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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 표준의 목적  

 

본 표준의 목적은 IEEE 802.15.4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에서 

의복 내에 구성되는 다수의 전자 의류 통신망을 통합(integration)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상의,하의,외투 등 여러 개의 의복을 입기 때문에 각 의복마다 전자 

의류 통신망이 구성될 경우 신체 상에 다수의 전자 의류 통신망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사람의 활동성과 착용감을 고려하면 이들의 전자 의류 통신망을 전도성 섬유로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각각의  전자 의류 

통신망의 통합/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표준은  통합 네트워크 구조를 제시하고 이종 

데이터 링크를 연결시켜주는 메커니즘을 규정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현재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의 하나로서, 의복 내에 

통신망을 구성하고 다양한 정보처리 디바이스를 연결하여, 입고 다닐 수 있는 웨어러블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에서 의복 상에 

구성되는 네트워크를 WPN(Wearable Personal Network)이라고 하며, 특히 전도성 

섬유를 매질로 하는 유선 방식의 WPN을 전자 의류 통신망(e-Textile Network)이라고 

한다. 

 본 표준에서 통합 대상이 되는 WPN은 전도성 섬유로 웨어러블 컴퓨팅 장치들을 

연결하는 유선 방식의 전자 의류 통신망(e-Textile Network)이다. WPN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은 소형 센서 디바이스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원활한 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람이 여러 의복을 착용하는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에서의 WPN의 통신 범위를 

전도성 섬유로 연결하는 단일 의복에 국한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복에서 독립적으로 생성되는 WPN을 통합하여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주고 서로 다른 

의복에 장착된 웨어러블 컴퓨팅 장치간에도 통신이 가능토록 하는 기술의 개발과 

표준화가 필요하다.  

WPN의 통합을 위하여 WPN 장치들 중 하나에 무선 게이트웨어 역할을 부여한다. 무선 

게이트웨이는 WPN의 호스트가 담당하게 된다. 그 이유는 WPN으로 연결되는 웨어러블 

컴퓨팅 장치들은 호스트와 노드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기적이고 순차적인 호스트의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TTAK.KO-10.0429 2

폴링(polling)에 의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통신 절차의 간소화와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무선통신 기술은 IEEE 802.15.4 에서 표준화하고 있는 Low Ratw  

WPAN(Wireless Peosonal Area Network) 기술을 이용한다. IEEE 802.15.4 통신 기술은 

저속/저전력의 특성으로 전원 공급의 제약을 갖는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에 적합하고 

다수의 노드를 그룹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지원한다. 

게이트웨이 역할을 담당하는 호스트는 이종 데이터 링크 사이에서 적절한 프레임 

변환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목적지 노드의 탐색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본 표준에서는 WPN 통합에 적합한 네트워크 구조 및 이종 데이터 링크를 연결해주는 

Bridge 모듈의 정의와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3.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본 표준은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한 유선 전자 의류 통신망 통합에 대한 요구 사항 및 

네트워크 구조, 연동 기술을 표준화함으로써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에서의 다양한 응용 및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기여한다.  

현재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전자 의류 통신망 환경에서 산업 표준이 규정되고 

적용됨으로써, 웨어러블 컴퓨팅 디바이스간 통신 환경을 제공하고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한다.  

 

4. 참조 권고 및 표준  

 

4.1 국외 표준(권고)  

 

- IEEE Std 802.15.4-2006: IEEE Standard for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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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tember-2006 

 

4.2 국내 표준  

 

-해당 사항 없음. 

 

4.3 기타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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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 없음. 

 

5. 참조 표준(권고)과의 비교  

 

5.1 참조 표준(권고)과의 관련성  

 

IEEE 802.15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s) 태스크 그룹에서 정의된 IEEE 

802.15.4 LR-WPAN 통신 기술은 저속 저전력 특징을 가지는 통신 프로토콜의 규격으로 

본 표준에서는 전자 의류 통신망을 통합시키기 위한 기술로써 이용된다.  

 

5.2 참조한 표준(권고)과 본 표준의 비교표  

 

 IEEE 802.15.4 TTAK.xx-xx.xxxx 

 
전자  기기 간의 저전력 저속 

데이터 교환 기법에 관한 표준 

IEEE 802.15.4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 

의류 통신망을 통합 

 
교환할 데이터의 규격 

데이터 교환을 위한 절차 

IEEE 802.15.4 기술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모델, 네트워크 생성 및 관리 

기법을 이용하여, 전자 의류 통신망 

통합에 필요한 기능 정의 

 

6. 지적 재산권 관련 사항  

 

-해당 사항 없음. 

 

7. 적합 인증 관련 사항  

 

-해당 사항 없음. 

 

7.1 적합 인증 대상 여부  

 

-해당 사항 없음. 

 

7.2 시험 표준 제정 여부(해당 시험 표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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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 없음. 

 

8. 표준의 이력  

 

판 수 제· 개정일 제· 개정 내역 

제 1 판  2010.  12. 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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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The Purpose of Standard  

 

The purpose of this specification is to define a standard method to integrate e-

Textile Networks on multiple clothes using IEEE 802.15.4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A human wears multiple cloths such as a shirt, jacket and pants, 

therefore, there may exist multiple e-Textile networks on a human body, one for 

each cloth. Connecting these e-Textile networks by wired lines reduces wearability. 

Therefore, connecting and integrating each of the e-Textile networks using wireless 

technology is required. This standard specifies a network structure of integrating 

multiple e-Textile networks and a mechanism interworking disparate link layer 

protocols. 

 

2. The Summary of Contents  

 

The Wearable computer is one of major technologies to make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 feasible. Various researches on the wearable computer are 

currently being carried out. One of such efforts is to build a communication network 

on a clothes and to connect various devices embedded in the clothes. A 

communication network which covers a body area in the wearable computing 

environment is called the WPN(Wearable Personal Network). WPN may be 

implemented by using either a wire line or wireless media. WPN using wireline is 

specially called the e-Textile Network. 

A human wears multiple cloths such as a shirt, jacket and pants, therefore, there 

may exist multiple e-Textile networks on a human body, one for each cloth. 

Connecting these e-Textile networks by wired lines reduces wearability. Therefore, 

connecting and integrating each of the e-Textile networks using wireless technology 

is required.  

For integration of WPNs, one of WPN devices should act as a gateway. WPN host 

takes charge for the wireless gateway.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used is 

standardized in the IEEE 802.15.4 Low-Rate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technology. IEEE 802.15.4 LR-WPAN technique is a communication technology 

specialized for low-speed and low-power consuming communication environment, 

and is used for a media access protocol in Zigbee and 6LoWPAN. IEEE 8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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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s technology is suitable for wearable computing environment and 

supports a network structure manageable by grouping many nodes.  

This standard provides a mechanism to interwork the link layer protocol of an e-

Texitle network with the link layer protocol of IEEE 802.15.4.   

