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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에서는 력 통신 기술인 IEEE 802.15.4 MAC (Media Access Control) 로토콜에서 지원하

는 Collision Free Period(CFP)에서의 송 성능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을 해 CFP의 서비스 타겟인 주

기  트래픽을 고려하고 Quality of Service 요구사항에 따라 MAC 계층에 달되는 패킷 달 형태를 

batch와 non-batch로 구분하여 throughput, delay, energy 측면에서 성능을 분석한다. 도출된 분석 결과

를 토 로 Pedometer, ECG, EMG와 같이 주기 인 트래픽을 생성하는 헬스 어 애 리 이션에 해 

Collision Avoidance Period(CAP)에서의 송과 성능 비교를 수행한다. 성능 평가를 통해 헬스 어와 같

이 주기 이며 time-critical 트래픽을 생성하는 애 리 이션은 CFP 송이 에 지 효율 이며 역폭 

요구 사항이 큰 애 리 이션에서는 CAP 비 최  46%의 에 지가 감됨을 확인하 다. 

■ 중심어 :∣IEEE802.15.4∣ZigBee∣MAC∣CFP∣

Abstract

In this paper, we performed the analysis of transmission performance for Collision Free 

Period(CFP) supported by the low-power communication technology, IEEE 802.15.4 MAC 

(Media Access Control). For the analysis, periodic traffic, original service target of CFP, is 

considered and, according to the Quality of Service required, packet arrival pattern to MAC layer 

is categorized as batch and non–batch, and analysis on throughput, delay, and energy is 

performed for those patterns. On the basis of the obtained analysis, performance comparison 

with Collision Avoidance Period(CAP) is carried out for the health care applications that 

generate periodic traffic such as Pedometer, ECG, EMG. The evaluation confirms that CFP is 

more energy efficient for healthcare applications that generate periodic and time-critical traffic 

and moreover for the application with high bandwidth requirement CFP achieves up to 46% 

energy savings compared to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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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응용과 보 이 확산

되면서 속· 비용 통신을 한 네트워크 기술의 요

성이 커지고 있다. 네트워크 기술은 사물인터넷의 핵심 

기능  하나로 수집된 데이터를 사물/사람에게 송하

고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 다. 

무선 MAC (Medium Access Control)과 라우  기술

은 사물인터넷의 핵심 네트워크 기술 요소이다.  사물

인터넷을 한 MAC 로토콜은 매체 근방식에 따라 

스 쥴링 기반, 경쟁기반, 하이 리드 기반방식으로 분

류할 수 있다[1]. 그  경쟁 기반 방식에 한 성능 분

석  평가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최근에 

IEEE 802.15.4[2]를 기반한 멀티홉 네트워크의 성능을 

평가하는 근사(approximate) 분석 기법에 한 연구가 

제안되었다[3]. 자들은 이웃하는 노드와의 상호작용

을 고려한 개별 노드의 확률 과정을 Discrete Time 

Markov Chain(DTMC) 분석을 통해 패킷 드롭 확률, 

평균 기 지연과 같은 시스템 성능에 한 근사화를 

수행하 다. 한편, 사물인터넷을 통해 통신하는 객체들

은 자원 제한  환경에서 통신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기술은 력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와 련

하여, 센서 네트워크에서 패킷 송 력을 최소한의 

필요 력 수 으로 유지하면서 지연시간을 일 수 있

는 방안이 제안되었다[4]. 력이 제한된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의 존속 시간을 유지하려는 라우  로토콜

에 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는데 패킷 당 최소 에

지 소요값, 네트워크 연결 최 화값, 노드 력 수 의 

최소 분산값, 최  노드 비용의 최소화 값 등의 다양한 

목 을 만족시키기 한 연구들이 제안되었다[5]. 

