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TTAK 

T
 T

 A
  S

 t a
 n

 d
 a

 r d
 

 

정보통신단체표준                 제정일: 2009 년 12 월 22 일  

TTAK.KO-10.0334 

 

 

 

 

인체통신망 매체접근제어 계층 구조 

(MAC Layer for Human Body 

Communication) 

 

 

 

 

 

 

 

 

 

 

 

 

 

 

 

 

 

 

 

 

 

 



 

정보통신단체표준                                  제정일: 2009 년 12 월 22 일  

TTAK.KO-10.0334 

   

 

 

 

 

 

 

 

인체통신망 매체접근제어 계층 구조  

(MAC Layer for Human Body Communication)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TTA 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s(YYYY).  

All Rights Reserved.  



정보통신단체표준 

i 

TTAK.KO-10.0344 
 

서   문 

 

1. 표준의 목적  

 

인체통신은 인체에 접촉되어 있는 정보 단말기의 데이터를 인체를 매질로 전송하는 

기술로, 연결선이 필요 없으므로 유선통신보다 편리하며, 보안성, 전력효율, 데이터 전송 

속도 등의 면에서 기존 무선통신보다 우수한 특성을 갖는다. 본 문서는 인체통신을 

이용한 서비스의 상호 연동성을 보장하고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체통신의 

네트워크 프로토콜 규격의 MAC 계층을 정의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인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Touch-And-

Play(TAP)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되었다. TAP은 기기에 손을 대는 것은 사용자가 그 

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직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예컨대, 카메라를 든 사용자가 프린터기에 손을 댈 경우, 

키를 누르는 번거로움 없이 카메라에 있는 사진이 프린트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되는 인체통신망에서 여러 송수신 장치 간에 전송매체에 대한 충돌을 해결하고, 

고속 전송과 저속 전송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수용하기 위한 MAC 프로토콜 규격을 

정의한다. 본 MAC 규격은 인체를 통한 여러 디바이스간의 multicast 통신을 지원하고 

신체가 접촉하여 새로운 망을 형성할 경우 새롭게 토폴로지를 update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3.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인체통신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핸드폰을 포함, 컴퓨터, 프린터, 

디지털 카메라 등의 휴대기기뿐만 아니라 접촉 기반의 인증 서비스, 접촉 기반의 광고 

서비스 등 그 활용 분야가 대단히 넓다. 본 표준은 태동기에 있는 인체통신 관련 산업이 

형성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초창기에 여러 가지 방식이 난립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참조 표준(권고)  

 

4.1 국외표준(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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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4.2 국내표준  

 

- 인체통신을 이용한 서비스 참조 모델(TTAS.KO-10.0229/R1) 

- 인체통신 네트워크 프로토콜 구조 (TTAS.KO-10.0276) 

 

5. 참조표준(권고)과의 비교  

 

5.1 참조표준(권고)과의 관련성  

 

TTAS.KO-10.0229/R1 표준은 인체 통신을 이용한 서비스 모델을 나타내고, 

TTAS.KO- 10.0276 표준은 서비스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구조를 

다루며, 본 표준은 네트워크 프로토콜 규격 중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토콜 계층 구조 

중 MAC 계층의 프레임 구조, 매체 접근 방법, 재전송 규약 등을 다룬다.  

 

5.2 참조한 표준(권고)과 본 표준의 비교표  

 

 TTAS.KO-10.0229/R1 TTAS.KO-10.0276 본 표준 비 고 

목 적 

인체를 매질로 인체 

주변에 존재하는 

기기들 간의 통신 및 

이를 이용한 접촉 기반 

서비스 참조 모델을 

정의. 

인체통신을 이용한 

접촉 기반 서비스의 

참조 모델(TTAS.KO-

10.0229/R1) 구현을 

위해 인체 통신 

네트워크 프로토콜 

구조를 정의. 

인체통신의 네트워크 

프로토콜 구조(TTAS.KO-

10.0276) 중 MAC 계층을 

정의.  

