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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매체접속 제어장치

요약

본 발명은 매체접속 제어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외부에서 상기 장치의 동작 파라미터를 재설정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상기 장치의 동작 모드를 패킷 전송 시스템의 설정 환경에 가변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파라미터의

변경 설정이 가능한 매체접속 제어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이 제공하는 매체 접속 제어장치는 스테이션의 모뎀으로부터 입력되는 캐리어 감지 신호(CS)를 이용하여 타임슬롯

을 생성하고 수신된 프레임의 종류와 수신 프레임의 타임슬롯을 출력하는 캐리어 분석부; 충돌 해결 알고리즘을 이용해 매

체를 공유하는 타 스테이션간의 충돌이나 자신의 충돌 발생 여부를 감시하여 공평한 매체접속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충돌

해결 처리부; 송신 스테이션 자신의 충돌 발생시에 MAC의 어드레스 값을 기본으로 랜덤번호를 생성하는 랜덤번호 발생

부; 시스템의 Frame controller로부터 송신 준비 신호(TxReady)와 송신하고자 하는 타임슬롯을 입력받아 데이터 송신

지시 신호와 송신 프레임의 종류 신호를 생성하는 송신 지시부; 및 MAC의 동작 파라미터를 스테이션의 설정 환경에 가변

적으로 설정하는 파라미터 설정부를 포함하여 본 발명의 목적 및 기술적 과제를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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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6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공유 매체를 사용하는 패킷 전송 시스템들이 그 매체에 접속하는 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는 일반적인 패킷 전송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은 전송 우선순위를 가진 다중 매체접속 제어의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4a는 HomePNA 2.0/2.1 표준에서 규정한 스테이션간 충돌이 없는 경우의 타임슬롯을 제시한 도면이다.

도 4b는 HomePNA 2.0에서 규정한 충돌이 생긴 이후의 타임슬롯을 제시한 도면이다.

도 4c는 HomePNA 2.1에서 규정한 충돌이 생긴 이후의 타임슬롯을 제시한 도면이다.

도 5a는 본 발명이 제공하는 매체접속 제어장치와 그 주변의 인터페이스 신호를 제시한 도면이다.

도 5b는 도 5a에 제시된 매체접속 제어장치와 주변 장치와의 인터페이스 신호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 도면이다.

도 6a은 도 5a에 제시된 매체접속 제어장치의 내부 구성도와 각 구성요소의 외부 구성요소와의 인터페이스 신호들을 나타

낸 도면이다.

도 6b는 도 6a에 제시된 캐리어 분석부의 외부 기능 블록과의 인터페이스 신호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c는 캐리어 분석부의 인터페이스 신호에 대한 의미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d는 캐리어 분석부의 동작 흐름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6e는 도 6a에 제시된 랜덤번호 발생부의 외부 기능 블록과의 인터페이스 신호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f는 랜덤번호 발생부의 인터페이스 신호에 대한 의미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g는 랜덤번호 발생부의 동작 흐름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6h는 도 6a에 제시된 충돌해결 처리부의 외부 기능 블록과의 인터페이스 신호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i는 충돌해결 처리부의 인터페이스 신호에 대한 의미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j는 충돌해결 처리부의 동작 흐름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6k는 도 6a에 제시된 송신 지시부의 외부 기능 블록과의 인터페이스 신호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l은 송신 지시부의 인터페이스 신호에 대한 의미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m은 송신 지시부의 동작 흐름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6n은 도 6a에 제시된 파라미터 설정부의 외부 기능 블록과의 인터페이스 신호를 나타낸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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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o은 파라미터 설정부의 인터페이스 신호에 대한 의미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p는 파라미터 설정부의 동작 흐름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6q는 파라미터 설정부에 의해 파라미터 재설정이 된 경우 변경된 구조의 일 예시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7은 매체접속 제어장치가 동작할 때의 주요 신호들에 대한 개략적인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21 : 매체접속 제어장치(MAC)

