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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단체표준

서 문

1. 표준의 목적
본 표준은 IEEE 802.15.4의 시장 적용 가능성 확대와 이전 IEEE 802.15.4-2003
표준안에서의 모호한 부분을 설명하고 불필요하게 복잡한 부분을 감소시켰으며 보안 키
사용에서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새롭게 사용 가능한 주파수 할당에 대한 규격을
제안한다. 본 표준은 IEEE 802.15.4-2006 MAC 규격을 국문으로 번역한 국문규격으로서
세부 규격들의 구체적인 정의는 원본의 표준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참조하도록 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으로는 IEEE 802.15.4-2006 매체접근제어 부계층 규격에 관한 것으로 MAC
부계층 서비스규격, MAC 프레임 포맷, MAC 명령러 프레임, MAC 상수 및 PIB 속성에
관한 규격을 정의하고 있다.

3.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본 표준은 LR-WPAN 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사용된다.

WLAN과 달리 거의

인프라스트럭쳐를 필요하지 않아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에 구현될 수 있는 소형,
저가격, 저전력의 무선 통신수단을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센서노드 제작, WPAN
네트워킹 및 응용 산업에 꼭 필요한 규격으로 활용될 것이다.

4. 참조권고 및 표준

4.1 국제표준(권고)
- ISBN 0-7381-4996-9 SH95552

4.2 국내표준: TTAE.IE-802.15.4

4.3 기타:

5. 참조표준(권고)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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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참조표준(권고)과의 관련성
본 표준은 IEEE 802.15.4-2006의 국문 표준이며 참조표준은 IEEE 802.15.4-2003
영문 표준임

5.2 참조한 표준(권고)과 본 표준의 비교표:
TTAS.IE-802.15.4-2003

TTAS.IE-802.15.4-2006-part2

- GTS 지원이 필수적임

- GTS 지원이 선택적임

- 수동 및 활성 채널 스캔 절차 제공

- 수동 및 활성 채널 스캔 절차를 간소화

- CSMA-CA 알고리듬 제공

- CSMA-CA 알고리듬을 유연하게 함

- 비가용 비컨네트워크에서 결성 시간 제공

- 비가용 비컨네트워크에서 결성 시간을 줄임

6.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2007년 12월 현재까지 본 표준과 관련하여 확인된 지적재산권 없음

7. 적합인증 관련사항
7.1 적합인증 대상 여부
해당사항 없음

7.2 시험표준제정여부(해당 시험표준번호)

8. 표준의 이력
판수

제/개정일

제/개정내역

제1판

2005.09.25

제정

제2판

2007.12.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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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1. The Purpose of Standard
This proposal is based on the IEEE 802.15.4-2006 MAC specification.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s (WPANs) are used to convey information over relatively short
distances. Unlike WLAN, connection effected via WPANs involves little or no
infrastructure.

This feature allows small, power-efficient, inexpensive solution to be

implemented for a wide range of devices. The purpose of this revision is to extend the
market applicability of IEEE Std. 802.15.4 and to removes ambiguities in the standard,
Implementations of the 2003 edition of this standard have revealed potential areas of
improvements.

Additional frequency bands are being made available in various

countries that are attractive for this application space.

2. The summary of contents
IEEE Std. 802.15.4-2003 defined the protocol and compatible interconnection for
data communication devices using low-data-rate, low-power, and low-complexity
short-range radio frequency transmissions in a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WPAN).
This revision extends the market applicability of IEEE Std. 802.15.4, removes
ambiguities in the standard, and makes improvements revealed by implementations of
IEEE Std. 802.15.4-2003. This document involves MAC sublayer service specification,
MAC frame formats, MAC command frames, MAC constants and PIB attributes, MAC
functional description, security suite specifications and message sequence charts
illustrating MAC-PHY interaction

3. Applicable fields of industry and its effect
By defining IEEE Std. 802.15.4-2006 specification which can be applied PHY and
MAC sub-layer for low-data-rate wireless connectivity with fixed, portable, and moving
devices with no battery or very limited battery consumption requirements typically
operating in the personal operating space(POS) of 10m. It is foreseen that, depending
on the application, a longer range at a lower data rate may be an acceptable trade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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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ference Recommendations and/or Standards
4.1 International Standards
- ISBN 0-7381-4996-9 SH95552

4.2 Domestic Standards: None
- TTAE.IE-802.15.4

4.3 Other Standards:

5. Relationship to International Standards (Recommendations)
5.1 The relationship of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proposal is basically rooted from the IEEE Std. 802.15.4-2006(MAC) and follows
the specification released in Sep. 2006 by IEEE Computer society. This proposal is
translated into Korean language.

5.2 Differences between International Standard (Recommendation) and this standard
TTAS.IE-802.15.4-2003

TTAS.IE-802.15.4-2006-part2

- GTS support(mandatory)
-

Support

passive

and

- makes GTS support optional
active

scan

-

Simplifies

passive

and

active

scan

procedures

procedures

- Rigid CSMA-CA algorithm

- Allows for more flexibility in the CSMA-CA

- Rigid association time in nonbeacon

algorithm

networks

- Reduces association time in nonbeacon
networks

6. The Stat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of December 2007, any IPRs related to this standard cannot be found

7. The Statement of Conformance Testing and Certification

8. The History of Standard

Edition

Issued date

Contents

The 1st edition

2005.09.25

Established

The 2nd edition

2007.12.26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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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WPAN MAC 규격(IEEE 802.15.4-2006)
Specification of LR-WPAN MAC(IEEE 802.15.4-2006)

(표준의 요약)
본 표준은 IEEE 802.15.4의 시장 적용 가능성 확대와 이전 IEEE 802.15.4-2003
표준안에서의 모호한 부분을 설명하고 불필요하게 복잡한 부분을 감소시켰으며 보안 키
사용에서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새롭게 사용 가능한 주파수 할당에 대한 규격을
제안한다.본 표준은 IEEE 802.15.4-2006 MAC 규격을 국문으로 번역한 국문규격으로서
세부 규격들의 구체적인 정의는 원본의 표준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참조하도록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IEEE 802.15.4-2006 MAC 부계층 규격에 관한 것으로 MAC 부계층
서비스규격, MAC 프레임 포맷, MAC 명령러 프레임, MAC 상수 및 PIB 속성에 관한
규격을 정의하고 있다.
본 표준은 LR-WPAN 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사용된다. WLAN과 달리 거의 인프라스트럭쳐를
필요하지 않아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에 구현될 수 있는 소형, 저가격, 저전력의 무선
통신수단을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센서노드 제작, WPAN 네트워킹 및 응용 산업에 꼭 필요한
규격으로 활용될 것이다.

(국제 표준과의 차이점)
국문 번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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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EEE 802.15.4-2006 표준의 개요
- ISBN 0-7381-4996-9 SH95552(IEEE802.15.4-2006 규격) 1장 참조

2. 참고 표준 목록
- ISBN 0-7381-4996-9 SH95552(IEEE802.15.4-2006 규격) 2장 참조

3. 용어의 정의
- ISBN 0-7381-4996-9 SH95552(IEEE802.15.4-2006 규격) 3장 참조

4. 약어풀이
- ISBN 0-7381-4996-9 SH95552(IEEE802.15.4-2006 규격) 4장 참조

5. 기능규격 일반
- ISBN 0-7381-4996-9 SH95552(IEEE802.15.4-2006 규격) 5장 참조

6. 물리계층 규격
- ISBN 0-7381-4996-9 SH95552(IEEE802.15.4-2006 규격) 6장 참조

7. MAC 부계층 규격
이 절은 MAC 부계층의 표준 규격을 기술한 것이다. MAC 부계층은 무선 채널로의 모든 접근에
대해 처리하고, 아래에 명시된 태스크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 만약 디바이스가 코디네이터라면 네트워크 비컨을 생성할 수 있다.
- 네트워크의 비컨을 동기화할 수 있다.
- PAN의 가입(과정)과 탈퇴(과정)를 지원한다.
- 디바이스의 보안을 지원한다.
- 채널 액세스를 위해서 CSMA-CA 메커니즘을 사용한다.
- GTS 메커니즘의 사용과 유지를 처리한다.
- peer MAC entity 사이에 신뢰성을 제공한다.

상수( constants) 와 속성(attributes)은 MAC 부계층에서 이탤릭채로 쓰인 절 안에 명세되어진다.
Constants를 나타내기 위해 aBaseSlotDuration 와 같이 "a"를 접두사로 쓰고, 이들은 <표
85>（7.4.1을 참조)에 정리되어 있다. 속성 macAckWaitDuration 와 같이 "mac"을 접두사로 쓰고,
이들은 <표 86>에 정리되어 있다(7.4.2를 참조). 그리고 보안 속성는 <표 88>에 정리되어
있다(7.6.1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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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MAC 부계층 서비스 규격 (MAC sublayer service specification)
MAC 부계층은 SSCS와 PHY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MAC 부계층은 MLME라는 관리
entity를 개념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entity는 계층 관리 함수가 호출됨에 따라서 적절한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MLME는 또한 MAC 부계층에 속해있는 객체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책임을 진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MAC 부계층 PIB라 부른다.

(그림 29) MAC 부계층 참조 모델

MAC 부계층은 2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2개의 SAP을 통해 접근된다.
-

MAC 데이터 서비스:

MAC common part 서브layer (MCPS) 데이터SAP (MCPS-SAP)을

통한 접근과,
- MAC 관리 서비스: MLME-SAP을 통한 접근

이러한 2개의 서비스는 PD-SAP 과 PLME-SAP 인터페이스를 경유해서 SSCS와 PHY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6.2를 참조). MLME와 MCPS는 MLME가 MAC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이 둘 사이에는 외적인 인터페이스 이외에도 내적인 인터페이스가 존재한다.

7.1.1 MAC 데이터 서비스 (MAC data service)
MCPS-SAP은 peer SSCS entity간의 SSCS protocol data unit (SPDUs)의 전송을 지원한다. <표
40>은 MCPS-SAP에 의해서 지원되는 프리미티브를 정리해 놓았다. 다이아몬드(♦)로 표기된
프리미티브들은 RFD의

경우

선택적이다.

이러한

프리미티브들은

테이블에

참조된

항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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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0> MCPS-SAP 프리미티브

7.1.1.1 MCPS-DATA.request
MCPS-DATA.request 프리미티브는 로컬 SSCS entity에서 하나의 peer SSCS entity로 보내는
데이터 SPDU의 전송을 요청한다.

7.1.1.1.1 서비스 프리미티브의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MCPS-DATA.request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CPS-DATA.request

(

SrcAddrMode,
DstAddrMode,
DstPANId,
DstAddr,
msduLength,
msdu,
msduHandle,
TxOptions,
SecurityLevel,
KeyIdMode,
KeySource,
KeyIndex
)
<표41>은 MCPS-DATA.request 프리미티브를 위한 파라미터를 정의한다.

<표 41> MCPS-DATA.request 파라미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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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MCPS-DATA.request 파라미터(continued)

7.1.1.1.2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MCPS-DATA.request 프리미티브는 데이터SPDU 가 peer SSCS entity로 전송될 때, 로컬
SSCS에 의해서 생성된다.

7.1.1.1.3 수신의 결과 (Effect on receipt)
MCPS-DATA.request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MAC 계층의 entity는 제공된 MSDU를 전송하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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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다.
MAC 부계층은 제공된 argument로부터 전송을 위한 MPDU를 생성한다. SrcAddrMode 와
DstAddrMode파라미터

안의

플래그는

프레임

제어

필드

안의

주소할당

서브필드에

대응되고(7.2.1.1을 참조), 프레임 제어와 MHR의 주소할당 필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만약 SrcAddrMode 와 DstAddrMode 모두의 파라미터가 0x00으로 설정되어 있다면(즉, 어드레싱
필드가

생략됨),

MAC

부계층은

INVALID_ADDRESS상태를

갖는

MCPS-DATA.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준다.
만약 msduLength 파라미터가 aMaxMACSafePayloadSize보다 크면, MAC 부계층은 프레임 제어
필드 안의 프레임 Version 서브필드를 1로 설정한다.
TxOptions 파라미터는 제공된 MSDU로 어떻게 MAC 부계층 데이터 서비스가 전송되는 지를
나타낸다. 만약 TxOptions 파라미터가 전송 확인이 요청됨을 명세한다면, 프레임 제어 필드의
Acknowledgment Request 서브필드는 1로 설정된다 (7.5.6.4를 참조).
TxOptions 파라미터가 GTS 전송 요청을 명세한다면, MAC 부계층은 GTS의 유효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GTS의 사용법은 7.5.7.3를 참조). 유효한 GTS를 발견할 수 없다면, MAC 부계층은
INVALID_GTS상태를 갖는 MCPS-DATA.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준다. 만약 유효한 GTS가
발견된다면, MAC 부계층은 필요하다면 GTS까지 지연시킬 것이다. 만약 TxOptions 파라미터가
GTS 전송이 요청되지 않음을 명세한다면, MAC 부계층은 비컨사용 PAN을 위한 CAP안에 slotted
CSMA-CA 또는
것이다.

비컨비사용PAN을 위한

unslotted CSMA-CA를

사용하여

MSDU를

전송할

TxOptions 파라미터의 안에 GTS 전송을 명세하는 것은 간접 전송 요청에 우선한다.

만약 TxOptions 파라미터가 간접 전송 요청과 코디네이터의 MAC 부계층에 의해 수신된
프리미티브임을 명세한다면, 데이터 프레임은 간접 전송을 이용하여 전송 즉, 데이터 프레임은
코디네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팬딩 트랜잭션 리스트에 추가되고, 이 트랜잭션들은 7.5.6.3에
기술된 방법을 사용하여 관련된 디바이스의 판단에 따라 추출된다.

브로드캐스트 목적지 주소를

갖는 트랜잭션은 7.2.1.1.3에 기술된 메커니즘에 따라 전송될 것이다. 유니캐스트 목적지 주소를
갖는 트랜잭션은 7.5.6.3에 기술된 방법을 사용하여 관련된 디바이스의 판단에 따라 추출될 수
있다. 만약 더 이상 트랜잭션을 저장할 공간이 없다면 MAC 부계층은 MSDU를 버리고,
TRANSACTION_OVERFLOW 상태를 갖는 MCPS-DATA.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준다. 만약
트랜잭션을 저장할 공간이 있다면, 코디네이터는 이 정보를 리스트에 더할 것이다. 만약
트랜잭션이 macTransactionPersistenceTime 이내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 트랜잭션 정보는
버려지고,

MAC

부계층은

TRANSACTION_EXPIRED

상태를

갖는

MCPS-DATA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준다. 트랜잭션 처리 절차는 7.5.5에 기술된다. 만약 TxOptions 파라미터가
간접 전송이 요청됨을 명세하고, 이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는 디바이스가 코디네이터가 아니거나,
목적지 주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TxOptions 파라미터 또한 GTS 전송을 명세한다면, 간접 전송
옵션은 무시될 것이다.
만약 TxOptions 파라미터가 간접 전송이 요청되지 않음을 명세한다면, MAC 부계층은 비컨사용
PAN을 위한 CAP내에서 CSMA-CA를 사용하여 MSDU를 전송하거나 비컨비사용 PAN을 위해
즉시 MSDU를 전송할 것이다. 만약 TxOptions 파라미터가 직접 전송이 요청됨을 명세하고 MAC
부계층이 macMaxFrameRetries 재전송 후에 수신자로부터 ACK를 받지 못한다면 (see 7.5.6.4),
MAC 부계층은 MSDU를 버리고 NO_ACK 상태를 갖는 MCPS-DATA.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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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SecurityLevel 파라미터가 0x00이외의 유효한 값으로 설정되었다면, 이 프레임에 대해
보안이 요청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MAC 부계층은 프레임 제어 필드의 Security Enabled
서브필드를 1로 설정할 것이다. MAC 부계층은 7.5.8.2.1에 기술되어 있는 것과 같이 DstAddr,
SecurityLevel, KeyIdMode, KeySource 그리고 keyIndex파라미터를 기반으로 프레임의 유출
프로세싱을 수행할 것이다. 만약 유출 프레임 프로세싱 동안에 어떤 에러가 발생한다면, MAC
부계층은 프레임을 버리고, 유출 프레임 프로세싱에 의해 반환된 에러 상태를 갖는 MCPSDATA.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줄 것이다.
만약 요청된 트랜잭션이 CAP이나 GTS에 사용하기에 너무 크다면, MAC 부계층은 프레임을
버리고, 프레임_TOO_LONG 상태를 갖는 MCPS-DATA.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야 한다.
만약 전송이CSMA-CA를 사용하고, 채널의 상태에 상반되어 CSMA-CA 알고리즘이 실패하고
TxOptions 파라미터가 직접 전송이 요청됨을 명세한다면, MAC 부계층은 MSDU를 버릴 것이고
CHANNEL_ACCESS_FAILURE 상태를 갖는 MCPS-DATA.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줄 것이다.
만약 MPDU가 성공적으로 전송되고, 요청에 의한 ACK를 수신되었다면, MAC 부계층은 SUCCESS
상태를 갖는 MCPS.DATA.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줄 것이다.
만약 MCPS-DATA.request 프리미티브의 어떠한 파라미터라도 지원되지 않거나 범위를 벗어나면,
MAC 부계층은 INVALID_PARAMETER 상태를 갖는 MCPS.DATA.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줄
것이다.

7.1.1.2 MCPS-DATA.confirm
MCPS-DATA.confirm 프리미티브는 로컬 SSCS entity에서 peer SSCS entity로 데이터 SPDU
(MSDU)를 전송하는 요청의 결과를 보고한다.

7.1.1.2.1 서비스 프리미티브의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MCPS-DATA.confirm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CPS-DATA.confirm

(

msduHandle,
status,
Timestamp
)
<표 42> MCPS-DATA.confirm 프리미티브를 위한 파라미터를 정의한다.

7.1.1.2.2 발생 (When generated)
MCPS-DATA.confirm 프리미티브는 MCPS-DATA.request 프리미티브에 대한 응답으로, MAC
부계층의 entity에 의해 생성된다. MCPS-DATA.confirm 프리미티브는 전송의 성공을 나타내는
SUCCESS혹은, 에러 코드의 상태를 반환한다. 이 상태 값에 대한 내용은 7.1.1.1.3에 기술되어
있고, 하위 조항들은 7.1.1.1.3에 참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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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MCPS-DATA.confirm 파라미터

7.1.1.2.3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MCPS-DATA.confirm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실행하는 디바이스의 SSCS는 이것의 전송 요청의
결과를 통보 받는다. 만약 전송 시도가 성공했다면, 상태 파라미터는 SUCCESS로 설정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상태 파라미터는 error를 나타낸다.

7.1.1.3 MCPS-DATA.indication
MCPS-DATA.indication 프리미티브는 MAC 부계층으로부터 로컬 SSCS entity로의 SPDU (즉,
MSDU) 데이터 전송을 나타낸다.

7.1.1.3.1 서비스 프리미티브의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MCPS-DATA.indication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CPS-DATA.indication

(

SrcAddrMode,
SrcPANI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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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Addr,
DstAddrMode,
DstPANId
DstAddr,
msduLength,
msdu,
mpduLinkQuality,
DSN,
Timestamp,
SecurityLevel,
KeyIdMode,
KeySource,
KeyIndex
)
<표 43>은 MCPS-DATA.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위한 파라미터를 정의한다.

<표 43> MCPS.DATA.indication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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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MCPS.DATA.indication 파라미터 (continued)

7.1.1.3.2 발생 (When generated)
MCPS-DATA.indication 프리미티브 는 MAC 부계층에 의해서 생성되고, 7.5.6.2에 기술된 것과
같이 메시지 필터링 연산을 통과하는 로컬 MAC 부계층 entity의 데이터 프레임을 받자마자
SSCS로 넘겨진다.

7.1.1.3.3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MCPS-DATA.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받으면, SSCS는 디바이스에 데이터가 도착했음을 통지
받는다. 만약 디바이스가 promiscuous 모드일 때 프리미티브가 수신되면, 파라미터는 7.5.6.5에
기술된 것과 같이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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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 MCPS-PURGE.request
MCPS-PURGE.request 프리미티브는 다음 상위 계층이 트랜잭션 큐로부터 MSDU를 제거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 프리미티브는 RFD의 경우 선택적이다.

7.1.1.4.1 서비스 프리미티브의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MCPS-PURGE.request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CPS-PURGE.request

(

msduHandle
)
<표 44>는 MCPS-PURGE.request 프리미티브를 위한 파라미터를 정의한다.

<표 44> MCPS-PURGE.request 파라미터

7.1.1.4.2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MCPS-PURGE.request 프리미티브는 MSDU가 트랜잭션 큐로부터 제거될 때마다 상위 계층에
의해서 생성된다.

7.1.1.4.3 수신의 결과 (Effect on receipt)
MCPS-PURGE.request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MAC 부계층은 msduHandle 파라미터가 나타내고
있는 트랜잭션 큐 안에 있는MSDU를 찾는다. 만약 MSDU가 이미 트랜잭션 큐를 떠났다면,
핸들은 발견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의 MSDU는 제거될 수 없다. 만약 MSDU에 매치되는
핸들이 발견되면, 그 MSDU는 트랜잭션 큐로부터 제거될 것이고, MAC 부계층은 SUCCESS상태를
갖는 MCPS-PURGE.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준다. 만약 MSDU에 매치되는 핸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MAC 부계층은 INVALID_HANDLE 상태를 갖는 MCPS-PURGE.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준다.

7.1.1.5 MCPS-PURGE.confirm
MCPS-PURSE.confirm 프리미티브는 MAC 부계층이 트랜잭션 큐로부터 MSDU를 제거하기 위한
요청의 성공을 상위 계층에 알리는 것을 허락한다.
이 프리미티브는 RFD의 경우 선택적이다.

7.1.1.5.1 서비스 프리미티브의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MCPS-PURGE.confirm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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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S-PURGE.confirm

(

msduHandle,
status
)
<표 45>는 MCPS-PURGE.confirm 프리미티브를 위한 파라미터를 정의한다.

<표 45> MCPS-PURGE.confirm 파라미터

7.1.1.5.2 발생 (When generated)
MCPS-PURGE.confirm 프리미티브는 MCPS-PURGE.request 프리미티브에 대한 응답으로 MAC
부계층 entity에 의해서 생성된다. MCPS-PURGE.confirm 프리미티브는 제거 요청의 성공을
의미하는 SUCCESS, 에러를 의미하는 INVALID_HANDLE 중에 하나의 상태를 반환한다. 이 상태
값은 7.1.1.4.3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7.1.1.5.3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MCPS-PURGE.confirm
제거하는

요청의

프리미티브를

결과를

통지

수신하면,

받는다.

만약

상위 계층은
제거

요청이

트랜잭션
성공한다면,

큐로부터
상태

MSDU를
파라미터는

SUCCESS로 설정되고, 그렇지 않다면 에러를 나타낸다.

7.1.1.6 데이터 서비스의 메시지 흐름 차트 (Data service message sequence charts)
(그림30)은 두 디바이스간에 성공적인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메시지의 순서를 나타낸다. (그림
84)와 (그림 85) (7.7을 참조) 또한 이를 나타내고, PHY에 의한 과정도 포함한다.

7.1.2 MAC 관리 서비스 (MAC management service)
MLME-SAP은 상위 계층과 MLME사이에 관리 명령이 전송되는 것을 허락한다. <표 46>은
MLME-SAP

인터페이스를

통해

MLME에

의해

지원되는

프리미티브들을

요약한다.

다이아몬드(♦)로 표기된 프리미티브들은 RFD의 경우 선택적이다. *로 표기된 프리미티브 는 모든
디바이스 타입에 선택적이다(즉, RFD와 FFD). 이러한 프리미티브들은 테이블에 참조된 세부
항에서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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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MAC 데이터 서비스를 기술한 메시지 순서도

<표 46> MLME-SAP을 통해 액세스되는 프리미티브

7.1.3 가입(과정) 프리미티브 (Association primitive)
MLME-SAP 가입(과정) 프리미티브는 디바이스가 PAN에 어떻게 가입되는지에 대해 정의한다.
모든 디바이스들은 request & confirm 프리미티브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indication &
response 가입(과정) 프리미티브들은 RFD의 경우 선택적이다.

7.1.3.1 MLME-ASSOCIATE.request
MLME-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는 디바이스가 코디네이터에 가입 요청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

7.1.3.1.1 서비스 프리미티브의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MLME-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ASSOCIATE.request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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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alChannel,
ChannelPage,
CoordAddrMode,
CoordPANId,
CoordAddress,
CapabilityInformation,
SecurityLevel,
KeyIdMode,
KeySource,
KeyIndex
)
<표 47> MLME-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를 위한 파라미터를 정의한다

<표 47> MLME-ASSOCIATE.request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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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MLME-ASSOCIATE.request 파라미터 (continued)

7.1.3.1.2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MLME-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는

가입되지

않은

디바이스의

상위

계층에

의해서

생성되고, 코디네이터를 통해 PAN에 가입 요청을 위해 MLME로 넘겨진다. 만약 디바이스가
코디네이터를 통해 비컨사용 PAN에 가입을 원한다면, MLME는 이 프리미티브의 발생하기 전에
코디네이터의 비컨을 선택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7.1.3.1.3 수신의 결과 (Effect on receipt)
MLME-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가입되지 않은 디바이스의 MLME는 먼저
적절한 PHY와 MAC PIB 속성을 갱신하고, 7.5.3.1에 기술된 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 요청
메시지를 만든다(7.3.1 참조).
SecurityLevel 파라미터는 가입) 요청 명령 프레임에 적용되는 보안 레벨을 나타낸다. 보통, 가입
요청 명령은 보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가입을 요청하는 디바이스가 코디네이터와
key를 공유한다면, 보안이 명세 될 수 있다.
만약 SecurityLevel 파라미터가 0x00이 아닌 유효한 값으로 설정된다면, 이 프레임에 보안이
요청되는 것을 나타내고, MLME는 프레임 제어 필드의 Security Enabled 서브필드를 1로 설정할
것이다. MAC 부계층은 7.5.8.2.1에 기술된 것과 같이, CoordAddress. SecurityLevel, KeyIdMode,
KeySource 그리고 KeyIndex 파라미터 에 기반한 프레임의 유출 프로세싱을 수행할 것이다. 만약
유출 프레임 프로세싱 중에 어떤 에러가 발생한다면, MLME는 프레임을 버리고 유출 프레임
프로세싱에 의해 반환된 에러 상태를 갖는 MLME-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줄
것이다.
만약 가입 요청 명령이 CSMA-CA 알고리즘이 혼잡한 채널을 나타내기 때문에 코디네이터에게
전송될

수

없다면,

MLME는

CHANNEL_ACCESS_FALURE

상태를

갖는

MLME-

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줄 것이다.
만약 MLME가 가입 요청 명령을 성공적으로 전송한다면, MLME는 ACK의 반환을 기대할 것이다.
만약 ACK가 수신되지 않는다면, MLME는 NO_ACK 상태를 갖는 MLME-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줄 것이다(7.5.6.4를 참조).
만약 가입되지 않은 디바이스의 MLME가 가입 요청 명령의 ACK를 성공적으로 수신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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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ME는 요청에 대한 응답을 기다린다(7.5.3.1를 참조). 만약 디바이스의 MLME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MLME는 NO_DATA 상태를 갖는 MLME-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줄
것이다.
만약 디바이스의 MLME가 코디네이터로부터 가입 응답 명령 프레임을 받는다면, MLME는 가입
응답

명령에

있는

Association

Status

필드의

내용과

같은

상태를

갖는

MLME-

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준다(7.3.2.3를 참조).
가입 요청 명령을 받으면, 코디네이터의 MLME는 MLME-ASSOCIATE.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발생시킨다.
만약

MLME-ASSOCIATE.request

벗어난다면,

MLME는

프리미티브

내의

INVALID_PARAMETER의

파라미터가

상태를

지원되지

않거나

범위를

갖는 MLME-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줄 것이다.

7.1.3.2 MLME-ASSOCIATE.indication
MLME-ASSOCIATE.indication 프리미티브는 가입 요청 명령의 수신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7.1.3.2.1 서비스 프리미티브의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MLME-ASSOCIATE.indication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ASSOCIATE.indication

(

DeviceAddress,
CapabilityInformation,
SecurityLevel,
KeyIdMode,
KeySource,
KeyIndex
)
<표 48>는 MLME-ASSOCIATE.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위한 파라미터를 정의한다.

<표 48> MLME-ASSOCIATE.indication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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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MLME-ASSOCIATE.indication 파라미터 (continued)

7.1.3.2.2 발생 (When generated)
MLME-ASSOCIATE.indication 프리미티브는 코디네이터의 MLME에 의해서 생성되고, 가입 요청
명령의 수신을 나타내기 위해 상위 계층으로 넘겨진다. (7.3.1를 참조)

7.1.3.2.3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코디네이터의 상위 계층이 MLME-ASSOCIATE.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받게 되면, 코디네이터는
이 표준의 범위를 벗어난 알고리즘을 사용한 가입되지 않은 디바이스를 수락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 후, 코디네이터의 상위 계층은 MLME-ASSOCIATE.response 프리미티브를
MLME에 넘겨준다.

가입의 결정과 응답은 aResponseWaitTime 시간 이내에 코디네이터에서 유효하다(7.5.3.1를
참조).

이

시간

이후에,

가입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7.5.6.3에

언급된

방법을

사용하여, 가입을 요청한 디바이스는 코디네이터로부터 가입 응답 명령 프레임의 추출을 시도한다.

7.1.3.3 MLME-ASSOCIATE.response
MLME-ASSOCIATE.response 프리미티브는 MLME-ASSOCIATE.indication 프리미티브에 대한
응답을 시작하는데 사용된다.

7.1.3.3.1 서비스 프리미티브의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MLME-ASSOCIATE.response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ASSOCIATE.response

(

DeviceAddress,
AssocShortAddress,
status,
SecurityLevel,
KeyIdMode,
KeySource,
KeyIndex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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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는 MLME-ASSOCIATE.response 프리미티브를 위한 파라미터를 정의한다
<표 49> MLME-ASSOCIATE.response 파라미터

7.1.3.3.2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MLME-ASSOCIATE.response 프리미티브는 상위 계층의 코디네이터에 의해서 생성되고, MLMEASSOCIATE.indication 프리미티브에 응답을 위해서 MLME에게 넘겨진다.

7.1.3.3.3 수신의 결과 (Effect on receipt)
코디네이터의 MLME가 MLME-ASSOCIATE.response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MLME는 가입 응답
명령을 만든다(7.3.2 참조). 명령 프레임은 간접 전송을 사용하여 가입 요청 디바이스에게
보내진다. 즉, 명령 프레임은 코디네이터에 저장되어있는 팬딩 트랜잭션 리스트에 저장되고,
7.5.6.3에 기술된 방법을 사용하여 디바이스의 선택에 의해서 추출된다.
만약 SecurityLevel 파라미터가 0x00이외에 유효한 값으로 설정되면, 이 프레임에 대해 보안이
요청되었음을 나타내고, MLME는 프레임 제어 필드의 Security Enabled 서브필드를 1로 설정할
것이다. MAC 부계층은 7.5.8.2.1에 기술된 대로, DeciveAddress. SecurityLevel, KeyIdMode,
KeySource, KeyIndex 파라미터에 기반하여 프레임의 유출 프로세싱을 수행할 것이다. 만약 유출
프레임 프로세싱 동안에 어떠한 에러가 발생한다면, MLME는 프레임을 버리고, 유출 프레임
프로세싱에 의해 반환된 에러 상태를 갖는 MLME-COMM-STATUS.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넘겨줄 것이다.

MLME-ASSOCIATE.response 프리미티브를 받으면, 코디네이터는 프리미티브 안에 있는 정보를
팬딩 트랜잭션의 리스트에 넣는다. 만약 트랜잭션을 저장할 만한 공간이 없다면, MAC 부계층은
MSDU를

버리고

TRANSACTION_OVERFLOW상태를

갖는

MLME-COMM-STATUS.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넘겨줄 것이다. 만약 트랜잭션을 넣을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다면, 코디네이터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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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에

정보를

넣을

것이다.

만약

트랜잭션이

macTransactionPersistenceTime

이내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트랜잭션 정보는 버려지고, MAC 부계층은 TRANSACTION_EXPIRE상태를
갖는 MLME-COMM-STATUS.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넘겨줄 것이다. 트랜잭션을 처리 절차는
7.5.5에 기술되어 있다.
만약 프레임이 성공적으로 전송되고 요청에 의한ACK를 받는다면, MAC 부계층은 SUCCESS
상태를 갖는 MLME-COMM-STATUS.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넘겨줄 것이다.
만약 MLME-ASSOCIATE.response 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가 지원되지 않거나 범위를 벗어나면,
MAC

부계층은

INVALID_PARAMETER

상태를

갖는

MLME-COMM-STATUS.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넘겨줄 것이다.

7.1.3.4 MLME-ASSOCIATE.confirm
MLME-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는

가입

요청이

성공인지

실패인지에

대한

정보를 실행중인 디바이스의 상위 계층에 알리기기 위해 사용된다.

7.1.3.4.1 서비스 프리미티브의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MLME-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ASSOCIATE.confirm

(

AssocShortAddress,
status,
SecurityLevel,
KeyIdMode,
KeySource,
KeyIndex
)
<표 50> MLME-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를 위한 파라미터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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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0> MLME-ASSOCIATE.confirm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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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0> MLME-ASSOCIATE.confirm 파라미터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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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0> MLME-ASSOCIATE.confirm 파라미터 (continued)

7.1.3.4.2 발생 (When generated)
MLME-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는

실행중인

MLME에

의해서

생성되고, MLME-

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에 대한 응답으로써 상위 계층으로 넘겨진다. 만약 요청이
성공이라면, 상태 파라미터는 가입 응답 명령의 Status필드에 저장된 것과 같이 성공적인 가입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상태 파라미터는 수신된 가입 응답 명령으로부터 에러 코드 또는
표50에 열거된 적절한 에러 코드를 나타낼 것이다. 상태 값은 7.1.3.1.3에 모두 기술되어 있고,
7.1.3.1.3에 하위 조항이 참조되어 있다.

7.1.3.4.3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MLME-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실행하는

디바이스의

상위

계층은

코디네이터에 가입하기 위한 요청의 결과를 통지 받는다. 만약 가입 시도가 성공했다면, 상태
파라미터는 가입 응답 명령의 Status 필드에 저장된 것과 같이 성공적 가입을 나타낼 것이고,
디바이스는 16비트의 단축주소를 제공받는다(7.5.3.1의 표 87을 참조). 만약 가입 시도가
실패했다면, 주소는 0xffff와 같이 되고, 상태 파라미터는 에러를 나타낼 것이다.

7.1.3.5 가입(과정) 메시지 흐름도(Association message sequence charts)
(그림31)은 PAN에 성공적으로 가입하기 위해 코디네이터의(see 7.5.6.3) 비컨을 탐색하지 않는
디바이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메시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나타낸다. (그림80) 과 (그림81)
(7.7을 참조)은 PHY에 의한 단계를 포함하고 있고, 코디네이터에 디바이스가 가입하는 것 그리고
코디네이터가 디바이스에 가입을 허락하는 시나리오를 각각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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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가입(과정)을 위한 메시지 흐름도

7.1.4 탈퇴(과정) 프리미티브 (Disassociation primitive)
MLME-SAP 탈퇴 프리미티브는 어떻게 디바이스가 PAN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지를 정의 한다.
모든 디바이스는 이러한 탈퇴 프리미티브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7.1.4.1 MLME-DISASSOCIATE.request
MLME-DIS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는 PAN을 떠나려는 의도를 코디네이터에게 알리기
위해서 가입된 디바이스에 의해 사용된다. 또한 가입된 디바이스에게 PAN을 떠나도록 명령을
내리기 위해 코디네이터에 의해서도 사용된다.

7.1.4.1.1 서비스 프리미티브의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MLME-DIS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DISASSOCIATE.request

(

DeviceAddrMode,
DevicePANId,
DeviceAddress,
DisassociateReason,
TxIndirect,
SecurityLevel,
KeyIdMode,
KeySource,
KeyIndex
)

<표 51>은 MLME-DIS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를 위한 파라미터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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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MLME-DISASSOCIATE.request 파라미터

7.1.4.1.2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MLME-DIS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는 가입된 디바이스의 상위 계층에 의해서 생성되고,
PAN으로부터 탈퇴를 요청하기 위해 MLME로 넘겨진다. 또한 코디네이터의 다음 상위 계층에
의해 생성되어, 가입된 디바이스에게 PAN을 떠날 것을 명령하기 위해서 MLME로 보내진다.

7.1.4.1.3 수신의 결과 (Effect on receipt)
MLME-DIS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MLME는

DevicePANId

파라미터와

macPANId를 비교한다. 만약 DevicePANId 파라미터가 macPANId와 같지 않으면, MLME는
INVALID_PARAMETER 상태를 갖는 MLME-DIS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준다. 만약
DevicePANId 파라미터가 macPANId와 같다면, MLME는 프리미티브 주소 필드의 값을 구한다.
만약

DeviceAddrMode

macCoordShortAddress와
DeviceAddress
무시되고,

파라미터가

MLME가

파라미터가
같거나,

만약

0x02와

같고

DeviceAddrMode

macCoordExtendedAddress와

탈퇴(과정)을

알리는

DevicAddress

명령을

비컨사용

파라미터가

같다면,
PAN인

파라미터가
0x03과

TxIndirect
경우에는

같고

파라미터는
CAP

내에

코디네이터에게 보내거나 비컨비사용 PAN인 경우에는 즉시 코디네이터에게 보낸다.
만약 프리미티브가 TRUE로 설정된 TxIndirect 파라미터를 코디네이터의 MLME에 의해 받으면서,
DeviceAddrMode 파라미터가 0x02와 같고 DeviceAddress 파라미터가 macCoordShort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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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지 않거나 혹은 DeviceAddrMode 파라미터가 0x03과 같고 DeviceAddress 파라미터가

macCoordExtendedAddress와 같지 않다면, 탈퇴 통지 명령은 간접 전송을 사용하여 전송된다.
즉, 명령 프레임은 코디네이터에 저장된 팬딩 트랜잭션 리스트에 추가되거나 7.5.6.3에 기술된
방법을 사용하여 디바이스의 판단에 의해 추출된다.
만약 프리미티브가 FALSE로 설정된 TxIndirect 파라미터를 코디네이터의 MLME 에 의해
받으면서,

DeviceAddrMode

파라미터가

0x02와

같고

DeviceAddress

파라미터가

macCoordShortAddress 와 같지 않거나 혹은 DeviceAddrMode 파라미터가 0x03과 같고
DeviceAddress 파라미터가 macCoordExtendedAddress와 같지 않다면, MLME는 탈퇴 통지
명령을 비컨사용 PAN인 경우 CAP 내에 디바이스로 보내고, 비컨비사용 PAN인 경우 즉시
디바이스로 보낸다.
그렇지 않다면, MLME는 INVALID_PARAMEGER 상태를 갖는 MLME-DIS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주고 탈퇴 통지 명령을 생성하지 않는다.
만약 탈퇴 통지 명령을 간접 전송으로 보내려 하고 트랜잭션을 저장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없다면,
MLME는

프레임을

버리고

TRANSACTION_OVERFLOW

상태를

갖는

MLME-

DIS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준다. 만약 트랜잭션을 저장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다면,

코디네이터는

리스트에

정보를

추가한다.

만약

트랜잭션이

macTransactionPersistenceTime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트랜잭션 정보는 버려지고, MLME는
TRANSACTION_EXPIRED 상태를 갖는 MLME-DISASSOCIATE.confirm 을 넘겨준다. 트랜잭션을
처리 절차는 7.5.5에 기술되어 있다.
만약 탈퇴 통지 명령이 CSMA-CA 알고리즘 실패에 의해서 송신될 수 없고 이 프리미티브가
FALSE로 설정된 TxIndirect 파라미터와 함께 코디네이터의 MLME 혹은 디바이스의 MLME에 의해
수신된다면, MLME는 CHANNEL_ACCESS_FAILURE 상태를 갖는 MLME-DIS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줄 것이다.
만약SecurityLevel 파라미터가 0x00이외의 유효한 값으로 설정된다면, 이 프레임에 대해 보안이
요구됨를 나타내고, 프레임 제어 필드의 Security Enabled 서브필드를 1로 설정한다. MAC
부계층은 7.5.8.2.1에 기술되어 있는 DstAddr, SecurityLevel, KeyIdMode, KeySource keyIndex
파라미터에 기초한 프레임 유출 프로세싱을 수행한다. 만약 유출 프레임 프로세싱 동안에 어떤
에러가 발생한다면, MLME는 프레임을 버리고, 유출 프레임 프로세싱에 의해 반환된 에러
메시지를 갖는MLME-DIS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준다.
만약 MLME가 성공적으로 탈퇴(과정)을 알리는 명령을 전송한다면, MLME는 ACK의 반환을
기대한다.

만약

ACK가

수신되지

않거나,

FALSE로

설정된

TxIndirect

파라미터와

함께

코디네이터의 MLME 혹은 디바이스의 MLME에 의해 수신된다면, MLME는 NO_ACK 상태를 갖는
MLME-DIS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줄 것이다. (7.5.6.4을 참조)
만약 MLME가 탈퇴 통지 명령을 성공적으로 전송하고 ACK을 반환 받는다면, MLME는 SUCCESS
상태를 갖는 MLME-DIS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줄 것이다.
탈퇴

통지명령을

수신하면,

수신한

MLME는

MLME-ASSOCIATE.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넘겨준다.
만약 MLME-DIS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안에 어떠한 파라미터가 지원되지 않거나 범위를
벗어난다면,

MLME는

INVALID_파라미터

상태를

갖는

MLME-DIS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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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2 MLME-DISASSOCIATE.indication
MLME-DiSASSOCIATE.indication 프리미티브는 탈퇴 통지 명령의 수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다.

