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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데이터슬롯, 신규메시지(new message) 미니슬롯 및/또는 구메시지(old message) 미니슬롯으로 
구성된 복수개의 슬롯을 갖는 데이터프레임으로 데이터통신하는 복수개의 국(station)을 포함하는 통신시
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하나의 주국과 복수개의 종국으로 구성된다. 주국(master station)은 데이터프레
임 내에 충돌 예약요구(reservation requests)를 토대로 한 신규메시지 및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R0 및 
R1)를 결정하고, 예약요구 활성화(activity)에 따라, 상기 신규메시지 및 구메시지 미니슬롯(MS0 및 MS
1)을 결정하며, 또한, 상기 신규메시지 및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R0 및 R1)와 상기 신규메시지 및 구메
시지 미니슬롯(MS0 및 MS1)을 정의한 미니슬롯 매개변수(MAP)를 복수개의 종국(slave stations)에 전송한
다. 각 종국은 그에 대응하는 상기 신규 및 구 메시지 범위매개변수(R0 및 R1)를 갖는 전송매개변수(N0 
및 N1)를 독립적으로 결정하여, 상기 종국의 전송매개변수(N0)가 상기 신규메시지 미니슬롯(MS0)에 대응
하면 신규예약요구를 주국에 전송하고, 상기 종국의 전송매개변수(N1)가 상기 구메시지 미니슬롯(MS1)에 
대응하면, 구예약요구를 주국에 전송한다.

대표도

도11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하여 구성된 통신시스템의 예로서, 케이블을 통하여 접속된 복수의 가입자국과 하나
의 헤드엔드를 포함하는 유선텔레비젼(CATV)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헤드엔드가 가입자국으로 전송하는 다운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을 도시한 도이다.

도 3 내지 도 6은 도 2에 도시된 다운스트림 데이터프레임에 대응하는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의 예를 나
타낸 도이다.

도 7은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의 데이터슬롯 형식을 나타낸 도이다.

도 8은 도 7에 도시된 데이터슬롯에 대한 제어필드 형식을 도시한 것이다.

도 9는 도 7에 도시된 데이터슬롯에서 제어필드 형식의 구분화 필드(segmentation field)에 의하여 식별
되는 함수표를 나타낸 것이다.

도 10은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의 미니슬롯 형식을 나타낸 것이다.

도 11a 및 도 11b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구현한 도 1의 헤드엔드에 의하여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구현한 도 1의 각각의 가입자국에 의하여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나타낸 것이
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

10: 유선텔레비젼(CATV)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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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헤드엔드에 의하여 실행되는 프로그램

200: 가입자국에 의하여 실행되는 프로그램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시분할다중접속(TDMA) 형식에 따라 공통 통신채널에 다중국(multiple station)이 공유 액세스
하는 통시시스템용 프로토콜에 관한 것으로서, 1996. 10. 22. 출원된 미국 특허출원번호 08/734,909호, 
1996. 12. 27. 출원된 미국 특허번호 08/777,216호 및 08/777,217호에 게시된 발명과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통신시스템은 하나의 통신채널을 통하여 서로 접속되어 있는 복수개의 국(stations)으로 구
성된다. 유선텔레비젼(CATV) 시스템의 경우에, 하나의 헤드엔드(headend)는 하나의 케이블(cable)을 통하
여 복수의 가입자국(subscriber  stations)과 연결된다. 상기 케이블은 헤드엔드로부터 가입자국 방향의 
다운스트림통신(downstream  communication)과  가입자국으로부터 헤드엔드 방향의 업스트림통신(upstream 
communication)을 지원한다. 상기 헤드엔드와 상기 가입자 사이에 전송되는 데이터는 데이터프레임(data 
frames) 형태로 전송된다. 따라서, 헤드엔드가 가입자국과 통신할 때는 가입자국에 다운스트림 데이터프
레임을 전송하고, 가입자국이 헤드엔드와 통신할 때는 헤드엔드에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을 전송한다.

상기 유선텔레비전(CATV) 시스템에서, 헤드엔드와 가입자국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케이블이라는 자원을 공
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다운스트림 및 업스트림 통신은 서로 다른 주파수범위를 할당받는
다. 즉, 부-분할 할당(sub-split allocation)에서, 다운스트림 통신은 54MHz 내지 750MHz 이상의 주파수
범위가 할당되는 반면에, 업스트림 통신은 42MHz  이하의 주파수범위가 할당된다. 또한, 중간분할 할당
(mid-split allocation)에서, 다운스트림 통신은 162MHz 이상의 주파수범위가 할당되는 반면에, 업스트림 
통신은 5 내지 100MHz의 주파수범위가 할당된다. 고-분할 할당(high-split allocation)에서는, 다운스트
림 통신은 234MHz 이상의 주파수범위가 할당되고, 업스트림 통신은 5 내지 174MHz 의 주파수범위가 할당
된다.

또한, 가입자국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케이블 자원을 공유해야 한다. 시분할다중접속 유선텔레비젼(TDMA 
CATV)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입자국은 유일하게 할당되어 비-중복(non-overlapping)되는 시간 주기 
동안에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케이블을 공유한다. 주파수분할다중접속 유선텔레비젼(FDMA CATV) 시스템
에서는, 가입자국은 이용할 수 있는 업스트림 주파수 대역폭을 수많은 좁은 주파수 채널로 나누고, 각 가
입자국에 그 가입자국의 자체에 고유하게 해당하는 좁은 주파수대역을 할당함으로써, 케이블을 공유한다. 
코드분할다중접속 유선텔레비젼(CDMA CATV) 시스템에서는, 가입자국은 해당하는 배정된 코드워드를 가입
자국의 데이터메시지에 곱한 다음, 그 결과를 전송함으로써 케이블을 공유한다.

각 가입자국을 하나의 고유한 타임슬롯에 배정하는 종래의 시분할다중접속(TDMA)  시스템은, 가입자국에 
의하여 전송되는 데이터의 충돌은 피하지만,  가입자국들로부터 헤드엔드로 방향의 데이터 처리율(data 
throughput)은 제한된다. 각 가입자국에 각 가입자국 자체에 해당하는 고유한 좁은 주파수대역이 할당되
는  주파수분할다중접속(FDMA)  시스템에서도,  각  가입자국에  할당된  주파수대역들의  수가  한정되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율이 제한된다. 마찬가지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시스템에서도, 가입자국들에게 
할당되어 이용할 수 있는 코드워드의 수가 한정되기 때문에, 통신케이블을 통한 데이터 처리율이 제한된
다.

CATV 시스템에서, 가입자국들이 헤드엔드로 전송하는 데이터의 처리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가입자국들
로부터 헤드엔드 방향의 통신인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을 복수개의 미니슬롯과 데이터슬롯으로 분할한다. 
상기 헤드엔드에 전송할 데이터를 갖는 상기 가입자국들은 현재의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즉, 이산시간
(n)에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의 미니슬롯 내에 예약요구가 삽입할 필요가 있다. 즉, 상기 가입자국들
이 상기 예약요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기 헤드엔드에 전송될 후속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즉, 
이산시간(n+1)에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내에 데이터슬롯을 예약할 수 있다.

상기 현재 시스템에 의하여 이용되는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내에 미니슬롯의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 
제한된 미니슬롯의 수에 액세스하기 위하여 가입자국들 사이에 발생하는 경합은 예약요구들 사이에 잣은 
충돌을 초래한다. 하지만, 최소 양의 예약요구에 대해서, 가입자국들은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성공적으로 
헤드엔드에 데이터를 전송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 모든 가입자국들은, 상기와 같은 목적으로 예약된 데
이터슬롯 형태로서, 헤드엔드에 상기 가입자국들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기 시스템에서 미니슬롯의 수가 제한되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기 시스템의 
처리율도 제한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데이터 처리율을 증가시키위하여 데이터프레임 내에 미니슬롯(minislol)의 수를 적절하게 가변
하는 통신시스템 및 그것에 의한 전송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1실시예에 의하면, 수신기는 수신수단과, 전송매개변수 발생수단과, 전송수단을 포함한다. 상
기 수신수단은 범위매개변수(R0 및 R1)와 미니슬롯 매개변수(MAP)를 갖는 다운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을 수
신한다. 상기 미니슬롯 매개변수(MAP)는, 후속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subsequent upstream data frame)
을  위하여,  신규메시지  미니슬롯(new  message  minislot)(MS0)과  구메시지  미니슬롯(old  message 

minislot)(MS1)을 정의한다. 상기 전송매개변수 발생수단은, 범위매개변수(R1)에 의하여 정의된 범위 내
에 전송매개변수(N1)를 발생하고, 범위매개변수(R0)에 의하여 정의된 범위 내에 전송매개변수(N0)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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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상기 전송매개변수 발생수단은, 상기 수신기가 재전송한 구메시지 예약요구를 갖는 경우에는, 
전송매개변수(N1)를  발생시키고,  상기  수신기가  전송한  신규메시지  예약요구(new  message  reservation 
request)를 갖는 경우에는, 전송매개변수(N0)를 발생시킨다. 상기 전송수단은, 전송매개변수(N1)가 구메
시지 미니슬롯들(MS1) 중의 하나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의 미니슬롯 내에 구메시지 
예약요구를 전송하고, 전송매개변수(N0)가 신규메시지 미니슬롯들(MS0)  중의 하나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의 미니슬롯 내에 신규메시지 예약요구를 전송한다.

