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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차세대 이동 통신에 관한 것으로, 특히 무선 링크 제어 계층에서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을 고정 길이의 시퀀스 
넘버를 포함하는 부분과, 가변 길이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하위 계층에 전송하는 스플릿 모드의 프로토
콜 데이터 유닛 생성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링크 제어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부터 전송
된 하나 이상의 서비스 데이터 유닛으로부터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을 생성함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서비스 데이
터 유닛을 분할 또는 연결하여 페이로드 유닛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페이로드 유닛에 해당하는 시퀀스 번호를 포함
하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과, 상기 페이로드 유닛을 포함하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생성된 
각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에 각각의 무선 링크 제어 헤더를 붙여 매체 액세스 계층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
진다. 따라서, 시퀀스 넘버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의 에러 확률을 낮추며, 수신단에서 데이터의 시퀀스 넘버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신 버퍼의 크기를 줄일 수 있고, 오류 제어와 흐름 제어를 한층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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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퀀스 넘버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길이 지시자 및 페이로드 유닛 합성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LI+PU PDU)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OSI 계층간의 데이터 처리 방법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른 비인지 모드 데이터를 갖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종래 기술에 따른 인지 모드 데이터를 갖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OSI 계층간의 데이터 처리 방법을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비인지 모드 데이터를 갖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인지 모드 데이터를 갖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차세대 이동 통신에 관한 것으로, 특히 무선 링크 제어 계층에서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을 고정 길이의 시퀀스 
넘버를 포함하는 부분과, 가변 길이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하위 계층에 전송하는 스플릿 모드의 프로토
콜 데이터 유닛 생성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선 링크 제어(Radio Link Controll; 이하 RLC라 약칭함)는 OSI의 제2 계층에 해당하는 프로토콜 계층
으로써, 도 1에서와 같이 상위 계층에서 내려오는 서비스 데이터 유닛(Service Data Unit; 이하 SDU라 약칭함)을 적
절한 크기로 분할(Segmentation) 또는 연결(Concatenation)하여 페이로드 유닛(Payload Unit;이하 PU라 약칭함)
을 생성한다.

그리고, 상기 페이로드 유닛(PU)에 무선 링크 제어(RLC) 헤더를 붙여 무선 링크 제어(RLC)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
rotocol Data Unit;이하 PDU라 약칭함)을 만든 다음 로지컬 채널을 통해 다음 하위 계층인 매체 액세스 제어(Media 
Access Control;이하 MAC라 약칭함)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무선 링크 제어(RLC)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을 받은 매체 액세스 제어(MAC)는 이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에 매체 액세스 제어(MAC) 헤더를 붙여 전송 블락(Transport Block; 이하 TB라 약칭함)을 만든다.

여기에서 상기 전송 블락(TB)은 매체 액세스 제어(MAC)의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을 나타낸다.

이후에 이 전송 블락(TB)이 전송 채널을 통해 물리(Physical) 계층으로 전송되면 물리 계층은 상기 전송 블락(TB)에 
순환 중첩 코드(Cyclic Redundancy Code;이하 CRC라 약칭함)를 붙여 물리 채널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이때, 사용되는 무선 링크 제어(RLC)의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의 포맷은 도 2와 도 3과 같이 두 가지 포맷을 갖
는다.

즉, 무선 링크 제어(RLC)의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의 포맷은 비인지 모드 데이터를 갖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과 인지 모드 데이터를 갖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의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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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인지 모드 데이터를 갖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은 수신단에서 이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을 받은 후 
송신단에 획득 신호를 전송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상기 인지 모드 데이터를 갖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은 수신단에서 이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을 받은 후 
송신단에 획득 신호를 전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른 비인지 모드 데이터를 갖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종래 기술에 따른 인지 모드 데이터를 갖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상기 도 2와 도 3에서 각각의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은 크게 헤더 부분과 페이로드 유닛(PU)으로 구성된다.

상기 헤더는 도 2와, 도 3 공통적으로 시퀀스 넘버(Senquence Number;이하 SN이라 약칭함)와, 길이 지시자(Lengt
h Indicator;이하 LI라 약칭함)와, 확장(Extension; E라 약칭함) 필드가 있다.

