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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를 위한 소개서 
 
2017 년 7 월 출시된 블루투스 메시는 블루투스® LE 기술을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 옵션입니다.  
이는 블루투스® 기술을, 스마트 빌딩과 산업용 IoT 를 포함하는 다양한 신규 분야와 유스케이스(Use case)에서, 
대표적인 저전력 무선 통신 기술로 자리잡도록 할 것입니다. 
 
 

 

1 



 루투스 메시 네트워킹/ 개발자를 위한 가이드 

 
 
 
 
 
 
 
 
 
 
 

 

목차 

1.0 Introduc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2.0 Taking Contro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2.1 Smart Buildings Get Truly Smart 7 
 

3.0 Bluetooth Mesh — The Basics . . . . . . . . . . . . . . . . .  8 

3.1 Concepts and Terminology 9  

3.2 Mesh vs. Point-to-Point 9  

 
 
 
 
 
 
 
 
 
 
 
 
 
 
 
 
 
 
 

 
 
 

 

 

 

 

 

 
3.3 Devices and Nodes 9  

3.4 Elements 10 

3.5 Messages 10 

3.6 Addresses 10 

3.7 Publish/Subscribe 11 

3.8 States and Properties 11 
 
 
 

©  2017 Bluetooth SIG Proprietary. 2 

1.0 소개  

2.0 제어 

2.1 진짜로 스마트해진 스마트 빌딩 

 

3.0 블루투스 메시: 기초  

3.1 컨셉 및 용어 

3.2 메시 vs. 포인트-투-포인트 

3.3 기기(Device)와 노드(Node) 

3.4 엘리먼트(Elements) 

3.5 메시지(Messages) 

3.6 주소(Address) 

3.7 발행(Publish)/ 구독(Subscriber) 

3.8 상태(State)와 프로퍼티(Properties) 

3.9 메시지(Messages), 상태(State), 프로퍼티(Properties) 

3.10 상태 변환(State Change) 

3.11 바운드 상태(Bound State) 

3.12 모델(Models) 

3.13 포괄적(Generics) 

3.14 씬(Scene) 

3.15 프로비저닝(Provisioning) 

3.16 기능(Features) 

 

4 

6 

7 

 

8 

9 

9 

9 

10 

10 

10 

11 

11 

12 

12 

12 

13 

13 

13 

14 

14 

 



블루투스 메시 네트워킹/ 개발자를 위한 가이드 
 
 

3.0 Bluetooth Mesh — The Basics (cont.) 

3.17 Relay Nodes 15 

3.18 Low Power Nodes and Friend Nodes 15 

3.19 Proxy Nodes 15 

3.20 Node Configuration 16 
 

4.0 Mesh System Architecture. . . . . . . . . . . . . . . . . . . .  17 

4.1 Overview 18 

4.2 Bearer Layer 18 

4.3 Network Layer 18 

4.4 Lower Transport Layer 19 

4.5 Upper Transport Layer 19 

4.6 Access Layer 19 

4.7 Foundation Models 19 

4.8 Models 19 
 

5.0 Securit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5.1 Mesh Security is Mandatory 21 

5.2 Mesh Security Fundamentals 21 

5.3 Separation of Concerns and 

Mesh Security Keys 21 

5.4 Node Removal, Key Refresh and 

Trashcan Attacks 22 

5.5 Privacy 22 

5.6 Replay attacks 23 
 

6.0 Bluetooth Mesh in Action . . . . . . . . . . . . . . . . . . . . .  24 

6.1 Message Publication and Delivery 25 

6.2 Multipath Delivery 25 

6.3 Managed Flooding 25 

6.4 Traversing the Stack 25 
 

7.0 Bluetooth Mesh — New Frontiers . . . . . . . . . . . . . .  27 

7.1 References 28 

 
 
 
 
 
 
 

 
©  2017 Bluetooth SIG Proprietary. 3 

3.17 릴레이 노드(Relay Node) 

3.18 저출력 노드(Low Power Nodes)와 친구 노드(Friend Node) 

3.19 프록시 노드(Proxy Node) 

3.20 노드 설정(Node Configuration) 

 

4.0 메시 시스템 구조  

4.1 개요 

4.2 베어러 계층(Bearer Layer) 

4.3 네트워크 계층(Network Layer) 

4.4 하부 전송 계층(Lower Transport Layer) 

4.5 상부 전송 계층 (Upper Transport Layer) 

4.6 액세스 계층(Access Layer) 

4.7 기초 모델 계층(Foundation Models Layer) 

4.8 모델 계층(Models Layer) 

 

5.0 보안 

5.1 메시 보안은 의무입니다 

5.2 메시 보안 기본 성명 

5.3 관심의 분리(Separation of Concerns)와 메시 보안 키(Mesh 

Security Key) 

5.4 노드 제거(Node Removal), 키 리프레시(Key Refresh), 휴지통 

공격(Trashcan Attacks) 

5.5 프라이버시(Privacy) 

5.6 리플레이 공격(Replay Attacks) 

 

6.0 블루투스 메시 실행 

6.1 메시지 발행 및 전달 (Message Publication and Delivery) 

6.2 다경로 전달(Multipath Delivery) 

6.3 매니지드 중첩(Managed Flooding) 

6.4 스택 횡단(Traversing the Stack) 

 

7.0 블루투스 메시: 새로운 시장 

7.1 참고 문헌 

15 

15 

15 

16 

 

17 

18 

18 

18 

19 

19 

19 

19 

19 

 

20 

21 

21 

21 

 

22 

 

22 

23 

 

24 

25 

25 

25 

25 

 

27 

28 



블루투스 메시 네트워킹/ 개발자를 위한 가이드 
 
 
 
 
 
 

1.0 

소개  

back to contents 

 
 
 
 
 
 
 
 
 
 
 
 
 
 
 
 
 
 
 
 
 
 
 
 
 
 
 
 
 
 
 
 
 
 
 
 
 
 
 

 

©  2017 Bluetooth SIG Proprietary. 4 



블루투스 메시 네트워킹/ 개발자를 위한 가이드 
 
 

1.0 소개 

back to contents 

 
 
 
 
 
 
 
 
 
 
 
 
 
 
 
 
 
 
 
 
 
 
 
 
 
 
 
 
 
 

 

 

 

 

 

 

 

 

 

 

 

 

 
 
 
 
 
 
 

©  2017 Bluetooth SIG Proprietary. 5 

2000 년 블루투스는 케이블의 대체 기술로서 

세상에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이후, 빠른 성장을 

거쳐 무선 오디오 시장 및 컴퓨터 주변기기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2010 년 새로이 출시된 블루투스 LE 기술은 

스마트폰 & 태블릿, 건강 & 피트니스, 스마트 

홈 & 웨어러블 기기 시장을 주도하며 

블루투스를 새로운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메시 네트워크 구조를 기반으로 한 무선 통신 

시스템은 연결 영역 확장 및 장애 허용력 

제공을 통해 광범위한 지역을 연결하는데 

탁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비자나 

기업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그리고 보조 기기와 호환성이 없어, 지금까지는 

특정 영역의 기술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 극복을 위해, 120 개 블루투스 SIG 

회원사가 협업하여 블루투스 메시 네트워킹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타 연구 대비 훨씬 많은 

회원사의 참여는 얼마나 많은 기업이 블루투스 

메시 네트워킹을 글로벌 산업용 기술의 

표준으로 원하는지 보여줍니다. 

 

메시 네트워킹 지원은 블루투스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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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스마트해진 스마트 빌딩 

어느 겨울 날, 해가 뜨기 전의 이른 아침에 회사에 

도착한 상황을 가정해 보세요. 당신의 차를 인식한 

주차 시스템이 주차장 출입구를 열어줍니다. 이후 

비어 있는 주차 공간을 배정하고, 주차면 센서등으로 

위치를 안내합니다. 주차면 센서를 통해 공간에 차가 

들어선 것을 인식한 주차 시스템은, 이 주차 위치를 

공차에서 만차로 변경합니다. 

차에서 내린 후 건물에 들어서는 당신을 동체 감지 

센서가 인식하고, 당신이 착용하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당신이 누구인지를 파악합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른 당신은 2 층에서 내립니다. 

역시나, 오늘도 당신이 첫 출근자이죠. 

엘리베이터에서 사무실로 이어지는 복도의 전등이 

켜지고, 휴게실 내 커피 머신이 작동합니다. 다른 

공간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정전 상태를 유지합니다. 

당신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사무실 출입문은 

자동으로 닫힙니다. 사무실 내 LED 전등은 이미 켜져 

있고, 책상 위 스탠드 또한 당신이 좋아하는 밝기로 

켜져 있는 상태이지요. 사무실의 온도는 당신이 

설정한 대로 건물 내 온도보다 살짝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컴퓨터 근처로 다가가자, 당신을 

인식한 컴퓨터는 자동 로그인 됩니다. 

시작이 좋습니다. 건물은 당신을 인식하고, 당신의 

취향을 고려하여 모든 것을 맞추죠. 건물 내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몇 달 전, 당신의 회사는 블루투스 메시 네트워크를 

설치했습니다. 조명 시스템을 시작으로, 동체 감지 

센서, 환경 측정 센서, 무선 난방 제어 시스템, 

그리고 주차유도시스템까지 건물의 모든 부분이 

메시를 기반으로 합니다. 

유지비용은 줄었습니다. 추가 부품 설치 시 복잡한 

배선 공사가 불필요 해졌기 때문입니다. 축적되는 

정보를 통해 관리 부는 건물과 사람의 상호작용을 

모니터링하며 가장 효율적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블루투스 메시 네트워크는 건물 내 서비스의 통제 및 

무선 자동화를 쉽고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당신은 

이전에 첨단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던 건물에서 일을 

하는게 가능했는지 되묻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난방 및 전력 낭비로 인한 비용을 

줄였습니다.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공간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생산성은 향상되었습니다.  

