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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멀티미디어 방송/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전용 채널을 이용한 단
말기의 호출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부호분할 다중접속 통신 시스템에서, 전용 채널을 통한 통화 도중 멀티미디어 방송/멀티캐스트 서비스
(MBMS) 서비스에 대한 제어 정보의 존재 여부를 알려줄 수 있는 호출 방법에 대한 것이다. 복수의 셀들과 전용 채
널을 통해 통신하고 있는 단말기(UE)와 상기 단말기의 통신을 제어하는 지원 무선망 제어기(SRNC)와 상기 복수의
셀들을 관리하는 적어도 하나의 접속 무선망 제어기(CRNC)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단말기가 참여하고
있는 MBMS 서비스가 시작되면 지원 무선망 제어기는 CRNC로부터 상기 MBMS 서비스에 사용할 전송 모드를 문
의하고 상기 문의결과에 따라 상기 MBMS 서비스를 위한 무선 베어러(RB) 정보를 전달하는 제어채널(MCCH)의 채
널 정보를 포함하는 호출 메시지를 단말기에게 전송한다. 단말기는 상기 호출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채널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어채널을 통해 상기 무선 베어러 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무선 베어러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한다. 이러한 본 발명은 소프트 핸드오프 영역에서 전용 서비스 중인 단말기가 MBMS 서비스를 수신
할 수 있도록 한다.

대표도

도 6

색인어

MBMS, 전용 호출(Dedicated paging), SRNC, CRNC, 셀중첩지역, 제3 호출형 메시지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전형적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UE가 복수의 셀들로부터 전용 서비스를 수신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멀티미디어 방송/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멀티미디어 방송/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무선 접속 네트워크(UTRAN)의 구성
을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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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무선 접속 네트워크(UTRAN)의 계층적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UE를 호출하기 위한 제3 호출형 메시지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전용 채널을 이용하여 UE를 호출하는 동작을 나타낸 메시지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SRNC의 동작을 도시한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CRNC의 동작을 도시한 흐름도.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UE의 동작을 도시한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멀티미디어 방송/멀티캐스트 서비스(Multimedia Broadcast/Multicast service : 이
하 'MBMS 서비스'라 칭함)에 관한 것으로, 전용 채널을 통해 MBMS 서비스에 대한 제어 정보의 존재 유무를 알려
주는 호출 방법에 대한 것이다.

오늘날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부호분할 다중접속(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술을 사용하는 이
동통신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종래의 음성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패킷 데이터, 서킷 데이터 등과 같은 대용
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패킷 서비스 통신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또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전송할 수 있는 멀티미
디어 방송/통신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상기 멀티미디어 방송/통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소스에서 다수의 사용자 단말기(User Equipment, 이하 "UE"라 칭함)로 서비스를 제공하
는 MBMS 서비스가 논의되고 있다.

MBMS 서비스는 실시간 영상 및 음성, 정지 영상, 문자 등 멀티미디어 전송 형태를 지원하며, 상기 멀티미디어 전송
형태의 적용 경우에 따라 음성 데이터와 영상 데이터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대량의 전송 자원을 요
구한다. 또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하여 다수의 UE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MBMS 서비스는 방
송채널을 통해서 서비스될 수 있다.

MBMS 서비스는 각각의 가입자들에게 상기 가입자들이 원하는 MBMS 서비스를 각각 서비스해주는 점대점(Point
to Point : 이하 "PtP"라 칭함) 전송 모드 및 다수의 가입자에게 상기 다수의 가입자들이 요구하는 동일한 MBMS 서
비스 데이터를 서비스 해주는 점대다(Point to Multi-point : 이하 "PtM"이라 칭함) 전송 모드를 사용 가능하다. 상
기 전송 모드는, 하나의 MBMS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MBMS 서비스를 수신 받기를 원하는 UE의 수 또는 상기
MBMS 서비스를 전송해 주기 위한 네트워크의 송신 전력에 따라 각 셀별로 선택된다.

MBMS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MBMS 서비스를 수신하고자 하는 UE들에게 상기 MBMS 서비스
에 관련된 제어 정보를 전송해 주어야 한다. 제어 정보의 전송을 위해서는 먼저 제어 정보의 존재 여부를 알려주기
위한 호출(paging)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 1은 전형적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UE가 복수의 셀들로부터 전용 서비스를 수신하는 동작을 도시한 것이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UE(150)는 MBMS 서비스에 참여(joining)한 상태로 아직 MBMS 서비스를 수신하지 않으면
서, 전용 채널(Dedicated Channel: DCH)을 통하여 음성 서비스 혹은 그 외의 전용 서비스를 셀 A(100), 셀
B(110), 셀 C(120)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이러한 경우 상기 여러 개의 셀들과 UE가 송수신이 가능한 지역을 소프트
핸드오버 지역이라 칭한다.

MBMS 서비스를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각 셀들을 관장하는 기지국 제어기(Radio Network Controller : 이하 RNC
라 칭함)들은 상기 각 셀들에서 상기 MBMS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고, 상기 MBMS 서비스를 PtP로 서비스
할 것인지 혹은 PtM으로 서비스할 것인지에 대해 판별하여 상기 MBMS 서비스가 전송될 채널 정보를 MBMS 제어
채널(MBMS Control Channel: 이하 MCCH라 칭함)을 통하여 전송한 후, MBMS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이 때 상기 UE(150)는 상기 셀 A(100), 셀 B(110), 셀 C(120)로부터 모두 MBMS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다.
UE(150)가 MBMS 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를 수신한 후, 상기 MBMS 서비스가 PtM 모드로 서비스되는 경
우, 상기 3개의 셀들(100 내지 120) 중에서 어느 셀에서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해야 하는 지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UE는 상기 3 개의 셀들(100 내지 120)로부터 전송되는 모든 MCCH를 수신하고, 상기 MCCH로 전송되어온
MBMS 무선 베어러(Radio Bearer : UTRAN 과 UE 사이의 유무선 연결 통로로서 이하 RB라 칭함) 정보를 통하여
상기 3개의 셀들(100 내지 120) 모두로부터 MBMS 서비스를 수신하게 된다.

