 최적의 패스를 찾는 알고리즘[11] 등 여러 연구

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모두들 라우팅을 위한 컨트롤 패

킷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센서 노드가 많아지면 라우팅 

패킷으로 인해 전체 throughput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

생한다. 

 

3. Beacon Routing 

 

3.1 Superframe Structure 

 

본 논문에 전제로 하는 Superframe 구조는 IEEE 

802.15.4 MAC Superframe을 기반으로 하며, [1]에서와 

같이 BOP구간을 두고, CFP는 제거한 구조이다. 센서 

네트워크에서 CFP 구간의 사용이 많지 않아 CFP의 구

간만큼 CAP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음 그림은 제안

한 Superframe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2 Superframe Structure 

 

CAP영역에서는 non-slotted 구조이며, 데이터 전송 시 

CSMA-CA 방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한다. 

Superframe을 위한 파라미터는 BOP 구간을 위한 

BO(Beacon Order), Inactive 구간을 위한 SO(Sleep 

Order), Active 구간을 위한 SFO(Superframe Order)가 

있다. 이 모든 구간은 aBaseSuperframeDuration에 대

한 2의 승수로 정해진다. BOP 구간 또한 beacon 전송

시간과 SyncGuard 시간을 고려하여 각 Slot을 

aBaseSuperframeDuration으로 대체할 수 있다. BOP 

구간에서 Beacon Slot을 2^BeaconOrder 만큼 분할된

다. 따라서 본 superframe을 통해 형성되는 네트워크는 

다음 그림과 같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들의 

CAP 구간을 같게 만들게 하면서 beacon 전송이 이루

어 진다. 

 

 
그림 3 Basic Concept of beacon enabled sensor network 

 

그림 3에서처럼 12개의 노드가 형성된 네트워크에서 

CAP 영역이 동일함을 볼 수 있다. 이는 각 노드가 수신

된 beacon의 동기화 정보를 바탕으로 수신된 beacon 

시간을 기준으로 CAP 구간과 Inactive 구간을 계산해 

내기 때문이다. ‘1’번 노드의 경우 이웃 노드로 ‘0’, ‘B’, 

‘9’, ‘A’의 노드가 있을 때 0, 2, 4, 5 beacon slot에서 이

들이 보내는 beacon을 듣고 다음 CAP 구간과 Inactive 

구간을 계산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은 1번 beacon slot

에서 beacon을 전송한다. 

 

3.2 Beacon Routing 

 

제안된 Beacon routing 방법은 beacon enabled 

network에서 beacon을 이용한 routing 방법이다. 일종

의 AODV[12]에서 RREQ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최종 

목적지가 sink로 고정되어 있어 backward 전송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노드로 전송하려고 하

는 노드가 라우팅 패스를 찾는 것이지만 beacon 

routing은 반대로 수신을 원하는 노드가 beacon을 전송

함으로써 경로가 찾아지는 형태로 되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beacon routing은 beacon을 전송해야 라우팅에 

참여할 수 있고, beacon을 전송 가능한지 검증하기 위

해 위의 장에서 얘기한 beacon scheduling을 사용한다.  

Beacon Routing 과정은 Beacon에 routing 정보를 실어

서 보내면 이 beacon을 수신한 노드들이 sink로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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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라우팅 정보는 

자신의 cost 정보와 자신의 hop count 이다. Cost 정보

는 Parent로 선택한 노드의 cost와 Link cost를 합한 값

을 자신의 cost로 결정한다. Sink 노드의 Cost는 항상 

0이라고 가정한다. Hop count는 자신으로부터 sink로 

갈 때까지의 hop count를 설정한다. Link cost는 패킷을 

수신했을 때의 rssi 값을 가르킨다. 따라서 beacon 

routing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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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서처럼 local_cost는 parent_cost와 link_cost

를 합한 값을 가지며, estimation_cost는 beacon을 전

송한 노드들 간의 cost 비교하여 parent 선택하기 위해 

사용한다. Parent는 estimation_cost가 가장 작은 노드

를 선택한다. Estimation_cost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

는 알고리즘은 4가지가 있으며, 제안된 알고리즘은 (4)

공식을 사용한다. Local_cost는 beacon을 전송할 때 실

어서 보내며, beacon을 수신한 노드에게는 이 값이 

parent_cost로 작용한다.  THRESHOLD_RSSI는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가지며, 실험적으로 구해야 한다.  