[그림 1] 사무실과 주차공간을 연결하는 블루투스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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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 및 용어 

블루투스 메시 네트워크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블루투스에 없었던 몇가지 기술적 용어와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용어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시 vs. 포인트-투-포인트(Point-to-Point) 

대부분의 블루투스 LE 기기는 간단한 

포인트-투-포인트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하여 기기 대 

기기 연결이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코어 스펙에서 

이를 ‘피코네트’라고 합니다. 

심박수 측정기와 포인트-투-포인트 연결을 한 

스마트폰을 가정해 보세요. 블루투스 기술은 한 

기기가 다수의 연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 스마트폰으로 활동 

측정기와도 포인트-투-포인트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마트폰은 각 측정기와 통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측정기 간 직접적인 연결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메시 네트워크는 다대다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합니다. 즉, 메시를 구성하는 모든 기기 간 

통신이 가능합니다(블루투스 메시 실행 참조). 통신은 

메시지를 통해 이뤄지며, 기기는 다른 기기에 

메시지를 중계함으로써, 개별 노드의 무선 출력 가능 

영역을 훨씬 초과하도록, 엔드 투 엔드 범위를 

확장합니다. 

기기(Device)와 노드(Node) 

메시 네트워크에 포함된 기기는 노드라고 하며, 

포함되지 않은 기기는 “비 설정 기기”라 합니다. 

비 설정 기기를 노드로 바꾸는 과정을 

“프로비저닝”이라고 합니다. 메시를 지원하는 

블루투스 조명을 구매 후 집에 설치하는 것을 가정해 

보세요. 기존의 조명 스위치로 새로 산 조명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 기기를 메시 네트워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포함시켜야 합니다. 즉, 새로 산 조명은 프로비저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프로비저닝은 비 설정 기기가 일련의(복수의) 암호화 

키를 보유하게 하고, 태블릿과 스마트폰 등의 

프로비저닝 작업을 실행하는 기기가 이 비 설정 

기기를 인식하게 하는 보안 절차입니다. 암호화 키 

중 하나는 네트워크 키로, 줄여서 

넷키(NetKey)라고도 합니다. 메시 보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안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시 네트워크 내의 모든 노드는 각각 한 개 이상의 

넷키를 보유합니다. 이 넷키를 보유함으로써 기기는 

넷키에 상응하는 네트워크에 포함되며, 노드가 

됩니다. 노드가 유용해지기까지 추가적인 필요조건이 

있으나, 프로비저닝을 통해 안전하게 넷키를 얻는 

것이 그 첫번째 절차입니다. 프로비저닝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자료의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림 2] 메시지 중계가 가능한 다대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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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undamental first step. We’ll review the provisioning 

process in more detail in a later section of this paper. 
 

Elements 

Some nodes have multiple, constituent parts, each of 

which can be independently controlled. In Bluetooth 

mesh terminology, these parts are called elements. 

Figure 3 shows an LED lighting product which if added 

to a Bluetooth mesh network, would form a single node 

with three elements, one for each of the individual 

LED lights. 
 
 
 
 
 
 
 
 
 
 
 
 
 
 
 
 
 
 
 
 
 
 

 

Messages 

When a node needs to query the status of other 

nodes or needs to control other nodes in some way, it 

sends a message of a suitable type. If a node needs to 

report its status to other nodes, it sends a message. 

All communication in the mesh network is “message- 

oriented” and many message types are defined, each 

with its own, unique opcode. 

Messages fall within one of two broad categories; 

acknowledged or unacknowledged. 

Acknowledged messages require a response from nodes 

that receive them. The response serves two purposes: it 

confirms that the message it relates to was received, and 

it returns data relating to the message recipient to the 

message sender. 

The sender of an acknowledged message may resend 

the message if it does not receive the expected 

response(s) and therefore, acknowledged messages 

must be idempotent. This means that the effect of 

a given acknowledged message, arriving at a node 

multiple times, will be the same as it had only been 

received once. 

Unacknowledged messages do not require a response. 
 

Addresses 

Messages must be sent from and to an address. 

Bluetooth mesh defines three types of address. 

A unicast address uniquely identifies a single element. 

Unicast addresses are assigned to devices during the 

provisioning process. 

A group address is a multicast address which represents 

one or more elements. Group addresses are either 

defined by the Bluetooth Special Interest Group (SIG) 

and are known as SIG Fixed Group Addresses or are 

assigned dynamically. 4  SIG Fixed Group Addresses have 

been defined. These are named All-proxies, All-friends, 

All-relays and All-nodes. The terms Proxy, Friend, and 

Relay will be explained later in this paper. 

It is expected that dynamic group addresses will be 

established by the user via a configuration application 

and that they will reflect the physical configuration 

of a building, such as defining group addresses which 

correspond to each room in the building. 

A virtual address is an address which may be assigned 

to one or more elements, spanning one or more nodes. 

It takes the form of a 128-bit UUID value with which 

any element can be associated and is much like a 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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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먼트 (Elements) 

노드는 흔히 다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구성요소마다 독립적으로 제어됩니다. 블루투스 메시 

기술에서는 이러한 구성요소를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그림 3 의 LED 조명은 블루투스 메시 네트워크에 

포함 시, 3 개의 엘리먼트를 갖는 하나의 노드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각 LED 등이 하나의 엘리먼트가 

됩니다. 

메시지 (Messages) 

한 노드가 다른 노드의 상태를 파악하거나 제어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노드는 각 경우에 적합한 유형의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다른 노드에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이를 위한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메시 네트워크 내 모든 통신은 메시지 

중심이며, 다수의 메시지 유형이 정의되어 있고, 각 

유형별로 고유의 명령코드(opcode)를 갖습니다. 

모든 메시지는 두 종류의 넓은 범주, 즉 ACK 또는 

UNACK 그룹 중 하나에 속합니다. 

ACK 메시지는 이를 수신한 노드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응답은 두 가지 목적을 띱니다: 

특정 노드가 메시지를 수신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이 메시지를 수신한 노드에 관한 정보를 

메시지를 발신한 노드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ACK 메시지 발신 노드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하면, 메시지를 재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CK 메시지는 멱등적 입니다. 즉, 어떠한 ACK 

메시지를 단 한 번 수신하든, 여러 번 중복하여 

수신하든 그 효과에 차이가 없습니다. 

UNACK 메시지는 응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소 (Address) 

메시지는 하나의 주소로부터 또는 이 주소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블루투스 메시는 세 가지 유형의 

주소를 정의합니다. 

유니캐스트 주소는 단일 엘리먼트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며, 프로비저닝 과정에서 각 기기에 부여됩니다. 

그룹 주소는 단일 혹은 복수의 엘리먼트를 나타내는 

멀티캐스트 주소입니다. 블루투스 SIG 가 직접 

정의하는 SIG 지정 그룹 주소(SIG Fixed Group 

Address)와 동적으로 지정되는 그룹 주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All-proxies, All friends, All-relays, 그리고 

All-nodes, 총 4 개의 SIG 지정 그룹 주소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용어는 이 자료의 후반부에 

다룹니다. 

동적 그룹 주소는 설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사용자가 직접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각 

방에 하나의 그룹 주소를 정의하는 것처럼, 그룹 

주소는 보통 실제 건물의 물리적 구조를 반영하여 

설정합니다. 

하나의 가상 주소는 단일 혹은 복수의 엘리먼트에 

할당되며, 이는 단일 혹은 복수의 노드를 아우를 수 

있습니다. 128 비트 UUID 값의 형태이며, 어떠한 

엘리먼트에도 부여될 수 있으며 일종의 라벨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림 3] 세 개의 엘리먼트를 포함하는 한 개의 조명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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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 다이닝 룸 복도 침실 정원 
 
 

 

 
 
 
 

 
 

Virtual addresses will likely be preconfigured at the 

point of manufacture and be used for scenarios such 

as allowing the easy addressing of all meeting room 

projectors made by this manufacturer. 
 

Publish/Subscribe 

The act of sending a message is known as publishing. 

Nodes are configured to select messages sent to 

specific addresses for processing, and this is known 

as subscribing. 

Typically, messages are addressed to group or virtual 

addresses. Group and virtual address names will have 

readily understood meaning to the end user, making 

them easy and intuitive to use. 

In Figure 4, above, we can see that the node “Switch 

1” is publishing to group address Kitchen. Nodes Light 

1, Light 2, and Light 3 each subscribe to the Kitchen 

address and therefore receive and process messages 

published to this address. In other words, Light 1, Light 

2, and Light 3 can be switched on or off using Switch 1. 

Switch 2 publishes to the group address Dining Room. 

Light 3 alone subscribed to this address and so is the 

only light controlled by Switch 2. Note that this example 

 

also illustrates the fact that nodes may subscribe to 

messages addressed to more than one distinct address. 

This is both powerful and flexible. 

Similarly, notice how both nodes Switch 5 and Switch 6 

publish to the same Garden address. 

The use of group and virtual addresses with the publish/ 

subscribe communication model has an additional, 

substantial benefit in that removing, replacing or 

adding new nodes to the network does not require 

reconfiguration of other nodes. Consider what would 

be involved in installing an additional light in the dining 

room. The new device would be added to the network 

using the provisioning process and configured to 

subscribe to the Dining Room address. No other nodes 

would be affected by this change to the network. Switch 

2 would continue to publish messages to Dining Room 

as before but now, both Light 3 and the new light 

would respond. 
 

States and Properties 

Elements can be in various conditions and this is 

represented in Bluetooth mesh by the concept of 

stat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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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합니다.  

