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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비추적 영역에서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비추적 영역(NTA: Non Tracking Area)인 제1셀을 관리하는 서빙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SRNC: Serving

Radio Network Controller)와, 상기 제1셀과 상이한 제2셀을 관리하는 타겟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TRNC: Target Radio

Network Controller)와, 패킷 서비스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 패킷 무선 서비스 지원 노드(SGSN: Serving GPRS

Support Node)를 포함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사용자 단말기는 상기 제1셀에서 제2셀로 이동함을 감지하면 상

기 TRNC로 상기 셀 이동을 통보하고, 상기 TRNC는 상기 셀 이동 통보에 따라 상기 SGSN으로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대

한 인증을 요구하며, 상기 SGSN은 상기 인증 요구에 따라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

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와,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을 경우 상기 제1셀에서 현재

제공받고 있는 패킷 서비스에 대한 패킷 서비스 정보를 상기 TRNC로 전송하고,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패킷 서비스

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을 경우 상기 TRNC는 상기 패킷 서비스 정보에 해당하는 패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경우 상기 패킷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무선 자원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통보하

여 상기 패킷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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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색인어

비추적 영역(NTA: Non Tracking Area), 아이들 상태(IDLE STATE), RRC connection request, RRC connection

reject, 인증(Authentication)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MBMS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2는 도 1의 UTRAN(102)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3은 3GPP에서 제안하고 있는 NTA에 존재하는 사용자 단말기로 MBMS를 제공하는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NTA에 존재하는 UE로 MBMS를 제공하는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

도 5는 도 4의 NTA에 존재하는 UE로 MBMS를 제공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도시한 신호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UE 동작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

도 7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TRNC 동작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

도 8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SGSN 동작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

도 9a-도9b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NTA에 존재하는 UE로 MBMS를 제공하는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

도 10a 내지 도 10c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UE 동작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

도 11a 내지 도 11c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SRNC 동작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

도 12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TRNC 동작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

도 13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SGSN 동작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비추적 영역에서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통신산업의 발달로 인해 부호 분할 다중 접속(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CDMA"라 칭하기로

한다)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음성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패킷 데이터, 서킷 데이터 등과 같은 큰 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멀티캐스팅 멀티미디어 통신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상기 멀티캐스팅 멀티미디어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의 데이터 소스에서 다수의 사용자 단말기(UE: User Equipment, 이하 "UE"라 칭하기로 한다)로 서비스를 제공

하는 방송/멀티캐스트 서비스(Broadcast/Multicast Service)가 있다. 상기 방송/멀티캐스트 서비스는 메시지 위주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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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인 셀 방송 서비스(CBS: Cell Broadcast Service, 이하 "CBS 서비스"라 칭하기로 한다)와 실시간 영상 및 음성, 정지 영

상, 문자 등 멀티미디어 형태를 지원하는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MBMS: Multimedia Broadcast/Multicast

Service, 이하 "MBMS"라 칭하기로 한다)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상기 MBMS는 하나의 셀 내에서 동시에 다량의 서비스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방송 채널(BCH:

Broadcast CHannel, 이하 "BCH"라 칭하기로 한다)을 통해 서비스된다. 또한 상기 MBMS를 제공하는 송신 방식은 포인트

대 포인트(PTP: Point to Point, 이하 "PTP"라 칭하기로 한다)송신 방식과 포인트 대 멀티포인트(PTM: Point to

Multipoint, 이하 "PTM"이라 칭하기로 한다) 송신 방식이 있다. 상기 PTP 방식은 다수의 UE들 각각이 원하는 MBMS 데

이터를 전용으로 서비스해주는 송신 방식이며, 상기 PTM 방식은 다수의 UE들에게 동일한 MBMS 데이터를 공통으로 서

비스 해주는 송신 방식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MBM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조를 도 1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1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MBMS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상기 MBMS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는 먼저 MBMS를 제공받는 UE(101)와, UMTS 무선 접속 네트워

크(UTRAN: UMTS Radio Access Network, 이하 "UTRAN"이라 칭하기로 한다)(102), 코어 네트워크(CN: Core

Network, 이하 "CN"이라 칭하기로 한다)에 속하는 서비스 패킷 무선 서비스 지원 노드(SGSN: Serving GPRS Support

Node, 이하 "SGSN"이라 칭하기로 한다)(103)와, 홈위치 등록기(HLR: Home Location Register, 이하 "HLR"이라 칭하기

로 한다)(104)와, 게이트웨이 패킷 무선 서비스 지원 노드(GGSN: Gateway GPRS Support Node, 이하 "GGSN"이라 칭하

기로 한다)(105)와, 멀티캐스트/방송-서비스 센터(BM-SC: Broadcast/Multicast- Service Center, 이하 "BM-SC"라 칭

하기로 한다)(106)와, 보더 게이트웨이(BG: Border Gateway, 이하 "BG"라 칭하기로 한다)와, 멀티캐스트 방송 소스

(Multicast broadcast source)(107)와, 컨텐츠 사업자(contents provider)(109)와, 멀티캐스트 방송 소스들(107, 110)로

구성된다.

먼저, UE(101)는 UTRAN(102)와 접속되어 호(call)를 처리하며, 회선 서비스(CS: Circuit Service)와 패킷 서비스(PS:

Packet Service)를 모두 지원하며, 특히 MBMS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비한다. 상기

UTRAN(102)은 기지국(Node B)(도시하지 않음)과,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 Radio Network Controller, 이하

"RNC"라 칭하기로 한다)(도시하지 않음)로 구성되며, 상기 기지국은 상기 UE(101)과 Uu 인터페이스(interface)를 통해서

연결되며, 상기 RNC는 SGSN(103)와 Iu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연결된다. 여기서, 상기 UTRAN(102) 구조는 하기에서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UTRAN(102)은 상기 UE(101)에서 에

어(air)상으로 전송한 무선 데이터 혹은 제어 메시지(control message)들을 GPRS 터널링 프로토콜(GTP: GPRS

Tunneling Protocol, 이하 "GTP"라 칭하기로 한다)을 사용하는 CN으로 전달하기 위해 프로토콜 변환을 수행한다. 여기

서, 상기 패킷 무선 서비스(GPRS: General Packet Radio Service, 이하 "GPRS"라 칭하기로 한다)는 상기 UMTS 네트워

크에서 수행하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이다. 그리고, 상기 SGSN(103)는 UE(101)의 가입자 정보와, 위치 정보를 관리하는

네트워크 노드이다. 상기 SGSN(103)는 상기 UTRAN(102)과는 Iu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되며, GGSN(105)과는 Gn 인

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되어 데이터 및 제어 메시지 등을 송수신한다. 그리고 상기 SGSN(103)는 HLR(104)와 Gr 인터페이

스를 통해 연결되어 상기 가입자 정보 및 위치 정보를 관리한다.

상기 HLR(104)은 패킷 도메인(packet domain)의 가입자 정보 및 라우팅(routing) 정보 등을 저장한다. 상기HLR(104)은

상기 SGSN(103)과는 Gr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되며, 상기 GGSN(105)과는 Gc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된다. 그리고, 상

기 HLR(104)은 UE(101)의 로밍(roaming)등을 고려하여 다른 공중 육상 이동 통신 네트워크(PLMN: Public Land

Mobile Network, 이하 "PLMN"이라 칭하기로 한다)에 위치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상기 GGSN(105)은 상기

UMTS 네트워크에 있어서 GTP의 종단이며, Gi 인터페이스를 통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인터넷(internet), 혹은 패

킷 도메인 네트워크(PDN: Packet Domain Network), 혹은 다른 PLMN등과 연동할 수 있다. 또한, 상기 GGSN(105)은 Gi

인터페이스를 통해 BM-SC(106)와 연결된다. 상기 BM-SC(106)는 상기 컨텐츠 사업자(109)와 Gn/Gp 인터페이스를 통

해 연결되며, 상기 컨텐츠 사업자(109)에 대한 인증 및 MBMS의 서비스 품질 결정과, MBMS 데이터 손실에 대한 오류 정

정 및 과금 등의 역할을 한다. 상기 컨텐츠 사업자(109)는 상기 BM-SC(106)에 MBMS 컨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GGSN(105)은 Gi 인터페이스를 통해 BG(108)와 연결되며, 현재 MBMS 사업자가 관리하고 있지 않는 네트워크에 존재하

는 멀티캐스트 방송 소스로부터 MBMS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GGSN(105)으로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GGSN(105)과

BG(108)는 각각 Gi 인터페이스를 통해 멀티캐스트 방송 소스들(107)(110) 각각과 연결된다. 또한, 상기 도 1에는 도시되

등록특허 10-0594101

- 3 -



어 있지 않으나 현재 서비스 되는 MBMS에 대한 사전 정보를 UE(101)에게 전달하기 위해 셀 방송 센터(CBC: Cell

Broadcst Center, 이하 "CBC"라 칭하기로 한다)가 추가적으로 상기 MBMS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에 추가될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도 2를 참조하여 상기 도 1의 UTRAN(102) 구조를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2는 도 1의 UTRAN(102)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상기 UTRAN(102)은 RNC(200)와, 상기 RNC(200)에 연결된 다수의 기지국들(210)(220),(230)

과, 상기 다수의 기지국들 각각이 관리하는 다수의 셀들로 구성된다. 상기 도 2에는 설명의 편의상 기지국(210)이 관리하

는 셀들(211),(213),(215)만을 도시하였으며, 나머지 기지국들(220),(230)도 상기 기지국(210)과 동일하게 셀들을 관리

하게 된다. 여기서, 상기 RNC(200)가 제어하는 기지국들의 총 수 및 상기 기지국들 각각에서 관리하는 셀들의 총 수는 상

기 UMTS 네트워크의 서비스 사업자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한편, 현재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에서는 셀 연결 상태에 있는 다수의 UE들에게 MBMS를 제공하

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상기 셀 연결 상태라 함은 기지국들이 UE들이 현재 속해있는 셀들이 위치를 알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며, 상기 셀 연결 상태에서 상기 UE들이 셀을 이동할 경우에 상기 기지국들은 상기 UE들이 이동하는 셀을

알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상기 기지국이 UE가 현재 속해 있는 셀의 위치를 알고 있을 경우 상기 UE는 추적

영역(TA: Tracking Area, 이하 "TA"라 칭하기로 한다)에 있다고 칭하기로 한다. 여기서, 상기 TA는 UTRAN이 셀 내의

MBMS를 수신하는 UE들에 대해 직접적인 신호 연결 통로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UE들이 다른 셀로 이동할 경우에도

UTRAN이 상기 UE들이 이동하는 셀을 알고 있는 영역을 나타낸다. 또한 상기 MBMS가 packet transmission 임을 감안

할 경우, 상기 UE는 페킷 이동 관리( Packet Mobility Management : 이하 PMM이라 칭함) 연결 ( connected) 상태가 될

수 있다.

한편, 상기 MBMS는 동시에 다수의 UE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기 MBMS를 제공받는 다수의 UE들에

의한 역방향 제어 시그널링(control signalling)들로 인한 역방향 무선 자원의 포화 상태를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상기

UE들의 역방향 제어 시그널링들이 기지국에 동시에 도착할 경우 기지국의 제어 시그널링 처리 지연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비추적 영역(NTA: Non Tracking Area)에서 MBMS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상기 비추적 영역에서의 MBMS를 제공한다 함은 상기 UE들의 Mobility Management를 하지 않는 경우로

서, 상기 UE들은 아이들 상태 즉, 무선 자원 제어(RRC: Radio Resource Control, 이하 'RRC'라 칭하기로 한다) 연결이 존

재하지 않을 경우 일수도 있고, 혹은 음성통화를 하는 상태에서 MBMS 서비스를 수신할 수도 있는 경우다. 상기 음성 통화

를 하는 상태에서 MBMS를 서비스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상기에서 설명된 PMM connected 상태와 다른 PMM idle 상태

로 규정될 수 있으며, 페킷 송신을 위한 이동성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UTRAN은 상기 RRC 연결이 없어서 혹

은, MBMS 페킷 전송을 위한 UE 이동성 관리라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하여 UTRAN은 UE의 움직임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다. 여기서, 상기 NTA는 현재 셀 내에 MBMS를 수신하고 있는 UE들의 숫자가 너무 많거나 혹은 셀 자체의 특성, 일 예로

운동 경기장 혹은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여 다수의 UE들과 일일이 직접적인 신호 연결 통로를 가질 수 없는 경우, 상기 UE

들에 대해여 UTRAN이 직접적인 신호 연결 통로 없이 MBMS를 서비스 할 수 있는 영역을 나타낸다. 또한 상기 NTA에서

는 UTRAN측의 RRC 계층이 UE의 현재 위치를 모르고 있으며, 또한 상기 UE가 다른 셀로 이동하게 될 경우에도 역시 그

이동 사실을 모른다.

