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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데이터를 소프트 컴바

이닝하는 방법 및 장치

요약

본 발명은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의 소프트 핸드오버 결정 방

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MBMS를 지원하는 비동기방식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이동단말이 복수의 기지국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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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데이터 수신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할 시 상기 이동단말이 소프트 핸드오버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결정 방법을 제

공한다. 이로 인해 본 발명은 이동단말로 하여금 복수의 기지국들로부터 수신하는 MBMS 데이터들의 소프트 컴바이닝 여

부를 자체적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따라서 MBMS 사용자가 기존의 셀에서 새로운 셀로 이동하더라도 안정적인

MBMS가 제공됨에 따라 사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비동기방식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 MBMS, soft hand-over, soft combining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비동기방식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의 무선 베어러(RADIO BEARER) 설정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비동기방식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의 무선 베어러(RADIO BEARER) 재설정 과정을 나타내

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비동기방식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의 셀 갱신(update)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비동기방식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의 단말기 수신기의 구성을 보이고 있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단말기의 소프트 컴바이닝 과정을 나타내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비동기식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소프트 핸드오버에 관한 것으로, 특히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에 있어 이동단말의 소프트 핸드오버 결정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통신산업의 발달로 인해 부호분할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CDMA"라 칭함) 이동통신시스

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음성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패킷 데이터, 서킷 데이터 등과 같은 큰 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멀티캐스팅 멀티미디어 통신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상기 멀티캐스팅 멀티미디어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하

나의 데이터 소스에서 다수의 이동단말(User Equipment, 이하 "UE"라 칭함)들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멀티캐스트 서

비스(Broadcast/Multicast Service)가 있다. 상기 방송/멀티캐스트 서비스는 메시지 위주의 서비스인 셀 방송 서비스

(Cell Broadcast Service, 이하 "CBS"라 칭함)와 실시간 영상 및 음성, 정지 영상, 문자 등 멀티미디어 형태를 지원하는 멀

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Multimedia Broadcast/Multicast Service, 이하 "MBMS"라 칭함)로 구분할 수 있다.

상기 CBS는 특정 서비스 지역에 위치하는 모든 UE들에게 다수개의 메시지들을 방송하는 서비스이다. 이때, 상기 CBS를

제공하는 상기 특정 서비스 지역은 하나의 셀 내에서 상기 CBS가 제공되는 전체 영역이 될 수 있다. 상기 MBMS는 음성

데이터와 영상 데이터를 동시에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량의 전송 자원을 요구한다. 따라서, 하나의 셀 내에서 동시에 다

량의 서비스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상기 MBMS는 방송채널을 통해서 서비스된다.

통상적으로 UE는 하나의 셀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셀 영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기존의 음성 서비스 및

데이터 서비스의 경우에는 소프트 핸드오버를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데이터 송수신시 핸드오버

는 크게 CELL_DCH 상태에서의 핸드오버와 CELL_FACH 상태에서의 핸드오버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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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기 CELL_DCH 상태에서의 핸드오버는 전용채널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상기 CELL_DCH 상태에서의 핸드오

버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UE는 공통파일럿채널(Common Pilot Channel, 이하 "CPICH"라 칭함)을 측정하여 SRNC

(Serving Radio Network Controller)로 보고한다. 상기 SRNC는 상기 UE로부터의 보고 결과로부터 핸드오버 여부를 판

정하여 상기 UE에게 핸드오버를 명령한다. 따라서 상기 UE의 보고와 상기 SRNC의 핸드오버 명령으로 조합되어 소프트

컴바이닝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상기 CELL_FACH 상태에서의 핸드오버는 공통채널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상기 CELL_FACH 상태에서

핸드오버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UE는 CPICH를 측정하여 스스로 최적 셀을 결정하여 셀 업데이트를 수행한다. 이 경우에

는 SRNC로의 보고가 필요 없지만 소프트 컴바이닝을 할 수 없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방송채널을 통해

서비스됨에 따라 상기 CELL_FACH 상태에서의 핸드오버를 고려하여야 하는 상기 MBMS는 소프트 컴바이닝 문제에 직면

하게 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비동기 방식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동단말에 대한 소프트 핸드오버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동단말로 하여금 공통파일럿채널 또는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데이터의 측정을 통해

소프트 컴바이닝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1견지에 있어, 본 발명은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MBMS 서비스)에

따른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데이터(MBMS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1기지국과,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 상기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데이터를 수신하는 이동단말과, 상기 제1기지국에 인접한 주변 기지국들을 포함하는

비동기 방식의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상기 이동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 및 상기 주변 기지국으로부터의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데이터를 소프트 컴바이닝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주변 기

지국들의 MBMS 서비스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는 과정과,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측정값과 상기 주변

기지국들 중 적어도 하나의 주변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측정값을 비교하여 상기 소프트 컴바이닝이 요구되는

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소프트 컴바이닝이 요구될 시 상기 MBMS 서비스 관련 정보에 의해 상기 소프트 컴바이닝이

요구되는 주변 기지국으로부터의 MBMS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한 MBMS 데이터와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의

MBMS 데이터와의 소프트 컴바이닝을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2견지에 있어, 본 발명은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MBMS 서비스)에

따른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데이터(MBMS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1기지국과,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 상기

MBMS 데이터를 수신하는 이동단말과, 상기 제1기지국에 인접한 주변 기지국들을 포함하는 비동기 방식의 부호분할다중

접속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상기 이동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의 MBMS 데이터와 상기 주변 기지국으로부터의

MBMS 데이터와의 소프트 컴바이닝을 결정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1기지국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주변 기지국로부

터의 신호들을 수신하고, 상기 신호들 각각에 대응한 측정값들을 출력하는 서쳐와,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주변 기

지국들의 MBMS 서비스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고, 상기 서쳐로부터의 측정값들을 비교하여 상기 소프트 컴바이닝이 요구

될 시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의 MBMS 데이터와 상기 컴바이닝이 요구되는 적어도 하나의 주변 기지국으로부터의

MBMS 데이터를 수신할 핑거들을 할당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주변 기지국에 대응하여 할당된 핑거가 상기

MBMS 서비스 관련 정보에 의해 상기 주변 기지국으로부터의 MBMS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한 MBMS 데이터를

상기 제1기지국에 대응하여 할당된 핑거에 의해 수신된 MBMS 데이터와 컴바이닝을 수행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3견지에 있어, 본 발명은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MBMS 서비스)에

따른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데이터(MBMS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1기지국과,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 상기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데이터를 수신하는 이동단말과, 상기 제1기지국에 인접한 주변 기지국들을 포함하는

비동기 방식의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상기 이동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 및 상기 주변 기지국으로부터의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데이터를 소프트 컴바이닝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신

호의 측정값과 상기 주변 기지국들 중 적어도 하나의 주변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측정값을 비교하여 상기 소프

트 컴바이닝이 요구되는 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소프트 컴바이닝이 요구될 시 상기 소프트 컴바이닝이 요구되는 주변

기지국으로부터 MBMS 서비스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상기 MBMS 서비스 관련 정보에 의해 상기 주변 기지국으로부터의

MBMS 데이터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한 MBMS 데이터와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의 MBMS 데이터와의 소프트

컴바이닝을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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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4견지 있어, 본 발명은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MBMS 서비스)에 따

른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데이터(MBMS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1기지국과,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 상기

MBMS 데이터를 수신하는 이동단말과, 상기 제1기지국에 인접한 주변 기지국들을 포함하는 비동기 방식의 부호분할다중

접속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상기 이동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의 MBMS 데이터와 상기 주변 기지국으로부터의

MBMS 데이터와의 소프트 컴바이닝을 결정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1기지국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주변 기지국로부

터의 신호들을 수신하고, 상기 신호들 각각에 대응한 측정값들을 출력하는 서쳐와, 상기 서쳐로부터의 측정값들을 비교하

여 상기 소프트 컴바이닝이 요구되는 주변 기지국으로부터 MBMS 서비스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고,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

터의 MBMS 데이터와 상기 컴바이닝이 요구되는 주변 기지국으로부터의 MBMS 데이터를 수신할 핑거들을 할당하는 제

어부를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주변 기지국에 대응하여 할당된 핑거가 상기 MBMS 서비스 관련 정보에 의해 상기 주변 기

지국으로부터의 MBMS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한 MBMS 데이터와 상기 제1기지국에 대응하여 할당된 핑거에 의해

수신된 MBMS 데이터와의 컴바이닝을 수행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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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술 될 상세한 설명에서는 상술한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본 발명에 있어 한 개의 대표적인 실시 예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으로 제시될 수 있는 다른 실시 예들은 본 발명의 구성에서 설명으로 대체한다.