가상 주소는 제조 시 사전 구성될 가능성이 크며, 

예컨대 특정 제조업체가 제조하는 회의실 프로젝터 

모두를 쉽게 지칭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발행 (Publish)/ 구독 (Subscriber)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발행이라 합니다. 노드는 

특정한 주소로 전송된 메시지를 선택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구독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메시지는 그룹 주소 혹은 가상 주소로 

전송됩니다. 그룹 및 가상 주소 이름은 엔드 유저가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의 되어 있어 

직관적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의 스위치 1 노드는 부엌 그룹 주소로 

메시지를 발행합니다. 조명 1, 조명 2, 그리고 조명 3의 

노드는 각각 부엌 주소를 구독하기 때문에 이 주소로 

발행된 메시지를 받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조명 1, 조명 2, 조명 3은 스위치 1에 의해 작동됩니다. 

스위치 2 는 다이닝 룸 그룹 주소로 메시지를 

발행합니다. 조명 3 만 해당 주소를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조명 3 만 스위치 2 에 의해 작동됩니다. 

조명 3 은 두 개의 그룹 주소를 구독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주세요. 이를 통해 단일 노드가 

복수의 주소를 구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유연하고 효율적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스위치 5 와 스위치 6 이 같은 정원 

주소로 메시지를 발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행/ 구독 통신 모델에서 그룹 주소와 가상 주소의 

사용은, 네트워크에 노드를 추가 및 제거 시 다른 

노드에 대한 재구성이 불필요하다는 추가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다이닝 룸에 조명을 하나 추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세요. 새로운 기기는 프로비저닝 과정을 

거쳐 네트워크에 추가될 것이며, 다이닝 룸 주소를 

구독하도록 구성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기의 추가는 

타 노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거십니다. 즉, 

스위치 2 는 여전히 다이닝 룸 주소로 메시지를 

발행합니다. 이 메시지에 반응하는 기기 리스트에 새 

조명이 추가될 뿐입니다. 

상태(States)와 프로퍼티(Properties) 

엘리먼트는 다양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는 

블루투스 메시에서 상태 값의 개념으로 표현됩니다. 

[그림 4] 발행/ 구독  

발행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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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te is a value of a certain type, contained within an 

element (within a server model - see below). As well as 

values, States also have associated behaviors and may 

not be reused in other contexts. 

As an example, consider a simple light which may either 

be on or off. Bluetooth mesh defines a state called 

Generic OnOff. The light would possess this state item 

and a value of On would correspond to and cause the 

light to be illuminated whereas a Generic OnOff state 

value of Off would reflect and cause the light to be 

switched off. 

The significance of the term Generic will be 

discussed later. 

Properties are similar to states in that they contain 

values relating to an element. But they are significantly 

different to states in other ways. 

Readers who are familiar with Bluetooth LE will be 

aware of characteristics and recall that they are data 

types with no defined behaviors associated with them, 

making them reusable across different contexts. 

A property provides the context for interpreting 

a characteristic. 

To appreciate the significance and use of contexts as 

they relate to properties, consider for example, the 

characteristic Temperature 8, an 8-bit temperature 

state type which has a number of associated properties, 

including Present Indoor Ambient Temperature and 

Present Outdoor Ambient Temperature. These two 

properties allow a sensor to publish sensor readings in 

a way that allows a receiving client to determine the 

context the temperature value has, making better sense 

of its true meaning. 

Properties are organized into two categories: 

Manufacturer, which is a read-only category and Admin 

which allows read-write access. 

Messages, States and Properties 

Messages are the mechanism by which operations on 

the mesh are invoked. Formally, a given message type 

represents an operation on a state or collection of 

multiple state values. All messages are of three broad 

types, reflecting the types of operation which Bluetooth 

mesh supports. The shorthand for the three types is 

GET, SET and STATUS. 

GET messages request the value of a given state from 

one or more nodes. A STATUS message is sent in 

response to a GET and contains the relevant state value. 

SET messages change the value of a given state. An 

acknowledged SET message will result in a STATUS 

message being returned in response to the SET message 

whereas an unacknowledged SET message requires 

no response. 

STATUS messages are sent in response to GET 

messages, acknowledged SET messages or 

independently of other messages, perhaps driven by a 

timer running on the element sending the message, 

for example. 

Specific states referenced by messages are inferred 

from the message opcode. Properties on the other hand, 

are referenced explicitly in generic property related 

messages using a 16-bit property ID. 
 

State Transitions 

Changes from one state to another are called state 

transitions. Transitions may be instantaneous or execute 

over a period of time called the transition time. A state 

transition is likely to have an effect on the application 

layer behavior of a node. 
 

Bound States 

Relationships may exist between states whereby a 

change in one triggers a change in the other. Such a 

relationship is called a state binding. One state may be 
 

bound to multiple other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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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상태는 엘리먼트에 포함된 특정 유형을 

표시하는 ‘값’입니다(서버 모델 내- 하기 참조). 

‘값’뿐만 아니라, 상태에는 이와 연관된 행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로, 켜져 있거나 꺼져 있는 조명을 생각해 보세요. 

블루투스 메시는 ‘포괄적 OnOff’라는 상태를 

정의합니다. 조명은 이 상태 값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On 값은 조명이 켜진 상태를 나타내거나 켜지도록 

하며, Off 값은 조명이 꺼진 상태를 표현하거나 

꺼지도록 합니다. 

‘포괄적 (Generic)’이란 용어의 중요성은 이 자료의 

후반부에서 다룹니다. 

프로퍼티는 엘리먼트와 연관된 어떤 값을 보유한다는 

부분에서 상태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는 크게 다릅니다. 

블루투스 LE 와 친숙한 독자는 

‘특성(characteristics)’에 대하여 알 것입니다. 이 

‘특성’은, 특정한 행동이 결부되지 않아서,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데이타 유형입니다. 

프로퍼티는 이러한 특성을 해석할 수 있는 

컨텍스트를 제공합니다. 

프로퍼티와 관련하여 컨텍스트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봅시다. 예를 들어, 현재 실내 주위 

온도와 현재 실외 주위 온도 등 다량의 프로퍼티를 

보유한 8 비트 온도 상태 유형인 ‘Temperature 8’ 

특성을 떠올려 보세요. 언급한 두 가지 프로퍼티는 

센서가 발행한 측정값을 구독 노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로퍼티는 읽기 전용인 ‘Manufacturer’와, 읽고 쓰기 

가능한 ‘Admin’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메시지(Messages), 상태(State), 

프로퍼티(Properties) 

메시지는 메시에서 특정 작업을 구현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메시지 유형은 상태 혹은 여러 상태 

값의 집합을 구현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든 

메시지는 GET, SET, 그리고 STATUS 의 세 가지 작업 

유형 중 하나로 구분됩니다.  

GET 메시지는 단일 혹은 복수의 노드의 상태 값을 

요구합니다. STATUS 메시지는 GET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요구된 상태 값을 포함합니다. 

SET 메시지는 특정 상태 값을 변경합니다. ACK SET 

메시지에 대한 답변으로 STATUS 메시지를 받으며, 

UNACK SET 메시지는 답변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STATUS 메시지는 GET 메시지나 SET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전송됩니다. 엘리먼트에서 동작하는 

타이머에 의해 전달되는 독립적인 메시지일 때도 

있습니다. 

메시지에 의해 참조되는 특정 상태는 메시지 명령 

코드에서 추정됩니다. 반면에 프로퍼티는 16 비트 

프로퍼티 ID 를 사용한 포괄 프로퍼티 관련 메시지에 

의해 참조됩니다. 

상태 변환(State Change)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경하는 것을 상태 

변환이라고 합니다. 변환은 즉각적이거나 변환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태 변환은 노드의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에 영향을 

주곤 합니다. 

바운드 상태(Bound States) 

상태 간에 관계가 존재할 수 있고, 이 경우 한 

상태의 변경은 관련된 다른 상태의 변경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상태 바인딩이라 합니다. 

하나의 상태는 복수의 다른 상태와 바운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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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xample, consider a light controlled by a dimmer 

switch. The light would possess the two states, Generic 

OnOff and Generic Level with each bound to the other. 

Reducing the brightness of the light   

of an element as it 

relates to the mesh network. Three categories of model 

are recognized. 

A server model defines a collection of states, state 

transitions, state bindings and messages which the 

defines a series of reusable, generic states such as, for 

example, Generic OnOff and Generic Level. 

Similarly, a series of generic messages that operate 

on the generic states are defined. Examples include 

Generic OnOff Get and Generic Level Set. 

Generic states and generic messages are used in 

generalized models, both generic server models such 

as the Generic OnOff Server and Generic Client Models 

such as the Generic Level Client. 

Generics allow a wide range of device type to support 

Bluetooth mesh without the need to create new models. 

Remember that models may be created by extending 

other models too. As such, generic models may form 
 

element containing the model may send or receive. It 

also defines behaviors relating to messages, states and 

state transitions. 

the basis for quickly creating models for new types 

of devices. m 

A client model does not define any states. Instead, it 

defines the messages which it may send or receive 

 

 D

e 

in order to GET, SET or acquire the STATUS of states 

defined in the corresponding server model. 

Control models contain both a server model, allowing 

D

e 

a

n 
 

communication with other client models and a client 

model which allows communication with server models. C

l 
 

Models may be created by extending other models. A 

model which is not extended is called a root model.  

Models are immutable, meaning that they may not be 

changed by adding or  

, all of which can be 

switched on or turned off. 

Consequently, the Bluetooth mesh model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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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Scene) 

씬은 저장된 상태의 모음으로, 특정 유형의 메시지 

수신 시 혹은 지정된 시간에 어떠한 형식의 저장된 

상태를 불러들여 현재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씬은 메시 네트워크 내에서 고유의 16 비트 씬 번호로 

식별됩니다. 

