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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송파 시스템에서의 비트 할당 방법

요약

    
ADSL송수신기에 대한 전송률 옵션을 생성하는 시스템 및 방법이 개시된다. 본 시스템 및 방법은 베어러 채널의 우선
순위를 기초로 베어러 채널에 이산 다중톤 심볼 밴드폭을 제공한다. 전송률 옵션 발생기는 변조기에 의해 변조된 이산 
다중톤 심볼내에 포함된 바이트수를 결정한다. 또한, 전송률 옵션 발생기는 베어러 채널의 우선순위를 수신하고 우선순
위에 따라 베어러 채널에 이산다중톤 심볼내에 포함된 바이트수의 일부를 할당한다. 우선순위의 요청에 의하면, 각 베
어러 채널은 이산 다중톤 심볼밴드폭이 이용가능하게 유지되는 한 허용된 최대 바이트수가 할당된다. 또한, 이산 다중
톤 심볼 밴드폭 할당의 역할에 의해, 베어러 채널은 허용된 최소 바이트 수보다는 적게 할당되지 않는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베어러 채널, 전송률 옵션 발생기

명세서

    기술분야

본 출원은 1999년 12월 16일에 " ADSL모뎀을 이용한 인공지능 전송률 선택 결정 방법" 이라는 이름으로 출원된 미국 
가출원 번호 60/172,343호에 따른 우선권 및 그 이점을 주장하며, 그 전체가 본 명세서에서 참고 자료로 인용된다.

본 발명은 반송파 변조를 이용하는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며, 더욱 구체적으로는 통신 데이타 스트림에 우선 순위를 
매기는 반송파 통신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공중 교환식 전화망(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 PSTN)은 광범위하게 이용가능한 전자 통신 형식을 제공
한다. 즉각적 이용가능성 및 낮은 설비 (facilities) 비용 덕택에, PSTN은 증가하는 고속 데이타 전송량을 운반한다. 
여기서, 데이타는 인터넷, 비동기 전송모드(aysnchronous transfer mode), 음성 및 비디오 데이타 등을 포함하는 디
지털적으로 엔코딩된 모든 통신정보 형태를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협대역폭 조건으로 통신하는 음성을 제공하기위해 구
조화된 PSTN은 높은 송신률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점진적으로 디지털 시스템에 의존한다.
    

    
고속 디지탈 송신을 실행하기 위한 능력에서 주요한 제한 팩터는 전화 중앙국(central office : CO)과 고객 사전 장비
(customer premises equipment : CPE)사이에서의 가입자 루프(subscriber loop)이다. 일반적으로 가입자 루프는 
꼬인 구리선의 단일쌍을 포함하는데, 구리선의 단일쌍은 0-4kHz의 밴드폭이 적절한 저-주파수 음성 신호를 전송하는
데 적절하다. 그러나, 상기 루프는 통신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채용하지 않고 광대역 통신 요건(즉, 수백 킬로헤르쯔 또
는 그 이상의 명령에 의한 밴드 폭)을 쉽사리 수용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접근법 중 하나로 이산 다중톤 디지털 가입자 회선 기술(discrete multitone digital s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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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ber line : DMT DSL)이 개발되어져 있다. 이 기술 및 다른 형태의 DMT-기반형 DSL 기술(ADSL, HDSL,등)은 " 
DSL기술" 또는 간단히 " DSL" 이라 불린다. 이산 다중톤 시스템의 동작 및 DSL기술에 대한 그들의 응용은 1990년 5
월 " Multicarrier Modulation For Data Transmission : An idea whose Time has come" 라는 제목으로 IEEE 통
신잡지 페이지 5-14에 충분히 개재되었다.
    

DSL기술에 따라 제작되어 데이터를 송신 및 수신하는 장치는 종종 DSL송수신기라 불려진다. 중앙국(CO)과 고객 사전 
사이트에 이용된 DSL송수신기를 각각 CO DSL송수신기 및 CPE DSL 송수신기라 부른다.

DSL기술에서, CO송수신기와 CPE송수신기 사이의 지역 가입자 루프를 통한 통신은, 함께 합계된 후에 가입자 루프상
에서 전송되는 다수의 이산 주파수 캐리어 상으로 송신될 데이타를 변조함으로써 달성된다. 개별적으로, 캐리어들은 제
한된 밴드폭의 이산 통신 채널, 오버래핑되지 않은 통신채널을 형성한다. 통합적으로, 캐리어들은 광대역 통신 채널을 
형성한다. 수신기 단부에서, 캐리어들은 복조되고 데이타는 복원된다.

각 서브채널은 예를 들면, 개별 서브채널의 신호대 잡음비에 의존하는 모든 서브채널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다수의 비
트를 운반한다. 또한 총통신전송률은 상이한 가입자 루프 및 상이한 통신 조건으로 인해 변화할 것이다. 특정 통신조건 
세트하에서 공급될 수 있는 비트수는 서브 채널의 " 비트 할당" 으로 알려져 있다.

    
각각의 서브채널의 SNR은 다양한 서브채널상에 레프런스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된 신호의 SNR을 측정함으로써 결정된
다. 전형적으로 로딩 파라미터(각 서브채널에 대해 할당된 비트수와 서브패널 이득을 포함함)는 가입자 회선(즉, 통신 
중앙국으로부터 가입자까지의 송신인 경우에서의 CPE 송수신기와, 사전 가입자로부터 중앙국까지의 송신인 경우에서
의 CO 송수신기)의 수신단부(" 로컬" )에서 연산된다. 이들 파라미터들은 송신단부(" 원격" )와 통신하기 위해 각 송
신기-수신기 쌍은 동일한 통신 파라미터를 이용한다. 비트 할당 및 서브채널 이득 파라미터들은 특정 수신기로 데이타
를 송신하는 각각의 서브채널에 이용될 비트 수를 정의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통신 링크쌍의 양단에 저장된다. 또한 시
간 및 주파수 도메인 이퀄라이저 계수와 같은 다른 서브채널 파라미터들은 서브채널 통신을 정의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저장된다.
    

    
국제 통신 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ITU-T)의 원격 통신 표준 분야에서는, 두개의 DSL통신 
시스템 표준인 1999년 3월 29일 호주의 멜번에서 기초 권고 G.992.1로 기록된 " 비대칭 디지탈 가입자 회선 송수신기" 
와 1999년 2월 17일 기초 권고 G.992.1로 공개된 " 스프리트러스(splitterless) 비대칭 디지탈 가입자 회선 송수신기" 
를 승인했다. 구형 전화선을 통해 데이타를 송신하기 위해 DMT-기반형 변조를 이용하는 송수신기를 구체화하는 이들 
표준 모두는, " 재래형 전화 서비스(plain old telephone service)" 또는 POTS라 불려진다. 이들 권고에 있어서, 다운
스트림 통신이라 불리는 CO송수신기부터 CPE송수신까지 통신 데이터 전송률은, 업스트림 통신이라 불리는 CPE송수신
기부터 CO송수신기까지의 통신 전송률과 상이하다. G.992.1 권고에 따라 생산된 송수신기는 전형으로 완전-전송률 
ADSL송수신기 또는 G.dmt송수신기로 불리며, G.992.2 권고에 따라 생산된 송수신기는 전형적으로 G.lite 송수신기라 
불린다. G.lite 송수신기의 결정적인 부분이 G.dmt송수신기의 서브세트이다.
    

G.dmt 및 G.lite 송수신기 양쪽 모두 다른 DMT-기반형 DSL송수신기에 대해 공통 통신 원리를 이용하며 즉, 데이타
는 오버래핑되지 않은 서브채널을 이용하여 통신되는데, 이들 각각은 SNR측정을 기반으로 다른 많은 비트를 운반할 수 
있다.

    
송수신기가 초기 상태인 동안에, 채널 분석이 각 서브채널의 비트 할당을 결정하기 위해 실행된다. 채널 분석은 최대비
트수를 결정하는데, 각 서브채널은 채널 SNR 측정, 원하는 최소 SNR 한계(최대 톨러레이트형 비트 에러 전송률에 의
해 결정됨), 코딩 이득을 기초로 운반할 수 있다. 리드-솔로몬 코딩(reed-solomon coding) 또는 트레리스-코딩(tr
ellis coding) 방법을 이용하여 얻어지고 데시벨로 측정된 코딩 이득이, 소정의 최대 톨러레이트형 비트 에러 전송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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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된 정보의 유니트당 이용가능한 전체 비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채널 분석 후에, 특정 통신 조건에 대한 최대의 
총 통신 전송률이 다운스트림 및 업스트림 통신 모두에 대해 얻어진다. 특정 메시지로 CO 송수신기에서 모아지고 CPE
송수신기와 통신되는 데이타는, CO송수신기 및 CPE송수신기 모두에 이용가능한 전송률 옵션을 정의하는데 사용된다. 
G.992.1 및 G.992.2 권고에서 지정된 바와 같이, CO송수신기는 CPE 및 CO송수신기 각각에 이용될 수 있는 네 개의 
다운 스트림 전송률 옵션 및 네 개의 업스트림 전송률 옵션을 제공한다.
    