본 발명의 2실시예에 의하면, 통신시스템의 수신기에 의하여 구현된 예약요구 전송방법은, 범위매개변수
(R0 및 R1)와 미니슬롯(MS0 및 MS1)을 정의한 미니슬롯 매개변수(MAP)를 갖는 다운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기가 재 전송된 이전에 전송된 예약요구를 갖는 경우에, 범위매개변수(R1)에 
의하여 정의된 범위 내에 전송매개변수(N1)를 발생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기가 전송된 신규 예약요구를 
갖는 경우에, 범위매개변수(R0)에 의하여 정의된 범위와 함께 전송매개변수(N0)를 발생하는 단계와, 전송
매개변수(N1)가 미니슬롯들(MS1) 중의 하나에 대응하는 경우에,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의 미니슬롯 내에 
이전 전송된 예약요구를 재 전송하는 단계와, 전송매개변수(N0)가 미니슬롯들(MS0) 중의 하나에 대응하는 
경우에,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의 미니슬롯 내에 신규예약요구를 전송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본  발명의 제  3실시예에 의하면,  하나의 통신시스템은,  데이터슬롯(RDS(n+1))  및/또는 미니슬롯(MS(n+
1))을 포함하는 복수개의 슬롯을 갖는 데이터프레임 형태로 데이터통신하는 복수개의 국으로 구성된다. 
상기 통신시스템은 범위매개변수 결정수단과, 미니슬롯 매개변수 결정수단과, 제 1국 전송수단과, 전송매
개변수 결정수단과, 제 2국 전송수단을 포함한다. 제 1국에 있는 상기 범위매개변수 결정수단은, 신규메
시지 범위매개변수(R0(n+1)) 및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R1(n+1))를 결정한다. 제 1국에 있는 상기 미니슬
롯 매개변수 결정수단은, 신규메시지 및 구메시지 미니슬롯(MS0(n+1) 및 MS1(n+1))을 정의하는 미니슬롯 
매개변수(MAP)를 결정한다. 상기 제 1국에 있는 제 1국 전송수단은, 제 2국에 상기 신규메지시 및 구메시
지 범위매개변수(R0(n+1) 및 (R1(n+1))와 미니슬롯 매개변수(MAP)를 전송한다. 제 2국에 있는 상기 전송
매개변수 결정수단은, 상기 신규메시지 범위매개변수(R0(n+1))에 대응하는 범위 내에 신규메시지 전송매
개변수(N0)와 상기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R1(n+1))에 대응하는 범위 내에 구메시지 전송매개변수(N1)를 
결정한다. 상기 제 2국에 있는 제 2국 전송수단은, 상기 신규메시지 전송매개변수(N0)가 상기 신규미니슬
롯들(MS0(n+1)) 중의 하나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제 1국으로 신규예약요구를 전송하고, 상기 신규메시지 
전송매개변수(N0)가 상기 구메시지 미니슬롯들(MS1(n+1)) 중의 하나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제 1국으로 이
전 전송된 예약요구를 전송한다.

본 발명의 제 4실시예에 의하면, 하나의 전송기는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수신수단과, 범위매개변수 결정
수단과, 미니슬롯 매개변수 결정수단과, 전송수단을 포함한다. 상기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수신수단은 
이산시간(n)에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을 수신한다. 상기 범위매개변수 결정수단은 신규메시지 및 구메
시지 범위매개변수(R0(n+1) 및 R1(n+1))를 결정한다. 상기 미니슬롯 매개변수 결정수단은 신규메시지 및 
구메시지 미니슬롯(MS0(n+1)  및 MS1(n+1))을 정의하는 미니슬롯 매개변수(MAP)를 결정한다. 특히, 상기 
미니슬롯 매개변수(MAP)는 이산시간(n+1)에서 최소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n+1)을 정의한다. 상기 전송
수단은 상기 신규메시지 및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R0(n+1) 및 R1(n+1))와 미니슬롯 매개변수(MAP)를 전
송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데이터슬롯, 신규메시지 미니슬롯 및/또는 구메시지 미니슬롯을 포함하는 복수개의 슬롯을 갖
는 데이터프레임 형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복수개의 국(stations)을 갖는 통신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구성과 작용을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유선텔레비전(CATV) 시스템(10)으로서, 하나의 헤드엔드(12)와, 복수개의 가입자국(141 - 14n)과, 

헤드엔드(12)와 가입자국(141 - 14n)을 연결하는 케이블(16)로 구성된다.

상기 헤드엔드(12)는, 본 발명에 의하여 구성된 케이블(16)을 통하여 다운스트림 통신을 지원하도록 프로
그램된 프로세서를 탑재한 통상적으로 설계된 하드웨어이고, 마찬가지로, 가입자국(141 - 14n)도 본 발명

에 의하여 구성된 케이블(16)을 통하여 업스트림 통신을 지원하도록 프로그램된 프로세서를 탑재한 통상
적으로 설계된 하드웨어이다.

가입자국(141 - 14n)이 케이블(16)을 통하여 헤드엔드(12)로 통신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기 

가입자국(141 - 14n)은 우선 예약요구를 하게 된다. 예약요구를 한다는 것은, 가입자국(141 - 14n)이 업스

트림 데이터프레임 내에 한정적이지만 가변적인 미니슬롯의 수에 대하여 서로 경합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
하고, 이것은 가입자국(141 - 14n)으로부터 헤드엔드로 전송되는 미니슬롯들 내에 복수개의 예약요구가 있

기 때문이다. 상기 헤드엔드에 의하여 성공적(즉, 헤드엔드에서 충돌이 없는 미니슬롯이 수신됨)으로 수
신된 복수개의 예약요구에 대하여, 상기 헤드엔드(12)는 상기 성공적인 가입자국(141 - 14n)에게 긍정응답

(ACK)을 통하여 예약요구를 허용한다. 따라서, 상기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은 슬롯들(S)로 분할되어, 모
든 경합 및 예약활성화가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의 미니슬롯 내에서 발생하면, 모든 데이터 전송이 그 슬
롯들(S) 중에서 재분할 되지 않는 데이터슬롯들(DS)에서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슬롯들(S)의 소정 또
는 대부분이 미니슬롯(MS)으로 재분할 된다.

미니슬롯과 데이터슬롯 사이의 분할은 다운스트림 데이터프레임 통신하는 헤드엔드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운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은, 다음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내에 있을 미니슬롯의 수
와 데이트슬롯의 수를 결정하는 매개변수를 포함한다. 가입자국(141 - 14n)은 예약요구를 전송여부를 결정

하기 위하여, 상기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업스트림 채널의 대역폭에 대하여 경합한다. 예약요구가 성공적
으로 전송되면, 헤드엔드(12)는 이용가능한 것을 토대로 하여, 성공적인 예약요구들을 전송했던 각 가입
자국(141 - 14n)에 한 개 이상의 데이터슬롯을 할당하게 한다. 가입자국(141 - 14n)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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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슬롯의 수는 성공적인 예약요구를 한 가입자국(141 - 14n)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의 크기는 동일하고 고정될 수 있으며, 헤드엔드 처리시
간과 케이블(16)의 라운드트립(round trip)에 의한 최소한의 전송지연시간의 합과 같은 크기를 갖도록 정
의될 수 있다.

도 2는 다운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의 실시예를 도시한 것으로서, 각 다운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은 4개의 섹션
(section)으로 되어 있다. 제 1섹션은 2개의 범위매개변수(R0 및 R1)를 포함한다. 상기 범위매개변수(R
0)는, 상기 가입자국(141 - 14n)이 상기 헤드엔드(12)에 전송할 때 이용하는 신규메시지이고, 따라서, 상

기 R0을 신규메시지 범위매개변수라고 칭하기로 한다. 따라서, 신규메시지는 예약요구가 이전에 전송되지 
않는 메시지를 의미한다. 상기 범위매개변수(R1)는, 상기 가입자국(141 - 14n)이 상기 헤드엔드(12)에 전

송할 때 이용하는 구메시지이고, 따라서, 상기 R1을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라고 칭하기로 한다. 구메시지
는, 예약요구가 이전에 전송되지 않는 메시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구 메시지 매개변수(R1)는 경합해소상
태에 있는 가입자국(141 - 14n)에 의하여 이용된다. 가입자국이 신규메시지에 대하여 예약요구를 사전에 

전송하면, 상기 가입국은 경합해소상태에 있게 되지만, 상기 가입자국은 상기 헤드엔드(12)로부터 이전 
전송된 예약요구의 긍정응답을 수신하지 않는다.(하나의 예를 이유로 든다면, 예약요구가 헤드엔드(12)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수신되지 않도록, 한 개 이상의 다른 예약요구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앞으로 언급할 것이지만, 가입자국(141 - 14n)은 신규메시지와 관계된 예약요구를 전송할 때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기 신규메시지 범위매개변수(R0)를 이용하고, 또한, 상기 가입자국(141 - 14n)은 이전 전송된 

예약요구에 관계된 예약요구를 재 전송할 때를 결정하기 위하여,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를 이용한다.