7.1.4.2.1 서비스 프리미티브의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MLME-DiSASSOCIATE.indication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DISASSOCIATE.indication

(

DeviceAddress,
DisassociateReason,
SecurityLevel,
KeyIdMode,
KeySource,
KeyIndex
)
<표 52>는 MLME-DISASSOCIATE.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위한 파라미터를 정의한다.

<표 52> MLME-DISASSOCIATE.indication 파라미터

7.1.4.2.2 발생 (When generated)
MLME-DISASSOCIATE.indication 프리미티브는 MLME에 의해서 생성되고, 탈퇴 통지 명령을
수신하는 다음 상위 계층에게 넘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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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2.3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다음 상위 계층은 탈퇴에 관한 이유를 통보 받는다.

7.1.4.3 MLME-DISASSOCIATE.confirm
MLME-DIS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는

MLME-DIS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의

결과를 보고한다.

7.1.4.3.1 서비스 프리미티브의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MLME-DIS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DISASSOCIATE.confirm

(

status,
DeviceAddrMode,
DevicePANId,
DeviceAddress
)
<표 53>는 MLME_DIS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를 위한 파라미터를 정의한다.

<표 53> MLME-DISASSOCIATE.confirm 파라미터

7.1.4.3.2 발생 (When generated)
MLME-DISASSOCIATE.confirm
DIS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는

프리미티브로의

실행하는

MLME에

응답으로써 다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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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티브는 탈퇴 요청이 성공적이었음을 나타내는SUCCESS, 혹은 적절한 에러코드를 반환한다.
이러한 상태 값들은 모두 7.1.4.1.3에 기술되어 있다.

7.1.4.3.3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MLME-DIS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실행하는 디바이스의 상위 계층에 탈퇴
시도의 결과가 통지된다. 만약 탈퇴 시도가 성공적이었다면, 상태 파라미터는 SUCCESS로
설정되고, 그렇지 않다면 에러를 나타낼 것이다.

7.1.4.4 탈퇴 메시지 순서도 (Disassociation message sequence charts)
탈퇴를 위한 요청은 디바이스로부터 혹은 디바이스가 가입된 코디네이터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림32)는 PAN으로부터의 성공적인 탈퇴를 위한 필요한 메시지들의 일련의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32) 디바이스에 의해 시작되는 탈퇴를 위한 메시지 흐름도

그림 33은 비컨 사용 PAN에서 간접 전송을 사용하는 PAN으로부터 디바이스를 성공적으로
탈퇴시키기 위해 코디네이터에 필요한 절차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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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비컨 사용 PAN안의 간접전송을 사용하는 코디네이터에 의해 시작되는 탈퇴를 위한
메시지 흐름도

7.1.5 비컨 통지 프리미티브 (beacon notification primitive)
MLME-SAP 비컨 통지 프리미티브는 디바이스가 정상 동작 상태 동안 비컨이 수신될 때 어떻게
통지될 수 있는 지를 정의한다.
모든 디바이스는 비컨 통지 프리미티브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7.1.5.1 MLME-BEACON-NOTIFY.indication
MLME-BEACON-NOTIFY.indication 프리미티브는 MAC 부계층에 의해 수신된 비컨 프레임에
포함된 파라미터를 상위 계층으로 보내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프리미티브는 LQI와 수신한 비컨
프레임이 수신된 시간의 측정값을 보낸다.

7.1.5.1.1 서비스 프리미티브의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MLME-BEACON-NOTIFY.indication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BEACON-NOTIFY.indication

(

BSN,
PANDescriptor,
PendAddrSpec,
AddrList,
sduLength,
s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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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4>는 MLME-BEACON-NOTIFY.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위한 파라미터를 정의한다.

<표 54> MLME-BEACON-NOTIFY.indication 파라미터

<표 55>은 PANDescriptor의 구성요소들을 기술한다.

<표 55> PANDescriptor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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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PANDescriptor의 구성 요소 (continued)

7.1.5.1.2 발생 (When generated)
MLME-BEACON-NOTIFY.indication 프리미티브는 MLME에 의해서 생성되고, macAutoRequest가
FALSE로 설정되어 있을 때이거나 비컨 프레임이 1옥텟 이상의 payload를 가지고 있을 때, 비컨
프레임을 수신하면 상위 계층으로 넘겨진다.

7.1.5.1.3 수신의 결과 (Effect on receipt)
MLME-BEACON-NOTIFY.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상위 계층은 MAC 부계층에 비컨
프레임이 도착하였음을 통지받는다.

7.1.6 PIB 속성을 읽기 위한 프리미티브 (Primitives for reading PIB attributes)
MLME-SAP get 프리미티브는 PIB로부터 값을 읽는 방법을 정의한다.
모든 디바이스는 이러한 get 프리미티브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7.1.6.1 MLME-GET.request
MLME-GET.request 프리미티브는 주어진 PIB 속성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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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1.1 서비스 프리미티브의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MLME-GET.request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GET.request

(

PIBAttribute,
PIBAttributeIndex
)

<표 56>는 MLME-GET.request 프리미티브를 위한 파라미터를 정의한다.

<표 56> MLME-GET.request 파라미터

7.1.6.1.2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MLME-GET.request 프리미티브는 다음 상위 계층에 의해서 생성되고, MAC PIB 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서 MLME로 넘겨진다.

7.1.6.1.3 수신의 결과 (Effect on receipt)
MLME-GET.request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MLME는 PIB 속성이 MAC PIB 속성인지 혹은 PHY
PIB 속성인지 체크한다. 만약 요청된 속성이 MAC 속성이라면, MLME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요청된 MAC PIB 속성을 회수 한다. 만약 PIB 속성의 식별자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MLME는 UNSUPPORTED_ATTRIBUTE 상태를 갖는 MLME-GET.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준다. 만약 PIBAttributeIndex 파라미터가 범위를 벗어난 테이블의 인덱스를 나타낸다면,
MLME는 INVALID_INDEX 상태를 갖는 MLME-GET.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준다. 만약 요청된
MAC PIB 속성이 성공적으로 회수된다면, MLME는 SUCCESS 상태를 갖는 MLME-GET.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준다,
만약 요청된 속성이 PHY PIB 속성이라면, PLME-GET.request 프리미티브를 발생시킴으로써
PHY로 요청이 전달된다. MLME가 PLME-GET.confirm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PHY에 의해
사용된 상태 값은 MLME에 의해 사용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MLME는 수신된 상태 값을
변환한다(즉, SUCCESS에 해당하는 상태 값은 MAC 과 PHY에의 계산 테이블에서 각각 0x00 과
0x07이다.). 변환 이후에, MLME는 변환의 결과에 따른 상태 파라미터와, PLME 프리미티브에
의해

반환된

값과

같은

PIB

속성과

PIB

속성값

파라미터를

갖는

MLME-GET.confirm

프리미티브를 상위 계층으로 넘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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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2 MLME-GET.confirm
MLME-GET.confirm 프리미티브는 MAC PIB로부터의 정보 요청 결과를 보고한다.

7.1.6.2.1 서비스 프리미티브의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MLME-GET.confirm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GET.confirm

(

status,
PIBAttribute,
PIBAttributeIndex,
PIBAttributeValue
)

<표 57>은 MLME-GET.confirm 프리미티브를 위한 파라미터에 대해 정의한다.

<표 57> MLEM-GET.confirm 파라미터

7.1.6.2.2 발생 (When generated)
MLME-GET.confirm 프리미티브는 MLME에 의해서 생성되고, MLME-GET.request 프리미티브의
응답으로써 상위 계층으로 넘겨진다. 프리미티브는 MAC PIB 속성읽기 요청이 성공임을 나타내는
SUCCESS 혹은 에러 코드를 나타내는 UNSUPPORTED_ATTRIBUTE 상태중 하나를 반환해 준다.
UNSUPPORTED_ATTRIBUTE 에러코드가 반환 될 때, PIB속성 값 파라미터는 길이가 0으로
설정된다. 이러한 상태 값들은 7.1.6.1.3에 기술되어 있다.

7.1.6.2.3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MLME-GET.confirm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상위 계층은 MAC PIB 속성을 읽기 위한 요청
결과를 알게 된다. 만약 MAC PIB 속성을 읽기 위한 요청이 성공적이었다면, 상태 파라미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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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로 설정된다. 그렇지 않다면, 에러를 나타낸다.

7.1.7 GTS 관리 프리미티브 (GTS management primitives)
MLME-SAP GTS 관리 프리미티브는 어떻게 GTS가 요청되고, 유지되는지를 정의한다. 디바이스는
그들의 프리미티브와 PAN 코디네이터의 이미 검색된 비컨 안의 GTS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GTS 관리 프리미티브는 선택적이다.

7.1.7.1 MLME-GTS.request
MLME-GTS.request 프리미티브는 디바이스가 새로운 GTS를 할당하거나, 존재하고 있는 GTS를
해제하기 위해서 PAN 코디네이터로 요청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이 프리미티브는 GTS를
해제를 시작하기 위해 PAN 코디네이터에 의해 사용된다.

7.1.7.1.1 서비스 프리미티브의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MLME-GTS.request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GTS.request

(

GTSCharacteristics,
SecurityLevel,
KeyIdMode,
KeySource,
KeyIndex
)
<표 58>은 MLME-GTS.request 프리미티브를 위한 파라미터를 정의한다.

<표 58> MLME-GTS.request 파라미터

7.1.7.1.2 발생 (When generated)
MLME-GTS.request 프리미티브는 디바이스의 다음 상위 계층으로부터 생성된다. 그리고,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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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GTS에서의 해제 요청 혹은 새로운 GTS의 할당 요청을 하기 위해서 MLME로 넘겨진다.
그것은 또한 PAN 코디네이터의 다음 상위 계층에 의해 생성된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GTS에서의
해제 요청을 하기 위해서 MLME로 넘겨진다.

7.1.7.1.3 수신의 결과 (Effect on receipt)
디바이스가 MLME-GTS.request 프리미티브를 받으면, 디바이스의 MLME는 프리미티브에 포함된
정보를

갖고

GTS

요청

명령의(7.3.9를

참조)

생성을

시도하고,

만약

성공한다면,

PAN

코디네이터에게 보낸다.
만약 macShortAddress가 0xfffe 혹은 0xffff와 같으면, 이 디바이스는 GTS로의 요청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MLME는 NO_SHORT_ADDRESS상태를 포함한 MLME-GTS.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준다.
만약 SecurityLevel 파라미터가 0x00이외의 유효한 값으로 설정되었다면, 이 프레임에 대해
보안이 필요함를 나타내고, MLME는 프레임 제어 필드의 Security Enabled 서브필드를 1로
설정할

것이다.

MAC

부계층은

7.5.8.2.1에

기술되어

있는

macCoordExtendedAddress,

SecurityLevel, KeyIdMode, KeySource 그리고 keyIndex 파라미터에 기초한 프레임의 유출
프로세싱을 수행한다. 만약 유출 프레임 프로세싱 동안에 어떠한 에러가 발생한다면, MLME는
프레임을 버리고, 유출 프레임 프로세싱 에 의해 반환된 에러 상태를 갖는 MLME-GTS.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 줄 것이다.
만약 GTS 요청 명령이 CSMA-CA 알고리즘의 실패 때문에 보내지지 않는다면, MLME는
CHANNLE_ACCESS_FAILURE상태를 갖는 MLME-GTS.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준다.
만약 MLME가 GTS 요청 명령을 성공적으로 전송한다면, MLME는 승인의 반환을 기대한다. 만약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MLME는 NO_ACK (7.5.6.4를 참조) 상태를 갖는 MLME-GTS.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준다.
만약 GTS가 할당되고(7.5.7.2를 참조), ACK를 요청 받으면, 디바이스는 PAN 코디네이터로 부터
비컨 프레임 안에 명시된 GTS 디스크립트를 경유하는 확인을 기다린다. 만약 PAN 코디네이터의
MLME가

요청된

GTS를

할당한다면,

PAN

코디네이터는

GTS.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넘겨주고, 할당된 GTS의

할당된

특성과

GTS의

특성과

요청된 디바이스의

MLME16비트

단축주소를 갖는 GTS 디스크립트를 생성한다. 만약 PAN 코디네이터의 MLME가 요청된 GTS를
할당할 수 없다면, PAN 코디네이터는 시작 슬롯이 0이며 요청 디바이스의 단축주소를 갖는 GTS
디스크립트를 생성한다.
만약 디바이스가 GTS 디스크립트가 포함하고 있는 비컨이 받았던 macShortAddress와 일치하는
16비트

단축주소를

갖는

PAN

코디네이터로부터

비컨

프레임을

받는다면,

디바이스는

디스크립트를 수행할 것이다. 만약 이 디바이스를 위한 디스크립트가 없다면, MLME는 NO_DATA
상태를 갖는 MLME-GTS.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줄 것 이다.

만약 디스크립트가 요청된 특성과 같은 것을 받는다면(PAN 코디네이터는 GTS의 할당 요청이
입증된 것을 나타낸다.), 디바이스의 MLME는 GTS가 SUCCESS상태를 갖는 MLME-GTS.confirm
프리미티브와 GTS의 할당을 나타내는 1과 동일한 타입의 특성을 갖는 GTSCharacteristics
파라미터를 넘겨준다.
만약 디스크립트가 시작 슬롯인 0을 받는다면(PAN 코디네이터는 GTS의 할당 요청을 거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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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

디바이스는

GTSCharacteristics

파라미터가

무시되었음을

나타내는

DENIED상태를 갖는 GTS가 넘겨준 MLME-GTS.confirm 프리미티브를 요청한다.
만약 GTS가 디바이스의 요청에 의해 해제되고(7.5.7.4을 참조) PAN 코디네이터에 의해 요청이
응답된다면, 디바이스는 SUCCESS상태를 갖는 MLME-GTS.confirm 프리미티브 그리고, 0과
동일한 타입의 특성을 가진 GTSCharacteristics 파라미터를 넘겨주는데, 이것은 GTS의 해제를
나타낸다. GTS 해제를 나타내는 요청 타입이 0인 파라미터를 갖는 GTS 요청 명령을 받으면,
PAN 코디네이터는 ACK를 보내고 GTS를 해제한다. PAN 코디네이터의 MLME는 적절한GTS
특성을 갖는 MLME-GTS.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넘겨준다. 만약 PAN 코디네이터가 해제 요구를
받지

못하면, 그에 대한 대응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코디네이터에 의해 적용될 수

있다(7.5.7.6을 참조).
만약 해제를 나타내는 MLME-GTS.request 프리미티브를 받는 PAN 코디네이터의 MLME 이면,
PAN

코디네이터는

GTS를

해제할

것이다.

그리고

SUCCESS상태의

MLME-GTS.confirm

프리미티브와 0과 같은 동일한 타입의 특성을 가지는 GTSCharacteristics 파라미터를 넘겨준다.
만약 디바이스가 PAN 코디네이터로부터 GTS 디스크립트가 포함하고 있는 비컨이 받았던

macShortAddress와 일치하는 짧은 주소와 시작 슬롯이 0인 비컨 프레임을 받는다면, 디바이스는
즉시

GTS

사용을

중지한다.

디바이스의

MLME는

해제된

GTS의

특성을

포함하는

GTSCharacteristics 파라미터를 갖는 MLME-GTS.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넘겨 줌으로써 다음
상위 계층의 해제를 통지한다.
만약 MLME-GTS.request 프리미티브안의 어떤 파라미터라도 지원되지 않거나, 범위를 벗어나면,
MLME는 INVALID_PARAMETER의 상태를 갖는 MLME-GTS.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준다.

7.1.7.2 MLME-GTS.confirm
MLME-GTS.confirm 프리미티브는 새로운 GTS의 할당, 혹은 존재하는 GTS의 해제를 위한
요청의 결과를 보고한다.

7.1.7.2.1 서비스 프리미티브의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MLME-GTS.confirm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GTS.confirm

(

GTSCharacteristics,
Status
)
<표 59>는 MLME-GTS.confirm 프리미티브를 위한 파라미터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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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MLME-GTS.confirm 파라미터

7.1.7.2.2 발생 (When generated)
MLME-GTS.confirm 프리미티브는 MLME에 의해서 생성되고, 이전에 넘겨준 MLME-GTS.request
프리미티브에 대한 응답으로 다음 상위 계층으로 넘겨진다.
GTS의

할당

혹은

반환의

요청이

성공적이라면,

프리미티브는

SUCCESS상태를

반환하고

GTSCharacteristic의 파라미터의 특성 타입 필드의 값을 1 혹은 0으로 바꾼다. 그렇지 않으면,
상태 파라미터는 에러 코드를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상태 값에 대한 이유들은 7.1.7.1.3에
기술되어 있고, 7.1.7.1.3에 참조되어 있다.

7.1.7.2.3 수신의 결과 (Effect on receipt)
MLME-GTS.confirm 프리미티브를 받으면, 다음 상위 계층은 GTS의 할당 혹은 해제를 위한 요청
결과를 통지받는다. 만약 요청이 성공적이라면, 이 상태 파라미터는 성공적인 GTS 연산을
나타낸다. 그렇지 않으면, 상태 파라미터는 에러를 나타낸다.

7.1.7.3 MLME-GTS.indication
MLME-GTS.indication 프리미티브는 GTS가 할당되었거나, 이전에 할당된 GTS가 해제된 것을
나타낸다.

7.1.7.3.1 서비스 프리미티브의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MLME-GTS.indication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GTS.indication

(

DeviceAddress,
GTSCharacteristics,
SecurityLevel,
KeyIdMode,
KeySource,
KeyIndex
)
<표 60>는 MLME-GTS.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위한 파라미터를 정의한다.
37

TTAS.IE-802.15.4-2006-part2

정보통신단체표준
<표 60> MLME-GTS.indication 파라미터

<표 60> MLME-GTS.indication 파라미터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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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3.2 발생 (When generated)
MLME-GTS.indication

프리미티브는

MLME에

의한

GTS

요청명령의

수신에

따라

GTS가

해제되거나 혹은 할당될 때마다 다음 상위 계층으로 보내는 PAN 코디네이터의 MLME에 의해서
생성된다(7.3.3.1을 참조). PAN 코디네이터의 MLME는 PAN 코디네이터 자신에 의해 GTS 해제가
시작될 때 프리미티브를 생성한다. GTSCharacteristics 파라미터 안의 특성 타입 필드는GTS가
할당된다면 1, 해제된다면 0이 된다.
프리미티브는 디바이스의 MLME에 의해서 생성되고, PAN 코디네이터가 자신의 GTS중 하나를
해제하면 다음 상위 계층으로 넘겨진다. 이러한 경우, GTSCharacteristics 파라미터의 특성 타입
필드는 0이 된다.
7.1.7.3.3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MLME-GTS.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받으면, 다음 상위 계층은 GTS의 할당 혹은 해제를 통지
받는다.

7.1.7.4 GTS 관리 메시지의 흐름도(GTS management message sequence charts)
(그림34)와 (그림 35)는 성공적인 GTS 관리를 위해 필요한 메시지의 흐름을 나타낸다. 첫 번째는
디바이스가 GTS 할당을 시작하는 경우의 메시지 흐름을 나타낸다. 두 번째는 디바이스에 의해,
혹은 PAN 코디네이터에 의해 GTS 해제가 일어나는 두 가지 경우의 메시지 흐름을 나타낸다.

(그림 34) 디바이스를 통해 실행되는 GTS 할당에 대한 메시지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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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디바이스(a)와 PAN 코디네이터(b)를 통해 실행되는 GTS 할당에 대한 메시지 흐름 도

7.1.8 orphan 통지를 위한 프리미티브 (Primitives for orphan notification)
MLME-SAP orphan을 통지하는 프리미티브는 코디네이터가 어떻게 orphaned 디바이스의 통지를
넘겨주는지에 대해서 정의한다.
orphan을 알리는 프리미티브 는 RFD를 위해 선택적이다.

7.1.8.1 MLME-ORPHAN.indication
MLME-ORPHAN.indication 프리미티브는 코디네이터의 MLMErk orphaned 디바이스의 존재를
다음 상위 계층에 알리는 것을 허락한다.

7.1.8.1.1 서비스 프리미티브의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MLME-ORPHAN.indication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ORPHAN.indication

(

OrphanAddress,
SecurityLevel,
KeyIdMode,
KeySource,
KeyIndex
)
<표 61>은 MLME-ORPHAN.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위한 파라미터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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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MLME-ORPHAN.indication 파라미터

7.1.8.1.2 발생 (When generated)
MLME-ORPHAN.indication 프리미티브는 코디네이터의 MLME에 의해 생성되고, orphan을 알리는
명령을 수신하면, 다음 상위 계층으로 넘겨진다(7.3.6를 참조)

7.1.8.1.3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MLME-ORPHAN.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받으면, 다음 상위 계층은 orphaned 디바이스를 알게
되고,

디바이스가

이전에

연관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MLME-ORPHAN.response

프리미티브의 결정과 함께 MLME로 넘겨준다.
디바이스가 이전에 코디네이터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device는 AssociatedMenber 파라미터를
TRUE로 설정하고 ShortAddress 파라미터를 orphaned 디바이스에 할당된 16-비트의 단축주소로
설정하여

MLME-ORPHAN.response

프리미티브를

보낸다.

만약

디바이스가

코디네이터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디바이스는 AssociatedMember 파라미터를 FALSE로 설정하여 MLMEORPHAN.request 프리미티브를 보낸다.

7.1.8.2 MLME-ORPHAN.response
MLME-ORPHAN.response

프리미티브는

코디네이터의

상위

단계

계층이

MLME-

ORPHAN.indication 프리미티브에 응답하는 것을 허락한다.

7.1.8.2.1 서비스 프리미티브의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MLME-ORPHAN.response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ORPHAN.response

(

OrphanAddress,
Short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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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dMember,
SecurityEnable
)
<표 62>는 MLME-ORPHAN.response 프리미티브 파라미터이다.

<표 62> MLME-ORPHAN.response 파라미터

<표 62> MLME-ORPHAN.response 파라미터(continued)

7.1.8.2.2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MLME-ORPHAN.response

프리미티브는

다음

상위

계층에

의해서

생성되고, MLME-

ORPHAN.indication 프리미티브에 있는 orphaned 디바이스의 가입 여부가 결정될 때 MLME로
넘겨진다.

7.1.8.2.3 수신의 결과 (Effect on receipt)
만일

AssociatedMember

코디네이터와

연관되어

파라미터가
있다.

이러한

TRUE로
경우,

설정되어
MLME는

있다면,

orphaned

코디네이터

재조정

디바이스는
명령(7.3.8을

참조)을 생성하여 ShortAddress 필드의 값을 가진 orphaned 디바이스에 보낸다. 이 명령은 만약
코디네이터가 비컨 사용 PAN 상태라면 CAP동안에 보내지고, 그렇지 않으면 즉시 보내진다. 만약
AssociatedMember 파라미터가 FALSE라면, orphaned 디바이스는 코디네이터와 가입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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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프리미티브는

그자신의

무시된다.

만약

orphan notification 이후에

orphaned

디바이스가

코디네이터 재조정

macResponseWaitTime
명령을

받지

못하면,

이내에

orphaned

디바이스는 범위 안에 어떤 코디네이터와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간주될 것이다.
SecurityLevel 파라미터에 0x00외의 유효한 값이 설정되어 있고, 이 프레임에 보안이 요구됨을
나타낸다면, MLME는 프레임 제어 필드의 Security Enabled 서브필드는 1로 설정될 것이다.
MAC의 부계층은 7.5.8.2.1에 기술된 것과 같이, OrphanAddress, SecurityLevel, KeyIdMode,
KeySource, KeyIndex 파라미터에 의해 프레임의 유출 프로세싱이 수행될 것이다. 만약 유출
프레임 프로세싱 중에 에러가 발생하면, MLME는 전송중인 프레임을 버리고, 유출 프레임
프로세싱에 의해 반환된 에러 상태를 갖는 MLME-COMM-STATUS.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넘겨줄 것이다.
만약 CSMA-CA 알고리즘이 채널상태 때문에 실패한다면, MAC sublayer는 프레임을 버리고,
MLME-COMM-STATUS.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CHANNEL_ACCESS_FAILURE로

설정하여

넘겨줄 것이다.
MAC

부계층은

프레임의

전송후게

곧바로

수신을

가능하게

하고,

수신자로부터

ACK를

기다린다(7.5.6.4를 참조). 만약 MAC 부계층이 수신자로부터 ACK를 받지 못하면, 전송중인
프레임을 버리고 MLME-COMM-STAUS.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NO_ACK로 설정하여 넘겨준다.
만약 프레임이 성공적으로 전송되고 ACK가 수신된다면, MAC sublayer는

MLME-COMM-

STATUS.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SUCCESS로 설정하여 넘겨준다.
만약 MLME-ORPHAN.response 프리미티브 안에 어떠한 파라미터라도 지원되지 않거나, 범위를
벗어나면, MAC 부계층은 MLME-COMM-STAUS.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INVALID_PARAMETER로
설정하여 넘겨준다.

7.1.8.3 Orphan notification 메시지의 흐름도 (Orphan notification message sequence chart)
Figure 36 은 orphaned device의 notification을 넘기는 것에 대해 코디네이터를 위해 필요한
메시지의 흐름을 보여준다.

(그림 36) orphan notification을 위한 메시지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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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MAC 부계층의 재설정을 위한 프리미티브 (primitives for resetting the MAC sublayer)
MLME-SAP 재설정 프리미티브는 MAC 부계층이 자신의 기본값을 어떻게 재설정하는지를
보여준다.
모든 device들은 재설정 프리미티브들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7.1.9.1 MLME-RESET.request
MLME-RESET.request 프리미티브는 다음 상위 계층이 MLME에 재설정 연산 수행을 요청하는
것을 허락한다.

7.1.9.1.1 서비스 프리미티브의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MLME-RESET.request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RESET.request

(

SetDefaultPIB
)

<표 63>은 MLME-RESET.request 프리미티브를 위한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표 63> MLME-RESET.request 파라미터

7.1.9.1.2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MLME-RESET.request 프리미티브는 다음 상위 계층에 의해서 생성되고, MAC 부계층의 초기
상태

재설정을

위해

MLME로

보내진다.

MLME-RESET.request

프리미티브는

MLME-

START.request 혹은 MLME-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의 사용에 앞서 발생된다.

7.1.9.1.3 수신의 결과 (Effect on receipt)
MLME-RESET.request
프리미티브를

프리미티브를

FORCE_TRX_OFF로

받으면,
설정하여

MLME는

PLME-SET-TRX-STATE.request

전송한다.

PLME-SET-TRX-STATE.confirm

프리미티브를 받으면, MAC sublayer는 초기 상태를 설정하고, 모든 내부 변수를 기본값으로
설정한다. 만약 SetDefaultPIB 파라미터 가 TRUE가 된다면, MAC PIB 속성은 기본값로 설정된다.
완료시 SUCCESS 상태값을 갖는 MLME-RESET.confirm 프리미티브를 넘겨준다.

7.1.9.2 MLME-RESET.confirm
MLME-RESET.confirm 프리미티브는 재설정 연산의 결과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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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2.1 서비스 프리미티브의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MLME-RESET.confirm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RESET.confirm

(

status
)

<표 64>는 MLME-RESET.confirm 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표 64> MLME-RESET.confirm 파라미터

7.1.9.2.2 발생 (When generated)
MLME-RESET.confirm
프리미티브에

대한

프리미티브는
응답으로

다음

MLME에
상위

의해서

계층으로

생성되고, MLME-RESET.request

넘겨지며,

이후에

PLME-SET-TRX-

STATE.confirm 프리미티브를 수신한다.

7.1.9.2.3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MLME-RESET.confirm 프리미티브를 받으면, 다음 상위 계층은 MAC 부계층의 재설정 요구를
알아차린다.

이 프리미티브는 MAC 부계층의 재설정이 성공적이라면, SUCCES 상태를 반환한다.

7.1.10 수신 가능 시간 명세를 위한 프리미티브 (primitives for specifying the receiver enable time)
MLME-SAP 수신기 상태 프리미티브는 어떻게 주어진 시간에 디바이스가 수신기를 사용가능 혹은
불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의한다.
수신기 상태 프리미티브는 옵션이다.

7.1.10.1 MLME-RX-ENABLE.request
MLME-RX-ENABLE.request 프리미티브는 다음 상위 계층이 한정된 시간에 수신가능 또는
불가능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허락한다.

7.1.10.1.1 서비스 프리미티브의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MLME-RX-ENABLE.request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RX-ENABLE.request (
DeferPermit,
RxOnTime,
RxOnDu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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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MLME-RX-ENABLE.request 파라미터

7.1.10.1.2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MLME-RX-ENABLE.request 프리미티브는 다음 상위 계층에 의해 생성되고, 고정된 기간 동안
수신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컨 사용 PAN인 경우 현재 또는 다음 슈퍼프레임의 시작 또는 비컨
비사용 PAN인 경우 즉시 MLME로 보내진다. 이 프리미티브는 이전에 생성된 수신기 활성화
요청을 취소하기 위해 생성될 수 있다. 이 수신기는 프리미티브의 요청 때 마다 활성화 되거나
비활성화된다.

7.1.10.1.3 수신의 결과 (Effect on receipt)
MLME 는 수신기의 활성화/비활성화 요청을 디바이스의 두 번째 책임으로 간주할 것이다(즉, GTS,
코디네이터 비컨 추적, 비컨 전송). 프리미티브가

수신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내진다면,

디바이스에 충돌 책임이 발생하거나 RxOnDuration에 의한 시간초과가 될 때까지 디바이스는
수신기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충돌 책임의 경우 디바이스는 수신기 동작을 방해할 것이다. 동작
방해가 완료된 이후에 RxOnDuration이 시간초과인지 체크된다. 만약 시간이 초과되었다면 동작은
완료된 것이고 시간이 초과되지 않았다면 수신기는 또다른 충돌 책임을 갖거나 RxOnDuration에
의한 시간초과가 될 때까지 재활성화 된다. 만일 수신된 프리미티브가 수신기의 비활성화
요청이면 디바이스가 충돌 책임을 갖지 않는 경우에 수신기를 비활성화시킨다.
비컨 비사용 PAN에서 MLME는 DeferPermit, RxOnTime 파라미터를 무시하고, PHY가 즉시
수신기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시킬 것을 요청한다. 만약 요청이 수신기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라면, 수신기는 RxOnDuration 심볼이 경과할 때까지 활성화된다.
비컨

사용

PAN

상에

있는

수신기를

활성화시키려는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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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BeaconOrder로 정의된 것과 같이, (RxOnTime + RxOnDuration)이 비컨 간격보다 작은 지를
결정한다.

만약,

RxOnTime

+

RxOnDuration)이

비컨

간격보다

작지

않으면,

MLME는

ON_TIME_TOO_LONG 상태를 갖는 MLME-RX-ENABLE.confirm 프리미티브를 발생시킨다.
그 다음으로 MLME는 수신기가 현재의 슈퍼프레임 안에 활성화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이
프리미티브를 발생시키는 PAN 코디네이터는 자신의 슈퍼프레임을 기반으로 결정한다. PAN
코디네이터가 아닌 디바이스는 가입되어 있는 코디네이터의 슈퍼프레임을 기반으로 결정한다.
만약 슈퍼프레임의 시작으로부터 측정된 현재 심볼의 수가 (RxOnTime- aTurnaroundTime)보다
작다면, MLME는 현재의 슈퍼프레임 안에 수신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한다. 만약
슈퍼프레임의 시작으로부터 측정된 현재 심볼의 수가 (RxOnTime- aTurnaroundTime)보다 크거나
같고, DeferPermit이 TRUE이면, MLME는 다음 슈퍼프레임까지 기다린 다음, 다음 슈퍼프레임
안에 수신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MLME가 현재의 슈퍼프레임
안에 수신기를 활성화시킬 수 없고, 다음 슈퍼프레임까지 수신 동작을 지연시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MLME는

PAST_TIME

상태를

갖는

MLME-RX-ENABLE.confirm

프리미티브를

발생시킨다.
만약 RxOnDuration 파라미터가 0과 같다면, MLME는 PHY가 수신기를 비활성화시킬 것을
요청한다.
만약 MLME-RX-ENABLE.request 프리미티브에 있는 어떠한 파라미터라도 지원되지 않거나
범위를 벗어나면, MAC 부계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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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ENABLE.confirm 프리미티브를 발생시킨다.

7.1.10.2 MLME-RX-ENABLE.confirm
MLME-RX-ENABLE.confirm

프리미티브는

수신기의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시도의

결과를

보고한다.

7.1.10.2.1 서비스 프리미티브의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MLME-RX-ENABLE.confirm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RX-ENABLE.confirm (
status
)

<표 66> MLME-RX-ENABLE.confirm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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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2.2 발생 (When generated)
MLME-RX-ENABLE.confirm 프리미티브는 MLME에 의해 생성되고, MLME-RX-ENABLE.request
프리미티브에 대한 응답으로 다음 상위 계층으로 넘겨진다.

7.1.10.2.3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MLME-RX-ENABLE.confirm 프리미티브를 받으면, 다음 상위 계층은 수신기를 활성화 하기위한
요청을 알아 차린다. 만약 수신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요청이 성공적이면, 프리미티브는 SUCCESS
상태를 반환하거나, TX_ACTIVE, OUT_OF_CAP, INVALID_PARAMETER등의 에러 코드를 반환한다.
이러한 상태 값들에 대한 이유는 모두 7.1.10.1.3에 기술되어 있다.

7.1.10.3 수신기의 상태 변화를 위한 메시지 흐름도 (Message sequence chart for changing the
state of the receiver)
(그림 37)은 고정된 시간에 수신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메시지들의 흐름을 보여준다. Part
a) 비컨 사용 PAN의 경우에, MLME-RX-ENABLE.request는 현재 슈퍼프레임 안에 수신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 없이 MLME에 의해 수신된다고 추정된다.
Part b) 비컨 비사용 PAN의 경우에, 수신기는 바로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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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수신기 상태 변화를 위한 메시지 흐름도

7.1.11 채널 탐색을 위한 프리미티브 (primitives for channel scanning)
MLME-SAP 탐색 프리미티브는 어떻게 디바이스가 에너지를 사용, 저장하는지 혹은 통신 채널
안에 PAN의 존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를 정의한다.

모든 device는 이러한 scan 프리미티브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7.1.11.1 MLME-SCAN.request
MLME-SCAN.request

프리미티브는

채널의

리스트를

가지고

채널

스캔을

활성화

하는데

사용된다. 디바이스는 채널의 에너지를 측정하기 위해 채널 스캔을 사용한다. 그리고 관련된
코디네이터를 찾거나, 스캔을 수행하는 디바이스의 POS이내에 비컨 프레임을 전송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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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네이터를 찾는다.

7.1.11.1.1 서비스 프리미티브의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MLME-SCAN.request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SCAN.request

(
ScanType,
ScanChannels,
ScanDuration,
ChannelPage,
SecurityLevel,
KeyIdMode,
KeySource,
KeyIndex
)

<표 67> MLME-SCAN.request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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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MLME-SCAN.request 파라미터 (continued)

7.1.11.1.2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MLME-SCAN.request 프리미티브는 다음 상위 계층에 의해 생성되고, 디바이스의 POS 이내에
움직임을 찾기 위한 채널 스캔의 활성을 위해 MLME로 넘겨진다. 이 프리미티브는 채널
사용(어떤 PAN 식별자를 가지고 있는 비컨 프레임을 위치시키기 위한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인
scan)을 결정하기 위해 ED 스캔의 수행에 사용될 수 있다. 각 스캔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5.2.1에 기술되어 있다.
모든 device는 passive scan 그리고 orphan scan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 ED 스캔과 능동 스캔은
RFD에서 선택사항이다. 하지만 RFD는 비컨 비사용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한 능동 스캐닝을
지원한다.

7.1.11.1.3 수신의 결과 (Effect on receipt)
먼저 시작된 스캔이 수행되고 있을 때, MLME는 MLME-SCAN.request 프리미티브를 받으면
MLME-SCAN.confirm프리미티브를 SCAN_IN_PROGRESS로 설정하여 보낸다. 그렇지 않으면,
MLME는 ScanChannels 파라미터에 명세된 모든 채널을 스캔하기 시작한다.
ED스캔은 MLME에 의해 각 채널에 [aBaseSuperframeDuration * (2n+1)]심볼(symbol)까지
PLME-ED.request프리미티브를 반복적으로 PHY에 보낸다(n은 ScanDuration파라미터에 있는
경과 시간을 나타내는 값이다.). MLME는 최대 에너지 측정값을 기록하고 채널 리스트의 다음
채널로 이동한다. 7.5.2.1.1에 ED 채널 스캔 순서가 보다 자세하게 나와있다.
능동 스캔(active scan)은 각 채널에서 MLME가 첫 번째 보내는 비콘 요청 명령에 의해
수행된다(7.3.7을 참조). MLME는 PAN 디스크립터 구조에서 각각 수신한 비콘 정보들의 기록과
수신을 가능하도록 한다 (7.1.5.1.1의 <표 55>를 참조). 특정 채널의 능동 스캔은 구현에 따라
최대수와

같은

PAN의

수

이거나

[aBaseSuperframeDuration

*

n

(2 +1)]

신호일

경우에

종결시킨다(n은 ScanDuration 파라미터에 있는 경과된 시간을 나타내는 값이다.). 7.5.2.1.3에
수동 채널 스캔의 순서가 보다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오르판 스캔은 각 채널에서 MLME가 오르판 통지 명령을 처음 받게 되면 수행된다 (7.3.2.3을
참조). 만약 디바이스가 복귀하면서 코디네이터의 재편성 명령을 받으면 MLME는 수신자를
비활성화 시킨다. 그렇지 않으면 채널 리스트에 있는 다음 채널에 반복하여 스캔한다.
Security Level, KeyIdMode, KeySource, KeyIndex 파라미터는 오르판 스캔에서만 쓰인다.
SecurityLevel 파라미터에 0x00이 아닌 유효한 값이 설정되면 이 프레임에 보안이 요구됨을
나타내고,

MLME는

프레임

macCoordExtendedAddress에

제어
기반한

필드의

서브필드를

프레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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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Index 파라미터의 유출 처리를 수행한다(7.5.8.2.1을 참조). 유출 처리 중에 에러가 발생하면
MLME는 발송중인 프레임을 버리고, MLME-SCAN.confirm 프리미티브에 에러 상태를 설정하여
보낸다.
ED 스캔의 결과에는 ED값과 SUCCESS가 설정된 MLME-SCAN.confirm 프리미티브를 통하여
다음 상위 계층에 보고되었음이 기록된다.
능동스캔과 수동스캔의 결과는 MLMESCAN.confirm 프리미티브를 통해서 다음 상위 계층으로
보고된다. 스캔이 성공적이고 macAutoRequest가 TRUE로 설정되면, PAN 디스크립터 값은
프리미티브

결과에

포함된다.

스캔이

성공적이고

macAutoRequest가

FALSE로

설정되면,

PAN디스크립터 값은 null로 설정되어 프리미티브 결과에 포함된다. 각 PAN 디스크립터 값은
개별의 MLME-BEACON-NOTIFY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하나씩 다음 상위 계층으로 전송된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MLME-SCAN.confirm 프리미티브는 스캔되지 않은 채널과 SUCCESS상태
리스트를 포함한다.
능동 스캔을 하는 중에 MLME가 채널 접근 실패로 인한 ScanChannels 파라미터 때문에 비컨
요청

명령을

해당

채널에 전송할 수

없다면, 그

채널은

반환되는

MLME-SCAN.confirm

프리미티브에 의해 스캔되지 않은 채널 리스트에 포함된다. 만약 MLME가 최소 하나의 채널에
비컨 요청 명령을 보낼 수 있었지만 아무런 비컨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MLMESCAN.confirm
프리미티브는 null로 설정된 PAN 디스크립터 값을 포함하고, macAutoRequest는 고려되지 않고,
NO_BEACON 상태가 된다.

7.1.11.2 MLME-SCAN.confirm
MLME-SCAN.confirm 프리미티브는 채널 스캔 요청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다.

7.1.11.2.1 서비스 프리미티브의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MLME-SCAN.confirm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MLME-SCAN.confirm

(
status,
ScanType,
ChannelPage,
UnscannedChannels,
ResultListSize,
EnergyDetectList,
PANDescriptorList
)

<표68>은 MLME-SCAN.confirm 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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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8> MLME-SCAN.confirm 파라미터

7.1.11.2.2 발생 (When generated)
MLME-SCAN.confirm 프리미티브는 MLME에 의해 생성되고 MLME-SCAN.request 프리미티브가
완료되며 채널스캔이 시작될 때 다음 상위 계층에 보내진다. MLME-SCAN.request 프리미티브가
능동, 수동, 오르판(orphan) 스캔을 요청했다면 EnergtDetectList 파라미터는 null이 될 것이다.
MLME-SCAN.request

프리미티브가

ED나

오르판

스캔을

요청했다면

PANDescriptorList

파라미터는 null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MLME-SCAN.request 프리미티브가 능동 또는 수동
스캔을 요청했다면 macAutoRequest는 FALSE로 설정된다. MLME-SCAN.request 프리미티브가
오르판 스캔만 요청할 때에는 ResultListSize 파라미터 값은 0이 된다.
MLME-SCAN.confirm 프리미티브는 요청된 스캔이 성공했는지, 실패하여 에러 코드를 남겼는지를
SUCCESS와 같은 상태 정보로 반환한다. 상태 값은 7.1.11.1.3의 부조항을 참조하면 된다.

