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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래디오 링크 콘트롤의 폴링방법에 관한 것으로, 사용자 단말기의 현 Radio Acess Capability에 따라 폴링(

Polling) 비트를 적응적으로 요구하여 사용자의 데이터 전송률을 향상시키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IM

T-2000 프로토콜 레이어인 래디오 링크 콘트롤에 있어서, RLC Layer에서 PDU를 Peer로 전송하면서, 폴링(Polling

) 시점인지를 판단하는 제1 과정과; 상기 제1 과정의 판단결과, 폴링(Polling) 시점이면, 폴링(Polling) 비트를 셋팅한 

PDU를 Peer로 전송하는 제2 과정과; 상기 Peer로부터 현재 전송한 PDU들에 대한 인식(ACK) 신호가 수신되었는지

를 판단하는 제3 과정과; 상기 제3 과정의 판단결과, 현재 전송한 PDU들에 대한 인식(ACK) 신호가 수신되면,폴링(P

olling) 요구 주기를 증가시키는 제4 과정과; 상기 제3 과정의 판단결과, 현재 전송한 PDU들에 대한 인식(ACK) 신호

가 수신되지 않으면 폴링(Polling) 요구 주기를 감소시키는 제5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 래디오 링크 콘트롤의 폴링방법에 대한 동작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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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래디오 링크 콘트롤의 폴링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Radio 환경에 따라 폴링(Polling) 횟수를 적응적으로 

수행하여 사용자 데이터의 전송률을 향상시키도록 한 래디오 링크 콘트롤의 폴링방법에 관한 것이다.

IMT-2000의 프로토콜 영역인 RLC(Radio Link Control) 계층은 3GPP의 제2계층으로서 데이터 링크를 제어하는 

프로토콜 계층이다.

상기 RLC 계층은 수신측에서 PDU(Protocol Data Unit)를 받은 후 송신측으로의 인식 신호가 필요없는 경우에 사용

되는 UMDPDU(Unacknowldeged PDU)와 인식 신호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는 AMD PDU(Acknowldeged PDU)

의 두가지 형태의 PDU가 존재하며, 데이터 링크 제어를 위하여 여러가지의 상태변수와 윈도우를 사용해서 각 PDU들

의 흐름을 제어하고 있다.

RLC 계층에서의 송수신 기본 단위인 PDU는 상위 계층으로부터 내려오는 SDU에 시퀀스 넘버(SN: Sequence Numb

er)를 포함하는 헤더(header)를 붙여서 이루어지는데, 하나의 PDU는 여러개의 SDU로 구성할 수도 있고, 한 SDU의 

일부분으로 구성될수도 있다.

상기 PDU들은 일단 RLC버퍼에 저장되어 있다가, 송신 윈도우에 맞춰 수신단으로 전송되고, 수신단에서는 수신한 P

DU의 시퀀스 넘버(SN)가 수신 윈도우 안에 있는지 또는 수신 윈도우 밖에 있는지를 검사하여, 수신 윈도우 밖에 있는

PDU를 무시하고, 수신 윈도우 안에 있는 PDU들에 대해서만 각각의 PDU에 대해 에러 유무를 인식(ACK)하여 송신

단으로 각PDU에 대해 인식(ACK) 또는 비인식(NACK)인지를 알려주는 상태 정보를 전송한다.

이때 수신 윈도우와 송신 윈도우는 같은 크기를 가지고, 상태 정보를 받은 송신단에서는 비인식(NACK)인 PDU에 대

해서 수신단으로 재전송하게 된다.

이때, 상기 인식(ACK) 또는 비인식(NACK)인지를 알려주는 정보는, 송신단에서 소정 주기마다 발생하는 폴링(Pollin

g)신호에 의해 응답하는 신호이다.

여기서, 상기 폴링(Polling) 신호는, 현재 송신단의 Radio환경에 상관없이 고정된 값(폴링신호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

생하기 위한 값)들을 이용한다.

따라서, 수신단에게 인식을 요구하지 않아도 될 시점, 즉 현재 송신단의 환경상 폴링(Polling) 없이도 사용자 데이터

를 전송 가능한 상태시에도 송신단으로 폴링(Polling)을 요구하게 되므로, 사용자 데이터 전송시 지연이 발생하는 문

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사용자 단말기의 현 Radio Acess Capability에 따

라 폴링(Polling) 비트를 적응적으로 요구하여 사용자의 데이터 전송률을 향상시키도록 한 래디오 링크 콘트롤의 폴

링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IMT-2000 프로토콜 레이어인 래디오 링크 콘트롤에 있어서, RLC La

yer에서 PDU를 Peer로 전송하면서, 폴링(Polling) 시점인지를 판단하는 제1 과정과; 상기 제1 과정의 판단결과, 폴

링(Polling)시점이면, 폴링 (Polling) 비트를 셋팅한 PDU를 Peer로 전송하는 제2 과정과; 상기 Peer로부터 현재 전송

한 PDU들에 대한 인식(ACK) 신호가 수신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제3 과정과; 상기 제3 과정의 판단결과, 현재 전송한 

PDU들에 대한 인식(ACK) 신호가 수신되면,폴링(Polling) 요구 주기를 증가시키는 제4 과정과; 상기 제3 과정의 판

단결과, 현재 전송한 PDU들에 대한 인식(ACK) 신호가 수신되지 않으면 폴링(Polling) 요구 주기를 감소시키는 제5 

과정으로 수행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4 과정은, 폴링(Polling) 요구 주기가 전송 데이터의 윈도우의 크기와 일치하면, 폴링(Polling) 시점은 전송 데

