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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 표준의 목적  

본 표준은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환경 하에서 주행환경 정보 제공을 위한 

텔레매틱스용 센서네트워크 기능 규격을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본 표준은 주행환경 정보 제공 텔레매틱스 서비스에 적합한 실시간 및 신뢰성 있는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센서네트워크 기능 규격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한다. 주요 

내용은 UTS 센서네트워크 구성요소, 토폴로지, 슈퍼프레임 및 프레임 구조, 데이터 전송 

모델에 관한 규격을 정의한다. 

 

3.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본 표준은 주행환경 정보 제공 텔레매틱스 서비스용 센서네트워크에서 센싱 및 제어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사용된다. 소형, 저가격, 저전력의 무선 통신 수단을 가능하게 하여 

도로에 설치되는 텔레매틱스용 센서노드 제작, 네트워킹 및 응용 산업에 꼭 필요한 규격

으로 활용될 것이다. 

 

4. 참조 표준(권고)  

 

4.1 국외표준(권고)  

ISBN 0-7381-4996-9 SH95552  
 

4.2 국내표준  

TTAS.IE-802.15.4 LR-WPAN 무선 규격 

TTAS.KO-06.0163 T-센서기반 텔레매틱스 서비스: 아키텍처 및 기능요구조건  

 

5. 참조표준(권고)과의 비교  

본 표준은 TTAS.KO-06.0163 “T-센서기반 텔레매틱스 서비스: 아키텍처 및 기능요구

조건”에서 정의한 T-센서노드, T-싱크노드, T-베이스스테이션이 센서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한 기능 규격이다. 또한 본 표준은 IEEE 802.15.4-2006의 PHY 규격을 따르

며, IEEE 802.15.4-2006의 기능 및 MAC 표준이 저전력 전송을 목적으로 함에 반해 저

전력 전송과 더불어 확정 지연 시간 보장 및 신뢰성 증대를 위한 텔레매틱스 서비스용 

기능 및 MAC 표준 이다. 이를 위해 모든 T-센서노드 및 T-싱크노드는 확정 지연시간이 

요구되는 상방향 통신을 위해 시분할 매체 접속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며, 

지연시간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비컨 릴레이 구조를 반영한 슈퍼프레임 및 비컨 프레

임 구조를 정의하였다. 또한 전송신뢰도 증가 및 저전력 통신을 위한 데이터 전송 모델

과 데이터 프레임 구조를 정의하였다. 

 

6.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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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적합인증 관련사항  

해당사항없음  

 

8. 표준의 이력  
 

판수 제/개정일 제․개정내역 

제1판 2008.12.1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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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The Purpose of Standard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document is to specify sensor network functional 

requirements for telematics service providing driving env ironment information. 

 

2.  The summary of contents  

The document describes telematics sensor network functional specification for 

driv ing env ironment information provision which requires highly reliable communication 

with deterministic delay. The specification mainly specifies a component for a UTS 

sensor network, network topology, superframe and frame structure, and the data 

transmission model. 

 

3. Applicable fields of industry and its effect  

This specification enables reliable sensing and control data transmission using 

sensor network technology for telematics service, especially driving environment 

information provision serv ice. The specification can be applied small, low price, and low 

power sensing dev ices installed road. 

 

4. Reference Standards (Recommendations) 

4.1 International Standards (Recommendations) 

ISBN 0-7381-4996-9 SH95552  

 

4.2 Domestic Standards  

TTAS.IE-802.15.4 

TTAS.KO-06.0163 
 

5.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 (Recommendations)  

 

5.1 The relationship of Reference Standards  

This standard has been developed with reference to TTAS.KO-06.0163 “USN based 

telematics system: Architecture and Fucntional Requirement” and the IEEE 802.15.4-

2006 PHY specification. 

 

5.2 Differences between Reference Standard(recommendation) and this standard  

The main objective of this specification is highly reliable communication with a 

deterministic delay, but the main purpose of IEEE 802.15.4-2006 is low power 

consumption. For reliable communication, this specification introduces a TDMA-based 

super frame structure. Furthermore, this specification proposes a frame structure, data 

transmission model, and beacon fram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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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e 

8. The History of Standard  
Edition  Issued date  Contents  

The 1st edition  2008.12.19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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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환경 정보 제공을 위한 텔레매틱스 서비스용 센서네트워크 기