7.1.11.2.3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MLME-SCAN.confirm 프리미티브를 받으면 다음상위계층(next higher layer)은 스캔 절차의
결과를 통보 받는다. 스캔이 성공적이었다면 상태 파라미터 값은 SUCCESS로 설정되며 실패했을
53

TTAS.IE-802.15.4-2006-part2

정보통신단체표준
경우 에러로 표기된다.

7.1.11.3 채널 탐색 메시지의 흐름도 (Channel scan message sequence charts)
(그림79), (그림82), (그림83), (그림86)(7.7을 참조)은 ED 스캔과 수동 스캔을 하기 위해 필요한
메시지 절차를 보여준다. 이 그림들은 PHY의 절차도 포함한다.

7.1.12 통신 상태 프리미티브 (communication status primitive)
MLME-SAP 통신 상태 프리미티브는 MLME가 어떤 방식으로 전송 상태(전송 작업이 응답
프리미티브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와 유입 패킷의 보안 에러 정보에 대해 다음 상위
계층과 통신하는지를 정의한다.

모든 디바이스들은 이러한 통신 상태 프리미티브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7.1.12.1 MLME-COMM-STATUS.indication
MLME-COMM-STATUS.indication 프리미티브는 MLME가 통신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허락한다.

7.1.12.1.1 서비스 프리미티브의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MLME-COMM-STATUS.indication 프리미티브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MLME-COMM-STATUS.indication (
PANId,
SrcAddrMode,
SrcAddr,
DstAddrMode,
DstAddr,
status,
SecurityLevel,
KeyIdMode,
KeySource,
KeyIndex
)

<표 69>는 MLME-COMM-STATUS.indication 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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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MLME-COMM-STATUS.indication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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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MLME-COMM-STATUS.indication 파라미터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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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9> MLME-COMM-STATUS.indication 파라미터 (continued)

7.1.12.1.2 발생 (When generated)
MLME-COMM-STATUS.indication 프리미티브는 MLME에 의해 생성되며 응답 프리미티브를 통해
시작된 전송 혹은 보안 프로세싱에서 에러를 생성하는 프레임을 받는 즉시 다음 상위 계층에
보내진다.
MLME-COMM-STATUS.indication 프리미티브는 MLME-ASSOCIATE.response 프리미티브 혹은
MLME-ORPHAN.response 프리미티브의 결과로 MAC 하위 계층 개체에 의해 생성된다. 이
프리미티브는 SUCCESS(요청된 스캔작업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혹은 일종의 상태 에러
코드인

TRANSACTION_OVERFLOW,

TRANSACTION_EXPIRED,

CHANNEL_ACCESS_FAILURE,

NO_ACK, INVALID_PARAMETER(이 상태들에 대해서는 7.1.3.3.3 과 7.1.8.2.3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혹은 실패한 보안 처리의 에러 코드를(이 상태들에 대해서는 7.5.8.2.1과 7.5.8.2.3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반환한다.

7.1.12.1.3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MLME-COMM-STATUS.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받는 즉시 다음 상위 계층은 전송의 통신 상태
혹은 보안 프레임 처리 도중에 발생한 에러에 대한 상태 정보를 전달받는다.

7.1.13 PIB 애트리뷰트를 작성하기 위한 프리미티브 (primitives for writing PIB attributes)
MLME-SAP set 프리미티브는 MAC PIB 속성이 어떻게 작성되는지를 정의한다.
모든 디바이스는 이러한 설정 프리미티브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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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13.1.1 프리미티브의 의미 (Semantics of the primitive)
MLME-SET.request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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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ME-SET.request

(
PIBAttribute,
PIBAttributeIndex,
PIBAttributeValue
)

<표70>은 MLME-SET.request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이다.

<표70> – MLME-SET.request 파라미터

7.1.13.1.2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MLME-SET.request 프리미티브는 다음 상위 계층에 의해, MLME가 PIB 애트리뷰트에 쓰기를
시도할 때 발생된다.

7.1.13.1.3 수신의 결과 (Effect on receipt)
MLME-SET.request 프리미티브를
PIB인지를

체크한다.

만약

받으면

요청된

MLME는

속성이

PIB 애트리뷰트가

MAC이면

MLME는

MAC PIB인지

데이터베이스의

MAC

PHY
PIB

애트리뷰트에 주어진 값을 쓰려고 시도한다. PIB속성 파라미터에 읽기 전용 속성을 받으면
MLME는

MLME-SET.confirm

프리미티브에

READ_ONLY를

설정해서

넘겨준다.

PIB속성

파라미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속성을 받으면 MLME는 MLME-SET.confirm 프리미티브에
UNSUPPORTED_ATTRIBUTE를 설정해서 넘겨준다. PIBAttributeIndex 파라미터에 범위를 벗어난
인덱스 값을 받으면 MLME는 MLME-SET.confirm 프리미티브에 INVALID_INDEX를 설정해서
넘겨준다. PIBAttributeValue 파라미터에 주어진 속성에서 유효한 값을 벗어난 값을 받으면
MLME는 MLME-SET.confirm 프리미티브에 INVALID_PARAMETER를 설정해서 넘겨준다. 요청된
MAC PIB 애트리뷰트에 값이 성공적으로 쓰여지면 MLME는 MLME-SET.confirm 프리미티브에
SUCCESS를 설정하여 넘겨준다.
PIBAttribute 파라미터에 macBeaconPayloadLength가 설정되고 비컨프레임의 결과의 길이가

aMaxPHYPacketSize를 초과하면(추가적인 오버헤드는 보안처리에 기인한다.), MAC 부계층은
macBeaconPayloadLength를

갱신하지

않고

MLME-GET.confirm

프리미티브에

INVALID_PARAMETER를 설정해서 넘겨준다.
속요청된 속성이 PHY PIB 애트리뷰트이면, 그 요청은 PLME-SET.request 프리미티브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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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를 통과한다. 한편 MLME가 PLME-SET.confirm을 받으면, PHY의 상태 값들은 MLME와
다르기 때문에 받은 상태 값들을 변환한다(예를들어 상태값인 SUCCESS는 MAC과 PHY에서 각각
0x00과 0x07이다.). 변환 후에 MLME는 MLME-SET.confirm 프리미티브에 변환된 상태파라미터
결과를 다음 상위 계층에 넘겨주고 PIB속성 파라미터는 반환된 PLME프리미티브와 같게 된다.

7.1.13.2 MLME-SET.confirm
MLME-SET.confirm 프리미티브는 PIB 속성에 했던 쓰기 시도의 결과를 보고한다.

7.1.13.2.1 서비스 프리미티브의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MLME-SET.confirm 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는 아래와 같다:

MLME-SET.confirm

(
status,
PIBAttribute,
PIBAttributeIndex
)

<표 71>은 MLME-SET.confirm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이다.

<표 71> MLME-SET.confirm 파라미터

7.1.13.2.2 발생 (When generated)
MLME-SET.confirm 프리미티브는 MLME에 의해 생성되며, MLME-SET.request 프리미티브에
대한 응답으로 다음 상위 계층으로 보내진다. MLME-SET.confirm 프리미티브는 요청된 값이 해당
PIB 애트리뷰트에 기록되었음을 알려주는 SUCCESS 또는 적절한 상태를 반환한다. 이 상태
값들에 대한 설명은 7.1.13.1.3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7.1.13.2.3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MLME-SET.confirm 프리미티브를 받는 즉시 다음 상위 계층은 PIB 애트리뷰트 값이 요청에 의해
갱신되었다는 결과를 받게 된다. 요청된 값이 해당 PIB 애트리뷰트에 기록되었다면 상태
파라미터 값은 SUCCESS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에러로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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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 슈퍼프레임 설정 갱신을 위한 프리미티브
MLME-SAP start프리미티브는 FFD가 어떻게 PAN을 시작하기 위해 새 슈퍼프레임 설정 사용을
요청을 할 수 있는지, PAN이 이미 있을 때 비컨의 전송을 시작하는지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디바이스 발견이 용이하게 되거나 비컨 전송을 중지한다.

이러한 시작 프리미티브는 RFD의 옵션이다.

7.1.14.1 MLME-START.request
MLME-START.request 프리미티브는 PAN 코디네이터가

새로운 PAN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슈퍼프레임 환경 설정 사용의 시작을 허용한다. 이 프리미티브는 새로운 슈퍼프레임 환경 설정
사용의 시작을 위한 이미 존재하는 PAN과 함께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

7.1.14.1.1 서비스 프리미티브의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MLME-START.request 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는 아래와 같다:

MLME-START.request

(
PANId,
LogicalChannel,
ChannelPage,
StartTime,
BeaconOrder,
SuperframeOrder,
PANCoordinator,
BatteryLifeExtension,
CoordRealignment,
CoordRealignSecurityLevel,
CoordRealignKeyIdMode,
CoordRealignKeySource,
CoordRealignKeyIndex,
BeaconSecurityLevel,
BeaconKeyIdMode,
BeaconKeySource,
BeaconKeyIndex
)

<표 72>는 MLME-START.request의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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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MLME-START.request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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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MLME-START.request 파라미터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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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MLME-START.request 파라미터 (continued)

7.1.14.1.2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MLME-START.request 프리미티브는 다음 상위계층에 의해 생성되어 새로운 슈퍼프레임 환경
설정의 사용을 요청하기 위해 MLME에 넘겨진다.

7.1.14.1.3 수신의 결과 (Effect on receipt)
macShortAddress가 0xffff로 설정되면 MLME-START.request 프리미티브를 받게 되고, MLME는
MLME-START.confirm 프리미티브에 NO_SHORT_ADDRESS를 설정하여 넘겨준다.

CoordRealignment 파라미터가 TRUE로 설정되어 있으면 코디네이터는 7.5.2.3.2에 설명된
것처럼 코디네이터 재편성 명령 프레임의

전송을

시도한다. 만약 채널 접근에 실패하여

코디네이터 재편성 명령 프레임 전송에 실패하면 MLME는 슈퍼프레임의 환경 설정(예를들면,
PIB속성을 변경하지 않고 MLME-START.confirm에 CHANNEL_ACCESS_FAILURE를 설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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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겨준다. 코디네이터 재편성 명령이 성공적으로 전송되면, MLME는 7.5.2.3.4에 설명된 것처럼
PIB 파라미터를 BeaconOrder, SuperframeOrder, PANId, ChannelPage, LogicalChannel의 값으로
갱신하고, MLME-START.confirm에 SUCCESS를 설정하여 넘겨준다.
CoordRealignment 파라미터가 FALSE로 설정되어 있으면 MLME는 7.5.2.3.4에 설명된 것처럼
PIB 파라미터를 BeaconOrder, SuperframeOrder, PANId, ChannelPage, LogicalChannel의 값으로
갱신한다.
비컨 프레임에서 사용되는 주소는 현재 macShortAddress 값에 의해 결정되고 프리미티브를
넘겨주기 이전에 다음 상위 계층에 설정된다. 만약 BeaconOrde r파라미터가 15보다 작으면
MLME는

파라미터

BatteryLifeExtension에

macBattLifeExt를

설정한다.

만약

BeaconOrder

파라미터가 15라면 파라미터 BetteryLifeExtension은 무시된다.
SecurityLeve l파라미터가 0x00이 아닌 유효한 값이면, 이 프레임에 보안이 요구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MLME는 프레임 제어 필드의 보안 활성화 서브필드에 1을 설정한다. MAC
부계층은 7.5.8.2.1에 설명된 것처럼 유출 처리를 수행한다. 만약 CoordRealignment 파라미터가
TRUE로

설정되어

있으면

CoordRealignSecurityLevel,

CoordRealignKeyIdMode,

CoordRealignKey-Source, CoordRealignKeyIndex 파라미터는 MAC명령 프레임에서 처리된다.
만약

BeaconOrder

파라미터가

비컨

사용

네트워크를

나타내면,

BeaconSecurityLevel,

BeaconKEyIdMode, BeaconKeySource, BeaconKeyIndex 파라미터가 비컨 프레임을 처리하는
데에 사용된다. 만약 유출 프레임 처리 중에 에러가 발생하면 MLME는 프레임을 버리고, MLMESTART.confirm 프리미티브에 유출 프레임 처리에 의해 반환된 에러 코드를 설정하여 넘겨준다.
만약 비컨 프레임의 길이가 aMaxPHYPacketSize를 초과하면(예를 들어, 보안 처리 요구로 인한
추가적인 오버헤드), MAC 부계층은 비컨 프레임을 버리고, MLME-START.confirm 프리미티브에
FRAME_TOO_LONG을 설정하여 넘겨준다.
만약 BeaconOrder파라미터가 15라면 MLME는 StartTime파라미터를 무시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컨 비사용 PAN이기 때문이다. 만약 BeaconOrder 파라미터가 15보다 작으면 MLME는
비컨을 전송할 시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StartTime 파라미터 값을 검사한다. 비컨을 전송할 시간은
심볼에 의해 정의되고 백오프 슬롯범위로 제한된다. 만약 PAN 코디네이터 파라미터가 TRUE로
설정되면 MLME는 StartTime 파라미터를 무시하고 즉시 비컨 전송을 시작한다. StartTime
파라미터를 0x000000으로 설정하는 것 역시 MLME가 즉시 비컨 전송을 시작하도록 한다. 만약
PAN 코디네이터 파라미터가 FALSE로 설정되고 StartTime 파라미터가 0이 아니면 MLME는
StartTime 값에 비컨을 받았을 때의 로컬 시간을 추가하여 비컨 전송 시간을 계산한다. 전송되는
슈퍼프레임이 계산된 시간에 의하여 수신되는 슈퍼프레임과 중첩되면 MLME는 비컨 전송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MLME는

MLME-START.confirm

프리미티브에

SUPERFRAME_OVERLAP을 설정하여 넘겨준다. 그 외의 경우에는 MLME는 로컬 시간에 기반하여
현재 시간을 추가하여 비컨 전송을 시작한다.
StartTime 파라미터가 0이 아니고 MLME가 코디네이터의 비컨을 추적하지 않으면 MLME는
MLME-START.confirm 프리미티브에 TRACKING_OFF를 설정하여 넘겨준다.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MLME는

MLME-START.confirm

프리미티브로

응답한다.

새로운

슈퍼프레임 환경 설정으로의 시도가 성공적이면 SUCCESS로 설정되고, 파라미터가 제공되지
않거나 올바르지 않으면 INVALID_PARAMETER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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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2 MLME-START.confirm
MLME-START.confirm 프리미티브에는 새로운 슈퍼프레임 환경 설정을 시도한 후의 결과가
저장된다.

7.1.14.2.1 서비스 프리미티브의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MLME-START.confirm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는 아래와 같다:

MLME-START.confirm

(
status
)

<표 73>은 MLME-START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이다.

<표 73> MLME-START.confirm파라미터

7.1.14.2.2 발생 (When generated)
MLME-START.confirm 프리미티브는 MLME와 MLME-START.request로 응답했던 다음 상위
계층에서 생성된다. MLME-START.confirm 프리미티브 역시 SUCCESS 상태를 반환하면 MAC
부계층이 새로운 슈퍼프레임 환경 설정을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에러 코드를
반환한다. 이러한 상태 값은 7.1.14.1.3과 그 부조항들을 참조하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7.1.14.2.3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MLME-START.confirm프리미티브를

받으면

다음상위계층(next

higher

layer)에게

새로운

슈퍼프레임 환경설정의 시작에대한 요청 결과를 알린다. 성공적이었으면 상태 파라미터(status
parameter)는 SUCCESS로 설정되고 그게 아니면 에러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7.1.14.3 슈퍼프레임 환경 설정을 갱신하기 위한 메시지 흐름도(Message sequence chart for
updating the superframe configuration)
(그림38)은 FFD(full function device)에서 비컨 전송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메시지 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78)은 PAN 코디네이터가 새로운 PAN에서 비커닝(beaconing)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메시지 절차를 나타내고 있다(이 그림은 PHY의 과정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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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8) 슈퍼프레임 환경 설정 갱신 절차도

7.1.15 코디네이터의 동기화를 위한 프리미티브 (primitives for synchronizing with a coordinator)
MLME-SAP 동기화 프리미티브는 코디네이터가 어떻게 동기화를 이루는 지와 어떻게 동기화되지
않는 다음 상위 계층과 통신하는지를 정의한다.
모든 디바이스는 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요청 프리미티브는
옵션이다.

7.1.15.1 MLME-SYNC.request
MLME-SYNC.request 프리미티브는

비컨의

획득과,

명시된

경우에는

비컨의

추적을

통해

코디네이터와의 동기화를 요청한다.

7.1.15.1.1 서비스 프리미티브의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MLME-SYNC.request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는 아래와 같다:

MLME-SYNC.request

(
LogicalChannel,
ChannelPage,
TrackBeacon
)

<표 74>는 MLME-SYNC.request 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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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MLME.SYNC.request 파라미터

7.1.15.1.2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MLME-SYNC.request 프리미티브는 비컨이 사용 PAN의 다음 상위 계층 디바이스에서 생성되고,
MLME에 코디네이터의 동기화를 알려준다.

7.1.15.1.3 수신의 결과 (Effect on receipt)
비컨이

사용

PAN의

phyCurrentPage,

MLME가

MLME-SYNC.request

phyCurrentChannel을

프리미티브를

ChannelPage와

받으면,

이것은

LogicalChannel파라미터

먼저
값으로

설정한다. 이 두개의 속성은 PLME-SET.request 프리미티브를 발생시킴으로써 갱신된다. 만약
TrackBeacon 파라미터가 TRUE라면 MLME는 비컨을 추적한다(즉, 수신기를 비컨의 예상 시간
직전에 활성화시킴으로써 비컨 프레임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TrackBeacon 파라미터가
FALSE라면 MLME는 비컨에 위치하게 되지만, 추적은 계속되지 않는다.
비컨을 현재 추적 중에 MLME가 이 프리미티브를 수신한다면, MLME는 프리미티브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이것을 새로운 동기화 요청으로 취급한다.
비컨이 초기 탐색 또는 추적 중에 할당될 수 없다면, MLME는 BEACON_LOST를 갖는 MLMESYNC-LOSS.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발생시킬 것이다.

7.1.15.2 MLME-SYNC-LOSS.indication
MLME-SYNC-LOSS.indication 프리미티브는 코디네이터와의 동기화 손실이 있음을 나타낸다.

7.1.15.2.1 서비스 프리미티브의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MLME-SYNC-LOSS.indication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는 아래와 같다:

MLME-SYNC-LOSS.indication

(
LossReason,
PANId,
LogicalChannel,
ChannelPage,
SecurityLevel,
KeyId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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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Source,
KeyIndex
)

<표 75>는 MLME-SYNC-LOSS.indication 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표 75> MLME-SYNC-LOSS.indication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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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MLME-SYNC-LOSS.indication파라미터 (continued)

7.1.15.2.2 발생 (When generated)
MLME-SYNC-LOSS.indication

프리미티브는

코디네이터와의

동기화

손실(loss

of

synchronization)이 발생되면, 디바이스의 MLME에서 생성되고 다음 상위 계층에 넘겨준다. 또한
PAN ID가 충돌할 때에도 PAN 코디네이터의 MLME에 의해서 발생되고, 다음 상위 계층에
넘겨준다.
PAN 코디네이터에 가입된 디바이스에서 PAN 식별자 충돌이 감지되었는데 통신을 하였다면
MLME는 LossReason파라미터에 PAN_ID_CONFLICT를 설정하여 이 프리미티브를 넘겨준다.
마찬가지로 PAN 코디네이터가 PAN ID 충돌통지 명령을 받으면 (7.3.5를 참조), MLME는
LossReason 파라미터에 PAN_ID_CONFLICT을 설정하여 이 프리미티브를 넘겨준다.
디바이스가 코디네이터로부터 코디네이터 재편성 명령을 받고 MLME가 오르판 스캔을 수행하지
않았으면,

MLME는

ChannelPage,

LossReason

그리고

보안과

파라미터에
관련된

REALIGNMENT,

파라미터들을

PANId,

설정하여

LogicalChannel,
이

프리미티브를

넘겨준다(7.5.2.3.3를 참조) .
만약

디바이스가

MLME-SYNC.request

프리미티브

이후에

처음부터

또는

추적

중에

aMaxLostBeacons 의 연속적인 슈퍼프레임 기간 동안 비컨을 듣지 못했다면, MLME는 Loss
Reason 파라미터를

BEACON_LOST

설정하여 이

프리미티브를

발생시킬

것이다.

PANId,

LogicalChannel, ChannelPage 파라미터는 동기화에 실패한 코디네이터에 따라 설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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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Level 파라미터는 0으로 설정될 것이고 KeyIdMode, KeySource, KeyIndex 파라미터는
무시될 것이다. 만약 비컨이 추적되었으면 MLME는 더 이상 비컨 추적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7.1.15.2.3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MLME-SYNC-LOSS.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받으면, 다음 상위 계층(next higher layer)에 동기화
실패를 알린다.

7.1.15.3 코디네이터 동기화를 위한 메시지 흐름도(Message sequence chart for synchronizing with
a coordinator)
(그림39)는

코디네이터와의

동기화를

위해

필요한

디바이스간의

메시지

절차를

나타낸다.

(그림39a)는 단일 동기화 요청이 발생된다. 이후에, MLME는 비컨을 검색하고, 비컨을 찾으면
코디네이터가 대기중인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만일 이러한 경우, 7.5.6.3에 기술된
것과 같이 데이터가 요청된다. (그림39b)는 동기화 추적 요청이 발생된다. 이후, MLME는 비컨을
검색하고 비컨을 찾으면 다음 비컨 예상시간 직전에 만료되는 타이머를 이용하여 비컨을
유지하려고 시도한다.
(그림39a)와

(그림39b)의

두

예제의

경우,

수신된

비컨은

페이로드를

갖지

않고,

macAutoRequest는 TRUE로 설정된다. MLME는 역시 비컨 프레임이 수신될 때 코디네이터에 이
디바이스를 위한 대기중인 데이터가 있는 지를 체크한다.

(그림39) 비컨 사용PAN에서 코디네이터에 동기화하기 위한 메시지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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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6 코디네이터로부터 데이터 요청을 위한 프리미티브 (Primitives for requesting data from a
coordinator)
MLME-SAP polling 프리미티브는 코디네이터로부터 어떻게 데이터를 요청하는지를 정의한다.
모든 디바이스는 이러한 폴링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7.1.16.1 MLME-POLL.request
MLME-POLL.request 프리미티브는 디바이스가 코디네이터로부터 데이터를 요청하도록 한다.

7.1.16.1.1 서비스의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MLME-POLL.request 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는 아래와 같다:

MLME-POLL.request

(
CoordAddrMode,
CoordPANId,
CoordAddress,
SecurityLevel,
KeyIdMode,
KeySource,
KeyIndex
)

<표 76>은 MLME-POLL.request 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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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6> MLME-POLL.request 파라미터 (MLME-POLL.request parameters)

7.1.16.1.2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MLME-POLL.request 프리미티브는 다음 상위 계층에 의해 생성되고 코디네이터로부터 데이터가
요청될 때 MLME로 넘겨진다.

7.1.16.1.3 수신의 결과 (Effect on receipt)
MLME-POLL.request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MLME는

데이터

요청

명령을

생성하여

보낸다(7.3.4를 참조). 만약 폴이 PAN 코디네이터를 향하면, 데이터 요청 명령은 아무런 목적지
주소정보의 제공 없이 생성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 요청 명령은 항상 CoordPANId와
CoordAddress 파라미터에 있는 목적지 주소 정보와 함께 생성된다.
만약 SecurityLevel 파라미터가 0x00 이외의 유효한 값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이 프레임에 보안이
요구된다는 의미이고, MLME는 프레임 제어 필드의 보안 활성화 서브필드를 1로 설정한다. MAC
부계층은 7.5.8.2.1에 기술된 것과 같이 CoordAddress, SecurityLevel, KeyIdMode, KeySource,
KeyIndex 파라미터에 기반한 프레임의 유출 처리를 수행할 것이다. 만약 유출 처리 중에 에러가
발생하면 MLME는 프레임을 버리고, 유출 프레임 처리에 의해 반환된 에러 상태를 갖는 MLMEPOLL.confirm를 반환한다.
만약 데이터 요청 명령이 CSMA-CA 알고리즘의 실패로 전송될 수 없다면, MLME는 MLMEPOLL.confirm 프리미티브에 CHANNEL_ACCESS_FAILURE를 설정하여 넘겨준다.
만약 MLME가 데이터 요청 명령을 성공적으로 전송하면, MLME는 상대방이 ACK를 반환하기를
기다린다. 만약 ACK를 받지 못하면 MLME는 MLME-POLL.confirm 프리미티브에 NO_ACK
상태를 설정하여 넘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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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ACK를 받으면, 만약 ACK 프레임의 프레임 서브필드가 1 이라면 PHY 수신기의 활성화를
요청하고, 만약 ACK 프레임의 프레임 펜딩 서브필드가 0 이라면, MLME는 MLME-POLL.confirm
프리미티브에 NO_DATA 상태를 설정하여 넘겨준다.
만약 프레임이 코디네이터로부터 길이가 0인 페이로드를 받거나 프레임이 MAC 명령 프레임이면,
MLME는

MLME-POLL.confirm

프레임이

코디네이터로부터

프리미티브에

길이가

0

이

NO_DATA
아닌

상태를

페이로드)를

설정하여
받으면,

넘겨준다.
MLME는

만약

MLME-

POLL.confirm에 SUCCESS 상태를 설정하여 넘겨준다. 이 경우에 실제 데이터는 MCPSDATA.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사용하는 다음 상위 계층을 나타낸다(7.1.1.3을 참조).
만약 프레임이 비컨 사용 PAN에서 macMaxFrameTotalWaitTime CAP 심볼 또는 비컨 비사용
PAN 심볼 내에 수신되지 않는다면, 비록 데이터 요청 명령에 대한 ACK의 프레임 펜딩
서브필드가 1 이라 하더라도 MLME는 MLME-POLL.confirm 프리미티브에 NO_DATA 상태를
설정하여 넘겨준다.
만약 MLME-POLL.request 프리미티브의 어떠한 파라미터가 지원되지 않거나 범위를 벗어나면,
MLME는 MLME-POLL.confirm 프리미티브에 INVALID_PARAMETER 상태를 설정하여 넘겨준다.

7.1.16.2 MLME-POLL.confirm
MLME-POLL.confirm 프리미티브는 데이터에 대한 코디네이터의 폴링 요청의 결과를 보고한다.

7.1.16.2.1 서비스 프리미티브의 의미 (Semantics of the service primitive)
MLME-POLL.confirm 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MLME-POLL.confirm

(
status
)

<표 77>은 MLME-POLL.confirm 프리미티브의 파라미터이다.

<표 77> MLME-POLL.confirm 파라미터

7.1.16.2.2 발생 (When generated)
MLME-POLL.confirm 프리미티브는 MLME에 의해 생성되고, MLME-POLL.reques t프리미티브의
응답으로 다음 상위 계층에 넘겨진다. 만약 요청이 성공적이라면, 상태 파라미터는 SUCCCESS가
되고, 이것은 데이터의 성공적인 폴(poll)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태 파라미터는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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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코드를 나타낸다. 상태 값은 7.1.16.1.3와 그 부조항을 참조하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7.1.16.2.3 적절한 사용법 (Appropriate usage)
MLME-POLL.confirm 프리미티브를 받으면 코디네이터로부터 데이터를 요청한 절차의 상태를
다음 상위 계층에 알린다.

7.1.16.3 코디네이터로부터 데이터를 요청하기 위한 메시지 흐름도 (Message sequence chart for
requesting data from a coordinator)
(그림40)은 디바이스가 코디네이터로부터 데이터를 요청하기 위한 디바이스의 계층 동작과 무선
인터페이스를 추가한 메시지 절차를 나타낸다. (그림40a)는 ACK에 대응되는 프레임 펜딩
서브필드가 0으로 설정되고, MLME가 폴 요청 승인을 즉시 넘겨준다. (그림40b)는 ACK에
대응되는 프레임 펜딩 서브필드가 1로 설정되고 MLME는 수신기를 코디네이터의 예상 데이터
프레임에서

활성화한다.

이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하면,

MLME는 폴

요청 confirmation을

발생시키고, 수신된 프레임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indication이 뒤따른다.

(그림40) 코디네이터로부터 데이터 요청 메시지 절차도(Message sequence chart for request data
from coordinator)

7.1.17 MAC 목록 설명(MAC enumeration description)
이 부조항은 MAC 부계층 명세에서 정의된, 열거된 프리미티브를 설명한다. <표 78>은 MAC의
열거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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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8> MAC 목록 설명(MAC enumeration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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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8> MAC 목록 설명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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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8> MAC 목록 설명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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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MAC 프레임 형식 (MAC frame formats)
이 부조항은 MAC프레임의 형식을 명세한다. 각 MAC 프레임은 아래의 기본 항목들로 구성된다.

a)

MHR: 프레임 컨트롤, 시퀀스 넘버, 주소 정보, 보안 관련 정보로 구성

b)

MAC: 페이로드, 가변 길이의 프레임 유형에 따른 정보를 저장

c)

MFR: FCS를 포함

MAC 부계층의 프레임은 일정한 순서를 갖는 필드의 배열로써 설명된다. 이 부조항의 모든
프레임 형식은 PHY에 의해 전송된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장 왼쪽의 비트먼저
순서대로 그려진다. K-비트 길이의 각 필드의 비트들은 0부터 (가장 왼쪽, 가장 작은값) k1까지(가장 오른쪽, 가장 큰값)번호를 부여한다. 싱글 옥텟(single octet)보다 긴 필드들은
가장작은 번호의 비트부터 높은번호의 비트까지 포함된 옥텟에서부터 PHY로 순서대로 보내진다.
모든 MAC 프레임에 모든 예약된 비트들은 전송에 앞서 0으로 설정되고 수신은 무시 된다.

7.2.1 일반적인 MAC 프레임 형식(General MAC frame format)
MAC프레임 형식은 MHR, MAC 페이로드, MFR로 구성된다. 그러나, MHR 필드는 고정된 순서대로
보이게 되어 주소 필드는 모든 프레임에 포함되지 않을 지도 모른다. 일반적인 MAC 프레임
형식은 (그림41)에서 설명되는 것과 같다.

(그림41) 일반적인 MAC프레임 형식(General MAC frame format)

7.2.1.1 프레임 제어 필드 (Frame Control Field)
프레임 제어 필드는 2옥텟이고 프레임 타입, 주소 필드, 나머지 제어 플래그들을 정의한 정보를
포함한다. 프레임 제어 필드는 (그림42)에서 설명되는 것과 같다.

(그림42) 프레임 제어 필드의 형식 (Format of the Frame Control field)

7.2.1.1.1 프레임 타입 서브필드 (Frame Type subfield)
프레임 타입 서브필드는 3비트이고 <표 79>의 정해지지 않은 값들 중에 하나로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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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1.2 보안 가능 서브필드 (Security enabled subfield)

보안 가능 서브필드는 1비트 이고 프레임이 MAC 부계층에 의해 보호된다면 1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0으로 설정 된다. 예비 보안 헤더 필드의 MHR은 보안 가능 서브필드가 1로 설정되었을
때에만 사용된다.

<표 79> 프레임 타입 서브필드 값

7.2.1.1.3 프레임 펜딩 서브필드 (Frame Pending subfield)
프레임 펜딩 서브필드는 1비트이고, 프레임을 보내는 디바이스가 수신자에게 보내는 자료를 더
가지고 있다면 1로 설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서브필드는 0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7.5.6.3을
참조)
프레임 펜딩 서브필드는 비컨 프레임이나 비컨 활성화 PAN 상에서 동작하는 디바이스에 의해
CAP 동안에 전송되는 프레임 또는 비컨 비사용 PAN 상에서 동작하는 디바이스에 의해 언제든지
전송되는 프레임에서만 사용된다.
이외의 경우에는, 전송 시에 0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수신 시에는 무시된다.

7.2.1.1.4 ACK 요청 서브필드 (Acknowledgment Request subfield)
ACK

요청

서브필드는

길이가

1비트이고,

데이터

또는

MAC

명령

프레임을

수신한

디바이스로부터 ACK가 요청되었는지 여부를 명세 한다. 만약 이 서브필드가 1로 설정되어
있다면, 수신 시에 수신 디바이스는 수신 확인 프레임을 보내고 그 프레임을 필터링의 세 번째
레벨에 통과시킨다 (7.5.6.2를 참조). 만약 이 서브필드가 0으로 설정되었으면 수신 디바이스는
수신확인 프레임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7.2.1.1.5 PAN ID 압축 서브필드 (PAN ID Compression subfield)

PAN ID 압축 서브필드는 길이가 1비트이고, MAC 프레임은 발신지 주소와 목적지 주소 둘 다
존재할 때 PAN 식별자 필드 하나가 포함되어 보내진다. 만약 이 서브필드가 1로 설정되고,
발신지 주소와 목적지 주소가 둘 다 존재한다면, 그 프레임은 발신지 PAN 식별자 필드만을
포함하고 수신지 PAN 식별자는 목적지의 PAN 식별자와 같다고 간주된다. 만약 서브필드가
0으로 설정되고 발신지 주소와 목적지 주소가 존재한다면, 발신지 PAN 식별자와 목적지 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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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자 필드 둘 다 이 프레임에 포함된다. 만약 오직 하나의 주소 존재한다면 이 서브필드는
0으로 설정되고, 프레임은 이 주소에 대응하는 PAN 식별자 필드가 포함한다. 만약 어떠한 주소도
존재하지 않으면, 이 서브필드는 0으로 설정되고, 프레임은 PAN 식별자 필드를 포함하지 않는다.

7.2.1.1.6 목적지 주소 모드 서브필드 (Destination Addressing Mode subfield)
목적지 주소 모드 서브필드는 길이가 2비트이고, <표 80>에 표시된 값들 중에 하나로 설정된다.
만약 서브필드가 0과 같고, 프레임 타입 서브필드가 이 프레임이 ACK 프레임이거나 비컨
프레임인지를 명세하지 않는다면, 그 발신지 주소 모드 서브필드는 0이 아니어야 하고, 그
프레임은 PAN 식별자 필드에 기술된 것처럼 PAN 식별자를 갖는 PAN 코디네이터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표 80> 목적지 주소 모드와 발신지 주소 모드의 유효 값

7.2.1.1.7 프레임 버전 서브필드 (frame version subfield)
프레임 버전 서브필드는 길이가 2비트이고 이 프레임에 대응되는 버전을 명세 한다.
이 서브필드가 0x00인 경우에는 프레임이 IEEE Std 802.15.4-2003과 호환됨을 나타내고, 0x01일
경우에는 IEEE 802.15.4 프레임을 나타낸다. 다른 서브필드의 값은 예약되어 나중에 사용한다.
프레임 호환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7.2.3 참조한다.

7.2.1.1.8 발신지 주소 모드 서브필드 (Source Addressing Mode subfield)
발신지 주소 모드 서브필드는 길이가 2비트이고, <표 80>에 표시된 값들 중에 하나로 설정되어야
한다.
만약 서브필드가 0과 같고, 프레임 유형 서브필드가 이 프레임이 수신확인 프레임임을 명세하지
않는다면, 발신지 주소 유형 서브필드는 0이 아니어야 하고, 그 프레임이 수신지 PAN 식별자
필드에 명세 된 것처럼 PAN 식별자를 갖는 PAN 코디네이터에서 생성되었음을 의미한다.

7.2.1.2 시퀀스 넘버 필드 (Sequence Number field)
시퀀스 넘버 필드는 1옥텟의 길이이고, 프레임에 대한 순서 식별자를 명세 한다.
비컨 프레임의 경우, 시퀀스 넘버 필드는 BSN을 명세해야 한다. 데이터나 ACK 또는 MAC 명령
프레임의 경우, 시퀀스 넘버 필드는 ACK 프레임을 MAC 명령 프레임과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DSN을 명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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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3 목적지 PAN 식별자 필드 (Destination PAN Identifier field)
목적지 PAN 식별자 필드는 2옥텟의 길이이고, 프레임의 의도된 수신자의 유일한 PAN 식별자를
명세 한다. 필드의 0xffff의 값은 일반적으로 이 채널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든 디바이스들에
의해서 유효한 PAN 식별자로써 간주되는, 브로드캐스트 PAN 식별자를 나타낸다.
이 필드는 프레임 제어 필드의 발신지 주소 유형 서브필드가 0이 아닐 때에만 MAC 프레임에
포함되어야 한다.

7.2.1.4 목적지 주소 필드 (Destination Address field)
목적지 주소 필드는 프레임 제어 필드의 목적지 주소 모드 서브필드(7.2.1.1.6을 참조)에 명세된
값에 따라 2옥텟 이거나 8옥텟의 길이이며, 의도된 수신자의 주소를 명세 한다. 이 필드의 0xffff
16비트 값은 채널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든 장치들에 의해 유효한 16비트의 단축주소로 간주되는
브로드캐스트 단축주소를 나타낸다.
이 필드는 프레임 제어 필드의 목적지 주소 모드 서브필드가 0이 아닐 때에만 MAC 프레임에
포함된다.

7.2.1.5 발신지 PAN 식별자 필드 (Source PAN Identifier field)
발신지 PAN 식별자 필는 2옥텟의 길이이고, 프레임 발신자의 유일한 PAN 식별자를 명세 한다.
이 필드는 프레임 제어 필드의 발신지 주소 모드 서브필드와 PAN ID 압축 서브필드가 각각 0이
아니거나 0과 같을 때에만 MAC 프레임에 포함되어야 한다.
디바이스의 PAN 식별자는 PAN에 가입하는 동안 처음으로 결정되지만, PAN 식별자가 충돌 해결
후에 변경될 수도 있다.

7.2.1.6 발신지 주소 필드 (Source Address field)
발신지 주소 필드는 프레임 제어 필드의 발신지 주소 타입 서브필드에 명세된 값에 따라 길이가
2옥텟이거나 8옥텟으로 결정되고(7.2.1.1.8을 참조), 프레임의 발신지 주소를 명세 한다. 이
필드는 프레임 제어 필드의 발신지 주소 타입 서브필드가 0이 아닌 경우에만 MAC 프레임에
포함되어야 한다.

7.2.1.7 예비 보안 헤더 필드 (Auxiliary Security Header field)
예비 보안 헤더 필드는 가변 길이이고, 보안 처리가 요구되는 정보를 명세하며, 이 프레임이
실제로 보호되는 방법(보안 단계), MAC 보안 PIB로부터 어떤 keying 자료가 사용되는 지를
포함한다(7.6.1을 참조). 이 필드는 보안 가능 서브필드가 1로 설정된 경우에만 존재해야 한다.
세부적인 구성은 7.6.2를 참조하라.

7.2.1.8 프레임 페이로드 필드 (Frame Payload field)
프레임 페이로드 필드는 가변 길이이고, 각각의 프레임 타입의 특성에 따르는 정보를 포함한다.
만약 프레임 제어 필드의 보안 가능 서브필드가 1로 설정되면, 프레임 페이로드는 그 프레임에
대해 선택된 보안에 의해 정의된 대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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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9 FCS 필드 (FCS field)
FCS 필드는 2옥텟의 길이이고 16-비트 ITU-T CRC를 포함한다. FCS는 프레임의 MHR과 MAC
페이로드를 통해 계산된다.
FCS는 16차 표준 다항식 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G

16

(x) = x16 + x12 + x5 +1

(12)

FCS는 전송 시에 다음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 M(x) = b0xk-1 + b1xk-2 + ... + bk-2x + bk-1 은 체크섬 계산을 위한 비트들의 순서를 나타내는
다항식이라고 하자.
- M(x)에 x16 을 곱하면, x16*M(x)다항식이 주어진다.
- x16*M(x) 모듈로 2를 생성 다항식 G16(x)로 나누면, 다항식 나머지 R(x) = r0x15 + r1x14+ ... + r14x
+ r15 를 얻는다.
- FCS 필드는 나머지 다항식 R(x)의 계수로 주어진다.

여기서 이진 다항식은 최고차항이 처음에 위치하는 비트열로 표현된다.
예를 들면, 페이로드가 없는 ACK 프레임과 3바이트의 MHR이 있다고 가정하자.
0100 0000 0000 0000 0101 0110 [가장 왼쪽에 있는 비트(b0)가 제일 먼저 전송된다.]
b0......................................... b23
이 경우에, FCS는 다음과 같다.
0010 0111 1001 1110

[가장 왼쪽에 있는 비트(r0)가 제일 먼저 전성된다.]

r0.......................... r15
전형적인 구현방식은 (그림 43)과 같다.

(그림 43) 전형적인 FCS의 구현

7.2.2 각 프레임 타입의 포맷 (Format of individual frame types)
4개의 프레임 타입은 비컨, 데이터, ACK, MAC 명령으로 정의된다. 이 프레임 타입들은 7.2.2.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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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4를 통해 언급된다.

7.2.2.1 비컨 프레임 포맷 (Beacon frame format)
비컨 프레임은 (그림 44)에 설명되어 있다.
GTS 필드는 (그림 45)와 같고, 팬딩 주소 필드는 (그림 46)과 같다.
비컨 프레임 필드의 순서는 (그림 41)과 같이 일반적인 MAC 프레임 순서를 따른다.

