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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 통신시스템에서 라디오링크프로토콜에 따른 가변길이의 데이터 전송 장치 및 방법

요약

이동 통신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방법은 가변 데이터 길이를 가지는 복수의 순차

블록들로 분할되고 각 순차블록은 바이트 길이를 가지는 복수의 순차서브블록들로 분할된 데이터 스트림을 가변데이

터 길이를 가지는 복수의 순차프레임들로 분할하는 과정과; 상기 순차프레임들의 각각의 머리에 상기 머리에 대응하

는 순차블록의 일련번호를 나타내는 제1세트의 비트들과 상기 머리에 대응하는 순차서브블록의 일련번호를 나타내는

제2세트의 비트들을 포함하는 헤더를 붙이는 과정과; 상기 헤더가 붙여진 상기 순차프레임들을 전송하는 과정을 포

함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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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색인어

Radio Link Protocol, Variable Length, Data Block, Information Bits, Sequence Number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의 이동 통신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무선 환경에서 데이터의 효율적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라디오 링크 프로토콜(RLP: Radio Link Protocol)에 따라 데

이터를 전송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일반적으로 CDMA방식의 이동 통신시스템은 음성을 위주로 하는 IS-95 규격에서 발전하여, 음성뿐만 아니라 고속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한 CDMA2000 규격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상기 CDMA2000 규격에서는 고품질의 음성, 

동화상, 인터넷 검색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상기 CDMA2000 규격에서 제공하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의 예가 도 1에 나타나 있다. 상기 도 1에서 단말기는 터미

널 장치(Terminal Equipment)인 TE와 단말 장치(Mobile Termination)인 MT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도 1에서 기지

국은 교환기 와 함께 BS/MSC(Base Station/Mobile Switching Center)로 표시되어 있고, 데이터 망(예: 인터넷)과 

연동시켜주는 인터워킹펑션(Interworking Function)부는 IWF로 표시되어 있다. 상기 IWF부는 서로 다른 프로토콜

을 사용하는 경우 상호간에 프로토콜 변환을 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이다. 상기 도 1에서 단말기와 IWF부의 

상위 서비스(Web Service)처리부들은 네트워크 프로토콜(IP: Internet Protocol)처리부와 링크 프로토콜(PPP: Poin

t-to-Point Protocol)처리부를 거쳐서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 즉, 상위 서비스처리부들이 만든 데이터는 최종적으로 

링크 프로토콜 패킷의 형태로 하위 계층에 전달되고, 하위 계층에서는 적절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전송하게 된다.

상기 도 1에서는 TE와 MT 사이에 EIA-232제어기가 사용되는 예를 보여 주고 있다. EIA-232제어기를 통하여 MT

에 전송된 링크 프로토콜 패킷들은 본 발명에서 다루는 라디오 링크 프로토콜(Radio Link Protocol: 이하 RLP라 칭

한다)을 거쳐서 RLP 프레임(RLP Frame)에 나누어 들어간다. 상기 과정으로 생성된 RLP 프레임은 CDMA2000 규격

인 IS-2000 규격을 통하여 연결된 물리 채널을 통하여 전송되게 된다. 연결된 물리 채널을 통하여 기지국으로 수신된

RLP 패킷은 다시 링크 프로토콜 패킷들로 복원이 되고 복원된 패킷들을 릴레이 계층을 통하여 상기 IWF부로 전송된

다. 일반적으로 기지국과 IWF부 사이의 인터페이스는 IS-658 규격을 따른다. 상기 IWF부에서는 링크 프로토콜 패킷

에서 데이터를 꺼내어 네트워크 프로토콜 처리부에게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들은 상위 서비스 처리부에

게 전달된다.

상기 과정은 단말기에서 기지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을 보여 주었지 만 반대로 기지국에서 단말기에게 데이

터를 전송하는 과정 또한 유사하게 진행된다.

CDMA2000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기 도 1과는 다른 여러 가지 구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상위 서비스의 데이터를 담은 링크 프로토콜 패킷들은 모두 RLP를 통하여 무선 물리 채널로 전송된다는 점에

서는 모두 공통된다.

현재 사용되는 RLP Type 3 규격은 현재 전송율 집합 1(Rate Set 1)에 대해서 9.6 kbps 또는 19.2 kbps의 물리 채널

프레임을 채울 수 있는 크기의 RLP 프레임, 또는 전송율 집합 2(Rate Set 2)에 대해서 14.4 kbps 또는 28.8 kbps의 

물리 채널 프레임을 채울 수 있는 크기의 RLP 프레임만을 생성한다. 따라서 물리 채널이 153.6 kbps나 230.4 kbps

와 같이 높은 전송율로 동작할 때는 상기 RLP 프레임 여러 개를 하나의 물리 채널 프레임에 넣는 방법을 사용한다. 

만일 물리 채널이 상기 RLP Type 3 규격에서 지원하는 최대 전송율 153.6 또는 230.4 kbps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예를 들어, 307.2 kbps, 460.8 kbps, 614.4 kbps, 1036.8 kbps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RLP 프레임을 하나

의 물리 채널 프레임에 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하나의 물리 채널 프레임을 하나의 큰 크기의 RLP 프레임으

로 채우는 방법에 비해서 프레임 헤더에 의한 부담이 커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

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RLP Type 3 프레임 보다 더 큰 크기의 RLP 프레임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법

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상기 RLP Type 3이 수행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조각 프레임을 생성하고 해석하는 일이다. 즉, 보내야 하는 

재전송 프레임의 크기가 보낼 수 있는 데이터 블록의 크기 보다 크면 RLP는 상기 보내야하는 재전송 프레임의 데이터

부분을 여러 개의 조각 프레임(Segmented Frame)에 나누어서 전송하게 된다. RLP Type 3 규격에서는 상기 조각 

과정(Segmentation Procedure)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첫째, RLP Type 3은 조각을 최대 세 개까지 만들 수 있다. 각각의 조각은 FIRST, SECOND, LAST의 세 가지 값으로

구별된다. 세 개 이상의 조각이 필요하면 RLP Type 3은 세 개의 조각 프레임으로 전송할 수 있을 때까지 상기 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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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프레임을 전송하지 않는다.

둘째, 조각 프레임에 대한 조립 작업(Reassembly Procedure)은 모든 조각이 수신되어야 가능하다. 즉, FIRST, SEC

OND, LAST 조각 프레임 중 어느 한 조각이라도 수신하지 못하면 전체 조각을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상기 RLP Type 3 규격은 상기한 바와 같이 현재 전송율 집합 1(Rate Set 1)에 대해서 9.6 kbps 또는 19.2 kbps의 

물리 채널 프레임을 채울 수 있는 크기의 RLP 프레임, 또는 전송율 집합 2(Rate Set 2)에 대해서 14.4 kbps 또는 28.

8 kbps의 물리 채널 프레임을 채울 수 있는 크기의 RLP 프레임만을 생성하므로 전송율이 가장 낮을 때인 9.6 kbps이

나 14.4 kbps에서 최대 3 개의 조각으로도 충분히 전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물리 채널이 더 높은 전송율을 가지고 RL

P에서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더 큰 크기의 RLP 프레임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조각 방법과는 다 른 새로운 방법

이 필요하게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 통신시스템에서 블록 단위 및 데이터 바이트 단위의 일련 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길이의 RLP 프레임의 생성 및 보다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동 통신시스템에서 RLP 프레임을 전송할 때 블록 단위 및 데이터 바이트 단위의 일련 번호

를 사용함으로써 RLP 프레임 헤더의 크기를 줄여서 전송의 효율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동 통신시스템에서 RLP 프레임을 재전송할 때 블록 단위 및 데이터 바이트 단위의 일련 

번호를 사용함으로써 RLP 블록 또는 데이터 조각에 대한 재전송을 요청하는 NAK(Non Acknowledge) 프레임의 구

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하나의 NAK 프레임으로 보다 많은 재전송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

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동 통신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방법은 가변

데이터 길이를 가지는 복수의 순차블록들로 분할되고 각 순차블록은 바이트 길이를 가지는 복수의 순차서브블록들로

분할된 데이터 스트림을 가변데이터 길이를 가지는 복수의 순차프레임들로 분할하는 과정과; 상기 순차프레임들의 

각각의 머리에 상기 머리에 대응하는 순차블록의 일련번호를 나타내는 제1세트의 비트들과 상기 머리에 대응하는 순

차서브블록의 일련번호 를 나타내는 제2세트의 비트들을 포함하는 헤더를 붙이는 과정과; 상기 헤더가 붙여진 상기 

순차프레임들을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패킷데이터 서비스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RLP에 따른 데이터 송수신 장치의 구성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송신기의 구성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수신기의 구성도이다.

도 5의 (a) 내지 (d)는 본 발명에 따라 생성되는 프레임들의 포맷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6의 (a) 내지 (c)는 본 발명에 따라 생성되는 LTU의 포맷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라 생성되는 데이터 블록 및 RLP 프레임의 포맷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8의 (a) 내지 (f)는 본 발명에 따라 생성되는 RLP 프레임을 기본 채널을 통해 송수신할 시의 프레임 포맷을 보여주

는 도면이다.

도 9의 (a) 내지 (b)는 본 발명에 따라 생성되는 RLP 프레임을 부가 채널을 통해 송수신할 시의 프레임 포맷을 보여주

는 도면이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기본 채널 송신 동작의 처리 흐름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기본 채널 수신 동작의 처리 흐름도이다.

도 12는 본 발명에 따른 부가 채널 송신 동작의 처리 흐름도이다.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부가 채널 수신 동작의 처리 흐름도이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요

소들에 참조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도 2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RLP에 따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이동 통신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도 2에서 물리계층 처리기 150,250은 IS-2000 규격에 따라서 단말기와 기지국 사이에 물리 채널을 연결하고, 

RLP처리기 130,230에서 전달되는 RLP 프레임들을 상기 연결된 물리 채널을 통하여 상대편 물리 계층에게 전달하고

, 상기 물리 채널을 통하여 수신된 RLP 프레임들을 RLP처리기 130,230에게 전달하는 구성 요소들을 하나의 블록으

로 나타낸 것이다.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240은 물리계층 처리기 150,250에게 전달할 RLP 프레임들에 대해서 목적지와 크기 등

의 정보를 RLP 프레임들 앞에 붙인 후 물리계층 처리기 150,250에게 전달하는 다중화 기능과, 반대로 수신된 RLP 

프레임에 대해서 목적지와 크기를 확인한 후 상위 RLP처리기 130,230에게 전달하는 역다중화 기 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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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 및 수신 데이터 버퍼 122,124,222,224는 메모리 장치로서 도 1의 예에서와 같이 EIA-232 제어기나 IS-658 제

어기가 상기 링크 프로토콜 처리기 110,210에서 받은 데이터를 저장해둔다. 상기 데이터 버퍼들 122,222는 RLP처

리기 130,230가 요구할 때마다 저장된 패킷을 순서대로 요구된 크기에 맞게 잘라준다. 또한 상기 데이터 버퍼들 124

,224는 RLP처리기 130,230에서 데이터를 전달할 때마다 순서대로 저장해둔다. 이 저장된 데이터는 상기 EIA-232 

제어기나 IS-658 제어기에 의해 PPP처리기 또는 IWF부에게 전달된다. 상기 EIA-232 제어기나 IS-658 제어기는 E

IA-232 규격과 IS-658 규격에 따라 동작하며, 상기 데이터 버퍼들 122,124,222,224와 링크 프로토콜 처리기 110,2

10 사이에서 데이터 송수신을 맡는다. 현재 CDMA2000 패킷 서비스에서는 상기 EIA-232 제어기나 IS-658 제어기 

이외에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상기 도 2에서는 이들 제어기를 표시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

가 있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송신기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RLP 프레임을 송신 처리하기 위한 RLP 처리기 130은 RLP 제어기 131과, L_V(S) 레지스터 132와

, 재전송 버퍼 133을 포함한다. 상기 RLP 제어기 131은 송신 데이터 버퍼 122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RLP 프레임을 

생성한 다음,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에게 이 생성된 RLP 프레임을 담은 데이터 블록을 전송한다. 상기 재전송 

버퍼(Forward Resequencing Buffer) 133은 메모리 장치로서 재전송을 위한 데이터를 기억시키기 위해서 사용된다.

상기 L_V(S) 레지스터 132는 상기 RLP 제어기 131이 송신 데이터 버퍼 122에 저장되어 있는 송신을 위한 데이터를

여러개의 블록으로 묶고, 블록마다 일련번호('블록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또한 각 블록에 데이터 바이트 각각에게 일

련번호를 붙일 시 사용될 일련번호('데이터 일련번호')를 카운트하는 역할을 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데이터 수신기의 구성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RLP 프레임을 수신 처리하기 위한 RLP 처리기 130은 RLP 제어기 131과, L_V(N), L_V(R) 두 레

지스터 135,136과, 레지스터 E 134와, NAK(Non AKnowledge) 리스트 137, 재정렬 버퍼 138을 포함한다. 상기 RL

P 제어기 131은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에서 RLP 프레임을 받아서 순서에 맞는 데이터가 도착하였는지 살펴본

다. 이때 만일 순서에 맞다면 수신 데이터 버퍼 124에 데이터를 전달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재정렬 버퍼 138에 저

장한 다음, NAK 리스트 137에 재전송을 요청할 부분을 기록하고 다음번 제어 프레임을 송신할 때 NAK 리스트 137

에 저장되었던 부분을 넣어서 보낸다.

상기 레지스터 E 134는 깨진 데이터 블록의 수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에서 깨진

데이터 블록을 알리면, RLP 제어기 131은 이 값을 레지스터 E 134에 기록한 후, 재설정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레지스터 L_V(N) 135는 수신되어야 할 데이터중 수신하지 못한 첫 번째 데이터 바이트의 일련번호를 저장한다.

상기 레지스터 L_V(R) 136은 다음에 새로이 수신되어야 할 데이터 바이트의 일련번호를 저장한다. 예를 들어, 1번 

바이트에서부터 7번 바이트까지의 데이터가 수신되었고 이때 3번 및 4번 바이트의 데이터가 깨져서 수 신되지 못하

였다면, 상기 레지스터 L_V(N) 135에는 수신하지 못한 첫 번째 데이터 바이트의 일련번호인 3번이 저장되고, 상기 

레지스터 L_V(R) 136에는 새로이 수신되어야 할 데이터 바이트의 일련번호인 8번이 저장되게 된다.

본 발명에 따라 가변길이의 RLP 프레임을 생성하고 송수신하는 동작은 크게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240과, RL

P 처리기 130,230의 동작으로 대별되어 되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과 240의 동

작은 동일하게 수행되고, RLP 처리기 130과 230의 동작은 동일하게 수행되므로, 하기에서의 본 발명에 따른 동작은 

편의상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과, RLP 처리기 130의 동작으로 국한되어 설명될 것이다.

A.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의 송신/수신 동작

1.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의 송신 동작

현재 연결되어 있는 물리 채널을 통하여 패킷 데이터 뿐만 아니라 음성 데이터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이 동시

에 송신될 수 있으므로, 하기에서는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에게 전송할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단위를 '

서비스' 또는 '서비스 블록'이라고 칭할 것이다. 또한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과 물리계층 처리기 150이 서로 주

고 받는 전송 단위를 '정보 비트(information bits)' 또는 '물리프레임(physical frame)의 페이로드(payload)'라고 칭

하고, RLP 처리기 130을 포함한 상위 서비스 블록과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이 서로 주고 받는 전송 단위를 '데

이터 블록(data block) 또는 RLP프레임'이라고 칭할 것이다.

송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은 적어도 매 설정시간(예: 20 ms)마다 물리계층 처리기 150에게 전송할 정보 

비트를 생성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즉,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은 현재 연결되어 있는 모든 물리 채널에 대해서 

물리 채널로 전송되는 프레임의 페이로드(payload)를 채울 정보 비트를 생성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IS-2000 규격에

는 기본 채널(Fundamental Channel), 전용 제어 채널(Dedicated Control Channel), 부가 채널(Supplemental Chan

nel) 등이 존재한다.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이 이러한 정보 비트를 생성하여 물리 계층 처리기 150에게 전

달하여 상기 기본 채널, 전용 제어 채널, 또는 부가 채널 중 어느 한 채널로 전송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값들을 전

달한다.

- SDU: 실제 전송될 정보 비트를 담는다. 전용 제어 채널 또는 부가 채널의 경우 만일 전송할 정보 비트가 없다면 상

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와 물리 계층이 미리 약속한 널값(NULL)을 채운다.

- FRAME_SIZE: 정보 비트가 담길 물리 채널 프레임의 크기를 담는다. 상기 SDU에 널값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물리 

계층에서 이 값을 무시한다.

- FRAME_RATE: 정보 비트가 담길 물리 채널 프레임이 전송될 전송 속도를 지정한다. 상기 SDU에 널값이 지정되

는 경우에는 물리 계층에서 이 값을 무시한다.

송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이 상기한 내용을 물리계층 처리기 150에게 전달하면, 상기 물리계층 처리기 15

0은 지정된 부호화 방법 및 변조 방식 등을 사용하여 전달된 내용을 처리한 후 수신측에게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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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은 물리 채널로 전달할 논리 전송 단위의 페이로드 또는 정보 비트를 생성하기 위

해, 논리적 채널(logical channel)이 현재 연결되어 있는 물리 채널에 대응되는 서비스들에서 전송할 데이터 블록(dat

a block)을 사용한다. 상기 논리적 채널이 연결된 물리 채널에 대응되는 서비스는 현재 생성되는 정보 비트를 전송할 

물리 채널로 자신의 데이터 블록을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단말과 기지국 상호간에 서로 

연결하고, 또한 상기 서비스의 논리적 채널을 물리 채널 위에 연결시키는 과정은 IS-2000에 규정된 시그날링 메시지

(signaling message)와 시그날링 절차(signaling procedure)로 가능하다.

송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은 현재 논리적 채널이 연결되어 있는 물리 채널에 대응되는 서비스들의 데이터 

블록을 전송하기로 결정하면, 적절한 우선 순위에 따라 상기 서비스에게서 적절한 길이의 데이터 블록(도 5의 (a) 참

조)을 받아들인다.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은 상기 서비스에게서 데이터 블록을 받아들일 때 수신측 다중화

/역다중화 제어기에서 수신된 상기 데이터 블록을 전달할 서비스를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인식자(service identifier)

와, 길이 정보를 상기 데이터 블록에 덧붙인 MuxPDU를 만든다(도 5의 (b) 참조). 상기 MuxPDU는 여러 서비스에서 

받은 여러 개의 데이터 블록과 시그날링 메시지를 함께 가질 수도 있다. 상기 정보 비트는 이러한 MuxPDU 하나 또는

여러 개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MuxPDU 마다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CRC(Cyclic Redundan

cy Code)가 추가될 수 있다. 여러 개의 MuxPDU 마다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CRC가 추가되는 경우, 하나의 CRC와 

상기 CRC로 보호되는 정보 비트의 일부분을 본 발명에서는 '논리 전송 단위(LTU: Logical Transmission Unit)'이라

고 칭하고 상기 물리 계층에게 전달될 정보 비트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나누어진 부분마다 오류를 검사할 수 

있는 CRC를 넣는 방식을 '논리 전송 단위(logical transmission unit)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때 상기 CRC에 의해

서 보호되는 CRC를 제외한 논리 전송 단위의 나머지 부분을 '논리 전송 단위의 페이로드'라고 칭할 것이다(도 5의 (c)

참조). 이들 논리 전송 단위는 수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에서 올바르게 수신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단위가 된다. 만일 상기 논리 전송 단위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수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에서 올바르게 수신되었

는지 판단하는 기본 단위는 정보 비트가 된다.

송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은 현재 전송될 물리 채널 프레임에 대해서 가능한 전송율과 정보 비트의 크기, 

그리고 논리 전송 단위가 사용되는지 여부와 사용될 경우의 논리 전송 단위 크기와 CRC 생성 방법 등을 미리 알고 있

어야 한다. 이러한 '형상 정보(configuration)'는 단말과 기지국이 미리 약속한 범위에서, 물리 계층 처리기 150이 제

공하는 현재의 물리 채널 상태에 따라 상기 송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이 생성할 정보 비트의 크기와 논리 

전송 단위의 생성 방식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상기 송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은 논리 전송 단위의 사용을 결정하면 데이터 블록을 포함하는 MuxPDU로 

논리 전송 단위의 페이로드를 채우고 남은 공 간은 채움 MuxPDU 또는 채움 비트열로 채운 다음, 생성된 논리 전송 

단위의 페이로드에 대한 CRC를 생성한다. 상기 송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은 상기 과정을 필요한 논리 전송

단위 수만큼 반복하고 생성된 논리 전송 단위를 차례차례 집어넣어 정보 비트를 채운 다음, 남은 공간은 '0'으로 채우

고 물리 채널 제어기 150에게 전달한다.

상기 송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은 논리 전송 단위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데이터 블록을 포함하는 M

uxPDU로 채우고 정보 비트를 남은 공간은 채움 MuxPDU 하나 또는 채움 비트열로 채운 다음, 생성된 정보 비트를 

물리 채널에게 전달한다.

