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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가변 등시성 데이터 전송방법 및 그 장치

요약

가변 등시성 데이터 전송방법 및 그 장치가 개시된다. 본 가변 등시성 데이터 전송방법은 IEEE 1394 버스
상에서 일정 시간내에 미리 정해진 시간간격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시성 데이터 전송 방법에 있어서, 할
당된 대역폭 중에서 등시성 데이터의 전송에 사용되지 않는 잔여 대역폭이 있음을 표시하고 소정의 시간 
간격을 가지는 잔여 갭을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검출단계에서 잔여 갭을 검출하였으면 등시성 전송을 
위한 대역폭이 남아 있는지를 식별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시성 데이터를 전송하는 가변 등시성 전송단계
를 포함하여, 등시성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할당되었으나 실제 전송에는 사용되지 않은 잔여 대역폭을 선
택적으로 등시성 데이터 전송에 사용함으로써 등시성 전송을 최대화할 수 있다.

대표도

도8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IEEE 1394 버스의 사이클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종래기술에 따른 IEEE 1394 버스의 갭 타이밍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종래기술에 따른 IEEE 1394 버스에서의 등시성 대역폭 할당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4는 종래기술에 따른 IEEE 1394 버스에서의 대역폭 할당 및 사용과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시예에 따른 가변 등시성 전송 방법의 주요단계들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변 등시성 전송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IEEE 1394 버스의 갭 타이밍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가변 등시성 전송 방법에서 잔여 갭 검출을 위한 하드웨어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가변 등시성 전송 방법에서 잔여 갭 검출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가변 등시성 전송 방법에서 IEEE 1394 버스의 사이클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가변등시성 전송방법에서 IEEE 1394 버스에서의 대역폭 할당 및 사용과의 관계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변등시성 전송방법에 적용되는 ABR 서비스의 흐름 제어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타실시예에 따른 가변등시성 전송방법에서의 대역폭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3은 본 발명의 타실시예에 따른 가변등시성 데이터 전송방법으로서 ABR-1394 데이터 전송을 구현하기 
위한 버퍼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타실시예에 따른 가변등시성 데이터 전송방법에 의한 데이터 전송과정의 일예를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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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면이다.

도 15는 본 발명의 타실시예에 따른 가변등시성 전송방법의 주요 단계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800...정상 등시성 구간,    802...잔여 갭 검출 여부 결정 단계,

824...등시성 재설정 갭 여부 결정단계,

826...현재 등시성 재설정 갭 내에서의 전송유무 결정단계,

828...등시성 전송을 위한 대역폭이 충분한지 결정하는 단계,

830...등시성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

832...등시성 재설정 갭 여부 결정단계,

840...비동기 구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등시성 데이터 전송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하게는 IEEE 1394 기술표준을 이용
한 가변 등시성 데이터 전송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IEEE 1394 직렬버스는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버스로서, 멀티미디어 전송을 위한 실시간 데이
터 전송을 가능하게 한다. 도 1에는 종래기술에 따른 IEEE 1394 버스의 사이클 구성을 도시하였다. 도 1
을 참조하면, 종래기술에 따른 IEEE 1394 버스는 등시성 전송 구간(100 ㎲)에 대한 최대 대역폭과 비동기 
전송 구간(25 ㎲)에 대한 최소 대역폭이 표준으로써 규정되어 있다. 등시성 전송은 리얼타임(real time)
의 데이터 전송이고, 비동기 전송은 재생, 되감기, 중지, 채널변경등과 같은 각종 명령들을 위한 데이터 
전송이다. 따라서, 전체 등시성 사이클(125 ㎲)에 대한 최대 대역폭이 규정된다.

도 2에는 종래기술에 따른 IEEE 1394 버스의 갭 타이밍을 도시하였다. 도 2를 참조하면, 종래기술에 따른 
IEEE  1394  버스의  갭  타이밍에서는 등시성 갭  이후에  중재비트(arbitration  bit)와,  데이터 접두비트
(data  prefix)와  데이터  종결비트(data  end)를  포함한  등시성  패킷들이  전송된다.  또한, 서브액션
(subaction)  갭  이후에는  비동기  패킷들이  전송된다.  이때,  요청에  대한  승인을  표시하는  에크(ack: 
acknowledge) 갭 다음에는 에크 패킷이 전송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갭 타이밍을 가지는 패킷의 등시성 전송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 3에는 종래기술에 따른 IEEE 
1394 버스에서의 등시성 대역폭 할당 방법에 대한 주요 단계들을 도시하였다. 먼저, IEEE 1394 버스를 관
리하는 노드(node)들은 제어상태에 따라 등시성자원관리자(IRM: Isochronous Resource Manager)가 될 수 
있다. 등시성자원관리자가 되는 노드는 IEEE 1393 버스 표준안에서 정의한 제어 및 상태 레지스터(CSR: 
Control and Status Register)내에 등시성 자원을 관리하는 가용 대역폭(BA: Bandwidth Available) 레지
스터를 가지게 된다. IEEE 1393 버스 내의 다른 노드들은 등시성 전송을 하기 위해서 등시성자원관리자
(IRM)의 가용 대역폭(BA) 레지스터의 값을 읽는다. 다음으로, 할당할 대역폭이 있는지를 결정하고, 할당
할 대역폭이 있으면 등시성 전송이 이루어진다. 이때, 대역폭의 할당은 통상 최대값을 할당하며, 실제적
으로 등시성 전송과정에서는 할당된 전체 대역폭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IEEE 1394 버스는 비
동기전송모드(ATM: asynchronous transfer mode)의 고정비트율(CBR: constant bit rate) 형태인 것을 가
정하여 대역폭을 할당한다. 따라서, 가변인 경우에는 잔여 대역폭이 발생한다. 예를들어, IEEE 1394 애플
리케이션중에서는 IEC-61833 표준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상기 표준에 따른 오디오/
비디오 기기의 등시성 전송방식은 발송할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해당 등시성 사이클에 헤더만을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도 할당된 대역폭의 전부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한편,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가 중복되어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고 버퍼 제어가 용이하도록 필요한 데이터만을 필요한 때에 전송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해당 사이클 동안에는 할당된 대역폭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도 4에는 상술한 종래기술에 따른 IEEE 1394 버스에서의 대역폭 할당 및 사용과의 관계를 도시하였다. 도 
4를 참조하면, 수평축은 등시성 채널의 사용 정도를 나타내고, 수직축은 가용 대역폭을 나타낸다. 채널의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할당 대역폭이 증가하므로 미할당 대역폭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하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실제 등시성 전송에는 전체 할당 대역폭이 사용되지 않으므로 도시한 바와 같이 잔여 대역폭이 
남게 된다. 따라서, 종래기술에 따른 등시성 데이터 전송방법에서는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분기점 이후에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대역폭을 할당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음으로, 1394 버스에서 지원되는 등시성과 비동기 전송 모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보고 등시성 전
송에 사용되는 채널과 대역폭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1394의 전송 모드와 
ATM의 전송 서비스를 간단히 비교한다.

