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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통신시스템에서 핸드오버에 따른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자 단말의 핸드오버에 따른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원활히 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비동기식 IMT-2000 시스템에서 담당 RNS 재할당(SRNS relocation)을 수행하는 방법과, 패킷 서비스 영역에서 상

기 SRNS 재할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PDCP의 구조 및 동작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패킷 서비스 영역에서의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PDCP 프로토콜 구조를 전체적으로 재구

성 및 이에 필요한 제어 정보 및 운용 절차를 새롭게 정의하여, 패킷 서비스 영역에서의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이 가능하

게 한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데이터 통신에서의 이동성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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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TSG-RAN과 TSG-CN에서 권고하고 있는 망 구조중 패킷 서비스 영역 (Packet Service domain) 에서의 망 구조.

도 2는 사용자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사용자 평면 (User plane : 이하 U-plane으로 약칭)계층구조

도 3은 제어 신호의 전달을 위한 제어 평면 (Control plane : 이하 C-plane으로 약칭)계층구조

도 4는 상기 도 2와 3의 계층중 특히 무선 구간인 Uu 인터페이스의 세부 계층을 나타낸 도면.

도 5는 종래의 담당 RNS 재할당 (SRNS relocation) 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 6은 종래의 사용자 평면(U-plane)에서의 패킷데이터 흐름을 나타낸 도면

도 7은 패킷 데이터의 흐름을 관여하는 계층중 무선 구간의 패킷 데이터 송수신을 담당하는 계층인 PDCP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8은 PDCP PDU의 종류를 나타낸 도면

도 9는 종래 3GPP 규격에 나와 있는, 사용자 장치인 UE(이동국)가 RNS간 핸드오버를 한경우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

(LSR)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

도 10은 PDCP 계층의 송신측에 SDU 버퍼를 둔 새로운 PDCP구조

도 11은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사용자 장치인 UE(이동국)가 RNS간 핸드오버를 할경우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LSR) 과

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12는 일련 번호(SN)의 유효성 검사를 RRC에서도 수행하는 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 13은 간격(Gap) SN이 발생한 경우에 PDCP가 자체적으로 일련 번호(SN) 동기화(synchronization) 과정을 시작하여

간격(Gap) SN 다음의 일련 번호(SN)에 해당하는 SDU를 SeqNum PDU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예 (1)

도 14는 간격(Gap) SN에 대해 간격(Gap) PDU를 전송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예(2).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자 단말의 핸드오버에 따른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원활히 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비동기식 IMT-2000 시스템에서 담당 RNS 재할당(SRNS relocation)을 수행하는 방법과, 패킷 서비스 영역에서 상

기 SRNS 재할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PDCP의 구조 및 동작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제2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회선 교환 방식을 사용하는 망(network)을 근간으로 하는 시스템인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과 패킷(packet) 교환 방식을 사용하는 망(network)을 근간으로 하는 시스템인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를 기초로 하여 개발하고 있는 제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WCDMA 기술(비동기식 IMT-2000)의

세부규격서 작성을 위해 유럽의 ETSI, 일본의 ARIB/TTC, 미국의 T1, 중국의 CWTS 및 한국의 TTA 와 같은 국가 또는

국가연합 표준화 기구들이 모여 제3세대 공동프로젝트(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 이하, 3GPP라 약칭함)

라는 프로젝트를 구성했으며, 이 공동프로젝트를 통해 음성, 영상 및 데이터와 같은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무선환경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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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수 있는 제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제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을 유럽 통신 표준화 기구인 ETSI에

서는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 라고 한다. 특히 3GPP에서 규정하는 IMT-2000표준의 하

나인 WCDMA 방식의 시스템을 지칭한다.

3GPP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프로젝트 운영과 기술개발을 위해, 5개의 기술규격그룹(Technical Specification

Groups; 이하, TSG라 약칭함)을 두어 그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TSG는 부여된 영역과 관련된 표준규격의 개발, 승

인, 그리고 그 관리를 책임진다. 이들 중에서 무선접속망(Radio Access Network : 이하 RAN이라 약칭함)그룹은 제3세대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새로운 무선접속망의 규정을 목표로, 단말기와 UMTS 지상무선망( UMTS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이하, UTRAN이라 약칭함)의 기능, 요구사항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규격을 개발하며, 핵심망 (Core

Network : 이하 CN이라 약칭함) 그룹은 UTRAN과 회선 교환 방식의 백본망(Back Bone Network) 또는 패킷 교환 방식

의 백본망과의 연결을 위한 CN의 기능, 요구사항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규격을 개발하고 있다.

도 1은 이러한 TSG-RAN과 TSG-CN에서 권고하고 있는 망 구조 중 패킷 서비스 영역 (Packet Service domain) 에서의

망 구조를 보이고 있다.

도 1을 설명하자면 먼저 UTRAN은 여러 개의 무선망 부 시스템(Radio Network Subsystem : 이하 RNS라 약칭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RNS는 여러 개의 Node B와 하나의 무선망 제어기(Radio Network Controller : 이하 RNC라 약

칭함)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CN은 회선망인가 패킷망인가에 따라 그 구조가 다른데, 본 발명에서 고려하는 패킷망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담당

GPRS 지원 노드(Serving GPRS Support Node : 이하 SGSN이라 약칭함)와 하나의 게이트웨이 GPRS 지원 노드

(Gateway GPRS Support Node : 이하 GGSN이라 약칭함)로 구성된다.

상기 도 1의 각 부분 역할은 다음과 같다.

Node B는 사용자 장치(User Equipment : 이하 UE(이동국이라고도 함)를 약칭함)이 UTRAN과 접속하기 위한 접속점의

역할을 하며, RNC는 각 사용자 장치(UE)에 대한 무선 자원의 할당 및 관리를 한다.

상기 RNC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공용무선자원의 관리를 맡고 있는 제어 RNC(Control RNC : 이하 CRNC라 약칭함)와

각 단말에 할당된 전용무선자원을 관리하는 담당 RNC(Serving RNC : 이하 SRNC라 약칭함)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특정 사용자 장치(UE)의 입장에서 자신의 SRNC가 위치한 RNS를 특별히 담당 RNS(Serving RNS : 이하 SRNS

라 약칭함)라고 한다. SGSN은 UTRAN에서 전송한 정보를 라우팅하는 역할을 하며, GGSN은 정보의 목적지가 현재의 CN

이 아닌 다른 망일 경우에 정보를 넘겨주는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한다. PDN (Packet Domain Network)은 패킷 서비스 영

역의 백본망으로, 다른 망과의 패킷 서비스 영역에서의 연결을 지원한다.

각 부분의 인터페이스는 서로 간의 구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각각의 고유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사용자 장치(UE)와 Node B 사이는 Uu, Node B와 RNC 사이는 Iub, RNC와 RNC 사이는 Iur, RNC와 SGSN 사이는 Iu,

SGSN과 GGSN 사이 또는 SGSN과 SGSN 사이는 Gn 인터페이스라고 한다.

상기 도 1은 망 구조의 한 예를 보인 것이며, 실제로는 Iur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다른 SGSN에

속한 RNC들 사이에도 Iur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SGSN 사이의 Gn도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도 1의 망 구조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도 2 및 도 3과 같은 계층적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도 2는 사용자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사용자 평면 (User plane : 이하 U-plane으로 약칭)계층구조를 나타낸다.

도 3은 제어 신호의 전달을 위한 제어 평면 (Control plane : 이하 C-plane으로 약칭)계층구조를 나타낸다.

도 4는 상기 도 2와 3의 계층중 특히 무선 구간인 Uu 인터페이스의 세부 계층을 나타낸것이다.

상기 도4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용자 평면(U-plane)에는 패킷 데이터 수렴 프로토콜 계층(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 Layer : 이하 PDCP라 약칭함) 계층, 무선링크제어 계층(Radio Link Control Layer : 이하 RLC라 약칭함),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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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제어 계층(Medium Access Control Layer : 이하 MAC이라 약칭함) 및 제1계층으로 물리계층(Physical Layer : 이

하 L1이라 약칭함)이 있으며, 제어평면(C-plane)에는 무선자원제어 계층(Radio Resource Control Layer : 이하 RRC라

약칭함), RLC계층, MAC계층 및 L1계층이 있다.

상기 L1계층(물리계층)은 다양한 무선전송기술을 이용해 상위 계층에 정보전송서비스(Information Transfer Service)를

제공한다. 상위에 있는 MAC계층과는 전송채널(Transport Channel)을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이 전송채널을 통해 MAC

계층과 물리계층 사이의 데이터가 이동한다. 전송채널은 하나의 단말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또는 여러 개의 단

말이 공유해서 사용하는지에 따라 각각 전용전송채널(Dedicated Transport Channel)과 공용전송채널(Common

Transport Channel)로 구분된다.

상기 MAC계층은 무선자원의 할당 및 재할당을 위한 MAC 파라미터의 재할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RLC계층과는 논리채널

(Logical Channel)로 연결되어 있으며, 전송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논리채널이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제어평면

의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제어채널(Control Channel)을 이용하고, 사용자 평면(U-plane)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는 트

래픽 채널(Traffic Channel)을 사용한다.

상기 RLC계층은 무선링크의 설정 및 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평면의 상위계층으로부터 내려온 RLC 서비스

데이터단위(Service Data Unit; 이하, SDU라 약칭함)의 분할 및 재조립 (Segmentation and Reassembly) 기능을 수행한

다. RLC SDU는 RLC계층에서 처리용량에 맞게 크기가 조절된 후 헤더(Header)정보가 더해져 프로토콜데이터단위

(Protocol Data Unit; 이하, PDU라 약칭함)의 형태로 MAC계층에 전달된다.

