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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ＢＣＭＣＳ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 모드 및/또는 ＢＣＭＣＳ 서비스 할당 비율을 지정

하는 방법 및 통신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파수 할당 모드 및 비율을 지정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1xEV-DO 시스템을 통해 1xEV-DO 서비스나 BCMCS 서비스를 제공받는 하나 이상의 접속 단말기; 상기 FA 모드 및/또

는 상기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을 포함하는 BCMCS 제어 정보를 입력받고, 입력받은 상기 BCMCS 제어 정보를

1xEV-DO 제어기로 전송하는 기지국 운용 장치; 및 상기 BCMCS 제어 정보를 수신하여 임시로 저장하되, 상기 BCMCS

제어 정보에 포함된 상기 FA 모드 및/또는 상기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에 따라 각각의 상기 접속 단말기로 전송하는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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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의 종류 및/또는 비율을 제어하는 상기 1xEV-DO 제어기 및 1xEV-DO 전송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액세스망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CMC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을 지정하는 시스템

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새로운 주파수 자원을 증설하지 않고도 1xEV-DO 시스템에서 BCMCS 방송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

할 수 있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주파수 할당(FA), BCMCS, MBMS, FA 모드, 오버헤드 메시지, 시스템 파라미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이동통신과 방송 서비스의 융합에 따른 융합 서비스를 도식화한 도면,

도 2는 1xEV-DO망에서의 BCMCS를 위한 표준화 작업에 관한 워킹 그룹별 진행 상황을 나타낸 테이블,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1xEV-D0 BCMCS 서비스 시스템을 간략하게 나타낸 블럭도,

도 4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라 FA 모드를 BCMCS 전용 모드로 지정한 경우의 메시지 처리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라 FA 모드를 BCMCS 전용 모드로 지정한 경우의 메시지 처리의 다른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

도 6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라 FA 모드를 BCMCS 혼용 모드로 지정한 경우의 메시지 처리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을 지정하는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00 : 1xEV-DO BCMCS 서비스 시스템 310 : 접속 단말기

320 : 액세스망 322 : 1xEV-DO 전송기

324 : 1xEV-DO 제어기 326 : 패킷 제어부

330 : GAN 340 : 기지국 관리 장치

350 : PDSN 360 : 인증 서버

370 : 데이터 위치 등록기 380 : BCMCS 제어기

390 : BCMCS 컨텐츠 서버 392 : BCMCS 컨텐츠 제공 서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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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파수 할당 모드 및 비율을 지정하는

방법 및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1xEV-DO 시스템에서 무선 기지국 제어기가 시스템 파라미터

(System Parameter)를 이용하여 주파수 할당(FA : Frequency Assignment, 이하 'FA'라 칭함) 모드를 브로드캐스트/멀

티캐스트 서비스(BCMCS : Broadcast/Multicast Service, 이하 'BCMCS'라 칭함) 전용 또는 혼용 모드로 지정하거나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을 지정하여 BCMCS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법 및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최근 통신과 방송으로 분리되었던 매체 환경이 멀티미디어 컨텐츠(Multimedia Contents)의 디지털화, 네트워크의 디지털

화 및 광대역화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빠른 속도로 융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각

사업자들이 기존 고유의 사업 영역을 벗어나 부가 서비스를 쉽게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들의 영역 구분이 모호해지

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융합 서비스라 부른다. 즉, 통신 사업자는 부가가치가 보다 높은 멀티미디어 컨

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융합 서비스의 제공을 추구하고, 방송 사업자는 방송망을 통한 통신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기존의

단방향 방송 서비스의 한계를 벗어나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통신 및 방송의 융합 현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통신망에 의한 방송 서비스로서, 인터넷 방송,

VOD/MOD(Video On Demand/Music On Demand) 서비스, 전광판 방송 서비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방송망에 의

한 통신 서비스로 케이블 TV망을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 접속 서비스, FM(Frequency Modulation)망을 이용한 FM 호출

서비스 및 부가 서비스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통신망과 방송망의 결합 서비스로 양방향 데이터 방송 서비스, 전자 상거

래, 웹 브라우징(Web Browsing), 메일 서비스 등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동통신망의 대역폭 확대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이동통신과 방송간의 융합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

다. 이동통신과 방송간의 융합은 크게 이동통신망에 방송 기능을 구현한 이동통신 방송 서비스와 이동통신을 이용한 양방

향 데이터 방송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도 1은 이동통신과 방송 서비스의 융합에 따른 융합 서비스를 도식화한 도면이다.

이동통신 방송 서비스는 단문 문자 중심의 SMS(Short Message Service) 서비스로부터 디지털 카메라 및 캠코더 기능을

갖춘 다기능 단말기들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음악, 이미지(Image), 애니메이션(Animation), 동영상 등을 교환하고자 하는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요구에 따라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 서비스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SMS와 MMS 서비

스는 기본적으로 기지국에서 단말기간 일대일(Point to Point)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므로 방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

기는 곤란하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여 일대다(Point to Multipoint) 방식으로 SMS를 전달할 수 있는 CBS(Cell

Broadcast Short Message Service) 서비스가 개발되어 방송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이미지, 음성, 동영상 수준의 컨텐츠를 최대 180 Bytes까지 지원할 수 있는 3GPP 방식의

CB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GPP2 방식의 CBS 서비스는 데이터의 전송 속도를 최대 1.23 Kbytes까지 지원할 수 있

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와 같은 저속의 CBS 서비스로는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3G(Generation) 이동통신망에서는 방송 전용 채널을 이용하는 비동기 방식의

MBMS(Multimedia Broadcast Multicast Service) 기술과 동기 방식의 BCMCS 기술을 통해 256 Kbps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MBMS는 한 번의 데이터 전송으로 다수의 가입자 단말기(UE : User Equipment)가 동시에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

는 고속 데이터 방송 서비스이다. MBMS는 3GPP(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에서 브로드캐스트 모드와 멀티캐스

트 모드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브로드캐스트 모드는 서비스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가입자가 복잡한 서비스 가입 절차

없이 단말기의 설정을 통한 브로드캐스트 데이터 수신 여부 설정에 따라 문자, 음성, 그림, 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반면, 멀티캐스트 모드는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특정 가입자들만을 대상을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대부

분의 서비스가 유료로 제공된다.

한편, BCMCS는 동기 진영인 3GPP2에 의해 표준화가 진행 중인 서비스로서, 스트리밍(Streaming), 문자, 그림, 영상 등

을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다수의 사용자에게 하나의 링크를 통해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스템에서는 브로드캐스

트/멀티캐스트를 위한 별도의 채널 또는 슬롯(Slot)을 할당하고, 많은 가입자들이 동시에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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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MCS는 멀티미디어 사용자의 증가, 유비쿼터스(Ubiquitous) 서비스 요구에 따라 CDMA2000 1xEV-DO(이하,

'1xEV-DO'라 약칭함)망의 고도화를 통하여 위성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의 방송 서비스와 차별화하고,

기존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BCMCS는 1xEV-DO망을 구축한

SK 텔레콤, 케이티에프(KTF) 등의 국내 사업자, 일본의 히타치(HITACHI) 및 케이디디아이(KDDI), 삼성전자, 퀄컴

(Qualcomm) 등이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표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도 2는 1xEV-DO망에서의 BCMCS를 위한 표준화 작업에 관한 워킹 그룹(Working Group)별 진행 상황을 나타낸 테이블

이다.