 

3. The Applicable Fields of Industry and Its Effect 

 

This standard is to provide requirements and a network structure and interworking 

protocol for wired e-Textile networks to be integrated using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It contributes industry by promoting to develop a variety of applications 

in wearable computing environment.  

By adopting this protocol specification as an industrial standard, it is possible to 

provide communication between wearable computing devices on different part of 

body. This will promote the manufacturing of wearable computer devices and 

network equipments, resulting in, its contribution to the IT industry. 

 

4. The Reference Standards (Recommendations) 

 

4.1 International Standards(Recommendations) 

-  None.  

 

4.2 Domestic Standards  

 

-  None.  

 

5. The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 (Recommendations)  

 

5.1 The Relationship of Reference Standards 

 

- IEEE Std 802.15.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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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tember-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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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Differences between Reference Standard (recommendation) and this standard  

 

 IEEE 802.15.4 TTAK.xx-xx.xxxx 

 

The standard for low-speed and 

low-power consuming wireless 

communication 

Integration of e-Textile Networks 

using IEEE 802.15.4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 Data structure 

- Procedures for data exchange 

- Function needed to integrating e-

Textile network using network model 

provided by the IEEE 802.15.4 

technology  

- Connectio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techniques. 

 

6. The Stat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None.  

 

7. The Statement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7.1 The Object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  None.  

 

7.2 The Standards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  None.  

 

8. The History of Standard  

 
Edition  Issued date  Contents  

The 1st edition  2010.12.23.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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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802.15.4 무선통신 방식을  이용한 전자 의류 통신망 통합 

(Integration of e-Textile Networks using  

 IEEE 802.15.4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1. 개요 

 

웨어러블 컴퓨팅 장치의 소형화와 전도성 섬유 통신 매질의 발전으로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사용자 친화적인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에서 의복 상에 구성되는 네트워크를 WPN(Wearable Personal Network)이라고 하며, 

특히 전도성 섬유를 매질로 하는 유선 방식의 WPN 을 전자 의류 통신망(e-Textile 

Network)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상의,하의,외투 등 여러 개의 의복을 입기 때문에 각 의복마다 전자 

의류 통신망이 구성될 경우 신체 상에 다수의 전자 의류 통신망이 존재하게 된다는 점과 

또한 사람의 활동성과 착용감을 고려하면 이들의 전자 의류 통신망을 전도성 섬유로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각각의  전자 

의류 통신망을 통합·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표준은  통합(integration) 네트워크 

구조를 제시하고 이종 데이터 링크를 연결시켜주는 메커니즘을 규정한다.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한 WPN 의 통합은 다수 의복에 장착된 웨어러블 컴퓨팅 

장치들간의 데이터 통신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이다. 현재 근거리 무선통신 표준 IEEE 

802.15 Task Group 에 의해서 활발히 진행중이며, 그 중에서 Task Group 4 에 의하여 

표준화되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은 Low Rate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으로서 저속/저전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력 공급에 한계를 갖는 소형 디바이스의 

네트워크에 적합하다. 그리고 다수의 노드를 그룹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 기능을 갖는 소형 디바이스를 대상으로 하는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에도 적합하다. 본 표준은 IEEE 802.15.4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다수의 

WPN 을 통합시킴으로써 기존 WPN 의 한계를 극복하고 확장된 네트워크 구조와 관리 

기법을 정의한다. 개별 WPN 을 IEEE 802.15.4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과 링크 계층 

프로토콜 레벨에서 연동(interworking) 시키고 다수의 WPN 에 대한 통합을 무선 

게이트웨이들이 분산 수행하는 방식이다.  

  

WPN의 통합을 위하여 WPN 장치들 중 하나에 무선 게이트웨어 역할을 부여한다. 무선 

게이트웨이는 WPN의 호스트가 담당하게 된다. 그 이유는 WPN으로 연결되는 웨어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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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장치들은 호스트와 노드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기적이고 순차적인 호스트의 

폴링(polling)에 의해서 데이터를 주고 받기 때문에 통신 절차의 간소화와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무선통신 기술은 IEEE 802.15.4 에서 표준화하고 있는 Low Rate  

WPAN(Wireless Peosonal Area Network) 기술을 이용한다. IEEE 802.15.4 통신 기술은 

저속/저전력의 특성으로 전원 공급의 제약이 있는 웨어러블 컴퓨팅 환경에 적합하고 

다수의 노드를 그룹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지원한다. 

게이트웨이 역할을 담당하는 호스트는 이종 데이터 링크 사이에서 적절한 프레임 

변환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목적지 노드의 탐색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본 표준에서는 WPN 통합에 적합한 네트워크 구조 및 이종 데이터 링크를 연결해주는 

Bridge 모듈의 정의와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2. 표준의 구성 및 범위 

 

본 표준에서는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유선 전자 의류 통신망을 통합하는 프로토콜 

및 네트워크 구조를 규정한다.  

본  표준의 범위는 전자 의류 통신망 통합에 따른 확장된 네트워크 구조, 이종 데이터 

링크를 연결해주기 위한 Bridge 기법, 데이터 전송에 대한 통신 프로토콜, 무선 

게이트웨이의 상태 변화에 대한 정의이다.  

 

3. 용어 설명 및 약어 

본  표준에서 이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WPN: Wearable Personal Network 의 약자로서 입을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크 

� 전자 의류(e-Textile): e-Textile 소재를 활용한 의류 

� 전자 의류 통신망 (e-Textile Network): 전도성 섬유로 의복에 구성된 유선 WPN 

� 데이터 링크(data link) 계층 프로토콜: 네트워크상 두 개의 노드가 하나의 채널을 

통하여 직접 연결되어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통신을 달성하도록, 링크를 

확립/유지/단절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OSI 계층 2 통신 규약 

� Bridge: 이종 데이터 링크 계층을 연결해주는 모듈 

또한 본 표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약어가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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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약어표 

약어 정의 

WPN Wearable Personal Network 

 

본 표준에서 정하는 기술 표준에는 필수 준수 사항과 선택적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표현하도록 한다. 

� 필수 요구 사항: ~야 한다,  ~하도록 한다,  ~로 정한다, ~ 필요하다 

� 선택 요구 사항: ~할 수 있다,  ~가능하다 

 

4.  WPN 통합 요구 사항 

WPN 의 통합 기술은 한 사람이 입을 수 있는 다수의 의복에 각각 탑재된 별도 WPN 을 

연결하여 서로 다른 WPN 노드들간 통신을 지원하여야 한다. 통합에 따른 확장 

네트워크와 WPN 과 IEEE 802.15.4 통신 방식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도출될 수 있다. 

 

� 한 사람의 신체에 탑재된 다수의 전자 의류 통신망의 통합을 대상으로 한다. 

