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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버스라인으로 상호연결된 복수의 스테이션 사이에서 데이터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이 개시된다. 상기 각
각의 메시지는 프레임부와 데이터부를 포함하며, 상기 프레임부는 데이터메시지의 우선순위정보 및 콘텐츠를 나타내고, 
상기 데이터부는 전송될 데이터를 나타낸다. 적어도 하나의 스테이션은 제1 데이터전송속도로 전송되는 프레임부와 제
1 데이터 전송속도보다 늦지 않은 제2 전송속도로 전송되는 데이터부를 갖는 데이터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제1 및(
또는) 제2 데이터 전송속도는 데이터 메시지의 전송을 위해 정해지는 신호품질에 따라서 조정가능하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데이터 전송속도, 버스, 신호품질, 프레임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버스라인으로 상호 연결된 복수개의 스테이션을 포함하는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전력라인으로 상호연결된 컴퓨터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방
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미국 특허 등록 제5,001,642호와 미국 특허 등록 제 5,524,213호에는 자동차용 데이터 처리 구조에서 적어도 2개의 
컴퓨터와 데이터 메시지 전송을 위해 상기 컴퓨터를 연결하는 버스라인을 포함하는 데이터 처리 구조 운영 방법이 개시
되어 있다. 상기 미국 특허에 개시된 방법은 CAN(Controller Area Network)으로 알려진 프로토콜에 따라 작동한다. 
상기 프로토콜의 상세한 설명은 ISO(국제 표준화 기구; Internation Standards Organization)의 규격 제 11898호에 
기재되어 있다.
    

    
도1은 공지된 형태의 데이터 메시지를 도시한다. 상기 데이터 메시지는 메시지가 시작되었음을 데이터 네트워크에 지시
하는 프레임의 시작부(1)와, 둘이상의 네트워크 노드가 데이터 버스를 얻기 위해 충돌할 때에 상기 메시지의 우선순위
를 결정하는 중재 필드(arbitration field: 2)를 포함한다. 제1 형식에서는, 상기 중재 필드는 11비트의 식별자(3)와 
4비트의 원격 전송요구 비트(RSR: 4)를 가지며,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는 도미넌트(dominant)이고 원격 프레임에 
대해서는 리세시브(recessive)이다(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이와 달리, 제2 형식에서는, 식
별자는 2비트의 치환 원격 요청(Substitute Remote Request: SRR)와 식별자 확장(IDE)을 포함하는 29비트의 식별
자일 수 있다. 상기 두 형식의 메시지 모두를 전송하는 네트워크 상에서 두 메시지가 동일한 11비트의 식별자를 갖는 
경우에, 상기 SSR 비트는 상기 설명된 형식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상기 IDE 비트(6)는 29 비트 식별자와 11비트 식
별자 간을 구분한다.
    

또한, 데이터 메시지는 상기 설명된 제1 형식에서 1 예약비트(reserved bit: r0)와 합해 둘다 도미넌트로 설정된 식별
자 확장비트와, 메시지의 데이터 필드(8)의 바이트 수를 나타내는 4비트 데이터 길이 코드(DLC)를 갖는 제어필드(7)
를 포함한다. 또한, 제2 형식에서는, 상기 제어 필드(7)는 도미넌트로 설정된 2 예약비트(r1 및 r0)와, 데이터 필드(8)
의 바이트 수를 나타내는 4비트 데이터 길이코드를 포함한다. 상기 데이터 필드(8)은 0 내지 8 바이트의 데이터를 갖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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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필드(8)에 이어, CRC(Cyclic Redundancy Check: 순환중복검사) 필드(9)는 메시지의 중요부분에 대해 연산
된 15비트의 체크섬(checksum)을 가지며, 오류검출에 사용된다. CRC 필드(9) 다음으로, 확인슬롯(acknowledgem
ent slot: 10) 이 있다. 데이터 메시지를 정확하게 수신할 수 있었던, 임의의 제어자는 상기 확인비트 타임 동안에 확인
비트를 보내고, 상기 메시지를 전송한 장치는 확인비트의 존재에 대해 검사한다. 만약 확인비트가 탐지되면, 다음 데이
터 프레임을 전송한다. 그러나, 탐지되지 않으면, 상기 장치는 해당 데이터 프레임을 재전송한다. 재전송에 앞서, 상기 
노드는 오류 프레임을 전송하고 나서, 재전송 전에 상기 프레임 비트 속도 주기로 8 회 대기한다.
    