한편, 1xEV-DO망에서 BCMCS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서비스 사업자는 BCMCS 서비스를 수행할 FA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파수에서 BCMCS 서비스를 수행한다. 하지만, 1 개의 주파수 자원을 새로 증설하기 위해서는 천억 이상의 막대한 비용

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주파수 자원 중에서 이용되지 않는 주파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하지만, 현재 각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이용되지 않는 주파수 자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BCMCS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1x EV-DO 시스템에서 무선 기지국 제어기가 시스템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FA 모드를 BCMCS 서비스 전용 또는 혼용 모드로 지정하거나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을 지정하여 1x EV-D0 망에서

BCMCS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법 및 통신 시스템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 1 목적에 의하면, 1xEV-DO에서 BCMC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A 모드 및

/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을 지정하는 시스템으로서, 1xEV-DO 시스템을 통해 1xEV-DO 서비스나 BCMCS 서비

스를 제공받는 하나 이상의 접속 단말기; 상기 FA 모드 및/또는 상기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을 포함하는 BCMCS 제어

정보를 입력받고, 입력받은 상기 BCMCS 제어 정보를 1xEV-DO 제어기로 전송하는 기지국 운용 장치; 및 상기 BCMCS

제어 정보를 수신하여 임시로 저장하되, 상기 BCMCS 제어 정보에 포함된 상기 FA 모드 및/또는 상기 BCMCS 서비스 할

당 비율에 따라 각각의 상기 접속 단말기로 전송하는 메시지의 종류 및/또는 비율을 제어하는 상기 1xEV-DO 제어기 및

1xEV-DO 전송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액세스망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CMC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A 모

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을 지정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 2 목적에 의하면, 하나 이상의 접속 단말기, 각각의 상기 접속 단말기로 1xEV-DO 서비스 및/또는 BCMC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패킷 데이터 및 각종 메시지를 전송하는 1xEV-DO 전송기 및 1xEV-DO 제어기를 포함하여 구성

되는 액세스망 및 기지국 운용 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1xEV-DO 시스템에서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

율을 지정하는 방법으로서, (a) FA 모드 정보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 정보를 포함하는 BCMCS 제어 정보를 입

력받고, 정상적인 입력 정보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b) 타이머를 구동함과 동시에 상기 BCMCS 제어 정보를 상기 액세스

망으로 전송하는 단계; (c) 기 설정된 체크 시간이 종료되는지를 판단하면서 상기 액세스망으로부터 응답 신호가 수신되는

지를 체크하는 단계; 및 (d) 상기 기 설정된 체크 시간 내에 상기 응답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면 에러 메시지 및/또는 상기

BCMCS 제어 정보의 재입력 화면을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CMC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을 지정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 3 목적에 의하면, 하나 이상의 접속 단말기, 각각의 상기 접속 단말기로 1xEV-DO 서비스 및/또는 BCMC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패킷 데이터 및 각종 메시지를 전송하는 1xEV-DO 전송기 및 1xEV-DO 제어기를 포함하여 구성

되는 액세스망 및 기지국 운용 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1xEV-DO 시스템에서 설정되는 BCMCS 전용 모드에 따라 메시

지를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a) 상기 액세스망으로부터 전송되는 오버헤드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오버헤드 메

시지에 포함된 CDMA 채널 목록을 확인하고 FA를 선정하여 상기 FA에 동조하는 단계; (c) 상기 BCMCS 서비스가 요청되

면 자신이 동조하는 있는 FA가 BCMCS FA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d) 상기 BCMCS FA에 동조하지 않는 상태인 경우

에는 상기 BCMCS FA로의 천이 작업을 수행하여 상기 BCMCS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xEV-DO 시스템의 BCMCS 전용 모드에서의 메시지 제어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 4 목적에 의하면, 하나 이상의 접속 단말기, 각각의 상기 접속 단말기로 1xEV-DO 서비스 및/또는 BCMC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패킷 데이터 및 각종 메시지를 전송하는 1xEV-DO 전송기 및 1xEV-DO 제어기를 포함하여 구성

등록특허 10-0573176

- 4 -



되는 액세스망 및 기지국 운용 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1xEV-DO 시스템에서 설정되는 BCMCS 전용 모드에 따라 메시

지를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a) 상기 액세스망으로부터 전송되는 오버헤드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오버헤드 메

시지에 포함된 CDMA 채널 목록을 확인하고 FA를 선정하여 상기 FA에 동조하는 단계; (c) 상기 BCMCS 서비스가 요청되

면 저장하고 있는 BCMCS FA를 체크하는 단계; 및 (d) 체크한 상기 BCMCS FA로의 천이 작업을 수행하여 상기 BCMCS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xEV-DO 시스템의 BCMCS 전용 모드에서의 메시지 제어 방법

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 5 목적에 의하면, 하나 이상의 접속 단말기, 각각의 상기 접속 단말기로 1xEV-DO 서비스 및/또는 BCMC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패킷 데이터 및 각종 메시지를 전송하는 1xEV-DO 전송기 및 1xEV-DO 제어기를 포함하여 구성

되는 액세스망 및 기지국 운용 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1xEV-DO 시스템에서 설정되는 BCMCS 혼용 모드에 따라 메시

지를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a) 상기 1xEV-DO 제어기는 상기 기지국 운용 장치로부터 BCMCS 혼용 모드 정보 및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 정보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단계; (b) 상기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 정보에 따라 상기 메시지

의 종류 및/또는 비율을 제어하여 각각의 상기 접속 단말기로 송출하는 단계; (c) 1xEV-DO 메시지의 비율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되, 1xEV-DO 메시지 지정 비율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d) 초과 비율에 따라 하나 이상의 천이 대상 접속

단말기 및 특정 1xEV-DO FA를 선정하는 단계; 및 (e) 각각의 상기 천이 대상 접속 단말기로 상기 특정 1xEV-DO FA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xEV-DO 시스템의 BCMCS 혼용 모드에서의 메시지 제어 방

법을 제공한다.

이하에서는 첨부되는 도면을 참고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

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구성 또

는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1xEV-D0 BCMCS 서비스 시스템(300)을 간략하게 나타낸 블럭도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1xEV-D0 BCMCS 서비스 시스템(300)은 접속 단말기(310), 액세스망(320), GAN(330), 기지

국 관리 장치(340),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350), 인증 서버(360), 데이터 위치 등록기(370), BCMCS 제어기(380),

BCMCS 컨텐츠 서버(390), BCMCS 컨텐츠 제공 서버(392) 등을 포함한다.

