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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MBMS)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MBMS 서비스를 지원

하기 위한 제어정보를 송수신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복수 개의 전송 채널들을 가지는 기지국과, 상기 기지국과

통신을 수행하는 적어도 하나의 이동단말을 가지는 MBMS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은 하나의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에 매핑되는 복수 개의 전송 채널들 중 MBMS 제어정보를 위한 전송 채널을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전

송 채널을 나타내는 시스템 정보블록을 제1 공통제어 물리채널을 이용하여 이동단말들이 위치하는 셀 영역으로 전송하며,

상기 MBMS 제어정보를 상기 선택된 전송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셀 영역으로 전송한다. 이동 단말은 제1 공통제어 물리채

널을 통해 상기 시스템 정보 블록을 수신하고, 상기 시스템 정보 블록을 이용하여 상기 선택된 전송 채널을 통해 상기

MBMS 제어정보를 수신하여 MBMS 서비스에 이용한다. 이러한 본 발명은 특정 셀 영역의 MBMS 제어정보를 하나의 전

송채널만을 통해 전송함으로 이동 단말에서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대표도

도 6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 개의 전송 채널들을 가지는 기지국과, 상기 기지국과 통신을 수행하는 적어도 하나의 이동단말을 가지는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MBMS)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기지국이 상기 이동단말로 상기 MBMS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MBMS 제어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의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에 매핑되는 복수 개의 전송 채널들 중 MBMS 제어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하나의 전송 채널

을 선택하는 과정과,

상기 선택된 전송 채널을 나타내는 제1 시스템 정보 블록을 제1 공통제어 물리채널을 이용하여 이동 단말들이 위치하는

셀 영역으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MBMS 제어정보를 상기 선택된 전송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셀 영역으로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

는 상기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전송채널은, 순방향 액세스 채널(FACH)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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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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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시스템 정보 블록은,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에 대한 정보와,

상기 복수 개의 전송 채널들 각각에 대해 상기 MBMS 제어정보를 운반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지시자를 적어도 포함하

는 상기 복수 개의 전송 채널들 각각에 대한 정보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에 대한 정보는,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의 직교가변확산인자(OVSF) 코드 정보와,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의 전송포맷 조합 지시

자(TFCI)들을 포함하는 전송포맷 조합 셋(TFCS)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6.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전송 채널들 각각에 대한 정보는,

해당 전송 채널의 전송 포맷들을 나타내는 전송 포맷 셋(TFS)과, 전송채널 식별자와, 해당 전송 채널에 공통 트래픽 채널

이 매핑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지시자와, 해당 전송 채널이 페이징 채널인 경우에 존재하는 페이징 지시 채널의 정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시스템 정보 블록은,

상기 선택된 전송 채널이 매핑되는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의 식별자와,

상기 선택된 전송 채널의 식별자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8.

제 2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의 식별자는,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의 정보를 포함하는 제2 시스템 정보 블록에서 상기 선택된 전송 채널이 매핑되는 상기 제2 공

통제어 물리채널의 정보가 기술된 순번을 가리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시스템 정보 블록은,

상기 선택된 전송 채널이 매핑되는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의 식별자와,

상기 선택된 전송 채널의 전송포맷들을 나타내는 전송포맷 셋(TFS) 식별자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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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0.

제 2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의 식별자는,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의 정보를 포함하는 제2 시스템 정보 블록에서 상기 선택된 전송 채널이 매핑되는 상기 제2 공

통제어 물리채널의 정보가 기술된 순번을 가리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1.

복수 개의 전송 채널들을 가지는 기지국과, 상기 기지국과 통신을 수행하는 적어도 하나의 이동단말을 가지는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MBMS)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이동단말이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전송

되는 상기 MBMS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MBMS 제어정보를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의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에 매핑되는 복수 개의 전송 채널들 중 MBMS 제어정보를 전송하도록 선택된 전송 채널을

나타내는 제1 시스템 정보 블록을 제1 공통제어 물리채널을 통해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제1 시스템 정보 블록을 이용하여 상기 복수 개의 전송 채널들 중 상기 선택된 전송 채널을 통해 상기 MBMS 제어정

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MBMS 제어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MBMS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2.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전송채널은,

순방향 액세스 채널(FACH)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3.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시스템 정보 블록은,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에 대한 정보와,

상기 복수 개의 전송 채널들 각각에 대해 상기 MBMS 제어정보를 운반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지시자를 적어도 포함하

는 상기 복수 개의 전송 채널들 각각에 대한 정보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4.

제 33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에 대한 정보는,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의 직교가변확산인자(OVSF) 코드 정보와,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의 전송포맷 조합 지시

자(TFCI)들을 포함하는 전송포맷 조합 셋(TFCS)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5.

제 33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전송 채널들 각각에 대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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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송 채널의 전송 포맷들을 나타내는 전송 포맷 셋(TFS)과, 전송채널 식별자와, 해당 전송 채널에 공통 트래픽 채널

이 매핑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지시자와, 해당 전송 채널이 페이징 채널인 경우에 존재하는 페이징 지시 채널의 정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6.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제2 시스템 정보 블록을 상기 제1 공통제어 물리

채널을 통해 수신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7.

제 3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시스템 정보 블록은,

상기 제2 시스템 정보 블록에서 상기 선택된 전송 채널이 매핑되는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의 정보가 기술된 순번을

가리키는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의 식별자와,

상기 선택된 전송 채널의 식별자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8.

제 3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시스템 정보 블록은,

상기 제2 시스템 정보 블록에서 상기 선택된 전송 채널이 매핑되는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의 정보가 기술된 순번을

가리키는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의 식별자와,

상기 선택된 전송 채널의 전송포맷들을 나타내는 전송포맷 셋(TFS) 식별자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9.

복수 개의 전송 채널들을 가지는 기지국을 가지는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MBMS)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MBMS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MBMS 제어정보를 수신하는 장치

에 있어서,

MBMS 제어정보를 전송하도록 선택된 전송 채널을 포함하는 복수 개의 전송채널들이 매핑되는 하나의 제2 공통제어 물리

채널의 데이터를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에 대한 정보에 따라 수신하는 수신부와,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의 데이터를 상기 수신부로부터 입력받아 저장하는 버퍼와,

상기 선택된 전송 채널을 나타내는 제1 시스템 정보 블록에 따라, 상기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

의 데이터 중 상기 선택된 전송채널의 데이터를 선택하여 상기 버퍼로부터 출력하는 전송 채널 판별부와,

상기 버퍼로부터 출력된 상기 선택된 전송채널의 데이터들을 해석하여 상기 MBMS 서비스를 위한 상기 MBMS 제어정보

를 획득하는 전송채널 처리부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40.

제 39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 채널 판별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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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버퍼에 저장된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의 데이터를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에 매핑되는 상기 복수 개의 전

송 채널들의 데이터로 구분하고, 상기 복수 개의 전송 채널들의 데이터에 포함된 전송포맷 조합 지시자(TFCI)를 해석하여

해당하는 전송 채널을 식별하고, 상기 제1 시스템 정보 블록에 따라 상기 선택된 전송 채널의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41.

제 3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시스템 정보 블록은,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에 대한 정보와,

상기 복수 개의 전송 채널들 각각에 대해 상기 MBMS 제어정보를 운반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지시자를 적어도 포함하

는 상기 복수 개의 전송 채널들 각각에 대한 정보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42.

제 4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에 대한 정보는,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의 직교가변확산인자(OVSF) 코드 정보와,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의 전송포맷 조합 지시

자(TFCI)들을 포함하는 전송포맷 조합 셋(TFCS)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43.

