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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ＭＢＭＳ 서비스 공표 및 통보를 위한 셀 브로드캐스트의이용 방법

요약

MBMS 서비스 공표 또는 서비스 통보의 전송을 지원하기 위해 셀 브로드캐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상기

방법은 CBC가 자신과 연결된 UTRAN에게 서비스 공표를 시그널링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할 것을 지시하는 단계와, 상

기 UTRAN이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전송할 소정의 시간을 마련하고, 간략한 설명 정보를 스케줄 메시지에 추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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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기 스케줄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스케줄 메시지의 수신 후, 사용자 단말이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

지의 수신을 준비하기 위한 물리 계층을 구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UTRAN이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소

정 시간에 전송한다.

대표도

도 8

색인어

사용자 단말, UTRAN, MBMS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통신 시스템에서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서비스(Multimedia Broadcast/Multicast

Service:MBMS) 데이터를 송신 및 수신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셀 브로드캐스트를이용하여

MBMS에서 서비스 공표(announcement) 및 서비스 통보(notification)를 송신 및 수신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MBMS는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에 의해 표준화가 진행중인 새로운 서비스로서, 진행중인 표준은

TS 23.846이며 그 최신 버전은 1.1.1이다. MBMS 서비스는 단방향 점대 다점(point-to-multipoint) 서비스로서 무선 자

원과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하, 도 1을 참조하여 MBMS의 시스템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MBMS 네트워크 구조는 GPRS

(General Packet Radio Service)의 핵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네트워크 구성요소를 더 포함한다. 브로드캐

스트 및 멀티캐스트 서비스 센터(Broadcast and Multicast Service Center:BM-SC)(101)는 MBMS 시스템의 서비스 제

어 센터이다. 게이트웨이 GPRS 지원 노드(Gateway GPRS Supporting Node:GGSN)(102)과 서비스 GPRS 지원 노드

(Service GPRS Supporting Node:SGSN)(103)는 MBMS 서비스의 전송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데이터 전송을 위한 통로

를 제공한다. 홈 위치 등록기(Home Location Register:HLR)(106)은 사용자와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며 사용자 인증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유니버셜 이동 통신 시스템 지상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UMTS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UTRAN)(104)는 에어 인터페이스를 통해 MBMS 서비스를 위한 무선 자원을 제공한다. Uu(107)는 단말과 액세

스 네트워크간의 무선 인터페이스를 가리킨다. 사용자 단말(User Equipment:UE)(105)은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단말

장치이다. 셀 브로드캐스트 센터(Cell Broadcast Center:CBC)(108)는 셀 브로드캐스트의 데이터 소오스이다. MBMS 서

비스에 활용되는 무선 자원은 한 사용자에게만 독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MBMS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에 의

해 공유된다.

이하, 도 2를 참조하여 MBMS 멀티캐스트 서비스 흐름(flow)에 대해 설명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MBMS 멀

티캐스트 서비스 흐름은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포함한다.

단계 200은 신청 단계로서,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관계가 확립되며, 상기 사용자가 관련된 MBMS 멀티캐스트 서비

스를 수신하는 단계이다.

단계 201은 서비스 공표 단계로서, 제공될 멀티캐스트 서비스의 종류 및 서비스 지역을 상기 사용자에게 알리는 단계이다.

단계 202는 가입 단계로서, 신청자가 멀티캐스트 그룹에 가입하는 단계이다. 즉, 상기 사용자가 자신이 제공받기를 원하는

MBMS 멀티캐스트 서비스에 상응하는 네트워크를 등록하는 단계이다.

단계 203은 MBMS 멀티캐스트 모드 베어러 설정 단계로서, MBMS 멀티캐스트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자원이 확

립되는 단계이다.

단계 204는 MBMS 통보 단계로서, 제공될 MBMS 멀티캐스트 데이터의 전송이 사용자 단말에게 알리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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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05는 데이터 전송 단계로서, MBMS 멀티캐스트 서비스 데이터가 상기 네트워크으로부터 상기 사용자 단말로 전송

되는 단계이다.

단계 206은 MBMS 멀티캐스트 모드 베어러 해제 단계로서, 상기 MBMS 멀티캐스트 데이터의 전송이 완료된 후 상기 네

트워크 자원이 해제되는 단계이다.

단계 207은 단계 202에 대응되는 탈퇴 단계로서, 상기 신청자가 서비스 그룹을 탈퇴하는 단계이다. 즉, 상기 사용자는 특

정 서비스의 멀티캐스트 모드 데이터를 더 이상 제공받기를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상기 서비스 그룹을 탈퇴하게 된다.

이하, 도 3을 참조하여 MBMS 브로드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흐름에 대해 설명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

이, 상기 MBMS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흐름은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포함한다.

단계 300은 서비스 공표 단계로서, 제공될 서비스의 종류 및 서비스 지역이 사용자 단말에게 알리는 단계이다.

단계 301은 MBMS 브로드캐스트 모드 베어러 설정 단계로서, MBMS 브로드캐스트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자원

이 확립되는 단계이다.

단계 302는 MBMS 통보 단계로서, 제공될 MBMS 브로드캐스트 데이터의 전송이 사용자 단말에게 알리는 단계이다.

단계 303은 데이터 전송 단계로서, MBMS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데이터가 상기 네트워크으로부터 상기 사용자 단말로 전

송되는 단계이다.

단계 304은 MBMS 브로드캐스트 모드 베어러 해제 단계로서, 상기 MBMS 브로드캐스트 데이터의 전송이 완료된 후 상기

네트워크 자원이 해제되는 단계이다.

도 2에 도시된 상기 MBMS 멀티캐스트 서비스 흐름에서, 단계 200 내지 202의 동작은 다른 사용자 단말들에 의해 실행되

어야 하며, 남은 단계들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바고 있는 모든 사용자 단말들에 의해 실행된다. 이러한 일련의 단계들은

반복 실행될 수 있으며, 단계 200, 201, 203, 204 또는 207은 다른 단계들과 병행하여 실행될 수 있다.

도 3에 도시된 상기 MBMS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흐름에서, 상기 일련의 단계들은 반복 실행될 수 있으며, 단계 300 및

302는 다른 단계들과 병행하여 실행될 수 있다.

셀 브로드캐스트는, 셀 내에서 공통 서비스 채널을 이용한 데이터의 전송이 이루어짐으로써 셀 내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 단말들이 셀의 브로드캐스트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대해서는 셀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제어

모듈(BMC)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3GPP 표준 TS 25.324(최신 버전 5.1.0)를 참조한다.

도 2 및 3에 도시된 단계들과 관련된 기존의 표준 TS 23.846에서는, 상기 서비스 공표 단계들이 CBC에 의해 완료될수 있

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그 실행 방법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또한, 어떤 장치가 상기 MBMS 서비스 통보 단계들을 어

떻게 실행하는 지에 대해서도 기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기 MBMS 멀티캐스트 서비스 흐름 및 MBMS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흐름을 완전히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MBMS 서비스 공표 및 MBMS 서비스 통보를 실현함으로써 MBMS 서비스가 완전한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셀 브로드캐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에서, 셀 브로드캐스트는 데이터를 셀의 에어 인터페이스를 통해 공통 서비스 패널을 경유하여 전송하는 방법을 가

리키며, CBC와 같은 특정 장치에 관한 것이 아니다. 상기 셀 브로드캐스트가 MBMS 서비스 공표 및 MBMS 서비스 통보의

지원에 이용될때, CBC 및 SGSN로부터 보내진 모든 메시지들이 셀 브로드캐스트를 통해 전송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관점에 따르면, 사용자 단말이 MBMS 멀티캐스트 서비스 데이터를 수신하는 과정이 도 4에 도시되어 있으

며,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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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00은 신청 단계로서, 상기 사용자 단말이 특정 타입의 MBMS 서비스를 신청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상기 사용자 단말

은 상기 특정 타입의 MBMS 서비스와 관계를 확립하게 되고, 장차 상기 특정 타입의 MBMS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받게 된다.

단계 401은 서비스 공표 단계로서, 상기 사용자 단말이 셀 브로드캐스트에 포함된 서비스 공표 정보를 수신함으로써

MBMS 멀티캐스트 서비스의 종류 및 관련 파라미터를 제공받게 된다.

단계 402은 가입 단계로서, 상기 사용자 단말이 상기 특정 타입의 MBMS 서비스의 멀티캐스트 그룹에 가입하게 된다. 상

기 멀티캐스트 그룹은 상기 MBMS 서비스와 일대일 대응하며,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하는 모든 가입자를 포함한다.

단계 403은 MBMS 서비스 통보 단계로서, 사용자 단말은 셀 브로드캐스트에 포함된 MBMS 서비스 통보 정보를 수신함으

로써 자신이 수신하여야 할 것으로 예정된 MBMS 멀티캐스트 서비스 데이터가 전송될 예정임을 알게 된다.

단계 404는 데이터 전송 단계로서, 상기 사용자 단말은 상기 MBMS 멀티캐스트 서비스 데이터를 수신하게 된다.

단계 405는 탈퇴 단계로서, 상기 사용자 단말은 가입에 이용된 상기 MBMS 서비스의 특정 멀티캐스트 그룹에서 탈퇴하게

된다.

◆ 도 5는 UTRAN이 상기 MBMS 멀티캐스트 서비스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을 나타낸 도면으로서, 다음과 같은 단계들

을 포함한다.

단계 500은 서비스 공표 단계로서, 상기 UTRAN이 MBMS 서비스의 종류 및 서비스 지역에 대한 정보를 셀 브로드캐스트

를 통해 전송한다.

단계 501은 MBMS 멀티캐스트 모드 베어러 설정 단계로서, 상기 MBMS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자원이 상기 UTRAN과

핵심 네트워크에 의해 확립된다.

단계 502는 MBMS 서비스 통보 단계로서, 상기 UTRAN이 셀 브로드캐스트를 통해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

상기 메시지는 특정 MBMS 서비스 데이터의 전송을 나타내며, 멀티캐스트 그룹의 모든 사용자들이 무선 자원을 준비하도

록 한다.

단계 503은 데이터 전송 단계로서, 상기 UTRAN이 실제 MBMS 서비스 데이터를 전송하다.

단계 504는 MBMS 멀티캐스트 모드 베어러 해제 단계로서, 상기 MBMS 서비스 데이터의 전송이 완료된 후, 상기 핵심 네

트워크 내의 상기 UTRAN과 다른 장치들이 MBMS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자원을 해제한다.

◆ 도 6은 상기 사용자 단말이 상기 MBMS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데이터를 수신하는 과정을 나타낸 도면으로서, 다음과 같

은 단계들을 포함한다.

단계 600은 서비스 공표 단계로서, 상기 사용자 단말이 상기 셀 브로드캐스트에 포함된 서비스 공표 정보를 수신함으로써

MBMS 브로드캐스트 서비스의 종류 및 관련 파라미터를 제공받는다.