게다가 상기 3 개의 셀들(100 내지 120)이 서로 다른 모드로 MBMS 서비스를 전송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즉 일
예로 셀 A(100)는 PtP의 전송 모드로 그 외의 셀들(110, 120)은 PtM으로 MBMS 서비스를 전송하기 결정했을 때,
상기 UE(150)는 동일한 MBMS 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셀로부터 다른 모드로 전송되는 MBMS 서비스를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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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상기 셀들(100 내지 120)이 동일한 UE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MBMS
서비스를 중복 전송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멀티미디어 방송/멀티캐스트(MBMS) 서비스
를 지원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다수의 셀들과 통화하고 있는 UE에게 상기 MBMS 서비스에 관련된 제어 정보
의 존재 여부를 알려주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MBMS 관련 제어 정보의 존재 여부를 알려주기 위한 호출 메시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멀티미디어 방송/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다수의 셀들과 통
화하고 있는 UE가 MBMS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멀티미디어 방송/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다수의 셀들과 통
화하고 있는 UE를 관장하는 RNC가 MBMS 서비스를 수신하기에 제일 적합한 셀을 UE에게 알려주는 방법을 제공
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멀티미디어 방송/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다수의 셀들과 통
화하고 있는 UE를 관장하는 RNC가 상기 다수의 셀들을 관리하는 다른 RNC들과의 시그널링을 통하여 상기 다른
RNC들이 상기 UE를 고려한 MBMS 서비스의 전송 모드를 결정하고, 상기 전송 모드에 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멀티미디어 방송/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다수의 셀들과 통
화하고 있는 UE를 관장하는 RNC가 상기 다수의 셀들을 관리하는 다른 RNC들과의 시그널링을 통하여 상기 다수의
셀들중에 임의의 한 셀에서 전송되는 MCCH 채널 정보를 상기 UE에게 제공함으로서 상기 UE가 상기 MBMS 서비
스에 관련된 제어 정보의 획득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멀티미디어 방송/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CELL_FACH 상
태에 있는 UE에게 UTRAN의 필요에 의한 호출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는, 복수의 셀들과 전용 채널을 통해 통신하고 있는 단말기(UE)와 상기 단말기의 통신
을 제어하는 지원 무선망 제어기(SRNC)와 상기 복수의 셀들을 관리하는 적어도 하나의 접속 무선망 제어기를 포함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지원 무선망 제어기가 멀티미디어 방송/멀티캐스트(MBM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상기 단말기를 호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가 참여하고 있는 MBMS 서비스가 시작되면, 상기 접속 무선망 제어기에게 상기 MBMS 서비스에 사용
할 전송 모드를 문의하는 과정과,

상기 접속 무선망 제어기로부터 점대다(PtM) 전송모드를 사용할 것을 나타내는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단말
기가 점대다 전송모드를 사용하여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기가 점대다 전송모드를 사용하여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으면, 상기 MBMS 서비스를 나타내
는 MBMS 식별자와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할 셀을 나타내는 셀 식별자와 상기 MBMS 서비스를 위한 무선 베어
러(RB) 정보를 전달하는 제어채널(MCCH)의 채널 정보를 포함하는 호출 메시지를 상기 단말기에게 전송하는 과정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다른 실시예는, 복수의 셀들과 전용 채널을 통해 통신하고 있는 단말기(UE)와 상기 단말기의 통
신을 제어하는 지원 무선망 제어기(SRNC)와 상기 복수의 셀들을 관리하는 적어도 하나의 접속 무선망 제어기를 포
함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접속 무선망 제어기가 멀티미디어 방송/멀티캐스트(MBM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단말기를 호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지원 무선망 제어기로부터 상기 단말기가 참여하고 있는 MBMS 서비스에 사용할 전송 모드를 문의하는 문의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기를 포함하여 상기 MBM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 베어러 정보를 결정하고, 상기 단말기에게
MBMS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할 전송모드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전송모드를 나타내는 응답 메시지를 상기 지원 무선망 제어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지원 무선망 제어기로부터, 상기 MBMS 서비스를 나타내는 MBMS 식별자와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할 셀
을 나타내는 셀 식별자와 상기 MBMS 서비스를 위한 무선 베어러(RB) 정보를 전달하는 제어채널(MCCH)의 채널
정보를 포함하는 호출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호출 메시지를 상기 단말기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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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바람직한 또 다른 실시예는, 복수의 셀들과 전용 채널을 통해 통신하고 있는 단말기(UE)와 상기 단말기의
통신을 제어하는 지원 무선망 제어기(SRNC)와 상기 복수의 셀들을 관리하는 적어도 하나의 접속 무선망 제어기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단말기가 멀티미디어 방송/멀티캐스트(MBMS) 서비스를 수신하기 위한 호출
을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접속 무선망 제어기를 통해 상기 지원 무선망 제어기로부터, 상기 MBMS 서비스를 나타내는 MBMS 식별자와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할 셀을 나타내는 셀 식별자와 상기 MBMS 서비스를 위한 무선 베어러(RB) 정보를 전달
하는 제어채널(MCCH)의 채널 정보를 포함하는 호출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셀 식별자에 해당하는 셀에서 상기 채널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어채널을 통해 상기 무선 베어러 정보를 획득
하는 과정과,

상기 무선 베어러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
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
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하기의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방송/멀티캐스트 서비스(Multimedia Broadcast/Multicast Service, 이하 "MBMS 서
비스"라 칭하기로 한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다수의 셀들과 통화하고 있는 사용자 단말기(UE)가
MBMS 서비스에 관련된 제어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신하고 MBMS 서비스에 관련된 제어 정보의 존재 여부를 판단
하며 MBMS 서비스에 관련된 제어 정보를 수신할 셀을 결정하는 것이다.

먼저, MBMS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이동통신 시스템의 구조를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3세대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의 표준인 3GPP(3rd Generaion Partnership Project : 이하 3GPP로 칭함)
에서 상기 멀티미디어 MBMS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UE들(201 내지 208), 셀들(211 내지 213)과 노드 B(221)와 무선망 제어기(Radio Network
Controller: RNC)(231)로 이루어지는 UMTS 무선접속망(UMTS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 이하
'UTRAN'라 칭함)(232), 핵심 네트워크(Core Network: 이하 'CN'라 칭함)에 속하는 서빙 패킷 무선 서비스 지원 노
드(Serving General Packet Radio Service Support Node: 이하 'SGSN'라 칭함)(241), 홈위치등록기(Home
Location Register: 이하 'HLR'라 칭함)(251), 게이트웨이 패킷 무선 서비스 지원 노드(Gateway General Packet
Radio Service Support Node: 이하 'GGSN'라 칭함)(261), 방송/멀티캐스트 서비스 센터(Broadcast/Multicast
Service Center: 이하 'BM-SC'라 칭함)(281), 컨텐트 제공자(Contents Provider: 이하 'CP'라 칭함)(291),
BG(271)로 구성된다.

