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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연속적인 프레임들(1,..4)의 그룹에 포함되는 프레임(1,..4)의 시작과 끝 사이에 위치되는, 연속적인 데이터 슬롯들(1,..
N)이 전송 채널(CH)을 통해 하나 이상의 이차국들(3-1,..3-n)에서 일차국(2)까지 업스트림 데이터 전송을 설정하
기 위해 인트라 프레임 그룹 정의된 데이터 슬롯 접속들에 할당되는, 방법이 설명된다. 이 시스템은 하이브리드 파이버 
동축 데이터 통신 시스템(hybrid fiber coax data communication system)일 수 있다. 일차국 및 하나 이상의 이차
국들 사이에 몇 개의 그런 데이터 슬롯 접속들은 이와 같이 정의된다. 이들 데이터 슬롯들(1,..N)은 적어도 하나의 데
이터 슬롯 접속에서 재할당됨으로써 연속적인 프레임들(1,..4)의 그룹의 시작 또는 끝 중 하나에서, 집중되는 이 데이
터 슬롯 접속들에 할당된다. 이 방법은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슬롯 접속의 재할당을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절히 
균형된 전송 채널을 만든다. 재할당은 재위치 및 프레임들의 다음 그룹 내에 그것의 재스케줄링될 기존 데이터 슬롯 접
속의 종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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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연속적인 프레임들의 그룹에 포함되는 프레임의 끝과 시작 사이에 위치되는, 연속적인 데이터 슬롯들이, 전
송 채널을 통해 하나 이상의 이차국들(secondary stations)에서 일차국(primary station)까지 업스트림 데이터 전송
(upstream data transfer)을 설정하기 위해 데이터 슬롯 접속들이 정의된 인트라 프레임 그룹에 할당되는, 방법에 관
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 방법을 적용하기에 적절한 전송 시스템, 그런 전송 시스템에 적절한 일차국, 그런 전송 시스템에 적
절한 이차국, 및 위의 방법의 동작을 반영한 대응하는 신호들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이러한 방법 및 전송 시스템은 이하의 표제된 논문으로부터 알려진다:" A Protocol for Efficient Transfer of Data 
Over Hybrid Fiber/Coax Systems" , by J.O. Limb et al., IEEE/ACM Transactions on Networking, Vol.5, No.
6, December 1997, pages 872-881. 알려진 전송 시스템은 데이터 모뎀들을 포함하는, 일차국 및 복수의 이차국들
로서, 헤드-엔드(head-end)를 포함한다. 일차국 및 이차국들은 하나 이상의 이차국들에서 일차국까지 데이터를 전송
을 위한 업스트림 채널, 및 일차국에서 이차국들까지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다운스트림 채널을 포함하는, 동축 파이
버 전송 매체(coax-fiber transmission medium)를 통해 결합된다. 전형적으로 경합 절차(contention procedure)
를 이용하는 요청-승인 후, 경합 프리 전송(contention free transmission)은 프리 업스트림 데이터 슬롯 접속에 승
인된다. 특히, 업스트림 전송은, 전송 속도들의 범위, 즉, 1-100Mbits/s, 및 35km까지의, 비교적 긴 거리들에 걸쳐 
매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프로토콜에 의해 제어되어야 한다. 게다가, 데이터 슬롯들은 연속적으로 그룹된 프레임들
에 포함되고, 이는 설정된 데이터 슬롯 접속들을 통해 각각의 이차국들에 의해 일차국으로 보내진다. 고정된-레이트 업
스트림 데이터 전송(fixed-rate upstream data transfer)이 프로토콜에 의해 구현되는 방법에 의해 유지되는 것은, 
이 논문에 설명된 것처럼 또한 중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그러나, 이 양상은 이 종래의 기술 논문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데이터 슬롯들의 전송을 스케줄링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본 발명의 목적이고, 이는 고정된 레이트 
업스트림 데이터 전송을 유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송 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한 업스트림 채널을 효율적으로 이용
한다.