단계 601은 MBMS 서비스 통보 단계로서, 상기 사용자 단말이 셀 브로드캐스트에 포함된 MBMS 서비스 통보 정보를 수

신함으로써 자신이 수신하여야 할 것으로 예정된 MBMS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데이터가 전송될 예정임을 알게 된다.

단계 602는 데이터 전송 단계로서, 상기 사용자 단말이 상기 MBMS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데이터를 수신하게 된다.

◆ 도 7은 상기 UTRAN상기 MBMS 브로드캐스트 서비스를 전송하는 과정을 나타낸 도면으로서,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포함한다.

단계 700은 서비스 공표 단계로서, 상기 상기 UTRAN이 MBMS 서비스의 종류 및 서비스 지역에 대한 정보를 셀 브로드캐

스트를 통해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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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701은 MBMS 브로드캐스트 모드 베어러 설정 단계로서, 상기 MBMS 브로드캐스트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자원이

상기 UTRAN과 핵심 네트워크에 의해 확립된다.

단계 702는 MBMS 서비스 통보 단계로서, 상기 UTRAN이 셀 브로드캐스트를 통해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

상기 메시지는 특정 MBMS 서비스 데이터의 전송을 나타내며, 멀티캐스트 그룹의 모든 사용자들이 무선 자원을 준비하도

록 한다.

단계 703은 데이터 전송 단계로서, 상기 UTRAN이 실제 MBMS 서비스 데이터를 전송하다.

단계 704는 MBMS 멀티캐스트 모드 베어러 해제 단계로서, 상기 MBMS 서비스 데이터의 전송이 완료된 후, 상기 핵심 네

트워크 내의 상기 UTRAN과 다른 장치들이 MBMS 브로드캐스트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자원을 해제한다.

본 발명의 다른 관점에 따르면, MBMS의 서비스 공표를 전송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포함한다.

(a) BM-SC는 MBMS 서비스 지역에서 CBC에게 서비스 공표를 시그널링 메시지를 이용하여 보낼 것을 요청하며, 상기 요

청은 전송 횟수와 보낸 시간 기간(duration)을 파라미터로서 포함할 수 있다.

(b) 상기 BM-SC로부터 상기 시그널링 메시지를 수신한 후, 상기 CBC는 자신과 접속되어 있는 UTRAN에게 상기 시그널

링 메시지를 통해 상기 서비스 공표를 보내라고 지시한다.

(c) 상기 UTRAN은 상기 CBC의 요구에 따라 하나 이상의 스케줄 피리어드(period)의 소정의 시간내에 MBMS 서비스 공

표 메시지의 전송을 준비하고, 각 스케줄 피리어드를 설명하기 위해 간략한 설명 정보를 스케줄 메시지에 추가한 후, 상기

스케줄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스케줄 메시지의 수신 후, 사용자 단말은 상기 스케줄 메시지를 분석한 후,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의 수신을 준비하기 위해 물리 계층을 형성한다.

(d) 상기 UTRAN은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상기 소정의 시간에 전송한다.

여기서, 단계 (a)에서의 전송 횟수는 다수회 또는 무한 횟수가 될 수 있다.

또한,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의 전송을 완료한 후, 상기 UTRAN은 확인 정보를 상기 CBC에게 보낼 수 있다. 상

기 UTRAN으로부터 상기 확인 정보를 수신한 후, 상기 CBC는 상기 BM-SC에게 확인 정보를 돌려 보낸다.

상기한 단계 (b)에서, 상기 BM-SC의 요구에 따라, 상기 CBC는 상기 서비스 공표를 주기적으로 다수회 또는 무한 횟수 보

낼 것을 상기 UTRAN에게 요청할 수 있다.

상기한 단계 (d)에서, 상기 UTRAN은 상기 CBC의 요구에 따라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다수회 전송한다. 상기

한 단계 (c) 및 (d)는 소정의 선행 명령없이 다수회 반복될 수 있다.

게다가, 상기 서비스 공표 메시지는 상기 MBMS 서비스의 종류 및 서비스 지역에 관한 파라미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관점에 따르면, MBMS 서비스 통보를 전송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포함한다.

(a) 상기 BM-SC가 MBMS 데이터를 GGSN에게 보낸다.

(b) 상기 BM-SC로부터 전송된 MBMS 데이터를 수신한 후, 상기 GGSN은 터널링 기법을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를 SGSN

에게 보낸다.

(c) 상기 GGSN으로부터 상기 신호를 수신한 후, 상기 SGSN은 시그널링 메시지를 통해 상기 UTRAN에게 상기 MBMS 데

이터가 전송될 예정임을 알린다.

(d) 무선 데이터 액세스 베어러(Radio data Access Bearer:RAB)가 상기 UTRAN 및 상기 SGSN 간에 확립된다.

(e) 상기 SGSN은 상기 MBMS 데이터를 상기 RAB를 통해 상기 UTRAN에게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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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상기 SGSN으로부터 상기 데이터를 수신한 후, 상기 UTRAN은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전송할 시간을 마련하고,

상기 메시지의 전송은 하나 이상의 스케줄 피리어드의 소정의 시간에서 전송의 준비, 각 스케줄 피리어드를 설명하기 위해

간략한 설명 정보의 스케줄 메시지로의 추가 및 상기 스케줄 메시지의 전송을 포함한다. 상기 스케줄 메시지의 수신 후, 사

용자 단말은 상기 스케줄 메시지를 분석한 후, 상기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의 수신을 준비하기 위해 물리 계층을 형성

한다.

(g) 상기 UTRAN은 상기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상기 소정의 시간에 전송한다.

(h) 상기 사용자 단말은 상기 UTRAN에게 시그널링 메시지를 통해 무선 베어러(Radio Bearer:RB)를 할당할 것을 요청하

며, 다수의 사용자 단말들이 상기 UTRAN에게 요청을 동시에 보낼 수 있다.

(i) 상기 UTRAN은 상기 무선 베어러를 사용자 단말들의 수 및 다른 포괄적인 요소들에 따라 할당한 후, 상기 사용자 단말

에게 알린다.

(j) 상기 UTRAN은 상기 MBMS 데이터를 상기 무선 베어러를 통해 상기 사용자 단말에게 보낸다.

상기한 단계 (e), (f) 및 (g)는 소정의 선행 명령없이 실행될 수 있다.

상기 MBMS 브로드캐스트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흐름은 단계 (h)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상기한 단계 (i)에서, 상기

UTRAN은 사용자 단말들의 수에 대한 고려없이 포괄적인 요소들에 따라 무선 데이터 베어러를 할당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멀티캐스트 서비스의 흐름과 유사하다.

상기 UTRAN이 셀브로드캐스트를통해 MBMS 데이터의 서비스 통보 또는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더 포함한다.

(1)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서비스 제어 모듈(Multimedia Broadcast/Multicast Service Control

Module:MBMSC)은 상기 핵심 네트워크 노드들(SGSN, CBC)로부터 전송된 시그널링 메시지를 수신하는 바, 상기 시그널

링 메시지는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의 전송을 상기 UTRAN에게 알리고 상기 MBMS의 서

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구성하기 위한 필수 파라미터를 포함한다.

(2) 상기 MBMSC는 BMC에게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프리미티브(primitive)를 이

용하여 전송할 것을 요청한다. 여기서, 상기 프리미티브는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구성하기 위한 필수 파라미터를 포함한다.

(3) 상기 BMC는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구성하여 전송 메모리 블록에 저장하고,

상기 메시지에 대한 카운터를 시작한다. 상기 카운터의 초기값은 상기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요구되는 횟수와 동일하다.

만일 상기 메시지가 무한 횟수 전송되도록 요구되면, 상기 카운터의 초기값은 0 또는 음의 값으로 할당된다.

(4) 상기 BMC는 상기 전송 메모리 블록에 현재 저장된 모든 메시지에 따라 CTCH에 필요로 되는 전송율(Vneed)를 추정

한다. 여기서, 상기 모든 메시지는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 및 다른 브로드캐스트 메시

지들을 포함한다. 상기 CTCH에 필요로 되는 실제 전송율(Vctch)이 0이면, 셀이 CTCH 자원들을 할당하지 않았으며 브로

드캐스트 메시지 전송을 지속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상기 실제 전송율이 상기 CTCH에 필요로 되는 전송율보다 너무

작거나 크면, 상기 BMC는 RRC에게 실제 요구되는 전송율을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알려주고, 상기 RRC에게 상기

CTCH 자원들을 확립 또는 조정할 것을 요청한다. 상기 BMC가 상기 RRC에 의해 형성되는 상기 CTCH 자원들을 기다리

는 동안, 상기 실제 전송율이 요구된 전송율과 일치하지 않고 0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다. 즉, 상기 실제 전송율이 요구된

전송율보다 너무 작으면, 상기 BMC는 높은 우선 순위와 전송하기에 짧은 길이를 갖는 메시지들을 선택할 수 있다. 반대

로, 상기 실제 전송율이 요구된 전송율보다 너무 크면, 다만 이 경우, 상기 BMC는 상기 RRC에게 상기 CTCH 자원이 소모

된다는 것을 알린다.

(5) 상기 RRC는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물리 계층 및 링크 계층을 제어하여 CTCH를 확립하거나 CTCH 구성을 조정하여

CTCH 전송율이 일치되도록 한다. 또한, 상기 RRC는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CTCH의 새로운 구성 파라미터를 상기 BMC

에게 알린다. 여기서, 상기 실제 전송율이 0이 아닐 때에만, 상기 BMC는 상기한 단계 (4)에서와 같이 상기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내게 된다.

등록특허 10-0617759

- 6 -



(6) 상기 BMC는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에 대한 설명을 전송 대기 스케줄 메시지에

추가한다. 또한, 상기 BMC는 추후 전송을 위해 상기 스케줄 메시지에 후속하는 스케줄 피리어드의 소정의 위치에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배치한다.

(7) 상기 BMC는 상기 스케줄 메시지를 전송한다.

(8) 상기 BMC는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소정의 시간에 전송한다.

(9) 상기 카운터의 값을 1만큼 감소시킨 후, 상기 BMC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즉, 상기 카운터의 값이 음수인 경우는 상

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가 무한 횟수 전송되도록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기 카

운터의 값을 1 증가시킨 후, 단계 (10)으로 진행한다. 반대로, 상기 카운터의 값이 양수이면, 단계 (10)으로 바로 진행한다.

상기 카운터의 값이 0인 경우는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전송하는 횟수가 요구조건

을 충족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기 BMC는 확인 정보를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MBMSC에게 보낸다. 따라서,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의 전송 과정은 완료된다.