상기 도 2에 도시되어 있는 MBMS 서비스 구성 요소들의 각각의 역할은 망 운영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
적인 역할을 설명하면 하기와 같다.

UE들(201 내지 208)은 MBMS 데이터를 수신하여 사용자에게 해당 MBMS 서비스를 지원한다. UTRAN(232)은
MBMS 데이터를 UE들(201 내지 208)에게 전달하며, 상기 UE들(201 내지 208)로부터 MBMS 서비스 수신에 대한
요청 메시지를 CN에 전달한다.

SGSN(241)은 MBMS 서비스를 요청하는 UE에 관하여 HLR(251)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인증을 수행하고, UE
가 요청하는 MBMS 서비스 권한을 HLR(251)로부터 수신하여 인증을 수행하며, UE가 요청하는 MBMS 서비스를
위해 RAB를 설정하고, UE가 해당 셀에서 이동할 경우 MBMS 서비스를 수신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SGSN(241)은
GGSN(261)을 통해 해당 MBMS 공급 소스들(292, 293)과 연결을 수행하며, UE가 사용하는 MBMS 서비스에 대한
과금 정보를 수집한다.

HLR(251)은 등록된 UE 각각에 대한 인증 정보 및 해당 UE가 사용할 수 있는 MBMS 서비스의 종류에 대한 내용을
관리한다. GGSN(261)은 UE로 공급될 MBMS 데이터를 BM-SC(281)로부터 수신하여 상기 SGSN(241)으로 전송
하고, UE의 과금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GGSN(261)은 다수의 UE 각각에 대한 이동성을 관리하고 UE가 서비스 받
는 MBMS 서비스 품질을 관리한다.

BM-SC(281)는 컨텐츠 제공자에 대한 인증 및 과금 정보 관리를 수행하고, MBMS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며, MBMS
데이터 손실에 대한 오류 정정을 수행하고, 컨텐츠 제공자(291)로부터 수신한 MBMS 데이터를 GGSN(261)으로 전
달하고, 현재 서비스중인 MBMS 서비스에 대한 공지(notification)를 수행한다. CP(291)는 BM-SC(281)에 MBMS
서비스 컨텐츠를 제공한다.

상기 BM-SC(281)은 MBMS 데이터 스트림(stream)을 제공하는 소스(source)이며, 상기 MBMS 서비스에 대한 스
트림을 스케줄링(scheduling)하여 GGSN(261)으로 전달한다. 상기 GGSN(261)은 상기 BM-SC(281)로부터 전달
받은 MBMS 서비스에 대한 스트림을 상기 SGSN(241)으로 전달한다. 여기서, 상기 SGSN(241)은 CN에 속해 있으
며, UTRAN(232)과 상기 CN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 예로 상기 SGSN(241)은 임의의 시점에서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하고자 하는 다수의 UE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상기 GGSN(261)에서 MBMS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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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스트림을 전달받은 SGSN(241)은 상기 MBMS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가입자들, 즉 UE들의 MBMS 관련 서
비스를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 예를 들어, SGSN(241)은 가입자들 각각의 MBMS 서비스 과금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고, MBMS 서비스 데이터
를 특정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231)에게 선별적으로 전송하여 상기 MBMS 관련 서비스를 제어한다. 또한 상
기 SGSN(241)은 특정 MBMS 서비스에 관해 SGSN 서비스 컨텍스트(이하 'Service Context'라 칭함)를 구성하여
관리하고, 상기 MBMS 서비스에 대한 스트림을 다시 상기 RNC(231)로 전달한다. 여기서, 상기 MBMS 서비스 컨텍
스트는 임의의 MBM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제어 정보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상기 RNC(231)은 다수의 노드 B들을 제어하며,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노드 B들 중 MBMS 서비스를 요구하는 UE
가 존재하는 노드 B(221)로 MBMS 서비스 데이터를 전송하며, 상기 MBM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정되는 무선
채널(Radio Channel)을 제어하고, 상기 SGSN(241)으로부터 전달받은 MBMS 서비스에 대한 스트림을 가지고 상
기 MBMS 서비스에 관해 RNC 서비스 컨텍스트를 구성하여 관리한다. 이때, 상기 HLR(251)는 상기 SGSN(241)과
연결되어, MBMS 서비스를 위한 가입자 인증을 수행한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RNC와 SGSN은 MBMS 서비스 별로 서비스 관련 정보들을 관리한다. 여기서, 상
기 MBMS 서비스 컨텍스트에 저장되는 정보들로는 상기 MBMS 서비스를 요청한 UE들의 명단, 즉 MBMS 서비스
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UE들의 UE 식별자(identifier)와, 상기 UE들이 위치하고 있는 서비스 영역(service area) 및
MBM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비스 품질(Quality of Service, 이하 'QoS'라 칭함)과 같은 정보 등이 있
다.

도 3은 멀티미디어 방송/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UTRAN(232)의 구성을 보다 구체적
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UE(328)은 해당 MBMS 서비스를 직접 수신하며, 상기 MBMS 서비스를 지원하는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 UTRAN(302)은 상기 UE(228)와 CN(300)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무선 통신 망
이다. 상기 UTRAN(302)은 다수의 무선망 시스템(Radio Network System: 이하 'RNS'라 칭함)(304, 316)으로 구
성되며, 상기 RNS(304, 316)는 다수의 무선망 제어기(RNC)(306, 318), 상기 RNC(306, 318)의 제어를 받는 기지
국 장치(이하 '노드 B'라 칭함)(308, 312, 320, 324) 및 상기 노드 B(308, 312, 320, 324)에 속해 있는 다수의 셀들
(310, 314, 322, 326)로 구성된다.

상기 RNS(304, 316)는 RNC(306, 318)의 제어를 받는 노드 B(308, 312, 320, 324), 상기 노드 B(308, 312, 320,
324)의 제어를 받는 다수의 셀들(310, 314, 322, 326)을 포함한다. 상기 RNC(306, 318)가 제어하는 노드 B(308,
312, 320, 324)의 총 수와, 각각의 노드 B(308, 312, 320, 324)에 속해 있는 셀들(310, 314, 322, 326)의 수는 서
비스 사업자, 상기 각각의 RNC(306, 318) 및 노드 B(308, 312, 320, 324)의 성능에 의해 결정된다.