따라서, 상기 NTA에서 MBMS가 서비스 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먼저, NTA에서 UTRAN은 UE의 위치를 모르고, 또한 상기 UE가 다른 셀로 이동할 경우에도 그 이동된 셀 내의 UE 위치

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상기 UE가 이동한 셀은 MBMS를 서비스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MBMS를 서비스

하더라도 상기 UE가 서비스받고 있는 종류와 동일한 종류의 MBMS를 서비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상기 UE에

대한 MBMS 서비스의 연속성이 깨지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 저하를 초래한다. 또한, 상기 UE가 이동한 셀에서 상기 UE가

수신하고 있던 종류와 동일한 종류의 MBMS가 서비스되고 있더라도 상기 UE는 상기 이동한 셀에서 상기 MBMS가 서비

스되고 있는 채널에 대한 정보, 즉, 물리 채널(physical channel) 정보와, 트랜스포트 채널(transport chanel) 정보와 같은

채널에 대한 정보와 상기 MBMS 데이터에 대한 암호 정보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동한 셀에서 UE는 정상적으로 상기

MBMS를 데이터를 수신할 수 없어 서비스 품질 저하를 가져온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NTA에서 동작하는 UE에게 MBMS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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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NTA에서 동작하는 UE에게 최소의 시그널링으로 MBMS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NTA에서 동작하는 UE가 셀 이동시 연속적으로 MBMS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시스템은; 비추적 영역(NTA: Non Tracking Area)인 제1셀을 관리하는 서빙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SRNC: Serving Radio Network Controller)와, 상기 제1셀과 상이한 제2셀을 관리하는 타겟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TRNC: Target Radio Network Controller)와, 패킷 서비스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 패킷 무선 서비스

지원 노드(SGSN: Serving GPRS Support Node)를 포함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제1셀에서 상

기 패킷 서비스 데이터를 제공받는 중에 상기 제2셀로 이동할 때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1

셀에서 제2셀로 이동함을 감지하면 상기 TRNC로 상기 셀 이동을 통보하고, 상기 셀 이동 통보에 상응하여 상기 TRNC로

부터 상기 제1셀에서 제공받고 있는 패킷 서비스를 상기 제2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와, 상기 제1

셀에서 제공받고 있는 패킷 서비스를 상기 제2셀에서 제공받을 수 있을 경우 상기 제2셀에서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

기 위해 필요한 무선 자원 정보를 수신하며, 상기 무선 자원 정보에 상응하게 상기 제2셀로부터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

받는 상기 사용자 단말기와, 상기 셀 이동 통보에 상응하여 상기 SGSN으로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고,

상기 인증 요구에 상응하여 상기 SGSN으로부터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를 나타내는 정보와,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을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제

1셀에서 현재 제공받고 있는 패킷 서비스에 대한 패킷 서비스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을 경우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경우 상기

패킷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무선 자원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통보하는 상기 TRNC와,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대한

인증 요구에 상응하게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을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제1셀에서 현재 제공받고 있는 패킷 서비스에

대한 패킷 서비스 정보를 상기 TRNC로 전송하는 상기 SGSN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은; 비추적 영역(NTA: Non Tracking Area)인 제1셀을 관리하는 서빙 무

선 네트워크 제어기(SRNC: Serving Radio Network Controller)와, 상기 제1셀과 상이한 제2셀을 관리하는 타겟 무선 네

트워크 제어기(TRNC: Target Radio Network Controller)와, 패킷 서비스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 패킷 무선 서비스

지원 노드(SGSN: Serving GPRS Support Node)를 포함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제1셀에서 상

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에 상기 제2셀로 이동할 때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

기는 상기 제1셀에서 제2셀로 이동함을 감지하면 상기 TRNC로 상기 셀 이동을 통보하는 과정과, 상기 TRNC는 상기 셀

이동 통보에 따라 상기 SGSN으로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는 과정과, 상기 SGSN은 상기 인증 요구에 따

라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와,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

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을 경우 상기 제1셀에서 현재 제공받고 있는 패킷 서비스에 대한 패킷 서비스 정보를

상기 TRNC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을 경우 상기 TRNC는 상기

패킷 서비스 정보와, 상기 패킷 서비스 정보에 해당하는 패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경우 상기 패킷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무선 자원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통보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방법은; 비추적 영역(NTA: Non Tracking Area)인 제1셀을 관리하는 서

빙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SRNC: Serving Radio Network Controller)와, 상기 제1셀과 상이한 제2셀을 관리하는 타겟 무

선 네트워크 제어기(TRNC: Target Radio Network Controller)와, 패킷 서비스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 패킷 무선 서

비스 지원 노드(SGSN: Serving GPRS Support Node)를 포함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제1셀에

서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에 상기 제2셀로 이동할 때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셀에

서 제2셀로 이동함을 감지하면 상기 TRNC로 상기 셀 이동을 통보하는 과정과, 상기 셀 이동 통보에 상응하여 상기 TRNC

로부터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제1셀에서 현재 제공받고 있는 패킷 서비스를 상기 제2셀에서 제공받을수 있는지 여부

를 나타내는 정보와, 상기 제1셀에서 현재 제공받고 있는 패킷 서비스를 상기 제2셀에서 제공받을 수 있을 경우 상기 제2

셀에서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패킷 서비스 정보와 무선 자원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패킷 서비

스 정보와 무선 자원 정보에 상응하게 상기 제2셀에서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방법은; 비추적 영역(NTA: Non Tracking Area)인 제1셀을 관리하는

서빙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SRNC: Serving Radio Network Controller)와, 상기 제1셀과 상이한 제2셀을 관리하는 타겟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TRNC: Target Radio Network Controller)와, 패킷 서비스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 패킷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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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원 노드(SGSN: Serving GPRS Support Node)를 포함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제1셀에서 상기 패킷 서

비스를 제공받는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제2셀로 이동할 때 상기 TRNC가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

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셀에서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제2셀로 이동함을 통보받으면 상기

SGSN으로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는 과정과, 상기 인증 요구에 상응하여 상기 SGSN으로부터 상기 사

용자 단말기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제1셀에서 현재 제공받고 있는 패킷 서비스에 대한 패킷 서비스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을 경우 상기 패킷 서비스 정보에 해당하는 패킷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경우 상기 패킷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무선 자원 정

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통보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 다른 방법은; 비추적 영역(NTA: Non Tracking Area)인 제1셀을 관리하는

서빙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SRNC: Serving Radio Network Controller)와, 상기 제1셀과 상이한 주변 셀들을 관리하는

타겟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TRNC: Target Radio Network Controller)들과, 패킷 서비스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 패킷

무선 서비스 지원 노드(SGSN: Serving GPRS Support Node)를 포함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제1셀에서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에 상기 제2셀로 이동할 때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기는 상기 제1셀에서 상기 주변 셀들중 임의의 셀로 이동해야함을 감지하면 상기 SRNC로 상기 셀 이동을 통

보하는 과정과, 상기 SRNC는 상기 셀 이동 통보에 따라 상기 주변 셀들 각각을 관리하는 TRNC들로 상기 사용자 단말기

가 상기 제1셀에서 현재 제공받고 있는 패킷 서비스를 상기 주변 셀들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

기 TRNC들 각각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을 경우 상기 패킷 서비스를 상기 제2셀에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무선 자원 정보를 상기 SRNC를 통해 상기 사용자 단말

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사용자 단말기는 상기 TRNC들로부터 수신되는 무선 자원 정보들을 참조하여 상기 패킷 서비

스를 최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제2셀을 선택하고, 상기 제2셀로부터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

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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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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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유의하여야 한다.

도 3은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에서 제안하고 있는 비추적 영역(NTA: Non Tracking Area, 이하

"NTA"라 칭하기로 한다)에 존재하는 사용자 단말기(UE: User Equipment, 이하 "UE"라 칭하기로 한다)로 멀티캐스트 멀

티미디어 방송 서비스(MBMS: Multimedia Broadcast/Multicast Service, 이하 "MBMS"라 칭하기로 한다)를 제공하는 과

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이다.

상기 도 3을 설명하기에 앞서, UE(310)는 MBMS 이외의 다른 서비스는 현재 이용하지 않다고 가정하기로 하며, 상기 도

3에서 설명하는 네트워크(network) 구조는 상기 종래 기술 부분의 도 1에서 설명한 네트워크 구조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

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또한, 상기 UE(310)는 NTA에 존재한다고 가정하기로 하며, 서빙(serving)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

(RNC: Radio Network Controller, 이하 "RNC"라 칭하기로 한다)(이하, "SRNC"라 칭하기로 한다)(320)는 상기 UE(310)

가 MBMS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RNC이며, 상기 UE(310)와 서비스 패킷 무선 서비스 지원 노드(SGSN: Serving GPRS

(GPRS: General Packet Radio Service) Support Node, 이하 'SGSN'이라 칭하기로 한다)(340)간에 연결되어 상기 UE

(310)가 요청한 MBMS를 직접 서비스하는 RNC이다. 타켓 RNC(TRNC: Target RNC, 이하 "TRNC"라 칭하기로 한다)

(330)는 상기 UE(310)가 이동하는 셀을 관리하는 RNC로서, 상기 SRNC(320)와 동일한 RNC가 될 수도 있고, 다른 RNC

가 될 수도 있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먼저 상기 UE(310)는 셀 선택(cell selection) 동작을 수행한다(311단계). 여기서, 상기 셀 선택의

기준은 다수개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일 예로 상기 UE(310)가 속한 셀의 순방향 파일럿 채널(pilot channel) 신호의 크기와

상기 UE(310)가 속한 셀의 주변 셀들의 순방향 파일럿 채널 신호의 크기들을 비교한 값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UE

(310)가 아이들 상태에 있을 경우 상기 셀 선택 동작은 UE(310)가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상기 도 3에서는 상기 UE(310)

가 상기 셀 선택 동작에 따라 상기 TRNC(330)가 관리하는 셀들중 어느 한 셀로 셀 선택한 경우를 가정하기로 한다. 상기

UE(310)는 상기 셀 선택 동작에서 선택된 셀이 존재하는 RNC, 즉 TRNC(330)로 무선 자원 제어(RRC: Radio Resource

Control, 이하 "RRC"라 칭하기로 한다) 연결 요구(RRC connection request, 이하 "RRC connection request"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를 전송한다(313단계). 여기서, 상기 SRNC(3201)와 상기 TRNC(330)가 동일한 RNC라 할지라도 상기 UE

(310)는 셀 선택후 상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해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상기 UE(310)가 NTA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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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 SRNC(320) 및 TRNC(330)는 상기 UE(310)가 어느 셀이 존재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상

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는 상기 UE(310)와 TRNC(330) 사이에 시그널링을 위한 RRC connection을 셋업하

기를 요구하는 메시지이다. 상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에 의해 상기 UE(310)와 TRNC(330)간에 RRC

connection이 셋업되면 UE(310)는 NTA에서 추적 영역(TA: Tracking Area, 이하 "TA"라 칭하기로 한다)으로 영역 천이

하게 되며, 이에 상기 TRNC(330)는 상기 UE(310)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된다. 현재 3GPP에서는 상기 UE(310)가 NTA에

존재할 경우라도 MBMS를 연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에 상기 UE(310)가 현

재 제공받고 있는 MBMS의 종류를 나타내는 MBMS 서비스 식별자(MBMS Service ID)를 포함하여 전송하는 방안을 고려

하고 있다. 이렇게 상기 MBMS 서비스 식별자를 포함하여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며, 상기 TRNC

(330)는 상기 MBMS 서비스 식별자에 대응하는 MBMS를 상기 UE(310)에 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동

작들을 수행한다. 즉, 상기 TRNC(330)는 상기 SGSN(340)과의 인증(Authentication) 동작을 통해 상기 UE(310)가 상기

MBMS 서비스 식별자에 해당하는 MBMS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상기 MBMS 서비스 식별자에 해

당하는 MBMS를 서비스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상기 확인 결과 상기 MBMS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상기 TRNC

(330)는 RRC 연결 해제(RRC connection release, 이하 "RRC connection release"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를 상기 UE

(310)로 전송한다(317단계). 여기서, 상기 RRC connection release 메시지에는 상기 UE(310)가 요청한 MBMS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여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후 상기 TRNC(330)는 상기 MBMS를 제공할 경우 필요한 무선 베어러(RB:

Radio Bearer, 이하 "RB"라 칭하기로 한다) 정보를 통지 제어 채널(NCCH: Notification Control CHannel, 이하 "NCCH"

라 칭하기로 한다)을 통해 상기 UE(310)로 전송한다(319단계). 여기서, 상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 포맷은 하

기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1]

상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는 상기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수의 정보 엘리먼트(IE: Information Element,

이하 "IE"라 칭하기로 한다)들을 가지며, 상기 다수의 IE들은 UE(310)를 식별할 수 있는 국제 식별자와, 네트워크내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식별자와, 상기 네트워크에 대한 지역 식별자인 초기 UE 식별자와, RRC connection이 필요한 이유를

나타내는 establishment cause와, 프로토콜(protocol)에 오류가 있음을 나타내는 프로토콜 오류 식별자와, 상기 UE(310)

가 측정한, 상기 UE(310)가 위치하고 있는 셀의 무선 신호 측정 정보 및 주변 기지국들에 대한 무선 신호 측정 정보들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Measurement Results on RACH와, 접속 계층(AS: Access Stratum, 이하 "AS"라 칭하기로 한다)

연결 해제를 나타내는 지시자이다.

이와 같이, 실제 물리적으로 전송 가능한 RRC 메시지의 크기는 한정적이며, 상기 MBMS 서비스 식별자를 위해 16비트 혹

은 32비트가 추가될 경우, 상기 MBMS 서비스 식별자를 포함한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는 상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는 물리 채널인 랜덤 억세스 채널(RACH: Random Access CHannel, 이하 'RACH'라 칭하기로

한다)의 전송량 한계를 초과하여 전송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상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가 전송될 수 있

다고 가정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기 MBMS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로되는 RB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NCCH 신호를 한

번 더 전송해야 하므로 순방향 무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순방향 무선 자원의 낭비는 전체 시스템 성

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그래서, 본 발명에서는 순방향 무선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역방향 시그널링을

최소화하면서도 NTA에 존재하는 UE로 MBMS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NTA에 존재하는 UE로 MBMS를 제공하는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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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4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상기 UE(410)는 상기 MBMS 이외의 다른 서비스는 현재 이용하지 않다고 가정하기로 한

다. 물론, 상기 UE(410)가 상기 MBMS 이외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본 발명이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상기 도 4에서 설명하는 네트워크(network) 구조는 상기 종래 기술 부분에서 설명한 네트워크 구조와 동일한 구조

를 가지며, 다만 기능적으로 그 동작이 상이해질 뿐이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먼저 UE(410)는 NTA에 존재하면서 MBMS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UE이다. SRNC(420)는 상기 UE

(410)가 MBMS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RNC이며, 상기 UE(410)와 SGSN(440)간에 연결되어 상기 UE(410)가 요청한

MBMS를 직접 서비스하는 RNC이다. TRNC(430)는 상기 UE(410)가 이동하는 셀을 관리하는 RNC로서, 상기 SRNC

(420)와 동일한 RNC가 될 수도 있고, 다른 RNC가 될 수도 있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먼저 상기 UE(410)는 셀 선택 동작을 수행한다(411단계). 여기서, 상기 셀 선택 동작은 상기 도 3

에서 설명한 셀 선택 동작과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그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도 4에서는 상기 UE(410)가

상기 셀 선택 동작에 따라 상기 TRNC(430)가 관리하는 셀들중 어느 한 셀로 셀 선택한 경우를 가정하기로 한다.