601 : 캐리어 분석부 602 : 랜덤번호 발생부 603 : 충돌해결 처리부

604 : 송신 지시부 605 : 파라미터 설정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매체접속 제어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외부에서 상기 장치의 동작 파라미터를 재설정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상기 장치의 동작 모드를 패킷 전송 시스템의 설정 환경에 가변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파라미터의

변경 설정이 가능한 매체접속 제어장치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공유 매체를 사용하는 패킷 전송 시스템들이 그 매체에 접속하는 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다수의 패킷 전송 시스템(station)이 하나의 매체를 공동(shared medium)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이션 상호간의 통

신 및 충돌(collision) 방지를 위하여 매체 접근 제어(Media Access Control : MAC) 프로토콜이 사용된다.

이러한 프로토콜로, 유선랜에서는 IEEE 802.3의 MAC 프로토콜은 CSMA/CD를 기본으로 하고, 무선랜에서는 IEEE

802.11 CSMA/CA 방식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홈네트워크 표준인 10 Mbps급 HomePNA(Home

Phoneline Networking Alliance) 표준(standard)에서는 CSMA/CD 방식을 기본으로 우선순위 제어와 DFPQ

(Distributed Fair Priority Queuing) 충돌 해결 알고리즘을 포함시키고 있다.

도 2는 일반적인 패킷 전송 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대부분의 패킷 전송 시스템은 흔히 패킷 트랜시버(packet transceiver)라고 불리며 도 1의 station에 해당한다. 패킷 전송

시스템은 패킷의 송신을 위해 프레임 생성 기능(framing), 스크램블 기능(scrambling), 변조 기능(modulation)을 가지고

있으며, 패킷 수신을 위해서는 복조 기능(demodulation), 스크램블 해체 기능(descrambling), 프레임 해체 기능

(deframing)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도 1과 같이 매체를 공유하므로, MAC(21)을 구비하고 있으며, MAC(21)에게 충돌 발생 여부를 알려주는 Collision

Detector(22)와 반송파 감지 신호를 생성하는 Carrier Sensor(23)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특정 레

지스터의 값을 설정하거나 읽어볼 수 있는 Manager(24)를 구비하고 있다.

도 3은 전송 우선순위를 가진 다중 매체접속 제어의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각 스테이션의 전송 우선순위(priority)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충돌 발생의 확률도 매우 높으며, 빨리 처리해야

할 데이터와 천천히 처리해도 될 데이터간의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QoS(Quality of Service)가 매우 낮다. 도 3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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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른 우선순위 7부터 가장 느린 0까지 중에서 스테이션 1(STA1)은 우선순위가 6[Tx_PRI=6]이므로 우선순위 슬롯

6에서 제일 먼저 송신하고, 다음 우선순위가 5[Tx_PRI=5]인 스테이션 2(STA2)의 데이터가 처리되고, 다음 우선순위가

3[Tx_PRI=3]인 스테이션 3(STA3)은 우선순위 슬롯 3에서 데이터가 처리됨을 보여준다.

도 4a 내지 도 4c는 HomePNA의 타임 슬롯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HomePNA는 1998년 9월 1Mbps급 HomePNA 1.0 표준이 나온 이후, 1999년 12월 10 Mbps급 HomePNA 2.0 표준이

발표되었고, 2001년 8월 10 Mbps급 HomePNA 2.0이 수정된 2.1 버전 표준이 발표되었으며, 2003년 8월 100 Mbps급

HomePNA 3.0 표준이 발표되었다.

도 4a는 HomePNA 2.0/2.1 표준(standard)에서 규정한 스테이션간 충돌이 없는 경우의 타임슬롯이다. 도 4b는

HomePNA 2.0에서 규정한 충돌이 생긴 이후의 타임슬롯이고, 도 4c는 HomePNA 2.1에서 규정한 충돌이 생긴 이후의 타

임슬롯이다. 도 4b에서는 충돌 프레임이후 바로 IFG(Inter Frame Gap)이 있으나, 도 4c에서는 충돌이 발생한 경우 충돌

프레임을 포함하여 92 μs가 지난 후에야 IFG가 온다.

