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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제어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송

하는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멀티미디어 방송/다중방송 서비스(Multimedia Broadcast/Multicast service : 이하

'MBMS'라 칭함)를 지원함에 따라 필요한 제어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상기 제어 정보들의 세부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설정하고, 상기 제어 정보들의 전송시에 불필요한 시그널

링 오버헤드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사용자 단말이 상기 제어 정보들을 수신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중복 수

신을 방지하여 배터리의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MBMS, MCCH, RRC, RLC, MBMS SERVICE LIST, MBMS COMMON RB INFO, MBMS SERVICE PTM RB INFO ,

MBMS NOTIFICATION INFO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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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은 멀티미디어 방송/다중방송 서비스(MBMS)를 지원하는 3세대 비동기 이동통신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제 3세대 이동통신망에서 무선 접속망의 프로토콜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제 3세대 이동통신망에서 MCCH를 통해 전송되는 제어 정보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서 제안한 제어 정보들의 전송 및 스케쥴링에 대한 일 예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서 제안한 제어 정보들을 전송하기 위한 UTRAN 동작 흐름도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서 제안된 통지 정보(Notification info)를 수신한 UE 동작 흐름도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서 제안된 MBMS 서비스 리스트 정보(MBMS Service list info)를 수신한 UE동작 흐름도의 일 예를 도

시한 도면.

  도 8은 본 발명에서 제안된 MBMS 서비스 무선 베어러 정보(MBMS Service PTM RB info)를 수신한 UE 동작 흐름도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

  도 9는 본 발명에서 제안된 MBMS 공통 무선 베어러 정보(MBMS Common RB info)를 수신한 UE 동작 흐름도의 일 예

를 도시한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Multimedia Broadcast/Multicast Service; 이하 'MBMS 서비스'라 한

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MBMS 서비스를 위한 제어 정보의 효율적인 전송 방법에 관한 것이

다.

  오늘날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종래의 음성 서비스 뿐만 아니라, 패킷 데이터,

서킷 데이터 등과 같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패킷 서비스 통신과 또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전송할 수 있는 멀티미

디어 방송/통신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상기 멀티미디어 방송/통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하나 혹은 다수의 멀티

미디어 데이터 소스에서 다수의 사용자 단말기(User Equipment, 이하 'UE'라 칭한다.)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방송/멀티캐스트 서비스(Multimedia Broadcast/Multicast Service, 이하 'MBMS'라 칭한다)가 논의되고 있다.

  MBMS 서비스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동일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수의 수신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통칭한다.

이때 다수의 수신자가 하나의 무선 채널을 공유하도록 해서 무선 전송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MBMS 서비스는 실시간 영

상 및 음성, 정지 영상, 문자 등 멀티미디어 전송 형태를 지원하며, 상기 멀티미디어 전송형태에 따라 음성 데이터와 영상

데이터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대량의 전송 자원을 요구한다. MBMS 서비스의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위치하

고 있는 다수의 셀들로 동일한 데이터를 전송하여야 하므로, 각 셀별로 위치하는 사용자들의 수에 따라 일대일(Point to

Point: 이하 'PtP'라 칭한다.) 또는 일대다(Point to Multipoint: 이하 'PtM'이라 칭한다) 접속이 이루어진다. 즉, 상기 PtP

는 상기 UE들에 대해서 UE별로 원하는 MBMS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전용채널들이 할당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다. 반면에, PtM는 동일한 MBMS 서비스를 요청한 UE들에 대해 MBMS 서비스 별로 공통채널이 할당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하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상기 이동통신망에 대한 일 예로서 3세대 비동기 이동통신 망의 표준인 3GPP(3rd

Generation Project Partnership : 이하 "3GPP"라고 칭함) 을 예로 들어 설명하나, 그 외의 MBMS를 사용하는 다른 이동

통신망에 적용하여 사용 가능하다.

  도 1은 3GPP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MBMS를 지원하는 노드들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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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핵심망(Core Network :이하 'CN'이라 칭한다, 100)은 MBMS 서비스의 공급과 UTRAN(UMTS

Radio Access Network :이하 'UTRAN'이라 칭한다, 110)까지의 전송과, 사용자 단말(User Equipment, 120, 121, 122)

의 인증 역할을 수행한다. UTRAN(110)은 CN(100)과 UE(120, 121, 122)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MBMS 서비스

의 전송을 위한 유무선 자원 할당 및 관리를 수행한다. 상기 UTRAN은 무선망 제어기(Radio Network Controller :이하

'RNC'라 칭한다, 111)과 기지국(이하 'node B'라 칭한다, 112)으로 구성되며, 상기 RNC(111)는 다수의 node B(112)들을

제어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node B(112)를 포함하여 다수의 node B들은 각각 다수의 셀들로 구성된다. 상기 셀은 무선

통신 망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통신 영역이며, 각 셀들의 주파수 혹은 위치로 인해 구별될 수 있다.

  UE#1(120), UE#2(121) 및 UE#n(122)은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는 사용자 단말기로서 각 셀 당 다수의 UE

들이 존재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MBMS 서비스의 기본 서비스 단위는 셀이며, 상기 셀의 무선 환경 및 MBMS 서비스를

수신 받을 UE들의 수를 고려하여 PtP방식, 혹은 PtM방식의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즉, 상기 MBMS 서비스의 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UE들의 수를 파악하는 카운팅(counting)과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상기 MBMS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기 MBMS 서비스의 데이터가 전송되어야 하며, 또한 상기 MBMS 서

비스에 대하여 정보, 상기 MBMS 서비스의 데이터가 전송되는 채널에 대한 정보, 상기 MBMS의 서비스 시작을 알려주는

정보, 상기 MBMS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도중에 전송 형식의 변화에 대한 정보, 주변 셀들에서 MBMS를 서비스하고 있을

시 주변 셀에 대한 정보, 현재 셀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MBMS 서비스에 대한 정보등의 다수의 제어 정보들이 전송되어야

한다.

  도 2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현재 3GPP에서 정의된 UTRAN의 상위 계층의 상세 구조 및 각 계층간의 채널들을 도시한

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UTRAN에서 처리되는 상위 계층의 메시지들은 크게 제어 시그널과 사용자 데이터로 구별될 수

있다.