(10) 상기 BMC는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요구되는 시간 구간에 따른

시작 타이밍(on-timing)을 기다린다. 상기 MBMS의 다음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시간이 끝나면 단계 (6)으로 진행한다.

상기 사용자 단말이 상기 셀 브로드캐스트를 통해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더 포함한다.

(1) 상기 MBMSC는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해 제1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BMC에게 요청을 보낸다.

(2) 상기 BMC가 이전에 어떠한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도 수신한 적이 없다면, 단계 (3)으로 진행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계

(9)로 진행한다.

(3) 상기 BMC는 제2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수신할 것을 RRC에게 알린다. 상기 브로드캐스트 메

시지는 상기 RRC에게 소정의 시간에 BMC 선호 메시지를 수신할 것과 소정의 메시지들을 뺄 것을 알릴 수 있는 파라미터

들을 포함한다.

(4) 상기 RRC가 이전에 CTCH를 구성하지 않았다면, 상기 RRC는 링크 계층(L2) 및 물리 계층(L1)을 구성하여 사용자 단

말로 하여금 상기 CTCH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도록 한다. 이와 동시에, 제3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필수 CTCH 구성 정보

를 상기 BMC에게 피드백한 후, 단계 (5)로 진행한다. 상기 RRC가 이전에 CTCH 자원를 구성하였다면, 단계 (5)로 바로

진행한다.

(5) 상기 BMC의 요구에 따라 상기 RRC는 제4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상기 링크 계층 및 물리 계층을 제어함으로써 소정

의 시간에 상기 CTCH에 대한 셀 브로드캐스트 정보가 수신되도록 한다.

(6) 상기 CTCH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프레임을 처리한 후, 상기 링크 계층 및 물리 계층은 상기 데이터 프레임을 제5 프리

미티브를 이용하여 BMC 메시지의 포맷으로 상기 BMC에게 제출한다.

(7) 상기 BMC는 상기 수신된 메시지를 분석한다. 상기 수신된 메시지가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인 경우, 상기 BMC는 제6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MBMSC에게 전송한다. 이와 동시에, 상기 수신은 완료된

다. 반대로, 상기 수신된 메시지가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가 아닌 경우, 단계 (8)로 진

행한다.

(8) 상기 BMC에 의해 수신된 메시지가 상기 스케줄 메시지이면, 단계 (9)로 진행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계 (3)으로 진행

한다.

(9) 상기 BMC는 가장 최근에 수신한 스케줄 메시지를 분석하고, 상기 스케줄 메시지에 의해 기술된 상기 스케줄 피리어드

가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포함하는지 확인한다. 상기 스케줄 피리어드가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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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포함하는 경우, 단계 (12)로 진행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상기

BMC는 다음 스케줄 메시지의 위치를 찾아내어 상기 RRC에게 상기 제6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다음 스케줄 메시지를 수

신하도록 요청한다.

(10) 상기 RRC는 상기 링크 계층 및 물리 계층을 제어하여 소정의 시간에 상기 제4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상기 다음 스케

줄 메시지가 수신되도록 한다.

(11) 상기 CTCH로부터 수신된 상기 메시지를 처리한 후, 상기 링크 계층 및 물리 계층은 제5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BMC에게 상기 스케줄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후, 단계 (9)로 진행한다.

(12) 상기 BMC는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의 위치를 파악하고, 상기 RRC에게 상기 제6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소정의 시간에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요청한다.

(13) 상기 RRC는 상기 링크 계층 및 물리 계층을 제어하여 소정의 시간에 상기 제4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가 수신되도록 한다.

(14) 상기 CTCH로부터 수신된 상기 메시지를 처리한 후, 상기 링크 계층 및 물리 계층은 제5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BMC에게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전송한다.

(15) 상기 BMC는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상기 제3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MBMSC

에게 전송하며, 상기 수신은 완료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첨부된 도면들과 관련하여 후술하며 도시된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참조함으로써, 바람직한 실시예들 뿐 아니라 발명 그 자

체가 더욱 잘 이해될 수 있다. 첨부 도면들은,

도 1은 MBMS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논리적인 네트워크 장치들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MBMS 멀티캐스트 서비스의 흐름도.

도 3은 MBMS 브로드캐스트 서비스의 흐름도.

도 4는 MBMS 멀티캐스트 서비스 데이터를 수신하는 사용자 단말의 흐름도.

도 5는 MBMS 멀티캐스트 서비스 데이터를 전송하는 UTRAN의 흐름도.

도 6은 MBMS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데이터를 수신하는 사용자 단말의 흐름도.

도 7은 MBMS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데이터를 전송하는 UTRAN의 흐름도.

도 8은 MBMS 서비스에서 서비스 공표 과정의 메시지 흐름도.

도 9는 MBMS 서비스에서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메시지 흐름도.

도 10은 MBMS 서비스에서 서비스 공표 및 서비스 통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11은 S-CCPCH에 CTCH를 매핑하는 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 MBMS 멀티캐스트 서비스에서 서비스 공표 과정의 메시지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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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MS 서비스에서 서비스 공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도 8은 서비스 공표 과정의 메시지 흐름도를 보여주고 있다. 상기

서비스 공표 과정은 수신측인 사용자 단말과 송신측인 UTRAN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포함한다.

단계 801에서, BM_SC는 CBC에게 상기 MBMS 서비스의 서비스 지역에서 시그널링 메시지를 통해 서비스 공표를 전송하

라고 요청한다. 상기 요청은 보낸 횟수와 보낸 시간 기간(duration)을 파라미터로서 포함할 수 있다.

단계 802에서, 상기 CBC는 자신과 접속되어 있는 UTRAN에게 상기 시그널링 메시지를 통해 상기 서비스 공표를 보내라

고 지시한다. 상기 BM_SC의 요구에 따라, 상기 CBC는 상기 서비스 공표를 주기적으로 다수회 또는 무한 횟수 보낼 것을

상기 UTRAN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단계 803에서, 상기 UTRAN은 상기 CBC의 요구에 따라 하나 이상의 스케줄 피리어드의 적당한 시간내에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 각 스케줄 피리어드를 설명하는 상기 스케줄 메시지에 간략한 설명 정보를

추가한 후, 상기 스케줄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스케줄 메시지의 수신 후, 사용자 단말은 상기 스케줄 메시지를 분석한

후,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의 수신을 준비하기 위해 물리 계층을 형성한다.

단계 804에서, 상기 UTRAN은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상기 소정의 시간에 전송한다. 상기 CBC의 요구에 따

라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는 다수회 전송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한 단계 803 및 804는 소정의 선행 명령없이 다

수회 반복될 수 있다.

단계 805에서, 상기 UTRAN이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의 전송을 완료한 후, 상기 UTRAN은 확인 메시지를 상기

CBC에게 보낸다.

단계 806에서, 상기 UTRAN으로부터 상기 확인 메시지를 수신한 후, 상기 CBC는 상기 BM-SC에게 확인 메시지를 돌려

보낸다.

MBMS 서비스 공표의 흐름은 MBMS 브로드캐스트 서비스의 흐름과 동일하다.

◆ MBMS 서비스 통보 과정을 포함하는 MBMS 멀티캐스트 서비스의 전달 과정

MBMS 서비스 통보의 기능은 사용자 단말에게 MBMS 데이터의 전송 예정을 알림으로써, 상기 사용자 단말이 무선 자원을

준비할 수 있다. 도 9는 MBMS 데이터 전달의 예를 나타낸 도면으로서, 상기 MBMS 서비스 통보의 기능을 도 9의 흐름도

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단계 901에서, 상기 BM-SC가 MBMS 데이터 전달을 초기화한 후, MBMS 데이터를 GGSN에게 보낸다.

단계 902에서, 상기 GGSN은 터널링 기법을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를 SGSN에게 보낸다.

단계 903에서, 상기 SGSN은 시그널링 메시지를 통해 상기 UTRAN에게 상기 MBMS 데이터의 전송 예정을 알린다.

단계 904에서, 무선 데이터 액세스 베어러가 상기 UTRAN 및 상기 SGSN 간에 확립된다.

단계 905에서, 상기 SGSN은 상기 MBMS 데이터를 상기 RAB를 통해 상기 UTRAN에게 보낸다. 단계 905단계 내지 단계

907은 소정의 선행 명령없이 실행된다.

단계 906에서, 상기 UTRAN은 상기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 상기 메시지은 전송은

하나 이상의 스케줄 피리어드의 적당한 시간에서의 준비, 각 스케줄 피리어드를 설명하는 스케줄 메시지에 대한 간략한 설

명 정보의 추가 및 상기 스케줄 메시지의 전송을 포함한다. 상기 스케줄 메시지의 수신 후, 사용자 단말은 상기 스케줄 메

시지를 분석한 후, 상기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의 수신을 준비하기 위해 물리 계층을 형성한다.

단계 907에서, 상기 UTRAN은 상기 소정의 시간에 상기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전송한다.

단계 908에서, 상기 사용자 단말은 상기 UTRAN에게 시그널링 메시지를 통해 무선 베어러를 할당할 것을 요청한다. 이 시

간에 상기 UTRAN에게 요청을 동시에 보내는 다수의 사용자 단말들이 존재할 수 있다.

등록특허 10-0617759

- 9 -



단계 909에서, 상기 UTRAN은 상기 무선 베어러를 사용자 단말들의 수 및 다른 포괄적인 요소들에 따라 할당한 후, 상기

사용자 단말에게 알린다.

단계 910에서, 상기 UTRAN은 상기 MBMS 데이터를 상기 무선 베어러를 통해 상기 사용자 단말에게 보낸다.

상기 MBMS 브로드캐스트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흐름은 단계 908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멀티캐스트 서

비스의 흐름과 유사하다.

■ 사용자 단말이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

상기 사용자 단말에 있어서, 멀티캐스트 서비스 및 브로드캐스트 서비스에서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은 동일하다. 이하, 본 과정을 도 10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1.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의 수신을 결정한 후, 상기 MBMSC는 프리미티브 P'1을 이용하여 BMC에게 요청을 보

낸다.

2. 상기 BMC가 이전에 어떠한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도 수신한 적이 없다면, 단계 3으로 진행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계 9

로 진행한다.

3. 상기 BMC는 프리미티브 C'1를 이용하여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수신할 것을 RRC에게 알린다. 상기 프리미티브 C'1에

포함된 파라미터들은 상기 RRC에게 소정의 시간에서만 RMC 선호 메시지를 수신할 것과 소정의 메시지들을 뺄 것을 알릴

수 있다. 단계 3에서, 상기 BMC는 상기 RRC가 모든 연속적인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수신도록 요구해야 한다.