접속 단말기(AT : Access Terminal)(310)는 사용자가 소지하고 이동하면서 통신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 노트북 컴

퓨터, 피디에이(PDA : Personal Digital Assistant) 등을 포함하는 무선 단말기로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순방향

채널(Forward Channel)을 이용하고, 데이터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역방향 채널(Reverse Channel)을 이용한다. 접속 단

말기(310)는 1xEV-DO BCMCS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퀄컴사의 MSM(Mobile Station Modem)4500, MSM5500,

MSM6500 등의 칩을 내장한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1xEV-D0 BCMCS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접속 단말기(310)는 서비스 가입 신청을 수

행한다. 가입 신청이 완료되면 가입자 프로파일(Profile)이 인증 서버(360)에 저장된다.

액세스망(AN : Access Network)(320)은 1xEV-DO 전송기(ANTS: Access Network Transceiver Subsystem)(322)

및 1xEV-DO 제어기(ANC: Access Network Controller)(324)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1xEV-DO 전송기(322)는 공중망(Air Interface)을 통해 접속 단말기(310)로 패킷 데이터를 전송한다. 1xEV-DO 전송기

(322)는 1xEV-DO 전송기(322)와 1xEV-DO 제어기(324)간의 신호 정합을 수행하는 인터페이스 유닛(Interface Unit),

CDMA 채널의 변조 및 복조 기능을 수행하는 CDMA 변/복조 유닛, 트랜시버(Transceiver) 유닛, RF(Radio Frequency)

유닛 등을 포함한다.

1xEV-DO 제어기(324)로서 1xEV-DO 전송기(322)의 동작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1xEV-DO 전송기(322)로

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를 GAN(330)을 통해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350)로 전송한다. 1xEV-DO 제어기(324)는 접속 단말

기(310)에 대한 무선 채널 할당 및 해제 기능, 접속 단말기(310)와 무선 기지국의 송신 출력 제어 기능, 셀간 소프트 핸드

오프(Soft Handoff) 및 하드 핸드오프(Hard Handoff)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1xEV-DO 제어기(324)는 패킷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패킷 제어부(PCF : Packet Control Function)(326)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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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액세스망(320)은 현재 CDMA2000 1X 시스템과 1xEV-DO 시스템이 혼용되는 관계로 기지국 전송기(BTS: Base

station Transceiver Subsystem)(미도시)와 기지국 제어기(BSC : Base Station Controller)(미도시)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GAN(General ATM Switch Network)(330)은 1xEV-DO 제어기(324)와 연결되어 1xEV-DO 시스템 송수신되는 패킷

데이터의 라우팅 기능을 수행하는 통신 장비이다. 즉, 트래픽이 연결되어 있는 접속 단말기(310)에게 1xEV-DO 제어기

(324)간 소프트 핸드오프를 수행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고, PCF(326)와 연동하여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350), 인증 서버(360) 및 데이터 위치 등록기(170)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지국 관리 장치(BSM : Base Station Manager)(340)는 1xEV-DO 전송기(322) 및 1xEV-DO 제어기(324)의 시스템 파

라미터(System Parameter)를 관리하고, 1xEV-DO 전송기(322) 및 1xEV-DO 제어기(324)의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1xEV-DO BCMC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용자는 BSM(340)을 이용하여 FA 모드

지정 명령이나 BCMCS 할당 비율 명령을 입력한다. 따라서, BSM(340)에는 BCMCS 서비스를 위한 FA 모드 지정 및/또는

BCMCS 할당 비율을 입력하기 위한 소정의 프로그램(이하 'BCMCS 제어용 프로그램'이라 칭함)이 설치되어 있다. 여기서,

FA는 CDMA 시스템에서의 CDMA 서비스 채널 및 CDMA 주파수와 동일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FA 모드 지정은 BCMCS 전용 모드와 BCMCS 혼용 모드의 두 가지가 가능하다. FA 모드

가 BCMCS 전용 모드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는 BCMCS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만 이용되고, BCMCS 혼용 모드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는 일반적인 1xEV-DO 패킷 서비스와 BCMCS 서비스를 함께 수행하는 데 이용된다.

특히, BCMCS 제어용 프로그램은 FA 모드가 FA 혼용 모드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1xEV-DO 패킷 서비스와

BCMCS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BCMCS 할당 비율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예컨대,

BCMCS 할당 비율이 25 %로 지정된 경우 해당 주파수는 기존 1xEV-DO 서비스뿐만 아니라 BCMCS 서비스도 수행하며,

해당 주파수 용량에서 75 %는 기존 1xEV-DO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용되고, 나머지 25 %가 BCMCS 서비스를 제공하

는 데 이용된다.

운용자 등에 의해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이 입력되면 해당 입력 정보는 GAN(330)을 통해 액세스망

(320)으로 전달된다. 액세스망(320)을 구성하는 1xEV-DO 제어기(324)는 수신한 입력 정보를 저장하고, 1xEV-DO 전송

기(322)로 전달한다. 마찬가지로, 1xEV-DO 전송기(322)도 수신한 입력 정보를 저장한다. 여기서, 기지국 운용 장치

(340)에서 GAN(330)을 통해 액세스망(320)으로 전송되는 입력 정보는 BCMCS 서비스를 위하여 새로 정의되는 시스템

파라미터에 포함된다.

한편, 1xEV-DO 제어기(324) 및 1xEV-DO 전송기(322)는 수신하여 저장하고 있는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

당 비율에 따라 접속 단말기(310)로 전송하는 각종 메시지의 내용 및 비율 등을 조절한다. 이에 대해서는 도 4 내지 도 6에

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PDSN : Packet Data Serving Node)(이하, 'PDSN'이라 칭함)(350)는 접속 단말기(310)에 패킷 데

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PDSN(350)은 2세대(2G)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망간 연동 장치(IWF : Inter-Working Function)가 진화된 형태이다.

인증 서버(AAA : Authorization Authentication Accounting)(360)는 인증된 접속 단말기(100)가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가입자 인증을 수행하고, 패킷 데이터를 PDSN(350)을 통해 송수신하기 위해 암호화 키(Encryption Key)를

이용해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기능, 암호화 레벨(Encryption Level)의 관리 기능 및 과금을 위한 과금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인증 서버(360)에서의 가입자 인증은 액세스망 인증 서버(AN-AAA : Access Network AAA)(미도시)에서

단말기 인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수행된다. 인증 서버(360)는 액세스망 인증 서버에서의 단말기 인증 및 자신이

수행하는 가입자 인증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가입자가 요청한 서비스를 인가하고, 가입자의 프로파일 정보를 저

장한다. 여기서, 가입자의 프로파일 정보에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화번호, ESN(Electronic Serial Number), 가입된 부

가 서비스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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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위치 등록기(DLR : Data Location Register)(370)는 GAN(330)을 통해 1xEV-DO 시스템의 1xEV-DO 제어기

(324)와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로 연결되어 접속 단말기(310)의 위치 정보 및 호출

영역(Paging Zone)을 관리하여 접속 단말기(310)의 이동성을 지원하고 세션(Session)의 제어를 수행하는 장치이다. 여기

서, 세션은 접속 단말기(310)와 액세스망(320)이 통신하기 위한 프로토콜(Protocol)들과 프로토콜 환경(Configuration)을

말한다. 따라서, 접속 단말기(310)와 액세스망(320)이 패킷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위치 등록기(370)에

의한 세션 생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BCMCS 제어기(380)는 접속 단말기(310), PDSN(350) 및 후술할 BCMCS 컨텐츠 서버(390)에게 접속 단말기(310)의 세

션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한다. 또한, 인증 서버(360)로부터 가입자 프로파일을 넘겨받아 접속 단말기(310)에게 서비스 권

한을 부여하고, BCMCS 컨텐츠 제공자들을 인증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또한, 하나 이상의 BCMCS 컨텐츠 제공 서버(392)

로부터 BCMCS 컨텐츠나 BCMCS 컨텐츠 목록을 제공받아 BCMCS 서비스를 원하는 접속 단말기(310)가 원하는 BCMCS

컨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컨텐츠 정보의 제공 기능도 수행한다.