  제어 공간(Control Plain : 이하 'C-Plain'이라 칭한다, 201)시그널과 사용자 공간(User Plain : 이하 'U-Plain'이라 칭한

다, 202) 데이터로 표시된다. 상기 C-Plain(201)시그널 및 상기 U-Plain(202)데이터는 부접근계층(Non Access

Stratum : 이하 'NAS'라 칭한다)의 메시지들인데 상기 NAS 메시지들은 UE 및 UTRAN간의 무선 접속에 사용되지 않는

메시지들을 가르키는 것으로서, 상기 UTRAN이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없는 메시지들을 가르킨다. 상기 NAS와 달리

UTRAN 및 UE의 무선 접속에 직접 사용되는 메시지는 접근 계층(Access Stratum :이하 'AS'라 칭한다)메시지라 하고,

상기 도 2의 무선 자원 제어부(Radio Resource Control :이하 'RRC'라 칭한다. 203)이하에서 사용되는 제어 시그널을 가

르킨다.

  상기 RRC(203)는 UE 및 UTRAN의 접속에 관계되는 물리 계층(Physical Layer : 이하 'L1'이라 칭한다, 210), 계층 2의

매체 접속 제어부(Medium Access Control :이하 'L2/MAC'이라 칭한다. 208), 무선 링크 제어부(Radio Link Control :

이하 'L2/RLC'라 칭한다. 206). 페킷 데이터 컨버젼시 프로토콜부(Packet Data Convergency Protocol : 이하 'L2/PDCP'

라 칭한다. 204), 방송/다중방송 제어부(Broadcast/Multicast control : 이하 'L2/BMC'라 칭한다, 205)를 제어해서, 상기

UE 및 UTRAN간의 물리 호 설정, 논리 호 설정, 제어 정보 송수신, 측정 데이터 송수신등의 UE 및 UTRAN간의 접속에 관

여되는 모든 일들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 L2/PDCP(204)는 NAS계층으로부터 전송될 데이터를 수신 받아, 적절한 프로토콜 사용하여 L2/RLC(206)로 전송

한다. 상기 L2/BMC(205)는 방송 및 다중 방송에 필요한 데이터를 NAS 계층으로부터 수신 받아, 적절한 프로토콜을 사용

하여 L2/RLC(206)로 전송한다.

  상기 L2/RLC(206)는 RRC(203)로부터 UE로 송신되는 제어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제어 메시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RLC#1(261) 및 RLC#m(262)에서 적절한 형태로 가공하여, 논리 채널(Logical channel, 207)을 사용하여 L2/MAC(208)

으로 전송한다. 또한, 상기 L2/PDCP(204) 및 L2/BMC(205)에서 데이터를 수신 받아 RLC#I(263) 및 RLC#n(264)에서

적절한 형태로 가공하여, 논리 채널(Logical channel, 207)을 사용하여 L2/MAC(208)으로 전송한다. 상기 L2/RLC(206)

부에서 몇 개의 RLC가 생기는 것은 UE와 UTRAN 간에 사용되는 논리 채널의 종류와 수 및 무선 링크의 수에 따라 결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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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논리 채널(207)은 크게 특정 UE 혹은 특정 몇몇의 UE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전용(Dedicated)타입, 다수의 UE에

대한 것인지에 따른 공용(Common)타입, 메시지의 성격에 따라 제어(control)타입, 또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트래픽

(traffic)타입으로 나뉜다.

  하기의 <표 1>은 현재 3GPP 표준에서 사용되는 상기 논리채널(207)의 종류와 역할을 도시한다.

  

표 1.

 명

칭

 역 할

 BCCH  방송 제어 채널(Broadcast Control Channel)의 약자로서, UTRAN으로부터 UE로 하향 전송에 사용되며,

UTRAN 시스템 제어 정보의 전송에 사용된다.

 PCCH  호출 제어 채널(Paging control Channel)의 약자로서, UTRAN으로부터 UE로의 하향 전송에 사용되며, UE가

속해 있는 셀의 위치를 모를 경우, UE에게 제어 정보를 전송하는데 사용된다.

 CCCH  공통 제어 채널(Common control Channel)의 약자로서, UE 및 망(network)간의 제어 정보의 전송에 사용된

다.

 DCCH  전용 제어 채널(edicated control Channel)의 약자로서, UE 및 망(network)과의 일대일(1:1) 제어 정보

전송에 사용되며, 상기 UE가 무선자원제어계층(RRC)와의 연결 채널이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CTCH  공통 데이터 채널(Common traffic Channel)의 약자로서, 망(network)과 UE들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며, 모

든 UE들이 송신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사용하거나 혹은 몇몇의 UE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시분

할로 전송할 시에 사용한다.

 DTCH  전용 데이터 채널(Dedicated traffic Channel)의 약자로서, 망(network)과 UE간의 일대일 (1:1) 데이터

전송에 사용된다.

  상기 도 2의 L2/MAC(208)는 상기 RRC(203)의 제어를 받아, UE와 UTRNA간의 무선 자원을 관리하고, UE와 UTRAN

간의 접속을 관리하며, 또한 상기 L2/RLC(206)로부터 논리 채널들을 수신하여, 트랜스포트 채널(209)들로 매핑시켜, L1

계층(210)으로 전송한다.

  하기의 <표 2>에서는 현재 3GPP 표준에서 사용되는 트랜스포트 채널의 종류와 역할 및 논리채널과의 대응 관계를 도시

한다.

  

표 2.

 명

칭

 역 할

 BCH  방송 채널(Broadcast channel)의 약자로서 BCCH와 매핑되어 상기 BCCH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PCH  호출 채널(Paging Channel)의 약자로서 PCCH와 매팅되어 상기 PCCH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RACH 랜덤 접근 채널(Random Access channel)의 약자로서 UE로부터 망으로의 전송에 사용되며, 망 접속 및 제

어 메시지 그리고 짧은 길이의 데이터의 전송에 사용된다.

DCCH, CCCH, DTCH가 매핑될 수 있다.

 FACH 순방향 접근 채널(Forward Access Channel)의 약자로서, 망으로부터 특정 UE 혹은 특정 UE들에게 제어

메시지 및 데이터 전송에 사용된다.

BCCH, CTCH, CCCH, DCTH, DCCH가 매핑 될 수 있다.

 DCH 전용 채널(Dedicated Channel)의 약자로서, 망과 UE간의 데이터 및 제어 시그널을 전송 할 수 있는 채널

이다.

DTCH 및 DCCh가 매핑된다.

 DSCH 하향 링크 공통 채널(Down-link Shared channel)의 약자로서, 고용량의 데이터의 전송에 사용되는 망으

로부터 UE로의 하향 채널이다.

