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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채널을 통한 방송서비스방법

요약

본 발명은 무선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채널을 통해 이동 단말에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것이다. 이동 단말은 방송형 서비스를 위한 파라미터들을 수신하고 상기 파라미터들을 참조하여 원하는 방송서

비스를 위한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며, 상기 요청 메시지에 응답하여 방송용 사용자 식별자를 포함하는 할당 메시지를

수신한다. 이후 패킷 데이터 채널을 통해 수신한 패킷 데이터가 상기 할당된 사용자 식별자에 대응하는 것이면, 상기 

원하는 방송서비스를 위한 영상 및 음향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하여 상기 패킷 데이터를 처리한다. 기지국은 방송형 

서비스를 위한 파라미터들을 송신한 후 방송서비스를 위한 요청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요청 메시지에 응답하여 방

송용 사용자 식별자를 포함하는 할당 메시지를 송신한다. 그리고 동일 시간구간에서 상기 요청된 방송서비스를 위한 

패킷 데이터와 상기 할당된 사용자 식별자를 포함하는 제어 정보를 패킷 데이터 채널과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을 통

해 각각 송신한다. 본 발명은 1xEV-DV 시스템에서 제안된 패킷 데이터 채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고속 방송 서비

스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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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서비스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단말과 기지국간의 방송형 서비스 절차를 나타낸 메시지 흐름도.

도 3은 통상적인 확장 채널 할당 메시지(ECAM)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발신 메시지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방송형 MAC ID를 포함하는 ECAM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서비스의 설정 동작을 나타낸 메시지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방송서비스를 진행하는 단말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방송서비스를 진행하는 기지국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F-PDCH를 통한 방송형 서비스 동작의 일 예를 나타낸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무선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패킷 데이터 채널을 통해 이동 단말에게 방송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것이다.

미래의 통신환경은 유선과 무선의 영역구분이나 지역이나 국가의 구분을 초월한 만큼 급변하고 있다. 특히, IMT-20

00(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2000) 등과 같은 미래 통신환경은 영상과 음성은 물론 사용자가 필요

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환경으로 구축되는 추세이다. 또한, 이동통신시스템

의 발달은 셀룰러폰(cellular phone)이나 PCS(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등에서 단순히 음성통신만을 수행

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문자 정보의 전송은 물론, 이동 단말(Mobile Station: MS)을 이용해 무선으로 방송서비스를 시

청할 수 있는 정도까지 도달해 있다.

현재 3GPP2(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2)에서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방송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 

매체 및 효율적인 자원이용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서비스는 이동 단말로부터의 역방향 반환정보 없이 고속의 

순방향 데이 터를 단방향 송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는 개념상 일반 텔레비전 방송서비스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공통채널을 셀 경계까지 동일한 방송서비스 성능을 보장하도록 설계하는 경우, 과도한 셀 용량이 소모된다. 

따라서 제3세대 이동통신시스템인 CDMA2000 시스템에서는, 일정 성능을 보장하면서도 셀의 소모 전력을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제안된 전용채널(Dedicated Channel)인 부가채널(Supplemental Chan

nel)을 통해 방송서비스를 제공한다.

부가채널은 사용자전용의 긴부호 마스크(long code mask)를 사용하는 대신 공통의 긴부호 마스크를 사용하여 방송

서비스에 이용된다. 그리고, 방송서비스 도중 이동 단말의 피드백 정보가 필요없는 자율 핸드오프(Autonomous hand

off)와 추가적인 부호화(Outer coding)를 수행함으로써 기존 공통채널이상의 성능을 보장한다. 또한, 이동 단말에 의

한 전력제어정보와 역방향 피드백 정보의 전송을 제거함으로써 전용의 역방향 채널에 의한 셀용량의 소모가 발생하

지 않게 되어, 개념적으로는 하나의 셀 내에 무한개의 단말들을 수용할 수 있게 한다.

CDMA 2000 시스템은 방송형 서비스 도중 송신한 방송형 데이터(Broadcasting Data)에 대해 순방향 대역폭에 여유

가 있는 경우에도 재전송을 허락하지 않고 대신 추가적인 부호화(Outer Coding)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적은 전력으로 셀 경계까지 일정 수준의 수신 성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기법을 사용하더라도 무선 채널 

상황이 순간적으로 나빠지는 경우 방송형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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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음성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보다 고속의 데이터 서비스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이동통신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소위 1xEVDV(Evolution Data and Voice)라 불리는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1xEVDV 시스템은 기존의 

부가채널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한 패킷 데이터 채널(Packet Data Channel: PDCH)을 사용하여 대량

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다.

패킷 데이터 채널은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말들에게 할당된 전용의 식별자들을 사용하여 정해진 시간구간 동

안 선택된 하나의 단말에게만 가능한 모든 자원(확산 코드 및 전력)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할당된 시간구간 동안 정상

적인 패킷 데이터를 수신하지 못한 단말은 기지국에게 부정 응답(Non-Acknowledge)을 전송하고 기지국은 단말로

부터 긍정 응답(Acknowledge)이 수신될 때까지 동일한 패킷 데이터를 반복하여 전송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xEVDV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채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말들에게 전용 식별자

를 부여하여 전용(dedicated) 서비스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셀 내의 모든 단말들이나 또는 일부의 여러 단말

들이 공통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비록 시스템 정보를 셀 내의 모든 단말들에게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별자가 있으나 이는 각각의 셀마다 단지 하나만 할당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송 컨텐트 및 패킷 데이

터의 동시(Concurrent) 서비스에는 이용될 수 없었다.