BCMCS 컨텐츠 서버(390)는 하나 이상의 BCMCS 컨텐츠 제공 서버(392)로부터 BCMCS 컨텐츠를 제공받거나 수집하고,

수집한 BCMCS 컨텐츠를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또한, BCMCS 컨텐츠 서버(390)는 암호화된 BCMCS 컨텐츠를 IP 기반

멀티캐스트 스트림(Multicast Stream)으로 최종적으로 변환하여 멀티캐스트 전송 기법을 이용하여 PDSN(350)으로 전송

한다. 여기서, 멀티캐스트 전송 기법은 하나의 스트림을 다수의 클라이언트에게 동시에 서비스하는 전송 기법으로, 서버의

I/O(Input/Output)와 네트워크 대역폭을 줄일 수 있는 방송 서비스에 적합한 데이터 전송 기법이다.

한편, 접속 단말기(310)는 수신한 암호화된 BCMCS 컨텐츠를 복호화하여 이용하는데, BCMCS 서비스에서의 BCMCS 컨

텐츠의 암호화 및 복호화를 위한 보안 매커니즘(Security Mechanism)은 표준화가 계속 논의 중인 단계이고, 본 발명의 핵

심 기술 사항도 아니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BCMCS 컨텐츠 제공 서버(392)는 BCMCS 서비스를 위한 BCMCS 컨텐츠를 베어러 서비스를 이용하여 BCMCS 컨텐츠

서버(390)로 제공한다. 여기서, BCMCS 컨텐츠 제공 서버(392)가 BCMCS 컨텐츠 서버(390)로 제공하는 BCMCS 컨텐츠

는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라 FA 모드를 BCMCS 전용 모드로 지정한 경우의 메시지 처리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이

다.

도 4에서 설명할 메시지 처리 과정은 하나의 무선 기지국이 관할하는 액세스망(320)에 위치하고 있는 접속 단말기(310)의

일부에는 1xEV-DO 주파수를 할당하고, 나머지 접속 단말기(310)에는 BCMCS 주파수를 할당하여 메시지를 처리하는 방

법에 관한 것이다.

한편, 1xEV-DO 시스템의 액세스망(320)에는 기지국 운용 장치(340)로부터 전송된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

당 비율에 관한 정보가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겠다.

또한, 접속 단말기(310)는 1xEV-DO 시스템과의 단말기 초기화(Initialization)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겠다. 여기서, 초기화란 단말기에 전원이 공급된 후(Power On), 단말기에 필요한 정보를 셋팅하여 대기 상태(Idle

State)로 천이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초기화 작업은 시스템 결정 부상태(System Determination

Substate), 파일롯 채널 획득 부상태(Pilot Channel Acquisition Substate), 싱크 채널 획득 부상태(Sync Channel

Acquisition Substate) 등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단말기 초기화 작업은 통상의 당업자에게 널리 공지된 내용이므로 상

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초기화 작업을 수행한 접속 단말기(310)는 대기 상태로 천이하여 1xEV-DO 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되는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컨트롤 채널(Control Channel)을 검색한다(S400). BCMCS 전용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1xEV-DO 시

스템의 액세스망(320)은 오버헤드 메시지(Overhead Message)를 생성하여 접속 단말기(310)로 전송한다. 여기서, 오버

헤드 메시지는 모든 접속 단말기가 무조건 수신하는 메시지로서, 중요한 시스템 정보가 Quick_Config 메시지, Sector_

Parameter 메시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등록특허 10-0573176

- 7 -



한편,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따른 오버헤드 메시지 중 Sector_Parameter 메시지에는 두 개 이상의 FA에 관한 정보가

CDMA 채널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즉, 액세스망(320)이 두 개의 FA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FA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고, 세 개의 FA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 개의 FA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특히, 두 개 이상의 FA 정보들 중 하나는

BCMCS FA에 관한 정보이다.

오버헤드 메시지를 수신한 접속 단말기(310)는 Sector_Parameter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CDMA 채널 리스트수를 확인

하고, 내장하고 있는 해쉬(Hash) 함수를 이용하여 특정 FA를 선택하여 동조한다(S404). 여기서, 해쉬 함수는 주파수 자원

을 확률적으로 균일화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함수로서, 단방향 함수(One Way Function)이고 역방향으로는 수행되지 않는

다.

다수의 접속 단말기가 해쉬 함수를 이용하여 각각 특정 FA를 선택하면 일부의 접속 단말기는 BCMCS FA에 동조되고, 나

머지 접속 단말기는 1xEV-DO FA에 동조된다. 즉, CDMA 채널 리스트에 두 개의 FA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

정 액세스망(320)에 위치하고 있는 접속 단말기들 중 절반은 1xEV-DO FA에 동조되고, 나머지 절반의 접속 단말기는

BCMCS FA에 동조되게 된다.

접속 단말기(310)의 사용자 등에 의해 접속 단말기(310)에 구비된 특정 키버튼이 조작되어 서비스 요청 이벤트가 발생된

다(S406).

서비스 요청 이벤트가 발생하면 접속 단말기(310)는 요청된 서비스가 1xEV-DO 서비스인지 BCMCS 서비스인지를 판단

한다(S408). 접속 단말기(310)는 단계 S408의 판단 결과 1xEV-DO 서비스라고 판단되면, 1xEV-DO 서비스 요청 신호를

생성하여 액세스망(320)으로 전송한다(S410). 접속 단말기(310)로부터 1xEV-DO 서비스 요청 신호를 수신한 1xEV-DO

제어기(324)는 접속 단말기(310)가 동조하고 있는 FA가 1xEV-DO FA인지 BCMCS FA인지를 판단한다(S412).

