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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래디오 링크 콘트롤(ＲＬＣ)에서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ＰＤＵ) 정보의 길이 지시자(ＬＩ) 처리방법

요약

본 발명은 RLC 계층의 PDU내에 SDU의 경계면이 있을 때 사용되는 LI의 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래디오 링크 콘트롤(ＲＬＣ)에서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ＰＤＵ) 정보의 길이 지시자(ＬＩ) 처리방법

은, 데이터 송신을 위하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를 생성하는 통신 프로토콜 구조의 RLC 계층에서, 프로토콜 데

이터 유닛의 구성 요소에 이전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와 그 구성요소의 크기가 일치함을 나타내는 길이 지시자를 부가

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재 PDU의 크기가 그 PDU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크기의 합이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단계와; 상

기 판단결과 일치하면 그 일치함을 나타내는 정보가 현재 PDU에 나타나 있을 경우에, 다음 PDU의 구성요소에 상기 

현재 PDU의 크기와 그 구성요소의 크기가 일치함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7

색인어

래디오 링크 프로토콜(RLC),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 길이 지시자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표1은 특정 목적을 위한 LI값을 7비트로 표현한 예를 나타낸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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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는 특정 목적을 위한 LI값을 15비트로 표현한 예를 나타낸 도표

도1은 UMD PDU의 포맷을 나타낸 도면

도2는 AMD PDU의 포맷을 나타낸 도면

도3은 AMD PDU에서 7비트 LI를 사용하여 한 PDU내에서 SDU들의 끝부분을 나타내 주는 예를 나타낸 도면

도4는 AMD PDU에서 다음 PDU에 LI='0'값이 필요한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5는 종래의 LI 처리방법을 따를 때 불필요한 LI를 삽입하게 되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6은 종래의 LI 처리방법을 따를 때 불필요한 LI를 삽입하게 되는 경우의 다른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7은 본 발명의 래디오 링크 콘트롤(RLC)에서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 의 길이 지시자(LI) 처리방법을 나타낸 

플로우차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RLC 계층의 PDU내에 SDU의 경계면이 있을 때 사용되는 LI의 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PDU

에 삽입되는 LI가 불필요하게 포함되지 않도록 LI값의 삽입 여부를 선택적으로 제어하는 래디오 링크 콘트롤(RLC)에

서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의 길이 지시자(LI) 처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RLC에서 PDU를 생성함에 있어서 LI값을 삽입할 때, 이전 PDU의 SDU의 마지막을 나타

내 주는 LI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바로 전 SDU의 마지막 세그먼트가 바로 전 PDU의 끝과 정확히 맞았음

을 나타내 주는 LI값(LI='0')을 넣어주는 경우나, PDU의 맨 마지막 부분이 한 옥텟 남을 경우 이를 패딩이라고 알려주

기 위한 LI값(LI='1')을 넣어준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바로 전 SDU의 마지막 세그먼트가 바로 전 PDU의 끝과 정확히 

맞았음을 나타내 주는 LI값(LI='0')을 넣어주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래디오 링크 콘트롤(RLC)에서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의 길이 지시자(LI) 처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른 바 멀티미디어의 시공간적 제약없는 접근을 허용하는 통신기술의 연구와 그 연구의 가시적 성과를 바라는 많은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디지털 데이터 처리와 전송 기술의 발달은 유선과 무선 통신을 통합하

고 인공위성을 이용한 실시간 글로벌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구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이와같은 디지털 데이터의 처리와 전송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기존의 음성 통화는 물론 네트워크 기반의 정지화

상, 동화상의 실시간 전송과 유무선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자유로운 정보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IMT-2000은 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본 발명에서 언급되는 RLC(Radio Link Control) 계층은 3GPP의 제2계층으로서, 수신측에서 PDU(Protocol Data U

nit)를 받은 후 송신측으로의 인식 신호가 필요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UMD PDU(Unacknowledged PDU)와 인식 신

호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는 AMD PDU(Acknowledged PDU)의 두가지 형태의 PDU가 존재하며, 각각의 PDU 포

맷은 도1 및 도2에 나타낸 바와같다.