능 

Specification of Telematics Sensor Network for Providing Driving 

Environment Information 

 

1. 개요 (Introduction) 

본 표준은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환경 하에서 주행환경 정보 제공을 위한 

텔레매틱스 서비스용 센서네트워크 기능 및 무선 MAC 규격을 정의한다. 본 표준은 U-

City 및 유비쿼터스 환경하에서의 데이터 센싱 기능에 대한 역할 모델을 제안하고 기술

적 인터페이스를 정의함으로써 로컬 서비스로서의 텔레매틱스 서비스 아키텍처를 제시

하고 있는 TTA “T-센서기반 텔레매틱스 서비스: 아키텍처 및 기능요구조건” 표준에서 

제시한 아키텍처 및 기능요구조건을 참조한다. 

또한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위한 저속 센서네트워크 환경에서의 통신을 위해 

IEEE802.15.4-2006 표준에서 정의하는 물리계층 표준을 그대로 준용하며, 텔레매틱스 

서비스에 적합한 실시간 및 신뢰성 있는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MAC부 계층 기능 규격

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한다.  

 

2. 참조 표준 목록 

- TTAS.KO-06.0163 USN기반 텔레매틱스 시스템: 아키텍처 및 기능요구조건 

- IEEE Std 802.15.4TM – 2006, IEEE Standard for Information technology –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 Local and 

metropolitan area networks – Specific requirements 

Part 15.4: Wireless Medium Access Control (MAC) and Physical Layer (PHY)  

Specifications for Low-Rate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s (WPANs) 

 

3.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본 표준은 주행환경 정보 제공을 위한 텔레매틱스 서비스용 센서네트워크에서 센싱 

및 제어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사용된다. 소형, 저가격, 저전력의 무선 통신 수단을 가능

하게 하여 도로에 설치되는 텔레매틱스용 센서노드 제작, 네트워킹 및 응용 산업에 꼭 

필요한 규격으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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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의 구성 및 범위 (Constitution and Scope) 

본 표준은 주행환경 정보 제공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위해 도로 및 도로 주변에 설치

되는 디바이스의 신뢰성 있는 무선 상호 통신을 위한 MAC부 계층을 설명한다.  

 

5. 정의 (Terms and Definitions) 

5.1 필수 및 선택사항 표기법 (Nomenclature) 

 

본 규격서에서 필수 사항 및 선택 사항을 구분하기 위한 표기법은 다음과 같다. 

 

필수사항: “∼해야 한다”, “따라야 한다” 

선택사항: “∼을/를 권고한다”, “∼할 수 있다” 

5.2 참고문헌 (Reference) 

TTAS.KO-06.0085   텔레매틱스 표준참조모델 

 

5.3 용어 정의 (Definitions) 

UTS 시스템  

교차로 등 위험 지역에서 차량의 진입 또는 진출 시에 차량간의 충돌 

예방을 위한 경고 및 보행자의 안전 횡단을 위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T-센서노드, T-싱크노드, T-베이스스테이션 및 정보 

표출 시스템이 통합된 서비스 시스템을 USN 기반의 안전운전 지원 

시스템으로 정의함 

T-센서노드 

텔레매틱스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차량의 점유 정보를 센싱하여 그 

결과를 무선 통신망을 통하여 T-싱크노드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T-싱크노드 

텔레매틱스에 특화된 노드로 무선 통신망을 통하여 T-센서노드와 

통신기능을 수행하고, T-센서노드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아 T-

베이스스테이션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T-베이스스테이션 

정의되어진 텔레매틱스 응용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T-

센서노드들로부터 센싱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제공하고자 

하는 응용서비스에 따라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 및 처리하여 다양한 

정보 표출장치(VMS 및 차량 단말기 등)로 경고 등의 정보를 표출하는 

서비스 운영 시스템 및 그 장치 

UTS 센서네트워크 

텔레매틱스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센서 네트워크, 데이터 

수집 및 전달의 역할을 수행, T-센서노드, T-싱크노드, T-

베이스스테이션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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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Media Access Control, 여러 노드가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 무선 

매체에 물리적인 접속을 하려고 할 때 효율적으로 무선 매체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각 노드의 접속 순서 또는 각 노드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제어하는 방법 