주 요 

내 용 

인체통신 기반의 

접촉기반서비스(TAP) 

에 대한 참조 모델 및 

인체영역 센서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참조 

모델 등을 정의. 

인체통신에 대한 

네트워크 프로토콜 

규격으로 인체통신 

접촉 시에 네트워크 

형성, 데이터 통신 

등을 정의. 

인체통신에 대한 

네트워크 프로토콜 규격 

중 MAC계층에 대한 

프레임 구조, 다양한 전송 

속도의 어플리케이션 

수용 방안, 신뢰성 있는 

전송 방안 등의 규격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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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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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적합인증 관련사항  

 

본 표준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적합인증 시험은 없음. 

 

 

8. 표준의 이력  

 

판수 제/개정일 제․개정내역 

제1판 2009. 12.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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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The Purpose of Standard  

 

Human Body Communication (HBC) is a technology to transmit data in devices 

contacted on human body using human body as transmission media. Because it 

doesn’t need transmission lines, the transmission is easier than wired communication 

and it has better characteristics in security, power efficiency and data transmission 

speed when compared with existing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is 

document defines MAC layer specification of HBC. The specification’s purpose is to 

ensure the interoperability and compatibility for the services based on human body 

communication.   

 

2.  The summary of contents  

 

 The concept of Touch-And-Play (TAP) has been introduced to provide convenient 

service based on Body Area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purpose of TAP is to 

provide information at the time of necessity because touching means that users need 

and are interested in some specific services at that time. For example, when a user 

with digital camera touches printer device, the pictures in camera might be printed on 

the printer without pressing a series of command keys. In a human body 

communication network, multiple transmitting/receiving devices may collide for the 

medium (body). So MAC protocol is necessary to resolve the collision for transmission 

medium. This specification defines and describes a MAC protocol for human body 

communication networks which supports multicast communication and network-

merging. 

  

3. Applicable fields of industry and its effect  

 

 Application fields of human Body Communication are enormous. It can be used in 

communication among portable devices such as mobile phone, computer, printer and 

digital camera. Further, it can be used for touchable services such as identification 

and touch-based advertisement. This standardization will help to promote HBC-

related businesses which are in starting point now. This will prohibit the proliferation of 

non-standardized products in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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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ference Standards (Recommendations) 

 

4.1 International Standards (Recommendations) 

 

- None 

 

4.2 Domestic Standards  

 

- Service Reference Model using Human Body Communication (TTAS.KO-

10.0229/R1) 

- Network Protocol Framework for Human Body Communication (TTAS.KO-10.0276) 

 

5.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 (Recommendations)  

 

5.1 The relationship of Reference Standards  

 

TTAS.KO-10.0229/R1 standard describes service model using human body 

communication. TTAS.KO-10.0276 standard shows network protocol layers to 

implement service model. This standard specifies frame structures, medium access 

method and network merging in MAC layer. 

 

5.2 Differences between Reference Standard(recommendation) and this standard  

 

 TTAS.KO-10.0229/R1 TTAS.KO-10.0276 This Standard Remarks 

Objective 

Human body 

communication in which 

the signal is transmitted 

through a human body 

and service reference 

model using human body 

communication (TAP: 

Touch-And-Play) is 

defined here. 

Network protocol 

framework for human 

body communication is 

defined to implement 

service reference 

model (TTAS.KO-

10.0229/R1). 

The MAC layer in 

the network protocol 

framework (TTAS.KO-

10.0276) of Human 

body communication 

is defined. 

 

Major 

Issues 

The main contents 

include service reference 

model of Touch-And-

Play(TAP) and sensor 

The main contents 

include software 

protocol stack, the 

network connection 

The main contents 

include standards for 

frame structure, 

method to rece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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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service around 

on the body based on the 

human body 

communication. 

setup procedure and 

how to determine the 

service. 

applications which 

have a variety of 

transmission speed, 

considering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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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The Statement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This standard does not require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8. The History of Standard  

 

Edition  Issued date  Contents  

The 1
st
 edition  2009. 12.22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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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통신망 MAC 계층 구조 

MAC Layer for Human Body Communication 

 

1. 개요  

 

인체통신은 인체에 접촉되어 있는 정보 단말기의 데이터를 인체를 매질로 전송하는 

기술로, 연결선이 필요 없으므로 유선통신보다 편리하며, 보안성, 전력효율, 데이터 전송 

속도 등의 면에서 기존 무선통신보다 우수한 특성을 갖는다. 본 문서는 인체통신을 

이용한 서비스의 상호 연동성을 보장하고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체통신의 

네트워크 프로토콜 규격의 MAC 계층을 정의한다. 

