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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GTS 할당 기법을 통한 산업용 IEEE 802.15.4 망의

실시간 주기성 데이터의 송 기법 

Efficient GTS Allocation Method of Industrial IEEE 802.15.4 Network 
for Real-time Periodic I/O Data

김 동 성*, 이 정 일
(Dong-Sung Kim and Jung-Il Lee)

Abstract: In this paper, a dynamic GTS allocation method of wireless control networks is proposed for the use of factory 
automation using IEEE 802.15.4 MAC protocol. A superframe of IEEE 802.15.4 is applied to the transmission method of 
real-time periodic I/O data of wireless control systems within the limited time in factory environment. The method is proposed 
for efficient transmission of real-time periodic I/O traffic.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e average network utilization and 
available I/O node numbers could be increased by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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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O 설정 값에 따른 슈퍼 임 길이.
Fig. 1. Superframe length by SO values.

I. 서론

최근 들어 무선 제어 망 기술은 장치의 이동성  설치

와 유지/보수 등이 용이하다는 장 들로 인해 공장  발

소 환경에 용하려는 연구 들이 시도되었다[1-3]. 산업용 

환경에서 입출력 기기  구동기 들의 주기 데이터들은 4 
byte 이내의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다. 한, 이러한 소량의 

데이터가 주기 으로 주어진 송 시간 내에 달되어져야 

한다. 무선 제어망 기술의 장 용을 해서는 주기성을 

가진 다수의 입출력 노드 지원과 실시간 데이터 송의 문

제 등이 해결되어야한다[1].
이러한 요구조건들을 만족하는 무선 제어 기술들로써 

IEEE 802.15.4에 한 연구  응용 사례 들이 발표 되었다

[3-6]. 이 연구 들은 주로 IEEE 802.15.4 MAC 로토콜 표

의 GTS의 효율성  한계  분석과 모니터링용에 한 

내용으로 제어 시스템을 한 산업용 실시간 주기 데이터

를 한 용 방법은 제안되지 않았다[7,8]. 유효 역폭에 

비해 소량 데이터로 인한 낮은 네트워크 이용률  실시간 

지원 등의 문제들은 IEEE 802.15.4 기술의 제어망 용에 

있어서 극복되어야 할 문제 들이다[3-5]. 
스 링 기법을 이용한 GTS (Guaranteed Time Slot) 할

당 방법을 제안했다[3]. 그러나 이 방법 다수의 실시간 주

기 I/O 노드를 효율 으로 지원할 수 없었다. [4]에서는 산

발  비실시간 데이터의 송방법을 고려하 으나 주기  

데이터의 송방법은 고려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IEEE 802.15.4를 기반으로 하는 무선 제

어 망의 주기성 입출력 데이터의 효율  송을 지원하기 

하여 GTS 동  할당을 통한 실시간 송 기법을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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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하여 효과 인 동  GTS 할당 알고리즘을 설계

하고 모의실험을 통해 그 성능을 측정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 장에서는 표  GTS 

할당 기법의 문제 들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고려했다. 
III 장에서는 네트워크 이용률을 고려한 다수 노드 지원이 

가능한 동  GTS 할당 기법  최 허용지연을 정의하

다. IV 장에서는 제시된 기법의 성능 분석 결과를 통하여 

그 효용성을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결론  향후 연구에 

해서 V 장에서 기술하 다.

II. IEEE 802.15.4 GTS 할당 기법의 분석

1. 표준 GTS 할당 기법 문제점

GTS의 길이는 기본 매개변수로 사용되는 슈퍼 임 

순서 (SO: Superframe Order) 값에 따라 동 으로 설정한다. 
를 들어, SO가 0일 경우 단  GTS는 0.96 ms에 해당하

고 SO가 10이면 약 1 에 해당한다[6]. 그림 1처럼 SO 값

을 다르게 할 경우, 슈퍼 임을 이루는 기본 시구간의 길

이가 달라진다.
실시간 주기 I/O 데이터의 경우 단  시구간에 최  허

용 가능한 7개의 GTS로서 CFP를 구성하는 것이 다수 노드

들을 효율 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림 2는 표  GTS 할당 방법의 문제 들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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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GTS 할당 방법의 비효율  문제.
Fig. 2. Problems on standard GTS allocation method.