UMD PDU의 포맷은 도1에 도시한 바와같이 헤더(header)와 LI 부분(Length Indicator group), 데이터(Data), PAD

(padding)로 이루어진다. 헤더는 각 PDU의 순서번호를 나타내는 필드인 12비트의 시퀀스 넘버(Sequence Number)

와, 그 다음 필드가 데이터 인지 아니면 LI와 E 비트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E(Extension) 필드 1비트로 이루어진다. 

데이터 부분은 상위 계층에서 내려온 SDU들에 해당하는 필드로서 하나 또는 여러개의 SDU를 포함하여, 이러한 데이

터 부분은 그 크기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전체 PDU 사이즈를 옥텟-정렬(octet align)하기 위해서 패딩(padding)을 한

다.

AMD PDU의 포맷은 도2에 도시한 바와같이 헤더와 LI부분, 데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UMD PDU에서의 패딩 대신에

피기백(piggyback) 타입의 상태 PDU(STATUS PDU)를 삽입하여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AMD PDU에서 헤더에는 시퀀스 넘버 이외에, 해당 PDU가 데이터 정보를 싣고 있는지 혹은 콘트롤 정보를 싣고 있

는지를 알려주는 1비트의 D/C필드와, 수신측에 상태 리포트(status report)를 요구하는 1비트의 폴링(Polling) 필드 

- P필드와, 다음의 데이터가 데이터인지 아니면 LI와 E 비트인지를 알려주는 2비트의 HE(Header Extension) 필드

가 추가되어 있다.

상기한 UMD PDU와 AMD PDU에서 LI 부분은 LI와 E 비트로 구성되는데, LI는 그 PDU가 여러개의 SDU를 포함할 

경우 각 SDU의 경계면을 나타내는 필드이다. 각 LI는 데이터 부분의 첫 옥텟부터 각 SDU의 끝 옥텟까지의 옥텟 수를

나타내며, 한 PDU에 포함된 SDU들에 대한 각각의 LI들을 LI그룹이라고 한다.

LI의 사이즈는 7비트 또는 15비트가 사용된다. AMD PDU의 경우에는 PDU의 사이즈가 126옥텟보다 같거나 작은 경

우에는 7비트 LI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5비트 LI를 사용한다. UMD PDU의 경우에는 PDU 사이즈가 12

5 옥텟 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에는 7비트 LI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5비트 LI를 사용한다.

이러한 LI들은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몇개의 값들은 미리 정의되어 있다. 표1은 특정한 목적을 위한 LI값(7

비트 LI인 경우)을 예시하고 있으며, 표2는 15비트 LI인 경우에 특정한 목적을 위한 LI값을 보이고 있다.

표1 및 표2에서 보는 바와같이, 만약 한 SDU의 끝 부분이 그 PDU의 마지막 부분에 정확히 맞는 경우에는 이 것을 나

타내 주기 위해서 바로 다음 PDU의 첫번째 LI의 값을 'LI=0'으로 삽입한다. 그리고 LI가 15비트 길이인 경우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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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RLC SDU의 마지막 세그먼트가 PDU의 끝에서 한 옥텟 모자라는 경우에는 이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바로 다음

PDU의 첫번째 LI에 '111 1111 1111 1011' 값이 들어간다. 또한 사용되지 않는 공간인 패딩(padding)을 포함하는 P

DU는 RLC PDU의 나머지 부분이 패딩임을 나타내 주기 위한 값으로 'LI=1'을 사용하며, 이 때 패딩은 반드시 RLC P

DU의 맨 뒷부분에 위치한다.

[표 1]

[표 2]

도3은 AMD PDU에서 7비트 LI를 사용해서 한 PDU내에서 SDU들의 끝 부분을 나타내 주는 예를 보이고 있다. 여기

서 PDU 사이즈는 35옥텟이고 이 PDU에 포함된 데이터 사이즈는 24옥텟인 경우이다.

도3에서 보는 바와같이 이 AMD PDU는 3개의 SDU(SDU1,SDU2,SDU3)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SDU들의 사이즈는 

각각 11옥텟, 9옥텟, 4옥텟이다. SDU1,SDU2,SDU3 각각의 데이터 부분의 첫 옥텟부터 끝 옥텟 까지의 옥텟 수를 지

시하는 LI값은 각각 11(옥텟), 20(옥텟), 24(옥텟) 로 삽입되었고, 'LI=111 1111' 이 더 삽입되어 PDU의 나머지 부분

이 패딩(padding)(5옥텟)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다.