UE가 공통채널을 통해 MBMS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기 MBMS 데이터를 제공하는 셀 외곽으로 이동함에

따라 인접 셀과의 소프트 핸드오버 영역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안정적인 MBMS 데이터 수신을 위해 소프트 핸드오버가 요

구된다. 상기 소프트 핸드오버를 위해서는 복수의 셀들로부터 수신한 동일한 MBMS 데이터들에 대한 소프트 컴바이닝이

UE에 의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복수개의 셀들로부터 수신한 동일한 MBMS 데이터들을

UE 스스로 소프트 컴바이닝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MBMS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후술 될 설명에서는 상기

소프트 핸드오버와 상기 소프트 컴바이닝 각각을 핸드오버와 컴바이닝으로 약칭하여 사용한다.

통상적으로 비동기 방식의 이동통신시스템에서는 기지국들간의 시각 동기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각 기지국들은

여러 개의 셀들을 가질 수 있으며, 각 셀들은 셀당 진행되는 타이머를 갖게 되는데, 그 단위를 SFN(System Frame

Number)이라 부른다. 따라서, 무선망 제어기가 각 기지국들로 상기 MBMS 서비스에 따른 MBMS 데이터를 송신하는 경

우 상기 기지국들간에 별도의 동기화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기 기지국들 각각은 서로 다른 시점에서 상기 MBMS 데

이터를 UE에게 송신하게 될 것이다. 이는 UE가 새로운 셀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UE가 소프트 핸드오프 지역에서 전용채

널의 데이터를 소프트 컴바이닝을 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소프트 컴바이닝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MBMS 데이터를

제공하는 각각의 셀들간의 MBMS 데이터 전송 시간차를 최소로 유지해야 UE의 소프트 컴바이닝이 가능하다.

하나의 RNC와 두 개의 기지국들로 이루어진 비동기 방식의 이동통신시스템을 가정할 때, 상기 RNC와 각 기지국들까지의

전송지연 시간이 다를 수 있으며, 두 기지국들이 동기를 이루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 두 기지국들이 UE에게 전송하는

MBMS 데이터는 동일한 시간에 UE에게 도착하지 않는다. 만약 상기 두 기지국들이 동일한 시점에 상기 MBMS 데이터를

전송하더라도 UE에게 도착하는 시간이 동일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UE에서의 소프트 컴바이닝을 위해 어떤 시간 윈도우

내에 상기 두 기지국들로부터의 동일한 신호들이 도착할 수 있도록 전송시간을 설정 할 수 있다.

상기 RNC로부터의 MBMS 데이터들은 상기 기지국에 도착할 때 CFN(Connection Frame Number) 값과 함께 전송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각 MBMS 데이터들은 CFN 값을 갖게 되고 상기 기지국들은 상기 MBMS 데이터를 기지국의 시간 축

인 SFN의 어느 시점에 전송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상기 CFN 값은 0과 255 사이의 값을 갖고, 상기 SFN은 0과 4095 사

이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특정 SFN을 256으로 나눈 나머지 값, 즉 SFN을 모듈러 연산을 취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 값

(SFN mod 256)을 CFN으로 하는 MBMS 데이터의 전송 시점을 상기 특정 SFN으로 결정한다. 예컨대, SFN이 3076인 시

점은 CFN이 4인 MBMS 데이터의 전송 시점으로 결정된다.

상기 RNC로부터 수신된 특정 CFN을 갖는 MBMS 데이터가 셀 1에서는 SFN(N)에서 전송되고, 셀 2의 경우 SFN(M)에서

전송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기 같은 CFN 값을 갖는 MBMS 데이터가 상기 셀 1과 상기 셀 2에서는 서

로 다른 시점에서 전송되게 된다. 상기 RNC에서 전송된 같은 CFN 값을 갖는 MBMS 데이터가 셀 1과 셀 2의 서로 다른 시

점에서 전송되는 것은 상기 RNC와 상기 셀들간의 전송 지연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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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가 셀 1에 의한 서비스 영역과 셀 2에 의한 서비스 영역이 중첩되는 핸드오버 영역에 위치하고, 상기 셀 1과 상기 셀 2

는 동일한 MBM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상기 UE는 상기 셀 1과 상기 셀 2로부터 동일한 MBMS

데이터를 수신하게 된다. 상기 동일한 MBMS 데이터는 같은 CFN을 가진다. 하지만, 상기 셀 1로부터의 MBMS 데이터가

상기 UE에 수신되는 시점과 상기 셀 2로부터의 MBMS 데이터가 상기 UE에 수신되는 시점은 서로 다르게 된다. 이는 상

기 셀 1의 전송 시점과 상기 셀 2의 전송 시점에서 발생하는 오차와, 상기 셀 1 및 상기 셀 2 각각과 UE간에 발생하는 전송

지연에 따른 오차에 의한 것이다.

상기 셀 1과 상기 셀 2로부터의 MBMS 데이터를 수신하는 UE의 수신 시점에서 상기 셀 2로부터의 지연이 셀 1로부터의

지연 보다 크게 되면, UE는 해당 CFN 데이터를 위해서는 상기 셀 1로부터 수신한 SFN 시점(SFN(N))에서 수신한 데이터

와 상기 셀 2로부터 수신한 SFN 시점 (SFN(M))에서 수신한 데이터를 컴바이닝 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같은 CFN

을 수신하는 시점이 다르고 수신하는 시점의 차이가 일정범위(예를 들어 256chip) 이상이 되는 경우 컴바이닝을 하기 위

해 단말기가 먼저 수신한 데이터를 버퍼에 저장해 두어야 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핸드오버 영역에 있

는 UE가 수신하는 데이터가 일정 시간(윈도우) 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각 기지국으로부터 송신하는 시

점을 동기화 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상기 각 셀들간에 있어 동일 MBMS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점을 동기화하고, 상기 UE가 상기 동기화되어 전송되는 MBMS

데이터들에 대하여 소프트 컴바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하기와 같은 단계들을 거쳐야 한다..

단계 1 : 한 RNC내의 기지국들에 대한 시간 정보를 알기 위하여 SFN간 관측 시간 차(SFN-SFN observed time

difference)를 측정(measurement)하고, 상기 SFN간 관측 시간 차(SFN-SFN observed time difference)를 상기 RNC

로 전달함.

단계 2 : RNC가 상기 단계 1에서 수집한 정보(SFN간 관측 시간 차)를 이용하여 각 기지국들의 시간 관계를 파악하고, 각

기지국들에 필요한 MBMS 오프셋을 결정함.

단계 3 : 상기 단계 2에서 결정된 MBMS 오프셋을 해당 기지국들과 해당 UE에 전달함.

단계 4 : MBMS 데이터의 전송에 앞서 단계 3에서 결정된 MBMS 오프셋에 맞게 기지국이 전송할 수 있도록 미리 데이터

를 보내 RNC와 기지국간의 시간관계를 결정함(사용자 단계 동기화(User plane synchronization))

단계 5 : 단계 4에 의해 설정된 시간관계에 따라 MBMS 데이터를 전송함.

