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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 표준의 목적  

본 표준은 센서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여 주행환경 정보 제공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센서네트워크 MAC 기능 규격을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본 표준은 주어진 지연 시간 내에 높은 신뢰도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무선 센서네

트워크 MAC 규격을 정의한다. 주요 내용은 MAC 계층 서비스 규격, 프레임 포맷, MAC 

enumeration, 기능 설명에 관한 규격을 정의한다. 

 

3.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본 규격은 도로에 설치되는 소형, 저 가격, 저전력 센싱 장치에 적용될 수 있다. 본 규

격을 이용한 장치는 실시간 및 고신뢰 통신이 가능하므로 주행환경 정보제공등과 같은 

텔레매틱스 서비스용 센서노드 제작, 네트워킹에 꼭 필요한 규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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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802.15.4-2006의 PHY 규격을 따르며, IEEE 802.15.4-2006의 기능 

및 MAC 표준이 저전력 전송을 목적으로 함에 반해 저전력 전송과 더불어 확정 지연 시

간 보장 및 신뢰성 증대를 위한 텔레매틱스 서비스용 MAC 표준 이다. 이를 위해 모든 

T-센서노드 및 T-싱크노드는 확정 지연시간이 요구되는 상방향 통신을 위해 시분할 매

체 접속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며, 지연시간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비컨 

릴레이 구조를 반영한 슈퍼프레임 및 비컨 프레임 구조를 정의하였다. 또한 전송신뢰도 

증가 및 저전력 통신을 위한 데이터 전송 모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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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reless sensor network MAC 

specification for telematics serv ice providing driv ing env ironment information. 

 

2.  The summary of contents  

This standard describes wireless sensor network MAC specification for providing 

highly reliable communication with a deterministic delay. The specification specifies 

MAC serv ices, frame format, MAC enumeration, and functional description. 
 

3. Applicable fields of industry and its effect  

This specification, which can be applied small, low price, and low power sensing 

devices installed on the road, enables real-time and reliable packet transmission. Thus, 

the specification will be used in the telematics sensing industry to prov ide driv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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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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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deterministic delay uplink data communication, this 

specification introduces a TDMA-based super frame structure. Furthermore, this 

specification proposes efficient beacon relay mechanism, suferframe structure, beacon 

frame structure, data transmission models, an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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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선 MAC 

Specification of Telematics Sensor Network MAC for Providing 

Driving Environment Information 

 

1. 개요 (Introduction) 

주행상황 정보 제공을 위한 텔레매틱스 서비스용 센서네트워크 기능 규격 1장 참조 

2. 참조 표준 목록 

주행상황 정보 제공을 위한 텔레매틱스 서비스용 센서네트워크 기능 규격 2장 참조 

3.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주행상황 정보 제공을 위한 텔레매틱스 서비스용 센서네트워크 기능 규격 3장 참조 

4. 표준의 구성 및 범위 (Constitution and Scope) 

주행상황 정보 제공을 위한 텔레매틱스 서비스용 센서네트워크 기능 규격 4장 참조 

5. 정의 (Terms and Definitions) 

주행상황 정보 제공을 위한 텔레매틱스 서비스용 센서네트워크 기능 규격 5장 참조 

6. 기능 규격 일반 

주행상황 정보 제공을 위한 텔레매틱스 서비스용 센서네트워크 기능 규격 6장 참조 

7. MAC 계층  규격 

본 장에서는 UTS 센서네트워크를 위한 중간 부 계층인 매체 접근 제어(Medium Access 

Control; 이하 MAC 이라 함)의 사양을 정의한다. UTS 센서네트워크 MAC 기술규격을 준수하여 

구현된 디바이스들 사이에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인터페이스와 기능 그리고 동작원

리에 대한 사양을 정의하였다.  

UTS 센서네트워크 MAC프로토콜은 cluster tree 구조의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제

공한다. UTS 센서네트워크 MAC프로토콜은 16비트 또는 64비트 주소를 할당할 수 있고 CSMA-

CA(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with Collision Avoidance)를 이용한 채널 접속과 TDMA를 이용

한 채널 접속을 지원한다. UTS 센서네트워크 MAC프로토콜은 전송 신뢰성 보장을 위한 ACK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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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토콜을 지원하는 한편 저 전력 소모의 특성과 에너지 검출(Energy Detection) 기능의 제공 및 

수신된 패킷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LQI (Link Quality Indication)를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  

UTS 센서네트워크 MAC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MAC에서 요구되는 서비스들의 사양을 정의한

다:  

a) UTS 센서네트워크 MAC 데이터 서비스는 MAC-SAP를 통해 서비스 

b) UTS 센서네트워크 MAC 관리 서비스는 MLME-SAP(MAC Layer Management Entity)를 

통해 서비스 

c) UTS 센서네트워크 MAC 데이터 서비스와 UTS MAC MAC 관리 서비스는 SSCS 나 다른 

LLC 와 물리 계층 사이의 인터페이스 제공 

7.1 MAC 부계층 서비스 규격 

MAC 부계층은 SSCS와 PHY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MAC 부계층은 개념상으로는 

MLME라고 명명되는 관리 엔티티를 포함한다. 관리 엔티티는 MAC 계층에서 호출될 수 있는 관

리 프리미티브를 통해 서비스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MLME는 MAC 부계층에서 사용되

는 객체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MAC 부계층의 PIB로서 참조

된다. <그림 1>은 MAC 부계층의 구성요소와 인터페이스를 도식한 것이다. 

 

그림 1. MAC 부계층 참조 모델 

MAC 계층은 2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2개의 SAP를 통해 접근된다. 

- MAC 데이터 서비스: MAC-SAP를 통한 접근과, 

- MAC 관리 서비스: MLME-SAP를 통한 접근 

이러한 2개의 서비스는 PD-SAP와 PLME-SAP 인터페이스를 경유해서 SSCS와 PHY사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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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페이스를 제공한다.  

7.1.1 MAC 데이터 서비스 

7.1.1.1 MAC-DATA.request 

MAC-DATA.request 프리미티브는 로컬 SSCS entity에서 Peer SSCS entity로 보내는 MPDU의 

전송을 요청한다.  

7.1.1.1.1 프리미티브의 의미  

MAC-DATA.request ( 

SourceAddrMode, 

DestinationAddrMode, 

DestinationUTSPANId, 

DestinationAddr, 

msduLength, 

msdu, 

msduHandle, 

TxOptions 

) 

표 1은 MAC-DATA.request 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를 정의한다. 

이름 타입 유효 범위 설명 

SourceAddrMode Integer 0x00-0x03 

MAC-DATA.request 프리미티브에서 

source addressing 모드는 아래의 값 

중 하나이다.  

0x00 = 어떠한 address도 없는 경우

(address 필드가 비어있는 경우) 

0x01 = 예약된 상태 

0x02 = 16 비트 Short address 

0x03 = 64 비트 Extended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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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inationAddrMode Integer 0x00-0x03 

MAC-DATA.request 프리미티브에서 

destination addressing 모드는 아래의 

값 중 하나이다. 

0x00 = 어떠한 address도 없는 경우

(address 필드가 비어있는 경우) 

0x01 = 예약된 상태 

0x02 = 16 비트 Short address 

0x03 = 64 비트 Extended address 

DestinationUTSPANId Integer 0x0000-0xffff 

전송되는 MSDU 엔티티의 16 비트 

UTS 센서네트워크 ID 

DestinationAddr 

Device 

address 

DestinationAddr 파라미터

에 의해 규정됨 

전송되는 MSDU 엔티티의 개별적인 

디바이스 주소 

msduLength integer ≤ aMaxMACPayloadSize 

MAC 계층 엔티티에서 전송되는 

MSDU에 포함된 옥텟 수 

Msdu 

Set Of 

Octets 

- 

MAC 계층 엔티티에서 전송되어 

MSDU를 형성하는 옥텟의 집합 

msduHandle integer 0x00-0xff 

MAC 계층 엔티티에서 전송되어 진 

MSDU의 핸들 

TxOptions Bitmap 

xx 

2bit field 

(x는 0 또는 1) 

MSDU를 위한 전송 옵션들로 아래 참

조, 2 bit (b0, b1)이 MSDU의 전송 옵

션을 나타낸다. 

b0 비트에 대하여,  

1이면 acknowleded transmission,  

0이면 unacknowledged 

transmission 

b1 비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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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면 CFP transmission,  

0이면 CAP transmission 

표 1. MAC-DATA.request 파라미터 

7.1.1.1.2 생성 시기 

MAC-DATA.request 프리미티브는 상대편 MAC 상위 계층으로 MSDU 전송시 자신의 MAC 상

위 계층에서 생성된다.  

7.1.1.1.3 수신 결과  

MAC-DATA.request 프리미티브가 수신되면, MAC 부 계층 엔티티는 제공되는 MSDU의 전송

을 시작한다.  

7.1.1.2 MAC-DATA.confirm 

MAC-DATA.confirm 프리미티브는 로컬 SSCS 엔터티에서 상대편 SSCS 엔터티로 MSDU 전

송 요청의 결과를 보고한다.  

7.1.1.2.1 프리미티브의 의미  

MAC-DATA.confirm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AC-DATA.confirm (  

     numMsdus 

  array of msduHandle,  

  array of status  

  )  

표 2는 MAC-DATA.confirm 프리미티브에 대한 파라미터의 사양을 규정한다.  

이름 타입 유효 범위 설명 

numMsdus Integer 0x00 – 0xff 독립적인 MSDU 개수 

msduHandle Integer 0x00 - 0xff MSDU의 처리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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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Enumeration 

SUCCESS, 

TRANSACTION_OVERFLOW, 

TRANSACTION_EXPIRED, 

CHANNEL_ACCESS_FAILURE, 

NO_TIME_SLOT, NO_ACK, 

FRAME_TOO_LONG, 

또는 

INVALID_PARAMETER 

MSDU 전송 상태 

표 2. MAC-DATA.confirm 파라미터 

7.1.1.2.2 생성 시기  

MAC-DATA.confirm 프리미티브는 MAC-DATA.request 프리미티브에 대한 응답을 위해 MAC 

부계층에서 생성된다. MAC-DATA.confirm 프리미티브는 MAC-DATA.request의 성공적인 전송을 

나타내는 SUCCESS 상태값 또는 에러코드를 나타내는 TRANSACTION_OVERFLOW, 

TRANSACTION_EXPIRED, CHANNEL_ACCESS_FAILURE, NO_TIME_SLOT, NO_ACK, 

FRAME_TOO_LONG, FAILED_SECURITY_CHECK, 또는 INVALID_PARAMETER 상태값을 리턴한

다.  

MAC 상위 계층에서 요청한 MAC-DATA.request 트랜잭션을 처리할 용량이 부족할 경우 MAC 

부계층은 TRANSACTION_OVERFLOW를 리턴한다. MAC-DAT.request 트랜잭션을 처리할 용량이 

있는 경우, MAC 부계층은 MAC 상위 계층의 DATA 전송 요청을 저장한다. 일정 시간 

(MAC_TRANSACTION_PERSISTANCE_TIME)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TRANSACTION_EXPIRED

를 MAC 상위계층으로 리턴한다. 채널 접근에 실패했을 경우 CHANNEL_ACCESS_FAILURE를 리

턴한다. Txoptions에서 CFP 전송을 요청하였으나, 할당된 타임슬롯 구간이 없을 경우 

NO_TIME_SLOT를 MAC 상위 계층으로 리턴한다. Txoptions에서 ACK를 요청하였으나, 

MAC_MAX_FRAME_RETRIES의 전송 후에도 ACK을 수신하지 못한 경우 NO_ACK을 MAC 상위계

층으로 리턴한다. MAC 상위계층에서 전송을 요청한 트랜잭션의 길이가 

A_MAX_PHY_PACKET_SIZE보다 길 경우 FRAME_TOO_LONG을 리턴한다. 파라미터 오류가 있을 

경우 INVALID_PARAMETER를 리턴한다. 

7.1.1.2.3 수신 결과  

MAC-DATA.confirm 프리미티브는 MSDU의 전송 요청 결과를 알려준다. 만약 전송이 성공적

으로 완료되면, 상태 파라미터는 SUCCESS를 나타낼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상태 파라미터가 에

러를 나타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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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 MAC-DATA.indication 

MAC-DATA.indication 프리미티브는 MAC 부계층이 MSDU수신 시 로컬 SSCS 엔터티로 

MSDU 수신을 알려준다.  

7.1.1.3.1 프리미티브의 의미  

MAC-DATA.indication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AC-DATA.indication (  

                           numMsdus 

array of SourceAddrMode,  

array of SourceUTSPANId,  

array of SourceAddr,  

DestinationAddrMode,  

DestinationUTSPANId  

DestinationAddr,  

Array of msduLength, 

Array of msdu, 

Array of mpduLinkQuality, 

Array of MAC_DSN, 

Array of originSourceAddr 

) 

표3은 MAC-DATA.indication 프리미티브에 대한 파라미터의 사양을 규정한다.  

이름 타입 유효 범위 설명 

numMsdus Integer 0x00 – 0xff 독립적인 MSDU 개수 

SourceAddrMode Integer 0x00-0x03 

source addressing 모드는 아래에 

오는 값 중에 하나가 된다.  

0x00 = 어떠한 address도 없는 경

우(address 필드가 비어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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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x01 = 예약된 상태 

0x02 = 16 비트 Short address 

0x03 = 64 비트 Extended address 

SourceUTSPANId Integer 0x0000-0xffff 

수신된 MSDU에서 엔티티의 16비

트 UTS 센서네트워크 Id 

SourceAddr 

디바이

스 어드레

스 

SourceAddrMode 파라미

터에 의해 규정됨 

전송된 MSDU 엔티티의 개별적인 

디바이스 어드레스 

 DestinationAddrMode  Integer 0x00-0x03 

destination addressing 모드는 아

래에 오는 값 중에 하나가 된다. 

0x00 = 어떠한 address도 없는 경

우 

(address 필드가 비어있는 

경우) 

0x01 = 예약된 상태 

0x02 = 16 비트 Short address 

0x03 = 64 비트 Extended address 

DestinationUTSPANId Integer 0x0000-0xffff 

전송되는 MSDU 엔티티의 16 비트 

UTS 센서네트워크 ID 

DestinationAddr 

Device 

address 

DestinationAddr 파라미터

에 의해 규정됨 

전송된 MSDU 엔티티의 개별적인 

디바이스 어드레스 

msduLength integer ≤ aMaxMAC- FrameSize 

MAC 부 계층 엔티티에서 전송된 

MSDU에 포함된  

옥텟의 넘버  

msdu  

Set Of 

Octets 

- 

MAC 부 계층 엔티티에서 전송되어 

MSDU를 형성하는 옥텟의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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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duLinkQuality integer 0 x 00-0 x ff 

 MPDU 수신 중에 측정되는 LQI 

값 

MAC_DSN integer Ox00-oxff 

전송 받은 데이터 프레임의 

MAC_DSN 

originSourceAddr 

디바이스어

드레스 

- 

릴레이 된 패킷의 근원 송신 T-센

서노드 주소 

표 3. MAC-DATA.indication 파라미터 

7.1.1.3.2 생성 시기 

MAC-DATA.indication 프리미티브는 MAC 계층에서 생성되고 로컬 MAC 부 계층 엔티티에서 

데이터 프레임의 수신 시 MAC 상위 계층으로 전송된다.  

7.1.1.3.3 수신 결과  

MAC-DATA.indication 프리미티브가 수신되면, MAC 상위 계층은 MAC 부 계층으로부터 디바

이스에 데이터가 도착했음을 통보 받는다.  

7.1.1.4 MAC-PURGE.request 

MAC-PURGE.request 프리미티브는 전송 열에 대기중인 MSDU(MAC Service Data Unit)를 버

퍼에서 삭제하는 서비스이다.  

7.1.1.4.1 프리미티브의 의미  

  MAC-PURGE.request (   

msduHandle  

)  

표4는 MAC-PURGE.request 프리미티브에 대한 파라미터의 사양을 규정한다.  

이름 타입 유효 범위 설명 

msduHandle Integer 0x00-0xff 전송 대기 열에서 제거하기 위해 사용 

표 4, MAC-PURGE.request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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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2 생성 시기  

MAC-PURGE.request 프리미티브는 트랜잭션 대기 열에서 MSDU를 소거할 때마다 MAC 상위

계층 계층에서 생성된다.  

7.1.1.4.3 수신 결과  

MAC-PURGE.request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MAC 부 계층에서는 msduHandle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지정된 MSDU의 트랜잭션을 트랜잭션 큐에서 찾는다. 만약 제공된 파라미터 값과 

MSDU가 매칭하는 것이 발견되면, MSDU는 트랜잭션 큐로부터 제거되고 MAC 부 계층

은 SUCCESS 상태 값을 MAC-PURGE.confirm 프리미티브에 넣어 전송한다. 만약 제공된 파라

미터 값과 MSDU가 매칭하지 않으면 MAC 부 계층은 INVALID_HANDLE의 상태 값을 MAC-

PURGE.confirm 프리미티브에 넣어 전송한다.  

7.1.1.5 MAC-PURGE.confirm 

MAC-PURGE.confirm 프리미티브는 MAC-PURGE.request에 대한 실행결과를 알려준다. 

7.1.1.5.1 프리미티브의 의미 

MAC-PURGE.confirm ( 

   msduHandle, 

   status 

                     ) 

표5은 MAC-PURGE.confrim 프리미티브에 대한 파라미터의 사양을 규정한다.  

이름 타입 유효 범위 설명 

msduHandle Integer 0x00-0xff 전송 대기열에서 제거하기 위해 사용 

status Enumeration 

SUCCESS 

Or 

INVALID_HANDLE 

제거에 성공하였으면 SUCCESS를 

제공된 파라미터 값과MSDU가 매칭하지 않으면 

INVALID_HANDLE 

표 5.MAC-PURGE.confirm 파라미터 

7.1.1.5.2 데이터 서비스 메시지 시퀀스 차트  

<그림 2>는 두 디바이스 사이에서 성공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해 필요한 메시지 전달 순서를 

도식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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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쟁 블록에서의 T-센서노드로부터 T-싱크노드 혹은 T-베이스스테이션으로의 데이터 전

송 모델 

 

그림 3 센서 전송 블록에서의 T-센서노드로부터 T-싱크노드 혹은 T-베이스스테이션으로의 데이

터 전송 모델 

 

그림 4 T-싱크노드 혹은 T-베이스스테이션에서 T-센서노드로의 데이터 전송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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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MAC 관리 서비스 

MLME-SAP은 상위 계층인 어플리케이션계층과 MLME 사이에서 관리 명령을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 접속 포인트를 제공한다. 표.6은 MLME-SAP 인터페이스를 통해 MLME가 제공할 수 있는 

프리미티브를 정리한 것이다.  