그런데, 종래에는 RLC PDU가 한 SDU의 끝 부분이 그 PDU의 끝 부분에 정확하게 맞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바로 다

음 PDU에 LI='0'이 들어가게 된다.

도4, 도5, 도6은 종래의 LI처리 방법에 따라 LI='0'이 삽입되는 세가지 경우를 보이고 있는데, 도4의 경우는 올바른 

처리이지만, 도5 및 도6과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LI값 삽입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도4의 예는 다음 PDU에 LI='0'을 붙여주는 것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 것은 도4에서 SDU2를 위한 LI가 현재

의 PDU에 포함되게 되면 그 LI 때문에 다음 PDU로 SDU2의 한 옥텟 데이터가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

이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SDU2의 끝이 해당 PDU의 끝과 맞지 않게 되므로 그러한 LI를 붙여주는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PDU에 SDU2의 끝을 알려주는 LI를 넣는 대신 다음 PDU의 맨 처음 LI에 LI='0'을 넣

어주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된다.

그러나, 도5, 도6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PDU만으로도 다음 PDU로 이어지는 SDU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음 PDU에 LI='0'을 붙여 주지 않아도 된다.

즉, 도5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전 PDU의 SDU2의 마지막을 나타내 주는 LI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바

로 전 SDU의 마지막 세그먼트가 바로 전 PDU의 끝과 정확히 일치하였음을 나타내주는 LI='0'값을 바로 다음 PDU에

넣어주고 있 다는 의미이다.

또한 도6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해당 PDU(도6의 그림에서 가운데 PDU)의 맨 마지막 부분이 한 옥텟 남기 때문에

이 것을 패딩이라고 알려주기 위한 LI값 즉, LI='1'값을 넣어주는데(그러나 이 것을 넣어 줌으로써 패딩의 자리는 없

어지므로 '0' 패딩이 됨), 이미 LI='1'값에 의해서 해당 PDU의 끝과 SDU2의 마지막 세그먼트가 정확히 일치하였음을

의미하게 되므로, 바로 다음의 PDU에서 LI='0'값을 넣어주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문제점은 AMD PDU 뿐만 아니라 UMD PDU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따라서 종래의 LI삽입 처리 

방법에 따르면 불필요하게 LI값(LI='0')을 PDU의 LI그룹에 삽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 것은 곧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정보를 포함시켜 망 자원을 낭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RLC에서 PDU를 생성할 때 바로 전 PDU내의 SDU의 끝과 바로 전 PDU의 끝부분이 정확히 일치한 경우

에도 해당 내용을 나타내 주기 위한 LI값의 삽입 여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하게 LI값이 삽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래디오 링크 콘트롤(RLC)에서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의 길이 지시자(LI) 처리방법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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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발명은 RLC에서 PDU를 생성함에 있어서, 바로 전 PDU내의 SDU의 끝과 바로 전 PDU의 끝부분이 정확이 일치

하였을 때, 바로 전 PDU에 바로 전 SDU의 끝을 나타내는 LI를 넣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LI값을 다음 PDU의 LI

그룹 선두에 넣어주고, 이전 PDU에 바로 전 SDU의 마지막을 나타내 주는 LI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다음 PDU의 LI

그룹에 상기 LI값(LI='0')을 넣어주지 않고, 해당 PDU의 맨 마지막 부분이 한 옥텟 남아서 이를 패딩이라고 알려주기 

위한 LI값(LI='1')을 넣어준 경우에는 바로 다음 PDU의 LI그룹에 상기 LI값(LI='0')을 넣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LI값을

처리함으로써, 불필요하게 LI값이 삽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래디오 링크 콘트롤(RLC)에서 프로토콜 데이

터 유닛(PDU)의 길이 지시자(LI) 처리방법을 제안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특징은, 통신 장치에서 데이터 전송 시 상위 계층에서 서비스 데이터 유닛(SDU) 단위로 수신한 서비

스 데이터(service data)를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 protocol data unit)단위로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상

위 계층으로부터 상기 서비스 데이터 유닛(SDU)단위의 상기 서비스 데이터를 수신하는 스텝; 현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 내에 서비스 데이터 유닛(SDU)의 끝이 포함되는지를 체크하는 스텝, 상기 현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