PDCP계층은 RLC계층의 상위에 위치하며, IPv4나 IPv6와 같은 IP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를 상기

RLC계층에 맞는 형태로 변환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도 유선망에서 사용되지만 무선망에는 불필요

한 제어정보를 줄여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효율적으로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기능은 헤더압축(Header

Compression)이라고 불리며, 한 예로 TCP/IP에서 사용되는 헤더정보의 양을 줄이는데 사용될 수 있다.

RRC계층은 임의의 영역에 위치한 모든 단말에 정보를 방송해주는 정보방송서비스(Information broadcast service)를 제

공한다. 또한, 제3계층에서의 제어신호교환을 위한 제어평면신호처리를 담당하여, 단말과 UTRAN간 무선자원의 설정, 유

지 및 해제를 하는 기능을 갖는다. 특히, RRC는 무선 베어러(Radio Bearer : 이하 RB라 약칭함)의 설정, 유지 및 해제를

하는 기능과, 무선자원접속에 필요한 무선 자원의 할당, 재배치 또는 해제를 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때 RB는 단말과

UTRAN간의 데이터 전달을 위해 제2계층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즉, 하나의 RB가 설정된다는 것은 무선 구

간에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토콜 계층 및 채널의 특성을 규정하고, 각각의 구체적인 파라미터 및

동작 방법을 설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Iu 인터페이스는 그 성질에 따라 몇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 회선 서비스의 경우에는 Iu-CS (Iu Circuit Servise), 패킷 서

비스의 경우에는 Iu-PS (Iu Packet Service)가 사용된다.

앞으로 설명할 본 발명에서는 패킷 서비스 영역만 고려하기 때문에 Iu-PS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Iu-PS는 패킷 데

이터의 전송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사용자 평면(U-plane)에서는 GTP-U(GPRS Tunnelling Protocol for the User

plane : 이하 GTP-U로 약칭함) 계층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패킷 서비스 영역에서의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특별

히 사용되는 계층으로서, 이미 GPRS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UMTS의 패킷망은 GPRS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UMTS에서도 역시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

Iu-PS 인터페이스의 제어 평면(C-plane)에서는 RANAP (Radio Access Network Application Part : 이하 RANAP이라

약칭함) 계층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GTP-U와는 달리 UMTS에서만 사용되는 계층이다. RANAP 계층은 Iu 인터페이스

에서 제어 평면(C-plane)에 위치하여 제어 정보의 전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Iu-CS 와 Iu-PS 모두에 사용되고 있다.

도 5는 담당 RNS 재할당 (SRNS relocation)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다.

담당 RNS 재할당(SRNS relocation)이란 사용자 장치(UE)가 RNS 간 핸드 오버를 한 경우, 사용자 장치(UE)와 CN 사이

의 Iu 접속점(connection point)을 보다 짧은 경로로 설정하기 위해 SRNC를 원 RNC(Source RNC)에서 목표 RNC

(Target RNC)로 바꾸어 주는 과정을 말한다.

상기 도 5에서는 원 RNC(Source RNC)의 SGSN과 목표 RNC(Target RNC)의 SGSN이 서로 다른 경우를 보여주고 있으

나, 실제로는 구 SGSN(Old SGSN)과 신 SGSN(New SGSN)은 같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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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담당 RNS 재할당(SRNS relocation) 시에 데이터의 손실이 없도록 재할당(relocation) 하는 것을 특별히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 (Lossless SRNS Relocation : 이하 LSR이라 약칭함)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패킷 데이터의 전송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음성 데이터의 경우 약간의 데이터 손실이 있어도 통화하는 데에 지장이 없지만, 패킷

데이터는 일부분이라도 손실이 있으면 전체 데이터가 손실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3GPP에서는 성공적인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LSR) 수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은 미

흡한 실정이다.

이하 종래의 3GPP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일반적인 패킷 데이터 송수신 과정에 대해 사용자 장치(UE)가 패킷 데이터를 다

운로드 받을 때의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도 2가 관련도면이고, 도 6은 다음의 설명중 사용자 평면(U-plane)에서의 패킷데이터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GGSN은 사용자 장치(UE)가 요청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자 장치(UE)가 속해 있는 SGSN에 무선접속베어

러 (Radio Access Bearer : 이하 RAB라 약칭함)의 설정을 요청한다. 이를 받은 SGSN은 사용자 장치(UE)와의 사이에

RAB assignment를 하여 데이터의 전송 경로를 설정한다.

이렇게 GGSN부터 사용자 장치(UE)까지의 전송 경로가 설정되면, GGSN은 패킷 데이터의 전송을 시작한다. 상위 계층

(IP, PPP 등)에서 생성된 패킷 데이터들은 GGSN의 GTP-U 계층에서 GTP-U PDU로 캡슐화(encapsulation) 되어

UTRAN의 RNC로 전송되며, UTRAN RNC의 GTP-U 계층에서는 이 GTP-U PDU를 받아 캡슐 해제(decapsulation) 하

여 패킷 데이터를 추출한다. GTP-U 계층에서는 GTP-U PDU의 순차 전달(in-sequence delivery) 및 신뢰성 있는 전달

(reliable delivery)을 위해 GTP 헤더(header)에 GTP-U 순번(Sequence Number)을 붙여 전송하고 있다.

이후 GTP-PDU에서 GTP 헤더(header)를 제거하고 남은 남은 패킷 데이터들은 UTRAN의 PDCP 계층으로 넘겨지고,

PDCP 계층에서는 이 패킷 데이터(도 6의 PDCP SDU)에 대해 헤더 압축(header compression)을 수행한다. 여기서 헤더

압축(header compression)이란 일반적인 IP 프로토콜의 패킷에 대하여 IP 헤더 압축(header compression)을 의미한다.

헤더 압축(header compression)은 각각의 패킷 (PDCP SDU)에 대해 수행하며, 헤더 압축(header compression)이 수행

된 PDCP SDU는 PDCP PDU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PDCP PDU는 이후 RLC, MAC, L1을 거쳐 사용자 장치(UE)로 송신된다. 송신된 PDCP PDU는 사용자

장치(UE)의 L1, MAC, RLC를 통해 사용자 장치(UE)의 PDCP로 전달되고, 여기서 압축(compression)에 사용된 것과 같

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헤더 압축 해제(header decompression)를 한 후 추출된 PDCP SDU는 상위 계층 (PPP, IP 등)으

로 넘겨진다.

도 7은 패킷 데이터의 흐름을 관여하는 계층중 무선 구간의 패킷 데이터 송수신을 담당하는 계층인 PDCP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상기 도 7을 설명하면, 먼저 각 무선베어러 (Radio Bearer : 이하 RB라 약칭함) 당 하나씩의 PDCP 엔터티(entity)가 존재

하며, 하나의 PDCP 엔터티(entity)는 하나의 RLC 엔터티(entity)와 연결된다.

PDCP 엔터티(entity)는 RLC 의 세가지 엔터티(entity)인 AM(Acknowledged Mode, 확인 모드, 데이터의 전송 여부를 확

인하는 모드), UM(Unacknowledged Mode, 비확인 모드, 데이터의 전송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모드), TM(Transparent

Mode, 통과 모드, 데이터를 단순히 통과 시키는 모드) 모두에 연결될 수 있지만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LSR)을 사용하

는 경우에는 PDCP PDU의 순차 전달(in-sequence delivery)을 보장하기 위해 RLC AM 엔터티(entity)에만 연결된다.

PDCP의 동작 방법은 RLC의 세가지 모드 중 어떤 모드에 연결되는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여기서는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LSR)을 지원하는 RLC AM 엔터티(entity)에 연결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먼저 GTP-U로부터 PDCP SDU를 받으면, PDCP는 주어진 압축 알고리즘(compression algorithm)에 따라 헤더 압축

(header compression)을 수행한다. 헤더 압축(header compression)은 PDCP SDU 내의 IP(Internet Protocol) 헤더

(header)에 대해 실행되며 이 때 사용되는 알고리즘(algorithm)은 현재는 RFC2507과 RFC3095 두 가지만 정의되어 있

다.

등록특허 10-0595583

- 5 -



실제로 어떤 알고리즘(algorithm)을 사용할 지는 PDCP 엔터티(entity)가 생성될 때 RRC로부터 받게 되며, 여러 가지 압

축 알고리즘(compression algorithm)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압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PDCP SDU가 헤더 압축(header compression)의 과정을 거치면 PDCP PDU가 된다. 이후에, 만약 PDCP가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LSR)을 지원한다면, 각각의 PDCP PDU는 번호가 매겨지고 , 그 일련 번호(SN)은 PDCP가 관리한다. 송신측

은 하나의 PDCP PDU를 RLC에 내려보낼 때마다 1씩 증가하며, 수신측은 하나의 PDCP PDU를 RLC로부터 받거나, 하나

의 PDCP PDU (=RLC SDU)가 폐기(discard) 되었다는 정보를 RLC로 부터 받을 때 마다 1씩 증가한다. 이렇게 PDCP에

서 일련 번호(SN)를 관리하는 이유는 만약 담당 RNS 재할당(SRNS relocation)이 발생했을 시에 PDCP SDU의 손실

(loss)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도 8은 PDCP PDU의 종류를 보이고 있다.

PDCP에서 생성하는 PDU의 종류에는 도 8과 같이 세가지가 있는데, 먼저 PDCP-No-Header PDU는 PDCP에서 아무런

부가(overhead)를 붙이지 않고 PDCP SDU를 바로 PDCP PDU로 사용하는 것이다.