1394 버스는 등시성(isochronous)과 비동기(asynchronous), 두 가지 전송 모드를 제공하고 있다. 등시성 
전송은 실시간 전송을 위한 것으로 125㎲의 등시성 사이클(isochronous cycle)마다 한번의 패킷 전송이 
가능하다. 이에 반하여 비동기 전송은 데이터 전달이 보장되는 전송 모드로써 연결된 모든 노드가 구간 
내에서는 한번만 전송할 수 있는 공평 구간(fairness interval)에 의해 전송이 제어된다.   루트로부터 
전달되는 사이클 시작 패킷(cycle start packet)에 의하여 시작되는  그림1과 같은 하나의 등시성 사이클 
내에서 등시성과 비동기 데이터가 같이 전송되는데 등시성 전송이 비동기 전송을 우선한다. 그러나 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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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송에 의해 비동기 전송이 전혀 수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전체 사이클의 80%만 등시성 전
송에서 사용할 수 있다. 즉, 비동기 전송은 최소한 20%는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등시성 전송이 없다면 사
이클 전부를 비동기가 사용할 수 있다.

[표 1]

               전송구분

특징

등시성 비동기성

읽
기
/
쓰
기

방송 쓰기 스트림 채널

시간 보증 예 아
니
오

아니오 아니오

도착 보증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방송 예 아
니
오

예 예

채널 공유 미규정 해당없음 예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비동기 전송 모드는 다시 세부적으로 비동기 읽기와 쓰기(asynchronous read 
and write), 비동기 방송 쓰기(asynchronous broadcast write), 그리고 P1394a[2]에서 새롭게 정의된 비
동기 스트림 채널(asynchronous stream channel)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비동기 읽기과 쓰기 만이 확
인 과정을 통한 데이터의 보증 전달(guaranteed delivery)이 가능하다. 

1394  버스의  자원인  채널과  대역폭은  버스  리셋(bus  reset)  후  자동  선출되는  등시성  자원 관리자
(Isochronous Resource Manager: IRM)의 두 개의 레지스터인 CHANNELS_AVAILBLE(CA)과 
BANDWIDTH_AVAILABLE(BA)을 통하여 각각 할당된다. 등시성 전송을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은 먼저 자원 정보
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동기 잠금 트랜잭션(asynchronous lock transaction)을 사용하여 IRM에서 
채널과 대역폭을 미리 할당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해당 노드는 할당받은 채널과 대역폭을 사용하여 다
른 노드의 버스 사용에 관계없이 해당 대역폭 만큼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즉, 개념적으로 그 만
한 대역폭을 갖는 별도의 물리 채널을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등시성 대역폭의 할당 단위는 
S1600(1.6Gbps)에서 4바이트의 1 쿼드릿(quadlet) 을 보내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BA 레
지스터의 초기값은 4915가 된다. 만약 S400에서 계산된 대역폭 할당 값이 있다면 BA로부터 그것의 4배 값
에 해당되는 값을 할당받아야 한다. P1394a의 비동기 스트림 채널에서도 등시성 전송에서와 같이 채널을 
사용하지만 대역폭은 할당받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전송에 사용될 수 없다.

1394와 ATM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송 단위(transfer unit)의 크기이다. 1394는 해당 전송 속도에 비례하
여 최대 크기가 결정되는 가변 크기의 패킷(packet)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ATM는 고속 처리를 위하여 53
바이트의 고정된 크기의 셀(cell)을 사용하고 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ATM은 스위치(switch)가 연결
된 전송선을 통제할 수 있지만 1394는 다른 노드의 버스 사용을 직접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
은 근본적인 차이점으로 1394와 ATM을 같이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동일한 전송 능력과 특성을 유지하면서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1394는 등시성 전송 기능을 제외한다면 LAN용으로 널리 쓰이는 Ethernet과 유사하다. 표 2에는 1394와 
ATM의 전송 특성을 간단히 비교하였다.

[표 2]

전송 구분 1394 ATM

물리 매체 공유(다중 엑세스) 전용/스위칭(점대점)

어드레싱 동작 노드 ID

(IEEE-1212)

고정 어드레스

데이터 유니트 가변장 패킷 고정 셀(53 바이트)

전송율 제어 비접속 접속(VPC, VCC)

공평성 패킷크기 기초 대역폭 셀률 기초 대역폭

실시간 전송 HN, DAN, CAN LAN, MAN, WAN

표 3에는 ATM의 QOS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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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QoS

특징

CBR VBR ABR UBR

CDV(셀지연가변) 예 예 아니오 아니오

CTD(셀전송지연)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CLR(셀손실율) 예 예 예 아니오

대역폭 예비를 위한 변수 미규정 PCR, SCR PCR, MCR 없음

(최적노력수
행)

표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ATM 전송 서비스에는 CBR, VBR , ABR, 및 UBR의 4 가지 서비스가 있다. 이중에
서 실시간 전달이 가능한 것은 CBR과 VBR이다.

하지만, 1394의 등시성 전송은 ATM으로 볼 때, 일정 비트율을 가지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CBR 서비스
에 해당된다. 그리고 비동기(asynchronous) 전송은 최대 노력(best-effort)에 의한 전달을 가정한 것으로 
보증 전달 특성을 뺀다면 ATM의 UBR 서비스와 유사하다. 예를들어, ATM의 대역폭은 먼저 CBR과 VBR에 할
당되고 그 나머지가 ABR과 UBR에 할당된다. ABR은 VBR과 UBR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둘 다 가지고 있는 전
송 서비스를 띄고 있다. 결과적으로 1394에서는 ATM의 VBR과 ABR 서비스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는 문
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할당된 채널 중에서 등시성데이터의 전송에 사용되지 않는 잔여 
대역폭을 사용하여 등시성 데이터를 전송하는 가변 등시성 데이터 전송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 방법을 구현하는 가변등시성 데이터 전송장치를 제공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기술적 과제는 할당된 채널 중에서 등시성데이터의 전송에 사용되지 않
는 잔여 대역폭을 사용하여 등시성 데이터를 전송하고 ABR 서비스에 해당하는 가변 비트율을 지원하는 가
변 등시성 데이터 전송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 방법을 구현하는 가변등시성 데이터 전송장치를 제공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기술적 과제는 할당된 채널 중에서 등시성데이터의 전송에 사용되지 않
는 잔여 대역폭을 사용하여 등시성 데이터를 전송하고 ABR 서비스에 해당하는 가변 비트율을 지원하며 실
시간 전송이 가능한 가변 등시성 데이터 전송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 방법을 구현하는 가변등시성 데이터 전송장치를 제공
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가변 등시성 데이터 전송방법은 IEEE 1394 버스상에서 일정 
시간내에 미리 정해진 시간간격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시성 데이터 전송 방법에 있어서, 할당된 대역폭 
중에서 등시성 데이터의 전송에 사용되지 않는 잔여 대역폭이 있음을 표시하고 소정의 시간 간격을 가지
는 잔여 갭을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검출단계에서 잔여 갭을 검출하였으면 등시성 전송을 위한 대역폭
이 남아 있는지를 식별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시성 데이터를 전송하는 가변 등시성 전송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검출단계에서 검출하는 잔여 갭의 시간간격은 등시성 갭보다는 크고 서브액션 
갭보다는 작다.