제 4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 개의 전송 채널들 각각에 대한 정보는,

해당 전송 채널의 전송 포맷들을 나타내는 전송 포맷 셋(TFS)과, 전송채널 식별자와, 해당 전송 채널에 공통 트래픽 채널

이 매핑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지시자와, 해당 전송 채널이 페이징 채널인 경우에 존재하는 페이징 지시 채널의 정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44.

제 3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시스템 정보 블록은,

상기 선택된 전송 채널이 매핑되는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의 식별자와,

상기 선택된 전송 채널의 식별자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45.

제 44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의 식별자는,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의 정보를 포함하는 제2 시스템 정보 블록에서 상기 선택된 전송 채널이 매핑되는 상기 제2 공

통제어 물리채널의 정보가 기술된 순번을 가리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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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시스템 정보 블록은,

상기 선택된 전송 채널이 매핑되는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의 식별자와,

상기 선택된 전송 채널의 전송포맷들을 나타내는 전송포맷 셋(TFS) 식별자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47.

제 46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의 식별자는,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의 정보를 포함하는 제2 시스템 정보 블록에서 상기 선택된 전송 채널이 매핑되는 상기 제2 공

통제어 물리채널의 정보가 기술된 순번을 가리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제어정보를 송수신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통신산업의 발달로 인해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CDMA"라 칭하기로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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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하는 멀티캐스팅 멀티미디어 통신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유럽식 이동통신 시스템인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과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s)을 기반으로 하고 광대역(Wideband) 부호분할 다중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CDMA라 칭함)

을 사용하는 제3 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시스템에서는, 상기

멀티캐스팅 멀티미디어 통신을 지원하기 위기 위해 하나의 데이터 소스에서 다수의 사용자 단말기(User Equipment, 이하

"UE"라 칭함)들로 동일 데이터 스트림을 제공하는 방송/멀티캐스트 서비스(Broadcast/Multicast Service)를 지원한다.

상기 방송/멀티캐스트 서비스는 메시지 위주의 서비스인 셀 방송 서비스(Cell Broadcast Service, 이하 "CBS 서비스"라

칭함)와 실시간 영상 및 음성, 정지 영상, 문자 등 멀티미디어 형태를 지원하는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서비

스(Multimedia Broadcast/Multicast Service, 이하 "MBMS"라 칭함)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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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상기 도 1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MBM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먼저 멀티캐스트/방송-서비스 센터( Broadcast/Multicast- Service Center, 이하 "BM-SC"라 칭

함)(110)는 MBMS 스트림(stream)을 제공하는 소스(source)이며, 상기 BM-SC(110)는 MBMS 서비스에 대한 스트림을

스케줄링(scheduling)하여 전송 네트워크(transit N/W)(120)로 전달한다. 상기 전송 네트워크(120)는 상기 BM-SC(110)

와 서비스 패킷 무선 서비스 지원 노드(SGSN: Serving GPRS Support Node, 이하 "SGSN"이라 칭함)(130) 사이에 존재

하는 네트워크(network)를 의미하며, 상기 BM-SC(110)로부터 전달받은 MBMS 서비스에 대한 스트림을 상기 SGSN

(130)으로 전달한다. 여기서, 상기 전송 네트워크(120)는 게이트웨이 패킷 무선 서비스 지원 노드(GGSN: Gateway GPRS

Support Node, 이하 "GGSN"이라 칭함)와 외부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다.

상기 전송 네트워크(120)를 통해서 MBMS 서비스에 대한 스트림을 전달받은 SGSN(130)은 MBMS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가입자들, 즉 UE(161,162,163,171,172)들의 MBMS 관련 서비스를 제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일 예로 SGSN(130)은 가

입자들 각각의 MBMS 서비스 과금 관련 데이터를 관리 및 MBMS 서비스 데이터를 관련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

Radio Network Controller)(140)에게 선별적으로 전송한다. 또한 상기 SGSN(130)은 상기 MBMS 서비스에 관해 서비스

컨텍스트(SERVICE CONTEXT)를 구성하여 관리하고, 상기 MBMS 서비스에 대한 스트림을 상기 RNC(140)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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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RNC(140)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Node B들 중 MBMS 서비스를 요구하는 UE들(161,162,163,171,172)이 존재하

는 셀들을 담당하는 Node B들(160, 170)로 상기 MBMS 서비스 스트림을 전송한다. 상기 RNC(140)와 상기 노드 B들

(160, 170)은, UTRAN(UMTS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라 통칭한다.

특정 MBMS 서비스를 수신하고자 하는 노드 B 1(160)에 속하는 셀1은 UE1(161), UE2(162), UE3(163)을 포함하며, 노

드 B 2(170)에 속하는 셀2는 UE4(171), UE5(172)를 포함한다고 할 때,(본 명세서에서 셀은 노드 B와 유사한 의미로 사

용된다.) 상기 RNC(140)는 상기 MBM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노드 B들(160, 170)과 상기 UE들

(161,162,163,171,172)간에 설정되는 무선 채널(radio channel)들을 제어한다. 상기 도 1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하

나의 Node B, 일 예로 Node B 1(160)와 그 Node B 1(160)에 속하는 UE들(161, 162, 163)간에는 MBMS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하나의 무선 채널이 구성된다.

UE들(161-163, 171-172)이 MBMS 서비스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MBMS 서비스 데이터 스트림을 운송하는 전송 채

널, 즉 MBMS 전송 채널(MBMS Transport Channel: 이하 MTCH라 칭함)에 대한 제어정보를 획득하여야 한다. 상기 제

어정보는 상기 전송 채널이 매핑되는 코드 채널에 대한 코드 정보와 상기 MBMS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식별자 등의 정보

를 포함하며, 상기 전송 채널과 구분되는 별도의 논리 제어 채널, 즉 MBMS 제어 채널(MBMC Control Channel: 이하

MCCH라 칭함)을 통해 전송된다.

상기 MBMS 서비스 데이터 뿐만 아니라, MBMS 서비스에 대한 제어 정보 역시 멀티캐스트로 전송되어야 한다. 특히

MBMS 서비스에 대한 무선 베어러(Radio Bearer) 정보는 해당 셀에서 상기 MBMS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모든 UE들에게

유효하다. 그러나 MCCH를 다른 논리 채널과 마찬가지로 모든 전송 채널에 매핑시켜 전송하게 되면, UE들은 MCCH를 수

신하기 위하여 모든 논리 채널들을 복호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UE들이 셀 내에서 MBMS 서비스를 신

속하게 수신하기 위하여 먼저 MBMS 서비스에 관련된 제어 정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수신하기 위한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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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전술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MBMS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지국에서 MBMS 서비

스를 지원하기 위한 제어정보를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안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사용자 단말이 기지국으로부터의 MBMS 제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신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안함

에 있다.

