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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바디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는 매우 작은 배터리 기반으로 작동을 한다. 특
히 기존에 존재하였던 센서 네트워크 환경보다 바디 센서 네트워크 환경이 자원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디바이스의 전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디 센서 네트워크는 사람의 움직임 또는 센서

의 위치와 같은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디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고유의 특징을 고
려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바디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제약사항을 분석하며, 대표적인 
전송 전력 관리 기법에 따른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한 분석을 한다. 또한 분석된 결과를 통해 바디 센
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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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바디 센서 네트워크 환경이란 사람이 착용하는 다
양한 디바이스가 IEEE 802.15.4 표준기반의 무선 네트

워크로 연결되어 이뤄진 환경을 의미한다. 이런 환경

에 존재하는 다양한 디바이스는 실시간으로 사람 주
변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중앙에 데
이터 수집하는 구동체에게 전달하여 IT-BT-NT 의 기
술이 융합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게 도와준

다. 특히나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U-Healthcare, U-City 와 같은 다양한 사업

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을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추세에 맞춰 삼성그룹의 경우 U-
Health 관련 사업을 씨앗산업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사
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LG 그룹의 경우 U-병원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SK 그룹의 경우에는 정통부와 함께 저
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U-Healcare 서비스를 시범

운영을 하고 있으며, KT 의 경우 모바일용 혈당 측정

기 등 휴대폰을 통해 다양한 U-Healcare 서비스를 지
원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1]. 하지만 바디 센서 네트

워크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디바이스는 그 사용용

도에 따라 전송거리, 전송속도, 주파수 대역뿐만 아니

라 보안과 토폴로지도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바디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 존재하는 센서는 ECG, EMG, 
EEG, GSR, Pulse Oximeter, Skin Temperature, Pill Camera
와 같이 다양한 센서가 존재 할 수 있다. 특히나 바

디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 존재하는 이런 디바이스는 
소형 배터리 기반으로 동작을 하며, 사람의 몸 안팎

에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른 에너

지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은 대표적

으로 MAC 스케줄링 방식과 전송 전력 관리 기술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송 전력 관리 기술과 관련하

여 바디 센서 네트워크 환경의 제약사항을 분석하며, 
실제 환경에서 실험을 통해 채널을 좀 더 세 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실험결과를 전송률과 패킷 
당 에너지 소모량을 통해 효율적인 디바이스 전력 관
리를 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바디 센서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디바이스는 사람의 
움직임 또는 디바이스의 배치에 따라 다양한 채널 상
태가 나타난다 [2]. 이와 같은 바디 센서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고유 특징을 고려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바디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
스템 설계를 해야 된다. 
바디 센서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전송 전력 관리 기술

에 대한 연구는 많이 존재하지만 [3-7] 대표적인 연구

로는 선형적인 접근방법 [3], 지수적인 접근방법 [4], 
변동적인 접근방법 [5]이 존재한다. 선형적인 접근방

법의 경우 디바이스는 현재 채널 상태 변화에 따라 
디바이스의 전송전력을 한 단계씩 변경하면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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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가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경우 채널이 급변하는 
상황의 경우 안정적으로 디바이스의 에너지를 관리 
할 수 있지만, 채널의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다른 접
근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접근을 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지수적인 접근 방법의 경우 [4]
엔 선형적인 방법에 비해 빠르게 최적의 전송 전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채널이 좋은 경우 에너지 효율

적인 동작을 수행한다. 하지만 채널 상태가 실시간으

로 급격히 변할 경우 불필요한 전력 변경으로 안정적

인 디바이스의 관리가 어렵게 된다. 마지막으로 변동

적인 접근 방법 [5]의 경우 빠르게 최적의 전력 소비 
점을 찾기 위해 수학적으로 방정식을 쓰는 방법으로

써, 만약 빠르게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면 다른 알고

리즘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최적의 전송 전력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끝까지 최적의 전
송 전력을 찾을 수 없게 되면 경우가 발생 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살펴본 대표적인 3 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 바디 센서 네트워크의 다양한 환경을 고
려한 전력 관리 기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3. 바디 센서 네트워크 환경의 제약사항 

바디 센서 네트워크 환경이란 사람의 신체 일부에 
다양한 디바이스가 장착되어 네트워크를 구축한 환경

을 말한다. 이와 같은 환경에 배치된 디바이스는 사
람의 신체의 형태나 디바이스의 배치 상태와 같은 변
수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바디 센서 네트워크 환
경에서 사용되는 2.4GHz 주파수 영역은 IEEE 802.11 
주파수 영역과 블루 투수의 영역과 겹치기 때문에 주
변 간섭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바디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 배치되어야 하는 디
바이스의 경우 배터리 교체하기가 힘든 사람의 몸 안
에 배치될 경우 에너지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해야

