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AS
(12)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공개된 국제줄원

(19)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사무국

(10) 국제공 개번호
(43) 국제공개일

2016 년 10 월 13 일 (13.10.2016) WO 2016/163825 A l
W Ο P C T

(51) 국제특허분류: (81) 지정국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 가능한 모든 종류의
H04W 24/10 {200 .01) H04W 92/18 (2009.01) 국내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 : AE, AG, AL, AM, AO,
H04W 8/00 (2009.01) AT, AU, AZ, BA, BB, BG, BH, BN, BR, BW, BY, BZ,

CA, CH, CL, CN, CO, CR, CU, CZ, DE, DK, DM, DO,
(21) 국제출원번호: PCT/KR2016/003736 DZ, EC, EE, EG, ES, FI, GB, GD, GE, GH, GM, GT, HN,
(22) 국제출원일: 2016 년 4 월 8 일 (08.04.2016) HR, HU, ID, IL, IN, IR, IS, JP, KE, KG, KN, KP, KR, KZ,

LA, LC, LK, LR, LS, LU, LY, MA, MD, ME, MG, MK,
(25) 출원언어 : 한국어 MN, MW, MX, MY, MZ, NA, NG, NI, NO, NZ, OM, PA,

(26) 공개언어 : PE, PG, PH, PL, PT, QA, RO, RS, RU, RW, SA, SC, SD,한국어
SE, SG, SK, SL, SM, ST, SV, SY, TH, TJ, TM, TN, TR,

(30) 우선권정보: TT, TZ, UA, UG, US, UZ, VC, VN, ZA, ZM, ZW.
62/144,343 2015 년 4 월 8 일 (08.04.2015)

(84)62/145,479 2015 년 4 월 9 일 9.04.20 15 지정국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 가능한 모든 종류의

62/25 1,694 2015 년 11월 6 일 (06.1 1.2015) 역내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 : ARIPO (BW, GH, GM,
uuU KE, LR, LS, MW, MZ, NA, RW, SD, SL, ST, SZ, TZ, UG,

(71) 출원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LG ELECTRONIC
ssS
S ZM, ZW), 유 라 시 아 (AM, AZ, BY, KG, KZ, RU, TJ,

INC.) [KR/KR]; 07336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TM), 유 럽 (AL, AT, BE, BG, CH, CY, CZ, DE, DK, EE,
Seoul (KR). ES, FI, FR, GB, GR, HR, HU, IE, IS, IT, LT, LU, LV, MC,

MK, MT, NL, NO, PL, PT, RO, RS, SE, SI, SK, SM, TR),
(72) 발명자: 정성훈 (JUNG, Siinghoon ) ; 0 6772 서울시 서초

OAPI (BF, BJ, CF, CG, CI, CM, GA, GN, GQ, GW, KM,구 양재대로 11길 19 L G 전자 특허센터 , Seoul (KR). 이
ML, MR, NE, SN, TD, TG).재욱 (LEE, Jaewook); 06772 서울시 서초구 양재랴로

11길 19 L G 전자 특허센터 , Seoul (KR). 공개 :

(74) 대리인: 인비전 특허법인 (ENVISION PATENT & 국제조사보 고서와 함께 (조약 제 2 1조 (3))
LAW FIRM);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 길 5
(역삼동 삼흥역 삼빌딩 2 층), Seoul (KR).

(54) Title: METHOD FOR TRANSMITTING SIDELINK TERMINAL INFORMATION OF TERMINAL IN WIRELESS COM
MUNICATION SYSTEM AND TERMINAL UTILIZING THE METHOD

(54) 발명의 명칭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단말의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 전송 방법 및 상기 방법을 이용하는 단말

(57) Abstract: Provided are a method for tran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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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and a terminal util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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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동작 수행에 미가 있음을
알리는 Interest 정보 sidelink system information report from a serving

= - S 9 cell located on a first frequency, wherein the sidelink
system information report request i s a message r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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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링크 시스템 정보 보고 요청 with a sidelink action acquired from another cell of a
타이머 개시- S192 second frequency, and sidelink terminal information,

comprising system information associated with the
이웃 셀의 발견 동작 sidelink action acquired from another cell of the
설정 수신 (S1 94) 이웃 셀의 발견 동작 설정을 포함하는 second frequency, i s reported to the serving cell.사이드링크 시스템 정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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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머 만료-
요약서 :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단말의 사 이

드링크 단말 정보 전송 방법 및 상기 방법을 이
용하는 단말을 제공한다 . 상기 방법은 제 1 주파
수에 위치한 서빙 셀로부터 사이드링크 시스템
정보 보고 요청을 수신하되 , 상기 사이드링크 시
스템 정보 보고 요청은 제 2 주파수의 다른 셀로
부터 획득한 사 이드링크 동작에 관련된 시스템
정보를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이고 , 상기
제 2 주파수의 다른 셀로부터 획득한 사이드링크
동작에 관련된 시스템 정보를 포함하는 사 이드
링크 단말 정보를 상기 서빙 셀로 보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명세서
발명의 명칭: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단말의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

전송 방법 및 상기 방법을 이용하는 단말
기술분야

[1] 본 발명은 무선 통신에 관한 것으로서 , 보다 상세하 게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단말이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및 이 방법을 이용하는 단말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2] ITU-R(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Radio communication sector) 에서는

3세대 이후의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IMT(Intem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Advanced 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IMT-Advanced 는
정지 및 저속 이동 상태에서 lGbps, 고속 이동 상태에서 100Mbps 의 데이터
전송률로 IP(Internet Protocol) 기반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한다.

[3]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는 IMT-Advanced 의 요구 사항을
층족시 키는 시스템 표준으로 OFDMA(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SC-FDMA(Single Carrier-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전송방식
기반인 LTE(Long Term Evolution) 를 개선한 LTE-Advanced(LTE-A) 를 준비하고
있다. LTE-A 는 IMT-Advanced 를 위한 유력한 후보 중의 하나이 다.

[4] 최근 장치들 간 직접통신을 하는 D2D (Device-to-Device)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 D2D 는 공중 안전 네트워크 (public safety network) 을 위한
통신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상업적 통신 네트워크는 빠르게 LTE 로 변화하고
있으나 기존 통신 규격과의 층돌 문제와 비용 측면에서 현재의 공중 안전
네트워크는 주로 2G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간극과 개선된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공중 안전 네트워크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5] 공중 안전 네트워크는 상업적 통신 네트워크에 비해 높은 서비스 요구
조건(신뢰 도 및 보안성)을 가지며 특히 셀를러 통신의 커버리지가 미치지 않거나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도,장치들 간의 직접 신호 송수신 즉, D2D 동작도
요구하고 있다.

[6] D2D 동작은 근접한 기기들 간의 신호 송수신 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D2D 단말은 높은 전송률 및 낮은 지연을 가지며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다. 또한, D2D 동작은 기지국에 몰리는 트래픽을 분산시 킬 수
있으며 , D2D 단말이 중계기 역할을 한다면 기지국의 커버리지를 확장시 키는
역할도 할 수 있다.

[7] LTE-A 에서는 단말 대 단말 간의 인터페이스를 사이드링크 (sidelink) 라 칭한다.
사이드링크에서 단말이 수행할 수 있는 동작에 는 사이드링크 통신(sidelink



communication) 과 사이드링크 발견(sidelink discovery) 가 있다.
[8] 종래기술에서는 단말이 항상 서빙 셀 내에서만 사이드링크 발견 신호를

전송하고, 사이드링크 발견 신호에 대한 설정도 서빙 셀에서만 받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그러나,장래의 무선통신 시스템에서는 단말이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비-서빙 주파수의 비-서빙 셀에서 사이드링크 발견 신호를 전송할 수도
있다. 즉, 단말은 사이드링크 동작을 서빙 주파수가 아닌 다른 주파수에서
수행할 수 있다.

[9] 단말은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를 통해 네트워크에 게 사이드링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데, 종래의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에서는 단말이 사이드링크 발견
신호를 전송하는데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파수나 셀을 알려줄 수 없었다.
따라서 ,종래의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를 장래의 무선통신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 이다.
[10] 또한, 단말이 사이드링크 동작을 수행하는데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파수나

셀을 네트워크가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주파수의 셀이 제공하는 사이드링크 동작
관련 설정 역시 알 수 없었다. 따라서 , 네트워크가 상기 단말의 사이드링크
동작을 보조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적 과제
[11]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단말의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하는 단말을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 해결 수단
[12] 일측면에서 ,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단말의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 전송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방법은 제1주파수에 위치한 서빙 셀로부터 사이드링크 시스템
정보 보고 요청을 수신하되 ,상기 사이드링크 시스템 정보 보고 요청은 제2
주파수의 다른 셀로부터 획득한사이드링크 동작에 관련된 시스템 정보를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이고,상기 제2 주파수의 다른 셀로부터 획득한
사이드링크 동작에 관련된 시스템 정보를 포함하는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를
상기 서빙 셀로 보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3] 상기 제1주파수 및 상기 제2 주파수는 서로 다른 주파수들일 수 있다.
[14] 상기 사이드링크 동작은 발견 동작일 수 있다.
[15] 상기 사이드링크 시스템 정보 보고 요청을 수신하였을 때, 타이머를 시작할 수

있다.
[16] 상기 타이머는 상기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를 전송할 때 멈출 수 있다.
[17] 상기 타이머가 만료되면,상기 제2 주파수의 다른 셀로부터 사이드링크 동작에

관련된 시스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
[18] 상기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는 상기 다른 셀이속한 PLMN (public land mobile



network) 의 ID(identity) 를 포함할 수 있다.
[19] 상기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는 상기 다른 셀의 셀 ID 를 더 포함할 수 있다.
[20] 상기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는 상기 제2 주파수를 지시하는 정보를 더 포함할 수

있다.
[21] 상기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는, 사이드링크 수신 자원 정보, 사이드링크 전송

자원 정보, 전송 전력 설정 정보, 동기화 정보 및 셀 선택 또는 재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22] 상기 시스템 정보는 사이드링크 발견 동작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시스템
정보 블록 19(system information block 19: SIB19) 일 수 있다.

[23] 다른 측면에서 제공되는 단말은, 무선 신호를 송신 및 수신하는 RF(Radio

Frequency) 부 및 상기 RF부와 결합하여 동작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되, 상기
프로세 서는, 제 1 주파수에 위치한 서빙 셀로부터 사이드링크 시스템 정보 보고
요청을 수신하되, 상기 사이드링크 시스템 정보 보고 요청은 제2 주파수의 다른
셀로부터 획득한 사이드링크 동작에 관련된 시스템 정보를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이고, 상기 제2 주파수의 다른 셀로부터 획득한 사이드링크
동작에 관련된 시스템 정보를 포함하는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를 상기 서빙 셀로
보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24] 본 발명에 따르면, 단말이 발견 신호 전송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파수, 셀,

상기 셀이 포함된 PLMN, 상기 셀이 시스템 정보를 통해 제공하는 사이드링크
동작 관련 설정 등을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를 통해 네트워 크에게 알려줄 수
있다. 따라서 , 네트워크는 상기 단말에 대한 상향링크 스케줄링 시 상기 단말의
사이드링크 동작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 단말의 사이드링크 동작의 성능

열화를 방지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25]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무선통신 시스템을 나타낸다.
[26] 도 2는 사용자 평면(user plane) 에 대한 무선 프로토콜 구조 (radio protocol

architecture) 를 나타낸 블록도 이다.
[27] 도 3은 제어 평면(control plane) 에 대한 무선 프로토콜 구조를 나타낸

블록도 이다.
[28] 도 4는 RRC 아이들 상태의 단말의 동작을 나타내는 흐름도 이다.
[29] 도 5는 RRC 연결을 확립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 이다.
[30] 도 6은 RRC 연결 재설정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 이다.
[31] 도 7은 RRC 연결 재확립 절차를 나타내 는 도면이다.
[32] 도 8은 단말이 RRCJDLE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서브 상태(substate) 들과

서브상태 천이 과정을 예시한다.
[33] 도 9는 ProSe를 위한 기준 구조를 나타낸다.



[34] 도 10은 ProSe 직접 통신을 수행하는 단말들과 셀 커버리지의 배치 예들을
나타낸다.

[35] 도 11은 ProSe 직접 통신을 위한 사용자 평면 프로토 콜 스택을 나타낸다.
[36] 도 12는 D2D 발견을 위한 PC 5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37] 도 13은 ProSe 직접 발견 과정의 일 실시예이다.
[38] 도 14는 ProSe 직접 발견 과정의 다른 실시예이다.
[39] 도 15는 장래의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 단말이 사이드링크 동작을 수행하는 일

예를 나타낸다.
[40] 도 1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단말의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 전송 방법을

나타낸다.
[41] 도 1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단말의 사이드 링크 단말 정보 전송 방법을

나타낸다.
[42] 도 1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단말의 사이드 링크 단말 정보 전송

방법을 나타낸다.
[43] 도 1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웃 셀의 발견 동작 설정 보고 방법을

나타낸다.
[44] 도 20은 단말이 수행하는 이웃 셀에 대한 ProSe 자원 보고 방법을 나타낸다.
[45] 도 2 1은 단말이 수행하는 이웃 셀에 대한 ProSe 자원 보고 방법의 다른 예를

나타낸다.
[46] 도 22는 본 발명의 실시예가 구현되는 단말을 나타낸 블록도 이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형태
[47] 도 1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무선통신 시스템을 나타낸다. 이는

E-UTRAN(Evolved-UMTS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 또는 LTE(Long Term

Evolution)/LTE-A 시스템이라고도 불릴 수 있다.
[48] E-UTRAN 은 단말(10; User Equipment, UE) 에게 제어 평면(control plane) 과

사용자 평면(user plane) 을 제공하는 기지국 (20; Base Station, BS)을 포함한다.
단말(10) 은 고정되거나 이동성을 가질 수 있으며 , MS(Mobile station), UT(User

Terminal), SS(Subscriber Station), MT(mobile terminal), 무선기 기(Wireless Device)

등 다른 용어로 불릴 수 있다. 기지국 (20) 은 단말(10) 과 통신하는 고정된
지점(fixed station) 을 말하며, eNB(evolved-NodeB), BTS(Base Transceiver System),

액세스 포인트 (Access Point) 등 다른 용어로 불릴 수 있다.
[49] 기지국 (20) 들은 X 2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서로 연결될 수 있다. 기지국 (20) 은 S1

인터페이스를 통해 EPC(Evolved Packet Core, 30), 보다 상세하게는 S1-MME 를
통해 MME(Mobility Management Entity) 와 Sl-U 를 통해 S-GW(Serving Gateway) 와

연결된다.
[50] EPC(30) 는 MME, S-GW 및 P-GW(Packet Data Network-Gateway) 로 구성된다.

MME 는 단말의 접속 정보나 단말의 능력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 이러한



정보는 단말의 이동성 관리에 주로 사용된다 . S-GW 는 E-UTRAN 을 종단점으로
갖는 게이트웨이이며 , P-GW 는 PDN 을 종단점으로 갖는 게이트웨이이다.

[51] 단말과 네트워크 사이의 무선인터페이스 프로토콜 (Radio Interface Protocol) 의
계층들은 통신시스템에서 널리 알려진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 속 (Open System

Interconnection; OSI) 기준 모델의 하위 3개 계층을 바탕으로 L 1 (제 1계층), L 2
(제2계층), L3( 제3계층)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제 1계층에 속하는
물리계층은 물리채널(Physical Channel) 을 이용한 정보전송서 비스 (Information

Transfer Service) 를 제공하며 , 제 3계층에 위치하는 RRC(Radio Resource Control)

계층은 단말과 네트워크 간에 무선자원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RRC 계층은 단말과 기지국간 RRC 메시지를 교환한다.

[52] 도 2는 사용자 평면(user plane) 에 대한 무선 프로토콜 구조 (radio protocol

architecture) 를 나타낸 블록도이 다. 도 3은 제어 평면(control plane) 에 대한 무선
프로토콜 구조를 나타낸 블록도 이다. 사용자 평면은 사용자 데이터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 스택(protocol stack) 이고, 제어 평면은 제어신호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
스택이다.

[53] 도 2 및 3을 참조하면, 물리계층 (PHY(physical) layer) 은 물리채널(physical

channel) 을 이용하여 상위 계층에게 정보 전송 서비스 (information transfer

service) 를 제공한다. 물리계층은 상위 계층인 MAC(Medium Access Control)

계층과는 전송채널(transport channel) 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전송채널을 통해
MAC 계층과 물리계층 사이로 데이터가 이동한다. 전송채널은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가 어떻게 어떤 특징으로 전송되 는가에 따라

분류된다.
[54] 서로 다른 물리계층 사이, 즉 송신기와 수신기의 물리계층 사이는 물리채널을

통해 데이터가 이동한다. 상기 물리채널은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방식으로 변조될 수 있고, 시간과 주파수를 무선자 원으로

활용한다.
[55] MAC 계층의 기능은 논리채널과 전송채 널간의 맵핑 및 논리채널에 속하는

MAC SDU(service data unit) 의 전송채널 상으로 물리채널로 제공되는
전송블록 (transport block) 으로의 다중화 /역다중화를 포함한다. MAC 계층은
논리채널을 통해 RLC(Radio Link Control) 계층에 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56] RLC 계층의 기능은 RLC SDU 의 연결(concatenation), 분할(segmentation) 및
재결합(reassembly) 를 포함한다. 무선베어러(Radio Bearer; RB) 가 요구하는
다양한 QoS(Quality of Service) 를 보장하기 위해 , RLC 계층은
투명모드 (Transparent Mode, TM), 비확인 모드 (Unacknowledged Mode, UM) 및
확인모드 (Acknowledged Mode, AM) 의 세 가지의 동작모드를 제공한다. A M

RLC 는 ARQ(automatic repeat request) 를 통해 오류 정정을 제공한다.
[57] RRC(Radio Resource Control) 계층은 제어 평면에서 만 정의된다. RRC 계층은

무선 베어러들의 설정(configuration), 재설정(re-configuration) 및 해제(release) 와



관련되어 논리채널, 전송채널 및 물리채널들의 제어를 담당한다. RB는 단말과
네트워 크간의 데이터 전달을 위해 제 1 계층 (PHY 계층) 및 제2 계층 (MAC 계층,
RLC 계층, PDCP 계층)에 의해 제공되는 논리적 경로를 의미한다.

[58] 사용자 평면에서의 PDCP(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 계층의 기능은
사용자 데이터의 전달, 헤더 압축 (header compression) 및 암호화 (ciphering) 를
포함한다. 제어 평면에서의 PDCP(Packet Data Convergence Protocol) 계층의
기능은 제어 평면 데이터의 전달 및 암호화 /무결정 보호 (integrity protection) 를
포함한다.

[59] RB가 설정된다는 것은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선 프로토콜 계층 및
채널의 특성을 규정하고, 각각의 구체적인 파라미터 및 동작 방법을 설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RB는 다시 SRB(Signaling RB) 와 DRB(Data RB) 두가지 로
나누어 질 수 있다. SRB 는 제어 평면에서 RRC 메시지를 전송하는 통로로
사용되며, DRB 는 사용자 평면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로로 사용된다.

[60] 단말의 RRC 계층과 E-UTRAN 의 RRC 계층 사이에 RRC 연결 (RRC

Connection) 이 확립되면, 단말은 RRC 연결 (RRC connected) 상태에 있게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 RRC 아이들 (RRC idle) 상태에 있게 된다.