 

2. 표준의 구성 및 범위  

 

인체통신망 MAC 계층에서 정의되어야 할 frame 구조, 매체 접근 방법 등을 정의하며 

실시간(real-time) isochronous data 전송을 위한 GTS (Guaranteed Time Slot)의 사용에 

대해 정의하고, 인체통신망이 어떻게 형성되고 두 개 이상의 망이 결합되는 경우, 

어떻게 정상적으로 다시 동작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과 절차를 다룬다. 

 

3. 정의  

 

3.1 용어 정의  

 

용  어 정  의 

CAP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형태로 매체를 access하는 구간 

CFP Collision-free하게 매체를 access할 수 있게 보장하는 구간. 

GTS CFP에 사용되는 타임슬롯을 지칭함. 매체 access를 보장하므로 붙여짐. 

BI 비컨(Beacon)과 비컨 프레임 사이 시간 간격 

SD 비컨 내에 수퍼프레임 (superframe)이 차지하는 시간 

HBCC 
인체통신망에서 coordinator 역할을 하는 FFD. Beacon 프레임을 전송하여 

노드들의 synchronization을 이룬다. 

FFD 인체통신망 프로토콜 전체를 구현한 디바이스 

RFD 인체통신망 프로토콜의 일부만 구현한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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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약어  

 

BER Bit Error Ratio (비트 오류 율) 

BI Beacon Interval (비컨 간격) 

BSN Beacon Sequence Number (비컨 일련번호) 

CAP Contention Access Period (충돌기반 액세스 구간) 

CFP Contention Free Period (충돌 없는 구간) 

CRC Cyclic Redundancy Check (순환중복점검; 오류점검) 

DSN Data Sequence Number (데이터 일련번호) 

FEC Forward Error Correction (순방향 오류 정정) 

FFD Full Function Device 

GTS Guaranteed Time Slot (보장된 타임슬롯) 

HBC Human Body Communication(인체통신) 

HBCC Human Body Communication Coordinator (인체통신 코디네이터 노드) 

ID User Identifier (사용자 식별자) 

MAC Medium Access Control Layer (매체 접속 제어 계층) 

MPDU MAC PDU (MAC 계층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 

PDU Protocol Data Unit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 

PHY Physical Layer (물리 계층) 

PPDU Physical PDU (물리 계층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 

QoS Quality of Service (서비스 품질) 

RFD Reduced Function Device 

RID Receiver Identifier (수신 식별자)   

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 (수신 신호 세기 표시자) 

Rx Reception (수신) 

SD Superframe Duration (수퍼프레임 간격) 

SDU Service Data Unit (서비스 데이터 단위) 

SID Sender Identifier (송신 식별자) 

SNR Signal-to-noise Ratio (신호대 잡음비) 

Tx Transmission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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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C 계층 규격 

 

4.1 MAC 계층 요구사항 

 

인체통신망(Human Body Communication Network)은 10Mbps의 속도를 요하는 

엔터테인먼트 (non-medical) 정보와 수십 kbps의 낮은 속도를 요하는 medical sensing 

정보를 송수신하는 다양한 노드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통신 거리를 인체 주변 약 

3m 이내에서 일어나는 통신으로 제한한다. 이런 인체통신망에서 MAC은 다양한 속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노드들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동작해야 하고, 최대 전송 delay를 medical data의 경우 125ms, non-medical data의 

경우 250ms 이내가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medical emergency data의 경우 1 

sec 이내에 전송이 되도록 QoS 를 보장해야 한다.  