상기 UE(328)와 상기 UTRAN(302)은 Uu 인터페이스로 연결되어 있다. 상기 UTRAN(302)은 상기 CN(300)과 Iu
인터페이스로 연결된다. 또한 도 2에서 SGSN(241)과 HLR(251)는 Gr 인터페이스로 연결되며, SGSN(241)과
GGSN(261)는 Gn/Gp 인터페이스로 연결되며, GGSN(261)과 BM-SC(281)는 Gi 인터페이스로 연결되며, BM-
SC(281)과 CP(291)는 Gn/Gp 인터페이스로 연결된다.

상기 도 3과 관련하여 3GPP에서 정의된 UTRAN의 상위 계층의 구조 및 각 계층 간의 채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4는 Uu 인터페이스를 위한 UTRAN 프로토콜의 구조를 개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UTRAN에서 처리되는 상위 계층의 메시지들은 크게 제어 시그널링과 사용자 데이터로 구별될 수 있다.

상기 도 4에서 UTRAN 프로토콜의 구조는 크게 제어 평면(Control Plain: 이하 'C-Plain'라 칭함)(400)과 사용자 평
면(User Plain: 이하 'U-Plain'라 칭함)(402)으로 구분된다. 상기 제어평면(400) 및 상기 사용자 평면(402)은 비접
근계층(Non Access Stratum: 이하 'NAS'라 칭함)의 메시지들을 처리하는데 상기 NAS 메시지들은 UE 및 UTRAN
간의 무선 접속에 사용되지 않는 메시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기 UTRAN이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없는 메시지
들을 가리킨다. 상기 NAS와 달리 UTRAN 및 UE의 무선 접속에 직접 사용되는 메시지는 접근 계층(Access
Stratum: 이하 'AS라 칭함) 메시지라 하고, 상기 도 4의 무선 자원 제어(Radio Resource Control :이하 'RRC'라 칭
함) 계층(404) 이하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혹은 제어 시그널을 가리킨다.

상기 RRC(404)는 UE 및 UTRAN의 접속에 관계되는 물리 계층(Physical Layer: 이하 'L1'라 칭함)(414), 계층 2의
매체 접속 제어부(Medium Access Control: 이하 'L2/MAC'라 칭함)(412), 무선 링크 제어부(Radio Link Control:
이하 'L2/RLC'라 칭함)(410), 패킷 데이터 변환 프로토콜부(Packet Data Convergency Protocol: 이하 'L2/PDCP'
라 칭함)(406), 방송/멀티캐스트 제어부(Broadcast/Multicast Control: 이하 'L2/BMC'라 칭함)(408)를 제어하여,
상기 UE 및 UTRAN간의 물리 호 설정, 논리 호 설정, 제어 정보 송수신, 특정 데이터 송수신등의 UE 및 UTRAN간
의 접속에 관여되는 모든 기능들을 제어한다.

상기 L2/PDCP(406)는 상위의 NAS 계층으로부터 전송될 데이터를 수신 받아, 적절한 프로토콜 사용하여 L2/
RLC(410)로 전송한다. 상기 L2/BMC(408)는 방송 및 다중 방송에 필요한 데이터를 NAS 계층으로부터 수신 받아,
적절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L2/RLC(410)로 전송한다.

상기 L2/RLC(410)는 RRC(404)로부터 UE로 송신되는 제어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제어 메시지의 특성을 고려하
여 RLC#1 내지 RLC#n 중 어느 하나에서 적절한 형태로 가공하여, 논리 채널(Logical Channel)을 사용하여 L2/
MAC(412)으로 전송하고, 상기 L2/PDCP(406) 및 L2/BMC(408)에서 데이터를 수신받아 RLC#1' 내지 RLC#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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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적절한 형태로 가공하여, 논리 채널을 사용하여 L2/MAC(412)으로 전송한다. 상기 L2/RLC부(410)에서 사용하
는 RLC 소자의 개수는 UE와 UTRAN 간의 무선 링크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상기 논리 채널은 특정 UE에 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전용(Dedicated) 타입, 다수의 UE들에 대한 것인지에 따
른 공용(Common) 타입으로 나뉜다. 또한 전송되는 메시지에 실리는 정보가 제어정보와 관련된 데이터이면 제어
(control) 타입으로, 상기 메시지가 트래픽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이면 트래픽(traffic) 타입으로 나뉜다.

이와 관련하여 3GPP에서 사용되는 논리채널들의 종류와 역할을 설명하면 하기와 같다.

BCCH(Broadcast Control Channel))는 UTRAN으로부터 UE로의 하향 전송시 사용되며, UTRAN 시스템 제어정
보를 전송하는데 사용된다. PCCH(Paging control Channel)는 UTRAN으로부터 UE로의 하향 전송시 사용되며,
UE를 호출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CCCH(Common Control Channel)는 UE 및 망(network)간의 일대다 제어정보
전송에 사용되며, 공용 트랜스포트 채널을 통해 전송된다. DCCH(Dedicated Control Channel)는 UE 및 망
(network)간의 일대일 제어정보 전송에 사용되며, 공용 트랜스포트 채널 혹은 전용 트랜스포트 채널을 통해 전송된
다. CTCH(Common Transport Channel)는 망(network)과 다수의 UE간의 일대다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며, 공용
트랜스포츠 채널을 통해 전송된다. DTCH(Dedicated Transport Channel)는 망(network)과 UE간의 일대일 데이
터 전송에 사용되며, 공용 트랜스포트 채널 혹은 전용 트랜스포트 채널을 통해 전송된다.

L2/MAC(412)는 상기 RRC(404)의 제어를 받아, UE와 UTRAN간의 무선 자원을 관리하거나, 상기 UE와 UTRAN
간의 접속을 관리한다. 이에 따라 상기 L2/RLC(410)로부터 해당 논리 채널들의 정보를 수신하여 해당하는 트랜스
포트 채널들로 매핑시켜, 물리 계층(414)로 전송한다. 하기에 트랜스포트 채널들의 명칭과 역할을 나열하였다.

BCH(Broadcast channel)는 BCCH와 매핑되어 상기 BCCH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PCH(Paging Channel)는
PCCH와 매핑되어 상기 PCCH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RACH(Random Access Channel)는 UE로부터 망으로의 전
송에 사용되며, 망 접속 및 제어 메시지, 짧은 길이의 데이터의 전송에 사용된다. DCCH, CCCH, DTCH에 매핑 될
수 있다. FACH(Forward Access Channel)는 망으로부터 특정 UE 혹은 특정 UE들에게 제어정보 메시지 또는 데
이터 전송시에 사용된다. BCCH, CTCH, CCCH, DCTH, DCCH에 매핑 될 수 있다. DCH(Dedicated Channel)는 망
과 UE간의 데이터 및 제어정보 메시지를 전송하는 채널이며, DCCH 및 DTCH에 매핑된다. DSCH(Down-link
Shared Channel)는 대용량의 데이터의 전송에 사용되는 망으로부터 UE로의 하향 채 널이며, DTCH 및 DCCH에
매핑된다. HS-DSCH(High Speed DSCH)는 상기 DSCH의 전송 능력의 효율을 향상시킨 망으로부터 UE로의 하향
채널이며, DTCH 및 DCCH에 매핑된다.

