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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트리 구조를 사용하는 패킷의 분할 및 재조립 방법과 이를이용한 패킷의 전송 및 수신 방법

요약

본 발명은 AMC(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를 사용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을 송수신하는데 있어서, 패킷

의 분할 및 재조립 방법과 이를 이용한 패킷의 전송 및 수신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현재의 PDU가 재전송 PDU인지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현재의 PDU가 재전송 PDU인 경우, 해당

AMC옵션으로 전송가능한 크기인지 판단하는 과정과, 해당 AMC옵션으로 전송 불가능한 경우, 상기 현재 PDU를 분할하

고, 분할된 각각의 PDU에 헤더 및 재조립을 위한 식별정보를 갖는 서브헤더를 삽입하여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해, 시간에 따라 채널의 환경이 변화하는 경우, 재전송되는 PDU를 재분할하는 경우에, 헤더의 크기를 거의 증

가시키지 않으며, 재조립이 가능하게 된다.

대표도

도 7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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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Segmentation), 재조립(Reassembly), MAC (Medium Access Control)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MAC에서 SDU(Source Data Unit) 패킷의 분할 및 재조립을 수행하는 엔티티들을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AMC 옵션별 SNR(Signal-to-Noise Ratio)-BER(Bit Error Rate) 표를 예시하는 도면,

도 3은 시간에 따라 채널 환경이 변화하지 않는 채널에서 분할된 SDU의 전송, 재전송을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시간에 따라 채널 환경이 변화하는 채널에서 종래기술에 따라 분할된 SDU를 재전송 함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도

면,

도 5는 최소 AMC 옵션으로 전송 가능한 데이터의 크기로 헤더를 붙인 경우에 전송, 재전송을 보여주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송신측에서 재전송되는 PDU(Processing Data Unit)를 분할하여 재전송하는 경우, 서브

헤더에 SSN(Sub-Sequence Number)를 할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재전송의 경우, 송신측 엔티티가 분할 동작을 수행하는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재전송의 경우에 서브 헤더를 사용하여 전송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재전송의 경우, 수신측 엔티티가 SSN을 사용하여 재전송된 PDU를 수신 버퍼에 삽입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AMC(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를 사용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을 송수신하는데 있어서, 패킷

의 분할 및 재조립 방법과 이를 이용한 패킷의 전송 및 수신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트리구조를 이용하는 새로운 패킷의

분할 및 재조립 방법과 이를 이용항 패킷의 전송 및 수신 방법을 제시하고, 기존의 방식보다 사용하는 헤더의 양을 감소시

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MAC에서 SDU 패킷의 분할 및 재조립을 수행하는 엔티티들을 나타내는 도이다. 분할은 송신측에서 이루어지는 과

정이며, 상위 계층, 예를 들어, IP(Internet Protocol) 계층에서 전달받은 패킷을 SDU로 정의하면, 분할 엔티티는 SDU를

해당 AMC옵션에서 전송 가능한 크기로 분할을 수행한다. AMC로 전송 가능한 크기로 분할된 패킷을 PDU(Processing

Data Unit)으로 정의한다.

도 2는 해당 무선 채널에서 결정되는 AMC를 나타내는 일례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예를 들어 BER을 10-6 요구하는 서비스에서, SNR이 5dB 인 경우, AMC는 옵션 1를 선택해야 한

다. 그러나, SNR 7dB 인 경우, AMC는 옵션 2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AMC 옵션이 1은 채널 코딩율이 1/6이고 변조

방식은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하나의 반송파는 1/3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

AMC 옵션이 2는 채널 코딩율이 1/3이고 변조 방식은 QPSK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하나의 반송파는 2/3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 무선 채널의 상황은 채널의 이동 속도, 방향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요구되는 BER에 맞추어 데이터

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채널의 상황에 따라 적당한 AMC 옵션을 선정하여 전송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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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시간에 따라 채널 환경이 변화하지 않는 채널에서, 예를 들면 유선채널에서 분할된 SDU를 전송, 재전송을 나타내

는 도이다.