상기의 PDU는 PDCP가 아닌 다른 상위 계층에서 이미 헤더 압축(header compression)을 한 경우에 사용되며, PDCP는

PDCP SDU를 그저 통과만 시키는 형태로 (transparent) RLC로 전달할 뿐이다.

둘째로, PDCP data PDU는 일반적으로 PDCP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PDU라고 할 수 있으며, PID 필드를 통해 해당

PDCP PDU에 사용된 헤더 압축 형태(header compression type)를 알려준다.

PDU type 필드는 해당 PDU가 PDCP data PDU인지 아니면 뒤에 설명할 PDCP SeqNum PDU인지를 알려준다.

셋째로, PDCP SeqNum PDU는 PDCP data PDU에 일련 번호(SN)를 붙여 보낼 때 사용한다.

PDCP SeqNum PDU를 사용하는 이유는 송신측 PDCP 엔터티(entity)와 수신측 PDCP 엔터티(entity) 사이에 일련 번호

(SN)이 동기가 맞지 않았을 경우 송신측이 수신측으로 PDCP SeqNum PDU를 보내 수신측의 RSN (Receive Sequence

Number)을 송신측의 SSN (Send Sequence Number)과 일치시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SeqNum PDU를 보내서 PDCP 엔터티(entity) 와 PDCP PDCP 엔터티(entity) 사이에 일련 번호(SN)를 일치시키

는 것을 SN 동기화(동기화(synchronization)) 과정이라고 한다.

패킷 데이터의 송수신이 진행되고 있을 때 담당 RNS 재할당(SRNS relocation)이 발생하면, PDCP는 모드에 따라 다른 동

작을 수행한다.

담당 RNS 재할당(SRNS relocation)에는 두가지 모드가 있는데, 하나는 손실허용 담당 RNS 재할당(Lossy SRNS

Relocation)이며, 다른 하나는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 (Lossless SRNS Relocation)이다.

손실허용 담당 RNS 재할당(Lossy SRNS Relocation)은 패킷의 손실을 허용하며 핸드오버(handover)를 하는 방법으로

서, 주로 Voice over IP, Streaming 등과 같은 실시간 통화(real time traffic)에 적용된다. 이 방법에서는 PDCP는 자신이

전송한 PDCP PDU에 대해 RLC로부터 어떠한 인증 신호 (Acknowledgement : 이하 ACK이라 약칭함)도 받지 않으며, 담

당 RNS 재할당(SRNS relocation) 시에도 어떤 특별한 동작을 하지 않는다. 즉, 손실허용 담당 RNS 재할당(Lossy SRNS

Relocation) 시에는 PDCP는 GTP-U로부터 받은 PDCP SDU를 헤더 압축(header compression)을 하여 RLC로 내려보

낼 뿐이다.

이에 반해 본 발명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LSR)인 경우에는 하나의 패킷이라도 손실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손실을 허용하는 경우보다 좀더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LSR)은 주로 실시간

통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서비스(e-mail, FTP, WEB browsing 등)에 적용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비실시간 통화

(non-real time traffic)를 허용하는 데이터들은 일부분이라도 손실이 있으면 한 단위를 이루는 데이터 전체가 손실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LSR)을 사용하는 경우 PDCP에는 특별히 일련 번호(Sequence

Number)를 두어 PDCP PDU의 송수신 여부를 관리하고, 만약 송신측 PDCP와 수신측 PDCP의 일련 번호(SN)가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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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양측 일련 번호(SN)의 동기화를 위해 PDCP SeqNum PDU라는 일련번호를 알려주는 특별한 PDU를 사용하며, RLC

는 TM (Transparent Mode), UM (Unacknowledged Mode), AM (Acknowledged Mode) 중 AM만 사용하고 또한 순차

전달(in-sequence delivery) 방식을 사용한다.

PDCP 일련 번호(SN)는 상기한 바대로 송신측과 수신측에 각각 존재하는데, 송신측은 송신 일련번호(Send SN)가 사용되

고 수신측은 수신 일련번호(Receive SN)가 사용된다.

송신 일련번호(Send SN)는 PDCP가 하나의 PDCP PDU (RLC SDU 와 같음)를 RLC로 내려보낼 때 마다 1씩 증가되며,

수신 일련번호(Receive SN)는 PDCP가 RLC계층으로부터 하나의 정상적인 PDCP PDU (=RLC SDU)를 전달 받거나 하

나의 RLC SDU를 폐기했다는 신호를 RLC계층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1씩 증가되며, PDCP SeqNum PDU를 받았을 때

에는 그 PDU가 알려주는 일련 번호(SN) 값으로 갱신한다.

도 9에는 종래 3GPP 규격에 나와 있는, 사용자 장치인 UE(이동국)가 RNS간 핸드오버를 한경우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

(LSR)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하 도 9를, 도면에 나타나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번호를 인용하여 설명한다.

먼저, 도면에서 번호 1은 UE가 다른 RNS로 핸드오버(handover)를 요청해 SRNS 재할당(relocation)이 필요하게 되면,

원 RRC(source RRC)는 RLC 이하의 동작을 중지시키고 PDCP에 재할당(relocation)을 명령(Relocation Request)하는

과정을 말한다. (단계 1).

상기 단계 1의 명령을 받은 PDCP는 다음에 첫번째로 하향 링크( DownLink, 이하 DL로 약칭함)로 보내야 할 PDCP PDU

의 일련 번호 값(DL SSN)과, 다음에 첫번째로 상향 링크(UpLink, 이하 UL로 약칭함)로부터 받아야 할 PDCP PDU의 일

련 번호 값(UL RSN)을 원 RRC(source RRC)로 알려준다.

예를 들어, 송신측 원 PDCP(source PDCP)가 PDU20까지 RLC로 내려보냈으면 다음 DL SSN=21이 되고, 수신측 원

PDCP(source PDCP)가 PDU50까지 RLC로부터 받았으면 UL RSN=51이 된다.(단계 2).

상기 단계 2에 의해 PDCP로부터 DL SSN과 UL RSN을 받은 원 RRC(source RRC)는 이를 목표 RRC로 전달한다. (단계

3).

PDCP는 DL로 송신한, 즉 RLC로 내려보낸, PDCP SDU 중 RLC로부터 확인 받지 못한(Unconfirmed) 데이터인 PDCP

SDU들을 GTP-U(사용자평면에서 패킷데이터전송을 지원하는 계층)로 전달한다. 만약 DL로 PDU20까지 송신하고 RLC

로부터 송신 성공 여부를 PDU15까지 확인 받았으면, 나머지 확인 받지 못한 PDU16~PDU20에 해당하는 SDU들을

GTP-U로 전달한다.(단계 4)

이를 받은 원 GTP-U(source GTP-U)는 각각의 확인되지 않은 PDCP SDU에 DL GTP-U 일련 번호(SN)와 DL PDCP

일련 번호(SN)를 포함한 GTP 헤더(Header)를 붙여 GTP-U PDU를 만들고, 이를 목표 GTP-U(target GTP-U)로 전달

한다. (단계 5).

이를 받은 목표 GTP-U는 각각의 GTP-U PDU에 대해 GTP 헤더(Header)를 제거한 후 PDCP SDU를 목표 PDCP로 전

달한다.(단계 6).

목표 RRC(target RRC)는 UE RRC에게 UL RSN을 알려준다. 7. 이하의 과정은 PDCP SDU 전달(forwarding) 과정 (단계

4.~단계6.)과 동시에 수행된다. (단계 7).

이를 받은 UE RRC는 RLC의 동작을 중지시키고, 목표 RRC로부터 받은 UL RSN을 UE PDCP에게 알려준다. UE PDCP는

이후에 전송이 재개되면 상향 링크(UL)로 UL RSN에 해당하는 SDU부터 전송한다. (단계 8).

UE PDCP는 다음에 하향링크(DL)로 첫번째로 수신해야 할 PDCP SDU의 일련 번호 (DL RSN)을 RRC에 알려준다.(단계

9).

UE RRC는 DL RSN을 목표 RNC의 RRC에 알려준다. (단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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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RRC는 UE로부터 받은 DL RSN과 원 RRC(source RRC)로부터 받은 DL SSN을 비교하여 다음에 하향 링크로 첫번

째로 송신해야 할 PDCP SDU의 일련 번호(First DL PDCP SN)를 결정한다.

만약 DL RSN > DL SSN이면, 이 DL RSN은 유효하지 않음(invalid)으로 간주하고 PDCP에 일련 번호(SN) 동기화

(synchronization) 과정을 시작하도록 명령한다. DL RSN DL SSN이면 정상적인 경우이고 First DL PDCP SN = DL

RSN이 된다.(단계 11).

목표 RRC는 목표 PDCP에게 상기 하향 링크로 첫번째로 송신해야 할 PDCP SDU의 일련 번호(First DL PDCP SN=DL

RSN)를 알려준다. 이후 전송이 재개되면 목표 PDCP는 하향 링크(DL)로 상기 하향 링크로 첫번째로 송신해야 할 PDCP

SDU의 일련 번호(First DL PDCP SN=DL RSN)에 해당하는 SDU부터 전송한다.(단계 12).