사물 인터넷을 한 력 통신 기술  표 인 

기술  하나는 ZigBee[6]이다. ZigBee는 력 속 

근거리 개인 무선통신 국제 표 으로, 력 소모가 

50mW 정도로 매우 낮아 한번 배터리를 장착하면 최  

2~3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ZigBee는 에 지 효율 인 

무선 매체 제어를 해 IEEE 802.15.4를 MAC 로토

콜로 채택하 다. IEEE 802.15.4는 데이터 송을 한 

구간을 Collision Avoidance Period(CAP)와 Collision 

Free Period(CFP)로 나 어 CAP에서는 경쟁을 통한 

송을, CFP에서는 역폭을 용으로 할당하여 경쟁 

없이 송을 지원한다. 이는 트래픽 특성에 따른 구분

으로써, 비주기 으로 발생하여 역폭의 용이 낭비

인 트래픽은 CAP에서, 주기 으로 발생하거나 delay 

요구사항 같은 Quality of Service(QoS)가 있는 트래픽

은 CFP에서 Guaranteed Time Slot(GTS)을 할당받아 

송한다. 최근, 사물 인터넷의 요한 애 리 이션으

로 헬스 어가 주목받고 있다. 헬스 어 애 리 이션

은 사용자가 웨어러블 기기(센서)를 착용하여 액티비티 

모니터, 피트니스, 심박 모니터 등을 수행하도록 지원한

다. 웨어러블 기기들은 주기 으로 생체 신호를 샘 링

하고 송을 한 데이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CFP에 

의한 송이 효율 이다. 최근 CFP에 한 연구 결과

로는 delay 요구사항과 역폭 활용성을 고려한 CFP 

구간 스 쥴링[7], network calculus 분석에 기반을 두

어 역폭 향상을 한 round-robin 방식의 스 쥴러

[8] 등 주로 GTS 성능향상을 한 스 쥴링 기법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본 분석에서는 웨어러블 기기

들을 한 CFP 동작을 분석하고 성능 비교를 수행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II장에서 IEEE 

802.15.4 MAC에 한 설명을 하고, III장에서 CFP에 

한 성능 분석을 도출한다. IV장에서 헬스 어 애 리

이션에 한 CAP과 CFP의 성능 비교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 V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IEEE 802.15.4 MAC 프로토콜 

IEEE 802.15.4 표 은 력, 비용 애 리 이션

을 한 물리(PHY) 계층과 MAC 계층을 정의한다. 표

 MAC 로토콜은 두 가지 동작 모드를 지원하는데 

비컨(beacon) 모드와 비컨(non-beacon) 모드이다. 

어떤 모드를 사용할 지는 네트워크를 처음 형성하는 장

치(코디네이터)가 결정한다. 비컨 모드를 사용하는 코

디네이터에 연결된 기기는 코디네이터로부터 주기 으로 

비컨 간격 (Beacon Interval (BI)) 마다 비컨 임을 

받게 된다. BI는 연속하는 비컨 임 사이의 시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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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된다. 비컨 간격은 

과 BO (Beacon Order) 두 가지 MAC 라미터에 의해 

값이 결정된다[그림 1]. BI는 슈퍼 임이라고도 불리

는 활성구간 (active period)과 비활성구간 (inactive 

period)으로 구성되고, 슈퍼 임 구간(SD)은 

 과 SO (Superframe Order) 

두 가지 MAC 라미터에 의해 값이 결정된다. 슈퍼

임은 같은 크기의 16개의 타임 슬롯으로 나눠지고, 

이 구간에서 데이터의 송이 이루어진다. 타임 슬롯은 

320 μs 길이 (20심볼)의 backoff period들로 구성되는데 

하나의 타임 슬롯은 개의 backoff period들로 구

성된다. 

그림 1. IEEE 802.15.4 슈퍼프레임 구조

슈퍼 임 구간은 Contention Access Period (CAP) 

구간과 Contention Free Period (CFP)로 구성되며, 

CAP에서는 경쟁을 통한 무선 자원 획득 후 송을 한

다. CFP에서는 경쟁 없이 미리 할당된 슬롯 

(Guaranteed Time Slot (GTS))을 통해 송이 이루어

진다. CAP 구간은 이벤트 기반으로 발생하는 측 불

가능한 비주기  트래픽에, CFP 구간은 주기 으로 데

이터가 발생하여 역폭에 한 측이 가능하거나 

은 지연시간이 요구되어 역폭에 한 약으로 이를 

만족시켜야 할 경우에 합하다. 