다운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의  제  2섹션은  미니슬롯  매개변수(MAP)를  포함한다.  상기  미니슬롯 매개변수
(MAP)는, 다음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중에서 어느 슬롯이 미니슬롯이고 어느 슬롯이 데이터슬롯인가 정
의하는 맵(map)이다. 또한, 상기 미니슬롯 매개변수(MAP)는, 가입자국(141 - 14n)이 경합해소 상태에 있지 

않을 때(이하, 이 때의 미니슬롯을 신규메시지 미니슬롯(MS0)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어느 슬롯이 가입자
국(141 - 14n)에 의하여 이용되는지 정의하고, 가입자국(141 - 14n)들이 경합해소 상태에 있을 때(이하, 이 

때의 미니슬롯을 구메시지 미니슬롯(MS1)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어느 슬롯들이 가입자국(141 - 14n)에 의

하여 이용되는지 정의한다. 따라서, 상기 미니슬롯 매개변수(MAP)는 다음 3개의 부분, 즉, 다음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에서 어느 슬롯이 데이터슬롯인지 정의하는 데이터슬롯 매개변수(DS)와, 상기 미니슬롯들 중
에서 어느 슬롯이 신규 메시지 미니슬롯(MS0)인지를 정의하는 신규메시지 미니슬롯 매개변수(MAP0)와, 상
기 미니슬롯들 중에서 어느 슬롯이 구메시지 미니슬롯(MS1)인지 정의하는 구메시지 미니슬롯 매개변수
(MAP1)로 되어 있다. 도 12와 함께 연관지어 언급함으로써 명백할 것이지만, 하나의 가입자국(141 - 14n)

은 신규예약요구와 전송된 이전 전송된 예약요구를 동시에 갖는다.

상기 맵은, 미니슬롯과 데이터슬롯이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전체에 널리 퍼져있으면 아주 유용하다. 그 
대안으로, 상기 미니슬롯 매개변수(MAP)는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내에서 미니슬롯과 데이터슬롯을 분리
하는 경계(boundaries)와 신규메시지 미니슬롯(MS0)과 구메시지 미니슬롯(MS1) 사이의 미니슬롯을 분리하
는 경계(boundaries)를 이용한다.

상기 다운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의 제 3섹션은, 가입자국(141 - 14n)에 의하여 생성되는 예약요구의 긍정응

답에 기여하고, 상기 예약요구는 이전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형태로 헤드엔드에 전송한다. 각 긍정응답 
필드(ACK)는, 1) 긍정응답을 받는 가입자국(141 - 14n)을 식별하고, 2) 상기 식별된 가입자국(141 - 14n)에 

예약된 상기 데이터슬롯 또는 복수개의 데이터슬롯을 식별한다. 이때, 상기 식별된 가입자국(141 - 14n)은 

예약요구를 상기 헤드엔드(12)에 전송한다.

상기 다운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의 제 4섹션은, 상기 헤드엔드가 상기 가입자국(141 - 14n)으로 통신할 때 

이용되는 데이터슬롯(DS1 - DSn)을 포함한다.

다양한 부하조건(load conditions) 하에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을 도 3 내지 도 6에 도시했다. 업스트
림 채널에서, 가입자국(141 - 14n)은 다음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을 정의하기 위하여 이전 다운스트림 데

이터프레임의 미니슬롯 매개변수(MAP)를 이용한다. 상기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은 복수개의 슬롯을 포함
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스템이 가동되는 시간 동안과 같은 경부하조건(light load conditions) 동안
에, 모든 슬롯들은 신규메시지 미니슬롯들(MS0)로 재분할되고, 이때 경부하조건 동안에는 이용할 수 있는 
미니슬롯을 위해 경합하는 가입자국(141 - 14n)은 거의 없게 된다. 하나의 슬롯은 고정된 수(m)의 미니슬

롯으로 재분할될 수 있다. 정상적인 경합활성화(normal contention activity) 상태에서, 가입자국(141 - 

14n)은 헤드엔드(12)로 예약요구를 전송하기 위하여 신규메시지 및 구메시지 미니슬롯(MS0 및 MS1)을 이용

한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미니슬롯의 수는, 앞으로 언급하겠지만, 헤드엔드(12)에서 예약요구열 내의 경
합과 예약요구의 확장에 따라 동적(dynamically)으로 변한다. 따라서,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입자
국(141 - 14n) 사이에서 경합활성화가 발생한 후에, 다음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내의 소정의 슬롯들은 신

규메시지 미니슬롯(MS0)으로서 맵핑되고, 다음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내의 소정의 슬롯들은 구메시지 미
니슬롯(MS1)으로서 맵핑되고, 다음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내의 소정의 슬롯들은 데이터슬롯(RDS)으로서 
맵핑된다. 여기서, RDS라는 표현은 상기 데이터슬롯들이 성공적으로 전송된 예약요구를 갖는 가입자국(141 

- 14n)에 예약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하지만, 데이터슬롯들(RDS) 보다는 미니슬롯(MS)이 비교적 더 많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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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신규메시지 및 구메시지 미니슬롯(MS0 및 MS1)과 데이터슬롯들(RDS)은 업스트
림 데이터프레임에서 서로 분리된다.

도 5는 중트래픽(heavy trafic) 조건 동안에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을 도시한 것이다. 상기 데이터프레임
은 감소된 수의 신규메시지 미니슬롯(MS0)과 증가된 수의 데이터슬롯(RDS)과 증가된 수의 구메시지 미니
슬롯(MS1)을 갖는다.

도 6은 블록킹(blocking)의 결과로서 하나의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을 도시한 것으로서, 블록킹이란, 경
합이 아주 잘 발생하여 미니슬롯의 오직 최소한 수가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내에 공급되도록 할 때 발생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도 7은 가입자국(141 - 14n)에 의하여 하나의 데이터슬롯(RDS)에 삽입되는 데이터를 도시한 것으로서, 그 

데이터는 전송 대상이 되는 가입국의 주소, 제어필드, 예약공간, 페이로드 및 오류검사 데이터(CRC)를 포
함한다.

도  8은  도  7에  도시된  제어필드의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서,  그  제어필드는  2개의  분할필드로  되어 
있으며, 그 중의 하나는,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정보를 갖고 있는 구분화(segmentation) 분할필드이
고, 다른 하나는 다른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메시지 식별자 필드이다.

도 10은 가입자국(141 - 14n)이 미니슬롯으로 삽입하는 데이터를 도시한 것으로서, 해당하는 가입자국(141 

- 14n)의 소드어드레스, 해당하는 가입자국(141 - 14n)이 요구하는 예약된 슬롯의 수, 예비로 예약된 예약

공간과 전향오류정정(FCC)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도 7 내지 도 10에 도시된 이외의 형식도 이용될 수 있다.

헤드엔드(12)가, 가입자국(14 1  - 14n )이  미니슬롯으로  삽입하는  예약요구를  토대로  하는 데이터슬롯들

(RDS)을 가입자국(141 - 14n)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데이터슬롯(RDS)에 

삽입되는 데이터는, 헤드엔드(12)가 가입자국(141 - 14n)으로 할당된 상기 데이터슬롯의 기록을 유지하는 

한 소드어드레스를 포함할 필요는 없다.

도  11a  및  도  11b는,  다음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n+1)에  대하여  신규메시지  및  구메시지 미니슬롯
(MS0(n+1) 및 MS1(n+1))의 수와 가입자국(141 - 14n)이 다음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에 예약요구의 전송여

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신규메시지 및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R0(n+1) 및 R1(n+1))을 결정할 때, 
헤드엔드(12)의 프로세서가 이용하는 프로그램(100)을 나타낸 것이다.

상기 프로그램(100)은, 상기 헤드엔드(12)가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을 수신하는 각각의 시간에 실행되는 
것을 도시한 것이다. 상기 프로그램(100)이 실행되면, 블록(102)은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을 수신한다. 
최근에  수신된  상기  데이터프레임은,  이산시간(n)에서  수신되는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n)이고, 블록
(104)은 예약요구열(버퍼)(DQ) 내에 상기 데이터프레임 내로 소정의 성공적인 예약요구를 저장한다. 블록
(106)은, 최근에 수신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n) 내에 충돌이 있는 예약요구가 있는 신규 메시지 미니
슬롯(MS0(n))의 수와 같게 설정된 변수(Col0(n))와, 최근에 수신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n) 내에 충돌
이 있는 예약요구가 있는 구메시지 미니슬롯(MS1(n))의 수와 같게 설정된 변수(Col1(n))를 저장한다.