또한 상세히 설명하지 않을 것이나, 역방향 공유채널(Up-link Shared Channel), 공통 패킷 채널(Common Packet
Channel)등의 트랜스포트 채널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도 4의 물리계층(414)으로 전송된 트랜스포트 채널들은 부호화 및 변조 등의 처리를 거쳐 물리 채널(Physical
Channel)로 대응되어, UE 혹은 UTRAN으로 전송된다. 상기 물리 채널들은 방송채널(BCH)을 전송하는 제1 공통
제어 물리채널(Primary Common Control Physical Channel :이하 P-CCPCH라 칭함)과, PCH(Paging Channel :
이하 PCH라 칭함) 및 FACH(Forward Access Channel : 이하 FACH라 칭함)를 전송하는 제2공통제어물리채널
(Secondary Common Control Synchronization Channel), 호출 지시 채널(Paging Indicator Channel : 이하
PICH라 칭함), 획득지시채널(Acquisition Indicator Channel), 물리 공통 패킷 채널(Physical Common Packet
Channel) 등이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시스템의 구성을 바탕으로 MBMS 서비스가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하기의 설명과 같다. .

먼저 UTRAN은 MBMS 서비스에 대한 기본 정보 및 서비스 안내 정보를 다수의 UE들에게 전달한다. 상기 MBMS
서비스에 대한 기본 정보 및 안내 정보를 수신한 UE들은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 받고자 할 경우, CN에 등록하
게 된다. 이를 서비스 참여(이하 'Joining'라 칭함) 과정이라 한다. 그 후, 상기 서비스를 요청한 UE를 포함하여 다수
의 UE들의 명단은 CN(구체적으로는, BM-SC과 SGSN)과 UTRAN으로 전달된다.

상기 MBMS 서비스를 요청한 UE들의 명단을 수신한 상기 CN 및 상기 CN과 연결되어 있는 UTRAN은 다수의 UE
들에게 호출(paging)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기 MBM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 베어러(Radio Bearer, 이하
'RB'라 칭함)를 설정한다. 상기 CN은 상기 설정된 무선 베어러를 통해서 해당 UE에게 해당 MBMS서비스를 제공한
다. 한편, 상기 MBMS 서비스가 종료되면 상기 서비스 종료 사실은 모든 UE들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상
기 UE들을 관장하고 있는 CN 및 UTRAN은 상기 MBMS 서비스를 위해 할당된 무선 자원을 해제한다. 따라서, 상
기 MBMS 서비스가 종료된다.

상기한 바와 같은 MBMS 서비스 절차에 있어서 MBMS 서비스의 시작은 MBMS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제어 정보가
전송됨을 알려주는 과정이다. 상기 MBMS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제어 정보가 전송됨을 알려주는 호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공용 채널(common channel)을 이용한 방법으로서 기 설명된 PICH/PCH를 이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전용 채널(Dedicated Channel)을 이용한 방법으로서 DCCH를 이용하는 것이다.

3GPP에서는 UE가 접속하고 있는 채널들에 따라 UE의 동작 모드를 5가지로 구별하는데 각각의 모드에 따라 상기
두 가지의 방법들 중 하나가 적용된다. 상기 UE의 다섯 가지 모드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휴 모드(idle mode)는, UE에서 UTRAN과의 무선 관리 제어(Radio Resource Control : 이하 RRC라 칭함) 연결
이 없는 상황이며, UE는 CN에서 정해준 불연속 수신 파라미터(Descript Reception Parameter)등을 이용하여 CN
혹은 UTRAN으로부터 시그널링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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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A_PCH(UTRAN Registration Area Paging Channel) 모드는, UE에서 UTRAN과 RRC 연결이 있는 상황이며,
URA 단위로 위치가 파악되어 있고, UE는 UTRAN에서 정해준 불연속 수신 파라미터 등을 이용하여 CN 혹은
UTRAN으로부터 시그널링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을 수행한다. 상기 URA는 여러 개의 셀의 집합체이다.

CELL_PCH(CELL Paging Channel) 모드는, UE에서 UTRAN과 RRC 연결이 있는 상황이며, 셀 단위로 위치가 파
악되어 있고, UE는 UTRAN에서 정해준 불연속 수신 파라미터 등을 이용하여 CN 혹은 UTRAN으로부터 시그널링
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을 수행한다.

CELL_FACH(CELL Forward Access Channel) 모드는, UE에서 UTRAN과 RRC연결이 있는 상황이며, 셀 단위로
위치가 파악되어 있고, UE는 상기 셀로부터 FACH 신호를 수신하고 있다. 상기 UE는 DCCH를 이용한 호출 방법을
통하여 CN으로부터 신호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CELL_DCH(CELL Dedicated Channel) 모드는, UE에서 UTRAN과 RRC 연결이 있는 상황이며, 셀 단위로 위치가
파악되어 있고, UE는 상기 셀로부터 DPCH 신호를 수신하면서 음성 호 혹은 기타 전용 패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
으며, 불필요한 간섭 잡음 발생 억제 및 데이터의 효율 적인 송수신을 위한 송수신 전력을 제어하고 있다. 음성 서비
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에는 DCCH를 통한 호출로 페킷 서비스에 대한 유무 여부를 알 수 있으며, 패킷 서비스를 이
용하고 있는 중에는 DCCH를 통한 호출로 음성 서비스에 대한 유무 여부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상기 5가지 UE의 모드들 중 처음 세 가지 모드들에서는, UE의 배터리 절약을 위해 PICH를 수신한 후 상기 PICH를
통해서 전송되는 호출 지시자(Paging Indicator : PI라 칭함)를 확인하고, S-CCPCH를 통해서 전송되는 PCH를 수
신하여, 상기 UE에게 온 호출인지를 확인하는 공용 채널을 이용한 첫 번째 호출 방법을 이용한다. 마지막 두 가지
모드들에 대해서는 UE가 이미 CELL_FACH 혹은 CELL_DCH의 상황에서 UTRAN/CN과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
으므로, 패킷 서비스 수신시에는 음성 서비스의 시작 여부를, 음성 서비스 수신시에는 페킷 서비스의 시작 여부를
전용 채널로 알려주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한다.