코디네이터는 GTS 할당을 수행하며 슈퍼 임 내

에서 CFP의 길이를 결정한다. 새로운 GTS의 할당을 

요청하기 해 노드는 GTS 요청 명령을 CAP 구간에

서 코디네이터에게 송한다. GTS 할당 요청 패킷을 

받으면 코디네이터는 슈퍼 임 내 할당 가능한 GTS 

자원이 있는지를 체크하는데 할당 가능한 최  GTS의 

수는 7개이다. 이처럼, CFP 길이는 GTS 요구와 재 

슈퍼 임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에 의해 결정된다. 할

당할 자원이 충분하면, 코디네이터는 CAP 구간에서 

acknowledgement 패킷을 보냄으로 요청을 수락한다. 

코디네이터는 GTS를 할당받은 노드들의 리스트와 할

당 GTS 슬롯 정보를 다음 비컨에 포함하여 로드캐

스트 한다.  

III. CFP 성능분석

1. Batch model performance analysis 
1.1 Queue 모델
센서의 애 리 이션에서는 일정량을 샘 링한 다음 

QoS 요구 사항 (delay bound) 만큼의 시간동안 발생된 

데이터를 물리계층에서 최  송 가능 크기

(Maximum Payload Data Unit (MPDU))인 127 byte에 

맞게 segmentation을 하고 장한 후 일 으로 MAC

으로 달한다고 가정한다. 그럴 때, MAC 계층에 달

되는 패킷들은 batch로 큐에 도착할 수 있는데 이 

batch 패킷들의 도착 간격은 QoS 요구와 동일하며 주

기 (periodic)이다. 도착한 패킷에 한 송은 BO, 

SO, 할당된 GTS 크기에 의해 송률이 결정되는데 이

것이 곧 서비스 rate이 된다. 하지만 도착한 패킷은 바

로 서비스되지 않고 본인의 GTS 구간에 한 송이 

시작될 때까지 큐에 기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서

버가 일정한 rate으로 vacation을 가는 상황과 동일하

다. 주의할 은, 큐에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있는 상황

에서도 할당된 GTS 구간이 충분하지 못하면 서비스를 

다 끝내지 못하고 서버는 vacation을 갈 수 있다는 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큐 특성을 D/D/1 with 

vacation으로 모델링한다. 여기서 D/D/1 모델 특성 상, 

패킷 도착율   (=batch로 들어온 패킷 수/delay bound)

는 서비스율 (=할당된 GTS에 보낼 수 있는 패킷 수

/BI)보다 작아야 큐의 overflow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

를 만족시키는 SO, BO, GTS 크기 할당의 경우만을 고

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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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hroughput
GTS를 할당 받은 노드가 송을 시작할 수 있는 요

건은 송과 련된 체 transaction(즉, 패킷 송, 

Inter Frame Space(IFS), ACK 포함)이 할당된 GTS 종

료 에 완료가 되어야 한다. 이로부터 주어진 GTS 구

간에서 보낼 수 있는 최  데이터 사이즈를 구할 수 있

고, 이를 기반으로 최  throughput을 구할 수 있다. 