한편, 전술한 다섯 단계를 통한 각 기지국들간의 동기화 절차는 본원 출원인에 의해 출원번호 P2002-23283으로써 선 출

원되었습니다.

<제1실시 예>

후술 될 본 발명에서는 소프트 핸드오버가 요구될 시 UE 스스로 소프트 컴바이닝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UE는 항상 주변 셀에서 제공하고 있는 MBMS 서비스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무선망 제어기(Radio Network

Controller, 이하 RNC라 칭함)는 상기 UE의 주변 셀들에 대한 코드 정보와 시간 정보 등을 포함하는 정보를 현재 MBM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셀들을 통해 UE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취지에서 MBMS 소프트 컴바이닝을 위한 기

지국, RNC 및 UE간의 시그널링 처리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 째, 무선 베어러 설정(RADIO BEARER SETUP) 과정으로 이는 MBMS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지 않는 UE가 최초

MBMS 데이터를 수신하기까지의 시그널링 절차를 나타낸다.

둘 째, 무선 베어러 재 설정(RADIO BEARER RECONFIGURATION) 과정으로 이는 UE의 이동에 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환경이 변화하는 경우의 시그널링 절차를 나타낸다. 즉, 현재 셀을 포함하여 MBMS를 제공하는 주변 셀의 정보가 바

뀌어 새로운 무선 베어러를 설정해야 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셋 째, 셀 갱신(update) 과정으로 이는 UE의 이동에 의해 주변 환경이 변화하는 경우의 시그널링 절차를 나타낸다. 즉, UE

가 이동함에 따라 주변 셀의 정보가 바뀌어 셀 갱신을 해야 할 경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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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세 가지 시그널링 절차들에서 공통적으로 RNC는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UE 자체적인 MBMS 데이터의 소프트 컴바

이닝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UE가 속한 셀 전체에 걸쳐 이웃 셀들에 대한 하기 <표 1>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하기 <

표 1>에서 '정보 1'은 상기 UE의 주변 셀들 중에서, 상기 UE가 MBMS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현재 셀과 동일한 MBM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셀들에 대한 ID 정보를 나타낸다. 이 값으로부터 상기 UE는 주변 셀들 중에서 현재 셀과 동일한

MBMS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들을 탐색하게 된다. '정보 2'는 상기 '정보 1'에 해당하는 주변 셀의 MBMS 코드 정보로서 스

크램블링 코드(scrambling code)와 채널화 코드(channelization code)를 가리킨다. 따라서 상기 UE가 소프트 컴바이닝

을 수행할 경우 각 경로별 신호를 정확히 역확산(despreading) 해낼 수 있다. '정보 3'은 MBMS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웃

셀의 서비스 ID 정보로서 어떠한 MBMS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가리킨다. 상기 정보 3의 경우 이웃 셀에서 제공되는

MBMS 서비스의 종류에 대한 정보이므로, 핸드오버 시 혹은 소프트 컴바이닝을 하면서 이동할 이웃 셀이 현재 수신 받고

있는 MBMS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가 이미 제공되고 있다면, 소프트 컴바이닝을 할 수 있다. 혹여 이동할 이웃 셀 혹은

소프트 컴바이닝을 할 이웃 셀에서 현재 제공받고 있는 MBMS 서비스와 동일한 MBMS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컴바이닝을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셀로 하여금 동일한 MBMS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정보 4'는 상

기 '정보 1'에 해당하는 주변 셀의 MBMS 데이터의 전송 프레임 시작점과 CPICH 프레임 시작점 사이의 시간 차이를 나타

내는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값으로부터 상기 UE는 각 경로별로 다른 시간에 수신되는 동일 심볼에 대한 소프트 컴바이닝

이 가능하게 된다.

[표 1]

 정보 1  해당 MBMS와 같은 서비스를 전송하고 있는 이웃 셀들의 ID정보

 정보 2 이웃 셀들로부터 해당 MBMS가 전송되는 코드 정보

(Scrambling code, Channelization code)

 정보 3  이웃 셀들로부터 해당 MBMS로 전송되는 서비스에 대한 ID정보

 정보 4 이웃 셀들로부터의 해당 MBMS에 대한 타임 오프셋 정보

(frame offset, chip offset)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동작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후술 될 본 발명의 실시 예

에 따른 동작을 설명함에 있어 하나의 기지국은 하나의 셀을 지원하는 것을 가정하도록 한다.

도 1은 상기 세 가지 시그널링 절차들 중에서 무선 베어러 설정(RADIO BEARER SETUP)을 위한 시그널링 처리 절차를

나타내는 도면으로, MBMS 데이터 전송의 초기 과정을 나타낸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RNC는 101단계에서 상기 무선 베어러 설정을 요구하는 RADIO BEARER SETUP RRC 메시지를

UE로 전송한다. 상기 RADIO BEARER SETUP RRC 메시지는 상기 RNC의 RRC와 상기 UE의 RRC간의 메시지 타입이다.

상기 RADIO BEARER SETUP RRC 메시지를 통해서는 현재 MBMS를 제공하고 있는 셀의 MBMS 코드정보, 서비스 정보,

MBMS 타임 오프셋(time offset) 정보 등이 제공된다. 따라서, 상기 UE가 MBMS 데이터를 수신 가능하도록 한다. 상기

MBMS 코드정보는 상기 MBMS 데이터를 전송할 코드 정보로서 스크램블링 코드(Scrambling code) 정보와 채널화 코드

(Channelization code) 정보를 가리킨다. 상기 MBMS 코드정보는 상기 UE가 현재 셀의 MBMS 데이터에 대한 역확산

(despreading)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서비스 정보는 상기 MBMS 데이터가 포함된 서비스에 대한 정보로서 서비

스 ID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상기 UE는 상기 서비스 ID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다. 상기 MBMS

타임 오프셋(time offset) 정보는 상기 MBMS 데이터를 전송하는 채널의 시간 정보로서 상기 MBMS 데이터 전송의 프레

임 시작점과 CPICH 프레임 시작점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보이다. 따라서, 상기 <표 1>의 '정보 4'와 같이 소프트 컴바

이닝 시 상기 UE는 각 경로별로 서로 다른 시간에 수신되는 동일 심볼들에 대한 소프트 컴방닝이 가능하게 된다.

이 때 기존 전용채널에서의 소프트 핸드오버 과정과는 달리, UE 스스로 MBMS 서비스에 따른 소프트 핸드오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기 UE의 주변 셀들에 대한 상기 <표 1>의 정보가 상기 RADIO BEARER SETUP RRC 메시지를 통

해 상기 UE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상기 UE는 상기 RNC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들에 의해 무선 베어러(RADIO BEARER) 설정을 완료한 후 102단계에서 무선

베어러 셋업 완료를 보고하는 RADIO BEARER SETUP COMPLETE RRC 메시지를 상기 RNC에 전송함으로써 상기 무선

베어러(RADIO BEARER) 설정 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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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무선 베어러(RADIO BEARER) 설정 작업을 통해 상기 UE는 기지국으로부터 원하는 MBMS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

게 된다. 상기 UE가 상기 원하는 MBMS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는 동안 핸드오버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상기 UE는 이미

알고 있는 상기 이웃 셀들의 정보에 의해 현재 셀과 이웃 셀들로부터의 MBMS 데이터를 소프트 컴바이닝할 수 있다.

도 2는 무선 베어러(RADIO BEARER) 재 설정 과정을 위한 시그널링 절차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상기 재 설정 과정은 초

기 설정된 무선 베어러(RADIO BEARER)를 변경하는 과정으로 기존에 설정해 두었던 정보를 변경하거나 액티브 셋

(active set)에 신규 셀을 추가하거나 또는 기존 셀을 삭제하는 갱신(update) 과정이 수행된다.