블록(108)은, 최근에 수신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내에 신규메시지 미니슬롯(MS0(n))의 수와 구메시지 
미니슬롯(MS1(n))의 수를 결정한다. 상기 헤드엔드(12)는 최근에 수신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에 대한 
신규메시지 미니슬롯(MS0(n))의 수와 구메시지 미니슬롯(MS1(n))의 수를 사전에 결정하기 때문에, 상기 
블록(108)은 메모리로부터 신규메시지 미니슬롯(MS0(n))의 수 및 구메시지 미니슬롯(MS1(n))의 수만을 복
구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상기 헤드엔드(12)가 최근에 수신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내에 신규메시지 
미니슬롯(MS0(n))의 수와 구메시지 미니슬롯(MS1(n))의 수를 계수할 수 있다.

블록(110)은 메로리로부터 상수(N)를 복구하고, 여기서, 상수(N)는 유선텔레비전(CATV) 시스템(10) 내의 
가입자국(14 1  - 14n )의  총수를  나타낸다.  블록(112)은  다음  식(1)에  의하여  신규메시지 범위매개변수

(R1(n+1))를 결정한다.

---(1)

여기서, n은 최근에 수신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을 나타내고, n+1은 다음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을 나
타내고, R1(n+1)은 다음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n+1)에 대한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를 나타내고, R1(n)은 
최근에 수신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n)에 대한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를 나타내고, N은 상기 블록(11
0)에 의하여 복구되는 바와 같이 가입자국(141 - 14n)의 총수를 나타내고, MS1(n)은 상기 블록(108)에 의

하여 결정되는 바와 같이, 최근에 수신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n) 내에 구메시지 미니슬롯의 수를 나타
내고, Col0(n)은 최근에 수신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n) 내에서 충돌된 신규메시지 미니슬롯(MS0(n))의 
수를 나타내고,  Col1(n)은  최근에 수신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n)  내에서 충돌된 구메시지 미니슬롯
(MS1(n))의 수를 나타내고, e는 2.718281828 . . .를 나타낸다.

블록(114)은 상기 유선텔레비젼(CATV) 시스템(10)이 정상상태인지 결정하여, 그 시스템이 정상상태이면, 
현재 이산시산(n)에서 예약요구열(DQ) 내에 저장된 예약요구(DQ(n))의 수는, 상기 블록(102)에 의하여 최

근에 수신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n) 내의 데이터슬롯(RDS(n))의 수보다 크지만, 상수( )가 곱해진 데
이터슬롯(RDS(n))의 수보다는 작다. 또한 상기 시스템이 정상 상태이면, 블록(116)은 다음 업스트림 데이
터프레임으로 할당된 미니슬롯(MS(n+1))의 수를 다음 식으로부터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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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여기서, S는 데이터프레임 내에 슬롯의 총 수를 나타내고, m은 하나의 슬롯이 재분할되어 미니슬롯으로 
될 때 그 미니슬롯의 수를 나타내고, e는 2.718281828 . . .를 나타내고, MS(n+1)은 다음 업스트림 데이
터프레임에 대한 미니슬롯의 수를 나타내고, k는 예약요구에 의하여 예약된 데이터슬롯의 평균수를 나타
내고, M은 정상상태의 미니슬롯의 수를 나타낸다.

블록(114)이 상기 CATV시스템(10)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결정하면, 블록(118)은 이산시간(n)에서 헤드엔
드(12)의 예약요구열(DQ) 내에서 예약요구(DQ(n))의 수가 최근에 수신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n) 내에
서 데이터슬롯(RDS(n))의 수보다 작은지 결정하여, 작다고 판단하면 블록(120)은 다음 업스트림 데이터프
레임(n+1)으로 할당되는 미니슬롯(MS(n+1))의 수를 다음 식으로부터 결정한다.

 ----- (3)

여기서, DQ(n)은 이산시간(n)에 헤드엔드(12)의 예약요구열(DQ) 내에 예약요구(DQ(n))의 수를 나타낸다.

블록(114)이 CATV  시스템(10)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결정하고, 블록(118)이 이산신간(n)에 헤드엔드(1
2)의  예약요구열(DQ)에서  예약요구(DQ(n))의  수가  최근에  수신된  데이터프레임(n)  내에 데이터슬롯
(RDS(n))의 수보다 작다고 결정하면, 블록(122)은 다음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n+1)에 할당된 미니슬롯
(MS(n+1))의 수를 다음 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 (4)

여기서, RDS(n)은 최근에 수신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내의 데이터슬롯의 수를 나타낸다.

상기 블록(124)은, 다음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n+1) 내에 전송되고, 상기 블록(112)에 의하여 결정된 구
메시지 범위매개변수(R1(n+1))가 다음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n+1)으로 할당되고 상기 식(2) 내지 식(4)
에 의하여 결정된 미니슬롯(MS(n+1))의 수보다 작은지 결정한다.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R1(n+1))가 미니
슬롯(MS(n+1))의 수보자 작다면, 블록(126)은 구메시지 미니슬롯(MS(n+1))의 수와 상기 업스트림 데이터
프레임(n+1)에 대하여 신규메시지 미니슬롯(MS0(n+1))의 수를 다음 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 (5)

 ---- (6)

여기서, R1(n+1)은 블록(112)에 의하여 결정되고, MS(n+1)은 상기 식(2) 내지 식(4) 중에서 하나의 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반면에, 상기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R1(n+1))가 미니슬롯(MS(n+1))의 수보다 작으면, 블록(128)은 다음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n+1)에  대하여  구메시지  미니슬롯(MS(n+1))의  수와  신규메시지 미니슬롯

(MS0(n+1))의 수를 다음 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 (7)

 ----------------- (8)

여기서, MS(n+1)은 상기 식(2) 내지 식(4) 중에서 하나의 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상기 식(5) 내지 식(8)으로부터  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블록(130)은 다음 식에 의하여 신규메시지 범위매개변수(R0(n+1))를 결정한다.

---(9)

여기서, n은 최근에 수신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을 나타내고, n+1은 다음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을 나
타내고, R0(n+1)은 다음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에 대하여 신규메시지 범위매개변수를 나타내고, R0(n)은 
최근에 수신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n)에 대하여 신규메시지 범위매개변수를 나타내고, N은 블록(110)
에 의하여 복구된 대로 가입자국(141 - 14n)의 총 수를 나타내고, MS0(n+1)은 블록(126) 또는 블록(128)에 

의하여 정의된 대로 다음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n+1) 내에 있는 신규메시지 미니슬롯의 수를 나타내고, 
MS0(n)은 블록(108)에 의하여 정의되는 대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내에 있는 신규메시지 미니슬롯의 수
를 나타내고, Col0(n)은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n) 내에 있는 충돌된 신규메시지 미니슬롯(MS0(n))의 수
를 나타내고, e는 2.7181828 . . .을 나타낸다.

신규메시지  범위매개변수(R0(n+1))가  블록(130)에  의하여  결정되면,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R1(n+1))는 
블록(112)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n+1) 내에 신규메시지 미신슬롯(MS0(n+1))의 
수는 블록(126) 또는 블록(128)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n+1) 내에 구 미니슬롯
(MS1(n+1))의 수는 블록(126) 또는 블록(128)에 의하여 결정되고, 블록(132)은 1) 신규 및 구메시지 범위
매개변수(R0(n+1) 및 R1(n+1))와, 2) 신규메시지 미니슬롯(MS0(n+1)), 구메시지 미니슬롯(MS1(n+1)) 및/
또는  데이터슬롯(RDS)에  기여하는  다음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의  부분을  정의하는  미니슬롯 매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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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와, 3) 예약요구열(DQ) 내에 다소 또는 모든 예약요구를 토대로 하는 긍정응답과, 4) 상기 가입자국
(14 1  - 14n )에  대한  소정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다음 다운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을 전송한다. 데이터슬롯

(RDS(n+1))의 수는, 예를 들어, S - MS(n+1)과 등식이 성립한다.

각각의 상기 가입자국(141 - 14n)은 도 4에 도시된 프로그램(200)을 실행한다. 상기 프로그램(200)이 실행

되면, 블록(202)은 해당 가입자국(141 - 14n)으로 하여금, 특히 신규 및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R0 및 R

1)와, 미니슬롯 매개변수(MAP)와, 긍정응답(가입자국(141 - 14n) 방향의 데이터슬롯 할당을 포함함)을 포

함하는 다음 다운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을 대시시킨다. 다음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이 수신되면, 블록(20
4)은 해당하는 가입자국(141 - 14n)이 경합해소상태에 있는지 결정한다. 가입자국(141 - 14n)이 이전 업스

트림 데이터프레임 내에 예약요구를 전송하면 해당하는 가입자국(141 - 14n)이 경합해소상태에 있게 되고, 

상기 가입자국(141 - 14n)은 후속 다운스트림 데이터프레임 내에 긍정응답을 수신하지 않는다. 대응하는 

가입자국(141 - 14n)이 경합해소상태에 있으면, 블록(206)은, 헤드엔드(12)로부터 최근에 수신된 다운스트

림 내에 포함된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R1)에 의하여 구해진 범위 내에 전송매개변수(N1)를 생성한다. 구
메시지 범위매개변수(R1)에 의하여 구해진 상기 범위는 0과 R1 사이의 범위와, 1과 R1사이의 범위와, R0
과 R1사이의 범위 또는 그와 같은 범위이다. 전송매개변수(N1)는 그 전송매개변수에 해당하는 가입자국
(141 - 14n)이 상기 헤드엔드(12)에 이전 전송된 예약요구를 재 전송하는 것이 허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용된다. 전송매개변수(N1)는 난수로서 블록(206)에 의하여 생성된다. 따라서, 경합해소상태에 있는 각 가
입자국(141 - 14n)은,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R1)에 의하여 구한 범위 내에 난수로서 그 가입자국(141 - 

14n)의 매개변수를 생성하기 때문에, 상기 가입자국들의 전송 확률은 범위(R1)의 간격을 따라서 통계적으

로 퍼지게 된다.