4. 상기 RRC가 이전에 CTCH를 구성하지 않았다면, 상기 RRC는 링크 계층(L2) 및 물리 계층(L1)을 구성하여 사용자 단말

로 하여금 상기 CTCH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도록 한다. 이와 동시에, 프리미티브 C'2를 이용하여 필수 CTCH 구성 정보를

상기 BMC에게 피드백한 후, 단계 5로 진행한다. 상기 RRC가 이전에 CTCH 자원를 구성하였다면, 단계 5로 바로 진행한

다.

5. 상기 BMC의 요구에 따라 상기 RRC는 프리미티브 C'3를 이용하여 상기 링크 계층 및 물리 계층을 제어하여 소정의 시

간에 상기 CTCH에 대한 셀 브로드캐스트 정보가 수신되도록 한다. 여기서, 상기 RRC는 상기 물리 계층을 제어하여

CTCH BS(block set)을 연속적으로 수신하도록 하거나, 소정의 CTCH BS들을 건너뛸 수 있다.

6. 상기 CTCH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프레임을 처리한 후, 상기 링크 계층 및 물리 계층은 프리미티브 P'3 를 이용하여

BMC 메시지 (즉, BMC PDU)의 포맷으로 상기 BMC에게 제출한다. 여기서, 상기 PDU는 상기 BMC가 식별 및 작성할 수

있는 메시지 포맷을 가리키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니트(Protocol Data Unit)를 의미한다.

7. 상기 BMC는 상기 수신된 메시지를 분석한다. 상기 수신된 메시지가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인 경우, 상기

BMC는 프리미티브 P'2 를 이용하여 MBMSC에게 전송한다. 이와 동시에, 이번의 수신은 완료된다. 반대로, 상기 수신된

메시지가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가 아닌 경우, 단계 8로 진행한다.

8. 상기 BMC에 의해 수신된 메시지가 상기 스케줄 메시지이면, 단계 9로 진행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계 3으로 진행한다.

9. 상기 BMC는 가장 최근에 수신한 스케줄 메시지를 분석하고, 상기 스케줄 메시지에 의해 기술된 상기 스케줄 피리어드

가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포함하는지 확인한다. 상기 스케줄 피리어드가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를 포함하는 경우, 단계 12로 진행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상기 BMC는 다음 스케줄 메시지의 위치를 찾아내어 상기 RRC

에게 프리미티브 C'1 를 이용하여 다음 스케줄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요청한다.

10. 상기 RRC는 프리미티브 C'3 를 이용하여 상기 링크 계층 및 물리 계층을 제어함으로써 소정의 시간에 다음 스케줄 메

시지가 수신되도록 한다.

11. 상기 CTCH로부터 수신된 상기 메시지를 처리한 후, 상기 링크 계층 및 물리 계층은 프리미티브 P'3 를 이용하여 BMC

에게 상기 스케줄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후, 단계 9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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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기 BMC는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의 위치를 파악하고, 상기 RRC에게 소정의 시간에 프리미티브 C'1 를 이

용하여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요청한다.

13. 상기 RRC는 프리미티브 P'3 를 이용하여 상기 링크 계층 및 물리 계층을 제어함으로써 소정의 시간에 상기 MBMS 서

비스 공표 메시지가 수신되도록 한다.

14. 상기 CTCH로부터 수신된 상기 메시지를 처리한 후, 상기 링크 계층 및 물리 계층은 프리미티브 P'3 를 이용하여 상기

BMC에게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전송한다.

15. 상기 BMC는 프리미티브 P'2 를 이용하여 MBMSC에게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전송하며, 상기 수신은 완

료된다.

주의:

셀 브로드캐스트는 CTCH를 통해 전달된다. 상기 CTCH는 논리 채널이며 다른 논리 채널들과 함께 매체 액세스 제어

(Medium Access Control:MAC) 부계층에 의해 전달 채널(FACH)로 다중화된다. 이후, 상기 전달 채널은 다른 전달 채널

들과 함께 물리 계층(PHY)에 의해 물리 채널(S-CCPCH)로 다중화된다. 결국 상기 물리 채널(S-CCPCH)에 맵핑되는 상

기 CTCH의 예가 도 11에 도시되어 있다. 도 11에서, 상기 CTCH는 상기 물리 채널(S-CCPCH)에 주기적으로 할당되며,

상기 주기는 CTCH 전달 간격(CTCH TTI)라 한다. 셀 브로드캐스트 메시지의 전체 또는 일부의 내용을 포함하는 하나의

CTCH BS는 CTCH 전달 간격에서 전달될 수 있다.

스케줄 피리어드는 CTCH BS들(1부터 255)의 그룹으로 구성된다. 상기 스케줄 피리어드가 도입됨으로써 상기 CTCH상

에서 전송되는 CTCH BS들이 연속적인 스케줄 피리어드로 조직된다.

■ UTRAN이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

상기 UTRAN에 있어서, 멀티캐스트 서비스 및 브로드캐스트 서비스에서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송신하는 과

정은 동일하다. 또한, 상기 UTRAN에 의해 제어되는 모든 셀에서의 상기 과정 또한 동일하다. 이하, 상기 과정을 도 10을

참조, 하나의 셀을 예로 하여 설명한다.

1. MBMSC는 핵심 네트워크 노드로부터 전송된 시그널링 메시지 M1를 수신한다. 여기서, 상기 시그널링 메시지 M1는 상

기 UTRAN에게 MBMS 서비스 공표 과정의 수행을 알린다. 상기 시그널링 메시지 M1는 상기 MBMS 서비스 공표를 보내

기 위한 횟수 및 시간 간격과 같은 상기 MBMS 서비스 공표를 위한 필수 파라미터를 포함한다. 상기 시그널링 메시지 M1

를 보내는 상기 핵심 네트워크 노드는 SGSN 또는 CBC를 포함할 수 있다.

2. 상기 MBMSC는 프리미티브 P1을 이용하여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전송할 것을 BMC에게 요청한다. 여

기서, 상기 프리미티브 P1는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구성하기 위한 필수 파라미터를 포함한다.

3. 상기 프리미티브 P1를 수신한 후, 상기 BMC는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구성하여 전송 메모리 블록에 저장

하고, 상기 메시지에 대한 카운터를 시작한다. 상기 카운터의 초기값은 상기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요구되는 횟수와 동일

하다. 만일 상기 메시지가 무한 횟수 전송되도록 요구되면, 상기 카운터의 초기값은 0 또는 음의 값으로 할당된다.

4. 상기 BMC는 상기 전송 메모리 블록에 현재 저장된 모든 메시지(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들 및 다른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들 포함)에 따라 CTCH에 필요로 되는 전송율(Vneed)를 추정한다. 상기 CTCH에 필요로 되는 실제 전송율(Vctch)

이 0 (즉, 셀이 CTCH 자원들을 할당하지 않음)이거나, 상기 전송율보다 너무 작거나 크면, 상기 BMC는 RRC에게 실제 요

구되는 전송율(Vneed)을 프리미티브 C1를 이용하여 알리고, 상기 RRC에게 상기 CTCH 자원들을 확립 또는 조정할 것을

요청한다. 상기 BMC가 상기 RRC에 의한 상기 CTCH 자원의 구성을 기다리는 동안, 상기 실제 전송율(Vctch)이 상기 전

송율(Vneed)과 일치하지 않고 0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다. 즉, 상기 실제 전송율이 상기 전송율(Vneed)보다 너무 작은

경우, 상기 BMC는 높은 우선 순위와 전송하기에 짧은 길이를 갖는 메시지들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실제 전송율이

상기 전송율(Vneed)보다 너무 큰 경우, 상기 CTCH 상의 자원이 메시지 전달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할 수 있지만, 이는 자

원의 낭비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상기 BMC는 상기 RRC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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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기 RRC는 프리미티브 C3를 이용하여 L1 및 L2를 제어함으로써 CTCH를 확립하거나 CTCH 구성을 조정하여 CTCH

전송율이 상기 전송율(Vneed)과 일치되도록 한다. 또한, 상기 RRC는 프리미티브 C2를 이용하여 CTCH의 새로운 구성 파

라미터를 상기 BMC에게 알린다. 여기서, 언급이 필요한 것은 상기 BMC가 상기 프리미티브 C2를 수신한 후, CTCH 자원

조정이 상기 RRC에 의해 성공적으로 수행되느냐하는 것이다. 상기 실제 전송율이 0이 아닐 경우에만, 상기 BMC는 상기

한 단계 4에서와 같이 상기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내게 된다.

6. 상기 BMC는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에 대한 설명을 전송 대기 스케줄 메시지에 추가한다. 또한, 상기 BMC

는 추후 전송을 위해 상기 스케줄 메시지에 후속하는 스케줄 피리어드의 소정의 위치에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를 배치한다.

7. 상기 BMC는 프리미티브 P3을 이용하여 상기 스케줄 메시지를 전송한다.

8. 상기 BMC는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소정의 시간에 프리미티브 P3을 이용하여 전송한다.

9. 상기 카운터의 값을 1만큼 감소시킨 후, 상기 BMC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즉, 상기 카운터의 값이 음수인 경우는 상

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가 무한 횟수 전송되도록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기 카운터의 값을 1 증가시킨

후, 단계 10으로 진행한다. 반대로, 상기 카운터의 값이 양수이면, 단계 10으로 바로 진행한다. 상기 카운터의 값이 0인 경

우는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전송하는 횟수가 요구 조건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므로, 상기 BMC는 확인 정보

를 프리미티브 P2를 이용하여 MBMSC에게 보낸다. 따라서,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과정은 완료된다.

10 상기 BMC는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요구되는 시간 구간에 따른 시작 타이밍을 기다린다. 다음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시간이 끝나면 단계 6으로 진행한다.

■ 사용자 단말이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

상기 사용자 단말에 있어서, 멀티캐스트 서비스 및 브로드캐스트 서비스에서 상기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은 동일하다. 이하, 상기 과정을 도 10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1. 상기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의 수신을 결정한 후, 상기 MBMSC는 프리미티브 P'1을 이용하여 BMC에게 요청을 보

낸다.

2. 상기 BMC가 이전에 어떠한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도 수신한 적이 없다면, 단계 3으로 진행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계 9

로 진행한다.

3. 상기 BMC는 프리미티브 C'1를 이용하여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수신할 것을 RRC에게 알린다. 상기 프리미티브 C'1에

포함된 파라미터들은 상기 RRC에게 소정의 시간에서만 RMC 선호 메시지를 수신할 것과 소정의 메시지들을 뺄 것을 알릴

수 있다. 단계 3에서, 상기 BMC는 상기 RRC가 모든 연속적인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수신도록 요구해야 한다.

4. 상기 RRC가 이전에 CTCH를 구성하지 않았다면, 상기 RRC는 링크 계층(L2) 및 물리 계층(L1)을 구성하여 사용자 단말

로 하여금 상기 CTCH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도록 한다. 이와 동시에, 프리미티브 C'2를 이용하여 필수 CTCH 구성 정보를

상기 BMC에게 피드백한 후, 단계 5로 진행한다. 상기 RRC가 이전에 CTCH 자원를 구성하였다면, 단계 5로 바로 진행한

다.

