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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멀티미디어 방송/멀티캐스트 서비스 시스템에서 선호주파수정보의 전달 방법 및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방송/멀티캐스트 서비스(MBMS 서비스)에 대해 선호 주파수 계층과 비선호 주파수 계층을 설정하

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선호 주파수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및 장치로서, 상기 방법은, MBMS 서비스의 세션이 시작하면,

상기 MBMS 서비스의 적어도 하나의 선호 주파수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적어도 하나의 선호 주파수를 나타내는

선호 주파수 정보를 구성하는 과정과,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하고자 하는 단말들의 통신을 관리하는 적어도 하나의 서

빙 무선망 제어기에게 상기 선호 주파수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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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멀티미디어 방송/멀티캐스트 서비스(MBMS 서비스)에 대해 선호 주파수 계층과 비선호 주파수 계층을 설정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선호 주파수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MBMS 서비스의 세션이 시작하면, 상기 MBMS 서비스의 적어도 하나의 선호 주파수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적어도 하나의 선호 주파수를 나타내는 선호 주파수 정보를 구성하는 과정과,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하고자 하는 단말들의 통신을 관리하는 적어도 하나의 서빙 무선망 제어기에게 상기 선호 주파

수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호 주파수 정보는,

상기 서빙 무선망제어기가 관리하는 전용채널을 가지는 사용자 단말들이 존재하는 셀들에 대해 선택된 기본 선호 주파수

를 나타내는 기본 선호 주파수 정보와, 상기 기본 선호 주파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호주파수들 각각에 대해 해당하는 셀

들을 나타내는 부가 선호 주파수 정보로 구성되고,

여기서 상기 부가 선호 주파수 정보는 선택적으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호 주파수 정보는,

무선네트워크 시스템 응용부(RNSAP)메시지에 포함되어 상기 단말들이 위치하는 셀들을 관리하는 드리프트 무선망 제어

기로부터 상기 서빙 무선망 제어기로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RNSAP 메시지는,

선호 주파수 지시 메시지 혹은, 채널 타입 변경 지시 메시지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호 주파수 정보 는,

상기 MBMS 서비스에 대해 무선망 제어기, 기지국, 셀 그룹, 또는 셀마다 할당된 적어도 하나의 선호 주파수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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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빙 무선망 제어기로부터 상기 선호 주파수 정보를 성공적으로 수신하였음을 알리는 확인 메시지

를 수신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하고자 하며 전용채널을 가지는 단말들을 검색하여, 상기 단말들의 통신을

관리하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서빙 무선망 제어기를 확인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호 주파수 정보는,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하고자 하며, 전용채널을 가지고 있는 단말들이 캠핑하고 있는 셀들의 선호 주파수들을 나타내

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9.

멀티미디어 방송/멀티캐스트 서비스(MBMS 서비스)에 대해 선호 주파수 계층과 비선호 주파수 계층들을 설정하는 이동통

신 시스템에서 선호 주파수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MBMS 서비스의 세션이 시작하면,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하고자 하는 단말들이 위치하고 있는 셀들을 관리하는 드리

프트 무선망 제어기로부터 상기 MBMS 서비스의 적어도 하나의 선호 주파수를 나타내는 선호 주파수 정보를 수신하는 과

정과,

상기 선호 주파수 정보에 따라,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하고자 하는 사용자 단말들에게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선호 주파

수를 통지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선호 주파수 정보는,

전용채널을 가지고 있는 상기 사용자 단말들이 존재하는 셀들에 대한 기본 선호주파수 정보와, 부가 선호 주파수 정보를

포함하며,

여기서 부가 선호 주파수 정보는 선택적으로 포함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들에게 상기 선호주파수를 통지하는 과정은,

상기 드리프트 무선망 제어기로부터 받은 상기 선호 주파수 정보에 추가적인 선호 주파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