타임슬롯이란 도 4a 내지 도 4c에서와 같이 매체접속 제어장치에서 사용하는 전송 시간단위로서, 송신할 스테이션은 타임

슬롯을 이용하여 해당 타임슬롯에서 송신하고, 수신되는 프레임은 몇 번째 타임슬롯을 사용하였는지 알기 위해서 타임슬

롯이 필요하다.

도 4b와 도 4c의 경우와 같이 표준이 바뀌는 경우에, 이전 표준을 적용한 설계와 변경된 표준을 적용한 설계간의 호환성

(compatibility)이 문제가 된다. 또한 HomePNA 표준은 공유 매체에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최대 스테이션 수를 25로 규

정하고 있으며, 충돌 해결에 사용되는 백오프(Back-off) 카운터의 비트수를 4로 규정하고 있어서, 최대 충돌할 경우를 15

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홈 네트워크(home network)의 활성화와 물리 계층(physical layer)의 기술개발에 따라 공유 매체에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최대 스테이션 수와 백오프 카운터의 수는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되는 장치는 향후의 기술 개발에 따

른 QoS를 보장하고 표준의 변경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위하여 창안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 및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전송 우선순위를 가진 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과 충돌해결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기능

을 포함하여 충돌 발생 후의 대기시간을 특정시간 안으로 하여 QoS를 향상시키며, 외부에서 동작 파라미터를 입력받아 설

정 환경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 가능한 매체접속 제어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와 같은 목적 및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이 제공하는 매체 접속 제어장치는 스테이션의 모뎀으로부터 입

력되는 캐리어 감지 신호(CS)를 이용하여 타임슬롯을 생성하고 수신된 프레임의 종류와 수신 프레임의 타임슬롯을 출력하

는 캐리어 분석부; 충돌 해결 알고리즘을 이용해 매체를 공유하는 타 스테이션간의 충돌이나 자신의 충돌 발생 여부를 감

시하여 공평한 매체접속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충돌해결 처리부; 송신 스테이션 자신의 충돌 발생시에 MAC의 어드레스

값을 기본으로 랜덤번호를 생성하는 랜덤번호 발생부; 시스템의 Frame controller로부터 송신 준비 신호(TxReady)와 송

신하고자 하는 타임슬롯을 입력받아 데이터 송신 지시 신호와 송신 프레임의 종류 신호를 생성하는 송신 지시부; 및 MAC

의 동작 파라미터를 스테이션의 설정 환경에 가변적으로 설정하는 파라미터 설정부를 포함하여 본 발명의 목적 및 기술적

과제를 달성한다.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앞서 이해의 편의를 위해 본 발명의 전체 개괄적인 내용을 우선 제시한다.

본 발명이 제공하는 파라미터 설정이 가능한 우선순위를 가진 매체접속 제어장치 및 주변 인터페이스는 표준(standard)들

간의 호환성을 최대한 고려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파라미터를 입력받아 스테이션의 설정 환경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 가능

하도록 하여 응용성의 확장을 꾀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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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송 우선순위를 가진 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과 DFPQ 충돌해결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충돌

발생 후 전송 대기시간을 특정 경계시간 안으로 제한하고(latency bounding), 경계시간 안에 송신을 하도록 하여 전체

QoS(Quality of Service)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구성, 작용 및 최적의 실시 예를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되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번호를

부여함에 있어서 동일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있더라도 동일 참조번호를 부여하였으며 당해 도면에 대

한 설명 시에 필요한 경우 다른 도면의 구성요소를 인용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도 5a는 본 발명이 제공하는 매체접속 제어장치와 그 주변의 인터페이스 신호를 게시한 도면이다.