슈퍼 임 상에서 각각의 GTS를 획득하는 노드 주소가 

유일하다고 정의하므로 H, I, J, K 노드들은 그림 2에 나타

난 구간에서 GTS를 획득할 수 없다.
GTS 해지 요청은 GTS 요청 임상의 특성 타입 필드

를 ‘0’으로 설정함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만약 B 노드의 

GTS 해제 과정이 이루어 질 때, H 노드는 일정 지연시간

을 감수해야 한다.
GTS 이유지시간 동안은 GTS를 기획득한 노드의 주소

가 통지 임 상에 존재한다. 이미 해지 요청이 이루어진 

뒤라도 이  노드의 주소가 통지 임 상에 존재하면 신

규 노드는 GTS를 할당 받을 수 없다.
노드에 의한 GTS 해지 요청을 제외한 해지 방법으론 조

정자 노드에 의한 강제 해지 방법이 존재한다. 이 방법은 

조정자 노드가 해당 GTS를 일정 시간 동안 사용치 않는 

노드로 인한 역폭 낭비를 방지하기 해 사용된다[6].
주기 입출력 데이터를 해서 단  GTS에 하나의 노드

만을 할당하는 방법은 합하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해

서는 연속된 슈퍼 임에서의 GTS 사용 노드의 주소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는 해당 GTS를 해지하고 새롭게 다

른 노드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GTS를 할당할 때, 해당 

GTS에 할당 가능한 여러 개의 노드를 동시에 할당하는 것

이다. 이 각각의 노드는 매번 비코닝시 GTS 통지 임의 

주소 필드에 자리 잡게 된다. 특정 순간의 슈퍼 임에서

는 유일한 주소가 있지만, 연속 인 슈퍼 임에서 보면, 
해당 GTS를 공유하는 노드들이 자신의 송주기에 맞게 

통지 임상의 주소 필드에 자리 잡는 형태가 된다.
2. GTS에 의해 제공되는 보장 대역폭 분석

실시간 I/O 데이터 송은 주어진 GTS 송 역폭의 

일부만 사용하게 된다[11]. 그림 3은 낮은 사용률을 가지는 

주기 데이터가 GTS를 통해 송될 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버퍼링된 데이터의 연속 송의 경우, 도착되는 데이터

의 송은 도착률에 따른 지연시간으로 유휴(idling) 구간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IFS (Inter Frame Spacing)와 같은 로

토콜 오버헤드와 유휴 구간을 고려하면 데이터 송 시간 

는 식 (1)과 같이 계산된다.

그림 3. GTS의 부분  사용 .
Fig. 3. Example of Partial usage on GTS.

       (1)

는 SO에 의해 구성된 단  GTS 시간 길이에 해당

한다. 이 시간은 3개의 단 백업기호(aUnitBackupSymbol)로 

구성된다. SO가 0일 경우, 총 60 symbols(= ×)에 해당

하며 240 bits의 데이터 송 시간에 해당한다. 이는 0.96 
ms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는 IFS를 한 시구간이며, 
은 유휴 구간이다[11]. 

먼  단  GTS 내에서 데이터 송을 해 제공되는 보

장 역폭을 구하기 해서 최  처리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때 데이터의 송을 한 시간은 IFS와 유휴구간을 

제외한 시간이다. 연속되는 비콘 임 사이에서 특정 

GTS내의 최  처리율 는 식 (2)와 같이 구해진다.