또한, 상기 가변 등시성 전송단계는 등시성 재설정 갭을 검출하는 제1 검출 단계와, 상기 제1 검출단계에
서 등시성 재설정 갭이 검출되면 등시성 전송할 수 있는 잔여 대역폭이 있는지를 식별하는 제2 식별 단계
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가변 등시성 전송단계는 상기 제2 식별단계에서 잔여 대역폭이 있는 것으로 결
정된 경우 등시성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와, 등시성 재설정 갭을 검출하여 등시성 재설정 갭이 검출되면 
상기 제2 식별단계로 분기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비동기 구간으로 분기시키는 제2 검출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가변 등시성 데이터 전송방법은 상기 제1 검출단계에서 등시성 재설정 갭이 검출되
면 현재 등시성 재설정 갭 내에서 전송이 있었는지를 식별하는 제1 식별 단계;를 더 포함하고, 제2 식별 
단계는 상기 제1 식별단계에서 전송이 없었던 것으로 결정된 경우 등시성 전송할 수 있는 잔여 대역폭이 
있는지를 식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다른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가변 등시성 데이터 전송장치는 IEEE 1394 버스상에서 
일정 시간내에 미리 정해진 대역폭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시성 데이터 전송 장치에 있어서, 할당된 대역
폭 중에서 등시성 데이터의 전송에 사용되지 않는 잔여 대역폭이 있음을 표시하고 소정의 시간 간격을 가
지는 잔여 갭을 검출하는 수단, 및 상기 검출수단에서 잔여 갭을 검출하였으면 등시성 전송을 위한 대역
폭이 남아 있는지를 식별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시성 데이터를 전송하는 가변 등시성 전송수단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잔여 갭 검출수단은 소정 주기의 클록신호를 출력하는 클록신호발생부와, 아이들 상태를 검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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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검출부와, 상기 클록으로부터 출력된 클록신호와 상기 아이들 검출부로부터 출력된 아이들 상태검
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클록신호를 계수화하는 카운터와, 상기 카운터의 계수화 값에 따라 아이들 상태
의 시간간격을 판별하는 디코딩부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잔여 갭 검출수단은 등시성 데이터의 시작을 
표시하고 소정의 제1 시간 간격을 가지는 등시성 갭을 검출하는 등시성 갭 검출부와, 잔여 대역폭의 시작
을 표시하고 상기 제1 시간 간격보다 긴 소정의 제2 시간간격을 가지는 잔여 갭을 검출하는 잔여 갭 검출
부와, 비동기 전송 구간의 시작을 표시하고 상기 제2 소정 시간 간격보다 긴 소정의 제3 시간간격을 가지
는 서브액션 갭을 검출하는 서브액션 갭 검출부, 및 중재 재설정이 요구됨을 표시하고 상기 제3 소정 시
간 간격보다 긴 소정의 제4 시간간격을 가지는 중재 재설정 갭을 검출하는 중재 재설정 갭 검출부를 포함
한다.

또한, 상기 클록신호 발생부로부터 출력되는 클록신호는 등시성 갭의 시간간격과 서브액션 갭의 시간간격 
사이의 시간간격을 T라 하고, 1보다 큰 임의의 정수를 N이라 할 때, T/N의 주기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
다.

상기 또 다른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가변 등시성 데이터 방법은 가변등시성 전송버퍼
(VIFT), 고정등시성 전송버퍼(CIFT), 비동기 전송버퍼(ATF)를 구비하는 가변등시성 데이터 전송장치에서 
구현되고, IEEE 1394 버스상에서 일정 시간내에 등시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시성 데이터 전송 방법
에 있어서, 등시성 데이터는 고정등시성 전송버퍼(CIFT)를 통하여 등시성 구간에서 전송하는 단계와, ABR 
데이터는 가변등시성 전송버퍼(VIFT)를 통하여 가변 등시성 구간에서 전송하는 단계와, 가변등시성 전송
버퍼(VIFT)를 통하여 출력되는 ABR 데이터 중에서 최저 대역폭(MBW)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변등시성 전송
버퍼(VIFT)에서 고정등시성 전송버퍼(CIFT)로 이동시켜 고정등시성 전송버퍼(CIFT)를 통하여 등시성 구간
에서 전송하는 단계, 및 비동기 데이터는 비동기 전송버퍼(AFT)를 통하여 비동기 구간에서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또 다른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가변 등시성 데이터 장치는 IEEE 1394 버스상에서 일
정 시간내에 등시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시성 데이터 전송 장치에 있어서, 등시성 데이터를 등시성 
구간에서 전송하기 위하여 선입선출식으로 저장하여 출력하는 고정등시성 전송버퍼(CIFT)와, ABR 데이터
를 가변 등시성 구간에서 전송하기 위하여 선입선출식으로 저장하여 출력하는 가변등시성 전송버퍼(VIF
T)와, 가변등시성 전송버퍼(VIFT)를 통하여 출력되는 ABR 데이터 중에서 최저 대역폭(MBW)에 해당하는 부
분은 가변등시성 전송버퍼(VIFT)에서 고정등시성 전송버퍼(CIFT)로 이동시켜 고정등시성 전송버퍼(CIFT)
를 통하여 등시성 구간에서 전송하기 위한 피드백 수단, 및 비동기 데이터를 비동기 구간에서 전송하기 
위하여 선입선출식으로 저장하여 출력하는 비동기 전송버퍼(AFT);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또 다른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가변 등시성 데이터 방법은 IEEE 1394 버스상에서 일
정 시간내에 등시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시성 데이터 전송 방법에 있어서, 등시성 갭 기간보다 긴 
시간동안 버스가 아이들 상태이면 등시성 전송이 종료된 것으로 결정하고, 등시성 갭보다는 크고 서브액
션 갭보다는 작은 소정의 제1 시간간격을 가지는 잔여 갭을 검출하는 단계와, 검출된 갭이 상기 소정의 
제1 시간간격 보다는 크고 서브액션 갭의 시간간격보다는 작은 소정의 제2 시간간격을 가지는 등시성 재
설정 갭인지를 식별하는 단계와, 상기 식별단계에서 등시성 재설정 갭인 것으로 결정되면 등시성 중재 재
설정 비트를 인에이블시키는 단계와, 상기 식별단계에서 등시성 재설정 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면 등시
성 재설정 비트가 인에이블되었는지를 식별하여 인에이블되지 않았으면 비동기구간으로 분기시키는 단계
와, 전송 패킷이 실시간 형태인지를 식별하는 제2 식별 단계와, 상기 제2 식별단계에서 실시간 형태인 것
으로 결정되면 타이밍 검사 단계를 수행하여 벗어남이 있으면 해당 패킷을 버리고 벗어나지 않은 패킷에 
대하여 패킷 전송을 수행하는 단계와, 패킷이 실시간 형태가 아닌 경우와 실시간 형태이면서 벗어나지 않
은 패킷에 대하여는 대역폭이 충분한지를 식별하여 중재를 수행하는 단계와, 중재를 성공하였으면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 및 비동기 구간으로 천이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상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도 5에는 본 발명의 일시예에 따른 가변 등시성 전송 방법의 주요단계들을 흐름도로써 나타내었다. 도 5
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의한 가변 등시성 데이터 전송 방법은 잔여 갭을 검출하는 단계(502)와, 가변 등
시성 전송단계(52)를 포함한다. 