CSMA/CA 

Carrier Sensing Multiple Access with Collision Avoidance, 노드가 유선 

또는 무선 매체에 접속하려고 할 때 매체에 있는 반송파를 감지하여 

매체가 비어있음을 확인한 뒤 임의의 시간을 기다렸다가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 

TDMA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노드가 유선 또는 무선 매체에 

접속하려고 할 때, 자신에게 미리 할당된 주어진 시간에 무선 채널 

자원을 독점하여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 

MCU Micro Controller Unit, 특정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전용 프로세서 

Rx/Tx Receiver and Transmitter (Reception and Transmission) 

시각 동기화(Time 

Synchronization) 

네트워크 구성원(T-센서노드, T-싱크노드 및 T-베이스스테이션)들이 

서로 같은 시각을 갖도록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 시각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5.4 약어 (Abbreviation) 

MIB MAC Information Base 

BE backoff exponent 

BER bit error rate 

BI beacon interval 

BSN beacon sequence number 

CAP contention access period 

CCA clear channel assessment 

CFP contention-free period 

CSMA-CA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with collision avoidance 

CW contention window (length) 

DSN data sequence number 

FCS frame check sequence 

LLC Logical link control 

MCPS MAC common part sublayer 

MFR MAC footer 

MHR MAC header 

MLME MAC sublayer management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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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U MAC service data unit 

MPDU MAC protocol data unit 

NB number of backoff (periods) 

PAN personal area network 

PHR PHY header 

POS Personal operating space 

PSDU PHY service data unit 

RX receiver 

SFD Start-to-Frame Delimiter 

SHR Synchronization Header 

SSCS Service-specific convergence sublayer 

TRX transceiver 

TX transmit or transmitter 

WPAN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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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능규격 일반  

본 장에서는 UTS 센서네트워크의 기기의 종류, 적용되는 네트워크 토폴로지와 UTS 센서네트

워크가 지원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기술한다.  

6.1 UTS 센서네트워크 구성요소  

본 표준안을 충족시키는 시스템은 여러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디바이스이다. 같은 물리 채널에서 통신하고 있는 하나의 POS 안의 2개 혹은 그 이상의 디바이

스들이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구성된 센서네트워크에서 PAN 코디네이

터로서 동작하는 디바이스는 최소한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T-베이스스테이션이 

해당 기능을 수행한다. 

UTS 센서네트워크 디바이스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능

을 가진 기기를 T-베이스스테이션이라 명하며, 네트워크에 참여하거나 다른 기기들의 참여를 가

능하게 하는 라우팅 기능을 가진 기기를 T-싱크노드라 한다. 또한, 네트워크의 종단에서 필요한 

데이터 값을 추출하여 송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T-센서노드로 나눌 수 있다. 각 기기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T-베이스스테이션 

- T-싱크노드 및 T-센서노드와 통신 가능 

- 네트워크 생성 기기 

- 슈퍼프레임 정보를 담은 비컨 패킷 생성 및 전송 기능 

- 명령(Command) 프레임 송/수신 기능 

- 네트워크에 참여를 원하는 디바이스의 허용 여부 판별 기능 

- 스캔 기능 

- 네트워크 구성 및 관리 가능 

- 네트워크 주소 할당 기능 

- 슈퍼프레임 구조 결정 기능 

 T-싱크노드 

- 비컨 패킷 전송 기능 

- 명령 프레임 타입 송/수신 기능 

- 네트워크에 참여를 원하는 디바이스의 허용 여부 판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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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베이스스테이션, T-싱크노드 및 T-센서노드와 통신 가능 

- 다른 기기들의 데이터 송/수신의 라우팅 기능 

 T-센서노드 

- T-베이스스테이션, T-싱크노드 및 T-센서노드와 통신 가능 

- 네트워크 토폴로지 종단 기기 

-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상위 디바이스에 전송 

 

6.2 네트워크 토폴로지 

UTS 센서네트워크는 클러스터 트리 토폴로지를 지원한다. 이 클러스터 트리 네트워크는 T-베

이스스테이션, T-싱크노드, T-센서노드로 구성된다. T-싱크노드와 T-베이스스테이션은 다른 디바

이스들이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며, 코디네이터로서 동작하고 다른 디바이스 혹은 다른 코디네이

터들의 동기화를 제공한다. 이 중 T-베이스스테이션은 통합 PAN 코디네이터가 되며, PAN의 어

떠한 다른 디바이스보다도 더 많은 계산 자원을 갖게 된다. T-베이스스테이션은 사용되지 않는 

PAN 식별자를 선택하고 비컨 프레임을 인접한 디바이스에 방송함으로써 첫번째 클러스터를 구

성한다.  