5. 상기 BMC의 요구에 따라 상기 RRC는 프리미티브 C'3를 이용하여 상기 링크 계층 및 물리 계층을 제어함으로써 소정의

시간에 상기 CTCH에 대한 셀 브로드캐스트 정보가 수신되도록 한다. 여기서, 상기 RRC는 상기 물리 계층을 제어하여

CTCH BS를 연속적으로 수신하도록 하거나 소정의 CTCH BS들을 건너뛰도록 할 수 있다.

6. 상기 CTCH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프레임을 처리한 후, 상기 링크 계층 및 물리 계층은 프리미티브 P'3 를 이용하여

BMC 메시지 (즉, BMC PDU)의 포맷으로 상기 BMC에게 제출한다. 여기서, 상기 PDU는 상기 BMC가 식별 및 작성할 수

있는 메시지 포맷을 가리키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니트(Protocol Data Unit)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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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기 BMC는 상기 수신된 메시지를 분석한다. 상기 수신된 메시지가 상기 MBMS의 서비스 통보 메시지인 경우, 상기

BMC는 프리미티브 P'2 를 이용하여 MBMSC에게 전송한다. 이와 동시에, 상기 수신은 완료된다. 반대로, 상기 수신된 메

시지가 상기 MBMS의 서비스 통보 메시지가 아닌 경우, 단계 8로 진행한다.

8. 상기 BMC에 의해 수신된 메시지가 상기 스케줄 메시지이면, 단계 9로 진행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계 3으로 진행한다.

9. 상기 BMC는 가장 최근에 수신한 스케줄 메시지를 분석하고, 상기 스케줄 메시지에 의해 기술된 상기 스케줄 피리어드

가 상기 MBMS의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포함하는지 확인한다. 상기 스케줄 피리어드가 상기 MBMS의 서비스 통보 메시지

를 포함하는 경우, 단계 12로 진행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상기 BMC는 다음 스케줄 메시지의 위치를 찾아내어 상기 RRC

에게 프리미티브 C'1 를 이용하여 다음 스케줄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요청한다.

10. 상기 RRC는 프리미티브 C'3 를 이용하여 상기 링크 계층 및 물리 계층을 제어함으로써 소정의 시간에 다음 스케줄 메

시지가 수신되도록 한다.

11. 상기 CTCH로부터 수신된 상기 메시지를 처리한 후, 상기 링크 계층 및 물리 계층은 프리미티브 P'3 를 이용하여 BMC

에게 상기 스케줄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후, 단계 9로 진행한다.

12. 상기 BMC는 상기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의 위치를 파악하고, 상기 RRC에게 소정의 시간에 상기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프리미티브 C'1 를 이용하여 요청한다.

13. 상기 RRC는 프리미티브 P'3 를 이용하여 상기 링크 계층 및 물리 계층을 제어함으로써 소정의 시간에 상기 MBMS 서

비스 통보 메시지가 수신되도록 한다.

14. 상기 CTCH로부터 수신된 상기 메시지를 처리한 후, 상기 링크 계층 및 물리 계층은 프리미티브 P'3 를 이용하여 상기

BMC에게 상기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전송한다.

15. 상기 BMC는 프리미티브 P'2 를 이용하여 MBMSC에게 상기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전송하며, 상기 수신은 완

료된다.

■ UTRAN이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

상기 UTRAN에 있어서, 멀티캐스트 서비스 및 브로드캐스트 서비스에서 상기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송신하는 과

정은 동일하다. 또한, 상기 UTRAN에 의해 제어되는 모든 셀에서의 상기 과정 또한 동일하다. 이하, 상기 과정을 도 10을

참조, 하나의 셀을 예로 하여 설명한다.

1. MBMSC는 핵심 네트워크 노드로부터 전송된 시그널링 메시지 M2를 수신한다. 여기서, 상기 시그널링 메시지 M2는 상

기 UTRAN에게 MBMS 서비스 통보 과정의 수행을 알린다. 상기 시그널링 메시지 M2는 상기 MBMS 서비스 통보를 보내

기 위한 횟수 및 시간 간격과 같은 상기 MBMS 서비스 통보를 위한 필수 파라미터를 포함한다. 상기 시그널링 메시지 M2

를 보내는 상기 핵심 네트워크 노드는 SGSN 또는 CBC를 포함할 수 있다.

2. 상기 MBMSC는 프리미티브 P1을 이용하여 상기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전송할 것을 BMC에게 요청한다. 여기

서, 상기 프리미티브 P1는 상기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구성하기 위한 필수 파라미터를 포함한다.

3. 상기 프리미티브 P1를 수신한 후, 상기 BMC는 상기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구성하여 전송 메모리 블록에 저장하

고, 상기 메시지에 대한 카운터를 시작한다. 상기 카운터의 초기값은 상기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요구되는 횟수와 동일하

다. 만일 상기 메시지가 무한 횟수 전송되도록 요구되면, 상기 카운터의 초기값은 0 또는 음의 값으로 할당된다.

4. 상기 BMC는 상기 전송 메모리 블록에 현재 저장된 모든 메시지(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들 및 다른 브로드캐스트 메

시지들 포함)에 따라 CTCH에 필요로 되는 전송율(Vneed)를 추정한다. 상기 CTCH에 필요로 되는 실제 전송율(Vctch)이

0 (즉, 셀이 CTCH 자원들을 할당하지 않음)이거나, 상기 전송율보다 너무 작거나 크면, 상기 BMC는 RRC에게 실제 요구

되는 전송율(Vneed)을 프리미티브 C1를 이용하여 알려주고, 상기 RRC에게 상기 CTCH 자원들을 확립 또는 조정할 것을

요청한다. 상기 BMC가 상기 RRC에 의한 상기 CTCH 자원의 구성을 기다리는 동안, 상기 실제 전송율(Vctch)이 상기 전

송율(Vneed)과 일치하지 않고 0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다. 즉, 상기 실제 전송율이 상기 전송율(Vneed)보다 너무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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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상기 BMC는 높은 우선 순위와 전송하기에 짧은 길이를 갖는 메시지들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실제 전송율이

상기 전송율(Vneed)보다 너무 큰 경우, 상기 CTCH 상의 자원이 메시지 전달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할 수 있지만, 이는 자

원의 낭비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상기 BMC는 상기 RRC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5. 상기 RRC는 프리미티브 C3를 이용하여 L1 및 L2를 제어함으로써 CTCH를 확립하거나 CTCH 구성을 조정하여 CTCH

전송율이 상기 전송율(Vneed)과 일치되도록 한다. 또한, 상기 RRC는 프리미티브 C2를 이용하여 CTCH의 새로운 구성 파

라미터를 상기 BMC에게 알린다. 여기서, 상기 BMC가 상기 프리미티브 C2를 수신한 후, CTCH 자원 조정이 상기 RRC에

의해 성공적으로 수행되느냐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상기 실제 전송율이 0이 아닌 경우에만, 상기 BMC는 상기한 단계 4

에서와 같이 상기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내게 된다.

6. 상기 BMC는 상기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에 대한 설명을 전송 대기 스케줄 메시지에 추가한다. 또한, 상기 BMC는

추후 전송을 위해 상기 스케줄 메시지에 후속하는 스케줄 피리어드의 소정의 위치에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배

치한다.

7. 상기 BMC는 프리미티브 P3을 이용하여 상기 스케줄 메시지를 전송한다.

8. 상기 BMC는 상기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소정의 시간에 프리미티브 P3을 이용하여 전송한다.

9. 상기 카운터의 값을 1만큼 감소시킨 후, 상기 BMC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즉, 상기 카운터의 값이 음수인 경우는 상

기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가 무한 횟수 전송되도록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기 카운터의 값을 1 증가시킨 후,

단계 10으로 진행한다. 반대로, 상기 카운터의 값이 양수이면, 단계 10으로 바로 진행한다. 상기 카운터의 값이 0인 경우는

상기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전송하는 횟수가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기 BMC는 확인 정보를

프리미티브 P2를 이용하여 MBMSC에게 보낸다. 따라서, 상기 MBMS 서비스 통보 과정은 완료된다.

10. 상기 BMC는 상기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요구되는 시간 구간에 따른 시작 타이밍을 기다린다. 다음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시간이 끝나면 단계 6으로 진행한다.

■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및 MBMS 서비스 통보 과정에 이용된 메시지의 구조

◆ 스케줄 메시지

스케줄 메시지는 스케줄 피리어드에 포함되는 하나 이상의 CTCH BS들을 점유한다. 상기 스케줄 메시지는 자신이 속하는

상기 스케줄 피리어드를 설명하고, 상기 스케줄 피리어드는 상기 스케줄 메시지에 바로 후속한다. 따라서, 연속적인 스케

줄 메시지들이 연속적인 스케줄 피리어드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상기 스케줄 메시지의 구조는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

다.

[표 1]

 정보 요소(IE)  필요성  복수 존재  의미 설명

 메시지 타입  필요   

 CTCH BS를 시작하기 위한 오프

셋
 필요   

 스케줄링 피리어드의 길이  필요   

 새로운 메시지 비트맵  필요   

 메시지 설명  필요
 1 내지 스케줄 피리어드

의 길이

 메시지 설명은 다수의 항목을 포함하며, 각 항목은

상기 스케줄 피리어의 하나의 CTCH BS에 포함된 메시

지 내용을 설명한다. i번째 항목은 새로운 메시지 비

트맵의 i번째 비트에 해당한다.

스케줄 메시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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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스케줄 메시지에서 부 정보 요소인 상기 메시지 타입은 모든 셀 브로드캐스트 메시지에 포함되어 메시지 타입을 설명

하며, 그 부호화는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2]

 1  CBS 메시지

 2  스케줄 메시지

 3  CBS41 메시지

 4  MBMS 서비스 안내 메시지

 5  MBMS 서비스 통보메시지

 0, 6 ... 255
 차후 이용을 위해 예비 (모든 부호화를 갖는 PDU도 본 버전의 프로토콜에 의해 폐기되어야

함)

스케줄 메시지에서 정보 요소의 부호화

상기 스케줄 메시지에서 부 정보 요소인 상기 새로운 메시지 비트맵은 비트들의 맵으로서 각 비트는 상기 스케줄 피리어드

에서 CTCH BS에 대응한다. 비트 값이 1인 경우는 상기 CTCH BS가 새로운 메시지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상기 비트 값이 0인 경우는 상기 CTCH BS가 오래된 메시지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새로운 메시지 비트맵의

구조는 표 3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3]

 CTCH BS 인덱

스 B

 CTCH BS 인덱

스 B+1

 CTCH BS 인덱

스 B+2 ...
     1

         2

         ...