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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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추가적인 선호 주파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상기 드리프트 무선망제어기에 속하며 전용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 단말들이 위치하는 모든 셀들의 선호주파수를 상기 선호 주파수 정보에 포함된 기본 선호 주파수로 설정하는 과정

과,

상기 추가적인 선호 주파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상기 전용채널을 가지는 사용자 단말들이 위치하는 셀들 각각에 대해

해당 셀 아이디가 상기 추가적인 선호 주파수 정보의 셀 아이디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셀아이디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셀의 선호주파수를 상기 기본 선호주파수로 설정하는 과정과,

상기 셀아이디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셀의 선호 주파수를 상기 셀 아이디 리스트와 연관된 선호 주파수로 설정하는 과정

과,

상기 모든 셀들에 대해 설정된 선호 주파수들을 상기 전용채널을 가지는 사용자 단말들에게 전용 제어 채널을 통해 통지하

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선호 주파수 정보는,

무선네트워크 시스템 응용부(RNSAP) 메시지에 포함되어 상기 단말들이 위치하는 셀들을 관리하는 드리프트 무선망 제어

기로부터 상기 서빙 무선망 제어기로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RNSAP 메시지는,

선호 주파수 지시 메시지 혹은, 채널 타입 변경 지기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4.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선호 주파수 정보 는,

상기 MBMS 서비스에 대해 무선망 제어기, 기지국, 셀 그룹, 또는 셀마다 할당된 적어도 하나의 선호 주파수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5.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선호 주파수 정보를 성공적으로 수신하였음을 알리는 확인 메시지를 상기 드리프트 무선망 제어기

로 전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6.

멀티미디어 방송/멀티캐스트 서비스(MBMS 서비스)에 대해 선호 주파수 계층과 비선호 주파수 계층을 설정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선호 주파수 정보를 전달하는 장치에 있어서,

MBMS 서비스를 수신하고자 하는 단말들을 관리하는 서빙 무선망 제어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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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MBMS 서비스의 세션이 시작하면, 상기 MBMS 서비스의 선호 주파수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적어도 하나의 선호

주파수를 나타내는 선호 주파수 정보를 구성하고,

상기 서빙 무선망 제어기에게 상기 선호 주파수 정보를 전송하는 드리프트 무선망제어기로 구성되며,

상기 서빙 무선망제어기는, 상기 드리프트 무선망 제어기로부터 선호 주파수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선호 주파수 정보에 따라,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하고자 하는 사용자 단말들에게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선호 주파

수를 통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선호 주파수 정보는,

상기 서빙 무선망제어기가 관리하는 전용채널을 가지는 사용자 단말들이 존재하는 셀들 중에서 선택된 하나의 기본 선호

주파수를 나타내는 기본 선호 주파수 정보와, 상기 기본 선호 주파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호주파수들 각각에 대해 해당

하는 셀들을 나타내는 부가 선호 주파수 정보로 구성되고,

여기서 상기 부가 선호 주파수 정보는 선택적으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빙 무성망 제어기는,

상기 드리프트 무선망 제어기로부터 받은 상기 선호 주파수 정보에 추가적인 선호 주파수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

하고,

만약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상기 드리프트 무선망제어기 아래에서 전용채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용자 단말의 선호주파

수를 상기 선호 주파수 정보에 포함된 기본 선호 주파수로 설정하고,

상기 추가적인 선호 주파수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상기 전용채널을 가지는 사용자 단말들이 위치하는 셀들 각각에 대해

해당 셀 아이디가 상기 추가적인 선호 주파수 정보의 셀 아이디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상기 셀아이디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셀의 선호주파수를 상기 기본 선호주파수로 설정하고,

상기 셀아이디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셀의 선호 주파수를 상기 셀 아이디 리스트와 연관된 선호 주파수로 설정하고,

상기 모든 셀들에 대해 설정된 선호 주파수들을 상기 해당 셀들에 위치하고 전용채널을 가지는 사용자 단말들에게 통지하

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9.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선호 주파수 정보는,