DTCH 및 DCCH가 매핑된다.

 HS-

DSCH

고속 전용 공통 채널(High Speed DSCH(Dedicated shared channel))의 약자로서, 상기 DSCH의 전송 능력

의 효율을 향상시킨 망으로부터 UE로의 하향 채널이다.

DTCH 및 DCCH가 매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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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표 2>에서 설명된 트랜스포트 채널 외에 현재 3GPP에서는 상향 공통 채널(Up-link Shared Channel: 이하

'USCH"라 칭한다.), 공통 패킷 채널(Common Packet Channel: 이하 'CPCH'라 칭한다.)등의 트랜스포트 채널들이 존재하

나 본 발명과는 무관하여 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도 2의 L1(210)로 전송된 트랜스포트 채널들은 적절한 과정을 거쳐 실제의 물리 채널

(Physical Channel)로 대응되어, UE 혹은 UTRAN으로 전송된다.

  상기 물리 채널들은 BCH를 전송하는 일차 공통 제어 물리 채널(Primary Common control Physical channel :이하 'P-

CCPCH'라 칭한다.), PCH 및 FACH를 전송하는 이차 공통 제어 물리 채널(Secondary Common Control Physical

Channel : 이하 'S-CCPCH'라 칭한다.), DCH를 전송하는 전용 물리 채널(Dedicated Physical Channel : 이하 'DCH'라 칭

한다), DSCH를 전송하는 물리 하향 공유 채널(Physical Down-link Shared Channel : 이하 'PDSCH'라 칭한다), HS-

DSCH를 전송하는 고속 물리 하향 공유 채널(High Speed Physical Down-link Shared Channel : 이하 'HS-PDSCH'라

칭한다.) 및 RACH를 전송하는 물리 랜덤 접속 채널(Physical Random Access Channel : 이하 'PRACH'라 칭한다)가 있

다. 이 외의 상위 계층 데이터 혹은 제어 시그널을 전송하지는 않는 순수 물리 채널인 파일럿 채널(Pilot Channel), 일차 동

기 채널(Primary Synchronization Channel), 이차 동기 채널( Secondary Synchronization Channel), 페이징 지시 채널

(Paging indicator channel ), 획득 지시 채널(Acquisition Indicator Channel), 물리 공통 패킷 채널(Physical Common

Packet Channel)등이 있다.

  또한, 현재 3GPP에서는 상기 전술된 논리 채널들외에 MBMS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논리 채널들이 정의된 상태이다.

즉, 상기 MBMS 서비스 지원에 따라 MBMS 데이터가 전송되는 MBMS 데이터 채널(MBMS Traffic Channel :이하

'MTCH'라 칭한다)과 MBMS 서비스의 수신에 필요한 제어 정보가 전송되는 MBMS 제어 채널(MBMS Control Channel :

이하 'MCCH'라 칭한다.)의 두 개의 논리 채널들을 새로 정의하였다. 상기 두 개의 논리 채널은 트랜스포트 채널 FACH로

대응되어, 물리 채널인 S-CCPCH를 통해서 MBMS 서비스를 수신 받고자 하는 UE들에게 전송되게 된다.

  여기서, 제어 정보라 함은 상기 MBMS 서비스 데이터의 전송 시작과 종료, MBMS 데이터가 전송되는 논리 채널. 트랜스

포트 채널, 물리 채널에 대한 정보, 동일한 MBMS 서비스를 하고 있는 주변 셀들에 대한 정보, 현재 셀에서 서비스되고 있

는 MBMS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들이 될 수 있다. 상기 제어 정보들에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각 제어 정보마다 정의될 수

있으며, 상기 각 제어 정보마다 정의된 세부 정보들은 중복될 수 있다.

  즉, 현재 3GPP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세부 정보들의 불필요한 중복을 막기 위해서는 각 제어 정보마다 필요한 세부 정보

들을 정확히 정의하고, 각 제어 정보들의 용도에 맞도록 세부 정보들을 적절히 배열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상기

제어 정보들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UE가 MBMS 수신을 위해서 수신해야 되는 제어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UE의 이동성

을 지원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제어 정보들이 있는 만큼 상기 제어 정보들의 중복 수신을 피하게 하는 방법이 필

요하다. 또한, 상기 UE가 상기 제어 정보들을 수신함에 있어서 수신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MBMS 서비스를 위한 제어 정보들을 정의하는 방법

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MBMS 서비스를 위한 제어 정보들의 전송에 있어서 시그널링 오버헤드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

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MBMS 서비스를 위한 제어 정보들의 전송에 있어서 효과적인 스케쥴링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MBMS 서비스를 위한 제어 정보들을 수신함에 있어 동일한 내용의 제어 정보들을 중복 수신을

방지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MBMS 서비스를 위한 제어 정보들을 수신함에 있어 UE의 전력 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의 실시 예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 단말들과, 상기 사용자 단말

들이 위치하며 서비스별로 멀티미디어 방송/다중방송 서비스(MBMS)를 제공하는 셀을 포함하는 무선 접속망과, 상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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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접속망과 연결되어 상기 MBMS를 지원하는 핵심망을 포함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상기 MBMS를 지원하기 위한 제

어 정보들을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기들이 요청한 특정 MBMS의 전송 형태를 결정하고 상기 특정

MBMS 데이터의 시작 및 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통지 정보와, 상기 셀 내의 서비스 가능한 MBMS 서비스들의 목록과,

상기 셀에서 서비스 가능한 MBMS 서비스들의 공통된 라디오 베어러 정보와, 공통 채널을 통해 서비스되는 특정 MBMS의

정보에 대응하는 MBMS 서비스 공통 라디오 베어러 정보를 포함하는 제어 정보를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설정된 정보들을

포함하는 제어 정보를 상기 MBMS 서비스에 따른 전용 제어 채널을 통해 상기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 단말들과, 상기 사용자

단말들이 위치하는 셀과 상기 셀과 인접한 인접 셀들과, 상기 셀들에 서비스별로 멀티미디어 방송/다중방송 서비스

(MBMS)를 제공하는 무선 접속망과, 상기 무선 접속망과 연결되어 상기 MBMS를 지원하는 핵심망을 포함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소정의 사용자 단말이 제어 정보들을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MBMS의 시작을 통지하는 채널이 존재함

을 알리는 식별자를 감지하고 상기 MBMS 서비스에 따른 변경 주기이면, 상기 사용자 단말이 요청한 특정 MBMS에 대응

하는 시작 및 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통지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통지 정보를 통해 통지하는 채널이 발생한 원

인값을 파악하여 해당하는 동작을 수행한 후, 상기 MBMS 서비스에 따른 전용 제어 채널의 수신을 계속적으로 수행할지를

파악하는 과정과, 상기 결과에 따라 상기 전용 제어 채널을 수신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후술될 상세한 설명에서는 상술한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에 있어서 수 개의 대표적인 실시 예를 제시할 것이

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동작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만이 설명되며 그 이외 부분의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흩트리지 않도록 생략될 것이라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현재 MBMS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어 정보들은 하기와 같이 정의 가능하다.