 

4.2 토폴로지 

 

  인체통신망은 그림 4-1과 같은 스타 토폴로지로 구성되며, 각 디바이스들은 HBCC 

(HBC Coordinator)의 중재 하에 associate/disassociate/data transmit/receive 등의 

동작을 한다.  

 
(그림 4-1) HBC 토폴로지 

 

4.3 프레임 구조 

 

  본 규격에서는 고속의 data rate 과 저속의 data rate 을 하나의 MAC 에서 지원하기 

위해 IEEE802.15.3 (High-rate WPAN) 규격과 IEEE802.15.4(Low-rate WPAN) 규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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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IEEE802.15.4 의 낮은 duty cycle 로 노드들의 

energy 소비를 최소화하도록 동작하는 프레임 규격을 기본으로 하고 full duty cycle 로 

동작하여 고속의 data rate 을 지원하도록 유연성 있는 프레임 구조를 갖는다(그림 4-2).  

 

(그림 4-2) HBC MAC의 Superframe 구성 

각 frame은 헤더와 페이로드, 그리고 2바이트의 FCS (Frame Check Sequence)로 

구성된다. 페이로드에 들어가는 frame type에는 Beacon Frame, Data Frame, Immediate 

ACK Frame, Delayed ACK Frame 그리고 MAC command Frame 이 있다.  

 

 

4.3.1 헤더(Header) 

 

메시지헤더(MHR)는 모든 frame에 들어가며, Frame Control (2 바이트), Sequence 

Number (1 바이트), Addressing Field의 3개 필드로 구성된다.  

Frame Control 필드는 표 4-1과 같은 구성을 갖는다. 

 

(표 4-1) Frame Control 헤더 포맷 

Subfield name Length (bits) Description 

Frame type 3 0 x 00: Beacon frame (0),  

0 x 01: Data frame (1),  

0 x 02: Immediate ACK (2),  

0 x 03: Delayed ACK (3)  

0 x 04: MAC command fram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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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x 101 – 111: reserved 

Security Enabled 1 Cryptographic하게 security가 되어 있으

면 1, 아니면 0을 넣는다. 

ACK request 2 0 이면 지금 보내는 프레임에 ACK를 요

청하지 않음.  

0 x 00: no ACK (broadcast/multicast) 

0 x 01: Immediate ACK 요청함 (point to 

 point frame) 

0x02: Delayed ACK 요청함 (directed 

 isochronous stream) 

Frame Pending 1 Recipient에게 보낼 pending되어 있는 

frame이 있는 경우 이 값을 1 로 해서 보

낸다. 더 이상의 frame이 없는 경우는 0

값이 채워진다. 

Destination Addressing 

mode 

2 지금 이후의 MPDU에서 사용될 

destination addressing mode를 기술. 

0 x 00 : no address  

0 x 01 : reserved 

0 x 02 : 16 bit short address 

0 x 03 : 64 bit extended address 

이 서브필드가 0 이고, frame type이 

ACK도 아니고 Beacon도 아니라면 

source addressing mode 서브필드는 0 

이 아니어야 한다. 즉, 이 프레임은 

HBCC를 target 주소로 하여 보내지는 프

레임임을 의미한다.  

Source Addressing mode 2 Destination Addressing mode와 유사. 

Stream Index 5 GTS stream들을 구분하기 위한 identifier 

  

Sequence Number 1바이트는 frame에 붙여지는 unique ID 번호이다. Beacon frame인 

경우는 Beacon Sequence Number (BSN) 가 된다. Data, ACK, MAC command frame인 

경우는 Data Sequence Number (DSN) 가 된다. 이 값으로 ACK에 해당하는 Data 혹은 

MAC command frame을 알 수 있다. 

 

Addressing Field는 가변 길이이며, HBCC, source 혹은 destination의 2 바이트 

address 혹은 6 바이트 address가 들어간다. 

Destination address의 경우, 0 x FFFF는 broadcast address 를 나타낸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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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ast를 위한 주소가 destination 주소로 사용될 수 있는데, multicast 주소는 

device가 인체통신망에 subscribe하는 경우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HBCC에 의해 

할당되고 그 주소 테이블은 HBCC에서 유지 관리된다.  