무선네트워크 시스템 응용부(RNSAP)메시지에 포함되어 상기 드리프트 무선망 제어기로부터 상기 서빙 무선망 제어기로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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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RNSAP 메시지는,

선호 주파수 지시 메시지 혹은, 채널 타입 변경 지시 메시지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1.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선호 주파수 정보는,

상기 MBMS 서비스에 대해 무선망 제어기, 기지국, 셀 그룹, 또는 셀마다 할당된 적어도 하나의 선호 주파수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2.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빙 무선망 제어기는,

상기 드리프트 무선망 제어기로 상기 선호 주파수 정보를 성공적으로 수신하였음을 알리는 확인 메시지를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3.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드리프트 무선망 제어기는,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하고자 하며 전용채널을 가지는 단말들을 검색하여, 상기 단말들의 통신을 관리하는 상기 서빙

무선망 제어기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Multimedia Broadcast/Multicast Service, 이하 "MBMS"라 칭함)에 관한

것으로, 특히 특정 선호 주파수에서 MBMS가 서비스되는 주파수 계층 수렴(Frequency Layer Convergence, 이하 "FLC"

라 칭함) 상황에서 세션이 시작할 때 셀 전용채널(CELL_DCH(dedicatedchannel))상태의 사용자 단말(User Equipment,

이하 "UE"라 칭함)들에게 상기 선호 주파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광대역(Wideband) 부호분할 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CDMA"라

칭함)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종래의 음성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

하는 패킷 서비스 통신과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전송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방송/통신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상

기 멀티미디어 방송/통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하나 혹은 다수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소스에서 다수의 UE로 서비스를 제

공하는 MBMS 서비스가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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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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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영상 및 음성, 정지 영상, 문자 등 멀티미디어 전송 형태를 지원하며, 상기 멀티미디어 전송형태에 따라 음성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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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영상 데이터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대량의 전송 자원을 요구한다. MBMS 서비스의 경우에는 사용자들

이 위치하고 있는 다수의 셀들로 동일한 데이터를 전송하여야 하므로, 각 셀별로 위치하는 사용자들의 수에 따라 일대일

(Point to Point, 이하 "PtP"라 칭함) 또는 일대다(Point to Multiple, 이하 "PtP"라 칭함) 접속이 이루어진다.

도 1은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MBMS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노드들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여기에는 GSM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과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s)를 기반으로 하는 3세대 비동

기 이동통신 방식의 표준인 3GPP(3rd Generation Project Partnership) 시스템에 MBMS 서비스를 적용한 구성 예를 도

시하였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UE들(161, 162, 163, 171, 172)은 MBMS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는 단말 장치 혹은 가입자를 의미

하며, 셀 1(160)과 셀 2(170)는 가입자들에게 MBMS 관련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기지국 장치, 즉 노드 B에 의해 제

어되는 물리적 또는 논리적인 서비스 영역을 나타낸다. 무선망 제어기(Radio Network Controller, 이하 "RNC"라 칭함)

(140)는 상기 다수의 셀들(160, 170)을 제어하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특정 셀로 선별적으로 전송하고, MBMS 서비스들

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는 무선 채널을 제어한다. RNC(140)와 UE들(161, 162, 163, 171, 172) 사이의 접속은 무

선 자원 제어(Radio Resource Control, 이하 "RRC"라 칭함) 인터페이스로 연결된다.

상기 RNC(140)는 서비스 패킷 무선 서비스 지원 노드(Serving GPRS Support Node, 이하 "SGSN"이라 칭함)(130)에 의

해, 인터넷 등과 같은 패킷 교환 서비스(Packet Switched or Packet Service, 이하"PS"라 칭함) 네트워크로 접속된다. 상

기 RNC(140)와 PS 네트워크 사이의 통신은 PS 시그널링(Signaling)에 의해 이루어진다. 특히 상기 RNC(140)와 SGSN

(130) 간의 접속은 Iu-PS 인터페이스라 칭해진다. 상기SGSN(130)은 각 가입자들의 MBMS 관련 서비스를 제어한다. 상

기 SGSN(130)이 담당하는 역할의 대표적인 예로는 각 가입자의 서비스 과금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과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특정 RNC(140)에게 선별적으로 전송하는 역할 등이 있다.