그런데, 상기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담당 RNS 재할당(SRNS Relocation)을 손실 없이 수행하기 위한 종래의 PDCP 프로토

콜 규격은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Lossless SRNS Relocation) 과정을 수행할 때 확인되지 않은 PDCP SDU를 전달하

기 위해서는 PDCP 버퍼가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헤더 압축 콘텍스트 스테이트(header

compression context state)에 의해 무손실담당 RNS 재할당(LSR) 이후 PDCP 일련 번호(SN)에 간격(Gap)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PDCP와 PDCP 사이의 일련 번호(SN)가 서로 다른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PDCP SDU의 데이터 전달 시점

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LSR) 과정 이후 PDCP 수신단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등에 대한 사항도 정

의되어 있지 않다.

그 외에도 목표 RRC(target RRC)가 일련 번호(SN)를 비교할 때 발생하는 모듈 비교(modular comparison) 문제도 현재

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Lossless SRNS Relocation)을 지원하기 위한 PDCP 프로토콜 규격에 나타나 있는 종래

기술에 따라 PDCP를 동작시킨다면 손실 없이 담당 RNS를 재할당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동 환경에서의 패킷 데이터

송수신도 불가능해진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에서는 상기한 종래 규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PDCP가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LSR) 수행 시에 안정적

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PDCP SDU버퍼를 가진 새로운 PDCP구조를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프로시저를 제공

하며, 여기에 필요한 프리미티브 및 파라미터 들을 제안한다.

또한 타 계층과의 인터페이스도 명확히 규정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패킷 데이터의 손실이 없는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

(LSR) 방법을 제안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시스템에서 핸드오버에 따른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은,패킷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이동통신 시스

템에서 사용자 단말이 서비스를 받고 있던 무선망 제어기에서 새로 서비스를 받을 다른 무선망 제어기로 서비스의 핸드오

버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 또는 상기 무선망 제어기가 패킷 교환 방식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무선 접속 프로토콜에 적합한 데이터

로 처리하는 계층에서 정해지는 단위의 서비스 데이터를 상기 무선 제어기 또는 상기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전송된 서비스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와;

수신측에서 상기 서비스 데이터를 수신하였다는 확인 신호를 받은 이후에 상기 저장된 서비스 데이터를 삭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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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패킷 교환방식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무선접속프로토콜에 적합한 데이터로 처리하는 계층은

PDCP계층인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본 발명에서 상기 서비스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는 상기 데이터의 일련번호를 함께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패킷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자 단말이 서비스를 받고 있던 무선망 제어기에서 새

로 서비스를 받을 다른 무선망 제어기로 서비스의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이 서비스를 받고 있던 무선망 제어기의 패킷 교환 방식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무선 접속 프로토콜에 적

합한 데이터로 처리하는 계층에서 상기 다른 무선망 제어기의 같은 계층으로, 상기 계층에서 정해지는 단위의 확인되지 않

은 서비스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하는 명령을 상기 사용자 단말이 서비스를 받고 있던 무선망 제어기의 무선 자원을 제어하

는 계층에서 같은 무선망 제어기의 상기 패킷 교환 방식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무선 접속 프로토콜에 적합한 데이터로 처

리하는 계층으로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본발명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서비스 테이터(PDCP SDU)를 원 PDCP로부터 목표 PDCP로 전달하기 위해, 원

PDCP계층으로 데이터 전달 시작 명령을 하는것은 원 RRC계층인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본 발명은 상기 명령에 의해서 상기 사용자 단말이 서비스를 받고 있던 무선망 제어기의 패킷 교환 방식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무선 접속 프로토콜에 적합한 데이터로 처리하는 계층에서 상기 다른 무선망 제어기의 같은 계층으로,

상기 계층에서 정해지는 단위의 확인되지 않은 서비스 데이터가 전달될 때,

상기 사용자 단말이 서비스를 받고 있던 무선망 제어기의 상기 패킷 교환 방식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무선 접속 프로토콜

에 적합한 데이터로 처리하는 계층에서 상기 패킷 교환 방식의 네트워크의 대응하는 계층으로 상기 정해지는 단위의 확인

되지 않은 서비스 데이터와 함께 그 서비스 데이터의 하향 링크의 일련번호를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본 발명에서 상기 패킷 교환 방식의 네트워크에 대응하는 계층은 GTP-U계층인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본 발명은 상기 명령에 의해서 상기 사용자 단말이 서비스를 받고 있던 무선망 제어기의 패킷 교환 방식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무선 접속 프로토콜에 적합한 데이터로 처리하는 계층에서 상기 다른 무선망 제어기의 같은 계층으로,

상기 계층에서 정해지는 단위의 확인되지 않은 서비스 데이터가 전달될 때,

상기 다른 무선망 제어기의 상기 패킷 교환 방식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무선 접속 프로토콜에 적합한 데이터로 처리하는

계층에서 상기 패킷 교환 방식의 네트워크의 대응하는 계층으로부터 상기 정해지는 단위의 확인되지 않은 서비스 데이터

와 함께 그 서비스 데이터의 하향 링크의 일련번호를 전달 받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무선 접속 프로토콜에 적합한 데이터로 처리하는 계층으로 상기 정해지는 단위의 확인되지 않은 서비

스 데이터와 함께 그 서비스 데이터의 하향 링크의 일련번호 전달을 목표 GTP-U계층이 하는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패킷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자 단말이 서비스를 받고 있던 무선망 제어기에서 새

로 서비스를 받을 다른 무선망 제어기로 서비스의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이 새로 서비스를 받을 다른 무선망 제어기의 무선 자원을 제어하는 계층에서 같은 무선망 제어기의 상기

패킷 교환 방식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무선 접속 프로토콜에 적합한 데이터로 처리하는 계층으로, 다음에 첫번째로 상향

링크를 통하여 수신해야 할 서비스 데이터의 상향 링크의 일련번호를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다음에 첫번째로 상향 링크를 통하여 수신해야 할 서비스 데이터의 상향 링크의 일련번호의 전달은 목표

RRC계층에서 목표 PDCP계층으로 하는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패킷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자 단말이 서비스를 받고 있던 무선망 제어기에서 새

로 서비스를 받을 다른 무선망 제어기로 서비스의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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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용자 단말 또는 상기 무선망 제어기의 무선 자원을 제어하는 계층에서 패킷 교환 방식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무선

접속 프로토콜에 적합한 데이터로 처리하는 계층으로 다음에 하향 또는 상향 링크를 통하여 수신해야 할 서비스 데이터의

일련번호를 전송할 것을 명령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 단말 또는 상기 무선망 제어기의 패킷 교환 방식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무선 접속 프로토콜에 적합한 데이터

로 처리하는 계층에서 상기 전송명령을 받은 서비스 데이터의 일련번호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것을 특징으

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사용자 단말이 새로 서비스를 받을 다른 무선망 제어기의 무선 자원을 제어하는 계층에서 같은 무선

망 제어기의 상기 패킷 교환 방식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무선 접속 프로토콜에 적합한 데이터로 처리하는 계층으로,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수신한 사용자 단말의 다음에 첫번째로 하향 링크를 통하여 수신해야 할 서비스 데이터의 일련번

호와 상기 사용자 단말이 서비스를 받고 있던 무선망 제어기로부터 수신한 다음에 첫번째로 하향 링크를 통하여 송신해야

할 서비스 데이터의 일련번호를 함께 전달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유효성을 검사하는 단계는, 상기 전송 명령을 받은 서비스 데이터의 일련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첫번

째 서비스 데이터의 일련번호와 다음에 첫번째로 통신 상대방에게 전송해야 할 서비스 데이터의 일련번호의 사이에 있는

지를 검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유효성을 검사하는 단계에서, 상기 전송 명령을 받은 서비스 데이터의 일련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첫

번째 서비스 데이터의 일련번호와

다음에 첫번째로 통신 상대방에게 전송해야 할 서비스 데이터의 일련번호의 사이에 있지 않은 경우, 상기 패킷 교환 방식

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무선 접속 프로토콜에 적합한 데이터로 처리하는 계층에서 통신 상대방의 동일 계층과 일련번호

동기화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유효성을 검사하는 단계에서, 상기 전송 명령을 받은 서비스 데이터의 일련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첫

번째 서비스 데이터의 일련번호와

다음에 첫번째로 통신 상대방에게 전송해야 할 서비스 데이터의 일련번호의 사이에 있는 경우, 상기 패킷 교환 방식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무선 접속 프로토콜에 적합한 데이터로 처리하는 계층에서 통신 상대방의 동일 계층으로 상기 전송 명

령을 받은 서비스 데이터의 일련번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RRC계층으로부터 전송명령을 받은 SN(DL RSN 또는 UL RSN)에 대한 유효성 검사는 UTRAN 또

는 UE의 PDCP계층에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패킷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자 단말이 서비스를 받고 있던 무선망 제어기에서 새

로 서비스를 받을 다른 무선망 제어기로 서비스의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 또는 상기 무선망 제어기의 무선 자원을 제어하는 계층에서 통신 상대방의 동일 계층으로부터 통신 상대

방이 다음에 첫번째로 수신해야 할 서비스 데이터의 일련번호를 전달 받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 단말 또는 상기 무선망 제어기의 무선 자원을 제어하는 계층에서 상기 전달 받은 서비스 데이터의 일련번호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상기 유효성을 검사하는 단계이전에, 상기 사용자 단말 또는 상기 무선망 제어기의 패킷 교환 방식으

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무선 접속 프로토콜에 적합한 데이터로 처리하는 계층에서 상기 무선 자원을 제어하는 계층으로

확인되지 않은 첫번째 서비스 데이터의 일련번호를 알려주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사용자 단말의 패킷 교환 방식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무선 접속 프로토콜에 적합한 데이터로 처리하

는 계층에서 상기 무선 자원을 제어하는 계층으로 확인되지 않은 첫번째 서비스 데이터의 일련번호를 알려주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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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상기 유효성을 검사하는 단계에서, 상기 전달 받은 서비스 데이터의 일련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첫번째 서