    
도2는 도1에 도시된 데이터 프레임과 사용하기 위한 원격 프레임을 도시한다. 도2는 도1의 프레임과 공통된 부분을 가
지며, 100이 더해진 참조부호로 지시된다. 상기 원격 프레임은 데이터 프레임과 유사하다. 즉, 프레임시작(101), 식별
자(103)을 갖는 중재 필드(102), 제어필드(107), CRC 필드(109) 및 확인슬롯(110)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원격 
프레임은 데이터 필드가 없으며, 중재 필드의 RTR 비트는 원격프레임으로서 해당 프레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리세시브이다.
    

원격 프레임의 목적은 해당 데이터 프레임의 전송을 유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드A가 234로 설정된 중재 필드(1
02)와 함께 원격 프레임을 전송하다면, 정확하게 초기화된 경우에 노드B는 234로 설정된 중재 필드(2)를 갖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응답할 것이다.

도3은 도1 및 도2의 프레임이 전송되는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오류 프레임을 도시한다. 상기 오류 프레임은 노드가 장
애를 탐지할 때에 전송되고, 다른 모든 노드에서 장애를 탐지하게 하여 오류 프레임을 보내도록 한다. 이어, 상기 메시
지 전송부는 자동적으로 그 메시지의 재전송을 시도하고, 오류 카운터의 영역은 오류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전송함으로
써 노드가 데이터 버스 상에서 트래픽을 파괴할 수 없도록 보장한다.

    
상기 오류 프레임은 동일한 값의 6비트로 구성된 오류 플래그(20)(이와 같이 당업자에게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비트
-스터핑(bit-stuffing)방식을 파괴함)와, 8 리세시브 비트를 포함한 구분자(delimiter: 21)를 포함한다. 상기 오류 
구분자는 버스 상의 다른 노드가 제1 오류 플래그를 탐지할 때에 자신의 오류 플래그를 전송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다. 최종적으로, 오버로드(overload) 프레임(미도시)가 사용될 수 있으며, 상기 오류 프레임과 포맷이 유사하다. 상기 
오버로드 프레임은 가장 바빠지는 노드에 의해 전송된다.
    

    
상기 설명된 종래 기술의 배열에서는, 신뢰할 정도로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속도는 데이터가 이동
해야하는 네트워크의 노드 사이의 거리에 의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적은 양의 데이터를 갖는 메시지가 짧은 거리
에서 전송될 때(예를 들어, 자동차에서 물리적 측정값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그 자동차에 배치된 데이터 버스 근처로 전
송될 때)에는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용량 데이터가 보다 먼 거리로 전송될 때(예를 들어, 상당한 거리
로 떨어진 컴퓨터 사이에서 대용량 데이터가 전송될 때)에는, 앞서 설명된 종래기술의 배열은 실용화될 수 없을 정도로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는 속도가 문제된다. 특히, 종래 기술의 배열은 데이터 프레임 당 최대 8비트만을 전송할 수 있을 
뿐이며, 수미터인 최대 거리에 의해 나뉘는 데이터 프레임 당 데이터비트의 수 곱하기 데이터 비트 속도(페이로드(pay
load))는 1.6으로 제한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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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1 태양에 따르면, 버스라인으로 상호연결된 복수개의 스테이션 사이에서 데이터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메시지는 그 데이터 메시지의 우선순위정보와 컨텐츠를 나타내는 프레임부와 전송대상인 
데이터를 나타내는 데이터부를 포함하며, 상기 방법은 상기 데이터 메시지의 프레임부가 제1 데이터 전송속도로 전송되
고 상기 데이터 메시지의 데이터부는 상기 제1 데이터 전송속도보다 느리지 않은 제2 데이터 전송속도로 전송되도록, 
적어도 하나의 상기 스테이션이 데이터 메시지를 버스라인 상으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버스라인 상에서의 전송에 
대해 정해진 신호품질에 따라서 제1 데이터 전송속도 및(또는) 제2 데이터 전송속도를 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
터 메시지 전송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2 태양에 따르면, 버스라인으로 상호연결된 복수개의 스테이션 사이에서 데이터 메시지를 전송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메시지는 그 데이터 메시지의 우선순위정보와 컨텐츠를 나타내는 프레임부와 전송대상인 데이터를 
나타내는 데이터부를 포함하며, 상기 장치는 상기 데이터 메시지의 프레임부가 제1 데이터 전송속도로 전송되고 상기 
데이터 메시지의 데이터부는 상기 제1 데이터 전송속도보다 느리지 않은 제2 데이터 전송속도로 전송되도록, 버스라인 
상으로 데이터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버스라인 상에서의 전송에 대해 정해진 신호품질에 따라서 제1 
데이터 전송속도 및(또는) 제2 데이터 전송속도를 조정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데이터 메시지 전송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데이터 메시지의 데이터부를 그 메시지의 프레임부가 전송되는 제1 전송속도보다 빠른 제2 전송속도로 전송
함으로써, 데이터가 신뢰성있게 전송가능한 거리를 크게 단축시키지 않고도(이는 전체 데이터 메시지가 제2 전송속도
로 전송되는 경우에 해당됨), 데이터의 전송속도를 종래 기술과 비교하여 탁월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지
된 배열에서의 페이로드가 1.6인데 반해, 본 발명을 구현한 배열에서의 페이로드는 102.4정도로 높힐 수 있다.