운송 네트워크(Transit NW)(120)는 방송-멀티캐스트 서비스 센터(Broadcast Multicast Service Center, 이하 "BM-SC"

라 칭함)(110)와 SGSN(130)사이의 통신로를 제공하며, 게이트웨이 패킷 무선 서비스 지원 노드(Gateway GPRS

Support Node, 이하 "GGSN"이라 칭함. 도시하지 않음)를 통해 외부 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상기 BM-SC(110)는 MBMS

데이터의 근원지로서 MBMS 데이터의 스케줄링을 책임지고 있다.

한편 상기 RNC(140)는 이동 교환국(Mobile Switching Center, 이하 "MSC"라 칭함)(150)에 의해 회선 교환(Circuit

Switched, 이하 "CS"라 칭함)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상기 CS 네트워크는 접속-기반인 음성 위주의 기존(legacy) 통신 네

트워크를 의미한다. 상기 RNC(140)와 상기 MSC(150) 사이의 통신은 CS 시그널링에 의해 이루어진다. 특히 RNC(140)와

MSC(150) 간의 접속은 Iu-CS 인터페이스라 칭해진다.

상기 BM-SC(110)로부터 발생된 MBMS 데이터 스트림은 상기 운송 네트워크(120), SGSN(130), RNC(140) 및 셀들

(160, 170)을 거쳐서 UE들(161, 162, 163, 171 및 172)에게 도달하게 된다.

상기 도 1에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하나의 MBMS 서비스를 위해서 다수의 SGSN들과 각 SGSN에 대해서 다수의 RNC들

이 존재할 수 있다. 상기 각 SGSN은 다수의 RNC들로, 각 RNC는 다수의 각 셀들로 선별적인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며, 이

를 위해 각 노드들은 데이터 스트림을 전달해야 할 하위 노드들의 명단(즉, SGSN의 경우 RNC들의 명단, RNC의 경우 셀

들의 명단) 등을 저장해서 상기 저장되어 있는 상기 노드들로만 선별적인 MBMS 데이터 전송을 수행한다.

MBMS 시스템에서는 제공 가능한 MBMS 서비스들 각각에 대해 보다 바람직한 주파수 계층(이하 "선호주파수

(PL:Preferred Frequency Layer)"라 칭함)를 할당하고, MBMS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UE들이 가능한 한 선호 주파수에

서 원하는 MBMS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FLC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상기 선호 주파수는 전체 서비스 영역에 대

해 동일한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주파수 정책 혹은 셀 상황에 의해 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

도 2는 일반적인 MBMS시스템에서 FLC 상황의 주파수 계층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2에서는 서로 다른 주파수(주파수 1 내지 3)를 각각 사용하는 3개의 계층들(221, 222, 223)이 공간적으로 중첩되

어 있고, MBMS 서비스의 세션이 시작하기 이전에 상기 주파수 계층들(221 내지 223)에서는 복수의 UE들(211, 212,

213, 214)이 캠핑하고 있다. 상기 주파수 계층들(221 내지 223) 중 주파수 계층 2(222)가 상기 MBMS서비스의 선호 주파

수로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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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ore Network)(201)은 BM-SC, 전송 네트워크, MSC, SGSN 등의 노드들을 간략히 표시한 것이다. 상기 UE들(211

내지 214) 을 관리하는 RNC1(202)과 상기 주파수 계층들(221 내지 223)을 관리하는 RNC2(203)는 CN (201)에 연결되

어 있고, 상기 CN (201)와 RNC들(202, 203)을 연결하는 유선 통로(231)는 Iu 인터페이스, RNC1(202)과 RNC2(203)를