잔여 갭 검출단계(502)에서는 아이들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간격을 체크함으로써 잔여 갭을 검출한다. 즉, 
상기 잔여 갭은 다른 갭들과 구별되는 소정의 시간 간격을 가지며, 할당된 대역폭 중에서 등시성 데이터
의 전송에 사용되지 않는 잔여 대역폭이 있음을 표시한다. 도시하지는 않았으나, 정상 등시성 전송단계
(500)에서 등시성 갭 기간보다 긴 시간동안 버스가 아이들 상태이면 등시성 전송이 종료된 것으로 결정하
는 단계(미도시)를 수행하고, 아이들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간격을 체크함으로써 잔여 갭을 검출하는 것으
로 이해되어야 한다.

가변 등시성 전송단계(52)는 제1 검출 단계(524), 제1 및 제2 식별 단계(526,528), 등시성 패킷 전송 단
계(530), 제2 검출 단계(532)를 포함한다. 제1 검출 단계(524)에서는 등시성 재설정 갭을 검출한다. 등시
성 재설정 갭은 등시성 공평구간(fairness interval)을 두기 위한 것으로 잔여 갭보다는 크고 서브액션 
갭보다는 작은 시간간격을 가진다. 즉, IEEE 1393 버스가 루트(root)에서 가까운 노드가 버스를 소유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 노드가 한 번만 비동기 전송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등시성 공평구간을 두는 것이
다. 다음으로 상기 제1 검출단계에서 등시성 재설정 갭이 검출되면 제1 식별 단계(526)에서 현재 등시성 
재설정 갭 내에서 전송이 있었는지를 식별한다. 상기 제1 식별단계에서 전송이 없었던 것으로 결정된 경
우에는 제2 식별 단계(528)에서 등시성 전송할 수 있는 잔여 대역폭이 있는지를 식별한다. 상기 제2 식별
단계에서 잔여 대역폭이 있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등시성 패킷을 전송(530)한다. 다음으로, 제2 검출 단
계(532)에서는 다시 등시성 재설정 갭을 검출하여 등시성 재설정 갭이 검출되면 상기 제2 식별단계로 분
기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비동기 구간으로 분기시킨다. 따라서, 등시성 재설정 갭이 검출되면 등시성 데이
터의 전송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시성 재설정 갭 내에서 전송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등시
성 데이터의 전송을 수행함으로써 공평성을 달성한다.

이러한 본 발명에 따른 가변 등시성 전송 방법의 각 단계들은 당업자에 의하여 이해되어지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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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프로그램 코드들을 물리(PHY: Physical) 칩상에 입력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본 
발명의 가변 등시성 전송 방법은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작성 가능하다. 그리고, 컴퓨
터에서 사용되는 매체로부터 상기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범용 디지털 컴퓨터에서 구현될 수 있다. 상기 
매체는 플로피 디스크나 하드 디스트와 같은 자기기록매체, 시디롬(CD-ROM)이나 디비디(DVD)와 같은 광기
록매체, 및 인터넷을 통한 전송과 같은 캐리어 웨이브와 같은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기능적 
프로그램, 코드 및 코드 세그멘트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프로그래머에 의해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다.

도 6에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변 등시성 전송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IEEE 1394 버스의 갭 타이밍
을 도시하였다.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변 등시성 전송 방법에 의한 IEEE 1394 버
스의 갭 타이밍은 정상 등시성 구간과 가변등시성 구간 및 비동기 구간으로 구분된다. 정상 등시성 구간
에서는 2 개의 등시성 패킷이 전송된다. 가변등시성 구간은 잔여 갭이 검출됨으로써 시작되고 도 5를 참
조하여 기술한 조건을 만족하여 등시성 패킷이 전송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예를들어 다른 노
드(미도시)에 의하여 발송된 등시성 재설정 갭이 검출되고 해당 등시성 패킷이 버스를 통하여 전송된다. 
다음에는 서브액션 갭이 검출됨으로써 가변등시성 구간이 종료되고 비동기 구간이 시작됨으로써 비동기 
패킷이 버스를 통하여 전송된다. 비동기 패킷을 받은 다른 노드에 의하여 에크 패킷이 버스를 통하여 전
송된다.

도 6으로써 설명한 갭 타이밍에서 잔여 갭 검출을 위한 하드웨어 구성을 도 7에 블록도로써 나타내었다. 
도 7을 참조하면, 잔여 갭 검출수단은 클록신호발생부(702), 아이들 검출부(704), 카운터(706), 디코딩부
(708), 및 갭 검출부(710)을 구비한다.

클록신호발생부(702)는 일정 주기의 클록신호를 출력한다. 아이들 검출부(704)는 아이들 상태를 검출하여 
아이들 상태검출 신호를 출력한다. 카운터(706)는 상기 아이들 상태검출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클록신호
의 시간간격을 계수화한다. 디코딩부(708)는 상기 카운터의 계수화 값에 따라 아이들 상태의 시간간격을 
판별함으로써 검출된 갭이 어느 종류의 갭인지를 식별한다. 갭 검출부(710)는 디코딩부(708)로부터 출력
된 식별값에 따라 해당 갭을 검출한다.

갭 검출부(710)는 등시성 갭 검출부(712), 잔여 갭 검출부(714), 서브액션 갭 검출부(716), 중재 재설정 
갭 검출부(718)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시성 갭 검출부(712)는 등시성 데이터의 시작
을 표시하고 소정의 제1 시간 간격을 가지는 등시성 갭을 검출한다. 등시성 갭의 시간간격은 IEEE 1394 
표준의 버스의 경우 40 ~ 50 나노초(nsec)의 시간간격을 가지며, 애크 갭의 시간간격과 동일하게 설정하
고 있다. 잔여 갭 검출부(714)는 잔여 대역폭의 시작을 표시하고 상기 제1 시간 간격보다 긴 소정의 제2 
시간간격을 가지는 잔여 갭을 검출한다. 서브액션 갭 검출부(716)는 비동기 전송 구간의 시작을 표시하고 
상기 제2 소정 시간 간격보다 긴 소정의 제3 시간간격을 가지는 서브액션 갭을 검출한다. 마지막으로, 중
재 재설정 갭 검출부(718)는 중재 재설정이 요구됨을 표시하고 상기 제3 소정 시간 간격보다 긴 소정의 
제4 시간간격을 가지는 중재 재설정 갭을 검출한다. 이와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갭 검출수단을 
구비한 가변등시성 데이터 전송장치는 갭의 시간간격에 따라 갭의 종류를 식별하는 갭 검출부에 잔여 갭 
검출부(714)를 구비하여 잔여 대역폭의 시작을 표시하고 상기 제1 시간 간격보다 긴 소정의 제2 시간간격
을 가지는 잔여 갭을 검출한다.