[61] 네트워 크에서 단말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하향링크 전송채 널로는
시스템정보를 전송하는 BCH(Broadcast Channel) 과 그 이외에 사용자 트래픽이나
제어메시지를 전송하는 하향링 크 SCH(Shared Channel) 이 있다. 하향링 크
멀티캐스트 또는 브로드캐 스트 서비스의 트래픽 또는 제어메시지의 경우
하향링크 SCH 를 통해 전송될 수도 있고, 또는 별도의 하향링크 MCH(Multicast

Channel) 을 통해 전송될 수도 있다. 한편, 단말에서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상향링 크 전송채 널로는 초기 제어메시지를 전송하는 RACH(Random

Access Channel) 와 그 이외에 사용자 트래픽이나 제어메시지를 전송하는
상향링크 SCH(Shared Channel) 가 있다.

[62] 전송채널 상위에 있으며, 전송채널에 매핑되는 논리채널(Logical Channel) 로는
BCCH(Broadcast Control Channel), PCCH(Paging Control Channel), CCCH(Common

Control Channel), MCCH(Multicast Control Channel), MTCH(Multicast Traffic

Channel) 등이 있다.
[63] 물리채널(Physical Channel) 은 시간 영역에서 여러 개의 OFDM 심벌과 주파수

영역에서 여러 개의 부반송파 (Sub-carrier) 로 구성된다. 하나의
서브프레 임(Sub-frame) 은 시간 영역에서 복수의 OFDM 심벌(Symbol) 들로

구성된다. 자원블록은 자원 할당 단위로, 복수의 OFDM 심벌들과 복수의
부반송파 (sub-carrier) 들로 구성된다. 또한 각 서브프 레임은 PDCCH(Physical

Downlink Control Channel) 즉, L1/L2 제어채널을 위해 해당 서브프레 임의 특정
OFDM 심벌들(예, 첫번째 OFDM 심볼)의 특정 부반송 파들을 이용할 수 있다.
TTI(Transmission Time Interval) 는 서브프레 임 전송의 단위시간이다.

[64] 이하 단말의 RRC 상태 (RRC state)와 RRC 연결 방법에 대해 상술한다.



[65] RRC 상 태란 단말의 RRC 계층이 E-UTRAN 의 RRC 계층과 논리적 연결(logical

connection) 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말하며,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RRC 연결

상 태(RRC_CONNECTED),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RRC 아이들

상 태(RRCJDLE) 라고 부른다. RRC 연결 상 태의 단말은 RRC 연결이 존재하기

때문에 E-UTRAN 은 해당 단말의 존재를 셀 단위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단말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반면에 RRC 아이들 상 태의 단말은

E-UTRAN 이 파악할 수는 없으며, 셀 보다 더 큰 지역 단위인 트 래킹

영역(Tracking Area) 단위로 CN(core network) 이 관리한다. 즉 , RRC 아이들

상 태의 단말은 큰 지역 단위로 존재 여부만 파악되 며, 음성 이나 데이터와 같은

통상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RRC 연결 상태로 이동해야 한다.

[66] 사용자가 단말의 전원을 맨 처음 켰을 때, 단말은 먼저 적절한 셀을 탐색한 후

해당 셀에서 RRC 아이들 상 태에 머무른다. RRC 아이들 상 태의 단말은 RRC

연결을 맺을 필요가 있을 때 비로소 RRC 연결 과정(RRC connection procedure) 을

통해 E-UTRAN 과 RRC 연결을 확 립하고, RRC 연결 상태로 천이한다. RRC

아이들 상 태에 있던 단말이 RRC 연결을 맺을 필요가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사용자의 통화 시도 등의 이유로 상향 데이터 전송이

필요하다 거나, 아니면 E-UTRAN 으로부터 호출 (paging)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이에 대한 웅답 메시지 전송 등을 들 수 있다.

[67] RRC 계층 상위에 위치하는 NAS(Non- Access Stratum) 계층은 연결관리 (Session

Management) 와 이동성 관리(Mobility Management)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68] NAS 계층에서 단말의 이동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EMM-REGISTERED(EPS

Mobility Management-REGISTERED) 및 EMM-DEREGISTERED 두 가지 상 태가

정의되어 있으며, 이 두 상태는 단말과 MME 에게 적용된다. 초기 단말은

EMM-DEREGISTERED 상 태이며 , 이 단말이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서 초기

연결(Initial Attach) 절차를 통해서 해당 네트워크에 등록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상기 연결(Attach) 절차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단말 및 MME 는

EMM-REGISTERED 상 태가 된다.

[69] 단말과 EPC간 시그널링 연결(signaling connection) 을 관리하기 위하여

ECM(EPS Connection Management) -IDLE 상 태 및 ECM-CONNECTED 상 태 두

가지 상 태가 정의되어 있으며, 이 두 상태는 단말 및 MME 에게 적용된다.

ECM-IDLE 상 태의 단말이 E-UTRAN 과 RRC 연결을 맺으면 해당 단말은

ECM-CONNECTED 상 태가 된다. ECM-IDLE 상 태에 있는 MME 는 E-UTRAN 과

S1 연결(SI connection) 을 맺으면 ECM-CONNECTED 상 태가 된다. 단말이

ECM-IDLE 상 태에 있을 때에는 E-UTRAN 은 단말의 배경(context)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ECM-IDLE 상 태의 단말은 네트워크의 명령을 받을 필요 없이

셀 선택(cell selection) 또는 셀 재선택 (reselection) 과 같은 단말 기반의 이동성

관련 절차를 수행한다. 반면 단말이 ECM-CONNECTED 상 태에 있을 때에는

단말의 이동성은 네트워크의 명령에 의해서 관리된다. ECM-IDLE 상 태에서



단말의 위치가 네트워크가 알고 있는 위치와 달라질 경우 단말은 트래킹 영역
갱신 (Tracking Area Update) 절차를 통해 네트워크에 단말의 해당 위치를 알린다.

[70] 다음은, 시스템 정보 (System Information) 에 관한 설명이다.
[71] 시스템 정보는 단말이 기지국에 접속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를

포함한다. 따라서 단말은 기지국에 접속하기 전에 시스템 정보를 모두 수신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항상 최신의 시스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기
시스템 정보는 한 셀 내의 모든 단말이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이므로, 기지국은
주기적으로 상기 시스템 정보를 전송한다. 시스템 정보는 MIB(Master

Information Block) 및 복수의 SIB (System Information Block) 로 나뉜다.
[72] MIB 는 셀로부터 다른 정보를 위해 획득될 것이 요구되 는 가장 필수적 이고

가장 자주 전송되는, 제한된 개수의 파라미 터들을 포함할 수 있다. 단말은
하향링크 동기화 이후에 가장 먼저 MIB 를 찾는다. MIB 는 하향링크 채널 대역폭，
PHICH 설정 , 동기화를 지원하고 타이밍 기준으로서 동작하는 SFN, 및 eNB 전송
안테나 설정과 같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MIB 는 BCH(broadcase channel)

상으로 브로드 캐스트 전송될 수 있다.
[73] 포함된 SIB 들 중 SIB1 (Sy stemlnformationBlockType 1) 은

"SystemlnformationBlockTypel" 메시지에 포함되어 전송되며, SIB1 을 제외한
다른 SIB 들은 시스템 정보 메시지에 포함되어 전송된다. SIB 들을 시스템 정보
메시지에 맵핑시키는 것은 SIB 1에 포함된 스케쥴링 정보 리스트 파라미 터에
의하여 유동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 단, 각 SIB 는 단일 시스템 정보 메시지에
포함되며, 오직 동일한 스케쥴링 요구치 (e.g. 주기) 를 가진 SIB 들만이 동일한
시스템 정보 메시지에 맵핑될 수 있다. 또한,
SIB2(SystemInformationBlockType2) 는 항상 스케쥴링 정보 리스트의 시스템정보
메시지 리스트 내 첫번째 엔트리에 해당하는 시스템 정보 메시지에 맵핑된다.

동일한 주기 내에 복수의 시스템 정보 메시지가 전송될 수 있다. SIB1 및 모든
시스템 정보 메시지는 DL-SCH 상으로 전송된다.

[74] 브로드 캐스트 전송에 더하여, E-UTRAN 은 SIB1 은 기존에 설정된 값과
동일하게 설정된 파라미터를 포함한 채로 전용 시그널링 (dedicated signaling) 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SIB1 은 RRC 연결 재설정 메시지에 포함되어 전송될 수 있다.

[75] SIB1 은 단말 셀 접근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며 , 다른 SIB 들의 스케쥴링을
정의한다. SIB1 은 네트워크의 PLMN 식별자들, TAC(Tracking Area Code) 및 셀
ID, 셀이 캠프온 할 수 잇는 셀인지 여부를 지시하는 셀 금지 상태(cell barring

status), 셀 재선택 기준으로서 사용되는 셀내 요구되 는 최저 수신 레벨, 및 다른
SIB 들의 전송 시간 및 주기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76] SIB2 는 모든 단말에 공통되 는 무선 자원 설정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SIB2 는
상향링 크 반송파 주파수 및 상향링 크 채널 대역폭, RACH 설정, 페이지
설정(paging configuration), 상량링크 파워 제어 설정 , 사운딩 기준 신호
설정(Sounding Reference Signal configuration), ACK/NACK 전송을 지원하는



PUCCH 설정 및 PUSCH 설정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77] 단말은 시스템 정보의 획득 및 변경 감지 절차를 프라이 머리 셀(primary cell:

PCell) 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세컨더리 셀(secondary cell: SCell) 에 있어서,

E-UTRAN 은 해당 SCell 이 추가될 때 RRC 연결 상태 동작과 관련있는 모든
시스템 정보를 전용 시그널링 을 통해 제공해줄 수 있다. 설정된 SCell 의 관련된
시스템 정보의 변경시, E-UTRAN 은 고려되는 SCell 을 해제 (release) 하고 차후에

추가할 수 있는데, 이는 단일 RRC 연결 재설정 메시지와 함께 수행될 수 있다.
E-UTRAN 은 고려되는 SCell 내에서 브로드캐 스트 되었던 값과 다른 파라미 터

값들을 전용 시그널링을 통하여 설정해줄 수 있다.
[78] 단말은 특정 타입의 시스템 정보에 대하여 그 유효성 을 보장해 야 하며, 이와

같은 시스템 정보를 필수 시스템 정보 (required system information) 이라 한다.
필수 시스템 정보는 아래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79] - 단말이 RRC 아이들 상태인 경우: 단말은 SIB2 내지 SIB8 뿐만 아니라 MIB 및
SIB1 의 유효한 버전을 가지고 있도록 보장하여 야 하며, 이는 고려되는 RAT(radio

access technology) 의 지원에 따를 수 있다.

[80] - 단말이 RRC 연결 상태인 경우: 단말은 MIB, SIB1 및 SIB2 의 유효한 버전을
가지고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81] 일반적 으로 시스템 정보는 획득 후 최대 3시간 까지 유효성 이 보장될 수 있다.
[82] 일반적 으로, 네트워크가 단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세가지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단말은 셀의 타입 역시 다르게 인식한다. 아래에서 먼저 서비스 타입을
서술하고, 이어 셀의 타입을 서술한다.

[83] 1) 제한적 서비스 (Limited service): 이 서비스는 웅급 호출 (Emergency call) 및
재해 경보 시스템(Earthquake and Tsunami Warning System; ETWS) 를 제공하며 ,

수용가능 셀(acceptable cell) 에서 제공할 수 있다.
[84] 2) 정규 서비스 (Normal service): 이 서비스는 일반적 용도의 범용 서비스 (public

use)를 의미하여, 정규 셀(suitable or normal cell) 에서 제공할 수 있다.

[85] 3) 사업자 서비스 (Operator service): 이 서비스는 통신망 사업자를 위한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 셀은 통신망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사용자는

사용할 수 없다.
[86] 셀이 제공하는 서비스 타입과 관련하여, 셀의 타입은 아래와 같이 구분될 수

있다.
[87] 1) 수용가능 셀(Acceptable cell): 단말이 제한된 (Limited)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셀. 이 셀은 해당 단말 입장에서, 금지 (barred) 되어 있지 않고, 단말의 셀

선택 기준을 만족시키는 셀이다.
[88] 2) 정규 셀(Suitable cell): 단말이 정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셀. 이 셀은

수용가능 셀의 조건을 만족시 키며, 동시에 추가 조건들을 만족시 킨다. 추가적 인
조건으 로는, 이 셀이 해당 단말이 접속할 수 있는 PLMN(Public Land Mobile



Network) 소속이 어야 하고, 단말의 트래킹 영역(Tracking Area) 갱신 절차의
수행이 금지되지 않은 셀이어야 한다. 해당 셀이 CSG 셀이라고 하면, 단말이 이

셀에 CSG 멤버로서 접속이 가능한 셀이어야 한다.
[89] 3) 금지된 (Barred cell): 셀이 시스템 정보를 통해 금지된 셀이라는 정보를

브로드캐스 트하는 셀이다.

[90] 4) 예약된 셀(Reserved cell): 셀이 시스템 정보를 통해 예약된 셀이라는 정보를
브로드캐스 트하는 셀이다.

[91] 도 4는 RRC 아이들 상태의 단말의 동작을 나타내는 흐름도 이다. 도 4는 초기

전원이 켜진 단말이 셀 선택 과정을 거쳐 네트워크 망에 등록하고 이어 필요할
경우 셀 재선택 을 하는 절차를 나타낸다.

[92] 도 4를 참조하면, 단말은 자신이 서비스 받고자 하는 망인 PLMN(public land

mobile network) 과 통신하기 위한 라디오 접속 기술 (radio access technology; RAT,

무선 통신 방법) 를 선택한다 (S410). PLMN 및 RAT 에 대한 정보는 단말의
사용자가 선택할 수도 있으며,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93] 단말은 측정한 신호세 기나 품질이 특정한 값보다 큰 셀 중에서 ,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셀을 선택한다 (Cell Selection)(S420). 이는 전원이 켜진 단말이 셀 선택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초기 셀 선택(initial cell selection) 이라 할 수 있다. 셀 선택
절차에 대해서 이후에 상술하기로 한다. 셀 선택 이후 단말은, 기지국이

주기적으로 보내는 시스템 정보를 수신한다. 상기 말하는 특정한 값은 데이터

송/수신에서의 물리적 신호에 대한 품질을 보장받기 위하여 시스템에서 정의된
값을 말한다. 따라서 , 적용되는 RAT 에 따라 그 값은 다를 수 있다.

[94] 단말은 망 등록 필요가 있는 경우 망 등록 절차를 수행한다 (S430). 단말은
망으로부터 서비스 (예:Paging) 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정보 (예 :IMSI) 를 등록한다.
단말은 셀을 선택할 때 마다 접속하는 망에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며, 시스템
정보로부터 받은 망의 정보 (예:Tracking Area Identity; TAI) 와 자신이 알고 있는

망의 정보가 다른 경우에 망에 등록을 한다.
[95] 단말은 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환경 또는 단말의 환경 등을 기반으로 셀

재선택을 수행한다 (S440). 단말은 현재 서비스 받고 있는 기지국 (서빙
기지국)으로부터 측정한 신호의 세기나 품질의 값이 인접한 셀의
기지국으로부터 측정한 값보다 낮다면, 단말이 현재 접속한 기지국의 셀 보다 더
좋은 신호 특성을 제공하는 다른 셀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 과정을 2번 과정의
초기 셀 선택(Initial Cell Selection) 과 구분하여 셀 재선택 (Cell Re-Selection) 이라

한다. 이때, 신호특성의 변화에 따라 빈번히 셀이 재선택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간적인 제약조건을 둔다. 셀 재선택 절차에 대해서는 이후에
상술하기로 한다.

[96] 도 5는 RRC 연결을 확립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 이다.
[97] 단말은 RRC 연결을 요청하는 RRC 연결 요청(R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네트워크로 보낸다 (S510). 네트워크는 RRC 연결 요청에 대한

웅답으로 RRC 연결 설정(RRC Connection Setup) 메시지를 보낸다 (S520). RRC

연결 설정 메시지를 수신한 후 , 단말은 RRC 연결 모드로 진입한다.

[98] 단말은 RRC 연결 확 립의 성공적인 완료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RRC 연결

설정 완료 (RRC Connection Setup Complete) 메시지를 네트워크로 보낸다 (S530).

[99] 도 6은 RRC 연결 재설정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 이다 . RRC 연결

재설정(reconfiguration) 은 RRC 연결을 수정하는데 사용된다. 이는 RB

확 립/수정(modify)/ 해제 (release), 핸드오버 수행, 측정 셋업/수정/해제하기 위해

사용된다.

[100] 네트워크는 단말로 RRC 연결을 수정하기 위한 RRC 연결 재설정(RRC

Connection Reconfiguration) 메시지를 보낸다 (S610). 단말은 RRC 연결 재설정에

대한 웅답으로 , RRC 연결 재설정의 성공적인 완료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RRC 연결 재설정 완료 (RRC Connection Reconfiguration Complete) 메시지를

네트워크로 보낸다 (S620).

[101] 이하 에서 PLMN(public land mobile network) 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102] PLMN 은 모바일 네트워크 운 영자 에 의해 배치 및 운용되 는 네트워크이 다 . 각

모바일 네트워크 운 영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PLMN 을 운용한다. 각 PLMN 은

MCC(Mobile Country Code) 및 MNQMobile Network Code) 로 식별될 수 있다.

셀의 PLMN 정보는 시스 템 정보에 포함되어 브로드 캐스트 된다.

[103] PLMN 선택, 셀 선택 및 셀 재선택에 있어서 , 다양한 타입의 PLMN 들 이 단말에
의해 고려될 수 있다.

[104] HPLMN(Home PLMN) ：단말 IMSI 의 MCC 및 MNC 와 매칭되는 MCC 및

MNC 를 가지는 PLMN.

[105] EHPLMN(Equivalent HPLMN): HPLMN 과 등가로 취급되는 PLMN.

[106] RPLMN(Registered PLMN): 위치 등록이 성공적으로 마쳐진 PLMN.

[107] EPLMN(Equivalent PLMN): RPLMN 과 등가로 취급되는 PLMN.

[108] 각 모바일 서비스 수요자는 HPLMN 에 가입한다. HPLMN 또는 EHPLMN 에

의하여 단말로 일반 서비스가 제공될 때, 단말은 로밍 상 태(roaming state)에 있지

않는다. 반면, HPLMN/EHPLMN 이외의 PLMN 에 의하여 단말로 서비스가

제공될 때, 단말은 로밍 상 태에 있으며 , 그 PLMN 은 VPLMN(Visited

PLMN) 이라고 불리운다.

[109] 단말은 초기에 전원이 켜지면 사용 가능한 PLMN(public land mobile network) 을

검색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PLMN 을 선택한다. PLMN 은 모바일

네트워크 운 영자 (mobile network operator) 에 의해 배치되거나(deploy) 운 영되는

네트워크 이다 . 각 모바일 네트워크 운 영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PLMN 을

운 영한다. 각각의 PLMN 은 MCC(mobile country code) 및 MNC(mobile network

code) 에 의하여 식별될 수 있다. 셀의 PLMN 정보는 시스 템 정보에 포함되어

브로드 캐스트 된다. 단말은 선택한 PLMN 을 등록하려 고 시도한다. 등록이



성공한 경우 , 선택된 PLMN 은 RPLMN(registered PLMN) 이 된다. 네트워크는

단말에게 PLMN 리스트를 시그널링 할 수 있는데, 이는 PLMN 리스트에 포함된

PLMN 들을 RPLMN 과 같은 PLMN 이라 고 려할 수 있다. 네트워크 에 등록된

단말은 상시 네트워크에 의하 여 접근될 수 (reachable) 있어야 한다. 만 약 단말이

ECM-CONNECTED 상 태(동일 하게는 RRC 연결 상태) 에 있는 경우 , 네트워크는

단말이 서 비스를 받고 있음을 인지 한다. 그 러나 , 단말이 ECM-IDLE

상 태(동일 하게는 RRC 아 이들 상태) 에 있는 경우 , 단말의 상황이 eNB 에서는

유효하지 않지만 MME 에는 저장되어 있다. 이 경우 , ECM-IDLE 상 태의 단말의

위치는 TA(tracking Area) 들 의 리스트의 입도 (granularity) 로 오 직 MME 에게만

알려진다. 단 일 TA 는 TA 가 소속된 PLMN 식별자로 구성된 TAI(tracking area

identity) 및 PLMN 내의 TA 를 유 일하게 표 현하는 TAC(tracking area code) 에 의해

식별된다.