나아가, 조정가능한 데이터속도 전송은 네트워크에서 자동적으로 제1 및 제2 데이터 전송속도로 조정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이는 전송속도 및 그 신뢰성 사이에서 가장 바람직한 균형을 제공한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는, 적어도 하나의 추가적인 스테이션이 버스라인 상으로 상기 데이터 메시지의 수신을 지시하는 
확인신호(acknowledgement signal)를 전송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스테이션은 상기 확인신호의 전송에 응답하여 상기 추가적인 데이터 메시지를 전송
한다.

이는 선행 메시지가 정확하게 수신된 후에 추가적인 메시지를 네트워크 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수신된 확인신호가 없으면, 상기 메시지를 재전송한다.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상기 메시지의 재전송 전에, 오류메시지를 생성한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는, 상기 오류 메시지 생성 빈도수에 응답하여, 생성상기 제1 및(또는) 제2 데이터 전송 속도를 
조정한다. 이러한 실시형태에서는, 신호품질을 상기 오류 메시지의 생성 빈도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다른 실시형태에서는, 오류를 포함한 수신 메시지(received message)의 빈도수가 결정되고, 그 빈도수에 따라서, 제
1 및(또는) 제2 데이터 전송속도가 조정된다. 이와 같이, 신호품질은 수신메시지의 품질에 의해 결정된다.

바람직하게는, 수신 신호강도가 결정되고, 상기 수신신호강도 또는 그 수신강도와 상기 오류를 포함한 수신 메시지의 
빈도수에 따라서, 상기 제1 및(또는) 제2 데이터 전송속도가 조정된다.

오류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복 순회 검사기(Cyclic Redundancy Checker)가 적절하다. 프로세서는 상기 제1 및
(또는) 제2 데이터 전송속도의 조정을 결정하도록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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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는, 상기 프로세서는 본 발명의 실시형태를 구현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구성된다.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은 
자기기록매체, 광기록매체, 고체기록매체 등의 적절한 임의의 기록매체 상에 제공되거나, 라디오 주파수 반송 또는 광 
반송신호 등의 통신반송매체 상에 제공될 수 있다.

적절하게는, 상기 프레임부는 상기 메시지의 목적지인 스테이션을 나타내는 정보를 갖는다.

이는 어드레스된 노드(들)만이 특정 메시지에 응답하도록 네트워크를 배열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상기 프레임부는 해당 데이터부의 크기를 나타내는 정보를 가질 수 있다.

상기 제2 데이터 전송속도는 상기 제1 데이터 전송속도의 정수배일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종래의 데이터 메시지이다.

도2는 도1의 데이터메시지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원격 프레임이다.

도3은 도1의 데이터메시지 및 도2의 원격 프레임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오류 프레임이다.

