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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표준의 목적1.

본 표준은 생체 정보 전달에 사용될 수 있는 에서의 다중 속도를 지원In-body WBAN

하는 통신 서비스를 위한 계층에서의 변조 방식에 대한 규격을 정의한다PHY .

주요 내용 요약2.

본 표준은 생체 정보 전달에 사용될 수 있는 에서의 다중 속도를 지원In-body WBAN

하는 블록 전송기반의 를 위한 계층에서의 변조 방식 및 이의 제어 방식에GMSK PHY

대한 규격을 정의한다.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3.

본 표준은 에서 블록기반의 를 사용한 다중 속도를 지원하는 통In-body WBAN GMSK

신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나가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 하고 WBAN

관련 기술의 발전과 응용 서비스 활성화와 아울러 국내 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IT

다.

참조 표준 권고4. ( )

국외표준 권고4.1 ( )

해당 사항 없음

국내표준4.2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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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표준 권고 과의 비교5. ( )

참조표준 권고 과의 관련성5.1 ( )

해당 사항 없음

참조한 표준 권고 과 본 표준의 비교표5.2 ( )

해당 사항 없음

지적재산권 관련사항6.

본 표준의 지적재산권 확약서 제출 현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TTA .

적합인증 관련사항7.

적합인증 대상 여부7.1

해당 사항 없음

시험표준제정여부 해당 시험표준번호7.2 ( )

해당 사항 없음

표준의 이력8.

판수 제 개정일/ 제 개정내역․
제 판1 2009.12.22 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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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The Purpose of Standard

The purpose of this standard is to specify the modulation of the physical layer

for In-body Wireless Body Area Networks that use in the service of the scalable

data rate communication.

2. The Summary of Contents

This standard is the specification for the modulation of the physical layer for

narrow band WBAN system which purpose to use data communication service in

scalable data rate for In-body and define the data rates, modulation and pulse

shaping etc, in the PHY.

3. The Applicable Fields of Industry and its Effect

4. The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s)

4.1 International Standards(Recommendations)

None

4.2 Domestic Standards

None

5. The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s)

5.1 The relationship of Reference Standards(recommendations)

None

5.2 Differences between Reference Standard(recommendation) and this standard

None

6. The Stat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related to the present document may have been declared to TTA. The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se IPRs, if any, is available on the TTA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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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he Statement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7.1 The Object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None

7.2 The Standards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None

8. The History of Standard

Edition Issued date Contents

The 1st edition 2009.12.22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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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내부 블록기반의 저속통신용 및 패킷전송 방식WBAN PHY

Blocked based PHY and Packet Transmission for Low Data Rate

In-body WBAN

용어정의1.

ACK Acknowledgement
BAN Body Area Network
CAP Contention Access Period
CCA Clear Channel Assessment
CE Consumer Electronics
CFP Contention-Free Period
CSMA-CA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with Collision Avoidance
CW Contention Window
ECG ElectroCardioGram
GTS Guranteed Time Slots
MAC Medium Access Control
PHY Physical layer
P2P Peer-to-Peer
QoS Quality of Service
TSRB Time Slot Reserved for Bursty-traffic
TSRP Time Slot Reserved for Periodical-traffic
WBAN Wireless Body Area Network

� ACK

오류 검출 신호를 사용하여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고 수신단에서 그 데이터의 오;

류 발생 유무를 검사하여 일정 주기마다 송신단에 알리는데 사용되는 문자 수신.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기 위하여 사용된다.

� BAN

인체 주변 영역을 유효통신영역으로 사용하는 무선통신기술; .

� CSMA-CA

무선 에서 전송로 상의 반송파를 감지한 후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돌을; LAN

회피하는 방식 네트워크 상태를 점검 한 후 데이터를 전송하는 반송파 감지 다중.

접근 충돌 탐지 방식과는 달리 네트워크에 데이터의 전송이 없는 경우/ (CSMA/CD)

라도 충돌을 대비하여 확인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확인 신호가 충돌없이 전송,

된 것을 확인하면 데이터를 보내게 된다 다만 네트워크의 사용빈도가 많아져서. ,

네트워크가 복잡해지면 충돌 확인 신호의 속도가 느려지고 데이터의 전송도 지연된

다.

� MAC

기본 참조 모델의 데이터 링크 계층의 일부로서 동일한 매체를 여러 노드가; O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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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는 특성상에 존재하는 구내 정보 통신망 고유의 계층(LAN) .

� P2P

공급자와 소비자 서버와 클라이언트 등의 주종관계나 상하 관계를 벗어나 참여; ,

자 모두가 참여하는 동등한 관계를 말한다 대 개인대 개인처럼 서버의 도. PC PC,

움없이 일대일 통신을 하는 관계.

� QoS

통신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이용하게 될 서비스의 품질 척도; .