상기 무선 베어러(RADIO BEARER) 재 설정 과정은 UE가 이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현재 셀 또는 주변 셀의 정

보가 변경될 때 이루어지게 된다.

1. 현재(해당) 셀에서의 정보 변경 시

현재 셀에서의 상기 MBMS 코드정보, 서비스 정보, MBMS 타임 오프셋(time offset) 정보 등이 변경될 경우에 해당한다.

2. 이웃 셀의 정보 변경 시

A. 이웃 셀의 추가 또는 삭제

동일한 MBMS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웃 셀이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경우로서 해당 셀의 셀 ID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B. 기존의 이웃 셀 정보의 변경

상기 1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 셀과 동일한 MBMS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 이웃 셀에서의 정보가 바뀌는 경우로

서, 상기 MBMS 코드정보, 서비스 정보, MBMS 타임 오프셋(time offset) 정보 등이 변경될 경우에 해당된다.

상기 무선 베어러(RADIO BEARER) 재 설정을 위한 UE와 RNC 사이의 시그널링 절차는 전술한 무선 베어러(RADIO

BEARER) 설정을 위한 시그널링 절차와 유사하다. 다만, 상기 무선 베어러(RADIO BEARER) 설정은 초기 MBMS 데이터

의 수신을 위한 시그널링 절차인데 비하여, 상기 무선 베어러(RADIO BEARER) 재 설정은 이미 MBMS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UE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 기존의 설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의 시그널링 절차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RNC는 201단계에서 RADIO BEARER RECONFIGURATION RRC 메시지를 UE에게 제공함으로

서 변경된 무선 베어러(RADIO BEARER) 설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 때 상기 RNC는 상기 UE에게 상기 무선 베어

러(RADIO BEARER) 설정 과정에서와 같이 상기 RADIO BEARER RECONFIGURATION RRC 메시지를 통해 현재

MBMS를 제공하고 있는 셀에서의 변경된 MBMS 코드정보, 서비스 정보, MBMS 타임 오프셋(time offset) 정보 등을 제공

한다. 또한, 상기 RNC는 상기 UE 스스로 현재 MBMS 서비스의 소프트 핸드오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웃 셀에

대한 상기 <표 1>의 정보도 제공한다. 상기 RNC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에 의해 상기 UE는 상기 무선 베어러(RADIO

BEARER) 재 설정 작업을 수행하고, 202단계에서 무선 베어러의 재 설정이 이루어졌음을 보고하는 RADIO BEARER

RECONFIGURATION COMPLETE RRC 메시지를 상기 RNC에 전송함으로써 상기 무선 베어러(RADIO BEARER) 재 설

정을 완료한다.

상기 무선 베어러(RADIO BEARER) 설정 또는 재 설정을 통해 상기 UE는 주변 셀들 중 현재 셀과 동일한 MBMS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셀들에 대한 정보를 항상 알고 있게 된다. 따라서, 상기 UE가 핸드오버 영역에 위치하면 상기 UE 스스로 소

프트 컴바이닝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도 3은 셀 갱신(update) 과정을 위한 시그널링 절차를 보이고 있는 도면이다. 상기 셀 갱신(update) 과정은 UE의 이동에

의해 주변 환경이 변화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RNC와 UE간의 시그널링 절차이다. 상기 셀 갱신 과정은 상기 UE가 기존

의 셀로부터 이웃 셀로 이동하여 셀 갱신(update)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면 상기 UE에 의해 실시하게 된다. 상기 셀 갱신

(update) 영역은 핸드오버 영역과 마찬가지로 셀 경계 부근에 존재하고, 상기 핸드오버 영역보다는 작은 규모로 상기 핸드

오버 영역에 포함되는 관계에 있다. 즉, 상기 무선 베어러(RADIO BEARER) 설정/재 설정 과정을 통해 상기 UE는 핸드오

버 영역에서 소프트 컴바이닝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상기 UE가 셀 갱신(update)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면, 셀 갱신

(update)을 실시하게 된다. 이 경우 상기 UE는 상기 도 3의 301단계에서 RNC로 셀 갱신(Cell Update) RRC 메시지를 전

송함으로써 셀 갱신(update) 과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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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셀 갱신(update)을 실시하는 경우 타깃(target) 셀, 즉 상기 UE가 셀 갱신(update) 메시지를 전송하는 셀을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경우는 상기 타깃(target) 셀이 이미 MBMS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어서 상기 셀 갱신(update) 과정 이전에 이미 핸

드오버 영역에서 상기 UE가 MBMS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상기 RNC는 해당 UE로부터 셀 갱신

(update) RRC 메시지를 받게 되면 상기 타깃(target) 셀을 현재의 MBMS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로 갱신(update)하고, 기

존에 MBMS 서비스를 제공하던 셀은 이웃 셀로 갱신(update)한다. 또한, 상기 타깃(target) 셀 주변의 이웃 셀들 중에서

상기 타깃(target) 셀과 동일한 MBMS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에 대한 정보를 갱신(update)한다. 따라서 상기 무선 베어러

(RADIO BEARER) 설정/재 설정 과정에서 상기 RNC가 상기 UE에게 제공하던 것과 동일한 메시지가 상기 UE로 전송된

다. 이 메시지의 전송은 상기 도 3의 302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CELL UPDATE CONFIRM RRC 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진

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상기 UE가 아직 핸드오버 영역 내에 위치하므로 소프트 컴바이닝을 계속 수행한다.

두 번째 경우는 상기 타깃(target) 셀이 이전에 MBMS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지 않아 상기 UE가 핸드오버 영역에 진입했을

때 상기 타깃(target) 셀로부터 MBMS 데이터의 수신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상기 UE가 핸드오버 영역내의 셀

갱신(update)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술한 셀 갱신(update) 과정이 실시된다. 이때, 상기 RNC는 상기 UE로부터 셀 갱

신(update) 메시지를 받아 상기 타깃(target) 셀로 하여금 현재 상기 UE가 제공받고 있는 MBMS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

록 한다. 즉, 상기 무선 베어러(RADIO BEARER) 설정 과정과 동일한 시그널링 절차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기존에 상

기 UE에게 MBMS 서비스를 제공하던 셀은 이웃 셀로 갱신(update)하고, 상기 타깃(target) 셀 주변의 이웃 셀들 중에서

상기 타깃(target) 셀과 동일한 MBMS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에 대한 정보를 갱신(update)한다. 이러한 갱신(update)은 상

기 RNC가 상기 도 3의 302단계에서 CELL UPDATE CONFIRM RRC 메시지를 상기 UE에게 전송함으로써 완료하게 된

다. 전술한 셀 갱신(update) 과정 중에도 상기 UE는 기존의 셀로부터 계속해서 MBMS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며, 셀 갱신

(update) 이후에는 상기 타깃(target) 셀로부터도 상기 MBMS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어 소프트 컴바이닝을 수행 할 수 있

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MBMS 소프트 컴바이닝을 위한 UE 수신기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MBMS 서비스에 따른 소프트 컴바이닝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 기지국으로부터의 수신

신호는 아날로그 수신기(410)로 제공된다. 상기 아날로그 수신기(410)는 상기 수신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상기

아날로그 수신기(410)로부터 변환된 디지털 신호는 서쳐(420)와, k개의 핑거들(440, 450) 중 상기 서쳐(420)에 의해 할당

된 핑거들로 입력된다.

한편, 제어부(430)는 RNC로부터 인접 셀들의 정보를 제공받아 어느 셀이 현재 MBMS 서비스와 동일한 MBMS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알고 있다. 따라서, MBMS 데이터의 소프트 컴바이닝을 위해서 상기 제어부(430)는 주변 셀들 중에서 동일

MBMS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들을 탐색하도록 상기 서처(searcher)(420)를 제어한다.