도 8에는 본 발명에 따른 가변 등시성 전송 방법에서 잔여 갭 검출 과정을 나타내었다. 논아이들상태
(800)에서 아이들 상태가 검출되면, 도 7을 참조하여 설명한 카운터(706)와 같은 아이들 상태 타이머가 
리셋되고, 등시성 갭 상태(802)로 천이된다. 만일, 소정의 제1 시간이내에 아이들 상태가 종료되어 아이
들 상태 타이머에 의하여 측정된 해당 갭의 시간간격이 소정의 제1 시간이내인 것으로 결정되면 등시성 
갭을 검출하고 논아이들 상태(800)로 천이된다. 반면에 시간간격이 소정의 제1 시간을 초과하면 등시성 
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잔여갭인지를 식별하는 잔여 갭 상태(804)로 천이된다. 이와 유사하게, 제2 
시간,  제3  시간을 초과하면 각각 잔여 갭 상태(804)에서 서브액션 갭 상태(806)로,  서브액션 갭 상태
(806)에서 중재 재설정 갭 상태(808)로 천이된다. 이로써, 각기 다른 소정의 시간 간격의 가지는 갭들이 
시간적 간격의 크기의 순서로 검출될 수 있게 된다.

도 9에는 본 발명에 따른 가변 등시성 전송 방법에서 IEEE 1394 버스의 사이클 구성을 도시하였다. 도 9
를 참조하면, 종래 기술에 따른 등시성 전송 방법에서 IEEE 1394 버스의 사이클 구성은 할당되면 할당된 
전체 대역폭이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잔여 대역폭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본 발명에 따른 
가변 등시성 전송 방법에서 IEEE 1394 버스의 사이클 구성은 잔여 대역폭이 있음을 검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선택적으로 잔여 대역폭을 사용하여 등시성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도 10에는 본 발명에 따른 가변등시성 전송방법에서 IEEE 1394 버스에서의 대역폭 할당 및 사용과의 관계
를 도시하였다. 도 10을 참조하면, 분기점, 즉, 더 이상 등시성 자원을 할당할 수 없는 경우라도 잔여 대
역폭 만큼을 가변 등시성 구간을 이용하여 등시성 전송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상술한 가변등시성 데이터 전송방법에 의하여 인식된 여유 대역폭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ATM
의 ABR과 유사한 개념으로 새로운 1394용 ABR(이하 ABR-1394) 데이터 전송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가변 
비트율을 갖는 일부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ABR-1394 서비스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전송될 수 있다. 기술
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ATM의 ABR 서비스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애플리케이션중에는 사용될 대역폭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ATM의 ABR 서비스(이하 ABR-ATM 서비스라 칭한다)가 사용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가변등시성 전송
방법에는 이러한 ABR 서비스를 응용한다. 

도 11에는 이러한 ABR 서비스의 흐름 제어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을 도시하였다. 도 11을 참조하면, ABR-
ATM 서비스는 전송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기 위하여 별도의 폐쇄형 단대단 제어 루프(closed end-to-end 
control loop)를 형성한다. 이 제어 루프를 통하여 네트웍 트래픽 확인을 위한 RM(Resource Management: 
자원관리) 셀이 전송되는데 RM셀 내에 네트웍 요소를 통과 하면서 트래픽 정보가 기록되어 소스로 되돌아 
온다. RM셀은 대개 N개의 데이터 셀마다 하나씩 전송된다. 여기서, 소스의 전송률을 조절하기 위하여 RM 
셀에 정보를 기록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써는 혼잡 표시를 위한 한 비트(congestion-marking bi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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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시키는 방법이 있고, 좀 더 발전된 방법으로는 명시적 셀률(explicit cell rate)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소스로 RM 셀이 되돌아 오지 않는다면 혼잡을 가정하고 소스는 자동적으로 전송률을 낮추게 
된다. ABR-ATM 서비스는 CBR과 VBR에 할당되고 남은 대역폭을 사용하며 TCP/IP, IPX/SPX, APPN과 같은 프
로토콜상의 파일 전송이나 메일과 같은 탄성이 높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된다.

또한, 식별된 여유 대역폭을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제공할 것인 가에 있다. ATM의 전송 모드 중에서 1394에서 직접 지원되지 않는 것은 VBR과 ABR이다. 하지
만, VBR은 상당히 복잡한 전송 매개변수와 접속 허가 제어(connection admission control) 메커니즘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분산 프로토콜을 구현하고 있는 1394에서 직접 지원하기 힘들다. 따라서 여유 대역폭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일치하는 ATM의 ABR 서비스에 해당하는 전송 서비스를 구현한다. 그런데 ABR-
ATM은 실시간 전송을 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에 적합하지 않지만 제공될 ABR-
1394은 등시성 대역폭을 이용한 실시간 전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에 사용될 수 있
다. 이하에서 ABR-1394로 칭하여지는 본 발명의 타실시예에 따른 가변등시성 전송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기
로 한다.

도 12에는 본 발명의 타실시예에 따른 가변등시성 전송방법에서의 대역폭 구성을 도시하였다. 도 12를 참
조하면, ABR-1394을 사용하여 가변 비트율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ABR-ATM과 같이 반
드시  만족해야  할  최저  대역폭(minimum  bandwidth:  MBW)과  최고  대역폭(peak  bandwidth:  PBW)을 
명시한다. 최저 대역폭은 반드시 만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등시성 대역폭 할당과 전송 방법을 사
용하여 처리된다. 최대 대역폭에서 최저 대역폭을 뺀 가변 대역폭(variable bandwidth: VBW)은 현재 버스
에 걸리는 부하에 따라 전송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변 등시성 단계(VIP)에서 처리된다. 대역폭
을 결정하는 1394의 패킷의 크기는 한번 결정되면 동적으로 변경하기 힘들기 때문에 VBW는 MBW의 배수 로 
구성한다. 만약 VBW가 MBW의  배수가 되지 않는다면 VBW에 포함되는 최대 대역폭의 배수로 할당한다. 사
용자가 명시한 최대 대역폭 보다 PBW를 작게 잡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유지하고 있는 버퍼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ABR-1394에서 접속 허가(connection admission)는 MBW만 가지고 
이루어진다. 즉, MBW만큼 등시성 대역폭이 할당될 수 있으면 해당 ABR-1394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타실시예에 따른 가변 등시성 데이터 전송방법을 기술하기로 한다. 상기 가변 등시
성 데이터 전송방법은 앞에서 정의한 ABR-1394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핵심은 버퍼의 구성
과 관리 방법이다. 본 발명의 타실시예에 따른 가변 등시성 데이터 전송방법은 ABR-1394는 MBW용으로 할
당된 대역폭은 정상적인 고정 등시성 전송 단계(CIP)에서 전송하고 남은 가변 대역폭의 패킷은 가변 등시
성 전송 단계(VIP)에서 전송한다. 이 때, 가변 등시성 전송 단계에서 남은 패킷은 PBW와 여유 대역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송한다. 이와 같이 두 개의 전송 단계에 걸쳐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는 ABR-1394 
서비스를 위하여 기존의 등시성 전송 버퍼(isochronous transmission FIFO: ITF)는 두 종류의 버퍼, CITF
와 VITF(variable ITF)로 분리될 필요가 있다. 이는 만일 분리하지 않고 기존의 ITF를 그대로 사용하면 
얼마만큼 패킷이 전송될 수 있을 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ABR의 가변 대역폭에 의해 정상적인 등시성 
패킷 전송이 방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 13에는 ABR-1394 데이터 전송을 위한 버퍼 구성을 도시하
였다. 도 13을 참조하면, 분리된 VITF를 통하여 전송될 ABR 데이터는 MBW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먼저 MBW
에 해당하는 부분은 VITF에서 다시 CITF를 이동시켜 전송한다. 처음부터 MBW에 해당하는 부분을 CITF로 
이동시킬 수 없는 이유는 패킷의 전송 순서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이전의 VIP에서 전송하다 남은 패킷이 
있다면 그것을 CIP에서 전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등시성 요구에 대하여 공통의 하나의 CITF
가 사용되는 것과 달리 VITF는 ABR 서비스 요구별로 각각 분리된 버퍼가 사용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각 
사이클 마다 각 ABR 요구에 포함된 VBW의 크기, 즉, 패킷의 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 14에는 본 발명의 타실시예에 따른 가변등시성 데이터 전송방법에 의한 데이터 전송과정의 일예를 도
시하였다. 도 1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타실시예에 따른 가변등시성 데이터 전송방법에 의한 데이터 전
송과정에서는 도 13의 분리 버퍼를 사용한 ABR 노드에서 일어나는 데이터 전송 예인 것을 알 수 있다. 만
일 가변 대역폭에 포함된 ABR-1394 패킷이 내부 클럭에 의하여 계산된 여유 대역폭 내에 수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이클에서 전송된다. 여유 대역폭이 가변 대역폭보다 더 많이 남아 있더라도 PBW 이상을 
전송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도 12를 참조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N-2)개 이하의 패킷만 전송한다. 