DU) 내에 상기 서비스 데이터 유닛(SDU)의 끝이 포함될 때 상기 서비스 데이터 유닛 (SDU)의 끝을 알려주는 제 1 지

시자 (LI)가 상기 현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 내에 상기 서비스 데이터 유닛 (SDU)의 데이터와 함께 포함되는

지를 체크하는 스텝, 그리고 상기 현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 내에 상기 서비스 데이터 유닛(SDU)의 끝이 포

함되나 상기 서비스 데이터 유닛 (SDU)의 끝을 알려주는 상기 제 1 지시자 (LI)가 상기 현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

DU) 내에 상기 현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의 고정 길이로 인해 상기 서비스 데이터 유닛 (SDU)과 함께 포함

되지 않을 때, 상기 현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의 다음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 내에 상기 현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 내에 상기 서비스 데이터 유닛(SDU)의 끝이 포함되었음을 알려주는 제 2 지시자 (LI)를 포함시키

는 스텝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제 1 지시자 (LI)는 상기 현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 내

에 포함되는 각 서비스 데이터 유닛 (SDU) 끝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임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은 상기 통신 장치의 비확인 모드 (UMD: Unacknowledge Mode)용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

또는 확인 모드(AMD: Acknowledge Mode)용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임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상위 계층은 무선 자원 제어 (RRC: Radio Resource Control) 계층 또는 패킷 데이터 수렴 프로토콜 (PDCP: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 계층 임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제 1 지시자 (LI)는 상기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 내에서 상기 각 서비스 데이터 유닛(SDU)의 끝 위치를 지시하는 길이 지시자 (LI)임을 특징으로 한다. 바

람직하게, 상기 제 2 지시자 (LI)는 상기 현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에 포함된 상기 서비스 데이터 유닛(SDU)

의 끝이 포함되었음을 알려주는 미리 정의된(Pre-defined) 길이 지시자 (LI)임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제 2 

지시자 (LI)는 '0'으로 정의된다. 바람직하게, 상기 제 2 지시자 (LI)는 상기 다음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 내에 

포함될 길이 지시자들 (LI) 중 첫 번째 길이 지시자 (LI)임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제 2 지시자 (LI)는 상

기 현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 내에 포함된 상기 서비스 데이터 유닛(SDU)의 끝이 상기 현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의 끝과 일치한다는 것을 지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서비스 데이터 유닛(SDU)의 끝이 

상기 현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의 끝과 일치한다는 것은 이들간의 차이가 상기 제 1 지시자 (LI) 또는 상기 제

2 지시자 (LI)의 정의된 길이 보다 작은 경우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현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의 남은

부분은 패딩하여 패딩 부분을 만드는 스텝; 그리고 상기 패딩 부분에 대한 패딩 정보를 알려주는 미리 정의된 제 3 지

시자 (LI)를 상기 현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에 포함시키는 스텝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

게, 상기 각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은 데이터 시퀀스 번호를 지시하는 헤더 부분, 상기 각 서비스 데이터 유닛 (

SDU)의 길이들을 지시하는 헤더 부분, 그리고 상기 각 서비스 데이터 유닛 (SDU)를 수용하는 데이터 부분 순으로 구

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은, 가변 길이를 갖는 서비스 데이터 유닛 (SDU) 단위의 서비스 데이터 

(service Data)를 고정 길이를 갖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으로 전송하는 통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데

이터 유닛 (SDU) 단위로 서비스 데이터 (Service Data)를 전송하는 상위 계층, 그리고 상기 상위 계층에서 수신된 서

비스 데이터 유닛 (SDU)의 끝이 현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내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상위 계층으

로부터 수신된 상기 서비스 데이터 유닛 (SDU)의 끝 위치를 알려주는 제 1 지시자 (LI)가 상기 현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 내에 상기 상위 계층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서비스 데이터 유닛 (SDU)과 함께 포함되지 못한 경우, 다음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 내에 상기 현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 내에 포함된 상기 서비스 데이터 유닛(SD