도4는 본 발명을 구현하는 메시지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메시지이다.

도5a 내지 5b는 본 발명을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제1 및 제2 데이터 전송속도 간의 스위칭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6은 본 발명을 구현한 장치의 블록도이다.

도7은 본 발명의 실시형태가 구현된 일예이다.

    실시예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한정의 의도가 아닌 단지 예시의 목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도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을 구현하는 방법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프레임은 프레임 시작부(201)와, 식별자(203), RTR 
비트(204), 치환용 원격 요청 필드(SSR: 205) 식별자 확장비트(IDE: 206)을 갖는 중재 필드(arbitration field: 20
2)를 포함하고 있다. 이 형태는 상기 중재 필드가 전송 및 수신노드의 식별, 데이터 필드(208)의 크기 및 그 데이터 필
드(208)에 포함된 데이터의 전송속도에 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1의 종래 데이터 프레임의 대
응하는 형태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또한, 상기 메시지는 데이터 길이 코드(DLC)를 포함한 제어필드(207)을 갖는다. 그 4번째 비트가 데이터 필드(208)
의 크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데이터 필드는 종래의 데이터비트이던 8비트에서부터 2048 바이트의 크
기로 증가시킬 수 있다. 데이터 필드의 데이터 전송속도 F2는 중재필드(203) 및 제어필드(208)의 데이터 전송속도의 
정수배가 되면, 상기 배율은 제어필드(207)에서 사용되지 않는 r0 및 r1에 의해 설정될 수 있다. F1 비트 속도는 특정 
네트워크로 구축함에 따라서 임의로 변할 수 있지만, 통상 10 Kbit 내지 1Mbit 범위이다.
    

    
상기 네트워크는 초기화되었을 때, 사용자는 F1 및 F2 비트 속도를 특정값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어, 테스트 전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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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동안에 오류 프레임이 발생되는 속도를 모니터링함으로써 가장 신뢰할 수 있는 F1 와 F2 비트속도를 결정하여 특
정 네트워크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 초기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표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표는 네트워크 
케이블 길이에 기반한다. 또한, F1 및 F2 를 설정작업을 자동화한 테스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으고, 상기 설정된 
값을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하며, 따라서, 상기 장치가 스위칭 온될 때마다 유용하게 재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을 사용하여 작동하는 노드를 포함한 장치는 F1 및 F2의 설정작업을 자동하기 위해 로우레벨 장치 드라
이버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로우레벨 장치 드라이버의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상기 노드는 그 시간에 
물리적 네트워크의 시그널링 상태에 따라서,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에 유지된 F1 및 F2 비트속도를 보다 높은 값 또는 
보다 낮은 값으로 업데이트시킬 수 있다. 이는 전송비트 속도가 신뢰성 및 속도에 적응되도록 최적화시키는 것을 보장
할 수 있다.
    

    
상기 실시형태는 중재필드 내에 다수의 코드 비트(coded bit)를 포함하여 전송노드와 원하는 수신노드(들)를 식별한
다. 모든 노드가 상기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할 때에는, 상기 모든 노드는 중재필드(202)의 상기 비트를 자신의 메시지 
어드레스 필터의 비트와 비교하여(이 사항은 당업자에게는 자명함), 상기 데이터 프레임이 자신에게 어드레스된 것인
지 여부를 판단한다. 어드레스되지 않은 경우, 상기 노드는 패시브 모드(passive mode)로 스위칭하여, 오류없이 수신
되면 메시지의 목적지에 해당하는 노드만이 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상기 전송부는 오류가 없다면 상
기 메시지가 올바른 노드에 의해 수신된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상기 네트워크 상의 단지 어떤 노드에 의해 수신되었는지
는 판단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도1 내지 3으로 참조하여 설명된 종래기술에서는, 제어필드(207) 내에 있는 4비트 데이터 길이 코드는 7개의 사용되
지 않는 값을 갖는다(9 내지 F 십육진수). 본 발명에서는, 상기 사용되지 않는 값은 아래 표1과 같이 데이터 필드에 있
는 다수의 바이트를 지시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

[표 1] 
십육진수로의 DLC값 바이트로의 데이터 필드 길이
0 내지 8 0 내지 8
9 32
A 64
B 128
C 256
D 512
E 1024
F 2048

데이터 필드(208)에 있는 바이트의 수를 지시하는 대체 방법은 소정의 방식으로 식별자(203)에서 사용가능한 29비트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다.