  1. MBMS 서비스 전체에 대한 시스템 정보

  2. MCCH를 통해서 전송되는 제어 정보들의 전송 시작 시점과 반복 주기

  3. PtM형태에서 MBMS 데이터를 전송하는 MTCH에 대한 채널 정보(논리 채널 정보, 트렌스포트 채널 정보, 물리 채널

정보)

  4. 상기 MTCH를 통해서 전송되는 MBMS 서비스에 대한 정보(일 예. MBMS 서비스 식별자)

  5. UE의 이동성을 위하여 현재 셀 내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혹은 서비스가 가능한 MBMS 서비스들의 목록

  6. UE의 MBMS 데이터 수신 성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선택 결합(Selective Combining: 이하 'SC'라 칭한다.)을 지

원하기 위한 주변 셀들의 MBMS 정보

  7. MTCH로 전송되는 MBMS 데이터의 불연속 전송 방법을 지원하기 위한 상기 MBMS 데이터의 전송 스케쥴링 정보

  8. MBMS를 수신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알려줄 수 있는 정보

  상기 설명된 정보들 외의 다른 제어 정보들도 추가적으로 정의 가능하다. 여기서, 상기 제어 정보들이 MBMS 서비스를

수신하기 원하는 UE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경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제어 정보들의 성격에 따라 사용 되어

지는 경로가 달라진다.

  첫 번째 방법은 BCH를 통해 상기 제어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BCH를 통해 전송될 수 있는 제어 정보는

MBMS 서비스 전체에 대한 시스템 정보가 될 수 있다. 상기 시스템 정보는 MBMS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과 시작에 대한 제

어 정보가 존재함을 알려줄 수 있는 통지 지시 채널 ( Notification Indicator Channel : 이하 NICH 라 칭함) 정보, MCCH

가 전송되는 FACH 및 S-CCPCH정보, 상기 MCCH를 통해서 전송되는 제어 정보들의 반복 주기등이 될 수 있다. 상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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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주기는 3가지가 정의될 수 있다. 첫 번째 주기는 변경 주기(Modification Period : 이하 MP라 칭함), 두 번째 주기는 반

복 주기 (Repetition Period : 이하 RP 라 칭한다.), 세 번째는 접근 정보 주기 (Access Info Period : 이하 AIP라 칭함)이

다. 상기 주기 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기 도 4에서 제시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MBMS 서비스를 위한 제어 정보의 전송을 담당하는 MCCH를 통해서 제어 정보들을 전송하는 방법이다.

상기 MCCH를 통해서 전송될 수 있는 제어 정보들은 상기 필요한 제어 정보들중에서 3내지 8까지 될 수 있다. 이때, 상기

제어 정보들을 MCCH를 통해서 전송함에 있어서 몇 가지 세부 정보들은 중복되어 전송될 수 있다. 일 예로 임의의 MBMS

서비스가 셀 내에서 유효하다는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상기 MBMS 서비스에 대한 식별자를 전송해야 하며, 상기

MBMS 서비스가 PtM의 형태로 서비스 되고, 상기 MBMS 서비스가 전송되는 채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역시

상기 MBMS 서비스에 대한 식별자가 필요하다.

  본 발명에서는 MBMS 서비스에 필요한 제어 정보들을 정의하고, 상기 제어 정보들의 세부 정보들이 중복되어 전송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기의 제어 정보들을 제안한다. 하기 제어 정보들에 규정되어 있는 세부 정보들은 3세대 비동기 이동통

신 방식인 3GPP에서 규정한 RRC 시그널링에 대한 표준 규격 25.331에 있는 세부 정보들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새로이

세부 정보들도 제시 하였다.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MCCH를 통해서 전송되는 제어 정보들은 하기와 같다.

  1. MBMS Notification Info : MBMS 데이터의 기본 전송 단위인 세션(Session)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제어 시그널,

MBMS 데이터의 전송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 셀 내의 UE의 숫자를 확인하는 작업인 Counting에도 사용되며, MBMS 서비

스의 중요한 변화에 대한 통지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사용됨.

  2. MBMS SERVICE LIST: 현재 셀 내에 서비스 되고 있는 혹은 서비스가 될 수 있는 MBMS 서비스에 대한 목록을 제공

하는 제어 시그널. 현재 셀 내에서 전원을 켠 UE 혹은 다른 셀로부터 이동해온 UE들에게 가능한 MBMS 서비스들에 대하

여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함.

  3. MBMS COMMON RB Info: 셀 내에 서비스되고 있는 MBMS 서비스들이 사용하는 라디오 베어러 (Radio Bearer: 이

하 RB라 칭함 )들 중에서 공통된 세부 항목들을 UE에게 알려주는 제어 정보. 상기 RB는 UE와 CN사이의 정보 전송을 위

하여 UTRAN이 사용하는 논리적인 전송 통로임. 또한 선택적으로 주변 셀들에서 전송되고 있는 MBMS 서비스의 RB 정보

를 포함할 수 있음. 상기 주변 셀들에 대한 정보는 SC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4. MBMS SERVICE PTM RB INFO : 현재 셀 내에서 PtM으로 서비스 되고 있는 특정 MBMS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정보

를 UE에게 전송해 주는 제어 정보로서 새로운 MBMS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질 경우, UE가 MBMS service PtM RB info

를 수신한 이후 선택적으로 상기 특정 MBMS 서비스가 주변 셀들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면, 상기 주변 셀 정보도 포함할 수

있음. 또한 MBMS service PTM RB info가 여러 개가 존재한다면 제일 먼저 수신되어야 할 MBMS service PtM RB info

를 전송한다.

  이하 상기 전술한 제어 정보들을 3GPP TS 25.331에 정의되어 있는 정보 요소(Information Elements : 이하 IE라 칭함 )

로 구현한 예를 통하여 상세히 그 기능을 살펴본다.