삭제

상기한 본 발명의 목적들을 이루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복수 개의 전송 채널들을 가지는 기지국과, 상기 기지국과

통신을 수행하는 적어도 하나의 이동단말을 가지는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MBMS)서비스를 지원하는 이

동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기지국이 상기 이동단말로 상기 MBMS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MBMS 제어정보를 전송하는 방

법에 있어서,

하나의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에 매핑되는 복수 개의 전송 채널들 중 MBMS 제어신호를 위한 전송 채널을 선택하는 과정

과, 상기 선택된 전송 채널을 나타내는시스템 정보 블록을 제1 공통제어 물리채널을 이용하여 이동 단말들이 위치하는 셀

영역으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MBMS 제어정보를 상기 선택된 전송채널을 이용하여 상기 셀 영역으로 전송하는 과정으

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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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목적들을 이루기 위한 다른 실시예는, 복수 개의 전송 채널들을 가지는 기지국과, 상기 기지국과 통신을 수행하

는 적어도 하나의 이동단말을 가지는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MBMS)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

에서, 상기 이동단말이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MBMS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MBMS 제어정보를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의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에 매핑되는 복수 개의 전송 채널들 중 MBMS 제어정보를 전송하도록 선택된 전송 채널을

나타내는 시스템 정보 블록을 제1 공통제어 물리채널을 통해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시스템 정보 블록을 이용하여 상기 복

수 개의 전송 채널들 중 상기 선택된 전송 채널을 통해 상기 MBMS 제어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MBMS 제어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MBMS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삭제

본 발명의 목적들을 이루기 위한 또 다른 실시예는, 복수 개의 전송 채널들을 가지는 기지국을 가지는 멀티미디어 브로드

캐스트/멀티캐스트(MBMS)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MBMS 서비스

를 지원하기 위한 MBMS 제어정보를 수신하는 장치에 있어서,

MBMS 제어정보를 전송하도록 선택된 전송 채널을 포함하는 복수 개의 전송채널들이 매핑되는 하나의 제2 공통제어 물리

채널의 데이터를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에 대한 정보에 따라 수신하는 수신부와,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의 데

이터를 상기 수신부로부터 입력받아 저장하는 버퍼와, 상기 선택된 전송 채널을 나타내는 시스템 정보 블록에 따라 상기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상기 제2 공통제어 물리채널의 데이터 중 상기 선택된 전송 채널의 데이터를 선택하여 상기 버퍼로

부터 출력하는 전송 채널 판별부와, 상기 버퍼로부터 출력된 상기 선택된 전송 채널의 데이터들을 해석하여 상기 MBMS

서비스를 위한 상기 MBMS 제어정보를 획득하는 전송채널 처리부로 이루어진다.

발명의 구성

이하 본 발명이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의 참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후술되는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방송/멀티캐스트 서비스(이하 MBMS 서비스라 칭함)에 관련된 제어정보를 효율적으로 송

수신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기지국의 가능한 복수의 전송 채널들 중 선택된 한 전송 채널을 통해 MBMS 제어정보를 송

신하고, 상기 선택된 전송 채널에 대한 채널 정보를 공통채널의 시스템 정보 블록을 통해 이동 단말들에게 통지하는 것이

다.

본 명세서에서 MBMS 제어정보를 송신하는 MBMS 제어채널의 구조 및 하위채널로의 매핑에 대해 상세히 후술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기에서는 MBMS 제어정보를 전송하는 무선 상의 물리채널(Physical Channel)과 전송 채널(Transport

Channel) 및 논리채널(Logical Channel)의 사용을 설명할 것이다. 당해 기술분야에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복수의 논리

채널들은 하나의 전송 채널에 매핑되며, 복수의 전송 채널들은 하나의 물리채널에 매핑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동 단말의 MBMS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전형적인 MBMS 시스템에서 RNC와 UE간의 MBMS 서비스를 수행하는 절차를 도시한 도면이다. 여기서 RNC는

기지국(도시하지 않음)을 경유하여 MBMS 서비스를 원하는 UE들로 MBMS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SGSN은 BM-SC(도

시하지 않음)와 연결되어 MBMS 서비스를 관리한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200단계에서 SGSN은 UE들에게 MBMS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예를 들어 BM-SC에서 제

공 가능한 MBMS 서비스들의 식별자(MBMS ID)들과 서비스 개시 시간 및 지속 시간 등을 알린다(Announcement). 210

단계에서 상기 MBMS 서비스를 원하는 UE들은 SGSN으로 가입 요구 메시지(Joining Request Message)를 전송한다. 상

기 가입 요구 메시지에는 상기 UE들이 서비스받고자 하는 MBMS 서비스의 식별 코드와 상기 UE들의 식별자들(UE ID)가

포함된다. 그러면 SGSN은 상기 UE들의 인증을 수행하고 상기 UE들에서 상기 MBMS서비스의 수신 가능 여부를 통보한

다. 이때 SGSN은 상기 MBMS 서비스를 원하는 UE들의 리스트와 해당 위치들을 저장한다.

BM-SC가 상기 MBMS 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면, 상기 SGNS은 216단계에서 상기 가입을 수행한 UE들이 위치하고 있는

RNC들로 세션 시작(Session Start) 메시지를 전송한다. 220단계에서 RNC는 상기 UE들을 호출하기 위해 통보

(Notification) 메시지를 S-CCPCH(Secondary-Common Control Channel)과 같은 공통채널(Common Channel)을 이

용해서 전송한다. 상기 통보는 SGSN이 상기 MBMS 서비스가 시작될 것임을 해당 UE들에게 알리는 과정이다. 상기 통보

메시지는 MCCH를 통해 전송될 수 있다.

230단계에서는 상기 호출된 UE들이 상기 통보 메시지에 대한 응답 메시지(Response Message)를 전송한다. 상기 응답

메시지의 수신을 통해 상기 RNC는 셀별로 MBMS 서비스를 수신하고자 하는 UE들의 수를 파악하고, 해당 셀의 무선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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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를 결정할 수 있다. 일 예로서 특정 셀에 포함되어 있는 다수의 UE들이 MBMS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통

채널을 통해 MBMS 서비스를 제공하고, MBMS 서비스를 원하는 UE들의 수가 소수이거나 하나인 경우에는 UE별로 전용

채널을 통해 MBMS 서비스를 제공한다.

236단계에서 상기 응답 메시지를 전송한 UE들은 상기 RNC가 MCCH를 통해 전송하는 MBMS 서비스에 관련된 제어정

보, 특히 무선 베어러 정보(MBMS RB 정보라 칭함)를 이용하여 MBMS 서비스를 위한 무선 베어러를 설정한다. 상기 무선

베어러 정보에는 무선채널 정보, 예를 들면 OVSF(Orthogonal Variable Spreading Factor) 코드, 전송 포맷(Transport

Format: TF), RLC(Radio Link Control) 구성정보, PDCP(Packet Data Convergence Control) 구성 정보 등이 포함된

다. 240 단계에서 상기 RNC는 상기 무선 베어러를 통해 MBMS 서비스 데이터 스트림을 제공하고, UE들은 상기 무선 베

어러를 통해 MBMS 서비스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서 MCCH는 MBMS 서비스와 관련된 제어정보로서, 통지(Notification) 메시지와 MBMS

RB 정보 등을 운반하는 채널로서 아래와 같은 특징들을 가진다.

1. MCCH는 셀 당 하나가 구성된다.

2. MCCH는 S-CCPCH(Secondary Common Control Physical Channel)와 같은 공통 물리 채널을 통해 전송된다.

3. MCCH는 FACH(Forward Access Channel)과 같이 공통 물리 채널에 매핑되는 공통 전송 채널을 통해 전송된다.

4. UE들은 셀 별로 구성되어 있는 MCCH에 대한 정보를 시스템 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다.

여기서 MCCH가 매핑되는 S-CCPCH와 FACH에 대해서 설명한다.

통신 시스템, 특히 UMTS 통신 시스템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셀의 구성 등 공통 시스템 정보를 전송하기 위

해, P-CCPCH(Primary Common Control Physical Channel)와 S-CCPCH를 사용한다. 상기의 물리 채널들은 서로 다른

확산 코드들을 사용하는 서로 다른 코드 채널들로서, 각각의 물리 채널들에는 하나 이상의 공통 전송 채널들이 매핑된다.

UE가 특정 셀로 진입하여 상기 셀과 통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기 셀에 관련된 시스템 정보를 수신하여야 한다. 상기 시스

템 정보들은 SIB(System Information Block)이라는 형태로 P-CCPCH를 통해 전송된다.

도 3에 전형적인 P-CCPCH의 구조를 도시하였다. 도시한 바와 같이, P-CCPCH는 해당 셀의 256개의 직교가변확산계수

(Othogonal Variable Spreading Factor: OVSR) 코드들 중 1번 코드 C(256,1)를 사용하여 확산된다. P-CCPCH는 80㎳

단위로 1개의 마스터 정보 블록(Master Information Block: MIB)과 2개의 시스템 정보 블록(System Information Block:

SIB) 들을 전송한다.