3GPP내에서 상기 전용 채널을 통해 제어 정보의 존재 여부를 알려주는 호출 방법에서 사용되는 호출 메시지를 제2
호출형 메시지(Paging Type message 2)라 하며, 상기 제2 호출 메시지는 CN으로부터 UE의 호출이 있을 경우 사
용된다. 즉, 전용채널을 수신하고 있는 UE는 UTRAN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위치를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상기 UE
가 상기 UTRAN과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상기 CN으로부터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되었을 경우
에만 상기 전용 채널 호출 방법이 사용된다.

UE가 여러 개의 셀들과 무선 링크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여러 개의 셀들에서 모두 다 MBMS를 수신 받을 수 있는
경우, 전용 채널을 이용한 호출 방법은 사용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전용 채널을 이용한 호출 방법은
CN으로부터의 호출에만 사용되는 것이었으며, UTRAN으로부터 UE로의 MBMS 데이터가 서로 다른 모드로 중복
되어 수신될 수 있고, 상기 UTRAN이 MBMS의 전송 모드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기 UE들이 중복되어 고려될 수 있
으며, 상기 UE들이 여러 개의 무선 링크를 가지고 있어 어느 링크에서 MBMS 관련된 제어 정보를 얻을 지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CELL_FACH 상황에 있는 UE들은 전용 채널을 통한 호출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CN으로부터의 호출
외에는 수신할 수가 없다. 따라서 MBMS 서비스와 관련되어 UTRAN의 필요에 의한 호출이 발생할 경우
CELL_FACH UE들을 호출하기 위한 방법을 필요하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전용 채널을 통한 호출을 위해 사용되는 시그널링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낸 것이
다. 상기 시그널링 메시지는 이하 제3 호출형 메시지(Paging Type 3 message)라 칭할 것이며, 여기에서는 기본적
으로 필요한 주요한 필드들만을 도시하였으나, 3GPP 표준에 정해진 필요에 따라 다른 IE(Information Element)들
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메시지 타입(501)은 제3 호출형 메시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고유한 값으로 설정된다. RRC 수
행 식별자(RRC Tranaction Identifier)(502)는 RRC에서 전송되는 제어 시그널링의 버전(version)에 대한 정보로
서 상기 RRC에서 전송되는 제어 시그널링의 응답 메시지에도 사용되며, 동일한 형의 제어 메시지가 전송될 경우 각
각의 제어 메시지를 구별하는데 사용된다.

무결성 검사 정보(integrity check info)(503)는 상기 제3 호출형 메시지가 오류없이 수신되었나를 검사하는 무결성
검사에 사용될 파라미터들을 전송하는 데 사용하며, 무결성 보호가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호
출 이유(paging cause)(504)는 호출의 이유로서 본 발명의 경우 MBMS 서비스에 대한 호출임을 나타내는 값이 된
다. 일 실시예로서, 상기 호출 이유는 MBMS 식별자(505)로 대치될 수 있다.

MBMS 식별자(505)는 MBMS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한 식별자로서 제3 호출형 메시지는 복수의 MBMS 식별자들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MBMS 식별자(505)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상기 제3 호출형 메시지를 수
신하는 UE가 MBMS 서비스들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자로 정의한다.

추가적으로, 제3 호출형 메시지는, 상기 각각의 MBMS 식별자(505)에 대해서 상기 MBMS 식별자에 부합되는
MBMS 서비스가 제공될 셀의 식별자(506)와, 상기 셀 식별자(506)에 부합되는 셀에서 사용될 MCCH의 채널 정보
(507)를 선택적으로 더 포함한다. 즉, 여러 개의 무선 링크를 가지고 있는 CELL_DCH 상태의 UE들에게는 셀 식별
자(506) 및 MCCH 정보(507)가 더 포함된다. 반면 하나의 무선 링크를 가진 CELL_DCH혹은 CELL_FACH 상태의
UE는 MBMS 식별자(505)만이 포함된다. 이는 하나의 무선 링크만을 사용하는 경우 MBMS 식별자만으로도
MCCH를 수신하거나 혹은 그 외 MBMS 관련된 동작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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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제 3 호출형 메시지에서 본 발명에 필요한 기본 정보요소(IE)들은, MBMS 식별자, 상기 MBMS 식별자에 부합하
는 MBMS를 전송할 혹은 전송하고 있는 셀 식별자, 상기 셀 식별자에 부합되는 셀에서 전송되는 MCCH를 수신하기
위한 채널정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전용 채널을 이용한 단말기의 호출 절차를 나타낸 메시지 흐름도이다. 여기서 단
말기 UE는 앞서 언급한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적어도 2개의 셀들과 무선 링크를 연결하고 있으며, 지원
RNC(Serving RNC: SRNC) 및 상기 UE가 통신하고 있는 셀들을 관리하고 있는 접속 RNC(Connected RNC:
CRNC라 칭함.)와의 MBMS 서비스를 위한 시그널링 메시지, 즉 제3 호출형 메시지를 교환한다.

여기서 SRNC라 함은 상기 UE가 등록되어 있는 RNC로서 상기 601 UE의 위치 관리, 서비스 관리, CN과의 연결 통
로를 수행하는 단 하나의 RNC 이며, 상기 CRNC라 함은 상기 601 UE가 통신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셀을 관리하
는 적어도 하나의 RNC이다. 상기 도 6에서 RNC#2가 상기 UE에 대한 SRNC이며, RNC #3 과 RNC #1이 상기 UE
에 대한 CRNC로 정의된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602 내지 604에서 CN은 MBMS 서비스가 시작됨을 알리는 Session start 메시지, session
start 메시지, session start 메시지를 RNC 3, RNC 1, RNC 2로 각각 전송한다. 상기 Session start 메시지를 수신
한 RNC 2는, 608에서 CELL_DCH 상황의 UE가 통신하고 있는 셀들을 관리하는 상기 RNC 3과 RNC 1에게 상기
UE에 대한 MBMS 서비스를 제공 시에 어떤 전송 모드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 과정(MBMS Query procedure)
을 수행한다.