1xEV-DO 제어기(324)는 단계 S412의 판단 결과 접속 단말기(310)가 BCMCS FA에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리디렉

션(Redirection) 메시지나 트래픽 채널 할당(Traffic Channel Assignment) 메시지를 생성 및 전송한다(S414). 여기서,

Redirection 메시지나 트래픽 채널 할당 메시지에는 접속 단말기(310)가 천이할 1xEV-DO FA에 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리디렉션 메시지나 트래픽 채널 할당 메시지를 수신한 접속 단말기(310)는 수신한 메시지에 포함된 1xEV-DO FA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1xEV-DO FA로 천이한다(S416). 새로운 1xEV-DO FA로 천이한 접속 단말기(310)는 1xEV-DO 시스템

을 통해 1xEV-DO 서비스를 제공받는다(S418). 한편, 1xEV-DO 제어기(324)는 단계 S412의 판단 결과 접속 단말기

(310)가 1xEV-DO FA에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1xEV-DO FA를 통해 1xEV-DO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접속 단말기(310)는 단계 S408에서의 판단 결과 BCMCS 서비스가 요청되었다고 판단되면, 자신이 동조하고 있는

FA를 체크한다(S420). 접속 단말기(310) 자신이 동조하고 있는 FA가 BCMCS FA인지, 1xEV-DO FA인지를 판단한다

(S422). 접속 단말기(310)는 단계 S422의 판단 결과 자신이 1xEV-DO FA에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BCMCS FA로 천

이한다(S424). BCMCS FA로 천이한 접속 단말기(310)는 1xEV-DO 시스템을 통해 BCMCS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물론,

단계 S422에서 접속 단말기(310)가 BCMCS FA에 동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1xEV-DO 시스템을 통해 바로 BCMCS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접속 단말기(310)에는 BCMCS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설정된 BCMCS FA에 관한 정보가 이미 저장되어 있다.

예컨대, 접속 단말기(310)의 생산 단계나 성능 향상(Upgrade) 단계에서 BCMCS FA에 관한 정보가 접속 단말기(310)에

저장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접속 단말기(310)는 내장된 BCMCS FA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BCMCS FA로의 동조 작업

을 수행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따라 FA 모드를 BCMCS 전용 모드로 지정한 경우의 메시지 처리의 다른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도 5 역시 도 4의 설명에서 가정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접속 단말기가 초기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가정하겠

다. 또한, 도 5의 단계 S500 내지 단계 S508의 과정은 도 4에서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만,

도 4의 단계 S402에서 전송되는 Sector_Parameter 메시지에는 두 개 이상의 FA에 관한 정보가 CDMA 채널 리스트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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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 있지만, 도 5의 단계 S502에서 전송되는 Sector_Parameter 메시지에는 하나 이상의 1xEV-DO FA에 관한 정보

만 저장되어 있다. 즉, 도 4에서 설명한 단계 S402와는 달리 Sector_Parameter 메시지에는 BCMCS FA에 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접속 단말기(310)는 BCMCS FA에 동조되지 않고, 1xEV-DO FA에 동조된다. 다만, 액세스망(320)은 접속 단말

기(310)가 BCMCS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접속 단말기(310)로 BCMCS 서비스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송하여

BCMCS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단계 S508의 판단 결과 1xEV-DO 서비스가 요청되었다고 판단되면, 1xEV-DO 서비스 요청 신호를 생성하여 액세

스망(320)으로 전송한다(S510). 접속 단말기(310)로부터 1xEV-DO 서비스 요청 신호를 수신한 액세스망(320)은 호출

메시지나 트래픽 채널 할당 메시지를 생성하여 접속 단말기(310)로 전송한다(S512). 접속 단말기(310)는 수신한 호출 채

널과 트래픽 채널 할당 메시지를 이용하여 데이터 수신을 위한 트래픽 채널을 형성한다. 트래픽 채널을 형성한 접속 단말

기(310)는 1xEV-DO 시스템으로부터 1xEV-DO 서비스를 제공받는다(S514).

한편, 접속 단말기(310)는 단계 S508의 판단 결과 요청된 서비스가 BCMCS 서비스라고 판단되면, 내장하고 있는 BCMCS

FA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다(S516). 내장되어 있는 BCMCS FA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 접속 단말기(310)는 해당 BCMCS

FA로 동조하여(S518) BCMCS 서비스를 제공받는다(S520).

도 6은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따라 FA 모드를 BCMCS 혼용 모드로 지정한 경우의 메시지 처리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이

다.

도 6도 앞에서 설명한 도 4 및 도 5에서와 마찬가지로 접속 단말기(310)는 초기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대기 상태

에 있고, 기지국 운용 장치(340)로부터 입력되어 전달된 FA 모드 및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에 관한 정보가 1xEV-DO

전송기(322) 및 1xEV-DO 제어기(324)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겠다.

1xEV-DO 제어기(324)는 설정되어 있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에 따라 메시지를 송출을 제어한다(S600). 1xEV-DO

제어기(324)는 자신이 1xEV-DO 전송기(322)를 통해 송출하도록 제어하는 1xEV-DO 메시지의 비율을 주기적으로 체크

한다(S602). 1xEV-DO 제어기(324)는 자신이 송출하도록 제어하는 1xEV-DO 메시지의 비율이 기 지정된 BCMCS 서비

스 할당 비율을 초과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판단한다(S604).

1xEV-DO 제어기(324)는 단계 S604의 판단 결과 1xEV-DO 메시지의 비율이 기 지정된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을 초

과한다고 판단되면, 초과한 비율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1xEV-DO 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하는 접속 단말기를 천이 대상 단말

기로 선정한다(S606). 예컨대, BCMCS 혼용 모드에서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이 70 %이고, 일반 1xEV-DO 서비스 할

당 비율이 30 %인 경우, 에어 인터페이스 상으로 송수신되는 1xEV-DO 서비스를 위한 메시지 비율이 30 %를 넘게 되면

30 %가 넘는 시점부터의 1xEV-DO 서비스 메시지를 수신하는 접속 단말기가 천이 대상 접속 단말기로 선정된다.

다수의 천이 대상 접속 단말기를 선정한 1xEV-DO 제어기(324)는 해당 천이 대상 접속 단말기들에게 할당할 1xEV-DO

FA를 선정한다(S608). 특정 1xEV-DO FA를 선정한 1xEV-DO 제어기는 해당 1xEV-DO FA의 정보가 포함된 리디렉션

메시지나 트래픽 채널 할당 메시지를 생성하여 전송한다(S610). 액세스망(320)으로부터 전송되는 리디렉션 메시지나 트

래픽 채널 할당 메시지를 수신한 천이 대상 접속 단말기들은 수신한 메시지에 포함된 1xEV-DO FA로 천이하여 1xEV-

DO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는다(S612).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을 지정하는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기지국 운용 장치(340)의 운용자 등에 의해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 정보가 기지국 운용 장치(340)로

입력된다(S700). 기지국 운용 장치(340)로의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 정보의 입력은 기지국 운용 장치

(340)에 구비된 키보드(Keyboard)나 마우스(Mouse) 등과 같은 데이터 입력 장치와 기지국 운용 장치(340)에 설치된

BCMCS 제어용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진다.