상기 UE(410)는 상기 셀 선택 동작에서 선택된 셀이 존재하는 RNC, 즉 TRNC(430)로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

를 전송한다(RRC connection request with New establishment cause)(413단계). 여기서, 상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는 현재 3GPP 표준 규격에서 사용하고 있는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와 동일한 포맷을 사용하며,

현재 UE(410)가 서비스받고 있는 MBMS를 연속적으로 서비스받기를 원함을 나타내기 위해 새로운 establishment

cause를 포함한다. 현재 3GPP 표준 규격에서 사용하고 있는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 포맷은 상기 표 1에서 설명

한 바와 같다. 상기 표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에서 RRC connection이 필요한 이유

를 나타내는 IE인 establishment cause는 Originating Conversational Call, Originating Streaming Call, Originating

Interactive Call, Originating Background Call, Originating Subscribed call, Originating Background Call,

Originating Subscribed Traffic call, Terminating Conversational Call, Terminating Streaming Call, Terminating

Interactive Call, Terminating Background Call, Emergency Call, Inter-RAT Cell reselection, Inter RAT-cell

change order, Registration, Detach, Originating High Priority Signaling, Originating Low Priority Signaling, Low

Priority Signaling, Call reestablishment, Terminating High Priority Signaling, Terminating low priority Signaling,

Terminating 등의 값들을 가진다. 여기서, 상기 Establishment cause IE의 값들 각각의 역할은 3GPP 규격인 "25.331

Radio Resource Control "에 설명되어 있으며, 본 발명에서는 기존 Establishment cause IE의 값들의 역할은 상관없으므

로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 Establishment cause IE의 값들 이

외에 상기 UE(410)가 MBMS를 연속적으로 서비스받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Establishment cause IE의 값, 즉 "MBMS

Service request"라는 새로운 값을 추가한다. 여기서, 상기 MBMS Service request는 NTA에서 MBMS를 수신하고 있던

UE가 주변 셀들의 측정 결과에 따라 다른 셀로 이동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셀에서도 상기 UE가 제공받고

있는 MBMS를 연속적으로 제공받고 싶다는 것을 나타내는 값이다.

상기 TRNC(430)는 상기 UE(410)로부터 수신한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분석하고, 상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상기 Establishment cause가 MBMS Service request로 설정되어 있음에 따라 상기 UE

(410)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MBMS를 상기 TRNC(430)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동작을 시작한다. 그러

면 여기서 상기 TRNC(430)가 상기 UE(410)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MBMS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동작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동작은 상기 UE(410)에 대한 인증(Authentication)이며, 두 번째 동작은 상기 UE(410)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MBMS를 연속적으로 제공받기를 원함을 통보하는 것이다. 여기서, 상기 UE(410)를 인증하기 위해서 상기 TRNC(430)는

상기 수신한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초기 UE 식별자(initial UE identify)를 사용한다. 여기서,

상기 초기 UE 식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3GPP에서 사용되는 UE 식별자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자(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이하 "IMSI"라 칭하기로 한다)와, 임시 네트워크 가입자 식별자(TMSI: Temporal Network

Subscriber Identity, 이하 "TMSI"라 칭하기로 한다)와, 위치 지역 식별자(LAI: Location Area Identity, 이하 "LAI"라 칭

하기로 한다)의 조합, 혹은 패킷-TMSI(이하 "P-TMSI"라 칭하기로 한다)와 라우팅 지역 식별자(RAI: Routing Area

Identity, 이하 "RAI"라 칭하기로 한다)의 조합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TRNC(430)는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UE(410)의 초기 UE 식별자와, 상기 UE(410)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MBMS를 연속적으로 제공받기를 원한다는 정보를 포함하여 상기 SGSN(440)으로 인증 요구(Authentication request, 이

하 "Authentication request"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를 전송한다(415단계). 상기 Authentication request 메시지를 수

신한 SGSN(440)은 상기 수신한 Authentication request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UE 초기 식별자를 가지고 상기 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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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가 해당하는 MBMS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검사한다. 여기서, 상기 UE(410)가 상기 MBMS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일 예로 상기 UE(410)가 MBMS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UE

(410)가 여러 종류의 MBMS들에 가입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기 SGSN(440)은 상기 UE(410)가 현재 가입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MBMS들에 대한 정보들을 취합한다. 상기 도 4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상기 UE(410)가 현재 속해 있는 셀에서

제공하고 있는 MBMS의 종류와 상기 UE(410)가 앞으로 이동할 셀에서 제공하고 있는 MBMS 종류가 동일하다고 가정하

기로 한다. 물론, 상기 UE(410)가 현재 속해 있는 셀에서 제공하고 있는 MBMS의 종류와 상기 UE(410)가 앞으로 이동할

셀에서 제공하고 있는 MBMS 종류가 상이할 수도 있으며, 이는 하기에서 상세히 설명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 상세한 설

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SGSN(440)은 상기 UE(410)가 MBMS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상기 UE(410)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MBMS 종류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인증 확인(Authentication confirm, 이하 "Authentication confirm"이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를 상기 TRNC(430)로 전송한다(417단계). 상기 TRNC(430)는 Authentication confirm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한 Authentication confirm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을 분석하여 상기 UE(410)가 제공받을 MBMS 종류

를 나타내는 MBMS 서비스 식별자와, 상기 MBMS를 서비스하기 위해 필요한 RB 정보를 포함한 RRC 연결 거부(RRC

connection reject, 이하 "RRC connection reject"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를 상기 UE(410)로 전송한다(419단계)(RRC

connection reject[RB info, Service ID]). 상기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를 수신한 UE(410)는 새로운 셀로 이동하

여 NTA에서 지속적으로 MBMS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현재 3GPP 표준 규격에서 상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에 대응되는 메시지는 상기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와, RRC 연결 셋업(RRC connection setup, 이하 "RRC connection setup"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가 존재

한다. 상기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는 UMTS 무선 접속 네트워크(UTRAN: UMTS Radio Access Network, 이하

"UTRAN"이라 칭하기로 한다)에서 UE가 요청한 RRC connection을 거절하는 메시지이며, RRC connection setup 메시

지는 UE가 요청한 RRC connection을 허가함과 동시에 UE와 통신하기 위한 제반 정보들(UE가 UTRAN내에서 사용할 식

별자, UE와 UTRAN이 순방향 및 역방향 전송을 수행할 논리채널과, 트랜스포트 채널 및 물리 채널 등에 대한 정보)를 전

송해 주는 메시지이다. 본 발명에서 상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에 대응하여 상기 RRC connection reject 메시

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 발명에서 대상이 되는 UE는 NTA에 있는 UE로서 상기 UE가 원하는 것은 RRC connection이 아닌, 상기 UE가 이동함

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MBMS 수신의 불연속성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MBMS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채널 정보를 원하

는 것이다. 즉, 상기 UE는 MBMS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채널 정보만을 알면 되고, 따라서 RRC connection을 유지할 필

요가 없다. 본 발명은, 모든 UE들이 RRC connection 상태에 있다면 UTRAN의 시그널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해당 셀

이 NTA으로 동작할 경우에도 UE가 MBMS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 UE에

대해서는 별도의 RRC connection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본 발명에서는 RRC connection setup 메시지가 아닌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상기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 대신 RRC connection setup 메

시지를 사용한다고 해도, 본 발명에서 제안된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에 새로운 Cause 값을 추가시켜, NTA로

동작하는 셀에 존재하는 UE에게 MBMS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발명에

서 RRC connection setup 메시지가 아닌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SRNC에서 RRC connection

setup 메시지를 사용하게 되면, UE는 상기 RRC connection setup 메시지 수신에 상응하는 RRC connection setup

confirm 메시지를 SRNC로 다시 전송해야만 한다. 그리고, RRC connection setup confirm 메시지를 전송한 후에야 상기

UE는 MBMS 관련 정보들을 수신할 수 있으며, 상기 MBMS 관련 정보 수신 후에 UTRAN으로부터 RRC connection

release 메시지를 수신한다. 또한, 상기 RRC connection release 메시지 수신에 상응하여 상기 UE는 RRC connection

release confirm 메시지를 다시 SRNC로 전송하고, 상기 RRC connection release confirm 메시지를 전송한 후에야 다시

NTA로 돌아갈 수 있다. 즉, 상기 RRC connection setup 메시지를 사용하는 경우 상기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를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시간 소요가 훨씬 길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3GPP 표준 규격에서 사용하고 있는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 포맷은 하기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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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기 표 2에서는 현재 3GPP 표준 규격에서 사용하고 있는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 포맷을 나타내었으며, 다음으

로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 포맷에 추가되어야 하는 정보를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3]

상기 표 3에는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에 새롭게 추가되어야하는 Rejection Cause가 나타

나있다. 한편, 상기 표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현재 3GPP 표준 규격에서 사용하는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의

Rejection Cause는 UE의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에 대하여 Congestion이 발생하거나, 혹은 UE의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의 Establishment Cause 값에 정의되지 않은 값이 사용될 경우, 상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에 대한 거절의 이유만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MBMS service request

acknowledged의 Rejection Cause값 혹은 선택적으로 MBMS service request refuse cause 값을 추가하도록 한다. 여

기서, 상기 "MBMS service request acknowledged"는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를 전송하는 RNC가 상기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에 상응하는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보낸 UE의 연속적인 MBMS 제공 요구를 파악

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상기 MBMS Service request refuse는 상기 UE가 MBMS를 제공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

다. 또한, 현재 3GPP 표준 규격에서 사용하는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의 Rejection Cause의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요구에 대한 거절 cause 값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상기 표 3에 도시된 새로운 information 들에 대하여 값을 주지 않음으

로서 UE에게 MBMS 서비스 요구에 대한 거절을 표시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표 3에 나타낸 RB 정보는 현재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통해 MBMS 서비스의 수신을 요구한 UE가

원하는 MBMS의 서비스 종류들 혹은 상기 UE가 현재 속해 있는 셀 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MBMS의 서비스 종류들이 전

송되는 RB 각각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며, 상기 RB 정보를 하기 표 4 내지 표 9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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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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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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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등록특허 10-0594101

- 13 -



[표 8]

[표 9]

그러면 여기서 도 5를 참조하여 상기 도 4에서 설명한 NTA에 존재하는 UE로 MBMS를 제공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

기로 한다.

상기 도 5는 도 4의 NTA에 존재하는 UE로 MBMS를 제공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도시한 신호 흐름도이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먼저 UE(410)는 상기 도 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셀 선택 동작을 수행한 후에 상기 UE(410) 자신

이 선택한 셀의 RNC, 즉 TRNC(430)로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한다(511단계). 여기서, 상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는 상기 도 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UE(410)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MBMS를 이동할 셀

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공받기를 원한다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수신한 TRNC

(430)는 SGSN(440)으로 상기 UE(410)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는 Authentication request 메시지를 송신한다(513단계).

상기 Authentication request 메시지를 수신한 SGSN(440)은 상기 UE(410)에 대한 인증 동작을 수행한 후 그 인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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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시켜 Authentication Confirm 메시지를 상기 TRNC(430)로 송신한다(515단계). 여기서, 상기 인증 동작은 상기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상기 UE(410)의 UE 초기 식별자를 가지고

수행되며, 상기 SGSN(440)은 상기 UE(410)가 MBMS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판단 작업 및 상기 UE

(410)가 연속적으로 제공받기를 요청한 MBMS의 서비스 종류를 검출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상기 TRNC(430)와 SGSN(440)간의 인증 결과에 따라 상기 TRNC(430)는 상기 UE(410)에 대한 MBMS를 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검사하게 된다(Check the possiblity of MBMS requested by UE)(517단계). 여기서, 상기 TRNC

(430)가 상기 인증 결과에 따라 수행하는 동작은 하기와 같이 크레 4가지 동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상기 인증 결과 상기 UE(410)가 MBMS를 제공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즉 UE(410)에 대한 인증이 실패하였을

경우 상기 TRNC(430)는 MBMS를 제공받을 수 없는 UE라는 정보를 포함한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를 상기 UE

(410)로 전송하여 상기 MBMS의 연속적 제공이 불가능함을 통보하게 된다. 여기서, 상기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

를 통해 상기 UE(410)가 요구한 MBMS에 대한 제공이 불가능함을 통보하는 방식은 3가지가 존재한다. 첫 번째 방식은,

상기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의 Rejection cause 값을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현재 3GPP 표준 규격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Rejection cause 값을 사용하여 상기 UE(410)가 요구한 MBMS에 대한 제공이 불가능함을 통보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식은, 상기 표 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MBMS 서비스 식별자들과 상기 MBMS 서비스에 대한 RB 정보를 포함하

지 않고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기 UE(410)가 요구한 MBMS에 대한 제공이 불가능함을 통보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방식은 상기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의 Rejection cause 값을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새로운

Rejection cause 값을 사용하여 상기 UE(410)가 요구한 MBMS에 대한 제공이 불가능함을 통보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상기 인증 결과 상기 UE(410)가 MBMS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즉 UE(410)에 대한 인증이 성공하였을

경우, 즉 상기 SGSN(440)으로부터 상기 UE(410)가 MBMS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정보와, 상기 UE(410)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MBMS에 대한 MBMS 서비스 리스트(list)를 수신하였을 경우에 상기 MBMS 서비스 리스트에 존재하

는 모든 MBMS 서비스 식별자들에 해당하는 MBMS가 상기 UE(410)가 이동할 셀에서 서비스 가능할 경우이다. 이렇게 상

기 MBMS 서비스 리스트에 존재하는 모든 MBMS 서비스 식별자들에 해당하는 MBMS가 현재 상기 UE(410)가 속한 셀에

서 서비스 가능할 경우 상기 TRNC(430)는 상기 MBMS 서비스 식별자들 및 상기 MBMS 데이터가 실제 전송되는 RB 정

보를 포함하여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를 전송한다(RRC connection reject with RB information)(529단계). 그러

면 상기 UE(410)는 상기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MBMS 서비스 식별자들 및 RB 정보를 확인하

여 현재 제공받고 있던 MBMS를 연속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세 번째는, 상기 인증 결과 상기 UE(410)가 MBMS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즉 UE(410)에 대한 인증이 성공하였을

경우, 즉 상기 SGSN(440)으로부터 상기 UE(410)가 MBMS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정보와, 상기 UE(410)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MBMS에 대한 MBMS 서비스 리스트를 수신하였을 경우에 상기 MBMS 서비스 리스트에 존재하는

MBMS 서비스 식별자들중 전부 혹은 일부의 MBMS 서비스 식별자들에 해당하는 MBMS를 상기 UE(410)가 이동할 셀에

서 서비스 불가능할 경우이다. 이렇게 상기 MBMS 서비스 리스트에 존재하는 MBMS 서비스 식별자들 전부 혹은 일부에

해당하는 MBMS가 현재 상기 UE(410)가 속한 셀에서 서비스 불가능할 경우 상기 TRNC(430)는 추가적으로 상기 UE

(410)가 요구한 MBMS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상기 판단 결과 상기 UE(410)가 요구한 MBMS를 추가적으로 제