IEEE 802.15.4에 따르면 IFS의 길이는 MPDU의 크

기에 종속 인데 18 byte 이하이면 12 심볼인 

를 사용하고 그보다 크면 40 심볼인 

를 사용한다.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작은 

GTS 슬롯 사이즈는 60 심볼(=0.96ms)이고 ACK 패킷 

수신을 한 송/수신 환 시간은 20 심볼이기 때문에 

를 쓸 수밖에 없는데, ACK와 SIFS를 

제하면 송 가능한 최  크기는 28 심볼(=14 byte)으

로 PHY, MAC overhead 15 byte(PHY overhead (6 

byte), MAC overhead (9 byte))보다 작기 때문에 송

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ACK 패킷을 사용하기 해서

는 최소 120 심볼 이상(SO가 2의 배수이기 때문)의 

GTS 슬롯 사이즈를 할당 받아야 한다. 이 구간에서 

송 가능한 MPDU 사이즈는 18 byte 이상이 되어, 

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실제 패

킷 송에 60 심볼만을 사용할 수 있고, PHY overhead 

6 바이트를 제외하면 24 바이트의 MPDU를 송할 수 

있다. 여기서 9 바이트의 MAC 오버헤드를 제하면 실

제 송 가능한 애 리 이션 데이터 사이즈는 15 바이

트가 된다. 결과 으로, 할당된 GTS 구간  에 

한 노드의 애 리 이션 데이터 송 가능 크기  

(심볼 단 )는 식 (1)과 같다.

  ⌊⌋  ⌊ ⌋
   ≥ 

   (1)

Batch로 도착한 패킷들의 데이터 사이즈는   

인데, 여기서 는 PHY/MAC overhead로 30 심볼 길

이이고, 는 애 리 이션이 작성한 데이터 크기이

다. 는 ACK 수신을 포함한 하나의 패킷 송 완

료에 소요되는 총 시간으로     

심볼이다.  , , 는 각각 IFS 시간, ACK 패킷 

수신을 한 송/수신 환 시간, ACK 패킷 길이를 나

타낸다.   길이의 패킷을 송하고 남은 구간

( ⌊ ⌋)에서 송하는 것에 따른 오버

헤드  (=72 심볼: PHY, MAC 오버헤드 30,   20, 

ACK 패킷 22 심볼)를 제한 것을 합하면 최  송 서

비스 데이터 사이즈가 된다. 아울러, 노드에게 할당된 

GTS 구간  에서 보낼 수 있는 패킷 수  는 식 

(2)와 같다.

               ⌊ ⌋          (2)
이를 바탕으로 지원 가능한 최  throughput은 

  이 된다. 따라서 노드의 애 리 이션 이어

가 만들어내는 data rate (offered traffic rate)에 해 

달성 가능한 throughput 은 


 

이 된다. 

1.3 Delay
노드의 큐에 개의 패킷이 batch로 들어온다고 가정

하자. 이  번 째 치에 있는 패킷이 겪는 delay   는 

(1) 큐에 도착 후 다음 슈퍼 임 시작 때까지 큐 기 

시간, (2) 자신이 송하는 BI 이 까지의 소요 시간, 

(3) 자신의 패킷 송 시간으로 구성된다. (1)은 BI 구간

에 임의의 시 에 도착해서 기하는 시간이므로 

가 된다. (2)는 큐의 첫 패킷에 한 서비스가 시작된 

슈퍼 임부터 자신의 송 차례가 할당된 슈퍼 임 

직 까지 소요된 시간으로 ⌈⌉×이다. 

 는 할당된 GTS에 보낼 수 있는 패킷 수이다. (3)은 

송 슈퍼 임 구간 내에서 자신의 송 종료 시 까

지의 시간으로  ⌈⌉××
이다.  는 슈퍼 임 시작부터 해당 노드에게 할

당된 GTS 구간 시작까지 소요 시간이다. 는 패킷 

송과 수신에 소요된 시간으로    이다. 

은 payload의 길이로  이다. 최종 으로 는 

식 (3)과 같이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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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

아울러, 패킷에 한 평균 delay 는 다음과 같다. 

 
  





1.4 Energy consumption
에 지 소모 분석을 해 먼  분석을 수행할 단  

구간을 정해야 한다. 큐의 overflow가 없다는 가정을 

만족시키기 해 주어진 BI는 데이터 도착 간격인 

보다 같거나 작아야 하므로 다음을 만족하는 에 한 

×를 단  구간으로 정한다.

×≤ ∈
패킷 송이 발생하는 BI 구간에서 노드가 수행하는 

activity는 비컨 수신, 본인 GTS 구간 패킷 송신, ACK 

수신이고 나머지 BI에서는 비컨 패킷 수신만 수행한다. 