◆로 표시된 부분은 T-베이스스테이션과 T-싱크노드에는 반드시 기능을 제공하고, T-센서노드

에서는 옵션인 프리미티브를 나타낸다. 

 이름 Request Indication Response Confirm 

MLME-ASSOCIATE O o (◆) o (◆) o 

MLME-DISASSOCIATE O o  o 

MLME-BEACON  o   

MLME-PIB-GET O   o 

MLME-PIB-SET O   o 

MLME-RESET O   o 

MLME-TOPOLOGY-NOTI o (◆) o (◆)  o (◆) 

MLME-RECEIVER-ENABLE  O   o 

MLME-SCAN  O   o 

MLME-RESULT-NOTI  o   

MLME-START o (◆)   o (◆) 

MLME-SYNC-LOSS  o   

MLME-POLL O   o 

표 6. MLME-SAP을 통해 접근 가능한 전체 프리미티브 

7.1.2.1 Association 프리미티브  

MLME-SAP Association 프리미티브는 T-싱크노드가 T-베이스스테이션에 가입(associate)하는 

절차와 T-센서노드가 T-싱크노드 혹은 T-베이스스테이션과 가입하는 절차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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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1.1 MLME-ASSOCIATE.request  

MLME-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는 T-싱크노드가 T-베이스스테이션에 가입을 요청하거

나, T-센서노드가 T-싱크노드 혹은 T-베이스스테이션에게 가입 요청할 때 사용된다. 

7.1.2.1.1.1 프리미티브의 의미 

MLME-ASSOCIATE.request (                      

LogicalChannel,  

ChannelPage, 

ParentAddrMode,  

ParentUTSPANId,  

ParentAddr,  

DeviceInformation,  

Location, 

Distance 

)  

표7 은 MLME-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에 대한 세부 사양이다.  

이름 타입 유효 범위 설명 

LogicalChannel  Integer 

PHY에서 제공되는 

사용 가능한 채널  

Association 시 필요한 논리적 채널 

ChannelPage integer 

PHY에서 지원하는 

사용 가능한 페이지

중에 하나 선택 

Association을 시도하는 채널 page 

ParentAddrMode Integer 0x02 - 0x03 

Coordinator(T-싱크노드 혹은 T-베이스스테

이션)의 어드레싱 모드로서 아래에 오는 값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2= 16 비트 short address 

3 = 64 비트 extended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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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UTSPANId Integer 0x0000 - 0xffff 

associate되는 부모 디바이스의 UTS 센서네

트워크의 ID 

ParentAddr 

Device 

address 

ParentAddrMode 파

라미터에서 규정됨.  

associate되는 T-싱크노드 혹은 T-베이스스

테이션의 주소 

Device information bitmap - Association하는 디바이스 종류 

Location Integer 0x00 ~ 0xff 

Option, T-센서노드가 T-싱크노드에 접속

(associate)할 경우에만 포함. 같은 T-싱크노

드에 접속되는 차로 별 T-센서노드들 간의

상대적인 위치 정보, upper 4bit는 lane 정보, 

lower 4 bit는 동일 lane내의 센서노드의

sequence 정보 

Distance Integer 0x0000 ~ 0xffff 

Option, T-센서노드가 T-싱크노드에 접속

(associate)할 경우에만 포함, 정지선으로부

터의 거리(단위: 10cm) 

표 7. MLME-ASSOCIATE.request 파라미터 

7.1.2.1.1.2 생성 시기  

MLME-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는 가입되지 않은 디바이스의 MAC 상위 계층에서 생성

하고, T-싱크노드 혹은 T-베이스스테이션에게 가입을 요청하기 위해 전송한다.  

7.1.2.1.1.3 수신 결과  

MLME-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가입하지 않은 디바이스의 MLME는 가입

요청(association request) 명령을 생성한다.  

7.1.2.1.2 MLME-ASSOCIATE.indication  

MLME-ASSOCIATE.indication 프리미티브는 가입요청(association request) 명령의 수신을 나

타내는데 사용된다.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TTAK.KO-06.0195 １５ 

7.1.2.1.2.1 프리미티브의 의미  

MLME-ASSOCIATE.indication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ASSOCIATE.indication (  

   DeviceAddress,  

   DeviceInfomation,  

Location, 

Distance 

   )  

표 8은 MLME-ASSOCIATE.indication 프리미티브에 대한 파라미터의 사양을 규정한다.  

이름 타입 유효 범위  설명 

DeviceAddress 

Device 

address 

extended 

address(64비

트) 

가입을 요청하는 디바이스의 어드레스 

Device Infomation Bitmap 

 Association 

request 명령 프

레임 참조 

가입을 요청하는 디바이스의 정보 

Location Integer 0x0 ~ 0xf 

Option, T-센서노드가 T-싱크노드에 접속

(associate)할 경우에만 포함. 같은 T-싱크노드에 

접속되는 차로 별 T-센서노드들 간의 상대적인 위

치 정보, upper 4bit는 lane 정보, lower 4 bit는 동

일 lane내의 센서노드의 sequence 정보 

Distance Integer 0x000 ~ 0xfff 

Option, T-센서노드가 T-싱크노드에 접속

(associate)할 경우에만 포함, 정지선으로부터의 거

리(단위: 10cm) 

표 8. MLME-ASSOCIATION.indication 파라미터들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TTAK.KO-06.0195 １６ 

7.1.2.1.2.2 생성 시기  

MLME-ASSOCIATE.indication 프리미티브는 T-싱크노드 혹은 T-베이스스테이션의 MLME에서 

생성되고 가입요청 명령의 수신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MAC 상위 계층으로 전송된다.  

7.1.2.1.2.3 수신 결과 

T-싱크노드 혹은 T-베이스스테이션의 MAC 상위 계층에서 MLME-ASSOCIATE.indication 프리

미티브를 수신할 때, T-싱크노드 혹은 T-베이스스테이션은 가입되지 않은 디바이스를 수용할지 

거부 할 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7.1.2.1.3 MLME-ASSOCIATE.response  

MLME-ASSOCIATE.response 프리미티브는 MLME-ASSOCIATE.indication 프리미티브에 대해 

응답하기 위해 사용된다.  

7.1.2.1.3.1 프리미티브의 의미  

MLME-ASSOCIATE.response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ASSOCIATE.response (  

  DeviceAddress,  

  AssocShortAddress,  

  Status 

  )  

표 9는 MLME-ASSOCIATE.response 프리미티브에 대한 파라미터의 사양을 규정한다.  

이름 타입 

유효 범

위 

설명 

DeviceAddress 

Device 

Address 

64 비트 

Extended 

address 

association을 요청하는 디바이스의 어드레스 

AssocShortAddress Integer 

0x0000 

-0xffff 

성공적인 association 시에 association을 요청한 디바

이스에게 할당하는 16bit 주소, 0xffff일 경우에는 

association이 성공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status Enumeration - association 시도에 대한 상태 값, 7.5.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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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MLME-ASSOCIATE.response 파라미터들 

7.1.2.1.3.2 생성 시기  

MLME-ASSOCIATE.response 프리미티브는 가입 허락 여부를 결정하는 디바이스(T-싱크노드 

혹은 T-베이스스테이션)의 MAC 상위 계층에서 생성되고 MLME-ASSOCIATE.indication 프리미

티브에 응답하기 위해 자신의 MLME에게 전달된다.  

7.1.2.1.3.3 수신 결과  

가입 허락 여부를 결정하는 디바이스(T-싱크노드 혹은 T-베이스스테이션)의 MLME가 MLME-

ASSOCIATE.response 프리미티브를 수신할 때, 가입 허락 여부를 결정하는 디바이스(T-싱크노

드 혹은 T-베이스스테이션)의 MLME는 가입 응답(association response) 명령을 생성한다. 가입 

응답 명령은 경쟁구간에 가입을 요청한 디바이스로 전송된다.  

7.1.2.1.4 MLME-ASSOCIATE.confirm  

MLME-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는 가입에 대한 요청이 성공하였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실행중인 디바이스의 MAC 상위 계층에 알리는데 사용된다.  

7.1.2.1.4.1 프리미티브의 의미  

MLME-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ASSOCIATE.confirm (  

     AssocShortAddress,  

     status 

     )  

표 10은 MLME-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에 대한 파라미터의 사양을 규정한다. 

이름 타입 유효 범위 설명 

AssocShortAddress Integer 0x0000-0xffff 

가입 성공 시에 가입을 요청

한 디바이스에 할당된 16bit 

주소. 

0xffff일 경우 가입실패 의미 

status Enumeration 

SUCCESS, 

CHANNEL_ACCESS_FAILURE, 

가입 응답 명령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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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ACK, 

NO_DATA, 

INVALID_PARAMETER. 

표 10. MLME-ASSOCIATE.confirm 파라미터들 

7.1.2.1.4.2 생성 시기  

MLME-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는 MLME에서 생성되고 MLME-ASSOCIATE.request 프

리미티브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의 MAC 상위 계층에 전달된다.  만약 요청이 성공적이면 상

태 파라미터는 성공적인 가입을 나타내는 SUCCESS를 나타내고, 가입 요청이 실패하면 상태 파

라미터는 CHANNEL_ACCESS_FAILURE, NO_ACK, NO_DATA, 또는INVALID_PARAMETER의 상태 

값을 나타낸다. 

만약 가입 요청이 CSMA-CA 알고리즘이 혼잡한 채널을 나타내기 때문에 T-싱크노드 혹은 T-

베이스스테이션에게 전송될 수 없다면, MLME는 CHANNEL_ACCESS_FAILURE상태를 갖는 

MLME-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줄 것이다. 

만약 MLME가 가입 요청 명령을 성공적으로 전송한다면, MLME는 ACK의 반환을 기대 할 것이

다. 만약 ACK가 수신되지 않는다면, MLME는 NO_ACK 상태를 갖는 MLME-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줄 것이다.  

만약 가입되지 않은 디바이스의 MLME가 가입요청 명령의 ACK을 성공적으로 수신한다면, 

MLME는 요청에 대한 응답을 기다린다. 만약 디바이스의 MLME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MLME

는 NO_DATA상태를 갖는 MLME-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줄 것이다. 

만약 MLME-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 내의 파라미터가 지원되지 않거나 범위를 벗어난

다면, MLME는 INVALID_PARAMETER의 상태를 갖는 MLME-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줄 것이다. 

7.1.2.1.4.3 수신 결과  

MLME-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실행하는 디바이스의 MAC 상위 계층은 

가입 요청 결과를 안다. 만약 가입 요청이 성공적으로 수용되면 status는 SUCESS 값을 나타내

고 가입을 요청한 디바이스는 16비트 주소를 할당 받을 것이다. 여기서 16비트 주소의 범위가 

0x0000에서 0xfffe 사이의 범위에 있다면 할당 받은 자신의 16비트 주소를 사용하여 통신할 것

이며, 가입 요청이 허용되지 않으면 어드레스는 0xffff가 될 것이며 상태 파라미터는 에러를 나타

낼 것이다. 

7.1.2.1.5 Association 메시지 시퀀스 차트  

<그림 3>은 디바이스가 성공적으로 UTS 센서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메시지 전달 

순서를 도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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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ssociation 관련 메시지 시퀀스 차트 

 

7.1.2.2 Disassociation 프리미티브  

MLME-SAP Disassociation 프리미티브는 UTS 센서네트워크로부터 어떻게 디바이스를 탈퇴할 

것인지를 정의한다. 모든 디바이스는 Disassociation 프리미티브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7.1.2.2.1 MLME-DISASSOCIATE.request  

MLME-DIS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는 UTS 센서네트워크에서 탈퇴하려는 가입된 디바

이스가 가입을 허락한 T-싱크노드 혹은 T-베이스스테이션)에게 탈퇴의사를 알려주기 위해 사용

된다. MLME-DIS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는 가입된 디바이스를 UTS 센서네트워크에서 탈

퇴하도록 가입을 허락한 디바이스 (T-싱크노드 혹은 T-베이스스테이션)이 지시할 때도 사용된다. 

7.1.2.2.1.1 프리미티브의 의미  

  MLME-DISASSOCIATE.request (                       

DeviceAddrMode, 

DeviceUTSPANId, 

DeviceAddress,  

DisassociateReason, 

TxIndirect  

)  

표 11은 MLME-DIS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에 대한 세부 사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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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타입 유효 범위 설명 

DeviceAddrMode integer 0x00-0xff 

탈퇴 공지(Diassociation notification) 명령

을 보내는 디바이스의 주소 모드 

DeviceUTSPANId interger 0x0000-0xffff 

탈퇴 공지 명령을 보내는 디바이스의 UTS 

센서네트워크 Id 

Device Address 

Device 

address 

16비트 혹은 64

비트 주소 

탈퇴 공지 명령을 보내기 위한 디바이스의

주소 

DisassociateReason Integer 0x00 - 0xff 탈퇴에 대한 이유 

TxIndirect Integer TRUE혹은 FALSE 

TRUE일 경우 탈퇴 공지 명령은 간접전송

방식으로 전송된다. 

표 11. MLME-DISASSOCIATE.request 파라미터들 

7.1.2.2.1.2 생성 시기  

MLME-DIS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는 UTS 센서네트워크를 탈퇴하고자 하는 가입된 디

바이스의 MAC 상위 계층에서 생성된다. MLME-DIS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는 가입된 디

바이스를 UTS 센서네트워크에서 탈퇴하도록 가입을 허락한 디바이스(T-싱크노드 혹은 T-베이스

스테이션)이 지시할 때도 사용된다. 

7.1.2.2.1.3 수신 결과  

MLME-DIS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MLME는 탈퇴 공지(disassociation 

notification) 명령을 생성한다. 탈퇴 공지 명령은 경쟁 구간에 전송된다.  

7.1.2.2.2 MLME-DISASSOCIATE.indication  

MLME-DISASSOCIATE.indication 프리미티브는 탈퇴 공지 명령의 수신을 나타낸다.  

7.1.2.2.2.1 프리미티브의 의미  

MLME-DISASSOCIATE.indication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DISASSOCIATE.indication ( 

DeviceAddress,  

Disassociate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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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MLME-DISASSOCIATE.indication 프리미티브에 대한 파라미터의 사양을 규정한다.  

이름 타입 유효 범위 설명 

Device Address 

Device 

address 

Extended 64 비

트 IEEE address 

 탈퇴 공지 명령을 보낸 디바이스의 주소 

DisassociateReason Integer 

0x00 

-0xff 

탈퇴에 대한 이유 

표 12. MLME-DISASSOCIATE.indication 파라미터들 

7.1.2.2.2.2 생성 시기  

MLME-DISASSOCIATE.indication 프리미티브는 MLME에서 생성되고 탈퇴 공지 명령 수신 시 

자신의 MAC 상위 계층으로 전달된다.  

7.1.2.2.2.3 수신 결과  

MAC 상위 계층으로 탈퇴에 대한 이유가 통보된다.  

7.1.2.2.3 MLME-DISASSOCIATE.confirm  

MLME-DIS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는 MLME-DIS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에 대

한 결과를 보고한다.  

7.1.2.2.3.1 프리미티브의 의미  

MLME-DIS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DISASSOCIATE.confirm (  

DeviceAddrMode, 

DeviceUTSPANId, 

DeviceAddress,  

      status  

      )  

  표 13은 MLME-DIS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에 대한 파라미터의 사양을 규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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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타입 유효 범위 설명 

DeviceAddrMode interger 0x00-0xff 

탈퇴 공지 명령을 보내는 디바이스

의 어드레스 모드 

DeviceUTSPANId interger 0x0000-0xffff 

탈퇴 공지 명령을 보내는 디바이스

의 UTS 센서네트워크 Id 

Device Address 

Device 

address 

 16비트 혹은 64 비트 주소 

탈퇴 공지 명령을 보내기 위한 디

바이스의 어드레스 

Status Enumeration 

SUCCESS, 

TRANSACTION_OVERFLOW, 

TRANSACTION_EXPIRED, 

NO_ACK, 

CHANNEL_ACCESS_FAILURE, 

INVALID_PARAMETER 

탈퇴 요청 시 상태 

표 13. MLME-DISASSOCIATE.confirm 파라미터들 

7.1.2.2.3.2 생성 시기  

MLME-DIS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는 MLME에서 생성되고 MLME-

DIS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의 MAC 상위 계층으로 전달된다. 

MLME-DIS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는 탈퇴 요청(disassociation request)이 성공적인 경

우에는 SUCCESS 상태 값으로 리턴한다. 그러나, 성공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TRANSACTION_OVERFLOW, TRANSACTION_EXPIRED, NO_ACK, CHANNEL_ACCESS_FAILURE, 

FRAME-TOO_LONG, 또는INVALID_PARAMETER 같은 에러 코드 값을 리턴한다. 

탈퇴 요청 명령이 간접 전송으로 보내질 경우 탈퇴 요청 명령 트랜잭션을 저장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없다면, MLME는 프레임을 버리고 TRANSACTION_OVERFLOW를 리턴한다. 만약 충분한 

공간이 있다면 트랜잭션을 저장한다. 만약 트랜잭션이 

MAC_TRANSACTION_PERSISTANCE_TIME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트랜잭션 정보는 버려지고, 

MLME는 TRANSACTION_EXPIRED 를 리턴한다.  

만약 탈퇴 요청이 CSMA-CA 알고리즘이 혼잡한 채널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송될 수 없다면, 

MLME는 CHANNEL_ACCESS_FAILURE를 리턴한다. 

MLME가 탈퇴 요청 명령을 성공적으로 전송한다면, MLME는 ACK의 반환을 기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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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ACK가 수신되지 않는다면, MLME는 NO_ACK를 리턴한다.  

만약 MLME가 성공적으로 탈퇴 요청을 알리는 명령을 전송한다면, MLME는 응답을 기다린다. 

만약 디바이스의 MLME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MLME는 NO_ACK상태를 갖는 MLME-

DIS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줄 것이다. 

만약 MLME-DIS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 내의 파라미터가 지원되지 않거나 범위를 벗

어난다면, MLME는 INVALID_PARAMETER의 상태를 갖는 MLME-DISASSOCIATE.confirm 프리미

티브를 넘겨줄 것이다. 

7.1.2.2.3.3 수신 결과  

MLME-DIS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디바이스의 MAC 상위 계층은 탈퇴 

요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다. 만약 탈퇴 요청이 성공하면 상태 파라미터는 SUCCESS를 나타내

고 그렇지 않으면, 상태 파라미터는 에러를 나타낸다.  

7.1.2.2.4 Disassociation 메시지 시퀀스 차트  

<그림 4>, <그림 5>는 디바이스가 성공적으로 UTS 센서네트워크에서 탈퇴하기 위해 필요한 

메시지 전달 순서를 도식한 것이다.  