  하기 <표3>, <표4>, <표5>및 <표6>는 본 발명의 설명을 위해 필요한 IE들은 새로이 정의하며, 새로이 정의된 IE들은 밑

줄 및 굵은 글씨로 표현한다. 또한, 상기 <표3>, <표4>, <표5>및 <표6>의 설명에 앞서서. Information element/Group

name은 IE들의 이름 및 IE들이 속한 그룹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이며, need는 IE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MP) 혹은 선택

적 (OP)으로 사용될 것인지를 가르킨다. Multi는 IE들의 수가 하나 인지 혹은 여러 개인지를 가르킨다. Type and

reference는 IE가 표현되는 형식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키며 , 일 예로 비트 표현( Bit String), 8진수 표현 (Octet ), 혹은

십진수 표현 (integer)등이 있을 수 있고, Semantics description은 IE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IE가 사용되는 경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사용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 지에 대한 설명을 해 놓은 부분이다.

  우선, 하기 <표3>은 MBMS Notification INFO에 대한 구성의 일 예와 각 IE들에 대한 설명이다. 상기 <표 3>는 하기의

<표 3a>와, <표 3b>, <표 3c>로 구성된다.

  

표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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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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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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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의 <표 4>는 제어 메시지 MBMS Service List에 대한 구성의 일 예이다. 상기 <표 4>는 하기의 <표 4a>와, <표 4b>

로 구성된다.

  

표 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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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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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표5>는 MBMS COMMON RB INFO에 대한 일 예이다. 상기 <표 5>는 하기의 <표 5a>와, <표 5b>로 구성된다.

  

표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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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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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표6>은 MBMS SERVICE PTM RB INFO에 대한 일 예이다. 상기 <표 6>는 하기의 <표 6a>와, <표 6b>와, <표

6c>와, <표 6d>로 구성된다.

  

표 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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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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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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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d.

  상기 도 3은 MCCH를 통하여 전송되는 제어 정보의 전송 시점 및 전송 주기를 도시한 도면이며, 도 4는 상기 <표3>, <표

4>, <표5> 및 <표6>을 통하여 제시된 메시지들의 전송 및 스케쥴링에 대한 일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우선 도 3을 참조하면, MCCH(301)는 MBMS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어 정보들이 전송된다. 상기 제어 정보

들은 MBMS 서비스의 시작/종료 및 MBMS 서비스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UE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전송되는 정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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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또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UE의 이동에 따라 MBMS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제어 정보가 있을 수 있다. 우선, MP(304)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제어 정보들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 주기를 나타낸다. 즉

상기 MP(304)동안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제어 정보들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 RP(303)는 상기 주기적으로 전송되는

제어 정보들이 반복되어 전송되는 구간으로서 MP(304)는 여러 개의 RP(303) 로 이루어 질 수 있다. AIP(302)는 MBMS

서비스의 전송 형식 결정을 위한 카운팅(counting)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주기로서, 상기 AIP(302)구간마다

카운팅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RACH 획득 확률이 변화하게 되어, 한꺼번에 많은 UE가 RACH 획득을 시도해서 충돌이 발

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 RACH 획득 확률은 Notification info로 전송될 수 있으며, Notification

info가 몇 개의 RP(303) 구간마다 반복이 되게 되면 AIP(302)는 RP(303)의 길이와 동일하게 된다.

  도 4에서는 본 발명에서 제안된 MCCH를 통해서 전송되는 메시지들이 상기 도 3에서 설명된 RP 및 MP에 따라 전송되는

일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MP(403)는 256의 길이를 가지는 것을 가정했으며, RP(402)는 64의 길이를 가지는 것을 가정했

다. 상기 256 은 3GPP에서 무선 통신 전송의 기본 단위로 사용하는 10 ms 무선 프레임 256개의 길이를 의미한다. 64는

10 ms 무선 프레임 64개의 길이를 의미한다. 또한 3GPP에서는 10m 단위로 시간을 구별하기 위해서 시스템 프레임 넘버

(System Frame Number: 이하 'SFN'이라 칭함)을 사용하며, 0에서 409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다.

  MCCH(410)은 상기 MCCH(401)를 통해서 전송되는 제어 메시지들을 확대하여 그린 것이다. 412는 MBMS notification

info를 가르키며 MP의 시작점에서 전송된다. 411은 임의의 서비스에 대한 MBMS SERVICE PTM RB info를 가르키며

MP의 시작시점에서 시작하거나 혹은 412 MBMS notification info 바로 뒤에 전송되거나 혹은 MCCM의 전송 속도가 빠

를 경우에는 412 MBMS notification info와 같이 전송될 수 있다. 413은 MBMS Service list info를 가르키며, 현재 셀 내

에서 서비스되거나 혹은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모든 MBMS 서비스들에 대한 목록을 가지고 있어, UE의 이동에 따른

MBMS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MBMS 서비스를 수신하고 있는 혹은 수신하려고 하는 UE는 412 MBMS

notification info와 413 MBMS service list info를 통하여 Common RB value tag를 수신하여, 상기 Common RB value

tag이 현재 저장하고 있는 Common RB value tag의 값과 다른 경우 415 Common MBMS RB Info를 수신하게 된다. 414

는 상기 임의의 MBMS 서비스 외에 다른 MBMS 서비스에 대한 PtM RB 정보를 가지고 있는 MBMS SERVICE PTM RB

info를 가르킨다.

  상기 도 4의 416, 417, 418, 419, 420은 상기 412, 411, 413, 414, 415와 부합하는 제어 정보들이며 402 RP마다 반복

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상기 제어 메시지들을 전송하는 방법은 MCCH의 전송속도가 아주 빠른 경우 한꺼번에 같이

보낼 수도 있으며, 상기 MCCH의 전송 속도가 늦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나누어서 보내질 수도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대한 UTRAN(특히 RNC)의 동작 흐름도이다. 즉, 상기 도 5는 CN으로부터 임의의 MBMS 서비스에 대

한 데이터 전송이 시작된다는 세션 시작(Session Start)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상기 본 발명에서 제안된 MCCH의 제어 정

보들을 전송하는 동작 흐름을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세션은 MBMS 데이터의 기본 전송단위가 될 수 있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UTRAN은 501에서 UE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Common RB info 및 MBMS Service list info