[110] 이어 , 선 택한 PLMN 이 제공하는 셀들 중에서 상 기 단말이 적절한 서 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신호 품질과 특성을 가진 셀을 선 택한다.

[111] 다음은 종 래 기술 에서 , 단말이 셀을 선 택하는 절차에 대해서 자 세히 설명한다.

[112] 전원이 켜지거나 셀에 머물 러 있을 때 , 단말은 적절한 품질의 셀을

선 택/재선 택하여 서 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들을 수 행한다.

[113] RRC 아 이들 상 태의 단말은 항상 적절한 품질의 셀을 선 택하여 이 셀을 통해

서 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 어 , 전원이 막 켜진

단말은 네트워크에 등록을 하기 위해 적절한 품질의 셀을 선 택해야 한다. RRC

연결 상 태에 있던 상 기 단말이 RRC 아 이들 상 태에 진 입하면, 상 기 단말은 RRC

아 이들 상 태에서 머무를 셀을 선 택해야 한다. 이와 같 이, 상 기 단말이 RRC

아 이들 상 태와 같은 서 비스 대기 상태로 머물고 있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셀을 고르는 과정을 셀 선 택(Cell Selection) 이라고 한다. 중요한 점은 ,

상 기 셀 선택은 상 기 단말이 상 기 RRC 아 이들 상태로 머물 러 있을 셀을 현재

결정하지 못 한 상 태에서 수행하 는 것 이므로, 가능한 신속하게 셀을 선 택하는

것 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일정 기준 이상의 무선 신호 품질을 제공하는

셀이라면, 비록 이 셀이 단말에게 가장 좋은 무선 신호 품질을 제공하는 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말의 셀 선 택 과정에서 선 택될 수 있다.

[114] 이제 3GPP TS 36.304 V8.5.0 (2009-03) "User Equipment (UE) procedures in idle

mode (Release 8)" 을 참조하 여 , 3GPP LTE 에서 단말이 셀을 선 택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상술 한다.

[115] 셀 선 택 과정은 크 게 두 가지로 나뉜다.

[116] 먼 저 초기 셀 선 택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는 상 기 단말이 무선 채널에 대한 사 전

정보가 없다. 따라서 상 기 단말은 적절한 셀을 찾기 위해 모든 무선 채널을

검색한다. 각 채널에서 상 기 단말은 가장 강한 셀을 찾는다. 이후, 상 기 단말이 셀

선 택 기준을 만족하는 적절한(suitable) 셀을 찾기만 하면 해당 셀을 선 택한다.

[ 117] 다 음으로 단말은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거 나 , 셀에서 방송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셀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셀 선택 과정에 비해 셀 선택이
신속할 수 있다. 단말이 셀 선택 기준을 만족하는 셀을 찾기만 하면 해당 셀을

선택한다. 만약 이 과정을 통해 셀 선택 기준을 만족하는 적절한 셀을 찾지

못하면, 단말은 초기 셀 선택 과정을 수행한다.

[118] 셀 선택 기준은 하기 식 1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119] [식 1]

[120] Srxlev > 0 AND Squal > 0 ,

where:

SrxleV ― Qrxl evmeas Qrx 1evm i n + Qrxl evminof fset ) Pcompensat ion

S Q i as ( Q q a min + Q q a l minof fset )

[121] 여기서, 상기 식 1의 각 변수는 하기 표 1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122] [표 1]

[123] 시그널링된 값들인 Q rxlevminoffset 및 Q qUa minoffset 은 단말이 VPLMN 내의 정규 셀에
캠프 하고 있는 동안 보다 높은 우선순위 의 PLMN 에 대한 주기적 탐색의

결과로서 셀 선택이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 위와 같이 보다
높은 우선순위 의 PLMN 에 대한 주기적 탐색동안, 단말은 이와 같은 보다 높은

우선순위의 PLMN 의 다른 셀로부터 저장된 파라미터 값들을 사용하여 셀 선택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124] 상기 단말이 일단 셀 선택 과정을 통해 어떤 셀을 선택한 이후, 단말의 이동성
또는 무선 환경의 변화 등으로 단말과 기지국간의 신호의 세기나 품질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선택한 셀의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 단말은 더 좋은 품질을
제공하는 다른 셀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셀을 다시 선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현재 선택된 셀보다 더 좋은 신호 품질을 제공하는 셀을 선택한다.
이런 과정을 셀 재선택 (Cell Reselection) 이라고 한다. 상기 셀 재선택 과정은,
무선 신호의 품질 관점에서 , 일반적으로 단말에게 가장 좋은 품질을 제공하는

셀을 선택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125] 무선 신호의 품질 관점 이외에, 네트워크는 주파수 별로 우선 순위(priority) 를

결정하여 단말에게 알릴 수 있다. 이러한 우선 순위를 수신한 단말은, 셀 재선택
과정에서 이 우선 순위를 무선 신호 품질 기준보다 우선적 으로 고려하게 된다.

[126] 위와 같이 무선 환경의 신호 특성에 따라 셀을 선택 또는 재선택하는 방법이
있으며 , 셀 재선택시 재선택 을 위한 셀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 셀의 RAT 와
주파수 (frequency)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셀 재선택 방법이 있을 수 있다.

[127] - 인트라- 주파수 (Intra-frequency) 셀 재선택: 단말이 캠핑 (camp) 중인 셀과 같은
RAT 과 같은 중심 주파수 (center-frequency) 를 가지는 셀을 재선택

[128] - 인터-주파수 (Inter-frequency) 셀 재선택: 단말이 캠핑 중인 셀과 같은 RAT 과
다른 중심 주파수를 가지는 셀을 재선택

[129] - 인터 -RAT(Inter-RAT) 셀 재선택: 단말이 캠핑 중인 RAT 와 다른 RAT 을
사용하는 셀을 재선택

[130] 셀 재선택 과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31] 첫째, 단말은 셀 재선택을 위하여 서빙 셀(serving cell) 및 이웃 셀(neighboring

cell) 의 품질을 측정한다.
[132] 둘째, 셀 재선택 은 셀 재선택 기준에 기반하여 수행된다. 셀 재선택 기준은 서빙

셀 및 이웃 셀 측정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133] 인트라- 주파수 셀 재선택 은 기본적으로 탱킹(ranking) 에 기반한다. 탱킹이라는

것은, 셀 재선택 평가를 위한 지표값을 정의하고, 이 지표값을 이용하여 셀들을
지표값의 크기 순으로 순서를 매기는 작업이다. 가장 좋은 지표를 가지는 셀을
흔히 최고 순위 셀(highest ranked cell) 이라고 부른다. 셀 지표값은 단말이 해당
셀에 대해 측정한 값을 기본으로, 필요에 따라 주파수 오프셋 또는 셀 오프셋을

적용한 값이다.
[134] 인터-주파수 셀 재선택은 네트워크에 의해 제공된 주파수 우선순위에

기반한다. 단말은 가장 높은 주파수 우선순위를 가진 주파수에 머무를 (camp on:

이하 캠프 온이라 표현할 수 있다) 수 있도록 시도한다. 네트워크는
브로드 캐스트 시그널링 (broadcast signaling) 를 통해서 셀 내 단말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또는 주파수 우선순위를 제공하거나, 단말별 시그널링 (dedicated

signaling) 을 통해 단말 별로 각각 주파수 별 우선순위를 제공할 수 있다.
브로드 캐스트 시그널링 을 통해 제공되는 셀 재선택 우선순위를 공용



우선순위 (common priority) 라고 할 수 있고, 단말별로 네트워크가 설정하는 셀
재선택 우선 순위를 전용 우선순위 (dedicated priority) 라고 할 수 있다. 단말은
전용 우선순위 를 수신하면, 전용 우선순위 와 관련된 유효 시간 (validity time) 를
함께 수신할 수 있다. 단말은 전용 우선순 위를 수신하면 함께 수신한 유효
시간으로 설정된 유효성 타이머 (validity timer) 를 개시한다. 단말은 유효성
타이머가 동작하는 동안 RRC 아이들 모드에서 전용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유효성 타이머가 만료되 면 단말은 전용 우선순위 를 폐기하고, 다시 공용

우선순위 를 적용한다.
[135] 인터-주파수 셀 재선택 을 위해 네트워크는 단말에 게 셀 재선택 에 사용되 는

파라미터(예를 들어 주파수별 오프셋 (frequency-specific offset)) 를 주파수별로

제공할 수 있다.
[136] 인트라- 주파수 셀 재선택 또는 인터- 주파수 셀 재선택을 위해 네트워크는

단말에게 셀 재선택에 사용되는 이웃 셀 리스트 (Neighboring Cell List, NCL) 를
단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NCL 은 셀 재선택에 사용되는 셀 별 파라미터(예를
들어 셀 별 오프셋 (cell-specific offset)) 를 포함한다

[137] 인트라- 주파수 또는 인터- 주파수 셀 재선택을 위해 네트워크는 단말에게 셀

재선택에 사용되는 셀 재선택 금지 리스트 (black list) 를 단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금지 리스트에 포함된 셀에 대해 단말은 셀 재선택을 수행하지 않는다.

[138] 이어서 , 셀 재선택 평가 과정에서 수행하는 탱킹에 관해 설명한다.
[139] 셀의 우선순위 를 주는데 사용되 는 탱킹 지표 (ranking criterion) 은 식 2와 같이

정의된다.
[140] [식 ¾

[ 141] R s = Q eas,s + Qhyst? R n ~ Qmeas'n " Qoffset

[142] 여기서, 는 단말이 현재 캠프 온하고 있고 서빙 셀의 탱킹 지표, 밗은 이웃

셀의 탱킹 지표, Q m e 는 단말이 서빙 셀에 대해 측정한 품질값, Q m e ,n는 단말이
이웃 셀에 대해 측정한 품질값, ( 는 탱킹을 위한 히스테리시스 (hysteresis) 값,

Q offset 은 두 셀간의 오프셋 이다.
[143] 인트라- 주파수 에서 , 단말이 서빙 셀과 이웃 셀 간의 오프셋 (Qoffsetsn)을 수신한

경우 Q = 쳬 이고, 단말이 Q off 쳬 을 수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Q offset = 0 이다.
[144] 인터- 주파수 에서 , 단말이 해당 셀에 대한 오프셋 (Qoffsetsn)을 수신한 경우 Qoffset =

Qoffsets,n + Qfrequency 고 ~， Q 0 ffsets,n 을 수신하지 않은 경우 Q offset = Q frequency 이다.
[145] 서빙 셀의 탱킹 지표 ( )과 이웃 셀의 탱킹 지표 (Rn)이 서로 비슷한 상태에서

변동하면, 변동 결과 탱킹 순위가 자꾸 뒤바뀌어 단말이 두 셀을 번갈아 가면서
재선택을 할 수 있다. 는 셀 재선택에서 히스테리시스를 주어, 단말이 두 셀을
번갈아 가면서 재선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파라미터이다.

[146] 단말은 위 식에 따라 서빙 셀의 Rs 및 이웃 셀의 을 측정하고, 탱킹 지표 값이

가장 큰 값을 가진 셀을 최고 순위 (highest ranked) 셀로 간주하고, 이 셀을
재선택 한다.



[147] 상기 기준에 의하면, 셀의 품질이 셀 재선택에서 가장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재선택한 셀이 정규 셀(suitable cell) 이
아니면 단말은 해당 주파수 또는 해당 셀을 셀 재선택 대상에서 제외한다.

[148] 이제 무선 링크 실패에 대하여 설명한다.
[149] 단말은 서비스를 수신하 는 서빙셀과의 무선 링크의 품질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측정을 수행한다. 단말은 서빙셀과의 무선 링크의 품질
악화 (deterioration) 로 인하여 현재 상황에서 통신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서빙셀의 품질이 너무 낮아서 통신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 단말은 현재
상황을 무선 연결 실패로 결정한다.

[150] 만약 무선 링크 실패가 결정되면, 단말은 현재의 서빙셀과의 통신 유지를
포기하고, 셀 선택(또는 셀 재선택) 절차를 통해 새로운 셀을 선택하고, 새로운

셀로의 RRC 연결 재확립(RRC connection re-establishment) 을 시도한다.

[151] 3GPP LTE 의 스펙에서는 정상적인 통신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아래와 같은
예시를 들고 있다.

[152] - 단말의 물리 계층의 무선 품질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단말이 하향 통신 링크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RLM 수행 중 PCell 의 품질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
[153] - MAC 부계층에서 랜덤 액세스 (random access) 절차가 계속적으로 실패하여

상향링크 전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154] - RLC 부계층에서 상향 데이터 전송이 계속적으로 실패하여 상향 링크 전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155] - 핸드오버를 실패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156] - 단말이 수신한 메시지가 무결성 검사 (integrity check) 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157] 이하에서는 RRC 연결 재확립(RRC connection re-establishment) 절차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158] 도 7은 RRC 연결 재확립 절차를 나타내 는 도면이다.
[159] 도 7을 참조하면, 단말은 SRB 0(Signaling Radio Bearer #0) 을 제외한 설정되어

있던 모든 무선 베어러(radio bearer) 사용을 중단하고, AS(Access Stratum) 의 각종
부계층을 초기화 시킨다 (S710). 또한, 각 부계층 및 물리 계층을 기본 구성 (default

configuration) 으로 설정한다. 이와 같은 과정중에 단말은 RRC 연결 상태를

유지한다.
[160] 단말은 RRC 연결 재설정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셀 선택 절차를

수행한다 (S720). RRC 연결 재확립 절차 중 셀 선택 절차는 단말이 RRC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단말이 RRC 아이들 상태에서 수행하는 셀

선택 절차와 동일하게 수행될 수 있다.
[161] 단말은 셀 선택 절차를 수행한 후 해당 셀의 시스템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셀이

적합한 셀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S730). 만약 선택된 셀이 적절한 E-UTRAN

셀이라고 판단된 경우, 단말은 해당 셀로 RRC 연결 재확립 요청 메시지 (RRC



connection reestablishment request message) 를 전송한다 (S740).

[162] 한편, RRC 연결 재확립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셀 선택 절차를 통하여 선택된
셀이 E-UTRAN 이외의 다른 RAT 을 사용하는 셀이라고 판단된 경우, RRC 연결

재확립 절차를 중단되고, 단말은 RRC 아이들 상태로 진입한다 (S750).

[163] 단말은 셀 선택 절차 및 선택한 셀의 시스템 정보 수신을 통하여 셀의 적절성
확인은 제한된 시간 내에 마치도록 구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단말은 RRC 연결
재확립 절차를 개시함에 따라 타이머를 구동시킬 수 있다. 타이머는 단말이
적합한 셀을 선택하 였다고 판단된 경우 중단될 수 있다. 타이머가 만료된 경우
단말은 RRC 연결 재확립 절차가 실패하 였음을 간주하고 RRC 아이들 상태로
진입할 수 있다. 이 타이머를 이하에서 무선 링크 실패 타이머라고 언급하도록
한다. LTE 스펙 TS 36.331 에서는 T311 이라는 이름의 타이머가 무선 링크 실패
타이머로 활용될 수 있다. 단말은 이 타이머의 설정 값을 서빙 셀의 시스템
정보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

[164] 단말로부터 RRC 연결 재확립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고 요청을 수락한 경우,
셀은 단말에게 RRC 연결 재확립 메시지 (RRC connection reestablishment

message) 를 전송한다 .
[165] 셀로부터 RRC 연결 재확립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은 SRB1 에 대한 PDCP

부계층과 RLC 부계층을 재구성 한다. 또한 보안 설정과 관련된 각종 키 값들을
다시 계산하고, 보안을 담당하는 PDCP 부계층을 새로 계산한 보안키 값들로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단말과 셀간 SRB 1이 개방되고 RRC 제어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단말은 SRB1 의 재개를 완료하고, 셀로 RRC 연결 재확립
절차가 완료되 었다는 RRC 연결 재확립 완료 메시지 (RRC connection

reestablishment complete message) 를 전송한다 (S760).

[166] 반면, 단말로부터 RRC 연결 재확립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고 요청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셀은 단말에게 RRC 연결 재확립 거절 메시지 (RRC connection

reestablishment reject message) 를 전송한다 .
[167] RRC 연결 재확립 절차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셀과 단말은 RRC 연결 재설정

절차를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단말은 RRC 연결 재확립 절차를 수행하기 전의
상태를 회복하고, 서비스의 연속성 을 최대한 보장한다.

[168] 도 8은 단말이 RRCJDLE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서브 상태(substate) 들과

서브상태 천이 과정을 예시한다.
[169] 도 8을 참조하면, 단말은 최초 셀 선택 과정을 수행한다 (S801). 최초 셀 선택

과정은 PLMN 에 대하여 저장한 셀 정보가 없거나 정규 셀(suitable cell) 을 찾지

못한 경우에 수행될 수 있다.
[170] 최초 셀 선택 과정에서 정규 셀을 찾을 수 없으면 임의 셀 선택 상태(S802) 로

천이한다. 임의 셀 선택 상태는 정규 셀에도 수용가능 셀에도 캠프 온 (camp

on)하지 못한 상태이며, 단말이 캠프할 수 있는 임의의 PLMN 의 수용가능
셀(acceptable cell) 을 찾기 위해 시도하는 상태이다. 단말이 캠프할 수 있는 어떤



셀도 찾지 못한 경우, 단말은 수용가능 셀을 찾을 때까지 계속 임의 셀 선택

상태에 머문다.
[171] 최초 셀 선택 과정에서 정규 셀을 찾으면 정규 캠프 상태(S803) 로 천이한다.

정규 캠프 상태는 정규 셀에 캠프 온 (camp on) 한 상태를 말하며, 시스템 정보를
통해 주어진 정보에 따라 페이징 채널(paging channel) 을 선택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고, 셀 재선택 을 위한 평가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172] 정규 캠프 상태(S803) 에서 셀 재선택 평가 과정 (S804) 이 유발되면 셀 재선택

평가 과정 (S804) 를 수행한다. 셀 재선택 평가 과정 (S804) 에서 정규 셀(suitable

cell) 이 발견되면 다시 정규 캠프 상태(S803) 으로 천이한다.
[173] 임의 셀 선택 상태(S802) 에서, 수용가능 셀이 발견되면 임의 셀 캠프

상태(S805) 로 천이한다. 임의 셀 캠프 상태는 수용가능 셀에 캠프 온 (camp on) 한

상태이다.
[174] 임의 셀 캠프 상태(S805) 에서 단말은 시스템 정보를 통해 주어진 정보에 따라

페이징 채널(paging channel) 을 선택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고, 셀 재선택 을 위한

평가 과정 (S806) 을 수행할 수 있다. 상기 셀 재선택을 위한 평가 과정 (S806) 에서
수용가능 셀(acceptable cell) 이 발견되지 않으면 임의 셀 선택 상태(S802) 로
천이한다.

[175] 이제 D2D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3GPP LTE-A 에서는 D2D 동작과 관련한
서비스를 근접성 기반 서비스 (Proximity based Services: ProSe) 라 칭한다. 이하

ProSe 는 D2D 동작과 동등한 개념이며 ProSe 는 D2D 동작과 흔용될 수 있다. 이제，
ProSe 에 대해 기술한다.