따라서 노드의 에 지 소모는 식 (4)와 같다. 

     
     × 
        ×  

(4) 

상기에서 , ,  , 는 각각 idle, 

sleep, TX, RX에서 라디오의 평균 워 소모량을 나타

내고 는 비컨 길이를 나타낸다. 

2. Non-batch model performance analysis
2.1 Queue 모델
Batch 모델과 같이 센서의 애 리 이션에서는 일정

량을 샘 링 하여 데이터를 취득하고 사 에 정의된 크

기의 payload로 segmentation 한 후 일 으로 MAC

으로 달한다고 가정한다. 애 리 이션에 따라 QoS 

요구가 없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장 없이 바로 송

한다고 가정한다. 이 이 batch 모델과 구별되는 이

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큐 특성은 batch 모델과 동일함

을 가정하고 D/D/1 with vacation으로 모델링한다. 

2.2 Throughput
주어진 BI에 도착한 노드의 패킷의 수   는 

×  가 된다. 그럴 때, 주어진 SO에 의해 결정된 슬

롯 길이 (=총심볼개수(× )*심볼당 길이

(×  )(sec)) 기 으로 도착한 패킷을 모두 서비스

하기 해 필요한 GTS 슬롯 수  는 

 ⌈ 

       ⌉ 
가 된다.  슬롯에서 최 로 보낼 수 있는 패킷 수 

 는 

  ⌈        ⌉
가 되고, 이 때 보낼 수 있는 최  송량은 

 × 이다. 따라서 노드의 애 리 이션이 만들

어내는 data rate (offered traffic rate)에 해 달성 

가능한 throughput 는 


 

이 된다.

2.3 Delay
노드의 큐에 도착하는 패킷이 겪는 delay 는 (1) 큐

에 도착 후 다음 슈퍼 임 시작 때까지 큐 기 시간, 

(2) 자신의 패킷 송 시간으로 구성된다. 분석에서는 

해당 BI에 도착하는 패킷이 큐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도착한 패킷을 모두 송할 수 있는 GTS 슬롯 할당을 

고려한다. (1)은 BI 구간  임의의 시 에 도착해서 

기하는 시간이므로 가 된다. (2)는 송 슈퍼

임 구간 내에서 자신의 송 종료 시 까지의 시간으로 

  로 유도되는데,  는 슈퍼 임 시작부

터 해당 노드에게 할당된 GTS 구간 시작까지 소요 시

간이다. 최종 으로 식 (5)와 같이 유도된다. 

              

           (5)

2.4 Energy consumption
주어진 BI 구간에서 노드가 수행하는 activity는 비컨 

수신, 할당 GTS 구간 패킷 송신, ACK 수신이다. 따라

서 노드의 시간 당 에 지 소모   는 식 (6)과 같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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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Evaluation

본 장에서는 이  장에서 도출된 CFP 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선정된 target 애 리 이션에 해 CFP의 

성능을 평가해 본다. 구체 으로, [9]에서 수행한 실시

간 최 화 임워크를 CAP에 용한 결과와의 비교

를 통해 CAP과 CFP의 성능 비교를 수행한다. CFP 성

능 평가를 해 batch 모델을 활용한다. 본 성능 분석에

서 고려하고 있는 센서 애 리 이션은 헬스 어 련 

ECG, EMG, Pedometer 세 종류로서 다음의 특성을 갖

는다. 

(1) ECG: 활동 차 정보는 4kbps (16bit, 1channel, 

250Hz) 역폭과 모니터링을 한 250ms delay 

요구사항을 가지며 주기 으로 코디네이터에게 

달된다. 코디네이터는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심 도를 디스 이에 모니터링 해주거나 주치

의에게 달하여 검진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2) EMG: 사용자의 팔에 부착된 EMG 센서는 

16kbps (16bit, 1channel, 1KHz)의 역폭으로 발

생하고 모니터링을 해 250ms delay 요구사항

을 가지며 주기 으로 코디네이터에게 달된다. 