상기 송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은 더 이상의 전송할 데이터 블록이 없는 경우, 정보 비트의 남은 부분을 채

우기 위해서 수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와 미리 약속한 특정 서비스 인식자로 설정한 MuxPDU를 사용하거나 또

는 수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와 미리 약속한 일정한 비트열(bit pattern)을 사용하여 정보 비트의 남은 부분을 

채운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특정 서비스 인식자로 설정한 MuxPDU를 '채움 MuxPDU(fill MuxPDU)', 그리고 상기 

일정한 비트열을 '채움 비트열(fill bit pattern)'이라고 칭할 것이다.

송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은 상기 과정에서 논리적 채널이 연결된 물리 채널에 대응되는 모든 서비스와 시

그날링 메시지 생성기에서 전송할 아무런 시그날링 메시지나 데이터 블록을 받지 못했을 때는 현재 전송하고자 하는 

물리 채널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한다. 즉, 전용 제어 채널이나 부가 채널의 경우 널값(NULL)을 SDU로 전달한다. 기

본 채널의 경우에는 수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와 미리 약속한 일정한 비트열을 정보 비트로 하여 물리 채널에 

전달한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일정한 비트열을 '널 트래픽(null traffic)'이라고 칭할 것이다.

상기 서비스 블록은 송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에게 서비스가 아무런 데이터 블록도 전송할 것이 없음을 알리는 

방법으로 '빈 데이터 블록(blank data block)'을 전달한다. 상기 빈 데이터 블록은 아무런 내용도 가지지 않는 데이터 

블록으로 상기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2.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의 수신 동작

수신측 물리계층 처리기 150은 수신되는 신호를 지정된 복호화 방법 및 복조 방식 등을 사용하여 해석한 다음, 수신

된 물리 계층 프레임에 담긴 정보 비트 부분을 수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에게 전달한다. 물리계층 처리기 1

50이 이러한 정보 비트를 해석하여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에게 전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전달

된다.

- SDU: 실제 수신된 정보 비트를 담는다. 만일 수신된 정보 비트가 없거나 프레임이 깨졌으면,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과, 물리계층 처리기 150이 미리 약속한 널값(NULL)을 채운다.

- FRAME_QUALITY: 수신된 물리 채널 프레임이 올바른(valid) 프레임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알려준다.

- FRAME_SIZE: 수신된 물리 채널 프리임의 크기를 담는다. 이 값은 수신된 물리 채널 프레임의 전송 속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 FRAME_RATE: 수신된 물리 채널 프레임의 전송 속도를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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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은 현재 수신된 물리 채널 프레임에 대해서 전송율과 정보 비트의 크기, 그

리고 논리 전송 단위가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논리 전송 단위가 사용되었다면 수신된 논리 전송 단위의 크기, CRC 생

성 방법 등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형상 정보(configuration)은 단말과 기지국이 미리 약속한 범위에서 물

리계층 처리기 150이 제공하는 상기 정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상기 수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은 만일 수신측 물리계층 처리기 150에서 아무런 물리 채널 프레임도 수신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SDU에 널값을 채우고 FRAME_QUALITY에 올바른 프레임이 수신되었다고 알려주면, 논리

적 채널이 연결된 물리 채널에 대응되는 모든 서비스들에게 아무 프레임도 수신되지 않았다고 알린다.

상기 수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은 만일 수신측 물리계층 처리기 150에서 SDU에 널값을 채우지 않았거나 

FRAME_QUALITY에 깨진 프레임이 수신되었다고 알려주면 상기 형상 정보와 수신측 물리계층 처리기 150이 제공

한 정보에 의해서 논리 전송 단위가 수신된 프레임에 사용되었는지 결정한다.

상기 수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은 만일 논리 전송 단위가 사용되었다면 논리 전송 단위의 길이와 CRC 검사

방법, 그리고 논리 전송 단위의 개수를 결 정한다.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은 논리 전송 단위의 개수 만큼 

수신된 정보 비트에서 논리 전송 단위를 분리한다.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은 이미 논리 전송 단위의 길이

와 개수를 알고 있으므로 수신된 정보 비트에서 상기 길이 단위로 영역을 상기 개수만큼 나누어서 논리 전송 단위를 

구분할 수 있다.

상기 수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은 할당되어 있는 물리 채널에서 수신된 정보 비트를 보내면, 물리 채널에서

함께 전달한 FRAME_QUALITY를 보고서 수신된 정보 비트가 깨졌는지 판단한다. 상기 수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

어기 140은 만일 수신된 정보 비트가 깨졌고 수신된 정보 비트가 여러 개의 논리 전송 단위로 나누어져 있다면, 상기 

과정에서 구분된 각 논리 전송 단위의 CRC를 다시 평가하여 오류가 없는 논리 전송 단위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은 상기 과정에서 만일 오류가 있는 논리 전송 단위가 있다면, 각각의 오류가 있는 

논리 전송 단위에 대하여 논리적 채널이 연결된 물리 채널에 대응되는 모든 서비스들에게 깨진 데이터 블록이 수신되

었음을 알린다.

상기 수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은 만일 수신된 정보 비트가 깨졌고 수신된 정보 비트에 하나 또는 여러 개

의 MuxPDU 마다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CRC가 추가되어 있지 않다면, 논리적 채널이 연결된 물리 채널에 대응되는

모든 서비스들에게 깨진 데이터 블록이 수신되었음을 알린다.

상기 수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은 만일 오류가 없는 논리 전송 단위 또는 정보 비트가 수신되었으면, 채움 

비트열이 아닌 오류가 없는 MuxPDU들을 상기 논리 전송 단위 또는 정보 비트에서 분리한다.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은 상기 분리된 MuxPDU가 널 트래픽이나 채움 MuxPDU가 아니라면, 상기 MuxPDU의 서비스 인식자가

지정하는 서비스에게 상기 MuxPDU에 포함된 데이터 블록과 데이터 블록의 길이를 전달한다.

상기 수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은 상기 수신 과정을 마치고 나면 오류가 없는 논리 전송 단위 또는 정보 비

트가 수신되었고 물리 채널에 논리적 채널이 대응되는 서비스 중에서 데이터 블록을 받지 못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 

빈 데이터 블록이 수신되었다고 알린다.

B.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의 송신/수신 동작

상기와 같은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의 송신 및 수신 동작은 하기와 같은 실시예의 설명을 통해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IS-2000 표준에서는 기본 채널(Fundamental Channel), 부가 채널(Supplemental Channel), 전용 

제어 채널(Dedicated Control Channel) 등 여러 전용 트래픽 채널(dedicated traffic channel)을 규정하고 있다. 그

러므로 본 발명에 따른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의 송신 및 수신 동작은 기본 채널에 적용되는 경우와, 부가 채널

에 적용되는 경우로 구분되어 설명될 수 있다. 상기 전용 제어 채널은 기본 채널이 9.6 kbps 또는 14.4 kbps로만 동

작하는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본 발명에서는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는다. 상기 경우에 덧붙여서 IS-2000 표

준에서는 논리 전송 단위가 사용 되는 경우와, 논리 전송 단위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되어 설명될 수 있다. 여기

서 논리 전송 단위가 사용되는 경우란 콘볼루션 코드(Convolution Code)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부호화한 후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논리 전송 단위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란 터보코드(Turbo Code)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부호화한 후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  기본채널 및 부가채널의 정보비트 수

먼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동작을 설명하기 전에 IS-2000 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채널의 정보 비트 수와 

부가 채널의 정보 비트 수를 정리해보면 각각 하기의 <표 1> 및 <표 2>, <표 3>, <표 4>와 같다. 하기의 <표 1>과 <표

2>는 IS-2000 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채널의 정보 비트 수를 나타내며, <표 3>과 <표 4>는 부가 채널의 정보 

비트 수를 나타낸다. 하기의 <표 1>과 <표 3>은 전송율 9600 bps를 기반으로 하는 전송율 집합 1의 정보 비트 수를 

나타내고 하기의 <표 2>와 <표 4>는 전송율 14400 bps를 기반으로 하는 전송율 집합 2의 정보 비트 수를 나타낸다.

[표 1]

IS-2000의 기본 채널의 정보 비트 수 (전송율 집합 1)

전송율 정보 비트 수

9600 bps 172 비트

4800 bps 80 비트

2700 bps 40 비트

1500 bps 16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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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IS-2000의 기본 채널의 정보 비트 수 (전송율 집합 2)

전송율 정보 비트 수

14400 bps 267 비트

7200 bps 125 비트

3600 bps 55 비트

1800 bps 21 비트

[표 3]

IS-2000의 부가 채널의 정보 비트 수 (전송율 집합 1)

전송율 정보 비트 수

9600 bps 172 비트

19200 bps 360 비트

38400 bps 744 비트

76800 bps 1512 비트

153600 bps 3048 비트

307200 bps 6120 비트

614400 bps 12264 비트

[표 4]

IS-2000의 부가 채널의 정보 비트 수 (전송율 집합 2)

전송율 정보 비트 수

14400 bps 267 비트

28800 bps 552 비트

57600 bps 1128 비트

115200 bps 2280 비트

230400 bps 4584 비트

460800 bps 9192 비트

1036800 bps 20712 비트

상기 <표 1> 및 <표 2>, <표 3>, <표 4>에서는 IS-2000에서 규정하는 모든 정 보 비트의 크기를 나타낸 것은 아니라

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상기 <표 3> 또는 <표 4>와 같은 정보 비트 수에 대응하여 LTU를 사용하는 경우, LTU의 크기 및 개수를 구해보면 

하기 <표 5>와 <표 6>과 같다. 이때 LTU의 크기와 개수를 곱한 후 남는 비트를 가산하면 정보 비트의 수가 구해진다.

또한 LTU의 페이로드 크기는 하기 <표 5>, <표 6>에서 CRC의 크기인 16 비트를 뺀 값이 된다.

[표 5]

부가 채널에 적용되는 LTU (전송율 집합 1)

전송율 논리 전송 단위 크기 논리 전송 단위 개수 남는 비트

9600 bps - 사용하지 않음 -

19200 bps - 사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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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0 bps 368 비트 2 개 8 비트

76800 bps 376 비트 4 개 8 비트

153600 bps 376 비트 8 개 40 비트

307200 bps 760 비트 8 개 40 비트

614400 bps 1528 비트 8 개 40 비트

[표 6]

부가 채널에 적용되는 LTU (전송율 집합 2)

전송율 논리 전송 단위 크기 논리 전송 단위 개수 남는 비트

14400 bps - 사용하지 않음 -

28800 bps - 사용하지 않음 -

57600 bps 560 비트 2 개 8 비트

115200 bps 568 비트 4 개 8 비트

230400 bps 568 비트 8 개 40 비트

460800 bps 1144 비트 8 개 40 비트

1036800 bps 2584 비트 8 개 40 비트

상기 <표 5>와 <표 6>에서 처음 두 개의 전송율에는 LTU를 사용하지 않는 것 에 주의하여야 한다. 즉, 상기 송신측과

수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이러한 전송율을 가진 부가 채널이 연결되었을 때는 정보 비트를 처리하는 규칙을 

따른다.

정보 비트를 채우기 위해서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MuxPDU 포맷(format)은 하기 <표 7>, <표 8>, <표 9>, <표 10>, 

<표 11> 및 <표 12>와 같다. 하기 <표 7>과 <표 8>은 기본 채널의 정보 비트들 위한 MuxPDU 포맷을 나타내고, <표 

9>와 <표 11>은 LTU가 사용되는 경우에 부가 채널의 정보 비트를 위한 MuxPDU 포맷을 나타내고, <표 10>과 <표 

12>는 LTU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부가 채널의 정보 비트를 위한 MuxPDU 포맷을 나타낸다. 상기한 바와 같이 상

기 전용 제어 채널은 기본 채널에서 9600 bps 또는 14400 bps만 허용되는 특수한 경우이므로 하기 <표 7>과 <표 8>
에서 전송율 9600 bps 또는 14400 bps에 해당하는 MuxPDU 포맷만 허용되는 것에 주의하여야한다.

[표 7]

기본 채널 정보 비트를 위한 MuxPDU 포맷 (전송율 집합 1)

전송율 제1서비스 데이터 블록 시그날링 메시지 서비스 데이터 블록 서비스 인식자 MuxPDU헤더

9600 bps

171 비트 - - - '0'

80 비트 88 비트 - - '0001'

40 비트 128 비트 - - '0101'

16 비트 152 비트 - - '1001'

- 168 비트 - - '1101'

80 비트 - 85 비트 3 비트 '0011'

40 비트 - 125 비트 3 비트 '0111'

16 비트 - 149 비트 3 비트 '1011'

- - 165 비트 3 비트 '1111'

4800 bps 80 비트 - - - -

2700 bps 40 비트 - - - -

1500 bps 16 비트 - - - -

[표 8]

기본 채널 정보 비트를 위한 MuxPDU 포맷 (전송율 집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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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율 제1서비스 데이터 블록 시그날링 메시지 서비스 데이터 블록 서비스 인식자 MuxPDU 헤더

14400 bps

266 비트 - - - '0'

124 비트 138 비트 - - '00001'

54 비트 208 비트 - - '00011'

20 비트 242 비트 - - '00101'

- 262 비트 - - '00111'

124 비트 - 135 비트 3 비트 '01001'

54 비트 - 205 비트 3 비트 '01011'

20 비트 - 239 비트 3 비트 '01101'

- - 259 비트 3 비트 '01111'

20 비트 222 비트 17 비트 3 비트 '10001'

7200 bps

124 비트 - - - '0'

54 비트 67 비트 - - '0001'

20 비트 101 비트 - - '0011'

- 121 비트 - - '0101'

54 비트 - 64 비트 3 비트 '0111'

20 비트 - 98 비트 3 비트 '1001'

- - 118 비트 3 비트 '1011'

20 비트 81 비트 17 비트 3 비트 '1101'

3600 bps

54 비트 - - - '0'

20 비트 32 비트 - - '001'

- 52 비트 - - '011'

20 비트 - 29 비트 3 비트 '101'

- - 49 비트 3 비트 '111'

1800 bps
20 비트 - - - '0'

- - 17 비트 3 비트 '1'

상기 <표 7>과 <표 8>에서 MuxPDU에 포함된 각각의 데이터 블록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가 MuxPDU의 뒷부분에 

붙어 있는 점에 주의하여야한다. 상기 MuxPDU 헤더는 각 데이터 블록을 바이트 정렬하기 위해서 MuxPDU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하였다.

[표 9]

부가 채널 정보 비트를 위한 MuxPDU 포맷 (전송율 집합 1에서 LTU가 사용되는 경우)

전송율 서비스 인식자 길이 지시자 길이 필드 서비스 데이터 블록의 길이

38400 bps 3 비트 '000' - 최대 346 비트

76800 bps 3 비트 '000' - 최대 354 비트

153600 bps 3 비트 '000' - 최대 354 비트

307200 bps 3 비트 '000' - 최대 738 비트

614400 bps 3 비트 '000' - 최대 1506 비트

모든 전송율에서 3 비트 '101' 8비트 최대 2034 비트

모든 전송율에서 3 비트 '110' 16비트 최대 524266 비트

[표 10]

부가 채널 정보 비트를 위한 MuxPDU 포맷 (전송율 집합 1에서 LTU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전송율 서비스 인식자 길이 지시자 길이 필드 서비스 데이터 블록의 길이



등록특허  10-0383611

- 10 -

19200 bps 3 비트 '000' - 최대 354 비트

38400 bps 3 비트 '000' - 최대 738 비트

76800 bps 3 비트 '000' - 최대 1506 비트

153600 bps 3 비트 '000' - 최대 3042 비트

153600 bps 3 비트 '100' 8비트 최대 3034 비트

307200 bps 3 비트 '000' - 최대 6112 비트

307200 bps 3 비트 '100' 8비트 최대 6104 비트

614400 bps 3 비트 '000' - 최대 12258 비트

614400 bps 3 비트 '100' 8비트 최대 12250 비트

모든 전송율에서 3 비트 '101' 8비트 최대 2034 비트

모든 전송율에서 3 비트 '110' 16비트 최대 524266 비트

[표 11]

부가 채널 정보 비트를 위한 MuxPDU 포맷 (전송율 집합 2에서 LTU가 사용되는 경우)

전송율 서비스 인식자 길이 지시자 길이 필드 서비스 데이터 블록의 길이

57600 bps 3 비트 '000' - 최대 538 비트

115200 bps 3 비트 '000' - 최대 546 비트

230400 bps 3 비트 '000' - 최대 546 비트

460800 bps 3 비트 '000' - 최대 1122 비트

1036800 bps 3 비트 '000' - 최대 2562 비트

1036800 bps 3 비트 '100' 8비트 최대 2554 비트

모든 전송율에서 3 비트 '101' 8비트 최대 2034 비트

모든 전송율에서 3 비트 '110' 16비트 최대 524266 비트

[표 12]

부가 채널 정보 비트를 위한 MuxPDU 포맷 (전송율 집합 2에서 LTU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전송율 서비스 인식자 길이 지시자 길이 필드 서비스 데이터 블록의 길이

28800 bps 3 비트 '000' - 최대 546 비트

57600 bps 3 비트 '000' - 최대 1122 비트

115200 bps 3 비트 '000' - 최대 2274 비트

115200 bps 3 비트 '100' 8비트 최대 2266 비트

230400 bps 3 비트 '000' - 최대 4578 비트

230400 bps 3 비트 '100' 8비트 최대 4570 비트

460800 bps 3 비트 '000' - 최대 9186 비트

460800 bps 3 비트 '100' 8비트 최대 9178 비트

1036800 bps 3 비트 '000' - 최대 20706 비트

1036800 bps 3 비트 '100' 8비트 최대 20698 비트

모든 전송율에서 3 비트 '101' 8비트 최대 2034 비트

모든 전송율에서 3 비트 '110' 16비트 최대 524266 비트

상기 <표 7>, <표 8>, <표 9>, <표 10>, <표 11>, <표 12>에서 서비스 인식자는 다음 <표 13>과 같이 정해질 수 있다.

[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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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인식자

서비스 인식자 서비스

'000' 예약

'001' 제1서비스

'010' 제2서비스

'011' 제3서비스

'100' 제4서비스

'101' 제5서비스

'110' 제6서비스

'111' 널 서비스

상기 <표 13>에서 널 서비스(null service)는 수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에게 채우기 위한 채움 MuxPDU임을 

알릴 때 사용하는 상기 미리 약속된 특정 서비스 인식자 값이다. 상기 <표 13>에서 알 수 있듯이 상기 <표 7>, <표 8>,

<표 9>, <표 10>, <표 11>, <표 12>의 MuxPDU 포맷은 최대 여섯 개의 서비스에서 보내온 데이터 블록을 구분할 수 

있다.

상기 <표 7>과 <표 8>은 기본 채널로 전송되는 MuxPDU 포맷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제1서비스는 서비스 인식자 없

이 MuxPDU 헤더만 보고도 구분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MuxPDU헤더가 "0"인 경우가 제1서비스에 해당한다. 제2서

비스에서 제6서비스에 해당하는 데이터 블록은 상기 <표 7> 또는 <표 8>의 서비스 인식자 필드를 보고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표 7> 또는 <표 8>의 서비스 인식자는 '010'에서 '110'까지의 값만을 가질 수 있다. 상기 <표 7> 

또는 <표 8>의 MuxPDU 포맷을 사용하는 기본 채널에서는 제1서비스의 데이터 블록이 모두 '1'로 채워지는 경우, 수

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송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에서 아무 서비스에게도 해당하지 않는 널 트래픽으

로 약속한다. 따라서 수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기본 채널에서 수신된 MuxPDU가 제1서비스의 데이터 블록

만을 가지 며 데이터 블록이 모두 '1'로 채워진 것이면 널 트래픽으로 판단한다.

상기 <표 7>과 <표 8>에서 전송율 9600 bps 또는 14400 bps에서 허용되는 MuxPDU 포맷은 상기한 바와 같이 전용

제어 채널로 전송 가능하다. 상기한 바와 같이 제2서비스에서 제6서비스에 해당하는 데이터 블록은 상기 <표 7> 또는

<표 8>의 서비스 인식자를 보고서 판단할 수 있다. 상기 전용 제어 채널은 상기한 바와 같이 널 트래픽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상기 <표 7>과 <표 8>에서 전송율 9600 bps 또는 14400 bps에서 허용되는 MuxPDU 포맷 가운데 시그날링 메시지

가 아닌 서비스 데이터 블록을 하나만 포함하는 MuxPDU 포맷은 부가 채널이 9600 bps 또는 14400 bps로 연결되

었을 때 전송 가능하다. 상기한 바와 같이 제2서비스에서 제6서비스에 해당하는 데이터 블록은 상기 <표 7> 또는 <표

8>의 서비스 인식자를 보고서 판단할 수 있다.

상기 <표 9>, <표 10>, <표 11>, <표 12>은 부가 채널이 19200 bps, 28800 bps, 또는 그 이상의 전송율로 연결되었

을 때 전송되는 MuxPDU 포맷을 보여준다. 제1서비스에서 제6서비스에 해당하는 데이터 블록은 상기 <표 9>, <표 1

0>, <표 11>, <표 12>의 서비스 인식자 필드를 보고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표 9>, <표 10>, <표 11>, <표 1

2>의 서비스 인식자는 '001'에서 '110'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상기 <표 9>, <표 10>, <표 11>, <표 12>의 MuxPD

U 포맷에서 길이 지시자가 '000'인 경우에는 상기 표의 각 전송율에 해당하는 길이만큼의 서비스 블록을 포함한다. 