따라서, 하나의 공통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단말들에게 부가채널 대신 고속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순방향 

패킷 데이터 채널을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 인 방송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동작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은,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채널을 통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CDMA2000 1xEVDV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채널을 통해 전용 데이터 서비스와 방송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

본 발명은, CDMA2000 1xEVDV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채널을 통한 방송 서비스를 위해 방송형 단말 식별자와 전

용 단말 식별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CDMA2000 1xEVDV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채널을 통한 방송 서비스를 위해 복합 자동 재전송(Hybrid

Automatic Repeat Request: H-ARQ)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CDMA2000 1xEVDV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채널을 통한 방송 서비스를 위해 에러가 발생한 방송형 서

비스 데이터를 재전송하여 수신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이동 단말에 의해 패킷 데이터 채널을 통해 기지국으로부터 방송 서비

스를 제공받는 방법에 있어서,

방송형 서비스를 위한 파라미터들을 포함하는 방송형 서비스 파라미터 메시 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파라미터들을 참조하여 원하는 방송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한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요청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원하는 방송서비스를 위해 할당된 사용자 식별자를 포함하는 할당 메시지를 수신

하는 과정과,

패킷 데이터 채널을 통해 수신한 패킷 데이터가 상기 할당된 사용자 식별자에 대응하는 것이면, 상기 원하는 방송서

비스를 위한 영상 및 음향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하여 상기 패킷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에 의해 패킷 데이터 채널을 통해 이동 단말들에게 방송 서비

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송형 서비스를 위한 파라미터들을 포함하는 방송형 서비스 파라미터 메시지를 송신한 이후 방송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한 요청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요청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요청된 방송서비스를 위해 할당된 사용자 식별자를

포함하는 할당 메시지를 송신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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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시간구간에서 패킷 데이터 채널을 통해 상기 요청된 방송서비스를 위한 패킷 데이터를 송신하고 상기 패킷 데이

터 채널에 대응하는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을 통해 상기 할당된 사용자 식별자를 포함하는 제어 정보를 송신하는 과

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

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

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

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후술되는 본 발명은 고속 패킷 데이터 통신 시스템인 CDMA 2000 1xEVDV(Evolution in Data and Voice) 시스템

에서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순방향 패킷 데이터 채널(Forward Packet Data Channel: F-PDCH)을 통해 방송/다

중전송(Broadcast/Multicast)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방송/다중전송 서비스와 전용(Dedicated) 서비스의 동시(Co

ncurrent)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기서 전용 서비스라 함은 유니캐스트로 진행되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의미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서비스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방송서버(Broadcasting Service Server or Contents Server: CS) 14는 방송서비스를 위한 

영상(Video) 및 음향(Sound)을 포함하는 방송 데이터를 압축된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IP) 패킷의 형태

로 생성하여 인터넷 등의 패킷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패킷 데이터 서비스 노드들(Packet Data Service Node: PDSN

) 13a,13b를 통해 기지국들(Base Station: BS) 12a,12b,12c로 전달된다. 상기 기지국들 12a,12b,12c는 이동통신 기

술분야에서 잘 알려진 기지국 송수신기(Base Transceiver Subsystem: BTS)와 기지국 제어기(Base Station Contr

oller: BSC)에 패킷제어부(Packet Control Function: PCF)가 추가된 것으로서 BS/PCF로 표기하였다.

여기서, 상기 방송서버 14에 의하여 생성된 방송 데이터를 기지국들 12a,12b,12c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IP 멀티캐스

트(Multicast)가 이용된다. 상기 기지국들 12a,12b,12c는 상기 방송서버 14로부터 IP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제공받는

멀티캐스트 그룹(Multicast Group)을 형성한다. 상기 멀티캐스트 그룹의 소속정보(Membership Information)는 상

기 기지국들 12a,12b,12c 각각에 연결되는 멀티캐스트 라우터(Multicast Router: MR)(도시하지 않음)에 의하여 유

지된다.

상기 방송서비스 서버 14에서 생성된 영상 및 음향을 포함하는 IP 멀티캐스트 데이터는 멀티캐스트 그룹을 형성하는 

복수의 기지국들 12a,12b,12c에게 브로드캐스팅되고, 상기 기지국들 12a,12b,12c는 상기 IP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무선 주파수(Radio Frequency: RF) 신호의 형태로 변환하여 해당 서비스영역에서 송출한다. 상기 IP 멀티캐스트 데

이터의 흐름은 도 1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바와 같다.

본 발명은 상기의 방송서비스 시스템에서 특히 단말과 기지국간의 무선 영역에 관련된 것으로서,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단말과 기지국간의 방송형 서비스 절차를 나타낸 메시지 흐름도이다.

상기 도 2에서, 전원이 인가되면 단말은 초기화(Initialization)를 수행한 후 방송형 서비스를 수신하기 위해서 자신이 

동조되어 있는 주파수 대역(F HASH )을 통해 기지국에서 공통 채널로 송신하는 방송서비스 파라미터 메시지(Broadc

ast Service Parameter Messages: BSPM)를 수신하여 방송형 서비스에 대한 세션 정보를 획득한다.