[176] ProSe 에는 ProSe 직접 통신 (communication) 과 ProSe 직접 발견(direct

discovery) 이 있다. ProSe 직접 통신은 근접한 2 이상의 단말들 간에서 수행되는

통신을 말한다. 상기 단말들은 사용자 평면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통신을
수행할 수 있다. ProSe 가능 단말(ProSe-enabled UE) 은 ProSe 의 요구 조건과

관련된 절차를 지원하는 단말을 의미한다. 특별한 다른 언급이 없으면 ProSe

가능 단말은 공용 안전 단말(public safety UE) 와 비-공용 안전 단말(non-public

safety UE) 를 모두 포함한다. 공용 안전 단말은 공용 안전에 특화된 기능과 ProSe

과정을 모두 지원하는 단말이고, 비-공용 안전 단말은 ProSe 과정은 지원하나

공용 안전에 특화된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 단말이다.
[177] ProSe 직접 발견(ProSe direct discovery) 은 ProSe 가능 단말이 인접한 다른 ProSe

가능 단말을 발견하기 위한 과정이며, 이 때 상기 2개의 ProSe 가능 단말들의
능력만을 사용한다. EPC 차원의 ProSe 발견(EPC-level ProSe discovery) 은 EPC 가
2개의 ProSe 가능 단말들의 근접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2개의 ProSe 가능
단말들에게 그들의 근접을 알려주는 과정을 의미한다.

[178] 이하, 편의상 ProSe 직접 통신은 D2D 통신, ProSe 직접 발견은 D2D 발견이라

칭할 수 있다.
[179] 도 9는 ProSe를 위한 기준 구조를 나타낸다.



[180] 도 9를 참조하면, ProSe를 위한 기준 구조는 E-UTRAN, EPC, ProSe 웅용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복수의 단말들, ProSe 웅용 서버 (ProSe APP server), 및
ProSe 기능 (ProSe function) 을 포함한다.

[181] EPC는 E-UTRAN 코어 네트워크 구조를 대표한다. EPC는 MME, S-GW, P-GW,

정책 및 과금 규칙(policy and charging rules function :PCRF), 가정 가입자
서버 (home subscriber servenHSS) 등을 포함할 수 있다.

[182] ProSe 웅용 서버는 웅용 기능을 만들기 위한 ProSe 능력의 사용자이 다. ProSe

웅용 서버는 단말 내의 웅용 프로그 램과 통신할 수 있다. 단말 내의 웅용
프로그램은 웅요 기능을 만들기 위한 ProSe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183] ProSe 기능은 다음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184] - 제3자 웅용 프로그램을 향한 기준점을 통한 인터워킹(Interworking via a

reference point towards the 3rd party applications)

[185] - 발견 및 직접 통신을 위한 인증 및 단말에 대한 설정 (Authorization and

configuration of the UE for discovery and direct communication)

[186] - EPC 차원의 ProSe 발견의 기능 (Enable the functionality of the EPC level ProSe

discovery)

[187] - ProSe 관련된 새로운 가입자 데이터 및 데이터 저장 조정 , ProSe ID의
조정 (ProSe related new subscriber data and handling of data storage, and also

handling of ProSe identities)

[188] - 보안 관련 기능 (Security related functionality)

[189] - 정책 관련 기능을 위하여 EPC 를 향한 제어 제공 (Provide control towards the

EPC for policy related functionality)

[190] - 과금을 위한 기능 제공 (Provide functionality for charging (via or outside of EPC,

e.g., offline charging))

[191] 이하에서는 ProSe를 위한 기준 구조에서 기준점과 기준 인터페이스를

설명한다.
[192] - PC1: 단말 내의 ProSe 웅용 프로그램과 ProSe 웅용 서버 내의 ProSe 웅용

프로그램 간의 기준 점이다. 이는 웅용 차원에서 시그널링 요구 조건을 정의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193] - PC2: ProSe 웅용 서버와 ProSe 기능 간의 기준점이다. 이는 ProSe 웅용 서버와

ProSe 기능 간의 상호 작용을 정의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ProSe 기능의 ProSe

데이터베이스의 웅용 데이터 업데이트가 상기 상호 작용의 일 예가 될 수 있다.
[194] - PC3: 단말과 ProSe 기능 간의 기준점이다. 단말과 ProSe 기능 간의 상호

작용을 정의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ProSe 발견 및 통신을 위한 설정이 상기 상호
작용의 일 예가 될 수 있다.

[195] - PC4: EPC 와 ProSe 기능 간의 기준점이다. EPC 와 ProSe 기능 간의 상호 작용을

정의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상기 상호 작용은 단말들 간에 1:1 통신을 위한



경로를 설정하는 때 , 또는 실시간 세션 관리나 이동성 관리를 위한 ProSe 서 비스

인증하는 때를 예시할 수 있다.

[196] - PC5: 단말들 간에 발견 및 통신, 중계, 1:1 통신을 위해서 제어/사용자 평면을

사용하기 위한 기준 점이다 .

[197] - PC6: 서 로 다른 PLMN 에 속 한 사용자들 간에 ProSe 발견과 같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기준 점이다 .

[198] - SGi: 웅 용 데이터 및 웅용 차원 제어 정보 교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199] <ProSe 직접 통신 (D2D 통신): ProSe Direct Communications

[200] ProSe 직접 통신은 2개의 공용 안전 단말들이 PC 5 인터페 이스를 통해 직접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 모드 이다 . 이 통신 모드는 단말이 E-UTRAN 의 커버리지

내에서 서 비스를 받는 경우나 E-UTRAN 의 커버리지를 벗어난 경우 모두에서

지원될 수 있다.

[201] 도 10은 ProSe 직접 통신을 수 행하는 단말들과 셀 커버리지의 배치 예들을

나타 낸다.

[202] 도 10 (a)를 참조하면, 단 말 A , B는 셀 커버리지 바깥에 위치할 수 있다. 도 10

(b) 를 참조하면, 단 말 A 는 셀 커버리지 내에 위치하고, 단 말 B는 셀 커버리지

바깥에 위치할 수 있다. 도 10 (c) 를 참조하면, 단 말 A , B는 모두 단 일 셀 커버리乂

내에 위치할 수 있다. 도 10 (d) 를 참조하면, 단 말 A 는 제 1 셀의 커버리지 내에

위치하고, 단 말 B는 제2 셀의 커버리지 내에 위치할 수 있다.

[203] ProSe 직접 통신은 도 10과 같 이 다양한 위치 에 있는 단말들 간에 수 행될 수

있다.

[204] 한편, ProSe 직접 통신 에는 다음 ID들 이 사용될 수 있다.

[205] 소스 레이어-2 ID: 이 ID는 PC 5 인터페 이스에서 패 킷의 전송자를 식별시 킨다.

[206] 목 적 레이어-2 ID: 이 ID는 PC 5 인터페 이스에서 패 킷의 타겟을 식별시 킨다.

[207] SA L I ID: 이 ID는 PC 5 인터페 이스 에서 스 케줄링 할당(scheduling assignment:

SA) 에서 의 ID 이다 .

[208] 도 11은 ProSe 직접 통신을 위한 사용자 평면 프로토 콜 스 택을 나타 낸다.

[209] 도 11을 참조하면, PC 5 인터페 이스는 PDCH, RLC, MAC 및 PHY 계층으로

구성된다.

[210] ProSe 직접 통신 에서는 HARQ 피드 백이 없을 수 있다. MAC 헤더는 소스

레이어-2 ID 및 목 적 레이어-2 ID를 포함할 수 있다.

[211]

[212] <ProSe 직접 통신을 위한 무선 자 원 할당 〉 .

[213] ProSe 가능 단말은 ProSe 직접 통신을 위한 자 원 할당에 대해 다음 2가지

모드들을 이용할 수 있다.

[214] 1. 모드 1

[215] 모드 1은 ProSe 직접 통신을 위한 자원을 기지국으로부터 스 케줄링 받는

모드 이다 . 모드 1에 의하 여 단말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RRC_CONNECTED 상태이여야 한다. 단말은 전송 자원을 기지국에게 요청하고,
기지국은 스케줄링 할당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자원을 스케줄링 한다. 단말은

기지국에게 스케줄링 요청을 전송하고, ProSe BSR(Buffer Status Report) 를 전송할
수 있다. 기지국은 ProSe BSR 에 기반하여, 상기 단말이 ProSe 직접 통신을 할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이 전송을 위한 자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216] 2 . 모드 2

[217] 모드 2는 단말이 직접 자원을 선택하는 모드이다. 단말은 자원 풀 (resource

pool) 에서 직접 ProSe 직접 통신을 위한 자원을 선택한다. 자원 풀은 네트워크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미리 정해질 수 있다.
[218] 한편, 단말이 서빙 셀을 가지고 있는 경우 즉, 단말이 기지국과

RRC_CONNECTED 상태에 있거나 RRCJDLE 상태로 특정 셀에 위치한

경우에는 상기 단말은 기지국의 커버리지 내에 있다고 간주된다.
[219] 단말이 커버리지 밖에 있다면 상기 모드 2만 적용될 수 있다. 만약, 단말이

커버리지 내에 있다면, 기지국의 설정에 따라 모드 1 또는 모드 2를 사용할 수

있다.
[220] 다른 예외적인 조건이 없다면 기지국이 설정한 때에만, 단말은 모드 1에서 모드

2로 또는 모드 2에서 모드 1로 모드를 변경할 수 있다.
[221]

[222] <ProSe 직접 발견(D2D 발견): ProSe direct discovery>

[223] ProSe 직접 발견은 ProSe 가능 단말이 근접한 다른 ProSe 가능 단말을
발견하는데 사용되는 절차를 말하며 D2D 직접 발견 또는 D2D 발견이라
칭하기도 한다. 이 때, PC 5 인터페이스를 통한 E-UTRA 무선 신호가 사용될 수
있다. ProSe 직접 발견에 사용되는 정보를 이하 발견 정보 (discovery

information) 라 칭한다.
[224] 도 12는 D2D 발견을 위한 PC 5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
[225] 도 12를 참조하면, PC 5인터페이스는 MAC 계층, PHY 계층과 상위 계층인

ProSe Protoc 이계층으로 구성된다. 상위 계층 (ProSe Protocol) 에서 발견
정보 (discovery information) 의 알림(anouncement: 이하 어나운스 먼트) 및
모니터링(monitoring) 에 대한 허가를 다루며 , 발견 정보의 내용은 AS(access

stratum) 에 대하여 투명(transparent) 하다. ProSe Protoc 이은 어나운스 먼트를 위하여
유효한 발견 정보만 A S에 전달되도록 한다.

[226] MAC 계층은 상위 계층 (ProSe Protocol) 로부터 발견 정보를 수신한다. IP 계층은

발견 정보 전송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다. MAC 계층은 상위 계층으 로부터
받은 발견 정보를 어나운스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원을 결정한다. MAC 계층은
발견 정보를 나르는 MAC PDU(protocol data unit) 를 만들어 물리 계층으로
보낸다. MAC 헤더는 추가되지 않는다.

[227] 발견 정보 어나운스 먼트를 위하여 2가지 타입의 자원 할당이 있다.

[228] 1. 타입 1



[229] 발 견 정보의 어나운스 먼트를 위한 자 원들이 단말 특정적이지 않게 할당되는

방법으로, 기지국 이 단말들 에게 발견 정보 어나운스먼 트를 위한 자 원 풀 설정을

제공한다. 이 설정은 시스 템 정보 블록 (system information block: SIB) 에 포함되어

브로드 캐스트 방식으로 시그 널링될 수 있다. 또는 상 기 설정은 단말 특정적 RRC

메시지 에 포함되어 제공될 수 있다. 또는 상 기 설정은 RRC 메시지 외 다른

계층의 브로드 캐스트 시그널링 또는 단말 특정정 시그 널링이 될 수도 있다.

[230] 단말은 지시된 자 원 풀로부터 스스로 자원을 선 택하고 선 택한 자원을 이용하여

발견 정보를 어나운스 한다. 단말은 각 발견 주기(discovery period) 동 안 임의로

선 택한 자원을 통해 발견 정보를 어나운스할 수 있다.

[231] 2 . 타 입 2

[232] 발 견 정보의 어나운스 먼트를 위한 자 원들이 단말 특정적으로 할당되는

방법이다 . RRC_CONNECTED 상 태에 있는 단말은 RRC 신호를 통해 기지국 에게

발견 신호 어나운스먼트 를 위한 자원을 요 청할 수 있다. 기지국은 RRC 신호로

발견 신호 어나운스 먼트를 위한 자원을 할당할 수 있다. 단말들에 게 설정된 자 원

풀 내에서 발견 신호 모니터링을 위한 자원이 할당될 수 있다.

[233]

[234] RRCJDLE 상 태에 있는 단말에 대하 여 , 기지국은 1) 발견 신호 어나운스 먼트를

위한 타 입 1 자 원 풀을 SIB 로 알려줄 수 있다. ProSe 직접 발견이 허용된 단말들은

RRCJDLE 상 태에서 발견 정보 어나운스 먼트를 위하 여 타 입 1 자 원 풀을

이용 한다. 또는 기지국은 2) SIB 를 통해 상 기 기지국 이 ProSe 직접 발견은

지원함을 알리지만 발견 정보 어나운스 먼트를 위한 자원은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 단말은 발견 정보 어나운스 먼트를 위해서는 RRC_CONNECTED

상 태로 들 어가야 한다.

[235] RRC_CONNECTED 상 태에 있는 단말에 대하 여 , 기지국은 RRC 신호를 통해

상 기 단말이 발견 정보 어나운스 먼트를 위하 여 타 입 1자 원 풀을 사용할 것 인지

아니면 타 입 2 자원을 사용할 것 인지를 설정할 수 있다.

[236]

[237] 도 13은 ProSe 직접 발견 과정의 일 실시 예이다 .

[238] 도 13을 참조하면, 단말 A 와 단말 B는 ProSe 가 가능한 웅용

프로그램 (ProSe-enabled application) 이 운용 되고 있으며 , 상 기 웅용 프로그 램에서

서로 간에 '친구 '인 관계 즉 , 서로 간에 D2D 통신을 허용할 수 있는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이하 에서 단말 B는 단말 A 의 '친구 '라고 표 현할 수

있다. 상 기 웅용 프로그램은 예컨대, 소셜 네트워 킹 프로그 램일 수 있다. '3GPP

Layers' 는 3GPP 에 의하 여 규정된 , ProSe 발 견 서 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웅용

프로그램의 기능들에 대웅된다.

[239] 단 말 A , B 간의 ProSe 직접 발견은 다음 과정을 거칠 수 있다.

[240] 1. 먼저 , 단말 A 는 웅용 서 버와 정규 웅용 레이어 통신 (regular application-Layer

communication) 을 수 행한다. 이 통신은 웅용 프로그램 인터페 이스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 에 기반한다 .
[241] 2 . 단말 A 의 ProSe 가능 웅용 프로그램은 '친구 '인 관계에 있는 웅용 레이어

I D의 리스트를 수신한다. 상기 웅용 레이어 ID는 보통 네트워크 접속 I D 형태일
수 있다. 예컨대, 단말 A 의 웅용 레이어 I D는 "adam@example.com" 과 같은

형태일 수 있다.
[242] 3. 단말 A는 단말 A 의 사용자를 위한 개인 표현 코드 (private expressions codes),

상기 사용자의 친구를 위한 개인 표현 코드를 요청한다.
[243] 4 . 3GPP layers 는 ProSe 서버에게 표현 코드 요청을 전송한다.

[244] 5. ProSe 서버는 운영자 또는 제3자 웅용 서버로부터 제공되는 웅용 레이어
I D들을 개인 표현 코드들에 맵핑한다. 예를 들어, "adam@example.com' '과 같은
웅용 레이어 I D는 "GTER543$#2FSJ67DFSF" 와 같은 개인 표현 코드에 맵핑될 수

있다. 이 맵핑은 네트워크의 웅용 서버로부터 받은 파라미터들(예컨대, 맵핑
알고리듬, 키 값 등)에 기반하여 수행될 수 있다.

[245] 6. ProSe 서버는 도출된 표현 코드들을 3GPP layers 에게 웅답한다. 3GPP

layers 는 요청된 웅용 레이어 ID에 대한 표현 코드들이 성공적으로 수신되 었음을
ProSe 가능 웅용 프로그 램에게 알린다. 그리고, 웅용 레이어 ID와 표현 코드들

간의 맵핑 테이블을 생성한다.
[246] 7 . ProSe 가능 웅용 프로그램은 3GPP layers 에게 발견 절차를 시작하도록

요청한다. 즉, 제공된 '친구 '들 중 하나가 단말 A 의 근처에 있고 직접 통신이
가능할 때 발견을 시도하도록 한다. 3GPP layers 는 단말 A 의 개인 표현 코드(즉,
상기 예에서 "adam@example.com' '의 개인 표현 코드인
"GTER543$#2FSJ67DFSF") 를 알린다 (announce). 이를 이하에서 '어나운스' 라
칭한다. 해당 웅용 프로그램의 웅용 레이어 I D와 개인 표현 코드 간의 맵핑은,

이러한 맵핑관계를 미리 수신한 '친구 '들만 알 수 있고 그 맵핑을 수행할 수 있다.
[247] 8. 단말 B는 단말 A 와 동일한 ProSe 가능 웅용 프로그램을 운용 중이고, 전술한

3 내지 6 단계를 실행했다고 가정하자. 단말 B에 있는 3GPP layers 는 ProSe

발견을 실행할 수 있다.

[248] 9 . 단말 B가 단말 A로부터 전술한 어나운스를 수신하면, 단말 B는 상기
어나운스에 포함된 개인 표현 코드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인지 및 웅용 레이어

I D와 맵핑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8 단계에서 설명하였듯이, 단말 B 역시 3

내지 6 단계를 실행하였으 므로, 단말 A 에 대한 개인 표현 코드, 개인 표현 코드와
웅용 레이어 I D와의 맵핑, 해당 웅용 프로그램 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따라서 ,
단말 B는 단말 A 의 어나운스 로부터 단말 A를 발견할 수 있다. 단말 B 내에서
3GPP layers 는 ProSe 가능 웅용 프로그램에게 "adam@example.com" 를

발견하 였음을 알린다.
[249] 도 13에서는 단말 A , B와 ProSe 서버, 웅용 서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발견

절차를 설명하였다. 단말 A , B 간의 동작 측면에 국한하여 보면, 단말 A는

어나운스라고 불리는 신호를 전송 (이 과정을 어나운스 먼트라 칭할 수 있음) 하고,



단말 B는 상기 어나운스를 수신하여 단말 A를 발견한다. 즉, 각 단말에서

행해지는 동작들 중 다른 단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동작은 한 가지
단계뿐 이라는 측면에서, 도 13의 발견 과정은 단일 단계 발견 절차라 칭할 수도

있다.
[250] 도 14는 ProSe 직접 발견 과정의 다른 실시예이다.
[251] 도 14에서, 단말 1 내지 4는 특정 GCSE(group communication system enablers)

그룹에 포함된 단말들 이라고 하자. 단말 1은 발견자 (discoverer) 이고, 단말 2 , 3,

4는 발견되는 자 (discoveree) 라고 가정하자. 단말 5는 발견 과정과 무관한

단말이다.
[252] 단말 1 및 단말 2-4는 발견 과정에서 다음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253] 먼저, 단말 1은 상기 GCSE 그룹에 포함된 임의의 단말이 주위에 있는지

발견하기 위하여 타겟 발견 요청 메시지 (targeted discovery request message, 이하
발견 요청 메시지 또는 M l 으로 약칭할 수 있다) 를 브로드 캐스트 한다. 타겟 발견
요청 메시지에는 상기 특정 GCSE 그룹의 고유한 웅용 프로그램 그룹 I D 또는
레이어 -2 그룹 I D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타겟 발견 요청 메시지에는 단말 1의
고유한 I D 즉, 웅용 프로그램 개인 ID를 포함할 수 있다. 타겟 발견 요청 메시지는

단말 2 , 3, 4 및 5에 의하여 수신될 수 있다.
[254] 단말 5는 아무런 웅답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는다. 반면, 상기 GCSE 그룹에

포함된 단말 2 , 3, 4는 상기 타겟 발견 요청 메시지에 대한 웅답으로 타겟 발견
웅답 메시지 (Targeted discovery response message, 이하 발견 웅답 메시지 또는
M 2로 약칭할 수 있다) 를 전송한다. 타겟 발견 웅답 메시지에는 이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말의 고유한 웅용 프로그램 개인 I D가 포함될 수 있다.
[255] 도 14에서 설명한 ProSe 발견 과정에서 단말들 간의 동작을 살펴보면,

발견자 (단말 1)는 타겟 발견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대한 웅답인 타겟
발견 웅답 메시지를 수신한다. 또한, 발견되는 자(예를 들어, 단말 2)도 타겟 발견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면 이에 대한 웅답으로 타겟 발견 웅답 메시지를 전송한다.
따라서 , 각 단말은 2 단계의 동작을 수행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 14의 ProSe

발견 과정은 2단계 발견 절차라 칭할 수 있다.
[256] 상기 도 14에서 설명한 발견 절차에 더하여, 만약 단말 1(발견자) 이 타겟 발견

웅답 메시지에 대한 웅답으로 발견 확인 메시지 (discovery confirm message, 이하

M 3로 약칭할 수 있다) 를 전송한다면 이는 3단계 발견 절차라 칭할 수 있다.
[257]

[258] 이제 본 발명에 대해 설명한다.
[259] 이하에서, 사이드링크란 단말 대 단말 간의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사이드링크에서 수행될 수 있는 사이드링크 동작에는 ProSe 통신(동일한 의미로
사이드링크 통신, D2D 통신 또는 단순히 통신이 라 칭할 수도 있음) 및 ProSe

발견(동일 한 의미로 사이드링크 발견, D2D 발견, 또는 단순히 발견이 라 칭할
수도 있음) 이 있다.