상기 <표 9>, <표 10>, <표 11>, <표 12>의 MuxPDU 포맷에서 길이 지시자가 '100', '101' 또는 '110'인 경우에는 길

이 필드를 통하여 MuxPDU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즉, 상기 <표 9>, <표 10>, <표 11>, <표 12>의 MuxPDU 포맷

에서 길이 지시자가 '100'인 경우에는 상기 표의 각 전송율에 해당하는 길이에서 길이 필드에 표시된 값에 8을 곱한 

만큼을 뺀 길이의 서비스 블록을 가진다. 예를 들어, 전송율 614400 bps로 연결되고 LTU를 사용하지 않는 부가 채

널에서 수신된 MuxPDU의 길이 지시자가 '100'이고 길이 필드 값이 '00000010'이면 상기 수신된 MuxPDU에 포함

된 서비스 블록의 길이는 상기 <표 9>의 12250 비트에서 2 × 8 비트를 뺀 12234 비트이다. 상기 <표 9>, <표 10>, <
표 11>, <표 12>의 MuxPDU 포맷에서 길이 지시자가 '101' 또는 '110'인 경우에는 길이 필드에 표시된 값에 1을 더

하고 다시 8을 곱한 값에서 MuxPDU 헤더 크기인 6 비트를 뺀 길이의 서비스 블록을 가진다. 즉, 전송율 614400 bp

s로 연결되고 LTU를 사용하지 않는 부가 채널에서 수신된 MuxPDU의 길이 지시자가 '110'이고 길이 필드 값이 '000

0 0101 1111 1001'이면 상기 수신된 MuxPDU에 포함된 서비스 블록의 길이는 상기 '0000 0101 1111 1001'의 10

진수 값인 1529에 1을 더하고 다시 8을 곱한 12240 비트에서 헤더 크기 6 비트를 뺀 12234 비트이다.

2.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의 기본 채널을 통한 송신 동작

RLP를 사용하는 여섯 개의 서비스가 연결된 경우를 가정하면, 상기 송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이러한 동작은 도 10과 같은 흐름에 따른다.

우선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규정된 서비스 품질 보증 규칙(QoS)에 따라서 각각의 서비스들의 전송 순서와 데이

터 블록의 크기를 결정한다. 즉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시그날링 LAC 계층(LAYER)으로 가능한 크기를 문의하고

(도 10의 S10단계), 상기 시그날링 LAC 계층으로부터 적당한 크기의 데이터 블록을 확인한다(S11단계). 다음에, 상

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서비스 전송순서를 결정하고(S12단계), 다음에 상기 확인된 크기의 데이터 블록을 우선

적으로 제1서비스에 요청하고(S13단계), 상기 제1서비스로부터 상기 확인된 크기내의 데이터 블록을 전달받는다(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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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기본 채널로 전송될 데이터 블록의 경우, 상기 <표 7> 또는 <표 8>에서 MuxPDU가 허용하는 데이터 블록의 

크기와 개수, 그리고 조합에 따라서 적절한 크기의 데이터 블록을 생성하도록 RLP처리기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전송할 데이터 블록을 누적하고, 전송할 수 있는 남아있는 블록을 계산한다(

S15단계). 다음에,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상기 누적한 데이터 블록으로 MuxPDU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S16단계). MuxPDU를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S13단계로 진행하여 해당하는 서비스로 데이터 블록을 

요청하고, 그 요청에 따른 데이터 블록을 전달받는다. MuxPDU를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누적된 데이터 블록으로 Mu

xPDU를 만든다(S17단계). 이때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포함되는 데이터 블록에 따라서 상기 <표 4>로부터 적절

한 비트열을 찾아 MuxPDU 헤더에 덧붙인다.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이렇게 생성된 MuxPDU를 정보 비트

로 하여 상기 물리 채널에게 전달한다(S18단계).

상기 과정에서 데이터 블록을 생성할 기회를 얻지 못한 RLP처리기에게는 상 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가 빈 데이터

블록(blank data block)을 생성하도록 요청하여 상기 RLP처리기가 전송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도록 한

다. 또한 상기 과정에서 모든 RLP가 아무런 데이터 블록도 제공하지 않았다면,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상기 

널 트래픽을 만들어서 이것을 정보 비트로 하여 상기 물리 채널에게 전달한다.

3.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의 기본 채널을 통한 수신 동작

수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기본 채널로 전송된 정보 비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이러한 동작은 도 

11과 같은 처리흐름에 따른다.

우선 수신된 정보 비트의 전송율과 MuxPDU 헤더 비트를 보고서(도 11의 S20단계) 각각의 데이터 블록을 구분한다(

S21,S22단계). 각각의 데이터 블록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송율 집합에 따라서 상기 <표 7> 또는 <표 8>을 참

조한다. 우선 수신된 정보 비트의 마지막 1 비트를 보고 이 값이 '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마지막 1 비트를 제외한 나

머지 모든 정보 비트는 제1서비스의 데이터 블록이므로 제1서비스에게 데이터 블록의 길이와 함께 전달한다(S23단

계).

상기 수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상기 과정에서 만일 수신된 정보 비트의 마지막 1 비트가 '1'로 설정되어 있으

면 전송율 집합 1의 경우 마지막 4 비트를, 전송율 집합 2의 경우 마지막 5 비트를 MuxPDU 헤더로 간주한다. 상기 

MuxPDU 헤더와 같은 비트열을 가지는 조합을 상기 <표 7> 또는 <표 8>에서 찾는다. 만일 같은 비트열을 가지는 조

합이 없으면 상기 수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수신된 정보 비트를 깨진 것으로 처리한다. 만일 같은 비트열을 

가지는 조합이 있으면 상기 <표 7> 또는 <표 8>에 규정된 데이터 블록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서 데이터 블록과 서비스

인식자를 구분한다. 예를 들어 전송율 집합 1일 때 수신된 정보 비트가 9600 bps로 수신되었고 상기 MuxPDU 헤더

가 '0011'이라면 수신된 MuxPDU는 첫 80 비트는 제1서비스 데이터 블록이고 그 다음 85 비트는 또다른 서비스의 

데이터 블록이며 나머지 3 비트는 서비스 인식자가 된다. 상기 <표 7> 또는 <표 8>에 규정된 것과 같이 조합에 따라

서는 서비스 인식자가 없을 수도 있다.

상기 과정에서 구분된 데이터 블록은 상기 <표 7> 또는 <표 8>을 참조하여 해당하는 서비스에게 전달한다. 제1서비

스와 시그날링 계층에는 서비스 인식자를 보지 않고도 바로 데이터 블록과 데이터 블록의 길이를 함께 전달할 수 있

다. 그러나 서비스 인식자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인식자를 상기 <표 13>과 대조하여 해당하는 서비스에게 데이터 

블록과 데이터 블록의 길이를 함께 전달한다. 상기 예에서 수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상기 80 비트의 데이터 

블록을 그 길이와 함께 제1서비스에게 전달하고 서비스 인식자가 가리키는 서비스에게 상기 85 비트의 데이터 블록

을 그 길이와 함께 전달한다. 그러나 서비스 인식자의 값이 '000', '001', '111'로 되어 있으면 상기 수신측 다중화/역

다중화 제어기는 상기 수신된 정보 비트를 깨진 것으로 처리한다.

만일 수신된 정보 비트가 깨진 것이라면,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기본 채널에 논리적 채널이 대응되는 모든 

서비스에게 깨진 데이터 블록이 수신되었 음을 알린다. 이와 달리, 상기 수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상기 정보 

비트가 깨지지 않았고 데이터 블록이 하나 밖에 없으며 제1서비스에 해당하는 데이터 블록이고 모두 '1'로 채워져 있

으면, 널 트래픽으로 간주하고 버리고 기본 채널에 논리적 채널이 모든 대응되는 서비스들에게 아무런 데이터 블록이

수신되지 않았음을 알린다.

상기 수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상기 정보 비트가 깨지지 않았을 때 기본 채널에 논리적 채널이 대응되는 서

비스 중에서 수신된 데이터 블록이 없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빈 데이터 블록(blank data block)이 수신되었음을 알려

준다. 상기 널 트래픽인 경우 아무런 데이터 블록이 수신되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과 상기 빈 데이터 블록이 수신되었

음을 알리는 것은 서비스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한다.

4.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의 부가 채널을 통한 송신 동작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가 부가 채널 정보 비트를 생성할 때 LTU를 생성하는 경우 전송율에 따라 <표 5> 또는 <표 6

>에 표시된 개수만큼의 LTU를 만든다. 상기 LTU는 <표 5> 또는 <표 6>에 규정된 것과 같은 크기를 갖는다. 상기 L

TU는 16비트 CRC를 가지므로 실제 LTU에 실어 보낼 수 있는 최대 MuxPDU의 크기는 전송율에 따라 <표 5> 또는 

<표 6>에 표시된 크기에서 16 비트를 뺀 값이 된다.

예를 들어, 부가 채널 307.2 kbps을 사용하고 LTU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LTU 의 페이로드에 MuxPDU가 들어가게 

되므로 MuxPDU의 최대 크기는 LTU 페이로드의 크기 760 비트에서 CRC 16 비트를 뺀 나머지 744 비트가 된다. 상

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가 부가 채널 정보 비트를 생성할 때는 LTU를 생성하는 경우 가능한 MuxPDU 포맷은 전

송율 집합에 따라 상기 <표 9>와 <표 11>의 포맷이 가능하다.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가 MuxPDU를 생성하여 

LTU 페이로드를 모두 채우면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LTU 페이로드에 대한 16 비트 CRC를 생성한다. 상기

16 비트 CRC는 부가 채널에 적용되는 16 비트 CRC 생성 방식과 똑같이 만든다.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상

기 방식으로 상기 <표 5> 또는 <표 6>에 규정된 것과 같은 개수의 LTU를 만들고 이를 차례로 정보 비트에 넣은 후 

남는 공간은 '0'으로 채우고 물리 계층 처리기에게 전달한다.



등록특허  10-0383611

- 13 -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가 부가 채널 정보 비트를 생성할 때 LTU를 생성하지 않는 경우 전송율에 따라 <표 3> 

또는 <표 4>에 지정된 크기의 정보 비트를 생성한다. 이러한 경우 정보 비트에 실어 보낼 수 있는 MuxPDU는 전송율 

9600 bps 또는 14400 bps인 경우 상기한 바와 같이 상기 <표 7>과 <표 8>에 규정된 서비스 데이터 블록이 하나만 

들어간 하나의 MuxPDU만 전송이 가능하다.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가 MuxPDU를 생성하여 정보 비트를 채우

면 이를 물리 계층 처리기에게 전달한다.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가 부가 채널 정보 비트를 생성할 때 LTU를 생성하지 않는 경우 전송율이 19200 bps 

또는 28800 bps 이상일 때에는 상기 <표 10>과 <표 12> MuxPDU 포맷이 가능하다.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가

MuxPDU를 생 성하여 정보 비트를 채우면 이를 물리 계층 처리기에게 전달한다.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규정된 서비스 품질 보증 규칙(QoS)에 따라서 각각의 서비스들의 전송 순서와 데이

터 블록의 크기를 결정한다. 다음에,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각 서비스들의 RLP에게 데

이터 블록을 요청한다(도 12의 S30단계). 즉,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제1서비스의 RLP처리

기로 가능한 데이터 블록을 요청하고(S30단계), 상기 제1서비스의 RLP처리기로부터 대응하는 데이터 블록 또는 빈

데이터 블록을 전달받는다(S31단계). 이때 빈데이터 블록이 아닌 데이터블록이 전달되는 경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

기는 이 전달된 데이터블록을 이용하여 MuxPDU를 생성한다(S32단계). 이렇게 생성된 MuxPDU는 결과적으로 정보

비트로서 생성되게 된다.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가 부가 채널 정보 비트를 생성할 때 LTU를 생성하는 경우, 상기 <표 9> 또는 <표 11>
에서 MuxPDU가 허용하는 데이터 블록의 크기와 현재 생성 중인 LTU의 남은 자리에 따라서 적절한 크기의 데이터 

블록을 생성하도록 RLP처리기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즉,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데이터 블록을 전달받은 후 LTU

또는 정보 비트의 남은 크기를 계산한 후(S33단계), 이때 계산된 크기가 가능한 MuxPDU의 크기 이상인지 여부를 판

단한다(S34단계). 상기 계산된 크기가 가능한 MuxPDU의 크기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

기는 가능한 크기의 데이터 블록을 다음 우선순위의 제2서비스의 RLP처리기로 요청하고(S35단계), 상기 제2서비스

의 RLP처리기로부터 대응하는 데이터 블록 또는 빈 데이터 블록을 전달받는다(S36단계). 위와 같은 동작은 모든 서

비스의 RLP처리기에 대해 반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가 부가 채널 정보 비트를 생성할 때 LTU를 생성하지 않고 전송율 9600 bps 또는 144

00 bps인 경우에는, 상기 <표 7>과 <표 8>에 규정된 MuxPDU 포맷 중에서 부가 채널로 보낼 수 있는 MuxPDU를 하

나 생성하기 위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각각의 서비스에게 상기 <표 7>과 <표 8>에 규정된 부가 채널로 보낼 수 있는 

데이터 블록을 생성하도록 요청한다. 만일 어느 한 서비스라도 데이터 블록을 생성하면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는 이를 MuxPDU로 만든다.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가 부가 채널 정보 비트를 생성할 때 LTU를 생성하지 않는

경우 전송율이 19200 bps 또는 28800 bps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표 10> 또는 <표 12>에서 MuxPDU가 허용하는 

데이터 블록의 크기와 현재 생성 중인 LTU의 남은 자리에 따라서 적절한 크기의 데이터 블록을 생성하도록 RLP처리

기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도 12의 S32단계∼S38단계).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가 부가 채널 정보 비트를 생성할 때 LTU 페이로드를 채우거나 정보 비트를 채우는 경

우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현재까지 채우지 못한 LTU 페이로드 또는 정보 비트의 나머지 부분의 길이를 알

고 있어야 한다.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들에게 데이터 블록을 생성하도록 요청한

다. 만일 어떤 서비스가 빈 데이터 블록이 아닌 데이터 블록을 전달하면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이 데이터 블

록의 길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첫째, 만일 전달된 데이터 블록의 길이가 LTU 페이로드 또는 정보 비트의 남은 공간에 비해서 6 비트만큼 작으면 상

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전송한 서비스에 따라서 <표 13>을 참고하여 3 비트 서비스 인식자를 붙이고 길이 지

시자 3 비트를 '000'으로 설정하여 상기 데이터 블록의 앞에 붙여서 MuxPDU를 만든다.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

기는 상기 생성된 MuxPDU를 LTU 페이로드 또는 정보 비트의 남은 공간에 넣고 LTU 페이로드 또는 정보 비트를 완

성시킨다.

둘째, 만일 전달된 데이터 블록의 길이가 LTU 페이로드 또는 정보 비트의 남은 공간에 비해서 14 비트 또는 그 이상 

작으면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상기 <표 9>, <표 10>, <표 11>, <표 12>에 제시된 8 비트 또는 16 비트 길이

필드를 가지는 MuxPDU를 생성한다. 즉,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생성된 데이터 블록이 2034 비트와 같거나

더 작으면 전송한 서비스에 따라서 <표 13>을 참고하여 3 비트 서비스 인식자를 붙이고 길이 지시자 1 비트를 '101'

로, 그리고 길이 필드 8 비트를 상기 서비스 인식자, 길이 지시자, 길이 타입 필드, 길이 필드, 그리고 데이터 블록을 

합한 전체 MuxPDU의 길이를 바이트 단위로 표시하여 이 값에서 1을 뺀 값으로 설정한다. 만일 생성된 데이터 블록

이 2034 비트 보다 더 크면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전송한 서비스에 따라서 <표 13>을 참고하여 3 비트 서

비스 인식자를 붙이고 길이 지시자 1 비트를 '110'으로, 그리고 길이 필드 16 비트를 상기 서비스 인식자, 길이 지시

자, 길이 타입 필드, 길이 필드, 그리고 데이터 블록을 합한 전체 MuxPDU의 길이를 바이트 단위로 표시하여 이 값에

서 1을 뺀 값으로 설정한다.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상기 <표 9>, <표 10>, <표 11>, <표 12>에 제시된 8 비

트 길이 필드를 가지고 길이 지시자를 '100'으로 가지는 MuxPDU를 생성할 수도 있다. 즉, <표 9>, <표 10>, <표 11>
, <표 12>에서 제시된 최대 데이터 블록의 크기에서 얼마큼 모자라는지를 바이트 단위로 표시한 8 비트 길이 필드를 

넣어서 MuxPDU를 생성할 수 있다.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만일 상기 과정에서 생성된 MuxPDU의 크기가 

정수가 아니면, 즉 MuxPDU의 길이가 바이트 단위가 아니면,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상기 데이터 블록을 버

린다. 만일 생성된 MuxPDU의 크기가 정수이면, 상기 서비스 인식자, 길이 지시자, 길이 타입 필드, 길이 필드를 상기

데이터 블록의 앞에 붙여서 MuxPDU를 만든다.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상기 생성된 MuxPDU를 LTU 페이

로드 또는 정보 비트의 남은 공간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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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생성된 MuxPDU를 LTU의 페이로드(payload)에 차례로 집어 넣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기 과정

을 반복한다. 이때 적절한 크기의 데이터 블록이 더 이상 없다면,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서비스 인식자를 '1

11', 그리고 길이 지시자를 '000'으로 하여 남은 부분의 첫번째 6 비트를 채운 후 나머지 부분을 모두 '0'으로 설정하

여 LTU 페이로드 또는 정보 비트를 채운다. LTU를 생성하는 경우 상기 과정을 통하여 <표 5> 또는 <표 6>에 제시된

필요한 개수의 LTU를 생성하면,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생성된 LTU를 모두 정보 비트에 차례로 집어넣는다. 상

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상기 <표 5> 또는 <표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남은 비트 부분은 모두 '0'으로 채우고 이

를 물리 채널 처리기에게 전달한다.

LTU를 생성하지 않는 경우 상기 과정을 통하여 <표 3> 또는 <표 4>에 제시된 정보 비트를 모두 채우면 상기 다중화/

역다중화 제어기는 이를 물리 채널 처리기에게 전달한다.

상기 과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 비트를 구성하는 LTU의 예가 도 6에 나타나 있다.

도 6의 (a) 내지 (c)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생성될 수 있는 LTU의 포맷들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이러한 LTU들

은 물리 채널을 통해 전송될 정보 프레임(물리 프레임 또는 정보 비트)을 구성하는데, 상기 각 LTU는 다중화 프레임 

MuxPDU와 CRC로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정보 프레임이 LTU들로 구성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지만, CRC가 없이도

, 즉 정보 프레임은 다중화 프레임들로만 구성되어 전송될 수도 있다. 정보 프레임내에 포함되는 연속적인 다중화 프

레임들 MuxPDUs은 각각 주어진 길이(예: 도 5의 (c)에 도시된 바와 같이 744비트)를 가질 수 있으며, 각 다중화 프

레임들 MuxPDUs은 도 5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헤더와 이후의 RLP프레임(또는 데이터 블록)으로 구성된다. 이

때 RLP프레임에는 전송할 데이터가 포함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다중화 프레임들 MuxPDUs중 적어도 하나는 

복수의 서브 다중화 프레임들로 구성되고, 각 서브 다중화 프레임은 RLP 서비스 인식자 필드와, 전송해야할 데이터의

길이를 나타내는 길이 지시자 필드(또는 길이 지시자 필드와 길이 필드)를 포함하는 헤더와 이후의 데이터 블록으로 

구성된다. 즉, 상기 다중화 프레임은 어떤 한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블록 및 그 데이터 블록을 나타내는 헤더로 구성되

는 하나의 서브 다중화 프레임일 수도 있고, 각각이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블 록과 그 데이터 블록을 나타내는 헤더로

구성되는 복수의 서브 다중화 프레임일 수도 있다. 도 6의 (a)는 다중화 프레임 MuxPDU가 하나의 서브 다중화 프레

임으로 구성되는 경우, 즉 하나의 데이터 블록만이 포함되는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도 6의 (b)는 다중화 프레임 Mux

PDU가 복수의 서브 다중화 프레임으로 구성되는 경우, 즉 복수의 데이터 블록들이 포함되는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데이터 블록(또는 RLP프레임)을 생성하는 동작은 도 3의 RLP제어기 131에 의해 수행되고, 다중화 프레임을 생

성하는 동작은 도 3의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에 의해 수행되고, 정보 프레임(물리 프레임)을 생성하는 동작은 

도 2의 물리계층 처리기 150에 의해 수행된다.

도 6의 (a)를 참조하면, 첫번째 LTU는 제1서비스에서 738 비트의 데이터 블록을 받은 경우로 LTU 페이로드(744비

트) 보다 정확히 6 비트 작으므로, 서비스 인식자를 제1서비스 '001'로 설정하고 길이 지시자를 '000'으로 설정한 다

음 받은 데이터 블록으로 LTU의 페이로드를 채운다. 여기서, 서비스 인식자와, 길이 지시자는 다중화 프레임의 헤더

를 구성한다. '001'의 서비스 인식자는 <표 9> 내지 <표 1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후의 데이터 블록의 길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표 9>를 참조하면, 전송율 집합 1에서 LTU를 사용하고 전송율이 307200bps라고 가정할 때, 

다중화 프레임이 하나의 서비스 데이터 블록만으로 구성되고 길이 지시자가 '000'인 경우에, 서비스 데이터 블록의 길

이는 738비트가 된다.