만 한다. 이런 제약사항을 고려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만 에너지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표 1 은 바디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 존재할 수 있는 
제약사항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

의 움직임과 사람의 모션에 따라 현재 채널 상태가 
고정적과 역동적인 상태로 변경될 수 있으며, 디바이

스의 위치에 따라 고정 링크가 될 수도 있고, 변동 
링크가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주파수 영역에 따
라 디바이스의 전파 직진성과 동일한 대역의 디바이

스의 간섭을 고려해야만 한다. 
 
<표 1> 바디 센서 네트워크 환경의 다양한 제약 사항 

제약사항 항목 
사람의 움직임 서기, 걷기, 뛰기 
사람의 모션 팔/다리의 움직임 
디바이스 위치 사람의 각 신체 부위 
주파수 영역 ISM (400 MHz, 2.45 GHz) 

UWB (3.1 – 10.6 GHz) 
네트워크 링크 고정 링크, 변동 링크 
제약적인 자원 소형 배터리 
토폴로지 Star, Mesh, Peer-to-Peer 
채널 상태 고정적, 역동적인 

4. 실험 환경 구축과 실험 절차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채널에 따른 실험 환경을 구
축하기 위해 그림 1 과 같은 사각 형태의 복도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에 존재하는 바디 센서 네트

워크 실험자의는 사람의 사각형의 둘레를 서기, 걷기, 
뛰기의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서 실험의 필요한 데이

터를 수집하게 된다. 
 

 
(그림 1) 바디 센서 네트워크 환경의 실험 환경과 사

람의 움직임 방향 

바디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실험을 수집하는 장
비는 Crossbow Technology [8] 에서 제공하고 있는 
Cricket Mote 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Cricket 
Mote 는 CC1000 Radio [9] 모듈을 가지고 있으며, 전송 
파워 레벨을 22 단계로 제공하고 있는 Radio 모듈이다. 
표 2 는 본 논문에서 실험을 위해 설정한 파라미터를 
보여주고 있다. 파라미터에서 Target RSSI Margin 이 의
미하는 것은 최적의 파워를 찾기 위해 필요한 수신 
전력 세기의 범위를 의미한다. Target RSSI Point 는 수
신 전력 세기의 범위의 중심축을 의미하는 값으로써, 
Target RSSI Point 의 값이 움직이면 전체적인 Target 
RSSI Margin 의 범위가 변경된다. 따라서 Target RSSI 
Point 값과 Margin 의 값이 디바이스의 전력 소비와 
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Target RSSI 
Margin 의 범위가 좁을 경우 전송 전력 제어 알고리

즘이 최적의 전송파워의 구체적인 값을 찾을 수 있지

만, 채널 상태가 안 좋을 흔들리는 경우 못 찾게 되
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반면 Target RSSI Margin 의 
값이 너무 클 경우 채널에 둔하게 반응하여 최적의 
전송 전력 파워를 찾기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Target RSSI Point 의 경우 너무 낮게 설정하

게 되면 전송 패킷이 손실될 위험이 크며, 너무 높게 
설정하게 되면 에너지 소비가 높기 때문에 적당한 
Target RSSI Point 를 찾는 것은 곧 디바이스의 에너지

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표 2> 바디 센서 네트워크 환경의 실험 파라미터 
설정 항목 파라미터 

Target RSSI Margin ±5 
Target RSSI Point -65, -75, -85, -95 
전송 노드 위치 가슴 
좋은 채널 상태 배, 서기 
나쁜 채널 상태 등, 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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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gerWrite
LoggerRead

RSSI Log
RSSI Log

EEP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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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

Host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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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Generator)

TossimReceiver Node

Write

Read

 
(그림 2) 전체적인 실험 구조도 

그림 2 는 본 논문의 실제 실험 구조도를 보여주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에 Logger Module
의 경우 그림 1 에서 사람이 움직임에 따라 수집되는 
Module 로써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디바이스

의 EEPROM 에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때 
Logger Module 의 Logger Write 와 Logger Read 가 사용

되며 수집된 데이터는 실제 환경에서 사람의 움직임

에 따른 수신 전력 세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Gate 
Way Node 의 경우 최종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위해 
Host Computer 에 연결된 중계자 역할을 수행하는 디
바이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Gate Way Node 의 경
우 실제 환경에서 수집된 Log Data 를 수집하여 Host 
Computer 에게 넘기는 역할을 수행한다. Host Computer
의 경우 수집된 Log Data 를 실제 시뮬레이터에 사용

할 수 있는 데이터로 가공하기 위해 Java 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사용되는 Java 프로그램은 Log 
Data 를 Header 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시뮬레이터에 
적합하도록 변경해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시뮬

레이터는 TinyOS 에서 제공하고 있는 TOSSIM 시뮬레

이터로 Event 기반의 센서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라고 
할 수 있다. 