또한, 이 발명에 따른 방법은 이 데이터 슬롯 접속들에 할당되는 이들 데이터 슬롯들이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접속을 재
할당함으로써 연속적인 프레임들의 그룹의 끝 또는 시작 중 하나에서 집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프레임들의 그룹 내에 프레임들의 끝 또는 시작 중 하나에서 -데이터 슬롯 접속이 할당되지 않은 이들 데이터 슬롯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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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용되지 않는 데이터 슬롯들을 집중화함으로써 특정 가이드라인들 및 표준들에 따르는 것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이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이점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비디오 방송(DVB) 가이드라인들을 고려하여, 이용 가능한 업스트
림 채널이 더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프레임들의 그룹 내에 프레임들의 끝에서 인트라 프레임 그룹 정의된 데이
터 슬롯 접속들을 스케줄링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 인트라 프레임 그룹 정의된 데이터 슬롯 접속들은 프레임들의 
동일한 그룹 내에 하나 이상의 프레임들에 걸쳐 확장하는 데이터 슬롯 접속들을 여기에 나타낸다. 또한 본 발명에서, 프
레임들의 그룹 내에 프레임들의 끝들의 가까운 영역에서 이용되는 데이터 슬롯들의 크기들의 가능한 불균형은 효율적
으로 제한되고, 그 결과 프레임 당 이용되는 데이터 슬롯들의 대략적으로 동일한 수가 다소 보증된다. 데이터 슬롯 접속
들의 재할당을 더 유리하게 제안함으로써, 연속적인 최적화는 이 불균형의 감소, 및 업스트림 채널의 이용 둘 다로부터 
성취된다.
    

    
반대로, 간단한 접속 승인 제어(simple connection admission Control)에 의해 쉽게 체크될 수 있는 것인, 충분한 데
이터 슬롯들이 이용 가능하면, 데이터 슬롯 접속들의 재할당의 스케줄링은 자유롭게 수행될 수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이용되지 않은 데이터 슬롯들이 특정한 프레임들의 끝 또는 시작으로부터 제외되면, 데이터 슬롯 접속들의 재할당들의 
수는 시간에 걸쳐 최저로 유지될 수 있다. 게다가, 이것은 임의의 복수의 이차국들과 일차국들 사이의 전송 채널의 임의
의 메시지 및 전송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는 그 역도 성립한다.
    

    
인트라 프레임 그룹 정의된 데이터 접속들의 데이터 슬롯들의 임의의 할당과 그런 할당을 위해 필요한 임의의 처리(ha
ndling)가 프레임들의 그룹 내에 속하는 프레임 내에 데이터 슬롯들로 제한되는 것이 여기에서 더 알려진다. 이 데이터
는 프레임들의 그룹에 관련된 슬롯 할당들을 반복하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슬롯들 내에 전송된다. 이 그룹들 내에 
관련된 스케줄링 및 그런 처리는 또한 반복되고, 만들어질 데이터 슬롯 접속들의 재할당이 없으면, 재스케줄링은 필요 
없고 이전에 계산된 로컬 스케줄이 반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것은 이 방법을 매우 효율으로 만든다.
    

이 발명에 따른 방법의 실시예는 인트라 프레임 그룹 정의된 데이터 슬롯 접속들이 그룹에서 연속적인 프레임들의 수 
당 슬롯들의 수로 표현되는 상수비(constant rate)를 가진 레이트 접속들이고, 이 레이트는 n 및 K가 고정되고, k=0, 
1, 2..,k인 식{1/n k}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유리하게 주기적이고 이용 가능한 데이터 슬롯들에 걸쳐 고르게 분포될 수 있을 고정된 레이트 접속들은 nk프
레임들의 그룹 내에 연속적인 프레임들에서 데이터 슬롯들에 걸쳐 자유롭게 스케줄될 수 있고, 이것은 데이터 슬롯 할
당에서 충돌이 존재하지 않는 한 존재한다. 예를 들어, n=K=2이면, 데이터 레이트 접속들의 다음 세트들은, 프레임들
의 하나의 그룹이 4 프레임들을 포함하는 경우에, 각각 프레임 당 1 데이터 슬롯, 2 프레임들 당 1 데이터 슬롯, 및 4 
프레임들 당 1 데이터 슬롯을 가진 즉, 1, 1/2, 1/4 레이트가 가능하다.