일반적으로 패킷 트랜시버라고 불리는 패킷 전송 시스템의 경우, 매체접속 제어장치(21) 주변에는 송수신 데이터를 버퍼

링(buffering)한 후 framing/deframing 하고, scrambling/descrambling 하는 Frame controller(52), 매체에 적합하게

프레임을 변복조하는 Modem(53), MDIO(Management Data Input/Output)와 MDC(Management Data Clock) 직렬 데

이터 통신을 이용하여 전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특정 레지스터의 값을 설정하거나 읽어볼 수 있는 Manager(24)로 구

성된다.

매체접속 제어장치(21)와 주변 장치와의 인터페이스 신호에 대한 설명이 도 5b에 제시되어 있다.

도 5a에 제시된 바와 같이 Frame controller(52)에서 송신할 프레임이 있는 경우에 매체접속 제어장치(21)로 송신준비 신

호(TxReady)를 보낸다. 매체접속 제어 장치(21)는 Modem(53)으로부터 반송파 감지 신호(CS)를 입력받아 매체의 상태

를 상시 분석하고 있다가 송신할 수 있는 시점에 Frame controller(52)로 데이터 송신지시 신호(TxDataOn)를 활성화 시

켜 보내면, Frame controller(52)에서 매체로의 송신이 시작된다. 도 5b의 다른 신호들에 관해서는 매체접속 제어장치

(21)의 내부 구성의 설명시에 하기로 한다.

도 6a은 도 5a에 제시된 매체접속 제어장치의 내부 구성도와 각 구성요소의 외부 구성요소와의 인터페이스 신호들을 나타

낸 도면이다.

캐리어 분석부(601)는 반송파 감지 신호(CS)를 입력받아 분석하여 타임슬롯과 수신신호 종류(RxSigType)를 생성하는 기

능을 담당한다.

랜덤번호 발생부(602)는 송신 스테이션 자신의 MAC 어드레스(Source Address(SA))를 입력받아 LFSR(Linear

Feedback Shift Register)회로를 이용하여 랜덤번호를 생성시켜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같은 타임슬롯에서 스테이션들이

송신을 했을 경우에 충돌이 발생하는데, 이 때 다시 언제 보낼지를 백-오프 알고리즘을 통해 해결한다. 이 때 스테이션마

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MAC 어드레스를 이용하여 시그널 슬롯중의 한 개를 선택하여 백-오프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그

선택을 위해 랜덤번호를 발생시킨다.

충돌해결 처리부(603)는 스테이션의 각 우선순위 슬롯마다 DFPQ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최대 백-오프 레벨(MBL:

Maximum Back-off Level)과 백-오프 레벨(BL: Back-off Level) 값을 구하여 가지고 있다가, Frame controller(52)로

부터 송신 준비 신호(TxReady)를 입력받으면, 송신이 완료될 때까지 송신 패킷의 우선순위 값(Tx_PRI)과 일치하는 백-

오프 레벨 값(BL)을 출력하는 기능을 한다. 백-오프(Back-off)는 대부분의 MAC에 존재하는 충돌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

이며, 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다시 송신을 해야 하는데, 언제 보내야 할지를 백-오프를 통해 선택한다.

송신 지시부(604)는, Frame controller(52)로부터 송신 준비신호(TxReady)가 입력되면 송신 패킷의 우선순위 값(Tx_

PRI)과 일치하는 BL값을 참조하여 송신 데이터 우선순위 슬롯이나 임의의(arbitrary) 슬롯에서 송신 프레임 종류

(TxSigType) 신호와 데이터 송신지시(TxDataOn) 신호를 출력하고, Frame controller(52)로부터 충돌 발생 신호(Col)가

입력되면 랜덤번호(RndNum)와 일치하는 백-오프 신호 슬롯에서 송신 프레임 종류(TxSigType) 신호와 데이터 송신 지

시(TxDataOn) 신호를 출력한다.