도 6의 (b)를 참조하면, 두번째 LTU는 제2서비스에서 330 비트의 데이터 블록을 받은 경우로 이 330 비트는 남은 L

TU 페이로드(744비트-330비트=414비트) 보 다 14 비트 이상 작고 상기 <표 9> 내지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전송율에서 가능한 최대 서비스 데이터 블록의 길이인 2034 비트 보다 작으므로, 서비스 인식자를 제2서비스 '0

10'으로 설정하고 길이 지시자를 '101'로 설정한 다음 길이 필드를 MuxPDU 전체 길이인 43 바이트(=344비트)에서 

하나 뺀 값인 '0010 1010(=42)'으로 설정한다. 나머지 50 바이트(400비트)의 LTU의 페이로드 부분은 아무런 서비

스도 데이터 블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로 이때에는 채움 MuxPDU를 생성하여 집어 넣는다. 여기서, 서비스 인식자

와, 길이 지시자는 다중화 프레임의 헤더를 구성한다. 상기 LTU, 즉 다중화 프레임은 2개의 서브 다중화 프레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서브 다중화 프레임에서 '010'의 서비스 인식자는 <표 1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후의 데이

터 블록이 제2서비스를 위한 것임을 나타내고, '101'의 길이 지시자와 '00101010'의 길이 필드는 다중화 프레임내에 

포함된 제2서비스의 데이터 블록의 길이를 나타낸다.

두 번째 서브 다중화 프레임은 제2서비스의 데이터 블록을 LTU의 페이로드 부분에 채우고 한 후 채움 MuxPDU를 

채움에 따라 생성되는 프레임이다. '111'의 서비스 인식자는 <표 1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2서비스의 데이터 

블록 이후의 데이터 블록이 널 서비스를 위한 것임을 나타내고, '000'의 길이 지시자는 널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블록

의 길이를 나타낸다.

도 6의 (c)를 참조하면, 세번째 LTU는 LTU를 생성할 때 아무런 서비스도 데이터 블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로, 역시

채움 MuxPDU를 생성하여 집어 넣는다. 상기 도 6에서 예로 제시된 LTU들을 모아서 정보 비트를 채우고 남은 비트

를 '000'으 로 설정하면 정보 비트의 생성이 끝나게 된다.

5.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의 부가채널을 통한 수신 동작

수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부가 채널로 전송된 정보 비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이러한 동작은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은 흐름에 따른다.

LTU가 사용된 정보 비트의 경우, 상기 <표 5> 또는 <표 6>에서와 같이 전송율에 따라 LTU를 구분한다. 예를 들어, 

307.2 kbps로 연결된 부가 채널로 수신된 정보 비트는 상기 <표 5>에서와 같이 760 비트 단위로 LTU를 구분한다. 

만일 정보 비트가 오류가 없으면, 각각의 LTU 또는 정보 비트에 대해서 MuxPDU를 구분하는 작업을 한다(도 13의 S

40단계). MuxPDU를 구분한 이후에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데이터 블록이 전달될 서비스 RLP를 판단하고(S41

단계), 해당하는 서비스의 RLP로 수신 데이터 블록을 전달한다. 이때 수신 데이터 블록과 함께 데이터 블록의 길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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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한다(S42,S43단계). 이러한 수신 데이터 블록과 데이터 블록의 길이의 전달은 구분된 모든 MuxPDU에 대해 해

당하는 서비스의 RLP로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정보 비트가 오류가 있으면, 각각의 LTU에 대해서 CRC를 검사한다. 이때 CRC 검사에서 오류가 없는 LT

U에 대해서는 MuxPDU를 구분한다. 각각의 오류가 있는 LTU에 대해서는 부가 채널에 논리적 채널이 대응되는 모든

서비스에게 깨진 데이터 블록이 수신되었음을 알리고, 각 서비스가 상기 깨진 LTU로 보낼 수 있는 최대 데이터 블록

의 길이를 함께 알려준 다음, 상기 정보 비트를 버린다. 상 기 예에서 307.2 kbps로 연결된 부가 채널로 수신된 상기 

LTU로 보낼 수 있는 최대 데이터 블록의 길이는 상기 도 6의 (a) 내지 (c)에서와 같이 738 비트가 될 것이다.

LTU가 사용되지 않은 정보 비트의 경우, 전송율이 9600 bps 또는 14400 bps인 경우에는 상기<표 7> 또는 <표 8>에

따라서 MuxPDU를 구분한다. 이때 MuxPDU를 구분하는 방법은 기본 채널에서와 같이 수행하면 된다. 단 부가 채널

에서는 부가 채널에 논리적 채널이 대응되는 서비스에서 받은 하나의 데이터 블록만 MuxPDU에 있을 수 있으므로 M

uxPDU 헤더가 이와 같지 않은 정보 비트는 깨진 것으로 간주한다.

LTU가 사용되지 않은 정보 비트의 경우, 전송율이 19200 bps 또는 28800 bps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정보 비트에 

대해서 MuxPDU를 구분한다. 만일 정보 비트가 오류가 있으면,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부가 채널에 논리적 

채널이 대응되는 모든 서비스에게 깨진 데이터 블록이 수신되었음을 알려준 다음, 상기 정보 비트를 버린다.

상기 LTU 페이로드 또는 정보 비트에 대해서 MuxPDU를 구분하는 경우, 상기 서비스 인식자와, 길이 지시자, 그리

고 길이 필드를 통하여 MuxPDU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블록이 어떤 서비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지와 수신된 MuxP

DU의 전체 길이를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다.

첫째, 상기 수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상기 LTU 페이로드 또는 정보 비트의 가장 앞 부분에서부터 MuxPDU 

구분을 시작한다.

둘째, 해석 중인 MuxPDU의 서비스 인식자가 상기 <표 13>에서와 같이 '111'로 되어 있으면 상기 수신측 다중화/역

다중화 제어기는 상기 LTU 페이로드 또는 정보 비트의 남은 부분을 모두 무시한다.

셋째, 만일 해석 중인 MuxPDU의 서비스 인식자가 상기 <표 13>에서와 같이 '000'로 되어 있으면 상기 수신측 다중

화/역다중화 제어기는 상기 LTU 페이로드 또는 정보 비트를 깨진 것으로 간주한다.

넷째, 만일 해석 중인 MuxPDU의 서비스 인식자가 상기 <표 13>에서와 같이 '001'에서 '110' 사이이고 부가 채널에 

논리적 채널이 대응되는 서비스 중 하나를 가리키면 다음 3 비트 길이 지시자를 본다. 만일 서비스 인식자가 부가 채

널에 논리적 채널이 대응되는 서비스 중 하나를 가리키지 않으면 상기 수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상기 LTU 

페이로드 또는 정보 비트를 깨진 것으로 간주한다.

다섯째, 만일 3 비트 길이 지시자가 '000'이면 상기 LTU 페이로드 또는 정보 비트의 남은 부분이 모두 하나의 MuxP

DU이다. 따라서 남은 부분의 크기에서 6 비트를 뺀 값을 길이로 하는 MuxPDU에서 데이터 블록을 상위 서비스에게 

전달한다.

여섯째, 만일 3 비트 길이 지시자가 '100', '101', 또는 '110'이면 다음의 길이 필드를 본다. 만일 3 비트 길이 지시자가

'000', '100', '101', 또는 '110'이 아니면 상기 수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상기 LTU 페이로드 또는 정보 비트

를 깨진 것으로 간주한다.

일곱째, 만일 3 비트 길이 타입 필드가 '100'이면 상기 LTU 페이로드 또는 정보 비트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크기의 

MuxPDU에서 8 비트 길이 필드 값에 8을 곱한 만큼을 뺀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하나의 MuxPDU이다. 따라서 상기

길이의 MuxPDU에서 앞 14 비트 헤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데이터 블록으로 하여 데이터 블록의 길이와 함

께 상위 서비스에게 전달한다.

여덟째, 만일 3 비트 길이 타입 필드가 '101' 또는 '110'이면 다음 8 비트 또는 16 비트의 길이 필드를 본다. 만일 길이

비트의 값에 1을 더한 값이 상기 LTU 페이로드 또는 정보 비트의 남은 부분의 길이를 바이트로 표시한 것 보다 크면 

상기 수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상기 LTU 페이로드 또는 정보 비트를 깨진 것으로 간주한다.

아홉째, 만일 상기 길이 필드 값에 1을 더한 값이 상기 LTU 페이로드 또는 정보 비트의 남은 부분의 길이를 바이트로

표시한 것과 같거나 작으면 상기 구해진 값이 MuxPDU의 길이이다. 따라서 상기 LTU 페이로드 또는 정보 비트의 남

은 부분에서 상기 구해진 값을 길이로 하는 MuxPDU에서 앞 14 비트 또는 22 비트의 헤더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을 

데이터 블록으로 하여 데이터 블록의 길이와 함께 상위 서비스에게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MuxPDU를 구하고 상기 LTU 페이로드 또는 정보 비트의 남은 부분이 있으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상기 과정을 다시 수행한다.

C.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RLP제어기의 송신/수신 동작

상기 도 3 및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은 RLP제어기 131에 의해 수행되는 본 발명에 따른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설명

될 수 있다.

1.  RLP제어기의 데이터 송신 동작

RLP제어기 131은 상기 송신 데이터 버퍼 122에 저장된 데이터열(data stream)을 받아서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

어기 140이 데이터 블록을 요구할 때마다 요구된 데이터 블록의 크기에 맞는 RLP 프레임을 생성하여 전달한다. 상기

송신 데이터 버퍼 122에 저장된 데이터열은 무한한 길이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RLP제어기 131은 이러

한 데이터열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특별히 구별하여 전송하지 않는다.

RLP제어기 131은 상기 송신 데이터 버퍼 122에 저장된 데이터열을 적절한 길이의 블록(block)으로 나눈다. 상기 블

록들은 모두 같은 크기를 가질 수도 있고 각각 다른 크기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상기 블록은 모두 크기가 한 바이

트 이상이고 최대 N  DATA 바이트까지 가능하다.

RLP제어기 131은 상기 블록에게 0에서 (N  BLOCK - 1)까지의 일련 번호를 부여한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블록에게 

부여되는 일련 번호를 '블록 일련 번호(block sequence number)'라고 칭하겠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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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지는 블록에게 일련 번호 0번을 부여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새로운 블록을 만들면, 앞의 블록의 일련 번

호에서 하나 증가된 일련 번호를 부여한다. 만일 앞의 블록이 (N  BLOCK - 1)의 일련 번호를 받았다면 상기 RLP제어

기 131은 새로운 블록에게 다시 일련 번호 0번을 부여한다.

RLP제어기 131은 또한 새로운 블록의 데이터 바이트 각각에 대해서 0에서 (N  DATA - 1)까지의 일련 번호를 부여한

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데이터 바이트에게 부여되는 일련 번호를 '데이터 일련 번호(data sequence number)'라고 

칭하겠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블록의 첫번째 데이터 바이트에게 일련 번호 0번을 부여한다. 상기 RLP제어기 13

1은 다음번 데이터 바이트에게 앞의 데이터 바이트의 일련 번호에서 하나 증가된 일련 번호를 부여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각 블록은 최대 N  DATA 바이트까지 데이터 바이트를 가질 수 있으므로, 0에서 (N  DATA - 1)까지의 일련 번호

는 데이터 일련 번호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블록 일련 번호와 데이터 일련 번호를 가지면 상기 데이터열에서 특정한 데이터 바이트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상기 블록 일련 번호와 데이터 일련 번호를 가지고 특정한 데이터 바이트를 지정할 수 있는 방식을 본 발명에서는 '2

차원 주소 방식(two-dimensional addressing)'이라고 칭하겠다.

RLP제어기 131은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이 데이터 블록을 요청하면 첫번째 블록의 첫번째 바이트부터 

적절한 크기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RLP 프레임을 만든다. 이때 상기 RLP제어기 131은 수신된 RLP 프레임이 담아온 

데이터 조각이 어떤 블록의 몇번째 데이터부터인지 수신측 RLP제어기가 알 수 있도록 해당하는 데이터 조각의 블록 

일련 번호와 데이터 일련 번호를 RLP 프레임에 포함시켜 전송한 다.

RLP제어기 131은 상기 RLP 프레임을 만들 때 전송하는 블록의 크기가 N  DATA 바이트 보다 작은 경우, 수신측 RLP

제어기에서 상기 전송된 블록의 끝을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즉, 상기 RLP제어기 131은 전송하는 블록이 N  DATA 바

이트 보다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경우, 수신측 RLP제어기에게 블록의 마지막을 알려서 수신측 RLP제어기가 다

음번 블록을 기다리도록 한다.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블록 끝 지시자(block end indicator)'를 제안한다. 즉,

상기 송신측 RLP제어기는 상기 RLP 프레임을 만들 때 전송하는 블록의 크기가 N  DATA 바이트 보다 작은 경우 블록 

끝 지시자(block end indicator)를 함께 보낸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1 비트의 블록 끝 지시자를 크기가 N  DATA

바이트 보다 작은 블록의 마지막 부분을 보낼 때 '1'로 설정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0'으로 설정한다. 상기 블록 끝 지

시자가 '1'로 설정된 RLP 프레임을 받으면 수신측 RLP제어기는 다음 일련 번호를 갖는 블록의 첫번째 데이터 바이트

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게 된다.

상기 과정의 예가 도 7에 도시되어 있다. 상기 도 7에서 N  DATA 는 6으로 가정된다. 상기 도 7에서 RLP 제어기 131

은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의 요청에 따라서 모두 5개의 데이터 블록, 즉 5개의 RLP 프레임을 만든다.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에서 6 바이트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블록을 요청하면, 상기 RLP제어기 131

은 상기 도 7의 RLP 프레임 A와 같이 첫번째 RLP 프레임을 생성 한다. 상기 도 7에서 첫번째 블록인 일련 번호 0번 

블록이 총 6 바이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0번 블록만으로 RLP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일련 번호 0번 블록의 일련 번호 0번 데이터 바이트부터 시작된 데이터 조각으

로 RLP 프레임을 만들었으므로, 블록 일련 번호 0 그리고 데이터 일련 번호 0을 RLP 프레임 헤더에 표시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또한 상기 일련 번호 0번 블록의 크기가 미리 설정된 크기의 N  DATA 바이트(6 바이트) 이므로 블

록 끝 지시자를 '0'으로 설정한다.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에서 4 바이트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블록을 요청하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7의 RLP 프레임 B와 같이 두번째 RLP 프레임을 생성한다. 상기 도 7에서 첫번째 블록은 이미 모두 전

송되었으므로, 상기 RLP제어기 131은 두번째 블록인 일련 번호 1번 블록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RLP 프레임을 생성

한다. 상기 도 7에서 일련 번호 1번 블록이 4 바이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1번 

블록만으로 RLP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일련 번호 1번 블록의 일련 번호 0번 데이터 바

이트부터 시작된 데이터 조각으로 RLP 프레임을 만들었으므로, 블록 일련 번호 1 그리고 데이터 일련 번호 0을 RLP 

프레임 헤더에 표시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또한 상기 일련 번호 1번 블록의 크기가 6 바이트 보다 작은 4 바이

트이고 1번 블록의 마지막 부분(3번 데이터 바이트)을 담아서 보내므로 블록 끝 지시자를 '1'로 설정한다.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에서 다시 4 바이트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블록을 요청하면, 상기 RLP제

어기 131은 상기 도 7의 RLP 프레임 C와 같이 세번째 RLP 프레임을 생성한다. 상기 도 7에서 첫번째와 두번째 블록

은 이미 모두 전송되었으므로, 상기 RLP제어기 131은 세번째 블록인 일련 번호 2번 블록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RLP 

프레임을 생성한다. 상기 도 7에서 일련 번호 2번 블록이 6 바이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기 RLP제어기 13

1은 상기 2번 블록의 앞 4 바이트로 RLP 프레임을 만든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일련 번호 2번 블록의 일련 

번호 0번 데이터 바이트부터 시작된 데이터 조각으로 RLP 프레임을 만들었으므로 블록 일련 번호 2 그리고 데이터 

일련 번호 0을 RLP 프레임 헤더에 표시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또한 상기 일련 번호 2번 블록의 크기가 6 바이

트이므로 블록 끝 지시자를 '0'으로 설정한다.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에서 다시 4 바이트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블록을 요청하면, 상기 RLP제

어기 131은 상기 도 7의 RLP 프레임 D와 같이 네번째 RLP 프레임을 생성한다. 상기 도 7에서 일련 번호 2번 블록의 

앞 4 바이트 데이터(0번 데이터 바이트 ∼ 3번 데이터 바이트)는 이미 모두 전송되었으므로, 상기 RLP제어기 131은 

세번째 블록인 일련 번호 2번 블록의 5번째 데이터 바이트(4번 데이터 바이트)부터 RLP 프레임을 생성하는데 사용한

다. 상기 도 7에서 일련 번호 2번 블록이 전송하지 않은 2 바이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기 RLP제어기 131

은 상기 2번 블록의 데이터만으로는 RLP 프레임을 모두 채울 수 없다. 따라서 상기 RLP제어기 131은 다음 블록인 

일련 번호 3번 블록의 데이터를 함께 이용하 여 RLP 프레임을 만든다. 즉,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일련 번호 2

번 블록의 뒤 2 바이트와 상기 일련 번호 3번 블록의 앞 2 바이트를 사용하여 총 4 바이트의 데이터를 가진 RLP 프레

임을 만든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일련 번호 2번 블록의 일련 번호 4번 데이터 바이트부터 시작된 데이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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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으로 RLP 프레임을 만들었으므로, 블록 일련 번호 2 그리고 데이터 일련 번호 4를 RLP 프레임 헤더에 표시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또한 상기 일련 번호 2번 블록의 크기가 6 바이트이고 상기 일련 번호 3번 블록의 끝 부분(4

번 데이터 바이트)을 담지 않았으므로 블록 끝 지시자를 '0'으로 설정한다.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에서 다시 4 바이트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블록을 요청하면, 상기 RLP제

어기 131은 상기 도 7의 RLP 프레임 E와 같이 다섯번째 RLP 프레임을 생성한다. 상기 도 7에서 일련 번호 3번 블록

의 앞 2 바이트 데이터(0번 데이터 바이트, 1번 데이터 바이트)는 이미 모두 전송되었으므로, 상기 RLP제어기 131은 

네번째 블록인 일련 번호 3번 블록의 3번째 데이터 바이트(2번 데이터 바이트)부터 RLP 프레임을 생성하는데 사용한

다. 상기 도 7에서 일련 번호 3번 블록이 전송하지 않은 3 바이트의 데이터(2번 데이터 바이트 ∼ 4번 데이터 바이트)

를 가지고 있고 더이상의 데이터가 없으므로,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3번 블록의 데이터만으로 RLP 프레임을 

만든다. 즉,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일련 번호 3번 블록의 뒤 3 바이트를 사용하여 총 3 바이트의 데이터를 가진

RLP 프레임을 만든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일련 번호 3번 블록의 일련 번호 2번 데이터 바이트부터 시작된 

데이터 조각으로 RLP 프레임을 만들었으므로, 블록 일련 번호 3 그리고 데이터 일련 번호 2를 RLP 프레임 헤더에 표

시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또한 상기 일련 번호 3번 블록의 크기가 6 바이트 보다 작은 4 바이트이고 3번 블록

의 마지막 부분(4번 데이터 바이트)을 담았으므로 블록 끝 지시자를 '1'로 설정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RLP제어기 131은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은 데이터 스트림을 복수의 RLP프레임(

순차 프레임)으로 분할하여 전송한다. 이때 데이터 스트림은 서로 다른 가변적인 데이터 길이를 가지는 복수의 순차

블록들(BLOCK0,BLOCK1,BLOCK2,BLOCK3)로 분할되고, 이때의 각 순차블록들은 바이트 길이를 가지는 복수의 

순차서브블록들로 분할된다. 일 예로, 순차블록 BLOCK0은 각각이 바이트 길이를 가지는 0∼5의 순차서브블록들로 

분할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이러한 데이터 스트림을 복수의 RLP프레임으로 분할하여 전송하며, 이때 각 RLP

프레임의 머리에 헤더를 붙인다. 상기 헤더는 블록 일련번호(BLOCK SEQUENCE NUMBER)와, 데이터 일련번호(D

ATA SEQUENCE NUMBER)와, 블록 끝 지시자(BLOCK END INDICATOR)로 구성된다. 상기 블록 일련번호는 해

당하는 RLP프레임에 포함되는 순차서브블록들이 속하는 순차블록의 번호를 나타내는 제1세트의 비트들이다. 이때 

상기 블록 일련번호는 해당하는 RLP프레임의 첫 번째 순차서브블록이 속하는 순차블록의 번호이다. 상기 데이터 일

련번호는 해당하는 RLP프레임의 첫 번째 순차서브블록의 번호를 나타내는 제2세트의 비트들이다. 상기 블록 끝 지시

자는 하나 이상의 RLP프레임에 포함되어 전송되는 순차블록의 크기가 미리 설정된 크기(N  DATA 바이 트)보다 작은

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시자이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만일 전달할 데이터가 없으면 빈 데이터 블록을 전달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블록을 생성할 때마다 <생성된 블록의 일련 번호, 생성된 블록이 포함