(그림 44) 비컨 프레임 포맷

(그림 45) GTS 정보 필드 포맷

(그림 46) 팬딩 주소 정보 필드의 포맷

7.2.2.1.1 비컨 프레임 MHR 필드 (Beacon frame MHR fields)
비컨 프레임을 위한 MHR은 프레임 제어 필드, 시퀀스 넘버 필드, 발신지 PAN 식별자 필드,
발신지 주소 필드를 포함한다.
프레임 제어 필드에서 프레임 타입 서브필드는 <표 65>와 같이 비컨 프레임을 나타내는 값을
포함하고, 발신지 주소 타입 서브필드는 비컨 프레임을 전송하는 코디네이터의 주소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 만약 비컨에 보안이 사용된다면 보안 가능 서브필드가 1로 설정되어야 한다.
프레임 버전 서브필드는 보안 가능 서브필드가 1로 설정되어 있을 때에만 1로 설정된다.
브로드캐스트 데이터와 명령 프레임이 대기 중이라면 프레임 팬딩 서브필드는 1로 설정되어야
한다. 다른 모든 서브필드는 0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수신 시에는 무시된다.
시퀀스 넘버 필드는 macBSN의 현재 값을 포함한다.
주소 필드는 발신지 주소 필드들로만 구성된다. 발신지 PAN 식별자와 발신지 주소 필드들은 각각
비컨을 전송하는 디바이스의 PAN 식별자와 주소를 포함한다.
만약 예비 보안 헤더 필드가 존재한다면, 7.2.1.7에 명세된 것과 같이, 비컨 프레임의 보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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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7.2.2.1.2 슈퍼프레임 명세 필드 (Superframe Specification field)
슈퍼프레임 명세 필드는 길이가 16비트이고 (그림 47)과 같이 구성된다.

(그림 47) Superframe 명세 필드의 포맷

비컨 순서 서브필드는 4비트의 길이이고, 비컨의 전송 간격을 명세한다. 비컨 순서와 비컨 간격
사이의 관계 설명에 대해서는 7.5.1.1을 참조하라.
슈퍼 프레임 서브필드는 4비트의 길이이고, 슈퍼프레임은 활동 중일 때 즉, 수신 가능할 때의
기간을 명세하고, 비컨 프레임 전송 시간을 포함한다. 슈퍼프레임 순서와 슈퍼프레임 기간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은 7.5.1.1을 참조하라.
마지막 CAP 슬롯 서브필드는 4비트의 길이이고, CAP에 의해 사용된 마지막 슈퍼프레임 슬롯을
명세한다. 이 서브필드에 포함된 CAP의 지속 기간은 aMinCAPLength에 명세된 값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나, GTS 유지 보수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컨 프레임 길이의 일시적인 증가를
수용하기 위한 예외는 허용된다(7.2.2.1.3를 참조).
배터리 수명 확장(BLS) 서브필드는 1비트의 길이이고, 만약 CAP 동안 또는 비컨 이후의 IFS
기간

후에

프레임들이

macBattLifeExtPeriods
시작되어야 한다면

1로

백오프

이전에

비컨을

설정되어야 한다.

발생시키는

그렇지

않으면,

디바이스로
배터리 수명

전송된
확장

서브필드는 0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PAN 코디네이터 서브필드는 1비트 길이이고, 만약 PAN 코디네이터가 비컨 프레임을 전송
중이면 1로 설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PAN 코디네이터 서브필드는 0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가입 허가 서브필드는 1비트 길이이고, 만약 macAssociationPermit가 TRUE(즉, 코디네이터는
PAN에 가입하는 것을 수락한다.)라면 1로 설정된다. 가입 허가 비트는 만약 코디네이터가 현재
네트워크에서 연결 요청들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0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7.2.2.1.3 GTS 명세 필드 (GTS Specification field)
GTS 명세 필드는 8비트의 길이이고, (그림 48)에 설명되어 있다.

(그림 48) GTS 명세 필드의 포맷

GTS 기술자 카운트 서브필드는 3비트의 길이이고, 비컨 프레임의 GTS 목록 필드에 포함된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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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텟의 GTS 기술자의 수를 명세 한다. 만약 이 서브필드의 값이 0보다 크다면, CAP의 크기는
서브필드의 포함으로 인한 비컨 프레임 길이의 일시적인 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aMinCAPLength
보다 작아지는 것을 허용한다. 만약 이 서브필드의 값이 0이면, GTS 방향 필드와 비컨 프레임의
GTS 목록 필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GTS

허가

서브필드는

1비트의

길이이고,

만약

macGTSPermit이

TRUE와

같다면

1로

설정된다(즉, PAN 코디네이터는 GTS 요청을 수락한다.). 그렇지 않으면, GTS 수락 필드는 0으로
설정된다.

7.2.2.1.4 GTS 방향 필드 (GTS Directions field)
GTS 방향 필드는 8비트의 길이이고, (그림 49)에 설명되어 있다.

(그림 49) - GTS 방향장 필드의 체제

GTS 방향 마스크 서브필드는 8비트의 길이이고, 슈퍼프레임에 있는 GTS의 방향을 식별하는
마스크를 포함하고 있다. 마스크 내의 최하위 비트는 비컨 프레임의 GTS 목록 필드에 포함된 첫
번째 GTS의 방향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목록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보인다. 각 비트는 만약
GTS가 수신 전용 GTS이면 1로, 송신 정용 GTS이면 0으로 설정된다. GTS 방향은 디바이스의
데이터 프레임 전송 방향에 따라 정의된다.

7.2.2.1.5 GTS 목록 필드 (GTS List field)
GTS 목록 필드의 크기는 비컨 프레임의 GTS 명세 필드에 명세된 값으로 정의되고, 유지되고
있는 GTS를 나타내는 GTS 기술자의 목록을 포함한다. GTS 기술자의 최대값은 7로 제한된다.
각각의 GTS 기술자는 24비트의 길이이고, 그 구조는 (그림 50)과 같다.

(그림 50) GTS 기술자 포맷

디바이스 단축주소 서브필드는 16비트의 길이이고, GTS 기술자가 사용될 디바이스의 단축주소를
포함한다.
GTS 시작 슬롯 서브필드는 4비트의 길이이고, GTS가 시작될 슈퍼프레임 슬롯을 포함한다.
GTS 길이 서브필드는 4비트의 길이이고, GTS가 활동중인 연속적인 슈퍼프레임 슬롯의 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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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1.6 팬딩 주소 명세 필드 (Pending Address Specification field)
팬딩 주소 명세 필드는 (그림 51)에 설명되어 있다.
팬딩중인 단축주소의 수 서브필드는 3비트의 길이이고, 비컨 프레임의 주소 목록 필드에 있는
16비트의 단축주소의 수를 나타낸다.
팬딩중인 확장주소의 수 서브필드는3비트의 길이이고, 비컨 프레임의 주소 목록 필드에 있는
16비트의 확장주소의 수를 나타낸다.

(그림 51) 팬딩 주소 명세 필드의 포맷

7.2.2.1.7 주소 목록 필드(Address List field)
주소 목록 필드의 크기는 비컨 프레임의 팬딩 주소 명세 필드의 값에 의해 결정되고, 현재
코디네이터에

전달할

메시지를

가진

디바이스들의

주소

목록을

포함한다.

주소

목록은

브로드캐스트 단축 주소인 0xffff를 포함하지 않는다.

팬딩주소의 최대 수는 7로 제한되고, 단축주소와 확장주소로 구성될 수 있다. 모든 팬딩
단축주소는 확장주소 이후에 존재한다. 만약 코디네이터가 7개 이상의 트랜잭션을 저장할 수
있다면, 비컨 프레임은 최대 7개의 주소를 포함한다는 것을 보장하고, 비컨 내의 트랜잭션들을
선착순으로 처리함을 나타낸다.

7.2.2.1.8 비컨 페이로드 필드 (Beacon Payload field)
비컨

페이로드

필드는

다음

상위

계층에

의해

전송될

비컨

프레임에

명세된

aMaxBeaconPayloadLength 옥텟까지의 임의적인 배열이다. 에 포함된 macBeaconPayload
옥텟들은 이 필드로 복사된다.

7.2.2.2 데이터 프레임 포맷 (Data Frame format)
데이터 프레임은 은 (그림 52)에 설명되어 있다.

(그림 52) 데이터 프레임 포맷

7.2.2.2.1 데이터 프레임 MHR 필드 (Data frame MHR fields)
데이터 프레임의 MHR은 프레임 제어 필드, 시퀀스 넘버 필드, 목적지 PAN 식별자/주소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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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발신지 PAN 식별자/주소 필드를 포함해야 한다.
프레임 제어 필드에서, 에서 프레임 타입의 서브필드는 <표 79>와 캍이 데이터 프레임을
나타내는 값을 포함해야 한다. 만약 데이터에 보안이 사용된다면, 보안 사용 서브필드는 1로
설정되어야 한다. 프레임 버전 서브필드는 보안 사용 서브필드가 1로 설정되거나 MAC Payload
필드가 aMaxMACSafePayloadSize보다

큰

경우에 1로

설정된다.

다른 서브필드는

데이터

프레임의 용도에 따라 적절히 설정된다. 예약된 서브필드는 0으로 설정되고, 수신 시에 무시된다.
시퀀스 넘버 필드는 macDSN의 현재 값을 포함한다.
어드레싱 필드는 프레임 컨트롤 필드의 설정에 따라 발신지 주소와 수신지 주소 필드로 구성된다.

만약 예비 보안 헤더 필드가 존재한다면, 7.2.1.7에 명세된 것과 같이, 데이터 프레임의 보안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7.2.2.2.2 데이터 페이로드 필드 (Data Payload field)
데이터 프레임의 페이로드는 다음 상위 계층이 MAC 부계층에 전송을 요청한 일련의 옥텟들을
포함해야 한다.

7.2.2.3 ACK 프레임 포맷 (Acknowledgment frame format)
ACK 프레임은 (그림 53)에 설명되어 있다.

(그림 53) ACK 프레임 포맷

ACK 프레임의 필드 순서는 (그림 41)에 설명된 것과 같이, 일반적인 MAC 프레임의 순서를
따른다.

7.2.2.3.1 ACK 프레임 MHR 필드 (Acknowledgment frame MHR fields)
ACK 프레임을 위한 MHR은 오직 Frame Control Field와 시퀀스 넘버 필드에 포함한다.
프레임 제어 필드에서, 프레임 타입 서브필드는 <표 79>와 같이, ACK 프레임을 나타내는 값을
포함해야 한다. 만약 ACK 프레임이 데이터 요청 명령 수신에 대한 응답으로 보내진다면, ACK
프레임을 전송하는 디바이스는 수신자에 대한 팬딩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디바이스가 ACK 프레임을 보내기 전에 이를 결정할 수 있다면(7.5.6.4.2를 참조), 팬딩
데이터의 여부에 따라 프레임 팬딩 서브필드를 설정한다. 그렇지 않으면, 프레임 팬딩 서브필드는
1로 설정된다. 만약 ACK 프레임이 데이터 프레임이나 다른 타입의 MAC 명령 프레임에 대한
응답으로 보내진다면, 디바이스는 프레임 팬딩 서브필드를 0으로 설정한다. 다른 서브필드들은
0으로 설정되고, 수신 시에 무시된다.
시퀀스 넘버 필드는 ACK가 전송될 프레임의 시퀀스 번호 값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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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4 MAC 명령 프레임 포맷 (MAC command frame format)
MAC 명령 프레임은 (그림 54)에 설명되어 있다.
MAC 명령 프레임의 필드 순서는 (그림 41)에 설명되어 있고 일반적인 MAC 프레임의 순서를
따른다.

(그림 54) - MAC 명령 프레임 체제

7.2.2.4.1 MAC 명령 프레임의 MHR 필드 (MAC command frame MHR field)
MAC 명령 프레임의 MHR은 Frame Control Field, 시퀀스 넘버 필드, 목적지 PAN 식별자/주소
필드와/또는 발신지 PAN 식별자/주소 필드를 포함해야 한다.
프레임 제어 필드에서, 프레임 타입 서브필드는 <표 79>와 같이, MAC 명령 프레임을 나타내는
값을 포함해야 한다. 만약 프레임이 보호되어야 한다면, 프레임 제어 필드의 보안 사용
서브필드는 1로 설정되고, 이 프레임은 7.5.8.1.3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보호된다. 그렇지 않으면,
프레임 제어 필드의 보안 사용 서브필드는 0으로 설정된다. 그 이외의 모든 서브필드는 MAC
명령 프레임의 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된다. 모든 예약된 서브필드는 0으로 설정되고, 수신
시에 무시된다.
시퀀스 넘버 필드는 macDSN의 현재 값을 포함한다.
주소 필드는 송신자 프레임 제어 필드의 설정을 바탕으로 목적지 주소 필드와/또는 발신지 주소
필드를 포함한다.
만약 예비 보안 헤더 필드가 존재한다면, 7.2.1.7에 명세된 것과 같이, MAC 명령 프레임의 보안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

7.2.2.4.2 명령 프레임 식별자 필드 (Command Frame Identifier field)
명령 프레임 식별자 필드는 사용되고 있는 MAC 명령을 식별한다. 이 필드는 <표 82>에 나열된
예약되지 않은 값 중에 하나로 설정되어야 한다.

7.2.2.4.3 명령 페이로드 필드 (Command Payload field)
명령 페이로드 필드는 MAC 명령 자신을 포함한다. 각 명령들의 포맷은 7.3에 기술되어 있다.

7.2.3 프레임 호환성 (Frame compatibility)
이 표준에 명세된 모든 비보호 프레임은 IEEE Std 802.15.4-2003을 따르는 비보호 프레임과
호환되는데, 두 개의 예외를 가지고 있다: 채널 페이지 필드가 존재하는 코디네이터 재편성 명령
프레임(7.3.8을 참조)과, aMaxMACSafePayloadSize 옥텟 보다 큰 MAC 페이로드 필드를 갖는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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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프레임에 대한 호환성은 <표 81>과 같으며, 이 내용은 IEEE Std 802.15.4-2003과 이
표준에 대한 보호 동작 모드를 나타낸다.

<표 81> IEEE Std 802.15.4-2003 과 이 표준간의 프레임 호환성

7.3 MAC 명령어 프레임
MAC 부계층에서 정의된 명령어 프레임들은 <표 82>에 목록이 나와 있다. FFD는 모든 종류의
명령어 프레임들을 송수신할 수 있지만, GTS 요구 명령어(GTS request command)는 예외이며,
반면에 RFD에 대한 요구사항은 표에 “X”로 표시되어 있다. MAC 명령어는 비컨사용 PAN에서는
CAP에만 전송될 수 있고, 비컨비사용 PAN에서는 언제든지 전송될 수 있다.
MLME가 전송을 위해 개별 명령어를 어떻게 구성하는 가는 7.3.1에서 7.3.3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MAC 명령어 수신은 7.5.6.2에 기술된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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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MAC 명령어 프레임

7.3.1 가입요청 (Association request) 명령어
가입요청 명령어는 디바이스가 PAN 코디네이터 또는 코디네이터를 통해 PAN에 가입하는 요청을
허용한다.
이 명령어는 PAN에 가입 하기를 원하지만 아직 가입 되지 않은 디바이스에 의해서만 보내질 수
있다. 디바이스는 스캔 절차에 의해 결정된 PAN 코디네이터 또는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가입
허용을 받아야만 PAN에 가입된다.
모든 디바이스들은 이 명령어를 전송할 수 있지만, RFD만은 이 명령어를 수신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입요청 명령어는 (그림 55)의 예와 같이 포맷 된다.

(그림 55) 가입요청 명령어 포맷

7.3.1.1 MHR 필드
프레임제어(Frame Control) 필드의 발신지주소모드(Source Addressing Mode) 서브필드는 3으로
설정된다(64비트 확장주소). 목적지주소모드(Destination Addressing Mode) 서브필드는 가입요청
명령어가 참조하는 비컨프레임에 표시된 것과 같은 모드로 설정된다.
프레임제어 필드의 프레임펜딩(Frame Pending) 서브필드는 0으로 설정되고 수신에서 무시되며,
ACK 요청(Acknowledgment Request) 서브필드는 1로 설정된다.
목적지 PAN 식별자(Destination PAN Identifier) 필드는 가입 하고자 하는 PAN 식별자를 포함한다.
목적지주소(Destination Address) 필드는 코디네이터에 의해서 전송된 비컨프레임에 있는 주소가
포함되는데, 이 코디네이터로 가입요청 명령어가 보내진다. 발신지 PAN 식별자(Source PAN
Identifier) 필드는 브로드캐스트 PAN 식별자 (즉, 0xffff)가 포함된다. 발신지주소(Source Address)
90

TTAS.IE-802.15.4-2006-part2

정보통신단체표준
필드는 aExtendedAddress 값이 포함된다.

7.3.1.1.2 능력정보 (Capability information) 필드
능력정보 필드는 (그림 56)과 같이 포맷 된다.

(그림 56) 능력정보 필드 포맷

대체 PAN 코디네이터(Alternate PAN Coordinator) 서브필드는 1비트 길이이며, 만약 디바이스가
PAN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으면 1로 설정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체 PAN 코디네이터
서브필드는 0으로 설정된다.
디바이스형태(Device Type) 서브필드는 1비트 길이이며, 만약 디바이스가 FFD이면 1로 설정
된다. 그렇지 않으면 디바이스형태 서브필드는 RFD를 표시하기 위해 0으로 설정된다.
전원(Power Source) 서브필드는 1비트 길이이며, 만약 디바이스가 교류 메인 전원을 받고 있다면
1로 설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원 서브필드는 0으로 설정된다.
유휴수신기가동(Receiver On When Idle) 서브필드는 1비트 길이이며, 만약 디바이스가 유휴(idle)
기간 동안 전력을 절약하기 위해 수신기를 비활성화 상태로 만들지 않으면 1로 설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유휴수신기가동 서브필드는 0으로 설정된다.
보안능력(Security Capability) 서브필드는 1비트 길이이며, 만약 디바이스가 7.5.8.2에 명시된
암호적으로 보호된 MAC 프레임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1로 설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보안능력 서브필드는 0으로 설정된다.
할당주소(Allocate Address) 서브필드는 1비트 길이이며, 만약 디바이스가 가입 절차의 결과로서
코디네이터가 16비트 단축주소를 할당하기를 원하면 1로 설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서브필드는
0으로 설정된다.

7.3.2 가입응답 (Association response) 명령어
가입응답 명령어는 PAN 코디네이터 또는 코디네이터가 가입을 요청한 디바이스에게 가입 결과를
알려준다.
이

명령어는

단지

PAN

코디네이터

또는

코디네이터에서

현재

가입을

시도하고

있는

디바이스로만 보내진다.
모든 디바이스들은 이 명령어를 수신할 수 있지만, RFD만은 이 명령어를 전송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가입응답 명령어 포맷은 (그림 57)과 같다.

(그림 57) 가입응답 명령어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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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1 MHR 필드
프레임제어

필드의

목적지주소모드와

발신지주소모드

서브필드는

3으로

설정된다(64비트

확장주소)
프레임제어 필드의 프레임펜딩 서브필드는 0으로 설정되고 수신에서 무시되며, ACK 요청
서브필드는 1로 설정된다.
프레임제어 필드의 PAN ID 요약 서브필드(PAN ID Compression)는 1로 설정된다. PAN ID 요약
서브필드의 이 값에 따라 목적지 PAN 식별자 필드는 macPANId 값을 포함하며, 반면에 발신지
PAN 식별자 필드는 생략된다. 목적지주소 필드는 가입을 요청한 디바이스의 확장주소를 포함한다.
발신지주소 필드는 aExtendedAddress 값이 포함된다.
7.3.2.2 단축주소 (Short Address) 필드
만약 코디네이터가 디바이스를 자신의 PAN에 가입 시킬 수 없다면, 단축주소 필드는 0xffff로
설정되며,

그리고

가입상태(Association

Status)

필드에는

실패

이유를

포함한다.

만약

코디네이터가 디바이스를 자신의 PAN에 가입 시킬 수 있다면, 이 PAN에서 탈퇴 될 때까지
디바이스가 통신할 때 사용하는 단축주소를 포함한다.
단축주소 필드 값이 0xfffe이면 디바이스가 PAN에 성공적으로 가입 되었다는 것은 나타내지만,
단축주소는 할당되어지지 않는다. 이 경우에 디바이스는 PAN에서 통신할 때 64비트 확장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7.3.1.2.3 가입상태 (association status) 필드
가입상태 필드는 <표 83>에 있는 유보되지 아니한 값 중의 하나를 포함한다.

<표 83> 가입상태 필드의 유효 값

7.3.3 탈퇴통보 (disassociation notification) 명령어
PAN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혹은 가입된 디바이스가 탈퇴통보 명령어를 보낼 수 있다.
모든 디바이스들은 이 명령어를 처리한다.
탈퇴통보 명령어는 (그림 58)에 표시된 것과 같이 포맷 된다.

(그림 58) 탈퇴통보 명령어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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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1 MHR 필드
프레임제어 필드의 목적지주소모드 서브필드는 이에 대응하는 프리미티브에 의해 규정되는 주소
모드에 따라 설정된다. 발신지주소모드 서브필드는 3으로 설정된다(64비트 확장주소)
프레임제어 필드의 프레임펜딩 서브필드는 0으로 설정되고 수신에서 무시되며, ACK 요청
서브필드는 1로 설정된다.
프레임제어 필드의 PAN ID 요약 서브필드는 1로 설정된다. PAN ID 요약 서브필드의 이 값에
따라 목적지 PAN 식별자 필드는 macPANId 값을 포함하며, 반면에 발신지 PAN 식별자 필드는
생략된다. 만약 코디네이터는 가입된 디바이스가 PAN에서 떠나주기를 원하면, 목적지주소 필드는
PAN에서 제거되는 디바이스의 주소를 포함한다. 만약 가입된 디바이스가 PAN에서 떠나기를
원한다면, 목적지주소 필드는 만약 목적지주소모드 서브필드가 2이면 macCoordShortAddress
값을,

만약

목적지주소모드가

3이면

macCoordExtendedAddress를

포함한다.

발신지주소

필드에는 aExtendedAddress 값이 포함된다.

7.3.3.2 탈퇴사유 (Disassociation Reason) 필드
탈퇴사유(Disassociation Reason) 필드는 <표 84>에 있는 유보되지 않은 값 중의 하나를
포함한다.

<표 84> 유효 탈퇴사유 코드

7.3.4 데이터요청 (Data request) 명령어
데이터요청 명령어는 디바이스에서 PAN 코디네이터 또는 코디네이터로 데이터를 요청할 때
사용된다.
이 명령어가 보내지는 경우가 3가지 있다. 비컨사용 PAN에서, 이 명령어는 macAutoRequest가
TRUE 일 때 디바이스에 의해서 보내어 지는데, 이 디바이스로의 데이터가 대기중인 것을
나타내는 비컨프레임을 디바이스가 그의 코디네이터로부터 받았을 때이다. 코디네이터는 자신의
비컨프레임에 데이터가 대기중인 것을 주소목록(Address List) 필드에 이 데이터 수신자의 주소를
추가 함으로서 나타낸다. 이 명령어는 상위 계층으로부터의 MLME-POLL.request 프리미티브를
수신하게 되어 지시를 받았을 때에도 보내진다. 부가적으로 가입요청 명령어에 대한 ACK를 받은
뒤에 aResponseWaitTime 심볼 후 디바이스는 코디네이터로 이 명령어를 보낸다.
모든 디바이스들은 이 명령어를 전송할 수 있지만, RFD만은 이 명령어를 수신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데이터요청 명령어는 (그림 59)에 표시된 것과 같이 포맷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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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데이터요청 명령어 포맷

만약

데이터요청

비컨프레임을

명령어가
수신한

그

디바이스를

것에

대한

위한

데이터가

응답으로

대기

중이라는

보내진다면,

만약

것을

나타내는

비컨프레임의

슈퍼프레임규격(Superframe Specification) 필드 (7.2.2.1.2 참조)에 PAN 코디네이터 (7.2.1.1.6
참조)로부터 발신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면, 프레임제어 필드의 목적지주소모드 서브필드는 0으로
설정되고 (즉, 목적지 주소 정보가 주어지지 않음),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요청 명령어가 향하는
코디네이터에 따라 설정된다. 만약 목적지 주소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목적지주소모드
서브필드는 macCoordShortAddress의 값에 따라 설정된다. 만약 macCoordShortAddress의 값이
0xfffe이면 확장주소가 사용되며: 목적지주소모드 서브필드는 3으로 설정되고, 목적지주소 필드는

macCoordExtendedAddress 값을 포함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축주소가 사용되며: 목적지주소모드
서브필드는 2로 설정되고, 목적지주소 필드는 macCoordShortAddress 값을 포함한다
만약 데이터요청 명령어가 어느 디바이스를 위한 데이터가 대기 중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비컨프레임을

받은

것에

대한

응답으로

보내진다면,

프레임제어

필드의

발신지주소모드

서브필드는 펜딩주소를 위해 사용된 주소 모드에 따라 설정된다. 발신지주소모드 서브필드가 2로
설정되면, 단축주소가 사용되며, 발신지주소 필드는 macShortAddress 값을 포함한다. 그렇지
않으면 확장주소가 사용되며: 발신지주소모드 서브필드는 3으로 설정되고, 발신지주소 필드는

aExtendedAddress 값을 포함한다.
만약 데이터요청 명령어가 상위 계층의 MLME-POLL.request 프리미티브를 수신한 것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면, 목적지 주소 정보는 프리미티브에 포함된 것과 동일하게 된다. 발신지주소모드
서브필드는 macShortAddress 값에 따라 설정된다. 만약 macShortAddress 값이 0xfffe 보다
적다면, 단축주소가 사용된다. 그렇지 않으면 확장주소가 사용된다.
만약 데이터요청 명령어가 가입요청 명령어 프레임의 ACK를 수신한 후에 보내지는 것이라면,
프레임제어 필드의 목적지주소모드 서브필드는 데이터요청 명령어가 향하는 코디네이터에 따라
설정된다. 만약 macCoordShortAddress가 0xfffe이면, 확장주소가 사용된다. 그렇지 않으면
단축주소가 사용된다. 발신지주소모드 서브필드는 확장주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목적지주소모드

서브필드가

0으로

설정되면

(즉,

목적지

주소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프레임제어 필드의 PAN ID 요약 서브필드는 0으로 설정되고 발신지 PAN 식별자는 macPANId
값을 가지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PAN ID 요약 서브필드는 1로 설정된다. 이 경우와 PAN ID
요약 서브필드에 따라, 목적지 PAN 식별자 필드는 macPANId를 포함하며, 발신지 PAN 식별자
필드는 생략된다.
프레임제어 필드의 프레임펜딩 서브필드는 0으로 설정되고 수신에서 무시되며, ACK 요청
서브필드는 1로 설정된다.

7.3.5 PAN ID 충돌통보 (PAN ID conflict notification) 명령어
PAN ID 충돌통보 명령어는 PAN 식별자 충돌이 검출되었을 때 디바이스에서 PAN 코디네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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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진다.
모든 디바이스들은 이 명령어를 전송할 수 있지만, RFD만은 이 명령어를 수신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PAN ID 충돌통보 명령어는 (그림 60)에 표시된 것과 같이 포맷 된다.

(그림 60) PAN ID 충돌통보 명령어 포맷

프레임제어

필드의

목적지주소모드와

발신지주소모드

서브필드는

3으로

설정된다(64비트

확장주소).
프레임제어 필드의 프레임펜딩 서브필드는 0으로 설정되고 수신에서 무시되며, ACK 요청
서브필드는 1로 설정된다.
프레임제어 필드의 PAN ID 요약 서브필드는 1로 설정된다. PAN ID 요약 서브필드의 이 값에
따라 목적지 PAN 식별자 필드는 macPANId 값을 포함하며, 반면에 발신지 PAN 식별자 필드는
생략된다. 목적지주소 필드는 macCoordExtendedAddress 값을 포함한다. 발신지주소 필드에는

aExtendedAddress 값이 포함된다.
7.3.6 Orphan 통보 (Orphan notification) 명령어
Orphan 통보 명령어는 가입된 디바이스가 그의 코디네이터와 동기를 상실했을 때 사용된다.
모든 디바이스들은 이 명령어를 전송할 수 있지만, RFD만은 이 명령어를 수신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Orphan 통보 명령어는 (그림 61)에 표시된 것과 같이 포맷 된다.

(그림 61) Orphan 통보 명령어 포맷

프레임제어

필드의

발신지주소모드

서브필드는

3으로

설정된다

(즉,

64비트

확장주소).

목적지주소모드 서브필드는 2로 설정된다 (즉, 16 비트 단축주소).
프레임제어 필드의 프레임펜딩 서브필드와 ACK 요청 서브필드는 0으로 설정되고 수신에서
무시된다.
프레임제어 필드의 PAN ID 요약 서브필드는 1로 설정된다. PAN ID 요약 서브필드의 이 값에
따라 목적지 PAN 식별자 필드는 브로드캐스트 PAN 식별자 (즉, 0xffff)를 가지며, 반면에 발신지
PAN 식별자 필드는 생략된다. 목적지주소 필드는 브로드캐스트 단축주소 (i.e., 0xffff)를 가진다.
발신지주소 필드는 aExtendedAddress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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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비컨요청 (Beacon request) 명령어
비컨요청 명령어는 디바이스가 능동스캔 동안 그의 POS 내에 있는 모든 코디네이터들을 찾는데
사용된다.
이 명령어는 RFD에 옵션이다.
비컨요청 명령어는 (그림 62)에 표시된 것과 같이 포맷 된다.

(그림 62) 비컨요청 명령어 포맷

프레임제어

필드의

목적지주소모드

서브필드는

2으로

설정되고

(즉,

16 비트

단축주소),

발신지주소모드 서브필드는 0로 설정된다(즉, 발신지 주소 정보가 주어지지 않음)
프레임제어 필드의 프레임펜딩 서브필드는 0으로 설정되고 수신에서 무시된다. ACK 요청
서브필드와 보안사용 서브필드 또한 0으로 설정된다.
목적지 PAN 식별자 필드는 브로드캐스트 PAN 식별자 (0xffff)를 가진다. 목적지주소 필드는
브로드캐스트 단축주소 (i.e., 0xffff)를 가진다.

7.3.8 코디네이터재정렬 (Coordinator realignment) 명령어
코디네이터재정렬 명령어는 코디네이터의 PAN 내에서 인식되는 디바이스로부터 Orphan 통보
명령어를 수신한 다음이거나 MLME-START.request 프리미티브를 수신한 것에 의하여 PAN의
어떤 설정 속성이 변경되었을 때 PAN 코디네이터나 코디네이터에 의해서 보내진다.
만약 이 명령어가 Orphan 통보 명령어가 수신된 다음에 보내지면, 이것은 곧 바로 orphan
디바이스로 보내진다. 만약 이 명령어가 PAN의 설정 속성 (즉, PAN 식별자, 단축주소, 논리채널,
혹은 채널페이지)이 변경되었을 때 보내지면, 이것은 PAN에 브로드캐스트 된다.
모든 디바이스들은 이 명령어를 수신할 수 있지만, RFD만은 이 명령어를 전송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코디네이터재정렬 명령어는 (그림 63)에 표시된 것과 같이 포맷 된다.

(그림 63) 코디네이터재정렬 명령어 포맷

7.3.8.1 MHR 필드
만약 명령어가 orphan 디바이스를 향한다면 프레임제어 필드의 목적지주소모드 서브필드는 3으로
설정되며 (64비트 확장주소), 혹은 만약 PAN에 브로드캐스트 되면 2로 설정된다 (즉, 16 비트
단축주소). 프레임제어 필드의 발신지주소모드 서브필드는 3으로 설정된다 (즉, 64비트 확장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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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제어 필드의 프레임펜딩 서브필드는 0으로 설정되고 수신에서 무시된다.
만약 명령어가 orphan 디바이스에게 보내지면 프레임제어 필드의 ACK 요청 서브필드는 1로
설정되고, 혹은 이 명령어가 PAN에 브로드캐스트 되면 0으로 설정된다.
만약 채널페이지가 주어지면 프레임버전 서브필드는 0x01로 설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7.2.3에
규정된 것과 같이 설정된다.
목적지 PAN 식별자 필드는 브로드캐스트 PAN 식별자 (즉, 0xffff)를 포함한다. 목적지주소 필드는
만약 이 명령어가 orphan 디바이스를 향하면 orphan 디바이스의 확장주소를 가진다. 그렇지
않으면 목적지주소 필드는 브로드캐스트 단축주소 (즉, 0xffff)를 가진다. 발신지 PAN 식별자
필드는 macPANId 값을 포함하며, 발신지주소 필드는 aExtendedAddress 값이 포함된다.

7.3.8.2 PAN 식별자 (PAN Identifier) 필드
PAN 식별자 필드는 앞으로의 모든 통신에 코디네이터가 사용할 PAN 식별자를 포함한다.

7.3.8.3 코디네이터 단축주소(Coordinator short address) 필드
코디네이터 단축주소 필드는 macShortAddress 값을 포함한다.

7.3.8.4 논리채널(Logical channel) 필드
논리채널 필드는 앞으로의 모든 통신에 코디네이터가 사용할 논리 채널을 포함하고 있다.

7.3.8.5 단축주소(Short address) 필드
만약 코디네이터재정렬 명령어가 PAN에 브로드캐스트 되면, 단축주소 필드는 0xffff로 설정되며,
수신에서 무시된다.
만약

코디네이터재정렬

명령어가

orphan

디바이스로

직접

보내지면,

이

필드는

orphan

디바이스가 PAN에서 동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축주소를 포함한다. 만약 orphan 디바이스가
단축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디바이스는 항상 확장형 IEEE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필드는 0xfffe를 포함한다.

7.3.8.6 채널페이지(Channel Page) 필드
만약 채널페이지 필드가 주어진다면, 앞으로의 모든 통신에 코디네이터가 사용할 채널페이지를
포함한다. 이 필드는 새로운 채널페이지가 그전 채널페이지와 동일하면 생략될 수 있다.

7.3.9 GTS 요청 명령어(GTS request command)
GTS 요청 명령어는 가입된 디바이스에 의해서 PAN 코디네이터로부터 새로운 GTS의 할당이나
기존 GTS의 할당해제를 요청하기 위해 사용된다. 0xfffe 보다 적은 16 비트 단축주소를 가지는
디바이스만이 이 명령어를 보낼 수 있다.
이 명령어는 옵션이다.
GTS 요청 명령어는 (그림 64)에 표시된 것과 같이 포맷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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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GTS 요청 명령어 포맷

7.3.9.1 MHR 필드
프레임제어 필드의 목적지주소모드 서브필드는 0으로 설정되며(즉, 목적지 주소 정보가 주어지지
않음), 발신지주소모드 서브필드는 2로 설정된다(즉, 16 비트 단축주소).
프레임제어 필드의 프레임펜딩 서브필드는 0으로 설정되고 수신에서 무시되며, ACK 요청
서브필드는 1로 설정된다.
발신지 PAN 식별자 필드는 macPANId 값을 포함하며, 발신지주소 필드는 macShortAddress
값을 포함한다.

7.3.9.2 GTS 특성 (GTS characteristics) 필드
GTS 특성 필드는 (그림 65)에 표시된 것과 같이 포맷 된다.

(그림 65) GTS 특성 필드 포맷

GTS 길이 (GTS Length) 서브필드는 GTS를 위해 요청된 슈퍼프레임 슬롯 번호를 포함한다.
GTS 방향 (GTS Direction) 서브필드는 GTS가 수신전용 GTS 이면 1로 설정된다. 반대로 GTS가
송신전용 GTS이면 이 서브필드는 0으로 설정된다. GTS 방향은 디바이스에 의해 전송되는 데이터
프레임 방향을 근거로 정의된다.
특성형태(Characteristics Type) 서브필드는 특성이 GTS 할당과 관련이 있으면 1로 설정되고,
특성이 GTS 할당해제와 관련이 있으면 0으로 설정된다.

7.4 MAC 상수 및 PIB 속성
본 항은 MAC 부계층에서 요구되는 상수와 속성을 규정한다.

7.4.1 MAC 상수
MAC 부계층의 특성을 정의하는 상수들은 <표 85>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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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5> MAC 부계층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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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MAC PIB 속성
MAC PIB는 MAC 부계층을 관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속성들로 구성된다. MAC PIB에 포함된
속성들은 <표 86>에 나타나 있다. 칼표(†)로 표시된 속성은 읽기전용 속성이며 (즉, 속성은 MAC
부계층에 의해서만 설정됨), 상위 계층에 의해서 MLME-GET.request 프리미티브를 사용해서만
읽혀질 수 있다. 다른 모든 속성들은 상위 계층에 의해서 MLME-GET.request 이나 MLMESET.request 프리미티브를 사용하여 읽혀지고 적혀질 수 있다. 다이아몬드(♦)로 표시된 속성은
RFD를 위한 옵션이며; 별표(*)로 표시된 속성은 RFD와 FFD 디바이스 모두를 위한 옵션이다.
읽기전용 속성인 macAckWaitDuration은 상수와 PHY PIB 속성의 조합에 의존적이다. 상수와
속성에 관련된 공식은 수식 (13)에 나타나 있다.
macAckWait Duration =
aUnitBackoffPeriod + aTurnaroundTime + phySHRDuration + é6 × phySymbolsPerOctet ù

(13)

여기서 6은 ACK 프레임에서 PHY 헤더 옥텟 수와 PSDU 옥텟 수를 더한 것을 나타낸다.
속성 macMaxFrameTotalWaitTime는 상위 계층에 의해서 설정될 수 있으며, PHY과 MAC PIB
속성들과 상수들의 조합에 종속된다. 상수와 속성과 관련된 공식은 수식 (14)에 나타나 있다:

macMaxFram eTotalWait Time =
éæ m -1 macMinBE + k ö
ù
÷ + (2 macMinBE - 1) × (macMaxCSMA Backoffs-m )ú · aUnitBacko ffPeriod + phyMaxFra meDuration
êç å 2
ø
ëè K = 0
û

(14)

여기서 m은 min(macMaxBE-macMinBE, macMaxCSMABackoff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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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6> MAC PIB 속성

<표 86> MAC PIB 속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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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6> MAC PIB 속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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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6> MAC PIB 속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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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6> MAC PIB 속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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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6> MAC PIB 속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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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6> MAC PIB 속성 (계속)

7.5 MAC 기능적 설명

본 항은 MAC 기능의 상세 설명을 제공한다. 항 7.5.1은 채널 액세스를 위한 두 가지 방법 즉,
경쟁 기반과 비경쟁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경쟁 기반 액세스는 CSMA-CA 백오프(backoff)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디바이스들이 분산화된 방식으로 채널을 액세스하는 것을 허용한다. 비경쟁
액세스는 GTS 사용을 통하여 전적으로 PAN 코디네이터에 의해서 제어 된다.
PAN을 시작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7.5.2에 기술되어 있다. 채널 스캔은 어느 한
채널이나 혹은 여러 채널의 현재 상태를 액세스하기 위해 디바이스에 의해 사용되며, 디바이스가
존재하는 POS 내에 있는 모든 비컨을 찾아내고, 또는 디바이스가 동기화를 잊어버린 특정
비컨을 찾아 낸다. 새로운 PAN을 시작하기 전에, 채널 스캔의 결과는 그 지역의 다른 어떠한
PAN에 의해 사용되고 있지 않은 적절한 논리채널과 채널페이지, PAN 식별자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두 개의 PAN POS가 같은 PAN 식별자를 가지고 중첩되는 것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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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상황을 검출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 한다. 채널 스캔과
적절한 PAN 식별자를 선택하면, FFD는 PAN 코디네이터로 동작을 시작할 수 있다. 본 항에서 또
하나 언급되는 것은 비컨을 보내는 FFD가 정상 동작 도중에 즉, 스캔 하지 않을 때 다른 이러한
디바이스를 발견하는 방법이다.
디바이스가 PAN에 가입하고 탈퇴하는 방법은 항 7.5.3에 정의되어 있다. 가입 절차는 디바이스가
PAN에 가입하는 조건들과 코디네이터가 디바이스의 가입을 허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들을
기술한다. 또한 탈퇴 절차를 기술하며, 이는 가입된 디바이스나 코디네이터에 의해 시작된다.
디바이스가 코디네이터와 동기화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방법은 7.5.4에 기술되어 있다. 비컨사용
PAN에서 동기화는 코디네이터가 비컨프레임을 어떻게 발생시키는가 하는 설명 다음에 기술된다.
이 설명에 이어 비컨비사용 PAN에 대해 기술된다. 또한 디바이스와 그의 코디네이터 사이에
설정된 통신의 재설정 절차가 기술되는데, 비컨사용 PAN 혹은 비컨비사용 PAN 모두에서
디바이스 동기화 상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표준안은 응용 데이터 전달이 코디네이터 보다는 PAN의 디바이스들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게
설계

되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지키면서

다중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코디네이터가 사용하는 절차는 7.5.5에 기술되어 있다.
프레임을 전송하고, 수신하며 확인하는 방법은, 간접전송을 사용하여 보내지는 프레임을 포함해서
7.5.6에 기술 된다. 추가적으로 재전송 방법 또한 기술 된다.
GTS

할당과

해제에

대한

방법은

7.5.7에

기술되어

있다.

해제

과정은

GTS

영역의

단편화(fragmentation) 즉, 사용되지 않는 슬롯이나 슬롯들을 초래할 수 있다. 본 항은 단편화
해결 방법을 기술한다.
MAC 부계층은 모든 들어오고 나가는 프레임에 대해 7.5.8에 기술된 방법을 사용한다.
본 항 전체에서, 프레임 수신은 7.2.1.9에 기술된 곳과 같이 PHY에 의해 프레임의 성공적인
수신과 MAC 부계층에 의한 FCS의 성공적인 검증으로 정의 된다.