U)의 끝이 포함되었음을 알려주는 제 2 지시자 (LI)를 포함시키는 하위 계층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상위 계층은 무선 자원 제어 계층(RRC) 또는 패킷 데이터 수렴 프로토콜 (PDCP: Packet Data Convergence P

rotocol) 계층이고 상기 하위 계층은 무선 링크 제어 계층(RLC)임을 특징으로 한다. 이 같은 본 발명은, RLC 계층에

서 헤더와 LI그룹 및 데이터를 포함하는 PDU를 생성함에 있어 바로 전 SDU의 마지막 세그먼트가 바로 전 PDU의 끝

과 정확히 일치함을 나타내는 LI값을 삽입할 때, 연이은 전,후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의 구성요소에서 전 프로토콜 데

이터 유닛의 패딩 유무에 따라 불필요하게 LI 값이 중복하여 삽입되는 것을 방지코자 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RLC에서 헤더와 LI그룹 및 데이터를 포함하는 PDU를 생성함에 있어 바로 전 SDU의 마지막 세그먼

트가 바로 전 PDU의 끝과 정확히 일치함을 나타내는 LI값을 삽입할 때,

(a). 현재 PDU에 SDUi의 끝이 포함됨과 함께, SDUi의 끝 위치에 대한 LI를 넣은 후에는 SDUi가 해당 PDU에 포함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다음 PDU의 첫번째 LI에 바로 전 SDU의 마지막 세그먼트가 바로 전 PDU의 끝과 정확히 일

치함을 나타내는 LI값을 삽입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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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현재 PDU에 SDUi의 끝이 포함됨과 함께 SDUi의 끝 위치에 대한 LI를 넣은 후에도 SDUi가 해당 PDU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는 SDUi의 끝 위치에 대한 LI값을 현재 PDU에 삽입하는 단계,

(c). 상기 SDUi의 끝 위치에 대한 LI값을 현재 PDU에 삽입한 후의 PDU 사이즈가 현재 까지의 데이터와 LI그룹 및 

헤더 사이즈의 합과 다르고 현재 전송할 SDU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PDU에 PDU의 나머지 부분이 패딩임을 의

미하는 LI값을 넣고 해당 PDU의 나머지 부분을 패딩 처리하는 단계; 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래디오 링크 콘

트롤(RLC)에서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의 길이 지시자(LI) 처리방법 이다.

상기한 바와같이 이루어진 본 발명의 래디오 링크 콘트롤(RLC)에서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의 길이 지시자(LI) 

처리방법에서는, 도5 및 도6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PDU의 LI그룹 선두에 LI='0'을 넣지 않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즉, 본 발명에서는 도4와 같은 경우에만 다음 PDU의 LI그룹 선두에 LI='0'을 넣고, 도5나 도6과 같은 경우

에는 다음 PDU의 LI그룹 선두에 바로 전 SDU의 마지막 세그먼트가 바로 전 PDU의 끝과 정확히 일치함을 나타내는 

LI값(LI='0')을 넣는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SDU의 끝이 PDU의 끝과 맞는 여러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다음 PDU에 LI='0'을 넣지 

않아도 해당 PDU에서 이미 SDU의 끝을 알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LI가 포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도7은 상기한 본 발명의 래디오 링크 콘트롤(RLC)에서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의 길이 지시자(LI) 처리방법의 

플로우차트 이다.

도7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먼저, 첫번째 단계(701)는 현재 PDU에 SDUi의 끝이 포함될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 이 단계(701)에서 현재 PDU에 S

DUi의 끝이 포함될 수 없다면 다음 단계(702)로 이행하여 PDU의 크기에 맞게 SDUi의 세그먼트를 넣고 종료한다.

상기 단계(701)에서 현재 PDU에 SDUi의 끝이 포함될 수 있다면 다음 단계(703)로 이행하여 SDUi의 끝 위치에 대한

LI값을 넣은 후에도 SDUi가 해당 PDU에 포함될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

상기 단계(703)의 판단 결과 SDUi의 끝 위치에 대한 LI값을 넣은 후에는 SDUi가 해당 PDU에 포함될 수 없다면 다음

단계(704)로 이행하여 바로 다음 PDU의 첫번째 LI에 LI='0'(바로 전 SDU의 마지막 세그먼트가 바로 전 PDU의 끝과

정확히 일치함을 나타내는 정보)을 넣고 종료한다(즉, 이 경우는 도4와 같은 경우가 될 것이다).