BSPM에 포함되는 주요 정보로는, 방송서비스용 주파수와 물리채널의 부호정보와 해당 물리채널의 전송율과 단말과 

서버간의 식별을 위해 서비스의 종류를 나타내는 BCS ID(Broadcast Service Identifier)와 물리채널 인덱스와 서비

스의 내용을 나타내는 BSR ID(Broadcast Service Reference Index)가 있다. 이동 단말은 BCS ID와 물리채널 인덱

스 및 BSR ID를 조합해 논리적 정보와 물리채널사이의 매핑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물리채널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BSPM은 이동 단말이 주변의 여러 기지국들로의 핸드오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변 셀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즉, 핸드오프 가능여부를 나타내는 정보 및 주변 셀들의 물리채널의 부호와 전송율을 포함한다. 자율 핸드

오프의 경우, 이동 단말은 BSPM을 통하여 주변 셀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주

변 셀로부터의 신호를 결합하여 수신성능을 올리게 된다.

도 2에 나타낸 BSPM은 n개의 방송 서비스들에 대한 BCS ID들, BCS1, BCS2, ... BCSn을 포함한다. 상기 BSPM을 

통해 원하는 방송 서비스의 BCS ID, 예를 들어 BCS2를 획득한 단말은 FBSCH_FREQ 필드를 통해 알아낸 해당 서비

스 주파수(f BCS2 )로 전환한 후 등록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치등록 절차를 수행하고 상기 서비스 주파수 에서 방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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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Broadcast Service Channel: BSCH)을 통해 원하는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단말은 방송서비스 도중에도 음성 호 서비스를 위한 착신 요구, 즉 시스템에 의한 호출 신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방송 서비스에서는 고정된 시간에 등록을 수행하여 이를 과금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

서 방송서비스 도중의 단말은 BSPM내의 BCS_REG_TIMER 필드에 의해 지시된 타이머 값(1 ~ 10분)으로 설정된 

타이머에 의해 주기적으로 위치등록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L2 Ack를 수신한다. 단말 사용자가 방송

서비스를 종료하기를 원한다면 단말은 f BCS2 의 모니터링을 중지하고 원래의 주파수인 f HASH 로 되돌아간다. 도 2

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단말이 방송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간구간을 나타낸다.

이상에서 나타낸 방송 서비스를 위해 공통화된 부가채널(Supplemental channel)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력제어정보

와 역방향 피드백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1xEVDV 시스템에서는 정의하고 있는 패킷 데이터 채널(Packet Data 

Channel: PDCH)을 이용하면 전력제어와 역방향 피드백 정보를 사용하는 대신 보다 효율적으로 멀티미디어 데이터

의 전송이 가능하다.

먼저, 1xEVDV 시스템에서 패킷 데이터 채널을 통한 데이터 전송에 대해 설명하면, 1xEVDV는 1.25MHz의 주파수 

대역 내에서 기존의 CDMA2000 1x 서비스와 고속의 순방향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

로서 순방향 패킷 데이터 채널(F-PDCH)을 통해서 대량의 패킷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한다. 패킷 데 이터 채널은 고

속 데이터 서비스를 받는 단말들이 공통적으로 액세스하는 트래픽 채널로서 시분할 다중화(Time Division Multiplex

: TDM)와 코드분할 다중화(Code Division Multiplex: CDM)를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단말이 기지국으로 고속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기지국이 단말에 고속의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연결하는 경우, 단말과 기지국은 고속 패킷 데이터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간에 협상하여 설정한다. 이 때, 기지

국은 단말에게 패킷 데이터 채널에 관련된 채널 정보들과 함께 단말에게 전용 사용자 식별자를 부여한다. 1xEV-DV 

시스템에서 사용자 식별자는 MAC(Media Access Control) 식별자(Identifier: ID)라 불리며 이하 MAC ID라 칭해질 

것이다.

MAC ID는 채널 설정에 관련된 메시지, 즉 확장 채널 할당 메시지(Extended Channel Assignment Message: ECAM

)이나 범용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Universal Handoff Direction Message: UHDM)에 포함되어 단말에게 알려진다. 

여기서 ECAM은 기존 CDMA 셀룰러 시스템에서 알려진 채널 할당 메시지(Channel Assignment Message)에서 발

전된 것으로서 호의 설정시 무선 채널들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고, UHDM은 알려진 핸드오프 지시 메시지

(Handoff Direction Message)에서 발전된 것으로서 핸드오프에 의해 유입되는 호를 위한 무선 채널들을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도 3은 통상적인 확장 채널 할당 메시지(ECAM)의 구조를 도시하였다. 도시된 바에 따르면패킷 데이터 채널의 할당

시 ECAM의 ASSIGN_MODE 필드는 '101'로 설정된다. 상기 도 3을 참조하여 ECAM의 주요 정보 필드들을 살펴보면

, 활성 조합(Active set)을 구성하는 섹터 별로 패킷 데이터 채널에 사용되는 주파수(CDMA_FREQ), 확장 코드 테이

블 식별자(WALSH_TABLE_ID), 파일럿 채널(Common Pilot Channel)의 PN(Pseudo-random Noise) 코드 옵셋(PI

LOT_PN)과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PDCCH)과 공통전력제어채널(Common Power Control Channel: CPCCH)의 

확장 코드들(FOR_PDCCH_WALSH, FOR_CPCCH_WALSH) 등을 포함하는 채널 설정 정보를 비롯하여, 단말에게 

할당된 사용자 식별자(MAC_ID)가 포함된다.