비컨 프레임을 받은 디바이스(T-싱크노드 혹은 T-센서노드)는 T-베이스스테이션에게 네트워크

의 연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T-베이스스테이션이 이를 받아들이면, 인접 리스트에 새로운 디

바이스를 자식 디바이스로서 추가한다. 새롭게 추가된 디바이스는 인접 리스트에 부모로서 T-베

이스스테이션을 추가하는 한편, 디바이스가 T-싱크노드일 경우 주기적인 비컨의 전송을 시작하

게 되며, 그 후 다른 후보 디바이스들(T-싱크노드 혹은 T-센서노드)은 이 T-싱크노드의 네트워

크로 연결될 수 있다.  

교차로를 예로 좀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교차의 중심 혹은 일측에 1개의 T-베이스스테이션

을 설치하며, 각 진입로마다 1개의 T-싱크노드와 n개의 T-센서노드로 구성된 m개의 클러스터를 

설치한다.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T-센서노드는 각 차로의 중앙에 매립한다. T-베이스스테이션은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며, T-싱크노드는 각각의 클러스터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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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Station

Sink node Sink node

Sink node

Sink node

Sink node

Sink node

 

그림 1. 네트워크 토폴로지 

6.3 기능 개요 

UTS 센서네트워크의 일반적인 기능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슈퍼프레임 구조, 데이터 전송 모델, 

프레임 구조, 성공적인 전송 확률 개선에 대해서 기술한다. 

6.3.1 슈퍼프레임 구조 

UTS 센서네트워크는 슈퍼프레임 구조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고 슈퍼프레임의 형태는 T-베이스

스테이션에 의해서 규정된다. 슈퍼프레임은 T-베이스스테이션이 전송하는 비컨에 의해 범위가 

결정되며 기본단위인 슬롯으로 구성된다. 슈퍼프레임은 같은 목적의 다수의 슬랏을 조합하여 블

록을 구성한다. 슈퍼프레임을 구성하는 블록은 비컨 블록, 센서 전송 블록, 싱크 전송 블록, 경쟁 

블록이 있다. 슈퍼프레임은 선택적으로 활성과 비활성 부분을 갖는다. 비활성일 경우, 디바이스

들은 원칙적으로 저전력 모드로 들어간다. 비활성 구간의 길이는 슈퍼프레임 구간 시간의 배수로 

구성이 가능하다. 

비컨 블록은 T-베이스스테이션, T-싱크노드, 및 필요에 따라 T-센서노드의 비컨 프레임 전송

구간으로 구성된다. 비컨 블록의 첫번째 비컨은 T-베이스스테이션이 전송해야 한다. T-싱크노드

의 비컨 전송 순서 및 비컨 슬롯 할당은 T-베이스스테이션 비컨의 MAC 페이로드에 정의되며, 

T-센서노드의 비컨 전송 순서 및 할당은 T-센서노드의 부모 노드인 T-베이스스테이션 혹은 T-

싱크노드 비컨의 MAC 페이로드에 정의된다. 비컨은 PAN에 결합된 디바이스들의 동기화를 위해 

사용되며, 슈퍼프레임의 구조를 묘사한다. 비컨 블록은 각각의 슈퍼프레임의 첫번째 블록에 위치

한다. 

센서 전송 블록은 T-센서노드의 상향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간할당 구간이다. 센서 전송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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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러 센서 전송 슬롯으로 구성되며 각 센서 전송 슬롯은 특정 T-센서노드 전용으로 할당된다. 

센서 전송 블록은 예측 가능 통신 지연 및 높은 전송 성공률을 요구하는 응용을 지원한다. 

 싱크 전송 블록은 T-싱크노드와 T-싱크노드간 통신 및 T-싱크노드와 T-베이스스테이션 통신

을 위한 시간 할당 구간이다. 싱크 전송 블록은 여러 싱크 전송 슬롯으로 구성되며, 각 싱크 전

송 슬롯은 특정 T-싱크노드 전용으로 할당된다. 싱크 전송 블록은 예측 가능 통신 지연 및 높은 

전송 성공률을 요구하는 응용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경쟁 블록은 시간할당으로 이루어지는 통신이 아닌 CSMA-CA 방식의 통신 방식 

구간이다.  