 

그림 6. T-센서노드 및 T-싱크노드가 부모노드에게 탈퇴요청시의 메시지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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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T-싱크노드 혹은 T-베이스스테이션이 자식 T-센서노드에게 탈퇴요청시의 메시지 흐름도 

7.1.2.3 Beacon notification 프리미티브  

MLME-SAP beacon notification 프리미티브는 정상적인 동작 상태에서 비컨이 수신될 때 MAC

상위 계층으로 통보되는 절차를 정의한다. 모든 디바이스들은 비컨 공지(beacon notification) 

프리미티브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7.1.2.3.1 MLME-BEACON.indication 

MLME-BEACON.indication MAC 계층에 의해 수신된 비컨 프레임에 포함된 파라미터를 상위 

계층으로 보내기 위해 사용된다.  

7.1.2.3.1.1 프리미티브의 의미  

MLME-BEACON.indication (            

MAC_BSN,  

UTSPANDescriptor,  

NumPendingAddrList, 

PendingAddrList, 

bsduLength,  

bsdu, 

timesta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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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는 MLME-BEACON.indication 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에 대한 세부 사양이다.  

이름 타입 유효 범위 설명 

MAC_BSN Integer 0x00-0xff 비컨 시퀀스 넘버 

UTSPANDescriptor 

UTSPANDescriptor 

값 

- 

수신된 비컨에 대한 UTS 센서네

트워크 Descriptor 

NumPendingAddrList Bitmap 0x00-0xff 

간접통신을 위해 대기하는 패킷 

개수 

PendingAddrList 

디바이스 address

의  

리스트 

- 

간접통신을 위해 대기하는 디바

이스들의 주소로 비컨에 포함 

bsduLength Integer - 

MAC 계층이 수신한 비컨 프레임

의 

비컨 페이로드에 포함된 옥텟의 

넘버 

bsdu  옥텟의 집합 - 

MAC 부 계층 엔티티로부터 MAC 

상위 계층으로 전송되는 비컨 페

이로드를 구성하는 옥텟의 집합 

timestamp Integer 0x00000000-0xffffffff 시각 정보 

표 14. MLME-BEACON.indication 파라미터들 

표 15는 UTSPANDescriptor의 구성요소이다.  

이름 타입 유효 범위 설명 

ParentUTSPANId Integer 0x0000-0xffff 

수신된 비컨 프레임에 규정된 부모 디

바이스의 UTS 센서네트워크 ID 

ParentAddress 

Device 

address 

ParentAddrMode 

파라미터에 

수신된 비컨 프레임에서 알 수 있는 

부모 디바이스의 어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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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것과 같음 

LogicalChannel Integer 

PHY에서 제공되는 

사용 가능한 채널 

네트워크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logical 채널 

ChannelPage Integer 

PHY에서 제공되는 

사용 가능한 채널 

네트워크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channel page 

Superframe Structure Info Bitmap  

수신된 비컨 프레임에 규정된 슈퍼프

레임 구조 정보 

Superframe Allocation Info Bitmap 0x0a-0xff 슈퍼프레임 할당 정보  

Beacon block Info length Integer 0x00-0xff 비컨 블록에 할당된 디바이스들 개수 

Beacon block info integer Variable 비컨 블록에 할당된 디바이스들의 주소 

Sensor block info length Integer 0x00 – 0xff 

센서 전송 블록에 할당된 T-센서노드들의 개

수 

Sensor block info  Integer Variable 

센서 전송 블록에 할당된 T-센서노드들의 주

소 

Sink block info length Integer 0x00 – 0xff 

싱크  전송 블록에 할당된 T-싱크노드들의 

개수 

Sink block info  Integer Variable 

싱크 전송 블록에 할당된 T-싱크노드들의 주

소 

LinkQuality Integer 0x00-0xff 수신된 네트워크 비컨에 대한 LQI. 

표 15. PANDescriptor의 구성 요소 

7.1.2.3.1.2 생성 시기  

MLME-BEACON.indication 프리미티브는 MLME에서 생성되고 비컨 프레임을 수신하면 자신의 

MAC 상위 계층에 전송한다.  

7.1.2.3.1.3 수신 결과  

MLME-BEACON.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MAC 상위 계층은 MAC 부 계층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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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컨 프레임이 도착하였음을 통지 받는다.  

7.1.2.4 PIB attribute 값을 읽기 위한 프리미티브  

MLME-PIB-GET 프리미티브는 어떻게 PIB 값을 읽을지를 결정한다. 모든 디바이스들은 PIB-

GET 프리미티브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7.1.2.4.1 MLME-PIB-GET.request 

MLME-PIB-GET.request 프리미티브는 주어진 PIB attribute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  

7.1.2.4.1.1 프리미티브의 의미  

MLME-PIB-GET.request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PIB-GET.request (  

PIBAttribute,  

PIBAttriuteIndex 

) 

표 16은 MLME-PIB-GET.request 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에 대한 세부 사양이다.  

이름 타입 유효 범위 설명 

PIBAttribute Integer - PIB attribute의 identifier 

PIBAttributeIndex Integer - 

PIB attribute가 table혹은 배열 

형태일 때 사용 

표 16. MLME-PIB-GET.request 파라미터 

7.1.2.4.1.2 생성 시기  

MLME-PIB-GET.request 프리미티브는 MAC 상위 계층에서 생성되고 자신의 MLME에게서 PIB 

정보를 얻기 위해 전송한다.  

7.1.2.4.1.3 수신 결과  

MLME-PIB-GET.request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MLME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요청된 

PIB attribute를 검색한다. 만약 PIB attribute의 identifier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UNSUPPORTED_ATTRIBUTE의 상태 값을 갖는 MLME-PIB-GET.confirm 프리미티브를 전송한다. 

만약 요청된 PIB attribute가 성공적으로 검색되면, MLME는 SUCCESS 상태 값을 갖는 MLME-

PIB-GET.confirm 프리미티브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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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4.2 MLME-PIB-GET.confirm  

MLME-PIB-GET.confirm 프리미티브는 PIB로부터의 정보 요청 결과를 보고한다.  

7.1.2.4.2.1 프리미티브의 의미  

MLME-PIB-GET.confirm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PIB-GET.confirm (  

    status, 

    PIBAttribute,  

    PIBAttributeIndex 

    PIBAttributeValue  

    )  

표 17은 MLME-PIB-GET.confirm 프리미티브에 대한 파라미터의 사양을 규정한다.  

이름 타입 유효 범위 설명 

Status Enumeration 

SUCCESS, 

UNSUPPORTED_ATTRIBUTE, 

INVALID_INDEX 

PIB attribute 정보에 대한 요청의 

결과 

PIBAttribute Integer - 읽혀진 PIB attribute의 identifier 

PIBAttributeIndex Integer - 

PIB attribute가 table혹은 배열 형

태일 때 사용 

MIBAttributeValue Various - 읽혀진 PIB attribute의 표시된 값 

표 17. MLME-PIB-GET.confirm 파라미터들 

7.1.2.4.2.2 생성 시기  

MLME-PIB-GET.confirm 프리미티브는 MLME에서 생성되고 MLME-PIB-GET.request 프리미

티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의 MAC 상위 계층으로 전달된다.  

7.1.2.4.2.3 수신 결과  

MLME-PIB-GET.confirm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MAC 상위 계층은 PIB attribute를 읽었다

는 결과를 통보한다. MLME-PIB-GET.confirm 프리미티브는 PIB attribute를 성공적으로 읽은 경

우에는 상태 파라미터는 SUCCESS를 나타낼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상태 파라미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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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UPPORTED_ATTRIBUTE 또는 INVALID_INDEX의 에러 코드를 나타낼 것이다. 만약 PIB 

attribute의 identifier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UNSUPPORTED_ATTRIBUTE의 상태 

값을 갖는 MLME-PIB-GET.confirm 프리미티브를 전송한다. 만약 PIBattributeIndex가 범위를 벗

어난 테이블의 인덱스를 나타낸다면, INVALID_INDEX 상태 값을 갖는 MLME-PIB-GET.confirm 

프리미티브를 전송한다. 

7.1.2.5 PIB attribute 값 설정을 위한 프리미티브  

7.1.2.5.1 MLME-PIB-SET.request 

MLME-PIB-SET.request 프리미티브는 PIB에 주어진 값을 설정하려는 시도를 한다.  

7.1.2.5.1.1 프리미티브의 의미  

MLME-PIB-SET.request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PIB-SET.request (  

PIBAttribute,  

PIBAttributeIndex 

PIBAttributeValue  

) 

표 18은 MLME-PIB-SET.request 프리미티브에 대한 파라미터의 사양을 규정한다.  

이름 타입 유효 범위 설명 

PIBAttribute Integer - 읽기 위한 PIB attribute의 identifier 

PIBAttributeIndex Integer - 

PIB attribute가 table혹은 배열 형태

일 때 사용 

PIBAttributeValue Various - 지정된 PIB attribute에 쓰기 위한 값 

표 18. MLME-PIB-SET.request 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들 

7.1.2.5.1.2 생성 시기  

MLME-PIB-SET.request 프리미티브는 MAC 상위 계층에서 생성되고 PIB attribute에 쓰기를 

시도할 때 자신의 MLME에게 전송된다.  

7.1.2.5.1.3 수신 결과  

MLME-PIB-SET.request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MLME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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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B attribute에 주어진 값을 쓰도록 시도한다. 만약 PIBAttribute 파라미터가 디바이스가 갖는 데

이터베이스에서 발견되지 않는 attribute일 경우에는 MLME는 UNSUPPORTED_ATTRIBUTE 의 상

태로 MLME-PIB-SET.confirm 프리미티브를 전송할 것이다. 만약 PIBAttibuteIndex 파라미터가 

범위를 벗어난 인덱스 값을 받거나, PIBAttributeValue 파라미터가 주어진 attribute의 유효 범위밖

에 값이라면 MLME는 INVALID_PARAMETER의 상태로 MLME-PIB-SET.confirm 프리미티브를 전

송할 것이다. 만약 요청된 PIB attribute가 성공적으로 쓰여지면, MLME는 SUCCESS의 상태로 

MLME-PIB-SET.confirm를 전송할 것이다.  

7.1.2.5.2 MLME-PIB-SET.confirm 

MLME-PIB-SET.confirm 프리미티브는 PIB attribute를 쓰기 위한 요청의 결과를 보고한다.  

7.1.2.5.2.1 프리미티브의 의미  

MLME-PIB-SET.confirm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PIB-SET.confirm (  

    status, 

    PIBAttribute  

    PIBAttributeIndex 

    )  

 

표 19는 MLME-PIB-SET.confirm 프리미티브에 대한 파라미터의 사양을 규정한다.  

이름 타입 유효 범위 설명 

Status Enumeration 

SUCCESS, 

UNSUPPORTED_ATTRIBUTE, 

또는 INVALID_PARAMETER 

PIB attribute를 쓰기 위한 요청의 

결과 

PIBAttribute Integer - 쓰여진 PIB attribute의 identifier 

PIBAttributeIndex Integer - 

PIB attribute가 table혹은 배열 형

태일 때 사용 

표 19. MLME-PIB-SET.confirm 파라미터들 

7.1.2.5.2.2 생성 시기  

MLME-PIB-SET.confirm 프리미티브는 MLME에서 생성되고 MLME-PIB-SET.request 프리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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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의 응답으로 자신의 MAC 상위 계층으로 전달된다. MLME-PIB-SET.confirm 프리미티브는 읽

혀진 PIB attribute이 요청된 값인 경우에는 SUCCESS 상태 값을 리턴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는 에러 코드인UNSUPPORTED_ATTRIBUTE 또는 INVALID_PARAMETER를 리턴한다.  

7.1.2.5.2.3 수신 결과  

MLME-PIB-SET.confirm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MAC 상위 계층은 MIB attribute의 설정 값 

변경 결과를 통보 받는다. 요청된 값이 MIB attribute로 설정되었으면 상태 파라미터가 SUCCESS

로 설정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태 파라미터는 에러를 나타낼 것이다. 만약 PIBAttribute 파라

미터가 디바이스가 갖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되지 않는 attribute일 경우에는 MLME는 

UNSUPPORTED_ATTRIBUTE 의 상태로 MLME-PIB-SET.confirm 프리미티브를 전송할 것이다. 

만약 PIBAttibuteIndex 파라미터가 범위를 벗어난 인덱스 값을 받거나, PIBAttributeValue 파라미

터가 주어진 attribute의 유효 범위밖에 값이라면 MLME는 INVALID_PARAMETER의 상태로

MLME-PIB-SET.confirm 프리미티브를 전송할 것이다. 만약 요청된 PIB attribute가 성공적으로 

쓰여지면, MLME는 SUCCESS의 상태로 MLME-PIB-SET.confirm를 전송할 것이다.  

7.1.2.6 MAC 계층을 Reset 하기 위한 프리미티브  

MLME-SAP Reset 프리미티브는 어떻게 자신의 디폴트 값으로 MAC 계층을 재설정할 지의 여

부를 규정한다. 모든 디바이스는 reset 프리미티브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7.1.2.6.1 MLME-RESET.request  

MLME-RESET.request 프리미티브는 reset 동작을 실행하도록 요청한다.  

7.1.2.6.1.1 프리미티브의 의미  

MLME- RESET.request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RESET.request (  

   SetDefaultPIB  

   )  

표 20은 MLME-RESET.request 프리미티브에 대한 파라미터에 대한 사양을 규정한다.  

이름 타입 유효 범위 설명 

SetDefaultMIB Boolean 

True 또는 

False 

True일 경우에는, MAC 계층은 모든 PIB attributes를 디폴트 값

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False일 경우에는 PIB 값을 RESET하기 전 값으로 남겨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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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MLME-RESET.request 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들 

7.1.2.6.1.2 생성 시기  

MLME-RESET.request 프리미티브는 MAC 상위 계층에서 생성하고 자신의 초기 상태로 

MAC 계층의 리셋을 요청한다. MLME-RESET.request 프리미티브는 MLME-START.request 또는 

MLME-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를 사용하기 전에 발생된다.  

7.1.2.6.1.3 수신 결과  

MLME-RESET.request 프리미티브가 수신되면 MAC 계층은 초기 상태를 설정하고 디폴트 값

으로 모든 내부 변수들을 클리어링한다. 만약 SetDefaultPIB 파라미터가 TRUE로 설정되면, PIB 

attribute는 디폴트 값으로 설정된다. 

7.1.2.6.2 MLME-RESET.confirm  

MLME-RESET.confirm 프리미티브는 reset 동작의 결과를 보고한다.  

7.1.2.6.2.1 프리미티브의 의미  

MLME-RESET.confirm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RESET.confirm (  

status 

)  

표 21은 MLME-RESET.confirm 프리미티브에 대한 파라미터의 사양을 규정한다. 

이름 타입 유효 범위 설명 

status Enumeration 

SUCCESS 또는 

FAIL 

Reset 동작의 결과  

표 21. MLME-RESET.confirm 파라미터들 

7.1.2.6.2.2 생성 시기  

MLME-RESET.confirm 프리미티브는 MLME에서 생성되고 MLME-RESET.request 프리미티브

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의 MAC 상위 계층으로 전달된다.  

7.1.2.6.2.3 수신 결과  

MLME-RESET.confirm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MAC 상위 계층은 MAC 계층을 reset하기 위한 

요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는다. MAC 부 계층을 reset하기 위한 요청이 성공하면, ML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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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T.confirm 프리미티브는 SUCCESS의 상태를 리턴 하고 그렇지 않으면, FAIL의 상태를 리

턴 하게 된다. 

7.1.2.7 TOPLOGY NOTIFICATION 프리미티브  

MLME-TOPOLOGY-NOTI 프리미티브는 네트워크에 접속한 디바이스들에 대한 정보를 T-베이

스스테이션으로 전송한다. 

7.1.2.7.1 MLME-TOPOLOGY-NOTI.request 

MLME-TOPOLOGY-NOTI.request 프리미티브는 T-센서노드 혹은 T-싱크노드가 T-싱크노트에 

성공적으로 접속하였을 경우, 부모 디바이스인 T-싱크노드가 T-베이스스테이션으로 접속한 자식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MAC 상위 계층에서 MAC 계층에 요청할 때 사용된다. 

7.1.2.7.1.1 프리미티브의 의미  

MLME-TOPOLOGY-NOTI.request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TOPOLOGY-NOTI.request (  

Device Type,  

NumAddr, 

AddressList 

)  

  표 22는 MLME-TOPOLOGY-NOTI.request 프리미티브에 대한 파라미터 사양을 규정한다.  

이름 타입 유효 범위 설명 

Device Type Iinteger 

0x01 – 

0x02 

Slot request 프레임에 포함되는

device의 종류  

0x01: 센서노드 

0x02: 싱크노드 

NumAddr Integer 0x01-0xff Addr list에 있는 address 개수 

AddressList variable  

T-베이스스테이션으로 통보되는 새

로 접속한 디바이스 주소 

T-센서노드: 16비트 주소 중 하위

1바이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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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싱크노드: 16비트 주소 중 상위

1바이트 주소 

표 22. MLME-SLOT-ALLOCATION.reqeust 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 설명 

7.1.2.7.1.2 생성 시기  

MLME-TOPOLOGY-NOTI.request 프리미티브는 MAC 상위 계층에서 생성되며, T-센서노드 혹

은 T-싱크노드가 부모 T-싱크노트에 성공적으로 접속하였을 경우, 부모 T-싱크노드가 T-베이스

스테이션으로 접속한 자식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생성된다. 

7.1.2.7.1.3 수신 결과  

MLME-TOPOLOGY-NOTI.request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디바이스의 MLME는 topology 

notification 명령을 생성하여 전송한다.  

7.1.2.7.2 MLME-TOPOLOGY-NOTI.indication 

MLME-TOPOLOGY-NOTI.indication 프리미티브는 새로이 접속된 디바이스의 정보를 T-베이스

스테이션의 MAC 상위 계층에게 알려주기 위해 MAC에서 생성한다.  

7.1.2.7.2.1 프리미티브의 의미  

MLME-TOPOLOGY-NOTI.indication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 TOPOLOGY-NOTIFICATION.indication (  

Device Type,  

NumAddr,  

AddressList 

)  

표 23은 MLME- TOPOLOGY-NOTIFICATION.indication 프리미티브에 대한 파라미터의 사양을 

규정한다. 

 

이름 타입 유효 범위 설명 

Device Type Iinteger 0x01 – 0x02 

Slot request 프레임에 포함되는 device

의 종류  

0x01: 센서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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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x02: 싱크노드 

NumAddr Integer 0x01-0xff Addr list에 있는 주소 개수 

Sensor Addr1~n 

 IEEE short 

Addr List 

 

T-베이스스테이션으로 리포팅 되는 새

롭게 접속한 디바이스의 주소들 

표 23. MLME- TOPOLOGY-NOTIFICATION.indication 파라미터들 

7.1.2.7.2.2 생성 시기  

MLME-TOPOLOGY-NOTI.indication 프리미티브는 topology notification 명령 수신 후에 MAC 

상위 계층에 전달된다.  