비스 데이터의 일련번호와 다음에 첫번째로 통신 상대방에게 전송해야 할 서비스 데이터의 일련번호의 사이에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유효성을 검사하는 단계에서, 상기 전달 받은 서비스 데이터의 일련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첫번째 서

비스 데이터의 일련번호와 다음에 첫번째로 통신 상대방에게 전송해야 할 서비스 데이터의 일련번호의 사이에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무선 자원을 제어하는 계층에서 상기 패킷 교환 방식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무선 접속 프로토콜에 적합한 데

이터로 처리하는 계층으로 통신 상대방의 동일 계층과 일련번호 동기화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전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상기 유효성을 검사하는 단계에서, 상기 전달 받은 서비스 데이터의 일련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첫번째 서

비스 데이터의 일련번호와 다음에 첫번째로 통신 상대방에게 전송해야 할 서비스 데이터의 일련번호의 사이에 있는 경우,

상기 무선 자원을 제어하는 계층에서 상기 패킷 교환 방식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무선 접속 프로토콜에 적합한 데이터로

처리하는 계층으로 상기 전송 명령을 받은 서비스 데이터의 일련번호를 알려주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패킷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자 단말이 서비스를 받고 있던 무선망 제어기에서 새

로 서비스를 받을 다른 무선망 제어기로 서비스의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 또는 상기 무선망 제어기의 패킷 교환 방식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무선 접속 프로토콜에 적합한 데이터

로 처리하는 계층에서 송신하기 위해 저장되어 있는 확인되지 않은 서비스 데이터들의 일련번호에 누락이 있는지 검사하

는 단계와;

일련번호에 누락이 있고, 누락된 일련번호의 서비스 데이터를 포함하는 서비스 데이터들을 전송하는 경우, 통신 상대방의

동일 계층과 일련번호 동기화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일련번호 동기화를 수행하는 단계는, 누락된 일련번호의 다음 일련번호를 가진 서비스 데이터를 전

송할 때 일련번호를 표시하는 헤더를 추가하여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패킷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자 단말이 서비스를 받고 있던 무선망 제어기에서 새

로 서비스를 받을 다른 무선망 제어기로 서비스의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 또는 상기 무선망 제어기의 패킷 교환 방식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무선 접속 프로토콜에 적합한 데이터

로 처리하는 계층에서 송신하기 위해 저장되어 있는 확인되지 않은 서비스 데이터들의 일련번호에 누락이 있는지 검사하

는 단계와;

일련번호에 누락이 있고, 누락된 일련번호의 서비스 데이터를 포함하는 서비스 데이터들을 전송해야 하는 경우, 패킷 교환

방식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무선 접속 프로토콜에 적합한 데이터로 처리하는 계층에서 누락된 일련번호에 대해 임의의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를 서비스 데이터 없이 자체적으로 생성하여 통신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패킷 교환 방식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를 무선 접속 프로토콜에 적합한 데이터로 처리하는 계층에서 누락

된 일련번호에 대해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는 임의의 정보를 포함하며 임의의 형태를 가질 수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목적, 특징들은 첨부한 도면을 참조한 실시예들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명백해질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새로운 PDCP구조와 핸드오버에 따른 패킷 데이터 무손실 제공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본 발명을 설명하는데 있어, 종래기술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종래기술의 일부도 함께 설명하도록 한다.

도 10은 PDCP 계층의 송신측에 SDU 버퍼를 둔 새로운 PDCP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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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PDCP SDU 버퍼는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PDCP가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LSR)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존재

한다.

PDCP PDU 버퍼 대신 PDCP SDU 버퍼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LSR)이 발생할 경우 헤더 압축 알

고리즘(header compression algorithm)이 새로 할당되기 때문에 원 PDCP(source PDCP)와 목표 PDCP(target PDCP)

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algorithm)이 달라진다.

따라서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LSR) 과정 수행 이전의 알고리즘(algorithm)으로 압축(compression) 된 PDCP PDU들

은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LSR) 과정 수행이후에는 압축 해제(decompression)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PDCP SDU들을 버퍼 안에 저장시켜 놓고 있다가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LSR)이 발생하면 압축되지 않은 상태로 목

표 PDCP(target PDCP)로 전달(forwarding) 하고, 목표 PDCP(target PDCP)는 새로이 할당된 헤더 압축 알고리즘

(header compression algorithm)에 맞춰 전달(forwarding)된 SDU들을 다시 압축(compression) 하여 전송하는 것이다.

도 10에 나타난바와 같이,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LSR)을 지원하는 경우 PDCP가 SDU를 받으면 먼저 각 SDU 단위형

태로 버퍼 안에 저장시켜 놓은 후 주어진 헤더 압축 알고리즘(compression algorithm)에 따라 헤더 압축(header

compression)을 수행하여 PDCP PDU(=RLC SDU)를 생성한 후 RLC AM 엔터티(entity)로 내려보내는 것이다.

한편, UTRAN PDCP의 송신측은 PDCP 일련 번호(SN)를 관리해야 한다.

도 11은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사용자 장치인 UE(이동국)가 RNS간 핸드오버를 할경우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LSR) 과

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하 도 11를, 도면에 나타나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번호를 인용하여 설명하는데, 종래의 동작과정인 도 9에서의 과정과

순서가 같은것은 동일한번호를 사용하였고, 본 발명에서 새롭게 추가된 과정은 소숫점(즉 과정 3과 4의 중간에 새로운 과

정이 추가되었다면, 도면에서 번호는 3.5)으로 나타내었으며, 도면에서 빗금친부분이 종래의 과정과 달라졌거나 새롭게

추가된 과정을 나타낸다.

이하, 도 11를 설명한다.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LSR)이 발생하면 하향 링크(DL) PDCP 일련 번호(SN)를 확인되지 않은 PDCP SDU와 더불어

GTP-U로 전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원 GTP-U에서 목표 GTP-U로 확인되지 않은 SDU를 전달(forwarding) 할 때, 데이

터(PDCP SDU를 말함) 뿐만 아니라 하향 링크(DL) GTP-U 일련 번호(SN)와 하향 링크(DL) PDCP 일련 번호(SN)도 전

달하는데, 확인되지 않은 SDU와 각각의 하향 링크(DL) PDCP 일련 번호(SN)는 PDCP에서 관리하므로, GTP-U에서는

하향 링크(DL) PDCP 일련 번호(SN)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LSR)이 발생하여 데이터를 전달(forwarding) 할 때, 원 RNC의 PDCP에서 GTP-U로

또는 목표 RNC의 GTP-U에서 PDCP로는 데이터 뿐만 아니라 하향 링크(DL) PDCP 일련 번호(SN)도 함께 전달해야 한

다.

구체적으로는 원 RNC에서는 PDCP에서 GTP-U로 전달하는 PDCP-DATA-Indication 프리미티브(primitive)에 PDCP

SDU 뿐만 아니라 하향 링크(DL) PDCP 일련 번호(SN)를 함께 넣어 전달하고, 목표 RNC에서는 GTP-U에서 PDCP로 전

달하는 PDCP-DATA-Request 프리미티브(primitive)에 PDCP SDU 뿐만 아니라 하향 링크(DL) PDCP 일련 번호(SN)

를 함께 넣어 전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LSR)을 지원할 때 UTRAN 쪽에서만 사용되며, 도 11

의 4번과 6번 과정에 나타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unconfirmed) SDU를 전달(forwarding) 하기 위해서는 원 RRC(source RRC)가 원

PDCP(source PDCP)에 그 시작을 명령해야 하는데, 종래 규격에는 이에 대한 정의가 없다.

PDCP는 자체적으로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RRC로부터의 명령이 필요한데, 종래 규격에는 이런 명령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LSR) 시에 원 PDCP(source PDCP)는 데이터를 전달(forwarding)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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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확인되지 않은(unconfirmed) SDU들은 모두 손실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는 도 11의 3.5번과 같이

원 RRC(source RRC)가 원 PDCP(source PDCP)로 데이터 전달 요청(Forwarding Request)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방법

을 제안한다.

한편,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LSR) 과정 종반부에 목표 PDCP는 목표 RRC로부터 첫번째 하향 링크(DL) PDCP 일련 번

호(SN)를 받음으로써, 사용자 장치(UE)로 전송할 첫번째 PDU의 일련 번호(SN)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목표 PDCP의 송신부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수신부는 수신부대로 사용자 장치(UE)로부터 받아야 할 첫번째

PDU의 일련 번호(First UL PDCP SN)를 알아야 한다.

만약 목표 PDCP의 수신부가 첫번째 상향 링크(UL) PDCP 일련 번호(SN)를 목표 RRC로부터 받지 않는다면,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LSR) 이후 PDCP가 처음으로 수신한 PDU의 일련 번호(SN)를 0으로 하여 수신하게 되어 상향링크(UL)의

PDCP 데이터 전송에서는 일련 번호(SN)의 동기가 맞지 않게 된다.