7.5.1 채널 액세스
본 항은 물리적 무선 채널의 액세스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7.5.1.1 슈퍼프레임 구조
PAN에 있는 코디네이터는 슈퍼프레임 구조를 사용하여 채널 시간을 선택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슈퍼프레임은 비컨프레임 전송에 의해서 제한되며, 활동구간과 비활동구간을 가질 수 있다.
코디네이터는 비활동구간 동안에는 저전력 (수면, sleep) 모드에 들어갈 수(도) 있다.
슈퍼프레임의 구조는 macBeaconOrder와 macSuperframeOrder의 값에 의해 기술된다. MAC PIB
속성

macBeaconOrder는 코디네이터가 그의 비컨프레임의 어느 구간에 전송할 것인가를

나타낸다. macBeaconOrder의 값 BO와 비컨구간(beacon interval) BI는 다음과 같이 관련되어
있다: 0 £BO £14, BI = aBaseSuperframeDuration * 2BO 심볼. 만약 BO = 15 이면,
코디네이터는 비컨프레임을 전송하지 않으며, 비컨요청 명령어 수신등과 같은 요청이 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만약 BO = 15 이면 macSuperframeOrder의 값은 무시 된다.
MAC PIB 속성 macSuperframeOrder는 슈퍼프레임의 활동구간의 길이를 기술하며, 비컨프레임을
포함 한다. macSuperframeOrder의 값 SO와 슈퍼프레임지속(superframe duration) SD는 다음과
같이 관련되어 있다: 0 £SO £BO £, SD = aBaseSuperframeDuration * 2SO 심볼.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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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 15 이면, 슈퍼프레임은 비컨 다음에 활동 구간이 남지 않는다. 만약 BO = 15 이면,
슈퍼프레임은 존재하지 않으며(macSuperframeOrder의 값은 무시된다), macRxOnWhenIdle은
송신기 유휴 기간 동안 수신기가 활성화 될 것인가를 나타낸다.
각

슈퍼프레임의

2SO*aBaseSlotDuration

활동구간은

기간을

같은

간격으로

슬롯화된

aNumSuperframeSlots으로 나누어지며, 비컨, CAP와 CFP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비컨은
CSMA를 사용하지 않고, 슬롯 0의 시작에 전송될 것이며, CAP는 비컨 다음에 곧 바로 시작 된다.
슬롯 0의 시작은 비컨 PPDU가 전송될 때 최초 심볼 지점으로 정의 된다. CFP가 만약
존재한다면, CAP 다음을 따르며, 슈퍼프레임의 활동구간의 마지막까지 확장 된다. 어떠한 할당된
GTS도 CFP 내에 위치하게 된다.
MAC

부계층은

슈퍼프레임

타이밍의

무결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장한다.

즉,

클록유동에러(clock drift error)를 보상한다.
슈퍼프레임 구조를 사용하기 원하는 PAN들은 (비컨사용 PAN으로 참조됨) macBeaconOrder를
0과 14가 포함된 사이의 값으로, macSuperframeOrder를 0과 macBeaconOrder가 포함된 사이의
값으로 설정 한다.
슈퍼프레임

구조를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PAN들은(비컨비사용

PAN으로

표기됨)

macBeaconOrder와 macSuperframeOrder를 15로 설정한다. 이 경우 코디네이터는 비컨요청
명령어 수신을 제외하고는 비컨을 전송하지 않을 것이며; 데이터요청 명령어 (7.5.6.3 참조)의
확인 응답으로 바로 뒤에 따라오는 ACK 프레임과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제외한, 모든 전송들은
채널 액세스를 위해 비슬롯화 (unslotted) CSMA-CA 방법을 사용한다. 부가적으로 GTS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슈퍼프레임 구조의 한 예가 (그림 66)에 나타나 있다. 이 경우 비컨구간 BI 는 활동
슈퍼프레임지속 SD의 2배이며, CFP는 2개의 GTS를 가지고 있다.

(그림 66) 슈퍼프레임 구조의 한 예

7.5.1.1.1 CAP (Contention access period)
CAP는 비컨에 이어서 곧바로 시작되며, 슈퍼프레임 슬롯 경계에서 CFP 시작 전에 완료 된다.
만약 CFP 길이가 0이면, CAP는 슈퍼프레임의 활동구간 끝에서 완료 된다. CAP는 최소한

aMinCAPLength 심볼인데, 비컨프레임 길이에서 GTS 유지관리(7.2.2.1.3 참조)하기 위해 필요한
일시적인 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공간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이며, CFP 크기를
수용하기 위해 가변적으로 줄어들거나 증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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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 프레임과 데이터요청 명령어의 ACK 바로 뒤에 따라오는 어떠한 데이터 프레임(7.5.6.3
참조)을 제외하고는, CAP에 전송되는 모든 프레임들은 채널을 액세스하기 위해 슬롯화 CSMA-CA
방법을 사용한다. CAP 내에서 전송하는 디바이스는 그의 트랜잭션이 (즉, 어떠한 ACK 수신을
포함해서) CAP 종료 전에 하나의 IFS 기간(7.5.1.3 참조)에 완료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디바이스는 그의 전송을 다음 슈퍼프레임의 CAP 때까지 지연해야 한다.
MAC 명령어 프레임들은 항상 CAP에서 전송된다.

7.5.1.1.2 CFP (Contention-free period)
CFP는 CAP 곧바로 뒤를 이어서 슬롯 경계에서 시작 되며, 슈퍼프레임의 활동구간의 끝에서 완료
된다. 만약 PAN 코디네이터에 의해서 어떤 GTS들이 할당 되었다면, 이들은 CFP 내에 위치하며,
연속된 슬롯을 점유한다. 따라서 CFP는 모든 가입된 GTS들의 전체 길이에 따라 증가하거나
줄어든다.
CFP내에서의 전송은 채널을 액세스하기 위해 CSMA-CA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CFP에서
전송하는 디바이스는 그의 전송이 그의 GTS 종료 전에 하나의 IFS 기간(7.5.1.3 참조)에
완료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7.5.1.2 유입 및 유출슈퍼프레임 시간(Incoming and outgoing superframe timing)
비컨사용 PAN에서 PAN 코디네이터가 아닌 코디네이터는 그의 코디네이터가 전송하는 비컨의
슈퍼프레임(유입슈퍼프레임,

incoming

슈퍼프레임(유출슈퍼프레임,

outgoing

superframe)과
superframe)의

그가

전송하는

타이밍을

관리해야

자신의

비컨의

한다.

이러한

슈퍼프레임의 관련 타이밍은 MLME-START.request 프리미티브의 StartTime 파라미터에 의해서
정의 된다 (7.1.14.1와 7.5.2.4 참조). 유입과 유출 슈퍼프레임의 관계는 (그림 67)에 예시되어
있다.
비컨차수(beacon order)와 슈퍼프레임차수(superframe order)는 PAN의 모든 슈퍼프레임에 대해
동일하다. 모든 디바이스들은 슈퍼프레임의 활동구간 동안만 PAN과 상호 작용할 수 있다.

(그림 67) 유입과 유출 비컨 사이의 관계
7.5.1.3 IFS (Interframe spacing)
MAC 부계층은 PHY에서 수신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정해진 양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허용하기 위해, 디바이스에서 전송되는 두 개의 연속적인 프레임들은 최소한 하나의 IFS 기간만큼
분리 된다. 만약 첫 번째 전송이 ACK를 요구하면, ACK 프레임과 두 번째 전송 사이의 간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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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하나의 IFS 기간이 된다. IFS 기간의 길이는 방금 전송이 완료된 프레임 크기에
의존적이다.

길이

aMaxSIFSFrameSize

옥텟

이하의

프레임들(즉,

MPDU들)은

최소한

macMinSIFSPeriod 심볼 동안의 SIFS 기간이 뒤 따른다. 길이 aMaxSIFSFrameSize 옥텟 보다 큰
길이의 프레임들(즉, MPDU들)은 최소한 macMinLIFSPeriod 심볼 동안의 LIFS 기간이 뒤 따른다.
이러한 개념은 (그림 68)에 나타나 있다.
CSMA-CA 알고리즘은 CAP에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전송에 고려한다.

(그림 68) IFS

7.5.1.4 CSMA-CA 알고리즘
CSMA-CA 알고리즘은 CAP 내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나 MAC 명령어 프레임 전송 전에 사용되며,
그렇지 않으면 프레임은 데이터요청 명령어의 ACK에 이어 즉시 전송 된다 (7.5.6.3 타이밍
요구사항 참조). CSMA-CA 알고리즘은 비컨사용 PAN에서는 비컨프레임의 전송, ACK 프레임
또는 CFP에서 전송되는 데이터 프레임 전송을 위해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만약 PAN에서 주기적인 비컨이 사용되면, MAC 부계층은 슈퍼프레임 CAP에서의 전송에 대해
CSMA-CA 알고리즘의 슬롯화(slotted) 버전을 사용한다. 역으로 만약 PAN에서 주기적인 비컨이
사용되지 않거나 또는 비컨사용 PAN에서 비컨이 위치 할 수 없다면, MAC 부계층은 CSMA-CA
알고리즘의

비슬롯화

버전을

사용하여

전송한다.

두

경우

모두에서,

알고리즘은

백오프기간(backoff period)라 불리는 시간 단위를 사용하여 구현 되며, 여기에서 하나의
백오프기간은 aUnitBackoffPeriod 심볼과 동일하다.
슬롯화 CSMA-CA에서 PAN에 있는 모든 디바이스의 백오프기간경계(backoff period boundary)는
PAN 코디네이터의 슈퍼프레임 슬롯 경계를 따라 일치시킨다. 즉, 각 디바이스의 첫 번째
백오프기간의 시작은 비컨 전송의 시작을 따라 일치시킨다. 슬롯화 CSMA-CA에서 MAC 부계층은
PHY가 백오프기간의 경계에서 모든 전송이 시작 되는 것을 보장한다. 비슬롯화 CSMA-CA에서는
한 디바이스의 백오프기간은 PAN에 있는 다른 어떤 디바이스의 백오프기간과 시간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
각 디바이스들은 매 전송 시도에 대해 NB, CW와 BE 3개의 변수를 관리한다. NB는 CSMA-CA
알고리즘에서 현재의 전송 시도 동안에 시도된 백오프 횟수이다. 이 값은 매번 새로운 전송 시도
전에 0으로 초기화 된다. CW는 경쟁윈도우 (contention window) 길이이며, 전송이 시작되기 전에
채널 활동이 깨끗해지는데 필요한 백오프기간 수로 정의된다. 이 값은 매번 새로운 전송 시도
전에 2로 초기화 되며, 채널이 액세스할 때 사용 중이면 2로 재설정 된다. CW 변수는 슬롯화
CSMA-CA에서만 사용된다. BE는 백오프지수(backoff exponent)이며, 한 디바이스가 채널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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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백오프기간을 대기해야 하는 가와 관련되어 있다. 수신된 BLE
서브필드 (그림 47 참조)가 1로 설정된 비슬롯화 시스템 혹은 슬롯화 시스템에서 BE는

macMinBE 값으로 초기화 된다. 슬롯화 시스템에서 수신된 BLE 서브필드가 1로 설정되어 있으면,
이 값은 2와 macMinBE 값 중에서 적은 값으로 초기화 된다. 만약 macMinBE가 0으로 설정되면
이 알고리즘의 첫 번째 반복 동안에 충돌 회피 기능이 비활성화 됨에 주의해야 한다.
비록 디바이스의 수신기가 이 알고리즘의 CCA 분석 부분 동안 작동되지만, 디바이스는 이 시간
동안 수신된 어떠한 프레임들도 폐기한다.
(그림 69)는 CSMA-CA 알고리즘의 단계를 예시한다. 슬롯화 된 CSMA-CA를 사용할 때는 MAC
부계층은 NB, CW와 BE를 먼저 초기화하고, 다음 백오프기간의 경계를 찾는다 [단계 (1)].
비슬롯화 CSMA-CA에 대해서는, MAC 부계층은 NB와 BE를 초기화한 다음에 바로 단계 (2)를
진행한다.
MAC 부계층은 0에서 2BE – 1 범위에 있는 완전한 백오프기간들의 랜덤한 수만큼 지연시키고,
[단계 (2)], PHY에 CCA를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 [단계 (3)]. 슬롯화 CSMA-CA 시스템에서는
CCA는 백오프기간경계에서 시작한다. 비슬롯화 CSMA-CA 시스템에서는 CCA는 즉시 시작한다.
BLE 서브필드가 0으로 설정된 슬롯화 CSMA-CA 시스템에서, MAC 부계층은 랜덤 백오프 뒤에
잔여 CSMA-CA 동작이 수행되고, 전체 트랜잭션이 CAP 종료되기 전에 전송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공되는 PHY에 의해 사용되는 어떠한 비트 패딩(bit padding) (6.7.2.2 참조)도 이 결정을
하는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만약 백오프기간의 수가 CAP에 남아있는
백오프기간 수보다 더 크면, MAC 부계층은 CAP 종료에 백오프 카운트다운(countdown)을
중지하였다가, 다음 슈퍼프레임의 CAP 시작에서 다시 계속한다. 만약 백오프기간의 수가 CAP에
남아있는 백오프기간 수보다 작거나 같으면, MAC 부계층은 그의 백오프 지연을 적용하며, 그리고
계속 진행할 지를 평가한다. MAC 부계층은 만약 잔여 CSMA-CA 알고리즘 단계 (즉, 두 개의
CCA 분석), 프레임 전송, 어떠한 ACK가 CAP 종료 전에 완료할 수 있다면 계속한다. 만약 MAC
부계층이 계속할 수 있다면, 현재 슈퍼프레임에서 PHY에게 CCA를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 만약
MAC 부계층이 계속할 수 없다면, 다음 슈퍼프레임의 CAP 시작까지 대기해야 하며, 다시 한번
계속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전에 여분의 랜덤 백오프 지연을 적용한다 [단계 (2)].
BLE 서브필드가 1로 설정된 슬롯화 CSMA-CA 시스템에서, MAC 부계층은 랜덤 백오프 뒤에
잔여 CSMA-CA 동작이 수행되고, 전체 트랜잭션이 CAP 종료되기 전에 전송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백오프 카운트다운은 비컨을 따르는 IFS 기간의 종료 다음에 처음 macBattLifeExtPeriods
전체 백오프기간 동안만 일어난다. 만약 잔여 CSMA-CA 알고리즘 단계 (즉, 두 개의 CCA 분석),
프레임 전송 및 어떠한 ACK가 CAP 종료 전에 완료할 수 있다면 MAC 부계층은 처리를 계속하고,
프레임

전송은

비컨을

따르는

IFS

기간

종료

다음에

처음

macBattLifeExtPeriods 전체

백오프기간들의 하나에서 시작한다. 만약 MAC 부계층이 처리를 계속할 수 있다면, MAC
부계층은 PHY에게 현재 슈퍼프레임에서 CCA를 수행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MAC 부계층이
처리를 계속할 수 없다면, MAC 부계층은 다음 슈퍼프레임의 CAP 시작까지 대기하며, 다시 한번
처리를 계속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전에 여분의 랜덤 백오프 지연을 적용한다 [단계 (2)].
만약 채널이 사용 중으로 액세스되면 [단계 (4)], MAC 부계층은 BE가 macMaxBE보다 크지 않을
것을 보장하면서 NB와 BE를 하나씩 증가시킨다. 슬롯화 CSMA-CA 시스템에서 MAC 부계층은

CW를 2로 재설정한다. 만약 NB의 값이 macMaxCSMABackoffs 보다 적거나 같으면, CSMA-CA
알고리즘은 단계 (2)로 돌아 간다. 만약 NB의 값이 macMaxCSMABackoffs 보다 크면, CSM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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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은 채널 액세스 실패 상태로 종료 한다.
만약 채널이 사용 중이지 않는 것으로 액세스되면 [단계 (5)], 슬롯화 CSMA-CA 시스템에서
MAC 부계층은 경쟁윈도우가 전송을 시작하기 전에 종료되는 것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MAC
부계층은 CW를 하나 감소하여 0인가를 확인한다. 만약 0이 아니면, CSMA-CA 알고리즘은 단계
(3)로 돌아 간다. 만약 0이면, MAC 부계층은 다음 백오프기간의 경계에서 프레임 전송을 시작
한다. 비슬롯화 CSMA-CA 시스템에서 채널이 사용되지 않으면, MAC 부계층은 프레임 전송을
즉시 시작 한다.

(그림 69) CSMA-CA 알고리즘

7.5.2 PAN의 시작과 유지
본 항은 채널 스캐닝, PAN 식별자충돌 판별, PAN 시작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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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1 채널스캔
모든 디바이스들은 정해진 채널 목록에 대하여 수동스캔(passive scan)과 orphan 스캔을 수행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FFD는 ED와 능동스캔(active scan)을 수행할 수 있다. 상위 계층은 특정
채널 페이지에 대해 phyChannelsSupported에 의해 정의된 채널로부터 선택된 채널 목록을
포함하는 특정 채널 페이지에 대해 스캐닝 요청을 부여할 수 있다.
디바이스는 MLME-SCAN.request 프리미티브를 통해 채널 스캔 시작을 지시 받을 수 있다.
채널들은 낮은 채널 번호에서 높은 번호순으로 스캔 된다. 스캔 기간 동안에, 만약 적용가능
하다면 디바이스는 비컨 전송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스캔이 수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 PHY
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수신된 프레임만 수용할 수 있다. 스캔의 종료할 때, 디바이스는 비컨
전송을 재 시작할 수 있다. 스캔의 결과는 MLME-SCAN.confirm 프리미티브를 통해 되돌려 진다.

7.5.2.1.1 ED 채널스캔
ED 스캔은 디바이스가 각 요청된 채널에서 최대 에너지 측정을 획득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미래의 PAN 코디네이터에 의해 새로운 PAN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에 동작하는 채널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ED 스캔 동안 MAC 부계층은 PHY 데이터 서비스로 수신되는
모든 프레임을 폐기 한다.
논리 채널들의 특정 집합에 대해 ED 스캔은 ScanType 파라미터가 ED 스캔을 표시하는 것으로
설정된 MLME-SCAN.request 프리미티브를 사용하여 요청될 수 있다. 각 논리 채널에 대해,
MLME는

먼저

채널을

변경하고,

phyCurrentChannel과

phyCurrentPage를

각각

설정하고,

[aBaseSuperframeDuration * (2n + 1)] 심볼들 동안 ED 측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데, 여기에서

n은 MLME-SCAN.request 프리미티브에 있는 ScanDuration 파라미터 값이다. ED 측정은
MLME에 의해서 PLME-ED.request를 보냄에 의해서 수행되며(6.2.2.3 참조), 이 프리미티브는
반환 값이 보장 된다. 이 기간 동안 획득되는 최대 ED 측정은 채널 목록의 다음 채널로 넘어가기
전에 알려 진다. 디바이스는 하나에서 구현상 규정된 최대 채널 ED 측정 회수 사이를 저장할 수
있다.
ED 스캔은 저장된 채널 ED 측정 수가 구현상 규정된 최대수에 도달하거나 또는 논리 채널들에
규정된 각각의 측정이 끝나면 종료 된다.

7.5.2.1.2 능동채널스캔(Active channel scan)
능동스캔은 디바이스가 그의 POS 내에서 비컨프레임을 전송하는 임의의 코디네이터를 찾을 수
있게 허용한다. 이것은 미래의 PAN 코디네이터에 의해 새로운 PAN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PAN
식별자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또는 디바이스에 의해서 가입되기 전에 사용 될 수 있다.
능동스캔 동안 MAC 부계층은 비컨프레임이 아닌 PHY 데이터 서비스로 수신되는 모든 프레임을
폐기 한다. 만약 펜딩주소들 목록에 있는 스캔 디바이스의 주소가 포함된 비컨프레임이 수신되면,
스캔 디바이스는 대기중인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시도하지 않는다.
능동스캔을 시작하기 전에 MAC 부계층은 macPANId 값을 저장하고, 스캔 하는 동안 이를
0xffff로 설정한다. 이것은 수신 필터가 현재의 PAN으로부터의 비컨만을 수신하게 하는 것보다는
모든 비컨프레임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7.5.6.2 참조). 스캔이 완료되면 MAC 부계층은
스캔 전에 저장한 macPANId 값을 복귀시킨다.
논리 채널들의 특정 집합에 대해 능동스캔은 ScanType 파라미터가 능동스캔을 표시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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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MLME-SCAN.request 프리미티브를 사용하여 요청될 수 있다. 각 논리 채널에 대해,
MLME는 먼저 채널을 변경하는데, phyCurrentChannel과 phyCurrentPage를 각각 설정하고,
비컨요청 명령어를 보낸다 (7.3.7 참조). 비컨요청 명령어를 성공적으로 전송하고, 디바이스는
n

수신기를 최대한 [aBaseSuperframeDuration * (2 + 1)] 심볼들 동안 가동하는데, 여기에서 n은
ScanDuration 파라미터 값이다. 이 시간 동안 디바이스는 모든 비컨이 아닌 프레임들은 거부하며,
PAN

디스크립트

구조에

있는

유일한(unique)

비컨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만

기록한다

(7.1.5.1.1의 <표 55> 참조). macAutoRequest가 TRUE로 설정되어 비컨프레임이 수신되면, PAN
구조 목록은 MAC 부계층에 의해 스캔이 완료될 때까지 저장된다; 이 때에 목록은 MLMESCAN.confirm 프리미티브의 PANDescriptorList 파라미터에 포함되어 상위 계층으로 보내진다.
디바이스는 하나에서 구현상 규정된 최대 PAN 디스크립트들 수 사이를 저장할 수 있다. 만약
PAN

식별자와

발신지주소

모두가

현재

채널의

비컨프레임이

유일(unique)하다고

가정한다.

비컨프레임이

수신되면,

각각의

기록된

스캔

한번도

macAutoRequest가

만약
PAN

동안

디스크립트는

분리된

나타나지
FALSE로

않았다면
설정된

MLME-BEACON-

NOTIFY.indication 프리미티브에 포함되어 상위 계층으로 보내진다. 하나 또는 여러 옥텟의
페이로드가

포함된

비컨프레임이

수신되는

경우도

PAN

디스크립트는

MLME-BEACON-

NOTIFY.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통해 상위 계층으로 보내진다.
만약 보호된 비컨프레임이 수신되면 즉, 프레임제어 필드의 보안사용 서브필드가 1로 설정되어
있으면, 디바이스는 7.5.8.2.3에 기술된 보안해제 과정을 거쳐 비컨프레임 보안사용의 보안해제를
시도한다.
비컨에 해당하는 PAN 디스크립트의 보안 관련 요소는 (<표 55> 참조) 보안해제 과정에서
복귀되는 해당 파라미터로 설정된다. PAN 디스크립트의 SecurityFailure 요소는 만약 보안해제
과정으로부터의 상태가 SUCCESS이면 SUCCESS로 설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보안과정에서
에러를 나타내는 상태 코드중의 하나로 설정된다.
보안해제 프레임으로부터의 정보는 보안해제 과정에서 에러를 나타내는 상태인 경우에도 PAN
디스크립트에 기록된다.
만약 비컨사용 PAN의 코디네이터가 비컨요청 명령어를 수신하면, 그 명령어를 무시하며, 평소와
같이 그의 주기적인 비컨을 연속적으로 송출한다. 만약 비컨비사용 PAN의 코디네이터가 이
명령어를 수신하면, 단일 비컨프레임을 비슬롯화 CSMA-CA를 사용하여 송출한다.
만약 macAutoRequest가 TRUE로 설정되어 있으면, 발견된 비컨의 수가 구현상 설정된 한계와
같거나 7.5.2.1.2에 정의된 채널이 풀타임(full time)으로 스캔 되었으면 특정 채널의 능동스캔은
종료한다. 만약 macAutoRequest가 FALSE로 설정되어 있으면, 채널이 풀타임으로 스캔 되었으면
특정 채널의 능동스캔은 종료한다. 만약 채널이 풀타임으로 스캔 되지 않았으면, 스캔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macAutoRequest가 TRUE로 설정되어 있으면, 저장된 PAN 디스크립트들의 수가 구현상
설정된 한계와 같거나 가용 채널 집합의 모든 채널의 스캔이 완료되면 전체 스캔 절차는
종료한다. 만약 macAutoRequest가 FALSE로 설정되어 있으면, 가용 채널 집합의 모든 채널의
스캔이 완료되면 전체 스캔 절차는 종료한다

7.5.2.1.3 수동채널스캔(Passive channel scan)
능동스캔과 같이 수동스캔은 디바이스가 그의 POS 내에서 비컨프레임을 전송하는 임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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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네이터를 찾을 수 있게 허용한다. 여하튼 비컨요청 명령어는 송출되지 않는다. 이런 형태의
스캔은 디바이스에 의해서 가입되기 전에 사용 된다.
수동스캔 동안 MAC 부계층은 비컨프레임이 아닌 PHY 데이터 서비스로 수신되는 모든 프레임을
폐기 한다. 만약 펜딩주소들 목록에 있는 스캔 디바이스의 주소가 포함된 비컨프레임이 수신되면,
스캔 디바이스는 대기중인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시도하지 않는다.
수동스캔을 시작하기 전에 MAC 부계층은 macPANId 값을 저장하고, 스캔 하는 동안 이를
0xffff로 설정한다. 이것은 수신 필터가 현재의 PAN으로부터의 비컨만을 수신하는 것보다는 모든
비컨프레임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7.5.6.2 참조). 스캔이 완료되면 MAC 부계층은 스캔
전에 저장한 macPANId 값을 복귀시킨다.
논리 채널들의 특정 집합에 대해 수동스캔은 ScanType 파라미터가 수동스캔을 표시하는 것으로
설정된 MLME-SCAN.request 프리미티브를 사용하여 요청될 수 있다. 각 논리 채널에 대해,
MLME는 먼저 채널을 변경하는데, phyCurrentChannel과 phyCurrentPage를 각각 설정하고, 그의
n

수신기를 최대한 [aBaseSuperframeDuration * (2 + 1)] 심볼들 동안 가동하는데, 여기에서 n은
ScanDuration 파라미터 값이다. 이 시간 동안 디바이스는 모든 비컨이 아닌 프레임들은 거부하며,
PAN 디스크립트 구조에 있는 유일한 비컨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만 기록한다 (7.1.5.1.1의 <표
55> 참조). macAutoRequest가

TRUE로 설정되어

있을 때

비컨프레임이 수신되면, PAN

디스크립트 구조 목록은 MAC 부계층에 의해 스캔이 완료될 때까지 저장된다; 이 때에 목록은
MLME-SCAN.confirm 프리미티브의 PANDescriptorList 파라미터에 포함되어 상위 계층으로
보내진다. 디바이스는 하나에서 구현상 규정된 최대 PAN 디스크립트들 수 사이를 저장할 수 있다.
만약 PAN 식별자와 발신지주소 모두가 현재 채널의 스캔 동안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면
비컨프레임이

유일하다고

비컨프레임이

수신되면,

가정한다.
기록된

만약
각각의

macAutoReques가 FALSE로
PAN

디스크립트는

분리된

설정되어

있을

때

MLME-BEACON-

NOTIFY.indication 프리미티브에 포함되어 상위 계층으로 보내진다. 스캔이 완료되면, 널(null)
PANDescriptorList와 함께 상위 계층에 MLME-SCAN.confirm이 요구된다. 하나 또는 여러 옥텟의
페이로드가

포함된

비컨프레임이

수신되는

경우도

PAN

디스크립트는

MLME-BEACON-

NOTIFY.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통해 상위 계층으로 보내진다.
만약 보호된 비컨프레임이 수신되면 (즉, 프레임제어 필드의 보안사용 서브필드가 1로 설정되어
있으면), 디바이스는 7.5.8.2.3에 기술된 보안해제 과정을 거쳐 비컨프레임 보안해제를 시도한다.
비컨에 해당하는 PAN 디스크립트의 보안 관련 요소는 (<표 55> 참조) 보안해제 과정에서
복귀되는 해당 파라미터로 설정된다. PAN 디스크립트의 SecurityFailure 요소는 만약 보안해제
과정으로부터의 상태가 SUCCESS이면 SUCCESS로 설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보안과정에서
에러를 나타내는 상태 코드중의 하나로 설정된다.
보안해제 프레임으로부터의 정보는 보안해제 과정에서 에러를 나타내는 상태인 경우에도 PAN
디스크립트에 기록된다.
만약 macAutoRequest가 TRUE로 설정되어 있으면, 발견된 비컨의 수가 구현상 설정된 한계와
같거나 7.5.2.1.3에 정의된 채널이 풀타임으로 스캔 되었으면 특정 채널의 수동스캔은 종료한다.
만약 macAutoRequest가 FALSE로 설정되어 있으면, 채널이 풀타임으로 스캔 되었으면 특정
채널의 수동스캔은 종료한다. 만약 채널이 풀타임으로 스캔 되지 않았으면, 스캔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macAutoRequest가 TRUE로 설정되어 있으면, 저장된 PAN 디스크립트들의 수가 구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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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한계와 같거나 가용 채널 집합의 모든 채널의 스캔이 완료되면 전체 스캔 절차는
종료한다. 만약 macAutoRequest가 FALSE로 설정되어 있으면, 가용 채널 집합의 모든 채널의
스캔이 완료되면 전체 스캔 절차는 종료한다

7.5.2.1.4 Orphan 채널스캔
orphan 스캔은 디바이스가 동기화를 잃어버린 다음에 그의 코디네이터를 다시 찾을 수 있게
시도하는 것을 허용한다. orphan 스캔 동안 MAC 부계층은 코디네이터재정렬 명령어 프레임이
아닌 PHY 데이터 서비스로 수신되는 모든 프레임을 폐기 한다.
논리 채널들의 특정 집합에 대해 orphan 스캔은 ScanType 파라미터가 orphan 스캔을 표시하는
것으로 설정된 MLME-SCAN.request 프리미티브를 사용하여 요청될 수 있다. 각 논리 채널에
대해, MLME는 먼저 채널을 변경하는데, phyCurrentChannel과 phyCurrentPage를 각각 설정하고,
Orphan 통보 명령어를 보낸다 (7.3.6 참조). Orphan 통보 명령어 성공적으로 전송하고,
디바이스는 수신기를 최대한 macResponseWaitTime 심볼들 동안 가동한다. 만약 디바이스는
코디네이터재정렬 명령어를 (7.3.8 참조) 이 시간 동안 성공적으로 수신하면, 디바이스는 스캔을
종료한다.
만약

코디네이터가

Orphan

통보

명령어를

수신하면,

MLME는

MLME-ORPHAN.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상위 계층으로 보낸다. 다음 상위 계층은 프리미티브에 표시된 디바이스에 대해
그의 디바이스 목록을 검색한다. 만약 상위 계층이 그 디바이스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면, MLMEORPHAN.response 프리미티브를 사용하여 orphan 디바이스에게 코디네이터재정렬 명령어를
보낸다. 디바이스 검색과 코디네이터재정렬 명령어 송출 과정은 macResponseWaitTime 심볼
내에 일어난다. 코디네이터재정렬 명령어는 그의 현재 PAN 식별자, macPANId, 그의 현재
논리채널과 채널페이지, orphan 디바이스의 16-비트 단축주소 등을 포함한다. 만약 상위 계층이
그 디바이스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지 못하면, MLME-ORPHAN.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무시하며,
MLME-ORPHAN.response

프리미티브를

보내지 않는다; 따라서 MLME는

코디네이터재정렬

명령어를 보내지 않는다.
orphan 스캔은 디바이스가 코디네이터재정렬 명령어를 수신하거나 혹은 지정된 논리 채널들
집합의 스캔을 완료하면 종료 한다.

7.5.2.2 PAN 식별자 충돌 해결(PAN identifier conflict resolution)
어떤 순간에 동일 POS 내에 동일 PAN 식별자를 가지는 두 개의 PAN이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충돌이 발생하면 PAN 코디네이터와 그의 디바이스들은 PAN 식별자 충돌 해결
절차를 수행한다.
이 절차는 RFD에는 옵션이다.

7.5.2.2.1 검출(Detection)
PAN 코디네이터는 다음을 적용할 수 있으면, PAN 식별자 충돌이 존재한다고 결론 짖는다:
— PAN

코디네이터

서브필드(7.2.2.1.2

참조)가

1로

설정되어

있고

PAN

식별자가

macPANId와 같은 PAN 코디네이터에 의해서 비컨프레임이 수신된다.
— PAN ID 충돌통보 명령어 (7.3.5 참조)가 PAN에 가입되어 있는 디바이스로부터 PAN
코디네이터로 수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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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 코디네이터를 통해 가입되어 있는 디바이스는 (즉, macAssociatedPANCoord 가 TRUE로
설정) 다음을 적용할 수 있으면, PAN 식별자 충돌이 존재한다고 결론 짓는다:
— PAN 코디네이터 서브필드가 1로 설정되어 있고, PAN 식별자가 macPANId와 같고, 주소가

macCoordShortAddress나

macCoordExtendedAddres

가

아닌

디바이스에

의해서

비컨프레임이 수신된다.

PAN 코디네이터가 아닌 코디네이터에 의해서 가입된 디바이스는 PAN 식별자 충돌을 검출할 수
없다.

7.5.2.2.2 해결(Resolution)
디바이스에 의한 PAN 식별자 충돌의 검출에서, 디바이스는 PAN ID 충돌통보 명령어(7.3.5
참조)를 발생시키고, 이를 PAN 코디네이터로 보낸다. PAN ID 충돌통보 명령어는 ACK요청
(7.3.3.1 참조)를 포함하기 때문에, PAN 코디네이터는 ACK 프레임을 보내어 수신을 확인시킨다.
디바이스는 PAN 코디네이터로부터 ACK 프레임을 수신하면, MLME는 LossReason 파라미터를
PAN_ID_CONFLICT로

설정하고

MLME-SYNC-LOSS.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보낸다.

만약

디바이스가 ACK 프레임을 수신하지 못하면, MLME는 상위 계층에 PAN 식별자 충돌을 통보하지
않는다.
PAN 코디네이터에 의한 PAN 식별자 충돌의 검출에서, MLME는 LossReason 파라미터를
PAN_ID_CONFLICT로 설정하고 MLME-SYNC-LOSS.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상위 계층에 보낸다.
PAN 코디네이터의 상위 계층은 다음에 능동스캔을 수행하고, 스캔으로부터의 정보를 사용하여,
새로운 PAN 식별자를 선택한다. 적절한 PAN 식별자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은 이 표준의 범위를
벗어난다. 만약 상위 계층에서 새로운 PAN 식별자를 선택하면, 다음으로 7.5.2.3에 기술된 것과
같이

PAN을

재정렬하기

위해

CoordRealignment

파라미터를

TRUE로

설정하고

MLME-

START.request를 요청한다.

7.5.2.3 PAN의 시작과 재정렬 (Starting and realigning a PAN)
본 항은 PAN을 시작하는 PAN 코디네이터, PAN의 코디네이터재정렬, PAN에서 디바이스 재정렬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다.

7.5.2.3.1 PAN 시작
PAN은

SetDefaultPIB

파라미터가

TRUE로

설정된

MLME-RESET.request

프리미티브를

보냄으로써 먼저 MAC 부계층 리셋이 수행되고, 능동채널스캔과 적절한 PAN 식별자 선택 후에
FFD에 의해서만 시작 된다. 능동채널스캔 절차에서 주어지는 PAN 디스크립트들의 목록으로부터
적절한 PAN 식별자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은 이 표준안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리고 FFD는

macShortAddress 값을 0xffff보다 적은 값으로 설정해야 한다.
FFD는 PANCoordinator 파라미터가 TRUE로 설정되고, CoordRealigment 파라미터가 FALSE로
설정된 MLME-START.request 프리미티브의 사용을 (7.1.14.1 참조) 통하여 PAN 동작 시작을
지시 받는다. 이 프리미티브의 수신에서 MAC 부계층은 7.5.2.3.4에 규정된 슈퍼프레임구성과
채널파라미터들을 수정한다. 이것을 완료한 후에 MAC 부계층은 SUCCESS 상태인 MLME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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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confirm 프리미티브를 보내고, PAN 코디네이터로 동작을 시작한다.

7.5.2.3.2 PAN 재정렬
만약

코디네이터가

프리미티브를

CoordRealigment

수신하면

(7.1.14.1

파라미터가

참조),

TRUE로

코디네이터는

설정된

MLME-START.request

코디네이터재정렬

명령어

송출을

시도하는데, PANId, LogicalChannel, 그리고 만약 존재한다면 ChannelPage 등의 파라미터를
포함한다. 만약 코디네이터가 이미 비컨을 전송했고, CoordRealigment 파라미터가 TRUE로
설정된 경우는, 다음 계획된 비컨은 현재 채널에서 현재 채널의 슈퍼프레임구성을 사용하여
전송되며, 프레임제어필드의 프레임펜딩 서브필드는 1로 설정된다. 비컨 전송 바로 뒤에,
코디네이터재정렬 명령어가 현재 채널에서 CSMA-CA를 사용하여 전송된다.
만약 코디네이터가 아직 비컨을 전송하지 않았고, 코디네이터가 CoordRealigment 파라미터가
TRUE로 설정되어 있으면, 코디네이터재정렬 명령어가 현재 채널에서 CSMA-CA를 사용하여
전송된다.
만약

채널

액세스

실패로

코디네이터재정렬

명령어

전송이

실패하면,

MLME는

CHANNEL_ACCESS_FAILURE 상태가 포함된 MLME-START.confirm 프리미티브를 보내어 상위
계층에 통보한다.
코디네이터재정렬

명령어

전송이

성공하면,

새로운

슈퍼프레임구성과

채널파라미터들이

7.5.2.3.4에 기술된 것과 같이 이어지는 계획된 비컨에서나 또는 만약 코디네이터가 이미 비컨을
전송하지 않았다면 즉시 동작하게 되고, MAC 부계층은 SUCCESS 상태인 MLME-START.confirm
프리미티브를 보낸다.

7.5.2.3.3 PAN 내에서 재정렬(Realignment in a PAN)
만약 디바이스가 가입되어 있는 코디네이터를 통해 코디네이터재정렬 명령어를 받았고, MLME가
orphan 스캔을 수행하고 있지 않았었다면, MLME는 LossReason 파라미터가 REALIGNMENT로
설정되고,

PANId,

LogicalChannel,

ChannelPage,

그리고

보안

관련

파라미터들이

코디네이터재정렬 명령어의 관련 필드들로 설정된 MLME-SYNC-LOSS.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보낸다. 코디네이터의 상위 계층은 CoordRealigment 파라미터가 TRUE로 설정되어 있는 MLMESTART.request 프리미티브를 보낸다. 코디네이터가 아닌 디바이스의 상위 계층은 MLMESET.request 프리미티브를 사용하여 슈퍼프레임구성과 채널파라미터들을 변경한다.

7.5.2.3.4 슈퍼프레임구성과 채널 PIB 속성들의 수정
슈퍼프레임구성과 채널 속성들을 최신 정보로 수정하기 위해서, MLME는 MLME-START.request
프리미티브 파라미터로부터 적절한 PIB 속성 값을 배정한다. MLME는 macBeaconOrder를
BeaconOrder

파라미터

값으로

설정한다.

만약

macBeaconOrder가

15이면,

MLME는

macSuperframeOrder도 역시 15로 설정한다. 이러한 경우에 이 프리미티브는 비컨비사용 PAN을
구성

한다.

macBeaconOrder가

15보다

작으면,

MAC

부계층은

macSuperframeOrder를

SuperframeOrder 파라미터 값으로 설정한다. MAC 부계층은 macPANID를 PANId 파라미터
값으로

수정하고,

phyCurrentPage와

phyCurrentChannel을

ChannelPage와

LogicalChannel

파라미터 값으로 각각 PLME-SET.request 프리미티브를 두 번 보내어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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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4 비컨 생성(Beacon generation)
디바이스는 macShortAddress가 0xffff가 아닌 경우에만 비컨프레임을 전송하는 것이 허용 된다.
FFD는 BeaconOrder 파라미터가 15보다 적을 경우에만 비컨 전송을 시작하기 위해 MLMESTART.request 프리미티브를 사용한다. FFD는 새로운 PAN의 PAN 코디네이터이거나 기존에
설정된 PAN의 디바이스로서 비컨 전송을 시작할 수 있는데, PANCoordinator 파라미터 설정에
좌우 된다 (7.1.14.1 참조). FFD는 기 설정된 PAN에서 PAN에 성공적으로 가입되었을 때만 비컨
전송을 시작한다.
만약 이 FFD가 PAN 코디네이터이면 (즉, PANCoordinator 파라미터가 TRUE로 설정된 경우),
MAC

부계층은

StartTime

파라미터를

무시하고,

비컨

전송을

즉시

시작한다.

StartTime

파라미터를 0으로 설정하면 MAC 부계층은 비컨 전송을 즉시 시작한다. 만약 이 FFD가 PAN
코디네이터가 아니고, StartTime 파라미터가 0이 아니면, 비컨 전송 시작 시간은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

된다.

MAC 부계층이

그의

가입된

코디네이터의

비컨을

수신한

경우에,

백오프슬롯경계 (backoff slot boundary)로 옮겨진 StartTime 파라미터는, 시간이 추가되어, 로컬
클록으로부터 얻어진다. 그리고 MAC 부계층은 로컬 클록으로부터 얻은 현재 시간이 계산된
심볼 수와 같을 때 비컨 전송을 시작한다. 비컨 전송 시간이 MAC 부계층에 의해서 계산되게
하기 위해서 MAC 부계층은 먼저 가입된 코디네이터의 비컨을 추적한다. 만약 영이 아닌
StartTime 파라미터를 가진 MLME-START.request 프리미티브가 보내지고, MAC 부계층이 현재
그의 코디네이터의 비컨을 추적하고 있지 않는다면, MLME는 비컨 전송을 시작하지 않지만
대신에 TRACKING_OFF 상태를 가진 MLME-START.confirm 프리미티브를 보낸다.
만약 디바이스가 하나에서 (aMaxLostBeacons–1) 사이의 연속적인 그의 코디네이터로부터의
비컨프레임을 잃어버리면, 디바이스는 macBeaconOrder와 (7.5.2.3.4 참조) 그의 로컬 클록을
근거로

그

자신의

비컨을

연속해서

전송한다.