측정되는 품질 요소로는 처리능력 전송지연 정확성 및 신뢰성 등 사용자가 받게, ,

될 서비스의 품질과 성능을 기본으로 하며 사용자와의 이용 계약에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통신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척도로서는 망 성능 와 체감. NP( ) QoE(

품질 가 있다) .

� TSRB

� TSRP

� WBAN

웨어러블 또는 몸에 이식하는 형태의 센서나 기기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개인 영;

역 네트워킹 기술 무선 센서나 기기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휴대전화 또는 간이형.

기지국을 통하여 병원이나 기타 필요한 곳에 실시간으로 전송함으로써 헬스 등u-

의 서비스를 받는 데 응용할 수 있다 현재 에 작업 그룹이 구성되. IEEE 802.15.6

어 서비스 모델과 요구사항 등을 정의하고 있고 이를 완성한 후에 이에 대한 표준,

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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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2.

본 표준제안은 의 핵심이 되는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와In-body WBAN , PHY

에서 협대역 방식을 이용한 저속통신용 기술을 언급하고 있다 본 문서MAC (narrowband) .

에서는 이러한 의 저속통신을 위한 블록 기반의 와 방식에 대In-body WBAN PHY MAC

한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본 표준제안의 주된 응용 분야는 의학기술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본 표준에서 기.

술하고 있는 블록기반의 와 에 대한 기술적 제안은 에서의 타겟이 되는 응PHY MAC BAN

용기술을 위한 기능적 요소를 완벽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의학기술과 연관되어 트래,

픽 프로파일과 같은 의료진단과 처방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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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HY

이 장에서는 구성요소의 하나인PPDU(Physical layer Protocol Data Unit)

의 전달을 위해 적용되는 계층의 기술적PSDU(Physical layer Service Data Unit) PHY

기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계층은 과. PSDU PHY PHY Preamble

헤더를 덧붙여 를 만든다 실제적인 통신을 위해 계층은PHY PPDU . PHY PHY Preamble

과 헤더 그리고 가 합쳐진 데이터를 정해진 규약에 의해 변조하여 전송한다PHY , PSDU .

수신단은 이처럼 변조되어 수신된 신호를 정해진 규약에 읙해 복조하여 원신호 데이터를

얻어낸다.

의 요구사항3.1 IEEE 802.15 TG6 PHY

이번 절에서는 에서 요구하는 주파수와 채널모델의 규약에 대IEEE 802.15 TG6 (BAN)

해서 요약 정리하도록 한다 연구 그룹인 는 사람의 인체의 내부 또는 표면에 위치. TG6

하게 될 의료 혹은 비의료용 계측장비들과 노드들간의 통신을 위한 규격개발을 계BAN

획하고 있다.

현재 의료용 무선 장비와 네트워크 구성은 국제 규격에 의거하여 나라별로 다양한 대

역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다.

금번에 제안되는 목표 시스템은 생체 이식형 장치이기 때문에 본 문서에서는, IEEE

의 요구사항 중에서 제공을802.15 TG6 MICS(Medical Implant Communication Service)

위한 대역에 대한 부분만을 기술하였다402 ~ 405 MHz .

주파수 규약3.2

는 의료용과 헬스케어 기능구현을 목적으로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에 이식되어진MICS

이식형 장치 페이스메이커 등 와 외부 장치 컨트롤러 프로(ICD, , Deep Brain Stimulator ) ( ,

그래머 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고안된 일종의 모바일 서비스이다 를 위해서는 부) . MICS

가적인 라이센싱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제공을 위한 장치들은 모두 인증을 필해야MICS

하며 의사 또는 의료전문가의 관리에 따라 동작되어야 한다, .

무선 규약 조항 는 이식형 장치와 그 네트워크의 응용 어플(RR, Radio Regulation) 4.4

리케이션을 위한 국내 규약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파수 대역 할,

당에 사용되는 대역은 다음과 같다.

은 원시적 기반의 서비스에ITU-R RR Space Operation(space to Earth) 401 ~

대역을 할당했다 추천을 통해 인가된 는406MHz . ITU-R SA 1346MICS 401 ~

대역의 일부분에서 이하로 동작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으406MHz -16dBm(25mW)

며 에 의해 간섭을 완화하는 기술이 사용되었다, M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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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생체 이식형 기기와 외부 장치간의 통신방식에 대한 제안에 주된 목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에 대해서만 기술한다, CM2 .