공할 수 있을 경우 상기 SGSN(440)으로 MBMS 서비스 요구(MBMS service request, 이하 "MBMS service request"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를 전송한다(519단계). 여기서, 상기 MBMS service request 메시지에는 서비스받고자 하는

MBMS를 나타내는 MBMS 서비스 식별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 MBMS service request 메시지는 상기 포함되어 있는

MBMS 서비스 식별자에 상응하는 MBMS 데이터를 수신하기를 요구하는 메시지이다. 상기 MBMS service request 메시

지를 수신한 SGSN(440)은 상기 MBMS service request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MBMS 서비스 식별자를 검출하고, 상

기 검출한 MBMS 서비스 식별자에 해당하는 MBMS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무선 접속 베어러(RAB: Radio Access

Bearer, 이하 "RAB"라 칭하기로 한다)를 설정하기 위해 상기 TRNC(430)로 MBMS RAB 셋업 요구(MBMS RAB setup

request, 이하 "MBMS RAB setup request"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를 전송한다(521단계). 상기 TRNC(430)는 상기

MBMS RAB setup request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상기 SGSN(440)과 MBMS RAB을 셋업하고, 상기 MBMS RAB 셋업

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MBMS RAB 셋업 응답(MBMS RAB setup response, 이하 "MBMS RAB setup response"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를 상기 SGSN(440)으로 전송한다(523단계). 이렇게 상기 TRNC(430)와 SGSN(440) 사이에

MBMS RAB이 셋업되면, 상기 SGSN(440)은 상기 셋업된 MBMS RAB을 통해 상기 TRNC(430)로 MBMS 데이터를 전송

한다(Transmission of MBMS data)(525단계). 상기 TRNC(430)는 상기 MBMS 데이터를 수신한 후에 상기 UE(410)로

상기 MBMS 서비스 식별자와, 상기 MBMS 데이터를 전송할 RB 정보를 포함하여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를 전송

한다(529단계). 한편, 상기 TRNC(430)와 SGSN(440) 사이의 MBMS RAB 해제(MBMS RAB release, 이하 "MBMS RAB

release"라 칭하기로 한다)(527단계) 과정은 상기 MBMS RAB을 통해 전송되는 MBMS의 데이터 종류, 혹은 SGSN과

RNC간의 데이터 전송 규칙등에 상응하게 수행되며, 상기 UE(410)로 상기 MBMS 데이터가 전송되는 RB 정보를 전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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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혹은 전송전에 수행될 수도 있다. 여기서, 상기 MBMS의 데이터의 종류라 함은 실시간 서비스, 비실시간 서비스 등이

될 수 있으며, 상기 SGSN과 RNC간의 데이터 전송 규칙은 RNC가 SGSN으로부터 MBMS 데이터의 수신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MBMS 데이터를 UE에게 전송해 줄 수 없거나 혹은 종료되기 전에도 상기 MBMS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

록 하는 등의 규칙이 될 수 있다.

네 번째는, 상기 TRNC(430)가 상기 UE(410)에게 상기 UE(410)가 MBMS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정보와, 상기 UE(410)

가 현재 수신하고 있는 MBMS에 대한 MBMS 서비스 식별자 리스트만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상기 MBMS 서비스 식별자

리스트에 존재하는 MBMS 서비스 식별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서비스 가능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비스 불가능하다

면, 상기 TRNC(410)는 상기 세 번째 동작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MBMS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후, 상기 서비스 가능한

MBMS 서비스 식별자들만을 포함하여 상기 UE(410)로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UE

(410)는 상기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MBMS 서비스 식별자들에 해당하는 MBMS만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인식한다. 여기서, 상기 UE(410)로 서비스받지 못하는 MBMS들이 존재함을 통보하는 다른 방법은 상기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에 상기 UE(410)가 수신하고 있던 MBMS 서비스 식별자들 및 상기 MBMS 서비스 식별자들 각

각에 상응하여 서비스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식별자를 추가적으로 전송하는 방법 등이 있다.

상기 도 5에서 설명한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에 새로이 추가될 수 있는 cause 값을 하기 표 10에 나타내었다.

[표 10]

다음으로 도 6을 참조하여 NTA에서 셀 이동시 MBMS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UE 동작을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6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UE 동작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먼저 611단계에서 상기 UE는 셀 선택 동작을 수행한 후 613단계로 진행한다. 여기서, 상기 셀 선택

동작은 상기 UE의 주변 셀들중 무선 신호 세기, 일 예로 파일럿 채널 신호의 세기가 가장 강한 셀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상

기 613단계에서 상기 UE는 상기 셀 선택 동작에 따라 선택된 셀이 속한 RNC로, 즉 TRNC로 현재 제공받고 있는 MBMS

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나타내는 RRC establishment cause 값을 설정하여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고 615단계로 진행한다. 여기서, 상기 MBMS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나타내

는 RRC establishment cause 값에 대한 설명은 상기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그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상기 615단계에서 상기 UE는 상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에 상응하여 상기 TRNC로부터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가 수신되는지 검사한다. 상기 검사 결과 상기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가 수신되었을 경우 상기 UE는

617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617단계에서 상기 UE는 상기 수신한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를 분석하고 619단계로 진행한다. 여기서, 상기

수신한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를 분석한다 함은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

의 cause값을 분석하는 것이다. 상기 619단계에서 상기 UE는 상기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의 cause값을 가지고

MBMS를 서비스받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 가능할 경우 해당하는 MBMS 서비스 식별자들이 존재하는지

검사한다. 상기 검사 결과 상기 요구한 MBMS를 서비스받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상기 UE는 621단계로 진행한다. 여기서,

상기 MBMS를 서비스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상기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의 cause값이 MBMS service

request refused cause 값 혹은 MBMS service request not supported cause 값일 경우이다. 상기 621단계에서 상기

UE는 상위 계층으로 연속적인 MBMS 제공이 불가함을 통보하고 종료한다. 여기서, 상기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

의 cause 값이 MBMS service request not supported일 경우 상기 UE는 이후 다시 한번 상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사용하여 MBMS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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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619단계에서 검사 결과 상기 요구한 MBMS를 서비스받는 것이 가능할 경우 상기 UE는 623단계로 진행한다.

여기서, 상기 MBMS를 서비스받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상기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의 cause값이 MBMS service

request acknowledged 값일 경우이다. 상기 623단계에서 상기 UE는 상기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MBMS 서비스 식별자들과, 상기 MBMS 서비스 식별자들에 대응하는 RB 정보를 가지고 상기 TRNC로부터 MBMS

데이터를 수신하고 종료한다. 여기서, 상기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MBMS 서비스 식별자들은 상

기 UE가 연속적으로 제공받기를 요구한 모든 MBMS 서비스 식별자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상기 UE가 연속적으로 제공

받기를 요구한 MBMS 서비스 식별자들 중 일부가 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도 7을 참조하여 NTA에서 셀 이동시 MBMS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TRNC 동작을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7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TRNC 동작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상기 도 7을 참조하면, 먼저 711단계에서 상기 TRNC는 UE로부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수신하고 713단계

로 진행한다. 상기 713단계에서 상기 TRNC는 상기 UE로부터 수신한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UE 초기 식별자를 가지고 SGSN으로 Authentication request 메시지를 송신하고 715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715단계에

서 상기 TRNC는 상기 SGSN으로부터 상기 Authentication request 메시지에 상응하는 Authentication confirm 메시지

를 수신하고 717단계로 진행한다. 여기서, 상기 Authentication confirm 메시지에는 상기 UE에 대한 인증 정보 및 상기

UE에서 현재 제공받고 있는 MBMS들에 대한 MBMS 서비스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상기 UE에 대한 인증 정보라

함은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UE가 MBMS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는지 자격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이며, 상기

MBMS 서비스 정보는 현재 상기 UE가 제공받고 있는 MBMS 서비스 식별자 리스트를 나타낸다. 상기 717단계에서 상기

TRNC는 상기 Authentication confirm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인증 정보 및 MBMS 서비스 정보를 가지고 상기 UE가

MBMS를 연속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지 검사한다. 상기 검사 결과 상기 UE가 상기 MBMS를 연속적으로 수신할 수 없을

경우 상기 TRNC는 719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719단계에서 상기 TRNC는 MBMS Service Request denied 값을 포함하

는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를 상기 UE로 전송하여 상기 UE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MBMS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

공받을 수 없음을 통보하고 종료한다. 물론, 상기 TRNC는 상기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에 현재 3GPP 표준 규격에

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undefined cause value를 포함하여 전송함으로써 상기 UE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MBMS 서비스

를 연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음을 통보할 수도 있다.

한편, 상기 717단계에서 검사 결과 상기 UE가 상기 MBMS를 연속적으로 수신할 수 있을 경우 상기 TRNC는 721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721단계에서 상기 TRNC는 상기 UE에 대한 MBMS 서비스 정보를 분석하고 723단계로 진행한다. 여기

서, 상기 MBMS 서비스 정보는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UE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즉 이전 셀에서 제공받고 있는

MBMS들을 나타내는 MBMS 서비스 식별자 리스트이다. 상기 723단계에서 상기 TRNC는 상기 UE가 연속적으로 제공받

기를 요구하는 모든 MBMS들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한지를 검사한다. 상기 검사 결과 상기 UE가 요구한 모든 MBMS들에

대한 서비스가 불가능할 경우, 즉 상기 UE가 요구한 MBMS들 중 일부 MBMS들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가능하거나 혹은 상

기 UE가 요구한 모든 MBMS들에 대한 서비스가 불가능할 경우 상기 TRNC는 725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725단계에서 상기 TRNC는 상기 UE가 요구한 MBMS들 중 일부 MBMS들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가능한지를 검사한

다. 상기 검사 결과 상기 UE가 요구한 MBMS들 중 일부 MBMS들에 대해서도 셀 사정에 의해 서비스가 불가능할 경우 상

기 TRNC는 상기 719단계로 진행한다. 여기서, 상기 셀 사정이라 함은 일 예로 상기 이동할 셀에서 다른 MBMS들이 서비

스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상기 UE가 요구한 MBMS들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를 나타낸다. 상기 719단계

에서 상기 TRNC는 MBMS service request not supported 값을 포함하는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를 상기 UE로

전송하여 상기 UE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MBMS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음을 통보하고 종료한다. 만약 상기

검사 결과 상기 UE가 요구한 MBMS들 중 일부 MBMS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가능할 경우 상기 TRNC는 상기 727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727단계에서 상기 TRNC는 상기 UE가 요구한 MBMS들 중 일부 MBMS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기 서비스 가능한 일부 MBMS들에 대해서 현재 상기 TRNC 자신 내에 해당 MBMS 데이터들이 존재하는지를

검사하여 상기 SGSN으로부터 수신해야하는 MBMS 데이터가 존재하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검사 결과 상기 SGSN으로부

터 수신해야하는 MBMS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 상기 TRNC는 729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729단계에서 상기 TRNC는 상기

SGSN으로 상기 수신해야하는 MBMS 데이터에 상응하는 MBMS 서비스 식별자를 포함하여 MBMS 서비스를 요구하고,

상기 MBMS 서비스 요구에 상응하여 상기 SGSN으로부터 MBMS 데이터를 수신하고 733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733단계

에서 상기 TRNC는 상기 서비스 가능한 MBMS들을 나타내는 MBMS 서비스 식별자들과 상기 MBMS 서비스 식별자들에

상응하는 MBMS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RB 정보를 포함하여 상기 UE로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를 전송

하고 종료한다.

등록특허 10-0594101

- 17 -



한편, 상기 723단계에서 검사 결과 상기 UE가 요구한 모든 MBMS 서비스들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할 경우 상기 TRNC는

731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731단계에서 상기 TRNC는 상기 UE가 요구한 모든 MBMS 서비스들에 대한 MBMS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검사한다. 상기 검사 결과 상기 UE가 요구한 모든 MBMS 서비스들에 대한 MBMS 데이터가 상기 TRNC에 존

재할 경우 상기 TRNC는 상기 733단계로 진행한다. 만약 상기 검사 결과 상기 UE가 요구한 모든 MBMS 서비스들에 대한

MBMS 데이터가 상기 TRNC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즉 상기 UE가 요구한 MBMS 서비스들 중 일부 MBMS 서비스들에

대한 MBMS 데이터만 존재할 경우 상기 TRNC는 상기 729단계로 진행한다.

다음으로 도 8을 참조하여 NTA에서 셀 이동시 MBMS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SGSN 동작을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8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SGSN 동작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상기 도 8을 참조하면, 먼저 811단계에서 상기 SGSN은 TRNC로부터 임의의 UE에 대한 Authentication request 메시지

를 수신하고 813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813단계에서 상기 SGSN은 상기 Authentication request 메시지가 타겟으로 하

는 해당 UE에 대한 인증 동작을 수행하여 상기 UE가 MBMS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인증 정

보와, 상기 UE가 현재 속한 셀, 즉 기존 셀에서 서비스받고 있는 MBMS들에 대한 MBMS 서비스 식별자 리스트를 확인하

고, 상기 확인한 인증 정보 및 MBMS 서비스 식별자 리스트를 Authentication confirm 메시지에 포함시켜 상기 TRNC로

송신한 후 815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815단계에서 상기 SGSN은 상기 TRNC로부터 상기 MBMS 서비스 식별자 리스트에 존재하는 MBMS 서비스 식별자

에 대응되는 MBMS 서비스 요구가 존재하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검사 결과 상기 MBMS 서비스 식별자에 대응되는

MBMS 서비스 요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상기 SGSN은 종료한다. 만약 상기 검사 결과 상기 MBMS 서비스 식별자에 대

응되는 MBMS 서비스 요구가 존재할 경우 상기 SGSN은 817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817단계에서 상기 SGSN은 상기 서비

스 요구된 MBMS 서비스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한 MBMS RAB을 셋업하고, 상기 셋업된 MBMS RAB을 통해 상기 TRNC

로 해당 MBMS 데이터를 송신하고 종료한다.

상기 도 4 내지 도 8에서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NTA에 존재하는 UE로 MBMS를 제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

였으며, 다음으로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NTA에 존재하는 UE로 MBMS를 제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

다.