따라서, 목표 PDCP의 수신부는 첫번째 상향 링크(First UL) PDCP 일련 번호(SN)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목표 RRC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현재 규격에는 목표 RRC는 목표 PDCP로 첫번째 하향 링크(DL) PDCP 일련 번호(SN)만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는 도 11의 12번 과정과 같이 목표 RRC가 목표 PDCP로 정보를 알려줄 때, 첫번째 하향

링크 PDCP 일련 번호(First DL PDCP SN)와 함께 첫번째 상향 링크 PDCP의 일련 번호(First UL PDCP SN = UL RSN)

도 같이 알려주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종래 3GPP의 PDCP 규격에는, 송신측과 수신측 PDCP의 일련 번호(SN)가 다를 경우,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일련 번

호(SN) 동기화(synchronization) 과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 번호(SN) 동기화(synchronization) 과정은 RRC가 자신의 PDCP 송신측으로 명령을 할 때에만 가능

하며, PDCP 자체적으로는 일련 번호(SN) 동기화(synchronization) 과정을 시작할 수는 없다. 일반적인 일련 번호(SN) 동

기화(synchronization) 과정을 설명하면, 먼저 RRC는 자신의 송신측 PDCP와 상대방의 수신측 PDCP의 일련 번호(SN)가

다름을 감지하면, 자신의 송신측 PDCP로 일련 번호(SN) 동기화 과정 수행을 명령한다.

상기 명령을 받은 PDCP는 이때부터 PDCP data PDU 대신, 일련번호를 알려주는 특별한 PDU인 PDCP SeqNum PDU를

전송하며, PDCP SeqNum PDU에는 자신이 관리하는 송신 일련 번호(Send Sequence Number, SSN)를 붙여서 보낸다.

PDCP SeqNum PDU를 받은 대응하는 PDCP의 수신측은 자신의 수신일련번호(Receive Sequence Number, RSN)를

SeqNum PDU의 SSN으로 맞추어서, 양측 사이의 일련 번호(SSN과 RSN)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PDCP 송신측은 자신이 수신측으로 보낸 PDCP SeqNum PDU 중 하나라도 수신측이 수신했다는 확인을 받으면

일련 번호(SN) 동기화 과정을 종료하고, 이후의 데이터는 PDCP data PDU를 이용하여 전송한다.

이러한 일련 번호(SN) 동기화 과정이 필요한 경우, 종래 규격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경우로 정의되어 있다.

첫째, RLC 리셋(reset)을 하고 난 후

둘째, 무선 베어러 재배치(Radio Bearer Reconfiguration)를 하고 난 후

셋째,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LSR) 시에 목표 RRC(target RRC)가 사용자 장치(UE) RRC로부터 유효하지 않은(invalid)

하향 링크( DL) RSN을 받았을 경우

상기의 첫번째와 두번째 경우는 송신측 PDCP에서 RLC로 내려보낸 PDCP PDU가 수신측으로 전송되기 전에 RLC 리셋

(reset)이나 RB 재배치(reconfiguration)가 일어날 수 있고, 이 경우 SSN은 증가하나 RSN은 증가하지 않게 되므로, 이들

과정 이후에는 일련 번호(SN) 동기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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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LSR) 시에 목표 RRC는 원 RRC(source RRC)로부

터 받은 하향 링크(DL) SSN과 사용자 장치(UE) RRC로부터 받은 하향 링크(DL) RSN을 비교하여 다음에 처음으로 보내

야 할 PDCP PDU의 일련 번호(SN) (First DL PDCP SN)을 결정하게 된다 (도 9의 11번 과정).

일반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SDU로 인해 DL RSN DL SSN이 되며, 이 경우는 첫번째 DL PDCP SN = DL RSN으로 셋

팅하여 PDCP에 알려준다.

그런데, 전송 도중의 에러, 프로토콜의 에러 등의 이유로 인해 사용자 장치(UE)로부터 받은 하향 링크(DL) RSN이 DL

RSN > DL SSN이면 이는 유효하지 않은(invalid) 하향 링크(DL) RSN이며, 이 경우 사용자 장치(UE)의 RSN에 오류가 있

음을 감지하고 자신의 PDCP에 일련 번호(SN) 동기화(synchronization) 과정의 시작을 명령하는 것이다.

종래 3GPP 규격에는 상기 설명한 세가지 경우에 대해 RRC가 PDCP 송신측에 일련 번호(SN) 동기화(synchronization)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세번째 경우에 있어서,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LSR) 시에 목표 RRC가 사용자 장치(UE) RRC로부터 유효하지

않은(invalid) 하향 링크(DL) RSN을 받았을 경우에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통상 PDCP의 일련 번호(SN)에 사용

되는 비트 수는 총 16비트로 0~65535까지의 범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SN=65535의 다음에 오는 SN는 0번이 되고 이후

다시 0번부터 순차적으로 일련 번호(SN)가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만약 확인되지 않은 SDU들의 일련 번호(SN)가 65000~2000(즉 65000~65535. 0~2000)인 경우에

목표 RRC가 사용자 장치(UE)로부터 DL RSN=65535를 받게 되면, 이는 정상적인 값임에도 불구하고, 목표 RRC는 DL

SSN=2001이므로 DL RSN > DL SSN으로 비교하여 유효하지 않음(invalid)으로 간주하게 되고, 이에 따라 목표 RRC는

목표 PDCP에게 일련 번호(SN) 동기화(synchronization) 과정을 수행하도록 명령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실제로 사용자 장치(UE)는 SN=65000~65534에 해당하는 SDU를 제대로 수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DCP

는 SN=65000인 SDU부터 SeqNum PDU를 이용하여 재전송하게 되므로 많은 무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목표 RRC가 하향 링크(DL) RSN의 유효 범위(valid range)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으로, 이런 경우 상기와 같은 모듈 비교(modular comparison) 문제가 항상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한다.

이하 도 11를 참고로 하여 설명한다.

먼저 본 발명에서는 사용자 장치(UE)로부터 받은 하향 링크(DL) RSN의 유효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원 RRC(source

RRC)로부터 받은 하향 링크(DL) SSN과 함께 첫번째 확인되지 않은 SDU의 일련 번호(First Unconfirmed SN, 이하

FUSN으로 약칭함)를 함께 사용하여 검사하도록 한다.

상기의 FUSN과 DL SSN 두 값은 DL RSN의 유효 범위(valid range)를 결정하는 값으로서, 만약 FUSN DL RSN

DL SSN 이면, 이 하향 링크(DL) RSN은 유효(valid)로 판단하고 하향 링크(DL) RSN에 해당하는 SDU부터 전송하며,

위의 범위 밖에 하향 링크(DL) RSN이 위치하면 이 하향 링크(DL) RSN은 유효하지 않음(invalid)으로 판단하고 일련 번호

(SN) 동기화(synchronization)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향 링크(DL) RSN의 유효성 검사는 RRC 또는 PDCP에서 할 수 있는데, 도 11에는 PDCP에서 검사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도 11의 13번 과정).

이하 PDCP에서 하향 링크(DL) RSN의 유효성 검사를 하는 과정을 도 11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목표 RRC가 사용자 장치(UE) RRC로부터 하향 링크(DL) RSN을 받으면 (도 11의 10번 과정), 목표 RRC는 이 하향 링크

(DL) RSN을 원 RRC(source RRC)로부터 받은 하향 링크(DL) SSN과 함께 목표 PDCP에 알려준다 (도 11의 12번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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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PDCP의 수신측을 위해 상향 링크(UL) RSN도 함께 알려준다. 여기서 한가지 언급할 것은 하향 링크(DL) SSN도 알

려준다는 점이다.

정상적인 경우 PDCP는 각 확인되지 않은 SDU의 하향 링크(DL) Send PDCP 일련 번호(SN)를 알고 있고, 마지막 확인되

지 않은 SDU의 일련 번호(Last Unconfirmed SN, 이하 LUSN으로 약칭함)에 1을 더한 값이 하향 링크(DL) SSN이므로,

하향 링크(DL) SSN을 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 설명할 간격(Gap) SN이 발생할 경우에는 DL SSN=LUSN+1 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하향 링크(DL) SSN도 알려주는 것이다.

종래에는 RRC에서 하향 링크(DL) RSN을 검사하였지만 (도 9의 11번 과정), 본 발명에서는 PDCP에서 검사하므로 RRC

에서는 단지 세가지 값 (DL RSN, DL SSN, UL RSN)을 PDCP에 전해줄 뿐이다.

따라서 도 11의 11번 과정은 실제로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

목표 RRC로부터 하향 링크(DL) RSN과 하향 링크(DL) SSN을 받은 목표 PDCP는 자신이 저장하고 있는 FUSN도 함께 이

용하여 FUSN DL RSN DL SSN 의 조건이 만족하는지 검사하여, 만족한다면 하향 링크(DL) RSN에 해당하는 SDU

부터 전송하고, 만족하지 않는다면 일련 번호(SN) 동기화(synchronization) 과정을 시작하여 FUSN에 해당하는 SDU부터

SeqNum PDU를 이용하여 전송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에서는 종래에 RRC의 명령에 의해서만 시작할 수 있었던 일련 번호(SN) 동기화(synchronization) 과정

을, PDCP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기의 PDCP에서의 일련 번호(SN) 유효성 검사 및 일련 번호(SN) 동기화(synchronization) 과정 시작은 UTRAN

뿐만 아니라 사용자 장치(UE)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종래 방법에서는 사용자 장치(UE)의 PDCP가 RRC로부터 상향 링크(UL) RSN을 받으면 아무런 검사 없이 이에 해당하는

SDU부터 전송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향 링크(UL) RSN이 유효 범위(valid range)를 벗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

리할 지 아무런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본 발명에서는 사용자 장치(UE) PDCP에서도 UTRAN PDCP와 마찬가지로 상향 링크(UL) RSN의 유효성 검사를 하고,

만약 상향 링크(UL) RSN이 유효 범위(valid range)를 벗어난다면 일련 번호(SN) 동기화(synchronization) 과정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며, 사용자 장치(UE) PDCP에서의 유효성 검사는 RRC로부터 받은 상향 링크(UL) RSN이 FUSN UL RSN

UL SSN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하면 된다.