일반적으로 유선채널에서 채널 환경은 변화하지 않으므로, 하나의 서비스가 개시될 때, 하위 계층의 전송 속도를 고정시킨

다. 예를 들어, 하나의 전송 구간동안 100 바이트 전송이 가능하다면, 송신측 분할 엔티티는 상위 계층에서 입력되는 SDU

를 100 바이트 단위로 분할한다. 이렇게 분할된 PDU에 순서대로 SN(Sequence Number)가 할당되며, 전송 중 에러가 발

생된 경우, 이미 할당된 SN를 갖고 해당 PDU를 재전송하면 된다. 분할된 PDU는 송신측 하위 계층, 예를 들면 물리 계층

으로 전달되고 무선 채널을 통해 수신측 엔티티에 도달한다. 수신측 엔티티의 수신 PDU 삽입 엔티티는 수신되는 PDU의

SN을 보고 순차적으로 PDU 버퍼에 삽입한다. 수신측 재조립 엔티티는 헤더의 SN과 SC(Segmentation Control) 식별자

를 이용하여 SDU를 재조립하여, 수신측 상위 계층에 전달한다. SC 식별자는 No/First/Continue/Last의 옵션이 있으며,

SDU가 분할되지 않는 경우, No 옵션으로 설정되어 전달된다. SDU가 분할되는 경우, 분할된 첫 번째 PDU의 SC 식별자는

First 옵션으로 설정되고, 중간의 PDU들의 SC 식별자는 Continue 옵션으로 설정되고, 마지막 PDU의 SC 식별자는 Last

옵션으로 설정되며,재전송 경우에도 그 값은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SDU는 순차적인 SN을 갖는 PDU들로, 첫

번째 PDU는 SC 식별자가 First 옵션을, 중간의 PDU는 SC 식별자가 Continue 옵션을, 그리고 마지막 PDU는 SC 식별자

가 Last 옵션을 갖는다. 이때, 수신측 엔티티는 PDU들이 정상적으로 수신된 경우 ACK(Acknowledge) 신호를 그렇지 않

은 경우 NACK(No Acknowledge) 신호를 전달하여, 송신측에서 전달한 PDU에 대해 수신측에서 정상적인 수신을 하였는

지 알려준다.

시간에 따라 채널의 환경이 변화하는 경우, 예를 들면 무선채널에서 송신 가능 데이터 수는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도 4는 시간에 따라 채널 환경이 변화하는 채널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분할된 SDU를 재전송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는 도

이다.

도 3의 일정한 크기의 PDU를 전송하는 유선 채널의 전송과 달리, 무선 채널에서의 PDU의 크기는 시간에 따라 변화-AMC

옵션에 따라 전송량이 변화하는데, AMC 옵션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채널의 상태에 따라 변화한다-한다.

상기 도 3에서, T1 전송 구간에 200 바이트의 데이터 전달이 실패한 경우, 재전송을 T4에서 시도하려 하지만, T4에서

100 바이트의 데이터 전달이 가능하다면-무선 채널 환경이 T1보다 T4가 나쁜 경우, 낮은 AMC 옵션을 할당 받으면-T1

구간에 전송한 200 바이트를 전송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PDU를 100바이트 단위로 재분할하여 전송하려하지만, 이미

전송구간 T2 또는 T3에서 전송된 PDU가 성공적으로 전달된다면, SN를 다시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무선 채

널 환경이 200 바이트를 전송할 수 있는 정도의 채널로 변화한 TN 전송 구간에 해당 PDU를 전송할 수 있으나 해당 SDU

의 전달이 지연되는 단점을 갖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 5의 경우처럼, 최소 AMC 옵션으로 전송 가능한 데이터의 크기로 PDU 헤더를 붙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채널 환경이 좋아 AMC 옵션이 높은 경우, 여러 개의 분할된 PDU를 동시에 보내는 경우, 동일 전송 구간에 여러 개