MIB는 시스템의 SIB들에 대한 스케줄링 정보 등과 시스템 정보들의 변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으

며, 매 80msec 마다 반복 전송된다. SIB로는 담고 있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총 18가지가 정의되어 있으며, 이들 중 주된

몇 가지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SIB 1은 각종 타이머(timer)와 카운터(counter) 값 등과 핵심망(Core Network: CN)에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다. SIB

2는 셀이 속한 URA(UTRAN Registration Area)의 식별자를 담고 있다. SIB 3은 셀 선택(Cell Selection)과 재-선택(re-

selection)에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SIB 4는 연결 모드(Connected mode)의 UE가 사용할 셀 선택과 재-선택에 필

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SIB 5는 해당 셀에 구성되어 있는 공통 전송 채널들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SIB 6은 연결 모드

의 UE가 사용할 해당 셀의 공통 전송 채널들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상기 공통 전송 채널들로는 역방향 액세스 채널

(Reverse Access Channel: RACH), 순방향 액세스 채널(Forward Access Channel: FACH), 페이징 채널(Paging

Channel: PCH) 등이 있다.

전용채널(Dedicate Channel: DCH)을 가지고 있지 않은 UE는 특정 셀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상기 P-

CCPCH를 통해 전송되는 SIB들을 수신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한다. 특히 상기 UE는 상술한 SIB 5 또는 SIB 6을 통해

해당 셀의 S-CCPCH 관련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정보를 이용하여 S-CCPCH를 액세스한다. 상기 SIB 5와 SIB 6은 SIB

5/6으로 통칭된다.

도 4는 S-CCPCH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S-CCPCH는 상위계층의 순방향 액세스채널(Forward Access channel: FACH)과 호출채널

(Paging Channel: PCH) 등의 공통 전송채널들을 포함한다. 10ms길이를 가지는 S-CCPCH의 한 무선 프레임(Radio

Frame)은 15개의 슬롯들로 구성되며, 각 슬롯들은 데이터 부분(420), TFCI(Transport Format Combination Indicator)

(410), 파일럿 부분(430)으로 구성된다. 상기 데이터 부분(420)은 FACH 또는 PCH의 데이터를 수납하며, 상기 TFCI

(410) 필드는 상기 데이터 부분(420)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의 전송포맷을 알려주는 TFCI 정보를 수납한다. 상기 파일럿

부분(430)은 해당 셀의 식별 정보인 파일럿 비트를 수납한다.

상기 각 부분들을 통해 전송되는 비트수는 상기 S-CCPCH에 할당된 OVSF 코드의 SF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S-CCPCH

를 액세스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상술한 SIB 5 또는 SIB 6을 통해 해당 셀에 위치하고 있는 UE들에게 방송된다.

상기 데이터 부분(420)에 매핑되는 FACH는 다수의 UE들이 공유하는 공통 전송 채널이다. 하지만, 상기 FACH를 통해서

특정 UE에게 사용자 데이터 또는 제어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즉, RNC로부터 특정 상태(이하 Cell_FACH 상태라 한다.)

에 머물 것을 지시받은 UE는 상기 S-CCPCH를 통해 전송되는 FACH의 데이터를 모두 수신하고, 상기 수신한 데이터의

헤더 부분을 참조해서 데이터들을 처리하거나 폐기한다.

한 셀 내에는 다수의 S-CCPCH들이 구성될 수 있으며, 각 S-CCPCH에는 다수의 FACH가 매핑된다. 상기 S-CCPCH와

FACH 사이의 대응관계에 대해서는 도 5를 이용하여 상세하게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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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5를 참조하면, 한 셀(505)에는 다수의 S-CCPCH들(510 내지 515)이 구성된다. 상기 S-CCPCH(510 내지 515)

는 PCH(520)와 FACH(525 내지 530)를 포함하는 물리채널이다. 각 S-CCPCH(510)에는 하나의 PCH(520)가 매핑되거

나 매핑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 이상의 FACH들 (525 내지 530)이 매핑된다. 하나의 S-CCPCH(510)에 매핑될 수 있는

전송 채널들의 최대 수는 8개이므로, 하나의 S-CCPCH(510)에는 최대 8개의 FACH가 구성될 수 있다.

상기 PCH(520)에 매핑되는 논리 채널(Logical Channel)은 호출 제어 채널(PCCH: Paging Control Channel)(535)이며,

특정 UE에 대한 호출 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FACH(525, 530)에 매핑되는 논리 채널로는 전용 제어 채널(DCCH:

Dedicate Control Channel), 전용 트래픽 채널(DTCH: Dedicate Traffic Channel), 방송 제어 채널(BCCH: Broadcast

Control Channel), 공통 제어 채널(CCCH: Common Control Channel), 공통 트래픽 채널(CTCH: Common Traffic

Channel) 등이 있으며, 상기 도 5에서는 기타 논리채널들(Other LCHs)로 표기하였다. 상기 논리 채널들은 하나의 전송

채널, 즉 FACH를 통해 송수신되므로, 논리 채널을 처리하는 MAC(Media Access Control) 계층에서는 TCTF(Target

Channel Type Field)라는 부가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논리 채널들을 구분한다. 또한 MBMS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MCCH(540, 550)는 다른 논리 채널들(545, 555)과 함께 FACH(525,530)에 매핑된다.

이하, UE가 MCCH를 통해 MBMS 제어 정보를 수신하는 동작에 대해 알아본다.

UE는 S-CCPCH를 통해 수신되는 무선 신호들을 저장한다. 상기 무선 신호들은 상기 도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TFCI 값을

포함한다. 상기 UE는 상기 TFCI 값을 통해 특정 시점에 수신한 무선 신호들이 속한 전송 채널을 식별할 수 있다. 그러므

로, MCCH를 수신하고자 하는 UE들은 FACH에 해당하는 무선 신호들만 검출하고, 상기 TCTF 정보를 이용해서 상기

FACH에 해당하는 무선 신호들로부터 상기 MCCH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선별적으로 검출하여 상위계층으로 전달한다.

S-CCPCH에 하나의 PCH와 2개의 FACH(FACH 1, FACH 2)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의 예를 들어 알아본다. UE는 S-

CCPCH의 TFCS(Transport Format Combination Set)과 각 전송 채널들의 TFS(Transport Format Set) 정보들을 시스

템 정보를 통해 인지하고 있다.

상기 TFS는 전송 채널별로 할당된다. 하나의 TFS는 다수의 전송 포맷(TF: Transport Format)을 포함하며, 각각의 TF들

은 전송 포맷 식별자(TFI: Transport Format Identity)로 식별되고, 준-정적 부분(Semi-static part)과 동적 부분

(Dynamic part)의 파라미터들로 구성된다. 상기 준-정적 부분은 전송 채널의 모든 TF들에 적용되는 파라미터들로서, 상

기 전송 채널의 데이터가 송수신되는 주기(TTI: Transmission Time Interval), 상기 전송 채널의 데이터에 적용될 채널

코딩과 코딩 레이트, 오류 검출을 위한 CRC(Cyclic Redundancy Code)의 비트 크기 등을 포함한다. 상기 동적 부분은 전

송 채널의 전송 포맷 별로 적용되는 파라미터들로서, 단위 시간당 송수신되는 데이터의 양(Transport Block Size) 등을

포함한다.