이 발명에 따른 방법의 추가 실시예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슬롯 접속의 재할당이 이벤트 구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그래서 이벤트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재할당은 발생하지 않고, 동일한 로컬 스케줄은 바람직하게 프레임들의 모든 그룹
에 대해 이용될 수 있다. 특히, 재할당은 구동하는 이벤트들은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슬롯 접속의 추가 또는 종료에 관
련하고, 이들 이벤트들은 프레임들의 그룹 내에 잘 정의된다.

이 발명에 따른 방법의 더 추가한 실시예는, 재할당이 재할당될 기존 데이터 슬롯 접속의 종료와 프레임들의 다음 그룹
에서 그것의 재스케줄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이 발명에 따른 방법의 이 실시예는 재스케줄링 
및 종료의 예측할 수 있는 2 가지 단계 처리를 포함한다.

    
이 발명에 따른 방법의 또다른 실시예는 데이터 슬롯들이 프레임들의 시작에서 끝까지 개별적으로 동일하게 넘버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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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들을 형성하도록 프레임들의 그룹에서 프레임들의 대응하는 끝들이 나란히 스택되도록 모델링되면, 프레임들의 끝에
서부터 시작하는, 주요층(main layer)은 중간층(intermediate layer)으로서 정의된 열 넘버 또는 최저 데이터 슬롯을 
가진 주요층의 열을 제외한, 데이터 접속들에 완전히 할당되는 프레임들의 그룹 내에 데이터 슬롯들의 열들을 포함하여 
정의될 수 있고, 윤곽층(contour layer)은 완전히 할당된 데이터 슬롯들을 포함하지 않는 열들 또는 이들 열로서 정의
될 수 있으며, 층들은 데이터 슬롯 접속들을 재스케줄링 및/또는 스케줄링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위에 알려진 바와 같은, 이용되지 않은 데이터 슬롯들인, 데이터 슬롯 접속에 할당되지 않은 데이터 슬롯들
이 윤곽층에서 기존 데이터 슬롯 접속을 종료하거나 새로운 데이터 슬롯 접속을 추가하기 때문에 할당된 데이터 슬롯들
로 변환되면, 그 후 재할당은 이 윤곽층에서 발생하고, 이는 중간층 및/또는 주요층과 같은 완전히 할당된 층들 내에 임
의의 재할당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은 할당 처리 및 제어를 간단하게 하고 그러므로 그런 접근은 상태 기계에 의해 간
단히 구현될 수 있으며, 이는 관여된 제한된 윤곽 스페이스에 대한 나열된 상태들과 변환들(transitions)을 이용한다. 
이용되지 않은 데이터 슬롯들의 종료는 재할당들의 최저 비용들을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낮게 완전히 할당된 중간층 및 
주요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써 보증된다.
    

게다가, 데이터 슬롯 접속들에 완전히 할당된 새로운 열이 윤곽 위에서 동작하는 동안 만들어지면, 이는 새로운 중간층
이 되고, 이전의 중간층은 주요층에 추가된다. 유리하게 주요층의 이전의 콘텐트는 바뀌지 않는다.

오늘날, 이 발명에 따른 전송 시스템 및 방법은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면서 그것들의 추가적인 이점들과 함께 더 설명
될 것이고, 첨부된 도면들이 여기서 유사한 구성요소들은 동일한 참조 번호들에 의해 나타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전송 시스템의 실시예를 도시한 것으로서, 이 발명에 따른 방법이 구현된다.

도 2 및 3은 프레임들에 포함된 데이터 슬롯들의 전송을 스케줄링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그래픽적인 표현들을 도
시한 도면.