한편, 가변 등시성 전송 단계에서 전송되는 등시성 스트림 패킷은 대역폭을 할당받지 않고 전송되는 것이
기 때문에 버스에 부하가 크게 걸릴 경우 노드 ID가 큰 노드를 제외한 다른 노드에서 가변 대역폭에 해당
하는 데이터를 전혀 전송할 수 없는 기근(starva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노드 ID에 기초한 
1394 버스의 중재 메커니즘에 의한 것이다. 이 문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비동기 전송에서 사용하는 공평 
구간(fairness interval) 개념을 사용하여 여유 대역폭 사용에 대한 공평성 을 제공한다. 이것을 구현하
기 위해서는 비동기 전송에서와 같이 등시성 전송에 대한 공평 구간의 시작과 구간 내에서 자신의 사용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앞에서 정의한 잔여 갭보다 크고 비동기 단계에서 
사용하는 서브액션 갭 보다는 작은 새로운 갭과 활성 비트가 필요하다. 새로운 갭을 등시성 재설정 갭
(isochronous  reset  gap)이라  하고  새로운  비트를  등시성  중재  활성  비트(isochronous  arbitration 
enable bit)라 정의한다.  따라서, 그림11의 가변 등시성 단계는 비동기 단계에서와 같이 잔여 갭이나 등
시성 전송 재설정 갭으로 시작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새로이 정의된 갭과 기존 갭과의 상대적 크기는 
다음과 같다.  ABR-1394 서비스는 두 가지 옵션, 실시간(real-time: RT)과 비실시간(non real-time: NR
T)으로 사용될 수 있다. 

도  15에는  본  발명의  타실시예에  따른  가변등시성  전송방법의  주요  단계를  도시하였다.  도  15를 
참조하면, 실시간 옵션이 포함된 가변 대역폭 내의 등시성 패킷이 전송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잔여갭을 검출하면 가변등시성 구간으로 천이되고, 검출된 갭이 등시성 재설정 갭인지를 식별한다. 등시
성 재설정 갭인 것으로 결정되면 등시성 중재 재설정 비트를 인에이블시킨다. 반면에, 등시성 재설정 갭
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면 등시성 재설정 비트가 인에이블되었는지를 식별하여, 인에이블되지 않았으면 비
동기구간으로 분기한다. 다음으로 실시간 형태인지를 식별하여, 실시간 형태이면 타이밍 검사 단계를 수
행하여 벗어남이 있으면 해당 패킷을 버리고, 벗어나지 않은 패킷에 대하여 패킷 전송을 수행하기 위한 
단계를 수행한다. 패킷이 실시간 형태가 아닌 경우와 실시간 형태이면서 벗어나지 않은 패킷에 대하여는 
대역폭이 충분한지를 식별하여 중재를 수행한다. 중재를 성공하였으면 패킷을 전송하고, 등시성 중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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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비트를 디스에이블시키고, 다음 ABR 채널로 이동한 다음, 비동기 구간으로 천이된다. 따라서, 만일 
실시간 옵션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타이밍 검사와 패킷 버림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타이밍에 
의한 전송 제어는 1394 OHCI 규격의 패킷 전송에 대한 제어 방법을 이용할 경우 손쉽게 구현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ABR-ATM은 최저 셀률(minimum cell rate: MCR)을 유지하고 여유 대역폭을 활용하기 위
하여 RM셀을 이용한 별도의 흐름 제어(flow control)를 해야 하지만, 본 발명의 타태양에 따른 가변등시
성 데이터 전송방법(일명, ABR-1394)은 정상적인 등시성 전송으로 MBW이 보장되고 자동적으로 여유 대역
폭을 인식하고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흐름 제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ABR-1394 어
플리케이션은 자신이 직접 버스에 상태에 맞게 전송률을 제어할 수 있다. ABR-ATM은 셀 손실율(cell loss 
ratio: CLR)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것을 지키도록 ATM 스위치가 노력해야 하지만 ABR-1394에서는 가변 대
역폭에 포함된 패킷에 대한 손실율에 대한 제어를 하지 않는다. 여유 대역폭 사용에 대한 공평성을 유지
하고 있는 ABR-ATM과 같이 ABR-1394은 여유 등시성 대역폭 사용에 대하여 공평성을 유지하고 있다. ABR-
1394은 한정된 등시성 대역폭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고 MBW의 사용으로 단편의 크기를 상대
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동시에 더 많은 등시성 채널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준다. 표 4에는 ABR-ATM과 
ABR-1394의 특성을 간단히 비교하였다.

[표 4]

전송 서비스 구분 ABR-ATM ABR-1394

입력 변수 PCR, MCR, CLR PBW, MBW

보장되는 대역폭 MCR MBW

사용 대역폭 할당된 CBR 및 VBR 대역폭의 여유대역
폭

할당된 등시성 및 최소 비동기 
대역폭의 여유대역폭

전송율 제어 RM 셀들을 사용 자기 제어

공평성 비사용 대역폭 비사용 등시성 대역폭

실시간 전송 해당없음 실시간(RT)옵션에 의하여 
지원됨.

또한, 실시간(RT) ABR-1394 서비스는 1394-1995 표준과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추가의 데이터 수신으로 향
상된 품질을 제공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역폭 훔치기와 ABR-1394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잔여 갭, 등시성 재설정 갭, 및 등시성 재설정 비
트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위하여 물리 계층(physical layer), 즉, PHY 칩의 수정이 요구된다. 
또한, 100㎲이내의 남아 있는 등시성 여유 대역폭을 노드 자체의 클럭 카운터(clock counter)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링크 계층(link layer)의 수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ABR-1394 서비스를 
위하여 제공되는 새로운 가변 등시성 전송 버퍼(VITF)의 구성과 함께 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DMA 엔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IEEE-1394 버스에서 쓰지않는 여유 등시성 대역폭을 식별하기 위한 대역폭 
훔치기 기법에 의한 등시성 데이터 전송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이를 기초로 VBR형태의 멀티미디어 데이
터도 효과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ATM의 ABR(ABR-ATM) 서비스와 유사한 1394용 ABR(ABR-1394) 전송 서비스
를 제시하였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가변 등시성 데이터 전송방법은 등시성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할당되었
으나 실제 전송에는 사용되지 않은 잔여 대역폭을 선택적으로 등시성 데이터 전송에 사용함으로써 등시성 
전송을 최대화할 수 있다.