상기 서쳐(420)는 상기 아날로그 수신기(410)를 통해 수신하는 다중경로 신호들 각각의 CPICH 값들을 측정하게 된다. 이

때, 상기 측정하는 값들은 CPICH RSCP(Received Signal Code Power) 또는 CPICH Ec/No 값으로서 해당 신호의 수신

세기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상기 서처(420)는 이렇게 측정한 파라미터 값을 상기 제어부(430)로 전달한다.

상기 제어부(430)는 상기 서처(420)로부터의 각 신호 성분 별 CPICH 파라미터 값으로부터 상기 서처(420)가 적절한 핑거

할당을 수행하도록 제어한다. 즉, 각 CPICH 파라미터 값을 크기 순으로 정렬하여 상기 서쳐(420)에게 핑거 할당을 명령하

게 된다.

상기 서쳐(420)는 상기 제어부(430)로부터 핑거 할당 명령을 수신하게 된다. 상기 서처(420)는 상기 제어부(430)의 명령

에 따라 각 핑거별로 신호를 할당하게 된다. 이때 상기 서처(420)는 컴바이너(460)가 컴바이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핑

거별로 타이밍 정보와 셀 정보(scrambling code, channelization code)를 제공한다.

예컨대, 현재 MBMS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는 UE가 핸드오버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특

정 셀 A로부터 인접 셀 B로 이동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이 때, 상기 셀 B는 MBM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지국이

다. 이 경우 상기 서처(420)가 수신하는 신호는 상기 셀 A의 다중 경로 신호와 상기 셀 B의 다중 경로 신호를 모두 포함한

다. 따라서, 상기 서처(420)는 상기 셀 A와 상기 셀 B로부터의 모든 다중 경로 신호들의 CPICH 값을 측정하여 상기 제어

부(430)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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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제어부(430)는 상기 서처(420)가 제공한 상기 셀 B의 다중 경로 신호 성분의 측정 파라미터 값을 합산하고, 그

값을 현재 연결되어 있는 상기 셀 A의 다중 경로 신호 성분의 측정 파라미터 값의 합산 값과 비교하여 다음의 두 가지 조건

들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는 지를 판단한다. 그 첫 번째 조건으로 상기 셀 B의 다중 경로 신호 성분의 측정 파라미터 값

들의 합산 값이 상기 셀 A의 다중 경로 신호 성분의 측정 파라미터 값들의 합산 값보다 정해진 기준 값(threshold) 이상 크

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그 두 번째 조건은 상기 셀 A와 상기 셀 B의 신호 세기의 차이가 정해진 히스테리시스 값 이내가

되는 경우이다.

상기 제어부(430)는 상기 두 조건들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전술한 무선 베어러 설정/재 설정 과정에 의해

획득한 주변 셀 정보로부터 상기 셀 B의 MBMS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 상기 셀 A와 동일한 MBMS 서비스를 제공

하는지를 판단한다.

상기 두 가지의 조건들 외에 상기 제어부(430)는 상기 셀 B의 다중 경로 신호 성분의 측정 파라미터 값들의 합산 값이 소정

기준 값보다 클 경우 상기 셀 B와 상기 셀 A가 동일한 MBMS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판단하도록 구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에 있어 상기 소정 기준 값은 상기 첫 번째 조건에서의 기준 값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즉, 상기 첫 번째 조건에서의 기준

값은 상기 셀 B를 통한 측정값과 상기 셀 A를 통한 측정값의 오차 값에 대응하나 상기 추가된 예에서의 기준 값은 상기 셀

B를 통한 측정값에 대응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 두 기준 값들을 비교할 때 추가된 예에서의 기준 값이 상기 첫 번

째 조건에서의 기준 값보다는 큰 값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상기 셀 B가 상기 셀 A와 동일한 MBM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정되면 상기 제어부(430)는 상기 셀 A와 상기

셀 B로부터의 MBMS 데이터를 소프트 컴바이닝할 것을 결정한다. 이를 위해, 상기 제어부(430)는 상기 셀 A와 상기 셀 B

의 다중 경로 MBMS 신호 성분들이 크기 순으로 핑거에 할당되도록 상기 서쳐(420)를 제어한다. 일반적으로 핑거 할당은

수신신호의 세기가 큰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기 소프트 컴바이닝을 하기 위해서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경로들

중에 적어도 상기 셀 A와 상기 셀 B에서 수신된 다중경로 성분들 중에 각각 하나 이상은 반드시 핑거에 할당이 되어야 한

다. 상기 서처(420)는 각 신호성분을 핑거에 할당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컴바이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신호 성분

간의 타이밍 정보(frame offset)와 셀 정보(scrambling code, channelization code)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UE가 수신한

각 셀의 경로 사이의 MBMS 신호의 프레임 오프셋은 각 셀의 경로별 CPICH 신호의 오프셋 값과는 다를 수가 있다. 따라

서, 상기 제어부(430)는 상기 서처(420)의 핑거 할당 시 각 MBMS 신호의 프레임 오프셋 값을 해당 핑거에 알려준다.

한편, 상기 셀 B가 동일한 MBM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상기 조건들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상기

소프트 컴바이닝은 이뤄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때의 핑거 할당은 기존에 상기 MBMS 서비스를 제공하던 상기 셀 A의

다중 경로 신호 성분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하지만, 상기 셀 B가 상기 셀 A와는 다른 MBMS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 경우,

상기 UE는 상기 RNC로 상기 셀 A에서와 같은 MBMS 데이터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MBMS 데이터의 소프

트 컴바이닝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상기 UE가 오직 상기 셀 A의 영역에만 위치하고 있거나 상기 소프트 컴바이닝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소프트 핸드오

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핑거에 할당되는 MBMS 신호 성분은 상기 셀 A의 다중 경로 신호 성분이 된다.

전술한 두 가지의 조건들에서는 수신 CPICH 신호의 CPICH RSCP 또는 CPICH Ec/No가 양호한 경우만을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신 CPICH 신호의 CPICH RSCP 또는 CPICH Ec/No가 비록 안 좋다 하더라도 실제 MBMS 데이터 신호는 그렇

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CPICH 신호만으로 소프트 컴바이닝을 판정하게 되면 소프트 컴바이닝의 기

회를 잃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제어부(430)는 상기 CPICH 뿐만 아니라 MBMS 데이터 신호

또한 소프트 컴바이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전술한 절차에 의해 MBMS 데이터 신호를 핑거에 할당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상기 제어부(430)는 상기 RNC로부터 제공받

은 MBMS 오프셋 값을 해당 핑거에 알려줌으로써 컴바이너(460)가 각 신호 성분을 결합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MBMS 데이터 신호의 임의의 다중 경로 성분을 복조하는 블록을 '핑거'라고 부르기로 하며, 상기 핑거는 디스크램

블러, 역확산기, MBMS 데이터 복조부 및 채널 추정기로 구성된다. 상기 도 4에서는 k개의 핑거들(440, 450)을 보이고 있

다. 후술 될 설명에서는 k개의 모든 핑거들이 할당된 것으로 가정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상기 아날로그 수신기(410)로부터의 디지털 신호는 상기 k개의 핑거들(440, 450) 각각의 디스크램블러들(442, 452)로 제

공된다. 상기 k개의 디스크램블러들(442, 452) 각각은 상기 변환된 디지털 신호와 상기 기지국을 구분하기 위한 스크램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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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코드를 곱함으로서 디스크램블링된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는 상기 제어부(430)의 명령에 의해 상기

서쳐(420)로부터 셀 정보로서 제공된다. 상기 제어부(430)는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를 전술한 무선 베어러 설정 과정 또는

무선 베어러 재 설정 과정을 통해 이미 알고 있다.