    실시예

    
도1 은 헤드 엔드(Head End:HE)로 또한 불리는, 일차국(2)과 이 일차국(2)에 데이터 채널(data channel:CH)을 통
해 결합되는 네트워크 단말들(Network terminals)로 또한 불리는, 복수의 이차국들(3-1,...3-n)을 가진 전송 시스
템을 도시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시스템(1)은 섬유 링크(fiber link)(4), 광 네트워크 종료기(Optical Network Te
rminator:ONT)(5)를 가진 가진 HFC/CATV 시스템이고 이것으로 업스트림(US) 데이터 채널 부분 및 다운스트림(D
S) 데이터 채널 부분을 통해, HE(2) 및 NTs는 이하에 데이터 슬롯 접속으로 불리는, 접속을 만듦으로서 데이터 채널
(CH) 상에서 상호적으로 (HE를 통해) 통신할 수 있다. 그런 접속은 하나 이상의 시간 슬롯들의 이용을 통해 설정되고, 
이는 이하에 설명될 것이다. 시간 슬롯들은 각각의 프레임들에 포함되고, 그것들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으로 의미되는 
한, 그것들은 이하에 데이터 슬롯들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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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예시의 방법으로, 이 시스템(1)은 예를 들어, 3,088Mbit/s의 총량을 가진 US 채널 및 N=1000NTs를 가진 디지
털 비디오 방송(DVB)/디지털 시청각 협의회(Digital Audio Visual Council:DAVIC)-컴플리언트 네트워크일 수 있다. 
각각의 프레임은 18개의 연속적인 데이터 슬롯들로 구성되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3ms를 유지한다. 18 데이터 슬롯들을 
각각 포함하는 연속적인 프레임들은 도 2에서 표현되고 이는 4 프레임들의 그룹의 그래픽적인 표현들을 도시한다. 거기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모델은 빈(bin)을 표현하고, 이 프레임들은 나란히 스택된다. 이 빈은 여기에 4 프레임들의 그룹
을 표현하고, 이는 전송 채널(CH)을 통해 연속적으로 전송된다. 프레임들은 여기에 n=K=2로, 넘버링된 1,2,3...,n n이
고, 각각의 업스트림(US) 프레임은 넘버링된 1, 2,...18인, 몇 개의 데이터 슬롯들로 여기에서 구성된다. 대응하여 넘
버링된 데이터 슬롯들은 빈에서 동일한 열에 포함된다. 도 2에 검은색으로 나타난 데이터 슬롯들은 데이터 슬롯 접속에 
할당되고, 이들 데이터 슬롯들에 적합한 데이터 셀들에 의해 데이터로 채워질 수 있다. 데이터 슬롯 접속에 할당되지 않
는 데이터 셀들은 도 2에 블랭크(blank)로 남는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4 프레임들의 그룹 내에 프레임들(1-4)에서 이용되지 않은 블랭크 데이터 슬롯들은 프레임
들의 -데이터 슬롯(18)에서- 종료들 또는 -데이터 슬롯(1)에서- 시작들로부터 제외될 것이다. 이 프레임들은 프레
임들의 그룹으로 그룹화되고, 각각의 그룹은 4 프레임들을 포함한다. 물론, 다른 수의 프레임들이 데이터 슬롯 접속들
을 스케줄링하기 위한 방법에 적용될 수 있고, 이는 nk의 배수들이고, 프레임은 관련된 실시예에서 임의의 고정된 수의 
데이터 슬롯들을 가질 수 있다. 이 이용된 데이터 슬롯들은 데이터 슬롯들(18,17,16,15)에서 프레임들(1-4)의 끝들
에 여기에서 집중되고, 이는 DVB 표준들에 관련하여 바람직하다. 이것은 업스트림 채널 용량을 유지한다. 이용된 데이
터 슬롯들은 또한 프레임 (4) 내에 슬롯들(13 및 14)뿐만 아니라, 프레임들(1 및 3) 내에 슬롯(14)에 위치된다. 이 
이용된 데이터 업스트림 데이터 슬롯들은 하나 이상의 이차국들(3-1,...3-n)에서 일차국(2)까지 접속들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룹에서 프레임들의 끝들 가까운 영역 내에 이용된 데이터 슬롯들의 크기들에서 약간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이용된 데이터 슬롯들의 적절한 재할당에 의해 효율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재할당의 결과는, 대략적
으로 프레임 당 데이터 슬롯들의 동일한 양이 이용된 데이터 슬롯들에 의해 커버되는 것이다.