의 헤더를 보내므로 전송 효율이 감소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최소 AMC 옵션으로 선정하여 PDU를 자르는 경우 헤더내의

SN를 표시하는 식별자의 길이가 커지므로 헤더가 커지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한 종래 기술을 보완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시간에 따라 채널의 환경이 변화하는 경우, 재전송되는 PDU를 재분

할하는 경우에 헤더의 크기를 거의 증가시키지 않고 재조립이 가능한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재전송되는 패킷을 재분할 하는 경우, 새로운 SN을 할당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시간에 따라 채널의 환경이 변화하는 경우 송신측에서 패킷을 분할하여 전송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을 전송하는 방법

으로서, 현재의 PDU가 재전송 PDU인지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현재의 PDU가 재전송 PDU인 경우, 해당 AMC옵션으로

전송가능한 크기인지 판단하는 과정과, 해당 AMC옵션으로 전송 불가능한 경우, 상기 현재 PDU를 분할하고, 분할된 각각

의 PDU에 헤더 및 재조립을 위한 식별정보를 갖는 서브헤더를 삽입하여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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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현재 PDU의 분할은 현재 PDU가 갖는 재조립을 위한 식별 정보의 서로 다른 하위 식별정보를 갖는 두개의

PDU를 생성한다.

즉, 상기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기본적인 원리는 발생 확률이 적은 재전송 PDU의 경우에만

재전송 관련 파라미터들을 서브헤더에 삽입하여 전송하고, 트리 구조 형식의 분할 및 재조립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기존의 방식의 경우, 재전송되는 PDU를 재분할하는 경우 SN를 재할당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새롭게 제안되는

트리 구조의 SN 할당 방식은 재전송 되는 PDU가 재분할되는 경우 새로운 SN을 할당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재전송이 일어나는 경우는 10-2 또는 10-3 정도이다. 즉 100번 또는 1000번 정도의 전송에서 한번 정도의 에

러가 발생을 한다. 따라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즉 재전송이 발생하는 경우에 서브 헤더를 사용한다. 기존의 방식의

경우, 재전송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 AMC 옵션으로 보낼 수 있는 단위로 헤더를 삽입하여 SN를 붙였다. 따라

서 간접적으로 발생 빈도율이 적은 재전송에 관련된 파라미터도 헤더에 넣었지만, 새롭게 제안된 방식의 경우 재전송에 관

련된 파라미터는 헤더에 포함하지 않고 서브 헤더를 사용하므로써 전송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송신측에서 재전송되는 PDU(Processing Data Unit)를 분할하여 재전송하는 경우, 서브

헤더에 SSN(Sub-Sequence Number)를 할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트리 구조를 사용하여 SN를 붙이는 방법은 헤더 내에서도 구현 가능하지만, 서브 헤더 내에 SSN을 사용하여 그 방법을 설

명한다. 따라서, 재전송되는 PDU의 SN은 변화하지 않으며, 분할되는 경우 SSN이 새롭게 주어지거나 변화한다. 이하의 설

명에 있어서, SSN은 수신측에서 재조립을 위한 식별정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PDU를 재전송하는 경우, 해당 PDU를 전송할 수 있는 AMC 옵션의 경우 PDU는 서브 헤더가 붙지 않으며, 기존의 SN를

갖고 전송된다. 첫 전송보다 적은 AMC 옵션인 경우-전송 가능 데이터수는 AMC 옵션이 작을수록 작다고 가정한다-PDU

는 재전송을 위해서 분할이 되어야 하며, 수신측에서의 재조립을 위해 식별정보를 첨가해야한다.

이미 분할된 PDU가 더 작은 PDU로 분할되는 경우, 최대 분할될 경우 16조각으로 분리 될 수 있다고 가정하며, 따라서,

SSN은 5비트로 표현가능하다. 더 많은 조각으로 분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SSN의 비트를 확장하므로써 가능하다.