만약 만족한다면 상향 링크(UL) RSN에 해당하는 SDU부터 전송하고, 만족하지 않는다면 일련 번호(SN) 동기화

(synchronization) 과정을 시작하여 FUSN에 해당하는 SDU부터 SeqNum PDU를 이용하여 전송한다.

또한 도 12는 일련 번호(SN)의 유효성 검사를 RRC에서도 수행하는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다.

여기서 과정 1~6은 도 11과 같기 때문에, 도 12에서는 과정 7 이후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RRC는 FUSN 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련 번호(SN) 검사 이전에 PDCP로부터 각 일련 번호(SN)의 정보를 얻어

야만 검사를 할 수 있다. 즉, 사용자 장치(UE) RRC는 7.5번 과정 이전에 상향 링크(UL) FUSN과 상향 링크(UL) SSN을 사

용자 장치(UE) PDCP로부터 알아내야 하고 (도 12의 <7.5번 과정), 목표 RRC는 11번 과정 이전에 하향 링크(DL) FUSN

을 목표 PDCP로부터 알아내야 한다 (도 12의 <11번 과정). 이들 정보를 알아내면 사용자 장치(UE) RRC와 목표 RRC는

각각 상향 링크(UL) RSN과 하향 링크(DL) RSN의 유효성 검사를 할 수 있다 (도 12의 7번 및 11번 과정).

만약 RSN 값이 유효 범위(valid range) 안에 있다면 바로 그 값을 PDCP에 알려주고, 유효 범위(valid range)를 벗어난다

면 일련 번호(SN) 동기화(synchronization)를 수행할 것을 PDCP에 명령한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의 PDCP에서의 유효성 검사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 PDCP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일련 번호(SN) 동기화

(synchronization) 과정을 시작하도록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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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PDCP에서 유효성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PDCP 자체 판단에 의한 일련 번호(SN) 동기화(synchronization) 수행

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는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LSR) 시에 PDCP 송신측에 저장되어 있는 확인되지 않은 SDU들 사이에 일련 번호(SN)의

간격(Gap)이 있고, 이 간격(Gap) SN에 해당하는 PDU를 전송해야 할 때 그러하다.

이러한 간격(Gap) SN이 발생하는 경우는 헤더 압축에 기인한다. 헤더 압축이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PDCP SDU 내의 IP

헤더(header)를 압축하는 것으로서, PDCP의 고유한 기능 중 하나이다.

PDCP에서 헤더 압축을 하는 경우, 송신측과 수신측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서로 같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헤더 압축을 사용할 때에는 때때로 수신측에서 송신측으로 피드백 정보를 보낼 때가 있다. 상기 피드백 정보 역시

PDCP PDU 형태로 전송되는데, 이는 PDCP SDU로부터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PDCP가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PDU이다.

GTP-U 일련 번호(SN)는 PDCP SDU마다 붙으며 PDCP 일련 번호(SN)는 PDCP PDU마다 붙기 때문에, 이러한 피드백

정보로 인하여 GTP-U 일련 번호(SN)와 PDCP 일련 번호(SN)는 서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데,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LSR) 이전과 이후의 헤더 압축 알고리즘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피드백 PDU

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는 지나간(out-of-date)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목표 PDCP로 전달 되지 않고 원 PDCP

(source PDCP)에서 바로 폐기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목표 PDCP가 받는 확인되지 않은 SDU들의 PDCP 일련 번호(SN) 사이에는 간격(Gap)이 존재하게 된

다. 종래 방법에서는 이러한 간격(Gap)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SDU들은 순서대로 전송되는데, 이럴 경

우 SSN과 RSN은 간격(Gap) 당 1씩 차이가 나게 된다. 송신측 PDCP와 수신측 PDCP는 일련 번호(SN) 동기화

(synchronization) 과정을 수행하기 전에는 서로 일련 번호(SN)를 교환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간격(Gap) SN에 의한 양측

의 일련 번호(SN) 차이는 감지되지 않으며, 향후에 다시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LSR)이 발생하게 되면 일련 번호(SN)

차이 만큼의 SDU가 손실되게 된다.

이러한 상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도 13은 첫번째 방법으로, 간격(Gap) SN이 발생한 경우에 PDCP가 자체적으로 일련 번호(SN) 동기화

(synchronization) 과정을 시작하여 간격(Gap) SN 다음의 일련 번호(SN)에 해당하는 SDU를 SeqNum PDU 형태로 전송

하도록 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예를 보이고 있다.

도 13에서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LSR) 발생 시에 원 PDCP(source PDCP)의 확인되지 않은 PDU는 SN=21~25에 해

당하는 PDU라고 가정하고, 이 중 SN=23인 PDU는 피드백 PDU이라고 가정한다면, 상기 SN=23은 목표 PDCP로 전달

(forwarding) 되지 않는다.

따라서, 목표 PDCP는 SN=21~25 중 SN=23을 제외한 SDU를 저장하게 된다. 이 때 목표 RRC가 First DL PDCP SN=22

를 목표 PDCP에게 알려주면, PDCP는 SN=22에 해당하는 SDU부터 전송해야 한다.

그런데, SN=22인 PDU를 전송한 다음에 SN=23인 PDU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련 번호(SN)의 간격(Gap)이 존재함을

판단하고 간격(Gap) SN 다음 SDU에 대해 일련 번호(SN) 동기화(synchronization)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SN=24 이후

의 SDU는 모두 SeqNum PDU를 통해 전송하게 된다. 수신측에서는 SN=22인 데이터 PDU를 받으면 RSN=23으로 갱신한

후, 다음에 SN=24인 SeqNum PDU를 받으면 RSN을 이에 맞춰 RSN=24로 갱신하므로, 송신측과 수신측의 일련 번호

(SN) 동기는 이렇게 보장할 수 있다.

상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도 13에서는 목표 PDCP 쪽에서의 간격(Gap) SN에 대한 일련 번호(SN) 동기화

(synchronization) 사용 방법을 보이고 있으나, 이 방법은 사용자 장치(UE) 쪽에서도 똑같이 사용될 수 있다. 즉, 사용자

장치(UE)의 확인되지 않은 SDU의 일련 번호(SN)에 간격(Gap)이 발생한 경우,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련 번호(SN) 동

기화(synchronization)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도 14는 두번째 방법으로, 간격(Gap) SN에 대해 간격(Gap) PDU를 전송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예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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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기의 두번째 방법은 간격(Gap)이 발생하면 간격(Gap)에 대해 아무 정보가 없는 간격(Gap) PDU를 보내는 방법이다.

여기서 간격(Gap) PDU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이 단지 일련 번호(SN)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송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 8의 데이터 PDU에서 데이터 없이 처음 1 octet만 보내 간격(Gap) PDU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간격(Gap) SN에 대

해 이러한 간격(Gap) PDU를 전송한다면 일련 번호(SN) 동기화(synchronization) 과정 없이 송신측과 수신측의 일련 번

호(SN) 동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기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도 14는 간격(Gap) SN에 대해 간격(Gap) PDU를 전송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예를 보인것으로,

도 14는 도 13과 같은 경우이지만 간격(Gap) SN이 발생했을 때 일련 번호(SN) 동기화(synchronization)를 수행하는 대신

간격(Gap) PDU를 전송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SN=23 이 간격(Gap) SN 이므로 여기에 간격(Gap) PDU를 만들어 전송한다. 간격(Gap) PDU로는 여러 가지 종

류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공통된 목적은 송신측과 수신측의 일련 번호(SN) 동기를 맞추는 것이다. 도 14는 목표 PDCP 쪽만

보이고 있으나, 이 방법 역시 사용자 장치(UE) PDCP 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다양한 변화와 변경 및 균등물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

은 상기 실시예를 적절히 변형하여 동일하게 응용할 수 있음이 명확하다.

따라서 상기 기재 내용은 하기 특허청구범위의 한계에 의해 정해지는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패킷 서비스 영역에서의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PDCP 프로토

콜 구조를 전체적으로 재구성 및 이에 필요한 제어 정보 및 운용 절차를 새롭게 정의하여, 패킷 서비스 영역에서의 무손실

담당 RNS 재할당이 가능하게 하므로써 향후에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데이터 통신에서의 이동성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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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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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적어도 소스 RNC와 목표 RNC를 구비하고, 각 RNC는 적어도 하위 계층 프로토콜 및 그 하위 계층 프로토콜의 상위에 설

정된 상위 계층 프로토콜을 포함하며, 상기 소스 및 목표 RNC는 SRNS재할당이 일어날 때 적어도 하위 및 상위 계층 프로

토콜을 갖는 사용자 장치와 데이터 통신하는 무선망에 있어서,

상기 소스 RNC가 목표RNC로 송신 일련번호를 전달하는 단계와;

상기 소스RNC가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들과 해당 일련번호들을 목표RNC로 전달하는 단계와;

상기 목표 RNC가 사용자장치로부터 수신일련번호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목표 RNC가 소스 RNC로부터 수신한 적어도 첫번째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의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수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 내에 있는지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 일련번호 동기화를 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RNC의 송신 일련번호는

소스 RNC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로부터 목표 RNC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로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

송 방법.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들과 해당 일련번호들은 소스 RNC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로부터 목표 RNC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로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31.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일련번호는

사용자 장치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로부터 목표 RNC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로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

송 방법.