표 의 채널 모델1 TG6

시나

리오
세부사항 주파수 대역 채널모델

S1 인체 내부 이식형 402-405MHz CM1

S2 인체 표면 이식형 402-405MHz CM2

S3 인체 외부 이식형 402-405MHz CM2

S4 가시범위( )
13.5, 50, 400, 600, 900MHz

2.4, 3.1-10.6GHz
CM3

S5 비가시범위( )
13.5, 50, 400, 600, 900MHz

2.4, 3.1-10.6GHz
CM3

S6 가시범위( )
900MHz

2.4, 3.1-10.6GHz
CM4

S7 비가시범위( )
900MHz

2.4, 3.1-10.6GHz
CM4

채널 모델3.3

정의와 개요3.3.1

우리는 채널모드를 이해하기 위해 노드의 용어부터 정의하기로 한다 첫 번째로 이식. ,

형 노드는 사람의 몸 안쪽의 위치에 삽입하게 되는 노드이다 이식형 노드는 신체 안쪽.

의 피부표면에서부터 깊숙한 곳 사이에 직접 설치된다 둘째로 신체 표면 장비는 사람의. ,

피부에 직접 닿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하거나 적어도 가량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 사용2cm

되는 노드이다 세 번째로 외장형 노드는 사람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수미터에서.

이내에 위치하게 되는 노드를 말한다5m .

신체 표면 통신을 위해 송수신기 노드들 사이의 거리는 송수신기의 방향성과 직선거리,

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또한 신체를 통과할 때 일어나는 전파의 회절도 고려해야한다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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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노드와의 통신을 위해서는 송수신기간의 거리가 신체 부근에서 반경으로 설정되3m

어야 한다 하지만 때로는 의료용 장치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최대 이내의 통신을. 5m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식 장치의 주파수 대역은 대역을 사용한다402 ~ 405MHz . 그리고 신체 표면과 이

식장치가 포함된 시나리오를 위한 채널모델의 구조는 같지 않아야 한다 이식형 장치를.

위한 채널 모델은 기본적으로 다르다.

생체조직의 전기적 특성3.3.2

사람의 신체는 전파 이동에 있어서 적합한 매질이 아니다 몸은 부분적으로 전도체이기.

도 하고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유전체 상수 두께 임피던스 특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 .

동작주파수에서 사람의 신체는 전력 흡수에 의한 높은 손실률과 중심 주파수의 이동 방,

사 패턴의 파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흡수되는 전파는 생체조직의 특성 영역에.

대한 영향과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그 특성이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모델과 시나리오3.3.3

이식장치와 신체 표면3.3.3.1 , CM2(Scenario S2) - 402 ~ 405MHz

경로에 따른 손실 모델의 통계적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산출된다.

 ∼ and

표 경로에 따른 손실 모델의 통계적 파라미터2.

인체 표면 이식 PL(d0)(dB) n σs(dB)

깊은 조직 47.14 4.26 7.85

표면 부근 49.81 4.22 6.81

이식장치와 외부 장치3.3.3.2 CM2(Scenario S3) - 402 ~ 405MHz

를 위한 시나리오인 는 와 또는 의 내용을 고려하여 조합할 수 있다CM2 S3 S2 S6( S7) .

환경 구성에 따른 간단한 예로 아무런 장애물과 물체가 없는 상황에서 자유공간 상에서

의 경로 손실은 에 이식된 장치가 발생하는 신호가 신체로부터 벗어날 때 발생되는CM2

추가적인 손실의 합을 통해 계산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신체 표면으로부터 떨.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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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다른 한편 신체로부터 이내에 아무런 물체가 없는 경우 또는 의5m , S6 S7(400MHz)

채널 모델은 이러한 물체의 충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므로 어떤 모델은.;

와 경쟁을 통해 를 더해야 한다S3 CM2 .

동작 주파수3.4

동작 주파수 대역3.4.1

유순한 장치들은 주파수 대역인 에서 송수신을 지원할 수 있다MICS 402 ~ 405MHz .

채널 넘버링3.4.2

중심 주파수 와 채널 번호  사이에는 표 과 같은 관계가 존재한다3 .

표 중심 주파수와 채널 번호간의 관계3.

주파수 대역 (MHz) 중심 주파수( 와 채널 번호) ( 간의 관계)

402 ~ 405  = 402.15 + 0.30 x (MHz),  = 0, ... , 9

할당 순서3.4.3 Preamble

채널번호 와 순서Preamble  사이에는 존재하는 관계는 표 와 같다4 .

표 채널 번호와 간의 관계4. Preamble

순서Preamble 순서와Preamble  간의 관계

1   

2   

디자인 목적3.5

본 제안의 설계 목적은 확장가능한 패킷 사이즈를 제공함에 있다 높은 감쇠율을 가지.

고 있는 모델은 확장가능한 블록기반의 전송방식을 이용하여 패킷 사이즈가 고In-body

정된 전송 방식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여러 데이터 블록들의 조합을 관.

리할 수 있는 비트맵 테이블을 헤더로 이용함으로써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M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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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맵을 기반으로 한 프레임 구조는 다양한 블록 길이와 오류 제어 방식을 통해

을 높일 수 있으며 를 사용함으로써 높은 전송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BER , FEC .