씬 일련의 노드가 이전에 저장된 상호보완적인 상태로 

설정되도록 단 한 번의 조작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림 5] 포괄적 모델 

예를 들어, 조광 스위치로 작동되는 조명을 생각해 

보세요. 조명은 ‘포괄적 OnOff’와 ‘포괄적 Level’의 두 

상태를 가질 수 있으며, 이 두 상태는 서로 

바운드되어 있습니다. 포괄적 레벨이 0 의 값을 가질 

때까지 밝기를 조절하면 (아예 깜깜한 상태), 포괄적 

OnOff 의 상태 또한 On 에서 Off 로 변경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모델(Models) 

모델은 앞의 컨셉을 묶어 메시 네트워크 내에서 

엘리먼트가 갖는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의합니다. 모델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서버 모델은 상태, 상태 변환, 상태 바인딩과 모델을 

보유한 엘리먼트가 발신하거나 수신하는 메시지의 

집합을 정의합니다. 메시지, 상태, 그리고 상태 

변환에 관련된 행동 또한 정의합니다. 

클라이언트 모델은 상태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응하는 서버모델에서 정의된 상태를 입수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GET, SET, 혹은 STATUS 메시지를 

수신하거나 발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컨트롤 모델은 서버 모델과 클라이언트 모델을 모두 

포함합니다. 서버 모델을 통해 다른 클라이언트 

모델과 통신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 모델을 통해 

서버 모델과 통신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 확장하면 새로운 모델이 형성됩니다. 

확장되지 않은 모델을 루트 모델이라고 합니다. 

모델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즉, 행동의 제거 또는 

추가가 모델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모델 

형성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기존 모델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포괄적(Generics) 

다양한 기기들이 의미론상으로 동일한 상태를 

보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명, 

선풍기, 전원 소켓 등 많은 기기들이 ON 과 OFF 

상태를 보유합니다. 

 

이에 따라, 블루투스 메시 사양은 일련의 재사용이 

가능하며 포괄적인 상태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면, 

‘포괄적(Generic) OnOff’와 ‘포괄적(Generic) Level’ 

등과 같은 상태입니다.  

포괄적 상태에서 사용하는 일련의 포괄적 메시지 

또한 정의합니다. 

포괄적 상태와 포괄적 메시지는 ‘포괄적 OnOff 

서버’와 같은 일반적인 서버 모델과, ‘포괄적 레벨 

클라이언트’와 같은 일반적인 모델에서 사용됩니다.  

포괄적(Generics)은 다양한 기기가 새로운 모델에 

대한 정의 없이 블루투스 메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델이 확장되어 새로운 모델을 형성하듯이, 

포괄적 모델 또한 확장하여 새로운 모델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OnOff 

클라이언트 
포괄적 OnOff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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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e that in the evening, you like the temperature in 

your main family room to be 20 degrees Celsius, the six 

LED downlights to be at a certain brightness level and 

the lamp in the corner of the room on the table, set to a 

nice warm yellow hue. Having manually set the various 

nodes in this example scenario to these states, you can 

store them as a scene using a configuration application, 

and recall the scene later on, either on demand by 

sending an appropriate, scene-related mesh message or 

automatically at a scheduled time. 
 

Provisioning 

Provisioning is the process by which a device joins the 

mesh network and becomes a node. It involves several 

stages, results in various security keys being generated 

and is itself a secure process. 

Provisioning is accomplished using an application on a 

device such as a tablet. In this capacity, the device 

used to drive the provisioning process is referred to as 

the Provisioner. 

The provisioning process progresses through five steps 

and these are described next. 

Step 1. Beaconing 

In support of various different Bluetooth mesh 

featur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visioning, 

new GAP AD types (ref: Bluetooth Core Specification 

Supplement) have been introduced, including the 

<<Mesh Beacon>> AD type. 

An unprovisioned device indicates its availability to 

be provisioned by using the <<Mesh Beacon>> AD 

type in advertising packets. The user might need 

to start a new device advertising in this way by, for 

example, pressing a combination of buttons or holding 

down a button for a certain length of time. 

Step 2. Invitation 

In this step, the Provisioner sends an invitation to the 

device to be provisioned, in the form of a Provisioning 

Invite PDU. The Beaconing device responds with 

information about itself in a Provisioning 

Capabilities PDU. 

Step 3. Exchanging Public Keys 

The Provisioner and the device to be provisioned, 

exchange their public keys, which may be static or 

ephemeral, either directly or using an out-of-band 

(OOB) method. 

Step 4. Authentication 

During the authentication step, the device to be 

provisioned outputs a random, single or multi-digit 

number to the user in some form, using an action 

appropriate to its capabilities. For example, it might 

flash an LED several times. The user enters the digit(s) 

output by the new device into the Provisioner and a 

cryptographic exchange takes place between the two 

devices, involving the random number, to complete 

the authentication of each of the two devices to 

the other. 

Step 5. Distribution of  the Provisioning Data 

After authentication has successfully completed, a 

session key is derived by each of the two devices from 

their private keys and the exchanged, peer public 

keys. The session key is then used to secure the 

subsequent distribution of the data required to 

complete the provisioning process, including a 

security key known as the network key (NetKey). 

After provisioning has completed, the provisioned 

device possesses the network’s NetKey, a mesh 

security parameter known as the IV Index and a 

Unicast Address, allocated by the Provisioner. It is 

now known as a node. 
 

Features 

All nodes can transmit and receive mesh messages but 

there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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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저녁 즈음 거실의 온도가 20℃ 정도이며, 

여섯 개의 LED 조명은 특정한 밝기를 띠고, 구석의 

테이블 등은 노란 정도의 빛을 내는 것을 선호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설정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당신이 직접 각각의 노드를 해당 상태로 설정한 전체 

시나리오를 한 씬으로 저장하면, 다음 날에도 해당 

씬 관련 메시 메시지를 전송하여, 혹은 설정된 

시간에 자동으로 각 노드를 같은 상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비저닝(Provisioning) 

프로비저닝은 비 설정 기기를 특정 메시 네트워크에 

포함하여 노드로 바꾸는 과정을 칭합니다다. 여러 

단계를 거쳐 프로비저닝이 완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보안키가 생성되며, 이 프로비저닝은 자체가 

보안이 유지되는 과정입니다. 

프로비저닝은 태블릿 등의 기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집니다. 이 영역에서, 

프로비저닝 과정을 위해 사용되는 기기는 

프로비저너(Provisioner)라고 합니다. 

프로비저닝 과정은 총 5 개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단계: 비코닝(Beaconing) 

프로비저닝을 포함한 다양한 블루투스 메시 성능을 

지원하기 위해, <<Mesh Beacon>> AD type 의 

새로운 GAP AD type(블루투스 핵심 규격 참고)가 

소개되었습니다. 

비 설정 기기는 애드버타이징 패킷(Advertising 

packet)의 <<Mesh Beacon>> AD type 을 사용하여 

프로비저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용자는 복수의 버튼을 누르거나 한 버튼을 오래 

누름으로써 새로운 기기 애드버타이징을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단계. 초청(Invitation) 

이 단계에서 프로비저너는 기기에 프로비저닝 

초청 PDU 형태의 프로비저닝 초청을 전달합니다. 

비코닝 기기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프로비저닝 

역량 PDU 형태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3 단계. 공개 키 교환 

프로비저너와 프로비저닝 대상 기기는 서로 공개 

키를 직접 혹은 대역 외 방식으로 교환합니다. 공개 

키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또는 짧은 시간 

동안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4 단계. 인증(Authentication) 

인증이 진행되는 동안, 프로비저닝 대상 기기는, 

이 기기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임의로 생성되는 한 

자리 또는 여러 자리의 숫자(난수)를 표출합니다. 

예를 들어, LED 를 여러 번 깜빡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 숫자를 프로비저너 기기에 

입력하면, 기기 간 암호 교환이 이루어지며 두 

기기가 서로 인증하는 절차를 완성합니다. 

5 단계. 프로비저닝 정보 배포 

인증이 완료되면, 각 기기의 개인 키와 교환된 

서로의 공개 키로부터 세션 키가 만들어집니다. 

이 세션 키는 이후 프로비저닝 과정을 

완료하기까지 주고 받는 정보를 보호합니다. 이 

정보에는 보안 키인 넷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비저닝 과정이 끝난 기기는 넷키를 보유하게 

된다. 넷키는 IV 인덱스와 유니캐스트 주소를 

사용하는 메시 보안 파라미터로, 프로비저너가 

할당한다. 이 기기는, 이제 노드이다. 

기능(Features) 

모든 노드는 메시 메시지를 전송 및 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노드가 보유할 수 있는 추가 기능은 

릴레이(Relay), 프록시(Proxy), 친구(Friend), 그리고 

저출력 (Low Power)의 4 가지가 있습니다. 노드는 이 

추가 기능을 0 개 이상 지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특정 시점에 제공되기 시작하거나 또는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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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zero or more of these optional features and any 

supported feature may, at a point in time, be enabled 

or disabled. 
 

Relay Nodes 

Nodes which support the Relay feature, known as 

Relay nodes, are able to retransmit received messages. 

Relaying is the mechanism by which a message can 

traverse the entire mesh network, making multiple 

“hops” between devices by being relayed. 

Mesh network PDUs include a field called TTL (Time 

To Live). It takes an integer value and is used to limit 

the number of hops a message will make across the 

network. Setting TTL to 3, for example, will result in 

the message being relayed, a maximum number of 

three hops away from the originating node. Setting 

it to 0  will result in it not being relayed at all and 

only traveling a single hop. Armed with some basic 

knowledge of the topology and membership of the 

mesh, nodes can use the TTL field to make more 

efficient use of the mesh network. 
 