파라미터 설정부(605)는 내부의 시간 길이나 카운터 수 등 MAC(21)의 동작 파라미터를 스테이션의 설정 환경에 맞도록

재설정하는(설정 환경에 가변적으로 설정하는) 기능을 가진 부분이다. 여기서 설정 환경이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HomePNA와 같이 설정된 표준(standard)을 의미한다.

이하 도 6a에 제시된 각 기능 블록의 상세 동작을 도 6b 내지 도 6q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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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b는 도 6a에 제시된 캐리어 분석부의 외부 기능 블록과의 인터페이스 신호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6c는 캐리어 분석부

인터페이스 신호에 대한 설명이며, 도 6d는 캐리어 분석부의 동작 흐름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5a와 도 6b를 참조하면, 캐리어 분석부(601)는 Modem(53)으로부터 반송파 감지 신호(Carrier Sense signal : CS)를

입력받아 타임슬롯(TimeSlot) 신호, 수신신호 종류(RxSigType) 신호, 수신신호 슬롯(RxSigSlot) 신호를 출력한다.

캐리어 분석부(601)에서 생성되는 타임슬롯(TimeSlot) 신호는 도 6c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 개의 Fragment Gap(FG) 슬

롯 신호, 한 개의 Inter-Frame Gap(IFG) 슬롯 신호, 8개의 백오프 슬롯(BS0~BS7) 신호, 8개의 우선순위 슬롯

(PRI0~PRI7) 신호, 항상 송신 가능한 구간인 Unsync 슬롯 신호로 구성된다. 각각의 슬롯 시간 길이는 파라미터 설정부

(605)를 통해 재설정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0으로 설정된다.

도 6d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캐리어 분석부(601)는 Modem(53)으로부터 CS를 입력받아 이를 분석하여 타임슬롯

(TimeSlot) 신호, 수신된 패킷의 타임슬롯(RxSigSlot) 신호와 수신 패킷의 종류(RxSigType) 신호를 생성한다. RxSigSlot

신호로부터 생성된 TimeSlot과 CS의 위치가 판단되며, 수신신호 종류(RxSigType) 신호로부터 수신 패킷이 유효한 프레

임(valid frame)인지, 충돌한 조각 프레임(collision fragment)인지 백-오프(Back-off)에 사용되는 시그널 프레임(signal

frame)인지가 판단된다.

도 6e는 도 6a에 제시된 랜덤번호 발생부의 외부 기능 블록과의 인터페이스 신호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6f는 랜덤번호 발

생부의 인터페이스 신호에 대한 설명이며, 도 6g는 랜덤번호 발생부의 동작 흐름을 나타낸 도면이다.

랜덤번호 발생부(602)는 Manager(24)로부터 스테이션 자신의 MAC 어드레스(SA)를 입력받는다. SA는 생성다항식이 G

(x)=x47 + x5 + 1인 LFSR(Linear Feedback Shift Register)회로의 초기값으로 사용된다. 충돌이 발생한 경우 송신지시

발생부(604)로부터 RndEn 신호를 입력받아 LFSR 회로를 동작시켜 주어진 Back-off 슬롯 중 한 값(RndNum)을 출력한

다.

도 6h는 도 6a에 제시된 충돌해결 처리부의 외부 기능 블록과의 인터페이스 신호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6i는 충돌해결 처

리부의 인터페이스 신호에 대한 설명이며, 도 6j는 충돌해결 처리부의 동작 흐름을 나타낸 도면이다.

충돌해결 처리부(603)는 HomePNA 2.0 규격에서 사용하는 DFPQ(Distributed Fair Priority Queuing) 알고리즘에 의해

충돌 문제를 처리한다. 도 6j에 제시된 바와 같이 충돌해결 처리부(603)에서 동작하는 DFPQ 알고리즘은 송신준비

(TxReady)신호가 비활성화일 때(non-excited)는 수동모드로 동작하는데, 매체의 상태를 검사하여 매체에 충돌이 발생하

였는지, 송수신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충돌이 발생하면 충돌이 발생한 스테이션이 우선 송수신을 하도록 보장한

다.