BCMCS 제어용 프로그램은 입력된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 정보가 정상적인 정보인지를 판단한다

(S702). 예컨대, BCMCS 제어용 프로그램은 FA 모드는 BCMCS 전용 모드가 입력 또는 선택되고,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이 50 %라고 입력 또는 선택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정보 입력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BCMCS 제어용 프로그

램은 단계 S702의 판단 결과 정상적인 정보 입력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에러 메시지와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의 재입력 화면을 모니터(Monitor) 등에 출력한다(S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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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고, BCMCS 제어용 프로그램은 단계 S702에서 정상적인 정보 입력이라고 판단되면, 기지국 운용 장치(340)에

구비된 하드디스크 등과 같은 데이터 저장 장치에 입력 정보를 임시로 저장한다(S706). 그런 다음, BCMCS 제어용 프로그

램은 타이머(Timer)를 구동하여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하고, 카운트(Count) 작업을 개시한다(S708). 또한, BCMCS 제어

용 프로그램은 단계 S708에서의 시간 측정과 동시에 단계 S700에서 입력된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

정보를 GAN(330)을 통해 1xEV-DO 제어기(324)로 전송한다(S710).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 정보를 전송한 기지국 운용 장치(340)는 1xEV-DO 제어기(324)로부터 응답

신호가 전송되는지를 판단한다(S712). 기지국 운용 장치(340)는 1xEV-DO 제어기(324)로부터 응답 신호를 수신한 경우

에는 모니터 등으로 성공 메시지를 출력한다(S714). 반면, 기지국 운용 장치(340)가 1xEV-DO 제어기(324)로부터 응답

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BCMCS 제어용 프로그램은 기 설정된 시간이 종료되는지를 판단한다(S716).

예컨대, 기지국 운용 장치(340)가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 정보가 포함된 시스템 파라미터를 1xEV-

DO 제어기(324)로 정상적으로 전송하지 못하거나 기지국 운용 장치(340)나 1xEV-DO 제어기(324)에서 다른 작업을 처

리하는 등의 경우에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 정보가 포함된 시스템 파라미터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BCMCS 제어용 프로그램은 단계 S712의 판단 결과 기 설정된 시간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단계 S712로 진

행하여 응답 신호가 수신되는지를 다시 체크한다. 반면, BCMCS 제어용 프로그램은 단계 S712의 판단 결과 기 설정된 시

간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면, 현재의 카운트 횟수를 체크한다(S718). 즉, BCMCS 제어용 프로그램에는 최대 카운트 횟수

정보, 각 카운트 단계에서의 최대 설정 시간 정보, 최대 카운트 내에서 응답 신호의 수신 여부를 체크하는 등의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BCMCS 제어용 프로그램은 최대 카운트 횟수, 각 카운트 단계에서의 최대 설정 시간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BCMCS 제어용 프로그램은 단계 S718에서 체크한 카운트 횟수가 기 설정된 최대 카운트 횟수인지를 판단한다(S720).

BCMCS 제어용 프로그램은 단계 S720의 판단 결과 카운트 종료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타이머를 리셋(Reset)하고 카

운트 횟수를 일회 증가시키고 단계 S712로 진행하여 응답 신호의 수신 여부를 체크한다(S722). 반면, BCMCS 제어용 프

로그램은 단계 S720의 판단 결과 카운트 종료 시점이라고 판단되면, 모니터 등으로 최종적인 에러 메시지 및 FA 모드 및/

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의 재입력 화면을 모니터 등으로 출력한다(S724). 따라서, 최종적인 에러 메시지를 확인한

기지국 운용 장치(340)의 운용자 등은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 정보를 재 입력하여 BCMCS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지는

자라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개시된

실시예들은 본 발명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실시예에 의하여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

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범위는 아래의 청구범위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은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본 발명에 따르면 1xEV-DO 시스템에서 BCMCS 방송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 1xEV-DO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특정 주파수 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 새로운 주파수 자원을 증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파

수 자원의 증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또한, BCMCS 서비스를 위해 이용하는 해당 주파수 자원을 시시각각 변하는 통신 환경에 따라 BCMCS 전용 모드나

BCMCS와 1xEV-DO 혼용 모드로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하므로 망 운용업체 측면에서는 탄력적인 망 운용을 통해 1xEV-

DO 서비스나 BCMCS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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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xEV-DO 서비스에서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서비스(BCMCS : Broadcast/Multicast Service, 이하 'BCMCS'라 칭함)

를 제공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FA : Frequency Assignment, 이하 'FA'라 칭함)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

을 지정하는 통신 시스템으로서,

1xEV-DO 시스템을 통해 1xEV-DO 서비스나 BCMCS 서비스를 제공받는 하나 이상의 접속 단말기(AT : Access

Terminal);

상기 FA 모드 및/또는 상기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을 포함하는 BCMCS 제어 정보를 입력받고, 입력받은 상기 BCMCS

제어 정보를 1xEV-DO 제어기(ANC : Access Network Controller)로 전송하는 기지국 운용 장치(BSM : Base Station

Manager); 및

상기 BCMCS 제어 정보를 수신하여 임시로 저장하되, 상기 BCMCS 제어 정보에 포함된 상기 FA 모드 및/또는 상기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에 따라 각각의 상기 접속 단말기로 전송하는 메시지의 종류 및/또는 비율을 제어하는 상기

1xEV-DO 제어기 및 1xEV-DO 전송기(ANTS : Access Network Transceiver Subsystem)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액세

스망(AN : Access Network)

을 포함하되, 상기 FA 모드의 지정은 상기 1xEV-DO 시스템에서의 각각의 액세스망 영역별로 상기 1xEV-DO 서비스를

위해 이용하는 1xEV-DO FA들 중 특정 1xEV-DO FA를 상기 BCMCS 서비스를 위해 지정하는 작업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BCMC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을 지정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FA 모드는 상기 BCMCS 서비스를 위해서 상기 특정 1xEV-DO FA를 이용하는 BCMCS 전용 모드와 상기BCMCS

서비스와 상기 1xEV-DO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특정 1xEV-DO FA를 이용하는 BCMCS 혼용 모드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CMC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을 지정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은 상기 FA 모드가 상기 BCMCS 혼용 모드인 경우 운용자의 임의의 단말기에 의해 상기

기지국 운용 장치로 입력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BCMC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

당 비율을 지정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FA 모드 및/또는 상기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은 상기 1xEV-DO 시스템에서 상기 BCMCS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파라미터(System Parameter) 메시지에 포함되어 운용자의 임의의 단말기에 의해 상기 기지국 운용 장치로 전송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BCMC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을 지정하는 통신 시스템.

등록특허 10-0573176

- 11 -



청구항 6.

제 1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 운용 장치에는 상기 BCMCS 제어 정보를 입력받고, 입력된 상기 BCMCS 제어 정보가 올바른 정보인지를 판

단하고, 상기 BCMCS 제어 정보를 상기 시스템 파라미터 메시지에 포함시켜 상기 액세스망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BCMCS 제어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CMC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A 모드 및/또

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을 지정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액세스망은 기지국 제어기(BSC : Base Station Controller) 및 기지국 전송기(BTS : Base Transceiver

Subsystem)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CMC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을 지정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1xEV-DO 시스템에는 상기 1xEV-DO 제어기와 연결되어 송수신되는 상기 1xEV-DO 서비스 및/또는 상기 BCMCS

서비스에 관한 패킷(Packet) 데이터의 라우팅(Routing)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인 GAN(General ATM Switch Network)

이 추가로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CMC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을

지정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1xEV-DO 시스템에는 상기 GAN을 통해 각각의 상기 접속 단말기로 상기 패킷 데이터의 전송 기능을 수행하는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PDSN : Packet Data Serving Node)가 상기 GAN과 연결되어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CMC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을 지정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1xEV-DO 시스템에는 인증된 접속 단말기가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가입자 인증을 수행하고, 상기 패킷

데이터를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를 통해 전송하기 위해 암호화 키(Encryption Key)를 이용해 상기 패킷 데이터를 암

호화하고, 과금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인증 서버(AAA : Authorization Authentication Accounting)가 상기

GAN 및 상기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와 연결되어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CMC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을 지정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11.