    
도 3에 설명된 것처럼, 데이터 슬롯 접속들의 몇 개의 유형들이 존재한다. 이 경우에, 4 프레임들을 포함하는 그룹은 접
속들의 3 가지 다른 유형들이 있고, 데이터 슬롯들은 프레임들의 그룹에서 프레임들에 걸쳐 고르게 확장된다. 그러므로, 
레이트 1, 레이트, 1/2, 또는 레이트 1/4 데이터 슬롯 접속들이 있다. 레이트 1 데이터 슬롯 접속들은 예를 들어, 4 프
레임들의 그룹 내에 연속적인 프레임들 (1,2,3, 및 4)에 4 슬롯들(18)인, 4 데이터 슬롯들을 이용한다. 프레임들(1 및 
3) 내에 데이터 슬롯들, 또는 프레임들(2 및 4) 내에 데이터 슬롯들 중 하나를 이용하는, 도시된 바와 같이, 2가지 종
류의 레이트 1/2 데이터 슬롯 접속들이 있다. 앞서 언급된 이들 데이터 슬롯들은, 예를 들어, 프레임들(1 및 3)의 슬롯
들(16)이 일차국(2)과 일부 이차국(3) 사이에 동일한 데이터 슬롯 접속에 관련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동일하게 
넘버링된 데이터 슬롯들에 놓인다. 동일한 것은 데이터 슬롯들(2 및 4)을 유지한다. 프레임들(1, 2, 3, 또는 4)에 동일
하게 넘버링된, 데이터 슬롯들의 하나를 이용하는, 4가지 종류의 레이트 1/4 데이터 슬롯 접속들이 있다. 위에 주어진 
예에서, 프레임 당 하나의 슬롯을 이용하는 레이트 1 접속은 128kb/s의 비트율을 가지고, 2 프레임 당 하나의 슬롯을 
이용하는 레이트 1/2 접속은 64kb/s의 레이트을 가지고, 반면 4 프레임 당 하나의 슬롯을 이용하는 레이트 1/4 접속은 
32kb/s의 비트율을 가진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서, 인트라 프레임 그룹 정의된 데이터 슬롯 접속들은 그룹 내에 연속적인 프레임들의 수 당 슬롯
들의 수로 표현되는 상수비를 가진 고정된 레이트 접속들이다. 레이트는 그 후 K 및 n가 고정되고, k=0,1,2,..,K인 식
{1/nk}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 데이터 슬롯들은 업스트림 데이터 전송을 통해 고르게 확장되고, 그래서 이 레이트 1/
nk는 nk연속적인 프레임들 당 1 데이터 슬롯으로 변환된다. 이전 단락에서 설명된 예에서, 다음을 유지한다: n=K=2. 
일반적인 경우에서 각각의 프레임이 슬롯들의 임의의 수 N을 가지면, 레이트 1/n k를 가진 데이터 슬롯 접속의 연속적
인 슬롯들 사이의 거리는 nk×N과 동일하다. 사실 이것은 데이터 슬롯 접속에 대한 데이터 슬롯이 그것의 레이트에 따
르게 하기 위해 할당되어야 하는, 모든 프레임에서 이 데이터 슬롯은 프레임 내에 동일한 위치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므로 그런 데이터 슬롯 접속은 고정된 레이트 데이터 슬롯 접속으로 불린다. 데이터 슬롯 접속의 데이터 슬롯이 
프레임들 내에 동일한 위치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은 고정되지 않은 레이트 데이터 슬롯으로 불리고, 그런 
데이터 슬롯들은 이하에 설명될 것처럼 제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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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위에 언급된 데이터 슬롯 접속들은 그룹 내에 프레임들의 끝 또는 시작에서 이용되지 않은 데이터 슬롯들을 이
용하도록 -필요하다면- 재할당될 수 있다. 전송 채널(CH) 상에서 메시지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이 
할당들의 수를 감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재할당은 이벤트 구동된다. 재할당에 관련된 이벤트들은 데이터 슬롯 
접속의 종료 및 그 후 새로운 데이터 슬롯 접속의 추가이다. 보통 데이터 슬롯 접속의 재할당은 재할당될 기존 데이터 
슬롯 접속의 종료와 다음에 그룹 내에 프레임들에 새로운 위치에서 데이터 슬롯 접속의 추가 및 스케줄링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데이터 슬롯 접속은 하나 이상의 이용되지 않은 데이터 슬롯들에 의해 형성되는 갭들(gaps)의 위
치에서 제공될 것이다.
    