상기 k개의 디스크램블러들(442, 452) 각각으로부터 출력되는 MBMS 데이터는 대응하는 k개의 역확산기들(446, 456)로

제공된다. 상기 k개의 역확산기들(446, 456)은 상기 MBMS 데이터를 상기 서쳐(420)로부터 제공되는 채널화 코드에 의해

역확산하여 출력한다. 상기 K개의 역확산기들(446, 456) 각각으로부터 역확산되어 출력되는 MBMS 데이터는 대응하는 k

개의 MBMS 데이터 복조부들(448, 458)로 입력된다.

또한, 상기 k개의 MBMS 데이터 복조부들(448, 458) 각각으로는 대응하는 채널 추정기들(444, 454)로부터의 채널 추정

치가 제공된다. 상기 k개의 채널 추정기들(444, 445)은 상기 k개의 디스크램블러들(442, 452)로부터의 출력을 입력으로

하여 각각의 채널 추정치들을 출력한다.

따라서, 상기 k개의 MBMS 데이터 복조부들(448, 458) 각각은 대응하는 채널 추정기(444, 454)로부터의 채널 추정치를

이용하여 상기 역확산기들(446, 456)로부터의 입력에 대한 채널 보상을 수행함으로써 각 경로별로 들어오는 MBMS 데이

터 신호를 추출하게 된다. 여기서, 각 경로별로 들어오는 MBMS 데이터 신호는 소프트 핸드오버 상황에서는 여러 셀들에

서 전송한 MBMS 다중 경로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현재 해당 셀 하나가 전송하는 MBMS 다중 경로 성분

의 신호가 된다.

상기 k개의 MBMS 데이터 복조부들(448, 458)로부터 출력되는 MBMS 다중경로 성분의 신호들은 상기 컴바이너(460)로

제공된다. 상기 컴바이너(460)는 상기 MBMS 데이터 복조부들(448, 458), 즉 각 핑거들(440, 450)로부터 제공되는

MBMS 다중경로 성분의 신호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신호로서 채널 디코더(413)로 제공한다.

상기 컴바이너(460)의 동작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핑거들에 할당된 MBMS 데이터 신호는 버퍼에 저장되어 컴

바이너(460)에서 결합된다. 이때 전술한 바와 같이 각 셀들간에 있어 동일 MBMS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점을 동기화하여

그 시간 차이가 수백 칩 이내로 제한되도록 함으로써 상기 컴바이너(460)에 의해 각 신호 성분의 결합이 가능하게 된다.

상기 컴바이너(460)는 상기 제어부(430)에 의해 모든 핑거들에 할당된 MBMS 신호의 프레임 오프셋 값을 알고 있으므로,

상기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MBMS 데이터 신호로부터 각 신호간 프레임 오프셋 값을 고려하여 컴바이닝을 수행하게 된다.

즉, 수신 타이밍이 가장 빠른 MBMS 데이터 신호가 할당된 핑거를 기준으로, 각 핑거별로 할당된 해당 셀의 상대적인 프레

임 오프셋 값을 적용하여 기준 핑거의 타이밍과 일치시킴으로써 서로 다른 핑거들로부터 동일 심볼간 결합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한다. 이는 이미 상기 RNC와 상기 UE간에 MBMS 오프셋 정보를 무선 베어러 설정/재 설정 과정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결합된 MBMS 다중 경로 신호는 채널 디코더(470)를 거쳐 최종적인 MBMS 신호로 복원되게 된

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MBMS 소프트 핸드오버 절차를 상기 각 과정별로 구체적인 실시 예와 도면을 이용하여 상

세히 설명한다. 후술 될 상세한 설명에서 UE가 둘 이상의 셀들로부터 동시에 MBMS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핸드오버 영

역에 위치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소프트 컴바이닝의 실시 예를 나타낸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시간 축(501)에서 T1 이전 시점까지 UE는 CPICH1(503)의 셀 1로부터 MBMS 데이터를 수신한

다. 상기 T1 시점에서 셀 2로부터의 CPICH2(504)의 측정값이 상기 CPICH1(503)의 측정값에 대응한 히스테리시스

(506) 값 이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상기 UE는 소프트 컴바이닝을 준비하면서 타이머를 설정한다. 상기 설정된 타이머가 T

시간 후에 종료하는 T2 시점에서 상기 CPICH1(503)과 상기 CPICH2(504)의 측정값의 차이가 상기 T1 시점에서의 히스

테리시스(506) 값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상기 UE는 셀 1과 상기 셀 2로부터 수신하는 MBMS 데이터를 소프트 컴바이닝

한다. 이후 T3 시점에서 상기 CPICH1(503)과 CPICH3(505)의 측정값의 차이가 히스테리시스(507) 값만큼의 차이를 보

이므로, 상기 UE는 타이머를 설정한다. 이 때 설정된 타이머가 T 시간 후에 종료하는 T4 시점에서 상기 CPICH1(503)과

상기 CPICH3(505)의 측정값의 차이를 확인한다. 상기 차이 값이 상기 히스테리시스(507) 값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셀 3

으로부터 수신하는 MBMS 데이터에 대한 소프트 컴바이닝을 실시한다. 따라서, 상기 T4 시점 이후 상기 UE는 상기 셀 1,

상기 셀 2, 상기 셀 3으로부터의 MBMS 데이터들을 모두 소프트 컴바이닝하게 된다. T5 시점에서 상기 CPICH1(503)과

상기 CPICH2(504)로부터의 측정값의 차이가 히스테리시스(508) 값만큼의 차이를 보이므로 상기 UE는 소프트 컴바이닝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 위해 타이머를 설정한다. 상기 설정한 타이머에 의해 T 시간이 경과한 T6 시점에서 상기 CPICH1

(503)과 상기 CPICH2(504)의 측정값의 차이가 상기 히스테리시스(508) 값을 벗어나므로 상기 셀 1로부터의 MBMS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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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소프트 컴바이닝에서 제외시킨다. 따라서, 상기 T6 시점 이후부터 상기 UE는 상기 셀 2와 상기 셀 3으로부터의

MBMS 데이터들을 소프트 컴바이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T7 시점에 이르러서 상기 CPICH2(504)와 상기 CPICH3(505)

의 측정값의 차이가 히스테리시스(509) 값만큼의 차이를 보이므로 상기 UE는 소프트 컴바이닝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 위

해 타이머를 설정한다. 상기 설정한 타이머에 의해 T 시간이 경과한 T8 시점에서 상기 CPICH2(504)와 상기 CPICH3

(505)의 측정값의 차이가 상기 히스테리시스(509) 값을 벗어나므로 상기 셀 3으로부터의 MBMS 데이터를 소프트 컴바이

닝에서 제외시킨다. 결과적으로 상기 T7 시점 이후부터 상기 UE는 오직 상기 셀 2로부터의 MBMS 데이터를 수신하게 된

다.

한편, 상기 도 5에 있어 각 히스테리시스들(506, 507, 508, 509)은 동일한 값을 사용하거나 서로 다른 값을 사용할 수 있

다. 예컨대, 소프트 컴바이닝에 참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동일한 값의 히스테리시스들(506, 507)과, 소프트 컴바이닝

에서의 제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동일한 값의 히스테리시스들(508, 509)은 서로 다른 값을 갖도록 한다.

<제2실시 예>

전술한 실시 예에서 RNC가 이웃 셀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UE가 자체적으로 현재의 셀과 이웃 셀로부터의

동일한 MBMS 데이터들을 소프트 컴바이닝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후술 될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서는 RNC가 이

웃 셀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지 않더라도 UE가 자체적으로 현재의 셀과 핸드오버를 위한 이웃 셀로부터의 동일한

MBMS 데이터들을 소프트 컴바이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기 UE는 소프트 핸드오버가 필요하다

고 판단될 시 대상 셀(핸드오버를 위한 이웃 셀)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상기 획득한 대상 셀에 관한 정보에

의해 상기 대상 셀로부터의 MBMS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후술 될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는 크게 세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 : 소프트 컴바이닝의 필요 여부를 판단함.