만약

디바이스가

비컨프레임을

그의

코디네이터로부터 수신한다면, 따라서 동기화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디바이스는 그의 비컨을
StartTime 파라미터와 들어오는 비컨을 근거로 전송을 다시 시작한다. 만약 디바이스가 그의
코디네이터와

동기화를

잃어버리면,

디바이스의

MLME는

MLME-SYNC-LOSS.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상위 계층에 보내고 즉시 그 자신의 비컨을 전송하는 것을 중단한다. 상위 계층은
MLME-SYNC-LOSS.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수신한

뒤의

어떤

순간에

새로운

MLME-

START.request 프리미티브를 보내어 비컨 전송을 다시 시작한다.
MLME-START.request 프리미티브를 수신한 후에, MAC 부계층은 macPANId에 PAN 식별자
설정하고, 비컨프레임의 발신지 PAN 식별자 필드에 이 값을 사용한다. 비컨프레임의 발신지주소
필드에는 만약 macShortAddress가 0xfffe 이면 aExtendedAddress 값을 포함하고 아니면

macShortAddress를 포함 한다.
가장 최근 비컨의 전송 시간은 macBeaconTxTime에 기록 되고, 구현상 정해지는 위치인, 각
비컨

안에서

동일한

macSyncSymbolOffset

심볼
속성에

경계에
의해

그

값을

가질

정의되며,

수

7.5.4.1이

있게

계산된다.

기술된

것과

심볼
같이

경계는
들어오는

비컨프레임의 타임스탬프(timestamp)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다.
n

모든 비컨프레임은 aBaseSuperframeDuration * 2 심볼과 같은 간격에 슈퍼프레임의 시작에
전송되며, 여기에서 n은 macBeaconOrder의 값이다 (비컨프레임 구성은 7.2.2.1에 기술됨)
비컨 전송은 모든 다른 전송과 수신 동작에 대해 우선권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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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5 디바이스발견(Device discovery)
PAN 코디네이터 또는 코디네이터는 다른 디바이스들에게 PAN에서 그의 존재를 비컨프레임을
전송하므로 나타낸다. 이것은 다른 디바이스들에게 디바이스발견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PAN

코디네이터가

아닌

코디네이터는

PAN에

성공적으로

가입되었을

때만

비컨프레임을

전송하기 시작한다. 디바이스에 의한 비컨프레임의 전송은 PANCoordinator 파라미터가 FALSE로
설정된 MLME-START.request 프리미티브를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 된다. 이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MLME는 StartTime 파라미터를 근거로 비컨을 전송하기 시작하며 (7.5.2.4 참조),
디바이스가 가입된 PAN의 식별자, macPANId를 만약 macShortAddress가 0xfffe이면 확장주소인

aExtendedAddress를,

아니면

단축주소인

macShortAddress를

사용한다.

비컨프레임은

매

aBaseSuperframeDuration * 2n 심볼마다 하나의 비컨프레임을 전송하는 비율로 전송되며,
여기에서 n은 macBeaconOrder 값이다.

7.5.3 가입과 탈퇴(Association and disassociation)
본 항은 가입과 탈퇴에 대한 절차를 정의한다.

7.5.3.1 가입(association)
디바이스는 먼저 MAC 부계층 리셋을 수행한 다음에만 가입을 시도할 수 있는데, 이는
SetDefaultPIB

파라미터가

TRUE로

설정된

MLME-RESET.request

프리미티브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며, 이후에 능동채널스캔 (7.5.2.1.2 참조)이나 혹은 수동채널스캔 (7.5.2.1.3 참조)이
완료된다. 채널 스캔의 결과는 적절한 PAN을 선택하는데 사용된다. 적절한 PAN을 선택하는
알고리즘은 채널 스캔 절차로부터 리턴 되는 PAN 디스크립트들의 목록과 관련 있는데 이 표준의
범위를 벗어난다.
가입할 PAN을 선택한 다음에 상위 계층은 MLME가 다음의 PHY와 MAC PIB 속성을 가입에
필요한 값으로 구성하는 것을 MLME-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를 통해 요청한다.
— phyCurrentChannel은

MLME-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의

LogicalChannel

파라미터와 동일하게 설정된다.
— phyCurrentPage는 MLME-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의 ChannelPage 파라미터와
동일하게 설정된다.
— macPANId는 MLME-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의 CoordPANId 파라미터와 동일하게
설정된다.
— macCoordExtendedAddress

혹은

macCoordShortAddress는, 그가 가입하고자 원하는

코디네이터로부터의 비컨프레임에서 알려진 것에 좌우되며, MLME-ASSOCIATE. Request
프리미티브의 CoordAddress 파라미터와 동일하게 설정된다.

코디네이터는 macAssociationPermit가 TRUE로 설정된 경우에만 가입을 허용한다. 유사하게
디바이스는 스캔 절차의 결과에서 표시된 현재 가입을 허용하는 코디네이터를 통해서만 PAN에
가입하는 것을 시도한다. 만약 macAssociationPermit가 FALSE로 설정된 코디네이터가 가입요청
명령어를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하면, 이 명령어는 무시 된다.
비컨사용 PAN에서 가입 절차를 최적화 하기 위해서, 디바이스는 사전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코디네이터의 비컨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상위 계층에서 TrackBeacon 파라미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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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로 설정된 MLME-SYNC.request 프리미티브를 보냄으로써 이루어진다.
MLME-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를 통해서, PAN에 가입하기를 지시 받은 디바이스는,
기존에 존재하는 PAN에 가입하는 것을 시도하며, 자신의 PAN을 시작하는 시도는 하지 않는다.
가입되지 않은 디바이스의 MAC 부계층은 기존 PAN의 코디네이터로 가입요청 명령어를 보냄으로
(7.3.1 참조) 가입 절차를 시작한다; 만약 가입요청 명령어가 채널 액세스 실패로 보낼 수 없다면,
MAC 부계층은 상위 계층에 통보 한다. 가입요청 명령어에 ACK 요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7.3.1.1 참조), 코디네이터는 ACK 프레임을 보내어 명령어가 수신된 것을 확인시킨다.
가입요청 명령어에 대한 ACK는 그 디바이스가 가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코디네이터의
상위 계층은 PAN에 있는 현재의 자원이 다른 디바이스에게 가입을 허용하기에 충분한 가를
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 상위 계층은 macResponseWaitTime 심볼 내에 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코디네이터의 상위 계층은 그 디바이스가 그의 PAN에 이전에 가입되었었던 것을 발견하면,
모든 이전에 획득했던 디바이스특성 정보를 제거 한다. 만약 충분한 자원이 가용하면, 상위
계층은 16-비트 단축주소를 그 디바이스에게 할당하며, MAC 부계층은 새로운 주소와 성공적인
가입을 나타내는 상태가 포함된 가입응답 명령어 (7.3.2 참조)를 발생시킨다. 만약 충분한 자원이
가용하지 못하면, 코디네이터의 상위 계층은 MAC 부계층에게 통보하며, 그리고 MLME는 실패를
나타내는 상태가 포함된 가입응답 명령어 (<표 83> 참조)를 발생시킨다. 가입응답 명령어는
간접전송을 사용하여 가입을 요청한 디바이스에게 보내지는데, 즉, 가입응답 명령어 프레임이
코디네이터의

저장된

펜딩트랜잭션

목록에

추가되고,

7.5.6.3에

기술된

방법을

사용하여

디바이스가 자유로울 때 추출된다.
만약 가입요청 명령어의 능력정보 필드의 할당주소 서브필드가 1로 설정되면 (7.3.1.2 참조),
코디네이터의 상위 계층은 <표 87>에 기술된 것과 같이 코디네이터에 의해 지원되는 주소
모드에 의존하는 범위의 16-비트 주소를 할당한다. 만약 가입요청 명령어의 할당주소 서브필드가
0으로

설정되면,

16-비트

단축주소는

0xfffe가

된다.

0xfffe인

단축주소는

디바이스가

가입되었지만, 코디네이터에 의해서 단축주소가 할당되지 않은 특별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
디바이스는 네트워크에서 동작하기 위해 64-비트 확장주소만 사용 한다.
가입요청 명령어의 ACK를 수신하면, 디바이스는 최대한 macResponseWaitTime 심볼 동안
코디네이터가 가입 결정을 내릴 때까지 대기한다; macResponseWaitTime PIB 속성은 네트워크
토폴로지 의존적인 파라미터이며, 디바이스가 참가하려는 네트워크의 특정 요구사항에 일치되게
설정 된다. 만약 디바이스가 비컨을 추적 중이면, 가입응답 명령어가 비컨프레임에 표시되어 있을
때에는 코디네이터로부터 이 명령어를 추출하기를 시도한다. 만약 디바이스가 비컨을 추적 중이지
않으면, macResponseWaitTime 심볼 뒤에 코디네이터로부터 가입응답 명령어를 추출하기를
시도한다. 만약 디바이스가 macResponseWaitTime 심볼 안에 코디네이터로부터 가입응답 명령어
프레임을 추출하지 못했다면, MLME는 NO_DATA 상태를 가진 MLME-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를 보내고, 가입 시도는 실패로 간주된다. 이 경우에 상위 계층은 어떠한 비컨 추적도
종료한다. 이것은 TrackBeacon 파라미터가 FALSE로 설정된 MLME-SYNC.request 프리미티브를
보냄으로 이루어 진다.
가입응답 명령어는 ACK 요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7.3.2.1 참조), 가입을 요구한 디바이스는
ACK 프레임을 보냄으로 수신을 확인한다. 만약 명령어의 가입상태 필드가 가입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으면, 디바이스는 명령어의 macShortAddress에 있는 16-비트 단축주소 필드에
있는 주소를 저장하며; PAN에서 이 단축주소의 사용하는 통신은 <표 87>에 기술된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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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범위에 좌우된다. 만약 스캔에 뒤이어 가입을 위해 선택된 최초의 비컨이 코디네이터의
단축주소를 포함하면, 코디네이터의 확장주소는 가입응답 명령어 프레임의 MHR에 포함되어 있고,

macCoordExtendedAddress에 저장된다.
<표 87> 16-비트 단축주소의 사용

명령어의 가입상태 필드가 가입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면, 디바이스는 macPANId를
디폴트 값(0xffff)으로 설정한다.

7.5.3.2 탈퇴(disassociation)
탈퇴 절차는 상위 계층에서 MLME-DISASSOCIATE.request를 MLME로 보냄에 의해서 시작 된다.
코디네이터가 가입된 그의 디바이스들 중의 하나가 PAN에서 떠나기를 원한다면, 코디네이터의
MLME는 상위 계층에서 보낸 MLME-DISASSOCIATE.request 프리미티브의 TxIndirect 파라미터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탈퇴통보 명령어를 보낸다. TxIndirect가 TRUE이면, 코디네이터의 MLME는
간접전송 방법으로 디바이스에게 탈퇴통보 명령어를 보낸다. 즉, 탈퇴통보 명령어 프레임은
코디네이터의 저장된 펜딩 트랜잭션 목록에 추가되고, 7.5.6.3에 기술된 방법을 사용하여
디바이스가 자유로울 때 추출된다. 만약 명령어 프레임이 디바이스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추출되지
못하면,

코디네이터는

디바이스가

탈퇴

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지

않으면

MLME는

디바이스에게 직접적으로 탈퇴통보 명령어를 보낸다. 이 경우에, 탈퇴통보 명령어가 채널 액세스
실패로 인해 보낼 수 없다면 MAC 부계층은 상위 계층에 통보 한다.
탈퇴 명령어는 ACK 요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7.3.3.1 참조), 수신 디바이스는 ACK
프레임을 보냄으로 수신을 확인한다. 만약 직접 혹은 간접 전송의 실패는, 코디네이터는
디바이스가 탈퇴 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입 된 디바이스가 PAN을 떠나기를 원하면, 그 디바이스의 MLME는 탈퇴통보 명령어를 그의
코디네이터로 보낸다. 탈퇴통보 명령어가 채널 액세스 실패로 인해 보낼 수 없다면 MAC
부계층은 상위 계층에 통보 한다. 탈퇴 명령어는 ACK 요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7.3.3.1
참조), 코디네이터는 ACK 프레임을 보냄으로 수신을 확인한다. 여하튼 확인 응답이 수신되지
않아도, 디바이스는 스스로 탈퇴 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탈퇴통보

명령어에

포함된

발신지주소가

macCoordExtendedAddress와

동일하면,

디바이스는 스스로 탈퇴 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코디네이터에 명령어가 수신되고 발신지주소가

macCoordExtendedAddress와

동일하지

않으면,

발신지주소가

가입

된

디바이스들

중의

하나인가를 확인하며; 만약 그렇다면, 코디네이터는 그 디바이스가 탈퇴 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상기 조건의 어느 것도 만족하지 못하면, 명령어는 무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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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된

디바이스는

PAN의

모든

참조들을

제거하므로

탈퇴

한다;

MLME

macPANId,

macShortAddress, macAssociatedPANCoord, macCoordShortAddress 와 macCoordExtendedAddress를 디폴트 값으로 설정한다. 코디네이터의 상위 계층은 그 디바이스에 대한 모든 참조를
제거하므로 디바이스를 탈퇴 한다.
요구하는 디바이스의 상위 계층은 MLME-DISASSOCIATE.confirm 프리미티브를 통해 탈퇴
절차의 결과를 통보 받는다.

7.5.4 동기화(Synchronization)
본 항은 비컨프레임을 발생하기 위한 코디네이터와 코디네이터에 동기화 하기 위한 디바이스의
절차를 규정 한다. 비컨을 지원하는 PAN에 대해서는, 동기화는 비컨프레임을 수신하고 디코딩
시킴으로

수행된다.

비컨을

지원하지

않는

PAN에

대해서는,

동기화는

데이터를

위해

코디네이터를 폴링 하므로 수행된다.

7.5.4.1 비컨 사용 동기화(Synchronization with beacons)
비컨사용 PAN (즉, macBeaconOrder < 15)에서 동작하는 모든 디바이스는 대기중인 메시지를
검출하거나 혹은 비컨을 추적하기 위해 비컨 동기화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디바이스들은

macPANId 에 정의된 PAN 식별자를 포함한 비컨으로만 비컨 동기화 획득이 허용된다. 만약
macPANId 가 브로드캐스트 PAN 식별자 (0xffff)를 정의하면, 디바이스는 비컨 동기화 획득을
시도하지 않는다.
디바이스는 MLME-SYNC.request 프리미티브를 통해 비컨 획득에 대한 시도를 지시 받는다. 만약
추적이 MLME-SYNC.request 프리미티브에 정의되면, 디바이스는 비컨 획득하기를 시도하며,
그의 수신기를 주기적이고 시간적으로 활동 시켜 그것을 계속해서 추적한다. 만약 추적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디바이스는 단지 한번 비컨 획득을 시도하거나 또는 만약 추적이 그 전의
요청에 의해 활성화 되어 있다면 다음 비컨 뒤에 추적을 종료한다.
비컨

동기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디바이스는

그의

수신기를

활성화하여

최대한

[aBaseSuperframeDuration * (2n + 1)] 심볼들 동안 검색하는데, 여기에서 n은 macBeaconOrder
값이다. 만약 디바이스의 현재 PAN 식별자를 포함한 비컨프레임이 수신되지 않으면, MLME는 이
검색을 반복한다. 유실된 비컨의 수가 aMaxLostBeacons에 도달하면, MLME는 상위 계층에
MLME-SYNC-LOSS.indication 프리미티브에 BEACON_LOSS의 잃어버린 이유와 함께 보내어
통보한다.
MLME는 각 프레임 내에 동일한 심볼 경계에 수신된 각 비컨프레임에 타임스탬프를 찍는데,
위치는 macSyncSymbolOffset 속성에 기술된다. 심볼의 경계는 macBeaconTxTime 에 저장된
유출비컨프레임(outgoing beacon frame)의 타입스탬프에 사용된 것과 같다. 타임스탬프 값은
심볼 경계의 시점에서 디바이스의 로컬 클록의 값과 같다. 타임스탬프는 구현자의 재량에 따라
절대적 혹은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인 시간 측정이 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만약 보호된 비컨프레임이 수신되면(즉, 프레임제어 필드의 보안사용 서브필드가 1로 설정되면)
디바이스는

7.5.8.2.3에

기술된

보안해제

과정을

사용하여

비컨프레임을

보안해제

하기를

시도한다.
만약 보안해제 과정으로부터의 상태가 SUCCESS가 아니면, MLME는 에러를 나타내는 보안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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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부터의 상태를 상태 파라미터에 설정하여 MLME-COMMSTATUS.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보낸다.
비컨에 해당하는 PAN 디스크립트의 보안 관련 요소는 (<표 55> 참조) 보안해제 과정에서 리턴
되는 해당 파라미터로 설정된다. PAN 디스크립트의 SecurityFailure 요소는 만약 보안해제
과정으로부터의 상태가 SUCCESS이면, SUCCESS로 설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보안과정에서의
에러를 나타내는 다른 상태코드들 중의 하나로 설정된다.
비컨프레임이 수신되고, 만약 비컨프레임의 MHR의 발신지주소와 발신지 PAN 식별자 필드가
코디네이터 발신지주소 (macCoordShortAddress 혹은 macCoordExtendedAddress, 주소모드에
좌우됨)와 디바이스의 PAN 식별자 (macPANId)와 일치하지 않으면, MLME는 비컨프레임을 폐기
한다.
만약 정당한 비컨프레임이 수신되고 macAutoRequest가 FALSE로 설정되면, MLME는 MLMEBEACON-NOTIFY.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보냄으로 상위 계층에 비컨 파라미터를 통보한다.
만약 정당한 비컨프레임이 수신되고 macAutoRequest가 TRUE로 설정되면, MLME는 만약 비컨이
어떤

페이로드를

포함하면

MLMEBEACON-NOTIFY.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먼저

보낸다.

MLME는 다음에 그의 주소를 비컨프레임의 주소목록 필드에 있는 주소들과 비교한다. 만약
주소목록 필드에 그 디바이스의 16-비트 단축주소나 혹은 64-비트 확장주소가 포함되고, 발신지
PAN 식별자가 macPANId와 일치하면, MLME는 코디네이터로부터 대기중인 데이터를 추출하는
절차를 따른다 (7.5.6.3 참조).
만약 비컨 추적이 진행되면, MLME는 다음 예측되는 비컨프레임 전송 시간 전에, 즉 알려진 다음
슈퍼프레임 시작 바로 전에 그의 수신기를 활성화 한다. 만약 MLME에 의해서 유실되는 연속적인
비컨의 수가 aMaxLostBeacons에 도달하면, MLME는 BEACON_LOST 유실 이유와 함께 MLMESYNC-LOSS.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사용하여 응답한다.

7.5.4.2 비컨 없이 동기화(Synchronization without beacons)
비컨비사용 PAN (macBeaconOrder = 15)에서 동작하는 모든 디바이스들은 상위 계층의 재량에
의해서 코디네이터를 폴링 할 수 있다.
디바이스는 MLME가 MLME-POLL.request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는 것으로 코디네이터 폴링을
지시 받는다. 이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MLME는 코디네이터로부터 대기중인 데이터를 추출하는
절차를 따른다 (7.5.6.3 참조).

7.5.4.3 Orphan 디바이스재정렬(Orphaned device realignment)
만약 상위 계층이 그의 데이터 전송 요청에 대해 반복적인 통신 실패를 수신하면, orphan
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단일 통신 실패는 디바이스의 트랜잭션이 코디네이터에 도달하는
것이 실패하면 일어나며, 즉, 데이터를 보냄에서 macMaxFrameRetries 시도 후에 ACK가
수신되지

않는

것이다.

상위

계층이

orphan

되었다고

결론

내리면,

MLME에

Orphan

디바이스재정렬 절차나 혹은 MAC 부계층을 리셋 후에 가입 절차를 수행하도록 지시한다.
만약 Orphan 디바이스재정렬 절차 수행을 상위 계층에서 결정된다면, ScanType 파라미터가
orphan 스캔으로 설정되고 ScanChannel 파라미터가 스캔 될 채널의 목록이 포함된 MLMESCAN.request 프리미티브가 보내진다. 이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MAC 부계층은 7.5.2.1.4에
기술된 것과 같이 orphan 스캔을 시작한다.
124

TTAS.IE-802.15.4-2006-part2

정보통신단체표준
만약 orphan 스캔이 성공적이면 (즉, 그의 PAN이 찾아지면) 디바이스는 그의 MAC PIB를
코디네이터재정렬 명령어에 포함된 PAN 정보로 수정된다 (7.3.8 참조).

7.5.5 트랜잭션 취급(Transaction handling)
이 표준안이 매우 저가의 디바이스를 추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터리 전원일 것이며,
트랜잭션은 코디네이터 보다는 디바이스 자체에서부터 일어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메시지가
디바이스를 위해 대기 중인 것을 코디네이터가 그의 비컨에 표시하거나, 혹은 디바이스 스스로
어떤 대기중인 메시지가 있는 가를 확인하기 위해 코디네이터를 폴링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송을 간접전송(indirect transmission)이라 부른다.
코디네이터는

MCPS-DATA.request

프리미티브나

또는

MLME로부터

상위

계층으로부터의

프리미티브에 의해 유발된 MAC 명령어 보내는 요청을 통해 간접전송 요청에 대한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시작한다. 트랜잭션의 종료에서, MAC 부계층은 상태 값을 상위 계층에 표시 한다. 만약
요청 프리미티브가 간접전송을 유발하면, 이에 상응하는 확인 프리미티브가 적절한 상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다. 역으로, 응답 프리미티브가 간접전송을 유발하면, MLME-COMMSTATUS.indication 프리미티브가 적절한 상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다. MLME-COMMSTATUS.indication

프리미티브는

목적지주소

필드를

검사하므로

그의

상응하는

응답

프리미티브와 관련될 수 있다.
트랜잭션을 만드는 간접전송 요청에 포함된 정보와, 코디네이터는 최소한 하나의 트랜잭션을
저장할 수 있다. 간접전송 요청을 수신할 때, 다른 트랜잭션을 저장할 용량이 없으면, MAC
부계층은 적절히 일치되는 프리미티브에 TRANSACTION_OVERFLOW 상태를 표시하여 상위
계층에 표시한다.
만약 코디네이터가 하나 이상의 트랜잭션을 저장할 능력이 있으면, MAC 부계층에 도달한
순서대로 같은 디바이스에서 보내진 모든 트랜잭션에 대해 보장한다. 보내진 각 트랜잭션에 대해,
같은 디바이스에 대해 다른 것이 존재하면, MAC 부계층은 그의 프레임펜딩 서브필드를 1로
설정하여, 추가적인 데이터 대기를 나타낸다.
각 트랜잭션은 코디네이터에서 최대한 macTransactionPersistenceTime 동안 지속된다. 만약
트랜잭션이 이 시간 내에 적절한 디바이스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추출되지 않으면, 트랜잭션정보는
폐기되며,

MAC

부계층은

상위

계층에

이에

적절히

일치하는

프리미티브에

TRANSACTION_EXPIRED 상태를 표시하여 통보한다. 성공적으로 추출되기 위해서는 만약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응답이 수신된다.
만약 트랜잭션이 성공적이면, 트랜잭션정보는 폐기 되며, 그리고 MAC 부계층은 상위 계층에
적절한 프리미티브로 SUCCESS 상태를 통보한다.
만약 코디네이터가 비컨을 전송하면, 비컨프레임의 주소목록 필드에 각 트랜잭션이 관련된 주소를
목록하며, 펜딩주소규격(Pending Address Specification) 필드에 주소의 수를 표시한다. 만약
코디네이터가 7개 이상의 대기 트랜잭션을 저장할 수 있으면, 그의 비컨에 선입선처리(firstcome-first-served) 근거로 그들을 표시하며, 비컨프레임이 최대한 7개 주소를 포함하는 것을
보장한다. GTS를 요구하는 트랜잭션에 대해서, PAN 코디네이터는 수신자의 주소를 비컨프레임의
펜딩주소들 목록에 추가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 디바이스에게 할당된 GTS에 트랜잭션을 전송한다
(7.5.7.3 참조).
비컨사용 PAN에서, 만약 브로드캐스트주소에 대해 트랜잭션이 대기 중이면, 비컨프레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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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제어 필드의 프레임펜딩 서브필드는 1로 설정 되며, 대기중인 메시지는 비컨에 뒤이어
CSMA-CA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즉시 전송될 수 있다. 만약 브로드캐스트주소에 대해 두 번째
메시지가

대기

중이면,

그의

전송은

다음

슈퍼프레임까지

지연된다.

단지

하나의

브로드캐스트메시지 만이 슈퍼프레임당 간접적으로 보내지는 것이 허용된다.
비컨사용

PAN에서,

펜딩주소들

목록에

그의

주소가

포함된

비컨을

수신한

디바이스는

코디네이터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시도한다. 비컨비사용 PAN에서 디바이스는 MLMEPOLL.request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면 코디네이터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시도한다.
코디네이터로부터 대기중인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절차는 7.5.6.3에 기술되어 있다. 만약
디바이스가

프레임펜딩

서브필드가

1로

설정된

비컨을

수신하면,

코디네이터로부터

브로드캐스트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하기 위해 macMaxFrameTotalWaitTime 심볼 동안 수신기를
활성화한 채로 놔둔다.

7.5.6 전송, 수신과 ACK(Transmission, reception, and acknowledgment)
본 항에서는 전송, 수신 및 ACK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기술한다.

7.5.6.1 전송(Transmission)
각 디바이스는 자신의 현 DSN 값을 MAC PIB 속성 macDSN에 저장하고, 그것을 랜덤 값으로
초기화 해야 한다. 랜덤 넘버를 선택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본 규격의 범위 밖이다. 데이터 또는
MAC 명령어 프레임이 생성되는 각 시점에 MAC 부계층은 유출프레임(outgoing frame)의 MHR의
순서번호 필드에 macDSN의 값을 복사해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값을 하나씩 증가 시켜야 한다.
각 디바이스는 자신이 통신을 원하는 유일 디바이스들의 개수에 상관없이 정확히 하나의 DSN을
생성해야 한다. macDSN의 값은 반복 순환(roll over)이 허용되어야 한다.
각 코디네이터는 자신의 현 BSN 값을 MAC PIB 속성 macBSN에 저장하고 그것을 랜덤 값으로
초기화 해야 한다. 랜덤 넘버를 선택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본 규격의 범위 밖이다. 비컨프레임이
생성되는 시점에 MAC 부계층은 유출프레임의 MHR의 순서번호 필드에

macBSN의 값을

복사해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값을 하나씩 증가 시켜야 한다. macBSN의 값은 반복 순환(roll
over)이 허용되어야 한다.
DSN과 BSN은 모두 8비트 값이고 그래서 상위계층에 사용이 제한됨에 주목해야 한다(예를 들어,
DSN의 경우에, 재전송된 프레임의 탐지 시에).
발신지주소
포함해야

필드가 존재한다면, 발신지주소 필드는
한다.

디바이스가

가입되어

있고

16

프레임을 송신하는
비트

단축주소가

디바이스의

주소를

할당되었다면(가령,

macShortAddress가 0xfffe 또는 0xffff는 아님), 디바이스는 가능하다면 자신의 64 비트 확장주소
(즉, aExtendedAddress)에 우선하여 그 주소로 사용해야 한다. 디바이스가 PAN에 아직 가입
되지 않았거나 macShortAddress가 0xffff이면, 디바이스는 발신지주소 필드를 요구하는 모든
통신에서 자신의 64 비트 확장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만일 발신지주소 필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프레임의 발신자는 PAN 코디네이터가 되는 것으로 가정되어야 하고 목적지주소 필드는 수신자의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목적지주소 필드가 존재한다면, 목적지주소 필드는 프레임의 의도된 수신자의 주소를 포함해야
하며, 이 주소는 16 비트 단축주소 또는 64 비트 확장주소가 될 수 있다. 만일 목적지주소
필드가 존재하지 않으면, 프레임의 수신자는 PAN 코디네이터인 것으로 가정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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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지주소 필드는 발신자의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만일 목적지와 발신지 주소 정보 양쪽이 모두 존재한다면 MAC 부계층은 목적지와 발신지 PAN
식별자들을 비교해야 한다. 만일 PAN 식별자들이 일치한다면, 프레임제어 필드의 PAN ID 요약
서브필드는 1로 설정되어야 하고, 발신지 PAN 식별자는 송신된 프레임으로부터 생략되어야 한다.
만일 PAN 식별자들이 다르다면, 프레임제어 필드의 PAN ID 요약 서브필드는 0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목적지 PAN 식별자 및 발신지 PAN 식별자 필드는 송신된 프레임에 포함되어야 한다. 만일
목적지와 발신지 주소 정보 중 하나만 존재한다면 프레임제어 필드의 PAN ID 요약 서브필드는
0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단일주소(single address)의 PAN 식별자 필드는 송신된 프레임에
포함되어야 한다.
만일 프레임이 비컨사용 PAN 상에서 송신된다면 송신 디바이스는 송신 전에 비컨을 찾기를
시도해야 한다. 만일 비컨이 추적되지 않고(7.5.4.1 참조) 그래서 디바이스가 비컨이 어디에
나타나는

가를

알지

못한다면

디바이스는

자신의

수신기를

활성화하여

최대로

n

[aBaseSuperframeDuration * (2 + 1)] 심볼들을 탐색해야 한다. 여기서 n 은 비컨을 찾기 위한

macBeaconOrder 값을 의미한다. 만일 비컨이 이 시간 후에도 발견되지 않으면, 디바이스는
비슬롯화 버전의 CSMA-CA 알고리즘 (7.5.1.4 참조)이 성공한 후에 프레임을 송신해야 한다.
탐색 후 또는 추적 중 어느 하나로 인해 일단 비컨이 발견되면 프레임은 슈퍼프레임의 적절한
구간에서 송신되어야 한다. CAP에서의 송신은 슬롯화 버전의 CSMA-CA 알고리즘 (7.5.1.4
참조)의 성공적인 적용에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GTS에서 송신은 CSMA-CA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프레임이 비컨비사용 PAN 상에서 송신된다면, 프레임은 비슬롯화 버전의 CSMA-CA
알고리즘 (7.5.1.4 참조)이 성공한 후에 송신되어야 한다
비컨사용 PAN 또는 비컨비사용 PAN 중 어느 하나를 위해서, 만일 전송이 직접적이고 상위계층에
의해 보내진 프리미티브에 기인하여 발생되고 CSMA-CA 알고리즘이 실패한다면 상위계층에게
통보 되어야 한다. 만일 전송이 간접적이고 CSMA-CA 알고리즘이 실패한다면 프레임은 다시
요구되고 성공적으로 송신될 때까지 또는 트랜잭션이 해제될 때까지 트랜잭션 큐에 남아있어야
한다.
디바이스는 7.5.8.2.1에 기술된 유출프레임 보안과정을 사용하여 프레임을 처리해야 한다. 만일
유출프레임 보안과정으로부터의 상태가 SUCCESS가 아니면 MLME는 이에 상응하는 확인을
보내거나 또는 에러를 나타내는 유출프레임 보안과정으로부터의 상태로 설정된 상태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MLME-COMM-STATUS.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보내야 한다.
프레임을 전송하기 위하여 MAC 부계층은 처음에 PHY에 TX_ON의 상태를 가지는 PLME-SETTRX-STATE.request 프리미티브를 보냄으로써 송신기를 활성화 해야 한다. SUCCESS 또는
TX_ON 중 하나의 상태를 가지는 PLME-SET-TRX-STATE.confirm 프리미티브의 수신 시에,
구성된 프레임은 PD-DATA.request 프리미티브를 보냄으로써 송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PDDATA.confirm 프리미티브의 수신 시에 MAC 부계층은 수신기가 전송 후속으로 활성화 되는지
여부에

의존하면서

PHY에

RX_ON

또는

TRX_OFF

의

상태를

가지는

PLME-SET-TRX-

STATE.request 프리미티브를 보냄으로써 송신기를 비활성화 해야 한다. 프레임제어 필드의 ACK
요청 서브필드가 1로 설정되는 경우에, MAC 부계층은 PHY에 RX_ON의 상태를 가지는 PLMESET-TRX-STATE.request 프리미티브를 보냄으로써 프레임의 전송 후속하여 바로 수신기를
활성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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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2 수신과 거부(Reception and rejection)
각 디바이스는 MAC 부계층이 유휴(idle) 기간 동안에 자신의 수신기를 활성화 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유휴 기간 동안 MAC 부계층은 여전히 상위 계층으로부터의 송수신기 타스크(task) 요청을
서비스해야 한다. 송수신기 타스크는 만일 필요한 경우에 ACK 수신을 포함하는 전송요청 또는
수신요청으로 정의 된다. 각 단일주소의 완료 시에 MAC 부계층은 macBeaconOrder 및

macRxOnWhenIdle의 값에 의존하면서 PHY가 자신의 수신기를 각각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만일 macBeaconOrder가 15보다 작으면, macRxOnWhenIdle의 값은 유입
슈퍼프레임의

CAP의

유휴

기간

동안만

관련되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만일

macBeaconOrder가 15와 같으면, macRxOnWhenIdle 의 값은 모든 시간에 관련된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무선 통신의 특성으로 인해, 디바이스는 자신의 수신기가 활성화되는 경우에 동일한 채널에서
현재 동작하고 자신의 POS 안에 존재하면서 타 발신자들로부터의 간섭을 받으면서 본 표준
규격과 순응하는 모든 디바이스로부터의 송신을 수신하고 디코딩 할 수 있다. 그러므로 MAC
부계층은 수신되는 프레임을 필터링 해야 하고 상위 계층에 관심 있는 프레임만 제공해야 한다.
첫 번째 레벨의 필터링을 위해, MAC 부계층은 MFR의 FCS 필드에 정확한 값을 포함하지 않는
모든 수신된 프레임을 제거해야 한다(7.2.1.9 참조). FCS 필드는 수신된 프레임의 MHR 및 MAC
페이로드 상에서 의도된 FCS를 재계산함으로써 그리고 그 후에 이 값을 수신된 FCS 필드와
비교함으로써 수신 시에 검증되어야 한다. 수신된 프레임의 FCS 필드는 만일 이 값들이 같다면
정확한 것으로, 다르다면 부정확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두 번째 레벨의 필터링은 MAC 부계층이 현재 promiscuous 모드에서 동작하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promiscuous 모드에서 MAC 부계층은 첫 번째 필터 후에 수신된 모든 프레임을 더 이상의
필터링

또는

처리

없이

상위

계층에

직접

전달해야

한다.

MAC

부계층은

macPromiscuousMode가 TRUE로 설정되어 있다면 promiscuous 모드에 있어야 한다.
만일 MAC 부계층이 promiscuous 모드에 있지 않으면 (가령, macPromiscuousMode가 FALSE로
설정됨), MAC 부계층은 아래의 세 번째 레벨 필터링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프레임만
수락해야 한다:
— 프레임타입 서브필드는 유보된(reserved) 프레임타입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프레임버전 서브필드는 유보된 값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목적지 PAN 식별자가 프레임에

포함된다면

목적지

PAN 식별자가

macPANId에

일치되거나 브로드캐스트 PAN 식별자 (0xffff)가 되어야 한다.
— 단축목적지주소가

프레임에

포함된다면

단축목적지주소는

macShortAddress

또는

브로드캐스트주소 (0xffff)에 일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일 확장목적지주소가
프레임에 포함된다면 확장목적지주소는 aExtendedAddress에 일치되어야 한다.
— 만일 프레임이 비컨프레임인 것으로 프레임 형태가 나타내면, macPANId 가 0xffff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발신지 PAN 식별자는 macPANId와 일치되어야 한다. 0xffff인
경우에 비컨프레임은 발신지 PAN 식별자에 상관없이 수락되어야 한다.
— 만일 발신 주소 필드들만 데이터 또는 MAC 명령어 프레임에 포함된다면, 디바이스가
PAN 코디네이터이고 발신지 PAN 식별자가 macPANId에 일치되는 경우에만 프레임은
수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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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셋째

레벨

필터링의

어떠한

요구사항도

만족되지

않는다면,

MAC

부계층은

유입프레임(incoming frame)을 더 처리하는 것 없이 제거 해야 한다. 만일 셋째 레벨 필터링
요구사항

모두가

만족된다면

프레임은

유효한

것으로

고려되고

더

처리되어야

한다.

브로드캐스트가 아닌 유효한 프레임을 위해, 만일 프레임타입 서브필드가 데이터 또는 MAC
명령어 프레임을 나타내고 프레임제어 필드의 ACK 요청 서브필드가 1로 설정되면, MAC
부계층은 ACK 프레임을 보내야 한다. ACK 프레임의 전송에 앞서서 수신된 데이터 또는 MAC
명령어 프레임에 포함되어 있는 순서 번호는 ACK 프레임의 순서번호 필드에 복사되어야 한다. 이
단계로 인해 트랜잭션 발신자는 적절한 ACK 프레임을 수신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프레임제어 필드의 PAN ID 요약 서브필드가 1로 설정되고 목적지 및 발신지 주소 프레임에
포함된다면, MAC 부계층은 생략된 발신지 PAN 식별자 필드가 목적지 PAN 식별자 필드에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디바이스는 7.5.8.2.3에 기술된 유입프레임보안 절차를 사용하여 프레임을 처리해야 한다.
만일 유입 프레임 보안 절차로부터의 상태가 SUCCESS가 아니면 MLME는 이에 상응하는 확인을
보내거나 또는 유입 프레임 보안 절차로부터의 상태로 설정된 상태 파라미터 및 보안해제 과정에
의해 리턴 된 상응하는 파라미터들로 설정된 보안 관련 파라미터들을 포함하는 MLME-COMMSTATUS.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보내야 한다.
만일 유효 프레임이 데이터 프레임이면 MAC 부계층은 상위 계층으로 프레임을 전달 시켜야 한다.
이것은 프레임 정보를 포함하는 MCPS-DATA.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보냄으로써 성취된다.
MCPS-DATA.indication 프리미티브의 보안 관련 파라미터들은 보안해제 과정에 의해 리턴 된
상응하는 파라미터들로 설정되어야 한다.
만일 유효 프레임이 MAC 명령어 또는 비컨프레임이면 MAC 부계층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고
상응하는 확인(confirm) 또는 표시(indication) 프리미티브가 상위계층으로 보내져야 한다. 보안
관련 파라미터들에 상응하는 확인 또는 표시 프리미티브의 보안해제 과정에 의해 리턴 된
상응하는 파라미터들로 설정되어야 한다.

7.5.6.3 코디네이터로부터 펜딩데이터 추출(Extracting pending data from a coordinator)
비컨사용

PAN

상의

디바이스는

7.5.4.1에

설명된

대로

수신된

비컨프레임의

내용들을

조사함으로써 자신을 위해 어떠한 프레임이 대기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만일
디바이스의 주소가 비컨프레임의 주소목록 필드에 포함되어 있고 macAutoRequest 가 TRUE
라면 디바이스의 MLME는 프레임제어 필드의 ACK 요청 서브필드가 1로 설정됨과 함께 CAP
동안에 데이터요청 명령어 (7.3.4 참조)를 코디네이터에게 보내야 한다.

이것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능동 또는 수동스캔을 수행하는 동안에 비컨프레임이 수신되는 경우이다(7.5.2.1 참조).
MLME가 코디네이터에게 데이터요청 명령어를 보내야 하는 2가지 다른 케이스가 있다. 첫 번째
케이스는 MLME가 MLME-POLL.request 프리미티브를 수신하는 때이다. 두 번째 케이스는
디바이스가 가입 절차 동안과 같은 요청 명령어 프레임에 ACK 한 후에 데이터요청 명령어를

macResponseWaitTime 심볼들 후에 송신하는 경우이다. 데이터요청이 PAN 코디네이터를
의도하면 목적지주소 정보는 생략될 수 있다.
만일

데이터요청

명령어가

MLME-POLL.request

프리미티브로부터

발생된다면,

MLME는

7.5.8.2.1에 따라서 MLME-POLL.request 프리미티브의 SecurityLevel, KeyIdMode, KeySource,
및 KeyIndex 파라미터들에 기초하여 데이터요청 명령어에 관한 보안과정(security proces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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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해야 한다. 그 외에 있어서 MLME는 7.5.8.2.1에 따라서 macAutoRequestSecurityLevel,

macAutoRequestKeyIdMode, macAutoRequestKeySource, 및 macAutoRequestKeyIndex PIB
속성에 기초하여 데이터요청 명령어에 관한 보안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데이터요청 명령어를 성공적으로 수신 하자마자 코디네이터는 ACK 프레임을 보내어 자신의
수신을 확인 시켜야 한다.

만일 코디네이터가 ACK 프레임 (7.5.6.4.2 참조)을 보내기 전에

디바이스가 펜딩 된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코디네이터는 디바이스를 위한 프레임이 실제적으로 펜딩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ACK
프레임의 프레임제어 필드의 프레임펜딩 서브필드를 설정해야 한다. 만일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코디네이터는 ACK 프레임의 프레임펜딩 서브필드를 1로 설정해야 한다.
0으로

설정된

프레임펜딩

서브필드를

포함하는

ACK

프레임을

수신

하면

디바이스는

코디네이터에 펜딩 된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야 한다.
프레임펜딩 서브필드가 1로 설정된 ACK 프레임을 수신 하면 디바이스는 코디네이터로부터
상응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하기

위해

비컨

사용

PAN에서는

최대

macMaxFrameTotalWaitTime CAP 심볼들 동안 또는 비컨 비사용 PAN에서는 여러 심볼들 동안
자신의 수신기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만일 요구하는 디바이스를 위해 코디네이터 내에 펜딩 된
실제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면, 코디네이터는 그 프레임을 본 항에서 설명되는 메커니즘의 하나를
사용하여 디바이스로 전송해야 한다. 만일 요구하는 디바이스를 위해 코디네이터 내에 펜딩 된
데이터 프레임이 없다면, 코디네이터는 본 항에서 설명되는 메커니즘의 하나를 사용하여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시하면서 0(zero) 길이 페이로드를 포함하여 ACK 요구 없이 데이터
프레임을 디바이스에 송신해야 한다.
데이터요청 명령어의 ACK에 후속되는 데이터 프레임은 아래의 메커니즘 중 하나를 사용하여
송신되어야 한다:
— CSMA-CA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만일

MAC

부계층이

백오프슬롯경계

상에서

aTurnaroundTime과 (aTurnaroundTime + aUnitBackoffPeriod) 심볼들 사이에서 데이터
프레임의 전송을 시작할 수 있고, 메시지, 적절한 IFS 및 ACK를 위해 CAP내에 남아있는
시간이 있는 경우. (6.4.1 항에 aTurnAroundTime에 대한 설명 참조).

