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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업장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에 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도입은 시스템 도입  유지보수에 있어 반

드시 필요하다. 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산업장 모니터링을 해 재 USN 네트워크에서 범 하게 

사용되고 있는 IEEE 802.15.4 하드웨어  MAC 을 이용하여 Freequency Hopping을 수행하는 

Superframe 기반의 TDMA 기술을 구 하 다.

1. 서론

 재 국내외의 소기업  기업 등의 많은 산업장에

서 장비  시설물에 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산업장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데이터 송

의 신뢰성이 요하다. 이를 해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들

은 유선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구축되게 된다. 하지만, 유

선 네트워크 기반의 시스템은 시스템 도입  산업장 시

설 변경  증축에 있어 많은 시간과 높은 추가비용을 요

구한다. 

 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네트워크 설치 

 유지보수 과정에서 드는 시간  비용이 기존의 유선 

시스템에 비해 매우 낮은 장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

존의 무선 네트워크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은 데이터 송

의 신뢰성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장의 모니터링 시

스템으로는 맞지 않다.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해 

산업장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의 네트워크 기술 개발은 필

수 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산업장 기반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과 련하

여 IEEE 801.15.4 PHY/MAC을 이용한 TDMA 기반 네트

워크 기술을 소개한다. 그리고 해당 기술의 개발  구

을 다룬다.

2. 본론

2.1 문제   해결방안

 재 모니터링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는 기술 는 사용

가능한 기술에는 Zigbee등의 USN 기술이 있다. 기존 

USN 기술을 이용한 공장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 에서 가

장 큰 문제 은 신뢰성 보장에 제약을 가진다는 이다. 

와이 이  다양한 무선 장치들과 장애물 등으로 인한 

주 수 간섭이 많은 상황에서 기존의 USN 장치들은 무선 

간섭을 받아 데이터 송의 실패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해, Frequency Hopping 기술이 필요하

다. Frequency Hopping 기술이란 통신에 사용하는 주 수

를 지속 으로 변경하며 네트워크를 운용하는 것을 뜻한

다. Frequency Hopping 기술을 이용하면 사용 가능한 주

수 역 내에서 통신에 사용하는 주 수를 변경하며 통

신을 수행하기 때문에, 특정 주 수 역에 주 수 간섭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주 수를 이용하여 성공 인 데이터 

송을 수행할 수 있다. Frequency Hopping을 수행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

Frequency Hopping Pattern

Frequency Hopping Timing

 네트워크에 참여한 장치들의 주 수가 Frequency 

Hopping Pattern을 따라 지속 으로 변할 때, 데이터 송/

수신을 하는 상 장치들은 동일한 Frequency를 사용해야 

한다. 한 데이터를 송하고, 수신하는 시 이 맞아야 

성공 인 데이터 송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해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방식의 근이 필

요하다. 

 TDMA 기법을 Frequency Hopping 기술이 용된 USN

에 도입하여 데이터 송/수신을 수행하는 상 장치 사이

의 주 수  시간 동기화를 수행한다. 한, 모니터링 시

스템에서 TDMA 기법의 도입은 주기 인 데이터 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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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상황에서 데이터 송의 QoS(Quality of Service)

를 제공한다. TDMA 방식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해서

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

Timeslot의 길이

각 Timeslot에서의 장치의 동작 정의

 Timeslot은 TDMA에서 동기화를 수행하는 단 로서 일

정한 시간 간격을 가지고 반복되게 된다. 1개의 Timeslot

에서는 1개의 MAC Payload가 송된다. 1개의 Timeslot 

내에서 데이터의 송  Ack의 송까지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각 Timeslot에서의 장치의 동작이 정의된 

자료구조를 Superframe이라 명명한다. Superframe은 

Timeslot의 모음이며, Timeslot 내에서 장치들의 데이터 

송 동작(Tx/Rx/Idle)이 정의되어 있다. Superframe은 

주기 으로 반복된다. 

 각 장치들은 동기화된 시간을 통해 재 Timeslot이 네

트워크 시작으로부터 몇 번째인지 계산할 수 있다. 해당 

정보와 Frequency Hopping Pattern, Superframe 정보를 

이용하여 재 Timeslot에서 사용할 channel과 데이터 

송 동작을 결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의 시간 동기화와 련된 내용과 

네트워크 노드간의 Superframe  Link 정보, Frequency 

Hopping Table등의 정보를 달하는 과정은 다루지 않는

다. 