 

 

4.3.2 Beacon 프레임 구조 

 

HBCC (HBC Coordinator)는 Beacon Interval (BI) 에 한 번씩 Beacon 프레임을 

방송함으로써 모든 노드들의 동작을 제어한다.  

 

(그림 4-3) Beacon 프레임 구조 

 

 

Superframe Specification 구성은 그림 4-5와 같다. 

 

(그림 4-4) Superframe Specification 필드 구성 

 

Beacon order와 Superframe order는 Beacon Interval (BI) 과 Superframe Duration 

(SD)을 계산하기 위한 값이며, Final CAP slot은 CAP 구간의 마지막 time slot이 끝나고 

CFP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을 나타낸다.  

 

그림 4-2에서와 같이 high-data rate 전송을 위해 CFP 구간을 확장해야 하는데, 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제어 필드가 그림 4-3의 GTS Field 이다. 그림 4-5와 같이 이는 

GTS Specification, GTS directions, GTS list 로 이루어지며 각 서브필드의 설명은 표 

4-2 및 표 4-3과 같다.  

 

(표 4-2) GTS specification field 설명 

Subfield name Length (bits) Description 

GTS permit 1 GTS request 를 허용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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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rved 4 reserved 

GTS descriptor count 3 0~7 범위의 값. GTS list의 개수. 

 

그림 4-5의 “GTS Directions mark” 필드는 7bit 를 가지며 각 GTS stream이 

downward 방향인지 upward 방향인지를 bit mask로 표현한다. 여기서 GTS descriptor 

count에 의해 제한되는 값 7은 동시에 허용될 수 있는 GTS stream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 뒤에 따라오는 GTS list는 각 GTS stream의 속성을 나타낸다.  

 

(표 4-3) GTS list field 설명 

Subfield name Length (bits) Description 

GTS length 8 GTS에 할당하는 time slot의 개수 

GTS starting slot 8 
CFP 구간에서 GTS를 할당하기 시작하는 

지점 

Device Short address 16 GTS 를 할당 받는 노드의 주소 

 

 

 

(그림 4-5) GTS Fields 구성 

 

High-rate 동작을 위해서는 Beacon Interval 안에 inactive 구간이 작아야 하며, low-

rate 동작을 하면서 low-energy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inactive 구간을 길게 하는 것이 

좋다 (low duty-cycle). IEEE 802.15.4의 WPAN 에서는 BI의 값과 상관없이 superframe 

duration을 16개의 동일한 간격의 구간으로 나누어 CAP와 CFP로 사용하고 CFP의 

GTS에 할당될 수 있는 최대 slot 수는 7이다. 그러나 본 규격에서는 time slot의 

크기(시간)는 고정하여 MAC parameter로 PHY와 공유하고, time slot의 수만 필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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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작거나 크게 하여 inactive 구간 없이 BI 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도록 

설계하였다.  

CFP 구간에는 MAC command 용 프레임과, 대역폭 예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짧은 medical 데이터 등이 전송된다. CAP 구간 길이의 최소값 등 

기타 parameter는 IEEE 802.15.4와 같은 규격을 따른다. 

 

 

 

4.3.3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은 가변 길이의 데이터로 구성된다. MPDU (MAC Protocol Data Unit)은 

헤더(MHR)와 페이로드, FCS의 footer (MFR)로 이루어진다. MPDU는 물리 계층에 

전달되어 PSDU (PHY Service Data Unit)가 된다. 

 

 

(그림 4-6) Data Frame 포맷 

 

4.3.4 ACK 프레임 

 

ACK는 frame 헤더에 ACK Request가 1 로 요구된 경우만 제대로 frame을 받았을 때 

응답으로 보낸다. Multicast나 broadcast 메시지인 경우 ACK 를 요구하지 않으며, 

directed 메시지인 경우 ACK 를 요구한다.  