만일 요구되는

ACK 프레임이 데이터 프레임에 후속되어 수신되지 않으면, 그 과정은 새로운 데이터요청
명령어의 수신에 후속되어 새로 시작해야 한다.
— CSMA-CA를 사용하는 경우: 그 외.
만일 요구하는 디바이스가 비컨사용 PAN에서 macMaxFrameTotalWaitTime CAP 심볼들 이내
또는 비컨비사용 PAN에서 여러 심볼들 이내에 코디네이터로부터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하지
못하거나 만일 요구하는 디바이스가 코디네이터로부터 0(zero) 길이 페이로드를 가지는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하게 되면 요구하는 디바이스는 코디네이터에 펜딩 된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결론짓게 된다. 만일 요구하는 디바이스가 코디네이터로부터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하면 요구하는
디바이스는 요구가 있다면 ACK 프레임을 송신하여 수신을 확인시킨다.
만일 코디네이터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프레임의 프레임제어 필드의 프레임펜딩 서브필드가 1로
설정되어 있다면 디바이스는 코디네이터와 함께 펜딩 된 데이터를 여전히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디바이스는 코디네이터에 새로운 데이터요청 명령어를 송신함으로 인해
데이터를 추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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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4 ACK와 재전송 사용
데이터 또는 MAC 명령어 프레임은 그 프레임을 위해 적절히 설정된 자신의 프레임제어 필드의
ACK 요청 서브필드와 함께 송신되어야 한다. 비컨 또는 ACK 프레임은 ACK 요청 서브필드를
0으로 설정하여 항상 송신되어야 한다. 유사하게, 브로드캐스트 되는 어떠한 프레임도 ACK 요청
서브필드를 0으로 설정하여 송신되어야 한다.

7.5.6.4.1 No ACK
ACK 요청 서브필드를 0으로 설정하여 전송되는 프레임은 자신의 의도된 수신자에 의해 ACK를
받지 않아야 한다. 발신 디바이스는 프레임의 전송이 성공적이었다고 가정해야 한다.
(그림 70)에서 메시지시퀀스차트는 ACK 요구 없이 발신자로부터 수신자로 단일의 데이터
프레임을 전송하는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이 경우에 발신자는 0으로 설정된 프레임제어 필드의
ACK 요청 (Acknowledgment Request, AR) 서브필드를 가지는 데이터 프레임을 송신한다.

(그림 70) Successful data transmission without an ACK

7.5.6.4.2 ACK(Acknowledgment)
프레임제어 필드의 ACK 요청 서브필드가 1로 설정되고 송신되는 프레임은 수신자에 의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의도된 수신자가 정확히 프레임을 수신한다면 수신자는 확인될 예정인 데이터 또는
MAC 명령어 프레임과 동일한 DSN을 포함하는 ACK 프레임을 생성하고 송신해야 한다.
비컨비사용 PAN 또는 CFP에서 ACK 프레임의 전송은 데이터 또는 MAC 명령어 프레임의 마지막
심볼의 수신 후에 aTurnaroundTime 심볼들에서 개시해야 한다. CAP에서 ACK 프레임의 전송은
데이터 또는 MAC 명령어 프레임의 마지막 심볼의 수신 후 aTurnaroundTime 심볼들 또는
백오프슬롯경계 중 하나에서 개시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 ACK 프레임의 전송은 데이터 또는
MAC 명령어 프레임의 마지막 심볼의 수신 후에 aTurnaroundTime과 (aTurnaroundTime +

aUnitBackoffPeriod) 심볼들 사이에서 개시해야 한다. 상수인 aTurnaroundTime은 <표 22> (6.4.1
참조)에 정의 되어 있다.
(그림 71)에서 메시지시퀀스차트는 발신자로부터 수신자에게 ACK를 가지는 단일의 데이터
프레임을 전송하는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이 경우에 발신자는 프레임제어 필드의 ACK 요청
(Acknowledgment Request, AR) 서브필드를 1로 설정한 데이터 프레임을 송신함으로써 ACK를
요구한다는 것을 수신자에게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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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Successful data transmission with an ACK

7.5.6.4.3 재전송(Retransmission)
프레임제어 필드의 ACK 요청 서브필드가 0으로 설정된 프레임을 송신하는 디바이스는 전송이
성공적으로 수신되었다고 가정해야 하고, 그래서 재전송절차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ACK 요청 서브필드가 1로 설정된 데이터 또는 MAC 명령어 프레임을 송신하는 디바이스는 이에
상응하는 ACK 프레임이 수신되는데 최대한 macAckWaitDuration 심볼들을 대기해야 한다. 만일
ACK

프레임이

macAckWaitDuration

심볼들

이내에

수신되고

최초의

전송(original

transmission)과 동일한 DSN을 포함한다면, 그 전송은 성공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재전송과
관련한

더

이상의

동작이

디바이스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만일

ACK가

macAckWaitDuration 심볼들 이내에 수신되지 않거나 ACK가 최초의 전송과 같지 않은 DSN을
포함한다면 디바이스는 단일 전송 시도가 실패한 것으로 결론지어야 한다.
만일 단일 전송 시도가 실패하였고 간접 전송이었다면, 코디네이터는 데이터 또는 MAC 명령어
프레임을 재전송하지 않아야 한다. 대신에 그 프레임은 코디네이터의 트랜잭션큐에 남아있어야
하고 단지 새로운 데이터요청 명령어의 수신에 후속하여 추출될 수 있다. 만일 새로운 데이터요청
명령어가 수신되면 발신 디바이스는 최초의 전송에 사용되었던 것과 같은 DSN을 사용하여
프레임을 송신해야 한다.
만일 단일 전송 시도가 실패하였고 직접 전송이었다면, 디바이스는 데이터 또는 MAC 명령어
프레임 송신 및 ACK 대기 과정을 최대 macMaxFrameRetries 배까지 반복해야 한다. 재전송된
프레임은 최초의 전송에서 사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DSN을 포함해야 한다. 각 재전송은

슈퍼프레임의 동일한 부분, 가령 CAP 또는 최초의 전송이 시도 되었던 GTS 이내에 완료될 수
있을 때에만 시도되어야 한다. 만일 이 타이밍이 가능하지 않다면 재전송은 다음 슈퍼프레임에
동일한 부분까지 연기되어야 한다. 만일 ACK이 macMaxFrameRetries 재전송 후에 여전히
수신되지 않으면 MAC 부계층은 전송이 실패한 것으로 가정하고 실패에 대해 상위 계층에 통보
해야 한다.

7.5.6.5 Promiscuous 모드
디바이스는 macPromiscuousMode의 설정에 의해 promiscuous 모드를 활성화 하게 된다. 만일
MLME에 macPromiscuousMode가 TRUE로 설정되는 것이 요구된다면, MLME는 그때 PHY가
자신의 수신기를 활성화시키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요구는 MLME가 RX_ON 상태를 가진 PLMESET-TRX-STATE.request 프리미티브를 보낼 때 성취된다.
promiscuous 모드에서는 MAC 부계층이 7.5.6.2에 따라서 수신된 프레임을 처리하고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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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된 모든 프레임을 MCPS-DATA.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사용하여 상위계층으로 전달 해야
한다. 발신지 및 목적지주소모드 파라미터들은 각각 0x00로 설정되어야 하고 MSDU 파라미터는
MAC 페이로드 (그림 41 참조)와 연결된 MHR를 포함해야 하고 msduLength 파라미터는 MAC
페이로드와 연결된 MHR에서 총 옥텟 개수를 포함해야 한다. mpduLinkQuality는 유효해야 한다.
만일 MLME에 macPromiscuousMode가 FALSE로 설정되는 것이 요구된다면, MLME는 PHY가
자신의 수신기를 macRxOnWhenIdle에 의해 규정된 상태로 설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요구는
설정된 그 상태를 가진 PLME-SET-TRX-STATE.request 프리미티브 (6.2.2.7 참조)를 MLME가
보냄으로써 성취된다.

7.5.6.6 전송 시나리오(Transmission scenario)
무선 미디어의 불완전 특성으로 인해 전송된 프레임은 자신이 의도한 목적지에 항상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 72)는 서로 다른 데이터 전송 시나리오를 보여 준다:

— 성공적인 데이터 전송. 발신자 MAC 부계층은 PHY 데이터 서비스를 경유하여 수신자에게
데이터

프레임을

송신한다.

ACK를

대기하고

있는

시점에

발신자

MAC

부계층은

macAckWaitDuration 심볼들 후에 종료되는 타이머를 시작한다. 수신자 MAC 부계층은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하고 발신자에게 되돌려 ACK를 송신하고 그 프레임을 상위계층으로
전달 시킨다. 발신자 MAC 부계층은 자신의 타이머가 종료되기 전에 수신자로부터 ACK를
수신하면 타이머를 비활성화 시키고 리셋 시킨다. 데이터 전달은 이제 완료되고 발신자
MAC 부계층은 상위 계층으로 성공 확인을 보낸다.

— 손실된 데이터 프레임. 발신자 MAC 부계층은 PHY 데이터 서비스를 경유하여 수신자에게
데이터

프레임을

송신한다.

ACK를

기다리는

시점에

발신자

MAC

부계층은

macAckWaitDuration 심볼들 후에 종료되는 타이머를 시작한다. 수신자 MAC 부계층은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ACK 응답을 못 주게 된다. 발신자 MAC
부계층의 타이머는 ACK 수신 전에 종료되게 된다. 따라서 데이터 전달은 실패하게 된다.
만일

직접전송이었다면,

발신자는

데이터를

재전송하고,

이

전체

순서는

최대

macMaxFrameRetries 번까지 반복될 수 있다. 만일 데이터 전달 시도가 총 (1 +
macMaxFrameRetries) 번 실패하면 발신자 MAC 부계층은 상위 계층으로 실패 확인을
보낸다. 만일 간접전송이었다면,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를 위한 또 다른 요청이 수신되고
정확히

ACK

되거나

트랜잭션큐(transaction

macTransactionPersistenceTime이
queue)에

macTransactionPersistenceTime이

남아있게

도달한다면

될

도달될

때까지

것이다.

만일

트랜잭션정보(transaction

information)은

제거될 것이고, MAC 부계층은 상위계층으로 실패 확인을 보낼 것이다.

— 유실 ACK 프레임. 발신자 MAC 부계층은 PHY 데이터 서비스를 경유하여 수신자로 데이터
프레임을 전송한다. ACK를 기다리는 시점에 발신자 MAC 부계층은 macAckWaitDuration
심볼들 후에 종료되는 타이머를 시작한다. 수신자 MAC 부계층은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하고,
발신자에게 ACK를 보내고, 상위 계층으로 그 프레임을 전달 시킨다. 발신자 MAC 부계층은
ACK 프레임을 수신하지 못하고 자신의 타이머는 종료된다. 그래서 데이터 전달은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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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직접

전송이었다면,

발신자는

데이터를

재전송하고,

이

전체

시퀀스는

최대

macMaxFrameRetries 번까지 반복될 수 있다. 만일 데이터 전달 시도가 총 (1 +
macMaxFrameRetries) 번 실패하면 발신자 MAC 부계층은 상위계층에 실패 확인을 보낼
것이다. 만일 간접 전송이었다면,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를 위한 또 다른 요청이 수신되고
정확히

ACK

되거나

macTransactionPersistenceTime이

도달될

때까지

트랜잭션큐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만일 macTransactionPersistenceTime이 도달한다면 트랜잭션정보는
제거될 것이고, MAC 부계층은 상위 계층으로 실패확인을 보낼 것이다.

(그림 72)

Transmission scenarios, using 직접전송, for frame reliability

7.5.7 GTS 할당 및 관리(GTS allocation and management)
GTS는 (PAN상에) 디바이스에게 전적으로 전용되는 슈퍼프레임의 어느 한 구간에 있는 채널에서
그 디바이스가 동작하도록 허용한다. GTS는 PAN 코디네이터에 의해서만 할당되어야 하며 GTS는
PAN 코디네이터와 PAN 코디네이터를 통하여 PAN과 가입된 디바이스 간의 통신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하나의

GTS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슈퍼프레임

슬롯들까지

확장될

수

있다.

슈퍼프레임에서 충분한 용량이 있다면 PAN 코디네이터는 동시에 7개까지 GTS를 할당할 수 있다
GTS 요청의 요구사항과 슈퍼프레임에서 현재 가용한 용량에 기초하여 GTS를 할당 할 것인가를
PAN 코디네이터가 결정하는 것과 함께 GTS는 사용되기 전에 할당되어야 한다. GTS는
선입선처리(first-come-first-served) 근거로 할당되어야 하며, 모든 GTS는 슈퍼프레임의 끝에
그리고 CAP 후에 인접해서 놓여야 한다. 각 GTS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을 때 할당을 해제해야
하고, GTS는 PAN 코디네이터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할당이 해제될 수 있으며, 또는 GTS를
처음 요구했던 디바이스에 의해서 할당이 해제될 수 있다. GTS를 할당 받은 디바이스는
CAP에서도 동작할 수 있다.
할당된 GTS에서 전송되는 데이터 프레임은 오직 단축주소만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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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S의 관리는 PAN 코디네이터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GTS를 관리하기 위해서 PAN
코디네이터는 7개 GTS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각 GTS를
위해서 PAN 코디네이터는 자신의 시작 슬롯, 길이, 방향 및 가입된 디바이스 주소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GTS 방향은 GTS를 소유하는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 흐름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송신 또는
수신으로 규정된다. 그래서 디바이스 주소 및 방향은 각 GTS를 구분해서 식별해야 한다.
각 디바이스는 하나의 송신 GTS 및/또는 하나의 수신 GTS를 요구할 수 있다. 각 할당된 GTS를
위해 디바이스는 자신의 시작 슬롯, 길이 및 방향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디바이스가
수신 GTS를 할당 받게 되면 디바이스는 GTS의 전체를 위해 자신의 수신기를 활성화 해야 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디바이스가 송신 GTS를 할당 받게 되면 GTS의 전체를 위해 PAN 코디네이터는
자신의 수신기를 활성화 해야 한다. 만일 데이터 프레임이 수신 GTS 동안 수신되고 ACK가
요구된다면 디바이스는 보통 ACK 프레임을 송신해야 한다. 유사하게, 디바이스는 송신 GTS 동안
ACK 프레임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디바이스는 현재 비컨을 추적하고 있는 경우에만 GTS를 할당하고 사용하도록 시도해야 한다.
MLME는

TrackBeacon

파라미터를

TRUE로

설정한

MLME-SYNC.request

프리미티브를

보냄으로써 비컨들을 추적하도록 지시 받는다. 만일 디바이스가 PAN 코디네이터와의 동기를
잃는다면 모든 자신의 GTS 할당은 손실되어야 한다.
GTS의 사용은 옵션이다.

7.5.7.1 CAP 유지관리(maintenance)
PAN 코디네이터는 aMinCAPLength의 최소 CAP 길이를 보존해야 하고 최소 CAP가 만족되지
않을 경우 예방동작(preventative action)을 해야 한다. 그러나 GTS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컨프레임 길이에서의 임시적인

증가를 수용하는

예외가 허용되어야

한다. 만일

예방동작이 필요하게 되면 선택된 동작은 구현 사항으로 남겨지지만 아래의 하나 이상이
포함되게 된다:
— 비컨에 포함되는 펜딩주소들의 수 제한
— 비컨프레임에서 페이로드 필드를 포함하지 않음
— 하나 이상의 GTS 할당해제

7.5.7.2 GTS 할당(GTS allocation)
디바이스는

GTS

특성이

의도된

응용의

요구사항에

따라

설정된

MLME-GTS.request

프리미티브를 통하여 새로운 GTS의 할당을 요구하도록 지시 받는다.
새로운 GTS의 할당을 요구하기 위하여 MLME는 PAN 코디네이터에게 GTS 요청 명령어 (7.3.9
참조)를 보내야 한다. 그 요구의 GTS 특성 필드의 특성형태 서브필드는 1 (GTS 할당)로
설정되어야 하고, 길이와 방향 서브필드들은 요구되는 GTS의 원하는 특성에 따라서 설정되어야
한다. GTS 요청 명령어는 ACK 요청 (7.3.3.1 참조)를 포함하기 때문에 PAN 코디네이터는 ACK
프레임을 송신함으로써 자신의 수신을 확인해야 한다.
GTS 할당 요청을 지시하는 GTS 요청 명령어를 수신 하자마자, PAN 코디네이터는 먼저 CAP의
잔여 길이 및 요구되는 GTS의 원하는 길이에 기초하여 현 슈퍼프레임에 가용한 용량이 얼마인지
체크 해야 한다. 슈퍼프레임은 GTS의 최대 수가 도달되지 않고 원하는 길이의 GTS의 할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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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의 길이를 aMinCAPLength이하로 감소시키지 않도록 가용한 용량을 가져야 한다. GTS는
충분한 가용 대역폭을 가진다면 PAN 코디네이터에 의해 선입선처리(first-come-first-served)
근거로 할당되어야 한다. PAN 코디네이터는 aGTSDescPersistenceTime 슈퍼프레임 이내에서 이
결정을 하여야 한다.
GTS 요청 명령어에 대한 ACK를 수신 하자마자 디바이스는 비컨들을 계속해서 추적해야 하고
최대한 aGTSDescPersistenceTime 슈퍼프레임 동안 대기하여야 한다. 만일 디바이스를 위한
GTS 디스크립트가 이 시간 이내에 비컨에서 보이지 않으면 디바이스의 MLME는 상위 계층에
실패를

통보해야

한다.

이

통보는

MLME가

NO_DATA

상태를

가진

MLME-GTS.confirm

프리미티브 (7.1.7.2 참조)를 보낼 때 이루어 진다.
PAN 코디네이터가 요구된 GTS를 위해 용량이 가용한지를 결정할 때, PAN 코디네이터는 요구
규격과 함께 GTS 디스크립트 및 요구하는 디바이스의 16-비트 단축주소를 생성해야 한다. 만일
GTS가 성공적으로 할당되었다면, PAN 코디네이터는 GTS 디스크립트에서의 시작 슬롯을 GTS가
시작하는 슈퍼프레임 슬롯으로 그리고 GTS 디스크립트에서의 길이를 GTS의 길이로 설정해야
한다. 게다가, PAN 코디네이터는 새로운 GTS에 대해 상위 계층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통보는
PAN 코디네이터의 MLME가 할당된 GTS의 특성과 함께 MLME-GTS.indication 프리미티브
(7.1.7.3 참조)를 보낼 때 성취된다. 만일 요구되는 GTS를 할당하는데 충분한 용량이 없다면
시작 슬롯은 0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길이는 현재 지원될 수 있는 가장 큰 GTS 길이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PAN 코디네이터는 자신의 비컨에 이 GTS 디스크립트를 포함해야
하고

따라서

비컨프레임의

GTS

규격

필드를

갱신해야

한다.

또한

PAN

코디네이터는

비컨프레임의 슈퍼프레임규격 필드의 최종 CAP 슬롯 서브필드를 업데이트하여 최종 슈퍼프레임
슬롯이

감소된

CAP에

의해

이용됨을

지시할

것이다.

GTS

디스크립트는

aGTSDescPersistenceTime 슈퍼프레임 동안 비컨프레임에 남아있어야 하며 그 후에 이것은
자동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PAN 코디네이터는 GTS 디스크립트의 포함에 기인하여 비컨프레임
길이에서 임시적인 증가를 수용하기 위해서 aMinCAPLength 아래로 자신의 CAP를 줄이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macShortAddress에

상응하는

GTS

디스크립트를

포함하는

비컨프레임을

수신

하자마자

디바이스는 그 디스크립트를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디바이스의 MLME는 GTS 할당요청이
성공적이었는지 여부를 상위 계층에 통보해야 한다. 이 통보는 MLME가 SUCCESS (만일 GTS
디스크립트에서의

시작

슬롯이

0

보다

컸다면)

또는

DENIED

(만일

시작

슬롯이

0과

동일하였거나 길이가 요구되는 길이와 일치 되지 않았다면)의 상태를 가진 MLMEGTS.confirm
프리미티브를 보낼 때 성취된다.

7.5.7.3 GTS 사용법(GTS usage)
PAN 코디네이터가 아닌 디바이스의 MAC 부계층이 GTS 전송을 나타내는 TxOptions 파라미터를
가진 MCPS-DATA.request 프리미티브 (7.1.1.1 참조)를 수신할 때 디바이스의 MAC 부계층은
자신이 유효한 송신 GTS를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유효한 GTS가 발견되면, MAC
부계층은 GTS 동안 데이터를 송신해야 하는데, 즉 그의 시작슬롯과 시작슬롯에서 자신의 길이를
더한 사이이다. 이 때에, 요구되는 트랜잭션이 GTS의 끝 전에 완료될 수 있다면 MAC 부계층은
CSMA-CA 사용 없이 즉시 MPDU를 송신해야 한다. 만일 요구되는 트랜잭션이 현 GTS의 끝
전에 완료될 수 없다면 MAC 부계층은 다음 슈퍼프레임에 규정된 GTS까지 전송을 지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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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MAC은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PHY 오버헤드(6.7.2.2 참조)를 허용해야 함에 주목해야
한다.
만일

디바이스가

어떠한

수신

GTS를

가지고

있다면

디바이스의

MAC 부계층은

자신의

시작슬롯과 자신의 길이에 의해 지시된 대로, 수신기가 GTS의 시작 전 어느 시점 및 GTS의 기간
동안 활성화 되는지 보장해야 한다.
PAN 코디네이터의 MAC 부계층은 GTS 전송을 지시하는 TxOptions 파라미터를 가진 MCPSDATA.request

프리미티브를

수신할

때,

PAN

코디네이터의

MAC

부계층은

요구되는

목적지주소를 가지는 디바이스에게 해당하는 유효한 수신 GTS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유효한 GTS가 발견되면, PAN 코디네이터는 수신 GTS의 시작 때까지 전송을
연기해야 한다. 이 경우에, GTS 전송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가진 디바이스의 주소는 비컨프레임
(7.5.5 참조)에서의 펜딩주소들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수신 GTS의 시작에서, 요구되는
트랜잭션이 GTS의 끝 전에 완료될 수 있다면, MAC 부계층은 CSMA-CA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송신해야 한다. 만일 요구되는 트랜잭션이 현 GTS의 끝 전에 완료될 수 있다면, MAC
부계층은 다음 슈퍼프레임에 규정된 GTS까지 전송을 지연시켜야 한다
모든 할당된 송신 GTS (디바이스에 관련된)를 위해서 PAN 코디네이터의 MAC 부계층은 자신의
수신기가 시작 전 어느 시점 및 각 GTS의 기간 동안 활성화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GTS에서 전송을 시작하기 전에 각 디바이스는 데이터 전송, 요구된다면 ACK 및 데이터 프레임의
크기에 적합한 IFS가 GTS의 끝 전에 완료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만일 디바이스가 슈퍼프레임의 시작 시점에 비컨을 놓치게 되면 디바이스는 후속하는 비컨을
정확히 수신할 때까지 자신의 GTS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동기 손실이 비컨의 손실에
기인하여 발생하면 디바이스는 자신의 GTS 모두가 할당해제 되었다고 간주해야 한다.

7.5.7.4 GTS 할당해제(GTS deallocation)
디바이스는 할당해제를 원하는 GTS의 특성을 이용하여 MLME-GTS.request 프리미티브 (7.1.7.1
참조)를 통하여 기존 GTS의 할당해제를 요구하도록 지시 받게 된다. 이 관점에서 할당해제 되는
GTS는 디바이스에 의해 사용되지 않아야 하고 디바이스의 저장된 특성은 리셋 되어야 한다.
기존 GTS의 할당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MLME는 PAN 코디네이터에게 GTS 요청 명령어 (7.3.9
참조)를 보내야 한다. 요청의 GTS 특성 필드의 특성형태 서브필드는 0 (가령, GTS 할당해제)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길이와

방향

서브필드들은

할당해제

하기

위한

GTS의

특성에

따라서

설정되어야 한다. GTS 요청 명령어가 ACK 요청 (7.3.3.1 참조)를 포함하기 때문에, PAN
코디네이터는 ACK 프레임을 송신함으로써 자신의 수신을 확인 시킨다. GTS 요청 명령어에 대한
ACK의 수신을 하자마자 MLME는 할당해제에 대해 상위 계층에게 통보 해야 한다. 이 통보는
MLME가 SUCCESS 상태 및 0으로 설정된 특성형태 서브필드를 가지는 GTSCharacteristics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MLME-GTS.confirm 프리미티브 (7.1.7.2 참조)를 보낼 때 성취된다. 만일
GTS 요청 명령어가 정확히 PAN 코디네이터에 의해 수신되지 않으면, 7.5.7.6에 기술된 절차에
의해 디바이스가 자신의 GTS를 사용하여 멈추었는지를 PAN 코디네이터가 결정해야 한다.
GTS 특성 필드의 특성형태 서브필드가 0(GTS 할당해제)으로 설정된 GTS 요청 명령어의 수신
시에 PAN 코디네이터는 GTS 할당해제를 시도해야 한다. 만일 GTS 요청 명령어에 포함된 GTS
특성이 알려진 GTS의 특성과 일치 하지 않으면 PAN 코디네이터는 요청을 무시해야 한다. 만일
GTS 요청 명령어에 포함된 GTS 특성이 알려진 GTS의 특성에 일치 하면 PAN 코디네이터의
137

TTAS.IE-802.15.4-2006-part2

정보통신단체표준
MLME는 규정된 GTS를 할당해제 해야 하고 변경에 대해 상위 계층에게 통보 해야 한다. 이
통보는 MLME가 할당해제 된 GTS의 특성을 포함하는 GTSCharacteristics 파라미터 및 0으로
설정된 특성형태 서브필드를 가진 MLME-GTS.indication 프리미티브 (7.1.7.3 참조)를 보낼 때
성취된다. 또한 PAN 코디네이터는 최종 슈퍼프레임 슬롯이 증가된 CAP에 의해 사용됨을
지시하면서 비컨프레임의 슈퍼프레임규격 필드의 최종 CAP 슬롯 서브필드를 갱신하여야 한다.
PAN 코디네이터는 할당해제를 기술하기 위하여 디스크립트를 비컨프레임에 추가하지 않아야
한다.
GTS 할당해제는 상위 계층으로부터의 할당해제요구, GTS의 유효기간종료 (7.5.7.6 참조), 최소
CAP 길이, aMinCAPLength (7.5.7.1 참조)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유지관리에 기인하여 PAN
코디네이터에 의해 시작될 수 있다.
GTS 할당해제가 PAN 코디네이터의 상위 계층에 의해 시작될 때, MLME는 0으로 설정된 (가령,
GTS 할당해제) request 및 할당해제를 위해 GTS의 특성에 따라서 설정된 길이와 방향
서브필드들을 가지는 GTS 특성 필드를 포함하는 MLME-GTS.request 프리미티브를 수신해야
한다.
GTS 할당해제가 GTS 유효기간 종료 또는 CAP 유지관리에 기인하여 PAN 코디네이터에 의해
시작될 때, MLME는 그 변경에 대해 상위계층에게 통보 해야 한다. 이 통보는 할당해제 된 GTS의
특성을 포함하는 GTSCharacteristics 파라미터 및 0으로 설정된 특성형태 서브필드를 포함하는
MLME-GTS.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보낼 때 성취된다.
PAN 코디네이터에 의해 시작되는 어떠한 할당해제의 경우에 있어서, PAN 코디네이터는 GTS를
할당해제 해야 하고 할당해제 된 GTS에 상응하는 자신의 비컨프레임에 GTS 디스크립트를
추가해야

하지만,

자신의

시작

슬롯은

0으로

설정해야

한다.

디스크립트는

aGTSDescPersistenceTime 슈퍼프레임 동안 비컨프레임에 남아 있어야 한다. PAN 코디네이터는
GTS

디스크립트의

포함에

기인하여

비컨프레임

길이의

임시

증가를

수용하기

위하여

aMinCAPLength 이하로 자신의 CAP을 감소시키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macShortAddress에 상응하는 GTS 디스크립트 및 0에 동등한 시작슬롯을 포함하는 비컨프레임을
수신 하자마자 디바이스는 GTS 사용을 즉시 멈추어야 한다. 그 후에 디바이스의 MLME는
할당해제에 대해 상위계층에게 통보 해야 한다. 이 통보는 MLME가 할당해제 된 GTS의 특성을
포함하는

GTSCharacteristics

파라미터

및

0으로

설정된

특성형태

서브필드를

포함하는

MLMEGTS.indication 프리미티브를 보낼 때 성취된다.

7.5.7.5 GTS 재할당(GTS reallocation)
GTS의 할당해제는 결국 슈퍼프레임이 조각화(fragmented)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73)은
할당된 GTS들로 구성된 3단계 슈퍼프레임을 보여준다. 1단계에서, 3개 GTS가 할당되며 14, 10, 8
슬롯에서 각각 시작한다. 만일 GTS 2가 지금 할당해제가 되고(2단계), 어떤 조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슈퍼프레임에 갭이 생길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GTS 3은 그 갭을 채우기 위해
이동되어서 CAP의 크기를 증가 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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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GTS 할당해제에서 CFP 조각화 방지

PAN 코디네이터는 GTS의 할당해제에 기인하여 나타나게 되는 CFP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갭(gap)도 CAP의 길이를 최대화 하기 위해 제거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GTS가 PAN 코디네이터에 의해 할당해제 될 때, PAN 코디네이터는 GTS가 할당해제 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GTS

디스크립트를 자신의 비컨프레임에 추가해야

한다.

만일

할당해제가

디바이스에 의해 시작되면, PAN 코디네이터는 할당해제를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비컨프레임에
GTS 디스크립트를 추가하지 않아야 한다. 할당해제 되는 GTS 보다 낮은 시작슬롯을 가지는
할당된 GTS를 가지는 각 디바이스를 위해, PAN 코디네이터는 새로운 시작슬롯을 가지는 GTS로
갱신하고 이 조정된 GTS에 상응하는 자신의 비컨에 GTS 디스크립트를 추가해야 한다. 이 GTS와
CFP의 끝에 GTS가 나타난다면 CFP의 끝 또는 CFP에서 다음 GTS의 시작 중 하나 사이에서
공간이 남겨지지 않도록 새로운 시작슬롯이 계산된다.
다중 재할당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PAN 코디네이터는 단계별로 재할당을 수행하도록
선택된다. PAN 코디네이터는 각 GTS 디스크립트를 aGTSDescPersistenceTime 슈퍼프레임 동안
자신의 비컨에 유지해야 한다.

macShortAddress에 상응하는 GTS 디스크립트 및 비컨프레임의 GTS 중 하나에 상응하는 길이와
방향을

포함하는

비컨프레임의

수신시에

디바이스는

GTS

디스크립트에

상응하는

GTS의

것이

필요한

경우에,

코디네이터는

자신의

CAP을

시작슬롯을 조절하고 그것의 사용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
PAN

코디네이터가

비컨프레임길이에서

aMinCAPLength

자신의
임시

이하로

비컨에

GTS

디스크립트를

증가를

수용하기

감소시키는

것이

위해

포함하는

PAN

허용되어야

한다.

aGTSDescPersistenceTime

슈퍼프레임 이후에 PAN 코디네이터는 그 비컨으로부터의 GTS 디스크립트를 제거해야 한다.

7.5.7.6 GTS 종료(GTS expiration)
PAN 코디네이터의 MLME는 디바이스가 아래의 규칙을 사용하여 GTS 사용을 중단 될 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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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

— 송신 GTS를 위해, PAN 코디네이터의 MLME는 데이터 프레임이 적어도 매 2*n
슈퍼프레임에서 GTS에서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되지 않으면 디바이스는 자신의 GTS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해야 한다. 여기서 n 은 아래에서 정의된다.

— 수신

GTS를

위해,

PAN

코디네이터의

MLME는

ACK

프레임이

적어도

매

2*n

슈퍼프레임에서 GTS에서 디바이스로부터 수신되지 않으면 디바이스는 자신의 GTS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다는 것을 가정해야 한다. 여기서 n 은 아래에서 정의된다. GTS에서
보내진 데이터 프레임들이 ACK 프레임들을 요구하지 않으면, PAN 코디네이터의 MLME는
디바이스가 자신의 수신 GTS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감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PAN
코디네이터는 어떤 시점에서도 GTS 할당해제를 할 수 있다.

n 의 값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n = 2(8-macBeaconOrder)

0 £macBeaconOrder £8

n=1

9 £macBeaconOrder £14

7.5.8 프레임 보안(Frame security)
MAC 부계층은 상위 계층들에 의해 보안서비스가 요구되면 특정 유입 및 유출 프레임들에 대해
보안 서비스들을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본 표준규격은 아래의 보안 서비스들의 (5.5.6 항의
정의 참조)를 지원한다:

— 데이터 기밀성
— 데이터 인증
— 재연방지

보안 제공방법을 결정하는 정보는 보안 관련 PIB (7.6.1의 <표 88> 참조)에 있다.

7.5.8.1 보안 관련 MAC PIB 속성들
보안 관련 MAC PIB 속성들은 아래의 값을 포함한다:
— 키테이블 (macKeyTable, macKeyTableEntries)
— 디바이스테이블 (macDeviceTable, macDeviceTableEntries)
— 최소보안수준표 (macSecurityLevelTable, macSecurityLevelTableEntries)
— 프레임카운트 (macFrameCounter)
— 자동요청속성들 (macAutoRequestSecurityLevel, macAutoRequestKeyIdMode,

macAutoRequestKeySource, macAutoRequestKeyIndex)
— 디폴트키소스 (macDefaultKeySource)
— PAN 코디네이터주소(macPANCoordExtendedAddress, macPANCoordShort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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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1.1 키테이블(Key table)
키테이블은

유출

및

유입프레임들의

보안

과정을

위해

요구되는

키디스크립트(key

descriptor)들(관련된 키특성 정보를 가지는 키들)을 포함한다. 키테이블에서 키특성 정보는
KeyDescriptor 룩업(lookup) 절차 (7.5.8.2.5 참조)뿐만 아니라 유출프레임키추출 절차 (7.5.8.2.2
참조) 및 유입프레임 보안요소추출 절차 (7.5.8.2.4 참조)에서 기술된 대로, 요구하는 프리미티브
또는 수신된 프레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정보들에 기초하여 식별된다.

7.5.8.1.2 디바이스테이블(Device table)
디바이스테이블은 디바이스디스크립트들(디바이스특성 주소정보 및 보안 관련 정보)을 포함하는데,
키테이블로부터의

키특성

정보와

결합하여

유출

프레임

(7.5.8.2.1

참조)

보안

및

유입

프레임(7.5.8.2.3 참조) 보안해제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키잉요소(keying material)를 제공한다.
디바이스테이블에서 디바이스특성 정보는 DeviceDescriptor 룩업 절차 (7.5.8.2.7 참조)에서
기술된 것처럼 프레임의 발신자 및 블랙리스트확인 절차 (7.5.8.2.6 참조)에서 기술된 것처럼
키특성 정보에 기초하여 식별된다.

7.5.8.1.3 최소보안수준테이블(Minimum security level table)
최소보안수준테이블은

프레임타입

및

만일

그

프레임이

MAC

명령어

프레임이면

명령어프레임식별자에 의존하면서 프레임의 발신자에 의해 적용된 것으로 디바이스가 예상하는
최소보안수준과 관련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유입프레임의 보안 과정은 유입프레임보안 절차
(7.5.8.2.3 참조) 및 유입보안수준확인 절차 (7.5.8.2.8 참조)에 기술된 것처럼 만일 프레임이
적절히 보호되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다.

7.5.8.1.4 프레임카운트(Frame counter)
4-옥텟

프레임카운트(frame

counter)는

유출프레임들을

보안하는데

사용되는

암호

빌딩블록(cryptographic building block)의 재연방지 및 의미보안(semantic security)을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프레임카운트는

각

보안프레임(secured frame)에

포함되고

수신자(들)에

있어서

보안해제 동작을 위해 요구되는 요소들 중의 하나이다. 프레임카운트는 유출프레임 보안 절차
(7.5.8.2.1 참조)에서 기술된 것처럼 유출프레임이 보안될 때마다 증가된다. 프레임카운트가
그것의 최대 값인 0xffffffff에 도달할 때, 연관된 키잉요소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수 있고, 그
때 디바이스와 관련된 모든 키들은 갱신되는 것이 요구된다. 이로 인해, 모든 프레임을 위한
키잉요소가 유일하고 순차적으로 새로운 것을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게 된다.

7.5.8.1.5 자동요청속성들(Automatic request attributes)
자동요청속성들을

자동

데이터

요청의

경우처럼

자동적으로

생성된

그리고

상위계층

프리미티브의 결과로서가 아닌 유출프레임들을 안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7.5.8.1.6 디폴트키소스(Default key source)
디폴트키소스는 보안프레임의 발신자와 수신자(들) 간에 공통으로 공유되는 정보이며, 이것은
요구하는 프리미티브 또는 수신된 프레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추가 정보와 결합할 때, 이
프레임을 각각 보안 또는 보안해제 하는데 요구되는 키를 발신자 또는 수신자가 결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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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한다. 이로 인해, 특정한 사용의 경우(7.5.8.2.2와 7.5.8.2.4 참조)에서 보안 프레임들에
포함되는 보안정보의 오버헤드를 굉장히 감소시키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게 된다.

7.5.8.1.7 PAN 코디네이터주소(PAN coordinator address)

PAN 코디네이터의 주소는 PAN에 있는 모든 디바이스간에 공통으로 공유되는 정보이며, 이것은
요구하는 프리미티브 또는 수신된 프레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추가 정보와 결합할 때, PAN
코디네이터로 향하는 프레임의 발신자 또는 PAN 코디네이터로부터 발신되는 프레임의 수신자가
이 프레임을 각각 보안 또는 보안해제 하는데(7.5.8.2.2와 7.5.8.2.4 참조) 요구되는 키 및 보안
관련 정보를 결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7.5.8.2 기능적 설명
디바이스는 옵션사항으로 보안을 구현할 수 있다. 보안을 구현하지 않는 디바이스는 MAC
부계층이 유입 및 유출프레임들에 어떠한 암호변형(cryptographic transformation)을 수행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않고 또한 보안과 관련된 어떠한 PIB 속성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보안을
구현하는 디바이스는 macSecurityEnabled 속성이 TRUE로 설정될 때, 보안과 관련되는 PIB
속성들에서의 정보를 사용하여 MAC 부계층이 유입 및 유출프레임들에 어떠한 암호변형을
수행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만일 MAC 부계층이 프레임을 송신 또는 수신하는 것이 요구된다면, MAC 부계층은 각각
7.5.8.2.1 및 7.5.8.2.3 항에 규정된 것처럼 프레임을 처리해야 한다.

7.5.8.2.1 유출프레임 보안절차(Outgoing frame security procedure)
본 절차에 입력은 보호되어야 하는 프레임, 발신 프리미티브 또는 자동 요청 PIB 속성들로부터의
SecurityLevel, KeyIdMode, KeySource와 KeyIndex 파라미터들이다. 이 절차로부터의 출력은
절차의 상태 및 만일 이 상태가 SUCCESS이면 보안된 프레임이다.
유출프레임 보안절차는 적용에 따라 아래의 스텝을 포함한다:

a) 만일 보안되는 프레임의 프레임제어 필드의 보안사용 서브필드는 0으로 설정된다면, 본
절차는 보안수준(security level)을 0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b) 만일 보안프레임의 프레임제어 필드의 보안사용 서브필드가 1로 설정된다면, 본 절차는
보안수준을 SecurityLevel 파라미터로 설정하여야 한다. 만일 결과적인 보안수준이 0이면, 본
절차는 UNSUPPORTED_SECURITY 상태와 함께 리턴 된다.

c) 만일 macSecurityEnabled 속성이 FALSE로 설정되고, 보안수준이 0이 아니면, 본 절차는
UNSUPPORTED_SECURITY 상태와 함께 리턴 된다

d) 본 절차는 보안프레임이 MAC 프레임들의 최대 길이에 대한 제약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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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절차는 보안수준이 0이면 인증 필드의 옥텟 단위 길이 M 을 0으로 설정해야 하고, 그
외에는 이 값을 보안수준과 <표 95>로부터 결정해야 한다.

2) 본 절차는 KeyIdMode와 보안수준을 사용하여 보조보안헤더 (7.6.2 참조)의 옥텟 단위
길이 AuxLen을 결정해야 한다. .

3) 본 절차는 데이터 확장을 AuxLen + M으로 결정해야 한다.

4) 본 절차는 데이터 확장 및 FCS를 포함하는 보안프레임의 길이는 aMaxPHYPacketSize
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체크

해야

한다.