이러한 방식과 동시에 향상된 를 이용하여 전원문제와 대역폭 효율성을 가지는 변FSK

조 방식을 제안함에 그 디자인의 목적이 있다.

패킷 구조3.6 PHY

물리적 계층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3.6.1 (PPDU) - Physical Layer Protocol Data Unit

그림 은 물리계층에서의 데이터 프로토콜 구조를 보여준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1 . ,

는 총 세부분으로 구성된다 헤더 헤더 각 부분들은 전송순PPDU : SYNC , PHY , PSDU.

서는 나열되어 있는 순서와 같다.

헤더는 참조 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이다 헤더는 영SYNC PPDU(3.6.2 ) . SYNC Preamble

역과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참조 은SFD(Start of Frame Delimiter) . Preamble(3.6.2.1 )

헤더의 첫 번째 부분으로써 시간 동기화와 캐리어 오프셋 복원에 직접적으로 이용SYNC

된다 참조 는 의 두 번째 부분으로써 의 끝을 알려주는 역. SFD(3.6.2.2 ) PPDU , Preamble

할을 수행한다.

헤더 참조 는 의 두 번째 구성요소이다 이부분의 기능적 목적은PHY (3.6.3 ) PPDU . PHY

와 매개변수에 대한 정보를 에 첨가하여 수신기에 전송함에 목적이 있다MAC PSDU .

헤더는 길이영역 과 모듈레이션과 코딩 개요를 알려주는 부분등으로 구성PHY (LENGTH)

되어있다 헤더는 동작 주파수 대역에서 주어진 를 이용하여 전송된다. MCS .

SYNC Header

SFD

PHY Header PSDU

LENGTH

15 bits

MCS

10 bits 2 bits1 bit

PREAMBLE

그림 구조1. PPDU

패킷을 전송할 경우 그림에서와 같이 헤더 그리고PHY , Preamble, SFD, PHY PSDU

의 순서로 전송이 이루어진다. 모든 복합의 바이트 영역은 최하위 바이트 가 우선해(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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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송되게 된다.

유순한 장치들은 주파수 대역인 에서 송수신을 지원할 수 있다MICS 402 ~ 405MHz .

헤더3.6.2 SYN - SYN header

실제적인 물리 계층단에서 전체적인 프레임은 과 그리고 부가적인 다른Preamble SFD,

데이터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물리계층에서 요구된다. .

헤더는 의 가장 앞에 존재하는 구성요소이다 헤더의 목적은 수신기 측에서SYN PPDU .

의 시간 동기화와 캐리어 오프셋 복원에 있다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헤더는. SYN

두가지의 서로다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Preamble, SFD.

3.6.2.1 Preamble

비트로 구성된 은 수신기가 패킷을 탐지하기 하여 시간 동기화와 캐리어15 preamble

오프셋을 보정할 수 있도록 헤더 앞쪽에서 그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적인 동작 순PHY .

서로는 패킷의 탐지 시간 동기화 캐리어 오프셋 보정의 순서로 일어난다 이러한 과정, , .

을 통해 후순위 패킷들은 정교한 시간 동기화를 가지게 된다.

3.6.2.2 SFD

는 동기화 영역의 끝을 알려줌과 동시에 영역의SFD(Start of Frame Delimiter) PSDU

시작을 알려준다 에서는 형태의 비트를 의 시작 이후에 붙여. SFD “10101011” Preamble

서 사용한다.

헤더3.6.3 PHY - PHY header

헤더는 헤더 뒤에 위치하며 와 에 대한 파라미터 값을 가진다 해PHY SYNC PHY MAC .

당하는 파라미터들은 수신기 측에서 정보를 번역하는데 사용된다 헤더는PSDU . PHY

의 프레임 바디 헤더는 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의 길이에 대한 정보와 다MAC (MAC FCS )

음 패킷에 대한 정보를 소유하게 된다 헤더 영역은 총 비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PHY 12

부터 번으로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번부터 번까지는 길이 영역 를 나타내0 11 . 0 9 (Length)

고 부터 전송된다 번부터 번까지는 데이터 전송 속도를 결정하는 정보를 가지, LSB . 10 11

고 있다.

길이3.6.3.1 Length Field (LENGTH)

길이 영역은 부호가 없는 비트의 정수로 표현되며 해당 정수 값은 프레임의10 , MAC

몸체에 코드화되지 않은 정보 바이트의 개수를 알려준다 이 같은 정보를 담은 길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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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부가적인 헤더나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MAC FCS .

3.6.3.2 MCS Field

영역은 데이터 전송과 관련하여 전송 속도의 타입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MCS .

전송 속도와 관련해서는 모두 가지의 서로 다른 전송 상태로 구분된다4 . : MCS0,

MCS1, MCS2, MCS3

� MCS0 : 2-GFSK, SF = 1, 전송속도 × 

× 



� MCS1 : 4-GFSK, SF = 1, 전송속도 × × 

× 



� MCS2 : Reserved

� MCS3 : Reserved

3.6.4 PSDU

는 를 구성하는 마지막 중요 요소이다PSDU PPDU .