기지국은 PDCH를 통해 단말에게 패킷 데이터를 전송할 시, 대응하는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PDCCH)을 통해 상기 P

DCH를 통한 패킷 데이터의 전송에 관련된 제어정보를 동시에 전송한다. 상기 제어정보에는 상기 단말에게 부여된 M

AC ID가 포함되며, 상기 MAC ID는 상기 제어정보와 동일 시간구간에서 전송되는 패킷 데이터의 수신 주소가 된다. 

단말은 먼저 PDCCH를 통해 수신한 제어정보를 분석하여 추출한 MAC ID가 자신이 부여받은 MAC ID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만일 일치하면 대응하는 시간구간 동안 PDCH를 통해 패킷 데이터를 수신한다.

PDCH를 연결하고 있는 단말은 현재 통신하고 있는 기지국들의 목록인 활성조합(Active Set)에 포함된 기지국들로

부터 공통 파일럿 채널들을 통해 수신된 신호들의 채널 품질들을 측정하고, 상기 측정치들을 비교하여 역방향 패킷 

데이터를 전송할 기지국을 선택하며, 상기 선택된 기지국의 채널 품질을 나타내는 채널 품질 지시자(Channel Quality

Indicator: CQI)를 상기 선택된 기지국으로 보고한다. 상기 선택된 기지국은 상기 단말을 비롯하여 자신의 셀 내에서 

통신중인 복수의 단말들로부터 보고된 채널 품질 지시자들을 이용해 매 시간구간마다 하나의 단말을 선 택하고, 상기

선택된 단말에게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전송 파라미터와 제어정보를 결정한다.

상기 제어정보에는 상기 선택된 단말의 MAC ID와 패킷 데이터 크기, 월시 코드 인덱스(Walsh code index), 서브패

킷 식별자(Sub-packet Identifier: SP ID), AISN(ARQ Identifier Sequence Number)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상기 

선택된 단말을 위한 패킷 데이터는 상기 전송 파라미터에 따라 PDCH를 통해 전송되며, 동일한 시간구간 동안 상기 

제어정보는 PDCH와는 다른 알려진 확산 코드로 확산된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Packet Data Control Channel: P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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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을 통해 상기 선택된 단말로 전송된다.

단말은 PDCCH를 통해 수신되는 제어정보로부터 동일한 시간구간 동안에 PDCH가 자신에게 할당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만일 그러하면 PDCH를 복호(Decoding)하여 패킷 데이터를 수신한다. 여기서 단말은 소정 시간구간 동안

에 PDCCH를 통해 수신한 제어정보에 포함된 MAC ID가 자신이 할당받은 전용 MAC ID와 일치(Match)하면, 동일 

시간구간에서 PDCH가 자신에게 할당되었다고 판단한다.

한편, 단말은 상기 수신된 패킷 데이터의 에러 여부를 검사하여 상기 패킷 데이터의 성공적인 수신 여부를 나타내는 

긍정응답(Acknowledge: ACK) 또는 부정응답(Non-Acknowledge: NAK)를 기지국에게 피드백하고, 상기 기지국은

상기 피드백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동일한 패킷 데이터를 재전송하거나 새로운 패킷 데이터를 전송한다.

통상의 경우 한 기지국의 서비스영역, 즉 셀 내에서 통신하는 단말들에게는 각각 고유한 MAC ID가 부여된다. 따라서

단말들에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송서비스를 위한 방송형 MAC ID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 발명에서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전용 MAC ID와 함께 방송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기 위한 방송형(broadcast) MAC ID를 

단말에게 부여함으로써 패킷 데이터 채널을 통해 방송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라 패킷 데이터 채널을 이용한 방송서비스 절차를 설명하면, 단말은 먼저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방송 서비스 파라미터 메시지(BSPM)를 수신하여 방송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그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방송 서비스를 요청하게 된다. 즉, 단말은 원하는 방송 서비스의 서비스 옵션과 BCS ID를 포함하는 발신 메시지(Orig

ination Message)를 기지국으로 전송하여 방송 서비스의 참여를 기지국에 요청한다.

순방향 고속 데이터 채널인 F-PDCH를 통해 전송되는 방송 서비스에 대한 참여를 기지국에 요청하기 위해서 단말은 

F-PDCH를 이용한 방송 서비스의 서비스 옵션을 발신 메시지(origination message)에 명시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발신 메시지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서, 도시된 바와 같이 1비트의 SPECIAL SERVICE 필드와 16

비트의 SERVICE OPTION 필드와 32비트의 BCS ID 필드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BCS ID 필드는 상기 SERVICE_

OPTION 필드의 값이 방송 서비스에 해당하는 옵션 값일 경우만 포함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생략된다.