2.2 구

 본 네트워크 기술은 기존 USN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

하는 IEEE 802.15.4 하드웨어  MAC을 이용하여 구

하 다. IEEE 802.15.4 MAC에서 정의하는 Device  

RFD(reduced-function device)만을 이용하여 Scan, 

Association 등의 기능은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데이터의 

Tx  Rx 기능만을 사용한다. IEEE 802.15.4 MAC 계층 

에 Timeslot, Superframe 등의 기능을 구 하여 신뢰성

이 향상된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한다.

2.2.1 구  시스템

MCU: MSP430F2618

RF: CC2520

TI MAC

IAR Compiler

2.2.2 Timeslot

 Timeslot은 TDMA 방식 통신의 기본이 되는 통신 단

다. Timeslot의 길이는 일정한 길이로 고정되어 있으며, 

네트워크가 운용되는 동안 같은 길이로 반복되게 된다. 1

개의 Timeslot 내에서는 1개의 MAC Payload 송과 해

당 Payload에 한 Ack의 송이 이루어진다.

 [그림 1]은 Timeslot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Timeslot의 

시작부분에서 데이터 송/수신을 한 비를 한다. 비동

작이 끝난 후 데이터 송이 수행되고, 데이터 송이 끝

난 후 Ack가 송된다.

[그림 1] Timeslot 구조

2.2.3 Superframe

 본 구 에서의 Superframe은 네트워크 체 인 통신 스

을 담당하고 있다. Superframe은 여러 개의 Timeslot 

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2]는 Superframe 구조를 나타

내고 있다. 

[그림 2] Superframe Structure

 Superframe에서 각각의 Timeslot에는 해당 구간에서 수

행할 수 있는 데이터 송이 정의되어 있다. [그림 2]의  

Timeslot 1 구간에서는 A에서 B로의 데이터 송이 수행

되고, Timeslot 2에서는 B에서 C로의 데이터 송이 수행

된다. A->B, B->C와 같이 Superframe의 각 Timeslot에

서 특정한 두 단말 사이에 수행되는 데이터 송을 Link

라고 한다. 

 Superframe은 고정된 크기를 가지며, 네트워크가 운용되

는 기간 동안 계속 반복된다. [그림 3]은 네트워크 운용 

과정에서 동일한 Superframe이 주기 으로 반복되는 것을 

표 하고 있다.

[그림 3] Superframe 운용

2.2.4 Frequency Hopping 

 주 수 변경과정을 패턴화 하여,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

든 노드들의 주 수 동기화를 보장한다. Frequency 

Hopping 기능을 해 Frequency Hopping Pattern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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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Frequency Hopping Pattern은 Superframe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크기를 갖고, 네트워크가 운용되는 동

안 계속 반복된다.

 [그림 4]는 Superframe, Frequency, Timeslot 사이의 상

계를 표 하고 있다.

[그림 4] Frequency, Timeslot, Superframe 

계

2.2.5 Datapool

 응용 로그램에서 다른 노드에게 송할 데이터가 발생

하면, 해당 데이터를 Datapool에 장하게 된다. 노드는 

Timeslot이 시작하는 시 에 Link 정보를 확인, 데이터 

송/수신의 상을 알 수 있다. 노드는 재 Timeslot에서

의 동작이 Tx일 경우, Link 정보의 수신 상을 확인하여 

Datapool에서 송해야 할 데이터를 찾아 수신 상 에게 

송하게 된다. [그림 5]는 데이터 송/수신 과정에서 데이

터 흐름을 표 하고 있다. 

[그림 5] 로그램 구조  

데이터 흐름

 데이터의 송신이 완료된 뒤, Ack 정보를 수신한 후에 정

상 으로 데이터 송이 끝나게 되면 Datapool에서 송신

한 데이터의 정보를 삭제한다. 만약, Ack가 손실되거나 

송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다음 송가능 구간에서 

재 송을 수행한다. 

2.2.6 Link, Frequency의 결정  Advertisement

 노드는 Timeslot이 시작하는 시 에 재 slot에서 사용

해야 할 Link 정보와 Frequency 정보를 찾는다. 이를 이

용하여 재 slot에서 수행해야 할 동작과 사용할 

Frequency를 선택하게 된다.

 네트워크 운행 시간 정보를 이용, 재 slot이 몇 번째 

인지 구할 수 있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Superframe과 

Frequency Hopping Pattern을 참조, Link 정보와 

Frequency 정보를 구한다. 