블록(206)에 의하여 생성된 N1의 값이, 헤드엔드(12)로부터 최근에 수신된 다운스트림 데이터프레임 내에 
포함된 미니슬롯 매개변수(MAP)에 의하여 정의된 구메시지 미니슬롯(MS1)중에서 하나에 대응하는지, 블록
(208)은 결정한다. 즉, 미니슬롯 매개변수(MAP)가 맵이라면, 상기 블록(208)은 N1의 값이 맵 내에 정의된 
구메시지 미니슬롯들(MS1) 중에서 하나에 대응하는지 결정한다. 반면에, 미니슬롯 매개변수(MAP)가 경계
라면, 상기 블록(208)은 N1의 값이 구메시지 미니슬롯(MS1)을 포함하는 경계 내에 있는지 결정한다.

상기 블록(208)이, N1의 값이 미니슬롯 매개변수(MAP)에 의하여 정의된 구메시지 미니슬롯들(MS1) 중에 
하나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상기 가입자국(141 - 14n)은 다음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내에 이전 

전송된 예약요구를 전송할 수 없지만, 비록 블록(204), (206), (208)의 실행과 이전 전송된 예약요구의 
재선송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대신에 시도를 하기 위한 또 다른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의 전송을 대기해
야만 한다. 반면에, N1의 값이 미니슬롯 매개변수(MAP)에 의하여 정의된 구메시지 미니슬롯들(MS1) 중에
서 하나에 대응하면, 블록(210)은 전송매개변수(N1)와 동일한 값을 갖는 구메시지 미니슬롯으로 헤드엔드
(12)로 이전 전송된 예약요구를 재 전송한다.

블록(208)이, 블록(206)에 의하여 발생되는 N1의 값이 상기 헤드엔드(12)로부터 최근에 전송된 다운스트
림 데이터프레임 내에 포함된 미니슬롯 매개변수(MAP)에 의하여 정의된 구메시지 미니슬롯들(MS1) 중에서 
하나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거나, 블록(210)이 상기 헤드엔드(12)에 이전 전송된 예약요구를 재 전
송하지만 상기 가입자국(141 - 14n)이 재 전송된 이전 전송된 예약요구의 긍정응답을 수신하지 않는다면, 

상기 가입자국(141 - 14n)은 프로그램(200)을 통하여, 상기 가입자국(141 - 14n)이 다음 업스트림 데이터프

레임동안에 이전 전송된 예약요구를 재 전송하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패스 동안에 경합해소 처
리(즉, 블록(204) 내지 블록(210))를 재실행한다.

블록(204)이 해당하는 가입자국(141 - 14n)이 경합해소상태에 있지 않다고 결정하거나, 블록(208)이 블록

(206)에 의하여 생성된 N1의 값이 상기 헤드엔드(12)로부터 최근에 수신된 다운스트림 데이터프레임 내에 
포함된 미니슬롯 매개변수(MAP)에 의하여 정의된 구메시지 미니슬롯들 중에서 하나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거나, 블록(210)이 상기 헤드엔드(12)에 이전 전송된 예약요구를 재전송한 후라면, 블록(212)은 가
입자국(141 - 14n)이 전송된 신규메시지를 갖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신규메시지가 이전 예약요구가 소정의 

가입자국(141 - 14n)에 의하여 생성되지 않은 메시지가 된다. 블록(212)이 가입자국(141 - 14n)이 전송할 

신규 메지지를 갖는다고 결정하면, 블록(214)은 상기 헤드엔드(12)로부터 최근에 수신된 다운스트림 데이
터프레임 내에 포함된 신규메시지 범위매개변수(R0)에 의하여 구해진 범위 내에 전송매개변수(N0)를 생성
한다. 상기 신규메시지 범위 매개변수(R0)에 의하여 구해진 범위는, 0과 R0사이의 범위와, 1과 R0사이의 
범위와, R0과 R1사이의 범위와 그와 같은 식의 범위일 수가 있다. 상기 전송매개변수(N0)는 그 전송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가입자국(141 - 14n)이 상기 헤드엔드(12)로 신규메시지와 관계된 신규 예약요구를 전송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상기 전송매개변수(N0)는 난수로서 블록(214)에 의하여 생성
될 수 있다. 따라서, 각 가입자국(141 - 14n)이, 신규메시지 범위매개변수(R0)에 의하여, 구해진 범위 내

에 난수로서 각 가입자국(141 - 14n)의 전송매개변수(N0)를 생성하기 때문에, 상기 가입자국(141 - 14n)의 

전송 확률은 범위(R0)의 간격을 따라서 통계적으로 널리 펴지게 된다.

블록(216)은, 블록(206)에 의하여 생성된 N0의 값이, 상기 헤드엔드(12)로부터 최근에 전송된 다운스트림 
데이터프레임 내에 포함된 미니슬롯 매개변수(MAP)에 의하여 정의되는 신규메시지 미니슬롯들(MS0) 중에
서 하나에 대응여부를 결정한다. 즉, 상기 미니슬롯 매개변수(MAP)가 맵(map)이라면, 블록(216)은 N0의 
값이 상기 맵 내에 정의된 신규메시지 미니슬롯들(MS0)중에 하나와 동일여부를 결정한다. 반면에, 상기 
미니슬롯 매개변수(MAP)가 경계라면, 블록(208)은 N0의 값이 신규메시지 미니슬롯(MS0)을 포함하는 경계 
내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블록(216)은 N0의 값이 미니슬롯 매개변수(MAP)에 의하여 정의된 신규메시지 미니슬롯들(MS0) 중에서 하
나와 대응한지 않으면, 가입자국(141 - 14n)은 다음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내에 신규 예약요구를 전송할 

수 없으나, 블록(212), (214), (216)의 실행과 신규 예약요구의 전송을 통하여, 대신에 시도될 다른 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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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림 데이터프레임의 전송을 대기해야만 한다. 반면에, N0의 값이 미니슬롯 매개변수(MAP)에 의하여 정의
된 신규메시지 미니슬롯들(MS0)  중에서 하나와 대응하면, 블록(218)은 신규 예약요구를 헤드엔드(12)에 
전송한다. 상기 가입자국(141 - 14n)이 상기 신규 예약요구의 긍정응답을 수신하지 않으면, 가입자국(141 

- 14n)은 가입자국(141 - 14n)이 다음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도안에 상기 예약요구를 재전송여부를 결정하

기 위하여 프로그램(200)을 통하여 다음 패스 동안에, 경합해소처리(블록(204 - 210))를 실행한다.

블록(212)이 해당하는 가입자국(141 - 14n)이 전송할 신규메시지를 갖는다고 결정하거나, 블록(216)이, 블

록(214)에 의하여 생성된 N0의 값이 상기 헤드엔드(12)로부터 최근에 수신된 다운스트림 데이터프레임 내
에 포함된 미니슬롯 매개변수(MAP)에 의하여 정의된 신규메시지 미니슬롯들(MS0) 중에서 하나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거나, 상기 블록(218)이 헤드엔드(12)로 신규 예약요구를 전송한 후라면, 블록(220)은, 
최근에 수신된 다운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이 가입자국(141 - 14n)이 구메시지를 전송하는 다음 업스트림 데

이터프레임 내에 하나 이상의 데이터슬롯(RDS)이 할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기 메시지는 소정의 가
입자국(141 - 14n)에 의하여 생성되는 이전 성공적인 예약요구에 대한 메시지를 의미한다. 블록(220)이, 

최근에 수신된 다운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이 가입자국(141 - 14n)이 구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업스트림 데이

터프레임 내에서 데이터슬롯(RDS)을 갖으면, 블록(22)은 상기 가입자국(141 - 14n)에 예약된 데이터슬롯으

로 상기 메시지를 삽입한다.