7.1.2.7.2.3 수신 결과  

MLME-TOPOLOGY-NOTI.indication 프리미티가 수신되면 MAC 상위 계층에 새로운 디바이스

의 접속이 통보된다. 

7.1.2.7.3 MLME-TOPOLOGY-NOTI.confirm 

MLME-TOPOLOGY-NOTI.confirm 프리미티브는 MLME-TOPOLOGY-NOTI.confirm 프리미티브

의 응답으로 MAC 계층이 MAC 상위계층으로 올려준다. 

7.1.2.7.3.1 프리미티브의 의미  

MLME-TOPOLOGY-NOTI.confirm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 TOPOLOGY-NOTIFICATION.confirm (  

status 

)  

표 23은 MLME- TOPOLOGY-NOTIFICATION. confirm 프리미티브에 대한 파라미터의 사양을 

규정한다. 

 

이름 타입 유효 범위 설명 

status 

 

Enumeration 

SUCCESS, 

CHANNEL_ACCESS_FAILURE, 

NO_ACK, 

Topology notification 전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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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ALID_PARAMETER. 

표 24. MLME- TOPOLOGY-NOTIFICATION. confirm 파라미터들 

7.1.2.7.3.2 생성 시기  

MLME-TOPOLOGY-NOTI.confirm 프리미티브는 MLME-TOPOLOGY-NOTI.request 프리미티브

의 수행 결과를 MAC 상위 계층에 보고한다. 

만약 요청이 성공적이면 상태 파라미터는 SUCCESS를 나타내고, 요청이 실패하면 상태 파라

미터는 CHANNEL_ACCESS_FAILURE, NO_ACK, NO_DATA, 또는INVALID_PARAMETER의 상태 

값을 나타낸다. 

만약 요청이 CSMA-CA 알고리즘이 혼잡한 채널을 나타내기 때문에 T-싱크노드 혹은 T-베이

스스테이션에게 전송될 수 없다면, MLME는 CHANNEL_ACCESS_FAILURE상태를 갖는 MLME-

TOPOLOGY-NOTI.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줄 것이다. 

만약 MLME가 요청 명령을 성공적으로 전송한다면, MLME는 ACK의 반환을 기대 할 것이다. 

만약 ACK가 수신되지 않는다면, MLME는 NO_ACK 상태를 갖는 MLME-TOPOLOGY-

NOTI.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줄 것이다.  

만약 MLME-TOPOLOGY-NOTI.request 프리미티브 내의 파라미터가 지원되지 않거나 범위를 

벗어난다면, MLME는 INVALID_PARAMETER의 상태를 갖는 MLME-TOPOLOGY-NOTI.confirm 프

리미티브를 넘겨줄 것이다. 

7.1.2.7.3.3 수신 결과  

MLME-TOPOLOGY-NOTI.confirm 프리미티가 수신되면 MAC 상위 계층은 MLME-

TOPOLOGY-NOTI.request의 처리 결과를 통보 받는다. 

7.1.2.8 메시지 시퀀스 차트  

<그림 8>은 성공적인 TOPOLOGY NOTIFICATION 메시지의 전달 순서를 도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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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Topology notification 메시지 차트 

7.1.2.9 수신 가능 시간 명세를 위한 프리미티브  

MLME-SAP 수신기 상태 프리미티브는 주어진 시간에서 수신기를 어떻게 수신가능 또는 불가

능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의한다. 모든 디바이스는 수신기 상태 프리미티브에 대한 인터페이스

를 제공해야 한다.  

7.1.2.9.1 MLME-RECEIVER-ENABLE.request 

MLME-RECEIVER-ENABLE.request 프리미티브는 MAC 상위 계층이 제한된 시간 동안 수신기

를 수신 가능 또는 불가능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허락한다.  

7.1.2.9.1.1 프리미티브의 의미  

MLME-RECEIVER-ENABLE.request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MLME-RECEIVER-ENABLE.request (  

DeferPermit,  

RxOnTime,  

RxOnDuration  

)  

표 24는MLME-RECEIVER-ENABLE.request 프리미티브에 대한 파라미터의 사양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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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타입 유효 범위 설명 

DeferPermit Boolean 

TRUE 또는 

FALSE 

요청된 시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 다음 슈퍼프레임 까지 요

청된 오퍼레이션을 연기할 수 있다면 TRUE 그렇지 않고 

현재 슈퍼프레임까지만 가능할 경우에는 FALSE 

RxOnTime Integer 

0x000000-

0xffffff 

수신기가 활성화 혹은 비활성화 되기 전에 슈퍼프레임의 

시작부터의 심볼 넘버  

RxOnDuration Integer 

0x000000-

0xffffff 

리시버 활성 시간, 심볼 넘버로 표시  

0x000000인 경우 수신기 비활성화를 의미한다. 

표 25. MLME-RECEIVER-ENABLE.request 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 

7.1.2.9.1.2 생성 시기  

MLME-RECEIVER-ENABLE.request 프리미티브는 MAC 상위 계층에서 생성되고 현재 또는 다

음 슈퍼프레임 시작시간의 상대적인 시간 후에 정해진 시간 동안 수신기를 사용 가능하도록 

MLME에게 전송된다. 이 프리미티브는 이전에 생성된 수신기 활성화 요청을 취소하기 위해 생성

될 수 있다. 프리미티브가 요청될 때 마다 수신기는 정확하게 한번씩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 된

다.  

7.1.2.9.1.3 수신 결과  

프리미티브가 수신기의 활성화를 위해 보내진다면, RxOnduration에 의한 시간초과가 될 때까지 

디바이스는 수신기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만약 수신된 프리미티브가 수신기의 비활성화 요청이면 

수신기를 비활성화 시킨다. 

MLME는 수신기를 활성화시키려는 시도 이전에, 먼저 비컨 인터벌이 (RxOnTime + 

RxOnDuration) 시간보다 긴지 짧은지를 결정한다. 만약 짧다면 MLME는 ON_TIME_TOO_LONG 의 

상태를 갖는 MLME-RECEIVER-ENABLE.confirm 프리미티브를 전송한다.  

그 다음 MLME는 수신기가 현재의 슈퍼프레임 안에 활성화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만약 슈

퍼프레임의 시작으로부터 측정된 현재 심볼의 수가 (RxOnTime – aTurnaroundTime)보다 작다면, 

MLME는 현재의 슈퍼프레임 안에 수신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한다. 마약 슈퍼프레임 시

작으로부터 측정된 현재 심볼의 수가 (RxOnTime – aTurnaroundTime)보다 크거나 같고, 

DeferPermit이 TRUE이면, MLME는 다음 슈퍼프레임까지 기다린 다음, 다음 슈퍼프레임안에 수신

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MLME가 현재의 슈퍼프레임안에 수

신기를 활성화시킬 수 없고, 다음 슈퍼프레임까지 수신 동작을 지연시키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면, MLME는 PAST_TIME상태를 갖는 MLME-RECEIVER-ENABLE.confirm 프리미티브를 발생시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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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RxOnDuration 파라미터가 0과 같다면, MLME는 PHY가 수신기를 비활성화시킬 것을 요청

한다. 만약 MLME-RECEIVER-ENABLE.request 프리미티브에 있는 어떠한 파라미터라도 지원되

지 않거나 범위를 벗어나면, MAC 계층은 INVALID_PARAMETER 상태를 갖는 

MLME_RX_ENABLE.confirm 프리미티브를 발생시킬 것이다. 

만약 수신기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시키기 위한 요청이 성공적이었다면, MLME는 SUCCESS 

상태를 갖는 MLME-RS-ENABLE.confirm 프리미티브를 발생시킨다. 

7.1.2.9.2 MLME-RX- ENABLE.confirm 

MLME-RX- ENABLE.confirm 프리미티브는 수신기의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시도의 결과를 보

고한다.  

7.1.2.9.2.1 프리미티브의 의미  

MLME-RECEIVER-ENABLE.confirm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RECEIVER-ENABLE.confirm (  

status 

) 

표 25는 MLME-RECEIVER-ENABLE.confirm 프리미티브에 대한 파라미터의 사양을 규정한다. 

이름 타입 유효 범위 설명 

Status Enumeration 

SUCCESS, 

PAST_TIME, 

ON_TIME_TOO_LONG, 

또는 

INVALID_PARAMETER 

수신기 활성 요청 결과  

표 26. MLME-RECEIVER-ENABLE.confirm 파라미터 

7.1.2.9.2.2 생성 시기  

MLME-RECEIVER-ENABLE.confirm 프리미티브는 MAC 부 계층의 MLME에서 생성되고 

MLME-RECEIVER-ENABLE.request 프리미티브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의 MAC 상위 계층으로 전

달된다. 

7.1.2.9.2.3 수신 결과  

MLME-RECEIVER-ENABLE.confirm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MAC 상위 계층은 수신기를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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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하기 위한 요청을 알아차린다. 만약 수신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요청이 성공적이라면, 

SUCCESS의 상태 값이 리턴 되고 그렇지 않으면 PAST_TIME, ON_TIME_TOO_LONG 또는 

INVALID_PARAMETER의 에러 코드가 리턴 된다. 

7.1.2.10 채널 스캐닝을 위한 프리미티브  

MLME-SAP 스캔 프리미티브는 통신 채널에서 UTS 센서네트워크의 존재 또는 부재와 어떻게 

디바이스가 에너지를 감지하는 지 등을 정의한다. 모든 디바이스는 스캔 프리미티브에 대한 인터

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7.1.2.10.1 MLME-SCAN.request  

MLME-SCAN.request 프리미티브는 주어진 채널의 리스트에 대해서 채널 검색을 시작하는데 

사용된다. 디바이스는 POS이내에 비컨 프레임을 전송하는 모든 T-싱크노드 및 T-베이스스테이

션을 찾기 위해 그리고 채널의 에너지를 측정하기 위해 채널 스캔을 사용 한다. 

7.1.2.10.1.1 프리미티브의 의미  

MLME-SCAN.request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SCAN.request (  

ScanType,  

ScanChannels,  

ChannelPage, 

ScanDuration  

)  

표 26은 MLME-SCAN.request 프리미티브에 대한 파라미터의 사양을 규정한다. 

이름 타입  유효 범위 설명 

ScanType Integer 

0x00-

0x02 

수행되는 스캔의 타입을 나타낸다. 

0x00 = ED sacn(T-베이스스테이션, T-싱크노드의 경우에만) 

0x01 = active scan(T-베이스스테이션의 경우에만) 

0x02 = passive scan 

ScanChannels Bitmap 

27bit 필

드 

채널을 스캔 하기 위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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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Page Interger 0-31 채널 스캔을 위한 채널 페이지 

ScanDuration Integer 1-256 

ED, active, passive 스캔에 대해 각각의 채널을 스캐닝 하기 위

해 걸리는 시간의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값 

각각의 채널을 스캐닝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Beacon Interval] * n] 심볼이다. 

여기서 n은 ScanDuration 파라미터의 값이다.  

표 27. MLME-SCAN.request 파라미터 

7.1.2.10.1.2 생성 시기  

MLME-SCAN.request 프리미티브는 MAC 상위 계층에서 생성되고 디바이스의 POS 내에서 동

작 하고 있는 다른 디바이스를 찾기 위해서 채널 스캔을 시작한다. MLME-SCAN.request 프리미

티브는 사용 채널을 결정하기 위해 ED 스캔을 실행하고 액티브 스캔은 T-베이스스테이션이 처

음 네트워크를 시작할 때 주변에 UTS 센서네트워크 혹은 IEEE 802.15.4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UTS 센서네트워크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 ED 스캔은 T-센서노드에게는 옵션이

며 T-베이스스테이션이 UTS 센서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중앙 컨트롤러로 동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한다. 액티브 스캔은 T-베이스스테이션에서만 실행된다. 패시브 스캔은 

Association을 위해서 UTS 센서네트워크를 선택하기 전에 실행되어야 한다. 

7.1.2.10.1.3 수신 결과  

MLME가 MLME-SCAN.request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ScanChannels 파라미터에 규정된 모

든 채널에 대한 스캔을 시작한다. 스캔 주기 동안에는 스캔을 요청하는 디바이스는 비컨 전송

을 하지 않는다. 스캔 주기 동안에는 MAC 부 계층은 스캔을 실행하는데 관련된 PHY 데이터 서

비스를 통해 수신된 프레임만을 수용한다.  

먼저 시작된 스캔이 수행되고 있을 때, MLME는 MLME-SCAN.reqeust 프리미티브를 받으면 

MLME-SCAN.confirm 프리미티브를 SCAN_IN_PROGRESS로 설정하여 보낸다. 그렇지 않으면 

MLME는 SCanChannles 파라미터에 명시된 모든 채널을 스캔 하기 시작한다.  

ACTIVE 스캔은 각 채널에서 MLME가 첫번째 보내는 비콘 요청 명령에 의해 수행된다. MLME

는 UTSPANDescriptor구조에서 각각 수신한 비콘 정보들의 기록과 수신을 가능하도록 한다. 

ED 스캔의 결과에는 ED값과 SUCCESS가 설정된 MLME-SCAN.confirm 프리미티브를 통하여 

MAC 상위 계층에 보고된다. 

ACTIVE 스캔과 PASSIVE 스캔의 결과는 MLME-SCAN.confirm 프리미티브를 통해서 MAC 상

위 계층으로 보고된다. 스캔이 성공적이면, UTSPANDescriptor 값은 프리미티브 결과에 포함된다. 

스캔 되지 않은 채널과 SUCCESS 상태리스트를 포함한다. ACTIVE 스캔을 하는 중에 MLME가 

채널 접근 실패로 인해 비컨 요청을 해당 채널에 전송할 수 없다면, 그 채널은 반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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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ME_SCAN.confirm 프리미티브에 의해 UnscannedChannels 리스트에 포함된다. 만약 MLME

가 최소 하나의 채널에 비컨 요청 명령을 보낼 수 있었지만 아무런 비컨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MLME-SCAN.confirm 프리미티브는 null로 설정된 PAN 디스크립터를 포함하고, NO_BEACON상

태가 된다. 

7.1.2.10.2 MLME-SCAN.confirm  

MLME-SCAN.confirm 프리미티브는 채널 스캔 요청의 결과를 보고한다.  

7.1.2.10.2.1 프리미티브의 의미  

MLME-SCAN.confirm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SCAN.confirm (  

status, 

ScanType,  

ChannelPage, 

UnscannedChannels,  

ResultListSize,  

EnergyDetectList,  

UTSPANDescriptorList  

) 

표 27은 MLME-SCAN.confirm 프리미티브에 대한 파라미터의 사양을 규정한다.   

이름 타입 유효 범위 설명 

status Enumeration 

SUCCESS, 

SCAN_IN_PROGRESS, 

NO_BEACON, 

INVALID_PARAMETER 

scan request의 결과 

ScanType Integer 0x00-0x02 

수행되는 스캔의 타입을 나타낸다. 

0x00 = ED sacn 

0x01 = Active scan 

0x02 = Passive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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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Page Interger 0-31 스캔을 수행한 채널 패이지 

UnscannedChannels Bitmap 27비트 필드 

스캔 되지 않은 채널을 나타낸다.(스캔 

되지 않았을 경우: 1, 스캔 되었거나 

요청되지 않았을 경우: 0) 

ResultListSize Integer 

Implementation 

specific 

들어온 결과 리스트에 속한 element의 숫자

를 의미한다. 

EnergyDetectList 

List of 

Integers 

0x00~oxff for each 

interger 

ED Scan의 결과인 각 채널에 대한 에

너지 측정값 리스트를 나타낸다. 이 파

라미터는 ED Scan외에는 모두 Null로 

나타낸다. 

UTSPANDescriptorList 

List of PAN 

descriptor 

values 

MLME-BEACON 참조 

ACTIVE 혹은 PASSIVE 스캔 시에 수신

한 비컨의 정보를 저장하는 

UTSPANDescriptor 리스트이다. 이 

파라미터는 ED Scan시에는 Null로 

나타낸다. 

표 28. MLME-SCAN.confirm 파라미터들 

7.1.2.10.2.2 생성 시기 

MLME-SCAN.confirm 프리미티브는 MLME에서 생성되고 MLME-SCAN.request 프리미티브가 

완료될 때 자신의 MAC 상위 계층으로 전달된다. MLME-SCAN.request 프리미티브가 ACTIVE 혹

은 PASSIVE 스캔을 요청했다면 EngergyDetectList 파라미터는 null이 될 것이다. MLME-

SCAN.requset가 ED 스캔을 요청했다면 UTSPANDescriptorList 파라미터는 null이 될 것이다.  

MLME-SCAN.confirm 프리미티브는 요청된 스캔이 성공하면 SUCCESS 상태 값을 리 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에러 코드인 SCAN_IN_PROGRESS,INVALID_PARAMETER, NO_BEACON 또는 

INVALID_PARAMETER를 리턴할 것이다.  

7.1.2.10.2.3 수신 결과  

MLME-SCAN.confirm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MAC 상위 계층은 스캔 처리과정의 결과를 통보 

받는다. 만약 요청된 스캔이 성공적이면, 상태 파라미터는 SUCCESS로 설정되고 그렇지 않으

면, 상태 파라미터는 에러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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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11 통신 상태 프리미티브  

MLME-SAP 통신 상태 프리미티브는 MLME가 통신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MAC 상위 계층에 

알려줄 지를 결정한다.  

7.1.2.11.1 MLME-RESULT-NOTI.indication 

MLME-RESULT-NOTI.indication 프리미티브는 MLME가 통신 상태를 알리는데 사용된다.  

7.1.2.11.1.1 프리미티브의 의미  

MLME-RESULT-NOTI.indication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RESULT-NOTI.indication (  

UTSPANId,  

SourceAddrMode,  

SourceAddr,  

DestinationAddrMode,  

DestinationAddr,  

status 

)  

표 28는 MLME-RESULT-NOTI.indication 프리미티브에 대한 파라미터의 사양을 규정한다.  

이름 타입 유효 범위 설명 

UTSPANID integer 0x0000-0xffff 

프레임을 수신하거나 전송할 때 

디바이스가 갖는16비트 UTS 센

서네트워크 ID 

SourceAddrMode integer 0x00-0x03 

이 프리미티브에 대한 소스 어드

레싱 모드. 이 값은 아래의 값들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0x00 = no address 

0x01 = 예약됨. 

0x02 = 16비트 short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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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Addr 

Device 

address 

SourceAddrMode 파라미터에 

의해 규정된 것과 같음 

에러를 발생시킨 개별적인 디바

이스 어드레스 

DestinationAddrMode Integer 0x00-0x03 

이 프리미트에 대한 목적지 어드

레싱 모드. 이 값은 아래의 값들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0x00 = no address 

0x01 = 예약됨. 