상기 도 9a-도9b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NTA에 존재하는 UE로 MBMS를 제공하는 과정을 도시한 신호 흐름도이

다.

상기 도 9a를 참조하면, 상기 UE(910)는 사용자 요구에 따라 MBMS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있음을 검출하고(911단계),

SRNC(920)로부터 방송 채널(BCH: Broadcasting CHannel, 이하 "BCH"라 칭하기로 한다)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BCH

신호가 전송되는 셀(cell)의 시스템 정보(SIB: System Information Block)를 획득한다(413단계). 여기서, 상기 UE(910)

는 상기 MBMS 서비스 요구 이전에도 상기 BCH 신호를 수신하여 시스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이며, 상기

시스템 정보는 3GPP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던 코어 네트워크(CN: Core Network, 이하 "CN"이라 칭하기로 한다) 정보

와, UE가 측정해야 할 측정값에 대한 정보와, UE가 UTRAN에 접속하기 위해 인지해야할 정보와, 상기 셀에서 사용되는

공통 채널에 대한 채널 정보 및 해당 셀의 정보 등이 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에서 상기 시스템 정보는 상기 MBMS를 서

비스하기 위해 상기 BCH를 전송하는 셀이 TA 특성을 가지는지 혹은 NTA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정보와, 상기 셀이

NTA 특성을 가질 때 MBMS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측정에 관련된 정보와, 상기 MBMS 데이터 수신에 관련된 정

보가 송신될 수 있는 NCCH의 채널 정보 등이 있다. 즉, 본 발명에서는 상기 BCH를 통해 MBMS를 서비스하는 셀이 TA 특

성을 가지는지 혹은 NTA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정보와, MBMS 데이터 수신에 관련된 제어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NCCH에 대한 정보와, 상기 셀이 NTA 특성을 가질 때 MBMS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측정에 관련된 정보가 추가적으

로 전송되어야만 한다. 즉, 상기 BCH를 통해서 전송되는 MBMS를 서비스하는 셀이 TA 특성이냐, NTA 특성이냐에 관한

정보는 MBMS를 서비스하는 셀이 NTA 혹은 TA로 동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셀이라 할지라도 서비스에 따라 TA 혹

은 NTA로 동작할 수 있다. 이때 만약 서비스별로 NTA 혹은 TA를 구분하게 된다면, BCH를 통해 정보를 송신함에 있어

스케줄링이 필요하다. 또한, 특히 NTA에서 MBMS 서비스 데이터를 수신하는 UE인 경우는 주변 셀의 파일럿 채널 신호

혹은 MBMS 데이터 신호가 특정 임계값일 경우 주변셀에 대한 측정을 수행하고 그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즉 NTA에서

MBMS 서비스 데이터를 수신하는 UE에 대해 Measurement를 수행할 시점을 알려주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여 BCH를 통

해 송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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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BCH 신호를 수신하여 시스템 정보를 획득한 UE(910)는 상기 SRNC(920)로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

를 전송한다(915단계). 상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수신한 SRNC(920)는 상기 RRC connection request 메

시지에 상응하여 RRC connection setup 메시지를 상기 UE(910)로 전송한다(917단계). 상기 UE(910)는 상기 RRC

connection setup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상기 SRNC(920)와 RRC 연결을 셋업하고 상기 SRNC(920)로 RRC 연결 셋업

완료(RRC connection setup complete, 이하 "RRC connection setup complete"이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를 전송한다

(919단계). 이렇게 상기 SRNC(920)와 RRC 연결이 셋업된 상기 UE(910)는 SGSN(940)으로 MBMS 컨텍스트 활성화 요

구(Activate MBMS context request, 이하 "Activate MBMS context request"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를 전송한다

(921단계). 여기서, 상기 Activate MBMS context request 메시지는 상기 UE(910)가 MBMS를 서비스 받기를 원함을 나

타내는 메시지이며, 상기 MBMS context에는 상기 UE(910)에게 MBMS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관련되는 모든 정보들이 저

장된다. 상기 SGSN(940)은 상기 UE(910)로부터 상기 Activate MBMS context request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상기

MBMS context를 활성화시킨 후 상기 UE(910)로 MBMS 컨텍스트 활성화 응답(Activate MBMS context response, 이

하 "Activate MBMS context response"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를 전송한다(923단계). 여기서, 상기 UE(910)가 적법한

UE가 아닐 경우, 즉 MBMS를 서비스받을 수 있는 UE가 아닐 경우 상기 Activate MBMS context response 메시지에는

MBMS 서비스 불가를 나타내는 내용이 전송된다. 상기 도 9a에서는 상기 UE(910)가 적법한 UE라고 가정하기로 한다.

상기 Activate MBMS context response 메시지를 수신한 UE(910)는 SRNC(920)로부터 RRC 연결 해제(RRC

connection release, 이하 "RRC connection release"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를 수신한다(925단계). 여기서, 상기 RRC

connection release 메시지는 상기 UE(910)가 RRC connection 상태에서, 상기 RRC connection을 위한 메시지들을 미

리 설정한 설정 시간 동안 수신하지 못할 경우 상기 UE(910)에게 상기 RRC connection을 해제하도록 하기 위해 전송하는

메시지이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서 상기 UE(910)는 NTA에서 MBMS 데이터를 수신하는 경우를 가정하였기 때문에

상기 UE(910)는 SGSN(940)에서 인증을 받은 후에는 RRC connection을 유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 UE(910)는 상기

SRNC(920)로 RRC 연결 해제 확인(RRC connection release confirm, 이하 "RRC connection release confirm"이라 칭

하기로 한다) 메시지를 전송하여 RRC connection이 해제되었음을 통보한다(927단계).

한편, 상기 SGSN(940)은 상기 UE(910)가 요구한 MBMS가 곧 서비스될 것임을 나타내는 통지(Notification, 이하

"Notification"이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를 상기 SRNC(920)로 전송한다(929단계). 그러면 상기 SRNC(920)는 상기 UE

(910)로 요구한 MBMS가 곧 서비스될 것임을 나타내는 Notification 메시지를 전송한다(931단계). 여기서, 상기 SRNC

(920)는 상기 Notification 메시지를 페이징 지시 채널(PICH: Paging Indicator CHannel, 이하 "PICH"라 칭하기로 한다)

을 통해 상기 UE(910)로 전송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SGSN(940)은 상기 SRNC(920)로 MBMS RAB setup request 메

시지를 전송한다(933단계). 상기 SRNC(920)는 상기 SGSN(940)으로부터 MBMS RAB setup request 메시지를 수신함

에 따라 상기 UE(910)와 MBMS RAB을 셋업한 후 상기 SGSN(940)으로 MBMS RAB setup complete 메시지를 전송한

다(935단계).

이렇게 상기 MBMS RAB 셋업이 완료됨을 감지하면 상기 SGSN(940)은 상기 요구된 MBMS 데이터를 상기 SRNC(920)

로 전송한다(937단계). 상기 SRNC(920)는 상기 SGSN(940)으로부터 수신한 MBMS 데이터를 수신함에 따라 상기 UE

(910)로 RB 정보를 전송한다(939단계). 여기서, 상기 RB 정보는 NCCH 혹은 MBMS 제어 채널(MCCH: MBMS Control

CHannel, 이하 "MCCH"라 칭하기로 한다)을 통해 전송된다. 이후 상기 SRNC(920)는 상기 SGSN(940)으로부터 수신한

MBMS 데이터를 상기 UE(910)로 전송한다(941단계). 그러면 상기 UE(910)는 상기 SRNC(920)로부터 수신한 RB 정보

에 상응하여 상기 MBMS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상기 Notification 메시지는 상기 RB 정보와 함께 전송될

수도 있다.

한편, 상기 UE(910)는 상기 MBMS 데이터를 수신하는 중에 현재 자신이 속한 셀 주변의 이웃 셀들에 대한 측정을 지속적

으로 수행한다(Measurement)(943단계). 여기서, 상기 UE(910)가 현재 자신이 속한 셀 주변의 이웃 셀들에 대한 측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이유는 UE(910)가 현재 속해 있는 셀에서 다른 셀로 이동할 때 UTRAN은 상기 UE(910)가 어느 셀

로 이동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기 서비스받고 있던 MBMS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로 된다. 즉, 상기 UE(401)

가 속한 셀이 NTA로 동작하기 때문에 상기 UE(910)가 속한 SRNC(920)는 상기 UE(910)가 다른 셀로 이동할 경우 그 이

동한 셀이 어느 셀인지 인식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상기 SRNC(920)가 상기 UE(910)가 어느 셀로 이동했는지를 알아 연속

적으로 MBMS를 서비스하기 위해 상기 UE(910)는 현재 자신이 속한 셀 주변의 이웃 셀들에 대한 측정을 지속적으로 수행

해야만 하는 것이다.

상기 UE(910)는 상기 이웃셀들에 대한 측정 결과가 미리 설정한 설정값 이상이 될 경우 상기 SRNC(920)로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한다(945단계). 상기 945단계에서 전송되는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는 새로

운 설정 이유값(new establishment cause value)을 가진다. 즉, 상기 NTA에서 MBMS 서비스를 받던 상기 UE의 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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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는 수신받던 MBMS 서비스를 새로 이동한 셀에서도 연속해서 받기 위하여 RRC

connection을 새로운 셀에서 요청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기 UE(910)가 속해있는 셀이 NTA로 동작할 경우

상기 UE(910)는 UTRAN과 RRC connection을 유지하지 않지만,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서는 MBMS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기 UE(910)가 속해있는 셀이 NTA로 동작한다고 할지라도 UTRAN과 RRC connection을 새롭게 설정하

는 것이다.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임의의 셀이 NTA로 동작할 경우, 즉, UE의 Mobility Managememt가 이뤄지지

않는 셀에서 MBMS 서비스 데이터를 수신하는 상기 UE들은 BCH를 통해 수신한 시스템 정보에 상응하게 주변 셀들을 측

정하고, 상기 측정한 주변 셀들중 가장 강한 신호를 가지는 셀을 UE들 자신이 속한 셀로 인식하는 셀 재선택 동작을 수행

하고 있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UE는 BCH를 통해 획득된 시스템 정보를 이용하여 주변 셀들을 측정하기는 하지만, 상

기 주변 셀들에 대해 측정된 결과를 가지고 MBMS의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즉, 상기 UE(9101)가

945단계에서 전송한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에는 상기 945단계에서 전송하는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

와는 달리 주변 셀들에 대한 측정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상기 UE(910)가 945단계에서 전송하는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의 포맷은 일반적인 3GPP 표준의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와 그 포맷은 동일하지만, 새로운 정보

를 포함하며, 이는 상기 표 1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그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즉, 상기 표 1에서 설명

한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의 IE중 establishment cause IE에 상기 UE(910)가 MBMS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었

음을 나타내는 혹은 상기 UE(910)가 MBMS를 서비스받기를 원한다는 정보가 새롭게 추가되어야만 한다. 또한, 상기 945

단계의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에 있어 중요한 것은 상기 UE(910)가 상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어느 시점에서 전송하는 지이다. 상기 UE(910)가 상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과

정은 하기에서 설명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한편, 상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수신한 SRNC(920)는 상기 수신한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해

석하고, 상기 수신한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의 Establishment cause IE의 값이 MBMS Service request로 설

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UE(910)에 대한 연속적인 MBMS를 제공하기 위한 동작을 수행한다. 첫 번째로, 상기 SRNC

(920)는 상기 UE(910)에 대한 인증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는 상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 안의 초기 UE 식별자

(initial UE identity)를 이용한다. 두 번째로, 상기 SRNC(920)는 상기 UE(910)에 대한 식별자와 상기 UE(910)가 수신하

고 있는 MBMS를 나타내는 MBMS 서비스 식별자를 상기 UE(910)가 보고한 측정 결과에 따라 상기 UE(910)의 주변 셀들

이 속한 RNC들에게 MBMS 연속 요구(MBMS attach request, 이하 "MBMS attach request"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를

사용하여 전송한다(947단계). 여기서, 상기 UE(910)의 주변 셀들이 속한 RNC가 상기 SRNC(920)와 동일할 경우 상기

947단계와, 하기에서 설명할 949단계 및 951단계를 수행하지 않고, 직접 하기 953단계에서 설명할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를 통해 상기 UE(910)가 연속적으로 MBMS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상기 MBMS attach request 메시지를 수신한 TRNC(930)는 상기 MBMS attach request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UE 식별자를 가지고 상기 SGSN(940)과 인증을 수행하고(949단계), 상기 인증이 성공하면 상기 MBMS attach request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MBMS 서비스 식별자를 판단하여 해당 MBMS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리

고, 상기 해당 MBMS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 여부를 상기 MBMS 연속 응답(MBMS attach response, 이하 "MBMS attach

response"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를 통해 상기 SRNC(920)로 전송한다(951단계). 여기서, 상기 MBMS attach

response 메시지에는 UE 식별자와, MBMS 서비스 식별자와, RB 정보가 포함된다. 그리고, 상기 MBMS attach request

메시지와 MBMS attach response 메시지에 포함되는 정보 및 상기 MBMS attach request 메시지와 MBMS attach

response 메시지에 따른 SRNC(920) 및 TRNC(930) 동작을 하기 표 1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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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상기 표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SRNC(920)가 다수의 TRNC들로부터 각각 응답, 즉 MBMS attach response 메시지

들을 수신하였을 경우, 상기 MBMS attach response 메시지들의 내용에 따라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에 포함되는

정보 및 그에 상응하는 SRNC(920) 동작 및 TRNC(930) 동작이 상이해진다. 예를 들면, TRNC(930)에서 MBMS 서비스

요청에 대하여 거절하는 경우는 RRC Resource가 부족한 경우를 들 수 있겠다.

여기서, 상기 MBMS attach response 메시지들의 내용에 따른 SRNC(920) 동작 및 TRNC(930) 동작과, 이에 상응하는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에 포함되는 정보들을 하기 표 1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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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상기 표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SRNC(920)는 TRNC들로부터 수신된 MBMS attach response 메시지들에 포함되어

있는 셀 식별자(Cell ID)들을 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선택하여 RRC 연결 거부 메시지를 통해 UE(910)로 전송한다(953단

계). 여기서, 상기 SRNC(920)가 UE(910)로 전송하기 위한 셀 식별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상기 UE(910)가 전송한 주변 셀

들의 측정 결과 및 상기 UE(910)가 요구한 MBMS를 최적으로 서비스해줄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UE(910)가 요구한 MBMS를 최적으로 서비스해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셀의 RNC가 SGSN(9400으로부터 MBMS 데이

터를 수신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될 수 있다. 상기 UE(910)가 요구한 MBMS를 최적으로 서비스해줄 수 있는 셀이라 함

은 상기 UE(910)가 요구하고 있는 MBMS를 이미 서비스하고 있는 셀을 나타낸다.

