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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IEEE 802.15.6 초광대역(Ultra Wide Band, UWB) 무선 인체 영역 네트워크(Wireless Body Area 
Networks, WBAN)에서 다중 홉 전송에 대한 성능을 평가한다. IEEE 802.15.6 UWB WBAN에 대한 물리 계층 패킷 

구조와 인코딩, 디코딩 과정을 고려한다. 데이터 페이로드의 길이, 전송 전력 세기, 노드들간 거리에 따라 한 홉 전송, 
두 홉 전송, 세 홉 전송에 대한 데이터 전송 성공률과 에너지 효율을 제안하고 분석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 홉 전

송, 두 홉 전송, 세 홉 전송에서 데이터 페이로드의 길이, 전송 전력 세기, 노드들간 거리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데이

터 전송 성공률과 에너지 효율에 대해 비교하고 평가한다. 최종적으로 다양한 변수와 상황에 따라 다중 홉 전송에 대

한 에너지 효율을 파악하고,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전송 방법을 택하여 전송할 수 있음을 보인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evaluate the performance of multi-hop transmissions in IEEE 802.15.6 ultra wide band (UWB) 
wireless body area network (WBAN). The packet structure in the physical layer, and encoding and decoding are 
considered for multi-hop transmissions in IEEE 802.15.6 UWB WBAN. We analyze the data success rate and energy 
efficiency of multi-hop transmissions with considering the length of data payload, transmission power, and distances 
between the nodes in IEEE 802.15.6 UWB WBAN. Through simulations, we evaluate the data success rate and energy 
efficiency of multi-hop transmissions with varying the length of data payload, transmission power, and distances 
between the nodes in IEEE 802.15.6 UWB WBAN. Finally, we can select an energy-efficient multi-hop transmission 
in IEEE 802.15.6 UWB　WBAN depending on the length of data payload, transmission power, and distances between 
the 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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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의 신체 위에 기기를 부착

하거나 신체 속에 기기를 심는 형태로 통신하는 무선 

인체 영역 네트워크(Wireless Body Area Network, 

WBAN)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 2]. 

무선 인체 영역 네트워크를 위한 기기들은 사람의 신체

와 밀착되어있고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제

한된 전력이 요구된다. 또한, 인체 위나 인체 속에서 기

기들간에 무선으로 통신이 이루어지 때문에 이들 기기

에 대한 배터리 소모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무선 인체 영역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효율은 중

요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무선 인체 영역 

네트워크에서의 단일 홉 전송 및 다중 홉 전송에 따른 

에너지 효율 분석은 높은 에너지 효율로 데이터를 전송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1은 한 홉 전송, 두 홉 

전송, 세 홉 전송 상황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무선 인체 영역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

법은 패킷의 길이를 조절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

법으로 무선 인체 통신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Wireless Sensor Network ,WSN)에서도 

연구되고 있다. 논문[3]에서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 논

문[4]에서는 인체 센서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

이기 위해 단일 홉 전송시 최적의 패킷 길이를 찾는 기

법을 연구하였다. 논문[5]에서는 초광대역(Ultra Wide 

Band, UWB)의 물리 계층 구조를 갖는 무선 인체 영역 

네트워크에서 단일 홉 전송시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최적의 패킷 길이를 찾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논문[3-5]

를 통해 단일 홉 전송시 패킷의 길이가 에너지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고, 다중 홉 전송시 다양한 

패킷 길이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분석할 필요성을 제공

한다. 논문[6]에서는 CSMA/CA(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with Collision Avoidance) 알고리즘을 사용한 

전송에서 변조 기법의 사용이 평균 패킷 손실률 및 지

연과 처리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논문[7]에서

는 DTMC(Discrete-Time Markov Chain) 모델을 통해 

처리량, 에너지 소비,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고 분석하

였다. 논문[8]에서는 무선 인체 영역 네트워크에서 링크 

적응(Link Adaptation)에 따른 패킷 에러율(Packet 

Error Rate, PER)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논문[9]에서는 IEEE 802.15.6 IR-UWB에서 표준

(Default) 모드와 고품질(High QoS) 모드를 고려하여 

최적의 에너지 효율적인 단일 홉 링크 적응을 연구하였

다. 논문[10-13]에서는 단일 홉 전송을 확장하여 다중 

홉 전송 상황에서 연구하였다. 논문[10]에서는 매체 접

근 제어(Medium Access Control, MAC) 계층에서 최소 

신장 트리(Minimum Spanning Tree, MST)를 이용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은 다중 홉 전송 알고리즘을 소개하였

다. 논문[11]에서는 두 홉 전송시 중계 노드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배터리 용량, 계산 능력, 전송 범위의 관점

에서 개선된 에너지 효율적인 두 홉 확장 프로토콜을 

제안하고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로 중계 노드의 수명이 

길어지고, 비트 에러율이 낮아지는 이점을 보여주었다. 