상기 TFCS는 물리채널, 즉 여기에서는 S-CCPCH에 대해 할당되며, 상기 S-CCPCH에 매핑되는 전송 채널들의 전송 포

맷 조합들의 식별자인 TFCI(Transport Format Combination Identity)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TFCI 0은 PCH의 TFI 0

과 FACH 1의 TFI 0과 FACH 2의 TFI 0의 조합을 의미한다. 상기 TFCS의 내용(각 TFCI의 의미)와 크기(몇 개의 TFCI로

TFCS가 구성될 것인가) 등은 S-CCPCH의 경우 시스템 정보로 주어지는 값이다.

UE는 자신이 수신하는 S-CCPCH의 TFCS와 각 전송 채널들의 TFS들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상기 S-CCPCH를 통해 전

송되는 무선 신호들의 TFCI 값을 통해 데이터가 속한 전송 채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MCCH의 수신을 원하는 UE는

FACH 1과 FACH 2에 속하는 무선 신호들만을 검출하여 처리하고, 이후 TCTF를 해석함으로써 MCCH 데이터들만 선별

적으로 수신한다.

그러나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MCCH를 다른 논리 채널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FACH를 통해 전송하게 되면, UE가 S-

CCPCH의 모든 FACH를 물리계층에서 처리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후술되

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서는 S-CCPCH의 모든 FACH들 중 어느 하나에 MCCH를 매핑시킨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MCCH의 전송 채널 구조에 대해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셀(605)의 S-CCPCH 1(610)에는 PCCH(635) 또는 다른 논리 채널들(655)이 매핑되는 다수의

FACH 들(625, 630)이 구성되어 있으며, MCCH(650)는 선택된 하나의 FACH X(630)에 매핑된다. RNC는 시스템 정보를

통해 MCCH가 매칭될 FACH(이하 FACH_MCCH라 칭함)를 공지한다. MBMS 제어정보, 즉 MCCH 데이터를 수신하고자

하는 UE들은 상기 시스템 정보를 통해 FACH_MCCH의 TFS와 FACH MCCH를 포함하는 S-CCPCH(이하 S-CCPCH

MCCH라 칭함)의 TFCS를 인지한다. 상기 UE들은 상기 S-CCPCH의 TFCI를 해석해서 상기 FACH_MCCH에 해당하는

데이터들만을 처리한다. 이때 UE는 MCCH를 싣지 않는 FACH들은 수신하지 않고, MCCH를 싣는 FACH들만 수신한다.

삭제

삭제

상기 시스템 정보로는 기존의 SIB에 시스템 정보 항목(IE: Information Element)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SIB를 이용할 수

있다. 이하 MCCH가 매핑되는 S-CCPCH 및 FACH를 통보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을 설명하기로 한다. 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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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실시예들에서 FACH_MCCH는 MCCH가 전송되는 FACH를 나타내고, FACH_MCCH 정보는 UE가 MCCH가 전송되

는 FACH를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나타낸다. 또한 FACH_MCCH를 포함하는 S-CCPCH는 S-CCPCH_MCCH라 칭할 것

이다.

<제 1실시예>

삭제

삭제

제1 실시예는 RNC가 FACH MCCH 정보를 SIB 5/6를 통해 전송한다.

[표 1]

상기 (표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라 FACH_MCCH 정보를 포함하는 시스템 정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동통신시스템에서 UE와 RNC 사이에서 교환되는 상기 시스템 정보는 상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의 정보요소

(Information Element: IE)들(725 내지 765)로 구성된다. 상기 IE는 송수신측에서 해석할 수 있는 정보의 단위이다. RNC

가 UE들에게 셀별로 구성되어 있는 S-CCPCH에 대한 정보를 공지하기 위해 해당 SIB에 상기 도 7a와 같은 S-CCPCH 시

스템 정보를 포함시켜 방송한다.

상기 시스템 정보를 구성하는 각 IE들의 속성은 Need (710), Multi (715), Type (720)으로 구분된다.

상기 Need(710)는 해당 IE가 해당 메시지 또는 상위 IE에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값이다. MP

(Mandatory Present)는 항상 존재해야 함을 의미하며, OP(Optional)은 상황에 따라 존재 여부가 결정됨을 의미한다. 또

한 MD(Mandatory Default)는 해당 IE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미리 알려진 디폴트 값으로 대체됨을 의미한다. 각 IE는 다

수의 하위 IE로 구성될 수 있으며, 상기 다수의 하위 IE가 모여 하나의 상위 IE를 구성할 수 있다. 상기 상위 IE와 하위IE는

상대적인 개념이 된다. 예를 들어 Secondary CCPCH system information(725)는 최상위 IE로서 ">"로 표기된

Secondary CCPCH info(730)와 TFCS(735) 및 FACH/PCH information(740)을 포함한다. 또한 ">>"로 표기된 TFS

(745), Transport Channel Identity(750), CTCH indicator(755), PICH(Paging Indicator Channel) info(760), MCCH

indicator(765)는 FACH/PCH information(740)에 포함되는 하위 IE들이다.

상기 Multi(715)는 해당 IE의 최대 개수를 나타낸다. 공란인 경우 1개만 존재함을 의미한다. 상기 도 7a에서는 Secondary

CCPCH info(730)와 TFCS(735) 등이 1개의 IE, 즉 TFS(745) 내지 MCCH 지시자(765)를 가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상

기 Type는 해당 IE가 어떤 형태로 코딩되는지 나타낸다. Enumerate는 실제 전송시 정수로 표현되지만 수신측에서는 각

정수에 대응되는 값으로 해석됨을 의미한다. Boolean은 참 또는 거짓 중 한 값으로 표현됨을 의미하고, Integer는 해당 IE

가 정수로 코딩됨을 의미한다.

S-CCPCH 시스템 정보(725)는 상술한 바와 같이 SIB 5 및 SIB 6을 통해 전송되며, UE는 자신의 상태에 따라 상기 SIB 5

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상기 SIB 6의 정보를 이용한다. 상기 S-CCPCH 시스템 정보(725)를 통해 셀을 구성하고 있는 S-

CCPCH 구성 정보들이 전송되며, 상기 S-CCPCH 구성정보(725)는 Secondary CCPCH info(730)와 TFCS(735)와

FACH/PCH information(740)로 구성된다.

상기 Secondary CCPCH info(730)는 해당 S-CCPCH의 OVSF 코드 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TFCS(735)는 해당 S-

CCPCH의 TFCS 정보, 즉 TFCI들을 포함한다. 상기 FACH/PCH information(740)는 해당 S-CCPCH에 매핑되는 전송

채널들의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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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H/PCH information(740)는 해당 S-CCPCH에 매핑되어 있는 전송 채널들 각각에 대해, 해당 전송 채널들의 TFS

(745)들과 전송 채널 식별자(Transport Channel Identity)(750)와 CTCH (Common Traffic Channel)이 해당 전송 채널

에 매핑되는지를 나타내는 CTCH indicator(755)와, 해당 전송 채널이 PCH인 경우 해당 PCH와 대응되는 PICH 정보

(760)를 포함한다. 상기 FACH/PCH information(740)의 개수는 해당 S-CCPCH에 구성되어 있는 전송 채널의 개수와 동

일하다.

이하 상기 제 1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특정 셀에 2개의 S-CCPCH가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S-CCPCH는 하나의

PCH와 하나의 FACH로 구성되고, 두 번째 S-CCPCH는 FACH1과 FACH2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S-CCPCH에 대한

시스템 정보를 설명한다.

첫번째 S-CCPCH에 대한 Secondary CCPCH system information (725)의 예는 다음과 같다.