UTS 센서네트워크에 접속하고자 하는 디바이스는 비컨을 수신한 후, 비컨 패이로드의 슈퍼프

레임 구조를 분석하여 경쟁 블록 구간에 접속 요청을 시도해야 한다.  

UTS 센서네트워크 슈퍼프레임 구조는 비컨 블록, 센서 전송 블록, 싱크 전송 블록, 경쟁 블록

으로 구성되며, 응용에 따라 이중 특정 블록만으로 슈퍼프레임을 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노드들이 경쟁 방식으로 미디어를 액세스하고자 하는 응용의 경우 비컨 블록과 경쟁블

록만으로 슈퍼프레임을 구성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PAN의 영역이 모든 가입한 노드의 POS 이

내일 경우, 비컨 블록, 센서전송 블록, 경쟁블록만으로 슈퍼프레임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림 2. 슈퍼프레임 구조 

6.3.2 데이터 전송 모델 

UTS 센서네트워크 데이터 전송 방식은 3가지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T-센서노드에서 T-베이스스테이션 또는 T-싱크노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이다. 

데이터 전송을 원하는 T-센서노드는 우선 네트워크 비컨의 수신을 위해 대기해야 한다. T-베이

스스테이션 또는 T-싱크노드로부터 비컨을 수신할 경우 T-센서노드는 수신한 비컨에 기술된 슈

퍼프레임 구조로 동기화 되고 경쟁 블록 혹은 센서 전송 블록에 데이터 프레임을 전송한다. 경쟁

블록에서의 데이터 전송 모델은 그림3과 같다. T-센서노드가 T-베이스스테이션 혹은 T-싱크노드

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T-베이스스테이션 혹은 T-싱크노드는 임의의 응답 프레임을 전송 합으로

써 데이터 수신이 성공되었음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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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경쟁 블록에서의 T-센서노드로부터 T-싱크노드 혹은 T-베이스스테이션으로의 데이터 전

송 모델 

센서 전송블록에서의 데이터 전송 시퀀스는 그림4에 도시되어 있다. . T-센서노드가 T-베이스

스테이션 혹은 T-싱크노드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T-베이스스테이션 혹은 T-싱크노드는 임의의 

응답 프레임을 전송 합으로써 데이터 수신이 성공되었음을 알린다. 이때 T-센서노드의 이웃 T-

센서노드는 전송되는 상기 데이터와 응답 프레임을 도청(Overhear)한다. T-센서노드가 응답 프레

임을 성공적으로 수신하면 T-센서노드의 전송은 성공적으로 종료되고, 응답 프레임을 수신하지 

못하면, 이웃 T-센서노드가 T-센서노드를 대신하여 데이터 프레임을 중계할지 여부를 도청

(Overhear)한다. 이웃 T-센서노드가 T-센서노드 대신 데이터 프레임을 T-싱크노드 혹은 T-베이

스스테이션으로 중계하면 성공적으로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웃 T-센서노드는 

데이터 프레임과 응답 프레임을 도청하여, 응답프레임을 수신하지 못한 경우 T-센서노드 대신 

데이터 프레임을 중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중계한다. T-센서노드는 데이터 프레임 전송시, 중

계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존재한다면 집합(aggregate)해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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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센서 전송 블록에서의 T-센서노드로부터 T-싱크노드 혹은T-베이스스테이션으로의 데이터 

전송 모델 

 

두 번째로, T-베이스스테이션 또는 T-싱크노드가 T-센서노드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가 

있다. T-베이스스테이션 또는 T-싱크노드로의 데이터 전송은 경쟁 블록에서 가능하다. T-베이스

스테이션 또는 T-싱크노드가 T-센서노드에게 데이터를 전송할 때 비컨 내의 특별 플래그를 설정

한 후, 전송한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다. T-센서노드는 T-싱크노드 혹은 T-베이스스테이션이 

자신에게 데이터를 보내고자 한다는 것을 감지하면 T-센서노드는 경쟁 구간에 데이터 요청 메시

지를 T-싱크노드 혹은 T-베이스테이션으로 다시 보내게 된다. T-베이스스테이션 혹은 T-싱크노

드는 데이터 요청메시지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보낸 후, 데이터를 T-센서노드로 전송한다. T-센