    
도 2에서, 위에 설명된 다른 레이트들을 가진 몇 개의 데이터 슬롯 접속들은 검은색 블록들에 의해 표현된다. 스케줄링 
데이터 슬롯들의 하나의 방법은 윤곽층 C의 컨셉을 이용하고, 이는 그룹 내에 프레임들의 끝에서 데이터 슬롯 접속들의 
상위층이다. 이 윤곽층 C는, 비어있지 않으면, 고정된 레이트 데이터 슬롯 접속을 위해 이용되는 데이터 슬롯들의 부분
적으로 스케줄된 열들을 모두 포함한다. 윤곽층의 열들에 관한 최고 높이는 데이터 레이트 접속 스케줄의 허용된 불균
형에 관련한다. 그룹 내에 프레임들의 끝에, 주요층 M이 있고, 이것이 비어있지 않으면, 중간층 I로 불리고 완전히 스케
줄된 열들의 " 최상위" 를 제외한, 완전히 스케줄된 열들을 모두 포함한다.
    

도 2의 실시예에서, 윤곽층 C는 그룹(1-4)에서 데이터 슬롯 넘버들(13 및 14)를 포함한다. 이 윤곽층 C는 프레임(2)
의 슬롯(14), 및 프레임들(1,2, 및 3)의 데이터 슬롯들(13)과 같은, 이용되지 않은 데이터 슬롯들을 가진다. 중간층 
I는 열 (15)를 포함하고, 이것은 프레임들(1-4)의 데이터 슬롯들(15)이고, 주요층 M은 열들(16-18)에 의해 유사하
게 형성된다.

데이터 슬롯 접속들을 스케줄링하기 위한 방법은 최적화 목적들을 위해 이들 층들 C, I, 및/또는 M을 이용한다. 특히, 
전송 채널(CH)을 통해 임의의 메시지 및 전송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미 설정된 고정된 데이터 슬롯 접속들의 
시간에 걸쳐 재할당들의 최소 수가 요구된다. 한편, 위에 설명된 것처럼, 고정되지 않은 레이트 데이터 슬롯 접속들은 
층들 C,I,및 M으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예를 들어, 데이터 슬롯 접속이 추가될 때, 윤곽층 C 내에 첫 번째로 위치되고, 데이터 슬롯 접속 후, 재할당은 수행되
며, 필요한 것에 한해, 층들의 갱신이 만들어진다. 한편, 데이터 슬롯 접속이 종료되었을 때, 프레임들의 끝에 정렬된 고
정된 레이트 슬롯들의 그룹들 내에 -접속 종료 때문에 만들어진- 접속의 가능성 있는 고정되지 않은 레이트 데이터 슬
롯들은 접속 재할당들을 이용하여 제거된다. 유리하게, 고정되지 않은 레이트 슬롯들의 종료를 제공하는 접속 재할당들
만이 제거될 고정되지 않은 레이트 데이터 슬롯의 특정 위치에 의존하는 데이터 슬롯 접속들의 제한된 수에 관련한다. 
특히, 제거될 고정되지 않은 레이트 데이터 슬롯이 이하와 같이 위치되는지 여부:, 즉
    