재전송되는 PDU으로부터 우선 분리되는 PDU는 두 개로만 분리 가능하다. 이때, 분리되기 전의 PDU를 부모 PDU로 정의

하고 분리된 후의 PDU를 자식 PDU로 정의하면, 부모 PDU의 SSN이 1인 경우, 자식 PDU의 SSN은 2와 9로 분리된다. 만

약, PDU SSN 1이 전송이 잘 이루어지고, PDU SSN 16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PDU SSN 16을 동시에 보낼 수 없는

AMC 옵션이 설정되면 PDU SSN 16은 자식 PDU SSN 17와 자식 PDU SSN 24로 분리된다. PDU SSN 1이 할당되어 전

송이 성공하는 경우, 자식 PDU의 SSN 번호들 예를 들면, 2, 9, 3, 6, 10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만약, SSN 1의 전달이 실

패되는 경우, SSN 1을 재전송하게 되는데, AMC 옵션이 적어지는 경우, SSN 1은 재분할되어야 하며, 이때 자식 PDU들에

부여되는 번호는 SSN 2, SSN 9이다.

부모 PDU의 SSN을 P라하고, Depth를 D라하고, SSN 식별자를 표시하는 비트의 길이를 L이라 하면, 분할되는 자식 PDU

의 SSN 번호는, 첫 번째 자식 PDU의 SSN은 하기 <수학식 1>에 의해 할당된다. 또한, 두 번째 자식 PDU의 SSN은 하기 <

수학식 2>에 의해 할당된다.

수학식 1

SSN1stPDU = P + 1

수학식 2

SSN2ndPDU = P + 2(L - 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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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SSN 식별자를 표시하는 비트 수가 5비트이고, 부모 PDU의 SSN이 9이면, Depth는 2가 되고, 첫 번째 자식

PDU의 SSN은 10번, 두 번째 자식 PDU의 SSN은 13이다.

도 7은 재전송의 경우, 송신측 엔티티가 분할 동작을 수행하여 SSN을 할당하는 흐름을 나타낸다.

상기 도 7을 참조하면, 송신측 엔티티는 S700단계에서, 현재의 PDU가 재전송 PDU인지 판단한다. 상기 판단결과, 상기

현재의 PDU가 재전송 PDU인 경우, S710단계에서, 해당 AMC옵션으로 전송가능한 크기의 PDU인지 판단한다. 해당

AMC옵션으로 전송 불가능한 경우, S730단계에서, 상기 현재 PDU를 분할하고, 분할된 각각의 PDU에 헤더 및 재조립을

위한 식별정보를 갖는 서브헤더를 삽입하여 전송한다. 상기 현재 PDU의 분할은 상술한 바와 같이, 현재 PDU가 갖는 식별

정보 즉, SSN의 하위 SSN으로 두개의 PDU를 생성한다. 이후 송신측 엔티티는 S740단계에서 생성된 두개의 PDU중 SSN

이 작은 것부터 하위계층에 전달한다.

상기 S70단계에서 현재 PDU가 재전송 PDU가 아닌 경우, 또는 상기 S710단계에서 해당 AMC옵션으로 전송 가능한 크기

의 PDU인 경우에는 S720단계에서, SN만 삽입함으로써, 과정을 종료한다.

도 8은 재전송의 경우에 서브 헤더를 사용하여 전송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면에서 헤더의 EXT 식별자는 서브

헤더가 붙는 경우에 1(0)을 붙지 않는 경우에 0(1)을 사용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며, 기타 파라미터는 기존의 방

식과 동일하다. 따라서, 수신측에서는 PDU헤더의 고정된 위치, 즉 EXT파라미터의 값을 통해 재전송 PDU 인지 여부와 서

브헤더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도 9는 재전송의 경우, 수신측 엔티티가 SSN을 사용하여 재전송된 PDU를 수신 버퍼에 삽입을 수행하는 흐름을 나타낸다.