제 8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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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xEV-DO 시스템에는 상기 GAN을 통해 상기 1xEV-DO 제어기와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Internet Protocol)로 연결되어 각각의 상기 접속 단말기의 위치 정보 및 호출 영역(Paging Zone)을 관리하여 각각의 상

기 접속 단말기의 이동성을 지원하고 세션(Session)의 제어를 수행하는 데이터 위치 등록기(DLR : Data Location

Register)가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CMC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을

지정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1xEV-DO 시스템에는 각각의 상기 접속 단말기의 세션 정보를 제공 및 관리하고, 상기 인증 서버로부터 가입자 프로

파일(Profile) 정보를 넘겨받아 각각의 상기 접속 단말기에게 서비스 권한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BCMCS 제어기가

추가로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CMC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을 지정

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1xEV-DO 시스템에는 하나 이상의 BCMCS 컨텐츠 제공업체로부터 하나 이상의 BCMCS 컨텐츠를 제공받고, 제공

받은 각각의 상기 BCMCS 컨텐츠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BCMCS 컨텐츠 서버가 추가로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CMC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을 지정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BCMCS 컨텐츠 서버는 하나 이상의 암호화된 BCMCS 컨텐츠를 IP(Internet Protocol) 기반 멀티캐스트 스트림

(Multicast Stream)으로 변환한 후, 멀티캐스트 전송 기법을 이용하여 패킷 데이터 서빙 노드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CMC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을 지정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1xEV-DO 시스템에는 각각의 상기 BCMCS 컨텐츠를 베어러 서비스(Bearer Service)를 이용하여 상기 BCMCS 컨

텐츠 서버로 전송하는 하나 이상의 BCMCS 컨텐츠 제공 서버가 추가로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CMC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을 지정하는 통신 시스템.

청구항 16.

하나 이상의 접속 단말기(AT), 각각의 상기 접속 단말기로 1xEV-DO 서비스 및/또는 BCMCS(Broadcast/Multicast

Servic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패킷 데이터 및 각종 메시지를 전송하는 1xEV-DO 전송기(ANTS) 및 1xEV-DO 제어

기(ANC)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액세스망(AN) 및 기지국 운용 장치(BSM)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1xEV-DO 시스템에서 FA

(Frequency Assignment)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을 지정하는 방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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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A 모드 정보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 정보를 포함하는 BCMCS 제어 정보를 입력받고, 정상적인 입력 정보

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b) 타이머(Timer)를 구동함과 동시에 상기 BCMCS 제어 정보를 상기 액세스망으로 전송하는 단계;

(c) 기 설정된 체크 시간이 종료되는지를 판단하면서 상기 액세스망으로부터 응답 신호가 수신되는지를 체크하는 단계; 및

(d) 상기 기 설정된 체크 시간 내에 상기 응답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면 에러 메시지 및/또는 상기 BCMCS 제어 정보의 재

입력 화면을 출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CMC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을 지정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a)에서,

상기 FA 모드 정보는 BCMCS 전용 모드와 BCMCS 혼용 모드 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BCMC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을 지정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BCMCS 혼용 모드가 입력되는 경우에는 상기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 정보도 입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CMC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을 지정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a)에서

상기 기지국 운용 장치는 입력된 상기 BCMCS 제어 정보가 정상적인 입력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에러 메시지 및 상기

BCMCS 제어 정보의 재입력 화면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CMC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을 지정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b)에서

상기 BCMCS 제어 정보는 상기 BCMCS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파라미터(System Parameter) 메시지에 포함되어 전송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CMC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을 지정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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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 설정된 체크 시간은 상기 기지국 운용 장치가 상기 타이머의 구동 시점부터 상기 응답 신호의 수신 여부를 체크하

는 동작을 중단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BCMC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

비스 할당 비율을 지정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 운용 장치는 상기 단계 (b)에서의 상기 타이머의 구동과 동시에 카운트를 개시하되, 상기 기 설정된 체크 시간

이 종료될 때마다 카운트 횟수를 일회 증가시키고 상기 타이머를 리셋(Reset)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CMCS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을 지정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 운용 장치는 기 설정된 카운트 횟수만큼 상기 응답 신호의 수신 여부를 체크하는 동작을 반복하되, 상기 기 설

정된 카운트 횟수에 도달하는 시간 동안 상기 응답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면 에러 메시지 및/또는 상기 BCMCS 제어 정보

의 재입력 화면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CMC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을 지정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d)에서

상기 기지국 운용 장치가 상기 응답 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BCMCS 제어 정보가 상기 액세스망에 성공적으로 수신되었음

을 알려 주는 성공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CMC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A 모드 및/또는 BCMCS 서

비스 할당 비율을 지정하는 방법.

청구항 25.

하나 이상의 접속 단말기(AT), 각각의 상기 접속 단말기로 1xEV-DO 서비스 및/또는 BCMCS(Broadcast/Multicast

Servic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패킷 데이터 및 각종 메시지를 전송하는 1xEV-DO 전송기(ANTS) 및 1xEV-DO 제어

기(ANC)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액세스망(AN) 및 기지국 운용 장치(BSM)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1xEV-DO 시스템에서 설

정되는 BCMCS 전용 모드에 따라 메시지를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a) 상기 액세스망으로부터 전송되는 오버헤드(Overhead)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오버헤드 메시지에 포함된 CDMA 채널 목록을 확인하고 FA(Frequency Assignment)를 선정하여 상기 FA에 동

조하는 단계;

(c) 상기 BCMCS 서비스가 요청되면 자신이 동조하는 있는 FA가 BCMCS FA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d) 상기 BCMCS FA에 동조하지 않는 상태인 경우에는 상기 BCMCS FA로의 천이 작업을 수행하여 상기 BCMCS 서비스

를 제공받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xEV-DO 시스템의 BCMCS 전용 모드에서의 메시지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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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1xEV-DO 제어기 및 상기 1xEV-DO 전송기는 상기 기지국 운용 장치로부터 BCMCS 전용 모드 정보를 미리 수신하

여 저장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1xEV-DO 시스템의 BCMCS 전용 모드에서의 메시지 제어 방법.

청구항 27.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a)에서

상기 오버헤드 메시지에는 Quick_Config 메시지, Sector_Parameter 메시지, System Parameter 메시지, Neighbor List

메시지 및 Access Parameter 메시지 중 하나 이상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xEV-DO 시스템의

BCMCS 전용 모드에서의 메시지 제어 방법.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CDMA 채널 목록에 관한 정보는 상기 Sector_Parameter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xEV-DO 시

스템의 BCMCS 전용 모드에서의 메시지 제어 방법.