  ...
 CTCH BS 인덱

스 E-1

 CTCH BS 인덱

스 E
 0  0  0  0  n

스케줄 메시지에서 정보 요소의 새로운 메시지 비트맵의 구조

스케줄 메시지에는 다수의 부 정보 요소 메시지 설명들이 존재하며, 그 번호는 상기 스케줄 메시지에 의해 설명되는 상기

스케줄 피리어드에 포함되는 CTCH BS들의 수와 동일하다. 각 CTCH BS는 하나의 메시지 설명에 의해 기술되며, 그 구조

는 표 4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4]

 정보 요소(IE)  필요성  복수 존재  의미 설명

 메시지 설명 타입  필요  계산된 값(0 ... 255)  

 메시지 ID  결정 조건 MDT11 계산된 값(0 ... 216-1)  

 제1 전송의 CTCH BS 인덱스로의

오프셋
 결정 조건 MDT2  정수(0 ... 255)  

 MBMS 서비스 아이덴티티  결정 조건 MDT33  IP 멀티캐스트 주소
 이 정보 요소는 MBMS 서비스의 타입을 식별

하는 데 이용됨

 MBMS 서비스 아이덴티티  결정 조건 MDT44  TMGI
 이 정보 요소는 MBMS 서비스의 타입을 식별

하는 데 이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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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메시지에서 정보 요소 메시지 설명의 구조

CTCH BS들에 의해 포함되는 상기 메시지의 타입은 메시지 설명 정보 요소의 부 정보 요소 메시지 설명에 의해 기술되며,

그 부호화는 표 5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5]

 값  해석

 0  스케줄 피리어드내에서 새로운 BMC 메시지의 반복

 1  새로운 메시지

 2  권고된 독취

 3  선택적인 독취

 4  스케줄 피리어드내에서 오래된 BMC 메시지의 반복

 5  오래된 메시지

 6  스케줄 메시지

 7  CBS41 메시지

 8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

 9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

 10. 255  추후 이용을 위한 예비

메시지 설명 정보 요소에서 부 정보 요소 메시지 설명 타입의 부호화

메시지 설명 타입을 제외하고, 다른 부 정보 요소들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는 상기 결정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각 부 정보 요소 존재에 대한 상기 결정 조건은 표 6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6]

 결정 조건  해석

 MDT11  메시지 설명 타입이 1 또는 5이면, 메시지 아이덴티티의 정보 요소가 존재함

 MDT22

 메시지 설명 타입이 0 또는 4이면, 제1 전송의 CTCH BS 인덱스로의 오프셋이 존재하고, 스케줄 메시

지에 대한 본 스케줄 피리어드에서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포함하는 첫 번째 오프셋인 CTCH BS의 오프

셋을 가리킴

 MDT33
 메시지 설명 타입이 8이고(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이고, 표 8에서의 메 시지 구조가 선택되어 이용

됨. 또한, MBMS 서비스 아이덴티티의 정보 요소가 존재하고 IP 멀티캐스트 주소에 의해 식별됨

 MDT44
 메시지 설명 타입이 9이고(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이면, MBMS 서비스 아이덴티티의 정보 요소가 존

재하고 TMGI에 의해 식별됨

소정의 정보 요소들이 정보 요소 메시지 설명에 존재하는 지 결정하기 위한 결정 조건

◆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는 MBMS 서비스 타입과 서비스 지역과 같은 파라미터를 설명하고 두 종류의 구조를 포함할 수

있다. 그 중 첫 번째 구조는 표 7에 나타낸 바와 같은 다수의 MBMS 서비스들을 설명한다. 두 번째 구조는 표 8에 나타낸

바와 같은 단일 MBMS 서비스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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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정보 요소(IE)  필요성  의미 설명

 메시지 타입  필요  

 서비스 번호  필요  상기 메시지에서 설명된 MBMS 서비스의 번호

 MBMS 서비스 아이덴티티 1   제1 MBMS 서비스의 아이덴티티:IP 멀티캐스트 주소

 APN 1   하나의 GGSN을 가리키기기 위한 액세스 포인트의 도메인 이름

 UE capability 1   제1 MBMS 서비스에 의해 요구된 UE의 capability

 .......   

 MBMS 서비스 아이덴티티 n   n번째 MBMS 서비스의 아이덴티티, n은 서비스 번호

 APN n   

 UE capability n   n번째 MBMS 서비스에 의해 요구된 UE의 capability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의 첫 번째 구조

[표 8]

 정보 요소(IE)  필요성  의미 설명

 메시지 타입  필요  본 MBMS 서비스의 아이덴티티:IP 멀티캐스트 주소

 MBMS 서비스 아이덴티티   

 APN   

 UE capability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의 첫 번째 구조

◆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는 소정의 제공될 MBMS 서비스에 대한 통보 정보로서, 사용자에게 상기 MBMS 서비스를 준

비하도록 알린다. 상기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의 구조는 표 9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9]

 정보 요소(IE)  필요성  의미 설명

 메시지 타입  필요  

 MBMS 서비스 그룹 아이덴티티  필요  본 MBMS 서비스 그룹의 아이덴티티:TMGI

 QoS QOS  필요  본 MBMS 서비스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의 품질

 임의 매커니즘  옵션  선 부호화 임의 매커니즘

 임의 값  옵션  

 마스크 값  옵션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의 구조

다수의 사용자 단말들이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동시에 수신할 때 액세스 네트워크으로의 동시 응답에 의해 생기는

무선 정체(air congestion)를 피하기 위해, 많은 수의 사용자 단말들이 다른 시간에 응답하도록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

어야 한다. 상기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내의 부 정보 요소 임의 매커니즘, 임의 값 및 마스트 값들은 모두 이를 위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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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 임의 매커니즘은 부호화에 이용될 동작모드를 가리킨다. 사용자 단말의 IMSI(전세계를 통틀어 사용자 단말의 유

일한 ID), 임의 값 및 마스트 값들은 동작에 관여하며, 상기 동작의 결과는 사용자 단말이 단위로서의 시간을 이용하여 응

답을 초기화하는 시간 지연으로서 이용된다. 표 10은 임의 매커니즘의 부호화 모드를 나타낸 도면이다.

[표 10]

 0  상기 임의 값에 대한 IMSI 모듈로 실행 후, 상기 마스트 값과 비트 단위의 AND 연산 수행

 1  IMSI를 상기 임의 값에 추가한 후, 상기 마스트 값과 비트 단위의 AND 연산 수행

 2  IMSI를 상기 임의 값에 곱한 후, 상기 마스트 값과 비트 단위의 AND 연산 수행

 3  IMSI를 상기 임의 값으로 나눈 후, 상기 마스트 값과 비트 단위의 AND 연산 수행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에서 부 정보 요소의 임의 매커니즘의 부호화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에 따르면, 네트워크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MBMS 서비스 공표 과정 및 MBMS 서비스 통보 과정

이 모두 셀 브로드캐스트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셀 브로드캐스트가 갖는 많은 특징들이 상기 두 과정들에 의해 생기

는 자원의 로드(load)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 단말들의 대기 시간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즉, 셀 브로드캐스트가 사용자 단말

들로 하여금 비연속 모드에서 셀 브로드캐스트를 수신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용자 단말들에 장착된 밧데리의 수명을 현저

히 증가시킬 수 있다.

확장성(scalability):셀 브로드캐스트가 다양한 길이를 갖는 메시지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후 사용을 위해 파라미터들을

효과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서비스(MBMS)의 서비스 공표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a)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서비스 센터(BM-SC)가 셀 브로드캐스트 센터(CBC)에게 전송 횟수와 보낸 시간 간격을 파

라미터로서 포함하는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보낼 것을 요청하는 단계와,

(b) 상기 BM-SC로부터 상기 메시지를 수신한 후, 상기 CBC가 자신과 접속되어 있는 유니버셜 이동 통신 시스템 지상 무

선 액세스 네트워크(UMTS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UTRAN)에게 상기 서비스 공표를 보내기 위한 메시지를

이용전송하는 단계와,

(c) 상기 UTRAN이 상기 CBC의 요구에 따라 하나 이상의 스케줄 피리어드에서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전송하

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 각 스케줄 피리어드를 설명하는 스케줄 메시지에 간략한 설명 정보를 추가한 후, 상기 스케줄 메

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와,

(d) 상기 UTRAN이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단계 (a)에서의 전송 횟수는 다수회 또는 무한 횟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등록특허 10-0617759

- 18 -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의 전송을 완료한 후, 상기 UTRAN이 확인 정보를 상기 CBC에게 보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UTRAN으로부터 상기 확인 정보를 수신한 후, 상기 CBC가 상기 BM-SC에게 확인 정보를 리턴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단계 (b)에서, 상기 BM-SC의 요구에 따라, 상기 CBC가 상기 서비스 공표를 주기적으로 다수회 또는 무

한 횟수 보낼 것을 상기 UTRAN에게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단계 (d)에서, 상기 UTRAN이 상기 CBC의 요구에 따라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다수회 전송

하며, 단계 (c) 및 (d)는 소정의 선행 명령없이 다수회 반복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공표 메시지는 상기 MBMS의 서비스 타입 및 서비스 지역에 관한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UTRAN이 셀 브로드캐스트를 통해 MBMS의 서비스 타입 및 서비스 지역을 포함하는 상기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는,

(1)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서비스 제어 모듈(MBMSC)이, 상기 UTRAN에게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

지의 전송 예정을 알리고, 핵심 네트워크 노드들(SGSN, CBC)로부터 전송되는 시그널링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와,

(2) 상기 MBMSC가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제어 프로토콜(BMC)에게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전송할 것을

요청하는 단계와,

(3) 상기 BMC가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구성하여 전송 메모리 블록에 저장하고, 상기 메시지에 대한 카운터를

시작하는 단계로서, 상기 카운터의 초기값은 상기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요구되는 횟수와 동일하며, 상기 메시지가 무한

횟수 전송되도록 요구되는 경우, 상기 카운터의 초기값은 0 또는 음의 값으로 할당되는 단계와,

(4) 상기 BMC가 상기 전송 메모리 블록에 현재 저장된 모든 메시지에 따라 CTCH에 필요로 되는 전송율를 추정하는 단계

로서, 상기 모든 메시지는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 및 다른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들을 포함하며, 상기 CTCH에 필