논문[12]에서는 무선 인체 영역 네트워크에서 두 홉 전

송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 중계에 대하

여 연구하였으며, 직접 전송과 비교시 협력 중계 전송

의 이점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이 확장한 논문[13]은 

UWB 물리 계층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코딩 기법에 따

른 한 홉 전송과 두 홉 전송의 에너지 효율을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Fig. 1 One-hop, two-hop, and three-hop transmissions

본 논문에서는 IEEE 802.15.6 UWB WBAN에서 한 

홉 전송뿐만 아니라 중계 노드들을 거쳐 다중 홉으로 

전송하는 상황에서의 성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IEEE 802.15.6 UWB WBAN에 대한 물리 계층 패킷 구

조와 인코딩, 디코딩 과정을 고려한다. 데이터 페이로

드의 길이, 전송 전력 세기, 노드들간 거리에 따라 한 홉 

전송, 두 홉 전송, 세 홉 전송에 대한 데이터 전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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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과 에너지 효율을 제안하고 분석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 홉 전송, 두 홉 전송, 세 홉 전송에서 데이터 페

이로드의 길이, 전송 전력 세기, 노드들간 거리의 변화

에 따라 달라지는 데이터 전송 성공률과 에너지 효율에 

대해 비교하고 평가한다. 최종적으로 다양한 변수와 상

황에 따라 다중 홉 전송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파악하

고,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전송 방법을 택하여 전송

할 수 있음을 보인다. 본 논문은 다중 홉 전송의 에너지 

효율을 WBAN 환경에서 전송 전력 세기, 거리, 코딩 기

법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변수와 상황에 따른 에

너지 효율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Ⅱ. IEEE 802.15.6 UWB WBAN에서 다중 홉 

전송에 대한 데이터 전송 성공률 및 에너지 

효율 분석

본 장에서는 IEEE 802.15.6 UWB WBAN에서 소스 

노드가 종단 노드인 허브(Hub)로 다중 홉 전송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상황을 고려한다. 이때 한 홉으로 

전송하는 경우 (  ), 한 개의 중계 노드를 거쳐 두 홉

으로 전송하는 경우 (  ), 두 개의 중계 노드들을 거

쳐 세 홉으로 전송하는 경우 (  )를 고려한다. 각각

의 경우에 대해, 데이터 페이로드 길이   및 전송 전력 

세기  에 따른 데이터 전송 성공률 및 에너지 효율을 

제안하고 분석한다. 여기서 에너지 효율은 데이터 전송

이 성공한 경우에 실제 페이로드 전송을 위해 소모한 

에너지 대 전체 소모 에너지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전체 소모 에너지는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소모한 에너

지와 인코딩, 디코딩을 위해 소모한 에너지를 합쳐서 

나타낼 수 있다. IEEE 802.15.6 표준[1]에서 제공하는 

UWB 물리 계층의 패킷 구조는 SHR(Synchronization 

Header), PHR(Physical Layer Header), PSDU(Physical 

Layer Service Data Unit)으로 이루어진다. 한 홉 전송에

서의 소스 노드와 종단 노드 사이의 거리  에 따른 

데이터 전송 성공률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과   은 각각 

  에 따른 SHR과 PHR의 전송 성공률이다. 

   은 각각    에 따른 PSDU의 전

송 성공률이다. 한 홉 전송에서의 에너지 효율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2)

여기서 은 1 bit을 전송하기 위해 소모되는 에

너지를 나타내고 단위는 [J/bit]이다. , , 

 은 각각 SHR, PHR, PSDU가 인코딩 된 후의 

길이로 단위는 [bit]이다. , ,  은 각

각 SHR, PHR, PSDU을 인코딩 및 디코딩하는데 소모

되는 에너지로 단위는 [J]이다.