방송 서비스를 요청받은 기지국은 상기 단말이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적법한 단말인지 및 상기 단말이 방송서비

스에 참여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상기 단말 에 의해 요청된 BCS ID의 방송형 서비스에 대응하는 방송형 MAC ID를 E

CAM에 포함시켜 전송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방송형 MAC ID를 포함하는 ECAM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서, 이를 도 3의 통상

적인 ECAM과 비교하면 단말의 방송 서비스 요구에 응답하여 전송되는 ECAM은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전용 M

AC ID를 나타내는 8비트의 MAC_ID 필드 이외에, 1비트의 FOR_BROADCAST_MAC_ID_INCL 필드와 8비트의 BR

OADCAST_MAC_ID 필드를 더 포함한다. 상기 FOR_BROADCAST_MAC_ID_INCL 필드는 상기 BROADCAST_MA

C_ID 필드가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지시하기 위한 플래그이며, 상기 BROADCAST_MAC_ID 필드는 상기 FOR_BRO

ADCAST_MAC_ID_INCL 필드가 '1'의 값을 가질 때만 포함되는 것으로서 전용 MAC_ID 필드와 구별되어 방송 서비

스를 위한 방송형 MAC ID를 나타낸다.

상기 전용 MAC ID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것이므로 한 기지국의 서비스영역 내에서 서비스중인 단말들 각각

에게 고유하게 할당되지만 상기 방송형 MAC ID는 방송 서비스를 위한 것이므로 복수의 단말들에게 동일하게 할당될

수 있다. 즉 동일한 방송서비스를 제공받는 복수의 단말들은 동일한 방송형 MAC ID를 사용한다. 방송형 MAC ID의 

값은 기지국에서 설정 가능한 MAC ID의 가능한 범위 중 예비된 1 내지 63 사이의 값을 사용한다. 여기서 예비된 값

들이란 현재 패킷 데이터 서비스에 사용되지 않는 값들 또는 방송 서비스에 사용되도록 미리 정해진 값들을 의미한다.

상기 도 5에는 BROADCAST_MAC_ID 필드와 MAC_ID 필드를 모두 포함하는 ECAM 의 구조를 도시하였으나, 본 

발명의 변형된 실시예에서 기지국은 단말의 방송서비스 요구에 응답하여 ECAM을 전송할 시, 상기 ECAM의 FOR_B

ROADCAST_MAC_ID_INCL 필드를 '1'로 설정하여 BROADCAST_MAC_ID 필드만을 ECAM에 포함시켜 전송하고 

MAC_ID 필드는 생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단말은 전용 MAC ID 없이 방송형 MAC ID만을 할당받을 수 있다.

한편, 기지국은 단말에게 전용 MAC ID가 이미 할당되어 있으면 MAC_ID 필드를 상기 할당된 전용 MAC_ID로 설정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MAC_ID필드를 NULL('0')로 설정한다. 다른 경우, 기지국은 전용 MAC ID가 할당되어 있지 

않으면, 방송형 MAC ID를 할당할 때 단말에게 전용 MAC ID도 같이 함께 할당하고 상기 할당된 MAC ID들을 ECAM

의 해당하는 필드들에 각각 실어 전송한다. 이 경우 FOR_BROADCAST_MAC_ID_INCL 필드의 값이 '1'일 때도 ECA

M는 MAC_ID 필드를 포함한다. 또 다른 경우, 기지국은 단말의 방송서비스 요구에 응답하여 ECAM을 전송할 시 전

용 MAC ID가 할당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MAC_ID 필드를 기지국과 단말 사이에 약속된 값, 예를 들어 NUL

L('0')로 항상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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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형 MAC ID는 핸드오프에 의해 다른 기지국의 서비스영역으로 이동하는 단말에게도 UHDM에 의해 전송되므로 

단말은 셀들간을 이동하면서도 연속적으로 방송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게 된다. 즉 단말이 핸드오프에 의해 소스 기지

국으로부터 타겟 기지국으로 이동하면, 상기 소스 기지국은 상기 단말의 이동을 감지하고 상기 단말에게 상기 타겟 

기지국의 서비스영역에서 동일한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송형 MAC ID를 포함하는 UHDM을 전송

한다. 그러면 상기 단말은 상기 새로운 방송형 MAC ID에 의해 동일한 방송서비스를 계속해서 수신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서비스의 설정 동작을 나타낸 메시지 흐름도이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방송형 서비스를 수신하고자 하는 단말은 먼저 서비스중인 기지국으로부터 BSPM을 수신하여

방송형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를 수신한다. 단말은 원하는 방송 서비스를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방송 서비스의 BCS I

D와 방송 서비스의 서비스 옵션(SOxx)을 발신 메시지에 실어서 상기 기지국에게 방송 서비스의 설정을 요청한다. 기

지국은 상기 단말이 방송 서비스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적합한 사용자인 경우 PDCH를 할당할 것을 결정하고 방송형 

MAC ID(및 전용 MAC ID)를 포함하는 ECAM을 단말에 전송한다. 상기 ECAM에서 ASSIGN_MODE는 PDCH의 설

정을 지시하기 위해 '101'로 설정된다.

ECAM에 의해서 PDCH를 할당할 때, 즉 ASSIGN_MODE='101'인 경우, 기지국은 EXT_CH_IND 필드(도 4에 도시되

어 있지 않음)를 이용하여 PDCH와 시그널링 메시지를 위한 채널의 조합을 설정한다. 여기에서는 EXT_CH_IND에 

의해 순방향 링크(Forward Link: FL)에서 PDCH와 CPCCH(Common Power Control Channel)을 매핑한다.