특히, 도 3에서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의 헤더에는 상기 이외에도 데이터/제어(Data/Control; 이하 D/C라 칭함) 
필드와, 폴링(Polling;이하 P라 칭함) 필드와, 헤더 확장(Header Extension;이하 HE라 칭함) 필드가 추가적으로 구
성된다.

상기 시퀀스 번호(SN)는 도 2, 도 3의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의 순서 번호를 나타내는 필드로서 도 2의 비인지 
모드 데이터를 갖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의 경우는 7비트를, 도 3의 인지 모드 데이터를 갖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의 경우에는 12비트를 사용한다.

상기 길이 지시자(LI)는 도 2, 도 3의 각각의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이 여러 개의 서비스 데이터 유닛(SDU)을 
포함할 경우 각 서비스 데이터 유닛(SDU)의 경계면을 나타내는 필드로서 7비트 또는 15비트의 크기를 갖는다.

상기 확장(E) 비트는 1비트 필드로서 그 다음 필드가 데이터인지 아니면 길이 지시자(LI)와 확장(E) 비트인지를 알려
준다.

도 3에서 인지 모드 데이터를 갖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에서 추가로 구성되는 데이터/제어(Data/Control; 이하 D/C라 
칭함) 필드는 해당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이 데이터 정보와, 제어 정보 중 어느 정보를 싣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또한, 폴링(Polling;이하 P라 칭함) 필드는 1비트의 크기로써 수신단에 상태 레포트(Status Repotr)를 요구한다.

상기 헤더 확장(Header Extension;이하 HE라 칭함) 필드는 2비트의 크기로써 헤더 확장 필드 다음의 필드가 데이터
인지 아니면 길이 지시자(LI)와 확장(E) 비트인지를 알려준다.

상기 페이로드 유닛(PU)은 데이터 필드와, 패딩(Padding;이하 PAD라 칭함) 필드 또는 피기백(Piggybacked) 상태(
Status)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 필드로 구성된다.

상기 데이터 필드는 상위 계층에서 내려온 서비스 데이터 유닛(SDU)에 해당하는 필드로써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서비
스 데이터 유닛(SDU)을 포함하며, 이러한 데이터 필드는 그 크기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전체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
DU) 사이즈를 옥텟 단위로 정합시키기 위해서 패딩을 한다.

도 3에서 인지 모드 데이터를 갖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은 패딩(PAD) 필드 대신에 피기백(Piggyback) 타입
의 상태(Status)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을 삽입하여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종래 기술에서 각 무선 링크 제어(RLC)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의 헤더 부분은 데이터 부분에 비해 훨
씬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종래 기술에서는 헤더와 데이터 부분이 함께 전송되기 때문에 데이터 부분과 같은 에
러 확률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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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송 도중 데이터 부분은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헤더 부분은 에러가 발생하지 않기를 원할 경우, 헤더 부분을 데이터 
부분보다 낮은 에러 레이트로 전송해야 하는데, 종래 기술에서는 두 부분이 함께 전송되기 때문에 같은 에러 레이트로 
밖에 전송할 수가 없다.

또한, 무선 링크 제어(RLC)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의 시퀀스 넘버(SN)를 데이터 부분과는 다른 채널로 전송하
여 데이터 부분보다 먼저 알아내어 처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종래 기술에서는 이를 지원할 수가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상에서 언급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안출한 것으로서,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
DU)을 시퀀스 넘버(SN)를 포함하는 부분과, 이를 포함하지 않는 데이터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프로토콜 데이터 유
닛(PDU)을 생성함으로써, 시퀀스 넘버를 포함하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이 낮은 에러율을 갖도록 하는 스플릿 모드의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생성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을 시퀀스 넘버(SN)를 포함하는 부분과, 이를 포함하지 않는 데이
터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을 생성함으로써, 서로 다른 채널을 통해 이 각각의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을 전송함으로써, 수신단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의 시퀀스 넘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스플릿 모
드의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생성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상 특징에 따르면, 무선 링크 제어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부터 전송
된 하나 이상의 서비스 데이터 유닛으로부터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을 생성함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서비스 데이
터 유닛을 분할 또는 연결하여 페이로드 유닛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페이로드 유닛에 해당하는 시퀀스 번호를 포함
하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과, 상기 페이로드 유닛을 포함하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생성된 
각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에 각각의 무선 링크 제어 헤더를 붙여 매체 액세스 계층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
진다.
    