하는 데이터 조각의 크기, 생성된 블록이 포함하는 데이터 조각>을 재전송 엔트리(retransmission entry)에 담아서 

상기 재전송 버퍼 133에 저장해둔다. 상기 재전송 버퍼 133은 일정 시간 동안 상기 재전송 엔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 상기 RLP제어기 131이 수신측 RLP제어기에게서 재전송 요청을 받았을 때 저장되어 있는 재전송 엔트리 중에서 요

청된 블록 일련 번호를 가지는 재전송 엔트리를 상기 RLP제어기 131에게 전달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전달된 

재전송 엔트리에 저장된 데이터 조각에서 수신측 RLP제어기에서 요청한 데이터 부분을 다시 전송하는 재전송 RLP 

프레임을 만든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재전송 RLP 프레임을 만들 때도 새 데이터를 전송하는 RLP 프레임을

만드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RLP 프레임을 생성한다. 즉, 상기 RLP제어기 131은 수신된 RLP 프레임이 담아온 데

이터 조각이 어떤 블록의 몇번째 데이터부터인지 수신측 RLP제어기가 알 수 있도록 해당하는 데이터 조각의 블록 일

련 번호와 데이터 일련 번호를 RLP 프레임에 포함시켜 전송한다. 또한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새 데이터를 전송할 

때와 마찬가지로 상기 RLP 프레임을 만들 때 전송하는 블록의 크기가 N  DATA 바이트 보다 작은 경우, 수신측 RLP제

어기에서 상기 전송된 블록의 끝을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상기 RLP제어기 131은 수신된 RLP 프레임이 담아

온 데이터 조각의 적어도 첫번째 데이터 바이트는 재전송된 데이터 바이트임을 수신측 RLP제어기가 알 수 있도록 알

려야한다.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재전송 지시자(retransmit indicator)를 포함시킨다. 즉, 상기 송신측 RLP

제어기는 RLP 프레임을 만들 때 RLP에 포함된 첫번째 바이트가 재전송되는 바이트이면, 재전송 지시자를 '1'로 설정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0'으로 설정한다. 상기 재전송 지시자가 '1'로 설정된 RLP 프레임을 받으면 수신측 RLP제어

기는 재전송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2.  RLP제어기의 데이터 수신 동작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가 수신된 RLP 프레임을 전달할 때마다 수신된 RLP 프레임이 

새 데이터를 담고 있는지, 아니면 재전송 데이터를 담고 있는지 살펴본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러한 작업은 상기 재전

송 지시자로 알 수 있다. 만일 수신된 RLP 프레임의 재전송 지시자가 '0'이면 새 데이터를 담은 RLP 프레임이므로,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수신된 RLP 프레임의 블록 일련 번호와 데이터 일련 번호를 살펴본다. 상기 일련 번호

가 현재 수신을 기다리고 있는 블록 일련 번호, 데이터 일련 번호와 같으면 중간에 빠진 새 데이터 바이트는 없는 것

이다. 따라서 상기 RLP제어기 131은 수신된 데이터 조각을 상기 수신 데이터 버퍼 124에 바로 저장한다. 만일 같지 

않으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송신측 RLP제어기에게 빠진 일련 번호 만큼의 블록과 데이터를 재전송하도록 요청

하고, 상기 수신된 새 블록의 데이터 조각은 상기 재정렬 버퍼 138에 저장해둔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빠진 일련 번호를 다음과 같이 구한다. 상기 2차원 주소 방식에서 상기 RLP제어기 131

은 수신을 예상했던 블록 일련 번호와 데이터 일련 번호에서 현재 수신된 새 데이터 조각의 첫번째 바이트의 블록 일

련 번호와 데이터 일련 번호 전까지 빠진 일련 번호로 간주한다. 따라서 RLP제어기 131은 상기 수신을 예상했던 블

록 일련 번호와 데이터 일련 번호를 상기 NAK 리스트 131에 NAK 엔트리(NAK entry)로 저장하고, 상기 블록 일련 

번호와 데이터 일련 번호를 가지는 데이터 바이트의 다음번 데이터 바이트가 가지는 블록 일련 번호와 데이터 일련 

번호를 구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구한 다음번 데이터 바이트가 가지는 블록 일련 번호와 데이터 일련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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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상기 수신된 새 데이터 조각의 첫번째 바이트의 블록 일련 번호, 데이터 일련 번호와 같지 않으면 구해진 블록 

일련 번호와 데이터 일련 번호를 상기 NAK 리스트 131에 NAK 엔트리(NAK entry)로 저장하고, 다시 다음 데이터 

바이트가 가지는 블록 일련 번호와 데이터 일련 번호를 구한 다음 상기 과정을 반복한다. 만일 다음 데이터 바이트가 

가지는 블록 일련 번호와 데이터 일련 번호가 상기 수신된 새 데이터 조각의 첫번째 바이트의 블록 일련 번호, 데이터

일련 번호와 같으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NAK 엔트리를 추가하는 과정을 마친다.

상기 2차원 주소 방식에서 블록 일련 번호 B_SEQ와 데이터 일련 번호 D_SEQ를 가지는 데이터 바이트가 있을 때 이 

데이터 바이트의 다음번 데이터 바이트가 가지는 블록 일련 번호 B_SEQNEXT와 데이터 일련 번호 D_SEQNEXT는 

다음 <수학식 1>과 같이 구해진다.

수학식 1

D_SEQNEXT = D_SEQ + 1 (D_SEQ 값이 (N  DATA - 1)와 다른 경우) 또는

0 (D_SEQ 값이 (N  DATA - 1)와 같은 경우)

B_SEQNEXT = B_SEQ (D_SEQ 값이 (N  DATA - 1)와 다른 경우) 또는

(B_SEQ + 1) modulo N  BLOCK (D_SEQ 값이 (N  DATA - 1)와 같은 경우)

상기 <수학식 1>에서 modulo 연산은 modulo 기호의 왼쪽값을 오른쪽값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이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NAK 엔트리를 <빠진 데이터 바이트의 블록 일련 번호, 빠진 데이터 바이트의 데이터 일

련 번호, 빠진 데이터 바이트가 수신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지시자, 재전송 타이머(retransmit timer), 취소 타이머(abo

rt timer)>로 구성하여 상기 NAK 리스트 137에 저장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빠진 데이터 바이트들에 대해 NAK 엔트리 추가 작업을 마친 다음, 상기 수신된 새 블록의 데

이터 조각의 데이터 바이트 각각에 대해서 상기 <수학식 1>을 사용하여 자신의 블록 일련 번호와 데이터 일련 번호를

부여한다. 즉,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수신된 블록 일련 번호와 데이터 일련 번호를 수신된 데이터 조각의 첫번

째 데이터 바이트에게 부여한다. 그런 다음 상기 RLP제어기 131은 수신된 데이터 조각의 각 데이터 바이트들에게 상

기 <수학식 1>과 앞 데이터 바이트의 블록 일련 번호, 데이터 일련 번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블록 일련 번호와 데이터 

일련 번호로 부여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수신된 새 블록의 데이터 바이트 마다 일련 번호를 부여한 다음 상기 재정렬 버퍼 138에 수신

된 데이터 바이트 각각에 대해서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의 블록 일련 번호,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의 데이터 일련 번호

,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가 블록의 마지막 데이터 바이트인지를 알려주는 지시자>로 구성된 재

정렬 버퍼 엔트리(resequencing buffer entry)를 저장하여, 빠진 부분이 도착하면 이미 수신된 데이터들과 함께 전체

데이터를 순서대로 정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송신측 RLP제어기에서 수신된 블록의 크기가 N  DATA 바이트 보다 

작으며 이번에 수신된 RLP 프레임이 상기 블록의 마지막 끝 부분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상기 RLP제어기 13

1은 수신된 마지막 데이터 바이트에 대한 상기 재정렬 버퍼 엔트리를 만들 때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가 블록의 마지막

데이터 바이트인지를 알려주는 지시자에 마지막임을 표시한다.

상기 새 데이터를 담은 RLP 프레임을 처리한 다음, 상기 RLP제어기 131은 다음과 같이 다음번 새 데이터의 블록 일

련 번호와 데이터 일련 번호를 계산한다. 즉, 만일 송신측 RLP제어기에서 수신된 블록의 크기가 N  DATA 바이트 보다

작으며 이번에 수신된 RLP 프레임이 상기 블록의 마지막 끝 부분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상기 RLP제어기 13

1은 블록 일련 번호를 다음 새 블록의 일련 번호로 설정하고 데이터 일련 번호를 0으로 설정한다. 상기 다음 새 블록

의 일련 번호는 상기한 바와 같이 앞의 블록의 일련 번호에서 하나 증가된 일련 번호가 된다. 만일 앞의 블록이 (N  BL

OCK - 1)의 일련 번호를 받았다면, 새 블록의 일련 번호는 일련 번호 0번이 된다. 만일 송신측 RLP제어기에서 수신된

블록의 크기가 N  DATA 바이트와 같거나 또는 이번에 수신된 RLP 프레임이 크기가 N  DATA 바이트 보다 작은 블록의

마지막 끝 부분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블록 일련 번호를 그대로 두고 데이터 일

련 번호만 수신된 데이터 조각의 크기만큼 증가시킨다. 만일 증가된 데이터 일련 번호가 N  DATA 보다 커지게 되면 이

번 블록의 데이터는 모두 수신된 것이므로 상기 RLP제어기 131은 블록 일련 번호를 다음 새 블록의 일련 번호로 설

정하고 데이터 일련 번호를 상기 증가된 데이터 일련 번호와 N  DATA 의 차로 설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수신된 RLP 프레임의 재전송 지시자가 '1'이면 수신된 RLP 프레임이 재전송된 데이터 조각

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기 수신된 블록의 데이터 조각의 데이터 바이트 각각에 대해서 상기 <수학식 1>을 사용하여 자

신의 블록 일련 번호와 데이터 일련 번호를 부여한다. 즉,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수신된 블록 일련 번호와 데이

터 일련 번호를 수신된 데이터 조각의 첫번째 데이터 바이트에게 부여한다. 그런 다음 상기 RLP제어기 131은 수신된

데이터 조각의 각 데이터 바이트들에게 상기 <수학식 1>과 앞 데이터 바이트의 블록 일련 번호, 데이터 일련 번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블록 일련 번호와 데이터 일련 번호로 부여한다.

상기 과정이 끝나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각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블록 일련 번호와 데이터

일련 번호가 일치하는 NAK 리스트 137의 엔트리를 찾는다. 상기 찾아진 NAK 엔트리가 이미 수신된 것으로 되어 있

으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데이터 바이트를 버린다. 만일 상기 찾아진 NAK 엔트리가 아직 수신되지 않은 엔

트리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면 상기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까지는 모두 수신된 것이므로,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재정렬 버퍼 138에 저장된 수신된 연속적인 데이터 바이트들을 일련 번호 순서대로 정렬한 다음 상기 수신 데이

터 버퍼124로 보낸다. 상기 NAK 엔트리가 아직 수신되지 않은 엔트리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아니라면 상기 RLP

제어기 131은 일단 NAK 엔트리 <빠진 데이터 바이트의 블록 일련 번호, 빠진 데이터 바이트의 데이터 일련 번호, 빠

진 데이터 바이트가 수신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지시자, 재전송 타이머(retransmit timer), 취소 타이머(abort timer)>
의 빠진 데이터 바이트가 수신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지시자를 수신되었음으로 설정하고,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를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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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렬 버퍼 138에 저장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데이터 바이트에 대해서 새로운 재정렬 버퍼 엔트리 <수

신된 데이터 바이트의 블록 일련 번호,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의 데이터 일련 번호,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 수신된 데이

터 바이트가 블록의 마지막 데이터 바이트인지를 알려주는 지시자>를 만들어서 상기 재정렬 버퍼 138에 저장해둔다.

상기 저장된 데이터 부분은 빠진 앞부분의 데이터 부분이 도착하여 연속적으로 일련 번호를 가지는 프레임들이 수신

이 되면 상기한 바와 같이 수신 데이터 버퍼 124로 보내어지게 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수신된 RLP 프레임에 대한 처리가 끝나면 NAK 리스트 137의 각 NAK 엔트리에 대해서 재

전송 요청에 대한 타이머를 조절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즉, 수신된 RLP 프레임 중에서 새로 전송된 데이터 바이트가 

있거나 또는 송신측 RLP제어기가 아무것도 전송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송신측 RLP제어기는 아무런 재전송 요

청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기 RLP제어기 131은 재전송 요청을 다시 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상기 

RLP제어기 131은 각 NAK 엔트리에서 아직 수신되지 않은 NAK 엔트리의 재전송 타이머 또는 취소 타이머값을 하나

감소시키고 이 값이 0이 되면 다시 재전송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재전송 요청을 포기하고 수신된 나머지 부분만을 상

기 수신 데이터 버퍼 124로 전달한다.

3.  RLP제어기의 데이터 송신전 동작

RLP제어기 131은 동작을 시작하기 전에 상기 도 3과 도 4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L_V(S) 레지스터 132와, L_V(R)

레지스터 136, L_V(N) 레지스터 135, E 레지스터 134를 '0'으로 설정한다. RLP제어기 131은 동작을 시작하기 전에 

재전송 버퍼 133과, NAK 리스트 137, 그리고 재정렬 버퍼 138을 모두 비운다. RLP제어기 131은 마지막으로 재전송

에 관련된 모든 타이머를 끈다.

상기 RLP제어기 131이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에게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 블록의 종류는 도 8의 (a) 내지 (f), 

도 9의 (a) 및 (b)와 같다.

상기 도 8의 (a) 내지 (f)는 기본 채널로 전송할 수 있는 RLP 프레임을 보여 주고, 상기 도 9의 (a) 및 (b)는 부가 채널

로 전송할 수 있는 RLP 프레임을 보여준다. 본 발명에서 RLP 프레임은 다음과 같이 부르겠다. 상기 도 8(a) 내지 (f)

의 SYNC, SYNC/ACK, ACK, 또는 하기 <표 14>의 NAK 프레임을 '제어 프레임(control frame)'이라고 하고, 데이터

를 담은 프레임을 '데이터 프레임(data frame)'이라고 칭하겠다. 상기 데이터 프레임은 새로 전송되는 데이터 부분을 

담고 있는 '새 데이터 프레임(new data frame)'과, 재전송되는 데이터 부분을 담고 있는 '재전송 데이터 프레임(retra

nsmitted data frame)'으로 나누어진다. 상기 12 비트 SEQ 필드만 가지는 프레임은 아이들 프레임이라고 하여 상기 

제어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과는 별도로 칭하겠다.

상기 도 8의 (a) 내지 (f)에서 기본 채널로 전송되는 데이터 블록은 제어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 또는 아이들 프레임이

가능하다.

상기 도 9의 (a) 및 (b)에서 부가 채널로 전송되는 데이터 블록은 데이터 프레임만 가능하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재설정 과정을 수행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SYNC 프레임을 

데이터 블록으로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에게 계속 전달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SYNC 프레임을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에게서 받으면, SYNC/ACK 프레임을 상

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에게 물리 채널 프레임이 수신되었고 빈 데이터 블록이 아니며 SYNC 프레임이 아닐 

때까지 계속 전달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SYNC/ACK 프레임을 받으면,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에게 ACK 프레임을 전달한

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ACK 프레임을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에서 물리 채널 프레임이 수신되었고 빈

데이터 블록이 아니며 SYNC/ACK 프레임이 아닐 때까지 계속 전달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물리 채널 프레임이

수신되었고 수신된 데이터 블록이 빈 데이터 블록이 아니며 SYNC/ACK 프레임이 아닌 RLP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

데이터 송신을 시작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ACK 프레임을 받으면 데이터 송신을 시작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다중화/역다중

화 제어기 140에게 SYNC, SYNC/ACK, ACK 프레임을 제외한 다른 프레임을 전달할 수 있다.

4.  RLP제어기의 기본 채널 데이터 송신 동작

상기 송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상기 RLP제어기 131에게 기본 채널로 전송할 데이터 블록을 요청하여 상기 

RLP제어기 131이 프레임을 생성하도록 한다. 상기 송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는 상기 RLP제어기에게 데이터 

블록을 요청하면서 상기 RLP제어기 131이 만들어내야하는 데이터 블록의 크기 T를 함께 알려준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송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에서 요청한 데이터 블록의 크기 T가 언제나 전송율 집합 1에서 171 비트 

또는 전송율 집합 2에서 266 비트라고 가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기본 채널로 전송할 데이터 블록을 만들 때 다음의 우 선 순위에 따라 데이터 블록을 만든다.

1. 제어 프레임 (SYNC, SYNC/ACK, ACK, NAK)

2. 재전송 데이터 프레임

3. 새 데이터 프레임

4. 아이들 프레임

상기 RLP제어기 131은 전송할 제어 프레임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제어 프레임을 만든다. SYNC, SYNC/ACK, ACK 

프레임의 경우, 상기 도 8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SEQ 필드를 '00000000'으로, CTL 필드를 프레임 종류에 따라서

설정한 후 FCS 필드를 붙인다. FCS 필드는 RFC-1662에 의하여 규정된 다항식(polynomial)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1

6 비트 프레임 점검 비트열(frame check sequence)이다. 상기 FCS 필드는 앞에 오는 모든 비트에 대하여 만들어진

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에서 알려준 크기에 맞추어 상기 FCS 필드 다음을 모두 '0'

으로 설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데이터 블록의 마지막 1 비트인 TYPE 필드를 '1'로 설정한 다음, 생성된 데이

터 블록을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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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RLP제어기 131은 다시 전송되어야하는 데이터들이 있으면 NAK 프레임을 생성하여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

어기에게 전달한다. 상기 NAK 프레임은 하기 <표 14>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표 14]

NAK 프레임

필드 길이

SEQ 8 비트

CTL 8 비트

NAK_COUNT 2 비트

NAK_COUNT + 1만큼 다음의 필드들이 들어간다:

NAK_TYPE_AND_UNIT 4 비트

NAK_TYPE_AND_UNIT이 '0001'이면 다음의 필드들이 들어간다:

FIRST 12 비트

LAST 12 비트

NAK_TYPE_AND_UNIT이 '0010' 또는 <표 15>나 <표 16>에 정의된 값이면 다음의 필드들이 들어간다.

NAK_MAP_SEQ 12 비트

NAK_MAP 8 비트

NAK_TYPE_AND_UNIT이 '1111'이면 다음의 필드들이 들어간다:

NAK_MAP_SEQ 12 비트

FIRST 13 비트

LAST 13 비트

어떠한 NAK_TYPE에 대해서도 다음의 필드들이 들어간다:

PADDING_1 가변길이

FCS 16 비트

PADDING_2 가변길이

TYPE 1 비트

상기 <표 14>에서 상기 RLP제어기 131은 NAK 프레임을 다음과 같이 만든다. 먼저,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
표 14>의 SEQ 필드는 '00000000'으로, CTL 필드는 '00011100'으로, 그리고 TYPE 필드는 '1'로 설정한다. 다음에,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NAK 프레임에 포함될 재전송 요구의 수에서 하나를 뺀 값을 상기 NAK_COUNT 필드

값으로 설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NAK_COUNT 필드값에 하나를 더한 만큼의 재전송 요구를 하게 된다. 상기 재전송 요

구는 상기 <표 14>에서 알 수 있듯이 NAK_TYPE_AND_UNIT 필드와 이 필드 값에 따라서 FIRST필드, LAST 필드 

또는 NAK_MAP_SEQ필드, NAK_MAP 필드로 구성함으로써 가능하다. 상기 재전송 요구의 NAK_TYPE_AND_UNI

T 필드를 '0001'로 설정한 경우, 상기 RLP제어기 131은 연속적으로 재전송을 요청하는 첫번째 블록의 블록 일련 번

호를 FIRST 필드에 넣고 마지막 블록의 블록 일련 번호를 LAST 필드에 넣는다.