기지국은 단말이 보고하는 순방향 채널의 상태 정보를 통해 주변 기지국들의 상태 정보를 알아내고, 이 정보를 이용

하여 핸드오프의 가능성이 높은 주변 기지국들의 목록인 활성 조합을 결정한다. 즉 활성 조합은 순방향 채널의 신호 

세기가 가장 강한 몇 개의 기지국들로 구성된다. ECAM을 이용하여 PDCH를 할당할 때, 기지국 은 자신 이외에 활성 

조합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전송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나타낸 ECAM은, 활성 조합에 포함된 기지국(섹터형 기지국의 경

우 섹터)에 대한 전용 및 방송용 MAC_ID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방송형 MAC ID를 수신한 단말은 기지국과의 사이에서 트래픽 채널의 초기화를 수행함으로써 순방향 채널, 즉 

PDCH를 획득하고 MS Ack Order를 전송한다. 상기 기지국도 역시 트래픽 채널의 초기화에 의해 역방향 채널, 즉 P

DCH를 획득하고 상기 ACK와 상기 MS Ack Order를 수신한 후 PDCH를 통해 상기 단말에게 방송 서비스를 위한 서

비스 옵션(SOxx)을 포함하는 서비스 접속 메시지(Service Connect Message)를 전송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단말로부터 서비스 접속 완료 메시지(Service Connect Complete Message)를 수신한다. 여기서 PDCH의 획득이란 

단말과 기지국에서 PDCH를 통한 통신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나타낸 방송서비스의 설정이 끝나면 단말은 상기 방송형 MAC ID를 사용하여 PDCH를 통해 전송되는 방송

형 패킷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기지국은 PDCH를 통해 단말에게 방송형 패킷 데이터를 전송할 시, 대응하는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PDCCH)을 통해

상기 PDCH에 관련된 제어정보를 동시에 전송한다. 상기 제어정보는 상기 단말에게 부여된 전용 MAC ID로 마스킹

된다. 단말은 먼저 PDCCH를 통해 제어정보를 수신하고 자신의 MAC ID를 이용하여 오류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상

기 제어정보가 상기 자신의 MAC ID로 마스킹된 것이고 전송 중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제어정

보를 분석하여 추출한 방송형 MAC ID가 자신이 부여받은 방송형 MAC ID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상기 방송형 MA

C ID들이 일치하면 단말은 대응하는 시간구간 동안 PDCH를 통해 방송형 패킷 데이터를 수신한다. 단말은 정상적으

로 수신하지 못한 패킷 데이터에 대해서는 역방향 응답 채널(Reverse Acknowledge Channel: R-ACKCH)을 통해 

긍정응답(ACK) 또는 부정응답(NAK)을 전송한다. 기지국은 단말로부터 피드백된 정보와 순방향 대역폭을 고려하여 

동일 패킷 데이터의 재전송 여부를 결정한다.

즉, 본 발명에 따른 방송형 서비스에서 기지국은 방송형 서비스를 받고 있는 단말들로부터의 피드백 정보에 따라 방

송형 패킷 데이터를 재전송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재전송 기준은 구현 방식이나 서비스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구현된

다. 예를 들어 순방향 데이터 양이 많지 않은 경우 기지국은 어느 한 단말로부터라도 NAK을 수신한 모든 방송형 패킷

데이터를 재전송한다. 이 경우 기지국은 모든 단말로부터 ACK가 수신된 후에라야 해당 방송형 패킷 데이터를 폐기하

고 이어지는 다음 방송형 패킷 데이터의 전송을 시작한다. 한편 데이터 양이나 서비스 품질(Quality of Service: QoS)

을 고려했을 때 모든 재전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기지국에서 특정 한계 값(threshold)을 설정하여 방송형 서

비스를 받고 있는 모든 단말 중에서 NAK을 전송한 단말들의 비율이 한계 값을 넘는 방송형 패킷 데이터만을 재전송

한다.

이런 ACK/NAK는 역방향 채널인 ACKCH(Acknowledge Channel)을 통해 전달되며 각 패킷 데이터의 정상적인 수

신 여부를 1 비트의 정보로 표현한다. 단말로부터 NAK을 수신하면, 기지국은 상기 단말에 전송했던 패킷을 재전송 

버퍼로 옮긴 후 남 아 있는 대역폭을 고려하여 상기 단말의 다음 전송 시점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전송 시점에서 상

기 패킷을 재전송한다. 여기서 기지국은 F-PDCH를 통해 재전송 패킷을 전송할 시, 초기 전송과 동일한 AISN(ARQ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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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ifier Sequence Number), 재전송 채널들을 구별하는 ACID(ARQ Channel Identifier), 재전송 회수에 따라 전송

하는 패킷의 복호 정보를 나타내는 SPID(Sub Packet Identifier)를 F-PDCCH에 실어서 전송한다.

이와 같이 기지국은 각 단말의 ACK/NAK 응답들과 남아 있는 대역폭을 고려하여 방송형 서비스의 특정 패킷 데이터

를 재전송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남아 있는 대역폭이 넉넉하고 많은 단말에서 수신하지 못한 패킷 데이터를 재전

송하면 방송형 서비스의 전체적인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방송서비스를 진행하는 단말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상기 도 7을 참조하면, 단말은 과정(100)에서 매 시간구간마다 PDCH의 데이터와 그에 대응하는 PDCCH의 데이터를

수신하고 과정(105)에서 먼저 제어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단말의 전용 및 방송형 MAC ID를 이용하여 상기 PDCCH의

수신 데이터를 복호한다. 과정(110)에서 상기 PDCCH의 복호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단말은 과정(155)으로 진행하여

PDCH의 수신 데이터를 폐기한다. 상기 PDCCH의 복호에 성공하여 제어정보를 획득하면 과정(115)으로 진행한다. 