변조방식3.7

이번 절에서는 효율적인 전원 소비를 위한 변조방식에 대해 기술한다 이 방식은FSK .

대역 제한적인 가우시안 펄스 모양 필터를 사용하여 증가에 따라 스펙트럼의 효율을ISI

개선한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전형적인 와 비교하여 향상된 을 보여준다. FSK BER .

가우시안 주파수 편이 변조3.7.1 (GFSK) - Gaussian Frequency-Shift Keying)

가우시안 주파수 편이 변조 는 가우시안 필터를 사용하여 과 으로 대표되는(GFSK) 1 0

주파수의 음과 양의 주파수 편차를 완만하게 해주는 주파수 편이 변조의 한 종류이다.

변조는 기저대역의 펄스 가 변조기에 전달되기 이전에 가우시안 필터GFSK (-1, 1) FSK

를 통과하여 주파수 스펙트럼이 일부 제한되고 완만하게 변경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방식과 모두 동일한 과정을 가진다 가우시안 필터는 스펙트럼 대역을 줄이기 위해FSK .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법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일컫어 이라고 한다“pulse shaping" .

만약 중심주파수( 에서 이동주파수) ( 만큼 뺀 부분을) “-1, - 이라 하고 중심주” ,

파수( 에서 이동주파수) ( 만큼 더한 부분을) “1, + 이라고 한다면 신호가 에서” , “-1

Length (10bits)

LSB MSB

0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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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또는 에서 로 변화될 때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하는데 이럴 때는 스펙트럼의1 ” “1 -1 ”

바깥쪽 분야로 벗어나는 영역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펄스의 변화가 에서 로 변화할. “-1 1 ”

때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하여 변조하게 되면 인“-1, -0.98, -0.93, ... , 0.96, 0.99, 1”

접채널에 관한 영향을 줄일 수가 있다.

그림 인 경우의2. BT 0.5 Spectrum

블록기반의4. MAC

본 표준제안 문서는 표준화된 인체 이식형 텔레메트리 서비스용 통신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의 기본 개요 및 동작 등을 기술한다MAC .

체내이식무선의료시스템 대역용(MICS, Medical Implant Communication System)

프로토콜은 인체 이식형 의료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WBAN MAC

을 갖는다.

� 저전력 (Low Power)

생체 내에 삽입되어 추가적인 전원 공급이나 교환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극히 저전력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 신뢰성 (Reliability)

의료용 측정 및 제어 데이터의 특성상 데이터의 신뢰성과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안정된 를 제공하여야 한다Link .

� 데이터 전송 속도의 보장

의료용 응용에 따라 측정된 생체 데이터 및 응급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

� 간단한 구조와 장치의 소형화

전원과 메모리 성능 등을 고려할 때 장치의 특성상 복잡한 구조의 프로토; , CPU

콜과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조보다는 간단하면서 효율적인 시스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인체 이식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소형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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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일반사항

생체 이식형 기기는 기본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이식 대상이 사람,

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대역용 프로토콜은 요구사항 저전력MICS WBAN MAC ( ,

신뢰성 데이터 전송 속도의 보장 간단하고 소형의 구조 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같은, , ) .

생체 이식형 기기의 요구사항에서는 프로토콜의 높은 효율성이 요구된다MAC .

본 문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확장된 블록기반의 프로토콜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MAC

키기 위해 기술적인 알고리즘에서 출발한다 제안하고 있는 확장된 블록기반의 프. MAC

로토콜은 기본적으로 의 프로토콜 방식을 만족하고 있으며 제안의 핵심이 되IEEE MAC ,

는 블록 비트맵 을 사용한 방식은 생체 이식형 기기의 다양한 응용 어플리(Block Bitmap)

케이션의 요구사항을 반영시켜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호환 을 위한 구조3. MAC Extended Block based PHY Controil MAC

와 레이어의 기본적인 구조는 위의 그림과 같다 이러한 구조는 상에PHY MAC . In-body

서의 통신을 위한 기본적인 프로토콜을 보여준다 장치는 의 표. In-body IEEE 802.15.4

준에서처럼 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과 데이터 통신을 수행한다 또한 그MAC Low MAC . ,

림에서 보듯이 일반적인 을 사용하는 장치와 호환성을 가지므로MAC(IEEE 802.15.4) ,

장치와 장치간의 데이터 교환은 프레임 변환 메커니즘에 의하여In-body On-body MAC

수행된다.

네트워크 토폴로지4.1.1

이번 항에서는 의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하여 기술한다WBAN .

은 코디네이터와 웨어러블 또는 생체 내 인식된 센서 기기의 연결로 구성된다WBAN .