상기 RLP제어기 131이 상기 NAK_TYPE_AND_UNIT 필드를 '0010'과 같이 설정하면 재전송 요구는 NAK_MAP_S

EQ 필드와 NAK_MAP 필드를 가지는 블록에 대한 NAK MAP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여러

개의 불연속적인 블록들에 대한 재전송을 요청할 때 상기 NAK_TYPE_AND_UNIT을 '0010'과 같이 설정하고 다음

과 같이 NAK MAP을 위한 필드들을 채운다. 상기 NAK MAP방식에 따르면, 재전송을 요청할 첫번째 블록의 블록 일

련 번호를 NAK_MAP_SEQ 필드에 넣고, (NAK_MAP_SEQ + n) modulo 2  12 의 일련 번호에 해당하는 블록에 대해

서 재전송을 요청해야 하면 NAK_MAP필드의 최상위에서 n번째 비트를 '1'로 설정한다. 상기 n 값은 1에서 8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NAK_TYPE_AND_UNIT 필드가 '0010'이고 전송율 집합이 1일 때 NAK_MAP_SEQ

필드가 0으로 설정되어 있고 NAK_MAP필드가 '10000000'이면 이를 수신한 RLP제어기는 블록 일련 번호 0인 블록

과 1인 블록을 재전송하여야 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블록의 일부분에 대한 재전송을 요청할 때 상기 NAK_TYPE_AND_UNIT을 다음 <표 15> 또

는 <표 16>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상기 RLP제어기 131이 상기 NAK_TYPE_AND_UNIT 필드를 <표 15> 또는 <표

16>과 같이 설정하면 재전송 요구는 NAK_MAP_SEQ 필드와 NAK_MAP 필드를 가지는 블록의 일부분에 대한 NAK

_MAP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표 15]

NAK_TYPE_AND_UNIT 필드 (전송율 집합 1)



등록특허  10-0383611

- 21 -

필드 값 일련 번호 수

'0011' 19개

'0100 41개

'0101' 42개

'0110' 90개

'0111' 186개

'1000' 378개

'1001' 762개

'1010' 1530개

[표 16]

NAK_TYPE_AND_UNIT 필드 (전송율 집합 2)

필드값 일련번호수

'0011' 31개

'0100' 65개

'0101' 66개

'0110' 138개

'0111' 282개

'1000' 318개

'1001' 570개

'1010' 1146개

'1011' 2586개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표 15> 또는 <표 16>을 참고하여 NAK MAP방식을 위한 필드들을 채운다. 상기 NAK 

MAP에 따르면, 재전송을 요청할 블록의 블록 일련 번호를 NAK_MAP_SEQ 필드에 넣고 상기 <표 15> 또는 <표 16>
에 표시된 단위로 재전송을 요청하는 블록의 데이터 조각의 데이터 바이트 일련 번호들을 NAK_MAP필드에 표시한

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NAK_TYPE_AND_UNIT 필드에 의해서 결정된 단위가 U일 때, 상기 NAK_MAP필드의 

최상위에서 n번째 비트가 '1'일 때마다 ((n - 1) * U) 에서 (n * U - 1)까지의 데이터 일련 번호에 해당하는 상기 블록

에 속하는 데이터 바이트에 대해서 재전송을 요청한다. 상기 n 값은 1에서 8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상기 NAK MA

P에서 예를 들어 NAK_TYPE_AND_UNIT 필드가 '0011'이고 전송율 집합이 1일 때 NAK_MAP_SEQ필드가 0으로 

설정되어 있고 NAK_MAP필드가 '10000000'이면 이를 수신한 RLP제어기는 블록 일련 번호 0번인 블록의 데이터 부

분에서 데이터 일련 번호 0에서 18까지의 데이터 바이트, 즉 첫번째에서 19번째까지의 데이터 바이트를 재전송하여

야 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블록에 속하는 데이터 바이트들에 대한 재전송을 요청할 때 상기 NAK_TYPE_AND_UNIT을

'1111'으로 설정할 수 있다. 상기 RLP제어기 131이 상기 NAK_TYPE_AND_UNIT 필드를 '1111'로 설정하면 재전송

요구는 NAK_MAP_SEQ 필드와 FIRST필드, LAST 필드를 통해 이루어진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재전송을 요청

할 데이터 조각을 담았었던 블록의 블록 일련 번호를 NAK_MAP_SEQ 필드에 넣고 재전송을 요청할 데이터 조각의 

첫번째 바이트의 데이터 일련 번호를 FIRST 필드에, 그리고 마지막 바이트의 데이터 일련 번호를 LAST 필드에 넣는

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재전송 요구를 상기 NAK_COUNT 필드값에 하나를 더한 만큼 만들어 넣은 다음 FCS 

필드를 바이트 정렬로 맞추기 위하여 '0'으로 패딩을 하고 FCS 필드를 채운다. 상기 FCS 필드는 RFC-1662에 의하

여 규정된 다항식(polynomial)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16 비트 프레임 점검 비트열(frame check sequence)이다. 상기

FCS 필드는 앞에 오는 모든 비트에 대하여 만들어진다. 상기 FCS 필드를 넣은 다음 상기 RLP제어기 131은 데이터 

블록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0'을 채운다.

RLP제어기 131이 기본 채널로 전송할 새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때는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새 데이터 프레임을 가장 처음 생성할 때 또는 이전에 정의하였던 블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 바이트를 전송하였으면 데이터열의 남은 데이터에 대해서 새 블록을 정의한다. 본 발명에서는 새 블록을 정의

할 때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이 요청한 데이터 블록에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크기만큼 블록이 데이터 조각

을 가지도록 정의하는 방식을 모드 A(mode A)라고 부르고, 반면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이 요청한 데이터

블록의 크기에 관계없이 언제나 N  DATA 바이트의 데이터를 가지도록 정의하는 방식을 모드 B(mode B)라고 부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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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새 블록을 정의할 때마다 모드 A와 모드 B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또

한 본 발명에서는 상기 N  BLOCK 과 N  DATA 를 각각 2  8 , 2  9 으로 정의한다.

도 8의 (a) 내지 (f)는 기본 채널로 전송할 수 있는 사용가능한 프레임 포맷들을 보여주고 있다. 상기 도 8의 (a)는 SY

NC, SYNC/ACK, ACK 프레임들과 같은 제어 프레임의 전송 포맷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도 8의 (b) 내지 (e)는 

데이터 프레임(FUNDICATED DATA FRAME)의 전송 포맷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상기 도 8의 (f)는 아이들 프레임(I

DLE FRAME)의 전송 포맷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각 프레임의 전송 포맷의 구조는 후술되는 설명으로부터 보다 명확

해질 것이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새 데이터를 담은 기본 채널 RLP 프레임을 생성할 때 21 비트 일련 번호 레지스터 L_V(S) 1

32를 사용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일련 번호 레지스터 L_V(S) 132의 21 비트 값에서 상위 12 비트를 블

록 일련 번호 B_SEQ로, 그리고 하위 9 비트를 데이터 일련 번호 D_SEQ로 결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과정에서 구해진 D_SEQ 값이 0이 아니면 아직 전송하지 않은 블록의 데이터 부분이 있

는 것으로 판단한다. 즉, 상기 블록 일련 번호 B_SEQ에 해당하는 블록의 데이터 일련 번호 D_SEQ에서부터 (N  DATA

- 1)까지의 데이터 바이트들이 전송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데이터 조각을 전

송하기 위해서 도 8의 (d)와 (e) 포맷을 사용한다. 상기 도 8의 (d) 포맷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첫째, 아직 전송되지 않은 데이터열의 데이터가 상기 도 8의 (d) 포맷으로 보낼 수 있는 데이터 개수 B, 즉 전송율 집

합 1에서 19 바이트 또는 전송율 집합 2에서 31 바이트 이상이며,

둘째, 상기 과정에서 구해진 D_SEQ 값이 상기 도 8의 (d) 포맷으로 보낼 수 있는 데이터 개수 B, 즉 전송율 집합 1에

서 19 또는 전송율 집합 2에서 31의 배수일 때 상기 도 8의 (d) 포맷을 사용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d) 포맷을 사용하여 새 데이터를 전송할 때 먼저 SEQ 필드를 상기 데이터 부분

의 블록 일련 번호인 B_SEQ 값의 하위 8 비트 로 설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또한 상기 D_SEQ 값을 상기 도 

8의 (d) 포맷으로 보내는 데이터 개수 B로 나눈 몫으로 SEG 필드를 설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d) 포맷을 사용하여 새 데이터를 전송할 때 TYPE 필드를 상기 도 8과 같이 '1'

로, 재전송 지시자인 REXMIT 필드를 '0'으로, CTL 필드를 '01'로 설정한 다음, DATA 필드를 전송할 데이터로 채운

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e) 포맷을 사용하여 새 데이터를 전송할 때 먼저 SEQ 필드를 상기 데이터 부분

의 블록 일련 번호인 B_SEQ 값의 하위 8 비트로 설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또한 상기 D_SEQ 값으로 SEG 필

드를 설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e) 포맷을 사용하여 새 데이터를 전송할 때 TYPE 필드를 상기 도 8과 같이 '1'

로, 재전송 지시자인 REXMIT 필드를 '0'으로, CTL 필드를 '1'로 설정하고, DATA 필드를 전송할 데이터로 채운 다음

, LEN 필드를 채워진 데이터의 바이트 수로 설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d) 또는 (e) 포맷을 사용하여 새 데이터를 전송할 때 블록 끝 지시자인 END 필

드를 다음 조건이 만족되면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설정한다.

첫째, 전송을 마친 후 더 이상 전송하지 않은 데이터가 데이터열에 남아 있지 않고.

둘째, 상기 D_SEQ에 전송한 데이터 개수 N을 더한 값이 N  DATA 또는 그 배수 중 하나와 같지 않을 때 블록 끝 지시

자인 END 필드를 '1'로 설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과정에서 새 데이터 프레임을 전송하면 다음과 같이 L_V(S) 레지스터 132를 수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과정에서 전송된 새 데이터의 크기가 N이면 상기 L_V(S) 레지스터 132에 N 값을 더한

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D_SEQ 값이 0이면 새 블록을 정의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 작업은 모드 A일 때와 모

드 B일 때 수행하는 절차가 달라지게 된다. 만일 상기 RLP제어기 131이 모드 B에 따라서 새 블록을 정의하게 되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모드 A에서 새 블록의 크기를 상기 도 8의 (b)로 보낼 수 있는 데이터 개수 B, 즉 전송율 집합

1에서 20 바이트 또는 전송율 집합 2에서 32 바이트와 아직 전송되지 않은 데이터열의 데이터 수 중에서 최소값 M으

로 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구해진 최소값 M이 상기 도 8의 (b)로 보낼 수 있는 데이터 개수 B와 같으면 

상기 도 8의 (b) 포맷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기 도 8의 (c) 포맷을 사용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b) 포맷을 사용하여 새 데이터를 전송할 때 먼저 SEQ 필드를 상기 데이터 부분

의 블록 일련 번호인 B_SEQ 값의 하위 8 비트로 설정한다. 상기 도 8의 (b) 포맷으로 전달되는 데이터는 언제나 데이

터 일련 번호가 0부터 시작하고 그 크기가 N  DATA 보다 작으므로 블록 끝 지시자도 언제나 '1'인 것에 주의하여야 한

다. 따라서 상기 도 8의 (b) 포맷에서는 상기 데이터 일련 번호와 블록 끝 지시자를 포함하지 않았지만 수신측 RLP제

어기는 상기 도 8의 (b) 포맷 을 수신하면 데이터 일련 번호를 0으로, 블록 끝 지시자를 '1'로 인식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b) 포맷을 사용하여 새 데이터를 전송할 때 TYPE 필드를 상기 도 8과 같이 '0'

로, 재전송 지시자인 REXMIT 필드를 '0'으로 설정한 다음, DATA 필드를 전송할 데이터로 채운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c) 포맷을 사용하여 새 데이터를 전송할 때 먼저 SEQ 필드를 상기 데이터 부분

의 블록 일련 번호인 B_SEQ 값의 하위 8 비트로 설정한다. 상기 도 8의 (c) 포맷으로 전달되는 데이터는 언제나 데이

터 일련 번호가 0부터 시작하고 그 크기가 N  DATA 보다 작으므로 블록 끝 지시자도 언제나 '1'인 것에 주의하여야 한

다. 따라서 상기 도 8의 (c) 포맷에서는 상기 데이터 일련 번호와 블록 끝 지시자를 포함하지 않았지만 수신측 RLP제

어기는 상기 도 8의 (c) 포맷을 수신하면 데이터 일련 번호를 0으로, 블록 끝 지시자를 '1'로 인식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c) 포맷을 사용하여 새 데이터를 전송할 때 TYPE 필드를 상기 도 8과 같이 '1'

로, 재전송 지시자인 REXMIT 필드를 '0'으로, CTL 필드를 '001'로 설정한 다음, DATA 필드를 전송할 데이터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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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 LEN 필드를 채워진 데이터의 바이트 수로 설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과정에서 새 데이터 프레임을 전송하면 다음과 같이 L_V(S) 레지스터 132를 수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L_V(S) 레지스터 132에 N  DATA 값을 더한다.

만일 RLP제어기 131이 모드 B에 따라서 새 블록을 정의하게 되면 상기 RLP제 어기 131은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상

기 RLP제어기 131은 모드 B에서 새 블록의 크기를 N  DATA 바이트와 아직 전송되지 않은 데이터열의 데이터 수 중

에서 최소값 M으로 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새 블록의 크기를 정하면 아직 전송되지 않은 데이터열의 데이터

에서 정해진 블록 크기 만큼의 데이터를 새 블록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와 같

이 새 블록을 정의하면 정의된 블록에 대해서 상기 블록의 남은 부분을 전송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새로 정의한 블록들을 수신측의 재전송 요청에 대비하여 재전송 버퍼 133에 저장해둔다. 상

기 RLP제어기 131은 <생성된 블록의 일련 번호, 생성된 블록이 포함하는 데이터 조각의 크기, 생성된 블록이 포함하

는 데이터 조각>을 재전송 엔트리(retransmission entry)에 담아서 상기 재전송 버퍼 133에 저장한다. 상기 RLP제어

기 131은 수신측에서 재전송을 요청한 경우, 요청된 블록 일련 번호 및 데이터 일련 번호에 해당하는 데이터 바이트

를 상기 재전송 버퍼 133에서 찾아서 재전송하여야 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재전송 요청된 블록 일련 번호를 블

록 일련 번호 B_SEQ로, 그리고 전송할 데이터 조각의 첫번째 바이트의 데이터 일련 번호로 데이터 일련 번호 D_SEQ

로 결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재전송 데이터 프레임을 보낼 때는 상기 도 8의 (b), (c), (d), (e) 포맷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b) 또는 (c) 포맷을 다음 조건이 만족될 때 사용한다.

첫째, 재전송 요청이 블록 전체에 대한 것이고,

둘째, 재전송될 블록의 크기가 상기 도 8의 (b) 포맷으로 보낼 수 있는 데이터 개수 B, 즉 전송율 집합 1에서 20 바이

트 또는 전송율 집합 2에서 32 바이트와 같거나 작은 경우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b) 또는 (c) 포맷을 

사용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b) 또는 (c) 포맷을 사용하여 상기 블록을 재전송할 때 블록의 크기가 상기 도 8

의 (b)로 보낼 수 있는 데이터 개수 B와 같으면 상기 도 8의 (b) 포맷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기 도 8의 (c) 포맷

을 사용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b) 포맷을 사용하여 상기 블록을 재전송할 때 먼저 SEQ 필드를 상기 데이터 부

분의 블록 일련 번호인 B_SEQ 값의 하위 8 비트로 설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b) 포맷을 사용하여 상기 블록을 재전송할 때 TYPE 필드를 상기 도 8과 같이 '0

'로, 재전송 지시자인 REXMIT 필드를 '1'로 설정한 다음, DATA 필드를 재전송할 데이터로 채운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c) 포맷을 사용하여 상기 블록을 재전송할 때 먼저 SEQ 필드를 상기 데이터 부

분의 블록 일련 번호인 B_SEQ 값의 하위 8 비트로 설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c) 포맷을 사용하여 상기 블록을 재전송할 때 TYPE 필드를 상기 도 8과 같이 '1

'로, 재전송 지시자인 REXMIT 필드를 '1'으 로, CTL 필드를 '001'로 설정한 다음, DATA 필드를 전송할 데이터로 채

우고 LEN 필드를 채워진 데이터의 바이트 수로 설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상기 도 8의 (d) 또는 (e) 포맷을 사용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d) 포맷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첫째, 재전송할 블록의 데이터 조각의 크기가 상기 도 8의 (d) 포맷으로 보낼 수 있는 데이터 개수 B, 즉 전송율 집합 

1에서 19 바이트 또는 전송율 집합 2에서 31 바이트 이상이며,

둘째, 재전송할 블록의 데이터 조각의 첫번째 데이터 바이트의 데이터 일련 번호 D_SEQ 값이 상기 도 8의 (d) 포맷으

로 보낼 수 있는 데이터 개수 B, 즉 전송율 집합 1에서 19 또는 전송율 집합 2에서 31의 배수일 때 상기 도 8의 (d) 포

맷을 사용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d) 포맷을 사용하여 상기 블록의 데이터 조각을 재전송할 때 먼저 SEQ 필드를 

상기 데이터 부분의 블록 일련 번호인 B_SEQ 값의 하위 8 비트로 설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또한 상기 D_SE

Q 값을 상기 도 8의 (d) 포맷으로 보내는 데이터 개수 B로 나눈 몫으로 SEG 필드를 설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d) 포맷을 사용하여 상기 블록의 데이터 조각을 재전송할 때 TYPE 필드를 상기

도 8과 같이 '1'로, 재전송 지시자인 REXMIT 필드를 '1'으로, CTL 필드를 '01'로 설정한 다음, DATA 필드를 전송할 

데이터로 채 운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e) 포맷을 사용하여 상기 블록의 데이터 조각을 재전송할 때 먼저 SEQ 필드를 

상기 데이터 부분의 블록 일련 번호인 B_SEQ 값의 하위 8 비트로 설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또한 상기 D_SE

Q 값으로 SEG 필드를 설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e) 포맷을 사용하여 상기 블록의 데이터 조각을 재전송할 때 TYPE 필드를 상기

도 8과 같이 '1'로, 재전송 지시자인 REXMIT 필드를 '1'으로, CTL 필드를 '1'로 설정하고, DATA 필드를 전송할 데이

터로 채운 다음, LEN 필드를 채워진 데이터의 바이트 수로 설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d) 또는 (e) 포맷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재전송할 때 블록 끝 지시자인 END 필드

를 다음 조건이 만족되면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설정한다.

첫째, 전송을 마친 후 더 이상 재전송하지 않은 데이터가 상기 블록의 데이터 조각에 남아 있지 않고,

둘째, 상기 D_SEQ에 전송한 데이터 개수 N을 더한 값이 N  DATA 또는 그 배수 중 하나와 같지 않을 때 블록 끝 지시

자인 END 필드를 '1'로 설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이 16 비트, 20 비트 또는 32 비트의 길이를 가지는 데이터 블록

을 요청하고, 보낼 새 데이터 또는 재전송할 데이터도 없고 전송할 제어 프레임도 없을 경우, 상기 도 8의 (f) 포맷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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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 이들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아이들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상기 RLP제어기 131은 SEQ 필드를 L_

V(S) 레지스터 132의 상위 12 비트 값으로 채운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나머지 데이터 블록 부분은 '0'으로 채운 

데이터 블록을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에게 전달한다.

5.  RLP제어기의 기본 채널 데이터 수신 동작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은 상기 RLP제어기 131에게 데이터 블록과 함께 수신된 데이터 블록의 크기 T를 

함께 알려준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제어 프레임 중에서 SYNC, SYNC/ACK, ACK 프레임를 수신하면 상기 재설정 과정을 수행

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제어 프레임 중에서 NAK 프레임을 수신하면 상기 <표 14>에 따라 NAK 프레임을 해석

하여 요청된 블록이나 블록의 데이터 조각들을 재전송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b), (c), (d), (e)와 같은 포맷의 새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하였을 때 21 비트 일련

번호 L_V(R) 레지스터 136을 사용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일련 번호 레지스터 L_V(R) 136의 21 비트 값

에서 상위 12 비트를 전송을 기다리는 블록 일련 번호 B_SEQR로, 그리고 하위 9 비트를 전송을 기다리는 데이터 일

련 번호 D_SEQR로 결정한다. 우선 상기 RLP제어기 131은 수신된 프레임의 8 비트 SEQ 필드값(SEQ)과 상기 L_V(

R) 레지스터 136의 값(B_SEQR)을 다음과 같은 <수학식 2>에 적용하여 블록 일련 번호 B_SEQ를 구한다.