   ∙  (2)

  주 수 역을 사용할 때, C(Capacity)는 

에 해당하며, BI(Basic Interval)의 크기는 SO와 

에 의해 정해진다. 를 들어, 둘 다 0으로 설정된 슈퍼

임에서의 는 0.96 ms, BI는 15.36 ms가 된다[3,6]. 
IFS의 크기는 데이터 임의 크기에 따라 SIFS(Short IFS)
와 LIFS(Long IFS) 에 하나로 선택되는데, 짧은 실시간 주

기 I/O 데이터의 경우 SIFS(48 bits)가 사용된다. 따라서 

는 0.192 ms에 해당한다. 이를 이용하여 최  처리율을 

구해보면, 약 12.79 kbps가 계산된다. GTS 내에서 보장되는 

데이터 송을 한 역폭을 라고 할 때, 처리율과 

 사이에는 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림 4는 SO가 0 일 때의 단  GTS 내에서 최  처리

율을 보인다[1]. 본 연구에서는 산업 환경에서의 필드 버스 

망의 데이터 길이를 바탕으로 최  데이터의 크기가 4 
bytes 이하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GTS 내에서 송되는 

최  데이터 임 사이즈는 MAC 계층에서 가장 큰 

임인 SIFS의 최 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SO가 증가함에 

따라, 단  GTS내에서의 데이터 임의 송 횟수와 형

태는 차이를 가진다. 하지만 SO의 증가는 를 증가시

키기 때문에, 의 평균 크기는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된

다. 
 는 단  시구간의 GTS가 제공하는 평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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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GTS 할당에 의한 단  시구간의 보장 역폭.
Fig. 4. Guaranteed Time slot by GTS allocation.

그림 5. 역폭의 분할을 통한 GTS 할당 표의 .
Fig. 5. Example of GTS table by bandwidth allocation.역폭을 의미하며 식 (3)에 의해 계산된다[11].


 






 ∙


(3)

여기서, SO의 최 치가 14[6]이며 역폭의 평균값을 식 

(3)을 통해 구하면, 가 된다. 따라서 타임 슬롯의 수

를  라고 할 때, 평균 역폭은 *
 가 된다. 공장 자

동화 환경에서 실시간 주기 I/O 데이터의 최  크기 일지

라도 SIF 보다 작아서 낮은 사용률을 가지게 된다. 를 들

어, 매 20 ms 마다 32 bits의 데이터가 입출력 버퍼로 도착

할 때에 도착률은 1.6 kbps에 해당한다. 1.6 kbps의 크기는 

평균 역폭 12 kbps에 비해 매우 작은 도착률에 해당한다. 
3.표준 GTS 할당 기법의 사용 시 네트워크 이용률의 문제

점 분석

단  GTS의 네트워크 이용률은 
 를 이용하여 식 (4)

와 같이 구해진다.


   ∙



  도착률 (4)

식 (4)를 이용하면, 시 구간의 수 가 1일 경우, 1.6 kbps
의 도착률을 가지는 주기 I/O 노드의 네트워크 이용률은 

약 13%가 된다. 최  I/O 노드를 지원하기 해서 7개의 

시구간으로 구성된 CFP을 구성하게 된다. 이는 SO가 0일 

때, 6.72 ms에 해당하는 구간이 된다. 7개의 I/O 노드에게 7
개의 GTS를 각각 할당하면 CFP내에서 낭비되는 역폭 

87%에 해당한다. 이러한 역폭  I/O 노드 수의 제한 문

제는 단  GTS의 역폭을 단  노드에 할당함으로 인해 

발생한다.
를 들어, 1.6 kbps의 도착률을 가지는 두 개의 실시간 

주기 I/O 노드의 경우, 표 에 따라 단  GTS를 각각에 할

당하지 말고, 단  GTS내에서 역폭을 할당하는 방식을 

택하여 1.6 kbps를 가지는 두 노드에게 6(12/2) kbps의 역

폭을 할당하면, 이용률을 26% 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1.6 
kbps의 도착률을 가지는 노드가 3, 4개이면, 이용률은 2배 

는 3배로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림 5는 이러한 역폭의 

분할을 통한 GTS 할당 표의 를 나타내었다.
GTS가 특정 I/O 노드에게 할당되면 조정자 노드는 해당 

노드의 주소를 GTS 통지 임의 GTS 목록 필드에 등록

한 후 이를 해당 노드에게 돌려 다.