[260] 종래 기술에서 는, ProSe 동작 중에서 발견(discovery) 신호의 전송은 항상
단말의 서빙 셀(serving cell) 에서만 수행되었고 서빙 셀의 설정에 기반하여

수행되었다. 단말은 발견 신호를 전송 (이를 발견 신호를
어나운스 (announce) 한다고 표현하기 도 함)하기 위해 자신이 어떤 주파수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네트워 크에게 알릴 수 없었다. 시그널링 측면에서 보면,
단말이 기지국에게 사이드링크 (sidelink)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사용되는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 (SidelinkUEInformation) 에, 단말이 발견 신호 전송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파수를 알려주는 필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61] 다음 표는 종래의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의 일 예이다.
[262] [표 2]

- ASNlSTARTSidelinkUEInfonnation-rl2 ：:= SEQUENCE { criticalExtensions

CHOICE { c l CHOICE { sidelinkUEInfonnation-rl2

SidelinkUEInformation-r 12-IEs , spare3 NULL, spare2 NULL, spare 1 NULL } ,

criticalExtensionsFuture SEQUENCE { } } }SidelinkUEInfonnation-rl2-IEs ：:=

SEQUENCE { commRxInterestedFreq-rl2 ARFCN-ValueEUTRA-r9 OPTIONAL,

commTxRe sourceReq-r 12 SL-CommTxResourceReq-r 12 OPTIONAL,

discRxInterest-rl2 ENUMERATED {true} OPTIONAL, discTxResourceReq-r 12

INTEGER (1..63) OPTIONAL, lateNonCriticalExtension OCTET STRING

OPTIONAL, nonCriticalExtension SEQUENCE { }

OPTIONAL }SL-CommTxResourceReq-r 12 ：:= SEQUENCE { carrierFreq-rl2

ARFCN-ValueEUTRA-r9 OPTIONAL, destinationInfoList-rl2

SL-DestinationInfoList-rl2}SL-DestinationInfoList-rl2 ：:= SEQUENCE (SIZE

( 1..maxSL-Dest-r 12)) OF SL-DestinationIdentity-rl2SL-DestinationIdentity-rl2 ：:=

BIT STRING (SIZE (24))- ASN1STOP

[263] 상기 표에서 , 'commRxInterestedFreq' 는 단말이 사이드링크 통신을 수신하는데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파수를 지시한다. 'commTxResourceReq' 는 단말이

사이드링크 통신을 전송하는데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파수를 나타낸다.
'discRxInterest' 는 단말이 사이드링크 발견을 모니터링하는데 흥미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264] 상기 표 2에서 보듯이, 종래 기술에서는 단말이 '발견 신호를 전송하는데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파수 '를 네트워 크에게 알리는 필드가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에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종래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에는 단말이 발견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어떤 셀을 사용하 는지를 알려주는 정보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다.
[265] 도 15는 장래의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 단말이 사이드링크 동작을 수행하는 일

예를 나타낸다.
[266] 도 15를 참조하면, f l 은 단말에 대하여 서빙 주파수 (serving frequency) 이고, f2는



상기 단말에 대하여 비-서빙 주파수 (non-serving frequency) 이다.
[267] 서빙 주파수 f 1에는 상기 단말에 대한 서빙 셀(serving cell) 과 상기 단말에 대한

비-서빙 셀(non-serving cell) 인 셀 C가 존재할 수 있다. 비-서빙 주파수 f 2에는
상기 단말에 대한 비-서빙 셀들인 셀 A , 셀 B가 존재할 수 있다.

[268] 종래 기술에서는 단말이 상기 서빙 셀 내에서만 발견 신호를 전송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지만, 장래 무선통신 시스템에서는 단말이 상기 서빙 셀 이외의 다른
셀들에서도 발견 신호를 전송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예를 들어, 단말은 서빙

주파수에 있는 비-서빙 셀인 셀 C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하거 나 또는 비-서빙
주파수에 있는 비-서빙 셀인 셀 A 또는 셀 B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이다.
[269] 여기서 , 단말이 셀 A 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한다는 것은, 셀 A 에 대해

설정되거나 규정된 '발견 신호 전송을 위한 파라미 터들 또는 설정'을 적용하여
발견 신호를 전송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270]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발견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장래 무선 통신 시스템에
종래의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사이드 링크 발견 절차를

통한 전송시스템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특정 단말이 자신의 서빙
셀(프라 이머리 셀)이 아닌 다른 셀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하고자 할 때,
네트워크는 상기 특정 단말에게 상기 다른 셀에서의 셀를러 통신에 의한
상향링크 신호 전송을 스케줄 링하지 않음으로써 발견 신호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단말이 상기 다른 셀에 대한 정보를
네트워 크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면, 네트워크는 발견 신호를 전송하려는 단말을
고려한 스케줄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27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272] 단말이 RRC 연결 상태로 진입하면, 상기 단말은 기지국에게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 (sidelink UE information) 를 전송할 수 있다. 사이드 링크 단말 정보는 상기
단말이 발견 신호를 전송 (announce)/ 수신/또는 송수신 하는데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파수의 리스트 (list) 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리스트에 포함된 주파수들은 상기
단말의 서빙 주파수 (serving frequency) 와 비-서빙 주파수 (non-serving frequency) 를

포함할 수 있다.
[273] 한편, 단말은 1) 서빙 주파수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하는데 흥미를 가질 수도

있고, 2) 비-서빙 주파수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하는데 흥미를 가질 수도 있다.
상기 2가지 경우 각각에 대해 단말은 다음과 같이 동작할 수 있다.

[274] 먼저 , 만약 단말이 서빙 주파수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하는데 흥미를 가지고
있다면, 세컨더리 셀에 대웅하는 ProSe 설정을 사용하여 발견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발견 신호의 전송에 흥미가 있음을 알리고 발견 신호 전송에 사용될 전송
자원을 요청하기 위해, 단말은 네트워 크에게 다음 동작들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다.
[275]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에 타겟으로 하는 비-서빙 셀의 주파수 및 상기 비-서빙



셀의 물 리적 셀 ID를 포함하여 네트워 크 에게 전송할 수 있다. 즉 , 단말이 발견

신호를 전송하고 자 하는 비 -서 빙 셀이 위치 한 주파수, 상 기 비 -서 빙 셀의 ID를

사 이드링크 단말 정보 에 포함하여 네트워 크 에게 전송하는 것 이다 .

[276] 또는, 단말은 발견 신호 전송을 위한 전송 자원을 요 청하는 '전송 자 원 요청' 의

일부로 써 서 빙 셀 인텍스를 알리거나 또는 서 빙 셀의 주파수를 알릴 수 있다.

[277] 또는, 단말은 발견 신호를 전송하고자 하는 셀의 글로벌 셀 ID 를 네트워크 에게

알릴 수 있다.

[278] 다 음으로, 단말은 비 -서 빙 주파수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하는데 흥미를 가질 수

있다. 즉 , 비 -서 빙 주파수 에서 발견 신호를 어나운스 하고자 할 수 있다. 이 경우 ,

단말은 상 기 비 -서 빙 주파수 에서 의 ProSe 동 작 (즉, 발 견 신호 전송) 을 위해

선택된 셀에 대웅하는 ProSe 설정을 사용하여 발견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279] 발 견 신호 전송에 흥미가 있음을 알리고 , 발 견 신호 전송을 위한 자원을
요 청하기 위해 , 단말은 다음과 같 이 동작할 수 있다.

[280] 단 말은, 발 견 신호 전송을 수 행하고자 하는 비 -서 빙 셀의 주파수 및 비 -서 빙

셀의 물 리적 셀 ID를 모두 네트워 크 에게 알려줄 수 있다. 즉 , 단말이 발견 신호를

전송하고자 하는 비 -서 빙 셀이 위치 한 주파수 및 상 기 비 -서 빙 셀의 ID를

사 이드링크 단말 정보 에 포함하여 네트워 크 에게 전송하는 것 이다 .

[281] 또 는 단말은 발견 신호 전송을 수 행하고자 하는 주파수에 위치 한 타겟 이 되는

셀의 글로벌 셀 ID를 알려줄 수 있다.

[282] 도 16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단말의 사 이드링크 단말 정보 전송 방법을

나타 낸다.

[283] 도 16을 참조하면, 단말은 ProSe 동작을 수 행하고자 하는 셀을 결정한다 (S160).

전술 한 바와 같 이, 상 기 셀은 상 기 단말에 대한 비 -서 빙 주파수에 위치하는

비 -서 빙 셀일 수도 있고, 상 기 단말에 대한 서 빙 주파수에 위치하는 비 -서 빙 셀일

수도 있다.

[284] 단말은 사 이드링크 단말 정보를 네트워크로 전송한다 (S161).

[285] 사 이드링크 단말 정보 에 포함되는 정보 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 있다. 예를 들 어 ,

사 이드링크 단말 정보 에 단말이 발견 신호 전송을 수 행하고자 하는 비 -서 빙 셀의
주파수 및 상 기 비 -서 빙 셀의 물 리적 셀 10 를 포함할 경우 , 상 기 사 이드링크 단말

정보는 다음과 같 이 구성될 수 있다.



[286] [표 3]

- ASN 1STARTSidelinkUEInfonnation-r 13 ：:= SEQUENCE { criticalExtensions

CHOICE { c l CHOICE { sidelinkUEInfonnation-r 13

SidelinkUEInformation-rl3-IEs, spare3 NULL, spare2 NULL, spare 1 NULL } ,

criticalExtensionsFuture SEQUENCE { } } }SidelinkUEInfonnation-rl3-IEs ：:=

SEQUENCE { commRxInterestedFreq-rl3 ARFCN-ValueEUTRA-r9 OPTIONAL,

commTxRe sourceReq-r 13 SL-CommTxResourceReq-r 13 OPTIONAL,

discRxInterest-rl3 ENUMERATED {true} OPTIONAL, discTxResourceReq-r 13

INTEGER (1..63) OPTIONAL, discTxInterestFreq-r 13 lateNonCriticalExtension

OCTET STRING OPTIONAL, nonCriticalExtension SEQUENCE { }

OPTIONAL }discTxInterestFreq-r 13：:= SEQUENCE { carrierFreq-rl3

ARFCN-ValueEUTRA-r9 PhysicalCellID }SL-CommTxResourceReq-rl3 ：:=

SEQUENCE { carrierFreq-rl3 ARFCN-ValueEUTRA-r9 OPTIONAL,

destinationlnfoList-r 13 SL-DestinationInfoList-rl3}SL-DestinationInfoList-rl3 ：:=

SEQUENCE (SIZE (L.maxSL-Dest-rl3)) OF

SL-DestinationIdentity-rl3SL-DestinationIdentity-rl3 ：:= BIT STRING (SIZE (24))-

ASN1STOP

[287] 상기 표 3에서 'discTxInterestFreq' 가 단말이 발견 신호 전송을 수행하고자 하는

비-서빙 셀의 주파수 및 상기 비-서빙 셀의 물리적 셀 ID를 나타낸다.
[288] 상기 표 3에서는 하나의 'discTxInterestFreq' 가 포함되 는 경우만을

예시하였으나, 이는 제한이 아니며 복수의 'discTxInterestFreq' 가 list 의 형태로
포함될 수도 있다.

[289] 네트워크는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에 포함된 셀에 대한 ProSe 설정을 단말에게
제공한다 (S162). 예를 들어, 단말이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를 통해 자신이 발견
신호 전송에 흥미가 있는 비-서빙 셀이 셀 B이고 해당 주파수가 f 2임을

알려주었을 경우, 네트워크 는 상기 셀 B에 대해 설정된 발견 신호 전송을 위한
파라미터들(설정)을 단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상기 f2에 셀 Α , Β 가 있을 경우

굳이 셀 Α 에 대한 '발견 신호 전송을 위한 파라미터들(설정)'을 알려줄 필요가
없으므로 시그널링 오버헤드가 줄어들게 된다.

[290] 단말은 수신한 ProSe 설정에 기반하여 ProSe 동작을 수행한다 (S163). 상기
예에서는 단말이 발견 신호를 전송하는 것이 ProSe 동작의 일 예가 된다.

[291] 도 1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단말의 사이드 링크 단말 정보 전송 방법을

나타낸다.
[292] 단말은 비-서 빙 주파수에 ProSe 동작(예컨대, 발견 신호 전송) 을 수행하고자

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S171).

[293] 만약, 비-서빙 주파수에서 ProSe 동작을 수행하 고자 할 경우, ProSe 동작을

수행할 비-서빙 주파수의 타겟 셀의 물리적 셀 ID를 포함하는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를 네트워크로 전송한다 (S172). 상 기 사 이드링크 단 말 정보는 상 기 비 -서 빙

주 파수의 타겟 셀의 물 리적 셀 ID 와 함께 상 기 타겟 셀의 주 파수를 알려주는

정보도 포 함할 수 있다.

[294] 반면, 서 빙 주 파수에 서 ProSe 동작을 수 행하고자 할 경우 , 서 빙 셀 인텍스 (ID)

또 는 서 빙 셀의 주 파수를 포 함하는 사 이드링크 단 말 정보를 네트워크로

전송한다 (S173). 서 빙 셀 인텍스 (ID) 는 발 견 신호 전송을 위 한 자원을 요 청하는

'전송 자 원 요청' 의 일부로써 (즉, 포 함되 어) 전송 될 수 있다. 이 방 법에 의하면,

단말이 서 빙 주 파수에 ProSe 동작을 수 행하고자 할 경우 서 빙 셀 인텍스 또는

서 빙 셀의 주 파수를 알려주는 정보만을 사 이드링크 단 말 정보 에 포 함하므로

시그널링 오 버헤드를 줄 일 수 있다.

[295]

[296] 도 18은 본 발 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단말의 사 이드 링크 단 말 정보 전송

방 법을 나타 낸다.

[297] 단말은 비 -서 빙 주 파수에 ProSe 동 작 (예컨대, 발 견 신호 전송) 을 수 행하고자

하는지 여부 를 판 단한다 (S181).

[298] 만약, 비 -서 빙 주 파수에서 ProSe 동작을 수행하 고자 할 경우 , ProSe 동작을

수 행할 비 -서 빙 주 파수의 타겟 셀의 물 리적 셀 ID를 포 함하는 사 이드링크 단 말

정보를 네트워크로 전송한다 (S182). 상 기 사 이드링크 단 말 정보는 상 기 비 -서 빙

주 파수의 타겟 셀의 물 리적 셀 ID 와 함께 상 기 타겟 셀의 주 파수를 알려주는

정보도 포함할 수 있다. 이는 상 기 도 17과 동 일하다.

[299] 반면, 서 빙 주 파수에 서 ProSe 동작을 수 행하고자 할 경우 , ProSe 동작을 수 행할

서 빙 주 파수에 위치 한 비 -서 빙 셀의 주파수 및 상 기 비 -서 빙 셀의 물 리적 셀 ID를

포 함하는 사 이드링크 단 말 정보를 네트워크로 전송한다 (S183). 이 과 정은 도

17 과 차 별되는 부 분 이다 .

[300] 비 -서 빙 셀의 주파수 및 비 -서 빙 셀의 물 리적 셀 ID를 모두 시그 널링하는 것과

서 빙 셀의 인텍스 (또는 서 빙 셀의 주 파수) 만을 시그 널링하는 것 에서 오 버헤드

차 이가 크 지 않다면, 도 18에서 개시 한 방 법을 사 용하는 것 이 바 람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단말이 어느 주 파수에서 발 견 신호를 전송하고자 하는지 에 관 계 없이

동일한 형식 의 사 이드링크 단 말 정보를 시그널링 할 수 있으므로 복 잡도가

줄 어드는 장 점이 있다.

[301] 한편, 단말이 네트워 크 에게 이미 ProSe 동작을 위해 선 택한 셀을 알려준

상 태에서 ProSe 를 위해 사용할 새로운 셀이 선택된 경우 , 단말은 사 이드링크

단 말 정보를 네트워 크 에게 전송하는 동작을 트 리거할 수 있다.

[302] 단말은 사 이드링크 단 말 정보를 통 해 ProSe 동작을 위해 선 택한 셀이

변경되 었음을 네트워 크 에게 알릴 수 있다. 단 말은 상 기 선 택된 새로운 셀을

네트워 크 에게 알릴 수 있다.

[303] 단말은 상 기 선택된 새로운 셀에 대웅하는 자원이 사 용 가능하지 않으면 ProSe

동작을 중 단한다 (suspend). 단말은 상 기 선택된 새로운 셀에 대웅하는 자원이



사용 가능하면, 상기 상기 선택된 새로운 셀에 대웅하는 자원을 사용하여 ProSE

동작을 수행한다.
[304] 단말은 ProSe 동작에 따른 신호를 전송하는데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파수에서

주파수 내 셀 재선택을 수행한 결과, 동일한 주파수에서 상기 새로운 셀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ProSe 동작을 위해 선택한 셀을 이미 네트워 크에게
알려주었고, 상기 선택한 셀이 위치한 특정 주파수의 어떤 셀에서도 ProSe

동작을 하는 것에 흥미가 없다면, 단말은 상기 셀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하는데
더 이상 흥미가 없음을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를 통해 네트워 크에게 알릴 수

있다. 이 경우, 단말은 발견 신호를 전송하는데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파수들의
리스트에서 상기 특정 주파수를 삭제할 수 있다.

[305]

[306] 단말로부터 ProSe 전송에 흥미가 있음을 알리는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를

수신한 경우, 기지국은 단말이 발견 신호를 전송하는데 흥미가 있다고 알려준
주파수의 셀에 대한 전송 자원 풀 파라미 터들을 알고 있다면, 기지국은 상기

전송 자원 풀 파라미터들을 상기 단말에게 시그널링 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단말은 상기 전송 자원 풀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다른 주파수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307] 즉, 기지국은 단말에 대한 전용 신호를 통해 단말이 ProSe 동작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파수의 셀에 대해 설정된 전송 자원 풀 파라미터를 상기 단말에

대한 보조 정보로써 전송할 수 있다.