상기 대체 방법은 사용자가 유용가능한 다른 데이터필드 바이트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지적한 바와 같이, 제어필드(207)의 2 예약비트를 사용하여 데이터 필드(208)의 데이터 전송속도 F2가 중재필
드(202) 및 제어필드(207)의 데이터 전송속도 F1의 정수배가 되게 할 수 있다. 이는 아래 표2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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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어필드 r1 r0 승산자 F2 비트속도
0 0 1 F1
0 1 2 2 ×F1
1 0 4 4 ×F1
1 1 8 8 ×F1

비트속도 F2를 지정하는 대체 방법으로 소정의 방식으로 식별자(203)에서 유용가능한 29비트 중 일부를 사용할 수도 
있다.

    
도5a 및 5b를 참조하면, 데이터 전송속도 F1에서 F2로 스위칭하는 방법과 그 반대의 경우에 관한 흐름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레임헤더 및 푸터(footer)는 F1 비트속도로 전송된다. 프레임을 전송하기 전에, 관련 
전송부의 전송클럭은 현재의 F1 비트속도값을 갖는 비휘발성 메모리에서 레지스터를 검사하고, 전송클럭은 이 값으로 
모든 프레임 비트에 대해 설정한다. 특히, 전송 시퀀스는 단계(501)에서 시작된다. 만약, 프레임부(201)의 시작은 단
계(502)에서 시작되었으면, 카운터A를 단계(503)에서 시작하며, 그렇지 않으면, 전송부는 단계(502)로 복귀한다.
    

    
카운터A가 시작된 후에, 단계(504)에서 상기 카운터A가 제어필드(208)의 마지막 비트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 상기 카운터A가 제이필드(208)의 마지막 비트가 전송된 것을 탐지한 경우, 상기 전송클럭은 현재 F2 비트속도값
을 포함하는 비휘발성 메모리에서 레지스터를 검사하고, 이어 단계(505)에서 전송클럭은 F2로 변경된다. 카운터 B는 
단계(506)에서 시작되며, 그 카운터가 단계(507)에서 마지막 CRC비트가 전송된 것을 탐지한 경우, 상기 전송클럭은 
단계(508)에서 프레임의 잔여분에 대해 F1으로 재설정한다.
    

    
단계(509)에서 확인비트가 수신되면, 단계(501)에서 상기 마지막 프레임부가 전송되며, 단계(511)에서 전송할 다른 
프레임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다른 프레임을 전송해야 할 경우에, 단계(501)로 복귀한다. 이와 달리, 단계(509)에서 
수신된 확인비트가 없으면, 단계(512)에서 오류 프레임을 전송하며, 단계(513)에서 F1 비트주기로 6회 대기한 후에 
단계(501)로 복귀한다. 단계(511)에서 전송할 다른 프레임이 없다면, 상기 장치는 단계(514)에서 시작하는 다음 전
송시퀀스를 위해 대기하며, 단계(515)에서 다음 전송시퀀스가 개시되면, 단계(501)로 복귀한다.
    

이하, 도6을 참조하여, 네트워크의 시그널링 상태에 따라서 비휘발성 메모리에서 유지되는 F1 및 F2 비트속도를 보다 
높은 값 또는 낮은 값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노드 또는 스테이션을 위한 장치의 일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따르면, 네트워크 노드 또는 스테이션은 도6과 같은 장치(600)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장치(60
0)는 네트워크 노드의 수신측에 위치한다.

장치(600)의 수신(RX)채널(602)입력은 각 네트워크 노드에 대한 복수의 수신채널(604 1 ,...604 n , (RXCH 1, ...RXCH

n))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예로서, 각 노드는 주파수 다이버시티(diversity)방식의 분리 멀티-톤 전송부(discrete m
ulti-tone transmitter)를 포함한다. 복수의 수신신호 강도계(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 606 1 ....606 n , 
(RSSI1, ...RSSI n))를 각각의 수신채널(6041 ,...604 n)로부터 유도하며, 채널 디멀티플렉서(MUX: 608)에 입력한다. 
MUX(608)의 출력은 각 입력 의 컨버전 타임에 존재하는 변화하는 아날로그 전압을 8비트이상의 디지털영역으로 변환
하는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ADC: 610)에 연결된다. N채널 MUX(608) 및 ADC(610)은 클럭신호(611)로 동기화
된다.