서노드는 응답 프레임을 전송함으로써 수신이 성공되었음을 알림으로 트랜잭션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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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베이스스테이션 또는 T-싱크노드에서 T-센서노드

로의 데이터 전송 모델 

 

세 번째로 T-싱크노드와 T-싱크노드 혹은 T-싱크노드와 T-베이스스테이션간에 데이터를 전송

하는 경우가 있다. 데이터 전송을 원하는 T-싱크노드는 우선 네트워크 비컨의 수신을 위해 대기

해야 한다. T-베이스스테이션 또는 T-싱크노드로부터 비컨을 수신할 경우 T-싱크노드는 수신한 

비컨에 기술된 슈퍼프레임 구조로 동기화 되고 경쟁 블록 혹은 싱크 전송 블록에 데이터 프레임

을 전송한다. T-싱크노드가 T-베이스스테이션 혹은 T-싱크노드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T-베이스

스테이션 혹은 T-싱크노드는 임의의 응답 프레임을 전송합으로써 데이터 수신이 성공되었음을 

알린다.  

6.3.3 프레임 구조 

UTS 센서네트워크는 다음의 네 가지 프레임 구조로 정의되며, 각각의 연속적인 프로토콜 계층에 

계층전용 헤더 및 풋터 구조가 추가되었다. 

- 비컨 프레임 

- 데이터 프레임 

- 응답 프레임 

- MAC 명령 프레임  

네 가지 형태의 프레임 구조는 6.3.3.1부터 6.3.3.4까지 기술되었다.  

6.3.3.1 비컨 프레임 

그림6은 MAC 부계층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비컨 프레임 구조를 보여준다. T-베이스스테이션 혹

은T-싱크노드는 네트워크 비컨을 전송할 수 있다. MAC 페이로드(Payload)는 슈퍼프레임의 구조 

정보, 슈퍼프레임 할당 정보, 각 블록별 슬랏 할당 정보, 전송대기 주소필드, 비컨 페이로드, 타임

스탬프를 포함한다. MAC 페이로드는 앞부분에 MHR(MAC Header)가 붙여지고, 뒤에 MFR(MAC 

Footer)가 붙여진다. MHR은 MAC 프레임 제어 필드, 비컨 시퀀스 번호(BSN), 주소 지정 필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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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MFR은 16bit FCS(Frame Check Sequence)를 포함한다. MHR, MAC 페이로드, 그리고 

MFR은 MAC 비컨 프레임을 형성한다. 

 

 

그림 6 비컨 프레임 구조 

MAC 비컨 프레임은 PHY 페이로드가 되는 PSDU(PHY service data unit)가 되고, PHY 페이로

드는 앞 부분에 시퀀스의 프리엠블 (preamble)과 SFD(Start-to-Frame Delimiter)필드를 포함하

는 동기화 헤더 (SHR : Synchronization Header)와 옥텟의 PSDU의 길이를 포함하는 PHY 헤더 

(PHR: PHY Header)가 붙여진다. SHR, PHR, 그리고 PHY 페이로드는 PHY 비컨 패킷을 형성한

다. 

6.3.3.2 데이터 프레임 

그림7은 상위 계층으로부터 시작되는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를 보여준다. 

데이터 페이로드는 MAC 부계층에서 MSDU가 된다. MAC 페이로드는 앞부분에 MHR을 붙이고 

뒤에 MFR을 첨가한다. MHR은 프레임 구조 필드, 데이터 시퀀스 번호(DSN), 주소 지정 필드, 중

계 노드 필드를 포함하며, MFR은 16비트 FCS로 구성된다. MHR, MAC 페이로드, 그리고 MFR은 

MAC 데이터 프레임을 형성한다.  

 

그림 7 데이터 프레임 구조 

MPDU는 PHY 페이로드가 되는 PSDU로서 PHY가 되고, PHY 페이로드는 앞부분에 시퀀스 서문

과 SFD 필드를 포함하는 SHR과 옷텟의 PHY 페이로드의 길이를 포함하는 PHR이 붙여진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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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스의 서문과 데이터 SFD는 수신기에게 심볼 동기화를 이루기 용이하도록 한다. SHR, PHR, 그

리고 PHY 페이로드는 PHY 패킷을 형성한다. 