두 홉 전송에서의 데이터 전송 성공률과 에너지 효

율은  한 홉 전송과 비교하여 달라지게 된다. 본 논문에

서 고려하는 두 홉 전송을 위한 패킷 캡슐화는 데이터 

페이로드에 최종 목적지인 허브에 대한 정보를 담은 

MAC 헤더와 FCS(Frame Check Sequence)를 추가하여 

PSDU1로 만들고, 여기에 다시 중계 노드에 대한 정보

를 담은 MAC 헤더와 FCS를 추가하여 PSDU2로 캡슐

화한다[1]. 이렇게 캡슐화된 PSDU2에 SHR, PHR을 

추가하여 물리 계층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한다. 중계 

노드에서는 이를 받아 SHR, PHR, PSDU2를 디코딩하

고 자신의 정보를 담고 있던 MAC 헤더와 FCS를 제거

한다. 

그 후 SHR, PHR을 다시 추가하여 물리 계층을 통

해 최종 목적지인 허브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마지막

으로 데이터를 전송받은 허브는 디코딩을 통해 페이

로드를 최종 수신하게 된다. 두 홉 전송에서 데이터 전

송 성공률은 각 홉에서의 전송이 모두 성공할 확률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두 홉 전송에 대한 데이터 전

송 성공률       은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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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기서  는 두 홉 전송에서 1번째 홉에 대한 거

리,  는 두 홉 전송에서 2번째 홉에 대한 거리, 

는 오버헤드에 대한 길이로 MAC 헤더와 FCS에 해당

한다. 이를 이용하여 두 홉 전송에 대한 에너지 효율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4)

여기서  는 앞서 설명한 PSDU2가 인코딩 

된 후의 길이,  은 PSDU2를 인코딩 및 디코딩

하는데 소모되는 에너지를 나타낸다. 두 홉 전송에서 

전체 소비 에너지는 식 (4)의 분모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일 때 소스 노드에서 중계 노드로 전송하는데 소

모되는 에너지,    일 때 중계 노드에서 종단 노드인 

허브로 전송하는데 소모되는 에너지를 나타낸다.

세 홉 전송에서 에너지 효율은 앞서 설명한 두 홉 전

송에서 중계 노드가 한 개 더 추가된 상황이다. 데이터 

페이로드에 종단 노드인 허브에 대한 정보를 담은 

MAC 헤더, FCS를 추가하여 만든 PSDU1에 두 번째 중

계 노드에 대한 정보를 담은 MAC 헤더, FCS를 추가하

여 만든 PSDU2에 첫 번째 중계 노드에 대한 정보를 담

은 MAC 헤더, FCS를 추가하여 PSDU3로 캡슐화한다. 

이렇게 캡슐화된 PSDU3에 SHR, PHR을 추가하여 소

스 노드는 물리 계층을 통해 첫 번째 중계 노드로 데이

터를 전송한다. 첫 번째 중계 노드는 이를 전송받아 디

코딩하여 자신의 정보를 담고 있던 MAC 헤더와 FCS

를 제거한다. 그 후 두 홉 전송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

여 전송하게 된다. 세 홉 전송에서의 데이터 전송 성공

률은 각 홉의 전송이 모두 성공할 확률로 나타낼 수 있

다. 따라서 세 홉 전송에 대한 데이터 전송 성공률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5)

여기서  ,  ,  는 각각 세 홉 전송에서 

1번째, 2번째, 3번째 홉에 대한 거리이다. 세 홉 전송에 

대한 에너지 효율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6)

여기서 는 앞서 설명한 PSDU3가 인코딩 

된 후의 길이, 은 PSDU3를 인코딩 및 디코딩

하는데 소모되는 에너지를 나타낸다. 세 홉 전송에서 

전체 소비 에너지는 식 (6)의 분모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일 때 소스 노드에서 첫 번째 중계 노드로 전송하

는데 소모되는 에너지,    일 때 첫 번째 중계 노드에

서 두 번째 중계 노드로 전송하는데 소모되는 에너지, 

   일 때 두 번째 중계 노드에서 종단 노드인 허브로 

전송하는데 소모되는 에너지를 나타낸다.

Ⅲ. 성능 평가 결과 및 분석

본 장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 홉 전송, 두 홉 전

송, 세 홉 전송에서 데이터 페이로드의 길이, 전송 전력 

세기, 노드들간 거리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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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성공률과 에너지 효율에 대해 비교하고 평가한다. 

다중 홉 전송 간의 성능 비교를 위하여 소스 노드에서 

종단 노드인 허브까지의 거리는 20cm로 고려한다. 두 

홉 전송의 경우   =   = 10cm, 세 홉 전송의 

경우   =   =   = 6.7cm로 고려한다. 데

이터율은  , 잡음 대역폭은 로 고

려한다[1]. 기준 거리 5cm에서 경로 손실을  

로 고려하고, 잡음 세기는  로 고려한다[4]. 