각 RSSI(606 1 ....606 n)에 대한 ADC(610)출력은 판단부(612)와 RSSI 레지스터(614)로 보내진다. 상기 판단부(6
12)는 상기 채널이 최대 RSSI를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채널선택부(616)로 그 결과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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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프레임을 가지며 각각의 수신채널(6041 ....604 n)에 상응하는 복수의 직렬 데이터 비트 스트림(6181 ....618 n)
은 각각의 중복순회검사부(CRC: 6201 ....620 n)에 입력된다. 각각의 채널에 대한 점대점(point to point) 데이터프레
임인 CRC 필드에서 전송된 중복순회(CR) 비트는, 예를 들어, 그 전송된 데이터에 대한 상응하는 CRC(620 1 ....620 n)
으로 계산된 CR비트와 비교된다.

각각의 CRC(6201 ....620 n)에서 상기 CR 비교부는 " 참(TRUE)" 값을 출력할 때에, 누산기(622)에서 홀딩된 해당 값
에서 1 이상만큼 감분하며, " 거짓(FALSE)" 값인 경우에는 상기 해당값을 증분한다. 특정 예로서, 증분 또는 감분을 
나타내는 신호를 각각의 신호라인(6241 ....624 n및 6261 ....626 n) 상으로 전송하고, 누산기(602)는 비트 오류 속도 
카운터로서 작용한다.

누산기(622)의 출력은 채널선택부(616)로 보내지고, 다른 출력은 오류 레지스터(628)로 보내진다.

채널 선택부(616)는 채널스위치(630)와 연결된 출력을 갖는다. 채널선택부(616)로부터 수신된 값에 기초하여, 각 채
널에 대한 하이 RSSI 및 로우 BER의 최적의 조합을 검색함으로써 채널 선택을 결정한다. 채널스위치(630)는 복숙의 
데이터 스트림(6181 ....618 n) 중 하나를 그 출력(632)에 스위칭시킨다. 상기 출력데이터 스트림을 " 최적의 데이터 
비트 스트림(Best Data Bit Stream)" 이라 하며, 노드 장치(600)의 베이스밴드 프로세서(636)로 입력된다.

또한, 상기 장치(600)은 마이크로제어부,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의 다른 프로그램가능한(지능형) 머신 또는 그 조합으
로 이루어진 프로세서(638)을 포함한다. 프로세서(638)는, 종종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된 명령어에 의해 정해지는 
바와 같이, RSSI 레지스터(614) 및 오류 레지스터(628)의 컨텐츠를 판독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규칙적인 주기성
에 따라 상기 레지스터 컨텐츠를 판독하여 상기 채널(6061 ....606 n)에 대해 발생되는 오류 및(또는) 불량한 신호품질
에서 빈도수를 결정한다. 상기 프로세서는 최적의 F1, F2 및 데이터 코드 길이(DLC)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레지스터
(614,618)로부터 판독된 값에서 후속 프레임에서 전송될 바이트 수를 결정한다. 프로세서(638)는 최적의 데이터 페
이로드 전송을 얻기 위해 F1,F2 및 DLC를 적합하게 구성한다.

프로세서(638)는 본 발명의 상기 실시형태의 방법에 따라 작동하기 위해 프로세서를 구성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어 
하에서 작동한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프로세서와 관계있는 고체 메모리(640)에 저장된다.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은 자기 디스크나 테이프, 또는 광 디스크와 같은 적당한 매체에 저정될 수 있음은 물론, 라디
오 주파수 또는 광신호 반송매체와 같은 통신 반송 매체 상에 프로세서(638)로 운송될 수도 있다.

이하, 도7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형태에 따른 일예를 설명하기로 한다.