 
5. 실험 결과 

그림 3 은 좋은 채널 환경에서 데이터의 전송률과 
에너지 소모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X 축은 
Target RSSI Point 를 의미하며, 왼쪽 Y 축은 데이터 전
송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 Y 축은 데이터 
한 개당 에너지 소모량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에너지 소모량은 Target RSSI Point 에 상관없이 전체적

으로 96% 이상의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를 통해 우리는 좋은 채널 환경에서는 바디 센서 
디바이스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에너지 소모량은 Target RSSI Point
값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75 Point 에

서 가장 낮은 에너지 소모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65 
Point 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소모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를 통해 우리는 바디 센서 네트워크의 좋은 
채널 환경에서는 Target RSSI Point 값이 -75 이면서 센
서의 위치는 배, Target RSSI Margin 의 범위는 ±5 인 
경우가 바디 센서 네트워크의 디바이스의 전력 관리 
측면에서 좋은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결과를 통해 채널 상태가 좋을 
경우 Target RSSI Point 가 너무 높으면 디바이스가 높
은 데이터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전송 전
력 파워를 쓴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특히나 좋은 
채널 환경에서는 방정식을 활용해서 전송 전력을 판
단하는 변동적인 접근방법의 알고리즘이 가장 효율적

으로 동작되며, 선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다른 접
근방법에 비해 에너지 소모량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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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좋은 채널 환경에서 데이터 전송률과 에너

지 소모량 

그림 4 는 나쁜 채널 환경에서 데이터 전송률과 에
너지 소모량을 보여주고 있다. 나쁜 채널의 환경의 
경우 좋은 채널과는 다르게 전송률이 95% 미만이 경
우가 많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송
신자 디바이스의 위치인 가슴과 수신자 디바이스의 
위치인 등의 링크가 변동링크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Target RSSI Point 가 높을 경우 기본적으로 전송률이 
높을 것 같지만, 변동적인 접근 방법의 경우엔 전송

률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이유는 
변동적인 접근 방법의 경우 이전 수신 파워와 현재 
수신 파워의 값을 바탕으로 데이터 방정식을 만드는

데 Target RSSI Point 가 높을 경우 실제 수신 파워의 
차이가 역으로 보이거나 기울기가 너무 낮아 잘못된 
전송 파워 예측으로 인해 낮을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에너지 소모량도 가장 높은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좋은 채널과는 다르게 나
쁜 채널의 환경에서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소모량이 
높게 나타나 평균적으로 220% 정도 증가한 결과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Target RSSI Point 의 가장 좋
은 Point 는 -95 Point 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통
해 우리는 나쁜 채널에서는 Target RSSI Point 를 낮게 
설정해야 디바이스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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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나쁜 채널 환경에서 데이터 전송률과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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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논문에서는 바디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 존재하

는 디바이스의 수명연장을 위해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바디 센서 네트워크 환경의 제약사항을 분석하였

다. 그리고 실제 환경에서 바디 센서 네트워크 환경

에서 실험을 통해 바디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 필요한 
데이터 값을 수집하였으며, TinyOS 시뮬레이터 환경에

서 다양한 전송 전력 세기 조절 알고리즘의 실험 결
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좋은 채널 환경에서는 변동적이 접근방

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Target RSSI 
Point 는 -75 지점이 가장 좋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리고 전체적으로 전송률이 높다는 것 또한 볼 수 있
었다. 반면에 채널이 나쁜 경우엔 선형적인 접근 방
법이 다른 접근 방법에 비해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으

며, Target RSSI Point 의 -95 지점이 가장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를 통해 우리는 채널 환
경에 다라 Target RSSI Point 지점을 지정할 수 있는 알
고리즘을 구축한다면 바디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 존
재하는 디바이스가 효율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하면서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가지고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좀 더 다양한 
Target RSSI Margin 과 Target RSSI Point 값에 따른 실험 
결과를 분석할 예정을 가지고 있으며, 좀 더 다양한 
채널 환경에 따른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뿐만 아
니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송 전력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할 예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바디 센서 네트워크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 절약 연
구의 초석이 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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