청구항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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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RNC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은

무선자원 제어 계층이고, 상기 소스 RNC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은 패킷 데이터 수렴 프로토콜 계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33.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RNC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은

무선자원 제어 계층이고, 상기 목표 RNC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은 패킷 데이터 수렴 프로토콜 계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34.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장치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은

무선자원 제어 계층이고, 상기 사용자 장치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은 패킷 데이터 수렴 프로토콜 계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35.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RNC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은

소스 RNC로부터 수신된 적어도 첫번째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의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수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 내에 존

재하는지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RNC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은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첫번째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의 일련번호보다 작으면,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 내에 있지 않

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37.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RNC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은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송신 일련번호 보다 크면,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 내에 있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38.

제35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RNC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은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상기 첫번째 미확인 데이터 유닛의 일련번호보다 작거나 상기 송신 일련번호보다 크면,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 내에 있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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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9.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RNC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은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첫번째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의 일련번호 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리고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송신

일련번호보다 작거나 같으면,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4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RNC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은

소스 RNC로부터 수신된 적어도 첫번째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의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수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 내에 존

재하는지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RNC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은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상기 첫번째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의 일련번호보다 작으면,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 내에 존

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망에서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42.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RNC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은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송신 일련번호보다 크면,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 내에 있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43.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RNC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은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상기 첫번째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의 일련번호 보다 작거나 상기 송신 일련번호보다 크면, 상기 수

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 내에 있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44.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RNC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은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첫번째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의 일련번호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리고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상기 송

신 일련번호보다 작거나 같으면,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

이터 전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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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5.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일련번호 동기화는

목표 RNC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에 의해 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RNC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은

패킷 데이터 수렴 프로토콜 계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47.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일련번호 동기화는

목표 RNC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에 의해 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RNC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은

무선자원 제어 계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49.

적어도 소스 RNC와 목표 RNC를 구비하고, 상기 소스 RNC로부터는 적어도 패킷 데이터의 일부를 수신하고 상기 목표

RNC로부터는 패킷 데이터의 다른 부분을 수신하는 사용자 장치와 연동하며, 각 RNC는 적어도 하위 및 상위 계층 프로토

콜을 포함하며, 상기 목표 RNC는 사용자 장치로부터는 적어도 수신 일련번호를 수신하고 소스 RNC로부터는 첫번째 미확

인된 데이터 유닛의 일련번호와 첫번째 미전송된 데이터 유닛에 해당하는 송신 일련번호를 수신하는 무선망에 있어서,

상기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들의 일부가 사용자 장치에 전송되도록 상기 소스 RNC가 미확인 데이터 유닛들을 목표 RNC로

전달하는 단계와;

상기 목표 RNC가, 적어도 첫번째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의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내에 있는

지 결정하여,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첫번째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의 일련번호보다 작거나 송신 일련번호보다 크면 수신 일

련번호가 유효범위내에 있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내에 있지 않으면, 상기 하위 계층 프로토콜이 일련번호 동기화를 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RNC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은

무선자원 제어 계층이고, 상기 소스 RNC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은 패킷 데이터 수렴 프로토콜 계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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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1.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RNC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은

무선 자원 제어 계층이고, 상기 목표 RNC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은 패킷 데이터 수렴 프로토콜 계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52.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RNC에서 목표 RNC로의 일련번호들의 전달은 소스 RNC에서 목표 RNC로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들의 전달에 해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53.

제52항에 있어서, 상기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들과 해당 일련번호들은 상기 소스 RNC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로부터 목표

RNC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로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54.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장치는

적어도 상위 및 하위 계층 프로토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55.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장치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은,

무선 자원 제어 계층이고, 상기 사용자 장치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은 패킷 데이터 수렴 프로토콜 계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56.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RNC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은

상기 소스 RNC로부터 수신된 적어도 첫번째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의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수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 내

에 있는지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57.

제56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RNC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은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상기 첫번째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의 일련번호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리고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상

기 송신 일련번호보다 작거나 같으면,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

킷 데이터 전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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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8.

제56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RNC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은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상기 첫번째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의 일련번호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리고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상

기 전송 일련번호보다 작거나 같으면,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

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59.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RNC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은

상기 소스 RNC로부터 수신된 적어도 첫번째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의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수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 내

에 있는지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60.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일련번호 동기화는

상기 목표 RNC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에 의해 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61.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RNC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은

패킷 데이터 수렴 프로토콜 계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62.

제49항에 있어서, 상기 일련번호 동기화는

상기 목표 RNC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에 의해 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63.

제62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RNC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은

무선 자원 제어계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64.

적어도 소스 RNC와 목표 RNC를 구비하고, 상기 소스 RNC로 적어도 패킷 데이터의 일부를 송신하고 상기 목표 RNC로는

패킷 데이터의 다른 부분을 송신하는 사용자 장치와 연동하며, 각 RNC는 적어도 하위 및 상위 계층 프로토콜들을 포함하

는 무선망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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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표 RNC가 적어도 수신 일련번호를 소스 RNC로부터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목표 RNC가 수신 일련번호를 사용자 장치로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 장치가, 적어도 첫번째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의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내에 있

는지 결정하여,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첫번째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의 일련번호보다 작거나 송신 일련번호보다 크면 수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내에 있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내에 있지 않으면, 상기 사용자 장치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이 일련번호 동기화를 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65.

데이터 유닛의 다음의 예상 일련번호에 해당하는 수신 일련번호를 제공하는 사용자 장치를 사용하는 무선망에 있어서,

하위 및 상위 계층 프로토콜을 구비하고, 상기 사용자 장치로부터 수신 일련번호를 수신하는 목표 RNC와;

하위 및 상위 계층 프로토콜을 갖으며, 목표 RNC로 첫번째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의 일련번호를 제공하여, 상기 목표 RNC

가 적어도 첫번째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의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 내에 있는지 결정하여, 수

신 일련번호가 첫번째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의 일련번호 보다 작거나 첫번째 미전송된 데이터 유닛의 일련번호에 해당하

는 송신 일련번호보다 크면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소스 RNC와;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 일련번호 동기화를 개시하는 목표 RNC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시스템.

청구항 66.

제65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RNC는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들을 목표 RNC로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시스템.

청구항 67.

제65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RNC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은

무선 자원 제어 계층이고, 상기 소스 RNC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은 패킷 데이터 수렴 프로토콜 계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시스템.

청구항 68.

제65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RNC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은

무선 자원 제어 계층이고, 상기 목표 RNC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은 패킷 데이터 수렴 프로토콜 계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시스템.

청구항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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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RNC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은

상기 소스 RNC로부터 수신된 적어도 첫번째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의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수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 내

에 있는지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시스템.

청구항 70.

제65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RNC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은

상기 소스 RNC로부터 수신된 적어도 첫번째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의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수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 내

에 있는지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시스템.

청구항 71.

적어도 소스 RNC와 목표 RNC를 구비하고, 각 RNC는 적어도 하위 계층 프로토콜 및 그 하위 계층 프로토콜의 상위에 설

정된 상위 계층 프로토콜을 포함하며, 상기 소스 및 목표 RNC는 SRNS재할당이 일어날 때 적어도 하위 및 상위 계층 프로

토콜을 포함하는 사용자 장치와 데이터 통신하는 무선망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장치가 목표 RNC를 통해 소스 RNC로부터 수신 일련번호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 장치가 저장된 첫번째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의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수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 내에 있는지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 일련번호 동기화를 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72.

제71항에 있어서, 상기 미확인 데이터 유닛들과 해당 일련번호들은 사용자 장치에 저장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73.

제71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일련번호는

상기 목표 RNC로부터 사용자 장치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으로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74.

제71항에 있어서, 상기 소스 RNC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은

무선 자원 제어 계층이고, 상기 소스 RNC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은 패킷 데이터 수렴 프로토콜 계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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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항에 있어서, 상기 목표 RNC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은

무선 자원 제어 계층이고, 상기 목표 RNC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은 패킷 데이터 수렴 프로토콜 계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76.

제7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장치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은

무선 자원 제어 계층이고, 상기 사용자 장치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은 패킷 데이터 수렴 프로토콜 계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77.

제7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장치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은

사용자 장치에 저장된 적어도 첫번째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의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 내에

있는지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78.

제77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장치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은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첫번째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의 일련번호 보다 작으면,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 내에 있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79.

제77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장치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은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송신 일련번호 보다 크면,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 내에 있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80.

제77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장치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은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상기 첫번째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의 일련번호 보다 작거나 상기 송신 일련번호 보다 크면, 상기 수

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 내에 있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81.

제77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장치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은

등록특허 10-0595583

- 27 -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상기 첫번째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의 일련번호 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송

신 일련번호 보다 작거나 같으면,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

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82.

제7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장치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은

상기 사용자 장치에 저장된 적어도 첫번째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의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

내에 있는지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83.

제82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장치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은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상기 첫번째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의 일련번호 보다 작으면,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 내에

있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84.

제82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장치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은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송신 일련번호 보다 크면,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85.

제82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장치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은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상기 첫번째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의 일련번호 보다 작거나 상기 송신 일련번호 보다 크면, 상기 수

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 내에 있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86.

제82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장치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은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상기 첫번째 미확인된 데이터 유닛의 일련번호 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상

기 송신 일련번호 보다 작거나 같으면, 상기 수신 일련번호가 유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

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87.

제71항에 있어서, 상기 일련번호 동기화는

상기 사용자 장치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에 의해 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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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8.

제87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장치의 하위 계층 프로토콜은

패킷 데이터 수렴 프로토콜 계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89.

제71항에 있어서, 상기 일련번호 동기화는

상기 사용자 장치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90.

제89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장치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은

무선 자원 제어 계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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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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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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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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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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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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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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