송신준비(TxReady)신호가 활성화(excited)일 때는 능동모드로 동작하는데, 이때는 스테이션 자신이 송신할 수 있는 때를

찾는 기능을 수행한다.

DFPQ 알고리즘의 수행에 사용되는 것이 최대 백-오프 레벨(MBL) 레지스터와 백-오프 레벨(BL) 레지스터이다. 이들 레

지스터는 우선순위 슬롯마다 각각 한 개씩 위치하고 있어서 각각의 우선순위 슬롯마다 백-오프 레벨을 계산한 값을 가지

는데, 이는 입력된 랜덤번호(RndNum)로 선택한 자신의 백-오프 슬롯과 타 단말이 송신한 백-오프 슬롯을 비교하여 계산

된다. 최대 백-오프 레벨(MBL)은 충돌 후 전송 대기 중인 총 스테이션의 수를 나타내고, 백-오프 레벨(BL)은 스테이션 자

신이 송신할 때의 대기 중인 스테이션의 수를 나타낸다. 모든 스테이션은 자신의 송신 우선순위 슬롯(Tx_PRI)에 해당하는

백-오프 레벨(BL) 레지스터의 값이 0인 경우에만 송신이 가능하다.

도 6k는 도 6a에 제시된 송신 지시부의 외부 기능 블록과의 인터페이스 신호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6l은 송신 지시부의 인

터페이스 신호에 대한 설명이며, 도 6m은 송신 지시부의 동작 흐름을 나타낸 도면이다.

송신 지시부(604)는 도 6m에 제시한 바대로, 송신준비신호(TxReady)가 활성화되면, 송신 스테이션 자신의 송신우선순위

(Tx_PRI)와 일치하는 백-오프 레벨 레지스터(BL) 값이 0인지를 확인한다. BL 값이 0이면 송신우선순위(Tx_PRI)와 일치

하는 우선순위 슬롯(PRI0 내지 PRI7 중 어느 한 슬롯)에서 데이터 송신 지시 신호(TxDataOn)와 송신 데이터 종류 신호

(TxSigType)를 도 6l에 제시된 신호의 정의에 따라 활성화시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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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충돌이 발생한 경우('Col'이 high인 경우)는 랜덤번호 발생부(602)로 랜덤 인에이블(RndEn) 신호를 출력하여 랜덤번

호(RndNum)를 생성시키도록 하며, 이 랜덤번호(RndNum)와 일치하는 백-오프 슬롯(BS0 내지 BS7 중 어느 한 슬롯)에서

시그널 프레임(백-오프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슬롯 3개)을 송신하도록 데이터 송신 지시 신호(TxDataOn)와 송신 데이터

종류 신호(TxSigType)를 도 6l의 신호 정의와 같이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TimeOut 신호는 충돌이 256회 발생하면 활성화되며 Frame controller(52)로 전송되어 스테이션이 프레임을 송수신하는

것을 차단한다.

도 6n은 도 6a에 제시된 파라미터 설정부의 외부 기능 블록과의 인터페이스 신호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6o은 파라미터 설

정부의 인터페이스 신호에 대한 설명이며, 도 6p는 파라미터 설정부의 동작 흐름을 나타낸 도면이다.

파라미터 설정부(605)는 매체접속 제어장치(21)가 설정 환경에 적응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포함된 기능이다. 11개의 재

설정 가능한 동작 파라미터가 도 6o의 제일 좌측 칼럼에 제시되어 있다.