연결하는 유선통로(232)는 Iur 인터페이스라 칭한다. 여기에서 상기 주파수 계층들(221 내지 223)을 직접 관리하는 역할

을 수행하여 RNC2(203)와 UE들(211 내지 214)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노드 B는 생략되었다. 여기서 RNC2(203)는 UE

들(211 내지 214)이 위치하는 주파수 계층들(221 내지 223)을 직접 관리하는 드리프트(Dirft) RNC(이하 "DRNC"라 칭함)

이며, RNC1(202)은 상기 UE들(11 내지 14)의 통신을 관리하는 서빙(Serving) RNC(이하 "SRNC"라 칭함)이다.

여기서, 전용 채널(DCH : Dedicate Channel)을 통하여 서비스를 수신하고 있는 상기 UE("Cell_DCH 상태의 UE"라고 칭

함)(예를 들어 211, 213, 214)들은 MBMS 제어 채널(MBMS Control Channel, 이하 "MCCH"라 칭함)을 읽지 않으므로

선호 주파수에 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SRNC(202)가 CELL_DCH 상태의 UE들(211, 213, 214)에게 전용 제어

채널을 통해 선호 주파수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은, MBMS 서비스의 세션이 시작함을 인지한 DRNC가 선호 주파수

를 선택하여 SRNC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DRNC가 MBMS 서비스의 선호 주파수 정보를 SRNC에게 전달해 줌에 있어서, Iur 상의 시그널링 베어러를

사용하는RNSAP 프로시저를 이용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멀티미디어 방송/멀티캐스트 서비스(MBMS 서비스)에 대해 선호 주파수 계층과 비선호 주

파수 계층을 설정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선호 주파수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MBMS 서비스의 세션이 시작하

면, 상기 MBMS 서비스의 적어도 하나의 선호 주파수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적어도 하나의 선호 주파수를 나타

내는 선호 주파수 정보를 구성하는 과정과,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하고자 하는 단말들의 통신을 관리하는 적어도 하나

의 서빙 무선망 제어기에게 상기 선호 주파수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는, 멀티미디어 방송/멀티캐스트 서비스(MBMS 서비스)에 대해 선호 주파수 계층과 비선

호 주파수 계층들을 설정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선호 주파수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MBMS 서비스의 세션이

시작하면,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하고자 하는 단말들이 위치하고 있는 셀들을 관리하는 드리프트 무선망 제어기로부

터 상기 MBMS 서비스의 적어도 하나의 선호 주파수를 나타내는 선호 주파수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선호 주파수

정보에 따라,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하고자 하는 사용자 단말들에게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선호 주파수를 통지하는 과정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또 다른 실시예는, 멀티미디어 방송/멀티캐스트 서비스(MBMS 서비스)에 대해 선호 주파수 계층과 비

선호 주파수 계층을 설정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선호 주파수 정보를 전달하는 장치에 있어서, MBMS 서비스를 수신하

고자 하는 단말들을 관리하는 서빙 무선망 제어기와, 상기 MBMS 서비스의 세션이 시작하면, 상기 MBMS 서비스의 선호

주파수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적어도 하나의 선호 주파수를 나타내는 선호 주파수 정보를 구성하고, 상기 서빙 무선망

제어기에게 상기 선호 주파수 정보를 전송하는 드리프트 무선망제어기로 구성되며, 상기 서빙 무선망제어기는, 상기 드리

프트 무선망 제어기로부터 선호 주파수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선호 주파수 정보에 따라,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하고

자 하는 사용자 단말들에게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선호 주파수를 통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

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

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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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술되는 본 발명에 따르면, MBMS 서비스의 세션이 시작할 때 CELL_DCH UE들이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

도록, SRNC는 상기 MBMS서비스의 선호 주파수 정보를 상기 CELL_DCH UE들에게 전용 제어 채널로 전달해주며,

DRNC와 SRNC가 다를 경우 SRNC가 RRC 메시지를 통해 선호 주파수 정보를 UE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DRNC는 선호 주

파수에 관한 정보를 SRNC에게 전달해 준다.