    
IBM 호환가능 개인컴퓨터(미도시)의 PCI(652) 슬롯으로 플로그되는 퀵로직(quicklogic) PCI FPGA 보드를 설계하
였다. 필드 프로그램머블 게이트 어레이(FPGA: 654)는 VHDL로 코드된 스태트 머신(state machine)을 포함하여, 애
리조나 마이크로 칩 PCI6C73으로 구현된 베이스밴드 프로세서 및 마이크로제어부(656)와 함께 상기 설명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상기 마이크로제어부(656)는 8 비트 ADC(610), RSSI 레지스터(614) 및 오류 레지스터(628)을 포
함하며, 또한, PCI 카드(650)는 외부신호를 PCI(656) 및 FPGA(654)와 연결하는 접속부(658)을 포함한다.
    

적절하게는, 상기 형태는 0.35 미크론 CMOS ASIC 상에 구현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상기 실시형태는 본 발명의 예로 설명된 것에 불과하며 본 발명을 한정하고자 하는 의미로 설명된 것은 아니며,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 정의되는,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다양한 변형이나 개조가 가능하다는 것은 당업자에게는 자
명할 것이다.

    
본 상세한 설명의 범위에는, 청구된 발명에 관련되는지 여부나 본 발명에서 제기된 문제의 일부를 해소하든 전부를 해

 - 8 -



공개특허 특2001-0111504

 
소하든지에 관계 없이, 여기에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개시되거나, 일반화되어 개시된 신규한 형태 또는 그 조합도 포
함된다. 따라서, 본 출원인은 본 출원의 절차 또는 이로부터 기초한 임의의 다른 출원의 절차에서 그 형태를 새로운 청
구항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첨부된 청구범위를 참조하면, 종속항에 따른 형태는 독립항의 종
속항과 결합될 수 있으며, 각각의 독립항에 따른 형태는 본 청구범위에 열거된 특정 조합뿐만아니라 임의의 적절한 방
식으로 조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버스라인으로 상호연결된 복수개의 스테이션 사이에서 데이터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메시지는 그 데이터 메시지의 우선순위정보와 컨텐츠를 나타내는 프레임부와 전송될 데이터를 나타내는 
데이터부를 포함하며,

상기 방법은,

상기 데이터 메시지의 프레임부가 제1 데이터 전송속도로 전송되고, 상기 데이터 메시지의 데이터부는 상기 제1 데이터 
전송속도보다 느리지 않은 제2 데이터 전송속도로 전송되도록, 적어도 하나의 상기 스테이션이 데이터 메시지를 버스라
인 상으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버스라인 상에서의 전송에 대해 정해진 신호품질에 따라서, 제1 데이터 전송속도 및(또는) 제2 데이터 전송속도
를 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메시지 전송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추가적인 스테이션이 상기 버스라인 상으로 상기 데이터 메시지의 수신을 나타내는 확인신호를 전송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메시지 전송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스테이션이 상기 확인신호의 전송에 응답하여 추가적인 상기 데이터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메시지 전송방법.

청구항 4.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확인신호가 수신되지 않으면, 상기 메시지를 재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메시지 전송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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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시지를 재전송하기 전에, 오류 메시지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메시지 전송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오류메시지가 생성되는 빈도수에 따라서, 상기 제1 및(또는) 제2 데이터 전송속도를 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데이터 메시지 전송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오류를 포함하는 수신된 데이터 메시지의 빈도수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오류를 포함하는 수신된 데이터 메시지의 빈
도수에 따라서, 상기 제1 및(또는) 제2 데이터 전송속도를 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메시지 전송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데이터 메시지에 대한 수신 신호강도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오류를 포함하는 수신된 데이터 메시지의 빈도수와 함께 
상기 수신 신호강도 판단에 따라서, 상기 제1 및(또는) 제2 데이터 전송 속도를 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메시지 전송방법.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부는 상기 메시지의 목적지인 스테이션을 나타내는 정보를 갖는 데이터 메시지 전송방법.

청구항 10.

제1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부는 해당 데이터부의 크기를 나타내는 정보를 갖는 데이터 메시지 전송방법.

청구항 11.

제1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데이터 전송속도는 상기 제1 데이터 전송속도의 정수배인 데이터 메시지 전송방법.

청구항 12.