SetEn 신호는 외부장치에서 파라미터들의 값을 변경시킬 때 사용하는 인에이블 신호로, 외부에서 파라미터 설정의 변경

요청(External Parameters)이 들어오면 활성화되는 신호이다.

tFG 파라미터는 충돌이 발생한 경우 충돌 조각 프레임(collision fragment frame)의 길이를 포함하여 IFG 시간 전까지의

시간 간격을 나타낸다. tFG 파라미터의 값이 0 이면 충돌 조각 프레임 바로 다음부터 IFG 슬롯이 오며, 이는 HomePNA

standard 2.0과 같다. tFG 파라미터의 디폴트(default)값은 92인데 이는 충돌 조각프레임을 포함하여 IFG 슬롯이전까지

의 시간이 92 μs임을 나타낸다. 이 값은 HomePNA standard 2.1과 같다(도 4c 참조). 향후 standard의 변경에 대비하여

외부에서 변경 설정(0~100 μs)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tIFG 파라미터는 Inter Frame Gap 시간 간격이다. HomePNA는 29 μs 가 IFG 시간으로 규정되나, 실제 동작조건에서는

하드웨어적으로 이 시간을 줄임으로 패킷 전송 시스템(패킷 트랜시버)의 내부 신호의 지연을 상쇄할 수 있다. 따라서 IFG

값도 외부에서 변경 설정(0~128 μs)하도록 설계하였다.

tSIG 파라미터는 백-오프 슬롯 한 개의 시간 간격이다. 향후 standard의 변경에 대비하여 외부에서 변경 설정(0~50 μs)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tPRI 파라미터는 우선순위 슬롯 한 개의 시간 간격이다. 향후 standard의 변경에 대비하여 외부에서 변경 설정(0~128 μs)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nSIG는 총 백-오프 슬롯의 개수이다. 디폴트 값인 3개는 HomePNA 2.0 이상 standard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나, 백-오

프 슬롯의 개수는 네트워크 망에서 동시에 연결되는 단말수에 따라 송수신 서비스 품질(QoS)을 조정할 수 있다. 백-오프

슬롯의 개수가 너무 많은 경우는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연결되는 단말이 매우 많다면 충돌 발생의 확률은 높아

진다.

따라서, 이들 두 측면을 절충하여(trading-off) 백-오프 슬롯의 개수를 적당하여야 충돌의 확률이 적어질 수 있고 아울러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어 QoS가 높아질 수 있다. 향후 standard의 변경에 대비하여 외부에서 변경 설정(0~7개)할 수 있

도록 설계하였으며, 향후 물리 계층의 기술개발로 인한 동시 연결되는 스테이션수의 증가 시에 전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

킬 것이다.

bitMBL과 bitBL 파라미터는 각각 MBL 레지스터와 BL 레지스터의 최대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HomePNA 2.0 standard

이상은 MBL 레지스터와 BL 레지스터를 4 bit로 규정하여 동시 충돌 가능성을 총 15대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총

25대까지 연결할 수 있는 HomePNA 2.0 standard 네트워크 망에서의 충돌과 향후 기술개발에 따른 동시 연결대수의 증

가에 대비해 8 bit까지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minFrameSize 파라미터는 처리할 수 있는 최소 프레임 사이즈이고 maxFrameSize 파라미터는 처리할 수 있는 최대 프

레임 사이즈로서 이 범위 밖의 프레임은 에러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이들 파라미터도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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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Frame 파라미터는 캐리어 분석부(601)에서 충돌 조각 프레임이 아닌 유효한 프레임으로 판단하는 최소 프레임 시간 간

격 즉, 최소 유효 프레임의 시간 간격이다. CD_min 파라미터는 최소 충돌 조각 프레임의 시간 간격이다. CD_min 파라미

터와 tVFrame 파라미터 사이의 반송파 감지 신호(CS)가 활성화되면 캐리어 분석부(601)는 충돌 후 조각난 프레임으로 판

단한다(정상 프레임은 최소 92.5 μs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충돌이 생긴 경우 그 이하로 32 μs에서 92 μs 사이를 충돌

프레임-조각 프레임으로 구분한다).

도 6q는 파라미터 설정부(605)에 의해 파라미터 재설정이 된 경우 변경된 구조의 일 예시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6q를

통해서 1)각 타임슬롯의 길이(매체접속 제어장치마다 다른데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다른 매체접속 제어장치에 사용할 수

있다) 2) 각 프레임의 길이(정상 프레임, 조각 프레임, 시그널 프레임 등의 길이를 환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를

변경 설정 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도 7은 매체접속 제어장치가 동작할 때의 주요 신호들에 대한 개략적인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다.