 

3.2.1 Parent의 선택 

 

Beacon routing에서 parent의 선택이 노드의 next hop

이 되는 것이고 beacon routing의 key라고 할 수 있다. 

Parent 노드를 선택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routing 방법은 cost와 hop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한다. 

 

 

그림 4 Hop count가 같은 경우 Parent의 선택 

 

 

그림 5 Hop count가 다른 경우 Parent 선택 

 

Parent 선택에서의 문제는 그림 5와 같은 경우에서 어

떤 노드를 Parent로 선택해야 하는가와 그림 6과 같은 

경우에서의 Parent 노드는 어느 노드인가 하는 것이다. 

본 routing에서는 그림 5에서는 위에서 2번째 경로를 

선택하고, 그림 6에서는 위에서 1번째 경로를 선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Link 상태가 최대한 안정된 경

로와 hop 수가 적은 경로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만약 그림 6에서 1번째 경로에서 link 가 10에서 11로 

더 멀어진다면 2번재 경로를 선택하게 된다. 

 

3.2.2 경로 설정 

 

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경로를 구하면 다음 그림과 같

이 효율적으로 경로를 선택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경로 

변경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아래에 보인 예는 

threshold_rssi를 17로 가정하고 경로를 설정한 경우이

다.  

 

 

그림 6 경로 설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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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가 하나씩 붙으면서 경로가 설정되는 모습이다. 만

약 노드가 sink와 threshold_rssi 값 이하로 붙어 있으면 

sink를 parent로 선택하게 될 것이다. Parent 후보에서 

아예 제외되었기 때문에 위의 결과처럼 line 형태로 경

로가 설정되었다.  

 

 

그림 7 경로 설정 2 

 

위 그림은 총 4개의 노드가 붙고 난 후 경로가 설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새로운 위치에서의 경로 설정 

 

그림 9는 새로운 노드가 sink 노드 가까이로 이동하였

을 때의 경로 설정 모습을 보여준다. 새로운 노드는 

sink 노드의 estimation cost가 가장 작기 때문에 sink를 

parent로 선택하게 된다.  

 

 

그림 9 경로 재설정 

 

위의 그림은 새로운 노드의 경로가 설정되고, beacon을 

전송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설정된 경로가 재설정 되

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노드가 beacon을 전

송하기 시작하면서 local cost가 27인 노드가 hop 

count가 3이 였는데 새로운 노드를 parent로 선택하면

서 hop count가 2로 줄고 더 안정적인 경로가 재설정 

되었다. 

 

4. 구현 및 실험 결과 

 

4.1 센서 노드 하드웨어 플랫폼 

 

제안된 superframe에서의 beacon scheduling과 

beacon routing의 구현을 위해 사용된 센서 노드는 다

음 그림과 같이 msp4302618 Microcontroller와 cc2520 

RFIC가 탑재된 플랫폼이다. 

 

 

 

 

그림 10 센서노드 하드웨어 플랫폼 

 

4.2 Superframe 구현 

 

Superframe을 구현하기 위한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Name Value (Symbols) 

aBaseSuperframeDuration 512 

Beacon_ord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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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frame_order 8 

Sleep_order 8 

 

각 Superframe을 위한 파라미터의 단위는 symbol을 사

용하며 1 symbol은 16us이다. 구현할 때 Beacon 

Duration의 기본 단위 시간는 

aBaseSuperframeDuration으로 통일하였다. 따라서 BD

는 aBaseSuperframeDuration * 2^BeaconOrder 이다. 

aBaseSuperframeDuration은 512 symbols 이고, BO는 

3이기 때문에 BD는 4096 symbols이고 시간으로는 

65.536ms가 된다. 마찬가지로 SD와 SFD는 131,072 

symbols가 된다. 