를 전송한다. 502에서 상기 UTRAN은 CN으로부터 임의의 MBMS 서비스에 대한 셰션 시작 메시지를 수신하면 503 으로

진행한다. 반면에, 상기 CN으로부터 임의의 MBMS 서비스에 대한 셰션 시작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는다면 501동작을 수

행한다. 503에서 UTRAN은 새로운 MP의 시작점인지를 판별한다. 새로운 MP의 시작시점이 아니면 504동작을 수행하여

새로운 MP의 시작시점까지 기다린다. 상기 UTRAN은 503에서 새로운 MP의 시작 시점이 다가옴을 인지하면 505에서 상

기 502에서 수신한 MBMS 서비스에 대한 세션 시작 메시지를 바탕으로 하여 MBMS notification info와 MBMS service

PtM RB info를 설정한다. 상기 MBMS notification info와 MBMS Service PTM RB info의 내용은 본 발명에서 제안한 <

표 3>과 <표 6>을 따름을 가정한다. 상기 505 과정은 상기 503 동작 이전에도 가능하나, 본 발명에서는 503 동작 이후에

발생함을 가정하였다.

  상기 UTRAN은 506에서 새로운 MP의 시작시점에 MBMS Notification info, MBMS Service PTM RB info, Common

RB info, MBMS Service list info를 전송한다. 상기 Common RB info와 MBMS Service list info는 본 발명에서 제안된 <

표 4>와 <표 5>를 따름을 가정하였다. 상기 Common RB info는 현재 전송 시점에서는 상기 MBMS notification info가 가

르키는 새로운 MBMS 서비스와 관련된 변경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기 MBMS 서비스가 서비스 되는 시점에서는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전송될 수 있다. 상기 MBMS Service list info는 상기 MBMs notification info가 가르키는 MBMS 서비

스가 셀 내에서 서비스가 될 거라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UTRAN은 507과정에서 MBMS 데이터의 전송 형태를 결

정하기 위하여 카운팅 작업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별하게 되고, 상기 카운팅 작업이 필요하지 않으면, 509 동작한다. 반면

에 상기 카운팅 작업이 필요하면 508 동작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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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카운팅(counting) 작업 여부의 판별은 상기 UTRAN이 인지하고 있는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할 셀 내의 UE들

의 수가 될 수 있다. 상기 UTRAN은 508과정에서 새로운 AIP 혹은 RP의 시작시점에서 MBMS notification info 재전송한

다. 상기 MBMS notification info에서는 506에서 전송된 notification info와 다른 RACH 접근 확률 값이 설정될 수 있다.

  상기 UTRAN은 509과정에서 새로운 RP의 시작 시점에서 MBMS Notification info, MBMS Service PTM RB info,

Common RB info, MBMS Service list info 재전송한다. 상기 UTRAN은 510과정에서 새로운 MP가 시작되는 시점인지

를 판단하여, 새로운 MP가 시작될 시점이면 511과정을, 새로운 MP가 시작될 시점이 아니면 509 과정을 수행한다.

  상기 UTRAN은 511과정에서 MBMS Notification info, MBMS Service PTM RB info, Common RB info 및 MBMS

Service list info 에 변경될 IE들이 있으면 변경하고, 특히 Common RB info의 내용이 변경되게 되면 Common RB value

tag의 값을 변경하게 된다. 상기 Common RB value tag의 유효 범위는 셀 내로 한정될 수도 있고, 또한 동일한 MBMS 서

비스를 전송하는 여러 셀로 정의될 수가 있다. 상기 유효 범위가 셀 내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상기 Common RB value tag

은 셀 내의 MBMS 관련 RB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되고, 상기 유효 범위가 여러 셀로 정의된다면 상기 Common

RB value tag은 주변 셀들의 MBMS 관련 RB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서 값이 변경될 수가 있다. 상기 UTRAN은 512과정

에서 새로운 MP의 시작시점에서 상기 제어 정보들을 재전송하게 된다.

  하기의 도 6, 도7, 도8 및 도 9는 본 발명에서 제안된 MCCH로 전송되는 4가지 제어 정보들을 수신할 경우에 UE의 동작

흐름을 도시한 도면들이다.

  도 6은 MBMS notification info를 수신한 경우 UE의 동작 흐름도이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상기 UE는 601에서 MBMS notification info가 전송될 것임을 알리는 통고 지시자 (Notification

Indicator : 이하 NO라 칭함)를 확인한다. 상기 UE는 602에서 가입된 MBMS 서비스에 대한 MBMS notification info가

전송될 것이라는 긍정 NI를 수신하였는지 판별작업을 하여, 긍정 NI를 수신하였다면 603과정을 수행하고, 부정 NI를 수신

하였으면 601 과정을 수행한다.

  상기 UE는 603에서 새로운 MP의 시작시점인지를 판별한다. 상기 새로운 MP의 시작시점은 MBMS 시스템 정보를 전송

할 수 있는 BCH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다. 603에서 상기 UE가 새로운 MP의 시작시점임을 인지했다면 605과정을 수행하

고 아니면 604 과정에서 새로운 MP의 시작시점을 기다리게 된다. 605과정에서 상기 UE는 MBMS notification info를 수

신하고, 606 과정에서 상기 UE는 상기 UE가 가입된 혹은 현재 서비스 받고 있는 MBMS 서비스에 대한 notification info

인지를 판별한다.

  상기 UE는 MBMS notification info에 포함되어 있는 IE MBMS service ID를 가지고 606 과정을 수행하며, 상기 UE가

가입한 혹은 서비스 받고 있는 MBMS 서비스에 대한 Notification info가 아닐 경우에는 601 동작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

다면 607 과정에서 notification info의 cause 값을 확인한다. 상기 도 6의 설명에서는 3개의 cause 값에 대한 동작이 설

명되어 있으나 추가의 cause값이 설정된다면 상기 UE는 다른 동작을 수행할 수도 있다. 상기 UE는 608에서 counting이

수행됨을 인지하게 되면 609에서 counting 관련 작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614과정을 진행한다.

  반면에, 상기 608에서 counting을 수행하지 않으면, 610에서 PtM RB 변경임을 인지하여 611에서 PtM RB 변경에 관련

된 작업을 수행한다. 이때, 상기 610에서 PtM RB 변경을 인지하지 않으면, 612에서 PTM RB release임을 인지하고, 613

에서 PtM RB release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한다.