Secondary CCPCH info (730) = C(256, 16)

TFCS (735) = [ (TFCI 0 = TFI 0, TFI 0), (TFCI 1 = TFI 0, TFI 1), (TFCI 2 = TFI 1, TFI 0), (TFCI 3 = TFI 1, TFI 1)

]

TFS for PCH (745) = [(Semi Static part = 10 msec TTI, 1/2 CC, 8 bit CRC), (Dynamic part = (TF 0 = 0bit), (TF 1

= 150 bit)]

Transport Channel Identity (750) = 1

CTCH indicator (755) = false

PICH info (760)

MCCH indicator (765) = false

TFS for FACH (745) = [(Semi Static part = 10 msec TTI, 1/2 CC, 8 bit CRC), (Dynamic part = (TF 0 = 0bit), (TF

1 = 200 bit)]

Transport Channel Identity (750) = 2

CTCH indicator (755) = false

MCCH indicator (765) = true

상기한 예에 따르면 첫 번째 S-CCPCH의 FACH는 FACH_MCCH로 할당된다.

두번째 S-CCPCH에 대한 Secondary CCPCH system information (725)의 예는 다음과 같다.

Secondary CCPCH info (730) = C(256, 32)

TFCS (735) = [ (TFCI 0 = TFI 0, TFI 0), (TFCI 1 = TFI 0, TFI 1), (TFCI 2 = TFI 1, TFI 0), (TFCI 3 = TFI 1, TFI 1)

]

TFS for FACH 1(745) = [(Semi Static part = 10 msec TTI, 1/2 CC, 8 bit CRC), (Dynamic part = (TF 0 = 0bit), (TF

1 = 200 bit)]

Transport Channel Identity (750) = 32

CTCH indicator (755) = true

MCCH indicator (765) = true

TFS for FACH 2(745) = [(Semi Static part = 10 msec TTI, 1/3 CC, 16 bit CRC), (Dynamic part = (TF 0 = 0bit),

(TF 1 = 150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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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 Channel Identity (750) = 31

CTCH indicator (755) = false

MCCH indicator (765) = true

상기한 예에 따르면 두 번째 S-CCPCH의 FACH1는 FACH_MCCH로 할당된다.

본 발명의 제 1실시예에서는 FACH 정보가 기입되는 FACH/PCH information(740)에 MCCH indicator(765)라는 하위

IE를 포함시킨다. 특정 MCCH가 대응될 FACH에 대한 TFS(745)와 Transport Channel identity(750)는 하나의 FACH/

PCH information(740)로 포함되므로, 상기 FACH/PCH information(740)에 참(true)으로 설정된 MCCH indicator(765)

를 삽입한다. MCCH를 전송하지 않을 FACH들에 대해서는 FACH/PCH information(740)의 MCCH indicator(765)를 거

짓(false)으로 설정한다.

MCCH를 수신하고자 하는 UE는 Secondary CCPCH system information(725)을 통해 셀을 구성하고 있는 S-CCPCH

구성 정보와, 각 S-CCPCH에 구성되어 있는 FACH들의 구성 정보를 인지한 뒤, MCCH indicator(765)가 참으로 코딩되

어 있는 FACH를 FACH_MCCH로 간주한다.

RNC는 SIB 5/6 전송 시 Secondary CCPCH 시스템 정보(725)를 구성하면서, MCCH를 전송할 FACH들에 대한 FACH/

PCH information(740)에는 MCCH indicator(765)를 참으로 설정하고, MCCH를 전송하지 않을 FACH들의 MCCH

indicator(765)는 거짓으로 설정한다.

<제 2실시예>

제 2실시예는 MCCH 관련 정보들로 구성되는 MCCH IE를 새롭게 정의하고, 상기 MCCH IE에 FACH_MCCH 정보인

Secondary CCPCH 식별자와 전송 채널 식별자를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하기 (표 1)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라

MCCH IE를 포함하는 시스템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상기 (표 1)을 참조하면, 상기 MCCH IE(770)는 셀별로 하나씩 구성될 MCCH와 관련된 정보들을 포함하는 상위 IE이며,

MCCH가 전송될 FACH에 대한 정보를 담은 Transport Channel for MCCH(772)라는 하위 IE를 포함한다. 상기

Transport Channel for MCCH(772)는 Secondary CCPCH identity(774)와 Transport Channel identity(775)를 포함

한다.

Secondary CCPCH identity(774)는 FACH_MCCH가 전송되는 S-CCPCH를 가리키는 식별자이 예를 들어, 3번째 S-

CCPCH에 FACH_MCCH가 매핑될 경우, 상기 Secondary CCPCH identity(774)는 3이 된다. 여기서 S-CCPCH의 순서

는 SIB 5/6에 그 시스템 정보가 기술되는 순서와 동일하다.

전송 채널 식별자(Transport Channel identity)(775)는 MCCH가 매핑되는 FACH, 즉 FACH_MCCH를 가리키는 식별자

이다. 전송 채널 식별자(775)는 1과 32 사이의 값을 가지며, RNC는 FACH_MCCH의 전송 채널 식별자를 상기 전송채널

식별자(775)에 삽입한다. 상기 전송 채널 식별자(775)는 S-CCPCH 시스템 정보(725)에 포함되는 해당 전송 채널의

Transport channel identity(750)와 동일하다. 다른 정보(Other Information)(778)는 MCCH와 관련된 여타 정보들을 포

함하며, 본 발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이하, 상기 제 2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특정 셀에 2개의 S-CCPCH가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S-CCPCH는 하나의

PCH와 하나의 FACH로 구성되고, 두 번째 S-CCPCH는 FACH1과 FACH2로 구성되어 있는 상술한 예를 들어, 각 S-

CCPCH에 대한 시스템 정보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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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S-CCPCH의 FACH가 FACH MCCH이면, 상기 Transport Channel for MCCH (772)의 Secondary CCPCH

identity(774)는 1이 되고, 상기 Transport Channel identity(775)는 2가 된다. 두 번째 S-CCPCH의 FACH1가 FACH

MCCH이면 상기 Transport Channel for MCCH(772)의 Secondary CCPCH identity(774)는 2가 되고, 상기 Transport

Channel identity(775)는 32가 된다.

첫 번째 S-CCPCH의 FACH와 두 번째 S-CCPCH의 FACH1가 모두 FACH MCCH면, 2개의 Transport Channel for

MCCH(772)가 사용된다. 이를 위해 상기 MCCH IE(770)는 S-CCPCH identity =1, transport channel identity =2와 S-

CCPCH identity = 2, transport channel identity = 32라는 IE들을 가지게 된다.

<제 3실시예>

제 3실시예는 FACH_MCCH 정보를 공지할 때, transport channel identity가 아니라 TFS 식별자(TFS identity)를 사용

한다. 하기 (표 3)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라 TFS 식별자를 이용하여 FACH_MCCH를 공지하는데 필요한 IE들을 나

타낸 것이다.

[표 3]

RNC는 FACH_MCCH를 선택한 뒤, FACH_MCCH에 관한 정보로 TFS for MCCH(782)라는 IE를 포함하는 MCCH IE

(780)를 구성해서 시스템 정보로 공지한다. 상기 TFS for MCCH(780)는 Secondary CCPCH identity (784)와 TFS

identity (786)라는 하위 IE들로 구성된다 상기 Secondary CCPCH identity (784)는 상기 (표 2)의 Secondary CCPCH

identity (774)와 동일한 정보이다. 즉 FACH_MCCH가 매핑되는 S-CCPCH의 식별자이다. 상기 TFS identity (786)는

FACH_MCCH의 TFS 식별자를 의미하며, 상기 (표 2)의 Transport Channel Identity(775)와 동일하게 전송 채널을 구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상기 Transport Channel Identity(775)는 최대 32의 값을 가지는 반면, TFS는 하나의 S-

CCPCH에 대해 최대 8개까지만 존재하므로 상기 TFS identity(786)는 최대 8의 값만을 가지므로 그 크기가 더 작다는 장

점이 있다. 즉, 상기 제 3실시예는 FACH_MCCH가 해당 Secondary CCPCH system information에서 몇 번째 전송 채널

인지로 공지하는 방식이다.