� 각각의 WPN 에 고유한 네트워크(Network) ID 를 부여함으로써 다수의 WPN 이 

통합 되었을 때 노드들이 주소충돌 없이 유일하게 식별될 수 있게 한다. 

� WPN 의 링크 계층 프로토콜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표준 프로토콜인 

“ 전자 의류 통신망의 링크 계층 프로토콜( TTAK.KO-10.0349, NPS-2009-

37 )”  중 동기식 프로토콜을 대상으로 한다. 

� WPN 의 동기식 통신 프로토콜에서의 폴링(Polling)방식에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WPN 의 호스트 디바이스가 무선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도록 

한다. 

� 통합 시 적용될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Peer-to-Peer 토폴로지 또는 Star 

토폴로지로 할 수 있다. 

� WPN 의 무선 게이트웨이에서는 WPN 과 IEEE 802.15.4 의 상이한 주소체계를 

변환하기 위해 주소 매핑 테이블(Address Mapping Table)을 관리하도록 한다. 

� WPN 에서 사용되는 토큰(Token) 프레임과 데이터 프레임을 IEEE 802.15.4 의 

데이터 프레임 페이로드(Payload)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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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PN 의 제어(Control) 프레임은 호스트가 자신과 로컬 WPN 노드들의 제어에 

대한 기능을 갖기 때문에 통합 시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 

 

5.  WPN 통합 네트워크 구조 

 

WPN 통합 네트워크는 개별적으로 생성되는 WPN 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호스트 

중심의 폴링(Polling)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WPN 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네트워크 

구조를 가져야 한다. 본 장에서는 다수의 WPN 이 IEEE 802.15.4 를 이용하여 통합된 

상태의 네트워크 구조를 정의한다 

 

5.1.  네트워크 구조 

사람이 입는 의류에 유선 통신망으로 구성된 WPN 은 의류 한 벌당 하나가 존재한다. 

WPN 의 통합 범위는 사람이 입게 되는 옷이 다수이며 각각 의류에 독립적으로 생성된 

WPN 이 구성되어 있을 때, 모든 WPN 마다 존재하는 호스트 디바이스를 IEEE 802.15.4 

무선통신 기술과 연동시켜 해당 WPN 의 무선 게이트웨이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인체에 

구성된 다수의 WPN 을 통합시키는 것이다. (그림 5-1)은 WPN 호스트와 노드(node)의 

연결을 통한 WPN 통합의 범위를 보여준다. WPN 통합 네트워크는 통합 대상이 되는 WPN 

유선 네트워크들이 통합 방법인 IEEE 802.15.4 무선 네트워크와 연동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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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 WPN 연동 범위의 예 

 

WPN 마다 자신이 속한 WPN 의 통신을 주도하는 호스트가 존재한다. 본 표준에서 통합 

대상인 WPN 링크 계층 프로토콜은 동기식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노드들은 호스트의 

폴링(Polling)에 의해서 전송 권한을 받고 직접 통신은 호스트와만 가능하다. 즉 노드와 

노드가 직접 통신할 수 없다. (그림 5-1)에서 하의에 구성된 WPN 구조는 노드와 

노드사이의 직접적인 통신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비동기식 WPN 프로토콜이 

적용되는 WPN 에서 가능한 상황이다. 향후 비동기식 WPN 프로토콜이 적용되는 WPN 도 

통합 대상으로 될 경우의 상황을 참고로 보인 것이다.  

WPN 통합 네트워크에서는 각 호스트는 WPN 통신 프로토콜을 수행할 수 있음과 

동시에 IEEE 802.15.4 통신 인터페이스가 결합되어 근거리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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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 WPN 통합 네트워크 구조 

 

 (그림 5-2)는 무선통신이 가능해진 WPN 호스트를 통하여 WPN 이 통합된 네트워크 

구조의 한 예이다. WPN 통합 수단인 IEEE 802.15.4 무선통신 방식은 Coordinator 에 

의해 네트워크의 생성 및 노드 가입/탈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WPN 호스트들 중 하나가 

Coordinator 가 되어야 한다. 

 

5.2. 네트워크  초기화 

Coordinator 가 선정되면 IEEE 802.15.4 MAC 계층의 Association 프리미티브에 

의하여 WPN 호스트들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그리고 WPN 노드 관리를 위하여 두 

단계의 초기화 과정을 진행한다.  

 

5.2.1. 네트워크(Network) ID 부여 

첫 단계는 독립적으로 구성된 WPN 이기 때문에 통합 되었을 때 다른 WPN 노드와 주소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WPN 마다 각각의 네트워크 ID 를 부여하는 단계이다. 

네트워크 ID 가 부여된 WPN 노드 주소 체계는 <표 5-1>과 같다. 

 

<표 5- 1> 네트워크 ID 가 부여된 주소체계 

네트워크  ID 주소 

3bit 8bit 

 

상위 3bit 를 사용하여 WPN 고유의 네트워크 ID 를 부여한다. Coordinator 가 속해있는 

WPN 이 네트워크 ID 000 을 사용하고 Association 되는 순서대로 001, 010, 011..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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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 개의 WPN 이 네트워크 ID 를 부여받을 수 있다. 부여되는 네트워크 ID 는 

Coordinator 가 Association 된 호스트에게 Association 에 대한 confirm 을 보내면서 

같이 포함시킨다. Confirm 을 받은 호스트는 자신이 속한 WPN 노드들에게 

브로드캐스트하여 부여받은 NID 를 사용해야 함을 알려야 한다. 

 

5.2.2. 주소 매핑 테이블(Address Mapping Table) 생성 

WPN 의 호스트와 노드들은 무선으로 연결된 외부 WPN 의 주소를 알아야만 한다. 

그러기 위하여 Association 이 완료되고 네트워크 ID 를 부여받은 후, 네트워크 초기화의 

두번째 단계로서 Coordinator 를 포함한 통합된 WPN 호스트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WPN 

노드들의 주소를 교환하면서 WPN 통합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들에 대한 주소 매핑 

테이블(Address Mapping Table) 을 만든다. 노드 정보 교환을 통해 만들어지는 주소 

매핑 테이블은 <표 5-2>와 같다. 

 

<표 5-2> 주소 매핑 테이블 

노드(Node) : 네트워크 ID 

노드주소  네트워크 ID 

 

네트워크 ID : 호스트(Host) 

네트워크 ID 호스트 주소 

 

노드가 존재하는 WPN 의 네트워크 ID 를 비교할 수 있는  [Node : 네트워크 ID 

테이블]과 네트워크 ID 에 해당하는 WPN 의 게이트웨이가 되는 호스트의 주소를 비교할 

수 있는 [네트워크 ID : 호스트 테이블]이다. 두 단계의 테이블 비교를 통하여 외부 

WPN 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6. Bridge 기능 정의 

WPN 의 무선 게이트웨이를 담당하게 되는 호스트는 WPN 통신과 IEEE 

802.15.4 통신이 모두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개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갖는다. 