바람직하게, 상기 시퀀스 넘버를 포함하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은 무선 링크 제어가 비인지 모드로 셋업되는 경우 시
퀀스 넘버 필드와 확장 필드를 포함하고, 인지 모드로 셋업되는 경우 상기 시퀀스 넘버 필드와 확장 필드 이외에도 데이
터/제어 필드와, 폴링 필드와, 확장 헤더 필드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시퀀스 넘버를 포함하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은 고정 길이를 갖고, 상기 페이로드 유닛을 포함하는 프로토
콜 데이터 유닛은 가변 길이로 이루어지진다.

또한, 상기 매체 액세스 제어 계층은 상기 무선 링크 제어 헤더가 부가된 시퀀스 넘버를 포함하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과, 페이로드 유닛을 포함하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을 각각의 전송 블락으로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형성된 각각의 전
송 블락들에 선택적으로 매체 액세스 제어 헤더를 부가하여 물리 계층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바람직하게, 상기 매체 액세스 제어 계층으로부터 상기 물리 계층에 전달되는 각 전송 블락들은 서로 다른 전송 채널을 
통해 전송되며, 상기 무선 링크 제어에서 매체 액세스 제어 계층으로 전달되는 각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은 서로 다른 로
지컬 채널을 통해 전달된다.

상기 서로 다른 로지컬 채널들 또는 서로 다른 전송 채널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로지컬 채널 스위칭 함수 또는 전송 채널 
스위칭 함수를 이용하여, 상기 로지컬 채널간 또는 전송 채널간 페어로 운용되는 채널들로써, 일정한 관계에 의하여 상
기 각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또는 각 전송 블락을 하위 계층으로 전송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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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서는 상위 계층에서 전달되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 데이터 유닛(SDU)을 분할 또는 연결하여 무선 링크 제어
(RLC) 계층에서 페이로드 유닛(PU)을 생성한다. 그리고, 이 페이로드 유닛(PU)에 무선 링크 제어(RLC) 헤더를 붙이
는 대신에 이 페이로드 유닛(PU)에 해당하는 시퀀스 넘버(SN)와 확장(E) 필드를 포함하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
U)과, 상기 페이로드 유닛(PU)과 길이 지시자(LI)와 확장(E) 필드를 포함하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을 각각 
생성한다.
    

특히, 상기 시퀀스 넘버(SN)를 포함하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은 상기 무선 링크 제어(RLC)가 어떤 모드로 셋
업 되었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필드를 구성한다.

즉, 상기 무선 링크 제어(RLC)가 비인지 모드로 셋업되는 경우에는 시퀀스 넘버(SN)와 확장(E) 필드를 구성하고, 인
지 모드로 셋업되는 경우에는 상기 이외에도 데이터/제어(D/C)와, 폴링(P)과, 헤더 확장(HE) 필드를 포함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따른 구성 및 작용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OSI 계층간의 데이터 처리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먼저, 하나의 무선 반송자가 셋업되면 무선 링크 제어(RLC) 계층 및 매체 액세스(MAC) 계층의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의 모드 및 사이즈, 사용되는 로지컬 채널 및 전송 채널등이 정해진다.

여기에서 상기 무선 링크 제어(RLC) 모드가 비인지 모드 또는 인지 모드 중 어느 모드로 셋업되느냐에 따라서 프로토
콜 데이터 유닛(PDU)의 구성이 달라지며, 사이즈 또한 옥텟 단위의 유닛이 임의의 N개로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무선 링크 제어(RLC) 계층으로부터 하위 계층의 매체 액세스 제어(MAC) 계층으로 매핑되는 로지컬 채
널과, 상기 매체 액세스 제어(MAC) 계층으로부터 하위 계층인 물리 계층으로 매핑되는 전송 채널과, 물리 계층으로부
터 매핑되는 물리 채널등은 이 셋업시에 사용될 채널들이 결정된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정해지고 나면, 상위 계층으로부터 받은 하나 이상의 무선 링크 제어(RLC) 서비스 
데이터 유닛(SDU)은 무선 반송자에 의해 정해진 크기로 분할(Segmentation) 또는 연결(Concatenation)되어 무선 
링크 제어(RLC) 페이로드 유닛(PU)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 페이로드 유닛(PU)은 상기 셋업 설정시 무선 링크 제어(RLC)가 어떤 모드로 셋업 되었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스플릿 모드를 갖는 독립적인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으로 나뉘어 하위 계층인 매체 액세스 제어
(MAC) 계층에 각각 전달된다.