상기 도 9를 참조하면, 수신측 엔티티는 S900단계에서, 해당 PDU가 재전송 PDU인지를 판단한다. 상기 판단결과, 해당

PDU가 재전송 PDU인 경우, S930단계에서, 수신 버퍼에 동일한 SN을 갖는 PDU가 있는가를 판단한다. 수신 버퍼에 현재

의 PDU와 동일한 SN를 갖는 PDU가 존재하면, S950단계에서, 이전에 수신된 PDU중 SSN이 현재의 PDU의 SSN 보다 작

으면서,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 그 뒤에 현재의 PDU를 삽입한다.

상기 S900단계에서 해당 PDU가 재전송 PDU가 아닌경우, 또는 상기 S930단계에서 수신 버퍼에 동일한 SN을 갖는 PDU

가 없는 경우에는 S940단계에서, 이전에 수신된 PDU중 SN이 현재 수신된 PDU의 SN보다 작으면서 가장 가까운 SN을 갖

는 PDU를 찾아, 그 뒤에 현재 수신된 PDU를 삽입한다.

수신측 엔티티의 재조립 엔티티는 재전송된 PDU의 경우는 우선 SSN을 이용하여 하나의 PDU-최상위 부모 PDU-를 구성

하고, 재전송된 PDU가 아닌 경우는 SN 또는 SC에 의해 재조립을 수행하여 SDU를 상위계층에 전달한다.

도 10은 수신 버퍼의 SSN을 갖는 재전송된 PDU로부터 최상위 부모 PDU를 재조립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하위 PDU를 가

질 수 있는 PDU를 노드(node)라 정의하고, 하위 PDU를 가질 수 없는 PDU를 리프(leaf)라 정의한다. 예를 들어, SSN 2, 3

은 노드이고, SSN 4, 5, 7은 리프이다. 분할된 PDU들을 최상위 PDU로 재조립하기 위해 SSN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모

든 분할된 PDU들이 수신되었는지를 검사해야한다. 검사 방법은 노드 또는 리프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

특정 PDU의 SSN을 P라하고, SSN 식별자를 표시하는 비트의 길이를 L이라 하고, Depth를 D라 하자. 특정 PDU가 부모

PDU 입장에서 첫 번째 노드 또는 리프인 경우, 예를 들어, 3번 노드인 경우, 재조립시 특정 PDU의 다음 순번의 PDU의

SSN은 하기 <수학식 3>의 집합 S의 원소이다. X는 정수이다.

수학식 3

S = SSN≠xtPDU |P + 2L - D - 1 + X, 0≤X≤D

예를 들어, 현재 SSN이 3인 PDU의 다음 순번으로 올 수 있는 SSN은 6 또는 7이다. 그러나, 특정 PDU가 부모 PDU 입장

에서 두 번째 노드 또는 리프인 경우, 예를 들어 8번 노드인 경우 집합 S를 특정 PDU P에 대해 구하지 않고, 특정 PDU의

부모 PDU들 중에서 첫 번째 노드에 위치한 부모 PDU를 P'라 하면, 하기 <수학식 4>로 정의되는 P'의 집합 S'를 구한다. D'

은 P'의 Dept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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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SSN≠xtPDU |P` + 2L - D` - 1 + X, 0≤X≤D

예를 들어, SSN이 15인 경우, 부모 PDU들의 SSN은 1, 9, 13이 있으며, 이 중 첫 번째 노드는 1이다. 즉, P'=1이다. 따라

서, P'의 S' 집합은 {16, 17, 18, 19}이고 이들 SSN을 갖는 PDU가 P의 순차 PDU이다.

이러한 자식 PDU들 모두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최상위 부모 PDU가 정상적으로 수신된 것이며, 다른 재전송 또는

재전송되지 않은 PDU들과 SDU를 조립-유선채널의 SDU 조립과정과 동일-하여 상위 계층으로 전달한다.