<<실시예 1>>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RNC들과 UE 사이의 메시지 흐름을 도시한 도면이다.

단계 310과 311에서 SGSN(도시하지 않음)은 SRNC(301)와 DRNC(302)에게 각각 특정 MBMS 서비스의 세션이 시작됨

을 알려준다. 단계 312에서 UE(303)는 CELL_DCH 상태이다. 상기 DRNC(302)는 단계 320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셀들의

부하(load) 및 기존 MBMS 서비스가 실행되던 주파수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기 MBMS 서비스를 위한 선호

주파수(PL: Preferred Frequency Layer)을 선정한다. 단계 340에서 DRNC(302)는 SRNC(301)에게 상기 선호 주파수를

나타내는 선호 주파수 정보를 전달하고 단계 350에서 상기 SRNC(301)는 전용 공지(dedicated notification) 프로시저를

통하여 상기 선호 주파수 정보를 UE(303)에게 전용 제어 채널을 이용하여 알려주게 된다.

상기 단계 340에서 DRNC(302)와 SRNC(301) 사이의 선호 주파수 정보의 전달은 RNSAP(Radio Network System

Application Part) 메시지인 선호주파수 지시(Preferred Layer Indication) 메시지를 사용하거나 채널 타입 변경 지시

(Channel Type Reconfiguration Indication) 메시지를 이용하도록 한다.

상기 도 3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변형된 실시예로서, 단계 340과 단계 350 사이에서 SRNC(301)는 상기 선호 주파수 정

보를 성공적으로 수신하였음을 나타내기 위해 DRNC(302)에게 PL 확인(CONFIRMATION)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도 4a 내지 도 4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선호주파수 지시 메시지와 채널 타입 변경 지시 메시지의 포맷을

각각 나타낸 도면이다.

상기 도 4a의 선호주파수 지시 메시지에 나타낸 바와 같이, RNC에서 선호 주파수는 여러 방식으로 설정될 수 있다. 즉 하

나의 MBMS 서비스는 상기 RNC가 관리하는 모든 셀에서 같은 선호 주파수를 가질 수도 있으며, 다른 경우 각 노드 B 마다

혹은 여러 셀들을 묶은 셀 그룹마다 각기 다른 선호 주파수를 가질 수 있다. 상기 도 4a에서 maxNodeB, maxCellCroup,

maxCell은 각각 DRNC 아래의 노드 B, 셀 그룹, 셀의 개수를 나타내고 DL UARFCN(Downlink UTRA Absolute Radio

Frequency Channel Number)은 선호 주파수로 선택된 주파수 계층을 나타낸다. 또한 한 위치에서 여러 주파수가 선호 주

파수로 설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호 주파수를 나타내는 DL UARFCN은 RNC, 각 노드 B, 각 셀 그룹, 혹은 각

셀에 대해 미리 설정된 선호 주파수의 개수인 maxPL 만큼 포함될 수 있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선호 주파수 정보는 선택된 선호 주파수 영역에 대해, 상기 DRNC의 maxPL개의 선호 주파수들,

maxNode B개의 노드 B들에 대해 maxPL개의 선호 주파수들, maxCellGroup개의 셀 그룹들에 대해 maxPL개의 선호주

파수들, 혹은 maxCell개의 셀들에 대해 maxPL개의 선호 주파수들을 나타낸다.

채널 타입 변경 지시 메시지를 이용하여 선호주파수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기 도 4b와 같이 각 셀의 선

호주파수를 나타내는 maxPL개의DL UARFCN이 정보를 기존의 채널 타입 변경 지시 메시지의 MBMS 베어러 서비스리스

트에 포함된다.

상기 MBMS 베어러 서비스 리스트는, 채널 타입의 변경을 위해, MBMS 서비스 ID를 나타내는 TMGI(Temporary Mobile

Group Identity), 전송모드, MBMS를 위한 UE정보를 나타내는 S-RNTI(SRNC-Radio Network Temporary Identity)를

더 포함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DRNC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여기에서는 PL지시 메시지를 사용하는 예를 도시하였다.

