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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WBAN (Wearable Body Area Network)는 옷이나 몸에 이식된 디바이스들이 몸을 중심으로 결합이나 통신하는 네트워크를 

뜻한다. 여기서 사람이 몸에 착용하는 장치인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가벼운 형태의 배터리를 요구한다. 그로 인해, 다른 기기들과

는 달리 짧은 배터리 수명을 가질 뿐만 아니라 통신에 관한 제약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저전력 프로토콜을 지원

하는 다중대역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어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BLE (Bluetooth Low Energy) 기반의 프로토콜 스택으

로 BLE, 6LoWPAN (IPv6 over Low power WPAN), CoAP (Constrained Application Protocol)을 적용해 데이터 패킷 크

기를 감소 시키고 BLE/Wi-Fi 선택 기능을 통해 통신 제약을 완화하고 전체적인 WBAN 에서의 소비 전력을 감소하고자한다.

키워드: WBAN, CoAP, 6LoWPAN, BLE, Wi-Fi, 웨어러블 디바이스 (Wearable Device)

I. Introduction

IEEE에서는 WBAN(Wearable Body Area Network를 인체 내부 

또는 인체로부터 3미터 이내거리의 무선통신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WBAN은 현재 다양한 용도로 응용되고 있는데 크게 

의료용과 비의료용 무선기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센서, 

통신, 구동체 등의 다양한 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사람이 착용하는 옷이나 인체의 여러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등 웨어러

블 (Wearable) 분야로 많이 응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무선통신 기술과 배터리 기술이 더해지면서 

악세사리와 같은 형태와 입거나 피부에 부착하는 의류와 같은 형태, 

그리고 신체에 직접 이식하거나 복용하는 신체 이식형 형태로 개발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1]

하지만 이러한 기기들은 가벼운 형태의 배터리가 요구되면서 다른 

기기들보다 짧은 배터리 수명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해 저 전력의 근거리 네트워크를 통해 주변기기를 활용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 되면서 저전력, 소형 장치 등 통신에 

제약이 있는 기기를 위한 프로토콜 CoAP (Constrained Application 

Protocol) 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CoAP은 IETF CORE 

(Constrainded RESTful Enviroments) 워킹 그룹에서 제안한 응용계

층 프로토콜로서 적은 전력 소비와 신뢰성을 제공한다. 또한 HTTP 

와 같은 다른 프로토콜과도 쉽게 연동이 가능해 사물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프로토콜이다.

본 논문에서는 CoAP 프로토콜을 적용, 패킷 크기를 줄이고 BLE 

(Bluetooth Low Energy) / Wi-Fi 다중대역에서 활용을 가능케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디바이스의 배터리 수명 문제와 통신에 대한 

제약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최근 IoT 기술이 주목받으면서 사람의 인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WBAN 와 웨어러블 분야 또한 주목받고 있다. IETF CoRE 워킹 

그룹에서는 WBAN과 같은 많은 장치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응용계층 프로토콜인 CoAP 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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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ETF CoAP 프로토콜 환경

CoAP은 RESTful 기반의 프로토콜로, HTTP와 같이 

Request/Response 방식을 따른다. 이로 인해 HTTP 프로토콜과 

쉽게 연동이 가능하다.

CoAP은 UDP를 기반으로 함으로써 일관된 연결대신 반복적인 

메시지를 전송하여 신뢰성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비교적 패킷이 

짧은 UDP와 더불어 802.15.4와 6LoWPAN을 기반으로 해, 배터리 

소모를 줄였다.

CoAP은 기본적으로 Observe를 제공해 서비스를 발견, 관찰 할수 

있다. 따라서 노드가 실제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다른 노드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CoAP은 UDP 패킷만 활용함으로써, NAT 환경에서 

동작 시키기 위해서는 터널링을 하거나 포트 포워딩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2]

III. The Proposed Scheme

1.System Architecture

WBAN에서도 의료용 분야는 크게 인체로부터 정보를 측정하는 

기기와 측정한 정보를 수집하는 외부 기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기기 들은 공통적인 요구 사항으로 적은 전력 소비를 목표로 하면서 

장치들에 대한 저전력 제어 알고리즘이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구조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수집

된 정보를 BLE 패킷을 통해 게이트웨이에 전송한다. 게이트웨이에서

는 받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CoAP /HTTP를 통한 서버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관리 또는 요청 받은 정보를 전송 한다.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서버가 각각 IPv6 주소를 사용하는 1:N 구조를 가진다. 

(Fig.2)

본 논문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CoAP 프로토콜을 적용한다. 