위에서 양호한 실시 예에 근거하여 이 발명을 설명하였지만, 이러한 실시 예는 이 발명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시하

려는 것이다. 이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숙련자에게는 이 발명의 기술사상을 벗어남이 없이 위 실시 예에 대한 다양한 변화

나 변경 또는 조절이 가능함이 자명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발명의 보호범위는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한정될 것이

며, 위와 같은 변화예나 변경예 또는 조절예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시간에 따라 채널의 환경이 변화하는 경우, 재전송되는 PDU를 재분할하는 경우에, 헤더의

크기를 거의 증가시키지 않으며, 재조립이 가능한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고정된 SN을 사용하며, 확률적으로 1/100, 1/1000 발생하는 재전송되는 경우에만, 서브헤더를 붙임으로

서, 재조립 속도와 구현에 복잡도를 피하고, 전송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시간에 따라 채널의 환경이 변화하는 경우 송신측에서 패킷을 분할하여 전송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을 전송하는 방법

으로서,

현재의 PDU가 재전송 PDU인지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현재의 PDU가 재전송 PDU인 경우, 해당 AMC옵션으로 전송가능한 크기인지 판단하는 과정과,

해당 AMC옵션으로 전송 불가능한 경우, 상기 현재 PDU를 분할하고, 분할된 각각의 PDU에 헤더 및 재조립을 위한 식별

정보를 갖는 서브헤더를 삽입하여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의 전송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헤더에는 서브헤더의 삽입 유무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의 전송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 PDU의 분할은 현재 PDU가 갖는 재조립을 위한 식별 정보의 서로다른 하위 식별정보를 갖는 두개의 PDU를 생

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의 전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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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식별정보는,

분할된 PDU중 첫 번째 PDU의 식별정보는 하기 수학식

SSN1stPDU = P + 1 에 의해,

분할된 PDU중 두 번째 PDU의 식별정보는 하기 수학식

SSN2ndPDU = P + 2(L-D-1) 에 의해, (P는 분할전 PDU의 서브시퀀스넘버, L은 식별정보를 표시하는 비트 길이, D는 Depth

임)

정의되는 서브 시퀀스 넘버 SSN임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의 전송 방법.

청구항 5.

시간에 따라 채널의 환경이 변화하는 경우 송신측에서 패킷을 분할하여 전송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수신되는 패킷을 재조

립 하는 방법으로서,

현재의 PDU가 재전송 PDU인지 판단하는 과정과,

수신 버퍼에 현재의 PDU와 동일한 시퀀스넘버를 갖는 PDU가 존재하면, 이전에 수신된 PDU중 서브시퀀스넘버가 현재의

PDU의 서브시퀀스넘버 보다 작으면서, 가장 가까운 것 뒤에 현재의 PDU를 삽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의 재조립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재전송된 PDU들 중 특정 PDU의 다음 순번의 PDU의 서브시퀀스넘버는 하기 수학식

S = SSN≠xtPDU|P + 2L-D - 1 + X, 0≤X≤D 를,

특정 PDU의 부모 PDU들 중 첫 번째 노드에 위치한 부모 PDU는 하기 수학식

S = SSN≠xtPDU|P' + 2L-D' - 1 + X, 0≤X≤D,

(여기서, S는 특정 PDU의 다음 순번의 PDU의 서브시퀀스넘버의 집합, X는 정수,)를 이용하여, 최 상위 부모 PDU를 구성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의 재조립 방법.

청구항 7.

시간에 따라 채널의 환경이 변화하는 경우 송신측에서 패킷을 분할하여 전송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을 전송하는 방법

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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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PDU가 재전송 PDU인지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현재의 PDU가 재전송 PDU인 경우, 재전송 관련 파라미터들을 서브헤더에 삽입하여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의 전송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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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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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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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등록특허 10-0597585

- 11 -



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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