상기 질문 과정(608)은 상기 UE가 다수의 셀 모두로부터 서로 다른 전송 모드(PtP 또는 PtM)으로 동일한 MBMS
서비스를 수신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기 UE가 연결되는 셀들을 관리하고 있는 CRNC들이 상기 셀들에서 어떤 전송
모드로 MBMS 서비스를 전송될 수 있는지를 SRNC에게 알려주어 상기 UE로의 MBMS 데이터 전송이 무선 자원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질문 과정(608)을 통하여 UE가 상기 UE와 연결되어 있는 셀로부터 각각 어떠한 전송 모드로 MBMS 서비스를
제공할 지를 파악한 RNC2는 610에서 상기 질문 과정(608)에서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UE가 MBMS 서비스
를 어떠한 전송 모드를 사용하여 수신할 지를 최종 결정한다. RNC 2는 상기 UE에 대한 MBMS의 전송 모드에 대해
직접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상기 UE가 연결되어 있는 셀들에서 MBMS 서비스를 어떤 모드로 전송
하고자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UE가 PtP로 수신을 해야 할지 혹은 PtM으로 수신을 해야 할 지를 최
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상기 RNC2는 상기 UE가 연결되어 있는 셀들 중 하나에 대해 PtM 전송 모드로
MBMS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결정한다.

그러면 상기 RNC 2는 612에서 상기 UE에게 PtM 전송 모드로 MBMS 서비스를 전송하도록 결정된 셀에 해당하는
RNC#3과 MBMS attach procedure를 수행한다. 상기 MBMS attach procedure는 상기 RNC #3으로 하여금 상기
UE가 상기 RNC #3이 관리하고 있는 셀에서 MBMS 서비스를 수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상기 UE가 MBMS
서비스의 수신중에 필요한 제어 메시지의 수신을 위해 상기 RNC #3을 통해 RNC #2와 연락하고, 상기 RNC #3이
상기 UE를 포함하여 MBMS 서비스의 전송 모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기 UE는 CELL_DCH상황에 있기 때문에 각 셀들의 시스템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 채널( Broadcast Channel)을
모니터링하지 않지 않으므로, 상기 각 셀의 방송 채널을 통해서 전송되는 MCCH를 수신할 수 있는 채널 정보를 획
득할 수 없다. 따라서 상기 RNC #2는 상기 MBMS query procedure(608) 혹은 상기 MBMS attach
procedure(610)를 통하여 상기 UE가 MBMS 서비스를 수신하게 될 셀에서 사용되는 MCCH의 채널 정보를 획득한
다.

상기 RNC #2는 614에서 제 3 호출형 메시지를 사용하여 상기 UE에게 상기 UE가 가입된 MBMS 서비스가 시작된
다는 정보와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할 셀의 정보, 상기 MBMS의 수신에 필요한 제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MCCH를 수신하는데 필요한 채널 정보를 전달한다. UE는 616에서 상기 제3 호출형 메시지에 포함된 제어 정보에
의해 MCCH에서 MBMS RB 정보를 수신한 후, 618 에서 상기 MBMS RB를 통해 MBMS 데이터를 수신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대한 SRNC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여기에서는 SRNC에 등록되어 있는
CELL_DCH상황에 있는 UE가 MBMS를 수신 받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상기 SRNC가 상기 UE에게 MBMS
서비스의 시작 및 상기 MBMS의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제어 정보의 획득을 제공하는 동작 흐름을 설명한다.

상기 도 7을 참조하면, SRNC는 702에서 CN으로부터 session start 메시지를 수신한 후, 704에서 UE와 통신하고
있는 셀들을 관리하고 있는 CRNC들에게 상기 UE가 어떠한 전송 모드로 MBMS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query 작업을 수행한다. 즉 SRNC는 MBMS 서비스를 PtP로 서비스할 것인지 또는 PtM으로 서비스할 것인지를
CRNC들에게 문의한다. 이 과정에서 SRNC는 MCCH의 제어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706에서 SRNC는 CRNC들로부터 PtP로 서비스하겠다는 응답 메시지가 수신되었는지 또는 PtM으로 서비스하겠다
는 응답 메시지가 수신되었는지를 판단한다. 만일 모든 CRNC들로부터 PtP로 서비스할 것이라는 응답 메시지가 수
신된 경우, 708에서 상기 SRNC는 상기 UE가 현재 수신받고 있는 MBMS 서비스가 아닌 다른 서비스들의 수신 능
력에 관련된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UE가 상기 MBMS를 수신할 능력이 되는지를 판별한다. 상기 SRNC는 상기
RNC내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UE들에 대한 능력(capability)을 알고 있으므로, 상기 708과 같은 판별작업을 할 수
있다.

상기 708에서 상기 UE가 추가로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판별되면 즉 상기 UE가 현재 MBMS 서비스를
수신할 수 없는 경우, SRNC는 710에서 제3 호출형 메시지에 MBMS 서비스 식별자만을 포함시켜 전송함으로써
MBMS 서비스 시작만을 알린다. 이는 UE가 현재 수신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료 후에 MBMS의 수신을 요청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함이다. 반면 708에서 상기 UE가 MBMS를 수신할 수 있다라고 판별되면 712에서 SRNC는 상기 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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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RB 재구성(reconfigure)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기 UE가 MBMS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708과정
에서 상기 UE가 현재 MBMS 서비스를 수신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SRNC는 712와 같이 MBMS RB 메시지 전
송을 하여 추후에 MB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3GPP에서는 각 트랜스포트 채널간의 전송조합을 통하여 각각의 트랜스포트 채널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전송 시점
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상기의 기능을 사용하여 상기 UE가 현재 MBMS 서비스를 수신 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현
재의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 바로 MBMS 서비스를 수신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한편, 상기 CRNC들 중 어느 하나라도 PtM으로 서비스하겠다는 응답 메시지가 수신되었으면, 716에서 SRNC는 상
기 UE가 상기 MBMS 서비스를 PtM으로 수신할 능력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상기 UE가 상기 MBMS 서비스를 PtM
으로 수신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과정 718로 진행한다. 반면 상기 UE가 상기 MBMS 서비스를 PtM으로 수신할 능
력이 되는 경우, 718에서 SRNC는 MBMS 식별자와 셀 식별자 및 MCCH 정보를 포함하는 제3 호출형 메시지를 상
기 CRNC들을 통해 상기 UE에게 전송한 후, 714에서 상기 UE에 대한 attach 작업을 수행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CRNC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여기서 CRNC는 하나의 UE가 통신하고 있
는 복수의 셀들을 관장하는 적어도 하나의 RNC 중의 하나로서, SRNC의 제어하에 상기 UE의 통신을 관리한다.