Low Power Nodes and Friend Nodes 

Some types of node have a limited power source 

and need to conserve energy as much as possible. 

Furthermore, devices of this type may be predominantly 

concerned with sending messages but still have a need 

to occasionally receive messages. 

Consider a temperature sensor which is powered by a 

small coin cell battery. It sends a temperature reading 

once per minute whenever the temperate is above or 

below configured upper and lower thresholds. If the 

temperature stays within those thresholds it sends no 

messages. These behaviors are easily implemented 

with no particular issues relating to power 

consumption arising. 

However, the user is also able to send messages to 

the sensor which change the temperature threshold 

state values. This is a relatively rare event but the 

sensor must support it. The need to receive messages 

has implications for duty cycle and as such power 

consumption. A 100% duty cycle would ensure that 

the sensor did not miss any temperature threshold 

configuration messages but use a prohibitive amount of 

power. A low duty cycle would conserve energy but risk 

the sensor missing configuration messages. 

The answer to this apparent conundrum is the Friend 

node and the concept of friendship. 

Nodes like the temperature sensor in the example may 

be designated Low Power nodes (LPNs) and a feature 

flag in the sensor’s configuration data will designate the 

node as such. 

LPNs work in tandem with another node, one which 

is not power-constrained (e.g. it has a permanent AC 

power source). This device is termed a Friend node. 

The Friend stores messages addressed to the LPN and 

delivers them to the LPN whenever the LPN polls the 

Friend node for “waiting messages”. The LPN may poll 

the Friend relatively infrequently so that it can balance 

its need to conserve power with the timeliness with 

which it needs to receive and process configuration 

messages. When it does poll, all messages stored by 

the Friend are forwarded to the LPN, one after another, 

with a flag known as MD (More Data) indicating to the 

LPN whether there are further messages to be sent from 

the Friend nod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PN and the Friend node 

is known as friendship. Friendship is key to allowing 

very power constrained nodes which need to receive 

messages, to function in a Bluetooth mesh network 

whilst continuing to operate in a power-efficient way. 
 

Proxy Nodes 

There are an enormous number of devices in the 

world that support Bluetooth LE, most smartphones 

and tablets being amongst them. In-market Bluetooth 

devices, at the time Bluetooth mesh was adopted,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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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노드(Relay Node) 

릴레이 기능을 지원하는 릴레이 노드는 수신한 

메시지를 재전송할 수 있습니다. 릴레이는 기기간 

전송(홉, hop)을 여러 개 이어 사용하여, 메시지가 

전체 메시 네트워크를 횡단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메시 네트워크 PDU 는 TTL 필드를 포함합니다. TTL 

필드는 정수 값을 띠며, 메시지가 네트워크를 

횡단하며 갖는 홉(Hop) 수를 제한합니다. TTL 값을 

3 으로 입력 시, 메시지는 최대 3 홉만큼 메시지가 

릴레이 됩니다. TTL 값을 0 으로 입력 시, 메시지는 

릴레이 되지 않고, 1 홉만큼 이동합니다. 메시 구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소유한 노드는 TTL 필드를 

활용하여 메시 네트워크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출력 노드(Low Power Nodes)와 

친구 노드(Friend Nodes) 

특정 노드는 제한된 전원을 가지므로 에너지를 

가능한 많이 아껴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기들은 

대부분 메시지 전송에 목적을 두지만, 간혹 메시지 

수신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코인 셀 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온도 센서를 

가정해 보세요. 이 센서는 감지된 온도가 설정된 

상위 및 하위 경계치를 넘을 때마다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또한 온도가 경계치 내로 유지될 시,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구현이 

용이하며, 특별히 전력 소모 관련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센서에 경계치 수치를 변경하는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메시지 수신 

행위의 필요성이 작동 사이클을 변경하고, 전력 

소모량에 영향을 끼칩니다. 100% 사용률(duty 

cycle)은 센서가 온도 경계치 설정 메시지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을 보장하지만, 엄청난 전력을 

소모합니다. 낮은 사용률은 전력 소모를 줄이지만, 

센서가 설정 메시지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친구 노드와 친구 개념에 

있습니다. 

온도 센서와 같은 노드는 LPN(Low Power Node)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센서의 설정 정보에 있는 기능 

플래그로 이를 지정합니다. 

LPN 은 전력 사용에 제약이 없는 다른 노드(예컨대, 

영구적인 AC 전원에 연결된 노드)와 협력합니다. 

LPN 과 협력하는 기기를 친구 노드라고 합니다. 

친구는 LPN 에게 전송된 메시지를 저장 해놓고, 

LPN 이 대기 메시지를 요청할 때 저장된 메시지를 

LPN 에게 전달합니다. LPN 은, 전력을 절약하기 위해, 

대기 메시지 요청을 드물 게 할 수 있습니다. LPN 이 

대기 메시지를 요청하면, 친구에게 저장된 모든 

메시지가 차례대로 LPN 에게 전달됩니다. MD(More 

Data) 플래그가 메시지에 있으면, LPN 에 전달해야 할 

메시지가 친구 노드에 더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LPN 과 친구 노드의 관계는 친구 관계(Friendship)로 

정의합니다. 친구 관계 전력 사용이 제한된 노드가 

메시지 수신이 필요할 때 블루투스 메시 네트워크 

내에서 전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합니다. 

프록시 노드(Proxy Nodes)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포함한 세상의 수많은 기기가 

블루투스 LE 를 지원합니다. 블루투스 메시 기능이 막 

출시된 시기에 시장에 있던 블루투스 기기들은 

블루투스 메시 네트워킹 스택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블루투스 LE 스택을 보유한 기기들은 일반 

속성 프로파일(Generic Attribute Profile; 이하 GATT)을 

사용하여 다른 기기와 연결을 하고 서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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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possess a Bluetooth mesh networking stack. They 

do possess a Bluetooth LE stack however and therefore 

have the ability to connect to other devices and interact 

with them using GATT, the Generic Attribute Profile. 

Proxy nodes expose a GATT interface which Bluetooth 

LE devices may use to interact with a mesh network. 

A protocol called the Proxy Protocol, intended to be 

used with a connection-oriented bearer, such as GATT 

is defined. GATT devices read and write Proxy Protocol 

PDUs from within GATT characteristics implemented by 

the Proxy node. The Proxy node transforms these PDUs 

to/from mesh PDUs. 

In summary, Proxy nodes allow Bluetooth LE devices 

that do not possess a Bluetooth mesh stack to interact 

with nodes in a mesh network. 
 
 
 
 
 
 
 
 
 
 
 
 
 
 
 
 

P 

Node Configuration 

Each node supports a standard set of configuration 

states which are implemented within the standard 

Configuration Server Model and accessed using the 

Configuration Client Model. Configuration State 

data is concerned with the node’s capabilities and 

behavior within the mesh, independently of any specific 

application or device type behaviors. 

For example, the features supported by a node, whether 

it is a Proxy node, a Relay node and so on, are indicated 

by Configuration Server states. The addresses to which a 

node has subscribed are stored in the Subscription List. 

The network and subnet keys indicating the networks 

the node is a member of are listed in the configuration 

block, as are the application keys held by the mode. 

A series of configuration messages allow the 

Configuration Client Model and Configuration Server 

Model to support GET, SET and STATUS operations on 

the Configuration Server Model states. 

proxy nodes 

 

Proxy Nodes allow standard, in-market 

Bluetooth low energy devices to 

communicate with a mesh network 
 
 

This is huge! 

 

Proxy Nodes implement 2 GATT services : 
 

Mesh Provisioning Service 

 

Mesh Prox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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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메시 프록시 노드를 사용하여 통신 중인 스마트폰 

P= 프록시 기능 활성화 

프록시 노드는 블루투스 LE 기기가 메시 

네트워크와 통신할 수 있도록 GATT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GATT 와 같은, 연결 중심 기기와 

사용되는 ‘프록시 프로토콜’이 정의됩니다. GATT 

기기는 프록시 노드가 구현한 GATT 기능 내로 

프록시 프로토콜 PDU 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프록시 노드는 이러한 프록시 프로토콜 PDU 를 

메시 PDU 로 혹은 메시 PDU 를 프록시 프로토콜 

PDU 로 변환합니다.  

요약하면, 프록시 노드는 블루투스 메시 스택을 

보유하지 않은 블루투스 LE 기기가 메시 네트워크 

내의 노드와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노드 설정(Node Configuration) 

각 노드는 표준 설정 서버 모델 내에서 구현되고, 

설정 클라이언트 모델이 접근할 수 있는 표준 

설정 상태를 지원합니다. 설정 상태 정보는 메시 

네트워크 내 노드의 역량과 행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기기 유형 

행동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노드가 지원하는 기능은, 예컨대 그것이 프록시 

노드인지, 릴레이 노드인지 등은, 설정 서버 

상태로 표시됩니다. 노드가 구독하는 주소는 구독 

리스트에 저장됩니다. 애플리케이션 키가 모드에 

기록되듯이, 네트워크와 노드가 속하는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서브넷 키는 설정 블록에 기록됩니다. 

일련의 설정 메시지는, 설정 서버 모델 상태에서, 

설정 클라이언트 모델과 설정 서버 모델이 GET, 

SET, 그리고 STATUS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블루투스 메시 네트워킹/ 개발자를 위한 가이드 
 
 
 
 
 
 

4.0  

메시 시스템 구조  

 

back to contents 

 
 
 
 
 
 
 
 
 
 
 
 
 
 
 
 
 
 
 
 
 
 
 
 
 
 
 
 
 
 
 
 
 

 

©  2017 Bluetooth SIG Proprietary. 17 



using a mesh known as   sits top ofThe 
Proxy Protocol Low Energywithin 

14   and a /  Bluetooth SIG which 

블루투스 메시 네트워킹/ 개발자를 위한 가이드 

 
 

4.0 메시 시스템 구조 

back to contents 

 

 

Overview 

In this section, we’ll take a closer look at the Bluetooth 

mesh architecture, its layers and their respective 

responsibilities. We’ll also position the mesh 

architecture relative to the Bluetooth LE 

core architecture. 
 