두 번째 단계 : 대상 셀로부터 원하는 MBMS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들을 수집함.

세 번째 단계 : 수집한 정보들에 의해 대상 셀로부터의 MBMS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대상 셀로부터의 MBMS 데이터와

현재 셀로부터의 MBMS 데이터를 소프트 컴바이닝함.

이하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동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대상 셀로부터의 MBMS 데이터는

MBMS 전송 채널(MBMS Transport Channel: MTCH)을 통해 전송되며, 상기 MTCH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이하

"MTCH 관련 정보"라 칭함)는 MCCH를 통해 전송되는 것을 가정한다. 또한, 상기 MCCH는 제2공통제어물리채널

(Secondary Common Control Physical Channel: S-CCPCH)을 통해 전송되며, 상기 S-CCPCH를 통해 상기 MCCH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이하 "MCCH 관련 정보"라 칭함)는 제1공통제어물리채널(Primary Common Control Physical

Channel: P-CCPCH)을 통해 전송되는 것을 가정한다. 하지만, 전술한 가정이 아닌 다른 가정이 성립할 수 있음은 자명하

다.

상기 제2실시 예에 따른 동작을 살펴보면, UE는 핸드오버에 따른 소프트 컴바이닝이 필요한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상

기 핸드오버에 따른 소프트 컴바이닝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제1실시 예에서 도 5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였

다. 상기 UE는 상기 소프트 컴바이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기 소프트 컴바이닝을 위한 대상 셀로부터의 P-CCPCH

를 수신한다. 앞에서 가정하였듯이 상기 UE는 상기 P-CCPCH를 수신함으로써, MCCH를 수신하기 위해 요구되는 MCCH

관련 정보를 획득한다. 상기 UE는 상기 MCCH 관련 정보에 의해 S-CCPCH를 통해 전송되는 MCCH를 수신한다. 상기

UE는 상기 MCCH를 수신함으로써, MTCH 관련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상기 MTCH 관련 정보는 상기 대상 셀에서 제공

되고 있는 MBMS 서비스들의 식별자 정보와, 특정 MBMS 서비스에 따른 MBMS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 채널 정보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상기 UE는 상기 MCCH를 수신함으로써, 자신이 현재 서빙 셀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MBMS 서비스가

상기 대상 셀에서도 제공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상기 대상 셀에서 자신이 원하는 MBMS 서비스가 이루어지

고 있다고 판단되면, 상기 UE는 상기 MTCH 관련 정보에 포함된 채널 정보에 의해 자신이 원하는 MBMS 데이터가 전송

되는 MTCH를 수신한다. 상기 MTCH를 수신함으로써 상기 UE는 상기 대상 셀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MBMS 데이터를 복

원할 수 있다. 상기 UE는 상기 대상 셀로부터 MBMS 데이터를 수신하는 중에도 상기 서빙 셀로부터의 MBMS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신한다. 따라서, 상기 UE는 상기 대상 셀로부터 수신한 MBMS 데이터와 상기 서빙 셀로부터 수신한 MBMS

데이터와의 소프트 컴바이닝이 가능하다.

<제3실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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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3실시 예에서는 UE가 현재 MBM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빙 셀로부터의 MCCH를 통해 각 인접 셀들에

대응한 MCCH 관련 정보를 수신하고, 핸드오버에 따른 소프트 컴바이닝이 요구될 시 해당 인접 셀에 대응한 MCCH 관련

정보에 의해 상기 해당 인접 셀로부터의 MCCH를 수신한다. 상기 MCCH를 수신함으로써, 상기 UE는 MTCH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상기 UE는 상기 획득한 MTCH 관련 정보에 의해 원하는 MTCH를 통한 MBMS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한 MBMS 데이터와 상기 서빙 셀로부터의 MBMS 데이터와의 컴바이닝을 수행한다.

전술한 제1 내지 제3실시 예에 있어, UE가 핸드오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소프트 컴바이닝을 수행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인접 셀로부터의 신호 세기가 소프트 컴바이닝을 수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프트 컴바이닝이 이

루어지도록 구현할 수도 있다. 즉, 일정한 임계 값을 설정하고, 상기 임계 값보다 큰 신호 세기가 수신되는 인접 셀에 대해

본 발명의 제1 내지 제3실시 예를 적용하도록 한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MBMS 서비스를 지원하는 비동기 방식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이동단말이 복

수의 기지국들로부터 데이터 수신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할 시 상기 이동단말에게 소프트 핸드오버를 제공한다. 이로써

본 발명은 MBMS 사용자가 기존의 셀에서 새로운 셀로 이동하더라도 안정적인 MBMS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사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동단말이 핸드오버 영역에 위치하는 경우 복수의 기지국들로부터 수신되는 데이

터들을 스스로 소프트 컴바이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기지국들의 송신 전력을 낮출 수 있게 되고 보다 효율적인 전력 사

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MBMS 서비스)에 따른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데이터(MBMS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1기지국과,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 상기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데이터를 수신하는 이동단말

과, 상기 제1기지국에 인접한 주변 기지국들을 포함하는 비동기 방식의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상기 이동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 및 상기 주변 기지국으로부터의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데이터를 소프트 컴바이닝하

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주변 기지국들로부터 제공되는 MBMS 서비스들을 식별하는 정보들과, 상기 주변 기지국들

로부터의 MBMS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채널 정보들을 포함하는 MBMS 서비스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는 과정과,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측정값과 상기 주변 기지국들 중 적어도 하나의 주변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측정값을 비교하여 상기 소프트 컴바이닝이 요구되는 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소프트 컴바이닝이 요구될 시 상기 MBMS 서비스 관련 정보에 의해 상기 소프트 컴바이닝이 요구되는 주변 기지국으

로부터의 MBMS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한 MBMS 데이터와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의 MBMS 데이터와의 소프트

컴바이닝을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MBMS 데이터를 소프트 컴바이닝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값은 공통파일럿채널 신호의 수신 세기임을 특징으로 하는 MBMS 데이터를 소프트 컴바이닝하

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값은 공통파일럿채널의 신호대 잡음 비임을 특징으로 하는 MBMS 데이터를 소프트 컴바이닝하

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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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측정값에 비해 상기 적어도 하나의 주변 기지국으로부터 수신

되는 신호의 측정값이 소정 기준 값 이상 크면 상기 소프트 컴바이닝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함을 특징으로 하는 MBMS

데이터를 소프트 컴바이닝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측정값과 상기 제2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측정값의

차이가 미리 정해진 히스테리시스 값 이내에 있으면 상기 소프트 컴바이닝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함을 특징으로 하는

MBMS 데이터를 소프트 컴바이닝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주변 기지국으로부터의 모든 다중 경로 신호들의 측정값들의 합산 값이 상기 제1기

지국으로부터의 모든 다중 경로 신호들의 측정값들의 합산 값보다 소정 기준 값 이상 크면 상기 소프트 컴바이닝이 요구되

는 것으로 판단함을 특징으로 하는 MBMS 데이터를 소프트 컴바이닝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주변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세기와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세기 차이

가 소정 히스테리시스 값 이내에 존재하면 상기 소프트 컴바이닝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함을 특징으로 하는 MBMS 데이

터를 소프트 컴바이닝하는 방법.