수학식 2

B_SEQ = [B_SEQR + {2  8 + SEQ - (B_SEQR modulo 2  8 )} modulo 2  8 ] modulo 2  12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b) 또는 (c)와 같은 포맷의 새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하였을 때 수신된 데이터 조

각의 첫번째 데이터 바이트의 데이터 일련 번호 D_SEQ를 0으로 결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b) 

또는 (c)와 같은 포맷의 새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하였을 때 블록 끝 지시자인 END 값을 '1'로 결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d)와 같은 포맷의 새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하였을 때 수신된 데이터 조각의 첫

번째 데이터 바이트의 데이터 일련 번호 D_SEQ를 수신된 프레임의 5 비트 SEG 필드값과 상기 도 8의 (d)와 같은 포

맷으로 보낼 수 있는 데이터 개수 B를 곱한 값으로 결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e)와 같은 포맷의 새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하였을 때 수신된 데이터 조각의 첫

번째 데이터 바이트의 데이터 일련 번호 D_SEQ를 수신된 프레임의 9 비트 SEG 필드값으로 결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d) 또는 (e)와 같은 포맷의 새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하였을 때 블록 끝 지시자인

END 값을 수신된 프레임의 1 비트 END 필드값으로 결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b), (c), (d), (e)와 같은 포맷의 재전 송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하였을 때 상기 RL

P제어기 131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NAK 리스트 137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기 NAK 리스트 137의 각 NAK 

엔트리(NAK entry)들은 상기한 바와 같이 <빠진 데이터 바이트의 블록 일련 번호, 빠진 데이터 바이트의 데이터 일

련 번호, 빠진 데이터 바이트가 수신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지시자, 재전송 타이머(retransmit timer), 취소 타이머(abo

rt timer)>로 구성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NAK 리스트 137에 저장된 NAK 엔트리 중에서 12 비트 블록 

일련 번호 값의 하위 8 비트 값과 상기 수신된 재전송 프레임의 8 비트 SEQ 필드에 담겨온 값이 일치하는 NAK 엔트

리를 찾는다. 만일 같은 NAK 엔트리가 있다면, 상기 NAK 엔트리에 저장된 블록 일련 번호 B_SEQ 값을 수신된 데이

터 조각의 블록 일련 번호로 한다. 만일 그러한 엔트리가 없다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수신된 프레임을 버린

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a)와 같은 포맷의 재전송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하였을 때 수신된 데이터 조각의

첫번째 데이터 바이트의 데이터 일련 번호 D_SEQ를 0으로 결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b) 또는 (c)와 같은 포맷의 재전송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하였을 때 블록 끝 지시

자인 END 값을 '1'로 결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d)와 같은 포맷의 재전송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하였을 때 수신된 데이터 조각의

첫번째 데이터 바이트의 데이터 일련 번호 D_SEQ를 수신된 프레임의 5 비트 SEG 필드와 상기 도 8의 (d)와 같은 포

맷으로 보낼 수 있는 데이터 개수 B를 곱한 값으로 결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e)와 같은 포맷의 재전송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하였을 때 수신된 데이터 조각의

첫번째 데이터 바이트의 데이터 일련 번호 D_SEQ를 수신된 프레임의 9 비트 SEG 필드값으로 결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d) 또는 (e)와 같은 포맷의 재전송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하였을 때 블록 끝 지시

자인 END 값을 수신된 프레임의 1 비트 END 필드값으로 결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b), (c), (d), (e) 포맷의 프레임을 수신하였을 때 수신된 데이터 조각의 첫번째 

데이터 바이트의 데이터 일련 번호를 상기 과정에서 구한 D_SEQ 필드의 값으로 설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수신된 데이터 조각의 첫번째 데이터 바이트의 블록 일련 번호 B_SEQ와 데이터 일련 번호 D_SEQ을 구하면 나머지 

데이터 바이트의 일련 번호를 상기 <수학식 1>로 구할 수 있게 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수신된 데이터 조각의 각 데이터 바이트들을 처리할 때 21 비트 일련 번호 레지스터인 L_V(

N) 레지스터 135를 사용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일련 번호 레지스터 L_V(N) 135의 21 비트 값에서 상위 

12 비트를 재전송을 기다리는 블록 일련 번호 B_SEQN으로, 그리고 하위 9 비트를 재전송을 기다리는 데이터 일련 

번호 D_SEQN으로 결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수신된 데이터 조각의 각 데이터 바이트들에 대해서 각 바이트

가 가진 블록 일련 번호와 데이터 일련 번호를 다음 <표 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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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경우 판단

경우 1
두 개의 블록 일련 번호, 데이터 일련 번호의 쌍 <B1, D1>, <B2. D2>가 있을 때, B1 = B2 이고 D1 = D2이

면, <B1, D1>와 <B2. D2>는 같다고 한다.

경우 2
B2가 (B1 + N  BLOCK / 2) modulo N  BLOCK 에서 (B1 + N  BLOCK - 1) modulo N  BLOCK 까지의 일련 번호

중의 하나이면, <B1, D1>가 <B2. D2> 보다 크다고 한다.

경우 3
B1 = B2 이고 D2가 (D1 + N  DATA / 2) modulo N  DATA 에서 (D1 + N  DATA - 1) modulo N  DATA 까지의

일련 번호 중의 하나이면 <B1, D1>가 <B2. D2> 보다 크다고 한다.

경우 4 <B1, D1>이 <B2. D2>와 같지 않고 또한 크지도 않으면 <B1, D1>가 <B2. D2> 보다 작다고 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수신된 데이터 조각의 각 데이터 바이트들에 대해서 각 바이트가 가진 블록 일련 번호와 데이

터 일련 번호 쌍 <B, D>를 상기 <B_SEQR, D_SEQR>, <B_SEQN, D_SEQN>와 <표 17>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비

교한다. 여기서, B_SEQ는 블록 일련번호를 나타내고, D_SEQ는 데이터 일련번호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상기 B_S

EQR과 D_SEQR는 각각 전송이 예상되는 블록 일련번호 및 데이터 일련번호를 나타내고, B_SEQN과 D_SEQN은 각

각 재전송이 예상되는 블록 일련번호 및 데이터 일련번호를 나타낸다. 즉 상기 SEQR은 다음에 송신기로부터 전송되

어 수신될 블록 및 데이터의 일련번호를 저장하고 있는 도 4의 L_V(R) 레지스터 136에 저장되는 21비트의 일련번호 

값으로, B_SEQR은 상기 21비트의 일련번호중 상위 12비트의 일련번호이고, D_SEQR은 상기 21비트의 일련번호중 

하위 9비트의 일련번호이다. 상기 SEQN은 송신기로부터 전송되어 수신된 블록 및 데이터 바이트중에서 정상적으로 

수신이 되지 않아 재전송되어야 할 일련번호를 저장하고 있는 도 4의 L_V(N) 레지스터 135에 저장되는 21비트의 일

련번호 값으로, B_SEQN은 상기 21비트의 일련번호중 상위 12비트의 일련번호이고, D_SEQN은 상기 21비트의 일련

번호중 하위 9비트의 일련번호이다.

첫째, <B, D>가 <B_SEQN, D_SEQN>보다 같거나 크고, <B_SEQR, D_SEQR>보다 작으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이를 재전송 데이터로 간주한다.

둘째, <B, D>가 <B_SEQR, D_SEQR>보다 같거나 크고, B 값이 B_SEQR와 E 레지스터 134를 더한 값을 2  8 으로 m

odulo 연산한 값 보다 작으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이를 새 데이터로 간주한다.

셋째, <B, D>가 <B_SEQR, D_SEQR>와 E 레지스터 134를 더한 값을 2  8 으로 modulo 연산한 값 보다 같거나 크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이를 중복된 데이터로 간주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에서 중복된 데이터로 간주된 데이터 바이트에 대해서는 이미 수신한 데이터이므로 버려

버린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에서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가 새 데이터 바이트 또는 재전송 데이터 바이트로 간주되었

다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다음을 수행한다.

첫째,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의 <B, D>가 <B_SEQN, D_SEQN> 보다 크거나 같고 <B_SEQR, D_SEQR> 보다 작다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한 바와 같이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의 블록 일련 번호,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의 데이터 

일련 번호,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가 블록의 마지막 데이터 바이트인지를 알려주는 지시자>로 

구성된 새 재정렬 버퍼 엔트리를 만들어서 상기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를 재정렬 버퍼 138에 저장한다. 상기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가 블록의 마지막 데이터 바이트인지를 알려주는 지시자는 상기 데이터 바이트가 수신된 데이터 조각

의 마지막 데이터 바이트이고 상기 END 값이 '1'로 설정되어 있으면 마지막임을 지시하도록 설정한다. 이때 상기 <B,

D>가 <B_SEQN, D_SEQN>와 같다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재정렬 버퍼 138에 저장된 재정렬 버퍼 엔트리들 중

에서 일련 번호로 <B_SEQN, D_SEQN> 값을 갖는 재정렬 버퍼 엔트리에서부터 연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일련 번

호를 가지는 재정렬 버퍼 엔트리까지 저장된 데이터 바이트들을 순서대로 수신 데이터 버퍼에 전달한다. 이때 만일 

전달된 마지막 데이터 바이트가 속한 재정렬 버퍼 엔트리의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가 블록의 마지막 데이터 바이트인

지를 알려주는 지시자가 마지막 바이트임을 지시하는 값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L_V(N) 

레지스터 135의 상위 12 비트를 상기 재정렬 버퍼 엔트리에 저장된 블록 일련 번호의 다음 블록 일련 번호로 설정하

고 하위 9 비트를 0으로 설정한다. 만일 상기 과정에서 마지막 바이트임을 지시하지 않는 값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상

기 RLP제어기 131은 <B_SEQN, D_SEQN>를 다음 데이터 바이트를 가리키도록 상기 <수학식 1>을 사용하여 증가

시킨 다음 상기 B_SEQN 값과 D_SEQN 값으로 상기 L_V(N) 레지스터 135의 상위 12 비트와 하위 9 비트를 각각 설

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와 같은 블록 일련 번호, 데이터 일련 번호를 가지는 NAK

엔트리에 기다리는 데이터 프레임이 수신되었음을 기록한다.

둘째,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의 <B, D>가 <B_SEQR, D_SEQR>과 같고, <B_SEQR, D_SEQR>가 <B_SEQN, D_SEQN

>과 같은 경우, 상기 RLP제어기 131은 <B_SEQR, D_SEQR>과 <B_SEQN, D_SEQN>를 동시에 다음 데이터 바이트

를 가리키도록 상기 <수학식 1>을 사용하여 증가시킨다. 이때 만일 상기 데이터 바이트가 수신된 데이터 조각의 마지

막 데이터 바이트이고 상기 END 값이 '1'로 설정되어 있으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B_SEQN 값의 다음 블록 

일련 번호로 상기 L_V(N) 레지스터 135의 상위 12 비트를 설정하고 하위 9 비트는 0으로 설정한 다음 마찬가지로 상

기 B_SEQR 값의 다음 블록 일련 번호로 상기 L_V(R) 레지스터 136의 상위 12 비트를 설정하고 하위 9 비트는 0으

로 설정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B_SEQN 값과 D_SEQN 값으로 상기 L_V(N) 레지스

터 135의 상위 12 비트와 하위 9 비트를 각각 설정하고 상기 B_SEQR 값과 D_SEQR 값으로 상기 L_V(R) 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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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의 상위 12 비트와 하위 9 비트를 각각 설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를 수신 데

이터 버퍼에 전달한다. 이와 달리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의 <B, D>가 <B_SEQR, D_SEQR>과 같고, <B_SEQR, D_SE

QR>가 <B_SEQN, D_SEQN>과 같지 않은 경우, <B_SEQR, D_SEQR>를 다음 데이터 바이트를 가리키도록 상기 <수

학식 1>을 사용하여 증가시킨다. 이때 만일 상기 데이터 바이트가 수신된 데이터 조각의 마지막 데이터 바이트이고 

상기 END 값이 '1'로 설정되어 있으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B_SEQR 값의 다음 블록 일련 번호로 상기 L_V(

R) 레지스터 136의 상위 12 비트를 설정하고 하위 9 비트는 0으로 설정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상기 RLP제어기 1

31은 상기 B_SEQR 값과 D_SEQR 값으로 상기 L_V(R) 레지스터 136의 상위 12 비트와 하위 9 비트를 각각 설정한

다. 이 경우,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수 신된 데이터 바이트를 상기한 바와 같이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의 블록 

일련 번호,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의 데이터 일련 번호,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가 블록의 마지막 

데이터 바이트인지를 알려주는 지시자>로 구성된 새 재정렬 버퍼 엔트리를 만들어서 상기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를 재

정렬 버퍼 138에 저장한다. 상기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가 블록의 마지막 데이터 바이트인지를 알려주는 지시자는 상

기 데이터 바이트가 수신된 데이터 조각의 마지막 데이터 바이트이고 상기 END 값이 '1'로 설정되어 있으면 마지막

임을 지시하도록 설정한다.

셋째,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의 <B, D>가 <B_SEQR, D_SEQR> 보다 크다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B_SEQR, D_SE

QR>에서 <B, D>의 바로 전 데이터 바이트에 대한 재전송을 요청하기 위해 NAK 리스트 137에 각 데이터 바이트에 

대한 엔트리를 만든다. 각 엔트리는 상기한 바와 같이 <빠진 데이터 바이트의 블록 일련 번호, 빠진 데이터 바이트의 

데이터 일련 번호, 빠진 데이터 바이트가 수신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지시자, 재전송 타이머(retransmit timer), 취소 

타이머(abort timer)>로 구성된다. 또한, 상기 RLP제어기 131은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를 재정렬 버퍼 138에 저장하

고 <B_SEQR, D_SEQR>를 다음 데이터 바이트를 가리키도록 상기 <수학식 1>을 사용하여 증가시킨다. 이때 만일 상

기 데이터 바이트가 수신된 데이터 조각의 마지막 데이터 바이트이고 상기 END 값이 '1'로 설정되어 있으면 상기 RL

P제어기 131은 상기 B_SEQR 값의 다음 블록 일련 번호로 상기 L_V(R) 레지스터 136의 상위 12 비트를 설정하고 

하위 9 비트는 0으로 설정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B_SEQR 값과 D_SEQR 값으로 상

기 L_V(R) 레지스터 136의 상위 12 비트 와 하위 9 비트를 각각 설정한다.

한편,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8의 (f)와 같은 포맷의 아이들 프레임을 받으면, 블록 일련 번호 B_SEQ를 12 

비트 SEQ 필드 값으로 설정하고 데이터 일련 번호 D_SEQ를 0으로 설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수신된 

아이들 프레임의 <B_SEQ, D_SEQ>가 상기 <B_SEQR, D_SEQR> 보다 크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B_SEQR, D_S

EQR>에서 <B, D>의 바로 전 데이터 바이트에 대한 재전송을 요청하기 위해 NAK 리스트 137에 각 데이터 바이트에 

대한 엔트리를 만든다. 각 엔트리는 상기한 바와 같이 <빠진 데이터 바이트의 블록 일련 번호, 빠진 데이터 바이트의 

데이터 일련 번호, 빠진 데이터 바이트가 수신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지시자, 재전송 타이머(retransmit timer), 취소 

타이머(abort timer)>로 구성된다. 또한,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B_SEQR 값의 다음 블록 일련 번호로 상기 L_

V(R) 레지스터 136의 상위 12 비트를 설정하고 하위 9 비트는 0으로 설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수신된 

아이들 프레임의 <B, D>가 <B_SEQR, D_SEQR> 보다 작으면 상기 재설정 과정을 수행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가 깨진 데이터 블록이 수신되었음을 알리면 레지스터 E 134에

저장된 값을 하나 증가시켜 다시 레지스터 E 134에 저장한다. 이때 상기 증가된 E 레지스터 134와 B_SEQR을 더하

여 2  8 modulo 연산을 한 결과가 상기 B_SEQN 보다 크게 되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재설정 과정을 수행한

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데이터 수신 과정에서 빈 데이터 블록이 아니면서 올바르게 수신된 데이터 블록이 하나라도 

있거나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가 아무런 프레임도 수신되지 않았다고 알려주면 상기 레지스터 E 134를 0으로 

설정한다.

6.  RLP제어기의 부가 채널 데이터 송신 동작

상기 송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은 상기 RLP제어기 131에게 부가 채널로 전송할 데이터 블록을 요청하여 

상기 RLP제어기 131이 프레임을 생성하도록 한다. 상기 송신측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은 상기 RLP제어기 13

1에게 데이터 블록을 요청하면서 상기 RLP제어기 131이 만들어내야하는 데이터 블록의 크기 T를 함께 알려준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부가 채널로 전송할 데이터 블록을 만들 때 다음의 우선 순위에 따라 데이터 블록을 만든다.

첫째, 재전송 데이터 프레임

둘째, 새 데이터 프레임

RLP제어기 131이 부가 채널로 전송할 새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때는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새 데이터 프레임을 가장 처음 생성할 때 또는 이전에 정의하였던 블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 바이트를 전송하였으면 데이터열의 남은 데이터에 대해서 새 블록을 정의한다. 본 발명에서는 새 블록을 정의

할 때 상기 기본 채널에서와 마찬가지로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이 요청한 데이터 블록에 담을 수 있는 데

이터 크기만큼 블록이 데이터 조각을 가지도록 정의하는 방식을 모드 A(mode A)라고 부르고, 반면 상기 다중화/역다

중화 제어기 140이 요청한 데이터 블록의 크기에 관계없이 언제나 N  DATA 바이트의 데이터를 가지도록 정의하는 방

식을 모드 B(mode B)라고 부르겠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새 블록을 정의할 때마다 모드 A와 모드 B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도 9에서는 모드 A와 B에서 부가 채널로 전송할 수 있는 사용가능한 프레임 포맷들을 보여주고 있다. 상기 모드 B에

서 생성된 새 데이터 프레임이 가질 수 있는 포맷이 상기 도 9의 (a) 포맷이다. 상기 모드 A에서 생성된 새 데이터 프

레임이 가질 수 있는 포맷은 상기 도 9의 (b) 포맷이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새 데이터를 담은 부가 채널 RLP 프

레임을 생성할 때 21 비트 일련 번호 레지스터 L_V(S) 132를 사용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일련 번호 레지

스터 L_V(S) 132의 21 비트 값에서 상위 12 비트를 블록 일련 번호 B_SEQ로, 그리고 하위 9 비트를 데이터 일련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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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D_SEQ로 결정한다.

상기 도 9의 (a)를 참조하면, 모드 B에서 부가 채널을 통해 전송가능한 데이터 프레임은 1비트의 타입(TYPE) 필드와

, 1비트의 재전송 지시자(REXMIT) 필드와, 8비트의 일련번호(SEQ) 필드와, 데이터(DATA) 필드로 구성된다.

상기 도 9의 (b)를 참조하면, 부가 채널을 통해 전송가능한 데이터 프레임은 1비트의 타입(TYPE) 필드와, 1비트의 

재전송 지시자(REXMIT) 필드와, 9비트의 데이터 일련번호(SEG) 필드와, 1비트의 블록 끝 지시자(END) 필드와, 6비

트의 보류(RSVD) 필드와, 8비트의 블록 일련번호(SEQ) 필드와, 데이터(DATA) 필드로 구성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과정에서 구해진 D_SEQ 값이 0이 아니면 아직 전송하지 않은 블록의 데이터 부분이 있

는 것으로 판단한다. 즉, 상기 블록 일련 번호 B_SEQ에 해당하는 블록의 데이터 일련 번호 D_SEQ에서부터 (N  DATA

- 1)까지의 데이터 바이트들이 전송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데이터 조각을 전

송하기 위해서 모드 A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 포맷인 도 9의 (b) 포맷을 사용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9의 (b) 포맷을 사용하여 새 데이터를 전송할 때 먼저 SEQ 필드를 상기 데이터 부분

의 블록 일련 번호인 B_SEQ 값의 하위 8 비트로 설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또한 상기 D_SEQ 값으로 SEG 필

드를 설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9의 (b) 포맷을 사용하여 새 데이터를 전송할 때 TYPE 필드를 상기 도 8과 같이 '1'

로, 재전송 지시자인 REXMIT 필드를 '0'으로 설정한 다음, DATA 필드를 전송할 데이터로 채운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9의 (b) 포맷을 사용하여 새 데이터를 전송할 때 블록 끝 지시자인 END 필드를 다음 

조건이 만족되면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설정한다.

첫째, 전송을 마친 후 더 이상 전송하지 않은 데이터가 데이터열에 남아 있지 않고.

둘째, 상기 D_SEQ에 전송한 데이터 개수 N을 더한 값이 N  DATA 또는 그 배수 중 하나와 같지 않을 때 블록 끝 지시

자인 END 필드를 '1'로 설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과정에서 새 데이터 프레임을 전송하면 다음과 같이 L_V(S) 레지스터 132를 수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과정에서 전송된 새 데이터의 크기가 N이면 상기 L_V(S) 레지스터 132에 N 값을 더한

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D_SEQ 값이 0이면 새 블록을 정의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 작업은 모드 A일 때와 모

드 B일 때 수행하는 절차가 달라지게 된다. 만일 상기 RLP제어기 131이 모드 B에 따라서 새 블록을 정의하게 되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모드 B에서 새 블록의 크기를 상기 도 9의 (a)로 보낼 수 있는 데이터 개수 B, 즉 상기 다중화

/역다중화 제어기 140이 요청한 데이터 블록의 크기 T에서 RLP 헤더인 10 비트를 뺀 값과 아직 전송되지 않은 데이

터열의 데이터 수 중에서 최소값 M으로 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9의 (a) 포맷을 사용하여 새 데이터를 전송할 때 먼저 SEQ 필드를 상기 데이터 부분

의 블록 일련 번호인 B_SEQ 값의 하위 8 비트로 설정한다. 상기 도 9의 (a) 포맷으로 전달되는 데이터는 언제나 데이

터 일련 번호가 0부터 시작하고 그 크기가 N  DATA 보다 작으므로 블록 끝 지시자도 언제나 '1'인 것에 주의하여야 한

다. 따라서 상기 도 9의 (a) 포맷에서는 상기 데이터 일련 번호와 블록 끝 지시자를 포함하지 않았지만 수신측 RLP제

어기는 상기 도 9의 (a) 포맷을 수신하면 데이터 일련 번호를 0으로, 블록 끝 지시자를 '1'로 인식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9의 (a) 포맷을 사용하여 새 데이터를 전송할 때 TYPE 필드를 상기 도 8과 같이 '0'

로, 재전송 지시자인 REXMIT 필드를 '0'으로 설정한 다음, DATA 필드를 전송할 데이터로 채운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과정에서 새 데이터 프레임을 전송하면 다음과 같이 L_V(S) 레지스터 132를 수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L_V(S) 레지스터 132에 N  DATA 값을 더한다.