6.3.3.3 응답 프레임 

그림8은 MAC 부계층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응답 프레임의 구조를 보여준다. MAC 응답 프레임은 

MHR과 MFR으로 구성되었고 MHR은 MAC 프레임 제어 필드와 DSN을 포함한다. MFR은 16비

트 FCS로 구성되고 MHR과 MFR은 MAC 확인 프레임을 형성한다. 

 

MPDU는 PHY 페이로드가 되는 PSDU로서 PHY가 되고 PHY 페이로드는 앞부분에 시퀀스 서문

과 SFD 필드를 포함하는 SHR과 옷텟의 PHY 페이로드의 길이를 포함하는 PHR이 붙여진다. 

SHR, PHR, 그리고 PHY 페이로드는 PHY 패킷을 형성한다. 

 

그림 8 응답프레임 구조 

6.3.3.4 MAC 명령 프레임 

그림9은 MAC부계층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MAC 명령 프레임구조를 보여준다. MAC 페이로드는 

명령 유형필드와 명령 페이로드 필드를 포함한다. MAC 페이로드는 앞부분에 MHR이 붙고 뒤에 

MFR을 첨부한다. MHR은 MAC 프레임 제어 필드, DSN, 주소 지정 필드를 포함한다. MFR은 16

비트 FCS로 구성되고 MHR, MAC 페이로드, MFR은 MAC 명령 프레임을 형성한다. 

 

그림 9 MAC 명령 프레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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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DU는 PHY 페이로드가 되는 PSDU로서 PHY가 되고 PHY 페이로드는 앞부분에 시퀀스 서문

과 SFD 필드를 포함하는 SHR과 옷텟의 PHY 페이로드의 길이를 포함하는 PHR이 붙여진다. 

SHR, PHR, 그리고 PHY 페이로드는 PHY 패킷을 형성한다. 

6.3.4 프리미티브 개념 

이번 절에서는 서비스의 근본 개념을 간단히 설명한다. ISO/IEC 8802.2에 더욱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한 계층의 서비스는 다음 하위계층에서의 서비스에 관한 함수를 만듦으로써, 상위 또는 하

위 층의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들로 정의된다. 이러한 개념은 그림10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계층과 서로 대응하는 N-user의 관계를 보여주고 그들은 N-layer 동등 프로토콜에 관련되

어 있다. 

 

그림 10 서비스 프리미티브 

이 서비스는 N-user와 N-layer 사이의 정보 흐름에 따른 설명에 의해서 나타내었다. 정보 흐름

은 서비스의 조항에서 기술하는 불연속성과 순간적인 사건에 의해서 제작되었다. 각각의 이벤트

는 하나의 계층이 N-user와 관련된 계층 서비스 접속점을 통하여 다른 계층으로 전달되었다. 서

비스의 근본은 개개의 서비스 제공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를 전달한다. 이러한 서비스 프리미티브

는 일종의 추상화(abstraction)이다. 왜냐하면 이 프리미티브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수단이라기 보

다는 단지 제공되는 서비스를 명시할 뿐이다. 이러한 정의는 다른 어떠한 연결 수행과 독립적이

다. 

서비스는 서비스 근본과 그것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에 의해서 구체와 된다. 서비스는 개개의 

서비스와 연관된 활동으로 구성되는 하나 또는 그보다 많은 프리미티브와의 연결을 갖는다. 각각

의 서비스 프리미티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요구되는 정보를 전송하는 0 또는 그보다 많은 파

라미터를 갖는다.  

프리미티브는 다음과 같이 네 종류가 존재한다. 

 

- Request : 이 프리미티브는 호출하는 계층 (혹은 사용자 계층이라고도 함) 이 서비스 개시를 

요청하기 위해 넘겨주는 것이다. 

- Indication : 이 프리미티브는 내부 이벤트를 나타내기 위하여 서비스 계층에서 사용자 계층으

로 전달된다. 이 이벤트는 원격 서비스 호출과 논리적으로 연관될 수도 있고 서비스 계층 내

부 이벤트에 의해 유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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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se : 이 프리미티브는 이전에 Indicate 프리미티브에 의해 시작된 프로시저를 완료하기 

위해 사용자 계층에서 서비스 계층으로 넘겨진다. 

- Confirm : 이 프리미티브는 이전의 서비스 request 결과를 전달하기 위하여 서비스 계층에서 

사용자 계층으로 넘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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