 

 

 

 

 

 

 

 

 

 
 

At the bottom of the mesh architecture stack, we have 

a layer entitled Bluetooth LE. In fact, this is more than 

just a single layer of the mesh architecture, it’s the 

full Bluetooth LE stack, which is required to provide 

fundamental wireless communications capabilities 

which are leveraged by the mesh architecture which sits 

on top of it. It should be clear that the mesh system is 

dependent upon the availability of a Bluetooth LE stack. 

We’ll now review each layer of the mesh architecture, 

working our way up from the bottom layer. 

Bearer Layer 

Mesh messages require an underlying communications 

system for their transmission and receipt. The bearer 

layer defines how mesh PDUs will be handled by a given 

communications system. At this time, two bearers are 

defined and these are called the Advertising Bearer and 

the GATT Bearer. 

the stack 
The Advertising Bearer leverages Bluetooth LE’s GAP 

advertising and scanning features to convey and receive 

mesh PDUs. 

The GATT Bearer allows a device which does not 

support the Advertising Bearer to communicate 

indirectly with nodes of a mesh network which do, 

The protocol protocolthe ProxyonProtocol. the core 

Bluetoothis encapsulated stackGATT operations 
involving specially defined GATT characteristics. A mesh 

Proxy node implements these GATT characteristics and 

supports the GATT bearer as well as the Advertising 

Bearer so that it can convert and relay messages 

between the two types of bearer. 
 

Network Layer 

The network layer defines the various message 

address typesJune 2017network message formatProprietary    56 

allows transport layer PDUs to be transported by the 

bearer layer. 

It can support multiple bearers, each of which may have 

multiple network interfaces, including the local interface 

which is used for communication between elements that 

are part of the same node. 

The network layer determines which network 

interface(s) to output messages over. An input filter 

is applied to messages arriving from the bearer layer,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y should be delivered 

to the network layer for further processing. Output 

messages are subject to an output filter to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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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번 섹션에서는, 블루투스 메시 구조, 계층과 각 

계층의 책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블루투스 LE 핵심 구조에 비교하여 메시 구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메시 구조 스택의 가장 하단에는 블루투스 LE 

계층이 존재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계층은 메시 

구조 내 하나의 단일 계층이 아닌 블루투스 LE 

스택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무선 통신 기능을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확보된 계층들을 통해 이 기능을 메시로 

확장합니다. 메시 시스템이 블루투스 LE 스택에 

의존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단 계층부터 한 단계씩 검토해보도록 합니다. 

베어러 계층(Bearer Layer) 

메시 메시지는 전달 및 수신을 위한 근본적인 

통신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베어러 계층은 

주어진 통신 시스템 내에서 메시 PDU 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정의합니다. 현재까지 애드버타이징 

베어러와 GATT 베어러의 두 가지 베어러 계층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애드버타이징 베어러는 블루투스 LE 의 GAP 

애드버타이징 기능과 스캐닝 기능을 사용하여 메시 

PDU 를 전달합니다. 

GATT 베어러는 프록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애드버타이징 베어러를 지원하지 않는 기기가 

간접적으로 메시 네트워크 내 노드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록시 프로토콜은 특별히 정의된 

GATT 특징을 포함하는 GATT 동작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시 프록시 노드는 GATT 특성을 

도입하고 GATT 베어러와 애드버타이징 베어러를 

지원하여 각 베어러에 맞게 메시지를 변환하고 두 

베어러 사이에서 메시지가 중계될 수 있도록 합니다. 

네트워크 계층(Network Layer) 

네트워크 계층은 다양한 메시지 주소 유형과 

네트워크 메시지 포맷을 정의하여 전송 계층 PDU 가 

베어러 계층에 의해 전송될 수 있도록 합니다. 

네트워크 계층은 복수의 베어러를 지원합니다. 각 

베어러는 다량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보유하는데, 

한 노드의 엘리먼트 간 통신 시 사용되는 지역 

인터페이스도 포함됩니다.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메시지 출력용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결정합니다. 베어러 계층에서 전달 

받은 메시지에 입력 필터를 적용하여 네트워크 

계층으로의 전달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력 메시지는 

출력 필터를 적용하여 베어러 계층으로의 전달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림 7] 블루투스 메시 구조 

블루투스 LE 계층 

베어러 계층 

네트워크 계층 

모델 계층 

기초 모델 계층 

액세스 계층 

상부 전송 계층 

하부 전송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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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her or not they are dropped or delivered to the 

bearer layer. 

The Relay and Proxy features may be implemented by 

the network layer. 
 

Lower Transport Layer 

The lower transport layer takes PDUs from the upper 

transport layer and sends them to the lower transport 

layer on a peer device. Where required, it performs 

segmentation and reassembly of PDUs. For longer 

packets, which will not fit into a single Transport PDU, 

the lower transport layer will perform segmentation, 

splitting the PDU into multiple Transport PDUs. The 

receiving lower transport layer on the other device, will 

reassemble the segments into a single upper transport 

layer PDU and pass this up the stack. 
 

Upper Transport Layer 

The upper transport layer is responsible for the 

encryption, decryption and authentication of application 

data passing to and from the access layer. It also has 

responsibility for transport control messages, which 

are internally generated and sent between the upper 

transport layers on different peer nodes. These include 

messages related to friendship and heartbeats. 
 

Access Layer 

The access layer is responsible for defining how 

applications can make use of the upper transport layer. 

This includes: 

• Defining the format of application data. 

• Defining and controlling the encryption and 

decryption process which is performed in the upper 
transport layer. 

• Verifying that data received from the upper transport 

layer is for the right network and application, before 
forwarding the data up the stack. 

Foundation Models Layer 

The foundation model layer is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ose models concerned with the 

configuration and management of a mesh network. 
 

Models Layer 

The model layer is concern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Models and as such, the implementation of behaviors, 

messages, states, state bindings and so on, as defined in 

one or more model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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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와 프록시 기능은 네트워크 계층에서 구현될 수 

있습니다.  

하부 전송 계층(Lower Transport Layer) 

하부 전송 계층은 상부 전송 계층에서 PDU 를 받아 

피어 기기의 하부 전송 계층에 전달합니다. 필요 시, 

PDU 를 분할하고 재 조립 합니다. 하부 전송 계층은 

단일 전송 PDU 에 적합하지 않은 긴 패킷을 복수의 

전송 PDU 로 분할합니다. PDU 를 수신하는 피어 

기기의 하부 전송 계층은, 분할된 PDU 를 단일의 

상부 전송 계층 PDU 로 재조립하여 스택의 위층으로 

전달합니다. 

상부 전송 계층(Upper Transport Layer) 

상부 전송 계층은 액세스 계층으로 전송하는, 혹은 

액세스 계층에서 수신하는 애플리케이션 정보에 대한 

암호화, 해독, 그리고 인증을 담당합니다. 또한, 

내부에서 생성되어 상위의 전송 계층에 보내지는, 

전송 제어 메시지를 담당합니다. 이에는 

친구관계(Friendship)나 박동(heartbeat)과 관련된 

메시지가 포함됩니다. 

액세스 계층(Access Layer) 

액세스 계층은 애플리케이션의 상부 전송 계층 

사용을 관리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정보 포맷 정의 

· 상부 전송 계층에서 이뤄지는 암호화와 해독 

과정에 대한 제어 및 정의 

· 스택 상위 단계로 정보 전달 전, 상부 전송 

계층에서 올려 보낸 정보가 적합한 네트워크와 

애플리케이션에 전달이 된 것임을 확인 

기초 모델 계층(Foundation Models Layer) 

기초 모델 계층은 메시 네트워크의 설정 및 관리와 

연관된 모델의 구현을 담당합니다.  

모델 계층(Models Layer) 

모델 계층은 모델의 구현과 행동, 메시지, 상태, 상태 

바인딩, 그리고 그 외 모델 사양에 정의된 모든 

것의 구현을 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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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h Security is Mandatory 

Bluetooth LE allows the profile designer to exploit a 

range of different security mechanisms, from the various 

approaches to pairing that are possible, to individual 

security requirements associated with individual 

characteristics. Security is in fact, totally optional, and 

its permissible to have a device which is completely 

open, with no security protections or constraints 

in place. The device designer or manufacturer is 

responsible for analyzing threats and determining the 

security requirements and solutions for their product. 

In contrast, in Bluetooth mesh, security is mandatory. 

The network, individual applications and devices are all 

secure and this cannot be switched off or reduced in 

any way. 
 
 
 
 
 
 
 
 
 
 
 
 
 
 
 
 
 
 
 
 
 
 
 

 

Mesh Security Fundamentals 

The following fundamental security statements apply to 

all Bluetooth mesh networks: 

1. All mesh messages are encrypted 

and authenticated. 

2. Network security, application security and device 

security are addressed independently. See 
“Separation of Concerns” below. 

3. Security keys can be changed during the life of the 

mesh network via a Key Refresh procedure. 

4. Message obfuscation makes it difficult to track 

messages sent within the network providing a 
privacy mechanism to make it difficult to 
track nodes. 

5. Mesh security protects the network against 

replay attacks. 

6. The process by which devices are added to the 

mesh network to become nodes, is itself a 
secure process. 

7. Nodes can be removed from the network securely, 

in a way which prevents trashcan attacks. 
 