블록(220)이 데이터슬롯이 상기 가입자국(141 - 14n)으로 예약되지 않았던 데이터슬롯이라고 결정하거나, 

상기 블록(222)이 이전예약요구에 대응하여 예약된 데이트슬롯으로 메시지를 삽입한 후라면, 상기 프로그
램(200)은 다음 다운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을 대기하기 위하여 블록(202)으로 복귀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업스트림 채널을 위하여 가입자국(141 - 14n)에 의하여 생성된 요구량에 따라 채널 자

원을 적절하게 할당한다. 상기 헤드엔드(12)로 전송될 데이터를 갖는 가입자국(141 - 14n)의 수가 증가함

에 따라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내에서 발생하는 충돌의 기회도 증가한다.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내
에서 충돌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메시지 및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R0 및 R1)의 수는 증가하고, 이
와 같은 것은 가입자국(141 - 14n)이 후속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의 미니슬롯 내에 예약요구를 삽입할 수 

있는 확률을 감소시키려고 한다. 또한, 헤드엔드(12)에 전송할 데이터를 갖는 가입자국(141 - 14n)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기 헤드엔드(12)의 예약요구열(DQ) 내에 예약요구의 수도 증가한다. 상기 예약요구열
(DQ)에서 예약요구열의수가 증가함에 따라, 후속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에 할당된 미니슬롯의 수는 감소
한다.

마찬가지로, 상기 헤드엔드(12)로 전송할 데이터를 갖는 가입자국(141 - 14n)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업스

트림 데이터프레임 내에서 일어날 충돌의 기회도 감소한다.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내에서 충돌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신규메시지 및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R0 및 R1)의 값은 감소되고, 이와 같은 가입자국
(141 - 14n)이 후속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의 미니슬롯 내에 예약요구를 삽입할수 있는 확률을 증가시키려

고 한다. 또한, 헤드엔드(12)에 전송할 데이터를 갖는 가입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상기 헤드엔드(12)
의 예약요구열(DQ) 내에서 예약요구의 수도 감소한다. 예약요구열(DQ)에서 예약요구의 수가 감소함에 따
라, 후속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으로 할당되는 미니슬롯의 수는 감소한다.

따라서, 예약요구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상기 헤드엔드(12)는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에서 가입자국(141 - 

14n)에 의하여 전송되는 성공적인 예약요구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입자국(141 - 14n)을 할당되는 미

니슬롯의 수를 감소시킨다. 또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내에서 충돌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메시지 
및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R0 및 R1)의 값은 증가되고, 이와 같은 것은 후속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으로 
할당된 미니슬롯 내에 예약요구의 전송이 허용되는 가입자국(141 - 14n)의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게 

한다.  따라서,  미니슬롯 매개변수(MAP0,  MAP1)  및  신규메시지 및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R0  및  R1)는 
CATV 시스템(10) 내의 데이터 트래픽을 적절하게 조절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본 발명의 기술 분야에 당업자는 본 발명의 실시예로부
터 다른 실시예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가입자국(141 - 14

n)은 신규메시지 및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R0 및 R1)에 의하여 구해진 범위 내로 축소되는 난수로서, 가

입자국(14 1  - 14n )의  전송매개변수(N1  및  N0)를  결정한다.  대신에,  전송매개변수(N1  및  N0)는, 가난수

(pseudo random number) 단위 또는 범위매개변수(R0 및 R1)를 통하여 가입자국(141 - 14n)의 전송매개변수

(N1 및 N0)를 널리 퍼지게 하는 경향이 있는 다른 단위의 각 가입자국(141 - 14n)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

라서, 전송매개변수(N1 및 N0)의 난수가 발생하는 것은 전송매개변수(N1 및 N0)의 난수를 생성할 뿐만 아
니라, 전송매개변수(N1 및 N0)의 가난수 발생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전송매개변수(N1 및 N0)도 생성된다
고 이해야만 한다.

또한,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의 크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정되어 있지만, 상기 
데이터프레임의 크기가 트래픽 부하에 따라 적적하게 가변적일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규메시지 및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R0 및 R1)는, 데이터의 우선 순위에 
상관없이, 가입자국(141 - 14n)이 전송할 데이터를 갖으면 전송매개변수(N1 및 N0)를 발생하는 가입자국

(141 - 14n)에 의하여 이용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신규메시지 및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R0L 및 R1L)는, 

가입자국(141 - 14n)이 전송할 낮은 순위의 데이터를 갖으면, 해당하는 전송매개변수(N1L 및 N0L)를 발생하

는 가입자국(14 1  - 14n )에 의하여 이용되고, 더 큰 신규메시지 및 더 큰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R0 H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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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H)는 가입자국(141 - 14n)이 전송할 높은 순위의 데이터를 갖으면, 해당하는 전송매개변수(N1H 및 N0H)를 

발생하는 가입자국(141 - 14n)에 의하여 이용된다. 그러면, 상기 가입자국(141 - 14n)이 낮은 순위의 데이

터를 전송할 수만 있다면, 신규메시지 및 구메시지 매개변수(R0L 및 R1L)에 해당하는 전송매개변수(N0L 및 

N1L)는 결정되고, 가입자국(141 - 14n)이 높은 순위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만 있다면, 신규메시지 및 구메

시지 범위매개변수(R0H 및 R1H)에 해당하는 전송매개변수(N0H 및 N1H)는 결정된다. 따라서, 가입자국(141 - 

14n)은 성공적으로 가입자국(141 - 14n)이 전송할 높은 데이터 우선 순위를 가질 때, 예약요구를 성공적으

로 전송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본 발명은 CATV에서 데이터의 전송과 연관지어 서술했지만, 본 발명은 다른 형태의 시스템에서 데
이터의 전송과 연관지어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의 데이터슬롯이 단지 예약된 데이터슬롯으로서 서술되었다고 
해도,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의 데이터슬롯이 데이터슬롯으로 예약되는 것 이외의 목적에도 이용될 수 있
다.

본 발명은 도면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본 발명의 기술분야의 당업자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
도록 하였다. 본 발명의 기술분야에 당업자는 발명의 정신에 벗어남이 없이 본 발명의 실시예로부터 맣은 
실질적인 변경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본 발명은 청구항이 정의한 바에 의하여 보호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범위매개변수(R0 및 R1)와, 후속 다운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을 위한 신규메시지 및 구메시지 미니슬롯(MS0 
및 MS1)을 정의한 미니슬롯 매개변수(MAP)로 구성된 다운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을 수신하는 수신수단과,

수신기가 재전송된 구메시지 예약요구를 갖는 경우에, 범위매개변수(R1)에 의하여 정의된 범위 내에 전송
매개변수(N1)를 발생하고, 수신기가 전송된 신규메시지 예약요구를 갖는 경우에, 상기 범위매개변수(R0)
에 의하여 정의된 범위 내에 전송매개변수(N0)를 발생하는 전송매개변수 발생수단과,

상기 전송매개변수(N1)가 상기 구메시지 미니슬롯들(MS1) 중의 하나에 대응하는 경우에, 업스트림 데이터
프레임의 미니슬롯 내에 구메시지 예약요구를 전송하고, 상기 전송매개변수(N0)가 상기 신규메시지 미니
슬롯들(MS0) 중에서 하나에 대응하는 경우에,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의 미니슬롯 내에 신규메시지 예약요
구를 전송하는 전송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후속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은 S 개의 슬롯을 갖고,

상기 S 개의 슬롯은 MS 개의 미니슬롯 및/또는 DS 개의 데이터슬롯을 갖고,

MS는 MSmin 에서 MSmax 범위 내에 있고,

여기서, MS = MS0 + MS1이고,

DS는 DSmin 에서 DSmax 범위 내에 있고,

여기서, MSmax = S이고 DSmin = 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DSmax = S 이고, 상기 MSmin = 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DSmin = S - DSmax  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후속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은 S 개의 슬롯을 갖고,

상기 S 개의 슬롯은 MS 개의 미니슬롯 및/또는 DS 개의 데이터슬롯을 갖으며,

MS 는 MSmin 에서 MSmax 범위 내에 있고,

여기서, MS = MS0 + MS1이며,

DS는 DSmin 에서 DSmax 범위 내에 있고,

여기서, DSmax = S이고 MSmin = 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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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후속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은 S 개의 슬롯을 갖고,

상기 S 개의 슬롯은 MS 개의 미니슬롯 및/또는 DS 개의 데이터슬롯을 갖으며,

MS 는 MSmin 에서 MSmax 범위에 있고,

여기서, MS = MS0 + MS1이고,

DS는 DSmin 에서 DSmax 범위에 있고,

여기서, MSmin = S - DSmax  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매개변수(N1 및 N0)는 난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8 

범위매개변수(R0 및 R1)와 미니슬롯(MS0 및 MS1)을 정의하는 미니슬롯 매개변수 (MAP)를 갖는 다운스트림 
데이터프레임 수신단계와,

상기 수신기가 재전송한 이전 전송된 예약요구를 갖는 경우에, 범위매개변수(R1)에 의하여 정의되는 범위 
내에 전송매개변수(N1) 생성단계와,

상기 수신기가 전송된 신규 예약요구를 갖는 경우에, 범위매개변수(R0) 의하여 정의되는 범위 내에 전송
매개변수(N0) 생성단계와,

상기 전송매개변수 N1이 상기 미니슬롯들(MS1) 중에서 하나에 대응하는 경우에,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의 
미니슬롯 내에 이전 전송된 예약요구 재전송단계와,

상기 전송매개변수 N0이 상기 미니슬롯들(MS0) 중에서 하나에 대응하는 경우에,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의 
미니슬롯 내에 신규 예약요구 전송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에 의한 예약요구 전송
방법.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은 S 개의 슬롯을 갖고, 상기 S 개의 슬롯은 MS 개의 미니슬롯 및/또는 DS 개
의 데이터슬롯을 갖고,

MS 는 MSmin 에서 MSmax 범위에 있고,

여기서, MS = MS0 + MS1이고,

DS는 DSmin 에서 DSmax 범위에 있고,

여기서, MSmax = S이고 DSmin = 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에 의한 예약요구 전송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DSmax = S이고, MSmin = 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에 의한 예약요구 전송방법.