여기서 상기 제어정보는 MAC ID, 패킷 데이터 크기, 월시 코드 인덱스(Walsh code index) 및 재전송에 관련된 AISN

, ACID, SPID 등을 포함한다.

과정(115)에서 단말은 상기 제어정보에 의해 PDCH의 수신 데이터가 재전송된 것인지를 확인한다. 이는 상기 제어정

보로부터 추출된 AISN, ACID, SPID가 재전송을 의미하는 값들인지를 판단함으로써 확인 가능하다. 만일 재전송된 

것이 아니면 단말은 과정(120)에서 PDCH의 수신 데이터를 복호하여 패킷 데이터를 획득하고 과정(140)으로 진행한

다. 반면 재전송된 것이면 단말은 과정(125)에서 방송 서비스를 위한 동일 패킷 데이터를 이미 성공적으로 수신하였

는지를 확인하고 만일 수신하였으면 과정(155)으로 진행하여 PDCH의 수신 데이터를 폐기한다.

과정(125)에서 동일 패킷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수신하지 못하였으면 단말은 과정(130)에서 PDCH의 수신 데이터를 

복호하여 패킷 데이터를 획득하고 과정(135)에서 상기 획득한 패킷 데이터를 이미 수신한 동일 패킷 데이터와 예를 

들어 AAIR(Asynchronous Adaptive Incremental Redundancy) 등의 결합 방식에 의해 결합한 후 과정(140)으로 진

행한다. 여기서 상기 결합이란 이미 수신한 완전하지 않은 패킷 데이터를 현재 수신한 패킷 데이터와 결합하여 완전한

패킷 데이터를 획득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ARQ에 있어서 잘 알려진 것이므로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

한다.

과정(140)에서 단말은 상기 패킷 데이터에 대해 CRC(Cyclic Redundancy Code) 검사를 수행하여 CRC 오류가 발생

하였는지를 판단한다. 만일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단말은 과정(145)에서 상기 패킷 데이터를 처리하고 역방향 채

널인 R-ACKCH를 통해 긍정응답(ACK)을 피드백하며, 반면 오류가 발생하였으면 과정(150)에서 상기 패킷 데이터

를 추후 재전송되는 패킷 데이터와 결합하기 위하여 버퍼링하 고 R-ACKCH를 통해 부정응답(NAK)을 피드백한다. 

여기서 단말은 상기 패킷 데이터를 가지고 원하는 방송 서비스를 위한 영상 및 음향 데이터를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데이터를 소정 출력수단, 즉 디스플레이 수단과 스피커 수단을 통해 출력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방송형 서비스를 진행하는 기지국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여기에서 기지국

은 전송한 방송형 패킷 데이터에 대해 수신된 부정응답(NAK)의 수가 일정 임계치 이상일 때 상기 패킷 데이터를 재

전송한다.

상기 도 8을 참조하면, 과정(200)에서 기지국은 매 시간구간마다 방송형 서비스를 위한 패킷 데이터를 전송한다. 기

지국은 과정(205)에서 해당하는 서비스영역 내에서 방송서비스 중인 모든 단말들로부터 상기 전송한 패킷 데이터에 

대한 응답으로서 ACK 또는 NAK를 수신하고, 과정(210)에서 방송서비스 중인 모든 단말들 중 NAK를 전송한 단말의

비율에 따라 오류율(Error Rate)을 계산한다. 기지국은 과정(215)에서 상기 계산된 오류율이 미리 정해진 임계치 이

상인지를 판단하고, 만일 상기 임계치 이상이면 과정(220)에서 상기 패킷 데이터를 재전송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정(

225)에서 상기 패킷 데이터를 폐기한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F-PDCH를 통한 방송형 서비스 동작의 일 예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도 9를 참조하면, 기지국은 F-PDCH를 이용하여 전용 패킷 데이터 서비스와 방송형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상기 기지국과 통신중인 세 단말들 MS_a, MS_b, MS_c는 각각 전용 MAC ID인 MAC_ID_a, MAC_ID_b, MAC

_ID_c를 가지고 있고, 이들 중 두 단말들 MS_a와 MS_b는 방송형 서비스를 위한 방송형 MAC ID인 MAC_ID_BS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패킷 데이터는 1.25ms 길이의 1슬롯 또는 2슬롯 또는 4슬롯을 통해 전송되고 상기 단말들은 

상기 도 7에 나타낸 바와 같은 ARQ 동작을 수행하며 단말들이 ACK/NAK를 피드백하는데 소요되는 지연은 2 슬롯 

길이인 것으로 한다.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방송형 서비스를 위한 패킷 데이터는 좌하향 빗금으로 표시되었으며, MS_a를 위한 패킷 데

이터는 좌하향 빗금으로 표시되었고, MS_b를 위한 패킷 데이터는 가로선으로 표시되었고, MS_c를 위한 패킷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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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음영으로 표시되었다.