DRNC는 단계 510에서 SGSN으로부터 MBMS 세션 시작 메시지를 받고 단계 520으로 진행하여 상기MBMS 서비스의 선

호 주파수를 결정한다. 여기서 DRNC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셀, 셀그룹의 노드 B들에 대해 선호 주파수를 결정한다. 단

계 530에서 DRNC는 상기 DRNC에 속해 있는 CELL_DCH UE들의 SRNC를 검색하여 PL 지시메시지를 전송할 SRNC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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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한 선호 주파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결정된 SRNC들에게 전송할 PL 지시메시지를 구성한다. 단

계 540에서 DRNC는 상기 PL 지시메시지를 상기 결정된 SRNC들에게 전송한다. 앞서 언급한 변형된 실시예의 경우,

DRNC는 상기 SRNC들로부터 PL 확인메시지를 대기하여 성공적으로 수신하면 동작을 종료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SRNC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SRNC는 단계 610에서 DRNC로부터 PL 지시메시지를 받으면, 단계 630으로 진행하여 상기 DRNC하위의 셀들에 위치한

Cell_DCH UE들에게 MBMS 세션이 곧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전용통지 절차를 수행한다. 이때 SRNC는 상기 PL

지시메시지를 잘 받았는지 여부를 알려주기 위하여, 단계 620에서 DRNC에게 PL 확인메시지를 전송한 후 단계 630으로

진행할 수 있다.

상기 도 5와 상기 도 6에서는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았지만 채널타입변경 지시 메시지를 사용하여 선호주파수 정보를 전

달할 경우 상기 도 5의 단계 530, 540, 상기 도 6의 단계 610, 620의 PL 지시/확인 메시지를 대신하여 채널 타입 변경 지

시/확인이 사용됨은 자명하다.

<<실시예 2>>

상기 실시예 2는 상기 실시예 1에서와 마찬가지로 세션 시작시 DRNC가 각 셀의 선호 주파수를 결정한 후, 상기 도 3의

440 단계인 PL 지시메시지를 통해 SRNC에게 각 셀에서 선택된 선호 주파수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메시지의 크기를 줄

이기 위한 방법을 설명한다.

상기 실시예 2의 전반적인 방법은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하며, 상기 실시예 1의 도 3, 도 5 및 도 6의 프로시져는 실시예 2

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기 실시예 2에서는, 상기 실시예 1에서의 도 4a처럼 한 메시지 안에 DRNC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셀의 선호 주파수 정보

를 넣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도 4c의 포멧과 같이, SRNC가 관리하고 현재 DRNC 아래에 위치하는 CELL_DCH UE들

이 캠핑하고 있는 셀들의 선호주파수만을 전달해 준다.

또한 선호 주파수 정보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상기 셀들의 선호주파수 중 가장 빈번한 선호주파수를 기본 선호주파수

(default preferred frequency)로 설정하여 상기 기본 신호 주파수가 설정된 셀 아이디는 따로 전달해 주지 않으며, 상기

기본 선호주파수와 다른 선호주파수마다 관련된 셀 아이디 목록을 부가 선호 주파수 정보를 이용하여 전달해준다.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PL 지시메시지 구성동작을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7은 실시예 2를 따르는 DRNC의 동작 중 도 5의 530단계인 PL 지시 메시지를 구성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나타

낸다.

단계 710에서 셀 카운트 값 n을 0으로 설정한 후, 단계 720에서 DRNC는 n이 상기 DRNC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셀의 개수

total_cell보다 작은지를 판단한다. 만일 n이 작다면, 단계 730로 진행하여 만약 셀 n 아래에 SRNC가 관리하는 CELL_

DCH UE가 존재한다면 단계 740으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단계 750으로 진행한다.