G.992.1 권고에서 지정된 바와 같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하여, G.dmt 송수신기는 7개의 다운스트림 
베어러(bearer) 채널과 세 개의 업스트림 베어러 채널까지 지원하는데, 여기서, 베어러 채널은 특정 통신 전송률로 통
신되는 데이타의 사용자 통신 스트림으로 정의되며 ADSL송수신기에 의한 변조없이 통신된다.

    
또한 G.dmt 송수신기는 두개의 상이한 레이튼시 경로에서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다. 제1경로는 고속 데이타 경로로 불
리며, 음성 통신과 같은 지연 민감형 어플리케이션(delay sensitive application)에 사용된다. 제2경로는 인터리빙형 
데이타 경로로 불리며, 송신지연에 의한 것 보다 송신 에러에 더 영향을 받는 파일 전송 어플리케이션 및 비디오 어플리
케이션 등의 에러 민감형 어플리케이션(error sensitive application)에 사용된다. 상이한 어플리케이션의 프레이밍 
요건을 제공하기 위해, G.992.1 권고 또한 네개의 프레이밍 모드를 지정하는데 각각은 다른 오버헤드 프레이밍 비트의 
양을 갖는다.
    

소정의 다중 프레이밍 모드의 복잡성, 다중 베어러 채널, 및 이중 레이튼시 경로들은 다운스트림 통신 또는 업스트림 통
신에 대한 전송률 옵션 세트를 발생시키기 위해 프로세스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 프로세스은 소정의 채널 조건 및 지
원된 동작 모드에 따라 상이한 베어러 채널에 대해 DMT심볼에 의해 운반된 전체 이용가능한 비트를 효율적으로 할당
하는 것을 더 요구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원 발명은 적어도 하나의 우선순위 베어러 채널에 통신 대역폭을 제공하는시스템 및 방법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
의 하나의 측면에서는 송수신기 사이에서 반송파 통신에 이용되는 방법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이산 다중
톤 심볼 내에 포함된 비트수를 결정하며, 적어도 하나의 베어러 채널의 우선순위 정보를 수신하고, 이산 다중톤 심볼의 
일부를 우선순위를 기초로 적어도 하나의 베어러 채널에 할당한다.

일실시예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베어러 채널은 연관된 최대 비트수를 갖는다. 이산 다중톤 심볼의 일부가 적어도 하
나의 베어러 채널에 할당될 때, 베어러 채널은 최대 비트수를 할당한다. 할당 프로시져는 적어도 하나의 베어러 채널에 
대한 우선순위 요청으로 수행되며, 가능한한 이산 다중톤 심볼에서 이용가능한 밴드폭이 연속된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적어도 하나의 베어러 채널은 연관된 최소비트수를 갖는다. 이산 다중톤 심볼의 일부가 적어도 하
나의 베어러 채널로 할당될 때, 베어러 채널은 적어도 그 최소 비트수를 할당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오버헤드 오류 수정 체크 바이트 수가 결정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소정의 특정 코딩 이득이 지원되는 최대 비트수를 나타내는 입력파라미터를 수신한다. 다른 실
시예에서는, 프레이밍 모드, 최대 인터리빙 깊이, 오류 수정 체크 바이트의 최대수, 레이튼시 깊이, 반송파 통신 시스템
에서의 송수신기 사이에서의 통신을 위해 허용된 최대 지연 및 비트를 운반하는 이산 다중톤 심볼에서의 서브채널 캐리
어 갯수를 나타내는 입력 파라미터들이 수신된다.

    
다른 측면에서는, 본 발명은 다수의 우선순위 베어러 채널에 대해 밴드폭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특징으로 한다. 변조
기에 의해 변조된 이산 다중톤 심볼에 포함된 비트수가 결정된다. 다수의 베어러 채널에 관한 우선순위 정보가 수신된
다. 고속 데이터 경로 및 인터리빙 데이터 경로를 이용하는 다수의 베어러 채널 각각에 대해 할당된 바이트 수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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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고속 데이터 경로 및 인터리빙 데이터 경로에 대한 이산다중톤 심볼당 체크 바이트의 수가 
결정된다. 또한 결정되는 것은 인터리빙 코드워드 당 프레임 수 및 인터리빙 데이터 경로에 대한 인터리빙깊이이다.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본 발명은 적어도 하나의 베어러 채널을 갖는 반송파 통신 시스템과 적어도 하나의 베어러 채널
에 대한 밴드폭을 제공하는 송수신기를 특징으로 한다. 송수신기는 이산다중톤 심볼을 변조하는 변조기와 전송률 옵션 
발생기를 포함한다. 전송률 옵션 발생기는 이산다중톤 심볼에 포함된 비트수를 결정하고 적어도 하나의 베어러 채널의 
우선순위 정보를 수신한다. 또한, 전송률 옵션 발생기는 우선순위에 따라 적어도 하나의 베어러 채널에 대해 이산 다중
톤 심볼에 포함된 비트수의 일부를 할당한다.
    

일실시예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베어러 채널은 연관된 최대 비트수를 갖는다. 이산 다중톤 심볼의 일부가 적어도 하
나의 베어러 채널로 할당될 때, 전송률 옵션 발생기는 각 베어러 채널에 그 최대 비트수를 할당한다. 할당 프로시져는 
적어도 하나의 베어러 채널의 우선순위 요청으로 수행되며, 가능한한 이산 다중톤 심볼에서 이용가능한 밴드폭이 연속
된다.

다른 실시예에서, 적어도 하나의 베어러 채널은 관련된 최소비트수를 갖는다. 이산 다중톤 심볼의 일부가 적어도 하나
의 베어러 채널로 할당될 때, 전송률 옵션 발생기는 적어도 그 최소 비트수를 각 베어러 채널에 할당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전송률 옵션 발생기는 많은 오버헤드 오류 수정 체크 바이트수를 결정한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전송률 옵션 발생기가 소정의 구체화된 코딩 게인을 지원하는 최대 비트수를 나타내는 입력파라
미터를 수신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전송률 옵션 발생기는 프레이밍 모드, 최대 인터리빙깊이, 오류 수정 체크 바이트의 
최대수, 레이튼시 깊이, 반송파 통신 시스템에서의 송수신기 사이에서의 통신을 위해 허용된 최대 지연, 및 이산 다중톤 
심볼에서 비트를 운반하는 서브채널 캐리어 갯수를 나타내는 입력 파라미터들을 수신한다.

    
다른 측면에서, 반송파 통신 시스템은 다수의 우선선순위 베어러 채널에 대해 통신밴드폭을 제공한다. 다른 측면에서는, 
전송률 옵션 발생기는 이산 다중톤 심볼에 포함된 비트수를 결정한다. 이산 다중톤 심볼은 변조기에 의해 변조된다. 또 
전송률 옵션 발생기는 다수의 베어러 채널의 우선순위 정보를 수신한다. 우선순위 정보는 고속 데이터 경로를 이용하는 
다수의 베어러 채널의 각각에 할당할 바이트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전송률 옵션 발생기에 의해 이용된다. 또한, 우선순위 
정보는 인터리빙데이타 경로를 이용하는 다수의 베어러 채널 각각에 할당할 바이트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전송률 옵션 발
생기에 의해 이용된다. 또한, 전송률 옵션 발생기는 고속 데이터 경로에 대한 이산 다중톤 심볼당 체크 바이트 수와 인
터리빙 데이터 경로에 대한 이산 다중톤 심볼당 체크 바이트수를 결정한다. 또한, 전송률 옵션 발생기는 인터리빙형 코
드워드당 프레임 수와 인터리빙형 데이터 깊이에 대한 인터리빙 깊이를 결정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원리를 구현하는 바람직한 송수신기의 실시예의 블럭도이며,

도 2는 데이타 프레임 구조의 다이어그램이고,

도 3은 고속 데이타 버퍼 구조의 다이어 그램이며,

도 4는 인터리브된 데이타 버퍼 구조의 다이어 그램이고,

도 5a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전송률 옵션을 결정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실시예 흐름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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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b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프로세스의 입력 파라미터의 리스트 데이블이고,

도 6은 두 개의 데이타 경로에 대한 전송률 옵션을 연산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실시예의 흐름도이고,

도 7은 하나의 데이타 경로에 대한 전송률 옵션을 연산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실시예의 흐름도이다.