이하, 상기 제 3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특정 셀에 2개의 S-CCPCH가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S-CCPCH에는 하나의

PCH와 하나의 FACH로 구성되고, 두 번째 S-CCPCH는 FACH1과 FACH2로 구성되어 있는 상술한 예를 들어, 각 S-

CCPCH에 대한 시스템 정보를 설명한다.

두번째 S-CCPCH의 FACH1가 FACH MCCH이면 TFS for MCCH(782)의 Secondary CCPCH identity(784)는 2, TFS

identity(786)는 1이 된다. 첫번째 S-CCPCH의 FACH와 두번째 S-CCPCH의 FACH1가 모두 FACH MCCH라면 2개의

TFS for MCCH(782)가 사용된다. 이를 위해 MCCH IE(780)는 S-CCPCH identity =1, TFS identity =2와 S-CCPCH

identity = 2, TFS identity = 1 이라는 IE들을 가지게 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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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도 7은 본 발명의 제 1실시예에 따라 MCCH를 수신하고자 하는 UE의 동작에 대해 도시한다. 특정 셀에 위치하고 있는 UE

는 RNC로부터 제공되는 MBMS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 해당 셀의 시스템 정보를 인지 한다. 상기 시스템 정보는 상기

RNC로 상기 셀을 관장하는 노드 B를 통해 전달되며, Secondary CCPCH system information이라는 IE를 포함한다. 먼

저 상기 UE는 805단계에서 Secondary CCPCH system information(725)을 수신한다. 상기 Secondary CCPCH

system information(725)는 예를 들어 P-CCPCH를 통해 전송되는 SIB 5/6에 포함된다.

상기 UE는 810단계에서 상기 Secondary CCPCH system information(725)에 포함되어 있는 S-CCPCH_MCCH 정보와

FACH_MCCH_ALL 정보를 추출한다. 상기 S-CCPCH_MCCH 정보는 MCCH indicator(765)가 참으로 설정되어 있는

FACH/PCH information(740)를 포함하고 있는 S-CCPCH의 시스템 정보(725)를 의미한다. 즉, 상기 S-CCPCH_MCCH

정보는 상기 〈표 1〉에서 나타내고 있고 S-CCPCH info (730)와 TFCS (735)와 FACH/PCH information(740)을 의미

한다. 상기 FACH_MCCH_ALL 정보는 FACH_MCCH의 Transport Channel Identity(750)를 의미한다.

상기 UE는 815단계에서 상기 S-CCPCH_MCCH 정보와 FACH_MCCH_ALL에 따라 물리계층을 재구성하고, 상기 물리

계층을 통해 S-CCPCH 데이터를 수신한다. 즉, S-CCPCH_MCCH 정보의 코드 정보(730)와 TFCS(735)와 FACH/PCH

information(740)을 이용해서, S-CCPCH를 수신하기 위한 물리계층의 디채널화부와 전송채널 판별부와 전송 채널 처리

부들을 구성한다. 이때, FACH_MCCH의 ALL 정보 즉, FACH MCCH의 Transport Channel Identity(750)는 전송채널 판

별부로 전달된다. 상기 디채널화부와 전송채널 판별부, 전송 채널 처리부에 대한 상세한 구성은 도 10에서 알아본다. 상기

수신된 S-CCPCH 데이터는 S-CCPCH에 매핑되는 복수의 전송채널들의 데이터로 구성되며, 전송 채널 처리부들로 제공

되기 이전에 버퍼에 저장된다.

상기 UE는 820단계에서 상기 수신한 S-CCPCH_MCCH정보의 TFCS(735)에 포함된 TFCI 값들을 검출한다. 상기 UE의

전송채널 판별부는 상기 TFCI 값들을 해석하고, 상기 해석된 S-CCPCH_MCCH의 TFCI 값들에 따라, 버퍼에 저장된 S-

CCPCH 데이터들이 해당하는 전송 채널들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상기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들 중 절반은 FACH 1 데이

터이며, 나머지는 FACH 2데이터인 경우, 상기 데이터들을 해당 전송 채널 처리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상기 UE의 전송채널 판별부는 825 단계에서 상기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S-CCPCH 데이터 중 FACH_MCCH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해당 전송 채널 처리부로 전달한다. 이때 MBMS 서비스에 필요치 않은 다른 전송 채널의 데이터는 전송 채널 처

리부로 전달되지 않은 채 상기 버퍼에서 폐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작을 수행함으로서 상기 UE는 선택된 FACH를 통해

전송되는 MCCH 데이터, 즉 MBMS 제어정보만을 만을 선택하여 처리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제 2실시예와 제 3실시예를 따라 MCCH를 수신하고자 하는 UE의 동작에 대해 도시한다. 먼저, 상기 UE

는 905 단계에서 Secondary CCPCH system information(725)과 MCCH IE(770, 780)를 수신한다. 여기서 상기

Secondary CCPCH system information(725)은 FACH_MCCH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전형적인 S-CCPCH 관련

파라미터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도 7a에 나타낸 S-CCPCH 시스템 정보 중 MCCH indicator(765)를 제외한 나머지 IE

들로 구성된다. 상기 Secondary CCPCH system information(725)는 SIB 5/6에 포함된다. 상기 MCCH IE(770, 780)는

새로운 SIB에 포함될 수 있다.

상기 UE는 910 단계에서 상기 Secondary CCPCH system information(725)과 상기 MCCH IE(770, 780)에서 S-

CCPCH_MCCH 정보와 FACH_MCCH_ALL 정보를 각각 추출한다. 상기 FACH MCCH ALL 정보에 대해서는, 제 2실시

예와 제 3실시예 별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제 2실시예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상기 MCCH IE(770)의 Secondary CCPCH identity (774) 값을 x라고 할 때, x번째

Secondary CCPCH system information(725)의 Secondary CCPCH info(730)와 TFCS (735)를 S-CCPCH_MCCH 정

보로 간주한다. 또한 상기 MCCH IE(770)의 Transport Channel Identity (775) 값을 y라고 할 때 상기 x 번째

Secondary CCPCH system information(725)에 포함되어 있는 전송 채널들의 정보 중 Transport Channel Identity

(750)가 y인 전송 채널을 FACH_MCCH로 간주한다. 상기 FACH_MCCH의 TFS(745)와 Transport Channel Identity

(750)는 FACH_MCCH_ALL 정보로 간주된다.

제 3실시예에 대해 알아보면, MCCH IE(780)의 Secondary CCPCH identity (782) 값을 x라고 할 때, x 번째 Secondary

CCPCH system information(725)의 Secondary CCPCH info(730)와 TFCS (735)를 S-CCPCH_MCCH 정보로 간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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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 MCCH IE(780)의 TFS Identity (786) 값을 y라고 할 때 상기 x 번째 Secondary CCPCH system information

(725)에 포함되어 있는 전송 채널들 중 y 번째 전송 채널을 FACH_MCCH로 간주한다. 상기 FACH_MCCH의 TFS 정보

(745)와 Transport Channel Identity(750)는 FACH_MCCH_ALL 정보로 간주된다.

상기 UE는 915단계에서 상기 S-CCPCH_MCCH 정보와 FACH_MCCH_ALL 정보에 따라 물리계층을 재구성하고, 상기

물리계층을 통해 S-CCPCH 데이터를 수신한다. 즉, S-CCPCH_MCCH 정보의 코드 정보(730)와 TFCS(735)와 FACH/

PCH information(740)을 이용해서, S-CCPCH를 수신하기 위한 물리계층의 디채널화부와 전송채널 판별부와 전송 채널

처리부들을 구성한다. 이때, FACH_MCCH의 ALL 정보, 즉 FACH MCCH의 Transport Channel Identity(750)는 전송채

널 판별부로 전달된다. 상기 디채널화부와 전송채널 판별부, 전송 채널 처리부에 대한 상세한 구성은 도 10에서 알아본다.