CoAP 프로토콜은 센서와 같이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는 장치에 적합하

다.  PC와 달리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제한적인 메모리와 저장용량을 

가지므로 보다 단순하고 짧은 헤더길이를 가진다. 따라서 패킷의 

전송을 시간을 감소시켜 데이터 전송 에너지 감소시킬 수 있다. 마찬가

지로 UDP 프로토콜을 사용해 시스템 메모리 Overhead 를 감소시키고 

6LoWPAN 를 통해 서버로의 데이터 전달 구조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는 전체 네트워크의 소비전력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 Wearable Device Architecture

기존의 WBAN 내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은 짧은 배터리 수명의 

문제로 인해 저 전력의 근거리 네트워크인 블루투스를 사용하여 

스마트폰이나 네트워크 기기 등의 주변 장치로 활용하고 네트워크 

허브로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역할의 제한성 때문에 웨어러블 디바이

스는 광대역 통신에 관한 제약 요소를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WBAN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통신 제약을 완화하기 위하여 BLE, Wi-Fi 다중대역 환경에서의 

CoAP 및 IPv6 프로토콜을 연동을 제안한다.

Fig. 2.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어 시스템 구조

Fig. 3. 다중대역 웨어러블 디바이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내 디바이스는 Wi-Fi, BLE 다중대역

을 지원하기 위해 적응적 밴드 선택 기능을 가진다. 이를 위해 Fig.3 

처럼 Sensor Data Collector 와 Band Selector (Scheduler) 영역을 

두고 각각의 영역은 수집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데이터 

패킷 크기 및 데이터 특성을 고려해 대역을 선택 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긴급데이터 및 주기적 측정 데이터를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전송 대역폭을 절약하고 에너지 소모를 감소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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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Simulation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존 WBAN 내 에서의 장치들 

보다 더 적은 전력을 소비하고 기존의 통신 방식에서 벗어나 통신 

제약을 완화 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서버로 사용할 PC와 

게이트웨이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라즈베리파이3 B를 두었고 

CoAP의 프레임 워크인 Californium을 기반으로 통신 환경을 다음과 

같이 구축하였다.

$echo 1 > 

/sys/kernel/debug/bluetooth/6lowpan_enable

hciconfig hci0 leadv

echo 1 > /proc/sys/net/ipv6/conf/all/forwarding

Table1. 게이트웨이 연결 설정

$echo 1 > 

/sys/kernel/debug/bluetooth/6lowpan_enable

$echo "connect B8:27:EB:4C:EB:0D 1" >

/sys/kernel/debug/bluetooth/6lowpan_control

ifconfig bt0 inet6 add 2001:db8:abdc:2::1/64

route –A inet6

add default gw 2001:db8:abdc:2::1/64 dev bt0

Table2. 웨어러블 디바이스 연결 설정

게이트웨이와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이의 블루투스 통신을 위해 

Table1, Table2와 같이 연결을 설정하고 고정된 IPv6 주소를 할당시

켜주었다. 또한 서버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라우팅 테이블에 게이트웨이를 

default gateway로 설정해주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게이트웨이에 

고정 bt0, eth0의 IPv6주소를 설정하고 받은 모든 패킷을 서로에게 

포워딩 하도록 하였다.

Wearable

device
Gateway Server

eth0 -
2001:db8:ab

dc:1::1/64

2001:db8:ab

dc:1::2/64

bt0
2001:db8:ab

dc:2::2/64

2001:db8:ab

dc:2::1/64
-

Table3. 할당 주소

그리고 최종적으로, 환경 구축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Californium을 이용해서 서버로부터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간단한 

CoAP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했다. 그 후, Wireshark 로 전송한 패킷을 

분석한 결과 각각의 장치에서 다음과 같은 CoAP 메시지들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바를 증명하기 위해 웨어러블 디바이

스, 게이트웨이 그리고 서버 각각에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이를 구현할 계획이다.

Fig. 4. 서버(eth0)에서 캡처한 CoAP 메시지

Fig. 5. 게이트웨이(eth0)에서 캡처한 CoAP 메시지

Fig. 6. 게이트웨이 (bt0)에서 캡처한 메시지

Fig. 7. 웨어러블 디바이스(bt0) 에서 캡처한 CoAP 메세지

Ⅴ. Conclusions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CoAP을 적용하여 WBAN 통신 

내 장치들을 더 효율적 제어하고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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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의 통신 제약을 완화하고 다중대역 환경에서 활용 가능하도

록 한다.

특히, 웨어러블 기기에서는 가벼운 형태의 배터리가 요구되면서 

다른 기기들보다 짧은 배터리 수명을 가진다. 또한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해 저 전력의 근거리 네트워크를 통해 주변기기를 활용하는 방식에 

의존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PC와 라즈베리파

이들에 CoAP을 적용해 통신 환경을 구축했고 이어서 적응적 대역 

선택 기능을 더하고 긴급데이터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전송 

대역폭을 절약하고자 한다. 이는 전체 네트워크의 소비전력을 크게 

감소시고 기존의 통신 제약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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