만일

이

체크가

실패하면

본

절차는

FRAME_TOO_LONG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한다.

e) 만일 보안수준이 0이면, 본 절차는 보안프레임을 보안되어야 하는 프레임으로 설정하고
보안프레임과 SUCCESS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한다.

f) 본 절차는 프레임카운트를 macFrameCounter 속성으로 설정해야 한다. 만일 프레임카운트가
0xffffffff 값을 가지면, 본 절차는 COUNTER_ERROR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한다.

g) 본 절차는 7.5.8.2.2에 기술된 것처럼 유출프레임키추출 절차를 사용하여 키를 구해야 한다.
만일 유출프레임키추출 절차가 실패하면, 본 절차는 UNAVAILABLE_KEY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한다.

h) 본 절차는 아래와 같이 설정된 필드와 함께 보조보안헤더를 프레임에 삽입해야 한다:
1) 보안제어 필드의 보안수준 서브필드는 보안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2) 보안제어 필드의 키식별자모드 서브필드는 KeyIdMode 파라미터로 설정되어야 한다.
3) 프레임카운트 필드는 프레임카운트로 설정되어야 한다.
4) 만일 KeyIdMode 파라미터가 0이 아닌 값에 설정되면, 키식별자 필드의 키소스 및
키인덱스 서브필드들은 KeySource 및 KeyIndex 파라미터들로 각각 설정되어야 한다.

i) 본 절차는 보안동작들(7.6.3.4 참조)에서 기술된 CCM* [또는 CCM의 확장, 이것은 CBCMAC(cipher block chaining message authentication code) 동작 모드와 결합된 카운트]으로
알려진 변환과정에 따라서 보안프레임을 생성하기 위해 aExtendedAddress, 프레임카운트,
보안수준 및 키를 사용해야 한다.
1) 만일 보안수준 파라미터 암호화의 사용을 규정한다면 (7.6.2.2.1의 <표 95> 참조), 암호화
동작은

MAC

비컨페이로드

페이로드
필드

내의

실제

페이로드

(7.2.2.1.8 참조),

필드,

가령,

프레임타입에

의존하여

명령어페이로드

필드

(7.2.2.4.3 참조),

또는

데이터페이로드 필드 (7.2.2.2.2 참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상응하는 페이로드 필드는
보안해제 된 페이로드 (7.6.3.4.2의 <표 97> 참조)로서 7.6.3.4에 기술된 것처럼 CCM*
변환과정으로 전달된다. 결과적인 암호화된 페이로드는 최초의 페이로드를 대체해야 한다.
2) 프레임의 MAC 페이로드 부분의 남아있는 필드들은 비페이로드 필드들(<표 97> 참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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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4에 기술된 것처럼 CCM*변환과정으로 전달된다.
3) 암호화 및 무결성 동작들을 수행하는 순서와 정확한 방법, MAC 페이로드 필드 내의
결과적인 암호화된 데이터 또는 무결성 코드는 7.6.3.4에서 정의된 대로 되어야 한다.

j) 본 절차는 프레임카운트를 하나씩 증가시켜야 하고 macFrameCounter 속성을 결과적인
값으로 설정해야 한다.

k) 본 절차는 보안프레임과 SUCCESS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한다.

7.5.8.2.2 유출프레임 key retrieval procedure
본 절차의 입력은 보안프레임과 발신 프리미티브로부터의 KeyIdMode, KeySource, 및 KeyIndex
파라미터들이 된다. 본 절차로부터의 출력은 통과된 또는 실패된 상태와, 만일 통과이면 키를
포함한다.

유출프레임키추출 절차는 적용에 따라 아래의 스텝을 포함한다:

a) 만일 KeyIdMode 파라미터가 0x00(암시적 키식별)로 설정되면, 본 절차는 아래와 같이
키룩업데이터(key lookup data) 및 키룩업사이즈(key lookup size)를 결정해야 한다:

1)

만일

프레임의

프레임제어

필드의

목적지주소모드

서브필드가

0x00로

설정되고,

macPANCoordShortAddress 속성이 0x0000–0xfffd (가령, 단축주소가 사용된다) 범위내의
값으로

설정되면,

키룩업데이터는

단일

옥텟

0x00과

오른쪽으로

연결(right-

concatenated)된 2-옥텟 macPANCoordShortAddress 속성과 오른쪽으로 연결(B.2.1
참조)된 프레임의 2-옥텟 발신지 PAN 식별자 필드로 설정되어야 한다. 키룩업사이즈는
5로 설정되어야 한다.

2)

만일

프레임의

프레임제어

필드의

목적지주소모드

서브필드가

0x00로

설정되고,

macPANCoordShortAddress 속성이 0xfffe (가령, 확장주소가 사용된다)로 설정되면,
키룩업데이터는

단일

옥텟

0x00과

오른쪽으로

연결(B.2.1

참조)된

8-

옥텟macPANCoordExtendedAddress 속성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키룩업사이즈는 9로
설정되어야 한다.

3)

만일

프레임의

프레임제어

필드의

목적지주소모드

서브필드가

0x02로

설정되면,

키룩업데이터는 단일 옥텟 0x00과 오른쪽으로 연결된 프레임의 2-옥텟목적지주소 필드와
오른쪽으로 연결(B.2.1 참조)된 프레임의 2-옥텟 목적지 PAN 식별자 필드로 설정되어야
한다. 키룩업사이즈는 5로 설정되어야 한다.

4)

만일 프레임의

프레임제어

필드의

목적지주소모드

서브필드가

0x02으로

설정되면,

키룩업데이터는 단일 옥텟 0x00과 오른쪽으로 연결(B.2.1 참조)된 프레임의 8-옥텟
목적지주소 필드로 설정되어야 한다. 키룩업사이즈는 9로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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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만일 KeyIdMode 파라미터가 0x00 (명시적 키식별)와 다른 값으로 설정되면, 본 절차는
아래와 같이 키룩업데이터 및 키룩업사이즈를 결정해야 한다:
1) 만일 KeyIdMode 파라미터가 0x01로 설정되면, 키룩업데이터는 단일 옥텟 KeyIndex
파라미터와

오른쪽으로

연결(B.2.1 참조)된

8-옥텟

macDefaultKeySource 속성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키룩업사이즈는 9로 설정되어야 한다.
2) 만일 KeyIdMode 파라미터가 0x02로 설정되면, 키룩업데이터는 단일 옥텟 KeyIndex
파라미터와 오른쪽으로 연결(B.2.1 참조)된 4-옥텟 KeySource 파라미터가 되어야 한다.
키룩업사이즈는 5로 설정되어야 한다.
3) 만일 KeyIdMode 파라미터가 0x03로 설정되면, 키룩업데이터는 단일 옥텟 KeyIndex
파라미터와 오른쪽으로 연결(B.2.1 참조)된 8-옥텟 KeySource 파라미터로 설정되어야
한다. 키룩업사이즈는 9로 설정되어야 한다.

c) 본 절차는 7.5.8.2.5에 기술된 것처럼 KeyDescriptor 룩업 절차로 키룩업데이터 및
키룩업사이즈를 전달함에 의해서 KeyDescriptor를 얻게 되어야 한다. 만일 KeyDescriptor
룩업 절차가 실패된 상태와 함께 리턴 된다면, 본 절차는 또한 실패된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한다.

d) MAC 부계층은 그 키를 KeyDescriptor의 키요소(Key element)로 설정한다.

e) 본 절차는 키식별자 및 그 키를 얻으면서 통과된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한다.

주- 브로드캐스트프레임들을 위해 유출프레임키추출 절차는 암시적인 키 식별이 사용된다면 실패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명시적인 키 식별은 브로드캐스트프레임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7

7

텍스트, 테이블 및 그림에서 주는 단지 정보용으로 제공되고 표준규격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7.5.8.2.3 유입프레임보안절차(Incoming frame security procedure)
본 절차의 입력은 보안해제 되는 프레임이다. 본 절차로부터의 출력은 보안해제 된 프레임,
보안수준, 키식별자모드, 키소스, 키인덱스 및 절차의 상태이다. 본 절차의 모든 출력은 본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설정될 때까지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된다. 단일의 유일한 디바이스
또는 많은 디바이스들과 함께 macKeyTable에서 KeyDescriptors를 연결하는 PIB 속성들은
상위계층에 의해 설정될 것으로 가정된다.

유입프레임보안 절차는 적용에 따라 아래의 스텝들을 포함한다.

a) 만일 보안해제 되는 프레임의 프레임제어 필드의 보안사용 서브필드가 0으로 설정되면, 본
절차는 보안수준을 0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b) 만일 보안해제 되는 프레임의 프레임제어 필드의 보안사용 서브필드가 1로 설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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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해제 되는 프레임의 프레임제어 필드의 프레임버전 서브필드가 0으로 설정되면, 본
절차는 보안해제 된 프레임을 보안해제 되는 프레임으로 설정하고 보안해제 된 프레임,
보안수준, 키식별자모드, 키소스, 키인덱스 및 UNSUPPORTED_LEGACY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한다.

c) 만일 보안해제 되는 프레임의 프레임제어 필드의 보안사용 서브필드가 1로 설정되면, 본
절차는 보안수준 및 키식별자모드를 보안해제 되는 프레임의 보조보안헤더의 보안제어 필드의
상응하는 서브필드들로 설정해야 하고, 키소스 및 키인덱스는 존재한다면 보안해제 되는
프레임의 보조보안헤더의 키식별자 필드의 상응하는 서브필드들로 설정해야 한다. 만일
결과적인 보안수준이 0이면, 본 절차는 보안해제 된 프레임을 보안해제 되는 프레임으로
설정하고,

보안해제

된

프레임,

보안수준,

키식별자모드,

키소스,

키인덱스

및

UNSUPPORTED_SECURITY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한다.

d) 만일 macSecurityEnabled 속성이 FALSE로 설정되면, 본 절차는 보안해제 된

프레임을

보안해제 되는 프레임으로 설정하고, 만일 보안수준이 0과 같으면 보안해제 된 프레임,
보안수준, 키식별자모드, 키소스, 키인덱스 및 SUCCESS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하고, 그
외에는

보안해제

된

프레임,

보안수준,

키식별자모드,

키소스,

키인덱스

및

UNSUPPORTED_SECURITY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한다.

e) 본 절차는 보안수준, 프레임타입 및 프레임이 MAC 명령어 프레임인지 여부에 의존하여
MAC 페이로드의

최초

옥텟(가령,

MAC 명령어 프레임을

위한

명령어프레임식별자)을

7.5.8.2.8에 기술된 것처럼 유입보안수준확인 절차에 전달함으로써 보안해제 되는 프레임이
최소보안수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유입보안수준확인 절차가 실패하면,
본 절차는 보안해제 된 프레임을 보안해제 되는 프레임이 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보안해제 된
프레임, 보안수준, 키식별자모드, 키소스, 키인덱스 및 IMPROPER_SECURITY_LEVEL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한다.

f) 만일 보안수준이 0으로 설정되면, 본 절차는 보안해제 된 프레임을 보안해제 되는 프레임이
되는 것으로 설정해야 하고, 보안해제 된 프레임, 보안수준, 키식별자모드, 키소스, 키인덱스
및 SUCCESS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한다.

g)

본

절차는

7.5.8.2.4에

기술된

것처럼

유입프레임

보안요소추출

절차를

사용하여

KeyDescriptor, DeviceDescriptor 및 KeyDeviceDescriptor를 얻어야 한다. 만일 유입프레임
보안요소추출 절차가 실패하면, 본 절차는 보안해제 된 프레임을 보안해제 되는 프레임이
되는 것으로 설정해야 하고, 보안해제 된 프레임, 보안수준, 키식별자모드, 키소스, 키인덱스
및 UNAVAILABLE_KEY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한다.

h) 본 절차는 KeyDescriptor, 프레임타입 및 프레임이 MAC 명령어 프레임인지 여부에
의존하여

MAC

페이로드의

최초

옥텟(가령,

MAC

명령어

프레임을

위한

명령어프레임식별자)을 7.5.8.2.9에 기술된 것처럼 유입키사용정책확인(incoming key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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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checking) 절차에 전달함으로써 보안해제 되는 프레임이 키사용정책에 순응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유입키사용정책확인 절차가 실패하면, 본 절차는 보안해제 된
프레임을 보안해제 되는 프레임이 되는 것으로 설정해야 하고, 보안해제 된 프레임, 보안수준,
키식별자모드, 키소스, 키인덱스 및 IMPROPER_KEY_TYPE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한다.

i)

만일

DeviceDescriptor의

면제

요소가

FALSE로

설정되고

만일

상기

스텝

e)의

유입보안수준확인 절차가 출력으로 “조건부통과(conditionally passed)” 상태를 가진다면, 본
절차는 보안해제 된 프레임을 보안해제 되는 프레임이 되는 것으로 설정해야 하고, 보안해제
된 프레임, 보안수준, 키식별자모드, 키소스, 키인덱스, 및 IMPROPER_SECURITY_LEVEL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한다.

j) 본 절차는 프레임카운트를 보안해제 되는 프레임의 보조보안헤더의 프레임카운트 필드로
설정하여야 한다. 만일 프레임카운트가 0xffffffff 값을 가지면, 본 절차는 보안해제 된
프레임을 보안해제 되는 프레임이 되는 것으로 설정해야 하고, 보안해제 된 프레임, 보안수준,
키식별자모드, 키소스, 키인덱스 및 COUNTER_ERROR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한다.

k) 본 절차는 프레임카운트가 DeviceDescriptor의 FrameCounter 요소보다 크거나 동등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이 체크가 실패하면, 본 절차는 보안해제 된 프레임을 보안해제
되는 프레임이 되는 것으로 설정해야 하고, 보안해제 된 프레임, 보안수준, 키식별자모드,
키소스, 키인덱스 및 COUNTER_ERROR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한다.

l) 그 후에 본 절차는 보안동작들 (7.6.3.5 참조)에서 기술된 것처럼 CCM* 역변환 과정에
따라서

보안해제

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DeviceDescriptor의

ExtAddress

요소,

프레임카운트, 보안수준 및 KeyDescriptor의 키요소를 사용해야 한다.
1) 만일 보안수준이 암호화 (7.6.2.2.1의 <표 95> 참조) 사용을 규정한다면, 역암호화
동작(decryption operation)은 프레임타입에 의존하면서 MAC 페이로드, 가령, 비컨페이로드
필드 (7.2.2.1.8 참조), 명령어페이로드 필드 (7.2.2.4.3 참조), 또는 데이터페이로드 필드
(7.2.2.2.2 참조) 이내에 실제 페이로드 필드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상응하는 페이로드

필드는 보안페이로드로서 7.6.3.5에 기술된 것처럼 CCM* 역변환 과정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2) 프레임의 MAC 페이로드 부분에서 남아있는 필드들은 비페이로드 필드들로서 7.6.3.5에
기술된 것처럼 CCM* 역변환 과정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m) 만일 CCM* 역변환 과정이 실패하면, 본 절차는 보안해제 된 프레임을 보안해제 되는
프레임이 되는 것으로 설정해야 하고, 보안해제 된 프레임, 보안수준, 키식별자모드, 키소스,
키인덱스 및 SECURITY_ERROR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한다.

n) 본 절차는 프레임카운트를 하나씩 증가 시켜야 하고 DeviceDescriptor의 FrameCounter
요소를 결과적인 값으로 설정해야 한다.

o) 만일 FrameCounter element가 0xffffffff와 동등하다면, 본 절차는 KeyDeviceDescripto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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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요소를 설정해야 한다.

p) 본 절차는 보안해제 된 프레임, 보안수준, 키식별자모드, 키소스, 키인덱스 및 SUCCESS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한다.

7.5.8.2.4 유입프레임 보안요소추출절차 (Incoming frame security material retrieval procedure)
본 절차에 입력은 보안해제 되어야 하는 프레임이다. 본 절차로부터의 출력은 통과된 또는 실패된
상태이며, 그리고 만일 통과이면 KeyDescriptor, DeviceDescriptor 및 KeyDeviceDescriptor가
포함된다.

유입프레임 보안요소추출 절차는 적용에 따라 아래의 스텝들을 포함한다:

a) 만일 프레임의 보조보안헤더의 보안제어 필드의 키식별자모드 서브필드가 0x00 (암시적 키
식별)로 설정되면, 본 절차는 아래와 같이 키룩업데이터 및 키룩업사이즈를 결정해야 한다:

1)

만일

프레임의

프레임제어

필드의

발신지주소모드가

0x00로

설정되고

macPANCoordShortAddress 속성이 0x0000–0xfffd (가령, 단축주소가 사용된다) 범위 내에
한 값으로 설정된다면, 키룩업데이터는 단일 옥텟 0x00와 오른쪽으로 연결 되는 2-옥텟

macPANCoordShortAddress 속성과 오른쪽 사슬형(B.2.1 참조)이 되는 프레임의 2-옥텟
목적지 PAN 식별자 필드로 설정되어야 한다. 키룩업사이즈는 5가 되어야 한다.

2)

만일

프레임의

프레임제어

필드의

발신지주소모드가

0x00로

설정되고

macPANCoordShortAddress 속성이 0xfffe (가령, 확장주소가 사용된다)로 설정된다면,
키룩업데이터는

단일옥텟

0x00와

오른쪽

사슬형(B.2.1

참조)이

되는

8-옥텟

macPANCoordExtendedAddress 속성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키룩업사이즈는 9가 되어야
한다.

3) 만일 프레임의 프레임제어 필드의 발신지주소모드가 0x02로 설정된다면, 키룩업데이터는
프레임의 2-옥텟 발신지 PAN 식별자 필드로 설정되거나, 또는 만일 프레임의 프레임제어
필드의 PAN ID 압축 서브필드가 1로 설정된다면 단일 옥텟 0x00와 오른쪽으로 연결 되는
프레임의 2-옥텟 발신지주소 필드와 오른쪽 사슬형(B.2.1 참조)이 되는 프레임의 2-옥텟
목적지 PAN 식별자 필드로 설정되어야 한다. 키룩업사이즈는 5가 되어야 한다.

4) 만일 프레임의 프레임제어 필드의 발신지주소모드가 0x03으로 설정된다면, 키룩업데이터는
단일 옥텟 0x00와 오른쪽 사슬형(B.2.1 참조)이 되는 프레임의 8-옥텟 발신지주소 필드로
설정되어야 한다. 키룩업사이즈는 9가 되어야 한다.

b) 만일 프레임의 보조보안헤더의 보안제어 필드의 키식별자모드 서브필드가 0x00와 다른
값(명시적 키 식별)으로 설정되면, 본 절차는 아래와 같이 키룩업데이터 및 키룩업사이즈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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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일 키식별자모드가 0x01로 설정되면, 키룩업데이터는 보조보안헤더의 키식별자 필드의
1-옥텟

키인덱스

서브필드와

오른쪽

사슬형(B.2.1

참조)이

되는

8-옥텟

macDefaultKeySource 속성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키룩업사이즈는 9가 되어야 한다.
2) 만일 키식별자모드가 0x02로 설정되면, 키룩업데이터는 보조보안헤더의 키식별자 필드의
4-옥텟 키소스 서브필드와 1-옥텟 키인덱스 서브필드의 오른쪽 사슬형(B.2.1 참조)이
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키룩업사이즈는 5가 되어야 한다.

3) 만일 키식별자모드가 0x03으로 설정되면, 키룩업데이터는 보조보안헤더의 키식별자 필드의
8-옥텟 키소스 서브필드와 1-옥텟 키인덱스 서브필드의 오른쪽 사슬형(B.2.1 참조)이
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키룩업사이즈는 9가 되어야 한다.

c) 본 절차는 7.5.8.2.5.에 기술된 것처럼 KeyDescriptor 룩업 절차로 키룩업데이터 및
키룩업사이즈를 전달함으로써 KeyDescriptor를 얻어야 한다. 만일 KeyDescriptor 룩업 절차가
실패된 상태와 함께 리턴 된다면 본 절차는 또한 실패된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한다.

d)

본

절차는

아래와

같이

디바이스룩업데이터(device

lookup

data)

및

디바이스룩업사이즈(device lookup size)를 결정해야 한다:

1)

만일

프레임의

프레임제어

필드의

발신지주소모드가

0x00로

설정되고

macPANCoordShortAddress 속성이 0x0000–0xfffd (가령, 단축주소가 사용된다) 범위내의
한

값에 설정되면, 디바이스룩업데이터는

2-옥텟 macPANCoordShortAddress 속성과

오른쪽 사슬형(B.2.1 참조)이 되는 프레임의 2-옥텟 목적지 PAN 식별자 필드로 설정되어야
한다. 디바이스룩업사이즈는 4가 되어야 한다.

2)

만일

프레임의

프레임제어

macPANCoordShortAddress

속성이

필드의
0xfffe

발신지주소모드가
(가령,

확장주소가

0x00로
사용된다)로

설정되고
설정되면,

디바이스룩업데이터는 8-옥텟 macPANCoordExtendedAddress 속성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디바이스룩업사이즈는 8이 되어야 한다.

3)

만일

프레임의

프레임제어

필드의

발신지주소모드가

0x02로

설정된다면,

디바이스룩업데이터는 프레임의 2-옥텟 발신지 PAN 식별자 필드로 설정되거나, 또는 만일
프레임의 프레임제어 필드의 PAN ID 요약 서브필드가 1로 설정된다면 프레임의 2-옥텟
발신지주소 필드와 오른쪽 사슬형(B.2.1 참조)이 되는 프레임의 2-옥텟 목적지 PAN 식별자
필드로 설정되어야 한다. 디바이스룩업사이즈는 4가 되어야 한다.

4)

만일

프레임의

디바이스룩업데이터는

프레임제어

필드의

프레임의

8-옥텟

발신지주소모드가
발신지주소

0x03으로

필드로

설정된다면,

설정되어야

한다.

디바이스룩업사이즈는 8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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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본

절차는

7.5.8.2.6에

디바이스룩업데이터

및

기술된

것처럼

디바이스룩업사이즈를

블랙리스트확인

절차로

전달함으로써

KeyDescriptor,

DeviceDescriptor

및

KeyDeviceDescriptor를 얻어야 한다. 만일 블랙리스트확인 절차가 실패된 상태와 함께 리턴
된다면, 본 절차는 또한 실패된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한다.

f) 본 절차는 KeyDescriptor, DeviceDescriptor 및 KeyDeviceDescriptor를 얻게 되는 통과된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한다.

7.5.8.2.5 KeyDescriptor 룩업 절차
본 절차에 입력은 키룩업데이터 및 키룩업사이즈이다. 본 절차로부터의 출력은 통과 또는 실패된
상태이고, 만일 통과이면 KeyDescriptor를 포함한다.

KeyDescriptor 룩업 절차는 적용에 따라 아래의 스텝들을 포함한다:

macKeyTable

a)

속성에서의

KeyIdLookupList에서의

각

각

KeyDescriptor를

위해

KeyIdLookupDescriptor를

그리고
위해,

KeyDescriptor의
본

절차는

KeyIdLookupDescriptor의 LookupDataSize 요소는 키룩업사이즈와 동일한 정수 값 (그림 94
참조)을 나타내는지 여부 및 KeyIdLookupDescriptor의 LookupData 요소가 키룩업데이터와
동일한지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만일 양 체크가 통과 (가령 일치 됨)면, 본 절차는 (매칭)
KeyDescriptor 및 통과된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한다.

b) 본 절차는 실패된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한다.

7.5.8.2.6 블랙리스트확인(Blacklist checking) 절차
본 절차에 입력은 KeyDescriptor, 디바이스룩업데이터 및 디바이스룩업사이즈다. 본 절차로부터의
출력은 통과된 또는 실패된 상태고, 만일 통과이면 DeviceDescriptor 및

KeyDeviceDescriptor를

포함한다.

블랙리스트확인 절차는 적용에 따라 아래의 스텝들을 포함한다:

a) KeyDescriptor의 KeyDeviceList에서의 각 KeyDeviceDescriptor를 위해:

1)

본

절차는

KeyDeviceDescriptor의

DeviceDescriptorHandle

요소를

사용하여

DeviceDescriptor를 얻어야 한다.

2) 만일 KeyDeviceDescriptor의 UniqueDevice 요소가 TRUE로 설정되면, 본 절차는 만일
KeyDeviceDescriptor의 블랙리스트요소가 FALSE면 DeviceDescriptor, KeyDeviceDescriptor
및 통과된 상태와 함께 리턴 해야 하고, 또는 본 절차는 만일 블랙리스트요소가 TRUE면
실패된 상태와 함께 리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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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일

KeyDeviceDescriptor의

UniqueDevice 요소가

FALSE로

설정되면,

본

절차는

입력으로 디바이스룩업데이터 및 디바이스룩업사이즈를 가지고 7.5.8.2.7에 기술된 것처럼
DeviceDescriptor
상응하는

출력이

룩업

절차를

통과된

실행해야
상태이면

한다.
본

만일

DeviceDescriptor

절차는

만일

룩업

절차의

KeyDeviceDescriptor의

블랙리스트요소가 FALSE면 DeviceDescriptor, KeyDeviceDescriptor 및 통과된 상태와 함께
리턴 해야 하고, 또는 본 절차는 만일 블랙리스트요소가 TRUE면 실패된 상태와 함께 리턴
해야 한다.

b) 본 절차는 실패된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한다.

7.5.8.2.7 DeviceDescriptor 룩업 절차
본

절차에

입력은

DeviceDescriptor,

디바이스룩업데이터

및

디바이스룩업사이즈이다.

본

절차로부터의 출력은 통과 또는 실패된 상태이다.

DeviceDescriptor 룩업 절차는 적용에 따라 아래의 스텝들을 포함한다:

a) 만일 디바이스룩업사이즈가 4이고 디바이스룩업데이터가 DeviceDescriptor의 ShortAddress
element와 오른쪽 사슬형(B.2.1 참조)이 되는 DeviceDescriptor의 PAN ID 요소에 동일하다면,
본 절차는 통과된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한다.

b) 만일 디바이스룩업사이즈가 8이고 디바이스룩업데이터가 DeviceDescriptor의 ExtAddress
요소에 동일하다면, 본 절차는 통과된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한다.

c) 본 절차는 실패된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한다.

7.5.8.2.8 유입보안수준확인 절차 (Incoming security level checking procedure)
본 절차에 입력은 유입보안수준, 프레임타입 및 명령어프레임식별자다. 본 절차로부터의 출력은
통과, 실패, 또는 “조건부 통과” 상태이다.

유입보안수준확인 절차는 적용에 따라 아래의 스텝들을 포함한다:

a) macSecurityLevelTable 속성에서의 각 SecurityLevelDescriptor를 위해:

1)

만일

프레임타입이

0x03와

같지

않고,

프레임타입이

SecurityLevelDescriptor의

FrameType element와 동일하다면, 본 절차는 7.6.2.2.1에 기술된 알고리즘에 따라서
유입보안수준 (SEC1)을 SecurityLevelDescriptor의 SecurityMinimum element (SEC2)와
비교해야

한다.

만일

SecurityLevelDescriptor의

이

비교가

실패하면

(FALSE로

DeviceOverrideSecurityMinimum

평가된다),

요소가

본

TRUE로

절차는
설정되고

보안수준이 0으로 설정되면 “조건부 통과”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하고, 그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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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된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한다.

2) 만일 프레임타입이 0x03이고, 프레임타입은 SecurityLevelDescriptor의 FrameType 요소와
동일하고,

명령어프레임식별자가

SecurityLevelDescriptor의

CommandFrameIdentifier

요소와 동일하면, 본 절차는 7.6.2.2.1에 기술된 알고리즘에 따라서 유입보안수준 (SEC1)을
SecurityLevelDescriptor의 SecurityMinimum 요소(SEC2)와 비교해야 한다. 만일 이 비교가
실패하면

(FALSE로

평가된다),

본

절차는

SecurityLevelDescriptor의

DeviceOverrideSecurityMinimum 요소가 TRUE로 설정되고 보안수준이 0으로 설정되면
“조건부 통과”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하고, 그 외에는 실패된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한다.

b) 본 절차는 통과된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한다.

7.5.8.2.9 유입키사용정책확인(Incoming key usage policy checking) 절차
본 절차에 입력은 KeyDescriptor, 프레임타입 및 명령어프레임식별자다. 본 절차로부터의 출력은
통과된 또는 실패된 상태이다.

유입키사용정책확인 절차는 적용에 따라 아래의 스텝들을 포함한다:
a) KeyDescriptor의 KeyUsageList에서의 각 KeyUsageDescriptor를 위해:
1) 만일 프레임타입이 0x03와 다르고 프레임타입이 KeyUsageDescriptor의 FrameType
요소와 동일하다면, 본 절차는 통과된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한다.
2) 만일 프레임타입이 0x03이고 프레임타입이 KeyUsageDescriptor의 FrameType 요소와
동일하고, 명령어프레임식별자가 KeyUsageDescriptor의 CommandFrameIdentifier 요소와
동일하다면, 본 절차는 통과된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한다.
b) 본 절차는 실패된 상태와 함께 리턴 되어야 한다.

7.6 Security suite specifications
7.6.1 PIB security material
PIB 보안 관련 속성은 (<표 88>, <표 89>, <표 90>, <표 91>, <표 92>, <표 93> 및 <표 94>)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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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8> 보안 관련 MAC PIB 속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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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8> 보안 관련 MAC PIB 속성들 (계속)

<표 89> KeyDescriptor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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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9> KeyDescriptor 요소들(계속)

<표 90> KeyUsageDescriptor 요소들

<표 91> KeyDeviceDescriptor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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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 SecurityLevelDescriptor 요소들

<표 93> DeviceDescriptor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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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4> KeyIdLookupDescriptor 요소들

7.6.2 보조보안헤더(Auxiliary security header)
보조보안헤더 필드는 가변 길이를 가지며, 보안제어 필드, 프레임카운트 필드 및 키식별자 필드를
포함하여 보안과정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를 담고 있다. 보조보안헤더 필드는 단지 프레임제어
필드의 보안사용 서브필드가 1로 설정되는 경우에만 존재해야 한다. 보조보안헤더 필드는 (그림
74)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포맷되어야 한다.

(그림 74)

Format of the 보조보안헤더

7.6.2.1 정수 및 옥텟 표현
보조보안헤더는 MAC 프레임 필드 (7.2.1.7 참조)이며, 따라서 7.2절에서 규정된 표현 규칙을
사용한다.

7.6.2.2 보안제어(Security Control) 필드
보안제어 필드는 1 옥텟 길이이고 프레임에 적용되는 보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보안제어 필드는 (그림 75)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포맷 되어야 한다.

(그림 75) 보안제어 필드 포맷

7.6.2.2.1 보안수준(Security Level) 서브필드
보안수준 서브필드는 3 비트 길이이고 제공되는 실제 프레임 보안을 나타낸다. 이 값은 프레임
단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데이터 인증의 레벨을 가변하는 것(요구되는 전송된 프레임에서
보안

오버헤드의

최소화를

허용하기

위해)과

옵션인

데이터

기밀성을

허용한다.

다양한

보안수준들에 의해 제공되는 암호적 보호(cryptographic protection)는 <표 95>에 보여진다.
사소하지 않는 보호(nontrivial protection)가 요구될 때, 재연방지는 항상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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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5> MAC 부계층에서 가용한 보안수준들

보안수준들은 제공되는 상응하는 암호적 보호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처음
보안수준 SEC1은 SEC1이 적어도 SEC2에 의해서 제공되는 데이터 기밀성 및 데이터 인증 양쪽
관점에서의 보안을 제공한다는 조건에서만 두 번째 보안수준 SEC2 보다 크거나 동등하다.
“SEC1이 두 번째 보안수준 SEC2 보다 크거나 동등하다.”라는 서술문은 아래의 조건 양쪽
모두가 적용된다면 TRUE로 평가되어야 한다.
a) SEC1에서 비트위치 b2는 SEC2에서 비트위치 b2 보다 크거나 동등하다(여기서 암호화 OFF <
암호화 ON).
b) SEC1에서 위치 b1 b0의 정수 값은 SEC2에서 위치 b1 b0의 정수 값 보다 크거나
동등하다(여기서 증가하는 정수 값은 제공되는 데이터 인증성 레벨의 증가, 가령 메시지 무결성
코드 (MIC)-0 < MIC-32 < MIC-64 < MIC-128를 나타낸다.).
그 외에는 상기 서술문은 FALSE로 평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ENC-MIC-64 ³MIC-64은 TRUE이다. 왜냐하면 ENC-MIC-64은 MIC-64와 동일한
데이터 인증 보호에 덧붙여 기밀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편, MIC-128³ENC-MIC-64은
FALSE이다. 왜냐하면 비록 MIC-128은 ENC-MIC-64 보다 더 강한 데이터 인증을 제공하지만
기밀성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7.6.2.2.2 키식별자모드(Key Identifier Mode) 서브필드
키식별자모드 서브필드는 2 비트 길이이고 프레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키가 암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도출되는지 여부를 나타내며, 더구나 명시적으로 도출된다면 키식별자 필드 (7.6.2.4
참조)의 특별한 표현들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키식별자모드 서브필드는 <표 96>에 리스트
된 값들 중 하나로 설정되어야 한다. 보조보안헤더 (7.6.2.4 참조)의 키식별자 필드는 만일 이
서브필드가 0x00와 다른 값을 가지는 경우에만 존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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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6> 키식별자 모드의 값

7.6.2.3 프레임카운트(Frame Counter) 필드
프레임카운트 필드는 4 옥텟 길이이고 보호된 프레임 발신자의 macFrameCounter 속성을
표현한다. 이것은 프레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암호기법의 의미 보호를 제공하고 재연방지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7.6.2.4 키식별자(Key Identifier) 필드
키식별자

필드는

가변길이를

가지며,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정의된

부가정보와

함께

유출프레임들의 암호적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키를 식별한다. 키식별자 필드는 보조보안헤더
(7.6.2.2.2 참조)의 보안제어 필드의 키식별자모드 서브필드가 0x00와는 다른 값에 설정되는
경우에만 존재해야 한다. 키식별자 필드는 (그림 76)에 나타나 있다.

(그림 76)

키식별자 필드의 포맷 (만약 존재하는 경우)

7.6.2.4.1 키소스(Key Source) 서브필드
만약 키소스 서브필드가 존재한다면 보안제어 필드 (7.6.2.2.2 참조)의 키식별자모드 서브필드에
의해 규정된 값에 따라서 4 옥텟 또는 8 옥텟 길이이고, 그룹키의 발신자를 나타낸다.

7.6.2.4.2 키인덱스(Key Index) 서브필드
키인덱스 서브필드는 1 옥텟 길이이고 동일한 발신자의 서로 다른 키의 유일한 식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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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발신자가 발급하여 실제 사용된 키는 구분되는 키인덱스들을 가지고 키인덱스들은 모두 0x00와
다르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각 키발신자의 책임이다.

7.6.3 보안동작(Security operation)
본 항에서는 B.3.2에서 규정된 것처럼 CCM* 보안동작들을 위한 파라미터들을 기술한다.

7.6.3.1 정수 및 옥텟 표현
B.2에서 규정된 정수 및 옥텟 표현 규칙은 7.6.3 항 전체적으로 사용된다.

7.6.3.2 CCM* Nonce
CCM*

nonce는

13-옥텟

스트링이고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CCM*

동작

모드(B.2.2 참조)를 위해 사용된다. nonce는 (그림 77)에 보여지는 대로 nonce의 최초 (그리고
가장 왼편의) 옥텟을 정의하는 그림에서 가장 왼편의 필드와 최종 (그리고 가장 오른편의) 옥텟을
정의하는 가장 오른편의 필드와 함께 구성 되어야 한다.

(그림 77) CCM* nonce

<표

95>에

정의된

것과

같이

발신지주소는

프레임을

발신하는

디바이스의

확장주소

aExtendedAddress로, 프레임카운트는 보조보안헤더 (7.6.2 참조)에서의 각각의 필드의 값으로,
보안수준은 보조보안헤더의 보안제어 필드의 보안수준 서브필드에 상응하는 보안수준식별자로
설정되어야 한다.
발신지주소, 프레임카운트 및 보안수준은 7.6.3.1에 규정된 대로 표현되어야 한다.

7.6.3.3 CCM* 선행조건
프레임을 보안한다는 것은 B.4.1에 기술된 것처럼 CCM* 모드 암호화 및 인증변환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프레임을 보안해제 한다는 것은 B.4.2에 기술된 것처럼 CCM* 역암호화 및 인증
확인 과정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CCM* 순변환과 역변환을 위한 선행 조건은 아래와 같다:

—주요한 블록 암호는 B.3.1에 규정된 대로 AES 암호화 알고리즘이 되어야 한다.
—비트 순서는 7.6.3.1에 정의된 대로 되어야 한다.
—길이 필드 L의 옥텟 길이는 2 옥텟이 되어야 한다.
—인증 필드 M의 길이는 요구에 따라 0 옥텟, 4 옥텟, 8 옥텟, 또는 16 옥텟이 되어야 한다.

7.6.3.3.1 인증 필드 길이
CCM* 순변환(forward transformation) 및 CCM* 역변환(inverse transformation)을 위한 인증
필드 M의 길이는 프레임의 보조보안헤더의 보안제어 필드의 보안수준 서브필드를 사용하면서
<표 95>로부터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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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4 CCM* 변환 데이터 표현
본 항에서는 B.4.1에 기술된 것처럼 CCM* 순변환의 입력과 출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기술한다.

입력은 아래와 같다.
— 키
— Nonce
— a 데이터
— m 데이터
출력은 c 데이터이다.

7.6.3.4.1 Key and nonce data inputs
CCM* 순변환을 위한 키데이터는 7.5.8.2.1에 기술된 유출프레임 보안 절차에 의해 전달된다.
CCM* 변환을 위한 Nonce 데이터는 7.6.3.2에 기술된 것처럼 구성된다.

7.6.3.4.2 a data and m data
CCM* 변환과정에서 데이터들은 <표 97>에서처럼 적용되어야 한다.

<표 97> 모든 보안수준을 위한 a 데이터 및 m 데이터

7.6.3.4.3 c 데이터 출력
CCM* 변환과정에서, 적용되거나 혹은 오른쪽으로 연결되고 적용되는 데이터 필드들은 옥텟
스트링으로 표현된다. 인증 태그와 오른쪽으로 연결되는 보안 페이로드 필드들은 보안프레임 (<표
98> 참조)을 형성하기 위해 최초의 보안해제 된 프레임에서의 보안해제 페이로드 필드를
대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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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8> 모든 보안수준을 위한 c 데이터

7.6.3.5 CCM* 역변환 데이터 표현
본 항에서는 B.4.2에 기술된 것처럼 CCM* 역변환의 입력과 출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기술한다.

입력은 아래와 같다.
— 키
— Nonce
— c 데이터
— a 데이터
출력은 m 데이터이다.

7.6.3.5.1 Key 및 nonce 데이터 입력
CCM* 역변환을 위한 키데이터는 7.5.8.2.3에 기술된 유입프레임보안 절차에 의해 전달된다.
CCM* 변환을 위한 Nonce 데이터는 7.6.3.2에 기술된 것처럼 구성된다.

7.6.3.5.2 c 데이터 및 a 데이터
CCM* 역변환 과정에서 데이터 필드들은 <표 99>에서처럼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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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9> 모든 보안 수준을 위한 c 데이터 및 a 데이터

7.6.3.5.3 m 데이터 출력
그 후에 m 데이터는 보안해제 된 프레임을 형성하기 위해 최초의 보안프레임에서의 보안
페이로드 필드들 및 인증 태그를 대체하여야 한다.

7.7 MAC-PHY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메시지시퀀스차트

본 항에서는 본 표준규격에서 규정한 메인 타스크를 설명한다. 각 타스크는 각 타스크를 위해
요구되는

프리미티브들의

정확한

타이밍보다는

연대기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메시지시퀀스차트를 사용하여 기술된다.
새로운 PAN을 시작하는 PAN 코디네이터를 위해 필요한 프리미티브들은 (그림 78)에 보여진다.
상위계층이 MAC 부계층을 리셋 한 후에 가지는 첫 번째 동작은 영역에 있는 타 PAN을 찾기
위해 스캔을 시작하는 것이다. 능동스캔이 요구되고 ED 스캔은 옵션으로 수행될 수 있다.
능동스캔 및 ED 스캔을 수행하기 위한 스텝들은 각각 (그림 83) 및 (그림 79)에 보여진다.
일단 새로운 PAN이 설치되면, PAN 코디네이터는 PAN에 합류하기 위한 타 디바이스로부터의
요청들을

수락할

준비를

한다.

(그림

80)은

가입을

요구하는

디바이스에

의해

보내진

프리미티브들을 보여주며, (그림 81)은 가입을 허용하는 코디네이터에 의해 가지는 스텝들을
보여준다. PAN에 합류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입을 요구하는 디바이스는 영역에서 어떤 PAN들이
가입을 허용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수동 또는 능동스캔을 수행할 것이다. (그림 82) 및 (그림
83)은 각각 수동스캔 및 능동스캔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프리미티브들을 상세히 보여준다.
단일 데이터 패킷을 송신 및 수신하는데 필요한 프리미티브들은 다음에 보여진다. 패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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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에 의해 가지는 동작들은 (그림 84)에 보여지며, 수신자에 의해 가지는 동작들은 (그림
85)에 보여진다.
디바이스가 자신의 코디네이터와 더 이상 통신할 수 없게 될 때, 디바이스는 자신의 코디네이터를
재발견하기 위해 orphan 스캔을 사용할 수 있다. orphan 디바이스의 재조정을 위해 필요한
프리미티브들은 (그림 86)에 보여진다.

(그림 78) PAN 시작 메시지시퀀스차트—PAN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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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ED 스캔 메시지시퀀스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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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 가입 메시지시퀀스차트—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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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가입 메시지시퀀스차트—코디네이터

167

TTAS.IE-802.15.4-2006-part2

정보통신단체표준

(그림 82) 수동스캔 메시지시퀀스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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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능동스캔 메시지시퀀스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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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데이터 전송 메시지시퀀스차트—발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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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데이터 전송 메시지시퀀스차트—수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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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Orphan 디바이스재정렬 메시지시퀀스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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