[308] 단말이 발견 신호 전송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주파수의 셀에 대한 전송

자원 풀 파라미터를 기지국이 알지 못하는 경우, 기지국은 상기 단말에 대한
상향링 크 스케줄링에 상기 다른 주파수 에서의 발견 신호 전송을 고려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셀를러 통신에 의한 상향링크 스케줄링이 발견 신호 전송과 겹칠

때마다, 단말은 셀를러 통신을 우선시하는 원칙에 기반하여 발견 신호 전송을
드랍(drop)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동작하게 되면, 상기 다른
주파수 에서의 D2D 발견 동작의 성능이 열화 (degradation) 될 것이다. 또한 서빙

셀로부터 다른 주파수의 셀에 대한 전송 자원 풀 파라미터를 수신하지 못한 상기

단말은, 직접 다른 주파수의 시스템 정보를 수신하여 전송 자원 풀 파라미터를
획득해아 하는 부담을 가지며, 이후 상기 시스템 정보가 최신 정보인지 또는

변경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른 주파수의 셀에서 페이징 메시지 또는
시스템 정보의 밸류 태그 (value tag) 수신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부담을 가진다.

[309] 특정 주파수에서 ProSe 동작(예를 들어, ProSe 전송) 에 더 이상 흥미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를 단말로부터 수신하면, 기지국은 상기
특정 주파수 에서의 ProSe 동작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스케줄링을 수행할 수

있다.
[310] 한편, 단말은 발견 신호를 전송하는데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파수의

셀에 대웅하는 전송 자원 풀 파라미터를 네트워 크에게 보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 l 주파수에 위치한 셀 1을 서빙 셀로 가지는 단말이 f2 주파수의 셀 2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하는데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셀 1이 셀
2의 전송 자원 풀을 알지 못한다고 단말이 간주할 경우, 단말은 셀 1에게 발견
신호 전송을 위한 전송 자원을 요청할 때, 셀 2의 전송 자원 풀을 보고 (report) 할

수 있다. 단말은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를 통해 셀 1에게 셀 2의 전송 자원 풀을
보고할 수 있다.

[311] 본 발명은 D2D 발견 신호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 D2D 통신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312] Pcell 이 아닌 셀에서 발견 신호 전송 (announce) 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말은

먼저 발견 신호 전송에 사용될 셀을 선택해야 한다. 이 때, ProSe
통신 (communication) 에 적용되는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데, 상기 규칙에 의하면
단말은 추가적인 측정에 기반하여 추가적 인 주파수 간 셀 재선택 을 수행한다.

[313] 이러한 측정은 Pcell 이 아닌 셀에서 발견 신호 전송을 위해 RSRP 기반 전송

자원 풀 선택이 수행될 때도 사용될 수 있다.
[314] 단말은 Pcell 이 아닌 셀에 대해 측정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측정

요구조건 (requirement) 에 따라 Pcell 보다 낮은 우선 순위를 가지는 셀을 측정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요구조건을 넘어서는 측정을 하지 않고,
Pcell 이 아닌 셀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하는 것은 지연이 자주 발생할 것이다.

[315] 만약, RRC 아이들 상태에 있는 단말이 Pcell 이 아닌 셀(서빙 주파수가 아닌
주파수에 위치한)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하는데 흥미가 있다면, 주파수의 우선
순위에 무관하게 상기 셀에 대해여 측정을 수행할 수 있다.

[316] ProSe 통신을 위해 정의된 추가적 인 측정들을, RRC 아이들 상태이며 발견 신호
전송에 흥미가 있는 단말이 Pcell 이 아닌 셀의 주파수에 대해 수행하는 측정에

적용할 수 있다.
[317] Pcell 이 아닌 셀에 대한 전송 자원 파라미 터들과 보조 정보를 수신함에 잇어서 ,

단말은 상기 셀의 MIB, SIB1, SIB 19 등을 읽지 않고 상기 주파수 에서의 발견
신호 전송을 위한 전송 자원 풀과 다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318] 네트워크 (예를 들어, 기지국)가 단말로부터 ProSe 동작에 따른 신호 전송(또는

수신) 에 흥미가 있음을 알리는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를 수신하였을 경우, 상기
네트워크가 상기 단말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파수의 셀에 대한 전송 (또는

수신) 자원 풀 파라미터를 알고 있다면, 그 전송 자원 풀 파라미터를 상기
단말에게 알려줄 수 있다. 그러면, 단말은 시그널링 받은 전송 (또는 수신) 자원
풀 파라미 터들을 이용하여 ProSe 동작에 흥미가 있는 주파수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또는 수신) 할 수 있다.

[319] 이러한 경우는, 단말이 반송파 집성에서 세컨더리 반송파에 서 발견 신호를
전송하는데 흥미를 가지고 있을 때라고 할 수 있다. 즉, 네트워크가 다른
주파수의 셀에 대웅하는 전송 자원 풀 파라미터와 보조 정보를 단말에 대한 전용

신호롤 알려줄 수 있는 경우이다.



[320] 만약, 네트워크 (예컨대, 기지국)가 단말이 발견 신호를 전송하는데 흥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주파수의 셀에 대한 전송 자원 풀 파라미터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상기 네트워크는 상향링 크 스케줄링에 있어서 상기 다른
주파수 에서의 단말의 발견 신호 전송을 고려할 수 없다. 그러면, 셀를러 통신에

우선 순위를 두는 원칙에 의하면, 셀를러 통신에서의 상향링크 전송과 발견 신호
전송이 층돌할 경우 항상 발견 신호 전송을 드랍하 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발견
신호 전송 (announce) 성능이 열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321]

[322] 단말은 ProSe 동작이 셀 커버리지 내에서 또는 셀 커버리지 바깥에 서 수행될
것인지를 판단한다. 단말은 ProSe 동작을 수행하는데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파수에서 측정을 수행하여 상기 판단을 할 수 있다.
[323] 단말은 흥미를 가지고 있는 ProSe 동작의 자원 설정 및 타이밍 정보를

획득한다. 만약, 셀 커버리지 내에서 ProSe 동작을 수행한다면, 단말은 상기
ProSe 동작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파수에서 선택된 셀로부터 상기 자원 설정를

획득할 수 있다.
[324] 상기 자원 설정은 다음 정보들을 포함할 수 있다.
[325] 1) 수신 자원 풀 정보. 예를 들어, SIB18 에 포함된 'commRxPool '은 ProSe 통신을

위한 수신 자원을 나타내고, SIB19 에 포함된 'discRxPool '은 ProSe 발견을 위한

수신 자원을 나타낸다.
[326] 2) 상기 선택된 셀의 반송파 주파수
[327] 3) 전송 자원 풀 정보. 예를 들어, SIB18 에 포함된

'commTxPoolNormalCommon' 은 ProSe 통신을 위한 전송 자원을 나타내고,
SIB19 에 포함된 'discTxPoolCommon' 은 ProSe 발견을 위한 전송 자원을 나타낸다.

[328] 4) 동기화 관련 파라미터. 예를 들어, SIB18 에 포함된 'commSyncConfig',

SIB 19에 포함된 'discSyncConfig' 등.
[329] 5) 전력 제어 정보. SIB19 에 포함된 'discTxPowerlnfo'.

[330] 한편, 단말이 ProSe 동작을 수행하는데 흥미를 가지는 주파수는 서빙 주파수가
아닌 넌 -서빙 주파수 (non-serving frequency) 일 수 있다.

[331] 만약, ProSe 동작이 셀 커버리지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라면, 단말은 상기 ProSe

동작을 수행하려 는 주파수에서 선택된 셀의 타이밍 정보를 획득한다.
[332] 단말은 프라이머리 셀(Pcell) 과 상기 선택된 셀 간의 타이밍 차이를 계산한다.

상기 타이밍 차이는 프레임 오프셋이나 서브프레임 오프셋으로 표현될 수 있다.
[333] 만약, 단말이 해당 주파수의 복수의 셀들 또는 모든 셀들에 대한 자원 설정들을

보고할 것을 요청받는다면, 상기 단말은 상기 복수의 셀들 또는 모든 셀들로부터
설정 정보를 획득한다. 네트워크는 단말이 자원 설정을 보고할 셀들을 상기
단말에게 지시할 수 있다.

[334] 만약, ProSe 동작이 셀 커버리지 바깥에 서 수행되는 경우라면, 단말은 상기
ProSe 동작을 수행하려 는 주파수에서 선택된 셀의 자원 설정을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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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셋 값 이 지시하는 타 이밍을 ProSe 동작을 수 행하고자 하는 주파수에 서 의

특정 타 이밍으로 간주 한다. 예를 들 어 , 상 기 프 레임 오프 셋이 3이고 서브프 레임

오프 셋이 4인 경우 , 단 말은 프 라이머리 셀에서 SFN=0 및 서브프 레임=0인 시 점을

기준으로 3 라디오 프 레임 및 4 서브프 레임 지 연된 시 점을 ProSe 동 작 주파수의

SFN=0 및 서브프 레임=0인 시 점으로 간주 한다.

[339] 단말은 획득 한 자 원 설정을 자신의 서 빙 셀로 보고할 수 있다.

[340] 이 때 , 단말은 서 빙 셀이 요 청한 경우 에만 보고할 수 있다. 단말은 상 기 자 원

설정을 사 이드링크 단말 정보 에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다.

[341] 또는 단말은 자신의 서 빙 셀이 상 기 획득 한 자 원 설정을 브로드캐스 트하지

않는 경우 에 자신의 서 빙 셀로 상 기 획득 한 자 원 설정을 보고할 수 있다. 즉 ,

단말이 판단하기 에 , ProSe 동작을 위해 선 택한 셀에 대한 자 원 설정에 대해

자신의 서 빙 셀이 알지 못 한다고 판단한 경우 에 상 기 획득 한 자 원 설정을 자신의

서 빙 셀에게 보고하는 것 이다 . 이 방법은 ProSe 동작이 셀 커버리지 내에서

수 행될 경우 에 적용할 수 있다.

[342] 단말은 획득 한 자 원 설정을 모두 보고하기 전에 , 플래그 (flag) 와 같 이 시그널링

오 버헤드가 낮은 신호를 서 빙 셀에게 보내어 단말이 자 원 설정을 획득하 였고,

기지국 이 요 청할 경우 상 기 획득 한 자 원 설정을 보고할 수 있음을 알릴 수도

있다.
[343] 네트워크는 단말의 ProSe 동작을 보고하기 위해 협 력 스 케줄링 (coordinated

scheduling) 을 지원할 수 있음을 단말에게 알릴 수 있다.

[344]

[345] 한편, 어떤 RRC 상 태에서 비-서 빙 셀 또는 세컨더리 셀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하는 것을 지원할 것 인지가 문 제될 수 있다. 단말의 ProSe 동작의 연속성 ,

네트워크 설정의 유연성 등을 고 려하면 RRC 아 이들 상 태 및 RRC 연결 상 태

모두 에서 , 비 -서 빙 셀 또는 세컨더리 셀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 이 바람직 하다.

[346] <제 안 1>

[347] RAN2 는 RRC 아 이들 상 태 및 RRC 연결 상 태 모두에 서 , 비 -서 빙 셀 또는

세컨더리 셀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348] ProSe 발견이 허용되는 PLMN 들의 리스트는 셀를러 동작이 허용되는

PLMN 들의 리스트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하 에서 , 발 견 신호

전송 (어나운스 먼트) 는 발견 신호 전송이 인가된 PLMN 의 셀에서 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349]

[350] <제 안 2>

[351] 비 -서 빙 셀 및/또는 세컨더리 셀에서 의 ProSe 발 견 신호의

전송 (어나운스 먼트) 에서 , 상 기 셀들은 ProSe 발 견 신호 전송이 인가된 PLMN 에

속하는 셀로 한정된다.



[352] LTE-A Rel-12 에서는, 서빙 주파수가 아닌 다른 주파수의 비-서빙 셀에서의
ProSe 발견 신호 수신은 금지되지 않는다.

[353]

[354] RRC 아이들 상태에 있는 단말이 주파수 1의 셀 1에 캠프 온하고 있고, 상기
단말이 주파수 2의 셀 2에서 발견 신호 전송(어나운스 먼트) 에 흥미가 있다(즉,
주파수 2의 셀 2에서 발견 신호 전송(어나운스 먼트) 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가정해 보자.

[355] 이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다.
[356] 첫째 방법은 단말이 수정된 주파수 간 셀 재선택을 통해 프라이머리 셀을

변경하고, 새로운 프라이머리 셀에서 발견 신호 전송을 수행하는 것이다.

[357] 둘째 방법은 프라이머리 셀의 주파수 가 아닌 다른 주파수에 위치한 셀에서
발견 신호 전송을 수행하는 것이다.

[358] 상기 첫째 방법은 발견 신호 전송이 프라이머리 셀에서 만 허용된다는 LTE-A

Rel-12 에 기반한 전급 방법이다. 단말은 현재 서빙 주파수가 아닌 다른 주파수에
위치한, 발견 신호 전송을 지원하는 셀을 새로운 프라이머리 셀로 변경/선택하기
위해 주파수 우선순위화(prioritization) 을 수행하 는 것이 허용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방법은 간단하고 요구되는 개선 사항도 매우 적다. 예를 들어, 주파수
우선 순위화를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첫째 방법은 층분히 구현 가능하다. 그러나,
첫째 방법에 의하면 발견 신호 전송을 지원하는 주파수가 복수 개 있을 경우,
발견 신호 전송을 위해 단말이 선택해야 할 주파수를 네트워크 측면에서 제어할
수 없고 단말에게 대부분 맡겨야 하는 문제가 있다. 즉, 상기 복수의 주파수들

중에서 단말들이 발견 신호 전송을 위해 캠프 온하게 되는 비율은 랜덤하게
결정될 것이므로 효율적 인 제어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첫째 방법은 셀를러
통신과 발견 신호 전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단말이 있다고 해도 상기 단말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359] 둘째 방법은 첫째 방법에서 설명하였던 LTE-A Rel-12 의 제한들을 없앤
방법이다.즉, 단말은 현재 프라이머리 셀의 아이들 주기(idle period) 에서 , 발견
신호 전송(어나운스 먼트)을 프라이머리 셀이 아닌 다른 셀(이하 비-프라 이머리
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360] 셀를러 통신과 발견 신호 전송을 동시에 할 수 없는 단말의 경우,
개선 (enhancement) 없이 비-프라 이머리 셀에서 발견 신호 전송을 수행한다면,
상기 수행 성능은 프라이머리 셀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하는 것에 비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1) 현재 프라이머리 셀은 단말이 발견 신호를

전송하는데 있어 어떤 셀/어떤 주파수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2)
그리고 현재 프라이머리 셀은 상기 단말이 해당 셀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기회(opportunity) 의 정확한 타이밍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 본 발명에서
설명하는 개선 사항이 없다면, 네트워크는 셀를러 통신과 발견 신호 전송이
층돌하지 않도록 단말의 상향링크 전송 스케줄 링을 조절하는 어떤 동작도 할 수



없을 것이다.
[361] 전술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RRC 아이들 상태에서 단말의 캠핑 동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둘째 방법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LTE-A Rel-12 에서는
이미 비-서빙 셀 또는 세컨더리 셀에서의 ProSe 통신에 따른 신호 전송은
지원하고 있다. 둘째 방법에 의하면, ProSe 통신에 따른 신호 전송과 ProSe 발견
신호 전송에 있어서의 단말 동작에 통일성도 기할 수 있다.

[362]

[363] <제안 3>

[364] RRC 아이들 상태에 있는 단말이 주파수 1의 셀 1에 캠프 온하고 있고, 상기
단말이 주파수 2의 셀 2에서 발견 신호 전송 (어나운스 먼트) 에 흥미가 있다(즉,
주파수 2의 셀 2에서 발견 신호 전송 (어나운스 먼트) 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때, 전술한 둘째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즉,
비-프라 이머리 셀에서의 발견 신호 전송을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365] 전술한 첫째 방법 역시 셀를러 통신과 발견 신호 전송을 동시에 할 수 없는
단말에 게 명백한 장점이 있다. 다른 셀 예를 들어, 낮은 우선 순위를 가지는
셀로의 셀 재선택이 허용된다면, 단말은 잦은 RF(radio frequency) 부
재류팅 (retiming) 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366] <제안 4>

[367] 전술한 첫째 방법 역시 지원될 수 있다.
[368] 전술한 2가지 방법들을 모두 지원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검토한다.
[369] 1) 비-프라 이머리 셀에 대웅하는 (또는 적용 가능한) 전송 자원 풀 (transmission

resource pool) 의 공급
[370] 2) 주파수 우선순위화
[371]

[372] < 비-프라 이머리 셀에 대웅하는 전송 자원 풀의 공급>
[373] 만약, 비-서빙 셀에서의 발견 신호 전송을 위한 보조 정보가 없다면, 단말은

상기 비-서빙 셀로부터 SIB19 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SIB19 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MIB, SIB1 등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374] 이러한 비효율적인 단말 동작을 피하기 위해서 , 서빙 셀이 단말에 게
비-프라 이머리 혹은 비-서빙셀에서 적용 가능한 발견 신호 전송 설정 정보를

보조정 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375] 예를 들어, 보조 정보는 CP 길이, 발견 신호의 전송 주기, 재전송 회수, 반복

회수, 전송 자원 설정 (전송 자원 풀 정보 포함), 전송 파라미터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은 'SL-DiscResourcePool '에 정의될 수 있다..

[376] <제안 5>

[377] 셀은 다른 주파수의 다른 셀들에 대웅하는 전송 자원 풀 파라미 터들을 SIB19 를
통해 시그널링할 수 있다.

[378] 비-프라 이머리 셀의 전송 자원 할당은 RSRP 기반의 자원 풀 선택이 필요할 수



있다. 그 러면 , 단말은 상 기 셀의 RSRP 측정에 기반한 자 원 풀 선택을 따르기 위해

측정 대역 폭을 아는 것 이 필요할 수 있다.

[379] 재선택 주파수 정보가 단말이 발견 신호 전송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파수를

포함하고 있는한, 단 말은 프 라이머리 셀의 SIB15 로부터 상 기 셀의 측정 대역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 단말이 발견 신호 전송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파수가

재선택 주파수 정보 에 포함되지 않으면, 상 기 단말에게 측정 대역폭 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고 려해 보면, 재선택 주파수 정보 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파수에 대해서는 SIB19 를 통해 측정 대역폭을 알려주는 것 이

바람직 하다.

[380] <제 안 6>

[381] 셀은 SIB 19를 통해 측정 대역폭을 포함하는 보조 정보를 시그 널링할 수 있다.

상 기 측정 대역폭은 단말이 발견 신호를 전송하는데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파수의 셀에 대한 것 일 수 있다.

[382]

[383] 비 -프라 이머리 셀에서 의 발견 신호 전송을 지원하기 위해 , 단말은 먼저 발견

신호 전송에 사용할 셀을 선 택하는 것 이 필요할 수 있다.

[384] 이 때 , ProSe 통신에 적용되는 규 칙들 이 적용될 수 있다.

[385] 발 견 신호 전송에 사용할 셀을 선 택하기 위해 필요한 측정은 , 비 -프라 이머리

셀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수 행되어야 하는 RSRP 기반의 전송 자 원 풀

선 택을 수 행할 때도 사용될 수 있다.

[386] 단말은 상 기 셀에 대해 측정을 수 행하는 것 이 필요할 수 있다. 이 때 , 현재의

측정 요구조건에 따라, 프 라이머리 셀보다 우선 순위가 낮은 셀에 대해서는

측정을 수행하 는 것 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요구조 건을 넘어서는

추가적 인 측정 없이는 비 -프라 이머리 셀에서 의 발견 신호 전송은 자주 지 연될

것 이다 .