생체정보를 측정하는 이러한 센싱 장치들은 인간의 몸으로부터 발생되는 다양하고 중요

한 신호들 등 과 움직임들을 감지하고 모니터링하게 된다 무선통신기술로 데(ECG, EMG ) .

이터를 전송하는 이러한 기기들은 측정된 생체신호를 코디네이터 장치에 전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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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응급구조와 같은 다양한 의료응용서비스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생체 이식형 장치들은 추가적인 전원공급과 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앞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한

다 이러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제외하더라도 생체 이식형 장치들은 반드시 인간의 몸에.

자극적이지 않고 유해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기인하여 생체 이식형.

장치들은 주파수 세기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림 와 다비이스간 통신 개념도4. In-body Out-body

이러한 제한적인 구성 조건으로 인하여 은 스타 토폴로지 로 네, WBAN (Star Topology)

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 스타 토폴로지는 가장 일반적인 네트워크 토폴로지 구성방식이.

다 간단한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스타 토폴로지 상에서는 하나의 중심된 코디네이터. ,

기기에 데이터 전달을 위한 경로가 설정된다 의 제한 기준에 따라 구성된 스타 토. WBAN

폴로지는 의 반경으로 통신이 가능하며 개 미만의 장치들과 연결된다 기본적인2m , 10 .

기반의 네트워크 구성은 스타 토폴로지 방식이지만 장비와의 네트WBAN WPAN mesh

워크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호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응용 의료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다.

의 요구사항4.2 IEEE 802.15 TG6 MAC

는 프로토콜 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기술IEEE 802.15. TG6 BAN(Body Area Network)

항목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명세서들은 의 표준화는 물론이고 호환성 있는 기. BAN

술개발이 가능하도록 보조하는 규약이다 이번 절에서는 에서 요구하고. IEEE 802.15 TG6

있는 기술에 대하여 서술하도록 한다MAC .

는 신체반경 내에서의 유효한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짧은 유효IEEE 802.15 TG6

통신거리를 가지는 프로토콜이다 표준화의 주된 목적으로는 적은 복잡성과 낮은 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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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전력 작동 높은 신뢰성을 가지는 무선통신기술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구, .

성된 표준은 헬스케어 제품과 의료 서비스 등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다.

본 표준제안의 주요한 특징은 데이터 전송속도 전력소비 네트워크의 규모 보안과 같, , ,

은 항목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고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송속도와 보안. ,

사항과 같은 파라미터들을 활성화한 경우 전력소모증가와 개선과 같은 상호관계를QoS

유발시킨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예상되는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MAC .

� 은 노드간의 링크가 단절되었을 경우 링크의 재복구가 가능해야 한다BAN , .

� 일반적인 경우 데이터 링크 속도는 수십 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몇몇 응용프, kb/s . ,

로그램은 이상의 미가공 데이터의 전송 속도를 가질 수 있으며 의료용 응용프10Mbps ,

로그램의 경우 최소 를 지원해야만 한다 에서의 링크 비트 속도는10kb/s . PHY-SAP low

에서 최소 에서 최대 를 지원해야 한다end 10kb/s, high end 10MB/s .

�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몇 시간에서부터 몇 년까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전원관리를

수행해야 하며 전력소비량을 조절할 수 있다, .

� 제공을 위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QoS .

▶ 응용 프로그램을 위하여 실시간 통신이 필요하다 의료용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지연시간은 최대 이하이여야 한다125ms .

▶ 비의료용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지연시간은 최대 이하이여야 하며 지터250ms ,

는 최대 이하여야 한다(Jitter) 50ms .

▶ 응급상황 또는 이와 같은 긴급한 생체정보 신호를 보내는 경우 네트워크를 구성,

하고 다른 서비스들 보다 높은 우선순위로 빠르게 전송 되어야 하며 신뢰(<1sec) ,

성 있는 반응이 제공되어야 한다 노드가 상황을 감지하고 어. (BAN “Emergency"

떠한 요구사항을 전송하는 심박동의 정지 저혈압 또는 고혈압 저체온증 고체, , ,

온증 당뇨병 환자의 저혈당 고혈당 등의 상황 또한 장치의 배터리가 거, , ) , BAN

의 소진된 경우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전력소모를 줄이는 기법은 활성하지 않

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을 알리기 위해 이종의 인터페이스를 통하거나 데이터 전,

송을 위한 전송전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듀티 사이클을 조정하는 것과 같은 전력소모를 줄이기 위한 메커니즘이 제공되

어야 하며 이와 같은 메커니즘이 지연시간 항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

▶ 채널 변경 메커니즘은 요구되는 신뢰성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 보안설정은 최소한 인증과 데이터 무결성 암호화와 같은 사항을 필요시 제공해야 하,

며 이와 함께 최소한의 오버헤드를 발생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 .