MS_a와 MS_b는 방송형 패킷 데이터 BS1을 수신한 후 각각 R-ACKCH을 통해 NAK과 ACK을 전송한다. 이들에 응

답하여 기지국은 상기 BS1을 재전송한다. 여기에서 재전송되는 BS1을 BS1'으로 표기하였다. MS_a는 상기 BS1'을 

처음으로 정상적으로 수신하면 상기 기지국으로 ACK를 피드백한다. 또한 MS_b는 상기 BS1'가 재전송된 데이터임을

확인하면 상기 BS1'을 폐기하고 ACK 또는 NAK을 전송하지 않는다. 기지국은 앞서 수신한 MS_b의 ACK과 새로이 

수신한 MS_a의 ACK을 통해 방송서비스 중인 모든 단말들이 방송형 패킷 데이터 BS1을 정상적으로 수신하였다고 

판단한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으며, 후술되는

특허 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동작하는 본 발명에 있어서, 개시되는 발명중 대표적인 것에 의하여 얻어지는 효

과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1xEV-DV 시스템에서 제안된 패킷 데이터 채널을 통해 방송형 패킷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보다 안정적

인 고속 방송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패킷 데이터 채널의 특성상 서비스 도중에 데이터나 VoIP(Voice over In

ternet Protocol) 등의 음성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인터액티브(interactive)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이동 단말에 의해 패킷 데이터 채널을 통해 기지국으로부터 방송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에 있

어서,

방송형 서비스를 위한 파라미터들을 포함하는 방송형 서비스 파라미터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파라미터들을 참조하여 원하는 방송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한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요청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원하는 방송서비스를 위해 할당된 사용자 식별자를 포함하는 할당 메시지를 수신

하는 과정과,

패킷 데이터 채널을 통해 수신한 패킷 데이터가 상기 할당된 사용자 식별자에 대응하는 것이면, 상기 원하는 방송서

비스를 위한 영상 및 음향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하여 상기 패킷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은,

동일 시간구간에서 상기 패킷 데이터 채널의 데이터와 상기 패킷 데이터 채널에 대응하는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의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의 수신 데이터를 복호하여 상기 패킷 데이터의 수신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패킷 데이터가 수신된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패킷 데이터 채널의 수신 데이터가 재전송된 것인지를 나타내는 

재전송 정보를 포함하는 제어정보를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제어정보가 성공적으로 추출되면, 상기 패킷 데이터 채널의 수신 데이터를 복호하여 상기 패킷 데이터를 추출하

는 단계와,

상기 패킷 데이터에 대해 오류 검사를 수행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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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오류 검사 결과 오류가 존재하지 않으면 긍정응답(ACK)을 송신하고 상기 원하는 방송서비스를 위한 영상 및 음

향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하여 상기 패킷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계와,

상기 오류 검사 결과 오류가 존재하면 부정응답(NAK)을 송신하고 상기 패킷 데이터를 버퍼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의 수신 데이터를 복호하는데 실패하면 상기 패킷 데이터 채널의 수신 

데이터를 폐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는,

상기 제어정보에 포함된 상기 재전송 정보에 따라 상기 패킷 데이터 채널의 수신 데이터가 재전송된 것인지를 판단하

여, 재전송된 것이 아니면 상기 패킷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하여 상기 패킷 데이터 채널의 수신 데이터를 복호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 결과 재전송된 것이면 대응하는 패킷 데이터가 이미 성공적으로 수신되었는지를 판단하

고, 성공적으로 수신되었으면 상기 패킷 데이터 채널의 수신 데이터를 폐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 결과 성공적으로 수신되지 않았으면 상기 패킷 데이터 채널의 수신 데이터를 복호하여 

상기 패킷 데이터를 획득하고 상기 획득한 패킷 데이터를 기 수신된 동일 패킷 데이터와 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7.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에 의해 패킷 데이터 채널을 통해 이동 단말들에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

서,

방송형 서비스를 위한 파라미터들을 포함하는 방송형 서비스 파라미터 메시지를 송신한 이후 방송서비스를 위한 요

청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요청 메시지에 응답하여 상기 요청된 방송서비스를 위해 할당된 사용자 식별자를 포함하

는 할당 메시지를 송신하는 과정과,

동일 시간구간에서, 패킷 데이터 채널을 통해 상기 요청된 방송서비스를 위한 패킷 데이터를 송신하고 상기 패킷 데

이터 채널에 대응하는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을 통해 상기 할당된 사용자 식별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제어 정보

를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한 패킷 데이터에 대해 적어도 하나의 이동 단말로부터 부정응답(NAK)이 수신되면, 상기

패킷 데이터 채널을 통해 상기 패킷 데이터를 재전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재전송하는 과정은,

상기 패킷 데이터 채널에 대응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을 통해, 상기 패킷 데이터가 재전송되는 것임을 나타

내는 재전송 정보를 포함하는 제어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한 패킷 데이터에 대해 상기 요청된 방송서비스 를 수신중인 모든 이동 단말들로부터 긍

정응답(ACK)이 수신되면, 상기 패킷 데이터를 폐기하고 다음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한 패킷 데이터에 대해 상기 요청된 방송서비스를 수신중인 모든 이동 단말들 중 미리 정

해지는 비율 이상의 이동 단말들로부터 부정응답(NAK)이 수신되면, 상기 패킷 데이터 채널을 통해 상기 패킷 데이터

를 재전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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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재전송하는 과정은,

상기 패킷 데이터 채널에 대응하는 상기 패킷 데이터 제어 채널을 통해, 상기 패킷 데이터가 재전송되는 것임을 나타

내는 재전송 정보를 포함하는 제어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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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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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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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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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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