    실시예

    
도 1과 관련하여, 본 발명의 원리를 구현하는 반송파 송수신기(100)(예, 모뎀)가 도시된다. 송수신기(100)는 프레이
밍/코딩/인터리빙(FCI) 블럭(103), 변조기/복조기 블럭(130) 및 전송률 옵션 발생기(140)를 포함한다. 전송률 동작 
발생기는 FCI블럭(103)과 통신한다. 송수신기(100)는 가입자 회선(135)과 통신한다. FCI블럭(103)은 프레이머/디
프레이머 블럭(115), 오류 정정 블럭(120) 및 가능한한 인터리버/디인터리버블럭(125)을 포함한다. 전송률 옵션 발
생기(140)는 메모리(144)를 포함한다.
    

    
정보를 송신할 때, 송수신기(100)는 입력으로서 통신 데이터(105)를 받아들여, 출력으로서 DMT심볼(110)을 산출한
다. 통신 데이타(105)는 프레이머/디프레이머 블럭(115)에 의해 프레임되며, 오류 정정 블럭(120)에 의해 엔코딩되
고, 인터리버/디인터리버(125)블럭에 의해 가능한한 인터리브되며, 변조기/복조기 블럭(130)에 의해 변조된다. 정보
를 수신할 때, 송수신기(100)는 입력으로서 DMT 심볼(110)을 받아들여, 출력으로서 통신 데이터(105)를 산출한다. 
DMT심볼(110)은 변조기/복조기(130)에 의해 복조되고, 인터리버/디인터리버 블럭(125)에 의해 가능한한 디인터리
브되며, 오류 정정 블럭(120)에 의해 디코딩되고 프레이머/디프레이머 블럭(115)에 의해 디프레임된다. 송수신기(10
0)는 가입자 회선(135)을 통해 DMT심볼을 송신 및 수신한다.
    

G.991.1 권고에서 지정된 바에 따라, G.dmt 송수신기를 이용하여 가입자 회선(135)을 통해 통신된 입력 통신 데이터
(105)는 프레이머/디프레이머 블럭(115)에 의해 데이타 프레임으로 분할한다. 각 데이타 프레임은 다수의 고정 바이
트로 이루어진다. 데이터 프레임(200) 구조는 도 2에 도시된다. 데이터 프레임(200)은 각각 고속 코드워드(201) 및 
FEC프레임(203)에 대응하는 고속 데이터 버퍼(204) 및 인터리빙 데이터 버퍼(208)를 포함한다. 고속 데이터 버퍼(
204)는 고속 바이트(212), 고속 데이터(216), 및 고속 체크 바이트(220)를 포함한다. 이들 바이트(212,216,220)는 
각각 프레이밍 오버헤드 바이트, 페이로드 바이트 및 오류 정정 체크 바이트이다. ADSL 송수신기에 사용되는 오류 정
정 기술의 실시예는 리드-솔로몬 코딩이다. 고속 바이트(212)의 크기는 1바이트이다. 고속 데이타(216)의 크기는 식 
KF -1로 나타나며, 여기서 KF 는 고속 데이타(216)와 고속 바이트(212)가 조합된 크기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고속 체
크바이트(220)의 크기는 변수 RF 로 나타낸다. 고속 데이타 버퍼의 크기는 변수 NF 로 나타낸다. 인터리빙형 데이터 버
퍼(208)는 NI바이트 길이의 인터리브형 데이타(224)를 포함한다. DMT심볼은 정보 유니트로 변조되는 데, 여기서 단
일 DMT심볼(11)에 포함된 정보 유니트는 데이타 프레임(200)에 포함된 정보 유니트에 대응한다. DMT심볼(110)은 
서브채널상으로 변조된 비트에 포함된 정보의 합이다. 업스트림 통신 및 다운스트림 통신에 사용된 DMT심볼에 의해 
변조된 바이트 수는 동일할 필요없다.

고속 데이터 버퍼(204) 구조는 도 3에 더 자세히 도시되어 있다. 제1 바이트는 요구된 오버헤트 고속 바이트(212)이
다. 상기 바이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베어러 채널에 대해 AS0, AS1, AS2, AS3, LS0, LS1 및 LS2로 표시된 7개의 
선택적 페이로드 바이트(206)가 뒤따른다. 일반적으로 베어러 채널은 참조번호(206)으로 언급될 것이며, 여기서 참조
번호(206)은 AS0, AS1, AS2, AS3, LS0, LS1 및 LS2의 일부 또는 모두를 가리키도록 고려될 것이다. 이들 페이로
드 바이트(206)는 각각 BF (AS0), B F (AS1), B F (AS2), B F (AS3), B F (LS0), B F (LS1) 및 BF (LS2) 바이트로 사
이즈화된다. 베어러 채널 AS0 내지 LS2 중 적어도 하나가 있으면, 단일 바이트 AEX바이트(A F )(226)가 나타난다. 
베어러 채널 LS0 내지 LS2 중 적어도 하나가 있으며 단일 바이트 LEX바이트(L F )(230)가 나타난다. 일실시예에서, 
고속 체크 바이트의 수는 실험적으로 FEC 오류 수정 능력을 갖는 FEC 오버헤드 요건을 맞추기 위한 고속 데이타 버퍼
(204) 바이트 N F 의 전체 수의 비율(예, 10%)로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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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 2의 인터리빙형 테이타 버퍼(208)는 고속 데이타 버퍼(204)와는 다르게 구조화된다. 인
터리빙형 데이타 버퍼(208)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멀티플렉스(Mux) 데이타 프레임(404,404',404" : 일반적으로 40
4)이 우선 형성된다. 각 Mux 데이타 프레임(404)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베어러 채널(206)에 각각에 대해 싱크바이
트(408)이라 불리는 하나의 오버헤드 바이트 및 선택적 페이로드 데이터 바이트 B I(AS0),B I(AS1),B I(AS2),B I(AS
3),BI(LS0),B I(LS1),B I(LS2)를 포함한다. 각 Mux 데이타 프레임(404)은 K I바이트를 포함한다. 고속 데이터 버퍼
(204)에서와 같이, 베어러 채널이 AS0 내지 LS2중 적어도 하나가 있으면 단일 바이트 AEX바이트(A I)(416)가 존재
한다. 베어러 채널 LS0 내지 LS2 중 적어도 하나가 있으며 단일 바이트 LEX바이트(L I)(420)가 존재한다.

다음, 인터리빙형 체크 바이트(412)가 S Mux 데이타 프레임(404)의 세트(424)에 대해 연산되어 세트(424)의 단부
에 부착된다. 변수 S는 세트(424)내의 Mux데이타 프레임(404)의 수를 나타낸다. Mux데이타 프레임(404)의 세트(
424)와 이에 대응하는 인터리빙형 체크 바이트(412)가 인터리빙형 코드워드(426)에 포함된다. 인터리빙형 체크바이
트(412)는 크기가 R I바이트이다. Mux 프레임당 체크바이트 수는 R I를 크기 S바이트로 나눈 것으로 RS 로 나타낸다(
즉, RS = RI /S). 끝으로, 인터리빙형 코드워드(426)는 S FEC프레임으로 균일하게 나뉜다(FEC프레임 0(203), FEC
프레임 1(203′),..,FEC프레임 S-1(203″)(일반적으로 FEC프레임(203)). FEC 프레임(203) 데이타 세그멘트는 
각각 크기가 NI바이트이다. FEC프레임(203) 각각은 인터리빙형 데이타 버퍼(208)에 배치된 인터리빙형 데이타(22
4)에 대응한다.

도 1, 2, 3, 4에 도시된 모든 데이타 필드는 정수 바이트이다. DMT심볼(110)이 4000심볼/초의 전송률로 전송되며, 
1 바이트의 크기로 할당된 베어러 채널(206)은 32Kbits/second의 전송률로 데이타를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다.