Separation of Concerns and Mesh 

Security Keys 

At the heart of Bluetooth mesh security are three types 

of security keys. Between them, these keys provide 

security to different aspects of the mesh and achieve a 

critical capability in mesh security, that of “separation 

of concerns”. 

To understand this and appreciate its significance, 

consider a mesh light which can act as a relay. In its 

capacity as a relay, it may find itself handling messages 

relating to the building’s Bluetooth mesh door and 

window security system. A light has no business being 

able to access and process the details of such messages 
 

but does need to relay them to other 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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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 보안은 의무입니다  

블루투스 LE 는 프로파일 디자이너가 페어링부터 

개별 특성에 맞는 보안 요건까지 다양한 보안 

메커니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안은 

선택이며, 보안이 없는 완전한 개방형 기기를 

소유해도 무방합니다. 제품을 위협하는 외부 공격을 

분석하고, 이에 요구되는 보안 요건 및 솔루션을 

판단하는 것은 기기 디자이너 혹은 제조자의 

의무입니다. 

그에 반해, 블루투스 메시는 보안을 의무로 합니다. 

네트워크,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기기는 모두 

보호되며, 이 보안성은 계속 유지됩니다. 

메시 보안 기본 성명 

하기의 기본 보안 성명은 모든 블루투스 메시 

네트워크에 적용됩니다: 

1. 모든 메시 메시지는 암호화 및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2. 네트워크 보안, 애플리케이션 보안, 그리고 기기 

보안은 각각 적용 됩니다 (관심의 분리 참고) 

3. 보안 키는 키 리프레시 (Key Refresh) 절차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메시지의 식별 가능 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조정하면 네트워크 내 메시지와 노드를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통해 프라이버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5. 메시 보안은 네트워크를 리플레이 공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6. 기기가 메시 네트워크에 추가되어 노드로 

변경되는 프로비저닝은 자체가 보안이 유지되는 

과정입니다. 

7. 네트워크에서 노드 제거 시, 안전하게 제거하여 

휴지통 공격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합니다. 

관심의 분리(Separation of Concerns)와  

메시 보안 키(Mesh Security Key) 

블루투스 메시 보안의 중심에는 세 가지 보안 키가 

존재합니다. 세 가지 보안 키는 메시의 다른 측면을 

각각 보호하여 중대한 보안 기능인 “관심의 분리”를 

제공합니다. 

이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중계로 행동할 수 

있는 메시 조명을 가정해 보세요. 중계 성격 상, 

메시 조명 노드가 블루투스 메시 문과 창문 보안 

시스템의 메시지를 처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명은 해당 메시지에 접근하고 

자세하게 처리 할 권리는 없으나, 다른 노드에게 

전달 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림 8] 보안은 블루투스 메시 네트워킹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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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eal with this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the mesh 

uses different security keys for securing messages at the 

network layer from those used to secure data relating to 

specific applications such as lighting, physical security, 

heating and so on. 

All nodes in a mesh network possess the network  

key (NetKey). Indeed, it is possession of this shared 

key which makes a node a member of the network. A 

network encryption key and a Privacy Key are derived 

directly from the NetKey. 

Being in possession of the NetKey allows a node to 

decrypt and authenticate up to the Network Layer so 

that network functions such as relaying, can be carried 

out. It does not allow application data to be decrypted. 

The network may be sub-divided into subnets and each 

subnet has its own NetKey, which is possessed only by 

those nodes which are members of that subnet. This 

might be used, for example, to isolate specific, physical 

areas, such as each room in a hotel. 

Application data for a specific application can only be 

decrypted by nodes which possess the right application 

key (AppKey). Across the nodes in a mesh network, 

there may be many distinct AppKeys but typically, each 

AppKey will only be possessed by a small subset of the 

nodes, namely those of a type which can participate in a 

given application. For example, lights and light switches 

would possess the lighting application’s AppKey but not 

the AppKey for the heating system, which would only be 

possessed by thermostats, valves on radiators and so on. 

AppKeys are used by the upper transport layer to 

decrypt and authenticate messages before passing them 

up to the access layer. 

AppKeys are associated with only one NetKey. This 

association is termed “key binding” and means that 

specific applications, as defined by possession of a 

given AppKey, can only work on one specific network, 

whereas a network can host multiple, independently 

The final key type is the device key (DevKey). This is a 

special type of application key. Each node has a unique 

DevKey known to the Provisioner device and no other. 

The DevKey is used in the provisioning process to secure 

communication between the Provisioner and the node. 
 

Node Removal, Key Refresh and 

Trashcan Attacks 

As described above, nodes contain various mesh 

security keys. Should a node become faulty and need to 

be disposed of, or if the owner decides to sell the node 

to another owner, it’s important that the device and the 

keys it contains cannot be used to mount an attack on 

the network the node was taken from. 

A procedure for removing a node from a network is 

defined. The Provisioner application is used to add the 

node to a black list and then a process called the Key 

Refresh Procedure is initiated. 

The Key Refresh Procedure results in all nodes in the 

network, except for those which are members of the 

black list from being issued with new network keys, 

application keys and all related, derived data. In other 

words, the entire set of security keys which form the 

basis for network and application security are replaced. 

As such, the node which was removed from the network 

and which contains an old NetKey and an old set of 

AppKeys, is no longer a member of the network and 

poses no threat. 
 

Privacy 

A privacy key, derived from the NetKey is used to 

obfuscate network PDU header values, such as the 

source address. Obfuscation ensures that casual, passive 

eavesdropping cannot be used to track devices and the 

people that use them. It also makes attacks based upon 

traffic analysis difficult. 

The degree of security offered in this technique is fit 

for purpose. 

 
secure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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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잠재적 이해 상충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메시는 네트워크 계층의 메시지를 보호하는 보안 

키와, 조명, 물리적 보안, 난방 시스템 등의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연관된 정보를 보호하는 보안 키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메시 네트워크 내 모든 노드는 넷키(NetKey)를 

보유합니다. 해당 공유키 보유여부는 노드가 

네트워크의 일부인지를 정의합니다. 네트워크 암호화 

키와 프라이버시 키는 넷키로부터 파생됩니다. 

넷키는 노드가 네트워크 계층까지 해독 및 인증을 

가능하게 하여 중계 등의 네트워크 기능을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 정보에 대한 

해독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는 서브넷으로 세부 분할되며, 각 서브넷은 

고유의 넷키를 가집니다. 각 서브넷에 해당하는 

노드만이 이 넷키를 보유합니다. 이는 호텔의 특정 

룸과 같이 물리적인 장소를 구체적으로 분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정보는 

이에 적합한 앱키(AppKey)를 보유한 노드만이 

해독할 수 있습니다. 메시 네트워크 내에는 다양한 

앱키가 존재할 수 있으며, 각 앱키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참여할 수 있는 노드의 일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명과 조명 

스위치는 조명 애플리케이션의 앱키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나, 난방 시스템의 앱키는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앱키는 상부 전송 계층에서 메시지 해독 및 인증 시 

사용됩니다. 

앱키는 오직 한 넷키와 연관됩니다. 이 관계를 키 

바인딩이라고 하며, 앱키로 정의된 특정 

애플리케이션은 특정 네트워크에서만 작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네트워크는 독립적으로 

보안성이 적용된 복수의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트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키는 특별한 앱키 입니다. 각 노드는 

프로비저너 기기가 인식하는 고유의 디바이스 키를 

갖습니다. 디바이스키는 프로비저닝 과정에서 

프로비저너와 노드의 통신을 보호하는데 활용됩니다. 

노드 제거(Node Removal),  

키 리프레시(Key Refresh),  

그리고 휴지통 공격(Trashcan Attacks) 

위의 설명과 같이, 노드는 다양한 메시 보안키를 

갖습니다. 노드에 결함이 생기거나 사용자가 노드를 

다른 사용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네트워크에서 제거 

시, 해당 기기와 기기가 보유한 키가 추후 기존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노드를 네트워크에서 제거하는 절차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프로비저너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노드를 블랙 리스트에 올리고 키 리프레시 절차를 

실행해야 합니다. 

키 리프레시는 블랙 리스트에 오른 노드를 제외한, 

네트워크 내 모든 노드에게 새로운 네트워크 키를 

제공하는 절차입니다. 즉, 네트워크와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구성하는 모든 보안키가 변경됩니다. 

네트워크에서 제거되어 변경 전의 넷키와 앱키를 

가지는 노드는 네트워크의 일부가 아니게 되며, 

위협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프라이버시(Privacy) 

넷키에서 파생된 프라이버시 키는 출처 주소 등의 

네트워크 PDU 헤더 값을 알아볼 수 없게 

조정합니다. 이 조정 과정은 우연하거나 수동적인 

도청을 통해 기기 및 네트워크 사용자를 추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트래픽 

분석을 통한 공격을 어렵게 합니다. 

해당 기술이 제공하는 안전도는 목적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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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ay Attacks 

In network security, a replay attack is a technique 

whereby an eavesdropper intercepts and captures one 

or more messages and simply retransmits them later, 

with the goal of tricking the recipient, into carrying out 

something which the attacking device is not authorized 

to do. An example, commonly cited, is that of a car’s 

keyless entry system being compromised by an attacker, 

intercepting the authentication sequence between 

the car’s owner and the car, and later replaying those 

messages to gain entry to the car and steal it. 

Bluetooth mesh has protection against replay attacks. 