Bridge 는 이종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연동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6-1)은 호스트에 

존재하는 이종의 데이터 링크 계층과 Bridge 의 논리적 구조와 더불어 연동을 위한 

데이터의 흐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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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Bridge 와 데이터 흐름 

 

호스트는 WPN 데이터 링크를 통해 받은 데이터를 Bridge 로 전달한다. Bridge 에서는 

데이터를 분석 후 IEEE 802.15.4 데이터 링크로 내려보내고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무선으로 전송할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 후 외부 WPN 의 게이트웨이로 전달한다. IEEE 

802.15.4 데이터 링크로 데이터를 받게된 호스트는 앞서 언급한 데이터 흐름과 

마찬가지로 Bridge 를 통한 데이터 분석 및 프레임 변환을 거쳐서 WPN 목적지 노드로 

전송하게 된다. 

 

6.1. 프레임 변환 

호스트에서 생성되거나 또는 두 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들어오는 WPN 프레임과 IEEE 

802.15.4 MAC 프레임은 Bridge 로 전달되어 분석되고 각각 용도에 맞추어 WPN->IEEE 

802.15.4 , IEEE 802.15.4->WPN 과 같은 프레임 변환절차를 거치게 된다.  

<표 6-1>는 Brigde 의 프레임 변환 과정을 (그림 6-1)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나타낸다. 

 

<표 6-1> Bridge 의 프레임 변환 및 전송 

1 단계 WPN 프레임 수신 

2 단계 
WPN 프레임으로부터  주소필드와  

페이로드(payload) 를 분리하여 Bridge 로 전달 

3 단계 
전달 받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IEEE 802.15.4 프레임 

송신 프리미티브 호출 

4 단계 IEEE 802.15.4 프레임을 생성하고 목적지로 송신 

5 단계 IEEE 802.15.4 프레임 수신 

6 단계 
IEEE 802.15.4 프레임으로부터 

페이로드(payload)를 분리하여 Bridge 로 전달 

7 단계 
전달 받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WPN 프레임 송신 

프리미티브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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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계 WPN 프레임을 생성하고 목적지로 송신 

 

7. 프레임 교환 절차 

 

본 장에서는 서로 다른 WPN 간 무선으로 통합이 된 상태에서의 호스트로부터 시작되는 

WPN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 프레임 교환 절차에 대하여 기술한다. WPN 에서 동기식 링크 

계층 프로토콜을 이용할 경우 호스트의 폴링(Polling)으로부터 프레임 교환 절차가 

일어난다. 무선 통합 시에도 역시 WPN 의 호스트로부터 시작되는 데이터 읽기, 데이터 

쓰기(Data Read, Data Write) 절차에 대하여 정의한다. 

 

7.1. 데이터 읽기 

WPN 의 호스트가 다른 WPN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는 절차이며 통신 절차는 

데이터를 읽어오고자 하는 호스트로부터 시작하고 이 호스트가 대상이 되는 다른 WPN  

노드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면 종료가 된다. 프레임의 에러나 유실로 인한 재전송 횟수는 

MaxRestries 값에 의해 설정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3 회의 재전송 횟수를 갖는다.  

 

7.1.1 정상적인 데이터 읽기 

HostA 는 데이터를 읽어오고자 하는 WPN 의 호스트이고 HostB 는 HostA 가 데이터를 

읽을 대상이 존재하는 다른 WPN 망의 호스트라고 하자. HostA 의 데이터 링크 상위 

계층에서 HostA 무선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데이터를 읽어오겠다는 요청을 보내면 

HostA 의 무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무선 데이터 프레임의 페이로드(Payload)에 

WPN 에서 정의된 토큰(Data in)을 포함하여 무선으로 전송할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고 

HostB 로 전송한다 (그림 7-1)참조). 무선 데이터 링크로 프레임을 수신한 HostB 는 

ACK 로 응답하고, 수신한 프레임은 Bridge 에서 페이로드(Payload)를 추출하여 상위 

계층으로 전달한다. 상위 계층에서는 추출된 내용을 분석하여 대상이 되는 노드와 WPN 

Data in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WPN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토큰(Data in)을 전달하고 

WPN 데이터 읽기 트랜잭션을 시작한다. 트랜잭션이 끝나고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받은 

HostB 는 HostA 가 요청한 데이터와 더불어 3 비트의 결과값을 무선데이터 프레임의 

페이로드(Payload)에 포함하여 HostA 로 전송한다. HostA 는 ACK 로 응답하고 수신한 

Data+Result 를 상위 계층으로 전달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Result 는 WPN 절차의 

성공여부에 대한 결과값을 3 비트로 나타낸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값으로 

WPN 절차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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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Result 정의 

Read or Write 

Read : 0 

Write : 1 

Value 

00 ~ 11 

1bit 2bit 

 

<표 7-2>  Result Value 

000 Read : 성공 

001 Read : 토큰 전송 후 데이터 미수신 

010 Read : 데이터 수신 후 ACK 유실 

011 Read : Unkown 

100 Write : 성공 

101 Write : 토큰 전송 후 데이터 전송 실패 

110 Write : 데이터 전송 후 ACK 유실 

111 Write : Unkown 

 

 

HostA

Higher Layer
HostA HostB

HostB

Higher Layer
NodeB

Data in 요청

Token(Data in)

Token(Data in)

Token(Data in)

Data

ACK

ACK

Data + Result:000

Data + Result:000

Data + Result:000

ACK

ACK

HostB

WPN Link Layer

Token(Data in)

Data + Result:000

 

(그림 7-1]  정상적인 데이터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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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Token 송신 시 통신 장애  

HostA 가 HostB 에게 토큰(Data in)을 포함한 무선 데이터 프레임을 보냈으나, 

HostB 가 받지 못하여 ACK 를 보내지 못한 상황이다 (그림 7-2)). 이 경우 HostA 는 

일정시간 동안 ACK 가 오지 않고 MaxRetries 회수 한도 내에서 재전송을 한다. 

MaxRetries 만큼 재전송한 상태가 되면 자신이 무선통신망에서 고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Coordinator 와 동기화를 하기 위한 Orphan 프리미티브를 수행한다. 이 이유는 

HostA 가 Coordinator 와의 동기화가 끊어져 고립된 상태였기 때문에 HostB 로 데이터 

프레임이 전송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Orphan 프리미티브는 

Coordinator 와의 동기화에 실패하여 Coordinator 에 의한 네트워크 탈퇴가 된 경우 재 

가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그림 7-2)Token 송신 시 통신 장애 

 

7.1.3 Token 수신에 대한 ACK 송신 시 통신 장애 / 복구 실패 

HostA 가 전송한 토큰(Data in)을 수신한 HostB 는 ACK 로 응답을 한 뒤 대상 노드와 

데이터 읽기(Data Read)트랜잭션을 시작한다. HostB 가 보낸 ACK 응답이 유실되면 

HostA 는 토큰(Data in)을 재전송하고 그것을 받은 HostB 는 프레임 시퀀스(Frame 

Sequence)를 보고 중복 메시지이면 ACK 응답만 보내고 중복된 처리는 하지 않는다. 