-윤곽층 C에서 위치하면, 윤곽층 C 내에 다른 데이터 슬롯 접속들만이 재할당에 포함될 수 있고, 완전히 스케줄된 중
간층 및 주요층 내에 데이터 슬롯 접속들은 이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

-중간층 I에서 위치하면, 중간층 I 및/또는 윤곽 C에서 다른 데이터 슬롯 접속들만이 재할당에 관여되고, 완전히 스케
줄된 주요층에서 데이터 접속들은 이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

-주요층 M에서 위치하면, 중간층 및 윤곽 내에 데이터 슬롯 접속들은 종료된 데이터 슬롯 접속의 슬롯 위치로서 위치 
또는 동일한 데이터 슬롯 열 위에 존재하는 데이터 슬롯이 할당되는 데이터 슬롯 접속들과 함께, 관여된다.

    
위에서 설명된 컨셉은 이용 가능한 전송 채널 용량을 최적화하기 위해 개발한 전략들의 새로운 방법을 개시한다. 특히, 
윤곽 C 형태들, 윤곽층 C의 콘텐트 유형, 그리고 주요층 M 및 계층(inter layer) I에 속하는 완전히 스케줄된 열들은 
데이터 슬롯 접속 레이트들의 제한된 세트들 때문에, 객관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결정에 의해 나열될 수 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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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간단한 상태 기계로서 윤곽층 변화들의 효율적인 구현을 허용한다. 심지어, 지금 그리고 미래 데이터 슬롯 접
속들의 그룹들 또는 분리한 데이터 슬롯 접속들의 재할당들, 및 변형들의 계획에 관련하는 최적화된 전략에 대한 예상
이 가능하다. 윤곽 C 서브스페이스는 허용된 불균형에 관련하고, 제어 및/또는 억제될 수 있다. 이 방법을 구현하기 위
해 필요한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및 제어 회로는 바람직하게 일차국(2)에만 주로 존재한다.
    

위에서 최상의 가능한 모드들 및 필수적으로 양호한 실시예들에 관련되어 설명되었지만 이들 실시예들은, 첨부한 청구
항들의 범위를 포함하는 다양한 수정들, 특징들, 및 특징들의 결합이 숙련된 자들의 범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된 장
치들의 제한하는 예들로서 해석되지 않음이 이해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연속적인 프레임들(1,..4)이 그룹에 포함되는 프레임(1,..4)의 시작과 끝 사이에 위치되는, 연속하는 데이터 슬롯들(1,..
N)이 전송 채널(CH)을 통해 하나 이상의 이차국들(secondary stations)(3-1,..3-n)에서 일차국(primary station)
(2)까지 업스트림 데이터 전송(upstream data transfer)을 설정하기 위해 인트라 프레임 그룹 정의된 데이터 슬롯 접
속들에 할당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슬롯 접속들에 할당되는 이들 데이터 슬롯들(1,..N)은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슬롯 접속을 재할당함으로써 
연속하는 프레임들(1,..4)의 상기 그룹의 시작 또는 끝 중 하나에 집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인트라 프레임 그룹 정의된 데이터 슬롯 접속들은 그룹 내에 연속적인 프레임들의 수 당 슬롯들의 수로 표현되는 상수
레이트(constant rate)를 가진 고정된 레이트 접속들이고, 레이트는 K 및 n가 고정되고, k=0, 1, 2,..,K인 {1/n k} 형
태로 표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슬롯 접속의 재할당은 이벤트 구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이벤트는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슬롯 접속의 추가 또는 종료에 관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항 내지 제 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재할당은 재할당될 기존 데이터 슬롯 접속의 종료 및, 프레임들의 다음 그룹 내에 그것의 재스케줄링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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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 또는 제 5항에 있어서,