또한, CBR 형태만을 가정하고 있는 1394 등시성 전송에서 VBR 형태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제안된 기법에 기초한 ABR-1394 전송 서비스는 ATM에서 유용성이 큰 것으로 알려
져 있는 ABR 서비스에 대응되는 것으로 ABR-ATM에 비해 실시간 전송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면서 별도
의 흐름 제어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간단하고 효과적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IEEE 1394 버스상에서 일정 시간내에 등시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시성 데이터 전송 방법에 있어서,

등시성 갭 기간보다 긴 시간동안 버스가 아이들 상태이면 등시성 전송이 종료된 것으로 결정하는 단계;

등시성 갭보다는 크고 서브액션 갭보다는 작은 시간간격을 가지는 잔여 갭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검출단계에서 잔여 갭을 검출한 경우에 등시성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대역폭이 남아 있는지를 체크
하는 단계; 및

상기 체크 단계에서 대역폭이 남아 있는 것으로 결정되면 등시성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등시성 데이터 전송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사이클 시작 패킷을 수신한 후 소정 시간이 경과하였는지를 카운팅함으로써 여유 대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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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료를 검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등시성 데이터 전송방법.

청구항 3 

IEEE 1394 버스상에서 일정 시간내에 등시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시성 데이터 전송 방법에 있어서,

등시성 갭보다는 크고 서브액션 갭보다는 작은 시간간격을 가지는 잔여 갭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검출 단계에서 잔여 갭을 검출한 경우, 잔여 갭보다는 크고 서브액션 갭보다는 작은 시간간격을 가
지는 제1 등시성 재설정 갭을 검출하는 제1 등시성 재설정 갭 검출 단계;

상기 제1 등시성 재설정 갭 검출 단계에서 등시성 재설정 갭이 검출된 경우, 등시성 전송할 수 있는 잔여 
대역폭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체크 단계;

상기 제1 등시성 재설정 갭 검출 단계에서 등시성 재설정 갭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 현재 등시성 재설정 
갭 내에서 전송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잔여 대역폭 체크단계에서 잔여 대역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시성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 
및

잔여 갭보다는 크고 서브액션 갭보다는 작은 시간간격을 가지는 제2 등시성 재설정 갭을 검출하여 등시성 
재설정 갭이 검출되면 상기 잔여 대역폭 체크단계로 분기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가변 등시성 데이터 전송 
구간을 종료하고 비동기 구간으로 분기시키는 제2 등시성 재설정 갭 검출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가변 등시성 데이터 전송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사이클 시작 패킷을 수신한 후 소정 시간이 경과하였는지를 카운팅함으로써 여유 대역폭
의 종료를 검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등시성 데이터 전송방법.

청구항 5 

IEEE 1394 버스상에서 일정 시간내에 미리 정해진 시간간격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시성 데이터 전송 장
치에 있어서,

등시성 갭과, 서브액션 갭, 및 등시성 갭보다는 크고 서브액션 갭보다는 작은 시간간격을 가지는 잔여 갭
을 검출하는 갭 검출 수단;

상기 검출수단에서 잔여 갭이 검출되면 등시성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충분한 대역폭이 남아 있는지를 체
크하는 수단; 및

상기 체크 수단에서 충분한 대역폭이 남아 있는 것으로 결정되면 등시성 데이터를 전송하는 수단;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등시성 데이터 전송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사이클 시작 패킷을 수신한 후 소정 시간이 경과하였는지를 카운팅함으로써 여유 대역폭
의 종료를 검출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등시성 데이터 전송장치.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갭 검출수단은,

소정 주기의 클록신호를 출력하는 클록신호발생부;

아이들 상태를 검출하는 아이들 검출부;

상기 클록으로부터 출력된 클록신호와 상기 아이들 검출부로부터 출력된 아이들 상태검출 신호에 응답하
여 상기 클록신호를 계수화하는 카운터;

상기 카운터의 계수화 값에 따라 아이들 상태의 시간간격을 판별하는 디코딩부;

소정의 제1 시간 간격을 가지는 등시성 갭을 검출하는 등시성 갭 검출부;

상기 제1 시간 간격보다 긴 소정의 제2 시간간격을 가지는 잔여 갭을 검출하는 잔여 갭 검출부;

상기 제2 소정 시간 간격보다 긴 소정의 제3 시간간격을 가지는 서브액션 갭을 검출하는 서브액션 갭 검
출부; 및

상기 제3 소정 시간 간격보다 긴 소정의 제4 시간간격을 가지는 중재 재설정 갭을 검출하는 중재 재설정 
갭 검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등시성 데이터 전송장치.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클록신호 발생부로부터 출력되는 클록신호는 등시성 갭의 시간간격과 서브액션 갭
의 시간간격 사이의 시간간격을 T라 하고, 1보다 큰 임의의 정수를 N이라 할 때, T/N의 주기를 가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등시성 전송장치.

청구항 9 

IEEE 1394 버스상에서 일정 시간내에 등시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시성 데이터 전송 장치에 있어서,

등시성 갭보다는 크고 서브액션 갭보다는 작은 시간간격을 가지는 잔여 갭을 검출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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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검출 수단에서 잔여 갭을 검출한 경우, 잔여 갭보다는 크고 서브액션 갭보다는 작은 시간간격을 가
지는 제1 등시성 재설정 갭을 검출하는 제1 등시성 재설정 갭 검출 수단;

상기 제1 등시성 재설정 갭 검출 수단에서 등시성 재설정 갭이 검출된 경우, 등시성 전송할 수 있는 잔여 
대역폭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체크 수단;

상기 제1 등시성 재설정 갭 검출 수단에서 등시성 재설정 갭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 현재 등시성 재설정 
갭 내에서 전송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수단;

상기 잔여 대역폭 체크수단에서 잔여 대역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시성 패킷을 전송하는 수단; 
및

잔여 갭보다는 크고 서브액션 갭보다는 작은 시간간격을 가지는 제2 등시성 재설정 갭을 검출하여 등시성 
재설정 갭이 검출되면 상기 잔여 대역폭 체크수단을 구동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가변 등시성 데이터 전송 
동작을 종료하고 비동기 전송 수단을 구동시키는 제2 등시성 재설정 갭 검출 수단;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가변 등시성 데이터 전송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갭 검출수단은,

소정 주기의 클록신호를 출력하는 클록신호발생부;

아이들 상태를 검출하는 아이들 검출부;

상기 클록으로부터 출력된 클록신호와 상기 아이들 검출부로부터 출력된 아이들 상태검출 신호에 응답하
여 상기 클록신호를 계수화하는 카운터;

상기 카운터의 계수화 값에 따라 아이들 상태의 시간간격을 판별하는 디코딩부;

소정의 제1 시간 간격을 가지는 등시성 갭을 검출하는 등시성 갭 검출부;

상기 제1 시간 간격보다 긴 소정의 제2 시간간격을 가지는 잔여 갭을 검출하는 잔여 갭 검출부;

상기 제2 시간 간격보다 긴 소정의 제3 시간간격을 가지는 등시성 재설정 갭을 검출하는 등시성 재설정 
갭 검출부;

상기 제3 소정 시간 간격보다 긴 소정의 제4 시간간격을 가지는 서브액션 갭을 검출하는 서브액션 갭 검
출부; 및

상기 제4 소정 시간 간격보다 긴 소정의 제5 시간간격을 가지는 중재 재설정 갭을 검출하는 중재 재설정 
갭 검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등시성 데이터 전송장치.