만약 HostA 가 HostB 와의 통신 장애로 인하여 MaxRetries 만큼의 재전송 후에도 ACK 를 

받지 못하면 무선통신망에서 고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Coordinator 와 동기화를 

하기 위한 Orphan  프리미티브를 수행한다. 동시에 HostB 측에서는 HostA 의 상태와 

무관하게 수신한 토큰(Data in)에 대하여 노드와의 데이터 읽기 트랜잭션을 진행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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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하고 정상적으로 Data+Result 를 HostA 에게 보낸다. 이 시점에서 HostA 의 

Orphan 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Orphan 수행이 실패하게 되면 HostB 는 데이터와 

결과값에 대한 ACK 를 받을 수 없고 MaxRetries 만큼 재전송 후에 Orphan 프리미티브를 

시작한다. 

 

HostA

Higher Layer
HostA Coordinator HostB

Data in 요청

Token(Data in)

Realignment

End Orphan

X
MaxRetries

재전송

Start Orphan

Orphan indication

HostB

Higher Layer
NodeB

ACK

Token(Data in)

Token(Data in)

Data

ACK

ACK

Data + Result:000

Data + Result:000X

MaxRetries
재전송

Start Orphan

Orphan indication

Realignment

End Orphan

HostB

WPN Link Layer

Token(Data in)

Data + Result:000

 

 (그림 7-3)Token 수신에 대한 ACK 송신 전 통신 장애 - 복구 실패 

 

7.1.4 Token 수신에 대한 ACK 송신 시 통신 장애 / 복구 성공 

7.1.3 절과 마찬가지로 토큰(Data in)전송 후 ACK 를 수신하기 전에 발생한 통신 

장애에 대하여 HostA 가 Orphan 을 수행한다. HostB 로부터 Data+Result 를 

수신하기전에 정상적으로 Orphan 이 완료될 경우 ACK 로 응답하고 절차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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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A
Higher Layer

HostA Coordinator HostB

Data in 요청

Token(Data in)

Realignment

End Orphan

X
MaxRetries

재전송

Start Orphan

Orphan indication

HostB
Higher Layer

NodeB

ACK

Token(Data in)

Token(Data in)

Data

ACK

ACK

Data + Result:000

Data + Result:000

Data + Result:000

ACK

HostB
WPN Link Layer

Token(Data in)

Data + Result:000

 

 (그림 7-4)Token 수신에 대한 ACK 송신 전 통신 장애 - 복구 성공 

 

7.1.5 Data+Result 송신 시 통신 장애 

토큰(Data in)의 전송과 그에 대한 ACK 까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된 후 HostB 가 

Data+Result 를 보내기 전에 통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 HostB 가 Data+Result 에 대한 

ACK 를 받지 못하면 Orphan 프리미티브를 시작한다. 

 

HostA
Higher Layer

HostA Coordinator HostB

Data in 요청

Token(Data in)

HostB
Higher Layer

NodeB

ACK

Token(Data in)

Token(Data in)

Data

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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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5) Data+Result 송신 시 통신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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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Data+Result 에 대한 ACK 송신 시 통신 장애 

토큰(Data in)의 전송과 그에 대한 ACK 까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된 후 HostB 가 보낸 

Data+Result 를 HostA 가 정상적으로 수신하고 ACK 를 보내기전에 통신 장애가 일어난 

경우이다. HostA 는 Data+Result 를 수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위 레이어로 전달하여 

처리를 하고 HostB 는 Data+Result 에 대한 ACK 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Orphan 

프리미티브를 시작한다. 

 

HostA
Higher Layer

HostA Coordinator HostB

Data in 요청

Token(Data in)

HostB
Higher Layer

NodeB

ACK

Token(Data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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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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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6) Data+Result 에 대한 ACK 송신 시 통신 장애 

 

7.1.7 WPN Data in 통신 절차 실패 #1 ( Data 미수신 ) 

무선통신 상태의 이상은 없으나 HostB 와 WPN 측의 NodeB 사이의 통신 문제로 

HostA 가 요청한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가져오지 못했을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HostB 가 

토큰은 전송하였으나 데이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HostA 에게 Result 값 001 만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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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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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A Hos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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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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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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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en(Data in)

Time
out

Result:001

ACK

ACK

HostB
WPN Link Layer

Token(Data in)

Result:001

 

 (그림 7-7) WPN Data in 통신 절차 실패 #1 

 

7.1.8 WPN 통신 절차 실패 #2 ( 데이터 미수신 ) 

WPN 측의 통신 절차의 실패 중 토큰은 전송하였으나 데이터를 받지 못한 또 다른 

경우이며 7.1.7 절과 마찬가지로 Result 값 001 을 전송한다. 

 

HostA

Higher Layer
HostA HostB

Data in 요청

HostB

Higher Layer
NodeB

Token(Data in)

Token(Data in)

Result:001

Result:001

X

Token(Data in)

Time
out

Result:001

ACK

Data

ACK

HostB

WPN Link Layer

Token(Data in)

Result:001

 

 (그림 7-8) WPN Data in 통신 절차 실패 #2 

 

7.1.9 WPN 통신 절차 실패 #3 ( 데이터수신 ) 

WPN 통신 절차 과정에서 HostB 가 데이터는 받았지만 ACK 를 주고받지 못한 경우이다. 

ACK 를 주고받지 못하였지만 데이터는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HostA 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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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Result 를 전송하고 Result 값을 010 으로 보내면서 ACK 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리게 된다. 

 

HostA

Higher Layer
HostA HostB

Data in 요청

HostB

Higher Layer
NodeB

Token(Data in)

Token(Data in)

Data + Result:010

Data + Result:010

X

Token(Data in)

Time
out

Data + Result:010

ACK

Data

ACK

ACK

HostB

WPN Link Layer

Token(Data in)

Data + Result:010

 

 (그림 7-9) WPN Data in 통신 절차 실패 #3 

 

7.1.10 WPN 통신 절차 실패 #4 ( 데이터 수신 ) 

7.1.9 절과 마찬가지의 경우로 데이터는 수신 하였지만 ACK 를 정상적으로 주고받지 

못한 또 다른 상황으로 HostA 에게는 Data+Result 를 전송하고 Result 값을 010 으로 

보내면서 ACK 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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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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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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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en(Data in)

Token(Data in)

Data + Result: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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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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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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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10) WPN Data in 통신 절차 실패 #4 

 

7.2. 데이터 쓰기 

WPN 의 호스트가 다른 WPN 의 노드에게 데이터를 쓰는 절차이며 통신 절차는 

데이터를 쓰고자 하는 호스트로부터 시작하고 이 호스트가 대상이 되는 다른 

WPN 노드로부터 정상적으로 쓰기가 완료되었다는 ACK 를 수신하면 종료된다. 프레임의 

에러나 유실로 인한 재전송 횟수는 MaxRestries 값에 의해 설정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재전송 횟수는 3 회이다. 