요로 되는 실제 전송율이 0인 경우는 셀이 CTCH 자원들을 할당하지 않았으며 브로드캐스트 메시지 전송을 지속하지 않

을 것을 의미하고, 상기 실제 전송율이 상기 CTCH에 필요로 되는 전송율보다 너무 작거나 크면, 상기 BMC가 프리미티브

를 이용하여 RRC에게 실제 요구되는 전송율을 알리고, 상기 RRC에게 CTCH 자원들을 확립 또는 조정할 것을 요청하고,

상기 BMC가 상기 RRC가 상기 CTCH 자원들을 형성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상기 실제 전송율이 요구된 전송율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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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0이 아닌 경우, 즉, 상기 실제 전송율이 요구된 전송율보다 너무 작으면, 상기 BMC가 높은 우선 순위와 전송하

기에 짧은 길이를 갖는 메시지들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상기 실제 전송율이 요구된 전송율보다 너무 크면, 상기 BMC가 상

기 RRC에게 상기 CTCH 상의 자원들이 메시지 전송의 요구를 초과하여 낭비됨을 상기 RRC에게 알려주는 단계와,

(5) 상기 RRC가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물리 계층 및 링크 계층을 제어함으로써 상기 CTCH를 확립하거나 CTCH 구성을

조정하여 CTCH 전송율이 일치되도록 하고,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상기 CTCH의 새로운 구성 파라미터들을 상기 BMC

에게 알리며, 상기 실제 전송율이 0이 아닐 때에만, 상기 BMC가 단계 (4)에서와 같이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계속하여 보

내는 단계와,

(6) 상기 BMC가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에 대한 설명을 전송 대기 스케줄 메시지에 추가하고, 추후 전송을 위해

상기 스케줄 메시지에 후속하는 스케줄 피리어드의 소정의 위치에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배치하는 단계와,

(7) 상기 BMC가 상기 스케줄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와,

(8) 상기 BMC가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소정의 시간에 전송하는 단계와,

(9) 상기 카운터의 값을 1만큼 감소시킨 후, 상기 카운터의 값이 음수인 경우는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가 무한 횟

수 전송되도록 요구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기 BMC가 상기 카운터의 값을 1만큼 증가시킨 후, 단계 (10)이 수행되고, 상

기 카운터의 값이 양수인 경우, 단계 (10)이 바로 수행되고, 상기 카운터의 값이 0인 경우는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

지를 전송하는 횟수가 요구조건을 충족한 것을 의미하므로, 상기 BMC가 상기 확인 정보를 상기 MBMSC에게 보냄으로써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의 전송 과정이 완료되는 단계와,

(10) 상기 BMC가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요구되는 시간 구간에 따른 시작 타이밍을 기다리고, 다

음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시간이 끝나는 경우 단계 (6)이 수행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이 상기 셀 브로드캐스트를 통해 상기 MBMS의 서비스 타입과 서비스 지역에 관한 파라

미터에 대한 상기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는,

(1) 상기 MBMSC가 제1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요청을 BMC에게 보내

는 단계와,

(2) 상기 BMC가 이전에 어떠한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도 수신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단계 (3)이 실행되고, 상기 BMC가 이

전에 상기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수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단계 (9)가 실행되는 단계와,

(3) 상기 BMC가 제2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수신할 것을 RRC에게 알리는 단계로서, 상기 제2 프

리미티브는 상기 RRC에게 소정의 시간에 BMC 선호 메시지를 수신할 것과 소정의 메시지들을 뺄 것을 알릴 수 있는 파라

미터들을 포함하고,

(4) 상기 RRC가 이전에 CTCH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상기 RRC가 링크 계층 및 물리 계층을 구성하여 사용자 단말로 하

여금 상기 CTCH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도록 하고, 제3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필수 CTCH 구성 정보를 상기 BMC에게 피

드백한 후, 단계 (5)가 수행되며, 반대로, 상기 RRC가 이전에 CTCH 자원를 구성한 경우, 단계 (5)가 바로 수행되는 단계

와,

(5) 상기 BMC의 요구에 따라 상기 RRC가 제4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상기 링크 계층 및 물리 계층을 제어함으로써 소정

의 시간에 상기 CTCH에 대한 셀 브로드캐스트 정보가 수신되도록 하는 단계와,

(6) 상기 CTCH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프레임을 처리한 후, 상기 링크 계층 및 물리 계층이 상기 데이터 프레임을 제5 프리

미티브를 이용하여 BMC 메시지의 포맷으로 상기 BMC에게 제출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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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기 BMC가 상기 수신된 메시지를 분석하고, 상기 수신된 메시지가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인 경우, 상기

BMC가 상기 메시지를 제6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MBMSC에게 전송함과 동시에 상기 수신이 완료되며, 반대로, 상기 수

신된 메시지가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가 아닌 경우, 단계 (8)이 수행되는 단계와,

(8) 상기 BMC에 의해 수신된 메시지가 상기 스케줄 메시지인 경우는 단계 (9)가 수행되며, 반대로, 상기 수신된 메시지가

상기 스케줄 메시지가 아닌 경우는 단계 (3)이 수행되는 단계와,

(9) 상기 BMC가 가장 최근에 수신한 스케줄 메시지를 분석하고, 상기 스케줄 메시지에 의해 기술된 상기 스케줄 피리어드

가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포함하는지 확인하는 단계로서, 상기 스케줄 피리어드가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포함하는 경우는 단계 (12)가 수행되고, 반대로, 상기 스케줄 피리어드가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포

함하지 않는 경우, 상기 BMC가 다음 스케줄 메시지의 위치를 찾아낸 후, 상기 RRC에게 상기 제6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다음 스케줄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요청하는 단계와,

(10) 상기 RRC가 상기 제4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상기 물리 계층 및 링크 계층을 제어함으로써 소정의 시간에 상기 다음

스케줄 메시지가 수신되도록 하는 단계와,

(11) 상기 CTCH로부터 수신된 상기 메시지를 처리한 후, 상기 물리 계층 및 링크 계층이 제5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상기

BMC에게 상기 스케줄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로서, 이후 단계 (9)가 수행되고,

(12) 상기 BMC가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의 위치를 파악하고, 상기 RRC에게 상기 제6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소정의 시간에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요청하는 단계와,

(13) 상기 RRC가 상기 제4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상기 물리 계층 및 링크 계층을 제어함으로써 소정의 시간에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가 수신되도록 하는 단계와,

(14) 상기 CTCH로부터 수신된 상기 메시지를 처리한 후, 상기 물리 계층 및 링크 계층이 상기 제5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상기 BMC에게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와,

(15) 상기 BMC가 상기 제3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MBMSC에게 전송한 후, 상기 수신

이 완료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0.

MBMS의 서비스 통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a) BM-SC가 MBMS 데이터를 GGSN에게 보내는 단계와,

(b) 상기 BM-SC로부터 전송된 MBMS 데이터를 수신한 후, 상기 GGSN가 상기 데이터를 SGSN에게 보내는 단계와,

(c) 상기 GGSN으로부터 상기 신호를 수신한 후, 상기 SGSN가 시그널링 메시지를 통해 UTRAN에게 상기 MBMS 데이터

가 전송될 예정임을 알리는 단계와,

(d) 무선 데이터 액세스 베어러(Radio data Access Bearer:RAB)가 상기 UTRAN 및 상기 SGSN 간에 확립되는 단계와,

(e) 상기 SGSN이 상기 MBMS 데이터를 상기 RAB를 통해 상기 UTRAN에게 보내는 단계와,

(f) 상기 SGSN으로부터 상기 데이터를 수신한 후, 상기 UTRAN은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시간을 마

련하는 단계와,

(g) 상기 UTRAN이 상기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상기 소정의 시간에 전송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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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사용자 단말이 상기 UTRAN에게 무선 베어러(Radio Bearer:RB)를 할당할 것을 요청하는 시그널링 메시지를 전송하

는 단계로서,다수의 사용자 단말들이 상기 UTRAN에게 요청을 동시에 보낼 수 있으며,

(i) 상기 UTRAN이 상기 무선 베어러를 사용자 단말들의 수에 따라 할당하는 단계와,

(j) 상기 UTRAN이 상기 MBMS 데이터를 상기 무선 베어러를 통해 상기 사용자 단말에게 보내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단계 (e), (f) 및 (g)는 소정의 선행 명령없이 실행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통보 메시지는 특정 MBMS 데이터의 전송 예정을 가리키며, 상기 MBMS와 관련된 파라미

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UTRAN이 셀 브로드캐스트를 통해 상기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는,

(1) MBMSC가 핵심 네트워크 노드로부터 전송됨과 더불어 상기 UTRAN에게 MBMS 서비스 통보 과정의 수행을 알리는

시그널링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와,

(2) 상기 MBMSC가 상기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전송할 것을 BMC에게 요청하는 단계와,

(3) 상기 BMC가 상기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구성하여 전송 메모리 블록에 저장하는 단계와,

(4) 상기 BMC가 상기 전송 메모리 블록에 현재 저장된 모든 메시지에 따라 CTCH에 필요로 되는 전송율(Vneed)를 추정

하는 단계로서, 상기 모든 메시지는 상기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포함하고,

(5) RRC가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물리 계층 및 링크 계층을 제어함으로써 CTCH를 확립하거나 CTCH 구성을 조정하여

CTCH 전송율이 상기 전송율(Vneed)과 일치되도록 함과 더불어 CTCH의 새로운 구성 파라미터를 상기 BMC에게 알리는

단계와,

(6) 상기 BMC가 상기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에 대한 설명을 전송 대기 스케줄 메시지에 추가한 후, 추후 전송을 위해

상기 스케줄 메시지에 후속하는 스케줄 피리어드의 소정의 위치에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배치하는 단계와,

(7) 상기 BMC가 상기 스케줄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와,

(8) 상기 BMC가 상기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소정의 시간에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이 셀 브로드캐스트를 통해 상기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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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 MBMSC가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해 제1 프리미티브를 이용

하여 상기 BMC에게 요청을 보내는 단계와,

(2) 상기 BMC가 이전에 어떠한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도 수신한 적이 없는 경우는 단계 3이 수행되고, 반대로, 상기 BMC

가 이전에 어떠한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도 수신한 적이 있는 경우는 단계 9가 수행되는 단계와,

(3) 상기 BMC가 제2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수신할 것을 RRC에게 알리는 단계로서, 상기 제2 프

리미티브는 상기 RRC에게 소정의 시간에서만 BMC 선호 메시지를 수신할 것과 소정의 메시지들을 뺄 것을 알릴 수 있는

파라미터들을 포함하고,

(4) 상기 RRC가 이전에 CTCH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상기 RRC가 링크 계층(L2) 및 물리 계층(L1)을 구성하여 사용자 단

말로 하여금 상기 CTCH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도록 함과 더불어 제3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필수 CTCH 구성 정보를 상

기 BMC에게 피드백한 후, 단계 5가 수행되며, 상기 RRC가 이전에 CTCH 자원를 구성한 경우에는 단계 5가 바로 수행되

는 단계와,

(5) 상기 BMC의 요구에 따라 상기 RRC가 제4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상기 링크 계층 및 물리 계층을 제어함으로써 소정