    
즉, 상기 무선 링크 제어(RLC)가 수신단으로부터 송신단에 획득 신호(ACK)를 전송할 필요가 없는 비인지 모드로 셋
업되는 경우에는, 무선 링크 제어(RLC) 헤더가 붙는 대신에 상기 무선 링크 제어(RLC)에서 형성된 페이로드 유닛(P
U)의 해당 시퀀스 넘버(SN)와 확장(E) 필드를 포함하는 시퀀버 넘버(SN)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과, 상기 페이
로드 유닛(PU)과, 길이 지시자(LI)와 확장(E)를 포함하는 길이 지시자 및 페이로드 유닛 합성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LI+PU PDU)으로 나뉜다.
    

상기 시퀀스 번호(SN)는 도 2, 도 3의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의 순서 번호를 나타내는 필드로서 도 2의 비인지 
모드 데이터를 갖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의 경우는 7비트를, 도 3의 인지 모드 데이터를 갖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의 경우에는 12비트를 사용한다.

상기 길이 지시자(LI)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이 여러 개의 서비스 데이터 유닛(SDU)을 포함할 경우 각 서비
스 데이터 유닛(SDU)의 경계면을 나타내는 필드로서 7비트 또는 15비트의 크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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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확장(E) 비트는 1비트 필드로서 그 다음 필드가 데이터인지 아니면 길이 지시자(LI)와 확장(E) 비트인지를 알려
준다.

상기 인지 모드 데이터를 갖는 시퀀스 넘버(SN)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에서 포함하는 데이터/제어(D/C) 필드는 
해당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이 데이터 정보와, 제어 정보 중 어느 정보를 싣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상기 폴링(P) 필드는 1비트의 크기로써 수신단에 상태 레포트(Status Repotr)를 요구한다.

상기 헤더 확장(HE) 필드는 2비트의 크기로써 헤더 확장 필드 다음의 필드가 데이터인지 아니면 길지 지시자(LI)와 
확장(E) 비트인지를 알려준다.

상기 페이로드 유닛(PU)은 데이터 필드와, 패딩(PAD) 필드 또는 피기백(Piggybacked) 상태(Status) 프로토콜 데이
터 유닛(PDU) 필드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상기 길이 지시자 및 페이로드 유닛 합성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LI+PU PDU)은 시퀀스 넘버(SN)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이 1 옥텟 또는 2 옥텟의 고정 길이를 갖는 반면에 길이 지시자(LI) 또는 페이로드 유닛(PU)의 길
이에 따라 옥텟 단위의 가변 길이를 갖는다.

그리고, 상기 시퀀스 넘버(SN)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과, 길이 지시자 및 페이로드 유닛 합성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에는 각각의 무선 링크 제어(RLC) 헤더가 붙여져 하위의 매체 액세스 제어(MAC) 계층으로 전달된다.

이때, 상기 각각의 시퀀스 넘버(SN)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과, 길이 지시자 및 페이로드 유닛 합성 프로토콜 데
이터 유닛(PDU)은 서로 다른 로지컬 채널을 통해서 매체 액세스 제어(MAC) 계층에 전달된다.

상기 시퀀스 넘버(SN)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과, 길이 지시자 및 페이로드 유닛 합성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
U)이 매핑되는 서로 다른 로지컬 채널들은 서로 페어로 운용되는 채널들로써, 상기 시퀀스 넘버(SN)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이 특정 채널로 전송된 슬롯 타임 이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길이 지시자 및 페이로드 유닛 합성 프로토
콜 데이터 유닛(PDU)이 또 다른 특정 채널로 전송된다.

그러므로, 하위 계층인 매체 액세스 제어(MAC) 계층에서는 이 두 시퀀스 넘버(SN)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과, 
길이 지시자 및 페이로드 유닛 합성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을 하나의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으로 간주하고, 해당 
과정을 수행한다.

상기 시퀀스 넘버(SN)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과, 길이 지시자 및 페이로드 유닛 합성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
U)을 전달받은 매체 액세스 제어(MAC) 계층은 필요하다면, 각각의 매체 액세스 제어(MAC) 헤더를 붙여 각각의 전송 
블락을 생성한다.