버스라인으로 상호연결된 복수개의 스테이션 사이에서 데이터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첨부도면 중 도4 및 도5를 참조하여, 상기 기재된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법.

청구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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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라인으로 상호연결된 복수개의 스테이션 사이에서 데이터 메시지를 전송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메시지는 그 데이터 메시지의 우선순위정보와 컨텐츠를 나타내는 프레임부와 전송될 데이터를 나타내는 
데이터부를 포함하며,

상기 장치는,

상기 데이터 메시지의 프레임부가 제1 데이터 전송속도로 전송되고, 상기 데이터 메시지의 데이터부는 상기 제1 데이터 
전송속도보다 느리지 않은 제2 데이터 전송속도로 전송되도록, 버스라인 상으로 데이터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수단; 
및

상기 버스라인 상에서의 전송에 대해 정해진 신호품질에 따라서, 제1 데이터 전송속도 및(또는) 제2 데이터 전송속도
를 조정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데이터 메시지 전송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데이터 메시지 수신에 응답하여, 상기 버스라인 상에 확인신호를 전송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메시지 전송장치.

청구항 15.

제13항 또는 제14항에 있어서,

확인신호의 전송에 응답하여, 추가적인 상기 데이터 메시지를 전송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메시지 전송장치.

청구항 16.

제13항 또는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확인신호가 수신되지 않으면, 상기 메시지를 재전송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메시지 전송장치.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를 재전송하기 전에, 오류 메시지를 생성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메시지 전송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오류 메시지가 생성되는 빈도수에 따라서, 상기 제1 및(또는) 제2 데이터 전송속도를 조정하는 수단를 더 포함하
는 데이터 메시지 전송장치.

청구항 19.

제13항에 있어서,

데이터 메시지가 오류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메시지 전송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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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메시지가 오류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는 수단은 중복 순환 검사부(Cyclic Redundancy Checker)를 포함
하는 데이터 메시지 전송장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오류를 포함하는 수신된 메시지의 레벨을 표시하는 값을 홀딩하기 위한 오류 레지스터와,

오류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수신 메시지에 대해서는 상기 값을 감분하고, 오류를 포함한 것으로 판단된 수신 
메시지에 대해서는 상기 값을 증분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메시지 전송장치.

청구항 22.

제13항 또는 제19항 내지 제2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수신된 데이터 메시지의 신호강도를 측정하는 수신신호 강도측정부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메시지 전송장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수신 신호강도를 나타내는 값을 홀딩하기 위한 신호강도 레지스터를 더 포함하는 데이터 메시지 전송장치.

청구항 24.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오류 레지스터의 컨텐츠에 따라서, 상기 제1 및(또는) 제2 데이터 전송속도를 조정하기 위한 프로세싱 수단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메시지 전송장치.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강도 레지스터의 컨텐츠에 따라서, 상기 제1 및(또는) 제2 데이터 전송속도를 조정하기 위한 프로세싱 수단
을 더 포함하는 데이터 메시지 전송장치.

청구항 26.

제24항 및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싱 수단은 오류 레지스터 및 상기 신호강도 레지스터의 컨텐츠에 따라서, 상기 제1 및(또는) 제2 데이터 전
송속도를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데이터 메시지 전송장치.

청구항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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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항 내지 제2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부는 상기 메시지의 목적지인 스테이션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메시지 전송장치.

청구항 28.

제13항 내지 제2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부는 해당 데이터부의 크기를 나타내는 정보를 갖는 데이터 메시지 전송장치.

청구항 29.

제13항 내지 제2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데이터 전송속도는 상기 제1 데이터 전송속도의 정수배인 데이터 메시지 전송장치.

청구항 30.

버스라인으로 상호연결된 복수개의 스테이션 사이에서 데이터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첨부도면 중 도6 및 도7를 참조하여, 상기 기재된 실질적으로 동일한 장치.

청구항 31.

제1 내지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방법을 작동시키기 위해 프로세서를 구성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수단을 포
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 32.

제31항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기록 매체.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 기록매체는 자기저장매체, 광기록매체, 고체 저장 매체 또는 통신반송매체(communication car
rier medium)으로 이루어진 컴퓨터 프로그램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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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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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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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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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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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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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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