청구항 11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MSmin = S - DSmax  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에 의한 예약요구 전송방법.

청구항 12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은 S 개의 슬롯을 갖고,

상기 S 개의 슬롯은 MS 개의 미니슬롯 및/또는 DS 개의 데이터슬롯을 갖고,

MS 는 MSmin 에서 MSmax 범위에 있고,

여기서, MS = MS0 + MS1이고,

DS는 DSmin 에서 DSmax 범위에 있고,

여기서, DSmax = S이고 MSmin = 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에 의한 예약요구 전송방법.

청구항 13 

제 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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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은 S 개의 슬롯을 갖고,

상기 S 개의 슬롯은 MS 개의 미니슬롯 및/또는 DS 개의 데이터슬롯을 갖고,

MS 는 MSmin 에서 MSmax 범위에 있고,

여기서, MS = MS0 + MS1이고,

DS는 DSmin 에서 DSmax 범위에 있고,

여기서, MSmin = S - DSmax  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에 의한 예약요구 전송방법.

청구항 14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매개변수(N1) 생성단계는

난수로서, 상기 전송매개변수(N1)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전송매개변수(N0) 생성단계는

난수로서, 상기 전송매개변수(N0)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에 의한 예
약요구 전송방법.

청구항 15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재전송단계는

상기 전송매개변수 N1에 대응하는 미니슬롯 내에 이전 전송된 예약요구를 재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전송단계는

상기 전송매개변수 N0에 대응하는 미니슬롯 내에 신규 예약요구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통신시스템에 의한 예약요구 전송방법.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매개변수 N1 생성단계는

난수로서 상기 전송매개변수 N1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전송매개변수 N0 생성단계는

난수로서 상기 전송매개변수 N0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에 의한 예약
요구 전송방법.

청구항 17 

데이터슬롯 RDS(n+1) 및/또는 미니슬롯 MS(n+1)을 포함하는 복수개의 데이터슬롯으로 구성되는 데이터프
레임 내에 데이터로 통신하는 복수개의 국을 갖는 통신스스템에 있어서,

제 1국에서 신규메시지 범위매개변수 R0(n+1) 및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 R1(n+1)를 결정하는 범위매개변
수 결정수단과,

상기 제 1국에서 신규메시지 미니슬롯 MS0(n+1) 및 구메시지 미니슬롯 MS1(n+1)을 정의하는 미니슬롯 매
개변수 MAP를 결정하는 미니슬롯 매개변수 결정수단과,

상기 제 1국에서 신규메시지 범위매개변수 R0(n+1) 및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 R1(n+1)와 상기 미니슬롯 
매개변수 MAP를 제 2국으로 전송하는 제 1국 전송수단과,

상기 제 2국에서, 상기 신규메시지 범위매개변수 R0(n+1)에 대응하는 범위 내에 신규메시지 전송매개변수 
N0을 결정하고, 상기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 R1(n+1)에 대응하는 범위 내에 구메시지 전송매개변수 N1을 
결정하는 전송매개변수 결정수단과,

상기 제 2국에서, 상기 신규메시지 전송매개변수 N0이 상기 신규메시지 미니슬롯들 MS0(n+1)에 대응하는 
경우에, 상기 제 1국으로 신규 예약요구를 전송하고, 상기 구메시지 전송매개변수 N1이 상기 구메시지 미
니슬롯들 MS1(n+1)에 대응하는 경우에, 상기 제 1국으로 이전 전송된 예약요구를 전송하는 제 2국 전송수
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미니슬롯 매개변수 결정수단은 MS(n+1)를

1)  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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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로 결정하고,

2)  인 경우에는

식  로 결정하고,

3) 인 경우에는

식  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여기서, RDS(n)는 이전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 내에 있는 미니슬롯의 수이고, DQ(n)은 이산시간 n에서 
예약활성에 대응하고, S는 하나의 데이터프레임 내에 있는 데이터의 총수이고, m은 하나의 슬롯이 분리되
어 형성된 미니슬롯의 수이고, 자연대수 e는 2.71828182 . . . 이고, MS(n+1)은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1 do 대한 미니슬롯의 수이고, MS(n+1) = MS0(n+1) + MS1(n+1)이고, k는 예약요구에 의하여 예약된 데

이터슬롯의 평균수이고, 는 상수, M은 정상 상태에서 미니슬롯의 수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
신시스템.

청구항 19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범위매개변수 결정수단은

이산시간 n+1에 대하여 상기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 R1(n+1)을

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여기서, n은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을 나타내고, n+1은 다음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을 나
타내고, R1(n+1)은 다음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1에 대하여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를 나타내고, R1(n)
은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에 대하여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를 나타내고, N은 통신시스템에
서 국의 총수를 나타내고, MS1(n)은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트프레임 내에 구메시지 미니슬롯의 수
를 나타내고, Col0(n)은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내에 충돌된 신규메시지 미니슬롯 MS0(n)
의  수를  나타내고,  Col1(n)은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내에  충돌된  구메시지  미니슬롯 
MS1(n)의 수를 나타내고, e는 2.718281828 . . . 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미니슬롯 매개변수 결정수단은 MS(n+1)을

1)  인 경우에는

식  로 결정하고,

2)  인 경우에는

식  로 결정하고,

3) 인 경우에는

식  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여기서, RDS(n)는 이전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 내에 있는 미니슬롯의 수이고, DQ(n)은 이산시간 n에서 
예약활성에 대응하고, S는 하나의 데이터프레임 내에 있는 데이터의 총수이고, m은 하나의 슬롯이 분리되
어 형성된 미니슬롯의 수이고, 자연대수 e는 2.71828182 . . . 이고, MS(n+1)은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1 do 대한 미니슬롯의 수이고, MS(n+1) = MS0(n+1) + MS1(n+1)이고, k는 예약요구에 의하여 예약된 데

이터슬롯의 평균수이고, 는 상수, M은 정상 상태에서 미니슬롯의 수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
신시스템.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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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미니슬롯 매개변수 결정수단은

신규메시지 미니슬롯 MS0(n+1) 및 구메시지 미니슬롯 MS1(n+1)을

R1(n+1) 〈 MS(n+1)인 경우에는

 과

 로 결정하고,

R1(n+1)  MS(n+1)인 경우에는

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범위매개변수 결정수단은

이산시간 n+1에 대하여, 상기 신규메시지 범위매개변수 R0(n+1)을

 

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여기서, MS0(n)은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 내에 구메시지 미니슬롯의 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23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범위매개변수 결정수단은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에 대하여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 R1(n)을 토대로 하고, 국의 총 
수를 토대로 하고,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 내에 있는 구메시지 미니슬롯 MS1(n)의 수를 
토대로 하고,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 내에서 충돌된 신규메시지 미니슬롯 MS0(n)의 수를 
토대로 하고,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 내에 있는 충돌된 구메시지 미니슬롯 MS1(n)의 수
를 토대로 하여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 R1(n+1)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24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미니슬롯 매개변수 결정수단은

예약요구 활성화를 토대로 하여 미니슬롯 매개변수 MS(n+1)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미니슬롯 매개변수 결정수단은

R1(n+1) 과 MS(n+1)을 토대로 하여, 신규메시지 미니슬롯 매개변수 MS0(n+1) 및 구메시지 미니슬롯 매개
변수 MS1(n+1)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범위매개변수 결정수단은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에 대하여 신규메시지 범위매개변수 R0(n)을 토대로 하고, 국의 
총 수를 토대로 하고,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 내에 있는 신규메시지 미니슬롯 MS0(n)의 
수를 토대로 하고,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 내에서 충돌된 신규메시지 미니슬롯 MS0(n)의 
수를  토대로  하고,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  내에  있는  충돌된  신규메시지  미니슬롯 
MS0(n)의 수를 토대로 하여 신규메시지 범위매개변수 R0(n+1)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27 

제 2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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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미니슬롯 매개변수 결정수단은