 

7.2.1 정상적인 데이터 쓰기 

HostA 는 외부 WPN 의 노드에 데이터를 쓰고자 하는 WPN 의 호스트이고 HostB 는 

HostA 가 데이터를 쓸 대상이 존재하는 WPN 망의 호스트이다. HostA 의 데이터 링크 

상위 계층에서 HostA 무선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데이터를 쓰겠다는 요청을 보내면 

HostA 의 무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무선데이터 프레임의 페이로드(Payload)에 

전송할 데이터를 포함하여 무선으로 전송할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고 HostB 로 

전송한다. 무선 데이터 링크로 프레임을 수신한 HostB 는 ACK 로 응답하고, 수신한 

프레임은 Bridge 에서 페이로드(Payload)를 추출하여 상위 계층으로 전달한다. 상위 

계층에서는 추출된 내용을 분석하여 대상이 되는 노드와 WPN Data out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WPN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트랜잭션을 시작한다. 트랜잭션이 

끝나고 정상적으로 ACK 를 받은 HostB 는 HostA 에게 3 비트의 결과값을 무선데이터 

프레임의 페이로드(Payload)에 포함하여 전송한다. HostA 는 ACK 로 응답하고 수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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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를 상위 계층으로 전달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Result 는 WPN 절차의 성공여부에 

대한 결과값을 3 비트로 나타낸 것이다.  

 

HostA
Higher Layer

HostA HostB
HostB

Higher Layer
NodeB

Data out 요청

Data

Data

Token(Data out)

ACK

Data

ACK

Result:100

Result:100

Result:100

ACK

ACK

HostB
WPN Link Layer

Data

Result:100

 

 (그림 7-11) 정상적인 데이터 쓰기 

 

7.2.2 데이터 송신 시 통신 장애 

HostA 가 HostB 에게 데이터를 포함한 무선 데이터 프레임을 보냈으나, HostB 가 받지 

못하여 ACK 를 보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 경우 HostA 는 일정시간 동안 ACK 가 오지 않고 

회수 한도 내에서 재전송을 한다. MaxRetries 만큼 재전송한 상태가 되면 자신이 

무선통신망에서 고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Coordinator 와 동기화를 하기 위한 

Orphan 프리미티브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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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A
Higher Layer

HostA Coordinator HostB

Data out 요청

Data X

MaxRetries
재전송

Realignment

End Orphan

Start Orphan

Orphan indication

 

 (그림 7-12) 데이터 송신 시 통신 장애 

 

7.2.3 데이터 수신에 대한 ACK 송신 시 통신 장애 / 복구 실패 

HostA 가 전송한 데이터를 수신한 HostB 는 ACK 로 응답을 한 뒤 대상 노드와 데이터 

쓰기(Data Writ)e 트랜잭션을 시작한다. HostB 가 보낸 ACK 응답이 유실되면 HostA 는 

데이터를 재전송하고 그것을 받은 HostB 는 프레임 시퀀스(Frame Sequence)를 보고 

중복 메시지이면 ACK 응답만 보내고 중복된 처리는 하지 않는다. 만약 HostA 가 

HostB 와의 통신 장애로 인하여 MaxRetries 만큼의 재전송 후에도 ACK 를 받지 못하면 

무선통신망에서 고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Coordinator 와 동기화를 하기 위한 

Orphan 프리미티브를 수행한다. 동시에 HostB 측에서는 HostA 의 상태와 무관하게 

수신한 데이터에 대하여 노드와의 데이터 쓰기 트랜잭션을 진행해서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Result 를 HostA 에게 보낸다. 이 시점에서 HostA 의 Orphan 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Orphan 수행이 실패하게 되면 HostB 는 데이터와 결과값에 대한 ACK 를 받을 

수 없고 MaxRetries 만큼 재전송 후에 Orphan 프리미티브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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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13) 데이터 수신에 대한 ACK 송신 시 통신 장애 - 복구 실패 

 

7.2.4 데이터 수신에 대한 ACK 송신 시 통신 장애 / 복구 성공 

7.2.3 절과 마찬가지로 데이터전송 후 ACK 를 수신하기 전에 발생한 통신 장애에 

대하여 HostA 가 Orphan 을 수행한다. HostB 로부터 Result 를 수신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Orphan 이 완료될 경우 ACK 로 응답하고 절차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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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14) 데이터 수신에 대한 ACK 송신 시 통신 장애 - 복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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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Result 송신 시 통신 장애 

데이터의 전송과 그에 대한 ACK 까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된 후 HostB 가 Result 를 

보내기 전에 통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 HostB 가 Result 에 대한 ACK 를 받지 못하면 

Orphan 프리미티브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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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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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15) Result 송신 시 통신 장애 

 

7.2.6 Result 에 대한 ACK 송신 시 통신 장애 

데이터의 전송과 그에 대한 ACK 까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된 후 HostB 가 보낸 

Result 를 HostA 가 정상적으로 수신하고 ACK 를 보내기전에 통신 장애가 일어난 

경우이다. HostA 는 Result 를 수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위 레이어로 전달하여 처리를 

하고 HostB 는 Result 에 대한 ACK 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Orphan 프리미티브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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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16) Result 에 대한 ACK 송신 시 통신 장애 

 

7.2.7 WPN Data out 통신 절차 실패 #1 ( Token 에 대한 ACK 미수신 ) 

무선통신 상태의 이상은 없으나 HostB 와 WPN 측의 NodeB 사이의 통신 문제로 

HostA 가 전송한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쓰지 못했을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HostB 가 

토큰은 전송하였으나 ACK 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HostA 에게 Result 값 101 만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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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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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en(Data out)

Result:101

Result: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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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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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17) WPN Data out 통신 절차 실패 #1 ( Token 에 대한 ACK 미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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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WPN Data out 통신 절차 실패 #2 (Token 에 대한  ACK 미수신 ) 

WPN 측의 통신 절차의 실패 중 토큰은 전송하였으나 ACK 를 받지 못한 또 다른 

경우이며 7.1.7 절과 마찬가지로 Result 값 101 을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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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18) WPN Data out 통신 절차 실패 #2 ( Token 에 대한 ACK 미수신 ) 

 

7.2.9 WPN Data out 통신 절차 실패 #3 ( 데이터 전송에 대한  ACK 미수신 ) 

WPN 통신 절차 과정에서 HostB 가 ACK 는 받았지만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이다. 