    
G.992.1 권고에서, 네 개의 다른 프레이밍 모드 0 내지 3이 기재되어 있다. 프레이밍 모드 0 및 1은 고속 바이트(212) 
및 싱크 바이트(408)가 항상 존재하며, AEX바이트(226,416) 및 LEX바이트(230,420)는 사용된 베어러 채널(206)
에 따라 존재하는 완전 오버헤드 프레이밍을 이용한다. 프레이밍 모드(2)는 고속 바이트(212)와 싱크 바이트(408)가 
항상 존재하고, AEX바이트(226,416)와 LEX바이트(230,420)는 존재하지 않는 감소형 오버헤드 프레이밍을 이용한
다. 프레이밍 모드(3)는 고속 바이트(212)와 싱크 바이트(408)가 단일 바이트로 병합되고, AEX바이트(226,416)과 
LEX바이트(230,420)는 존재하지 않는 가장 감소된 오버헤드 프레이밍을 사용한다. G.992.2 권고에서는 프레이밍 모
드(3)만 기재되어 있고, 다른 세 개의 프레이밍 모드는 허용되지 않는다.
    

G.992.1 및 G.992.2 권고에서는 CO송수신기가 네개의 다운스트림 전송률 옵션과 네 개의 업스트림 전송률 옵션을 제
공할 것을 요구한다. 각 전송률 옵션은, (1)고속 데이타 경로를 이용하는 각 베어러 채널 B F (AS0),BF (AS1),BF (AS
2), BF (AS3), B F (LS0),BF (LS1) 및 BF (LS2)에 할당된 심볼당 바이트 수 및 인터리빙 데이타 경로를 이용하는 각 
베어러 채널 BI(AS0),B I(AS1),B I(AS2),B I(AS3),B I(LS0),B I(LS1) 및 BI(LS2)에 할당된 심볼당 바이트수, (2)
고속 데이타 경로에 대한 심볼당 고속 체크 바이트의 RF 수와 인터리빙 데이타 경로에 대한 심볼당 인터리빙 체크바이
트의 RS 수, (3)인터리빙 코드워드(426)당 FEC프레임(203)의 S수, (4)인터리빙된 데이타에 대한 인터리브 깊이 D 
등의 네 개의 파라미터를 지정한다.

파라미터 S및 D는 고속 데이타 경로에서는 항상 1바이트이므로 인터리빙 데이타 경로에 대해서만 정의된다. 현재 실시
예에 따르면, CO송수신기는 일반 동작 모드 세트를 결정하기 위해 양단부에서의 채널 분석 및 CO송수신기와 CPE송수
신기 사이에서 교환되는 초기 정보에 기초하여 전송률 옵션을 공식화한다. 초기정보는 사용될 프레이밍 모드, 레이튼시 
경로 등을 포함한다.

    
우선순위 베어러 채널(206)을 이용함으로써, 본 발명의 원리를 구현하는 송수신기는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전송옵션
을 생성하기 위한 효율적이며 유동성있는 프로세서를 수행할 수 있다. 간략하게, 본 발명의 원리에 따른 프로세스는 D
MT심볼 (110)크기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프로세스는,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통신에 대해, 베어러 채
널(206)의 우선순위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프로세스는 우선순위 정보에 따라 DMT심볼(110)의 이
용가능한 밴드폭을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프로세스는 현저한 계산 오버헤드를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이
한 데이타 전송률 및 상이한 우선권을 갖는 베어러 채널(206)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 또한, 프로세스는 시스템(예.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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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중앙국 또는 응응 레이어)의 사용자가 송수신기(100)에 대한 베어러 채널(206) 우선순위와 데이타 전송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밴드폭 할당을 제어하는 것을 허용한다.
    

    
도 5a는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송률 옵션을 발생시키기 위한 프로세서 실시예의 개략도이다. 
이 프로세스는, 이하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되는 바와 같이, 입력 파라미터들의 세트를 초기화함으로써 시작하여서, 루
프 카운트 변수 i를 0으로 설정하고 발생될 전송률 옵션 N의 수를 설정한다(단계 504). 전술한 바와 같이, N은 G.992.
1 과 G.992.2 권고에서의 각 통신 방향에 대한 네 개의 전송률 옵션과 같다. 초기화 후에, 프로세스는 각각의 전송률 
옵션 N이 생성되는 반복 단계에 들어간다. 루프 카운트 i는 파라미터 N과 비교된다(단계 508). 만약 i가 N과 같으면, 
프로세스는 끝나게 되고 공식화된 전송률 옵션은 CO송수신기에 의해 메모리에 저장되며, 사본은 CPE송수신기로 보내
진다(단계 512). 그렇지 않으면, i는 1씩 증가된다(단계 516). 다음, 프로세스는 이 전송률 옵션에 대해 이용가능한 
심볼당 전체 바이트수를 판단한다(단계520). 다음, 초기 단계에서 설정된 바와 같은, 입력 파라미터 프레이밍 모드(5
22)는 프레이밍 모드 3과 비교된다(단계 524).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제3 프레이밍 모드는 가장 감소된 오버헤드를 
이용한다. 만약 프레임 모드(522)가 3과 같으면, 대응하는 전송률 옵션은 하나의 데이타 경로(고속 또는 인터리빙 데
이터 경로 증 어느 하나)를 이용하여 형성되지만(단계 528) 그렇지 않으면, 대응하는 전송률 옵션은 두 개의 데이타 
경로(즉, 고속 데이타 경로 및 인터리빙 데이타 경로 둘다) 모두를 이용하여 형성된다(단계 532).
    

이하의 설명에서, 명확한 설명을 위해 다음 예가 사용될 것이다.

    
AS3, LS0, AS2, AS0, AS1로 우선순위가 매겨진 5 개의 다운스트림 베어러 채널 AS3, LS0, AS2, AS0, AS1로 표
시된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고려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선순위 정보는 시스템 사용자에 의해 제공된다. 베어러 채
널 AS3 및 LS0는 128kbits/second의 데이터 전송률 상수를 갖으며, 고속 데이타 경로를 이용한다는 것을 또한 고려
한다. 또한, 베어러 채널 AS0, AS1, AS2는 32kbits/second(심볼당 1바이트) 내지 6144kbits/second(심볼당 192
bytes) 사이의 데이타 전송률이 할당될 수 있으며 인터리빙 데이타 경로를 이용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전송률 옵션 N이 발생하기 전에, 입력 파라미터들은 단계 (504)에서 초기화되며, 여기서 심볼 x[]는 파라미터 값의 어
레이를 가리킨다. 입력파라미터 초기화는 도 5a에 요약되어 있다. 또한 도 5a에서 베어러 채널의 참조번호는 전술한 실
시예의 참조번호를 참조한다. 초기화 일부로서, 두 개의 입력파라미터 세트가 초기화된다. 하나의 세트는 업스트림 통
신방향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의 세트는 다운스트림 통신방향에 관한 것이다. 각 입력파라미터의 초기화 세트는 다음
을 포함한다.
    

링크타입(LinkType) 파라미터를 지시된 통신방향(예를 들면, 다운스트림 통신은 0으로 나타내고 업스트림 통신은 1
로 나타냄)을 나타내는 번호로 정하고;

프레임모드 파라미터(422)를 전술한 대로 프레이밍 모드 0, 1, 2, 또는 3으로 정하며;

듀얼 레이튼시(DualLatency) 경로가 사용되면 듀얼 레이튼시(Duaallatency) 파라미터를 1로 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정함;

트레리스 코드워드 변조가 사용되면 티씨엠플래그(TcmFlag) 파라미터를 1로 세팅하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정함;

맥스비트퍼 심볼(MaxBitsPerSymbol) 파라미터를 지시된 통신방향에 대한 DMT심볼(110)당 운반될 수 있는 최대 
비트수로 정함(채널분석과 비트할당 프로세서를 통해 CO송수신기는 업스트림 파라미터를 결정하고, CPE송수신기는 
다운스트림 파라미터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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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로디드(Ncloaded) 파라미터를 각 DMT심볼(110)에 대해 할당된 비트에 대한 서브채널수로 정함;

코딩게인(codinggain) 파라미터에 대응하는 " MaxBitsPerSymbol(심볼당 최대 비트수)" 를 연산하기 위해 이용된 코
딩게인으로 정함;

파라미터 Max_R을 고속 데이터 경로 또는 인터리빙형 데이터 경로 중 하나에 대해 인가된 코드워드(201,426)당 체크
바이트(220,412)의 최대수로 정하고;

파라미터 Max_S를 허용된 인터리빙형 코드워드(426)당 최대 FEC프레임(203)수로 정하며;