상기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를 수신한 UE(910)는 상기 수신한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셀 식별자들 중에서 최적의 셀을 식별하여 해당 셀로부터 MBMS 데이터를 수신한다(955단계). 한편, 상기 949단계에서

인증 작업을 수행하는 이유는 상기 MBMS attach request 메시지를 수신한 TRNC(930)에서 요구된 MBMS를 서비스하

고 있지 않을 경우 상기 SGSN(940)으로부터 상기 MBMS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표 13을 참조하여 상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 포맷을 설명하기로 한다.

[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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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 13에서 Initial UE identity는 상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는 UE의 식별자를 나타내며,

Establishment cause는 상기 UE가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는 이유를 나타내며, 본 발명에서는 상기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UE가 MBMS 서비스를 원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cause 값을 제안하였다. 또한, Protocol Error

Indicator는 프로토콜 에러 여부를 나타내며, Measured results on RACH는 상기 UE가 상기 UE가 현재 속한 셀의 BCH

신호를 수신하여 획득한 시스템 정보를 바탕으로 측정한, 상기 UE의 주변 셀들에 대한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본 발명에서

는 상기 UE가 주변 셀들에 대한 측정값을 보고하는 시점을 상기 UE 스스로 결정하거나 혹은 BCH를 통해서 SRNC가 명령

하도록 제안한다. 또한 하기에서도 설명될 것이지만 상기 UE의 동작에 따라 상기 측정 결과 대신 특정 셀 식별자만이 전송

될 수도 있다. Access stratum release Indicator는 AS 해제 지시자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표 14를 참조하여 상기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 포맷을 설명하기로 한다.

[표 14]

상기 표 14에서 RRC transaction identifier는 상기 UE의 RRC connection 식별자를 나타내고, Initial UE identity는 상기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를 전송하는 UE의 식별자를 나타내며, Rejection cause는 상기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를 전송하는 이유를 나타낸다. 또한, Wait time은 RRC connection 거절에 따른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다시 전송하기 위한 대기 시간을 나타내며, CELL ID #1은 상기 UE가 요구한 MBMS 서비스가 가능한 셀에 대한 식별자를

나타낸다. 여기서, 상기 UE가 요구한 MBMS 서비스가 가능한 셀에 대한 식별자의 수는 0부터 m(임의의 양의 정수)까지

가능하다. 1st Service ID는 상기 식별자 CELL ID #1를 가지는 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첫 번째 MBMS의 식별자이며,

일 예로 TMGI가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첫 번째 MBMS라 함은 상기 UE가 수신하고 있는 혹은 상기 UE가 가입된 MBMS이

다. RB information for 1st Service ID는 상기 서비스 식별자 1st Service ID에 해당하는 MBMS의 RB 정보를 나타내며,

Nth Service ID는 상기 식별자 CELL ID #1를 가지는 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n번째 MBMS의 식별자이며, RB

information for Nth Service ID는 상기 서비스 식별자 Nth Service ID에 해당하는 MBMS의 RB 정보를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셀들에 대한 MBMS 서비스 식별자 및 해당 RB 정보가 포함된다.

한편, 본 발명에서는 상기 UE가 NTA에서 셀을 이동함에 따라 기존의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사용하여 연속

적인 MBMS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새로운 메시지를 제안하여 상기 연속적인 MBMS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

다. 여기서, 새롭게 제안하는, 연속적인 MBMS 서비스 제공을 위한 메시지를 MBMS 연속 서비스 요구(Continuous

MBMS service request, 이하 "Continuous MBMS service request"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라 정의하기로 하며, 상기

Continuous MBMS service request 메시지 포맷은 하기 표 15에 나타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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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상기 표 15에서 Initial UE identity는 상기 Continuous MBMS service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는 UE의 식별자를 나타

내며, Establishment cause는 상기 UE가 Continuous MBMS service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는 이유를 나타내며, 본

발명에서는 MBMS의 연속적인 서비스를 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만, 추후 새로운 값들이 더 추가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Measured results on RACH는 상기 UE가 상기 UE가 현재 속한 셀의 BCH 신호를 수신하여 획득한 시스템 정보를 바탕

으로 측정한, 상기 UE의 주변 셀들에 대한 측정 결과를 나타내며, 상기 측정결과 없이 셀들의 식별자만 나타낼 수 있다. 여

기서, 상기 측정 결과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하기에서 설명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1st

Service ID 내지 Nth Service ID는 상기 UE가 가입하고 있는 모든 MBMS 서비스들에 대한 종류를 나타낸다.

또한, 상기 Continuous MBMS service request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인 MBMS 연속 서비스 응답(Continuous

MBMS service response, 이하 "Continuous MBMS service response"라 칭하기로 한다) 메시지 포맷은 하기 표 16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16]

상기 표 16을 설명하기에 앞서,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에 새로운 IE들을 추가하여 상

기 UE의 연속적인 MBMS 서비스 요구에 대해 응답할 수도 있으며 상기 Continuous MBMS service response 메시지에

상기 UE의 연속적인 MBMS 서비스 요구에 대한 응답을 포함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상기 표 17에서 Initial UE identity는

상기 Continuous MBMS service response 메시지를 전송하는 UE의 식별자를 나타내며, cause는 상기 UE가

Continuous MBMS service response 메시지를 전송하는 이유를 나타낸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Continuous M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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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response 메시지를 전송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Cause 값을 3가지 값으로 정의하며, 이는 상기 표 10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Wait time은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값으로서, 상기

cause 값에 MBMS Service request not supported값이 표기될 경우 상기 Wait time 후에 다시 MBMS Service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 상기 표 16에서 나머지 필드들은 상기 표 14에서 나타낸 바와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그 상세한 설

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도 10a 내지 도 10c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UE 동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10a 내지 도 10c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UE 동작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상기 도 10a를 참조하면, 먼저 UE는 SRNC로부터 BCH 신호를 수신하여 현재 상기 UE가 속해있는 셀의 시스템 정보,

MBMS 관련된 측정 정보, 상기 셀이 TA로 동작하면서 MBMS를 제공하고 있는지 혹은 NTA로 동작하면서 MBMS를 제공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및 MBMS 관련된 제어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NCCH 혹은 MCCH의 채널 정보를 획득하고 1013

단계로 진행한다. 여기서, 상기 MBMS 관련된 측정 정보는 일 예로, 상기 UE가 위치한 셀의 무선 신호의 크기가 상기 셀의

주변 셀들의 무선 신호 크기가 미리 설정한 설정값 이상 크거나 혹은 작을 경우에 상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

혹은 Continuous MBMS service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상기 MBMS 관련된 주변 셀들을 측정

하는 것에 대해서 상기 BCH를 통해 전송하는 무선 신호 차이의 기준값을 가지고, 시스템은 상기 UE가 MBMS 서비스의

연속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무선 신호 차이, 즉 현재 MBMS를 수신하고 있

는 셀의 무선 신호의 크기에서 주변 셀의 무선 신호의 크기의 차이를 양의 값으로 한다면 상기 UE는 현재 MBMS를 양호하

게 수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MBMS 서비스 연속성 요구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MBMS 서비스

의 연속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기 무선 신호의 크기의 차이를 음으로 한다면, 상기 UE의 측정 결과가 보다 정확해 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즉 상기 UE가 이동할 확률이 높은 셀에 대한 측정 정보를 상기 UE가 MBMS를 수신하고 있는 셀을 관

리하는 RNC로 전송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상기 무선 신호의 크기 차이는 BCH를 통해서 전송되지 않고, 실험적인 값으

로 UE 내부에서 정해질 수도 있으며, 또한 MBMS 서비스 사용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별도로 받을 수도 있는 값이 될 수 있

다.

한편, 상기 1013단계에서 상기 UE는 상기 수신된 BCH 신호를 통해 획득한 정보들을 가지고, 상기 BCH 신호를 전송하는

셀을 관리하는 SRNC와 RRC connection 동작을 수행하고 1015단계로 진행한다. 여기서, 상기 RRC connection 동작은

상기 UE가 상기 SRNC로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송신하고, 상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에 상응하

여 상기 SRNC로부터 RRC connection setup 메시지를 수신한 후 다시 상기 SRNC로 RRC connection setup complete

메시지를 송신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상기 1015단계에서 상기 UE는 상기 RRC connection을 이용하여 GGSN과 MBMS

컨텍스트 활성화 동작을 수행한 후 1017단계로 진행한다. 여기서, 상기 MBMS 컨텍스트 활성화 동작이라 함은 상기 UE

가 SGSN으로 Activate MBMS context request 메시지를 송신하고, 상기 SGSN으로부터 Activate MBMS context

response 메시지를 수신하는 동작을 나타낸다. 여기서, 상기 Activate MBMS context request 메시지는 상기 UE가

MBMS 서비스를 수신하고 싶다는 것을 나타내며, 상기 Activate MBMS context response 메시지는 상기 Activate

MBMS context request에 대한 응답으로서, 긍적적인 응답은 상기 UE가 MBMS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며, 부정적인 응답은 상기 UE가 MBMS 서비스를 수신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상기 도 10a에 도시하지는 않았

지만 MBMS 서비스들에 대한 사전 공고가 있을 경우에는 상기 MBMS 서비스 공고 목록에서 특정 MBMS 서비스를 선택

하여 상기 GGSN으로 활성화를 요구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상기 1017단계에서 상기 UE는 RRC connection release 동작을 수행하고 1019단계로 진행한다. 여기서, 상기 RRC

connection release 동작을 수행한다함은 상기 UE가 RRC connection을 가지고 있던 SRNC로부터 RRC connection

release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RRC connection release 메시지 수신에 상응하여 상기 SRNC로 RRC connection

release confirm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상기 UE는 NTA에서 MBMS 서비스를 수신할 예정이기 때문에

RRC connection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기 RRC connection release 동작을 수행 수행하는 것이다. 상기 1019단계에

서 상기 UE는 SRNC로부터 MBMS 서비스의 수신에 필요한 RB 정보를 수신하고 1021단계로 진행한다. 여기서, 상기

MBMS 서비스의 수신에 필요한 RB 정보는 MCCH를 통해서 전송될 수도 있고 혹은 NCCH를 통해서 전송될 수도 있으며,

그 외 상기 UE가 수신할 수 있는 순방향 공통 채널을 통해서 전송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상기 1021단계에서 상기 UE는 상기 SRNC로부터 MBMS 데이터를 수신하고 1023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023단계에서

상기 UE는 상기 BCH 신호를 수신하여 획득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현재 MBMS를 송신하고 있는 셀 및 상기 셀의 주변 셀

들에 대한 측정 동작을 수행하고 1025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025단계에서 상기 UE는 상기 측정 결과 현재 MBMS를 제

공하고 있는 셀의 신호 세기가 만족할만한지, 즉 MBMS 서비스를 오류없이 수신할 수 있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검사 결과

현재 MBMS를 제공하고 있는 셀의 신호 세기가 MBMS 서비스를 오류없이 수신할 수 있을 경우 상기 UE는 상기 102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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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되돌아간다. 만약 상기 검사 결과 현재 MBMS를 제공하고 있는 셀의 신호 세기가 MBMS 서비스를 오류없이 수신할

수 없을 경우 상기 UE는 1027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027단계에서 상기 UE는 상기 BCH를 수신하여 획득한 신호 비교

크기 정보를 만족하는 주변 셀의 신호가 존재하는지 검사한다. 상기 검사 결과 상기 신호 비교 크기 정보를 만족하는 주변

셀의 신호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상기 UE는 상기 1023단계로 되돌아간다. 만약 상기 검사 결과 상기 신호 비교 크기 정보

를 만족하는 주변 셀의 신호가 존재할 경우 상기 UE는 1029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029단계에서 상기 UE는 현재 MBMS

를 제공하고 있는 셀의 무선 신호 세기가 MBMS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정도인지를 검사한다. 상기 검사

결과 상기 현재 MBMS를 제공하고 있는 셀의 무선 신호 세기가 MBMS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을 정도의 세

기일 경우 상기 UE는 1031단계로 진행한다. 여기서, 상기 BCH에서 제공된 신호 비교 크기 정보에 따라 상기 UE의

MBMS 서비스 연속를 요구하는 메시지의 전송 시점이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무선 환경에서는 무선 신호의 크기가

급작스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MBMS는 현재 MBMS를 수신하고 있는 셀의 무선 신호 크기에 대한 판별 결과를 가

지고 서로 다른 동작을 할 수 있다. 즉, 이때 상기 UE는 공통 파일럿 채널(CPICH: Common Pilot Channel, 이하 'CPICH'

라 칭하기로 한다)의 파일럿 신호를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고, 혹은 MBMS 데이터 채널의 신호를 측정하여 판단할 수도 있

다. 상기 1011단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신호 비교 크기 정보는 다양한 방식들로 결정될 수 있으며, 상기 결정된 신

호 비교 크기 정보 역시 다수의 경로들을 통해 상기 UE로 전달된다.