Immediate ACK는 1:1로 frame에 대해 ACK 를 보내는 것이며 Delayed ACK는 연속

되는 stream data에 대해 마지막 frame에 대해서만 ACK를 보냄으로써 ACK 로 인한 속

도 저하를 완화시키고 대역 낭비를 줄인다. Source device가 데이터 프레임을 전송할 때

frame header의 ACK request 서브필드에서 0 x 01 은 Immediate ACK 로, 0 x 02 는 

Delayed ACK 로 구분하여 요청한다. 

 

 

(그림 4-7) ACK Frame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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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Frame Check Sequence (FCS) 

 

FCS는 16비트 길이이며 header와 payload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그림 4-8과 

같이 생성된다.  

 
 

 

 

(그림 4-8) FCS Generator 

 

5. GTS 관리 

 

GTS (Guaranteed Time Slot) 는 isochronous audio/video data 를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대역폭을 확보해 놓고 data 를 전송하는 것이다. Device 들의 GTS 요청에 대해 

HBCC 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GTS 를 할당하고 beacon 에 할당한 

내용을 넣어 device 모두에게 알린다. 

 

5.1 GTS_Request 

 

Entertainment data와 같은 isochronous data를 보내려는 device는 그림 5-1과 같은 

GTS request 메시지를 CAP 구간에 HBCC에게 보낸다. GTSRq 는 GTS Request를 

뜻하며 B-1, B-2, … B-n 은 n개까지의 서로 다른 stream에 대해 GTS block을 요구할 

수 있음을 뜻한다. GTS를 통해 보내는 data는 여러 target device에게 동시에 보낼 수 

있는데, 이것을 열거한 것이 Target ID list 이다. Target의 개수를 1 byte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론상 256개까지의 target을 한 stream의 target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127 

byte의 “Target ID list” 서브필드에 2 byte 의 short address로 target 을 63개 열거할 

수 있는 것이 최대 개수이다.  

Stream Request ID는 GTS를 요구하는 device가 그 request에 대해 생성하는 unique 

ID이다. 새로운 isochronous stream에 대해 요구할 때마다 새로운 값을 생성한다. 현재 

진행중인 connection이 update되거나 종료되어야 할 경우 이 값은 zero 로 리셋 

되어야 하며 이후의 메시지들은 무시된다.  

Stream Index는 HBCC가 그 GTS_Request를 수락하면서 그 connection에 부여해 

주는 unique I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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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GTS Request 메시지 

 

5.2 GTS_Grant 

 

GTS_request를 보내는 device는 frame header에서 ACK request = 0 x 01 (Immediate 

ACK) 로 값을 넣어 보내고, request 메시지를 받은 HBCC는 Immediate ACK 를 

보냄으로써 request가 충돌 없이 HBCC에 수신되었음을 알린다. 자세한 GTS 배정 

정보는 다음 번 Beacon frame을 듣고 알게 된다.  

 

 

6. Multicast 

 

GTS_request를 이용해 multicast 연결을 만들 수 있다. GTS request시 원하는 target 

DEV의 ID들을 열거할 수 있고, 이를 수락하는 HBCC는 그 연결에 대해 Stream 

Index라는 unique ID를 할당한다. 

본 규약의 frame header에 있는 5 bit 길이의 Stream Index 필드에 HBCC가 할당한 

unique ID인 Stream Index ID를 넣어 그것을 multicast address로 data 전송에 사용할 

수 있다. 이 8 bits ID는 한 시점에 25 = 32 개의 서로 다른 stream이 존재할 수 있게 

하고 이는 HBC에서 동시에 허용되는 isochronous stream 개수 7개를 충분히 지원하는 

필드 비트가 책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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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QoS (Quality of Service) 

 

7.1 Traffic Type (or Application Type) 

 

본 규격에서 트래픽 타입은 IEEE 802.1p 의 규격에 근거하였다. Best Effort 방식의 

경쟁에 기본 하여 전송할 priority 0 (디폴트 값)인 데이터들은 인체에서 수집하는 sensor 

data 와 각 device 에서 보내려는 command 들이며 이들은 CAP 구간에 보내진다. 