상기 단계(703)의 판단 결과 SDUi의 끝 위치에 대한 LI값을 넣은 후에도 SDUi가 해당 PDU에 포함될 수 있다면 그 

다음 단계(705)로 이행하여 SDUi의 끝 위치에 대한 LI값을 넣고 PDU 사이즈가 현재 까지의 데이터와 LI그룹 및 헤

더 사이즈의 합과 동일한가를 판단한다(단계 706).

상기 단계(706)의 판단 결과 PDU 사이즈가 현재 까지의 데이터와 LI그룹 및 헤더 사이즈의 합과 같다면 다음 PDU에

LI='0'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경우 즉, 도5와 같은 경우이므로 종료한다.

상기 단계(706)의 판단 결과 PDU 사이즈가 현재 까지의 데이터와 LI그룹 및 헤더 사이즈의 합과 같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보낼 SDU가 더 존재하는가를 판단하고(단계 707), 현재 보낼 SDU가 더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708)로 

이행하여 i값을 +1 증가시켜 다음 순번의 SDU에 대해서 상기 첫번째 단계(701)부터 반복 수행한다.

그러나, 현재 보낼 SDU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709)로 이행하여, 해당 PDU에 LI='1'값(즉, PD

U의 나머지 부분이 패딩임을 의미하는 값)을 넣고 해당 PDU의 나머지 부분에 패딩을 넣는 것으로 종료한다. 즉, 이 

경우는 도6과 같은 경우가 되며, 그 다음 PDU의 LI그룹 선두에 굳이 바로 전 SDU의 마지막 세그먼트가 바로 전 PDU

의 끝과 정확히 일치함을 나타내는 정보인 LI='0'값을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개략적으로 부가하여 설명하면, 현재

PDU크기와 이의 구성요소인 SDU의 끝부분이 일치할 때 즉, 남은 크기가 없을 때 이를 나타내는 LI값을 다음 PDU의

LI그룹의 첫번째 위치에만 삽입하고, 그 LI 값을 '0'으로 한다. 여기서, 다음 PDU의 LI 값에 '0'을 넣는 경우는 마지막 

SDU의 대한 LI 값을 해당 PDU의 LI 그룹에 삽입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현재 PDU크기

와 그 PDU 구성요소인 SDU의 끝부분이 LI 크기를 추가하여 일치할 때, 즉 LI 크기정도 남은 크기가 존재할 때 그 일

치함을 나타내는 LI값을 해당 PDU의 LI 그룹의 마지막 번째에 삽입하고 상기 LI 값을 '1'으로 나타내며, 불필요하게 

다음 PDU의 LI 그룹의 첫번째 LI에는 바로 전 SDU의 마지막 세그먼트가 바로 전 PDU의 끝과 일치하다는 정보를 넣

어주지 않게 된다. 이러한 LI 값은 표 1 및 표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7비트 또는 15비트 길이를 갖는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종래의 RLC PDU에서 한 SDU의 끝이 PDU의 끝과 맞는 모든 경우에 대해 바로 다음에 오는 PDU의 LI그

룹에 LI='0 이 붙는 LI 처리방법에 비하여, 해당 PDU에서 이미 SDU의 끝을 알 수 있는 경우를 찾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PDU 바로 다음에 오는 PDU의 LI그룹에 LI='0'을 넣지 않는 처리방법을 제안함으로써, 불필요하게 LI

값이 삽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불필요한 LI값 삽입이 배제되므로 망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LI값

까지 처리하는데 드는 오버헤드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신 장치에서 데이터 전송 시 상위 계층에서 서비스 데이터 유닛(SDU) 단위로 수신한 서비스 데이터(service data)

를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 protocol data unit)단위로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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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상위 계층으로부터 상기 서비스 데이터 유닛(SDU)단위의 상기 서비스 데이터를 수신하는 스텝; 현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 내에 서비스 데이터 유닛(SDU)의 끝이 포함되는지를 체크하는 스텝;

상기 현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 내에 상기 서비스 데이터 유닛(SDU)의 끝이 포함될 때 상기 서비스 데이터 

유닛 (SDU)의 끝을 알려주는 제 1 지시자 (LI)가 상기 현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 내에 상기 서비스 데이터 유