  여기서, 상기 counting 관련 작업이라 함은 counting을 위하여 RRC 연결을 시도하거나 혹은 PMM 연결을 시도하는 작업

이라 할 수 있다. 상기 PtM RB 변경 작업이라 함은 상기 UE가 서비스 받고 있던 MBMS 서비스의 PtM RB 정보가 변경됨

을 의미하며, Common RB info 혹은 MBMS service PtM RB info를 수신하여 RB 변경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으며, 상기 PtM RB release 작업이라 함은 상기 UErk 서비스 받고 있던 MBMS 서비스의 세션 종료등으로 현재의 RB

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기에 현재의 RB 정보를 지우는 작업을 가르킬 수 있다.

  또한, 상기 608, 610, 612등의 이유가 아니면 상기 UE가 가입한 MBMS 서비스에 대한 세션이 counting 작업 없이 시작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기 UE는 614에서 IE continue MCCH reading 확인하여, 상기 MBMS notification info 이후에

계속 MCCH로 전송되는 제어 정보들을 수신해야 하는지를 확인한다. 상기 UE는 615에서 IE Common RB value tag 확인

하여 Common RB info를 다시 수신해야 하는지를 인지하게 된다. 또한, 상기 UE는 616에서 Scheduling info를 확인하여

MBMS service info 혹은 Common MBMS RB info의 메시지 종료 시점을 알게 된다. 즉, 상기 Scheduling info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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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됨으로 해서 UE는 상기 MBMS service info 및 Common RB info의 수신 종료 시점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MCCH를 계속 수시할 수 필요가 없다. 상기 UE는 상기 MBMS notification info의 모든 IE들을 확인한 후에

617에서 필요한 관련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UE가 MBMS service list info를 수신할 경우에 대한 동작 흐름도이다.

  상기 도 7를 참조하면, 701에서 새로운 셀로 이동 혹은 MBMS Service list info를 확인할 일 발생하였다면, 702에서 UE

는 새로운 RP 의 시작시점인지를 판별한다. 새로운 RP 의 시작시점이면 704에서 MBMS Service list info를 수신하고, 그

렇지 않다면 703에서 새로운 RP 의 시작시점을 기다리게 된다.

  상기 UE는 705에서 상기 UE가 가입된 MBMS 서비스에 대한 식별자가 존재하는 지에 판별한 후, 존재하지 않으면 동작

을 종료한다. 705에서 상기 UE가 가입한 MBMS 서비스에 대한 식별자가 존재한다면 706에서 상기 식별자에 부합하는

MBMS 서비스의 전송형태가 PTM인지를 판별한다. PtM인 경우에는 707 동작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708 동작을 수행

한다. 상기 707에서 UE는 상기 UE가 가입한 MBMS 서비스 식별자에 부합하는 Short 서비스 식별자를 획득하고, 712 동

작을 수행한다. 상기 708에서 UE는 상기 UE가 가입한 MBMS 서비스의 전송형태가 PtP인지에 대한 판별을 하여 PtP이면

709 동작을 그렇지 않으면 710 동작을 수행한다. 709에서 상기 UE는 상기 UE가 가입한 MBMS 서비스를 PtP로 서비스

받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710에서 상기 UE는 RB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면, 711에서 상기 UE가 존재하

고 있는 셀에서 상기 UE가 가입한 MBMS 서비스를 받기 위한 관련 작업을 수행한다.

  상기 UE는 712에서 IE Preferred frequency 확인하여 상기 UE가 가입한 MBMS 서비스가 서비스 되고 있는 주파수 정

보를 획득하며, 713에서 IE continue MCCH reading 확인하여, 추후로 MCCH로 전송되는 제어 정보들을 계속 수신해야

하는지를 인지한다. 714에서 Common RB value tag 확인하여, Common RB info를 수신할 필요가 있는지를 인지한다.

상기 UE는 상기 MBMS Service list info에서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715에서 필요한 관련 작업을 수행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UE가 MBMS service PtM RB info를 수신할 경우의 동작 흐름도이다.

  상기 도 8을 참조하면, UE는 801에서 가입된 MBMS 서비스에 대한 Notification info 수신한 이후에 MBMS Service

PTM RB info 수신한다. 상기 UE는 802에서 상기 MBMs notification info에서 획득한 Short MBMS ID와 상기 MBMS

service PtM RB info의 IE short MBMS ID가 동일한가에 대한 판별작업을 수행하여, 동일하지 않다면 804에서 다른

MBMS Service RB info 기다린다.

  반면에, 동일하다면 803에서 현재 셀에서 가입된 MBMS 서비스가 사용할 RB 정보를 획득한다. 상기 UE는 805에서 가

입된 MBMS 서비스에 대한 주변 셀의 정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여부를 판별한다. 이때, 가입된 MBMS 서비스에 대한 주

변 셀의 정보가 존재한다면 806에서 가입된 MBMS 서비스에 대한 주변 셀의 정보를 획득하고, 그렇지 않다면 807에서 상

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UE가 MBMS Common RB info를 수신할 경우에 대한 동작 흐름도이다.

  상기 도 9를 참조하면, UE는 901에서 MBMS Common RB info를 수신할 이유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별한다.

상기 수신할 이유에 대한 일 예는 UE가 새로운 셀로 이동하는 경우 혹은 새로운 주파수로 이동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901

에서 MBMS common RB info를 수신할 이유가 발생하였다면 903로 동작을 수행한다. 반면에, 901에서 상기 MBMS

common RB info를 수신할 이유가 발생하지 않다면 902동작을 수행한다.

  상기 902에서 상기 UE는 상기 UE가 저장하고 있던 Value tag common RB info와 상기 UE가 상기 MBMS Common

RB info 이전에 수신한 다른 제어 메시지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value tag common RB info의 값이 동일한지에 대한 판별

작업을 수행한다. 이때, 상기 Value tag common RB info의 값이 동일한 경우에 상기 UE는 904로 진행한다. 따라서,

MBMS Common RB info 수신하지 않고, 동작을 종료한다.

  반면에,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상기 UE는 903에서 MBMS Common RB info 수신하고, 904에서 상기 MBMS Common

RB info내의 Vale tag Common RB info를 새로이 저장한다. 906에서 새롭게 설정된 PTM RB 정보 획득한 후, 907에서

물리 채널정보와 트랜스포트 채널 정보를 획득한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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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MCCH로 전송되는 제어 정보들을 정의하며, 상기 정의된 제어 정보들이 전송될 시에

시그널링 오버헤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상기 제어 정보들이 효율적으로 스케줄링하여 전송하는 방

법을 제안한다.