청구항 8.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MBMS 서비스)에 따른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데이터(MBMS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1기지국과,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 상기 MBMS 데이터를 수신하는 이동단말과, 상기 제1기지국에 인접한

주변 기지국들을 포함하는 비동기 방식의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상기 이동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

터의 MBMS 데이터와 상기 주변 기지국으로부터의 MBMS 데이터와의 소프트 컴바이닝을 결정하는 장치에 있어서,상기

제1기지국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주변 기지국로부터의 신호들을 수신하고, 상기 신호들 각각에 대응한 측정값들을 출력

하는 서쳐와,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주변 기지국들에서 제공하는 MBMS 서비스들을 식별하는 정보들과, 상기 주변 기지국들로

부터의 MBMS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채널 정보들을 포함하는 MBMS 서비스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고, 상기 서쳐로부터

의 측정값들을 비교하여 상기 소프트 컴바이닝이 요구될 시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의 MBMS 데이터와 상기 컴바이닝이

요구되는 적어도 하나의 주변 기지국으로부터의 MBMS 데이터를 수신할 핑거들을 할당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주변 기지국에 대응하여 할당된 핑거가 상기 MBMS 서비스 관련 정보에 의해 상기 주변 기지국으로부터의

MBMS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한 MBMS 데이터를 상기 제1기지국에 대응하여 할당된 핑거에 의해 수신된 MBMS

데이터와 컴바이닝을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MBMS 데이터와의 소프트 컴바이닝을 결정하는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값은 공통파일럿채널의 수신신호 세기 값임을 특징으로 하는 MBMS 데이터와의 소프트 컴바이

닝을 결정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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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값은 공통파일럿채널의 신호대 잡음 비임을 특징으로 하는 MBMS 데이터와의 소프트 컴바이닝

을 결정하는 장치.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주변 기지국으로부터의 모든 다중 경로 신호들의 측정값들의 합산 값이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의 모든 다중 경로

신호들의 측정값들의 합산 값보다 소정 기준 값 이상 크면 상기 소프트 컴바이닝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함을 특징으로 하

는 MBMS 데이터와의 소프트 컴바이닝을 결정하는 장치.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주변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세기와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세기 차이가 소정 히스테리

시스 값 이내에 존재하면 상기 소프트 컴바이닝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함을 특징으로 하는 MBMS 데이터와의 소프트 컴

바이닝을 결정하는 장치.

청구항 13.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MBMS 서비스)에 따른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데이터(MBMS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1기지국과,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 상기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데이터를 수신하는 이동단말

과, 상기 제1기지국에 인접한 주변 기지국들을 포함하는 비동기 방식의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상기 이동

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 및 상기 주변 기지국으로부터의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데이터를 소프트 컴바이닝하

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측정값과 상기 주변 기지국들 중 적어도 하나의 주변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측정값을 비교하여 상기 소프트 컴바이닝이 요구되는 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소프트 컴바이닝이 요구될 시 상기 소프트 컴바이닝이 요구되는 주변 기지국으로부터 MBMS 서비스들을 식별하는

정보들과, 상기 주변 기지국들로부터의 MBMS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채널 정보들을 포함하는 MBMS 서비스 관련 정보

를 수집하고, 상기 MBMS 서비스 관련 정보에 의해 상기 주변 기지국으로부터의 MBMS 데이터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한 MBMS 데이터와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의 MBMS 데이터와의 소프트 컴바이닝을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함

을 특징으로 하는 MBMS 데이터를 소프트 컴바이닝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MBMS 서비스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은,

상기 주변 기지국으로부터의 제1공통제어물리채널을 통해 MBMS 제어채널 관련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MBMS 제어채널 관련 정보에 의해 MBMS 제어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상기 MBMS 서비스 관련 정보를 수신하는 단

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MBMS 데이터를 소프트 컴바이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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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값은 공통파일럿채널 신호의 수신 세기임을 특징으로 하는 MBMS 데이터를 소프트 컴바이닝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값은 공통파일럿채널의 신호대 잡음 비임을 특징으로 하는 MBMS 데이터를 소프트 컴바이닝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측정값에 비해 상기 적어도 하나의 주변 기지국으로부터 수신

되는 신호의 측정값이 소정 기준 값 이상 크면 상기 소프트 컴바이닝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함을 특징으로 하는 MBMS

데이터를 소프트 컴바이닝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측정값과 상기 제2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측정값의

차이가 미리 정해진 히스테리시스 값 이내에 있으면 상기 소프트 컴바이닝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함을 특징으로 하는

MBMS 데이터를 소프트 컴바이닝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주변 기지국으로부터의 모든 다중 경로 신호들의 측정값들의 합산 값이 상기 제1기

지국으로부터의 모든 다중 경로 신호들의 측정값들의 합산 값보다 소정 기준 값 이상 크면 상기 소프트 컴바이닝이 요구되

는 것으로 판단함을 특징으로 하는 MBMS 데이터를 소프트 컴바이닝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주변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세기와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세기 차이

가 소정 히스테리시스 값 이내에 존재하면 상기 소프트 컴바이닝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함을 특징으로 하는 MBMS 데이

터를 소프트 컴바이닝하는 방법.

청구항 21.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MBMS 서비스)에 따른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데이터(MBMS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1기지국과,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 상기 MBMS 데이터를 수신하는 이동단말과, 상기 제1기지국에 인접한

주변 기지국들을 포함하는 비동기 방식의 부호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상기 이동단말이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

터의 MBMS 데이터와 상기 주변 기지국으로부터의 MBMS 데이터와의 소프트 컴바이닝을 결정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제1기지국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주변 기지국로부터의 신호들을 수신하고, 상기 신호들 각각에 대응한 측정값들을

출력하는 서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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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쳐로부터의 측정값들을 비교하여 상기 소프트 컴바이닝이 요구되는 주변 기지국으로부터 MBMS 서비스들을 식별

하는 정보들과, 상기 주변 기지국들로부터의 MBMS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채널 정보들을 포함하는MBMS 서비스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고,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의 MBMS 데이터와 상기 컴바이닝이 요구되는 주변 기지국으로부터의

MBMS 데이터를 수신할 핑거들을 할당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주변 기지국에 대응하여 할당된 핑거가 상기 MBMS 서비스 관련 정보에 의해 상기 주변 기지국으로부터의

MBMS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한 MBMS 데이터와 상기 제1기지국에 대응하여 할당된 핑거에 의해 수신된 MBMS

데이터와의 컴바이닝을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MBMS 데이터와의 소프트 컴바이닝을 결정하는 장치.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값은 공통파일럿채널의 수신신호 세기 값임을 특징으로 하는 MBMS 데이터와의 소프트 컴바

이닝을 결정하는 장치.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값은 공통파일럿채널의 신호대 잡음 비임을 특징으로 하는 MBMS 데이터와의 소프트 컴바이

닝을 결정하는 장치.

청구항 24.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주변 기지국으로부터의 모든 다중 경로 신호들의 측정값들의 합산 값이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의 모든 다중 경로

신호들의 측정값들의 합산 값보다 소정 기준 값 이상 크면 상기 소프트 컴바이닝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함을 특징으로 하

는 MBMS 데이터와의 소프트 컴바이닝을 결정하는 장치.

청구항 25.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주변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세기와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세기 차이가 소정 히스테리

시스 값 이내에 존재하면 상기 소프트 컴바이닝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함을 특징으로 하는 MBMS 데이터와의 소프트 컴

바이닝을 결정하는 장치.

청구항 26.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MBMS 서비스 관련 정보는, 상기 주변 기지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MBMS 서비스들을 식별하는 정

보들과, 상기 주변 기지국으로부터의 MBMS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채널 정보들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MBMS 데이

터와의 소프트 컴바이닝을 결정하는 장치.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MBMS 서비스를 식별하는 정보들이 상기 제1기지국으로부터의 MBMS 서비스를

포함하면, 상기 주변 기지국으로부터의 MBMS 데이터를 수신할 핑거를 할당함을 특징으로 하는 MBMS 데이터와의 소프

트 컴바이닝을 결정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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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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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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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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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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