의 시간에 상기 CTCH에 대한 셀 브로드캐스트 정보가 수신되도록 하는 단계와,

(6) 상기 CTCH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프레임을 처리한 후, 상기 링크 계층 및 물리 계층은 제5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BMC 메시지의 포맷으로 상기 BMC에게 제출하는 단계와,

(7) 상기 BMC가 상기 수신된 메시지를 분석하는 단계로서, 상기 수신된 메시지가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인 경우, 상기 BMC가 상기 메시지를 제6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MBMSC에게 전송함과 더불어 상기

수신이 완료되며, 반대로, 상기 수신된 메시지가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가 아닌 경우,

단계 8이 수행되는 단계와,

(8) 상기 BMC에 의해 수신된 메시지가 상기 스케줄 메시지이면, 단계 9가 수행되고, 반대로, 수신된 메시지가 상기 스케

줄 메시지가 아니면, 단계 3이 수행되는 단계와,

(9) 상기 BMC가 가장 최근에 수신한 상기 스케줄 메시지를 분석하고, 상기 스케줄 메시지에 의해 기술된 상기 스케줄 피

리어드가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포함하는지 확인하는 단계로서, 상기 스케줄 피리

어드가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포함하는 경우, 단계 12가 수행되고, 상기 스케줄 피

리어드가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상기 BMC가 다음 스케줄 메

시지의 위치를 찾아내어 상기 RRC에게 상기 제6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다음 스케줄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요청하는 단계

와,

(10) 상기 RRC가 상기 링크 계층 및 물리 계층을 제어하여 소정의 시간에 상기 제4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상기 다음 스케

줄 메시지가 수신되도록 하는 단계와,

(11) 상기 CTCH로부터 수신된 상기 메시지를 처리한 후, 상기 링크 계층 및 물리 계층이 상기 제5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상기 BMC에게 상기 스케줄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로서, 이후, 단계 9가 수행되고,

(12) 상기 BMC가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의 위치를 파악하고, 상기 RRC에게 소정의 시

간에 상기 제6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요청하는

단계와,

(13) 상기 RRC가 상기 링크 계층 및 물리 계층을 제어하여 소정의 시간에 상기 제4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가 수신되도록 하는 단계와,

(14) 상기 CTCH로부터 수신된 상기 메시지를 처리한 후, 상기 링크 계층 및 물리 계층이 상기 제5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상기 BMC에게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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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기 BMC가 상기 제3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상기 MBMSC에게 상기 MBMS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기 수신이 완료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5.

MBMS에서 브로드캐스트 서비스의 서비스 통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a) BM-SC가 MBMS 데이터를 GGSN에게 보내는 단계와,

(b) 상기 BM-SC로부터 전송된 MBMS 데이터를 수신한 후, 상기 GGSN가 터널링 기법을 이용하여 상기 데이터를 SGSN

에게 보내는 단계와,

(c) 상기 GGSN으로부터 상기 신호를 수신한 후, 상기 SGSN가 시그널링 메시지를 통해 UTRAN에게 상기 MBMS 데이터

가 전송될 예정임을 알리는 단계와,

(d) 무선 데이터 액세스 베어러(Radio data Access Bearer:RAB)가 상기 UTRAN 및 상기 SGSN 간에 확립되는 단계와,

(e) 상기 SGSN이 상기 MBMS 데이터를 상기 RAB를 통해 상기 UTRAN에게 보내는 단계와,

(f) 상기 UTRAN이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는 단계와,

(g) 상기 UTRAN이 상기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와,

(h) 상기 UTRAN이 상기 무선 베어러를 사용자 단말들의 수에 따라 할당하는 단계와,

(i) 상기 UTRAN이 상기 MBMS 데이터를 상기 무선 베어러를 통해 사용자 단말에게 보내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UTRAN이 셀 브로드캐스트를 통해 상기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는,

(1) MBMSC가 핵심 네트워크 노드들(SGSN, CBC)로부터 전송되는 시그널링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로서, 상기 시그널링

메시지는 상기 UTRAN에게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전송할 것을 알리고,

(2) 상기 MBMSC가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전송할 것을

BMC에게 요청하는 단계와,

(3) 상기 BMC가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구성하는 단계와,

(4) 상기 BMC가 CTCH에 필요로 되는 전송율(Vneed)를 추정하는 단계와,

(5) RRC가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물리 계층 및 링크 계층을 제어함으로써 CTCH를 확립하거나 CTCH 구성을 조정하여

CTCH 전송율이 상기 전송율(Vneed)과 일치되도록 하는 단계와,

(6) 상기 BMC가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에 대한 설명을 전송 대기 스케줄 메시지에

추가하는 단계와,

(7) 상기 BMC가 상기 스케줄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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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기 BMC가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소정의 시간에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사용자 단말이 셀 브로드캐스트를 통해 상기 MBMS 서비스 통보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는,

(1) MBMSC가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해 제1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BMC에게 요청을 보내는 단계와,

(2) 상기 BMC가 이전에 어떠한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도 수신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단계 (3)이 실행되고, 상기 BMC가 이

전에 상기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수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단계 (9)가 실행되는 단계와,

(3) 상기 BMC가 제2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수신할 것을 RRC에게 알리는 단계로서, 상기 제2 프

리미티브는 상기 RRC에게 소정의 시간에 BMC 선호 메시지를 수신할 것과 소정의 메시지들을 뺄 것을 알릴 수 있는 파라

미터들을 포함하고,

(4) 상기 RRC가 이전에 CTCH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상기 RRC가 링크 계층 및 물리 계층을 구성하여 사용자 단말로 하

여금 상기 CTCH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도록 하고, 제3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필수 CTCH 구성 정보를 상기 BMC에게 피

드백한 후, 단계 (5)가 수행되며, 반대로, 상기 RRC가 이전에 CTCH 자원를 구성한 경우, 단계 (5)가 바로 수행되는 단계

와,

(5) 상기 BMC의 요구에 따라 상기 RRC가 제4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상기 링크 계층 및 물리 계층을 제어함으로써 소정

의 시간에 상기 CTCH에 대한 셀 브로드캐스트 정보가 수신되도록 하는 단계와,

(6) 상기 CTCH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프레임을 처리한 후, 상기 링크 계층 및 물리 계층이 상기 데이터 프레임을 제5 프리

미티브를 이용하여 BMC 메시지의 포맷으로 상기 BMC에게 제출하는 단계와,

(7) 상기 BMC가 상기 수신된 메시지를 분석하고, 상기 수신된 메시지가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공표 메시지인 경우, 상기 BMC가 상기 메시지를 제6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MBMSC에게 전송함과 동시에 상기 수신이

완료되며, 반대로, 상기 수신된 메시지가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공표 메시지가 아닌 경우, 단계

(8)이 수행되는 단계와,

(8) 상기 BMC에 의해 수신된 메시지가 상기 스케줄 메시지인 경우는 단계 (9)가 수행되며, 반대로, 상기 수신된 메시지가

상기 스케줄 메시지가 아닌 경우는 단계 (3)이 수행되는 단계와,

(9) 상기 BMC가 가장 최근에 수신한 스케줄 메시지를 분석하고, 상기 스케줄 메시지에 의해 기술된 상기 스케줄 피리어드

가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포함하는지 확인하는 단계로서, 상기 스케줄 피리어드가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포함하는 경우는 단계 (12)가 수행되고, 반대로, 상기 스케

줄 피리어드가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상기 BMC가 다음 스케

줄 메시지의 위치를 찾아낸 후, 상기 RRC에게 상기 제6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다음 스케줄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요청하

는 단계와,

(10) 상기 RRC가 상기 제4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상기 물리 계층 및 링크 계층을 제어함으로써 소정의 시간에 상기 다음

스케줄 메시지가 수신되도록 하는 단계와,

(11) 상기 CTCH로부터 수신된 상기 메시지를 처리한 후, 상기 물리 계층 및 링크 계층이 제5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상기

BMC에게 상기 스케줄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로서, 이후 단계 (9)가 수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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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기 BMC가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공표 메시지의 위치를 파악하고, 상기 RRC에게 상기 제

6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소정의 시간에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요청

하는 단계와,

(13) 상기 RRC가 상기 제4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상기 물리 계층 및 링크 계층을 제어함으로써 소정의 시간에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공표 메시지가 수신되도록 하는 단계와,

(14) 상기 CTCH로부터 수신된 상기 메시지를 처리한 후, 상기 물리 계층 및 링크 계층이 상기 제5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상기 BMC에게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와,

(15) 상기 BMC가 상기 제3 프리미티브를 이용하여 상기 MBMS의 서비스 공표 메시지 또는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MBMSC에게 전송한 후, 상기 수신이 완료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8.

통신 시스템에서 MBMS 멀티캐스트 서비스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셀 브로드캐스트를 통해 MBMS의 서비스 타입 및 서비스 지역에 관한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서비스 공표 메시지를 전송하

는 단계와,

상기 MBMS 멀티캐스트 서비스에 대한 전송 베어러를 확립하는 단계와,

상기 MBMS 데이터의 도달에 대한 서비스 통보 정보를 셀 브로드캐스트를 통해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MBMS 멀티캐스트 서비스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MBMS 멀티캐스트 서비스 후, 상기 전송 베어러를 해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9.

통신 시스템에서 MBMS 멀티캐스트 서비스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셀 브로드캐스트를 통해 MBMS의 서비스 타입 및 서비스 지역에 관한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서비스 공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특정 MBMS 멀티캐스트 서비스에 가입하는 단계와,

상기 MBMS의 도달에 대한 서비스 통보 정보를 MBMS 채널을 통해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MBMS 멀티캐스트 서비스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특정 MBMS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탈퇴하기 위해, 상기 MBMS 채널을 해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0.

통신 시스템에서 MBMS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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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RAN이 셀 브로드캐스트를 통해 MBMS의 서비스 타입 및 서비스 지역에 관한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서비스 공표 메시

지를 전송하는 단계와,

핵심망내의 상기 UTRAN과 장치들이 상기 MBMS 브로드캐스트 서비스에 대한 네트워크 자원을 확립하는 단계와,

상기 UTRAN이 상기 MBMS 데이터의 도달에 대한 서비스 통보 정보를 셀 브로드캐스트를 통해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UTRAN이 상기 MBMS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UTRAN과 다른 장치들이 상기 MBMS 브로드캐스트 서비스에 이용된 상기 네트워크 자원을 해제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1.

통신 시스템에서 MBMS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 단말이 셀 브로드캐스트를 통해 MBMS의 서비스 타입 및 서비스 지역에 관한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서비스 공표 정

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 단말이 상기 MBMS 데이터의 도달에 대한 서비스 통보 정보를 셀 브로드캐스트를 통해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 단말이 상기 MBMS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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