0x02 = 16비트 short address 

DestinationAddr 

Device 

address 

DestinationAddrMode 파라미

터에 의해 규정됨 

프레임이 향하는 디바이스에 대

한 개별적인 디바이스 어드레스 

Status Enumeration 

SUCCESS. 

TRANSACTION_OVERFLOW, 

TRANSACTION_EXPIRED, 

CHANNEL_ACCESS_FAILURE 

NO_ACK 

or INVALID_PARAMETER 

통신 상태 

표 29. MLME-COMM-RESULT.indication 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 

7.1.2.11.1.2 생성 시기  

MLME-RESULT-NOTI.indication 프리미티브는 MLME에서 생성되고 response 프리미티브에서 

시작된 전송 프로세싱에서 에러를 생성하는 프레임을 받는 즉시 자신의 MAC 상위 계층에게 전

송된다.  

MLME-COMM_STATUS.indication 프리미티브는 MLME-ASSOCIATE.response 프리미티브 결

과로 MAC 계층 개체에 의해 생성된다. 이 프리미티브는 SUCCESS 혹은 일종의 상태에러코드인 

CHANNEL_ACCESS_FAILURE, NO_ACK, INVALID_PARAMETER를 반환한다. 

7.1.2.11.1.3 수신 결과  

MLME-RESULT-NOTI.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수신 즉시, MAC 상위 계층은 처리 도중에 발생한 

에러에 대한 상태 정보를 전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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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12 슈퍼프레임 설정 갱신을 위한 프리미티브  

MLME- start 프리미티브는 UTS 센서네트워크를 시작하기 위해 새 슈퍼프레임 설정 사용을 요

청 하는 내용을 정의한다. MLME-SAP start 프리미티브는 T-센서노드에 대해서는 선택사양이다.  

7.1.2.12.1 MLME-START.request 

MLME-START.request 프리미티브는 새로운 UTS 센서네트워크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슈퍼프레

임 환경 설정 사용의 시작을 허용한다.  

7.1.2.12.1.1 프리미티브의 의미  

MLME-START.request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START.request (  

UTSPANId,  

LogicalChannel,  

ChannelPage 

NumSuperframeSlots, 

NumExtentionBeacon, 

SuperframeAllocationInfo, 

numTSKBeaconBlockinfo, 

numTSNBeaconBlockinfo, 

BeaconBlockInfo, 

numSensorBlockInfo, 

SensorBlockInfo, 

numSinkBlockInfo, 

SinkBlockInfo 

)  

표 29는 MLME-START.request 프리미티에 대한 파라미터의 사양을 규정한다. 

이름 타입 유효 범위 설명 

UTSPANId integer 0x0000-0xffff 비컨이 사용하는 UTS 센서네트워크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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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alChannel integer 

PHY에서 지원하는 

사용 가능한 logical 

채널 범위 

비컨 전송 시작을 위한 채널 

ChannelPage integer 

PHY에서 지원하는 

사용 가능한 페이지

중에 하나 선택 

새로운 슈퍼프레임 설정을 적용할 채널 페

이지 

NumSuperframeSlots Byte 0x01-0xff 

슈퍼프레임의 활성구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한 값 

SuperframeDuration = A_SLOT_DURATIONX 

MAC_NUM_SUPERFRAME_SLOTS 

NumExtentionBeacon Byte 0x01-0xff 

비콘인터벌을 결정짓는 값 

BI = SuperframeDuration X 

MAC_NUM_EXTENTION_BEACON 

SuperframeAllocationI

nfo 

Superframe

Allocation 

Info 타입 

 

각 전송 블록별 슈퍼프레임 할당정보

(superframe allocation info 형식은 

beacon 프레임 포맷에서 확인 가능) 

num 

TSKBeaconBlcokInfo 

integer - 

T-싱크노드 및 T-베이스스테이션에 할당

된 비컨 블록 슬롯 개수 

num 

TSNBeaconBlcokInfo 

  T-센서노드에 할당된 비컨 블록 슬롯 개수 

BeaconBlcokInfo Variable variable 

비컨 블록을 구성하는 슬롯 별로 각 슬롯 

별 할당된 디바이스의 주소 

numSensorBlockInfo integer - SensorBlockInfo의 길이 

SensorBlockInfo Variable Variable 

센서 전송 블록을 구성하는 슬롯 별로 각 

슬롯 별 할당된 디바이스의 주소 

numSinkBlockInfo integer - SinkBlockinfo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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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kBlockInfo Variable Variable 

싱크 전송 블록을 구성하는 슬롯 별로 각 

슬롯 별 할당된 디바이스의 주소 

표 30. MLME-START.request 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 

7.1.2.12.1.2 생성 시기  

MLME-START.request 프리미티브는 MAC 상위 계층에서 생성되어 새로운 슈퍼프레임 환경 

설정의 사용을 요청하기 위해 MLME에 넘겨진다. 

7.1.2.12.1.3 수신 결과  

만약 MAC_SHORT_ADDRESS가 0xffff로 설정된 상태에서 MLME-START.request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MLME는 NO_SHORT_ADDRESS의 상태를 갖는 MLME-START.confirm 프리미티브를 

발생한다. MLME-START.request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PIB의 UTSPANId, LogicalChannel, 

ChannelPage, NumSuperframeSlots, NumExtentionBeacon, SuperframeAllocationInfo, 

BeaconBlockInfo, SensorBlockInfo, SinkBlockInfo를 변경한다. 비컨 프레임의 길이가 

A_MAX_PHY_PACKET_SIZE를 초과할 경우에는 MLME-START.confirm 프리미티브를 통해 

FRAME_TOO_LONG상태를 리턴한다. 

7.1.2.12.2 MLME-START.confirm  

MLME-START.confirm 프리미티브는 새로운 슈퍼프레임 환경 설정을 시도한 후의 결과가 저장

된다. 

7.1.2.12.2.1 프리미티브의 의미  

MLME-START.confirm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START.confirm (  

  status 

  )  

표 30은 MLME-START.confirm 프리미티브에 대한 파라미터의 사양을 규정한다.  

이름 타입 유효 범위 설명 

status Enumeration 

SUCCESS, 

NO_SHORT_ADDRESS, 

FRAME_TOO_LONG 

CHANNEL_ACCESS_FAILURE, 

 업데이트된 슈퍼프레임 환경을 사용하여 시작

을 시도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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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ALID_PARAMETER 

표 31. MLME-START.confirm 파라미터들 

7.1.2.12.2.2 생성 시기 

MLME-START.confirm 프리미티브는 MLME에서 생성되고 MLME-START.request 프리미티브

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의 MAC 상위 계층으로 전달된다.  MLME-START.confirm 프리미티브는 

MAC 부 계층에서 새로운 슈퍼프레임 환경을 사용하여 시작하는 경우에 SUCCESS의 상태를 리

턴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NO_SHORT_ADDRESS, FRAME_TOO_LONG, 

CHANNEL_ACCESS_FAILURE, 또는INVALID_PARAMETER 의 에러 코드를 리턴한다.  

7.1.2.12.2.3 수신 결과  

MLME-START.confirm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MAC 상위 계층에서 새로운 슈퍼프레임 환경

을 사용하여 시작하기 위해 요청된 결과가 통보된다. 만약 이상이 없다면 SUCCESS 상태 파라

미터로 설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태 파라미터는 에러를 나타낸다.  

7.1.2.12.3 슈퍼프레임 환경 설정을 갱신하기 위한 메시지 흐름도  

<그림 7>은 부모노드에서 비컨 전송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메시지의 전달 순서를 나타낸 것

이다.  

 

  

그림 9. 슈퍼프레임 환경 설정을 갱신하기 위한 메시지 시퀀스 차트 

7.1.2.13 부모 노드와 동기화를 위한 프리미티브  

MLME-SAP synchronization 프리미티브는 부모노드와 동기화를 상실하였을 경우 처리하기 위

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7.1.2.13.1 MLME-SYNC-LOSS.indication  

MLME-SYNC-LOSS.indication 프리미티브는 부모노드와 동기를 상실하였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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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13.1.1 프리미티브의 의미  

MLME-SYNC-LOSS.indication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SYNC-LOSS.indication (  

  LossReason  

  UTSPANId, 

  LogicalChannel, 

  ChannelPage 

   )  

표 32는 MLME-SYNC-LOSS.indication 프리미티브에 대한 파라미터의 사양을 규정한다.  

이름 타입 유효 범위 설명 

LossReason Enumeration 

PAN_ID_CONFLICT 또는 

REALIGNMENT 또는 

BEACON_LOST 

동기화를 잃었을 때의 이유를 

나타낸다. 

UTSPANId Integer 0x0000-0xffff 

UTS 센서네트워크의 Id를 나타

낸다. 

LogicalChanne Integer PHY에서 지원할 수 있는 채널 Logical 채널을 나타낸다. 

ChannelPage integer 

PHY에서 지원하는 사용 가능한 페

이지중에 하나 선택 

채널 페이지 

표 32. MLME-SYNC.LOSS.indication 파라미터들 

7.1.2.13.1.2 생성 시기  

MLME-SYNC-LOSS.indication 프리미티브는 디바이스의 MLME에서 생성되고 부모노드와 동기

화를 잃을 경우에 자신의 MAC 상위 계층으로 전달된다. MLME-SYNC-LOSS.indication 프리미티

브는 또한 네트워크 관리자인 T-베이스스테이션의 MLME에서 생성되고 PAN ID 충돌 발생시에도 

자신의 MAC 상위 계층으로 전달된다.  

7.1.2.13.1.3 수신 결과  

MLME-SYNC-LOSS.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MAC 상위 계층으로 동기화 손실이 통

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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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14 부모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프리미티브  

MLME-POLL 프리미티브는 다른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야 한다.  

7.1.2.14.1 MLME-POLL.request  

MLME-POLL.request 프리미티브는 MAC 상위 계층이 MAC 계층으로 다른 디바이스로부터 데

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 생성된다. 

7.1.2.14.1.1 프리미티브의 의미  

MLME-POLL.request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POLL.request (  

 ParentUTSPANId, 

 ParentAddr, 

)  

표 33은 MLME-POLL.request 프리미티브에 대한 파라미터의 사양을 규정한다.  

이름 타입 유효 범위 설명 

ParentUTSPANId Integer 0x0000 - 0xffff 

데이터를 가져오고자 하는 디

바이스의 PAN의 ID 

ParentAddr 

Device 

address 

ParentAddrMode 파라미터에서 규

정됨.  

데이터를 가져오고자 하는 디

바이스의 16비트 주소 

표 33. MLME-SYNC.LOSS.indication 파라미터들 

7.1.2.14.1.2 생성 시기  

MLME-POLL.request 프리미티브는 디바이스의 MLME에서 생성되고 다른 디바이스에게 데이터

를 요청하고자 할 때 발생된다.  

7.1.2.14.1.3 수신 결과  

MLME-POLL.request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MAC 계층은 data request 명령 프레임을 다른 

디바이스로 전송한다.  

7.1.2.14.2 MLME-POLL.confirm  

MLME-POLL.confirm 프리미티브는 poll 요청에 대한 응답을 MAC 계층이 MAC 상위 계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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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기 위한 프리미티브 이다. 

7.1.2.14.2.1 프리미티브의 의미  

MLME-POLL.confirm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POLL.confirm (  

status 

)  

표 34는 MLME-POLL.request 프리미티브에 대한 파라미터의 사양을 규정한다.  

이름 타입 유효 범위 설명 

status Enumeration 

SUCCESS, 

CHANNEL_ACCESS_FAILURE, 

NO_ACK, 

NO_DATA, 

INVALID_PARAMETER. 

Data request 결과 

표 34. MLME-POLL.confirm 파라미터들 

7.1.2.14.2.2 생성 시기  

MLME-POLL.confirm 프리미티브는 디바이스의 MLME에서 생성되고 MLME-POLL.request의 

응답으로 MAC 상위 계층으로 보고된다. 요청이 성공적일 경우 status는 SUCCESS를 나타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에러코드를 나타낸다.  

7.1.2.14.2.3 수신 결과  

MLME-POLL.confirm 프리미티브는 MLME에서 생성되고 MLME-POLL.request 프리미티브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의 MAC 상위 계층에 전달된다.  만약 요청이 성공적이면 상태 파라미터는 

성공적인 가입을 나타내는 SUCCESS를 나타내고, 가입 요청이 실패하면 상태 파라미터는 

CHANNEL_ACCESS_FAILURE, NO_ACK, NO_DATA, 또는INVALID_PARAMETER의 상태 값을 나

타낸다. 

만약 가입 요청이 CSMA-CA 알고리즘이 혼잡한 채널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른 디바이스로 전

송될 수 없다면, MLME는 CHANNEL_ACCESS_FAILURE상태를 갖는 MLME-POLL.confirm 프리

미티브를 넘겨줄 것이다. 

만약 MLME가 data request 명령을 성공적으로 전송한다면, MLME는 ACK의 반환을 기대 할 

것이다. 만약 ACK가 수신되지 않는다면, MLME는 NO_ACK 상태를 갖는 MLME-POLL.con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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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티브를 넘겨줄 것이다.  

만약 디바이스의 MLME가 data request 명령의 ACK을 성공적으로 수신하고 ACK의 Frame 

Pending 필드가 0으로 설정되어있는 경우, MLME는 NO_DATA상태를 갖는 MLME-POLL.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줄 것이다. 

디바이스의 MLME가 data request 명령의 ACK을 성공적으로 수신하고 ACK의 Frame Pending 

필드가 1로 설정되어있는 경우, MLME는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수신하면, SUCCESS상태를 갖는 

MLME-POLL.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줄 것이다. 데이터를 수신하지 못하면 NO_DATA를 리턴

한다. 

만약 MLME- POLL.request 프리미티브 내의 파라미터가 지원되지 않거나 범위를 벗어난다면, 

MLME는 INVALID_PARAMETER의 상태를 갖는 MLME- POLL.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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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MAC 프레임 포맷 

UTS 센서네트워크 MAC 프레임 포맷에 대하여 설명한다. 모든 프레임은 아래 기본 구성요소

들로 이루어져 있다. 

a) MAC Header(MAC 헤더)는 프레임 컨트롤 필드, 시퀀스 넘버 필드, 어드레스 정보 필드, 포

워디드 디바이스 필드로 구성된다.  

b) MAC Payload(MAC 페이로드)는 가변 길이를 갖고 프레임 타입에서 정의된 정보를 포함한

다. Ack 프레임은 페이로드를 포함하지 않는다.  

c) MAC Trailer(MAC 트레일러)는 FCS를 포함한다  

7.2.1 일반적인 MAC 프레임의 구조 

UTS MAC 프레임의 일반적인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MAC 

Header 부분은 Mac 프레임의 특성을 나타내며, MAC payload 부분은 전송되어야 하는 데이터 

영역이며, MAC trailer 부분은 프레임의 에러여부를 확인하는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MAC 

Header는 다시 프레임 컨트롤 필드, 시퀀스 필드, 어드레스 필드, 포워디드 디바이스 필드로 이

루어져 있다.  

 

그림 10 일반적인 UTS MAC 프레임 구조 

프레임 컨트롤 필드는 모든 프레임에 항상 공통적으로 구성되는 필드이며 프레임의 특성을 나

타낸다. 세부 필드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다. 프레임의 종류를 나타내는 프레임 타입 필드, 프레

임을 보내는 디바이스가 수신자에게 보내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프레임 펜딩 

필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보장을 위한 ACK 요청 필드, 발신지 UTSPANID와 수신지 

UTSPANID가 같은지 여부를 구분하는 UTSPANID 압축필드, 수신지 주소의 표현모드 정보를 나

타내는 수신지 주소 모드 필드, 프레임의 버전을 나타내는 프레임 버전 필드, 발신지 주소의 표

현모드 정보를 나타내는 발신지 주소 모드 필드, 등으로 구성되어 진다. 

 

그림 11 프레임 컨트롤 필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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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지 UTSPANID와 수신지 UTSPANID가 같을 경우 UTSPANID 압축 필드는 1로 설정되고, 

수신지 UTSPANID는 MAC해더에서 삭제한다. 수신지 UTSPANID는 발신지 UTSPANID와 같다고 

가정한다. 발신지 UTSPANID와 수신지 UTSPANID가 다를 경우 UTSPANID 압축 필드는 0이며, 

발신지 UTSPANID와 수신지 UTSPANID가 주소필드에 모두 기술되어야 한다. 

Frame type 값 

b2 b1 b0 

설명 

000 Beacon 

001 Data 

010 Acknowledgment 

011 MAC command 

100-111 Reserved 

표 35. 프레임 타입 서브 필드 

발신지 주소 모드 필드와 수신지 주소 모드 필드는 다음의 유효한 값을 가진다. 

주소 모드 값 설명 

00 UTSPANID와 주소필드 존재하지 않음 

01 예약 

10 16비트 주소 

11 64비트 주소 

표 36 발신지 주소 모드 및 수신지 주소 모드 

MAC trailer FCS 필드는 2바이트이고 16비트 ITU-T CRC를 포함한다. FCS는 프레임의 MHR과

MAC 페이로드를 통해 계산된다. FCS는 16차 표준 다항식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

이 계산된다. 

G16(x) = x16+x12+x5+1 

7.2.2 Beacon 프레임의 구조 

비컨 프레임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된다.  

비컨 페이로드는 슈퍼프레임 구조 정보(Superframe structure info)를 나타내는 슈퍼프레임 구

조 정보 필드, 슈퍼프레임의 블록 할당 정보를 나타내는 슈퍼프레임 할당 정보(Superframe 

allocation info) 필드, 각 블록별 슬랏 할당 정보, 전송대기 주소 필드, 비컨 프레임의 가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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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나타내는 페이로드 필드, 시각 동기화를 위한 타임 스탬프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12. 비컨 프레임의 구조 

슈퍼프레임의 구조 정보를 나타내는 슈퍼프레임 구조 정보 필드는 그림과 같이 슈퍼프레임을 

구성하는 전체 슬랏의 개수를 나타내는 슈퍼프레임 슬랏 개수 필드(NumSuperframeSlot), 저전력 

모드 지원을 위한 listen 구간을 나타내는 확장 비컨 개수 필드(NumExtentionBeacon), 센서노드

의 네트워크 참여여부를 나타내는 참여 허용 필드, 슈퍼프레임 블록 할당 정보가 기술하는 블록

의 개수를 지시하는 모드 필드, 버전 필드로 구성되어 진다. 