Superframe[Superframe_Size]; //Superframe 구조

FrequencyPattern[Frequency_Size];//Frequency

                                 //Hopping Pattern

TimeslotLen; // Timeslot의 길이

CurrentTime; // 네트워크 재 시간

Timeslot_Num = CurrentTime / TimeslotLen;

CurrentLink =

   Superframe[Timeslot_Num/Superframe_Size].Link;

CurrentFrequency = 

   FrequencyPattern[Timeslot_Num/Frequency_Size];

[표 1] Link 정보와 Frequency 정보 결정

 새로운 노드가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해서는, 네트워크

에 참여하고 있는 기존 노드들과 시간  주 수 동기를 

맞춰야 한다. 새로운 노드의 참여를 해 기존 네트워크의 

특정 노드들은 Advertisement 동작을 수행한다. 

 Advertisement 동작을 수행하는 노드들은 네트워크에 새

로운 노드가 참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담은 

Advertisement 패킷을 주기 으로 송한다. 

Advertisement 패킷은 다음과 같은 정보들로 구성된다.

네트워크 운행 시간

재 Timeslot 번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새로운 노드는 Advertisement 동작

을 수행하는 노드가 송하는 Advertisement 정보를 수신

하기 해 Rx 동작을 반복 수행한다. Advertisement 정보

를 수신한 노드는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slot에서 사

용할 Link 정보와 Frequency 정보를 구할 수 있다. 해당 

정보를 수신한 장치는 다음 Timeslot의 시작시간을 추정, 

기존에 동작하고 있는 노드들과 시간 동기화를 수행한다.

2.2.7 동작

 Timeslot은 일정한 주기로 계속 반복된다. Timeslot의 운

용은 타이머를 이용, Timeslot의 시간 단 로 타이머 인터

럽트를 발생한다.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타이머 인

터럽트 핸들러에서 Timeslot_Prepare 함수를 호출한다.

 Timeslot_Prepare 함수에서는 재 slot에서의 사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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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행해야 할 동작을 결정한다. [표 1]에서 표 하는 

과정을 통해 재 네트워크 시간과 Timeslot의 길이를 이

용하여 Timeslot 번호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Superframe 구조와 Frequency Hopping Pattern 구조를 

참조하여 재 slot에서 사용할 주 수와 Link 정보를 결

정한다.

 Link 정보에는 해당 slot에서 수행해야 할 동작을 정의하

고 있다. 수행해야 할 동작은 다음과 같다.

Tx

 재 slot의 동작이 Tx일 경우, 해당 Link의 목 지와 알

맞은 데이터를 Datapool에서 검색하고 Frequency 변경  

데이터 송신, Ack 정보 수신 동작을 수행한다.

Rx

 재 slot의 동작이 Rx일 경우, Frequency 변경  데이

터 수신 비를 한다. Rx Timeout 시간동안 데이터 수신

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다음 slot 시작 시간으로 타이

머를 설정하고 재 slot의 동작을 종료한다.  Rx 

Timeout 시간 내에 데이터가 수신된 경우, 해당 데이터의 

검증작업  데이터 송신측에 Ack 정보를 송신한다.

Idle

 재 slot의 동작이 idle일 경우, 다음 slot의 시작 시간까

지 타이머를 설정한 후, 재 slot의 동작을 종료하게 된

다.

 Timeslot_Prepare 함수의 상세 동작은 다음과 같다.

// Timeslot 시작

CurrentLink = GetCurrentLink();

CurrentFrequency = GetCurrentFrequency();

if(CurrentLink.Rule == Tx) {

     ChangeFrequency(CurrentFrequency);

     Data = GetDataFromPool(CurrentLink.Dest);

     MAC_TxData(Data);

     SettingTimer(RxAck_Timeout);

     MAC_RxEnable();

}

if(CurrentLink.Rule == Rx) {

     ChangeFrequency(CurrentFrequency);

     SettingTimer(Rx_Timeout);

     MAC_RxEnable();

}

if(CurrentLink.Rule == Idle) {

     SettingTimer(NextTimeslot);

}

[표 2] Timeslot_Prepare 동작

4. 결론

 산업장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에 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도입은 시스템 도입  유지보수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무선 네트워크의 특성상 신뢰성 보장이 문제 이 

되어 산업장의 기반 네트워크로서 사용되지 못하 다. 

 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산업장 모니터링을 하여 신뢰성

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을 USN 기술과 목시켰다. 재 

USN 네트워크에서 범 하게 사용되고 있는 IEEE 

802.15.4 하드웨어  MAC 을 이용하여 Freequency 

Hopping을 수행하는 Superframe 기반의 TDMA 기술을 

구 하 다.

 이를 통해 기존 유선 네트워크에 비해 설치  유지보수

가 용의하고 기존 USN 네트워크보다 신뢰성을 향상시킨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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