III. 동적GTS 알고리즘의 설계 및 구현

1. 동적 GTS 할당 알고리즘

단  GTS를 확보한 노드가 하나일 경우, GTS의 해제와 

할당의 반복은 지연시간이 발생한다. 하지만, 연속되는 슈

퍼 임 상에서 해당 GTS를 사용할 수 있는 노드는 여

러개 일 수 있다. 이는 반복과 해제를 통해 다음 노드가 

GTS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단  GTS에 다수

의 노드를 사 에 할당하면 가능하다.
를 들어, 단  GTS를 2, 3, 4번의 노드에 할당하는 것

은 다음과 같다. 처음 할당된 노드가 2번이라면, 2번 노드

는 해당 슈퍼 임의의 비콘 임이 로드캐스 시 

GTS 목록 필드를 참조하여, 자신이 해당 GTS를 획득했음

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다른 노드들은 해당 GTS를 사용하

지 못한다. 다음 슈퍼 임에서 조정자 노드는 해당 GTS 
목록 필드에 3번의 주소를 기록한 후 비콘 임을 로

드캐스  한다. 이에, 3번 노드가 해당 GTS를 확보함을 알 

수 있게 되고, 나머지 노드는 해당 GTS에서 기하게 된다. 
이처럼, 특정 슈퍼 임에서 GTS를 사용하는 노드의 주소

는 유일하지만, 연속 인 슈퍼 임으로 볼 때에는 여러 

노드가 해당 GTS를 공유하게 된다.
이 방법은 해당 GTS내에서의 네트워크 이용률 향상과 

단  GTS내에 다수의 노드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산업

용 환경에서는 다양한 도착률을 가지는 많은 수의 노드를 

고려해야 한다. 를 들어, 2 kbps를 가지는 3개 노드와 1 
kbps를 가지는 2개의 노드를 고려할 때, 이 노드들에게 

2.4(12/5) kbps의 역폭을 각각 할당하는 것은 효율 이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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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GTS 서비스 함수와 도착률에 따른 최 허용지연시간 

[8].
Fig. 7. Maximum allowable delay time by arrival rate and GTS 

service function [8].

그림 6. GTS 할당 형태의 사례.
Fig. 6. Example of GTS allocation.

그림 6은 높은 도착률을 가지는 노드 쪽에 높은 역폭 

할당 비율을 설정하는 GTS 할당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용률이 높은 노드 쪽에 큰 역폭을 할당함으로써, 신

규 노드의 추가 인 GTS 할당을 피할 수 있다. 이는 네트

워크 이용률의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도착률을 가지는 다

수 노드 지원에 효율 이다. 그림 6은 동일 역폭 할당을 

할 경우에 신규 노드 F에 새로운 GTS를 할당해야 하는 경

우를 보여 다. 반면, 공평한 역폭이 아닌 D와 E노드에

게 1.3 kbps의 역폭을 할당하 다면, 각 노드에서의 이용

률을 높일 수 있다. 한 1.6 kbps의 유효 역폭을 가지며 

신규 노드 F에 요구되는 도착률을 만족하므로, 같은 비율로

서 1.3 kbps의 역폭을 할당할 수 있다. 이는 GTS내의 이

용률을 최 화 하면서 신규 노드로 인한 불필요한 GTS 할

당을 방지 할 수 있다.
각 실시간 주기 I/O 데이터들의 상  비율에 기 한, 
역폭 할당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동일한 도착률을 가진 노드들의 그룹을 생성한다.

2) 최댓값을 가지는 도착률 그룹에 
을 할당한다.

3) 나머지 그룹에 해서는 최  도착률 값인 에 도

착율의 비율인 
에 곱하여 

   
′ 을 구

한 후 할당한다.
4) 신규 노드의 GTS 공유가 요구되면, 해당 노드 A가 

GTS에서 남아 있는 역폭을 조사한다.
5) 4번에서 역폭 여유가 있다면, 신규 노드를 해당 그

룹에 치시키고, 3번 과정과 같이 역폭을 할당한다.

3번째 과정에서 최  도착률에 해당하지 않는 노드들에

게 할당되는 역폭의 값을 결정하는 방법은 식 (5)와 같이 

최  도착률을 가지는 노드 집합에 한 비율을 이용해 결

정할 수 있다.