 

그림 13. 슈퍼프레임 구조 정보 필드 

Mode 설명 

00 슈퍼프레임 블록 할당 정보는 비컨 블록과 경쟁블록으로 구성됨 

01 슈퍼프레임 블록 할당 정보는 비컨 블록, 경쟁블록, 싱크 전송 블록으로 

구성됨 

10 슈퍼프레임 블록 할당 정보는 비컨 블록, 경쟁 블록, 센서전송 블록, 싱

크 전송 블록으로 구성됨 

11 예약 

표 37 슈퍼프레임 구조 정보의 모드필드 

슈퍼프레임의 각 블록 구조 정보를 나타내는 슈퍼프레임 할당 정보 필드는 그림과 같이 구성된

다. 블록의 위치 및 구성정보를 나타내기 위하여 최대 4개의 블록 구조 정보 필드를 가지고, 각

각의 블록 구조 정보는 블록의 종류를 나타내는 블록 타입 필드(Block Type), 블록 내 블록 슬롯

을 구성하는 기본 슬롯 개수 정보 필드 (Slot Length), 블록 전체를 구성하는 총 기본 슬랏 개수 

정보 필드(Num Total Slot) 등으로 구성된다.  

블록은 여러 개의 블록슬롯으로 구성되며, 블록 슬롯은 여러 개의 기본 슬롯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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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슈퍼프레임 할당 정보 필드 

각 블록별 블록 타입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블록 타입 설명 

00 비컨 블록 

01 센서 전송 블록 

10 싱크 전송 블록 

11 경쟁 블록 

표 38 블록 타입 

각 블록의 슬랏 할당 정보를 나타내는 필드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된다. 길이는 할당 될 노

드의 개수를 고려하여 가변적으로 구성이 되며, 어드레스의 할당 순서 정보와 슬랏 할당 블록의 

슬랏 할당 순서정보와 일치한다. 

 

그림 15. Sensor Block field 

 

그림 16. Sink Block field 

 

그림 17. Beacon Block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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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Pending Address list 정보 필드 

 

7.2.3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MAC Header 필드와 전송 될 데이터 구간 필드 및 

MAC trailer로 구성된다.  

 

그림 19 데이터 프레임 구조 

 

그림 20 포워드 노드 필드 

 

(a)                              (b) 

그림 21 (a)포워드 노드 규격, (b) 포워드 노드 리스트 

7.2.4 ACK 프레임의 구조 

ACK 프레임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2. ACK 프레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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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명령 프레임의 구조 

7.2.5.1 MAC 명령 프레임의 일반적인 구조 

UST MAC command 프레임은 아래 표와 같이 이루어 진다.  

 

그림 23. MAC 커맨드 프레임 구조 

7.2.5.2 MAC 명령 프레임의 종류 

UST MAC command 프레임은 아래 표와 같이 이루어 진다.  

명령 프레임 ID 명령 프레임 종류 

0x01 Association Request 

0x02 Association Response 

0x03 Disassociation Notification 

0x04 Data Request 

0x05 Topology notification(T-싱크노드) 

0x06 Topology notification(T-센서노드) 

0x07 Beacon Request 

0x08 – oxff 예약 

그림 24 MAC 명령 프레임 종류 

7.2.5.3 Association request 명령 

Association request 프레임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5. Association request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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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 info field는 아래 그림과 같다. T-센서노드일 경우 Device Type은 0, T-싱크노드일 경우 

Device Type은 1이다. 

 

그림 26. Device info 필드 

Association info field는 아래 그림과 같다. Association info field는 Device Type이 0일 경우에

만 추가되며, T-센서노드의 위치(Position) 정보가 들어간다. 위치는 차로 정보와 각 차로 에서의 

순서정보로 구성되며, 거리 정보는 정지선으로부터의 거리로 0.1m 단위로 기술된다. 

 

그림 27. Association info 필드 

7.2.5.4 Association response 커맨드 

Association response 프레임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8. Association response 프레임 

Association status 필드 값은 아래와 같다.  

 

그림 29. Association status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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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5 Disassociation notification 명령 

Disassociation notification 프레임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Command
ID

1

Disassociation 
Reason

1

MHR fields

Octets : 

 

그림 30. Disassociation notification 프레임 

Disassociation reason 필드 값은 아래와 같다.  

reason 설명 

0x00 예약 

0x01 부모 디바이스가 자식 디바이스에게 네트워크 탈퇴를 요청 

0x02 자식 디바이스가 부모 디바이스에게 네트워크 탈퇴를 알림 

0x03 – 0xff 예약 

표 39 탈퇴 이유 

7.2.5.6 Data request 명령 

Data request 명령 프페임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1 Data request 프레임 

7.2.5.7 Beacon request 명령 

Beacon Request 프레임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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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Beacon request프레임 

7.2.5.8 Topology Notification 명령 

Topology Notification 명령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3. Topology Notification 프레임 

New commer information 필드 값은 아래와 같다.  

 

그림 34. New commer info 필드 

New comer information의 주소는 1바이트 주소를 기술하며, T-센서노드의 경우 하위 1바이트 

주소, T-싱크노드의 경우 상위 1바이트 주소를 적는다. 

7.3 MAC enumeration 설명 

본 부절은 UTS MAC 표준 사양에서 정의된 프리미티브에서 사용되는 목록의 의미를 설명한

다. 표는 MAC 목록 값을 설명한다.  

 

목록 값 설명 

SUCCESS 0 x 00 요청된 동작의 성공 

- 

0x01 

-0xdf 

MAC 명령 상태와 reason 코드 값을 위해 예약됨 

- 

0x80 

-0xdf 

미래의 사용을 위해 예약됨. 

BEACON_LOST 0 x e0 비컨을 듣지 못함 

CHANNEL_ACCESS_FAILURE 0 x e1 CSMA-CA 메커니즘이 실패하여 채널 접속에 실패하여 전송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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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 0 x e2 요청된 동작의 실패 

FRAME_TOO_LONG 0 x e3 프레임 길이가 A_MAX_PHY_PACKET_SIZE 보다 김 

NO_TIME_SLOT 0 x e4 할당된 슬롯 없음 

INVALID_HANDLE 0 x e5 제공된 파라미터 값과MSDU가 매칭하지 않음 

INVALID_PARAMETER 0 x e6 유효 범위 밖의 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 임  

NO_ACK 0 x e7 어떠한 Ack도 수신하지 못함  

NO_BEACON 0 x e8 스캔을 통해 네트워크에서 어떠한 비컨도 발견하지 못함 

NO_DATA 0 x e9 Request 후 응답 데이터 받지 못함  

ON_TIME_TOO_LONG 0 x ea 비컨 인터벌이 (RxOnTime + RxOnDuration) 시간보다 짧음 

PAN_ID_CONFLICT 0 x eb UTSPANId 충돌 

PAST_TIME 0 x ec 

현재의 슈퍼프레임안에 수신기를 활성화시킬 수 없고, 다음 슈퍼

프레임까지 수신 동작을 지연시키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REALIGNMENT 0 x ed 슈퍼프레임 정보 변경  

SCAN_IN_PROGRESS 0 x ee 먼저 시작된 스캔이 수행되고 있음 

TRANSACTION_EXPIRED 0 x ef 트랜잭션 종료 후 정보 폐기 

TRANSACTION_OVERFLOW 0 x f0 트랜잭션을 처리할 용량 부족 

UNSUPPORTED_ATTRIBUTE 0 x f1 PIB attribute의 identifier가 데이터베이스에 없음 

- 

0 x f2 

-0 x ff 

미래의 사용을 위해 예약됨. 

표 40. MAC enumeration 설명 

7.4 MAC 부계층에서 사용되는 상수 및 PIB attributes 

본 부절은 MAC 부 계층에서 요청되는 상수와 attributes의 사양을 규정한다.  

7.4.1 상수 

MAC 부 계층에서 정의하는 상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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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설명 값 

A_BASE_SLOT_DURATION 

슈퍼프레임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슬롯의 심볼 개수. 

60 

A_EXTENDED_ADDESS 

디바이스에 할당된 64비트(IEEE) 주

소. 

디바이스에 따라 정의 

A_MAX_BE 

CSMA-CA 알고리즘에서 최대

backoff 지수 값. 

5 

A_MAX_LOST_BEACONS 

수신 디바이스의 MAC 계층이 동기를

잃어 버렸음을 판단하게 하는 연속적

분실 비컨의 개수. 

4 

A_MAX_PHY_PACKET_SIZE PHY로 전송될 수 있는 MDPU 크기 127byte 

A_MIN_CONTENTION_BLOCK

_LENGTH 

경쟁 구간을 구성하는 최소 심볼 수. 

이는 경쟁구간 동안 MAC 명령들이 디

바이스에 전송될 수 있게 보장해준다. 

440 

A_SLOT_DURATION 슈퍼프레임을 구성하는 슬롯의 길이 

A_BASE_SLOT_DURATION* 

NUM_EXTENTION_SLOTS 

A_UNIT_BACKOFF_PERIOD 

CSMA-CA 알고리즘에 의해 사용되는

기본 시간 구간을 구성하는 심볼의 개

수. 

20 

NUM_EXTENTION_SLOTS 

슈퍼프레임을 구성하는 슬롯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한

A_BASE_SLOT_DURATION의 개수 

1 

NUM_SUPERFRAMEINFO_MO

DIFY 

슈퍼프레임 정보를 변경하기 위한 기

준 비컨 전송 횟수 

10 

표 41. 상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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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MIB attributes 

MIB는 디바이스의 MAC 부 계층을 관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Attributes로 구성된다. 이러한 

attributes MIB 값은 MLME-PIB-GET.request 프리미티브와 MLME-PIB-SET.request 프리미티브

를 사용하여 읽고 쓸 수 있게 되며 MIB에 포함된 attributes는 표 42와 같다.  

ID Attribute Type 범위 설명 

0x40 

MAC_ 

PARENT_EXTENDED_AD

DRESS 

QWOR

D 

Extended 64bit 

IEEE address - 

0xffff 

T-센서노드 또는 T-싱크노드에서 자신의

부모노드가 될 T-싱크노드 또는 T-베이

스스테이션 의 8바이트 확장 주소 

0x41 

MAC_ACK_WAIT_DURATIO

N 

바이트 54 Ack 프레임을 기다리는 최대 심볼 넘버 

0x42 

MAC_ASSOCIATE_PERM

IT 

BOOL 참 또는 거짓 

T-싱크노드 또는 T-베이스스테이션이

현재 Association을 허용하는가를 나타

낸다.  

0x43 

MAC_BEACON_ 

PAYLOAD_LENGTH 

바이트 0-52 

비컨을 전송할 때 T-싱크노드 또는 T-

베이스스테이션에서 사용되는 MAC 비

컨 페이로드의 길이 

0x44 

MAC_BEACON_PAYLOA

D 

바이트* 포인터 

비컨을 전송할 때 T-싱크노드 또는 T-

베이스스테이션에서 사용되는 MAC 

Beacon 페이로드의 내용을 가지고 있

는 포인터 

0x45 MAC_BEACON_TX_TIME WORD 0x0000 - 0xffff 

심볼 주기에서 마지막 비컨 프레임 전

송된 디바이스의 시간 

0x46 

MAC_BS_EXTENDED_

ADDRESS 

BYTE - T-베이스스테이션의 64비트 주소 

0x47 

MAC_BS_SHORT_ADDR

ESS 

BYTE 0x0000-0xffff T-베이스스테이션의 16비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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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x48 MAC_BSN BYTE 0x00-oxff 

전송된 비컨 프레임에 추가되는 시퀀스

번호 

0X49 MAC_DEVICE_TYPE Byte 0x00-0x02 

Device type 

0x00 : sensor node 

0x01 : sink node 

0x02 : Base station 

0x4a MAC_DISTANCE 

INTEGE

R 

0x0000-0xffff 

같은 클러스터 내에서 인접한 센서노드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 (단위는 10cm) 

0x4b MAC_DSN BYTE 0x00- 0xff 

전송된 데이터 또는 MAC 명령 프레임

에 추가되는 시퀀스 번호 

0x4c 

MAC_LOGICAL_CHANNE

L 

BYTE 0x00-0xff 

T-센서노드 또는 T-싱크노드, T-베이스스

테이션이 쓰고 있는 주파수 정보 

0x4d MAC_MAX_BE BYTE 3-8 

CSMA-CA알고리즘에서 Backoff 

Exponent의 최대 값 

0x4e 

MAC_MAX_CSMA_BACK

OFFS 

BYTE 0-5 

CSMA-CA알고리즘의 backoff의 최대

넘버로서 채널 접속 실패를 선언하기

전에 시도된다.  

0x4f 

MAC_MAX_FRAME_RET

RIES 

BYTE 0-7 

전송 실패 후 허용되는 최대 재시도 회

수. 

0x50 MAC_MIN_BE BYTE 0-3 

CSMA-CA알고리즘에서 Backoff 

Exponent의 최소 값 

0x51 

MAC_NUM_EXTENTION_

BEACON 

BYTE 0x01-0xff 

활성 및 비활성 구간의 길이를 포함하는 비컨

인터벌 길이 

0x52 

MAC_NUM_SUPERFRAM

E_SLOTS 

BYTE 0x0a-0xff 

슈퍼프레임의 활성구간 길이를 결정짓는 파라

미터이다. 

0x53 MAC_PARENT_SHORT_ WORD 0x0000-0xffff T-센서노드 또는 T-싱크노드에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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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부모노드가 될 T-싱크노드 또는 T-베이

스스테이션의 2바이트 축약 주소 

0x54 

MAC_RESPONSE_WAIT

_TIME 

Interger 2 - 64 

요청에 대한 응답 프레임을 수신하기 위해 기

다려야 하는 시간 (BI의 배수) 

0x55 

MAC_RX_ON_WHEN_IDL

E 

BOOL 

참  

또는 거짓 

Idle 주기 동안 MAC이 수신기를 사용

할지를 나타낸다. 

0x56 MAC_SHORT_ADDRESS WORD 

0x0000 

- 0xffff 

PAN에서 동작하는 디바이스의 16비트

값의 ID를 의미하며 만약 0xffff로 설정되

면 디바이스는 Association되지 않는다. 

이 Attribute는 Association을 시도할 때

MAC 상위 계층에서 설정해야 한다. 

0x57 

MAC_TRANSACTION_PE

RSISTANCE_TIME 

WORD 0x0000- 0xffff 

T-싱크노드 또는 T-베이스스테이션에서

Transaction의 최대 시간  

0x58 MAC_UTSPANID BYTE 0x0000-0Xffff UTS 센서네트워크 ID 

표 42 PIB attribute 설명 

7.5 MAC 기능 설명 

7.5.1 슈퍼프레임 구조 

UTS 센서네트워크 슈퍼프레임은 기본단위인 슬랏(slot)의 개수

(MAC_NUM_SUPERFRAME_SLOTS)로 크기가 결정되며, 같은 목적의 다수 슬랏(slot)으로 이루어

진 블록(block)으로 구조가 이루어진다. 또한 저전력 기능을 위한 비활성구간은 

NunExtentionBeaco 값으로 결정이 된다. 각 블록의 순서 및 구성은 서비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

여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블록(block)은 비컨 블록, 센서 전송 블록, 싱크 전송 블록, 경쟁 

블록이 있다. 비컨 블록은 비컨 프레임 전송 구간이다. 첫번째 비컨은 항상 T-베이스스테이션의 

비컨이어야 하며, 나머지 T-싱크노드 및 T-센서노드의 비컨 순서 및 할당은 비컨 페이로드에 정

의된다. 센서 전송 블록은 T-센서노드가 T-싱크노드로의 상향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간할당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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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을 위한 시간 할당 구간이다. 마지막으로 경쟁 블록은 시간할당으로 이루어지는 통신이 아닌 

CSMA-CA 방식의 통신 방식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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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슈퍼프레임 구조 

슈퍼프레임 구성을 위한 어트리뷰트 값은 아래와 같다. 

     BaseSuperframeDuration = A_SLOT_DURATION X NumSuperframeSlots 

     BI (Beacon Interval) = BaseSuperframeDuration X NumExtentionBeacon 

7.5.2 채널 스캔 

T-베이스스테이션은 지정된 채널 리스트의 채널들에 대해 Active 스캔, ED 스캔, passive 스캔

을 수행할 수 있다. T-싱크노드는 ED scan과 passive scan을 수행할 수 있으며, T-센서노드는 

passive scan을 수행할 수 있다. MAC 상위 계층은 채널 리스트를 포함하는 특정 채널 페이지에 

대한 스캔을 MAC에 요청할 수 있다. T-베이스스테이션, T-싱크노드, 그리고 T-센서노드는 

MLME-SCAN.request 프리미티브를 통하여 스캔을 시작하도록 지시된다. 스캔을 진행하는 동안 

비콘 전송은 중단되며, 현재 진행중인 스캔과 관련 있는 PHY data service의 수신만이 허락된다. 

스캔의 결과 T-베이스스테이션과 T-싱크노드는 비콘 전송을 재 시작할 수 있다. 스캔의 결과는 

MLME-SCAN.confirm 프리미티브를 통해 상위 계층으로 리턴 된다. 

7.5.2.1 ED 스캔 

ED 스캔을 이용하여 T-베이스스테이션, T-싱크노드는 요청된 각 채널의 최고에너지레벨을 측

정할 수 있다. ED 스캔은 T-베이스스테이션 후보 디바이스가 새로운 UTS 센서네트워크를 시작

하기에 앞서, 채널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ED 채널 스캔 동안, MAC 계층은 PHY data 

서비스에서 수신한 모든 프래임을 폐기한다. ScanType 파라미터가 ED 스캔으로 정의된 MLME-

SCAN.request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지정된 논리 채널 세트에 대한 ED 채널 스캔을 요청할 수 

있다. MAC 계층은 각 논리채널에 대해서 [(Beacon Interval] * n] 심볼 동안 ED 측정을 반복적

으로 수행한다. 이때 n은 MLME-SCAN.request 프리미티브의 ScanDuration 파라미터이다. ED 

채널 스캔의 결과 최고의 ED 측정값은 채널 리스트의 다음 채널로 이동하기 전에 고지되어야 한

다. ED 채널 스캔은 구현 의존적인 최대 개수의 채널 ED 채널 측정에 도달하거나, 지정된 논리 

채널에 대한 ED 스캔이 모두 종료되었을 경우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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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2 Active 스캔 

Active 스캔은 T-베이스스테이션이 비컨 프레임을 전송하는 임의의 T-베이스스테이션, T-싱크

노드, IEEE 802.15.4 호환 코디네이터를 찾을 수 있게 허용한다. Active 스캔 동안 MAC 계층은 

비컨 프레임이 아닌 PHY 데이터 서비스로 수신되는 모든 프레임을 폐기한다.  

Active 스캔을 시작하기 전에 MAC 계층은 MAC_UTSPANId를 저장하고, 스캔 하는 동안 이를 

oxffff로 설정하여 수신 필터가 모든 비컨 프레임의 수신을 허용하게 한다. 스캔 완료 후 MAC 

계층은 저장한 MAC_UTSPANId 값을 복귀시킨다. 