Max_Delay를 mesec단위로 허용된 CO송수신기 및 CPE송수신기 사이에서의 양단의 최대 지연으로 정하고;

파라미터 RS_Oveehead를 오류 수정 오버헤드 예를 들면 리드-솔로몬 체크바이트에 대해 허용된 DMT심볼(110)당 
바이트의 비율로 정하며;

파라미터 NumChannels를 지정된 베어러 채널(본 실시예에서 AS0, AS1,AS2,AS3,LS0) 수로 정하고;

    
어레이 PriorityList[]에서의 파라미터를 지정된 베어러 채널(본 실시예에서 AS0,AS1,AS2,AS3,LS0)의 우선순위(
본 실시예에서 AS3,LS0,AS2,AS0,AS1)를 내림차순으로 열거하도록 설정하고(예를 들면, 베어러 채널 AS0 내지 LS
2 각각은 각각 0 내지 6의 값으로 지정되며, 다음 PriorityList[]의 각 엔트리는 각각의 지정된 베어러 채널(예, AS0,
AS1,AS2,AS3,LS0)에 대해 이들값 중 하나로 할당된다. 여기서, 어레이 내의 처음 엔트리는 최고 우선순위를 갖는 지
정된 베어러 채널을 나타낸다(실시예에서 AS3).)
    

어레이 PathType[]의 파라미터를 각 지정된 베어러 채널(예, AS0,AS1,AS2, AS3,LS0)에 의해 이용될 데이터 경로 
타입을 내림차순 우선순위로 열거하도록 설정하고(예를 들면, PathType[]의 각 엔트리는 고속데이터 경로에 대해서
는 1로 정하고, 인터리빙데이타 경로에 대해서는 1로 정함);

어레이 MinRate[]의 파라미터들을 각 지정된 베어러 채널(예,AS0,AS1,AS2, AS3,LS0)에 의해 이용되는 최소 데이
터 전송률(바이트)을 내림차순 우선순위로 열거하도록 설정하고(예를 들면, 어레이 MinRate[]에서 처음 엔트리는 최
고 우선순위를 갖는 지정된 베어러 채널(예,AS3)에 대한 최소 데이터 전송률을 나타냄);

어레이 MaxRate[]에서의 파라미터들을 각 지정된 베어러 채널(예,AS0,AS1, AS2,AS3,LS0)에 의해 이용되는 최대 
데이터 전송률(바이트)을 내림차순 우선순위로 열거하도록 설정하고;

어레이 CodingGainTbl[]을 특정 어플리케이션 또는 시스템을 위한 N전송률 옵션을 발생하기 위해 이용된 N코딩 게인
(gains)을 열거하도록 설정한다.

전술한 구체화된 실시예에 의해, NumChannels, PriorityList[], PathType[], MinRate[], MaxRate[] 파라미터들
은 아래와 같이 정해진다.

NumChannels = 5;

PriorityList[1] = AS3, PriorityList[2] = LS0, PriorityList[3] = AS2

PriorityList[4] = AS0, PriorityList[5] = AS1,

PathType[1] = FAST_DATA_PATH, PathType[2] = FAST_DATA_PATH,

 - 9 -



공개특허 특2002-0068374

 
PathType[3] = INTERLEAVED_DATA_PATH,

PathType[4] = INTERLEAVED_DATA_PATH,

PathType[5] = INTERLEAVED_DATA_PATH,

MinRate[1] = 4, MinRate[2] = 4,

MinRate[3] = 1, MinRate[4] = 1, MinRate[5] = 1,

MinRate[1] = 4, MinRate[2] = 4,

MinRate[3] = 192, MinRate[4] = 192, MinRate[5] = 192,

PathType[4] = FAST_DATA_PATH,

초기화 과정동안 본 실시예에서, 베어러 채널 AS0, AS1, AS2, AS3, LS0는 각각 0 에서 4로 정해지며, 송수신기(10
0)에 의해 FAST_DATA_PATH는 0으로 INTERLEAVED_DATA_PATH는 1로 정해진다.

    
파라미터 FrameMode, DualLatency, TcmFlag, Max_D, Max_R 및 Max_S는 공통 동작 파라미터를 평가하는 초기 
핸드쉐이크 및 메시지 교환 프로시져(message exchange procedure) 및 초기 핸드쉐이크를 통하여 결정된다. MaxB
itsPerSymbol, Ncloaded 및 CodingGain 파라미터는 각각의 송수신기의 채널 분석 및 비트 로딩 프로시져의 일부로
서 판단된다. CPE송수신기는 구체화된 메시지 즉, R_MSG_RA메시지를 이용하여 CO송수신기에 파라미터 세트를 보낸
다. Max_Delay 및 RS_Overhead 파라미터와 파라미터 어레이 CodingGainTbl[]은 실험적 또는 어플리케이션 조건에 
기초하여 CO송수신기에 의해 결정된다. 코딩 게인이 적용되지 않을 때의 상황에 대해 코딩 게인 파라미터 어레이 Cod
ingGainTbl[] 중 하나의 엔트리를 0으로 정하고 MaxBitsPerSymbol 파라미터를 얻기 위해 대응 송수신기에 의해 이
용되는 입력 파라미터 CodingGain으로서 또 다른 엔트리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라미타 NumChannels과 파라
미터 배열 PriorityList[], Pathtype[], MinRate[], MaxRate[]들은 전형적으로 좀더 높은 계층 어플리케이션에 의
해 선택되거나 전화 중앙국에 의해 형성된다.
    

도 5의 단계 520에서는, i번째 전송률 옵션에 대한 전체 바이트수가 계산된다(여기서, i는 0, 1, ...N-1과 같음). i번째 
전송률 옵션을 연산하는 단계에서는, (1)트레리스 코딩에 대한 오버헤드 비트수, (2)i번째 전송률 옵션에 대해 소정의 
코딩게인에 대한 DMT심볼당 비트수, (3)i번째 전송률 옵션에 대해 이용가능한 DMT심볼당 바이트수를 계산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1) TcmOh로 나타낸 트레리스 코딩을 위해 이용된 오버헤드비트의 수를 계산하기 위한 예시적 공식은 G.992.1권고에
서 주어진 바와 같이,

TcmFlag가 1로 설정되면, TcmOh =((Ncloaded + 1)/2)+4이고;

TcmFlag가 0이면, TcmOh = 0이다.

2) B로 나타낸 소정의 코딩게인에 대한 DMT심볼(110)당 비트수를 계산하기 위한 예시적 공식은

B = MaxBitsPerSymbol + ( CodingGainTbl[i] - CodingGain) * Ncloaded/3이다.

여기서, MaxBitsPerSymbol, CodingGainTbl[i], CodingGain, Ncloaded는 단계 (504)에서 초기화된다. 이 예시적 
공식은 서브채널당 1비트가 코딩 이득의 각 dB에 대해 얻어진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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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와 TcmOh 비트 정보가 주어지면, B[i]로 표시되는 i번째 전송률 옵션에 대해 이용가능한 DMT심볼(110)당 전체 
바이트수를 계산하기 위한 예시적 공식은

B[i] = (B - TcmOh)/8이다.

단계 524에서, 전송률 옵션 발생기(140)가 FrameMode(522)파라미터는 3과 같지 않다는 것을 판단하면, 전송률 옵
션발생기(140)는 i번째 전송률 옵션을 두 개의 데이타 경로에 대한 심볼B[i]당 소정의 전체 바이트수에 대해 계산한다
(단계 532). 도 6은 두개의 데이타 경로에 대한 i번째 전송률 옵션을 계산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일실시예를 나타낸다.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도 6에서의 베어러 채널의 참조번호는 전술한 실시예에 관련된다.

1) 단계 (605)에서, 전송률 옵션 발생기(140)는, 체크 바이트(220, 412)(예를 들면, 리드-솔로몬 코딩)를 위해 이
용된 DMT심볼당 전체 바이트수를 추정하며, 이는 Bc로 표시한디. 이 예시적 공식은

Bc = B[i]*RS_Overhead이다.

Bc가 분수이면, 체크 바이트(220,412)에 대해 허용된 최대 바이트 수까지 제한된 상한 경계를 갖는 가장 근접한 정수
로 라운딩된다.

단일 경로 및 이중 경로에 대한 체크바이트(220,412)의 최대 수는 각각 16 및 32이다.

2) 단계 (610)에서, 전송률 옵션 발생기(140)는 체크바이트 (220, 412)에 대해 지정된 바이트를 감산한 후에 남아있
는 전체 바이트수를 계산하며, 이는 Bt로 표시한다. 예시적 공식은 B t= B[i] -B c 이다.