만일 RLP제어기 131이 모드 B에 따라서 새 블록을 정의하게 되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상

기 RLP제어기 131은 모드 B에서 새 블록의 크기를 N  DATA 바이트와 아직 전송되지 않은 데이터열의 데이터 수 중

에서 최소값 M으로 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새 블록의 크기를 정하면 아직 전송되지 않은 데이터열의 데이터

에서 정해진 블록 크기 만큼의 데이터를 새 블록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와 같

이 새 블록을 정의하면 정의된 블록에 대해서 상기 블록의 남은 부분을 전송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새로 정의한 블록들을 기본 채널과 마찬가지로 수신측의 재전송 요청에 대비하여 재전송 버

퍼 133에 저장해둔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재전송 데이터 프레임을 보낼 때는 상기 도 9의 (a) 또는 (b) 포맷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RL

P제어기 131은 상기 도 9의 (a) 포맷을 다음 조건이 만족될 때 사용한다.

첫째, 재전송 요청이 블록 전체에 대한 것이고,

둘째, 재전송될 블록의 크기가 상기 도 9의 (a) 포맷으로 보낼 수 있는 데이터 개수 B, 즉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

기 140이 요청한 데이터 블록의 크기 T에서 RLP 헤더인 10 비트를 뺀 값와 같거나 작은 경우 상기 RLP제어기 131

은 상기 도 9의 (a) 포맷을 사용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9의 (a) 포맷을 사용하여 상기 블록을 재전송할 때 먼저 SEQ 필드를 상기 데이터 부

분의 블록 일련 번호인 B_SEQ 값의 하위 8 비트로 설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9의 (a) 포맷을 사용하

여 상기 블록을 재전송할 때 TYPE 필드를 상기 도 9와 같이 '0'로, 재전송 지시자인 REXMIT 필드를 '1'로 설정한 다

음, DATA 필드를 재전송할 데이터로 채운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상기 도 9의 (b

) 포맷을 사용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9의 (b) 포맷을 사용하여 상기 블록의 데이터 조각을 재전송할 때 먼저 SEQ 필드를 

상기 데이터 부분의 블록 일련 번호인 B_SEQ 값의 하위 8 비트로 설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또한 상기 D_SE

Q 값을 상기 도 9의 (b) 포맷으로 보내는 데이터 개수 B로 나눈 몫으로 SEG 필드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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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9의 (b) 포맷을 사용하여 상기 블록의 데이터 조각을 재전송할 때 TYPE 필드를 상기

도 8과 같이 '1'로, 재전송 지시자인 REXMIT 필드를 '1'으로 설정한 다음, DATA 필드를 전송할 데이터로 채운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9의 (b) 포맷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재전송할 때 블록 끝 지시자인 END 필드를 다음 

조건이 만족되면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설정한다.

첫째, 전송을 마친 후 더 이상 재전송하지 않은 데이터가 상기 블록의 데이터 조각에 남아 있지 않고.

둘째, 상기 D_SEQ에 전송한 데이터 개수 N를 더한 값이 N  DATA 또는 그 배수 중 하나와 같지 않을 때 블록 끝 지시

자인 END 필드를 '1'로 설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보낼 새 데이터 또는 재전송할 데이터도 없고 전송할 제어 프레임도 없을 경우, 빈 데이터 블

록을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에게 전달한다.

7.  RLP제어기의 부가 채널 데이터 수신 동작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 140은 상기 RLP제어기 131에게 데이터 블록과 함께 수신된 데이터 블록의 크기 T를 

함께 알려준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9의 (a) 또는 (b)와 같은 포맷의 새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하였을 때 21 비트 일련 번

호 L_V(R) 레지스터 136을 사용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일련 번호 레지스터 L_V(R) 136의 21 비트 값에

서 상위 12 비트를 전송을 기다리는 블록 일련 번호 B_SEQR로, 그리고 하위 9 비트를 전송을 기다리는 데이터 일련 

번호 D_SEQR로 결정한다. 우선 상기 RLP제어기 131은 수신된 프레임의 8 비트 SEQ 필드와 상기 L_V(R) 레지스터

136을 통하여 상기 <수학식 2>를 통해 블록 일련 번호 B_SEQ를 구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9의 (a)와 같은 포맷의 새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하였을 때 수신된 데이터 조각의 첫

번째 데이터 바이트의 데이터 일련 번호 D_SEQ를 0으로 결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9의 (a)와 같은 포맷의 새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하였을 때 블록 끝 지시자인 END 값

을 '1'로 결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9의 (b)와 같은 포맷의 새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하였을 때 수신된 데이터 조각의 첫

번째 데이터 바이트의 데이터 일련 번호 D_SEQ를 수신된 프레임의 9 비트 SEG 필드값으로 결정한다. 상기 RLP제어

기 131은 상기 도 9의 (b)와 같은 포맷의 새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하였을 때 블록 끝 지시자인 END 값을 수신된 프레

임의 1 비트 END 필드값으로 결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9의 (a) 또는 (b)와 같은 포맷의 재전송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하였을 때 상기 RLP제

어기 131은 상기 기본 채널에서와 같이 NAK 리스트 137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NAK 

리스트 137에 저장된 NAK 엔트리 중에서 12 비트 블록 일련 번호 값의 하위 8 비트 값과 상기 수신된 재전송 프레임

의 8 비트 SEQ 필드에 담겨온 값이 일치하는 NAK 엔트리를 찾는다. 만일 같은 NAK 엔트리가 있다면, 상기 NAK 엔

트리에 저장된 블록 일련 번호 B_SEQ 값을 수신된 데이터 조각의 블록 일련 번호로 한다. 만일 그러한 엔트리가 없다

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수신된 프레임을 버린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9의 (a)와 같은 포맷의 재전송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하였을 때 수신된 데이터 조각의

첫번째 데이터 바이트의 데이터 일련 번호 D_SEQ를 0으로 결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9의 (a)와 같은

포맷의 재전송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하였을 때 블록 끝 지시자인 END 값을 '1'로 결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9의 (b)와 같은 포맷의 재전송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하였을 때 수신된 데이터 조각의

첫번째 데이터 바이트의 데이터 일련 번호 D_SEQ를 수신된 프레임의 9 비트 SEG 필드값으로 결정한다. 상기 RLP제

어기 131은 상기 도 9의 (b)와 같은 포맷의 재전송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하였을 때 블록 끝 지시자인 END 값을 수신

된 프레임의 1 비트 END 필드값으로 결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도 9의 (a) 또는 (b) 포맷의 프레임을 수신하였을 때 수신된 데이터 조각의 첫번째 데이

터 바이트의 데이터 일련 번호를 상기 과정에서 구한 D_SEG 필드의 값으로 설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수신된

데이터 조각의 첫번째 데이터 바이트의 블록 일련 번호 B_SEQ와 데이터 일련 번호 D_SEQ을 구하면 나머지 데이터 

바이트의 일련 번호를 상기 <수학식 1>로 구할 수 있게 된 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수신된 데이터 조각의 각 데이터 바이트들을 처리할 때 21 비트 일련 번호 레지스터인 L_V(

N) 레지스터 135를 사용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일련 번호 레지스터 L_V(N) 135의 21 비트 값에서 상위 

12 비트를 재전송을 기다리는 블록 일련 번호 B_SEQN으로, 그리고 하위 9 비트를 재전송을 기다리는 데이터 일련 

번호 D_SEQN으로 결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수신된 데이터 조각의 각 데이터 바이트들에 대해서 각 바이트

가 가진 블록 일련 번호와 데이터 일련 번호를 상기 <표 17>을 사용하여 비교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수신된 데이터 조각의 각 데이터 바이트들에 대해서 각 바이트가 가진 블록 일련 번호와 데이

터 일련 번호 쌍 <B, D>를 상기 <B_SEQR, D_SEQR>, <B_SEQN, D_SEQN>와 <표 17>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비

교한다.

첫째, <B, D>가 <B_SEQN, D_SEQN>보다 같거나 크고, <B_SEQR, D_SEQR>보다 작으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이를 재전송 데이터로 간주한다.

둘째, <B, D>가 <B_SEQR, D_SEQR>보다 같거나 크고, B 값이 B_SEQR와 E 레지스터 134를 더한 값을 2  8 으로 m

odulo 연산한 값 보다 작으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이를 새 데이터로 간주한다.

셋째, <B, D>가 <B_SEQR, D_SEQR>와 E 레지스터 134를 더한 값을 2  8 으로 modulo 연산한 값 보다 같거나 크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이를 중복된 데이터로 간주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에서 중복된 데이터로 간주된 데이터 바이트에 대해서는 이미 수신한 데이터이므로 버려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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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에서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가 새 데이터 바이트 또는 재전송 데이터 바이트로 간주되었

다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다음을 수행한다.

첫째,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의 <B, D>가 <B_SEQN, D_SEQN> 보다 크거나 같고 <B_SEQR, D_SEQR> 보다 작다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한 바와 같이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의 블록 일련 번호,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의 데이터 

일련 번호,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가 블록의 마지막 데이터 바이트인지를 알려주는 지시자>로 

구성된 새 재정렬 버퍼 엔트리를 만들어서 상기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를 재정렬 버퍼 138에 저장한다. 상기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가 블록의 마지막 데이터 바이트인지를 알려주는 지시자는 상기 데이터 바이트가 수신된 데이터 조각

의 마지막 데이터 바이트이고 상기 END 값이 '1'로 설정되어 있으면 마지막임을 지시하도록 설정한다. 이때 상기 <B,

D>가 <B_SEQN, D_SEQN>와 같다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재정렬 버퍼 138에 저장된 재정렬 버퍼 엔트리들 중

에서 일련 번호로 <B_SEQN, D_SEQN> 값을 갖는 재정렬 버퍼 엔트리에서부터 연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일련 번

호를 가지는 재정렬 버퍼 엔트리까지 저장된 데이터 바이트들을 순서대로 수신 데이터 버퍼에 전달한다. 이때 만일 

전달된 마지막 데이터 바이트가 속한 재정렬 버퍼 엔트리의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가 블록의 마지막 데이터 바이트인

지를 알려주는 지시자가 마지막 바이트임을 지시하는 값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상 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L_V(N) 

레지스터 135의 상위 12 비트를 상기 재정렬 버퍼 엔트리에 저장된 블록 일련 번호의 다음 블록 일련 번호로 설정하

고 하위 9 비트를 0으로 설정한다. 만일 상기 과정에서 마지막 바이트임을 지시하지 않는 값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상

기 RLP제어기 131은 <B_SEQN, D_SEQN>를 다음 데이터 바이트를 가리키도록 상기 <수학식 1>을 사용하여 증가

시킨 다음 상기 B_SEQN 값과 D_SEQN 값으로 상기 L_V(N) 레지스터 135의 상위 12 비트와 하위 9 비트를 각각 설

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와 같은 블록 일련 번호, 데이터 일련 번호를 가지는 NAK

엔트리에 기다리는 데이터 프레임이 수신되었음을 기록한다.

둘째,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의 <B, D>가 <B_SEQR, D_SEQR>과 같고, <B_SEQR, D_SEQR>가 <B_SEQN, D_SEQN

>과 같은 경우, 상기 RLP제어기 131은 <B_SEQR, D_SEQR>과 <B_SEQN, D_SEQN>를 동시에 다음 데이터 바이트

를 가리키도록 상기 <수학식 1>을 사용하여 증가시킨다. 이때 만일 상기 데이터 바이트가 수신된 데이터 조각의 마지

막 데이터 바이트이고 상기 END 값이 '1'로 설정되어 있으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B_SEQN 값의 다음 블록 

일련 번호로 상기 L_V(N) 레지스터 135의 상위 12 비트를 설정하고 하위 9 비트는 0으로 설정한 다음 마찬가지로 상

기 B_SEQR 값의 다음 블록 일련 번호로 상기 L_V(R) 레지스터 136의 상위 12 비트를 설정하고 하위 9 비트는 0으

로 설정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B_SEQN 값과 D_SEQN 값으로 상기 L_V(N) 레지스

터 135의 상위 12 비트와 하위 9 비트를 각각 설정하고 상기 B_SEQR 값과 D_SEQR 값으로 상기 L_V(R) 레지스터 

136의 상위 12 비트와 하위 9 비트를 각각 설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를 수신 데

이터 버퍼에 전달한다. 이와 달리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의 <B, D>가 <B_SEQR, D_SEQR>과 같고, <B_SEQR, D_SE

QR>가 <B_SEQN, D_SEQN>과 같지 않은 경우, <B_SEQR, D_SEQR>를 다음 데이터 바이트를 가리키도록 상기 <수

학식 1>을 사용하여 증가시킨다. 이때 만일 상기 데이터 바이트가 수신된 데이터 조각의 마지막 데이터 바이트이고 

상기 END 값이 '1'로 설정되어 있으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B_SEQR 값의 다음 블록 일련 번호로 상기 L_V(

R) 레지스터 136의 상위 12 비트를 설정하고 하위 9 비트는 0으로 설정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상기 RLP제어기 1

31은 상기 B_SEQR 값과 D_SEQR 값으로 상기 L_V(R) 레지스터 136의 상위 12 비트와 하위 9 비트를 각각 설정한

다. 이 경우,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를 상기한 바와 같이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의 블록 

일련 번호,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의 데이터 일련 번호,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가 블록의 마지막 

데이터 바이트인지를 알려주는 지시자>로 구성된 새 재정렬 버퍼 엔트리를 만들어서 상기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를 재

정렬 버퍼 138에 저장한다. 상기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가 블록의 마지막 데이터 바이트인지를 알려주는 지시자는 상

기 데이터 바이트가 수신된 데이터 조각의 마지막 데이터 바이트이고 상기 END 값이 '1'로 설정되어 있으면 마지막

임을 지시하도록 설정한다.

셋째,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의 <B, D>가 <B_SEQR, D_SEQR> 보다 크다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B_SEQR, D_SE

QR>에서 <B, D>의 바로 전 데이터 바이트에 대한 재전송을 요청하기 위해 NAK 리스트 137에 각 데이터 바이트에 

대한 엔트리를 만든 다. 각 엔트리는 상기한 바와 같이 <빠진 데이터 바이트의 블록 일련 번호, 빠진 데이터 바이트의 

데이터 일련 번호, 빠진 데이터 바이트가 수신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지시자, 재전송 타이머(retransmit timer), 취소 

타이머(abort timer)>로 구성된다. 또한, 상기 RLP제어기 131은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를 재정렬 버퍼 138에 저장하

고 <B_SEQR, D_SEQR>를 다음 데이터 바이트를 가리키도록 상기 <수학식 1>을 사용하여 증가시킨다. 이때 만일 상

기 데이터 바이트가 수신된 데이터 조각의 마지막 데이터 바이트이고 상기 END 값이 '1'로 설정되어 있으면 상기 RL

P제어기 131은 상기 B_SEQR 값의 다음 블록 일련 번호로 상기 L_V(R) 레지스터 136의 상위 12 비트를 설정하고 

하위 9 비트는 0으로 설정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B_SEQR 값과 D_SEQR 값으로 상

기 L_V(R) 레지스터 136의 상위 12 비트와 하위 9 비트를 각각 설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가 깨진 데이터 블록이 수신되었음을 알리면 레지스터 E 134에

저장된 값을 하나 증가시켜 다시 레지스터 E 134에 저장한다. 이때 상기 증가된 E 레지스터 134의 값과 B_SEQR의 

값을 더하여 2  8 modulo 연산을 한 결과가 상기 B_SEQN 보다 크게 되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재설정 과정

을 수행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데이터 수신 과정에서 빈 데이터 블록이 아니면서 올바르게 수신된 데이터 블록이 하나라도 

있거나 상기 다중화/역다중화 제어기가 아 무런 프레임도 수신되지 않았다고 알려주면 상기 레지스터 E 134를 0으로

설정한다.

8.  RLP제어기의 데이터 수신후 동작

RLP제어기 131은 수신된 모든 프레임을 처리한 후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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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된 데이터 블록 중에서 새 데이터 프레임이 수신되거나 송신측 RLP가 아무런 프레임도 보내지 않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상기 RLP제어기 131은 NAK 리스트 137에서 오래된 NAK 엔트리부터 다음의 과정을 수행한다.

첫째, NAK 엔트리가 취소 타이머가 설정된 후 아직 만료되지 않았고 이미 세 번의 NAK에 상기 NAK 엔트리가 가지

고 있는 일련 번호가 포함되어 전송되었다면, RLP제어기 131은 취소 타이머의 값을 하나 줄인다. 만일 상기 취소 타

이머 값이 0이 되면, RLP제어기 131은 다음 동작을 수행한다. 만일 RLP제어기 131이 이미 NAK 엔트리가 가지고 

있는 일련 번호에 해당하는 재전송 데이터 바이트를 수신하였다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NAK 엔트리를 삭제

한다. 이와 달리, RLP제어기 131이 NAK 엔트리가 가지고 있는 일련 번호에 해당하는 재전송 데이터 바이트를 수신

하지 못했다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NAK 엔트리의 일련 번호에 해당하는 재전송 데이터 바이트를 수신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정렬 버퍼 138에 저장된 상기 NAK 엔트리의 블록 일련 번호, 데이터 일련 번호 보다 크고 

연속적으로 상위 링크 프로토콜로 보낼 수 있는 수신된 데이터 바이트들을 순서대로 수신 데이터 버퍼에 전달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다음번 수신을 기다리는 데이터 바이트의 일련 번호로 L_V(N) 레지스터 135를 설정한다.

둘째, NAK 엔트리가 재전송 타이머가 설정된 후 아직 만료되지 않았고 이미 두 번의 NAK에 상기 NAK 엔트리가 가

지고 있는 일련 번호가 포함되어 전송되었다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취소 타이머의 값을 하나 줄인다. 만일 상기 

재전송 타이머 값이 0이 되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다음 동작을 수행한다. 만일 RLP제어기 131이 이미 NAK 엔

트리가 가지고 있는 일련 번호에 해당하는 데이터 바이트를 수신하였다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NAK 엔트리

를 삭제하고 상기 RLP제어기 131은 다음번 수신을 기다리는 데이터 프레임의 일련 번호로 L_V(N) 레지스터 135를 

설정한다. 이와 달리, RLP제어기 131이 데이터 바이트를 수신하지 못하였다면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상기 NAK 엔

트리의 취소 타이머를 적절한 값으로 설정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다음에 전송할 세 개의 NAK 프레임에 상기 

NAK 엔트리가 가지고 있는 블록 일련 번호와 데이터 일련 번호를 포함시켜서 전송한다.

상기 RLP제어기 131은 새로 추가하여야 하는 NAK 엔트리들에 대해서 NAK 엔트리의 재전송 타이머를 적절한 값으

로 설정하고, 다음에 전송할 두 개의 NAK 프레임에 상기 NAK 엔트리가 가지고 있는 일련 번호를 포함시켜서 전송한

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이동 통신시스템에서 RLP프레임을 송수신함에 있어서 RLP프레임에 포함되는 각 서비

스를 위한 순차블록들을 나타내는 블록 일련번호와, 순차블록들을 구성하는 복수의 순차서브블록들을 나타내는 데이

터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이러한 블록 일련번호 및 데이터 일련번호의 2차원 주소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복수의 서비

스들을 위한 보다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하거나 재전송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가변 데이터 길이를 가지는 복수의 순차블록들로 분할되고 각 순차블록은 바이트 길이를 가지는 복수의 순차서브블

록들로 분할된 데이터 스트림을 가변데이터 길이를 가지는 복수의 순차프레임들로 분할하는 과정과;

상기 순차프레임들의 각각의 머리에 상기 머리에 대응하는 순차블록의 일련번호를 나타내는 제1세트의 비트들과 상

기 머리에 대응하는 순차서브블록의 일련번호를 나타내는 제2세트의 비트들을 포함하는 헤더를 붙이는 과정과;

상기 헤더가 붙여진 상기 순차프레임들을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시스템의 데이터 전송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순차프레임들 각각에 포함된 각 순차블록의 크기는 미리 설정된 크기보다 작고, 상기 헤더는 상

기 포함된 순차블록의 마지막 순차서브블록이 포함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시자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순차프레임들 각각에 포함된 각 순차블록의 크기는 요청된 크기로 결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순차프레임들 각각에 포함된 각 순차블록의 크기는 서로 동일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5.
전송을 위한 데이터 스트림을 저장하고 있고, 상기 데이터 스트림은 복수의 순차블록들로 분할되고, 상기 각 순차블

록은 바이트 길이를 가지는 복수의 순차서브블록들로 분할되는 데이터 버퍼와;

순차블록들에 대한 블록 일련번호 및 순차서브블록들에 대한 데이터 일련번호를 저장하는 레지스터와;

무선링크프로토콜(RLP)프레임들의 각각의 머리에 해당하는 헤더들을 붙이고, 상기 각 헤더들은 상기 RLP프레임들

의 각각의 상기 머리에 대응하는 순차블록의 번호를 나타내는 블록 일련번호와, 상기 머리에 대응하는 순차서브블록

의 번호를 나타내는 데이터 일련번호를 포함하고, 상기 헤더들이 붙여진 상기 RLP프레임들을 전송하는 제어기를 포

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시스템의 데이터 전송장치.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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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있어서, 해당하는 RLP프레임에 포함된 순차블록의 크기는 미리 설정된 크기보다 작고, 상기 헤더는 상기 포

함된 순차블록의 마지막 순차서브블록이 포함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시자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된 RLP프레임들을 재전송을 위해 저장하는 재전송 버퍼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장치.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순차프레임들 각각에 포함된 각 순차블록의 크기는 요청된 크기로 결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장치.

청구항 9.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순차프레임들 각각에 포함된 각 순차블록의 크기는 서로 동일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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