그 외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들은 표준[1] 및 논문[2, 4, 5, 

9]을 참고하였다.

그림 2은 한 홉, 두 홉, 세 홉 전송에서 전송 전력 세

기를 증가시킬 때, 소스 노드에서 종단 노드인 허브까

지 데이터 전송이 성공할 확률을 250bits, 500bits, 1000 

bits의 페이로드 길이에 대해 각각 보여주는 그래프이

다. 먼저 동일 페이로드 길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홉의 

수가 많은 전송일수록 더 낮은 전송 전력 세기에서 종

단 간 데이터 전송 성공률의 최대값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홉의 수가 많은 전송일수록, 더 짧

은 거리로 전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낮은 전송 전력 

세기에서도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일 홉 수를 

갖는 전송에 대하여 다른 페이로드 길이를 갖는 전송을 

살펴보면, 작은 차이를 보이지만 페이로드 길이가 짧을

수록 더 낮은 전력 전송 세기에서 전송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데이터 길이가 짧을수록 데이터 

전송 성공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림 3은 한 홉, 두 홉, 세 홉 전송에서 전송 전력 세

기를 증가시킬 때, 소스 노드에서 종단 노드인 허브까

지의 전송 에너지 효율을 250bits, 500bits, 1000bits의 

데이터 페이로드 길이에 대해 각각 보여주는 그래프이

다. 먼저 동일 페이로드 길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림 2

에서 설명한 이유로 홉의 수가 많은 전송일수록 더 낮

은 전송 전력 세기에서 에너지 효율이 최대값에 도달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거치는 홉의 수가 많을

수록 전체 소비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의 최대값은 한 홉, 두 홉, 세 홉 전송 순서로 큰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동일 홉 전송에 대하여 다른 페이로드 길

이를 갖는 전송을 살펴보면, 그림 2와 마찬가지로 페이

로드 길이가 짧을수록 작은 차이지만 더 낮은 전송 전

력 세기에서 전송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5에서는 코딩 기법 BCH(n, k, t)에 따른 성능 

평가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서 n은 코드워드 길이, k는 

데이터워드 길이, t는 정정가능 길이를 나타낸다. 그림 

4는 코딩 기법인 BCH(63, 51, 2), BCH(63, 36, 5)에 대

하여 한 홉, 두 홉, 세 홉 전송에서 전송 전력 세기를 증

가시킬 때, 소스 노드에서 종단 노드인 허브까지 데이

터 전송이 성공할 확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더 많

은 에러를 정정할 수 있는 BCH(63, 36, 5)가 BCH(63, 

51, 2) 보다 더 낮은 전송 전력 세기에서 데이터 전송 성

공률의 최대값에 도달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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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코딩 기법인 BCH(63, 51, 2), BCH(63, 36, 

5)에 대하여 한 홉, 두 홉, 세 홉 전송에서 전송 전력 세

기를 증가시킬 때, 소스 노드에서 종단 노드인 허브까

지의 전송 에너지 효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더 많

은 에러를 정정할 수 있는 BCH(63, 36, 5)가 BCH(63, 

51, 2)보다 낮은 전송 전력 세기에서 최대 전송 성공률

에 도달하지만, 인코딩 후 늘어나는 패킷의 길이가 더 

길고 인코딩 및 디코딩에 대한 에너지 소비가 더 크기 

때문에 최대 에너지 효율은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따라서 전송 전력 세기에 따라 전송 시 홉의 수 및 

코딩 기법을 결정하여 더 효율적인 전송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EEE 802.15.6  UWB WBAN에서 다

중 홉 전송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였다. IEEE 802.15.6 

UWB WBAN에 대한 물리 계층 패킷 구조와 인코딩, 

디코딩 과정을 고려하였다. 데이터 페이로드의 길이, 

전송 전력 세기, 노드들간 거리에 따라 한 홉 전송, 두 

홉 전송, 세 홉 전송에 대한 데이터 전송 성공률과 에너

지 효율을 제안하고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 

홉 전송, 두 홉 전송, 세 홉 전송에서 데이터 페이로드의 

길이, 전송 전력 세기, 노드들간 거리의 변화에 따라 달

라지는 데이터 전송 성공률과 에너지 효율에 대해 비교

하고 평가하였다. 최종적으로 다양한 변수와 상황에 따

라 다중 홉 전송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파악하고, 에너

지 효율이 가장 높은 전송 방법을 택하여 전송할 수 있

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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