상기 단계 740에서는 셀 n에서 선호주파수로 설정된 주파수 i의 카운트 값 F_i를 하나 늘리고 상기 주파수 i에 관련된 셀

리스트 List_i에 현재 셀 아이디 Cell_n을 추가하고 단계 750으로 진행한다.

단계 750에서는 셀 카운트 값 n을 하나 늘린 후 단계 720에서 n값과 total_cell값을 비교하여 DRNC가 관리하는 모든 셀에

대하여 단계 730내지 750의 카운팅 과정을 마쳤는지를 판단한다. 모든 셀에 대해 카운팅 과정을 마쳤다면 단계 760으로

진행한다.

상기 단계 760에서는 상기 카운팅 과정에서 설정된 각각의 선호주파수 i의 카운트 값들 F_i를 비교하여 이들 중 가장 큰 값

을 가지는 선호 주파수를 기본 선호주파수 (default preferred frequency)로 설정하고 나머지 선호주파수마다 관련된

cell_id들의 리스트를 생성한다.PL 지시메시지는 상기 기본 선호 주파수를 나타내는 기본 선호 주파수 정보와, 나머지 선

호 주파수들의 셀 리스트들을 포함하는 부가 신호 주파수 정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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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SRNC의 동작 중 전용 공지 프로시저 수행 단계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8

은 실시예 2를 따르는 SRNC의 동작 중 도 6의 단계 630인 전용 공지 프로시저 수행 단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

단계 810에서 UE 카운트 값 n을 0으로 설정한 후, 단계 820에서 n이, 현재 DRNC 아래에 존재하고 전용채널을 가지는 모

든 UE의 개수 total_UE보다 작은지를 판단하여 작다면, 단계 830으로 진행하여 DRNC로부터 받은 PL 지시메시지에 부

가 선호 주파수정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후,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계 850으로 진행하여 UE_n의 선호주파수를

상기 PL지시 메시지에 포함된 기본 선호 주파수로 설정한 후 단계 870에서 UE_n에게 상기 설정된 선호 주파수의 정보를

포함하는 전용공지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830에서 만약 PL 지시메시지에 부가 선호 주파수정보가 존재한다면 840단계로 진행하여 UE_n이 위치한 셀 ID인

CID_n이 상기 부가 선호 주파수 정보 내의 셀 아이디 리스트인 CID_list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만약 CID_n이 상

기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단계 850으로 진행하여 UE_n의 선호주파수를 상기 기본 선호주파수로 설정한 후 단계

870에서 UE_n에게 상기 설정된 선호주파수의 정보를 포함하는 전용공지메시지를 전송한다. 반면에 만약 CID_n이 상기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면 단계 860에서 상기 리스트와 연관된 선호주파수를 상기 UE_n의 선호 주파수로 설정하고, 870

단계에서 UE_n에게 상기 설정된 선호주파수의 정보를 포함하는 전용공지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와 같은 단계들을 DRNC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CELL_DCH UE들에 대해 반복하고, 단계 820에서 상기 n이 현재

DRNC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UE의 개수보다 작지 않다면, 상기 과정을 종료한다.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으며, 후술되는 특허청구의 범위

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동작하는 본 발명에 있어서, 개시되는 발명중 대표적인 것에 의하여 얻어지는 효과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에서 DRNC는 특정 MBMS 세션의 선호 주파수를 결정했을 때 DRNC에서 SRNC로 선호 주파수에 관한 정보를 전

달하여 SRNC가 상기 선호 주파수 정보를 전용채널을 가지는 UE들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MBMS 방송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MBMS시스템에서 FLC 상황의 주파수 계층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RNC들과 UE 사이의 메시지 흐름을 도시한 도면.

도 4a 내지 도 4c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선호주파수 지시 메시지와 채널 타입 변경 지시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DRNC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SRNC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PL 지시메시지 구성방법을 도시한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SRNC의 동작 중 전용 공지 프로시저 수행 단계를 도시한 도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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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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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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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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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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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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