MS(n+1)을  토대로  하여,  신규메시지  미니슬롯  매개변수  MS0(n+1)  및  구메시지  미니슬롯  매개변수 
MS1(n+1)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28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범위매개변수 결정수단은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에 대하여 신규메시지 범위매개변수 R0(n)을 토대로 하고, 국의 
총 수를 토대로 하고,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 내에 있는 신규메시지 미니슬롯 MS0(n)의 
수를 토대로 하고,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 내에서 충돌된 신규메시지 미니슬롯 MS0(n)의 
수를  토대로  하고,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  내에  있는  충돌된  신규메시지  미니슬롯 
MS0(n)의 수를 토대로 하여 신규메시지 범위매개변수 R0(n+1)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29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범위매개변수 결정수단은

최근에 수신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 내에 충돌된 미니슬롯의 수를 토대로 하여 구메시지 범위매개변
수 R1(n+1)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30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미니슬롯 매개변수결정수단은

예약요구 활성화를 토대로 하여 미니슬롯 매개변수 MS(n+1)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31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미니슬롯 매개변수 결정수단은

R1(n+1) 과 MS(n+1)을 토대로 하여, 신규메시지 미니슬롯 매개변수 MS0(n+1) 및 구메시지 미니슬롯 매개
변수 MS1(n+1)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32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범위매개변수 결정수단은

최근에 수신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 내에 충돌된 미니슬롯의 수를 토대로 하여 신규메시지 범위매개
변수 R0(n+1)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33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미니슬롯 매개변수 결정수단은

MS(n+1)을  토대로  하여,  신규메시지  미니슬롯  매개변수  MS0(n+1)  및  구메시지  미니슬롯  매개변수 
MS1(n+1)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34 

제 33항에 있어서,

상기 범위매개변수 결정수단은

최근에 수신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 내에 충돌된 미니슬롯의 수를 토대로 하여 신규메시지 범위매개
변수 R0(n+1)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35 

이산시간 n에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을 수신하는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수신수단과,

신규메시지 범위매개변수 R0(n+1) 및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 R1(n+1)을 결정하는 범위매개변수 결정수단
과,

이산신간 n+1에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1을 최소한 부분적으로 정의하고, 신규메시지 범위매개변수 
R0(n+1) 및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 R1(n+1)을 정의하는 미니슬롯 매개변수 MAP를 결정하는 미니슬롯 매개
변수 결정수단과,

신규메시지 범위매개변수 R0(n+1) 및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 R1(n+1)과 미니슬롯 매개변수 MAP를 전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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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송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36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미니슬롯 매개변수 결정수단은 MS(n+1)을

1)  인 경우에는

 로 결정하고,

2)  인 경우에는

 로 결정하고,

3) 인 경우에는

 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여기서, RDS(n)는 이전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 내에 있는 미니슬롯의 수이고, DQ(n)은 이산시간 n에서 
예약활성에 대응하고, S는 하나의 데이터프레임 내에 있는 데이터의 총수이고, m은 하나의 슬롯이 분리되
어 형성된 미니슬롯의 수이고, 자연대수 e는 2.71828182 . . . 이고, MS(n+1)은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1 do 대한 미니슬롯의 수이고, MS(n+1) = MS0(n+1) + MS1(n+1)이고, k는 예약요구에 의하여 예약된 데

이터슬롯의 평균수이고, 는 상수, M은 정상 상태에서 미니슬롯의 수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
신시스템.

청구항 37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범위매개변수 결정수단은

이산시간 n+1에 대하여, 상기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 R1(n+1)을

식

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여기서, n은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을 나타내고, n+1은 다음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을 나
타내고, R1(n+1)은 다음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1에 대하여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를 나타내고, R1(n)
은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에 대하여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를 나타내고, N은 네트워크에서 
국의 총수를 나타내고, MS1(n)은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내에 구메시지 미니슬롯의 수를 
나타내고, Col0(n)은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내에 충돌된 신규메시지 미니슬롯 MS0(n)의 
수를 나타내고, Col1(n)은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내에 충돌된 구메시지 미니슬롯 MS1(n)
의 수를 나타내고, e는 2.718281828 . . . 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38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미니슬롯 매개변수 결정수단은 MS(n+1)을

1)  인 경우에는

식  로 결정하고,

2)  인 경우에는

식  로 결정하고,

3) 인 경우에는

식  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여기서, RDS(n)는 이전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 내에 있는 미니슬롯의 수이고, DQ(n)은 이산시간 n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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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활성에 대응하고, S는 하나의 데이터프레임 내에 있는 데이터의 총수이고, m은 하나의 슬롯이 분리되
어 형성된 미니슬롯의 수이고, 자연대수 e는 2.71828182 . . . 이고, MS(n+1)은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1 do 대한 미니슬롯의 수이고, MS(n+1) = MS0(n+1) + MS1(n+1)이고, k는 예약요구에 의하여 예약된 데

이터슬롯의 평균수이고, 는 상수, M은 정상 상태에서 미니슬롯의 수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
신시스템.

청구항 39 

제 38항에 있어서,

상기 미니슬롯 매개변수 결정수단은

신규메시지 미니슬롯 MS0(n+1) 및 구메시지 미니슬롯 MS1(n+1)을

R1(n+1) 〈 MS(n+1)인 경우에는

 으로 결정하고,

R1(n+1)  MS(n+1)인 경우에는

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40 

제 39항에 있어서,

상기 범위매개변수 결정수단은

이산시간 n+1에 대하여, 상기 신규메시지 범위매개변수 R0(n+1)을

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여기서, MS0(n)은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 내에 구메시지 미니슬롯의 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41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범위매개변수 결정수단은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에 대하여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 R1(n)을 토대로 하고, 국의 총 
수를 토대로 하고,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 내에 있는 구메시지 미니슬롯 MS1(n)의 수를 
토대로 하고,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 내에서 충돌된 신규메시지 미니슬롯 MS0(n)의 수를 
토대로 하고,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 내에 있는 충돌된 구메시지 미니슬롯 MS1(n)의 수
를 토대로 하여 구메시지 범위매개변수 R1(n+1)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42 

제 41항에 있어서,

상기 미니슬롯 매개변수 결정수단은

예약요구 활성화를 토대로 하여 미니슬롯 매개변수 MS(n+1)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43 

제 42항에 있어서,

상기 미니슬롯 매개변수 결정수단은

R1(n+1) 과 MS(n+1)을 토대로 하여, 신규메시지 미니슬롯 매개변수 MS0(n+1) 및 구메시지 미니슬롯 매개
변수 MS1(n+1)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44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범위매개변수 결정수단은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에 대하여 신규메시지 범위매개변수 R0(n)을 토대로 하고, 국의 
총 수를 토대로 하고,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 내에 있는 신규메시지 미니슬롯 MS0(n)의 
수를 토대로 하고,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 내에서 충돌된 신규메시지 미니슬롯 MS0(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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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토대로  하고,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  내에  있는  충돌된  신규메시지  미니슬롯 
MS0(n)의 수를 토대로 하여 신규메시지 범위매개변수 R0(n+1)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45 

제 42항에 있어서,

상기 미니슬롯 매개변수 결정수단은

MS(n+1)을  토대로  하여,  신규메시지  미니슬롯  매개변수  MS0(n+1)  및  구메시지  미니슬롯  매개변수 
MS1(n+1)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46 

제 45항에 있어서,

상기 범위매개변수 결정수단은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에 대하여 신규메시지 범위매개변수 R0(n)을 토대로 하고, 국의 
총 수를 토대로 하고,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 내에 있는 신규메시지 미니슬롯 MS0(n)의 
수를 토대로 하고,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 내에서 충돌된 신규메시지 미니슬롯 MS0(n)의 
수를  토대로  하고,  최근에  수신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  내에  있는  충돌된  신규메시지  미니슬롯 
MS0(n)의 수를 토대로 하여 신규메시지 범위매개변수 R0(n+1)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47 

제 35항에 있어서,

상기 범위매개변수 결정수단은

최근에 수신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 내에 충돌된 미니슬롯의 수를 토대로 하여 구메시지 범위매개변
수 R1(n+1)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48 

제 47항에 있어서,

상기 미니슬롯 매개변수결정수단은

예약요구 활성화를 토대로 하여 미니슬롯 매개변수(MS(n+1))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49 

제 48항에 있어서,

상기 미니슬롯 매개변수 결정수단은

상기 R1(n+1) 과 상기 MS(n+1)를 토대로 하여, 신규메시지 미니슬롯 매개변수 MS0(n+1) 및 구메시지 미니
슬롯 매개변수 MS1(n+1)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50 

제 49항에 있어서,

상기 범위매개변수 결정수단은

최근에 수신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 내에 충돌된 미니슬롯의 수를 토대로 하여 신규메시지 범위매개
변수 R0(n+1) 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51 

제 48항에 있어서,

상기 미니슬롯 매개변수 결정수단은

MS(n+1)을  토대로  하여,  신규메시지  미니슬롯  매개변수  MS0(n+1)  및  구메시지  미니슬롯  매개변수 
MS1(n+1)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청구항 52 

제 51항에 있어서,

상기 범위매개변수 결정수단은

최근에 수신된 업스트림 데이터프레임 n 내에 충돌된 미니슬롯의 수를 토대로 하여 신규메시지 범위매개
변수 R0(n+1)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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