상기 1031단계에서 상기 UE는 SRNC로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할지를 결정한다. 상기 결정 결과 상기

SRNC로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상기 UE는 1045단계로 단계로 진행한다. 만약 상기 결정 결과

상기 SRNC로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상기 UE는 1033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033단계

에서 상기 UE는 상기 측정된 결과들을 가지고 상기 UE의 주변 셀들중 특정셀, 즉 상기 UE가 이동하고 있는 셀의 BCH 신

호를 수신한 후 1035단계로 진행하여 이후 상기 1035단계 내지 1043단계까지의 동작들을 수행하고 종료한다. 여기서, 상

기 1035단계 내지 1043단계까지의 동작들은 상기 도 10a에서 설명한 1013단계 내지 1021단계까지의 동작과 동일하므

로 여기서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여기서, 상기 1033단계 이후의 동작 과정들은 상기 UE가 현재 수신하고

있는 셀의 무선 신호 품질이 급격히 안좋아지는 상황에서 상기 UE가 현재 속한 셀을 제어하고 있는 SRNC로 MBMS 서비

스의 연속성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보다, 무선 환경이 좋은 셀을 선택하여 MBMS 서비스 수신 과정을 처음부터

반복하는 상황이 더 좋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수행되는 작업이다. 상기 결정은 UE의 동작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이

는 응용 프로그램상에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상기 1035단계 이후의 과정들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상기 UE는 현재

MBMS를 전송하고 있는 셀의 정보를 알고 있어 상기 MBMS를 지속적으로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1035단계 이후의

동작 과정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MBMS 데이터 수신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한편, 상기 1045단계에서 상기 UE는 상기 주변 셀들중 특정한 하나의 셀만을 선택하여 SRNC로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상기 하나의 셀만 선택하여 SRNC로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전

송하기로 결정할 경우 상기 UE는 1047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047단계에서 상기 UE는 상기 UE가 측정한 측정 결과 혹

은 상기 UE의 셀 선택 알고리즘에 의해 선택된 셀의 셀 식별자가 포함된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상기 SRNC

로 전송하고 1051단계로 진행한다. 여기서, 상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 대신 본 발명에서 새롭게 제안한

Continuous MBMS service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상기 하나의 셀만을 선택하여 상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 혹은 Continuous MBMS service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상기 UE가 측정한 측

정 결과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상기 1045단계에서 하나의 셀만 선택하여 SRNC로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즉

다수의 셀들을 선택하여 SRNC로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기로 결정할 경우 상기 UE는 1049단계로 진

행한다. 상기 1049단계에서 상기 UE는 UE 식별자 및 측정 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는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 혹

은 상기 정보들에 부가하여 MBMS 서비스 식별자가 들어 있는 Continuous MBMS service Request를 상기 SRNC로 전

송하고 상기 1051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도 10c에서는 상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를 일 예로

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함에 따라 상기 UE는 SRNC로부터 상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수신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1051단계

에서 상기 UE는 상기 수신한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 즉 MBMS 서비스 수신 가능 내용

과, MBMS 서비스 식별자들과, 상기 MBMS 서비스 식별자들에 부합되는 RB 및 상기 MBMS 서비스가 가능한 셀 식별자

들을 분석하여 상기 UE가 연속적으로 서비스받기를 요구한 MBMS 서비스가 가능한지를 검사한다. 상기 검사 결과 상기

UE가 요구한 MBMS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상기 UE는 1053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053단계에서 상기 UE는 상

위 계층에 상기 MBMS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함을 통보한 후 종료한다.

한편, 상기 1051단계에서 검사 결과 상기 UE가 요구한 MBMS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경우 상기 UE는 1055단계로 진행한

다. 상기 1055단계에서 상기 UE는 상기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셀 식별자들의 수가 1개를 초과

하는지 검사한다. 상기 검사 결과 상기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셀 식별자들의 수가 1개를 초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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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상기 UE는 1057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057단계에서 상기 UE는 무선 환경의 변화, 각 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MBMS 서비스의 현황(임의의 셀에서는 상기 UE가 요구하는 모든 MBMS 가 서비스되고 있지 않을 수 있음)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셀을 선택하고 1059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055단계에서 검사 결과 상기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에 포함

되어 있는 셀 식별자들의 수가 1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상기 UE는 1059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059단계에서 상기 UE

는 상기 셀 식별자와 부합하는 셀의 MBMS 서비스 식별자들 및 상기 MBMS 서비스들에 대한 RB 정보에 상응하게 MBMS

데이터를 수신하고 종료한다. 또한, 상기 1057단계에서 상기 UE가 셀 식별자만 전송된 셀을 선택한 경우에는, 상기 셀에

대한 BCH 신호를 수신한 후에, 상기 도 10b의 1035단계 이후의 동작 과정들을 수행하여 상기 선택한 셀에서 MBMS를 가

장 빨리 수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기 셀에서는 MBMS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 UE가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

에 MBMS 서비스 요구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도 있게 된다.

다음으로 도 11a 내지 도 11c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SRNC 동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11a 내지 도 11c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SRNC 동작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상기 도 11a를 참조하면, 먼저 1111단계에서 상기 SRNC는 임의의 UE로부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수신하

고 1113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113단계에서 상기 SRNC는 상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상기

UE와 RRC connection 동작을 수행하고 1115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115단계에서 상기 SRNC는 현재 생성되어 있는

RRC connection을 해제하는 RRC connection release 동작을 수행하고 1117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117단계에서 상기

SRNC는 상기 UE가 요구한 MBMS 서비스에 대한 Notification 메시지를 수신하고 1119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119단계

에서 상기 SRNC는 상기 수신한 Notification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순방향 공통 채널을 통해 상기 UE

로 상기 Notification 정보를 송신하고 1121단계로 진행한다. 여기서, 상기 순방향 공통 채널로는 PICH 혹은 PCH가 사용

될 수 있다.

상기 1121단계에서 상기 SRNC는 상기 MBMS 데이터 수신을 위해 SGSN과 RAB 셋업 동작을 수행하고 1123단계로 진행

한다. 상기 1123단계에서 상기 SRNC는 상기 SGSN으로부터 MBMS 데이터를 수신하고 1125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125단계에서 상기 SRNC는 상기 UE에게 NCCH 혹은 MCCH를 통하여 상기 MBMS 데이터가 전송될 RB 정보를 송신하

고 1127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127단계에서 상기 SRNC는 상기 SGSN으로부터 수신한 MBMS 데이터를 상기 UE로 송

신하고 1129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129단계에서 상기 SRNC는 상기 UE로부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가 수신

되는지를 검사한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대체하여 Continuous MBMS service

request 메시지가 사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상기 검사 결과 상기 UE로부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을 경우 상기 SRNC는 상기 1127단계로

되돌아간다. 한편, 상기 검사 결과 상기 UE로부터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가 수신될 경우 상기 SRNC는 1131단

계로 진행한다. 상기 1131단계에서 상기 SRNC는 상기 UE로부터 수신한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에 상기 UE가

측정한 측정 결과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검사 결과 상기 수신한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에 상기

UE의 측정 결과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상기 SRNC는 1133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133단계에서 상기 SRNC는 상기 수신

한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상기 측정 결과에 상응하는 셀들을 관리하는

SRNC들로 UE 식별자와, 상기 UE가 수신하고 있었던 MBMS 서비스 식별자와, 상기 UE가 가입하고 있는 MBMS 서비스

식별자의 번호 등을 포함하여 MBMS Attach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고 1143단계로 진행한다.

한편, 상기 1131단계에서 검사 결과 상기 수신한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에 상기 UE의 측정 결과가 포함되어 있

지 않을 경우 상기 SRNC는 1135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135단계에서 상기 SRNC는 상기 수신한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UE 식별자와, 상기 UE가 수신하고 있었던 MBMS 서비스 식별자 혹은 상기 UE가 가입

하고 있는 MBMS 서비스 식별자의 번호 등이 들어 있는 MBMS Attach request 메시지를 상기 UE가 선택한 셀의 SRNC

로 전송하고 1137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137단계에서 상기 SRNC는 상기 MBMS Attach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한 SRNC로부터 상기 요청한 MBMS를 서비

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가지는 MBMS attach response 메시지가 수신되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검사 결

과 상기 MBMS Attach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한 SRNC로부터 상기 요청한 MBMS를 서비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인 응답을 가지는 MBMS attach response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을 경우 상기 SRNC는 1139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139

단계에서 상기 SRNC는 상기 UE가 요청한 MBMS를 서비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나타내는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를 상기 UE에게 전송하고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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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1137단계에서 검사 결과 상기 MBMS Attach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한 SRNC로부터 상기 요청한 MBMS를 서

비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가지는 MBMS attach response 메시지가 수신되었을 경우 상기 SRNC는

1141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141단계에서 상기 SRNC는 상기 MBMS attach response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

을 가지고 상기 UE가 요구한 MBMS 서비스가 제공 가능함을 나타내는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를 상기 UE에게 전

송하고 종료한다.

한편, 상기 1143단계 이후의 동작들은 상기 SRNC가 상기 UE가 요청한 MBMS 서비스에 대해서 다수의 셀들로 서비스 가

능한지를 문의하였을 경우의 동작들이다. 상기 1143단계에서 상기 SRNC는 상기 다수의 셀들, 즉 다수의 RNC들로부터

상기 UE가 요구한 MBMS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불가를 나타내는 MBMS attach response 메시지를 수신하였는지를 검

사한다. 상기 검사 결과 상기 다수의 RNC들로부터 상기 MBMS 서비스 불가를 나타내는 MBMS attach response 메시지

를 수신하였을 경우 상기 1139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검사 결과 상기 다수의 RNC들로부터 상기 MBMS 서비스 불가를 나

타내는 MBMS attach response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았을 경우, 즉 상기 다수의 RNC들중 어느 하나의 RNC로부터라도

상기 MBMS 서비스 가능을 나타내는 MBMS attach response 메시지를 수신하였을 경우 상기 SRNC는 1145단계로 진행

한다.

상기 1145단계에서 상기 SRNC는 1개의 RNC로부터만 상기 긍정적인 응답을 가지는 MBMS attach response 메시지를

수신하였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검사 결과 1개의 RNC로부터만 긍정적인 응답을 가지는 MBMS attach response 메시지

를 수신하였을 경우 상기 SRNC는 상기 1141단계로 되돌아간다. 만약 상기 검사 결과 1개의 RNC로부터만 긍정적인 응답

을 가지는 MBMS attach response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았을 경우, 즉 2개 이상의 RNC들로부터 긍정적인 응답을 가지는

MBMS attach response 메시지를 수신하였을 경우 상기 SRNC는 1147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147단계에서 상기 SRNC

는 상기 서비스 가능을 나타내는 MBMS attach response 메시지를 전송한 셀들, 즉 RNC들중에서 현재 상기 UE가 요구

하는 MBMS를 서비스하고 있는 셀이 존재하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검사 결과 현재 상기 UE가 요구하는 MBMS를 서비스

하고 있는 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상기 SRNC는 1149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149단계에서 상기 SRNC는 상기 UE의 측

정 결과 및 상기 각 셀들에서 상기 UE가 요구하는 MBMS 서비스들중 몇 개를 서비스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 등의 기준

을 가지고 하나의 셀을 선택하고, 상기 선택한 셀을 관리하는 RNC로 MBMS attach request 메시지를 재전송하고 1151단

계로 진행한다. 여기서, 상기 MBMS attach request 메시지는 상기 RNC에게 상기 UE가 요구하는 MBMS 데이터 수신을

위한 준비를 수행하라는 요청을 나타낸다. 또한, 상기 1149단계에서 다수의 셀들 각각을 관리하는 RNC들 각각으로 상기

MBMS attach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기 UE가 어느 곳으로 이동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

러 개의 셀들이 MBMS 전송 준비 혹은 전송을 시작한다면 무선 자원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

1151단계에서 상기 SRNC는 상기 MBMS attach request 메시지에 상응하여 수신되는 MBMS attach response 메시지

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를 상기 UE에게 전송한 후 종료한다.

한편, 상기 1147단계에서 검사 결과 현재 상기 UE가 요구하는 MBMS를 서비스하고 있는 셀이 존재할 경우 상기 SRNC는

1151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151단계에서 상기 SRNC는 상기 RNC들로부터 수신한 MBMS BMS attach response 메시

지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RRC connection reject 메시지를 상기 UE에게 전송한 후 종료한다.

다음으로 도 12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TRNC 동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12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TRNC 동작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상기 도 12를 설명하기에 앞서, 상기 TRNC는 그 관리하고 있는 셀에서 UE가 MBMS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을 가정하

며, 상기 TRNC는 상기 UE의 SRNC에게 MBMS attach response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상기 UE가 수신하게 될 MBMS

에 대한 RB 정보도 함께 전송함을 가정하기로 한다. 먼저, 1211단계에서 상기 TRNC는 SRNC로부터 UE 식별자 및 상기

UE가 수신하고 있던 MBMS 식별자, 상기 UE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셀 식별자가 포함된 MBMS Attach request 메시

지를 수신하고 1213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213단계에서 상기 TRNC는 상기 수신한 MBMS Attach request 메시지에 포

함되어 있는 정보들을 이용하여 상기 UE에 대한 MBMS 서비스 정보를 분석하고 1215단계로 진행한다. 여기서, 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사용할 경우 상기 MBMS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상기 UE가 해당 셀에서 수신하고 있던

MBMS 서비스들이 될 수 있고, Continuous MBMS service request 메시지를 사용할 경우 상기 MBMS 서비스에 대한 정

보는 상기 UE가 해당 셀에서 수신하고 있던 MBMS 서비스들 및 상기 UE가 가입해 있는 MBMS 서비스들이 될 수 있다.

상기 1215단계에서 상기 TRNC는 상기 UE가 요구한 모든 MBMS들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한지 검사한다. 상기 검사 결과

상기 UE가 요구한 모든 MBMS들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할 경우 상기 TRNC는 1217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217단계에서

상기 TRNC는 이동한 상기 UE가 조인(join)한 MBMS 서비스 Context가 모두 존재하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검사 결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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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조인한 MBMS 서비스 Context가 모두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일부만 존재할 경우, 상기 TRNC는 1225단계로 진행한

다. 만약, 상기 검사 결과 상기 UE가 조인한 MBMS 서비스 Context가 모두 존재할 경우 상기 TRNC(421)는 1227단계로

진행한다.

한편, 상기 1215단계에서 검사 결과 상기 UE가 요구한 모든 MBMS들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상기 TRNC는

1219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219단계에서 상기 TRNC는 상기 UE가 요구한 MBMS 서비스들중에 일부라도 서비스가 가

능한지를 검사한다. 상기 검사 결과 상기 UE가 요구한 MBMS 서비스들중에 일부라도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상기

TRNC는 1221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221단계에서 상기 TRNC는 상기 UE에게 MBMS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

용이 포함된 MBMS attach response 메시지를 상기 SRNC로 전송하고 종료한다.

만약, 상기 1219단계에서 검사 결과 상기 UE가 요구한 MBMS 서비스들중에 일부의 MBMS 서비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가

능할 경우 상기 TRNC는 1223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223단계에서 상기 TRNC는 SGSN으로부터 수신할 필요가 있는

MBMS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검사한다. 상기 검사 결과 상기 SGSN으로부터 수신할 필요가 있는 MBMS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 상기 TRNC는 1225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225단계에서 상기 TRNC는 SGSN으로 MBMS 데이터 송신 요구를 수행

하고, 상기 MBMS 데이터 송신 요구에 상응하여 MBMS 데이터를 수신한 후 1227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227단계에서

상기 TRNC는 상기 UE에게 MBMS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과, 상기 MBMS를 제공할 수 있는 셀 식별자를 포함한

MBMS attach response 메시지를 상기 SRNC로 전송하고 종료한다.