3) 단계 (615)에서 전송률 옵션 발생기는 구성 파라미터 K path , Apath , Rpath Bpath [j], D, NumAllocChannels를 
초기화한다. NumAllocChannels은 할당된 베어러 채널(예, AS0, AS1, AS2, AS3, LS0) 수를 나타낸다. 파라미터 K

path , Apath , Lpath, Rpath Bpath [j]는 도 2에 도시된 데이터 필드의 길이를 나타낸다. 구성 파라미터는 이하에 따라 
본 실시예에서 초기화된다.

Kpath , S는 1이 되도록 설정되고,

Apath , Rpath Bpath [j], NumAllocChannels는 0으로 설정된다.

첨자 " Path" 는 고속데이터 버퍼에 대해서는 F에 해당하고, 인터리빙 데이타 버퍼에 대해서는 I에 해당하며, j는 0부
터 지정된 베어러 채널 수까지 변한다(본 실시예에서, j는 AS0 내지 LSO에 해당하며 0부터 4까지 변한다).

    
4) 다음 단계(620)는 반복적인 전송률 할당 프로시져이며, 반복적인 전송률 할당 프로시저는 각각의 지정된 베어러 채
널(예, AS0, AS1, AS2, AS3, LS0)에 대해 실행되는 적어도 8개의 실행단계를 포함한다. 인덱스 변수 k는 1부터 지
정된 베어러 채널 수(예, AS0, AS1, AS2, AS3, LS0)인 Numchannels까지 변하며, 여기서 1과 동일한 k는 최고 우
선순위를 갖는 채널에 대응하며, NumChannel과 같은 k는 최저 운선순위를 갖는 채널에 대응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A
S2베어러 채널이 K번째이거나, 현재의, 지정된 베어러 채널이고 AS3 및 LS0 베어러 채널은 이미 할당되어져 있는 것
으로 간주한다.
    

    
일실시예에서, 실행단계는 (1)k번째 베어러 채널에 대한 로컬 변수를 정하는 단계(AS2)(622), (2)이중 레이튼시를 
테스팅하는 단계(624) (3)구성변수를 저장하는 단계(626), (4)베어러 채널 현재 바이트를 정하는 단계(628), (5)현
재 베이러 채널에 대해 이용가능한 DMT심볼당바이트 수를 결정하는 단계(예, AS2)(630), (6)현재 베어러 채널에 대
한 바이트를 할당하는 단계(예,AS2)(632), (7)할당이 행해지면 반복 인덱스(iteration index)를 갱신하는 단계(63
6), (8)모든 지정된 베어러 채널(예, AS0, AS1, AS2, AS3, LS0)에 대해 처리되지 않았으면 다시 반복하는 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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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638).
    

a) 실행단계 (622)에서는 베어러 채널 인덱스, 패스 타입, 최소 데이타 전송률, 및 최대 데이터 전송률과 같은 로컬 변
수들을 결정한다. 이들 변수들은 각각 ch, path, min_bytes, max_bytes으로 나타낸다. 예시적 공식은

ch = PriorityList[k],

path = Pathtype[k],

min_bytes = MinRate[k],

max_bytes = MaxRate[k]이다.

b) 실행단계 (624)에서는 우선 이중 레이튼시가 제공되는 지를 판단한다. 이중 레이튼시가 제공되지 않고 k번째(K th )
베어러 채널(예, AS2)이 미리 할당된 k-1베어러 채널(예, AS3,LS0)에 의해 이용된 다른 데이터 경로를 이용하면, k
번째 베어러 채널에는 바이트가 전혀 할당되지 않으며 전송률 옵션 발생기(140)는 다음 실행단계 (655)로 넘어간다.

c) 실행단계 (626)에서는 각각의 메모리 위치에 구성 변수 K path , Apath Lpath 를 저장한다.

d) 실행단계 (628)에서는 프레임모드(FrameMode;522)가 0이나 1로 정해졌는지를 지를 판단한다. 만약 0이나 1로 
정해지지 않았으면, 전송률 옵션 발생기(140) 다음의 실행단계 (640)로 넘어간다. 프레임모드(522)가 초기화 단계 
(504)에서 0이나 1로 정해지면 전송률 옵션 발생기(140)는 지정된 베어러 채널(AS0, AS1,AS2,AS3,LS0)이 할당되
었는 지를 판단한다. 베어러 채널(AS0,AS1, AS2,AS3,LS0) 중 어느 것이 할당되면(본 실시예의 경우에 따라), AEX
바이트가 생성되고 Apath 및 Lpath 는 1로 설정된다. 베어러 채널 LS0,LS1,LS2 중 어느 것이 할당되면(본 실시예의 
경우에 따라), LEX바이트가 생성되고 Lpath 는 1로 된다. Apath 및 Lpath 는 Kpath 에 더해지며, 여기서 Kpath 는 특정 
경로에 할당된 바이트 수의 동작 기록(running tally)를 표시한다. 프레임모드(522)가 2이면, A path 및 Lpath 는 0으
로 정해진다.

e) 실행단계 (630)에서는 소정의 할당된 지정 베어러 채널(예, AS3 및 LS0)에 대해, K번째 베어러 채널(예를 들면, 
AS2)에 대한 DMT심볼(110)에 남아 있는 바이트수(B k로 표시된)를 결정한다. 예시적인 공식은 Bk= Bt-KF -KI이
다.

여기서 KF 및 KJ는 고속 데이터 경로 및 인터리빙 데이타 경로에 이미 할당된 바이트를 나타낸다.

f) 실행단계 (632)에서는 우선 B k가 min_bytes에 의해 소정의 최소 데이터 전송률보다 적은지를 판단한다. B k가 최
소 데이타 전송률보다 적으면 전송률 옵션 발생기(140)는 세번째 실행단계 (626)에서 저장된 구성 변수들을 재저장하
고 나서 실행단계 (636)으로 진행한다. B k가 max_bytes에 의해 소정의 최대 데이타 전송률 보다 크면, 전송률 옵션 
발생기(140)는 Bpath [ch] = max_byte로 세팅함으로써 Max_bytes를 K번째 베어러 채널(예, AS2)에 할당한다. B

k가 max_bytes 보다 적지만 min_bytes보다 크거나 같다면, 전송률 옵션 발생기(140)는 B path [ch]=Bk를 세팅함으
로써 Bk바이트를 k번째 베어러 채널에 할당한다. 마지막으로, K path 는 그 자체 Bpath [ch]를 가산함으로써 갱신된다.

g) 실행단계 (636)에서는 DMT심볼에 임의의 바이트가 K번째 베어러 채널로 할당되어지면 NumChannel을 1씩 증가
한다.

h) 실행단계 (638)에서는 k를 NumChannels 파라미터와 비교한다. k가 Numchannels과 같으면, 전송률 옵션 발생기
(140)는 단계 (640)으로 진행한다. 그렇지 않으면, k가 1씩 증가되고 그 다음 우선순위 베어러 채널(예, AS0)이 전술
한 실행단계 (622)에서 시작하여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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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계 (640)에서 전송률 옵션 발생기(140)는 파라미터 NumAllocChannels를 체크한다. NumAllocChannels이 0
이면(즉, 어떤 베어러 채널도 심볼 B[i]당 소정의 전체 바이트수에 대해 할당될 수 없음을 의미 함), 프로세스는 멈춤
다. NumAllocChannel이 0보다 크면, 전송률 옵션 발생기(140)는 단계 (645)로 진행한다.

6) 단계 (645)에서 전송률 옵션 발생기(140)는 K F 가 0보다 큰지를 결정한다. KF 가 0보다 크면, 일실시예에서 전송
률 옵션 발생기(140)는 예시적 방정식

(KF +RF )*RS_Overhead = R F

을 풀어서 고속데이타 버퍼(204)에 이용된 DMT심볼당 체크바이트(220) 수 R F 를 계산한다.

이 방적식은 RF 의 크기를 고속 데이타 버퍼(204)와 통신되어질 데이타인 K F 로 맞춘다. RF 는 거의 짝수로 절사되고 
그 상한은 Max_R에 의해 정해진다.