달된 근 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디네이터는 

TV, PC, 등, 게임기 등을 컨트롤 할 수 있다. 

(3) Pedometer: 사용자의 신발이나 의류에 탈부착 형

태로 탑재되어 80bps의 데이터를 1sec delay 요

구사항을 만족시키며 주기 으로 코디네이터에

게 송한다. 수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디네

이터는 활동 거리, 소모 칼로리 등의 정보를 표시

해 다.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애 리 이션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임의의 시간에 단일 애 리 이션을 쓰는 

경우(총 3 경우)와 두 가지 애 리 이션을 동시에 쓰

는 경우(총 3 경우)와 세 가지 애 리 이션을 동시에 

모두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가질 수 있다. 

 

1. One application usage
[표 1]은 단독 애 리 이션 사용 시 최소의 에 지 

소모를 달성하는 CAP과 CFP의 운  방법(BO, SO, 

GTS 슬롯 수(CFP 경우))과 delay와 throughput 결과 

값을 나타낸 것이다. 세 가지 애 리 이션 모두에 

해 delay와 역폭 요구 사항이 CAP과 CFP에서 모두 

달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단독 애플리케이션 성능 평가 

Scenario

CAP CFP

(BO,SO)
Delay
(sec)

Through
put
(bps)

(BO,SO)
GTS 
slot

Delay
(sec)

Through
put 
(bps)

Pedom
eter (6,0) 0.40097 80 (6,0) 3 0.50493 80

ECG (4,1) 0.08238 4080 (4,1) 5 0.14624 4080
EMG (4,3) 0.02031 16320 (4,2) 8 0.15584 16320

그림 2. 에너지 소모 비교 (단일 애플리케이션)

EMG의 경우 CAP의 (BO,SO)는 (4,3), CFP의 경우 

(4,2)로 CAP의 슈퍼 임 길이가 CFP 비 두 배 길

었다. 이것은 EMG 트래픽이 역폭 요구 사항이 크고 

이에 따라 발생되는 패킷의 수가 다른 애 리 이션에 

비해 상 으로 많음에 근거한다. CAP에서는 패킷 

송을 해 CSMA/CA를 사용하여 패킷과 패킷 송 사

이에 backoff 과정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SO

의 길이를 늘려 실제 송할 수 있는 구간(슈퍼 임 

구간)을 증가시킨 결과이다. 반면, CFP는 패킷 송에 

backoff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동일한 수의 패킷을 

작은 슈퍼 임 구간에서 송할 수 있었다. 이것은 

에 지 소모에서 큰 차이를 가져왔는데 [그림 2]에 따

르면 EMG의 경우, CFP는 CAP의 에 지 소모의 55% 

수 의 에 지 소모를 달성했다. 이것은 코디네이터가 

활성화되는 슈퍼 임 구간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이

다. ECG와 Pedometer의 경우에도 CFP가 CAP 비 에

지 소모가 작았는데 CAP 역 소모 비 각각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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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수 이었다. 이 경우는 슈퍼 임이 동일하기 때

문에 코디네이터보다는 센서에서의 backoff 사용 여부

에 따른 에 지 차이가 주요 원인이었다.    

2. Two application usage
두 개의 애 리 이션 동시 사용 경우 역시 CFP를 

사용하는 것이 에 지 소모 측면에서 최 이었다. [표 

2]에 따르면, EMG가 포함된 시나리오의 경우 (BO,SO) 

값에서 CAP과 CAP가 차이를 보 다. 차이가 나는 이

유는 앞서 단독 애 리 이션에서 기술한 이유와 동일

하다. 이에 따라, EMG가 포함된 시나리오의 경우, 

CAP 에 지 소모 비 54%(Pedo&EMG), 

56%(ECG&EMG) 수 의 에 지 소모를 달성하 다 

[그림 3]. Pedo&ECG의 경우 CFP의 에 지 소모는 

CAP의 96% 수 이었다. 