  

  최대도착율을가진그룹 

′   ∙


그외의그룹 (5)

식 (5)에서 는 최 도착률 그룹에 속하지 않는 번째 

노드 I/O 노드의 도착률을 의미한다. 임의의 번째 노드는 

역폭 
에 곱함으로써, 최종 용 역폭 

′ 를 구

하게 된다.

이는 3번 과정에서 최  도착률을 가지지 않는 노드들에

게 할당되는 역폭의 값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최  도착

률을 가지는 노드 집합에 한 비율을 사용하고자 함이다. 
만약, 추가로 신규 노드들의 GTS 공유 요청이 발생하면, 
해당 GTS에 남아 있는 여유 역폭을 고려한 후, 식 (5)에 

의거하여 해당 노드에게 역폭을 할당할 수 있다.
2. GTS 서비스 함수를 이용한 최대 허용 지연 시간의 도출 

GTS를 효율 으로 할당하기 해서는 데이터의 도착율

과 함께 송 데드라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GTS에 의해 보

장되는 역폭은 GTS가 제공하는 서비스 함수의 기울기에 

해당된다[9]. 최  버퍼 크기가 4 bytes 일 때, 각각의 실시

간 주기 I/O 데이터 노드들의 도착률이 결정되면, 주어진 

GTS의 서비스 함수와 각각의 실시간 주기 I/O 데이터 노드

들의 도착률 사이의 수평 거리를 계산한다. 이때, 주어진 

GTS 서비스 함수에서의 최  허용 지연 시간 (MADBs, 
Maximum Allowable Delay Bounds)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림 7은 결정 기 이론에 기 한 노드의 도착률 함수

와 서비스 함수 사이의 계를 보여 다[7,8].
단  GTS에 의해 보장되는 평균 역폭의 크기는 12 

kbps로 GTS의 서비스 함수의 기울기에 해당한다. 최  입

출력 버퍼 크기인 4 bytes 이므로, 모든 실시간 주기 I/O 데
이터 노드들의 도착률은 버퍼에 있는 데이터가 모두 송

된 후부터 송될 수 있다.
GTS를 획득한 노드는 자신의 GTS 구간까지 일정의 서

비스 지연시간을 가지게 된다. 서비스 지연시간은 해당 

GTS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함수가 나타날 때까지의 시

간으로, BI (Beacon Interval)에서 GTS의 시간을 뺀 값에 해

당한다. 를 들어, 첫 번째 GTS에서 기 인 데이터의 

송이 완료되었다면, 두 번째 GTS 때부터는 도착되는 데

이터의 송이 가능해 진다. 만약 2번째 GTS의 경우라면, 
해당 서비스 지연시간은 가 될 것이다. 번째 

GTS를 도달하기 까지 기다려야 하는 서비스 지연시간은 

식 (6)을 이용해 알 수 있다.

  ∙   (6)

그림 8은 번째 주기 I/O 데이터 노드의 도착률 함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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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번째 노드의 도착률 함수와 
 을 기울기로 하는 

GTS의 서비스 함수 사이의 계.
Fig. 8. Relative relation between GTS service function and  th 

arrival rate.

그림 9. 변경된 GTS 필드 정보.
Fig. 9. Field information of modified GTS.

그림10. 변경된 GTS 요청을 이용한 제.
Fig. 10. Example of modified GTS requests.

그림11. GTS 할당 리기의 구  모듈.
Fig. 11. Implemented module GTS allocation Algorithm.

평균 역폭 
 가 기울기인 GTS의 서비스 함수 사이의 

상호 계를 보여 다. 여기서 GTS가 제공하는 평균 역

폭 
  이상의 도착률을 가지는 노드는 서비스 될 수 

없다.
입출력 노드 버퍼상의 모든 데이터가 송된 후, 노드는 

자신의 GTS의 구간까지 일정 구간의 서비스 지연 시간을 

가지게 된다. 서비스 지연 시간은 버퍼상의 데이터가 GTS
를 통해 송될 수 있는 시 까지의 시간에 해당한다.