여기에서 상기 전송 블락(TB)은 매체 액세스 제어(MAC)의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을 나타낸다.

이때, 이 생성된 각각의 전송 블락들(TBs)은 각각의 서로 다른 전송 채널을 통해 물리 계층으로 전달된다.

상기 전송 블락들(TBs)이 매핑되는 전송 채널들은 상기 로지컬 채널들과 마찬가지로 서로 페어로 운용되는 채널들로
써, 상기 시퀀스 넘버(SN)를 포함하는 전송 블락이 먼저 전송 채널을 통해 물리 계층으로 전달되면,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 이 시퀀스 넘버에 해당하는 페이로드 유닛(PU)을 포함하는 전송 블락(TB)이 서로 다른 전송 채널을 통해 물리 
계층에 전송된다.

그러므로, 상기 물리 계층은 이 시퀀스 넘버를 통해 다음에 전송될 데이터의 해당 번호를 미리 알게 되고, 상기 시퀀스 
넘버(SN)를 포함하는 전송 블락과 상기 페이로드 유닛(PU)을 포함하는 전송 블락을 하나의 전송 블락으로 간주하고, 
해당 과정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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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이 전송 블락들(TBs)이 전송 채널을 통해 물리(Physical) 계층으로 전송되면 물리 계층은 상기 전송 블락(T
B)에 순환 중첩 코드(CRC)를 붙여 물리 채널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이를 받은 수신단에서는 위의 과정을 반대로 상위 계층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상위 계층으로 전달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비인지 모드 데이터를 갖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인지 모드 데이터를 갖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5와, 도 6에서 무선 링크 제어(RLC)가 어떤 모드로 셋업되었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필드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즉, 본 발명에 따라 무선 링크 제어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은 시퀀스 넘버(SN)를 포함하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과, 시퀀스 넘버(SN)를 포함하지 않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으로 나뉘어진다.

이때, 시퀀스 넘버(SN)는 종래 하나의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으로 전달될 때 사용되던 값으로서, 시퀀스 넘버(
SN)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은 시퀀스 넘버(SN)와 확장(E) 필드를 포함하는 제어 부분으로만 구성된다.

특히, 무선 링크 제어(RLC)가 인지 모드로 셋업된 경우에는 데이터/제어(D/C) 필드와, 폴링(P) 필드와, 헤더 확장(H
E) 필드가 추가로 구성된다.

상기 시퀀스 넘버(SN)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의 길이는 도 5에서와 같이 비인지 모드 데이터를 갖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의 경우는 1 옥텟을, 도 6에서와 같이 인지 모드 데이터를 갖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의 경우는 2 옥텟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상기 길이 지시자(LI)와 패이로드 유닛(PU)을 포함하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 부분은 각 무선 반송
자의 셋업시에 정해지는데, 길이 지시자(LI)의 개수가 가변적이고 데이터 필드의 길이도 가변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길
이를 유지하기 위해 패딩(PAD) 필드가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생성된 시퀀스 넘버(SN)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 및 길이 지시자 및 페이로드 유닛 합성 무선 링크 제어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은 각각 다른 로지컬 채널을 통해 매체 액세스 채널로 전달된다.

이때, 상기 시퀀스 넘버(SN)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 및 길이 지시자 및 페이로드 유닛 합성 무선 링크 제어 프로
토콜 데이터 유닛(LI+PU RLC PDU)이 서로 다른 로지컬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경우에는 로지컬 채널 스위칭 동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퀀스 넘버(SN)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부분(PDU)은 로지컬 채널 #1로, 길이 지시자 및 페이로드 유닛 합
성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 부분은 #2로 계속하여 스위칭이 일어나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링크 제어 계층에서는 
로지컬 채널 스위칭 함수가 필요하다.

상기 시퀀스 넘버(SN)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과 길이 지시자 및 페이로드 유닛 합성 무선 링크 제어 프로토콜 데
이터 유닛(LI+PU RLC PDU)을 받은 매체 액세스 제어(MAC) 계층은 시퀀스 넘버(SN)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
과 길이 지시자 및 페이로드 유닛 무선 링크 제어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LI+PU RLC PDU)에 필요하다면 각각의 매체 
액세스 제어(MAC) 헤더를 붙여 전송 블락(TB)을 만든다.