ScanType 파라미터가 Active 스캔을 지시하도록 설정된 MLME-SCAN.request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지정된 논리 채널 세트에 대한 active 스캔을 요청할 수 있다. 각 논리 채널에 대해서 

디바이스는 우선 phyCurrentChannel과 phyCurrentPage를 적당한 값으로 설정하여 채널을 변경

한 후, 최대 [(Beacon Interval] * n] 심볼 동안 자신의 수신기를 활성화 한다. 여기서 n은 

ScanDuration 파라미터이다. 스캔을 진행하는 동안 디바이스는 비컨 프레임 이외의 모든 프레임

의 수신을 거절하며, PAN descriptor 구조체에 수신한 모든 유일한 비컨 정보를 기록한다. 

MAC 계층은 비컨 프레임을 수신하면, 스캔이 종료될 때까지 MAC 서브레이어는 PAN 

descriptor 구조체의 리스트에 비컨 정보를 저장한다. 스캔이 종료된 후, 이 리스트는 MLME-

SCAN.confirm 프리미티브의 UTSPANDescriptorList 파라미터를 통해 MAC 상위 계층으로 전송

된다. 비컨의 PAN 아이디와 송신 주소(source address)가 다를 경우, 각 비컨은 유일한 비컨으

로 가정되어야 한다.  

7.5.2.3 Passive 스캔 

Passive 스캔은 T-베이스스테이션, T-싱크노드, T-센서노드가 자신의 POS영역 안에서 비컨을 

전송하는 T-베이스스테이션 혹은 T-싱크노드를 인식하는 것을 허락한다. Passive 스캔 동안, 

MAC 계층은 비컨 프레임 이외의 모든 PHY data 서비스를 통해 수신한 프래임을 폐기한다. 

Passive 스캔을 시작하기 전에 MAC 계층은 기존의 MAC_UTSPANId를 저장한 후 스캔 동안 

MAC_UTSPANId를 0xffff로 설정해야 한다. 이것은 수신 필터가 자신의 현재 UTS 센서네트워크

로부터의 비컨 프레임과 더불어 모든 비컨 프레임을 수신하도록 활성화한다. 스캔 완료 후, MAC 

서브레이어는 스캔시작 전 저장해두었던 값으로 MAC_UTSPANId를 복구한다.  

ScanType 파라미터가 passive 스캔을 지시하도록 설정된 MLME-SCAN.request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지정된 논리 채널 세트에 대한 passive 스캔을 요청할 수 있다. 각 논리 채널에 대해서 

디바이스는 우선 phyCurrentChannel과 phyCurrentPage를 적당한 값으로 설정하여 채널을 변경

한 후, 최대 [(Beacon Interval] * n] 심볼 동안 자신의 수신기를 활성화 한다. 여기서 n은 

ScanDuration 파라미터이다. 스캔을 진행하는 동안 디바이스는 비컨 프레임 이외의 모든 프레임

의 수신을 거절하며, PAN descriptor 구조체에 수신한 모든 유일한 비컨 정보를 기록한다.  

MAC 계층은 비컨 프레임을 수신하면, 스캔이 종료될 때까지 MAC 서브레이어는 PAN 

descriptor 구조체의 리스트에 비컨 정보를 저장한다. 스캔이 종료된 후, 이 리스트는 MLME-

SCAN.confirm 프리미티브의 UTSPANDescriptorList 파라미터를 통해 MAC 상위 계층으로 전송

된다. 비컨의 PAN 아이디와 송신 주소(source address)가 다를 경우, 각 비컨은 유일한 비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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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정되어야 한다.  

7.5.3 UTS 센서네트워크 시작 및 재구성 

이 절은 T-베이스스테이션의 PAN 시작과정과 T-베이스스테이션, T-싱크노드의 UTS 센서네트

워크 재편성과정, T-싱크노드, T-센서노드의 UTS 센서네트워크 재편성 당하는 과정을 기술한다. 

7.5.3.1 UTS 센서네트워크 시작 

UTS 센서네트워크의 시작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1)MAC 계층이 

SetDefaultPIB 파라미터를 TRUE로 설정한 후, MLME-RESET.request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MAC PIB를 초기화한다. (2)ED 스캔과 active 스캔을 수행한다. (3)적당한 PAN ID를 선정한다. 

(4)T-베이스스테이션이 MAC_SHORT_ADDRESS를 0xffff보다 작은 값으로 설정한다.  

T-베이스스테이션의 MAC 상위 계층은 MLME-START.requst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UTS 센

서네트워크의 시작을 지시한다. 이 프리미티브를 수신한 MAC 계층은 슈퍼프레임 구성과 채널 

파라미터를 갱신해야 한다. 이 후, MAC 계층은 status를 SUCCESS로 설정한다. MLME-

START.confirm 프리미티브를 상위 계층으로 전송하며, UTS 센서네트워크가 시작된다. 

7.5.3.2 UTS 센서네트워크 재구성 

MLME-START.request 프리미티브를 수신한 T-베이스스테이션과 T-싱크노드는 새로운 

UTSPANId, 논리 채널, 채널 페이지 등을 비컨 페이로드에 실어서 전송한다. T-베이스스테이션 

혹은 T-싱크노드는 MAC_BSN이 NUM_SUPERFRAMEINFO_MODIFY의 배수가 처음으로 되는 시

점에 새로운 슈퍼프레임 구조를 이용하여 비컨의 정보를 갱신한 후 전송한다. 논리 채널, 채널 

페이지정보는 비컨 페이로드에 기술된다. 이후, MAC_BSN이 다음 번 

NUM_SUPERFRAMEINFO_MODIFY의 배수가 되는 시점에 모든 노드들은 동시에 새로운 슈퍼프레

임 구성으로 변경한다. 

T-싱크노드 혹은 T-센서노드는 T-베이스스테이션 혹은 T-싱크노드로부터 새로운 버전의 비컨

을 수신하였으며 채널 및 채널 페이지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MLME-SYNC-LOSS.indication를 

MAC 상위 계층으로 전송한다. 이때 LossReason 파라미터는 REALIGNMENT로 설정하고 비컨의 

해당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UTSPANId, 논리 채널, 채널 패이지를 각각 설정한다. T-싱크노드 혹

은 T-센서노드의 MAC 상위 계층은 MLME-PIB-SET.request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슈퍼프레임 

구조 및 채널 파라미터를 변경한다. 

7.5.4 비컨 생성 

모든 디바이스는 MAC_SHORT_ADDRESS가 0xffff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 비컨 프레임을 전송

하는 것이 허용된다.  

T-베이스스테이션, T-싱크노드, T-센서노드는 비컨 프레임 전송을 위해 MLME-START.request 

프리미티브를 사용해야 한다. 이때 NumBeaconExtention 파라미터는 255보다 작아야 한다. T-베

이스스테이션은 새로운 UTS 센서네트워크의 PAN coordinator로서 비컨의 전송을 시작하며, T-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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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노드는 이미 구성된 UTS 센서네트워크의 디바이스로서 비컨의 전송을 시작할 것이다.  

비컨 전송을 시작하는 시간은 time stamp정보로 비컨 프레임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비

컨을 전송하는 디바이스가 T-베이스스테이션일 경우, MAC 계층은 MLME-Start.request를 받은 

후 즉각적으로 비컨의 전송을 시작한다. 비컨을 전송하는 디바이스가 T-싱크노드 및 T-센서노드

일 경우 비컨을 전송하기 위한 시간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계산되어야 한다. T-싱크노드

는 자신이 등록한 부모노드, T-베이스스테이션 혹은 T-싱크노드로 부터 비컨을 수신한 로컬 시

간을 기록한다. 이 후, 수신한 비컨에 포함되어 있는 자신에게 할당된 타임슬롯 정보를 추출한다. 

상기 추출된 타임슬롯 정보를 시간 정보로 산출하여 상기에서 저장한 로컬 시간에 더한다. 이 더

하여진 시간에 T-싱크노드는 자신의 비컨을 전송한다. 비컨 전송 시간의 계산을 위하여 MAC 서

브레이어는 자신이 등록한 부모 노드의 비컨을 주기적으로 추적해야 한다. 이를 위해 MAC 서브

레이어는 주기적으로 부모 노드의 비컨 예상 수신시간 보다 약간 빨리 자신의 수신기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마찬가지로 T-센서노드도 수신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따라서 비컨을 수신한 후 비

컨에 포함된 로컬시간과 자신에게 할당된 타임슬롯 정보를 바탕으로 전송 시점을 계산하고 비컨

을 포워딩한다. 하나의 T-싱크노드에 클러스터 구조로 군집모양을 이루는 여러 개의 T-센서노드

는 T-싱크노드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T-센서노드에게까지 멀티 홉으로 비콘을 전송하고 

비콘포워딩을 종료한다.  

만약 T-싱크노드 및 T-센서노드가 T-베이스스테이션 혹은 T-싱크노드 및 T-센서노드로 부터 

연속하는 [A_MAX_LOST_BEACONS–1]이하의 비컨을 수신하지 못하였을 경우 T-싱크노드 및 T-

센서노드는 자신의 로컬 시각 정보와 자신에게 할당된 타임 슬롯 정보에 기초해서 자신의 비컨 

프레임 전송을 계속 진행한다. T-싱크노드 및 T-센서노드가 [A_MAX_LOST_BEACONS–1]이하의 

비컨을 수신하지 못한 후 자신의 부모 노드로부터 비컨 프레임을 수신한 경우, 즉 싱크 로스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T-싱크노드 및 T-센서노드는 수신한 비컨 정보에 기초해서 자신의 비컨

을 전송한다. 만약 [A_MAX_LOST_BEACONS–1]동안 비컨을 수신 받지 못하여 T-싱크노드 및 

T-센서노드가 싱크를 상실하였을 경우, T-싱크노드 및 T-센서노드의 MLME는 MLME-SYNC-

LOSS.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MAC 상위 계층에 발생시키며 자신의 비컨 전송을 즉각 중단한다. 

MLME-SYNC-LOSS.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수신한 MAC 상위 계층은 MLME-START.request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비컨의 전송을 재 시작할 수 있다.  

T-베이스스테이션의 비컨 프레임은 각 슈퍼프레임의 시작시점에 전송되어야 하며, Beacon 

Interval 심볼의 간격을 가진다. 비컨 전송은 어떤 한 전송 및 수신 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7.5.5 디바이스 발견 및 비컨 전송 

T-베이스스테이션과 T-싱크노드는 UTS 센서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다른 디바이스에게 비컨 프

레임을 전송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이것은 다른 디바이스가 디바이스 발견을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T-싱크노드는 자신의 부모노드에 성공적으로 등록한 이후에만 비컨 프래임을 전송할 수 있다. 

T-싱크노드의 비컨 프레임 전송은 MLME-START.request 프리미티브에 의해서 시작된다. 이 프

리미티브를 수신하면 MLME는 부모노드의 비컨 프레임에서 추출한 자신에게 할당된 타임 슬롯정

보를 기초로 하여 비컨 전송을 시작한다. 비컨 프레임의 전송은 beacon interval 마다 한번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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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 

7.5.6 접속 및 탈퇴 

7.5.6.1 접속 

T-센서노드 또는 T-싱크노드는 접속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MLME-RESET.request 프리미티브

를 통해서 MAC 계층에 먼저 리셋 명령을 수행하게 한다. MAC 계층의 리셋이 성공적으로 수행

된 후, passive 스캔을 수행한다. 스캔 한 결과를 이용하여 여러 접속 가능한 UTS 센서네트워크 

중에서 가장 적절한 UTS 센서네트워크를 선택한다. UTS 센서네트워크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은 

이 표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접속할 UTS 센서네트워크를 선택한 다음, 상위 레이어에서 MLME-ASSOCIATE.request 프리

미티브의 발행을 통하여 MAC에게 PHY와 MAC PIB 속성들을 접속 절차를 위한 적절한 값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한다. 

디바이스가 접속하려고 하는 T-싱크노드 또는 T-베이스스테이션에서 보낸 비콘에 서 알 수 있

는 MAC_BS_EXTENDED_ADDRESS 또는 MAC_BS_SHORT_ADDRESS의 값은 MLME-

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에서 요청한 ParentAddr 파라미터의 값과 같아야 한다. 

T-싱크노드 또는 T-베이스스테이션은 macAssociationPermit이 TRUE로 설정되어 있을 때에만 

접속을 허락한다. 비슷하게 T-센서노드 또는 T-싱크노드는 접속을 허락할 수 있는 T-싱크노드 

또는 T-베이스스테이션에게만 접속을 요청을 한다. T-싱크노드 또는 T-베이스스테이션이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스캔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만약에 macAssociationPermit이 

FALSE로 설정이 되어 있는 T-싱크노드 또는 T-베이스스테이션이 접속 요구 명령 프레임을 받으

면, 접속 요구 명령 프레임은 무시가 된다. 

UTS 센서네트워크를 처음 시작할 때의 슈퍼프레임의 구조는 UTS 센서네트워크가 구성되고 나

서 데이터의 전달이 이루어질 때의 슈퍼프레임의 구조와는 다르다. UTS 센서네트워크가 처음 시

작될 때의 슈퍼프레임의 구조는 비컨 블록과 경쟁 블록으로만 구성된다. 이후 응용프로그램은 

T-센서노드 및 T-싱크노드의 접속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비컨 블록과, 센서 전송블록, 

싱크 전송 블록, 경쟁블록으로 슈퍼프레임의 구조를 변경한다. 

T-센서노드 또는 T-싱크노드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UTS 센서네트워크에게만 접속을 시도하

며, 자신이 직접 UTS 센서네트워크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접속이 되지 않은 T-센서노드 또는 T-싱크노드는 기 존재하는 UTS 센서네트워크의 T-베이스

스테이션 또는 T-싱크노드에게 association request command 프레임을 보냄으로써 접속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Association request command 프레임이 채널 에러로 인해서 성공적으로 전송이 

되지 않으면, association request command 프레임을 보낸 디바이스의 MAC 부계층은 상위 계

층에 그 결과를 알려준다. T-센서노드에서 보낸 association request command와 T-싱크노드에

서 보낸 association request command은 구성이 다르다. T-센서노드에서 보낸 Association 

request command 프레임에는 센서의 위치 및 구성에 관한 파라미터의 정보가 미리 포함되어 있

으며, 이것을 topology parameter라고 부른다. Topology parameter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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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에 있고 연속된 센서의 정지선으로부터 거리, (2)센서노드의 상대적인 위치 정보(배열 순서). 

Association request command 프레임은 acknowledgement를 통한 수신 성공 여부 확인을 하기 

때문에, T-싱크노드 또는 T-베이스스테이션은 acknowledgement 프레임을 보냄으로써 송신했던 

디바이스에게 프레임의 성공적인 수신여부를 알려준다.  

Association request command 프레임에 대한 수신 확인 여부가 T-센서노드 또는 T-싱크노드

가 성공적으로 접속 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T-베이스스테이션 또는 T-싱크노드는 새로운 

T-센서노드 또는 T-싱크노드의 접속을 허용하기 위한 현재 UTS 센서네트워크에 충분한 채널 자

원이 있는지를 결정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에 T-베이스스테이션

이나 T-싱크노드가 T-센서노드 또는 T-싱크노드가 기존에 UTS 센서네트워크에 접속을 했었던 

사실을 발견하면, T-센서노드 또는 T-싱크노드에 관련된 기존 정보들을 모두 제거되어야만 한다. 

만약에 충분한 채널 자원이 있다면, 상위 레이어는 접속하려는 T-센서노드 또는 T-싱크노드에게 

16비트 주소를 할당을 해주어야 하며, MAC 부계층은 16비트 주소 및 접속 허용 여부 상태를 포

함하는 association response command 프레임을 생성을 한다. 만약에 현재 UTS 센서네트워크

의 채널 자원이 접속을 허용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면, T-베이스스테이션과 T-싱크노드의 MAC 

상위레이어에서는 MAC 부계층에게 위의 사실을 알려주고, MAC 부계층에게 접속 실패 상태 정

보를 포함한 association response command 프레임을 생성하여 전송해야 한다. Association 

response command 프레임의 성공적인 전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acknowledgement 프레

임이 전송이 된다. 

16비트 short 주소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앞의 1바이트는 T-싱크노드 및 T-센서노드가 접속

해 있는 클러스터 주소이며, 뒤의 1바이트는 같은 클러스터 내에서 T-싱크노드 및 T-센서노드들

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소이다. 상위 1바이트 주소(클러스터의 주소)는 T-베이스스테이

션이 T-싱크노드가 접속할 때에 할당을 받아서 T-싱크노드가 저장을 하고 있고, T-센서노드의 

접속 요청이 왔을 때 T-싱크노드가 하위 1바이트의 주소를 결정해서 상위 1바이트 주소와 결합

해서 T-센서노드의 주소를 할당하게 된다. unicast address는 특정 1개의 센서노드에게 보낼 때 

사용하는 주소로, T-센서노드 또는 T-싱크노드의 접속 시에 할당 받는 주소이다. 위의 주소 할당

은 상위 레이어에서 이루어진다. 

T-센서노드 또는 T-싱크노드가 association request command 프레임에 대한 

acknowledgement 프레임을 받으면, T-센서노드 또는 T-싱크노드는 T-베이스스테이션 또는 T-

싱크노드로부터 접속 허용 여부를 최대 MAC_RESPONSE_WAIT_TIME동안 기다린다. PIB 값인 

MAC_RESPONSE_WAIT_TIME은 네트워크 토폴로지와 관련이 있는 파라미터이며, T-센서노드 또

는 T-싱크노드가 접속을 하려고 하는 네트워크의 요구조건에 따라서 값이 결정되는 파라미터이

다. Association response command 프레임을 (MAC_RESPONSE_WAIT_TIME + macMaxBackoff 

+ Transmission)심볼 시간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T-센서노드 또는 T-싱크노드는 전송 실패가 일

어난 것으로 간주하고, MLME는 MLME-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에 NO_DATA의 정보를 

실어서 상위 레이어에게 보고를 하고, 접속 시도는 실패한 것으로 생각한다. 

Association response command 프레임은 응답을 요청한다. 접속을 요청했던 T-센서노드 또

는 T-싱크노드는 acknowledgement 프레임을 보냄으로써 성공적으로 Association response 

command 프레임을 수신했음을 부모 디바이스에게 알려준다. 만약에 association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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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and 프레임 내에 있는 association status 필드가 접속 성공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T-

센서노드 또는 T-싱크노드는 command 프레임내의 16비트 short 주소 필드에 포함되어 있는 주

소를 저장을 한다. 만약 association response command 프레임의 접속 상태 필드가 접속 실패

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T-센서노드 또는 T-싱크노드는 MAC_UTSPANId를 초기값(0xffff)으로 설

정을 한다. 

7.5.6.2 탈퇴 

탈퇴 절차는 MAC 상위 계층이 MLME-DIS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를 MLME에게 발생

함으로써 시작이 된다. 