최  허용 지연 시간은 도착 함수와 서비스 함수 사이의 

최  수평 거리에 해당하므로 해당 노드의 도착 데이터가 

이 시간보다 작은 값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GTS를 통한 

송이 가능해 진다.

이는 해당 노드의 도착률이 
 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

한다. 번째 노드의 입출력 버퍼 크기를 라고 할 때, 해

당 노드의 최  허용 지연 시간은 식 (7)과 같다. 식 (7)의 

결과를 이용하여 GTS 할당 여부를 별한다. 

 



     (7)

3. GTS 할당 알고리즘의 구현

신규  기존 노드의 트래픽 정보가 수정될 경우 수정된 

GTS 요청 임을 조정자 노드에 송함으로써, GTS 할

당 테이블을 갱신 할 수 있다.
그림 9는 IEEE 802.15.4 임 에 트래픽 정보가 추

가된 GTS 요청 임의 특성 필드를 보여주고 있다. 특성 

필드의 6번째 비트를 ‘1’로 설정하고 해당 GTS를 확보한 

노드가 이를 다시 재 송할 시, 조정자 노드는 항시 6번째 

비트를 검사하게 된다. 해당 비트가 ‘1’로 설정되어 있으면, 

조정자 노드는 해당 노드가 새로운 노드이거나 트래픽 정

보가 변화된 것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해당 노드

의 새로운 트래픽 정보를 수신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GTS 할당 테이블을 재조정하게 된다. 그림 10은 그 한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9의 GTS 요청 임의 특성 필드(음 이 표시된 

부분)의 6번째 비트의 설정 여부를 이용해 새로운 트래픽 

정보의 유무를 알 수 있다. 조정자는 GTS 요청 임의 

특성 필드의 5번째의 비트 검사를 통해, GTS 요청을 감지

하고 GTS 할당 여부를 결정한다.
동시에 6번째 비트를 검사하여, 해당 노드의 GTS 요청

이 신규 GTS 할당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트래픽 정보에 

변화에 따른 GTS 할당 요청인지를 구별한다.
그림 11은 GTS 할당을 해 조정자 노드에서 수행되는 

GTS 할당과정 코드  일부 모듈을 보여 다. 특히, 그림 

12는 내부 I/O 데이터의 도착율과 요구된 지연시간을 바

탕으로 GTS의 할당  치를 결정하는 순서 과정에 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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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7개 I/O 노드에 한 트래픽 정보.
Table 1. Traffic information of 7 I/O nodes.

노드 도착률 I/O Data 크기 데드라인 n
A 3.4 kbps 4 Byte 40 ms 2
B 2.7 kbps 4 Byte 50 ms 2
C 6.8 kbps 4 Byte 20 ms 1
D 4.5 kbps 4 Byte 30 ms 1
E 2.2 kbps 4 Byte 60 ms 4
F 1.9 kbps 4 Byte 70 ms 4
G 1.5 kbps 2 Byte 80 ms 4

표 2. 18개 신규 I/O 노드에 한 트래픽 정보.
Table 2. Traffic information of 18 new I/O nodes.

노드 도착률 I/O Data 크기 데드라인 n
H 1.9 kbps 4 byte 70 ms 4
I 1.7 kbps 4 byte 80 ms 4
J 1.9 kbps 4 byte 70 ms 4
K 1.9 kbps 4 byte 70 ms 4
L 1.9 kbps 4 byte 70 ms 4
M 1.3 kbps 4 byte 100 ms 4
O 1 kbps 4 byte 130 ms 8
P 1 kbps 4 byte 130 ms 8
Q 1 kbps 4 byte 130 ms 8
R 1 kbps 4 byte 130 ms 8
S 1 kbps 4 byte 140 ms 8
T 1 kbps 4 byte 150 ms 8
U 1 kbps 4 byte 130 ms 8
V 1 kbps 4 byte 130 ms 8
W 1 kbps 4 byte 130 ms 8
X 1 kbps 4 byte 130 ms 8
Y 1 kbps 4 byte 140 ms 8
Z 1 kbps 4 byte 150 ms 8

그림12. GTS 할당 리기의 부분 모듈.
Fig. 12. Example of GTS allocation module.