상기 수신된 S-CCPCH 데이터는 상기 S-CCPCH에 매핑되는 전송 채널들의 데이터로 구성되며, 전송 채널 처리부들로

제공되기 이전에 버퍼에 저장된다.

상기 UE는 920단계에서 상기 수신한 S-CCPCH_MCCH 정보의 TFCS(735)에 포함된 TFCI 값들을 검출한다. 상기 UE의

전송채널 판별부는 상기 TFCI 값들을 해석하고, 상기 해석된 S-CCPCH_MCCH의 TFCI 값들에 따라, 버퍼에 저장된 S-

CCPCH 데이터들이 해당하는 전송 채널들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상기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들 중 절반은 FACH 1 데이

터이며, 나머지는 FACH 2데이터인 경우, 상기 데이터들을 해당 전송 채널 처리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상기 UE의 전송채널 판별부는 925 단계에서 상기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S-CCPCH 데이터 중 FACH_MCCH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해당 전송 채널 처리부로 전달한다. 이와 같은 동작을 수행함으로서 상기 UE는 선택된 FACH를 통해 전송되는

MCCH 데이터, 즉 MBMS 제어정보.만을 선택하여 처리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MCCH를 수신하는 UE에서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10을 참조하면, 수신안테나(1105)는 UE가 위치하는 셀을 관장하는 노드 B로부터 전송되는 무선상의 신호를 수신

하여 RF(Radio Frequency)부(1110)로 전달한다. 상기 RF부(1110)는 상기 전달된 무선 신호를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하

고, 상기 변환된 기저대역 신호를 복조부(1115)로 전달한다. 상기 복조부(1115)는 전달된 기저대역 신호를 복조하고, 상

기 복조된 신호를 S-CCPCH 수신부(1120)로 전달한다. 상기 S-CCPCH 수신부(1120)는 디채널화부(1125), 버퍼(1130)

, 전송채널 판별부(1135)로 구성된다.

상기 디채널화부(1125)는 미리 수신된 시스템 정보를 통해 다수의 Secondary CCPCH system information(725)를 획득

하고, 상기 Secondary CCPCH system information(725)의 Secondary CCPCH info(730) 정보, 즉 S-CCPCH의 OVSF

코드를 이용해서 상기 복조된 신호를 디채널화(de-channelization)하여 S-CCPCH 데이터를 추출한다. 상기 추출된 S-

CCPCH 데이터는 버퍼(1130)에 저장된다.

상기 S-CCPCH 데이터는 도 4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데이터와 TFCI 필드 등으로 구성된다. 상기 전송채널 판별부(1135)

는 상기 Secondary CCPCH system information(725)의 TFCS(735)와 각 전송 채널의 TFS(745)을 이용해서 상기 버퍼

(1130)에 저장되어 있는 S-CCPCH 데이터를 복수의 전송 채널들의 데이터들로 구분한 후 상기 전송 채널들의 데이터들

의 TFCI들을 해석한다. 상기 전송채널 판별부(1135)는 상기 S-CCPCH의 TFCS(735)와 각 전송 채널의 TFS(745)에 따

라, 상기 버퍼(1130)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어떤 전송 채널 처리부(1140)로 전달해야 할지를 판단한다. 여기서 만일 2개

이상의 S-CCPCH에 2개 이상의 FACH_MCCH가 할당되어 있다면, MBMS 제어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상기 각각의

FACH_MCCH 데이터를 처리하는 2개 이상의 전송 채널 처리부(1140)가 사용된다.

먼저 제1 실시예를 설명하면, 상기 TFCI 및 버퍼 제어부(1135)는 각 전송 채널의 FACH/PCH information(740)의

MCCH indicator(765)를 검사하여, MCCH indicator(765)가 참으로 설정된 전송 채널을 FACH_MCCH로 판단한다.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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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S-CCPCH의 FACH1이 FACH_MCCH인 것으로 판단되면, TFCS(735)에 포함된 TFCI들 중 상기 FACH_MCCH

의 TFCI 값 '1'로 설정된 S-CCPCH 데이터, 즉 FACH_MCCH 데이터를 선별하여, MBMS 서비스에 필요한 MBMS 제어정

보를 획득하기 위해 전송 채널 처리부(1140)로 전달한다.

제2 실시예를 설명하면, 상기 TFCI 및 버퍼 제어부(1135)는 MCCH IE(770)의 S-CCPCH identity(774)와 Transport

Channel identity(775)를 해석하여 FACH_MCCH를 확인한다. 만일 상기 S-CCPCH identity(774)가 두 번째 S-CCPCH

를 가리키는 '2'이고 상기 Transport Channel identity(775)가 FACH1을 가리키는 '32'라면, 상기 두 번째 S-CCPCH의

FACH1를 FACH_MCCH인 것으로 간주하여 TFCS(735)에 포함된 TFCI들 중 상기 FACH_MCCH의 TFCI 값 '1' 설정된

S-CCPCH 데이터, 즉 FACH_MCCH 데이터를 선별하여, MBMS 서비스에 필요한 MBMS 제어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전송

채널 처리부(1140)로 전달한다.

제3 실시예를 설명하면, 상기 TFCI 및 버퍼 제어부(1135)는 MCCH IE(780)의 S-CCPCH identity(784)와 TFS identity

(786)를 해석하여 FACH_MCCH를 확인한다. 만일 상기 S-CCPCH identity(784)가 두 번째 S-CCPCH를 가리키는 '2'이

고 상기 TFS identity(786)가 FACH1을 가리키는 '1'이라면, 상기 두 번째 S-CCPCH의 FACH1를 FACH_MCCH인 것으

로 간주하여 TFCS(735)에 포함된 TFCI들 중 상기 FACH_MCCH의 TFCI 값 '1'로 설정된 S-CCPCH 데이터, 즉 FACH_

MCCH 데이터를 선별하여, MBMS 서비스에 필요한 MBMS 제어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전송 채널 처리부(1140)로 전달한

다.

삭제

상기 전송 채널 처리부(1140)는 채널 디코딩부(1145), CRC 연산부(1150) 등으로 구성된다. 상기 UE가 수신한 S-

CCPCH 시스템 정보(725)의 TFS(745)에 포함되어 있는 채널 코딩 파라미터들과 CRC 관련 파라미터들은 상기 전송 채널

처리부(1140)의 구성에 이용된다. 상기 채널 디코딩부(1145)는 상기 버퍼(1130)로부터 전달된 FACH MCCH 데이터를

채널 디코딩 한 뒤 상기 CRC 연산부(1150)로 전달한다. 상기 CRC 연산부(1150)는 상기 디코딩된 데이터에 대해 CRC 연

산을 수행하고, 상기 수행 결과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CRC 부분을 떼어낸 나머지 순수 데이터 부분을 상위 계층으로 전

달한다. 상기 상위 계층에서는 상기 순수 데이터 부분을 해석하여 MBMS 제어정보를 획득하고 MBMS 서비스를 위해 이용

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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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특정 셀 영역으로 전송하는 MBMS 제어정보를 하나의 전송채널만으로 전송함으로 이동단말

은 상기 MBMS 제어신호를 전송하는 전송채널만을 처리함으로서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2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지원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제 1공통제어물리채널(P-CCPCH)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제 2공통제어물리채널(S-CCPCH)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전송하는 채널을 도시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전송하는 채널을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제 1실시예를 수행하기 위한 이동단말에서 제어신호를 수신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제 2, 3실시예를 수행하기 위한 이동단말에서 제어신호를 수신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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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도 10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따른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지원받는 이동단말의 구조

를 도시한 도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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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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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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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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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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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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