[387]

[388] <제 안 7>

[389] RRC 아 이들 상 태에 있는 단말이 비 -프라 이머리 셀에서 의 발견 신호 전송에

흥미가 있다면, 상 기 비 -프라 이머리 셀의 주파수의 우선 순위에 무 관하게 상 기

비 -프라 이머리 셀에 대한 측정을 수 행할 수 있다.

[390] <제 안 8>

[391] ProSe 통신을 위해 정의된 추가적인 측정 이 비 -프라 이머리 셀의 주파수에 대한

측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때 상 기 주파수는 단말이 Prose 발 견 신호 전송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비 -프라 이머리 셀의 주파수 이다 .

[392]

[393] <제 안 9>

[394] 비 -프라 이머리 셀의 전송 자 원 풀 파라미 터들 및 보조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

단말은 상 기 비 -프라 이머리 셀의 MIB, SIB1, SIB19 등을 읽지 않고 상 기 전송



자원 풀 파라미터들 및 보조 정보를 이용하여 비-프라 이머리 셀에서 발견 신호

전송을 수 행할 수 있다.

[395]

[396] <주 파수 우선순위화>

[397] <제 안 10>

[398] 단말은 발견 신호 전송 (어나운스 먼트) 를 위한 목적으로 주파수 우선 순위화를

수 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즉 , 발견 신호를 전송하고자 하는 비-프라 이머리
셀 또는 비 서 빙셀의 주파수를 가장 높은 주파수 우선순위로 간주하는 것이다 .

[399] <제 안 11>

[400] 주파수 우선 순위화는 단말이 우선순위 화된 주파수의 셀에 캠프 온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401] <제 안 12>

[402] 주파수 우선순위 화는 ProSe 발견 신호 전송이 인가된 PLMN 에 속하는 주파수

중에서 EPLMN/HPLMN 에 속한 주파수에 대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

[403]

[404] RRC 연결 상 태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 (어나운스 먼트) 하는데는 다음 3가지

시나리오 들을 고려할 수 있다.

[405] 1) 프 라이머리 셀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

[406] 2) 세 컨더리 셀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

[407] 3) 비 -서 빙 셀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 (즉, 다른 주파수의 셀에서 발견 신호 전송)

[408] 상 기 첫번째 시나리오는 LTE-A Rel-12 에서 지원된다. 따라서 , 본 발명에서는

두번째, 세번째 시나리오에 초 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409] 먼 저 , 세컨더리 셀을 이미 설정받은 단말이 상기 세컨더리 셀이 속한
주파수에서 상기 세컨더리 셀이 아닌 비-세 컨더리 셀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를 허용할 경우 , 세컨더리

셀에서의 상 향링크 전송에 간섭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세컨더리 셀이 속한

주파수에 위치한 비-세 컨더리 셀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10] <제 안 13>

[411] 서 빙 주파수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할 때, 단말은 서빙 셀(프라 이머리 셀이든

세컨더리 셀이든 )에서 만 발견 신호를 전송하 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412]

[413] 비 -서 빙 주파수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할 때, 비 -서 빙 주파수의 베스트 -탱킹

셀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하 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414] ProSe 통신을 기준으로 보면, 비 -서 빙 주파수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함에

있어서 도 상기 비-서 빙 주파수의 베스트 -탱킹 셀을 사용하 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 러면 , 다음 요구 조건이 필요할 수 있다.

[415] <제 안 14>



[416] RRC 연결 상태인 단말이 비-서빙 셀에서 발견 신호 전송에 흥미가 있다면,
상기 단말은 상기 비-서빙 셀의 주파수 가 측정 대상 (measurement object) 로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기 비-서빙 셀의 주파수에서 측정을 수행한다.
[417] <제안 15>

[418] ProSe 통신에 대해 정의된 추가적 인 측정이, RRC 연결 상태인 단말이 발견
신호 전송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비-프라 이머리 셀의 주파수에 대한 측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419] <제안 16>

[420] ProSe 통신에 대해 정의된 추가적인 측정이, 비-프라 이머리 셀의 주파수에 대한
측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421]

[422] 단말이 RRC 연결 상태로 진입하면, 단말은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를
전송함 으로써 발견 신호의 수신, 전송, 또는 송수신에 흥미가 있음을 알릴 수

있다.
[423] 단말은 특정 세컨더리 셀에서 발견 신호 전송에 흥미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단말은 상기 세컨더리 셀(서빙 셀)의 인텍스를 전송 자원 요청에 포함하여
전송하거 또는 상기 서빙 셀의 주파수를 알려줄 수 있다. 단말은 서빙 주파수가
아닌 다른 주파수의 비-서빙 셀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하는 것에 흥미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단말은 타겟으로 하는 상기 비-서빙 셀의 반송파 주파수를 알려줄
수 있다. 전술한 2가지 경우에서 단말이 네트워크에게 보내는 신호의 사이즈
차이가 크지 않다면, 공통된 형식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 하다.

[424] <제안 17>

[425] 단말은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에, 단말이 발견 신호를 전송하는데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파수들의 리스트를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다. 상기 리스트에

포함된 주파수들은 서빙 주파수일 수도 있고 비-서빙 주파수일 수도 있다.
[426] <제안 18>

[427] 단말은 발견 신호를 전송하는데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파수들의 리스트를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를 통해 네트워 크에게 알려줄 수 있다.

[428] 서빙 주파수의 프라이 머리 셀 또는 세컨더리 셀에서만 발견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제한 사항은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의 유발(triggering) 에도 적용될 수 있다.

[429]

[430] 단말은 특정 세컨더리 셀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하는 것에 흥미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단말은 상기 세컨더리 셀(서빙 셀)의 인텍스를 전송 자원 요청에
포함하여 전송함 으로써 이를 네트워 크에게 알리거나, 또는 상기 서빙 셀의
주파수를 전송함 으로써 이를 네트워 크에게 알릴 수 있다. 단말은 비-서빙 셀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하는데 흥미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단말은 상기 비-서빙 셀의

주파수 (반송파 주파수) 를 알림으로써 자신의 흥미를 네트워 크에게 알릴 수 있다.
전술한 2가지 경우에서 단말이 네트워 크에게 보내는 신호의 사이즈 차이가 크지



않다면, 공통된 형식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 하다.
[431]

[432] <제안 20>

[433] 단말은 자신이 발견 신호를 전송(즉, 어나운스) 하는데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파수들의 리스트를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를 통해 알릴 수 있다.

[434]

[435] 만약, 기지국이, 단말이 발견 신호를 전송하는데 흥미가 있는 주파수의 셀에

대한 전송 자원 풀 파라미 터들을 알고 있다면, 기지국은 상기 전송 자원 풀
파라미 터들을 상기 단말에게 시그널링 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단말은 상기 전송
자원 풀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다른 주파수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이는 단말이 세컨더리 반송파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하는데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436]

[437] <제안 21>

[438] 셀은 다른 주파수의 다른 셀들에 대웅하는 전송 자원 풀 파라미 터들과 보조
정보들을 단말에 대한 전용 시그널링 을 통해 알려줄 수 있다.

[439] 단말이 발견 신호 전송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주파수의 셀에 대한 전송
자원 풀 파라미터를 기지국이 알지 못하는 경우, 상기 단말에 대한 상향링크
스케줄링에 상기 다른 주파수 에서의 발견 신호 전송을 고려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셀를러 통신에 의한 상향링 크 스케줄링이 발견 신호 전송과 겹칠 때마다,
단말은 셀를러 통신을 우선시하는 원칙에 기반하여 발견 신호 전송을
드랍(drop)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동작하게 되면,상기 다른
주파수 에서의 D2D 발견 동작의 성능이 열화(degradation) 될 것이다.

[440] 이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은 단말이 발견 신호 전송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파수의 셀에 대한 전송 자원 풀 파라미터들을 네트워크로 보고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441] 예를 들어, 단말의 서빙 셀이 주파수 1의 셀 1이고 상기 단말이 주파수 2의 셀

2에서 발견 신호 전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상기 셀 1이
상기 셀 2에서의 발견 신호 전송을 위한 전송 자원 풀(또는 전송 자원 풀을 위한
파라미터, 설정 등)을 알지 못한다고 상기 단말이 판단한 경우, 상기 단말은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를 통해 상기 셀 2에서의 발견 신호 전송을 위한 전송 자원
풀을 셀 1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단말은 셀 1에게 발견 신호 전송을 위한 자원을
요청할 때 상기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442]

[443] <제안 22>

[444] 단말은 자신의 서빙 주파수가 아닌 다른 주파수의 셀에 대한 전송 자원 풀
파라미 터들을 자신의 서빙 셀에게 보고 할 수 있다. 상기 전송 자원 풀
파라미터는 상기 다른 주파수의 셀에 대한 발견 신호 전송을 위한 파라미 터들일



수 있다. 또한, 단말은 타이밍 정보를 상기 전송 자원 풀 파라미 터들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445]

[446] <단말의 능력>

[447] 현재 , 단말은 기지국에게 발견 동작을 지원하는 주파수 대역만을 지시하고,

다른 정보 예를 들어, 셀를러 통신과 D2D 동작 간의 동시 수 행 등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종 래의 동작은 발견 신호 전송이 프 라이머리

셀에서만 수 행되는 LTE-A Rel-12 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 러나 , 세컨더리

주파수 또는 비-서 빙 주파수 에서의 발견 신호 전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 이러한

종 래의 동작만 으로는 층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종 래의 동작에 의하면 기지국은

다른 주파수 에서의 발견 신호 전송을 보조하기 위해 셀를러 통신에 의한

상 향링크 전송을 제한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448] 기지국 측면에서 보면, 셀를러 통신에 의한 신호 전송과 발견 신호 전송을

수 행하는 대역들의 조합에서 단말이 동시 전송을 지원하는지 여부를 아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449] <제안 23>

[450] 단말은 자신이 셀를러 통신에 의한 신호 전송과 발견 신호 전송을 수 행하는

대역들의 조합에서 동시 동작이 가능하지 여부를 자신의 능력 정보에 포함하여

네트워 크 에게 시그 널링할 수 있다.

[451]

[452] 이하 에서는 , 단말이 자신의 서빙 셀이 아닌 다른 셀(서 빙 주파수가 아닌 다른

주파수에 있을 수 있음) 에서 사 이드링크 동작, 예컨대, 발견 신호 전송을 하고자

할 때, 상 기 다른 셀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자신의 서빙 셀에게 보고할 수 있는지 ,

또 한 이러한 동작을 위하여 어떤 기능을 가져야 하는지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하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상기 다른 셀을 이웃 셀이라 칭하기로 한다.

[453] 단말이 이웃 셀의 ProSe 동작에 대한 설정(예를 들어, 발견 신호 전송을 위한

설정 , 이하 편의상 이를 예로 든다) 을 서빙 셀에게 보고하기 위해 , 네트워크 (서 빙

셀)는 상기 단말에 게 발견 신호 전송을 위한 설정을 획득하고 보고할 주파수를

설정할 수 있다.

[454] 상 기 보고가 설정되면 , 단말은 미리 정해진 시간 구간 내(타이 머에 의하여

지시되는 )에서 이웃 셀의 발견 신호 전송을 위한 설정을 획득하고 보고할 수

있다.

[455] 이웃 셀의 발견 동작 설정은 상기 이웃 셀이 전송한 SIB (예를 들어 , SIB19) 를

통해 획득될 수 있다.

[456] 단말이 보고하는 이웃 셀의 발견 동작 설정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포함될

수 있다. 1) 셀 ID, PLMN ID 등과 같은 셀 ID 정보 , 2) 발 견 동작을 자원 풀 설정 , 3)

이웃 셀의 동기 설정(sync configuration), 4) 서 빙 셀과 이웃 셀 간의 타이밍 차 이,

5) 이웃 셀이 중계기 역할을 하는 단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자원 설정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알리는 정보(중계기 역할을 하는 단말이란 제 1 단말과
네트워크 사이의 제2 단말, 제 1 단말과 제3 단말 사이의 제2 단말과 같이
네트워크 노드 사이에서 중계 역할을 하는 단말을 의미한다).

[457] 도 1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이웃 셀의 발견 동작 설정 보고 방법을
나타낸다.

[458] 단말은 서빙 셀에게 발견 동작 수행에 흥미가 있음을 알리는 Interest 정보를
전송한다 (S191). Interest 정보는 상기 단말이 특정 주파수에서 발견 신호 전송에

흥미가 있음을 알리는 정보일 수 있다.
[459] 서빙 셀은 단말에게 사이드링크 시스템 정보를 보고할 것을 요청(request) 할 수

있다 (S192). 단말은 제 1주파수에 위치한 서빙 셀로부터 사이드링크 시스템 정보
보고 요청을 수신할 수 있다. 상기 사이드링크 시스템 정보 보고 요청은 제2
주파수의 다른 셀로부터 획득한 사이드링크 동작에 관련된 시스템 정보를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일 수 있다. 이 메시지는 단말에게 어떤 주파수의
셀들에 대한 사이드링크 시스템 정보를 보고할 것인지를 알려줄 수 있다. 즉,
단말에게 사이드링크 시스템 정보 보고의 대상이 되는 주파수를 알려줄 수 있다.
상기 제 1주파수 및 상기 제2 주파수는 서로 다른 주파수 들일 수 있다. 상기
사이드링크 동작은 발견 동작일 수 있다. 서빙 셀은 단말에게 시스템 정보
보고의 대상이 되는 주파수와 함께 셀 식별자를 지시할 수도 있다. 기지국은

단말이 전송한 상기 Interest 정보 메시지의 웅답으로 발견 동작 수행을 허락하는
발견 설정 정보를 단말에게 전송할 때,사이드링크 시스템 정보를 보고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이드링크 시스템 정보를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정보는발견 설정 정보 내에 포함될 수 있다.

[460] 단말은 발견 동작 수행을 허락하는 발견 설정 정보를 수신하고 발견 동작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 단말은 발견 동작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파수에서
사이드링크 시스템 정보 (여기서는 사이드링크 발견 관련 시스템 정보)를
획득한다.단말은 사이드링크 시스템 정보를 보고할 것을 요청(request) 하는데
대한 웅답으로, 상기 제2 주파수의 다른 셀로부터 획득한 사이드링크 동작에
관련된 시스템 정보를 포함하는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를 상기 서빙 셀로 보고할
수 있다. 즉, 사이드링크 시스템 정보 보고 ('SL-SysInfoReport') 를 포함하는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를 보고할 수 있다.
[461] 사이드링크 시스템 정보 보고 ('SL-SysInfoReport') 에는 인터 주파수

셀(inter-frequency cell) 들의 시스템 정보로부터 획득한 사이드링크 동작에

관련된 파라미 터들을 포함할 수 있다. 즉, 단말은 인터 주파수 셀들의 시스템
정보로부터 획득한 사이드링크 동작(예를 들어, 발견 신호 전송/수신) 에 관한
설정을 시스템 정보 보고를 통해 서빙 셀에게 알려줄 수 있다. 여기서 , 인터

주파수 셀이란, 단말이 f l 주파수의 셀 1을 서빙 셀로 가지는 상황에서 , f2
주파수의 셀을 의미할 수 있다.

[462] 다음 표는 사이드링크 시스템 정보 보고 ('SL-SysInfoReport') 의 일 예를



나타낸다.
[463]

[464] 상기 표에서 , 'plmn-IdentityList' 는 단말이 발견 동작에 관련된 시스템 정보를

획득한 셀의 PLMN ID의 리스트이다. 예를 들어, f l 주파수의 셀 1을 서빙 셀로

가지는 단말을 가정해 보자. 상기 셀 1은 PLMN 1에 포함된다고 가정해보자. f2
주파수의 셀 2로부터 발견 동작에 관련된 시스템 정보를 획득하였고, 상기 셀

2가 PLMN 2에 포함될 경우, 상기 PLMN 2의 ID를 상기 'plmn-IdentityList' 에

포함하는 것이다. 'cellldentity' 는 발견 동작에 관련된 시스템 정보를 획득한 셀의
ID를 지시한다. 상기 예에서 , 셀 2의 셀 ID(물리 적 셀 ID, 또는 글로벌 셀 ID 등

상기 셀 2를 식별할 수 있는 임의의 ID) 를 'cellldentity' 에 포함한다.

'SL-CarrierFreqlnfo' 는 발견 동작에 관련된 시스템 정보를 획득한 셀의 주파수를

지시한다. 상기 예에서 , 셀 2가 위치하는 제2 주파수를 지시하는 정보를
'SL-CarrierFreqlnfo' 에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예에서는 제2 주파수의 하나의

셀만을 예시하였으나, 당연히 제2 주파수의 복수의 셀들에 대한 PLMN ID, 셀 ID



주파수를 사 이드링크 시스템 정보 보고에 포함할 수도 있다.

발견 동작에 관련된 시스템 정보는 예를 들어, SIB19 일 수 있다. 다음 표

SIB19 의 일부를 나타낸다.



표6]

- ASNlSTARTSystemInfonnationBlockTypel9-rl2 ：:= SEQUENCE {

discConfig-rl2 SEQUENCE { discRxPool-rl2 SL-DiscRxPoolList-rl2,

discTxPoolCommon-rl2 SL-DiscTxPoolList-rl2 OPTIONAL, - Need OR

discTxPowerInfo-rl2 SL-DiscTxPowerInfoList-rl2 OPTIONAL, - Cond Tx

discSyncConfig-rl2 SL-SyncConfigList-rl2 OPTIONAL - Need OR } OPTIONAL,

OR lateNonCriticalExtension OCTET STRING OPTIONAL, [ [ discConfig-vl3x0

Need OR gapRequestsAllowedCommon ENUMERATED {true} OPTIONAL— Need

OR } OPTIONAL, - Need OR discConfigRelay-rl3 SEQUENCE {

discThreshHiRelayUE-rl3 RSRP-Range OPTIONAL, - Need OR

discThreshLoRelayUE-rl3 RSRP-Range OPTIONAL, - Need OR

discHystMaxRelayUE-rl3 ENUMERATED {dBO, dB3, dB6, dB9, dB12, dBinf},

discHystMinRelayUE-rl3 ENUMERATED {dBO, dB3, dB6, dB9, dB12}, - U u

threshold discThreshHiRemoteUE-r 13 RSRP-Range OPTIONAL, - Need OR

discHystMaxRemoteUE-rl3 ENUMERATED {dBO, dB3, dB6, dB9, dB12}, - U u

threshold reselectionInfoRemoteUE-IC-rl3 ReselectionInfoRelay-rl3 } OPTIONAL,

- Need OR discConfigPS-13 SEQUENCE { discRxPoolPS-rl3

SL-DiscRxPoolList-r 12, discTxPoolPS-Common-r 13 SL-DiscTxPoolList-rl2

OPTIONAL - Need OR } OPTIONAL - Need OR ] ] }SL-CarrierFreqInfoList-rl2 ：:=

SEQUENCE (SIZE (L.maxFreq)) OF

SL-CarrierFreqInfo-rl2SL-CarrierFreqInfoList-vl3xO ：:= SEQUENCE (SIZE

(L.maxFreq)) OF SL-CarrierFreqInfo-vl3xOSL-CarrierFreqInfo-rl2::= SEQUENCE

{ carrierFreq-rl2 ARFCN-ValueEUTRA-r9, plmn-IdentityList-rl2

PLMN-IdentityList4-rl2 OPTIONAL - Need OP } ...CellSelectionlnfoNFreq-r 13 ：:=

SEQUENCE { - Cell selection information as i n SIB1 q-RxLevMin-rl3

Q-RxLevMin, q-RxLevMinOffset INTEGER (1..8) OPTIONAL, - Need OP - Cell

re-selection information as i n SIB3 q-Hyst-rl3 ENUMERATED { dBO, dBl, dB2,

dB3, dB4, dB5, dB6, dB8, dB10, dB12, dB14, dB16, dB18, dB20, dB22, dB24},

q-RxLevMinReselection-r 13 Q-RxLevMin OPTIONAL, - Need OP

t-ReselectionEUTRA-r 13 T-Reselection }SL-CarrierFreqlnfo-v 13x0: := SEQUENCE {

discRxResources-rl3 SL-DiscRxPoolList-rl2 OPTIONAL, - Need OR

discRxResourcesPS-rl3 SL-DiscRxPoolList-r 12 OPTIONAL, - Need OR

discTxResources-rl3 SL-DiscTxResourcesInterFreq-rl3 OPTIONAL, ― Need OR

discTxResourcesPS-rl3 SL-DiscTxResourcesInterFreq-rl3 OPTIONAL, - Need OR

discTxPower!nfo-rl3 SL-DiscTxPowerInfoList-rl2 OPTIONAL, - Cond Tx



discTxRefCarrierCommon-r 13 ENUMERATED {pCell} OPTIONAL, - Need OR

discSyncConfig-rl3 SL-SyncConfigListNFreq-rl2 OPTIONAL, - Need OR

cellSelectionInfo-rl3 CellSelectionlnfoNFreq-r 13 OPTIONAL - Need

OR}PLMN-IdentityList4-rl2 ：:= SEQUENCE (SIZE (L.maxPLMN-rll)) OF

PLMN-IdentityInfo2-rl2PLMN-IdentityInfo2-rl2 ：:= CHOICE { plmn-Index-rl2

INTEGER (L.maxPLMN-rll), plmnldentity-rl2

PLMN-Identity}SL-DiscTxResourcesInterFreq-rl3 ：:= CHOICE {

acquireSI-FromCarrier-r 13 NULL, discTxPoolCommon-r 13 SL-DiscTxPoolList-rl2,

requestDedicated-r 13 NULL, noTxOnCarrier-r 13 NULL}

[467] SIB 19는 발견 동작에 관련된 정보 , 자원 설정을 포함하 는데, 예를 들어, 상기

표에서 'discTxPoolcommon' 은 단말이 RRC 아이들 상 태에서 발견 신호를

전송(announce) 하는 것이 허용된 자원을 지시하고, 'discRxPool '은 RRC 아이들 및

RRC 연결 상 태의 단말이 발견 신호를 수신하는 것이 허용된 자원을 지시한다.