    
프레임들의 그룹 내에 상기 프레임들의 대응하는 끝들이, 데이터 슬롯들(1,..18)이 상기 프레임들의 시작(1)에서 끝(
18)까지 각각 동일하게 넘버링된 열들을 형성하도록 나란히 스택되게 모델링되면, 상기 프레임들의 상기 끝(18)으로
부터 시작하는 주요층(M)은 중간층(I)으로서 정의되는 열 넘버 또는 상기 최저의 데이터 슬롯을 가진 상기 주요층의 
열을 제외한, 데이터 접속들에 완전히 할당되는 프레임들의 상기 그룹 내에 데이터 슬롯들의 열들을 포함하여 정의될 
수 있고, 윤곽층(C)은 완전히 할당된 데이터 슬롯들을 포함하지 않는 열들 또는 이들 열로서 정의될 수 있으며, 상기 
층들(M, I, C)은 상기 데이터 슬롯 접속들을 재스케줄링 및/또는 스케줄링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7.

제 1항 내지 제 6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상기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전송 시스템(1)으로서,

연속적인 프레임들(1,..4)의 그룹 내에 포함되는 프레임(1,..4)의 시작과 끝 사이에 위치되는, 연속적인 데이터 슬롯들
(1,..N)이 전송 채널(CH)을 통해 하나 이상의 이차국들(3-1,..3-n)에서 일차국(2)까지 업스트림 데이터 전송을 설
정하기 위한 인트라 프레임 그룹 정의된 데이터 슬롯 접속들에 할당되는, 상기 전송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전송 시스템(1)은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슬롯 접속을 재할당함으로써 연속적인 프레임들(1,..4)의 상기 그룹의 
시작 또는 끝 중 하나에서, 상기 데이터 슬롯 접속들로 할당되는 이들 데이터 슬롯들(1,..N)을 집중하기 위해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시스템.

청구항 8.

제 7항에 따른 전송 시스템(1)에서 응용에 적합한 일차국(2)으로서,

연속적인 프레임들(1,..4)의 그룹 내에 포함되는 프레임(1,..4)의 시작과 끝 사이에 위치되는, 연속적인 데이터 슬롯들
(1,..N)이 전송 채널(CH)을 통해 하나 이상의 이차국들(3-1,..3-n)에서 일차국(2)까지 업스트림 데이터 전송을 설
정하기 위해 인트라 프레임 그룹 정의된 데이터 슬롯 접속들에 할당되는, 상기 일차국에 있어서,

상기 일차국(2)은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슬롯 접속을 재할당함으로써 연속적인 프레임들(1,..4)의 상기 그룹의 시작 
또는 끝 중 하나에서, 상기 데이터 슬롯 접속들에 할당되는 이들 데이터 슬롯들(1,..N)을 집중하기 위해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시스템에서 응용에 적합한 일차국.

청구항 9.

제 7항에 따른 전송 시스템(1)에서 응용에 적합한 이차국(3-1,..3-n)으로서,

연속적인 프레임들(1,..4)의 그룹에 포함되는 프레임(1,..4)의 시작과 끝 사이에 위치되는, 연속적인 데이터 슬롯들(1,..
N)이 전송 채널(CH)을 통해 하나 이상의 이차국들(3-1,..3-n)에서 일차국(2)까지 업스트림 데이터 전송을 설정하
기 위해 인트라 프레임 그룹 정의된 데이터 슬롯 접속들에 할당되는, 상기 이차국에 있어서,

상기 이차국(3-1,..3-n)은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 슬롯 접속을 재할당함으로써 연속적인 프레임들의 상기 그룹의 시작 
또는 끝 중 하나에서, 상기 데이터 슬롯 접속들로 할당되는 이들 데이터 슬롯들(1,..N)을 집중하기 위해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송 시스템에서 응용에 적합한 이차국.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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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내지 제 6항 중 한 항에 따른 상기 방법을 실행하도록 제 7항에 따른 전송 시스템(1)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호들.

도면
도면 1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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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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