� 기술간 과 다른 무선기술 의료환경 에서의 과의 상호 호환성BAN , BAN , (EMC/EMI) BAN

이 있어야 한다.

� 신체에 적용 가능한 전자파인체흡수율 을 만족시켜야(SAR, Specific Absorp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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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프레임 구조4.3 MAC

이번 장은 확장된 블록기반의 프로토콜의 프레임 구조에 대해서 정의하도록 하겠MAC

다 에서는 프레임의 전송 순서에 대하여 기술하고 에서는 확장된 블록기반의. 4.3.1 , 4.3.2

프로토콜의 일반적인 형식에 대하여 언급한다MAC .

협약4.3.1

이장에 다루는 프레임 협약은 과 사이에서 전달받거나 전달되어지는 프PHY SAP MAC

레임의 협약에 대한 내용이다 정의되어진 협약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각각의 프레임 필.

드가 수개의 정해진 고유의 영역을 가지고 순서대로 전송되는 형식을 가진다.

그림 프레임 구조5. MAC

일반적인 형식4.3.2

프레임의 형식은 위의 그림에 보이는 바와 같다 프레임은 크기가 정해진 헤더. MAC

를 포함한 와 가변적인 길이를 가지는 페이로드 영역 최대(FEC 16 octets) ( 1024 octets)

으로 나뉜다 생체 이식형 장비 사용에 적합한 구조가 되기 위해서 페이로드 영역은 개. N

의 블록 최대 개 으로 나누어 사용하게 되며 각각의 블록은 를 포함한다( 32 ) , FEC .

여기서 페이로드 영역을 개의 블록으로 나누는 것은 의료용 생체 신호 측정기기의N ,

특성상 발생하는 데이터의 총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버헤드 발생을 줄임으로써 전송,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이라는 특수한 매질을 통과하는 시스템이기 때.

문에 전파의 왜곡에서 발생되는 오류에 따른 정보 재전송을 줄여 한 시스템 구현, Robust

이 가능하다.

모든 블록의 크기는 가변적으로 사용되며 각각의 블록 크기는 헤더의, MAC Number

영역에 명시된다of Bits in Blo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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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유형4.3.2.1

프레임 유형 영역은 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레임 유형은 서로다른 가지 타입3 octets . 4

의 프레임 유형을 표시한다. ; DATA, ACK, BEACON, COMMAND

보안 허가4.3.2.2

보안허가 영역은 프로토콜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함에 있어 보안설정 사용 유무를MAC

가르킨다.

순서4.3.2.3

시퀀스 넘버 영역은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바이너리 시퀀스 번호를 체크하기 위해

사용된다.

블록 비트맵4.3.2.4

블록 비트맵 영역 는 페이로드 영역에 구분되어진 블록들의 주소를 나타낸다 각(32bit) .

각의 블록된 페이로드는 개별적으로 를 가진다FEC .

4.3.2.5 Pending

영역은 데이터 전송이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아닌지를 구별한다Pending .

� 영역이 이라면 전송해야 할 데이터가 남아있다는 것을 나타낸다Pending “1” , .

� 영역이 이라면 전송해야 할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Pending “0” , .

4.3.2.6 Num of Bits in Block

은 페이로드 부분의 블록 개수를 나타낸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Num of Bits in Block .

가변적인 페이로드 사용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

4.3.2.7 Reserved

비트의 영역을 통해 부가적인 기능을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안하8 Reserved ,

고 있는 표준의 확정성을 높일 수 있다.

프레임의 주소정보는 비트의 구분을 위해 비트 주소를 사용한다 이렇게8 BAN ID 32 .

주소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채널에 접속하려고 할때 개별의 채널마다 오직LBT

하나만의 링크가 연결되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소는 주소영역을. Local Transce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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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다.

전달 메커니즘4.4

이번 절에서는 확장된 블록기반의 구조의 데이터 전달 메커니즘에 대해서 기술한MAC

다 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사용되는 전달 메커니즘과 전달 시퀀스에 대해서 설명. 4.4.1

하고 에서는 에러가 발생된 경우 사용되는 재전송 메커니즘을 알아보기로 한다 결, 4.4.2 .

과적으로 이러한 전달 메커니즘은 코디네이터와 생체 이식형 기기간의 데이터 흐름 제어

메커니즘을 설명함으로써 전달 메커니즘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일반적인 전달 메커니즘4.4.1

그림 방식의 데이터 전달 과정6. LBT

방식은 위의 그림과 같은 데이터 전달 과정을 가지고 있다 코LBT(Listen Before Talk) .