7) 단계 (650)에서 전송률 옵션 발생기(140)는 K I가 0보다 큰지를 판단한다. KI가 0보다 크면, 전송률 옵션 발생기
는 예시 방정식

RS = B[i]-KF -KI-RF

를 이용하여 인터리빙 데이타 버퍼(208)에 이용된 DMT심볼당 인터리빙 체크바이트(412)의 Rs(언급한 바와 같이 R
s는 RI를 S로 나눈 것과 같음)를 계산한다. RS 에 대한 상부 제한은 Max_R에 의해 정해진다.

8) 단계 (655)에서 전송률 옵션 발생기(140)는, 이하의 실시예가 만족되는 것과 같이, 소정의 R S 에 대한 최대값 S를 
선택한다.

Rs*S< =Max_R

또한, 전송률 옵션 발생기(140)는, ADSL표준에서 구체화된 것처럼, R I=RS *S와 S컨스트레인트(constraint)가 만족
되도록 보증한다. G.992.1 권고에서는, 컨스트레인트가 R I가 S에 의해 나누어진 0부터 16까지의 짝수이어야만 한다. 
G.992.2권고에서는, 컨스트레인트가 R I가 0,4,8,16,중 하나이고, S로 나뉠 수 있어야 한다.

9) 단계 (660)에서 전송률 옵션 발생기(140)는 S*D가 G.992.1 또는 G992.2 권고의 종대종(end-to-end) 데이타 
전송 지연 조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소정의 S에 대해 최대값 D를 선택한다. 본 실시예에서, D는 이하 실시 방정식을 이
용하여 푼다.

S*D< =Max_Delay*4-C

여기서, C는 송수신기(100)의 특정 구현과 연관된 고정 지연(fixed delay)와 관련된 상수이다.

10) 단계 (665)에서 전송률 옵션 발생기(140)는 메모리(144)에 i번째 전송률 옵션에 대해 Bpath[j], Rpath, S 및 
D에 대한 값을 저장한다. 단계 (524)에서 전송률 옵션 발생기(140)는 프레임모드(522) 파라미터가 3과 같은것으로 
판단되면, 전송률 옵션 발생기(140)는 하나의 데이타 경로(단계 528)에 대한 심볼 B[i]당 소정의 전체 바이트수에 대
한 i번째 전송률 옵션을 연산한다.

도 7은 하나의 데이타 경로에 대한 i번째 전송률 옵션을 연산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전술한 바와 같
이, 도 7에서의 베어러 채널 참조번호는 전술한 실시예에 관련된다.

1) 단계 (705)에서 전송률 옵션 발생기(140)는 체크바이트(220,412)(예, 리드-솔로몬 코딩)에 이용된 DMT심볼당 
전체 바이트수(BC로 표시됨)를 추정한다. 예시 공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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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B[i]*RS_overhead 이다.

BC는 제공된 최대 체크 바이트 수에 제한된다. 고속 데이타 경로가 이용되면, B C는 가장 가까운 짝수로 라운딩된다.

2) 단계 (710)에서 전송률 옵션 발생기(140)는 체크바이트 (220,412)에 대해 정해진 바이트를 감산한 후 남는 전체 
바이트수(Bt로 표시됨)를 계산한다. 예시 공식은 Bt= B[i] - B C이다.

3) 단계 (715)에서 전송률 옵션 발생기(140)는 구성 파라미터 K path , B[j], R, S, D 및 NumAllocChannels를 초기
화한다. 구성 파라미터는 이하의 예시적인 ㅈ방식으로 초기화된다.

Kpath 는 1로 설정되고,

B[j], R, S, D 및 NumAllocChannels는 0으로 설정된다.

여기서, j는 0부터 지정된 베어러 채널 수까지 변한다(본 실시예에서 j는 AS0 내지 LS0에 대응하는 0부터 4까지 변한
다.) 구성 파라미터 Kpath 와 B[j]도 2, 3, 4에 도시된 데이타 필드 길이에 대응된다. 프레이밍 모드(3)는 단지 하나의 
데이터 경로의 이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Kpath , R 및 B[j]는 고속 데이터 경로 또는 인터리빙 데이터 경로 중 하나에 
대한 데이타 필드 길이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것과 같이 데이타 경로가 고속 데이타 경
로이면 Kpath 는 KF 에 대응하고, 도 2 및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 경로가 인터리빙 데이타 경로이면 K path 는 
KI에 대응한다.

    
4) 프로세스에서 다음 단계(720)는 각각의 지정된 베어러 채널(예. AS0, AS1, AS2, AS3, LSO)에 대한 반복적인 전
송률 할당 프로시져로서, 적어도 5개의 실행단계를 포함한다. 인덱스 변수 k는 1부터 NumChannels까지의 범위이다. 
일 실시예에서, 실행단계는 (1)로컬 변수를 정하는 단계(722), (2)소정의 지정된 베어러 채널(예, AS0, AS1, AS2, 
AS3, LS0)의 DMT심볼(110)당 바이트수를 결정하는 단계(724), (3)현재 베어러 채널에 대해 바이트를 할당하는 단
계(예, AS2)(726), (4)할당이 완료되면 반복 인덱스를 갱신하는 단계(728), (5)모든 지정된 베어러 채널(예,AS0,A
S1,AS2,AS3,LS0)에 대해 처리되지 않았으면 반복을 다시 시작하는 단계(730)를 포함한다.
    

A) 실행단계 (722)에서는 베어러 채널 인덱스, 최소 데이타 전송률 및 최대 데이타 전송률에 대한 로컬 변수들을 정하
며, 각각 ch, min_bytes, max_bytes로 표시한다. 실시 방정식은

ch = PriorityList[k],

min_bytes = MinRate[k],

max_bytes = Maxrate[k]이다.

B) 실행단계 (724)에서는 할당된 지정 베어러 채널(예,AS3,LS0)이 주어질 때, k번째 데이타 프레임(200)에 남아 있
는 바이트의 수(Bk로 표시됨)를 결정한다(예, AS3,LS0). 이 예시 공식은 B k= Bt-Kpath 이다.

c) 실행단계 (726)에서는 B k가 min_bytes에 의해 주어진 현재 베어러 채널(예,AS2)의 최소 데이타 전송률보다 적은
지를 판단한다. Bk가 min_bytes보다 적으면, 전송률 옵션 발생기(140)는 네번째 서브루틴으로 진행한다(730). 만약 
Bk가 max_bytes에 의해 주어진 이 베어러 채널에 대한 최대 데이타 전송률 보다 크면, 전송률 옵션 발생기(140)는 B
[ch] = max_bytes를 세팅함으로써 max_bytes를 k번째 베어러 채널(예,AS2)로 할당한다. 끝으로, K path 는 자신에 
B[ch]를 가산함으로써 갱신된다.

D) 실행단계 (728)에서는 데이타 프레임내의 임의의 바이트가 K번째 베어러 채널(예,AS2)로 할당되어지면 NumAll
ocChannels가 1씩 증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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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실행단계 (730)에서는 k를 NumallocChannels과 비교한다. k가 NumChannel과 같으면, 전송률 옵션 발생기(14
0)는 단계 (735)로 진행한다. 그렇지 않으면, k는 1씩 증가되며, 그 다음 우선순위 베어러 채널(예, AS0)에 대한 처리
가 전술한 첫번째 단계 (722)에서 시작된다.

5) 단계 (735)에서 전송률 옵션 발생기(140)는 파라미터 NumAllocChannels를 체크한다. NumAllocChannels이 0
이면(즉 지정된 베어러 채널 중 어떠한 채널도 DMT심볼(110)B[i] 당 주어진 전체 바이트 수에 대해 할당될 수 없다
는 것을 의미함), 프로세스는 멈춤다, NumAllocChannels이 0보다 크면 전송률 옵션 발생기(140)는 단계 (740)으로 
진행한다.

6) 단계 (740)에서 전송률 옵션 발생기(140)는 DMT심볼 B t(110)당 이용가능한 전체 바이트 수에서 할당된 바이트
수를 뺌으로써 DMT심볼(110)당 체크 바이트(220,412)수(K path 로 표시됨)를 계산한다. 예시 공식은

Rpath = Bt- Kpath 이다.

여기서, Rpath 는 고속 데이터 경로가 이용될 때는 RF 에 대응하고, 인터리빙 데이타 경로가 이용될 때는 RS (RI를 S로 
나눈것과 같음)에 대응한다. 고속 데이타 경로가 이용되면 RF 는 가장 가까운 짝수로 라운딩되며 그것의 상한은 Max_
R로 주어진다. 인터리빙 데이타 경로가 이용되면 RS 의 상한 역시 Max_R로 주어진다. R S 는 G.992.1 및 G.992.2 권
고에 따라 라운딩될 필요없다. 단지 코드워드(201,426)당 체크 바이트의 수가 짝수로 되는 것이 요구되며, 전술한 바
와 같이 RI및 RS 가 아닌것은 인터리빙 코드워드(426)당 체크바이트 수이다.