T-베이스스테이션 또는 T-싱크노드가 자신에게 접속해있는 T-센서노드 또는 T-싱크노드를 

UTS 센서네트워크에서 내보내고 싶을 때는, T-베이스스테이션 또는 T-싱크노드의 MLME는 T-센

서노드 또는 T-싱크노드에게 disassociation notification command 프레임을 직접 전송을 해야 

한다.  

Disassociation command 프레임은 수신확인을 요청하기 때문에, 프레임을 받은 노드는 

acknowledgement 프레임을 보냄으로써 수신 성공 여부를 송신했던 노드에게 알려준다. 만약에 

전송이 실패했다면, T-베이스스테이션 또는 T-싱크노드는 T-센서노드 또는 T-싱크노드가 네트워

크로부터 분리되었다고 간주한다. 

만약 접속되어 있는 T-센서노드 또는 T-싱크노드가 UTS 센서네트워크를 탈퇴하고자 할 경우, 

T-센서노드 또는 T-싱크노드의 MLME는 disassociation notification command 프레임을 T-베이

스스테이션 또는 T-싱크노드에게 보낸다. 만약 disassociation notification command 프레임이 

채널 접속 실패로 인해서 성공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MAC 부계층은 상위 레이어에게 이 사

실을 알려준다. Disassociation command 프레임은 수신확인을 요청하기 때문에, 프레임을 받은 

노드는 acknowledgement 프레임을 보냄으로써 수신 성공 여부를 송신했던 노드에게 알려준다. 

그렇지만 Acknowledgement 프레임을 받지 않았더라도, T-센서노드 또는 T-싱크노드는 자신이 

네트워크로부터 분리되었다고 간주 한다. 

만약에 disassociation notification command 프레임에 포함된 소스 주소가 

MAC_BS_EXTENDED_ADDRESS와 같다면, T-센서노드 또는 T-싱크노드는 자신이 네트워크로부

터 분리되었다고 간주한다. 만약에 disassociation notification command 프레임을 T-베이스스테

이션 또는 T-싱크노드가 받았고, 소스 주소가 MAC_BS_EXTENDED_ADDRESS와 같지 않다면, 

T-베이스스테이션 또는 T-싱크노드는 소스 주소가 자신에게 접속해있는 T-센서노드 또는 T-싱

크노드와 같은지 검색을 한다. 만약에 같다면, T-베이스스테이션 또는 T-싱크노드는 T-센서노드

와 T-싱크노드는 분리되었다고 간주한다. 만약에 위의 조건 중에 1개라도 만족되는 것이 없다면, 

disassociation notification command 프레임은 무시한다. 

기 접속해 있던 T-센서노드 또는 T-싱크노드는 자체 디바이스 내부의 UTS 센서네트워크관련 

모든 파라미터를 제거한다. 즉, T-센서노드 또는 T-싱크노드의 MLME는 MAC_UTSPANId, 

MAC_SHORT_ADDRESS, MAC_BS_SHORT_ADDRESS, MAC_BS_EXTENDED_ADDRESS를 초기

화 값으로 바꾼다. T-베이스스테이션과 T-싱크노드의 상위 레이어는 T-센서노드 또는 T-싱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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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에 관한 모든 참조사항을 제거함으로써 T-센서노드와 T-싱크노드를 분리를 한다. 

탈퇴를 요구했던 T-센서노드 또는 T-싱크노드는 탈퇴 절차의 결과를 MLME-

DIS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를 통해서 상위 레이어에게 알려준다. 

7.5.7 시각 동기화  

UTS 센서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모든 T-센서노드 또는 T-싱크노드는 비콘을 추적하거나 T-

베이스스테이션 또는 T-싱크노드 및 T-센서노드에 보류된 메시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비콘 동기

화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T-센서노드 또는 T-싱크노드는 자신의 UTSPANID와 같은 

UTSPANID 정보를 포함하는 비콘을 통해서만 비콘 동기화를 획득해야 한다. 

T-센서노드 또는 T-싱크노드는 비콘을 일정 주기(track-period)로 획득하기 위해서 수신기를 

주기적으로 활성화시킨다. 비콘 동기를 획득하기 위해서, T-센서노드 또는 T-싱크노드는 수신기

를 활성화 시키면 최대 beacon interval 심볼 시간만큼 비콘을 추적을 한다. 현재 UTSPANID 정

보가 담긴 비콘을 받지 못했으면, MLME는 비콘을 듣기 위한 과정을 다시 반복을 한다. 하지만, 

LOS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비콘 메시지를 계속해서 미 수신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콘을 통한 동

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그림 34를 참조하면 비콘 

수신 실패가 A_MAX_LOST_BEACONS 번을 넘겼을 경우, T-싱크노드 및 T-센서노드는 즉시 비

콘 전송을 중지하고 BEACON_LOSS의 정보가 담긴 MLME-SYNC-LOSS.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통해 결과를 상위 계층에게 통보한다. 비록 비콘 전송을 중지하지만 수신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따라서 비콘을 계속듣기위해 RF를 계속 켜 놓으면서 비콘이 수신되면 MLME-

BEACON.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통해 결과를 상위 계층에게 통보하며, 비콘 포워딩을 계속한다.  

만약 비콘 프레임을 수신하였지만 비콘 프레임의 송신 주소(source address)와 

sourceUTSPANID가 자신이 속한 T-베이스스테이션 또는 T-싱크노드의 Address와 UTSPANID와 

같지 않다면, MLME는 비콘 프레임을 버린다. 만약 유효한 비콘 메시지를 수신하면 비컨 정보를 

MLME-BEACON.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통해서 상위 레이어에 전달을 한다.  

MLME는 다음 비콘메시지가 보내질 시간보다 약간 먼저 수신기를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A_MAX_LOST_BEACONS번 이상 연속적으로 비콘을 받지 못하면, MLME는 BEACON_LOSS의 정

보가 담긴MLME-SYNC-LOSS.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통해 결과를 상위 계층에게 통보한다. 

 

그림 36 비콘 메시지 미 수신 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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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송신, 수신, 응답 

이 절은 프레임의 전송, 수신, 응답의 원칙적인 절차를 기술한다. 

7.5.8.1 송신  

각 디바이스는 자신의 현 MAC_DSN값을 MAC PIB 어트리뷰트중 하나인 MAC_DSN에 저장해

야 하며 랜덤 값으로 초기화해야 한다. T-싱크노드 데이터 혹은 MAC 명령 프레임이 생성될 경

우, MAC 계층은 전송 프레임의 MHR 시퀀스 넘버 필드에 MAC_DSN값을 복사한 후, MAC_DSN

을 1 증가시켜야 한다. 모든 디바이스는 통신하려고 하는 모든 개별적인 디바이스의 숫자에 상관

없이 정확히 하나의 MAC_DSN을 생성해야 한다. 이 MAC_DSN값은 환상형이다. 

T-베이스스테이션, T-싱크노드, T-센서노드는 자신의 현 MAC_BSN값을 MAC PIB 어트리뷰트

중 하나인 MAC_BSN에 저장하고, 랜덤 값으로 초기화해야 한다. 비컨 프레임이 생성될 때마다 

매번 MAC 계층은 전송 프레임의 MHR 시퀀스 넘버 필드에 MAC_BSN값을 복사해야 한 후 1 증

가시킨다. MAC_BSN값은 환상형이다. MAC_DSN과 MAC_BSN은 8-비트이다. 

만약 송신 주소(source address) 필드가 존재한다면 프레임을 전송하는 디바이스의 주소가 포

함되어야 한다. 디바이스가 부모노드에게 성공적으로 등록하여 16-비트 주소(즉, 0xffff가 아닌 

MAC_SHORT_ADDRESS)를 할당 받았을 경우, 디바이스는 16-비트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디바

이스가 UTS 센서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전에는 통신을 위해 필요한 송신 주소(source address) 필

드에 64-비트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디바이스가 센서 전송 블록에서 프레임을 전송하며 

송신 주소(source address) 필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프레임의 생성자는 그 타임 슬롯을 

소유하는 T-센서노드로 가정하며, 수신 주소(destination address) 필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

당 프레임의 수신자는 T-센서노드 부모노드인 T-싱크노드로 간주된다.  

만약 수신 주소(destination address)와 송신 주소(source address) 정보가 모두 존재할 경우, 

MAC 계층은 destination 과 source PAN identifier를 비교해야 한다. 만약 PAN identifier가 같다

면, Frame Control의 PAN ID Compression 서브 필드를 1로 설정하고, source PAN identifier를 

전송되는 프레임에서 생략되어야 한다. 만약 PAN identifier가 다르다면, Frame Control의 PAN ID 

Compression 서브 필드는 0으로 설정되며, 전송되는 프레임의 destination PAN identifier와 

source PAN identifier가 모두 설정되어야 한다. 만약 송신 혹은 수신 측 중 한쪽의 주소 정보만

이 존재한다면, Frame Control 필드의 PAN ID Compression 서브 필드는 0으로 설정되고, 전송

되는 프레임의 존재하는 한 주소의 PAN identifier만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송 디바이스는 전 송전에 비컨을 수신해야 한다. 일단 비컨을 수신한 후, 비컨 추적 혹은 스

캔에 의해, 프레임은 슈퍼프레임의 적당한 구간에 전송되어야 한다. 비컨 프레임 전송은 슈퍼프

레임의 비컨 블록에서 수행되며, T-센서노드로부터 T-싱크노드까지의 데이터 프레임 전송은 센

서 전송 블록에, T-싱크노드로부터 T-베이스스테이션까지의 데이터 프레임 전송은 싱크 전송 블

록에, T-싱크노드로부터 T-베이스스테이션까지 데이터 프레임의 재전송 및 MAC command 프레

임 전송은 경쟁 블록에 이루어진다. 경쟁 블록에서의 프레임 전송은 slotted CSMA-CA 알고리즘

을 따르며, 센서 전송 블록과 싱크 전송 블록에서는 타임 슬롯을 소유한 디바이스에게만 전송권

한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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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위 계층에서 발생한 프리미티브가 생성한 프레임의 전송이 실패할 경우 해당 상위 계층

은 상기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센서 전송 블록에서 T-센서노드는 이웃 T-센서노드에게 할당된 타임 슬롯 기간 동안 데이터를 

도청(overhear)해야 한다. 이웃 T-센서노드가 전송한 데이터와 응답 패킷을 성공적으로 도청하면 

이웃 T-센서노드가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였다고 생각하여 도청한 패킷을 버린다. 만약 이

웃 T-센서노드가 전송한 데이터만을 도청하고 응답 패킷은 수신하지 못할 경우, 이웃 T-센서노

드의 전송이 실패하였다고 생각하고 도청한 패킷을 이웃 T-센서노드를 대신하여 목적지로 전송

한다. 이 경우 T-센서노드는 다수의 도청한 데이터 패킷과 자신의 패킷을 통합(aggregation)하여 

전송 할 수 있다. 데이터 패킷을 전송한 이웃 T-센서노드는 응답 패킷을 수신하지 못할 경우, 자

신의 이웃 T-센서노드들이 상기 데이터 패킷을 자신을 대신하여 목적지로 전송하는지를 도청한

다. 만약 자신의 이웃 T-센서노드가 상기 데이터 패킷을 대신 목적지로 전송하는 것이 도청되면,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목적지까지 전송되었다고 판단하며, 자신의 이웃 T-센서노드 중 아무도 데

이터 패킷을 대신 목적지로 전송하는 것을 도청하지 못한다면 전송이 실패하였다고 판단하고 다

음 비컨 인터벌에 할당된 센서 전송 블록의 타임 슬롯 기간 동안 재전송을 시도할 수 있다. 

7.5.8.2 수신 

무선 통신의 특징상 수신기가 활성화된 모든 디바이스는 자신의 POS 영역 안의 같은 채널에

서 이 규격으로 통신하는 모든 디바이스로부터 프레임을 수신하여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MAC 계층은 수신 프레임을 필터링하여 상위 계층에서 원하는 프레임만을 올려주어야 한다.  

첫번째 수준의 필터링을 위해, MAC 계층은 MFR의 FCS값이 올바르지 않은 모든 수신 프레임

을 폐기한다. FCS 값은 수신한 MHR과 MAC payload를 이용하여 다시 계산한 FCS값과 수신한 

FCS값을 비교하여 프레임 수신 시 확인되어야 한다. 상기 두 값이 같을 경우 수신한 프레임의 

FCS 필드는 올바른 것으로 생각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수준의 필터링은 MAC 계층이 다음 필터링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 Frame Type 서브필드는 예약된 프레임 타입이 아니어야 한다. 

- Frame version 서브필드는 예약된 값을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 Destination PAN identifier가 프레임에 포함될 경우 MAC_UTSPANId와 일치하거나 

broadcast PAN identifier (0xffff)이어야 한다. 

- Frame Type 서브필드가 비컨 프레임을 지시할 경우, source PAN identifier는 

MAC_UTSPANId가 0xffff가 아닐 경우를 제외하고 MAC_UTSPANId와 일치해야 한다.  

만약 두 번째 수준의 필터 링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MAC 계층은 수신할 프레임을 더 이상 프

로세싱 하지 않고 버려야 한다. 

세 번째 수준의 필터링은 MAC 계층이 다음 필터링을 통과한 프레임만을 상위 계층으로 올려

준다. 

- 16-비트 목적지 주소가 프레임에 포함될 경우, MAC_SHORT_ADDRESS 혹은 broadcast 

address (0xffff)와 일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64-비트 주소를 사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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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_EXTENDED_ADDESS와 일치해야 한다.  

세 번째 수준의 필터링이 만족되지 못 하였으며 디바이스가 T-센서노드인 경우, 16비트 송신

지 주소가 이웃 T-센서노드의 주소인지 검사한다. 만약 이웃 T-센서노드가 송신자라면, 이웃 T-

센서노드의 패킷을 도청한 것이므로 상기 패킷의 응답 패킷을 도청한다. 응답 패킷과 데이터 패

킷을 모두 도청하여으면 상기 도청한 패킷들을 버린다. 데이터 패킷만을 도청하였으며 상기 패킷

을 대신 전송하기 위한 프로세싱을 수행한다.  

만약 세 번째 수준의 필터링이 모두 만족되면 프레임은 유효한 것으로 생각되면, 계속 프로세

싱된다. 방송형태가 아닌 유효한 프레임에 대하여 Frame Type이 데이터나 MAC 명령 프레임을 

지시하며 Frame Control의 Acknowledgment Request 필드가 1로 설정된 경우, MAC 서브레이어

는 응답 프레임을 전송해야 한다. 응답 프레임의 전송에 앞서, 수신한 데이터 혹은 MAC 명령 프

레임의 sequence number를 복사하여 acknowledgment frame의 sequence number 필드에 적어

야 한다. 이 과정은 프레임 생성자가 올바른 응답 프레임 수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만약 Frame Control 필드의 PAN ID Compression 서브 필드가 1로 설정되어 있으며 목적지 

주소와 생성지 주소 정보가 모두 프레임에 존재할 경우, MAC 서브레이어는 생략된 Source PAN 

Identifier 필드가 Destination PAN Identifier와 같다고 가정한다. 

7.5.8.3 응답 

데이터 혹은 MAC 명령 프레임은 프레임 종류에 따라 Acknowledgment Request 서브필드를 

적당하게 설정하여 전송되어야 한다. 비컨 혹은 응답 프레임은 Acknowledgment Request을 항상 

0으로 설정하여 전송되어야 한다. 비슷하게, 방송형의 모든 프레임 또한 Acknowledgment 

Request을 0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Frame Control 필드의 Acknowledgment Request 가 1로 설정되어 있으며 데이터 혹은 MAC 

명령 프레임은 수신 디바이스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의도된 수신디바이스가 프레임을 

수신한 경우, 해당 디바이스는 수신한 프레임에 포함된 것과 같은 MAC_DSN을 복사한 응답 패

킷을 생성하여 전송한다.  

Acknowledgment Request 서브필드를 0으로 설정한 프레임이 전송될 경우, 그 프레임의 수신 

디바이스는 응답 프레임을 전송하지 말아야 한다. 프레임을 생성한 디바이스는 프레임이 성공적

으로 전송되었다고 가정한다.  

7.5.8.4 재전송 

Frame Control 필드의 Acknowledgment Request 서브 필드를 0으로 설정하여 프레임을 전송

하는 디바이스는 프레임 전송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가정해야 하기 때문에 재전송을 수행하

지 않는다. 

Frame Control 필드의 Acknowledgment Request 서브 필드가 1 이며 프레임을 전송하는 디바

이스는 최대한 MAC_ACK_WAIT_DURATION 심볼만큼 응답 패킷을 기다려야 한다. 만약 

MAC_ACK_WAIT_DURATION 심볼 안에 자신이 전송한 프레임의 MAC_DSN과 같은 MAC_DS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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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응답 프레임을 수신한 경우, 전송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재전송을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 MAC_ACK_WAIT_DURATION 심볼 안에 응답 프레임을 수신하지 못하거

나, 응답 프레임의 MAC_DSN이 자신이 전송한 프레임의 MAC_DSN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 전

송이 실패하였다고 판단한다.  

전송이 실패하였을 경우, 디바이스는 실패한 프레임을 다시 전송하고 응답을 기다린다. 이러한 

재전송 과정은 MAC_MAX_FRAME_RETRIES 번 되풀이 된다. 재전송 되는 프레임은 처음에 전송

된 프레임과 같은 MAC_DSN을 포함해야 한다. 만약 재전송을 위한 시간이 부족한 경우, 다음 

슈퍼프레임의 해당 블록으로 재전송이 연기된다. 더불어 싱크 전송 블록에서의 재전송은 현 슈퍼

프레임의 경쟁블록에서도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만약 MAC_MAX_FRAME_RETRIES 번의 재전송 

후에도 응답패킷을 수신하지 못하면 MAC 계층은 전송이 실패하였다고 가정하고 상위 계층으로 

실패를 알린다.  

7.5.9 토폴로지 공지 

T-베이스스테이션은 MLME -TOPOLOGY-NOTIFICATION.request을 통해 UTS 센서네트워크 토

폴로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T-싱크노드는 T-베이스스테이션에게 자신에게 접속한 자식 디바

이스들에 대한 정보를 MLME-TOPOLOGY-NOTI.request을 이용하여 보고한다. Topology 

notification 명령 프레임은 T-싱크노드를 통해서 T-베이스스테이션으로 경쟁구간에 전달된다. 

T-베이스스테이션은 topology notification 명령 프레임을 수신하여 전체 토폴로지 정보를 구성

한다. T-베이스스테이션의 MAC은 MLME-TOPLOGY-NOTIFICATION.indication을 통해 MAC 상

위 계층으로 토폴로지 정보를 전달한다. MAC 상위 계층은 전체 토폴로지 정보에 기반하여 슈퍼

프레임 구조를 생성하며 타임슬롯 스케줄링 정보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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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 초기화  

 

그림 37 T-베이스스테이션 초기화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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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T-싱크노드 초기화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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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T-센서노드 초기화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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