그리고 priority 4~6 의 데이터들은 실시간으로 보내져야 하는 isochronous data 들이고 

GTS 을 이용해 전송된다. 그리고 긴급명령(urgent command)와 응급데이터(emergency 

data)는 가장 높은 priority 7 로 EGTS (Emergency GTS) 구간에 보내진다. IEEE 

802.1p 의 priority 1~3 에 해당하는 traffic 은 BAN 에서는 정의하지 않는다.  

 

(표 7-1) Traffic Types 

 

 

7.2 한 노드에서의 우선순위 처리 

 

한 노드에서 서로 다른 우선순위의 트래픽이 발생할 때 전송은 우선순위 큐와 트래픽 

분류자(traffic classifier)를 사용해 높은 우선순위의 트래픽이 우선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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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우선순위 큐 

 

8. Network Creation  

 

8.1 HBCC Selection 

 

 HBC 의 device 는 FFD(Full Function Device)와 RFD(Reduced Function Device)로 

나뉘는데 HBCC(HBC Coordinator)는 어느 정도의 연산과 저장 기능을 필요로 하므로 

FFD 만이 되게 한다. FFD 가 HBC 망에 들어오면(power on) 우선 기존의 HBCC 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passive SCAN 을 한다. Passive SCAN 은 SCAN_Request 를 하지 

않은 채 beacon 여부를 듣고 HBCC 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다.  

Timeout 이 되면 HBCC 가 없다고 판단하여, HBC_Start 메시지를 전송하고 HBCC 

자신이 coordinator 가 되어 주기적으로 beacon 프레임을 전송한다. Timeout 되기 전에 

beacon 을 듣게 되면 coordinator 가 있다고 판단하고 CAP 구간에 HBC_Association 

메시지를 전송해 HBC 에 하나의 device 로 동작한다. 

 

 

(그림 8-1) HBC Coordinator Selection 과 망 시작 

 

8.2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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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D 는 passive SCAN 에서 beacon 이 있음을 감지한 후 기존의 HBC 망에 합류하며, 

RFD 는 device 전원이 켜진 후 자신이 coordinator 가 될 수 없으므로, SCAN 과정 없이 

HBC 망에 합류한다. HBC 망에 합류하는 과정은 CAP 구간에 Association_Request 

메시지를 보낸 후 HBCC 로부터 ACK 를 받으면 된다. 만약 ACK 를 받지 못한 경우는 

Association_Request 메시지 전송이나 ACK 수신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다시 

Association_Request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만약 RFD 가 HBCC 보다 먼저 active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는 Association_Request 에 아무런 ACK 를 받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충분히 긴 시간 후 power off 또는 deep sleep 상태로 천이하여 배터리 낭비를 

막는다. FFD 인 HBCC 가 동작을 개시하면, touch and play (TAP)의 기능에 의해 RFD 를 

touch 하여 깨워야 한다.  

 

 

(그림 8-2) Association 메시지 시퀀스 차트 

 

8.3 Disassociation 

 

 HBC 의 device 는 다른 망에서와 다르게 graceful disassociation 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것이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device 들은 disassociation 절차 없이 

그냥 몸에서 떼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그런 경우, 그 device 에게 송신/수신을 

위해 할당했던 GTS 슬롯의 낭비를 줄이려면 망에 association 해 있는 device 들의 

existence 를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9. Network Merging 

 

 하나의 HBCC 를 중심으로 HBC 망이 형성되어 동작 중, 다른 HBCC 로 형성된 망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경우, 두 human body 는 하나의 medium 이 되어 두 개의 

HBCC 가 동작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하나의 망에는 하나의 HBCC 만이 있고 그의 

beacon 에 맞춰 device 들이 동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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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이상의 HBC 망이 merge 되는 경우는 서로 부여 받은 time slot 에 보내는 

데이터 frame 들이 모두 collision 을 일으키게 되고, n_merge 번 이상 연속하여 전송에 

실패하는 경우 device 들은 망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INIT 상태로 돌아가 8 장의 

network creation 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하나의 HBC 망을 형성한 후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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