데이터 전송에 대한 ACK 를 받지 못하고 절차가 실패하면 Result 값을 110 으로 하여 

HostA 에게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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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19) WPN Data out 통신 절차 실패 #3 ( 데이터 전송에 대한  ACK 미수신 ) 

 

7.2.10 WPN Data out 통신 절차 실패 #4 ( 데이터 전송에 대한  ACK 미수신 ) 

7.1.9 절과 마찬가지의 경우로 데이터는 전송 하였지만 ACK 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또 다른 상황으로 HostA 에게는 Result 값을 110 으로 보내면서 ACK 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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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20) WPN Data out 통신 절차 실패 #4 ( 데이터 전송에 대한  ACK 미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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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신 상태 다이어그램 

본 장에서는 7 장의 프레임 교환 절차를 바탕으로, 무선통신을 담당하는 호스트의 상태 

변화에 대하여 기술한다. 호스트는 IDLE 상태에서 상위 계층(Higher Layer)의 요청이나 

무선 데이터 링크를 통해 수신한 메시지에 따라서 상태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림 8-1)은 

WPN 의 통합을 담당하는 무선 디바이스로서의 호스트에 대한 상태 변화 다이어그램이다. 

 

 

 (그림 8-1) 호스트 상태변화 다이어그램 

 

호스트의 상태 이동은 [(그림 8-1)]에서 볼 수 있듯이 아래 3가지 경우로 분류된다. 

� 상위 계층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 다른 WPN 호스트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 MaxRetries만큼의 재전송에 실패한 경우 

 

8.1. 상위 계층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그림 8-2) 는 호스트가 상위 계층로부터 특정 기능 수행에 대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전환되는 상태 다이어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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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Layer]Result 
전송요청/ Result전송

[Higher Layer]Data+Result 전송 요청/ 
Data + Result전송

[Higher Layer]Data in 요청/
Token(Data in)전송

[Higher Layer]Data out 요청/
Data 전송

ACK 전송
 

 (그림 8-2)  상위 계층으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상태 다이어그램 

 

가. IDLE 상태 

상위 계층의 요청 메시지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한 상태로서, 호스트는 상위 

계층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해당 요청에 대한 메시지를 전송 후 상태가 변한다. 

(1) Data in 요청 

� 발생 조건: 호스트가 외부 WPN의 특정 노드의 데이터를 읽어오려고 할 경우 

� 발생 후 동작: 무선 데이터 링크 계층을 통하여 대상 노드가 존재하는 WPN 

호스트로 토큰(Data in)을 전송  

� 상태 전환: 대상이 되는 외부 호스트로부터 ACK를 받기 위해 ACK대기 상태로 

전환 

(2) Data out 요청 

� 발생 조건: 호스트가 외부 WPN의 특정 노드에 데이터를 쓰고자 하는 경우 

� 발생 후 동작: 무선 데이터 링크 계층을 통하여 대상 노드가 존재하는 WPN 

호스트로 토큰(Data out)을 전송  

� 상태 전환: 대상이 되는 외부 호스트로부터 ACK를 받기 위해 ACK대기 상태로 

전환 

(3) Data+Result 전송 요청 

� 발생 조건: 무선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토큰(Data in)을 수신한 호스트가 대상 

노드와 WPN의 Data in 절차를 마친 경우 

� 발생 후 동작: 무선 데이터 링크 계층을 통하여 데이터 읽기를 요청했었던 

호스트에게 Data+Result 프레임 전송 

� 상태 전환: 대상이 되는 외부 호스트로부터 ACK를 받기 위해 ACK 대기 상태로 

전환 

(4) Result 전송 요청 

� 발생 조건: 무선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토큰(Data out)을 수신한 호스트가 대상 

노드와 WPN의 Data out 절차를 마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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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후 동작: 무선 데이터 링크 계층을 통하여 데이터 쓰기를 요청했었던 

호스트에게 Result를 전송 

� 상태 전환: 대상이 되는 외부 호스트로부터 ACK를 받기 위해 ACK 대기 상태로 

전환 

나. ACK 대기 상태 

상위 계층의 요청에 대한 메시지를 전송 후 ACK 를 기다리는 상태 

(1) ACK 수신 

� 발생 조건: 상위 계층로부터 특정 수행에 대한 요청을 받아서 전송하고 대상 

WPN 호스트가 ACK로 응답한 경우  

� 발생  후  동작 : 없음 

� 상태 전환: 정상적으로 메시지가 전송되었다고 판단하고 IDLE 상태로 전환 

 

8.2. 다른 WPN  호스트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그림 8-3) 은 무선 데이터 링크 계층을 통해 다른 WPN 호스트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의 상태 다이어그램이다. 

 

 

 (그림 8-3) 무선 데이터 링크 계층 메시지 수신 상태 다이어그램 

 

가. IDLE 상태 

무선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수신되는 메시지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한 상태이다. 

(1) 데이터 수신 

� 발생 조건: 외부 WPN의 호스트로 부터의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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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후 동작: ACK로 응답하고 수신한 데이터는 상위 계층으로 전달하여 

처리를 위임. 상위 계층에서는 대상이 되는 노드와 WPN 데이터 쓰기 절차를 

통하여 수신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WPN 데이터 링크 계층의 프리미티브를 

호출 

� 상태 전환: 수신 데이터의 처리는 상위 계층에게 위임시키고 호스트의 무선 

데이터 링크는 다른 메시지 수신을 위하여 IDLE 상태로 유지 

(2) 토큰(Data in) 수신 

� 발생 조건: 외부 WPN의 호스트로 부터의 토큰(Data in)을 수신한 경우 

� 발생 후 동작: ACK로 응답하고 수신한 토큰(Data in)은 상위 계층로 전달하여 

처리를 위임. 상위 계층에서는 대상이 되는 노드와 WPN 데이터 읽기 절차를 

통하여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해 WPN 데이터 링크 계층의 프리미티브를 호출 

� 상태 전환: 수신 토큰(Data in)의 처리는 상위 계층에게 위임시키고 호스트의 

무선 데이터 링크는 다른 메시지 수신을 위하여 IDLE 상태로 유지 

(3) Data+Result 수신 

� 발생 조건: Data in 요청에 대하여 외부 WPN의 호스트가 Data+Result 를 

전송한 경우 

� 발생 후 동작: ACK로 응답하고 수신한 Data+Result는 상위 계층로 전달하여 

처리를 위임.  

� 상태 전환: 수신 Data+Result의 처리는 상위 계층에게 위임시키고 호스트의 

무선 데이터 링크는 다른 메시지 수신을 위하여 IDLE 상태로 유지 

(3) Result 수신 

� 발생 조건: Data out요청에 대하여 외부 WPN의 호스트가 Result를 전송한 경우 

� 발생 후 동작: ACK로 응답하고 수신한 Result는 상위 계층으로 전달하여 

처리를 위임.  