 

4.3 MAC Frame 구조 

 

사용한 CC2520 RFIC가 IEEE 802.15.4 MAC Frame을 

지원하기 때문에 본 프로토콜을 구현을 위해 이 MAC 

Frame 구조는 그대로 사용한다. 대신에 프로토콜에 필

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다음 그림은 수정된 

MAC Frame 구조들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1 General Frame Format 

 

위의 그림에서처럼 일반적인 MAC Frame은 IEEE 

802.15.4[9]에서 16-bit 주소 모드를 고정하여 사용하

며, reserved된 필드를 본 프로토콜의 용도로 사용하였

다. 다음 그림의 beacon frame format 또한 마찬가지이

다. 

 

 

그림 12 Beacon Frame Format 

 

Beacon payload에는 hop count와 neighbor 정보, 

beacon slot check field를 싣는다. Beacon slot check 

field는 beacon scheduling에서 라우터 노드가 beacon 

전송 시 비어있는 slot을 찾을 때 사용된다. Beacon에 

대한 Link cost를 위한 rssi 값은 MAC Footer에 저장되

어 있다.  

 

4.4 beacon routing 비교 실험 

 

제안된 라우팅의 성능 검증을 위해 TinyOS 네트워크와 

비교 실험을 하였다. 각각 8개 노드를 가지고 실험하였

으며, 실험은 2가지 측면에서 이루어 졌다. 첫째는 

Throughput에 대한 실험으로 sink에서의 패킷 수신율을 

서로 비교이고, 두번째는 임의의 노드를 제거하였을 때 

path 설정이 얼마나 빨리 복원 되는가 이다.  

다음 그림은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 준다. 

 

 
그림 13 라우팅 재설정에 따른 Throughput 변화 

 

 
그림 14 라우팅 재설정까지의 beacon 주기 

 

그림 13은 임의의 노드를 제거한 후 라우팅 경로가 재

설정한 뒤 sink에서의 패킷의 수신율을 나타내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beacon 라우팅이 TinyOS보다 

Throughput이 더 높은데, 이것은 얼마나 빨리 라우팅 

경로가 정해졌는냐와 패킷 설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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킷을 전송하는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beacon 

routing은 추가적으로 보내는 패킷이 없기 때문에 더 높

은 Throughput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4는 임의의 노드를 제거한 후 라우팅을 재설정해

야 하는 노드들이 모두 라우팅 재설정까지 걸리는 평균 

beacon 주기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듯이 beacon 

routing이 별도의 패킷 전송없이 beacon만으로 라우팅

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TinyOS 보다 더 빨리 라우팅 

결로를 복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결과와 같이 제안된 routing 알고리즘은 

throughput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path 복원이 거의 실

시간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5. Conclusion 

 

지금까지 Beacon enabled 센서 네트워크에서 BOP를 

가지고 있는 superframe에 대하여 sink로의 routing 경

로를 설정하기 위한 beacon routing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로써 본 라우팅 방법과 TinyOS 라우팅 방법을 

비교함으로써 본 라우팅 방법의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앞으로 본 beacon routing 방법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 

sink에서 backward 방향으로 일반 센서 노드에게 데이

터를 보내기 위한 backward routing 방법과 peer-to-

peer를 위한 routing 방법이 나온다면 더욱 강건한 

beacon routing이 될 것이다. 현재는 노드들간의 

communication 패턴이 데이터를 sink로 전송하는 ‘ nodes-

to-sink reporting’을 기준으로 sink 노드로의 한 방향으로 라

우팅 경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CAP 구간에서 

ilde listen 문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파워 소모를 더욱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면 더욱 우수한 프로토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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