단말은 SIB19 를 이웃 셀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

[468] 단말은 사 이드링크 시스템 정보 보고를 지시하는 설정을 수신하면 타이머를

개시하고, 상기 타이머가 동작하는 시간 구간 내에서 이웃 셀의 발견 동작

설정을 수신하고 이를 보고한다 (S193). 타이머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469] 상기 타이머가 만료되 기 건에 이웃 셀의 발견 동작 설정을 포함하는

사 이드링크 시스템 정보 보고를 서빙 셀로 전송한다 (S193). 사 이드링크 시스템

정보는 사 이드링크 단말 정보에 포함되거나 별개로 전송될 수 있다. 본

실시 예에서는 사 이드링크 시스템 정보가 사 이드링크 단말 정보에 포함되어

전송된다. 즉 , 단말은 사 이드링크 시스템 정보를 포함하는 사 이드링크 단말

정보를 서빙 셀로 전송한다.
[470] 이제 타이머와 이에 관련한 단말 동작을 상세히 설명한다. 상기 타이머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동작할 수 있다.



[47 1] [표7]

[472] 상기 표에 의하면, 사이드링크 시스템 정보보고 요청을수신하였을 때,
타이머를 시작하고, 사이드링크 시스템 정보보고를 포함하는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과정을시작(initiate) 할 때멈출 수 있다. 타이머가
만료되면, 단말은 상기 제2 주파수의 다른 셀로부터 사이드링크 동작에 관련된
시스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 이와 함께 . 타이머가만료되면,
단말은 사이드링크 시스템 보고 설정(예컨대, 잤뇨 싼 ？햇 ：아？ 을 스스로
제거할수 있다. 상기 타이머의값은 예컨대 , 60초로 설정될수 있다.

[473] 한편, 단말은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때 이웃 셀의 발견 동작 설정을 보고를
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즉,특정 이벤트에 의하여 이웃 셀의 발견 동작 설정을
보고하는 동작이 트리거링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474] 도 20은 단말이 수행하는 이웃 셀에 대한 ProSe 자원 보고 방법을 나타낸다.
[475] 도 20을 참조하면, 단말은 서빙 셀로부터 이웃 셀에대한 ProSe 자원 보고를

위한설정을수신한다(S200). 상기 설정은 단말이 어떤경우에, 어떤 주파수에
위치한 이웃 셀에 대한 ProSe 자원 보고를 수행하는지에 대한조건을 상기
단말에게 알려줄 수 있다.

[476] 예를 들어,상기 설정에의하면, 단말은 ProSe 동작을 수행하고자 하는(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파수에서 새로운 이웃 셀을 검출한 경우상기 새로운 이웃 셀이

SIB 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발견 동작을 위한 설정을수신하여, 서빙 셀에게
보고할 수 있다.

[477] 네트워크는상기 설정에의하여,단말이 이웃 셀의 발견 동작을 위한설정을
보고하기 위한문턱치(threshold) 를 설정할수 있다. 상기 문턱치가 설정되면,

단말은 검출된 이웃 셀의 신호 품질/세기등이 문턱치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상기 이웃 셀의 발견 동작을 위한설정을서빙 셀로 보고할 수 있다.



[478] 단말은 ProSe 동작을 하려는 주파수에 서 새로운 이웃 셀을 검출할 수
있다 (S210).

[479] 단말은 상기 설정에 의한 보고 조건 만족 여부를 판단하여 (S220), 보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웃 셀에 대한 ProSe 자원을 서빙 셀로 보고한다 (S230).

[480] 만약, 단말이 검출한 이웃 셀이 SIB 를 통해 발견 동작을 위한 설정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단말은 상기 검출한 이웃 셀이 발견 동작을 위한 설정을 제공하지
않음을 서빙 셀에게 알릴 수 있다.

[481] 만약, 단말이 네트워크에 의하여 설정된 주파수에서 아무 이웃 셀(정규 셀)도

검출하지 못한 경우, 단말은 상기 설정된 주파수에 이웃 셀이 없다는 것을 서빙
셀에게 알릴 수 있다.

[482]

[483] 한편, 단말은 상기 이웃 셀의 ProSe 자원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반영하여 갱신 (update) 된 ProSe 자원 보고를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웃
셀이 기존에 보내고 있던 SIB 에 의한 발견 동작에 대한 설정이 새로운 발견
동작에 대한 설정으로 변경되었음을 검출한 경우, 단말은 이러한 변경을 서빙

셀로 보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단말은 상기 이웃 셀의 SIB 를 모니터링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484]

[485] 한편, 단말은 이웃 셀의 ProSe 자원 설정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반영한
갱신된 보고를 수행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이웃 셀에 대한 ProSe 자원 보고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486]

[487] 도 2 1은 단말이 수행하는 이웃 셀에 대한 ProSe 자원 보고 방법의 다른 예를

나타낸다.
[488] 단말은 ProSe 동작을 수행하려는 주파수에 서 ProSe 동작이 셀 커버리지 내에서

수행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S410). f l 주파수를 서빙 주파수, 셀 1을 서빙
셀로 가지는 단말이 f 2 주파수에서 ProSe 동작을 하는데 흥미가 있는 경우, f 2
주파수에서 측정을 수행하여 ProSe 동작 (예컨대, 발견 신호 전송) 을 수행할

적절한 셀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 f 2 주파수에 여러 개의 셀들이 있고
이 중에서 셀 2가 ProSe 동작을 위해 선택되 었다고 가정해 보자. 즉, f 2 주파수의
셀 2에서 발견 신호 전송을 수행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단말은 ProSe

동작이 셀 커버지리 내에서 수행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89] 만약, ProSe 동작이 셀 커버리지 내에서 수행될 것으로 판단한 경우, 단말은

상기 셀(셀 2)의 ProSe 동작에 대한 자원 설정 및 상기 셀(셀 2)에 대한 타이밍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S420).

[490] ProSe 동작에 대한 자원 설정은 1) 수신 자원 풀 정보(예를 들어, SIB18 에
포함된 'commRxPool '나 SIB 19에 포함된 'discRxPool'), 2) 상기 셀(셀 2)의 반송파

주파수, 3) 전송 자원 풀 정보(예를 들어, SIB18 에



포함된 'commTxPoolNormalCommon' 나 SIB 19에 포함된 'discTxPoolcommon'), 4)

동기화 관련 파라미터들(예를 들어, SIB18 에 포함된 'commSyncConfig' 나 SIB

19에 포함된 'discSyncConfig'), 5) 전력 제어 정보(예를 들어, SIB 19에 포함된
'discTxPowerlnfo')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491] 만약, ProSe 동작이 셀 커버리지 내에서 수행될 것으로 판단한 경우, 단말은
상기 셀(셀 2)에 대한 타이밍 정보를 획득한다. 단말은 프라이머리 셀과 상기 셀 2

간에서 타이밍 차이를 계산한다. 상기 타이밍 차이는 프레임 오프셋 또는

서브프레임 오프셋으로 표현될 수 있다.
[492] 단말은 상기 셀(셀 2)에 대한 ProSe 동작에 대한 자원 설정 및 상기 셀에 대한

타이밍 정보를 서빙 셀로 보고한다 (S430).

[493] 도 2 1에서는 f 2 주파수에 서 하나의 셀만을 선택하여 해당 셀(셀 2)이 제공하는
ProSe 자원 설정 및 타이밍 정보를 서빙 셀로 보고하는 것을 설명하였지만, 이는
제한이 아니다. 즉, f 2 주파수에 복수의 셀들이 있고 상기 복수의 셀들 중 2 이상
또는 상기 복수의 셀들 각각이 제공하는 ProSe 자원 설정 및 타이밍 정보 전부를

보고할 수도 있다. 또한, 네트워크는 f 2 주파수에서 어떤 셀에 대한 ProSe 자원

설정 및 타이밍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지를 단말에게 설정할 수도 있다.
[494] 한편, ProSe 동작을 수행하려는 주파수에 서 ProSe 동작이 셀 커버리지

바깥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단말은 미리 정해진 ProSe 동작에 대한
자원 설정 (이를 SL-Preconfiguration 이라 하자) 을 획득하고, 상기 ProSe 동작을

수행하려는 주파수에 대한 타이밍 정보를 획득한다 (S440).

[495] 다음 표는 SL-Preconfiguration 의 일 예이다.



[496] [표8]

SL-Preconfiguration-rl2 ：:= SEQUENCE { - preconf igGeneral-r 12

SL-PreconfigGeneral-r 12,- preconf igS ync-r 12 SL-PreconfigSync-rl2,-

preconfigComm-r 12 SL-PreconfigCommPoolList4-rl2,- } - -

SL-PreconfigGeneral-rl2 ：:= SEQUENCE { - - PDCP configuration-

rohc-Profiles-rl2 SEQUENCE { - profileOxOOOl BOOLEAN,- profile0x0002

BOOLEAN,- profile0x0004 BOOLEAN,- profile0x0006 BOOLEAN,- profileOxOlOl

BOOLEAN,- profile0x0102 BOOLEAN,- profile0x0104 BOOLEAN- },- - Physical

configuration- carrierFreq-rl2 ARFCN-ValueEUTRA-r9,- maxTxPo wer-r 12 P-Max,-

additionalSpectrumEmission-r 12 AdditionalSpectrumEmis sion,- sl-bandwidth-r 12

ENUMERATED {n6, nl5, n25, n50, n75, nlOO},- tdd-ConfigSL-rl2

TDD-ConfigSL-rl2,- reserved-rl2 BIT STRING (SIZE (19)),- } - -

SL-PreconfigSync-rl2 ：:= SEQUENCE { - syncCP-Len-rl2 SL-CP-Len-rl2,-

syncOf f setlndic ator 1-r 12 SL-OffsetIndicatorSync-rl2,- syncOffsetIndicator2-rl2

SL-OffsetIndicatorSync-rl2,- syncTxParameters -r 12 P0-SL-rl2,-

syncTxThreshOoC-r 12 RSRP-RangeSL3-rl2,- filterCoefficient-rl2 FilterCoefficient,-

syncRefMinHyst-rl2 ENUMERATED {dBO, dB3, dB6, dB9, dB12},-

syncRefDiffHyst-rl2 ENUMERATED {dBO, dB3, dB6, dB9, dB12, dBinf},- } - -

SL-PreconfigCommPoolList4-rl2 ：:= SEQUENCE (SIZE (L.maxSL-TxPool-rl2))

OF SL-PreconfigCommPool-rl2- - SL-PreconfigCommPool-rl2 ：:= SEQUENCE { -

― This IE i s same as SL-CommResourcePool with rxParametersNCell absent-

sc-CP-Len-rl2 SL-CP-Len-rl2,- sc-Period-rl2 SL-PeriodComm-rl2,-

sc-TF-ResourceConfig-rl2 SL-TF-ResourceConfig-rl2,- sc-TxParameters-rl2

P0-SL-rl2,- data-CP-Len-rl2 SL-CP-Len-rl2,- data-TF-ResourceConfig-r 12

SL-TF-ResourceConfig-rl2,- dataHoppingConfig-r 12 SL-HoppingConfigComm-r 12,-

dataTxParameters-rl2 P0-SL-rl2,- trpt-Subset-rl2 SL-TRPT-Subset-rl2,- }

[497] 단말은 ProSe 동작을 수행하 려는 주파수와 프라이머리 셀 간의 타이밍 차이를
계산하며, 타이밍 차이는 프레임 오프셋 또는 서브프레임 오프셋일 수 있다.

[498] 단말은 획득한 미리 정해진 ProSe 동작에 대한 자원 설정 및 상기 ProSe 동작을
수행하려는 주파수에 대한 타이밍 정보를 서빙 셀로 보고한다 (S450).

[499] 상기 S430, S450 단계에서, 단말은 네트워크의 요청이 있을 때 이에 대한
웅답으로 상기 보고를 수행할 수 있다. 단말은 상기 보고를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에 포함시켜 전송할 수 있다.
[500] 또는 상기 S430, S450 단계에서, 단말은 서빙 셀이 상기 보고할 내용을

브로드캐스 트하고 있지 않다면 상기 보고를 수행한다. 즉, 단말이 보고할 내용을

서빙 셀이 알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술한 S430, 450 단계를 수행할 수

있다.



[501] 한편, S430, S450 단계 즉, 단말이 획득한 정보 전부를 보고하기 이전에, 단말은
시그널 사이즈가 작은 1비트 플래그 (flag) 를 전송하여 자신이 보고할 내용을

가지고 있고 기지국이 이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릴 수 있다.

[502] 네트워크는 단말에게 단말의 ProSe 동작을 보고하기 위해 협력 스케줄링을

지원함을 알릴 수 있다.
[503] 도 22는 본 발명의 실시예가 구현되는 단말을 나타낸 블록도 이다.

[504] 도 22를 참조하면, 단말 (1100) 은 프로세서 (11 10), 메모리 (1120) 및 RF부 (radio

frequency unit, 1130) 을 포함한다. 프로세서 (1110) 는 제안된 기능, 과정 및/또는

방법을 구현한다. RF부 (1130) 은 프로세서 (1110) 와 연결되어 무선 신호를 송신 및

수신한다.
[505] 프로세서 는 ASIC(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 다른 칩셋, 논리 회로

및/또는 데이터 처리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는 ROM(read-only memory),

RAM(random access memory), 플래쉬 메모리, 메모리 카드, 저장 매체 및/또는

다른 저장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RF부는 무선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베이스밴드 회로를 포함할 수 있다. 실시예가 소프트 웨어로 구현될 때, 상술한

기법은 상술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과정, 기능 등)로 구현될 수 있다. 모듈은
메모리에 저장되고,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메모리는 프로세서 내부

또는 외부에 있을 수 있고, 잘 알려진 다양한 수단으로 프로세서와 연결될 수

있다.



청구범위
[청구항 1]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단말의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 전송 방법에 있어서 ,

제 1주파수에 위치한 서빙 셀로부터 사이드링크 시스템 정보 보고 요청을
수신하되 ,상기 사이드링크 시스템 정보 보고 요청은 제2 주파수의 다른
셀로부터 획득한 사이드링크 동작에 관련된 시스템 정보를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이고, 및
상기 제2 주파수의 다른 셀로부터 획득한 사이드링크 동작에 관련된
시스템 정보를 포함하는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를 상기 서빙 셀로
보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주파수 및 상기 제2 주파수는 서로 다른
주파수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사이드링크 동작은 발견 동작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사이드링크 시스템 정보 보고 요청을 수신하였을
때, 타이머를 시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머는 상기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를 전송할 때
멈추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머가 만료되 면,상기 제2 주파수의 다른
셀로부터 사이드링크 동작에 관련된 시스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는 상기 다른 셀이 속한

PLMN (public land mobile network) 의 ID(identity)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는 상기 다른 셀의 셀 ID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는 상기 제2 주파수를
지시하는 정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
상기 사이드링크 단말 정보는, 사이드링크 수신 자원 정보,사이드링크
전송 자원 정보, 전송 전력 설정 정보,동기화 정보 및 셀 선택 또는 재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정보는 사이드링크 발견 동작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시스템 정보 블록 19(system information block 19:

SIB 19)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청구항 1 단말은,

무선 신호를 송신 및 수신하는 RF(Radio Frequency) 부; 및
상기 RF부와 결합하여 동작하는 프로세서 ;를 포함하되 ,상기 프로세 서는,



제 1 주파수에 위치한 서빙 셀로부터 사 이드링크 시스템 정보 보고 요청을

수신하되, 상기 사 이드링크 시스템 정보 보고 요청은 제2 주파수의 다른

셀로부터 획득한 사 이드링크 동작에 관련된 시스템 정보를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이고 , 및

상기 제2 주파수의 다른 셀로부터 획득한 사 이드링크 동작에 관련된

시스템 정보를 포함하는 사 이드링크 단말 정보를 상기 서빙 셀로

보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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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별히 관련이 없 는 것 으 로 보 이 는 일 반 적 인 기 술수준 을 정 의 한 문 헌 않으며 발 명 의 기 초 가 되 는 원 리 나 이 론 을 이 해하기 위 해 인용된
문 헌

"E" 국 제 출 원 일 보 다 빠 른 출 원 일 또 는 우 선 일을 가 지 나 국 제 출 원 일 이후
에 공 개 된 선출원 또 는 특 허 문 헌 "X" 특별한 관 련 이 있 는 문헌. 해 당 문 헌 하 나 만으로 청구 된 발 명 의 신

규 성 또 는 진 보 성 이 없 는 것으로 본다.

"L" 우선권 주장에 의 문 을 제 기 하 는 문 헌 또 는 다 른 인용 문헌의 공 개 일
또 는 다 른 특별한 이유 (이 유 를 명 시 )를 밝 히 기 위 하 여 인용된 문 헌 "Y" 특별한 관 련 이 있 는 문헌. 해 당 문헌이 하 나 이상 의 다 른 문헌과

조 합하는 경 우 로 그 조합이 당 업자 에 게 자 명 한 경 우 청 구 된 발 명

"0" 구 두 개 시 , 사용, 전 시 또 는 기 타 수 단 을 언급 하 고 있 는 문 헌 은 진 보 성 이 없 는 것으로 본다.

"P" 우 선 일 이 후 에 공 개 되 었 으 나 국 제 출원일 이 전 에 공 개 된 문 헌 "&" 동 일 한 대웅특허 문헌에 속 하 는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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