� 상태 전환: 수신 Result의 처리는 상위 계층에게 위임시키고 호스트의 무선 

데이터 링크는 다른 메시지 수신을 위하여 IDLE 상태로 유지 

 

8.3. MaxRetries 만큼의 재전송에 실패한 경우 

(그림 8-4) 는 메시지의 유실로 인한 ACK 를 받지 못했을 때 재전송과 최대 재전송 

횟수인 MaxRetries 만큼 재전송에도 불구하고 ACK 를 받지 못했을 때 통신 복구 상태로 

전환되는 상태 다이어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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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4) 재전송 및 통신 복구에 대한 상태 다이어그램 

 

가. IDLE 상태 

통신 상태에 이상이 없으며 상위 계층의 요청과 무선 데이터 링크로 들어오는 메시지의 

처리가 가능한 상태 

 

나. ACK 대기 상태 

외부 WPN 호스트로 전송한 메시지에 대한 ACK 를 기다리는 상태 

(1) Timeout 

� 발생 조건: 외부 WPN 호스트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일정시간 내에 ACK를 받지 

못한 경우 

� 발생 후 동작 : 재전송 후 MaxRetries 값을 1 감소한다. 

� 상태 전환: ACK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해 상태 유지 

(1) MaxRetries 실패 

� 발생 조건: MaxRetries 값 만큼 재전송한 경우 

� 발생 후 동작 : 통신 장애로 인식하고 Coordinator에게 Orphan indication을 

전송하여 논리적 동기화를 수행하고 상위 계층로는 Orphan이 시작했음을 알림 

� 상태 전환: Coordinator로부터 Orphan 프리미티브 수행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는 Realignment 대기 상태로 전환 

 

다. Realignment 대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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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Retries 횟수만큼 재전송을 하였지만 ACK 를 받지 못하여 통신 장애로 인식하고 

Coordinator 와 논리적 재동기화를 시도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상태 

(1) Realignment 수신 

� 발생 조건: Coordinator와의 Orphan 프리미티브가 완료된 경우 

� 발생 후 동작 : 상위 계층으로 Orphan 프리미티브가 완료되었음을 알리고 

정상적인 요청 및 데이터 수신이 가능토록 함 

� 상태 전환: 논리적 재동기화를 통한 IDLE 상태로 전환 

 

9. 서비스 프리미티브 

본 표준에서는 통신계층간 서비스를 표현하기 위하여 프리미티브 형태로 표현한다. 

여기서, 프리미티브란 어떤 동작을 실행하거나, 개체에 의하여 수행될 동작에 대한 

통보의 의미를 가진다. 서비스는 상위 계층에게 제공하는 프리미티브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링크 계층은 상위 계층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되고, 상위 계층은 서비스 

이용자가 된다. 

서비스 프리미티브는 동작 이름, 프리미티브 방향, 파라미터 3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은 여러 세부 항목을 가진다. 

� 동작 이름 

� CONNECT : 호스트가 Coordinator 에게 네트워크 가입을 요청, 또는 

Coordinator 가 호스트에게 가입 의사를 확인하는 프리미티브 

� DISCONNECT : Coordinator 와의 논리적 동기화를 해제하는 프리미티브  

� DATA : 데이터 전송을 위한 프리미티브 

� SYNC : 고립된 호스트가 Coordinator 와의 논리적 동기화를 시도하기 위한 

프리미티브 

� 프리미티브 방향 

� Request : 서비스를 요청 

� Indication : 요청된 서비스를 상위 레이어에게 전달 및 지시 

� Response : 요청된 서비스에 대한 응답 

� Confirmation : 응답에 대한 확인 

� 파라미터 

� 주소(calling address, called address) :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또는 응답이 

요구되는 디바이스 주소 

� 데이터 종류(data type) : 일반 데이터 또는 컨트롤 데이터 구분 

� 데이터 사이즈(data size) : 전송할 데이터 최대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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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프리미티브는 다음 예와 같이 표현될 수 있으며, (그림 9-1) 과 같이 요청 

프리미티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 프리미티브[(그림 9-1) a]와 확인이 필요없는 

서비스 프리미티브([(그림 9-1) b])로 나뉜다. 

 

<예> CONNECT.Request(called address, data type, data size) 

 

 

 (그림 9-1) 프리미티브 시퀀스 종류 

 

각 프리미티브 세부사항은 다음 <표 9-1>과 같다. 

 

<표 9-1> 세부 프리미티브 

프리미티브 의미 

CONNECT.Request 네트워크 가입 요청 

CONNECT.Indication 네트워크 가입 요청 통보 

CONNECT.Response 네트워크 가입 요청 응답 

CONNECT.Confirmation 네트워크 가입 허가 

DISCONNECT.Request 네트워크 탈퇴 요청 

DISCONNECT.Indication 네트워크 탈퇴 통보 

DATA.Request 데이터 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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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Indication 데이터 수신 

SYNC.Request 논리적 동기화 요청 

SYNC.Indication 논리적 동기화 요청 통보 

SYNC.Response 논리적 동기화 요청 응답 

SYNC.Confirmation 논리적 동기화 완료 

 

동작에 따른 프리미티브 시퀀스는 다음과 같다. 

 

 

 (그림 9-2) 네트워크 가입 프리미티브 시퀀스 

 

(그림 9-2) 는 네트워크 가입 시퀀스를 나타낸 것으로서, Coordinator 가 아닌 호스트는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하여 Coordinator 에게 CONNECT.Request 로 가입을 요청하고 

Coordinator 는 상위 계층에서 최종적으로 호스트의 주소를 할당해주고 해당 주소를 

사용하도록 허가해 준다. 

 

 

 (그림 9-3) 네트워크 탈퇴 프리미티브 시퀀스 

 

(그림 9-3)은 네트워크 탈퇴 시퀀스를 나타낸 것으로서, 호스트가 Coordinator 에게 

DISCONNECT.Request 로 탈퇴 요청을 하면 Coordinator 는 상위 계층에서 해당 

호스트에 대한 논리적 동기화를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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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4) 데이터송/수신 프리미티브 시퀀스 

 

 (그림 9-4) 은 호스트 사이의 데이터 송/수신 시퀀스로서, DATA 프리미티브를 사용한다. 

 

 

 (그림 9-5) 동기화 프리미티브 시퀀스 

 

(그림 9-5) 는 재동기화를 시도하는 시퀀스로서, 호스트가 일시적인 통신 장애로 

Coordinator 와 논리적 연결이 끊어졌을 때 다시 주소를 할당 받기 위하여 논리적 

동기화를 요청하는 동작이다. 

 

10. 향후 프로토콜 개선 및 발전 방향 

본 표준에서 제안하는 WPN 통합 기술은 한 사람의 신체에 구성되는 통신 범위를 

정의하고 있으며, 향후 개선을 통하여 사람 대 사람간, 또는 소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통신 모델로 확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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