7) 단계 (745)에서 전송률 옵션 발생기(140)는 예시 방정식 R S *S< =Max_R이 만족되도록, 주어진 R S 에 대해 S의 
최대값을 선택한다. 또한, 전송률 옵션 발생기(140)는 구체화된 ADSL표준과 마찬가지로, R S *S컨스트레인트가 만족
됨을 보증한다. G.992.1제안에 언급된 바와 같이, R I는 S에 의해 나뉘어져 0부터 16까지의 짝수이어야만 한다. G.99
2.2 권고에서, R I는 S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0,4,8,16 중 하나로 되어야만한다.

8) 단계 (750)에서 전송률 옵션 발생기(140) S*D는 지연 조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어진 S에 대한 D의 최대값을 선
택하며, 현재 실시예에서, D는 이하의 예시 적인 방정식을 이용하여 푼다.

S*D< =Max_Delay*4-C

여기서 C는 송수신기(100)의 구현과 연관된 고정된 지연에 관한 상수이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특정 실시예에 관하여 도시 및 설명되어지만, 이하 청구항에 정의된 발명의 정신 및 범주와 분리됨없이 그 안
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당업자에 의해 그 형태내에서의 다양한 변형이 이해되어질 것이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이 DMT변조에 관해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의 원리는 DWMT(Discrete Wavelet Multitone)에 적용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하여 ADSL을 이용하지만 그것은 다양한 DSL의 형태 즉, VDHL,SDSL,HDSL,HDSL2,및 SHD
SL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하나의 베어러(bearer) 채널을 갖는 반송파 통신시스템에서, 적어도 하나의 베어러 채널에 대해 밴드폭을 제공
하기(dedicate) 위한 방법에 있어서,

변조기에 의해 변조되는 이산 다중톤 심볼내에 포함된 비트수를 결정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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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적어도 하나의 베어러 채널의 우선순위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이산다중톤 심볼내에 포함된 비트수의 일부를 상기 우선순위를 기초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베어러 채널에 할당하
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베어러 채널은 연관된 최대 비트수를 가지며,

상기 할당하는 단계는 상기 이산 다중톤 심볼내에 포함된 상기 비트수 일부가 할당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한 상기 적
어도 하나의 베어러 채널에 대한 최대 비트수를 우선순위 내림차순으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베어러 채널에 할당하는 방
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베어러 채널은 연관된 최소 비트수를 가지며,

상기 할당하는 단계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베어러 채널에 대한 상기 최소비트수의 우선순위 내림차순으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베어러 채널에 할당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오버헤드 오류 수정 체크 바이트의 수를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아서,

소정의 특정 코딩 이득이 지원되는 최대 비트 수를 가리키는 입력 파라미터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프레이밍 모드를 나타내는 입력 파라미터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최대 인터리빙 깊이를 나타내는 입력 파라미터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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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오류 수정 체크 바이트의 최대수를 나타내는 입력 파라미터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레이튼시 깊이를 나타내는 입력 파라미터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송파 통신시스템에서 송수신기의 사이에서의 통신을 위해 허용된 최대 지연을 나타내는 입력 파라미터를 수신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비트를 운반하는 이산 다중톤심볼에서 서브채널 캐리어갯수를 나타내는 입력 파라미터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다수의 베어러 채널을 갖는 반송파 통신시스템에서, 다수의 베어러 채널에 대해 밴드폭을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변조기에 의해 변조된 이산 다중톤 심볼내에 포함된 비트수를 결정하는 단계와,

다수의 베어러 채널의 우선순위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고속 데이타 경로를 이용하는 상기 다수의 베어러 채널 각각에 대해 할당된 비트수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인터리브 데이타 경로를 이용하는 다수의 베어러 채널 각각에 대해 할당된 비트수를 결정하는 단
계와,

상기 고속 데이타경로에 대한 상기 이산 다중톤 심볼에 대해 체크바이트수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인터리빙 데이터 경로에 대해 상기 이산다중톤 심볼에 대한 체크바이트의 수를 결정하는 단계와,

주어진 특정 코딩 이득이 지원되는 최대 비트수를 수신하는 단계와,

프레이밍 모드를 수신하는 단계와,

최대 인터리빙 깊이를 수신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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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정정 체크바이트의 최대수를 수신하는 단계와,

레이튼시 경로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반송파 통신시스템내의 송수신기 사이에 통신을 위해 허용된 최대 지연을 수신하는 단계와,

비트를 운반하는 상기 이산 다중톤 심볼의 서브채널 캐리어갯수를 수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적어도 하나의 베어러 채널을 갖는 반송파 통신시스템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베어러 채널에 대해 밴드폭을 제공하기 
위한 송수신기에 있어서,

이산다중톤 심볼을 변조하는 변조기와,

상기 변조기와 통신하며, 상기 이산다중톤 심볼내에 포함된 비트수를 결정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베어러 채널의 우
선순위를 수신하고,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베어러 채널에 대해 상기 이산다중톤 심볼내에 포함된 
상기 비트수의 일부를 할당하는 전송률 옵션 발생기(rate option generator)를 포함하는 송수신기.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베어러 채널은 관련된 최대 비트수를 갖으며,

상기 전송률 옵션 발생기는 상기 이산다중톤 심볼내에 포함된 상기 비트수의 일부가 할당되지 않고 남아있는 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베어러 채널에 대한 상기 최대 비트수를 우선순위 내림차순으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배어러 채널에 할당
하는 송수신기.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베어러 채널은 관련된 최소 비트수를 갖으며,

상기 전송률 옵션 발생기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베어러 채널에 대한 상기 최소 비트수를 우선순위 내림차순으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베어러 채널에 할당하는 송수신기.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률 옵션 발생기는 오버헤트 오류 정정 체크 바이트수를 결정하는 송수신기.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 18 -



공개특허 특2002-0068374

 
상기 전송률 옵션 발생기는 소정의 특정 코딩 이득이 지원되는 최대 비트수를 나타내는 입력파라미터를 수신하는 송수
신기.

청구항 18.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률 옵션 발생기는 프레이밍 모드를 나타내는 입력 파라미터를 수신하는 송수신기.

청구항 19.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률 옵션 발생기는 최대 인터리빙 깊이를 나타내는 입력 파라미터를 수신하는 송수신기.

청구항 20.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률 옵션 발생기는 오류 수정 체크 바이트의 최대수를 나타내는 입력 파라미터를 수신하는 송수신기.

청구항 21.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률 옵션 발생기는 레이튼시 깊이를 나타내는 입력 파라미터를 수신하는 송수신기.

청구항 22.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률 옵션 발생기는 상기 반송파 통신시스템에서 송수신기의 사이에 통신을 위해 허용된 최대 지연을 나타내는 
입력 파라미터를 수신하는 송수신기.

청구항 23.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률 옵션 발생기는 상기 이산 다중톤심볼에서 비트를 운송하는 서브채널 캐리어갯수를 나타내는 입력 파라미
터를 수신하는 송수신기.

청구항 24.

다수의 베어러 채널을 갖는 반송파 통신시스템에서, 다수의 베어러 채널에 대해 밴드폭을 제공하기 위한 송수신기에 있
어서,

이산 다중톤 심볼을 변조하는 변조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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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변조기와 통신하며, 상기 이산다중톤 심볼내에 포함된 비트수를 결정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베어러 채널의 우
선순위를 수신하고,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상기 적어도 하나의 베어러 채널에 상기 이산다중톤 심볼내에 포함된 상기 
비트수의 일부를 할당하고,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인터리빙 데이타 경로를 이용하는 상기 다수의 베어러 채널에 할당되
는 바이트수를 결정하고, 오버헤드 오류 정정 바이트의 수를 결정하는 전송률 옵션 발생기와,

소정의 특정 코딩 이득이 지원되는 최대 비트수, 프레이밍 모드, 최대 인터리빙 깊이, 오류 정정 채크 바이트의 최대 수, 
레이튼시 깊이, 반송파 통신 시스템에서 송수신기 사이에서 통신을 위해 허용된 최대 지연, 및 비트를 운반하는 이산 다
중톤 심볼내의 서브채널 캐리어수를 저장하는 메모리

를 포함하는 송수신기.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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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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