청구항 29.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b)에서

상기 CDMA 채널 목록에는 두 개 이상의 CDMA 주파수(FA)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xEV-DO 시스템

의 BCMCS 전용 모드에서의 메시지 제어 방법.

청구항 30.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 단말기는 상기 1xEV-DO 서비스가 요청되면 1xEV-DO 서비스 요청 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1xEV-DO 전송기

및 상기 1xEV-DO 제어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xEV-DO 시스템의 BCMCS 전용 모드에서의 메시지 제어 방

법.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1xEV-DO 서비스 요청 신호를 수신하는 상기 1xEV-DO 제어기는 상기 접속 단말기가 1xEV-DO FA에 동조하고 있

는지, BCMCS FA에 동조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xEV-DO 시스템의 BCMCS 전용 모드에서의 메시

지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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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1xEV-DO 제어기는 상기 접속 단말기가 상기 BCMCS FA에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리디렉션(Redirection) 메

시지나 트래픽 채널 할당(Traffic Channel Assignment)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접속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xEV-DO 시스템의 BCMCS 전용 모드에서의 메시지 제어 방법.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리디렉션 메시지나 상기 트래픽 채널 할당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접속 단말기는 상기 리디렉션 메시지나 상기 트래픽

채널 할당 메시지에 포함된 1xEV-DO FA로 천이하여 1xEV-DO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xEV-DO 시스

템의 BCMCS 전용 모드에서의 메시지 제어 방법.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 단말기에는 상기 BCMCS FA에 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상기 접속 단말기는 저장된 상기 BCMCS FA에 관

한 정보를 확인하여 탐색하는 주파수를 변경하여 상기 BCMCS FA로의 천이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xEV-

DO 시스템의 BCMCS 전용 모드에서의 메시지 제어 방법.

청구항 36.

하나 이상의 접속 단말기(AT), 각각의 상기 접속 단말기로 1xEV-DO 서비스 및/또는 BCMCS(Broadcast/Multicast

Servic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패킷 데이터 및 각종 메시지를 전송하는 1xEV-DO 전송기(ANTS) 및 1xEV-DO 제어

기(ANC)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액세스망(AN) 및 기지국 운용 장치(BSM)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1xEV-DO 시스템에서 설

정되는 BCMCS 전용 모드에 따라 메시지를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a) 상기 액세스망으로부터 전송되는 오버헤드(Overhead)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오버헤드 메시지에 포함된 CDMA 채널 목록을 확인하고 FA(Frequency Assignment)를 선정하여 상기 FA에 동

조하는 단계;

(c) 상기 BCMCS 서비스가 요청되면 저장하고 있는 BCMCS FA를 체크하는 단계; 및

(d) 체크한 상기 BCMCS FA로의 천이 작업을 수행하여 상기 BCMCS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계

를 포함하되, 상기 1xEV-DO 제어기 및 상기 1xEV-DO 전송기는 상기 기지국 운용 장치로부터 BCMCS 전용 모드 정보

를 미리 수신하여 저장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1xEV-DO 시스템의 BCMCS 전용 모드에서의 메시지 제어

방법.

청구항 3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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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8.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b)에서

상기 CDMA 채널 목록은 상기 오버헤드 메시지 중 Sector_Parameter 메시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xEV-DO 시스템의 BCMCS 전용 모드에서의 메시지 제어 방법.

청구항 39.

제 38 항에 있어서,

상기 CDMA 채널 목록에는 하나 이상의 1xEV-DO FA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각각의 상기 접속 단말기는 특정

1xEV-DO FA에 동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xEV-DO 시스템의 BCMCS 전용 모드에서의 메시지 제어 방법.

청구항 40.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 단말기는 상기 1xEV-DO 서비스가 요청되면 1xEV-DO 서비스 요청 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1xEV-DO 전송기

및 상기 1xEV-DO 제어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xEV-DO 시스템의 BCMCS 전용 모드에서의 메시지 제어 방

법.

청구항 41.

제 40 항에 있어서,

상기 1xEV-DO 서비스 요청 신호를 수신하는 상기 1xEV-DO 제어기는 리디렉션(Redirection) 메시지나 트래픽 채널 할

당(Traffic Channel Assignment)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접속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xEV-DO 시스

템의 BCMCS 전용 모드에서의 메시지 제어 방법.

청구항 42.

하나 이상의 접속 단말기(AT), 각각의 상기 접속 단말기로 1xEV-DO 서비스 및/또는 BCMCS(Broadcast/Multicast

Servic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패킷 데이터 및 각종 메시지를 전송하는 1xEV-DO 전송기(ANTS) 및 1xEV-DO 제어

기(ANC)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액세스망(AN) 및 기지국 운용 장치(BSM)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1xEV-DO 시스템에서 설

정되는 BCMCS 혼용 모드에 따라 메시지를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a) 상기 1xEV-DO 제어기는 상기 기지국 운용 장치로부터 BCMCS 혼용 모드 정보 및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 정보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단계;

(b) 상기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 정보에 따라 상기 메시지의 종류 및/또는 비율을 제어하여 각각의 상기 접속 단말기로

송출하는 단계;

(c) 1xEV-DO 메시지의 비율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되, 1xEV-DO 메시지 지정 비율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d) 상기 1xEV-DO 메시지의 비율이 기지정된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을 초과하는 비율인 초과 비율에 따라 하나 이상

의 천이 대상 접속 단말기 및 특정 1xEV-DO FA를 선정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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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각각의 상기 천이 대상 접속 단말기로 상기 특정 1xEV-DO FA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xEV-DO 시스템의 BCMCS 혼용 모드에서의 메시지 제어 방법.

청구항 43.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 정보에는 상기 BCMCS 서비스를 위해 지정된 BCMCS FA의 자원을 상기 BCMCS 서비스

에서 이용하기 위한 비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xEV-DO 시스템의 BCMCS 혼용 모드에서의 메시지

제어 방법.

청구항 44.

제 42 항 또는 제 43 항에 있어서,

상기 1xEV-DO 메시지 지정 비율은 BCMCS FA 자원의 전체 비율에서 상기 BCMCS 서비스 할당 비율을 감산한 비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1xEV-DO 시스템의 BCMCS 혼용 모드에서의 메시지 제어 방법.

청구항 45.

제 42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e)에서

상기 특정 1xEV-DO FA에 관한 정보는 리디렉션(Redirection) 메시지나 트래픽 채널 할당(Traffic Channel

Assignment) 메시지에 기록되어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xEV-DO 시스템의 BCMCS 혼용 모드에서의 메시지 제

어 방법.

청구항 46.

제 45 항에 있어서,

상기 리디렉션 메시지나 상기 트래픽 채널 할당 메시지를 수신한 각각의 상기 천이 대상 접속 단말기는 상기 특정 1xEV-

DO FA로 천이하여 1xEV-DO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xEV-DO 시스템의 BCMCS 혼용 모드에서의 메

시지 제어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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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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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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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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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등록특허 10-0573176

- 23 -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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