  따라서, UE가 상기 제어 정보들을 수신함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중복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상기

중복 수신 및 MCCH를 계속적으로 수신하지 않음으로 UE의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나 이상의 사용자 단말들과, 상기 사용자 단말들이 위치하며 서비스별로 멀티미디어 방송/다중방송 서비스(MBMS)를

제공하는 셀을 포함하는 무선 접속망과, 상기 무선 접속망과 연결되어 상기 MBMS를 지원하는 핵심망을 포함하는 이동통

신시스템에서, 상기 MBMS를 지원하기 위한 제어 정보들을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기들이 요청한 특정 MBMS의 전송 형태를 결정하고 상기 특정 MBMS 데이터의 시작 및 끝에 대한 정보

를 포함하는 통지 정보와, 상기 셀 내의 서비스 가능한 MBMS 서비스들의 목록과, 상기 셀에서 서비스 가능한 MBMS 서비

스들의 공통된 라디오 베어러 정보와, 공통 채널을 통해 서비스되는 특정 MBMS의 정보에 대응하는 MBMS 서비스 공통

라디오 베어러 정보를 포함하는 제어 정보를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설정된 정보들을 포함하는 제어 정보를 상기 MBMS 서비스에 따른 전용 제어 채널을 통해 상기 사용자 단말로 전송

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

  하나 이상의 사용자 단말들과, 상기 사용자 단말들이 위치하는 셀과 상기 셀과 인접한 인접 셀들과, 상기 셀들에 서비스

별로 멀티미디어 방송/다중방송 서비스(MBMS)를 제공하는 무선 접속망과, 상기 무선 접속망과 연결되어 상기 MBMS를

지원하는 핵심망을 포함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소정의 사용자 단말이 제어 정보들을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MBMS의 시작을 통지하는 채널이 존재함을 알리는 식별자를 감지하고 상기 MBMS 서비스에 따른 변경 주기이면,

상기 사용자 단말이 요청한 특정 MBMS에 대응하는 시작 및 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통지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통지 정보를 통해 통지하는 채널이 발생한 원인값을 파악하여 해당하는 동작을 수행한 후, 상기 MBMS 서비스에 따

른 전용 제어 채널의 수신을 계속적으로 수행할지를 파악하는 과정과,

  상기 결과에 따라 상기 전용 제어 채널을 수신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

  하나 이상의 사용자 단말들과, 상기 사용자 단말들이 위치하는 셀과 상기 셀과 인접한 인접 셀들과, 상기 셀들에 서비스

별로 멀티미디어 방송/다중방송 서비스(MBMS)를 제공하는 무선 접속망과, 상기 무선 접속망과 연결되어 상기 MBMS를

지원하는 핵심망을 포함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소정의 사용자 단말이 제어 정보들을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요청된 MBMS의 정보의 변화를 나타내는 정보와, 상기 MBMS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정보들을 포함하는 제어 정보

를 포함하는 전용 제어 채널을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제어 정보에 따라 상기 MBMS를 지원하는 상기 전용 제어 채널의 지속적인 수신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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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정보는 상기 MBMS 서비스에 대응하여 전송형식이 변경되는 MBMS 서비스 식별자와, 주변 셀에 대한 정보와,

상기 제어 채널의 수신 시간에 관한 정보와, 상기 무선 베어러의 재구성에 관한 공통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5.

  하나 이상의 사용자 단말들과, 상기 사용자 단말들이 위치하는 셀과 상기 셀과 인접한 인접 셀들과, 상기 셀들에 서비스

별로 멀티미디어 방송/다중방송 서비스(MBMS)를 제공하는 무선 접속망과, 상기 무선 접속망과 연결되어 상기 MBMS를

지원하는 핵심망을 포함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소정의 사용자 단말이 제어 정보들을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셀에서 서비스 가능한 MBMS 서비스들의 목록을 포함하는 제어 정보를 포함하는 전용 제어 채널을 통해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MBMS 서비스 목록을 확인하여 상기 MBMS 및 상기 MBMS와 구별되는 타 MBMS 서비스를 수신하기 위한 전용

제어 채널의 지속적인 수신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정보는 상기 MBMS 서비스에 대응하여 전송형식이 변경되는 MBMS 서비스 식별자와, 주변 셀에 대한 정보와,

상기 전용 제어 채널의 수신 시간에 관한 정보와, 상기 무선 베어러의 재구성에 관한 공통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7.

  하나 이상의 사용자 단말들과, 상기 사용자 단말들이 위치하는 셀과 상기 셀과 인접한 인접 셀들과, 상기 셀들에 서비스

별로 멀티미디어 방송/다중방송 서비스(MBMS)를 제공하는 무선 접속망과, 상기 무선 접속망과 연결되어 상기 MBMS를

지원하는 핵심망을 포함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소정의 사용자 단말이 제어 정보들을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MBMS 서비스들의 공통된 무선 베어러 정보를 포함하는 제어 정보를 전용 제어 채널을 통

해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공통된 무선 베어러 정보를 통해 상기 셀과 상기 인접 셀들과의 선택적 결합을 결정한 후, 상기 결과에 따라 전송된

무선 채널들을 선택적 결합하여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정보는 주변 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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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상의 사용자 단말들과, 상기 사용자 단말들이 위치하는 셀과 상기 셀과 인접한 인접 셀들과, 상기 셀들에 서비스

별로 멀티미디어 방송/다중방송 서비스(MBMS)를 제공하는 무선 접속망과, 상기 무선 접속망과 연결되어 상기 MBMS를

지원하는 핵심망을 포함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소정의 사용자 단말이 제어 정보들을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셀에서 서비스되는 MBMS에 대한 정보와, 상기 인접셀에서 서비스되는 MBMS에 대한 정보에 대응하는 MBMS 공

통 무선 베어러 정보를 포함하는 제어 정보를 전용 제어 채널을 통해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MBMS 공통 무선 베어러 정보를 통해 상기 MBMS에 대응하는 무선 베어러의 변경 유무를 확인하고, 상기 결과에

따라 결정된 무선 베어러를 통해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정보는 상기 MBMS 서비스에 대응하여 전송형식이 변경되는 MBMS 서비스 식별자와, 상기 전송 형식이 변경

됨을 나타내는 식별자와, 이전의 MBMS에 따른 무선 베어러의 사용 여부를 나타내는 식별자와, 주변 셀에 대한 정보와, 주

변 셀에 대응하는 무선 베어러 정보와, 상기 무선 베어러로 사용 가능한 물리 채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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