청구항 11 

가변등시성 전송버퍼(VIFT),  고정등시성 전송버퍼(CIFT),  비동기 전송버퍼(ATF)를  구비하는 가변등시성 
데이터 전송장치에서 구현되고, IEEE 1394 버스상에서 일정 시간내에 등시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시
성 데이터 전송 방법에 있어서,

등시성 데이터는 고정등시성 전송버퍼(CIFT)를 통하여 등시성 구간에서 전송하는 단계;

ABR 데이터는 가변등시성 전송버퍼(VIFT)를 통하여 가변 등시성 구간에서 전송하는 단계;

가변등시성 전송버퍼(VIFT)를 통하여 출력되는 ABR 데이터 중에서 최저 대역폭(MBW)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변등시성 전송버퍼(VIFT)에서 고정등시성 전송버퍼(CIFT)로 이동시켜 고정등시성 전송버퍼(CIFT)를 통
하여 등시성 구간에서 전송하는 단계; 및

비동기 데이터는 비동기 전송버퍼(AFT)를 통하여 비동기 구간에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가변 등시성 데이터 전송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가변등시성 데이터 전송방법을 사용하여 가변 비트율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최저대역폭(MBW:  minimum  bandwidth)과 최고 대역폭(PBW:  peak  bandwidth)을 명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등시성 데이터 전송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애플리케이션은 최고 대역폭(PBW)에서 최저대역폭(MBW)을 뺀 가변대역폭(VBW)은 
최저대역폭(MBW)의 배수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등시성 데이터 전송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애플리케이션은 가변대역폭(VBW)이 최저대역폭(MBW)의 배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VBW에 포함된 최대 대역폭의 배수로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등시성 데이터 전송방법.

청구항 15 

제11항에 있어서, 가변대역폭에 포함된 패킷이 내부 클록에 의하여 계산된 여유 대역폭 내에 수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사이클에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등시성 데이터 전송방법.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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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1394 버스상에서 일정 시간내에 등시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시성 데이터 전송 장치에 있어서,

등시성 데이터를 등시성 구간에서 전송하기 위하여 선입선출식으로 저장하여 출력하는 고정등시성 전송버
퍼(CIFT);

ABR 데이터를 가변 등시성 구간에서 전송하기 위하여 선입선출식으로 저장하여 출력하는 가변등시성 전송
버퍼(VIFT);

가변등시성 전송버퍼(VIFT)를 통하여 출력되는 ABR 데이터 중에서 최저 대역폭(MBW)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변등시성 전송버퍼(VIFT)에서 고정등시성 전송버퍼(CIFT)로 이동시켜 고정등시성 전송버퍼(CIFT)를 통
하여 등시성 구간에서 전송하기 위한 피드백 수단; 및

비동기 데이터를 비동기 구간에서 전송하기 위하여 선입선출식으로 저장하여 출력하는 비동기 전송버퍼
(AFT);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등시성 데이터 전송장치.

청구항 17 

IEEE 1394 버스상에서 일정 시간내에 등시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시성 데이터 전송 방법에 있어서,

등시성 갭 기간보다 긴 시간동안 버스가 아이들 상태이면 등시성 전송이 종료된 것으로 결정하고, 등시성 
갭보다는 크고 서브액션 갭보다는 작은 소정의 제1 시간간격을 가지는 잔여 갭을 검출하는 단계;

검출된 갭이 상기 소정의 제1 시간간격 보다는 크고 서브액션 갭의 시간간격보다는 작은 소정의 제2 시간
간격을 가지는 등시성 재설정 갭인지를 식별하는 단계;

상기  식별단계에서  등시성  재설정  갭인  것으로  결정되면  등시성  중재  재설정  비트를  인에이블시키는 
단계;

상기 식별단계에서 등시성 재설정 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면 등시성 재설정 비트가 인에이블되었는지를 
식별하여 인에이블되지 않았으면 비동기구간으로 분기시키는 단계;

전송 패킷이 실시간 형태인지를 식별하는 제2 식별 단계;

상기 제2 식별단계에서 실시간 형태인 것으로 결정되면 타이밍 검사 단계를 수행하여 벗어남이 있으면 해
당 패킷을 버리고, 벗어나지 않은 패킷에 대하여 패킷 전송을 수행하는 단계;

패킷이 실시간 형태가 아닌 경우와 실시간 형태이면서 벗어나지 않은 패킷에 대하여는 대역폭이 충분한지
를 식별하여 중재를 수행하는 단계;

중재를 성공하였으면 패킷을 전송하는 단계; 및

비동기 구간으로 천이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등시성 데이터 전송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전송단계 다음에 등시성 중재 재설정 비트를 디스에이블시키는 단계; 및 ABR 
채널로 이동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등시성 데이터 전송방법.

청구항 19 

IEEE 1394 버스상에서 일정 시간내에 등시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시성 데이터 전송 장치에 있어서,

등시성 갭 기간보다 긴 시간동안 버스가 아이들 상태이면 등시성 전송이 종료된 것으로 결정하고, 등시성 
갭보다는 크고 서브액션 갭보다는 작은 소정의 제1 시간간격을 가지는 잔여 갭을 검출하는 수단;

검출된 갭이 상기 소정의 제1 시간간격 보다는 크고 서브액션 갭의 시간간격보다는 작은 소정의 제2 시간
간격을 가지는 등시성 재설정 갭인지를 식별하는 수단;

상기 식별수단에서 등시성 재설정 갭인 것으로 결정되면 등시성 중재 재설정비트를 인에이블시키는 수단;

상기 식별수단에서 등시성 재설정 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면 등시성 재설정 비트가 인에이블되었는지를 
식별하여 인에이블되지 않았으면 비동기 전송모드를 구동시키는 수단;

전송 패킷이 실시간 형태인지를 식별하는 제2 식별 수단;

상기 제2 식별수단에서 실시간 형태인 것으로 결정되면 타이밍 검사 단계를 수행하여 벗어남이 있으면 해
당 패킷을 버리고, 벗어나지 않은 패킷에 대하여 패킷 전송을 수행하는 수단;

패킷이 실시간 형태가 아닌 경우와 실시간 형태이면서 벗어나지 않은 패킷에 대하여는 대역폭이 충분한지
를 식별하여 중재를 수행하는 수단;

중재를 성공하였으면 패킷을 전송하는 수단; 및

비동기 전송을 수행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등시성 데이터 전송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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