주목할 사항은 Pedo&EMG와 ECG&EMG 시나리오

에서 Pedometer와 ECG의 throughput은 각각 역폭 

요구사항인 80bps와 4080bps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이

는 상 으로 패킷 송이 많은 EMG 트래픽과의 경

쟁에 따른 지연의 결과인데 애 리 이션 별로 독립

인 GTS를 할당하는 CFP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표 2. 2종 애플리케이션 동시 사용 성능 평가

Scenario

CAP CFP

(BO,
SO)

Delay
(sec)

Through
put
(bps)

(BO,
SO)

GTS 
slot

Delay
(sec)

Through
put 
(bps)

Pedo
&ECG

Pedo (4,1) 0.05421 80 (4,1) 2 0.15069 80
ECG 0.08259 4080 5 0.1424 4080

Pedo
&EMG

Pedo (4,3) 0.01326 79.97 (4,2) 1 0.1814 80
EMG 0.02032 16320 8 0.152 16320

ECG
&EMG

ECG (4,3) 0.01906 4078 (4,2) 3 0.17504 4080
EMG 0.02049 16320 8 0.14432 16320

 

그림 3. 에너지 소모 비교 (2종 애플리케이션)

3. Three application usage
표 3. 시나리오별 (BO, SO)와 성능 평가

Scenario

CAP CFP

(BO,
SO)

Delay
Through
put 
(bps)

(BO,
SO)

GTS 
slot

Delay
Throug
hput 
(bps)

Pedo
&ECG
&EMG

Pedo
(4,3)

0.01342 79.97
(4,2)

1 0.1814 80
ECG 0.01907 4078 3 0.1712 4080
EMG 0.02051 16320 8 0.1405 16320

 

그림 4.에너지 소모 비교 (3종 애플리케이션)

모든 애 리 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각 방식

의 (BO,SO)는 역폭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EMG 

트래픽에 의해 결정되었다. [표 3]에 따르면 CFP는 모

든 애 리 이션의 delay와 역폭 요구사항을 만족시

켰다. CFP는 CAP 에 지 소모의 56% 수 의 에 지 

소모를 달성하 는데[그림 4] 이는 슈퍼 임 구간 차

이에서 오는 코디네이터의 에 지 소모 이득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MAC 계층에 도착하는 batch와 

non-batch 특성을 가지는 트래픽에 한 IEEE 802.15.4 

CFP 메커니즘에 한 성능 분석을 수행하 다. 성능 

평가를 통해 헬스 어와 같이 주기 이며 time-critical 

트래픽을 생성하는 애 리 이션은 CFP를 통해 지원

하는 것이 에 지 이득과 동시에 QoS 만족에 효과 임

을 확인하 는데 이러한 결과는 역폭 요구 사항이 더 

높은 트래픽일수록 뚜렷하 다. 본 논문은 몇 가지 

요한 측면에서 이  연구와는 차별된다. 첫째, 트래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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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성에 따른 MAC 계층의 데이터 도착을 batch와 

non-batch로 구분하고 각 경우에 해서 throughput, 

delay, energy 측면에서 CFP의 핵심 성능을 도출하

다. 둘째, 헬스 어 애 이션들에 해 CAP과 CFP 

성능 비교를 통해 애 리 이션 수용성을 평가하 다. 

논문에서 도출된 성능지표 분석 결과는 실시간 BO, 

SO, GTS 스 쥴링을 통한 실시간 CFP 에 지 최 화

를 한 임워크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나아

가 CAP에 한 성능 분석 결과를 통합하면 ZigBee 애

리 이션을 한 최  구간 (CAP or CFP)과 최  운

 라미터를 실시간으로 결정해 주는 임워크로 

확장 가능하다. 연구 결과는 사용하고자 하는 애 리

이션의 특성을 고려하여 에 지 최 으로 운 해 주는 

실시간 MAC 로토콜 엔진으로 스마트 워치나 스마트

폰에서에 용가능하며 로토콜 펌웨어 형태로 이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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