Tx_PRI가 6이라고 할 때 TxReady 신호가 활성화된 후 송신 지시부(604)가 우선순위 슬롯이 6인 곳에서 BL이 0임을 확

인하고 첫 번째 TxDataOn 신호를 활성화시킨다(701). 충돌이 발생하면(702) 이에 따라 랜덤번호(RndNum) 1이 생성되

어, 백-오프 슬롯 1(S1)에서 시그널 프레임을 송신하라고 TxSigType 신호와 TxDataOn 신호를 활성화시킨다(703).

이후 충돌해결 처리부(603)에서 DFPQ 알고리즘에 의해 Tx_PRI가 6인 슬롯의 BL 레지스터 값이 계산되어 송신 지시부

(604)로 입력되면, 송신 지시부(604)가 BL값이 0임을 확인하고 다시 Tx_PRI가 6에서 두 번째 TxDataOn 신호를 활성화

시킨다(704). 이후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고 송신은 완료된다.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예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는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한 파라미터 설정이 가능한 우선순위를 가진 매체 접속 제어 장치 및 주변 인터페이스는 10 Mbps급

HomePNA 트랜시버와 같은 패킷 전송 시스템에 탑재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규격들 간의 호환성을 최대한 고려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파라미터를 입력받아 설정 환경에 적합한 구조로 용이하게

변경 가능하다.

또한, 우선순위를 가진 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과 충돌해결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충돌 후 송신 대

기시간을 특정시간 안으로 경계를 만들어서(latency bounding), 전체 QoS를 향상시키고 향후의 기술개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패킷 전송 시스템(스테이션)의 매체접속 제어장치(MAC)에 있어서:

상기 스테이션의 모뎀으로부터 입력되는 캐리어 감지 신호(CS)를 이용하여 타임슬롯을 생성하고 수신된 프레임의 종류와

상기 프레임의 타임슬롯을 출력하는 캐리어 분석부;

등록특허 10-0590771

- 8 -



DFPQ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상기 스테이션의 각 우선순위 슬롯의 최대 백-오프 레벨(MBL)과 백-오프 레벨(BL) 값을 구

하고, 상기 시스템의 Frame controller로부터 송신 준비 신호(TxReady)를 입력받으면 송신 완료시까지 송신 패킷의 우

선순위 값(Tx_PRI)과 일치하는 백-오프 레벨 값(BL)을 출력하여 매체를 공유하는 타 스테이션과 공평한 매체접속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충돌해결 처리부;

상기 스테이션의 충돌 발생시에 상기 MAC의 어드레스 값을 기본으로 랜덤번호를 생성하는 랜덤번호 발생부;

상기 Frame controller로부터 상기 송신 준비 신호(TxReady)가 입력되면 상기 BL값을 참조하여 송신 데이터 우선순위

슬롯이나 임의의 슬롯에서 상기 송신 프레임 종류 신호와 데이터 송신 지시 신호를 출력하고, 상기 Frame controller로부

터 충돌 발생 신호가 입력되면 상기 랜덤번호와 일치하는 백-오프 신호 슬롯에서 상기 송신 프레임 종류 신호와 데이터 송

신 지시 신호를 출력하는 송신 지시부; 및

상기 MAC의 동작 파라미터를 상기 스테이션의 설정 환경에 가변적으로 설정하는 파라미터 설정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매체접속 제어장치.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서서, 상기 충돌해결 처리부는

상기 스테이션의 충돌 발생 후, 상기 송신 프레임의 송신 대기시간을 특정시간 안으로 지정(latency bounding)함을 특징

으로 하는 매체접속 제어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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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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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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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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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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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d

도면6e

도면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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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h

도면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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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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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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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n

도면6o

도면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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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q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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