이터의 마지막 PDU전송시에 폴링 (Polling) 비트를 셋팅하여 구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의한 래디오 링크 콘트롤(RLC)의 폴링(Polling) 방법에 대한 작용 및 효과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1은 본 발명 래디오 링크 콘트롤(RLC)의 폴링(Polling) 방법에 대한 실시예의 동작흐름도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같

이 RLC Layer에서 PDU를 Peer로 전송하면서, 폴링(Polling) 시점인지를 판단하는 제1 과정과; 상기 제1 과정의 판

단결과, 폴링(Polling)시점이면, 폴링(Polling) 비트를 셋팅한 PDU를 Peer로 전송하는 제2 과정과; 상기 Peer로부터 

현재 전송한 PDU들에 대한 인식 (ACK) 신호가 수신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제3 과정과; 상기 제3 과정의 판단결과, 현

재 전송한 PDU들에 대한 인식(ACK) 신호가 수신되면,폴링(Polling) 요구 주기를 증가시키는 제4 과정과; 상기 제3 

과정의 판단결과, 현재 전송한 PDU들에 대한 인식(ACK) 신호가 수신되지 않으면 폴링(Polling) 요구 주기를 감소시

키는 제5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이와같은 본 발명의 동작을 설명한다.

먼저, RLC Layer에서 PDU를 계속하여 Peer로 전송하면서, 기설정된 폴링 (Polling)시점이 되면, Peer에게 인식(AC

K)을 요구하기 위해, 폴링(Polling) 비트를 셋팅한 PDU를 Peer로 전송한다.

여기서 폴링(Polling) 요구 주기가 전송 데이터의 윈도우의 크기 보다 작으면, 폴링(Polling) 시점은 전송 데이터의 소

정 번째에 위치하는 PDU 전송시에 폴링(Polling) 비트를 셋팅하여 구현한다.

그 다음, 상기 Peer로부터 현재 전송한 PDU들에 대한 인식(ACK) 신호가 수신되었는지를 판단한다.

상기 판단결과, 현재 전송한 PDU들에 대한 인식(ACK) 신호가 수신되면, 현재 UE의 Radio 환경이 좋아 특별한 폴링(

Polling) 기능없이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폴링(Polling) 요구 주기를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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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기 폴링(Polling) 요구 주기를 증가시키면서, 상기 과정을 반복 수행하다가, 폴링(Polling)요구 주기가 전송 

데이터의 윈도우의 크기와 일치하면, 폴링(Polling)시점은 전송 데이터의 마지막 PDU 전송시에 폴링(Polling) 비트를

셋팅하여 구현한다.

한편, 현재 전송한 PDU들에 대한 인식(ACK)신호가 수신되지 않으면, 현재 UE 의 Radio 환경이 좋지 않아 특별한 폴

링(Polling)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RLC내부에서 폴링(Polling)요구 주기를 감소시킨다.

즉, RLC내부에서 발생하는 폴링(Polling) 요구 횟수를 증가시킨다.

다시 말해서, 본 발명은, 사용자 단말기의 현 Radio Acess Capability에 따라 폴링(Polling) 비트를 적응적으로 요구

함으로써, 불필요한 RLC 폴링(Polling) 기능을 내부적으로 감소시켜 사용자의 데이터 전송률을 향상시킨다.

상기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행해진 구체적인 실시 양태 또는 실시예는 어디까지나 본 발명의 기술 내용을 명확

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구체적 실시예에 한정해서 협의로 해석해서는 안되며, 본 발명의 정신과 다음에 기재된

특허 청구의 범위내에서 여러가지 변경 실시가 가능한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같이 본 발명은, IMT-2000 RLC Polling 기술이 3GPP TSG에서 제안하는 폴링(Pollin

g) 기능처럼 스태틱한 값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단말기의 현 Radio Acess Capability에

따라 폴링(Polling) 비트를 적응적으로 요구함으로써, 불필요한 RLC 폴링(Polling) 기능을 내부적으로 감소시켜 사용

자의 데이터 전송률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IMT-2000 프로토콜 레이어인 래디오 링크 콘트롤에 있어서,

RLC Layer에서 PDU를 Peer로 전송하면서, 폴링(Polling) 시점인지를 판단하는 제1 과정과;

상기 제1 과정의 판단결과, 폴링(Polling) 시점이면, 폴링(Polling) 비트를 셋팅한 PDU를 Peer로 전송하는 제2 과정

과;

상기 Peer로부터 현재 전송한 PDU들에 대한 인식(ACK) 신호가 수신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제3 과정과;

상기 제3 과정의 판단결과, 현재 전송한 PDU들에 대한 인식(ACK) 신호가 수신되면,폴링(Polling) 요구 주기를 증가

시키는 제4 과정과;

상기 제3 과정의 판단결과, 현재 전송한 PDU들에 대한 인식(ACK) 신호가 수신되지 않으면 폴링(Polling) 요구 주기

를 감소시키는 제5 과정으로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래디오 링크 콘트롤의 폴링방법.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제4 과정은,

폴링(Polling) 요구 주기가 전송 데이터의 윈도우의 크기와 일치하면, 폴링(Polling) 시점은 전송 데이터의 마지막 PD

U전송시에 폴링 (Polling) 비트를 셋팅하여 구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래디오 링크 콘트롤의 폴

링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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