다음으로 도 1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SGSN 동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13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SGSN 동작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상기 도 13을 참조하면, 1311단계에서 상기 SGSN은 임의의 RNC, 즉 TRNC로부터 임의의 UE에 대한 인증 요구를 검출

하고 1313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313단계에서 상기 SGSN은 상기 인증 요구된 UE에 대한 UE 인증 동작을 수행하고, 상

기 UE와 관련된 MBMS 서비스 리스트를 상기 TRNC로 전송하고 1315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315단계에서 상기 SGSN

은 상기 TRNC로부터 상기 MBMS 서비스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MBMS 데이터 송신 요구가 수신되는지 검사한다. 상기

검사 결과 상기 TRNC로부터 상기 MBMS 서비스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MBMS 데이터 송신 요구가 수신되었을 경우 상

기 SGSN은 1317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317단계에서 상기 SGSN은 상기 송신 요구된 MBMS 서비스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RAB을 셋업한 후, 상기 셋업한 RAB을 통해 상기 MBMS 데이터를 송신한 후 1319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315단계에서 검사 결과 상기 TRNC로부터 상기 MBMS 서비스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MBMS 서비스에 대한 송신

요구가 수신되지 않았을 경우 상기 SGSN은 상기 1319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319단계에서 상기 SGSN은 상기 TRNC로

부터 MBMS 서비스 송신 요구가 수신되는지 검사한다. 상기 검사 결과 상기 TRNC로부터 상기 MBMS 서비스 송신 요구

가 수신되지 않았을 경우 종료한다. 만약 상기 검사 결과 상기 TRNC로부터 상기 MBMS 서비스 송신 요구가 수신되었을

경우 상기 SGSN은 1321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1321단계에서 상기 SGSN은 상기 송신 요구된 MBMS 서비스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RAB을 셋업한 후, 상기 셋업한 RAB을 통해 상기 MBMS 데이터를 송신한 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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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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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별도의 RRC connection 없이도 NTA에 존재하는 UE에게 MBMS를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점을 가진다. 상기 MBMS를 제공함에 있어 별도의 RRC connection이 없어도 되기 때

문에 무선 자원의 낭비를 제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동 통신 시스템 전체의 무선 자원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이점을 가

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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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적 영역(NTA: Non Tracking Area)인 제1셀을 관리하는 서빙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SRNC: Serving Radio

Network Controller)와, 상기 제1셀과 상이한 제2셀을 관리하는 타겟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TRNC: Target Radio

Network Controller)와, 패킷 서비스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 패킷 무선 서비스 지원 노드(SGSN: Serving GPRS

Support Node)를 포함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제1셀에서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에

상기 제2셀로 이동할 때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기는 상기 제1셀에서 상기 제2셀로 이동함을 감지하면 상기 TRNC로 상기 셀 이동을 통보하는 과정과,

상기 TRNC는 상기 셀 이동 통보에 따라 상기 SGSN으로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는 과정과,

상기 SGSN은 상기 인증 요구에 따라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와,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을 경우 상기 제1셀에서 현재 제공받고 있는 패킷

서비스에 대한 패킷 서비스 정보를 상기 TRNC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을 경우 상기 TRNC는 상기 패킷 서비스 정보와, 상기 패킷

서비스 정보에 해당하는 패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경우 상기 패킷 서비

스 제공에 필요한 무선 자원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통보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기의 인증을 요구하는 과정은 상기 사용자 단말기의 사용자 단말기 식별자를 포함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

기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서비스 정보는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제1셀에서 현재 제공받고 있는 패킷 서비스의 종류들을 나타내는 서

비스 식별자들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TRNC는 상기 패킷 서비스 정보인 서비스 식별자들에 해당하는 패킷 서비스 종류들중 현재 제공하고 있지 않은 패킷

서비스 종류들이 존재할 경우 상기 SGSN으로 상기 TRNC가 현재 제공하고 있지 않은 패킷 서비스 종류들에 대한 패킷 데

이터 수신을 요청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TRNC는 상기 TRNC가 제공할 수 있는 패킷 서비스 종류들에 해당하는 서비스 식별자들을 포함하여 상기 패킷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통보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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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TRNC는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없을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상기 패킷 서

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음을 통보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TRNC는 상기 패킷 서비스 정보인 서비스 식별자들 모두에 상응하는 패킷 서비스 종류들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상

기 사용자 단말기로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음을 통보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8.

비추적 영역(NTA: Non Tracking Area)인 제1셀을 관리하는 서빙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SRNC: Serving Radio

Network Controller)와, 상기 제1셀과 상이한 제2셀을 관리하는 타겟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TRNC: Target Radio

Network Controller)와, 패킷 서비스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 패킷 무선 서비스 지원 노드(SGSN: Serving GPRS

Support Node)를 포함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제1셀에서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에

상기 제2셀로 이동할 때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셀에서 상기 제2셀로 이동함을 감지하면 상기 TRNC로 상기 셀 이동을 통보하는 과정과,

상기 셀 이동 통보에 상응하여 상기 TRNC로부터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제1셀에서 현재 제공받고 있는 패킷 서비스

를 상기 제2셀에서 제공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와, 상기 제1셀에서 현재 제공받고 있는 패킷 서비스를 상기

제2셀에서 제공받을 수 있을 경우 상기 제2셀에서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패킷 서비스 정보와 무선 자

원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패킷 서비스 정보와 무선 자원 정보에 상응하게 상기 제2셀에서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

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셀 이동을 통보하는 과정은 상기 제1셀에서 현재 제공받고 있는 패킷 서비스를 상기 제2셀에서 연속적으로 제공받기

를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서비스 정보는 상기 패킷 서비스의 종류들을 나타내는 서비스 식별자들과, 상기 서비스 식별자들에 상응하는 패

킷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무선 자원 정보들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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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셀 이동 통보에 상응하여 상기 TRNC로부터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제1셀에서 현재 제공받고 있는 패킷 서비스

를 상기 제2셀에서 제공받을수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제1셀에서 제공받고 있는 패킷 서비스를 상기 제2

셀에서 제공받을 수 없음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2.

비추적 영역(NTA: Non Tracking Area)인 제1셀을 관리하는 서빙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SRNC: Serving Radio

Network Controller)와, 상기 제1셀과 상이한 제2셀을 관리하는 타겟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TRNC: Target Radio

Network Controller)와, 패킷 서비스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 패킷 무선 서비스 지원 노드(SGSN: Serving GPRS

Support Node)를 포함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제1셀에서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제2셀로 이동할 때 상기 TRNC가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셀에서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제2셀로 이동함을 통보받으면 상기 SGSN으로 상기 사용

자 단말기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는 과정과,

상기 인증 요구에 상응하여 상기 SGSN으로부터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와,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제1셀에서 현재 제공받

고 있는 패킷 서비스에 대한 패킷 서비스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을 경우 상기 패킷 서비스 정보에 해당하는 패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경우 상기 패킷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무선 자원 정보를 상

기 사용자 단말기로 통보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을 요구하는 과정은 상기 사용자 단말기의 식별자를 포함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는 것임

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서비스 정보는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제1셀에서 현재 제공받고 있는 패킷 서비스의 종류들을 나타내는 서

비스 식별자들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서비스 정보인 서비스 식별자들에 해당하는 패킷 서비스 종류들중 현재 제공하고 있지 않은 패킷 서비스 종류들

이 존재할 경우 상기 SGSN으로 현재 제공하고 있지 않은 패킷 서비스 종류들에 대한 패킷 데이터 수신을 요청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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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과정은 상기 제공할 수 있는 패킷 서비스 종류들의 서비스 식별자들을 포

함하여 패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7.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없을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음을 통보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서비스 정보인 서비스 식별자들 모두에 상응하는 패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상

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음을 통보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9.

비추적 영역(NTA: Non Tracking Area)인 제1셀을 관리하는 서빙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SRNC: Serving Radio

Network Controller)와, 상기 제1셀과 상이한 제2셀을 관리하는 타겟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TRNC: Target Radio

Network Controller)와, 패킷 서비스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 패킷 무선 서비스 지원 노드(SGSN: Serving GPRS

Support Node)를 포함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제1셀에서 상기 패킷 서비스 데이터를 제공받는

중에 상기 제2셀로 이동할 때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1셀에서 제2셀로 이동함을 감지하면 상기 TRNC로 상기 셀 이동을 통보하고, 상기 셀 이동 통보에 상응하여 상기

TRNC로부터 상기 제1셀에서 제공받고 있는 패킷 서비스를 상기 제2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와,

상기 제1셀에서 제공받고 있는 패킷 서비스를 상기 제2셀에서 제공받을 수 있을 경우 상기 제2셀에서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무선 자원 정보를 수신하며, 상기 무선 자원 정보에 상응하게 상기 제2셀로부터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는 상기 사용자 단말기와,

상기 셀 이동 통보에 상응하여 상기 SGSN으로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고, 상기 인증 요구에 상응하여

상기 SGSN으로부터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와, 상기 사

용자 단말기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을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제1셀에서 현재 제공받고 있는

패킷 서비스에 대한 패킷 서비스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을 경우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경우 상기 무선 자원 정보를 상기 사용

자 단말기로 통보하는 상기 TRNC와,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대한 인증 요구에 상응하게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와,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을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제1셀에서 현재 제

공받고 있는 상기 패킷 서비스 정보를 상기 TRNC로 전송하는 상기 SGSN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시스템.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594101

- 33 -



상기 TRNC는 상기 사용자 단말기의 사용자 단말기 식별자를 포함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대한 인증을 요구함을 특징

으로 하는 상기 시스템.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패킷 서비스 정보는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제1셀에서 현재 제공받고 있는 패킷 서비스의 종류들에 상응하는 서

비스 식별자들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시스템.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TRNC는 상기 패킷 서비스 정보인 서비스 식별자들에 해당하는 패킷 서비스 종류들중 현재 제공하고 있지 않은 패킷

서비스 종류들이 존재할 경우 상기 SGSN으로 현재 제공하고 있지 않은 패킷 서비스 종류들에 대한 패킷 데이터 수신을 요

청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시스템.

청구항 23.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TRNC는 상기 제공할 수 있는 패킷 서비스 종류들의 서비스 식별자들을 포함하여 패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통보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시스템.

청구항 24.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TRNC는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없을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상기 패킷 서

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음을 통보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시스템.

청구항 25.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TRNC는 상기 패킷 서비스 정보인 서비스 식별자들 모두에 상응하는 패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상기 사용

자 단말기로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음을 통보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시스템.

청구항 26.

비추적 영역(NTA: Non Tracking Area)인 제1셀을 관리하는 서빙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SRNC: Serving Radio

Network Controller)와, 상기 제1셀과 상이한 주변 셀들을 관리하는 타겟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TRNC: Target Radio

Network Controller)들과, 패킷 서비스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 패킷 무선 서비스 지원 노드(SGSN: Serving GPRS

Support Node)를 포함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제1셀에서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에

제2셀로 이동할 때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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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용자 단말기는 상기 제1셀에서 상기 주변 셀들중 임의의 셀로 이동해야함을 감지하면 상기 SRNC로 상기 셀 이동

을 통보하는 과정과,

상기 SRNC는 상기 셀 이동 통보에 따라 상기 주변 셀들 각각을 관리하는 TRNC들로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제1셀에

서 현재 제공받고 있는 패킷 서비스를 상기 주변 셀들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TRNC들 각각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경우 상기 패킷 서비스를 상기 주변 셀들중 임의의 셀에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무선 자원 정보를 상기 SRNC를 통

해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사용자 단말기는 상기 TRNC들로부터 수신되는 상기 무선 자원 정보들을 참조하여 상기 패킷 서비스를 최적으로 서

비스할 수 있는 상기 제2셀을 선택하고, 상기 제2셀로부터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기가 상기 SRNC로 셀을 이동함을 통보하는 과정은 상기 제1셀과 상기 주변 셀들로부터 수신되는 수신

신호의 측정값들을 포함하여 상기 셀 이동을 통보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SRNC가 상기 패킷 서비스를 상기 주변 셀들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상기 주변 셀들의 수신

신호의 측정값들 중 미리 설정한 설정값을 초과하는 측정값을 가지는 주변 셀들을 관리하는 TRNC들로 상기 패킷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값을 초과하는 측정값을 가지는 주변 셀들을 관리하는 TRNC들로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상기 사용자 단말기를 나타내는 사용자 단말기 식별자와, 상기 패킷 서비스의 서비스 종류들에 상응하는

서비스 식별자를 포함하여 상기 패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0.
삭제

도면

등록특허 10-0594101

- 35 -



도면1

등록특허 10-0594101

- 36 -



도면2

도면3

등록특허 10-0594101

- 37 -



도면4

등록특허 10-0594101

- 38 -



도면5

등록특허 10-0594101

- 39 -



도면6

등록특허 10-0594101

- 40 -



도면7

등록특허 10-0594101

- 41 -



도면8

등록특허 10-0594101

- 42 -



도면9a

등록특허 10-0594101

- 43 -



도면9b

등록특허 10-0594101

- 44 -



도면10a

등록특허 10-0594101

- 45 -



도면10b

등록특허 10-0594101

- 46 -



도면10c

등록특허 10-0594101

- 47 -



도면11a

등록특허 10-0594101

- 48 -



도면11b

등록특허 10-0594101

- 49 -



도면11c

등록특허 10-0594101

- 50 -



도면12

등록특허 10-0594101

- 51 -



도면13

등록특허 10-0594101

- 52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색인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a
	도면9b
	도면10a
	도면10b
	도면10c
	도면11a
	도면11b
	도면11c
	도면12
	도면13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색인어 2
명세서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2
  발명의 목적 2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2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6
  발명의 효과 29
청구의 범위 29
도면 35
 도면1 36
 도면2 37
 도면3 37
 도면4 38
 도면5 39
 도면6 40
 도면7 41
 도면8 42
 도면9a 43
 도면9b 44
 도면10a 45
 도면10b 46
 도면10c 47
 도면11a 48
 도면11b 49
 도면11c 50
 도면12 51
 도면13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