그림13. 동  GTS 할당 차 순서도.
Fig. 13. Procedure of dynamic GTS allocation.

기 해당 GTS 슬롯에 할당된 노드 수 을 통해, 특정 

데드라인 범 안의 최  할당 가능 노드 수를 식 (8)을 통

해 알 수 있다. 여기서 은  번째 GTS에 할당된 노드 수

이다.

 ≥   
    


 그외    (8)




는 기 GTS 할당 테이블 완성된 후 값을 가지

는 번째 노드가 해당 GTS에서 할당 가능한 최  수를 의

미 한다. 그림 13은 동  GTS 할당 기법을 용했을 때의 

GTS 할당 순서도이다.

IV. OPNET을 이용한 컴퓨터 모의실험

모의실험에서는 구 된 IEEE 802.15.4 모델을 이용하여 

표  GTS 할당 기법과 제안된 동  GTS 할당 기법을 네트

워크 이용률과 지원 가능한 I/O 노드 수를 비교하 다. 실

험을 해 25개의 I/O 노드에서 10 분간 29,040개의 슈퍼

임을 수행한 결과를 분석했다. 기 GTS를 할당받는 

A~G 노드의 GTS 할당을 한 트래픽 정보는 표 1과 같다. 
여기서 실시간 데이터의 주기는 비콘 주기인 15.36 ms 보

다 크다고 가정한다.
동  GTS 할당 기법을 용 후 표 2와 같이 총 18개의 

신규 노드를 추가하 다. 추가 노드들은 도착률이  , 
데드라인은       등으로 설정되었다. 

그림 14는 각각 IEEE 802.15.4의 GTS 할당 기법과 동  

할당 기법을 용했을 때의 GTS내에서 나타난 네트워크 

이용률의 결과이다. 부분의 노드들의 네트워크 이용률이 

향상됨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14에 나타난 일부 

노드의 낮은 네트워크 이용률은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발생

한다. 첫 번째는 산업 환경에서의 IFS와 같은 로토콜 오

버헤드의 향이 상 으로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로 각각의 실시간 주기 I/O 노드들은 자신의 송 주기에 

따라서 매체 근을 시도하기 때문에, 송주기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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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평균 네트워크 이용률의 비교.
Fig. 14. Comparison results of network utilization.

않는 GTS 구간에서는 송 행 가 발생하지 않는다.
동  GTS 할당 기법의 특징은 기본 송 주기를 슈퍼

임의 길이로 사용하는 것에 있다. 즉, 슈퍼 임의 길이

에 근 하는 송주기에 해당하는 데드라인을 요구하는 I/O 
노드가 많아질 경우, 지원 가능한 노드의 수는 상 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  

GTS 할당 기법에서는   이상의 데드라인을 요구하는 

주기 I/O 데이터 노드들의 수가 많을수록 GTS를 사용할 수 

있는 노드 수가 증가하게 된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IEEE 802.15.4 기반의 산업용 무선 제어 

네트워크를 구 을 한 동  GTS 할당 기법을 제안하

다. 기존 방법의 문제  분석을 통해 IEEE 802.15.4 GTS 할
당 기법의 한계 을 찾아내고 네트워크 이용률과 지원 가

능한 노드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GTS 할당 기법  각 

GTS의 최  허용 지연 값을 구하 다.
한 OPnet Modeler를 이용하여 산업용 제어 망으로의 

제안된 방법이 용된 IEEE 802.15.4의 사용 가능성을 분석

해보고 제안된 방법의 장단 을 조사해 보았다.
향후 연구로는 멀티 홉 환경에서의 지연 시간 분석과 이

를 바탕으로 한 비콘 스 링 기법  다양한 도착률을 

통한 GTS 할당기법의 성능 분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비콘 간격보다 짧은 주기를 갖는 실시간 데이터에 

한 처리 방법도 고려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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