디네이터는 이상을 하며 채널이 인지를 판별한다 한 채널10msec Listen MICS IDLE . IDLE

을 확인하고 전송하고자 하는 채널을 선택한 경우 정보가 포함된 비컨 프레임을, BAN

미만의 간격으로 전송한다 그리고 데이터를 송수신하고자하는 기기를10msec . , wakeup

시키는데 이때는 별도의 채널을 이용하여 생체 이식형 기기의 와 채널 정보를wakeup ID

전달한다 이내에 생체 이식형 기기가 깨어나면 이후 데이터 요청. maxWakeupDuration ,

명령을 코디네이터로 전송하여 링크가 형성된다 이후 코디네이터는 데이터를 전송하고. , ,

이에 대한 를 수신한다 아래의 그림은 블록 비트맵을 이용한 일반적인 데이터 전달ACK .

방식에 대한 예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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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을 이용한 통신 개념도7. Bitmap

재전송 메커니즘4.4.2

에러 발생에 따른 재전송 메커니즘에 대한 그림은 아래와 같다 본 표준제안에서 사용.

하는 기법에 따르면 코디네이터는 블록된 페이로드와 블록 비트맵을 사용하여 데MAC ,

이터를 전송한다 정상적으로 전송이 완료된 경우 생체 이식형 기기는 코디네이터에게. ,

를 전송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프레임의 시퀀스 비트는 전송받을 당시와 일치ACK . ACK

해야만 한다.

하지만 페이로드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프레임에서 에러가 발생한, ACK

블록의 비트맵 부분의 비트를 로 변경하고 프레임을 코디네이터에게 전송한다“0" ACK .

코디네이터는 프레임의 비트맵 블록 정보로부터 에러가 발생된 부분을 파악하고ACK ,

에러가 발생된 페이로드의 정보만을 같은 시퀀스 비트번호와 함께 추가적으로 전송함으

로써 데이터 전송 효율을 극대화한다 만약 코디네이터가 정해진 시간 이내에 프레, . ACK

임을 수신하지 못하면 코디네이터는 데이터 프레임을 재전송한다, .

그림 을 이용한 재전송 방식8. Bitmap

데이터 흐름 제어 메커니즘4.4.3

영역을 이용한 데이터 흐름 제어 메커니즘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Pen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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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간의 데이터 전송에서 코디네이터가 전송해야 할 데이터 프레임이 더 남아있을 경

우 코디네이터는 영역의 비트를 로 설정하여 전송한다 반대로 코디네이터, Pending “1" .

가 전송해야 할 테이터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경우 코디네이터는 영역 비트, Pending

를 으로 설정하여 전송한다 이 같은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생체 이식형 장치는 더 이”0" .

상 받을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을 경우 클리어된 신호를 보내고 전원관리모드로, ACK

들어가게 된다 또한 생체 이식형 장치가 더 이상 데이터 수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데이터 수신이 필요가 없는 경우 장치는 영역이 클리어된 신호를 코디네, Pending ACK

이터에게 전송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코디네이터는 전송을 중지한다. .

그림 데이터 흐름 개념도9.

아래의 그림은 데이터 흐름 관리 메커니즘을 다이어그램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

코디네이터의 경우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전송해야 하는 데이터가 추가로 존재하,

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를 통해 추가로 전송해야 하는 데이터가 남아있을 경우. ,

를 로 설정하게 된다 만약 추가로 전송해야 하는 데이터가 남아있을 않Pending flag “1” .

을 경우에는 를 으로 설정한다, Pending flag “0” .

설정이 끝난 데이터를 순서에 따라 전송한 이후에는 항목을 확인한MaxACKDuration

다 을 설정하고 설정한 시간 이전에 데이터에 대한 응답이 있는지 없. MaxACKDuration ,

는지 유무를 체크한다 정상범위 내에 응답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에. ACK Pending flag

따라 설정된 다음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하지만 을 초과하여 응답이. MaxACKDuration ACK

없는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를 재전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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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이식형 장치의 경우 장치는 자신이 현재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

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한다 데이터를 수신하기 힘든 경우 생체 이식형 장치는.

를 으로 설정하여 코디네이터에게 전송함으로써 데이터 전송을 중지시키pending flag “0”

게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코디네이터는 전송할 데이터의 추가적인 존재여부를 판단하.

여 를 알맞게 설정하고 데이터 전송을 시작하게 된다 전송이 모두 완료된pending flag .

경우에는 생체 이식형 장치는 전원 소모를 줄이기 위해 모드로 변경된다Sleep .

Coordinator

Implantabl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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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5.

본 표준제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오류 제어가 가능한 확장 가능한 프레임 블록을 송수신기측에 적용함으로써 패

킷 재전송을 줄이고 효율을 증가시킬수 있다Duty .

� 저속에서 블록기반의 를 접목한 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간결한 수신과FEC 2FSK

실행 구조를 가진다.

� 두가지의 응급 처리 메커니즘을 가진다

▶ 전달 전력 제어 메커니즘

▶ 코디네이터 변경 메커니즘

� 응급 처리 메커니즘은 다른 실행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다른 응급 처,

리 메커니즘과는 함께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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