The basis for this protection is the use of two network 

PDU fields called the Sequence Number (SEQ) and IV 

Index, respectively. Elements increment the SEQ value 

every time they publish a message. A node, receiving a 

message from an element which contains a SEQ value 

less than or equal to that which was in the last valid 

message, will discard it, since it is likely that it relates to 

a replay attack. IV Index is a separate field, considered 

alongside SEQ. IV Index values within messages from a 

given element must always be equal to or greater than 

the last valid message from that element. 

back to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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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레이 공격(Replay Attacks) 

네트워크 보안에서 릴레이 공격은 도청자가 단일 

혹은 복수의 메시지를 가로챈 다음 추후에 

재송신하여 수신자를 속여 공격 기기가 승인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자동 잠금 시스템에 침입한 공격자가 차주와 차 간 

인증 시퀀스를 가로채면, 추후에 차문의 잠금을 

해지하여 차를 훔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메시는 리플레이 공격으로부터 보호됩니다. 

보호의 근간은 SEQ 와 IV 인덱스의 두 가지 네트워크 

PDU 필드의 적용입니다. 엘리먼트는 메시지를 

전송할 때마다 SEQ 값을 올립니다. 노드는, 이전에 

성공적으로 수신한 메시지의 SEQ 값보다 낮은 SEQ 

값을 지닌 메시지가 전달 될 시, 릴레이 공격일 

가능성이 있으니 메시지를 버립니다. IV 인덱스는 

SEQ 와 함께 사용되는 다른 필드입니다. 특정 

엘리먼트 내 메시지의 IV 인덱스 값은 이전에 

성공적으로 수신한 메시지의 IV 인덱스 값과 

동일하거나 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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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블루투스 메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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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Publication and Delivery 

A network which uses Wi-Fi is based around a central 

network node called a router, and all network traffic 

passes through it. If the router is unavailable, the whole 

network becomes unavailable. 

In contrast, Bluetooth mesh uses a technique known 

as managed flooding to deliver messages. Messages, 

when published by a node, are broadcast rather than 

being routed directly to one or more specific nodes. 

All nodes receive all messages from nodes that are in 

direct radio range and, if configured to do so, will then 

relay received messages. Relaying involves broadcasting 

the received message again, so that other nodes, more 

distant from the originating node, might receive the 

message broadcast. 
 

Multipath Delivery 

An important consequence of Bluetooth technology’s 

use of managed flooding is that messages arrive at their 

destination via multiple paths through the network. This 

makes for a highly reliable network and it is the primary 

reason for having opted to use a flooding approach 

rather than routing in the design of Bluetooth 

mesh networking. 
 

Managed Flooding 

Bluetooth mesh networking leverages the strengths of 

the flooding approach and optimizes its operation such 

that it is both reliable and efficient. The measures which 

optimize the way flooding works in Bluetooth mesh 

networking are behind the use of the term “managed 

flooding”. Those measures are as follows: 

Heartbeats 

Heartbeat messages are transmitted by nodes 

periodically. A heartbeat message indicates to 

other nodes in the network that the node sending the 

heartbeat is still active. In addition, heartbeat 

messages contain data which allows receiving nodes 

to determine how far away the sender is, in terms of 

the number of hops required to reach it. This 

knowledge can be exploited with the TTL field. 

TTL 

TTL (Time To Live) is a field which all Bluetooth mesh 

PDUs include. It controls the maximum number of 

hops, over which a message is relayed. Setting 

the TTL allows nodes to exercise control over relaying 

and conserve energy, by ensuring messages are not 

relayed further than is required. 

Heartbeat messages allow nodes to determine what 

the optimum TTL value should be for each 

message published. 

Message Cache 

A message cache must be implemented 

by all nodes. The cache contains all recently seen 

messages and if a message is found to be in the cache, 

indicating the node has seen and processed it before, 

it is immediately discarded. 

Friendship 

Probably the most significant optimization mechanism 

in a Bluetooth mesh network is provided by the 

combination of Friend nodes and Low Power nodes. 

As described, Friend nodes provide a message store 

and forward service to associated Low Power nodes. 

This allows Low Power nodes to operate in a highly 

energy-efficient manner. 
 

Traversing the Stack 

A node, receiving a message, passes it up the stack from 

the underlying Bluetooth LE stack, via the bearer layer to 

the network layer. 

The network layer applies various checks to decide 

whether or not to pass the message higher up the stack 

or to discar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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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발행 및 전달 (Message Publication and 

Delivery) 

Wi-Fi 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라우터라는 중심 

네트워크 노드를 기반으로 형성되며,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이 라우터를 통과합니다. 라우터가 없으면, 

전체 네트워크도 없습니다.  

반면에, 블루투스 메시는 매니지드 중첩 메시지 중계 

구조(managed flood message relay architecture)를 

사용합니다. 메시지가 노드에서 발행되면, 어떤 

경로를 통해 단일 또는 복수의 특정 노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브로드캐스드 됩니다. 중계는 수신한 

메시지를 재차 브로트캐스팅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통해 발신 노드와 동떨어진 노드에 브로드캐스트된 

메시지가 닿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경로 전달 (Multipath Delivery) 

매니지드 중첩 (Managed Flooding) 기법을 사용한 

블루투스 기술의 중요성은 메시지가 다경로를 통해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의 신뢰도를 

높이는 이 요소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블루투스 메시 네트워크는 라우팅 대신 중첩 기법을 

채택했습니다. 

매니지드 중첩 (Mananged Flooding) 

블루투스 메시 네트워킹은 중첩 기법의 장점을 

활용하고 구현을 최적화하여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입니다. 블루투스 메시 네트워킹에서 

플러딩을 최적화하는 방안은 “매니지드 중첩” 용어 

자체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최적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트비트 (Heartbeats) 

하트비트 메시지는 노드에서 주기적으로 

발송합니다. 하트비트 메시지는 네트워크 내 

다른 노드에게 해당 노드가 여전히 활성화 

되어있음을 나타냅니다.  

 

나타냅니다. 또한, 하트비트 발신 노드와 수신 

노드 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TTL 필드를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TTL (Time To Live) 

TTL 은 모든 블루투스 메시 PDU 가 포함하는 

필드이며, 메시지가 중계될 수 있는 홉의 최대 

숫자를 제한합니다. TTL 입력은 메시지가 필요 

이상으로 중계되는 것을 막습니다. 이를 통해 

노드가 메시지 중계와 에너지 보존을 제어합니다. 

하트비트 메시지를 참고하여 노드는 각 메시지에 

대한 최적의 TTL 값을 설정합니다. 

메시지 캐시 (Message Cache) 

메시지 캐시는 모든 노드에 의해 구현되어야 

합니다. 캐시는 최근에 목격된 모든 메시지를 

포함합니다.  캐시 안에 노드가 이미 목격 후 

처리한 메시지가 발견되면, 해당 메시지는 

즉각적으로 버립니다. 

친구 관계 (Friendship) 

블루투스 메시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최적화 

메커니즘은 친구 노드와 저출력 노드의 조합입니다. 

설명된 바와 같이, 친구 노드는 저출력 노드에 

메시지 저장 및 발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저출력 노드가 에너지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동이 

가능하게 합니다. 

스택 횡단 (Traversing the Stack) 

메시지를 수신한 노드는 가장 하단 계층인 블루투스 

LE 스택에서부터 베어러 계층, 네트워크 계층 등의 

위 계층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네트워크 계층은 다양한 점검을 통해 메시지를 상위 

계층으로의 전달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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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PDUs have a Network ID field, which 

provides a fast way to determine which NetKey the 

message was encrypted with. If the NetKey is not 

recognized by the network layer on the receiving node, 

this indicates it does not possess the corresponding 

NetKey, is not a member of that subnet and so the PDU 

is discarded. There’s also a network message integrity 

check (MIC) field. If the MIC check fails, using the 

NetKey corresponding to the PDUs Network ID, then the 

message is discarded. 

Messages, are received by all nodes in range of the 

node that sent the messages but many will be quickly 

discarded when it becomes apparent they are not 

relevant to this node due to the network or subnet(s) it 

belongs to. 

The same principle is applied higher up the stack in 

the upper transport layer. Here though, the check is 

against the AppKey associated with the message, and 

identified by an application identifier (AID) field in the 

PDU. If the AID is unrecognized by this node, the PDU is 

discarded by the upper transport layer. If the transport 

message integrity check (TransMIC) fails, the message 

is discarded. 

back to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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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DU 는 메시지 암호화 시 사용된 넷키를 

빠르게 알아내는 네트워크 ID 필드를 보유합니다. 

수신 노드의 네트워크 계층에서 넷키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 메시지는 해당 네트워크에 상응하는 

넷키를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버리게 

됩니다. 네트워크 메시지 무결성 체크(Message 

Integrity Check; MIC) 필드를 통과하지 못할 시에도 

메시지를 버립니다. 

발신 노드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노드는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해당 

노드와 무관한 메시지를 수신하게 됩니다. 무관한 

메시지는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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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블루투스 메시: 새로운 시장 

back to contents 

 
 
 
 
 
 
 
 
 
 
 
 
 
 
 
 
 
 
 
 
 
 
 
 
 
 
 
 
 
This paper should have provided the reader with an 

introduction to Bluetooth mesh, its key capabilities, 

concepts and terminology. It’s Bluetooth but not as we 

know it. It’s a Bluetooth technology that supports a new 

way for devices to communicate using a new topology. 

Most of all, it’s Bluetooth that makes this most pervasive 

of low power wireless technologies, a perfect fit for 

a whole new collection of use cases and 

industry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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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가이드는 독자에게 블루투스 메시와 그의 주요 

기능, 용어 및 컨셉을 소개합니다.  

블루투스지만, 기존에 없었던 블루투스 입니다. 

디바이스 간 통신을 지원하는 새로운 구조를 

지원하는 블루투스 기기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널리 보급된 저에너지 무선 기술인 

블루투스를, 새로운 유스 케이스와 산업 영역을 

개척하는 데 최적으로 만든, 완전히 새로운 

블루투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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