닛 (SDU)의 데이터와 함께 포함되는지를 체크하는 스텝; 그리고

상기 현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 내에 상기 서비스 데이터 유닛(SDU)의 끝이 포함되나 상기 서비스 데이터 유

닛 (SDU)의 끝을 알려주는 상기 제 1 지시자 (LI)가 상기 현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 내에 상기 현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의 고정 길이로 인해 상기 서비스 데이터 유닛 (SDU)과 함께 포함되지 않을 때, 상기 현재 프로토

콜 데이터 유닛 (PDU)의 다음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 내에 상기 현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 내에 상기 

서비스 데이터 유닛(SDU)의 끝이 포함되었음을 알려주는 제 2 지시자 (LI)를 포함시키는 스텝을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에서 서비스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지시자 (LI)는 상기 현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 내에 포함되는 각 서비스 데이터 

유닛 (SDU) 끝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에서 서비스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은 상기 통신 장치의 비확인 모드 (UMD: Unacknowledge Mod

e)용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 또는 확인 모드(AMD: Acknowledge Mode)용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임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에서 서비스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지시자 (LI)는 상기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 내에서 상기 각 서비스 데이터 유닛(SD

U)의 끝 위치를 지시하는 길이 지시자 (LI)임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에서 서비스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지시자 (LI)는 상기 현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에 포함된 상기 서비스 데이터 유닛

(SDU)의 끝이 포함되었음을 알려주는 미리 정의된(Pre-defined) 길이 지시자 (LI)임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에서

서비스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지시자 (LI)는 '0'으로 정의됨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에서 서비스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지시자 (LI)는 상기 다음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 내에 포함될 길이 지시자들 (LI) 

중 첫 번째 길이 지시자 (LI)임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에서 서비스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지시자 (LI)는 상기 현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 내에 포함된 상기 서비스 데이터 

유닛(SDU)의 끝이 상기 현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의 끝과 일치한다는 것을 지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

신 장치에서 서비스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데이터 유닛(SDU)의 끝이 상기 현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의 끝과 일치한다

는 것은 이들간의 차이가 상기 제 1 지시자 (LI) 또는 상기 제 2 지시자 (LI)의 정의된 길이 보다 작은 경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에서 서비스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현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의 남은 부분은 패딩하여 패딩 부분을 만드는 스텝; 그리고

상기 패딩 부분에 대한 패딩 정보를 알려주는 미리 정의된 제 3 지시자 (LI)를 상기 현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

)에 포함시키는 스텝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에서 서비스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각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은 데이터 시퀀스 번호를 지시하는 헤더 부분, 상기 각 서비스

데이터 유닛 (SDU)의 길이들을 지시하는 헤더 부분, 그리고 상기 각 서비스 데이터 유닛 (SDU)를 수용하는 데이터 

부분 순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에서 서비스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15.
가변 길이를 갖는 서비스 데이터 유닛 (SDU) 단위의 서비스 데이터 (service Data)를 고정 길이를 갖는 프로토콜 데

이터 유닛 (PDU)으로 전송하는 통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데이터 유닛 (SDU) 단위로 서비스 데이터 (Service Data)를 전송하는 상위 계층;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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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상위 계층에서 수신된 서비스 데이터 유닛 (SDU)의 끝이 현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내에 포함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상기 상위 계층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서비스 데이터 유닛 (SDU)의 끝 위치를 알려주는 제 1 지시자 (LI)

가 상기 현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 내에 상기 상위 계층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서비스 데이터 유닛 (SDU)과 

함께 포함되지 못한 경우, 다음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 내에 상기 현재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 내에 포함

된 상기 서비스 데이터 유닛(SDU)의 끝이 포함되었음을 알려주는 제 2 지시자 (LI)를 포함시키는 하위 계층을 구비함

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상위 계층은 무선 자원 제어 계층(RRC) 또는 패킷 데이터 수렴 프로토콜 (PDCP: Packet D

ata Convergence Protocol) 계층이고 상기 하위 계층은 무선 링크 제어 계층(RLC)임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상위 계층은 무선 자원 제어 (RRC: Radio Resource Control) 계층 또는 패킷 데이터 수렴 프

로토콜 (PDCP: 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 계층임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장치에서 서비스 데이터를 전송

하는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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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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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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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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