상기 각각의 전송 블락(TB)은 각각 다른 전송 채널을 통해 물리 계층으로 전달되며, 이 과정에서 로지컬 채널과 마찬
가지로 전송 채널 스위칭 함수가 필요하다.

물리 계층에서는 매체 액세스 제어(MAC) 계층으로부터 받은 각각의 전송 블락(TB)에 순환 중첩 코드(CRC)를 붙여 
각각 다른 물리 채널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송한다.

 - 7 -



공개특허 특2002-0002074

 
수신단에서는 위와 반대의 과정을 통해 상위 계층 데이터를 추출하여 상위 계층으로 전달한다.

이때, 하나의 무선 링크 제어(RLC)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에 해당하는 부분은 서로간의 관계를 명확히 유지한 
채 전송되면, 수신단 무선 링크 제어(RLC)에서는 이들을 다시 하나의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으로 재결합시킨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설명에서와 같이 본 발명은 무선 링크 제어(RLC)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을 스플릿 모드를 이용하여 전송
함으로써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PDU)에서 가장 중요한 시퀀스 넘버(SN)를 나머지 부분과 다른 채널로 전송함으로써 
에러 확률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즉, 시퀀스 넘버 부분은 저 데이터율로 전송하여 에러 확률을 낮추고, 데이터 부분은 처리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 데이
터율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시퀀스 넘버 부분은 따로 전송하되 데이터 부분보다 먼저 전송한다면, 수신측에서는 들어오는 데이터의 시퀀스 
넘버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신 버퍼의 크기를 줄일 수 있고, 오류 제어와 흐름 제어를 한층 더 원활하게 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향후 패킷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될 하이브리드 자동 반복 요구(ARQ) 방식에 있어서 시퀀스 넘버의 분
리 전송은 필수적인데, 이러한 스플릿 모드 무선 링크 제어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은 여기에 잘 부합된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통해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
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실시예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청구 범위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 링크 제어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부터 전송된 하나 이상의 서비스 데이터 유닛으로부터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을 
생성함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서비스 데이터 유닛을 분할 또는 연결하여 페이로드 유닛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페이로드 유닛에 해당하는 시퀀스 번호를 포함하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과, 상기 페이로드 유닛을 포함하는 프로
토콜 데이터 유닛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생성된 각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에 각각의 무선 링크 제어 헤더를 붙여 매체 액세스 제어 계층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플릿 모드의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생성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시퀀스 넘버를 포함하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은 무선 링크 제어가 비인지 모드로 셋업되는 경
우 시퀀스 넘버 필드와 확장 필드를 포함하고, 인지 모드로 셋업되는 경우 상기 시퀀스 넘버 필드와 확장 필드 이외에도 
데이터/제어 필드와, 폴링 필드와, 확장 헤더 필드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플릿 모드의 프로토
콜 데이터 유닛 생성 방법.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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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시퀀스 넘버를 포함하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은 고정 길이를 갖고, 상기 페이로드 유닛을 포함
하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은 가변 길이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플릿 모드의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생성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액세스 제어 계층은 상기 무선 링크 제어 헤더가 부가된 시퀀스 넘버를 포함하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과, 페이로드 유닛을 포함하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을 각각의 전송 블락으로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형성된 각각의 전송 블락들에 선택적으로 매체 액세스 제어 헤더를 부가하여 물리 계층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
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플릿 모드의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생성 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매체 액세스 제어 계층으로부터 상기 물리 계층에 전달되는 각 전송 블락들은 서로 다른 전송 채
널을 통해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플릿 모드의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생성 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링크 제어에서 매체 액세스 제어 계층으로 전달되는 각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은 서로 다른 
로지컬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플릿 모드의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생성 방법.

청구항 7.

제 5항 또는 제 6항에 있어서, 서로 다른 로지컬 채널들 또는 서로 다른 전송 채널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로지컬 채널 스
위칭 함수 또는 전송 채널 스위칭 함수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플릿 모드의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생성 방법.

청구항 8.

제 5항 또는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서로 다른 로지컬 채널들 또는 상기 서로 다른 전송 채널들은 로지컬 채널간 또는 
전송 채널간 페어로 운용되는 채널들로써, 일정한 관계에 의하여 상기 각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또는 각 전송 블락을 하
위 계층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플릿 모드의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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