상기 도 8을 참조하면, CRNC는 802에서 Session start 메시지를 수신하고, 804에서 상기 CRNC가 관리하고 있는
적어도 하나의 셀에서 CELL_DCH상태로 통신하고 있는 UE에 해당하는 SRNC로부터, MBMS 서비스의 전송 모드
를 묻는 Query 메시지를 수신한다. 여기서 상기 Query는 상기 UE를 포함하여 상기 MBMS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PtP 전송 모드를 사용할 것인지 PtM 전송 모드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CRNC는 806에서 상기 UE를 포함할 경우에 대한 MBMS 서비스를 전송될 MBMS RB를 결정하고, 808에서
MBMS를 PtP로 전송할 것인지에 대한 판별을 수행한다. 상기 판별 결과, CRNC가 PtP 전송 모드로 MBMS 서비스
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면 810에서 PtP 전송 모드로 MBMS 서비스를 수행할 것이라는 응답 메시지를 상기
SRNC로 전송한다.

반면 PtM으로 MBMS 서비스를 전송하기로 결정하였으면 812에서 CRNC는 MBMS RB 정보를 전송할 MCCH에 대
한 제어 정보를 포함하는 응답 메시지를 상기 SRNC로 전송한다. 이후 상기 CRNC는 814에서 상기 SRNC로부터 상
기 UE에 대한 attach 요구를 수신하고 attach를 수행한다. 상기 814에서 상기 CRNC는 상기 SRNC로부터 전달받
은 MBMS 시작 지시 메시지 또는 RB 재구성 메시지 또는 제3 호출형 메시지를 단말로 전달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UE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여기서 UE는 여러 개의 셀들과 통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상기 도 9를 참조하면, 902에서 UE는 MBMS 서비스의 시작을 지시하는 제3 호출형 메시지, 즉 MBMS 식별자만을
포함하는 제3 호출형 메시지가 수신되었는지를 확인한다. MBMS 서비스의 시작을 지시하는 제3 호출형 메시지가
수신되면, 908에서 UE는 MBMS 서비스 시작을 인지하고, 현재 DCH로 수신 중인 전용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MBMS 서비스를 요청한다.

반면 MBMS 시작을 지시하는 제3 호출형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았다면 904에서 RB 재구성 메시지가 수신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RB 재구성 메시지를 수신했다면 UE는 910에서 RB 재구성 작업을 수행한 후 상기 RB를 통하여
MBMS 서비스를 수신한다. RB 재구성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았다면, UE는 906에서 MBMS 식별자와 셀 식별자와
MCCH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제3 호출형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셀 식별자가 지시하는 셀에서 MCCH를 통해 제
어 정보를 획득한 후, 상기 획득한 제어 정보를 사용하여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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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술되
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MBMS 식별자와 상기 MBMS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셀의 식별자 및 상기 셀에
서 전송되는 MCCH의 채널 정보를 포함하는 제3 호출형 메시지를 전용 채널을 통해 전송한다. 이러한 본 발명은
UTRAN에서 제3 호출형 메시지를 사용하여 CELL_DCH 상태의 UE를 호출함으로써 복수의 셀들과 통신하고 있는
CELL_DCH상태의 UE가 MBMS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셀들과 전용 채널을 통해 통신하고 있는 단말기(UE)와 상기 단말기의 통신을 제어하는 지원 무선망 제어기
(SRNC)와 상기 복수의 셀들을 관리하는 적어도 하나의 접속 무선망 제어기(CRNC)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
서, 상기 지원 무선망 제어기가 멀티미디어 방송/멀티캐스트(MBM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단말기를 호출
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가 참여하고 있는 MBMS 서비스가 시작되면, 상기 접속 무선망 제어기에게 상기 MBMS 서비스에 사용
할 전송 모드를 문의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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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접속 무선망 제어기로부터 점대다(PtM) 전송모드를 사용할 것을 나타내는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단말
기가 점대다 전송모드를 사용하여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기가 점대다 전송모드를 사용하여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으면, 상기 MBMS 서비스를 위한 무
선 베어러(RB) 정보를 전달하는 제어채널(MCCH)의 채널 정보를 포함하는 호출 메시지를 상기 단말기에게 전송하
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호출 메시지는 상기 MBMS 서비스를 나타내는 MBMS 식별자와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
할 셀을 나타내는 셀 식별자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셀들이 복수의 접속 무선망 제어기들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 상기 접속 무선망 제어기
들로부터 수신한 모든 응답 메시지들이 점대점 전송모드를 사용할 것을 나타내는지를 판단하고, 상기 모든 응답 메
시지들의 점대점 전송모드를 사용할 것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상기 단말기가 점대다 전송모드를 사용하여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가 점대다 전송모드를 사용하여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할 수 없거나, 상기 접속
무선망 제어기로부터 점대점(PtM) 전송모드를 사용할 것을 나타내는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단말기가 점대
점 전송모드를 사용하여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기가 점대점 전송모드를 사용하여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으면, 상기 단말기에게 상기 MBMS
서비스를 위한 무선 베어러 재구성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기가 점대점 전송모드를 사용하여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할 수 없으면, 상기 단말기에게 상기 MBMS
서비스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시작 지시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5.

복수의 셀들과 전용 채널을 통해 통신하고 있는 단말기(UE)와 상기 단말기의 통신을 제어하는 지원 무선망 제어기
(SRNC)와 상기 복수의 셀들을 관리하는 적어도 하나의 접속 무선망 제어기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접속 무선망 제어기가 멀티미디어 방송/멀티캐스트(MBM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단말기를 호출하는 방법
에 있어서,

상기 지원 무선망 제어기로부터 상기 단말기가 참여하고 있는 MBMS 서비스에 사용할 전송 모드를 문의하는 문의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기를 포함하여 상기 MBM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 베어러 정보를 결정하고, 상기 단말기에게
MBMS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할 전송모드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전송모드를 나타내는 응답 메시지를 상기 지원 무선망 제어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지원 무선망 제어기로부터, 상기 MBMS 서비스를 위한 무선 베어러(RB) 정보를 전달하는 제어채널(MCCH)의
채널 정보를 포함하는 호출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호출 메시지를 상기 단말기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호출 메시지는 상기 MBMS 서비스를 나타내는 MBMS 식별자와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
할 셀을 나타내는 셀 식별자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은,

상기 MBMS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점대다(PtM) 전송 모드를 사용할 것으로 결정한 경우 상기 응답 메시지에 상기
무선 베어러 정보를 운반하는 제어채널의 채널 정보를 실어 상기 지원 무선망 제어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상기 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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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셀들과 전용 채널을 통해 통신하고 있는 단말기(UE)와 상기 단말기의 통신을 제어하는 지원 무선망 제어기
(SRNC)와 상기 복수의 셀들을 관리하는 적어도 하나의 접속 무선망 제어기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단말기가 멀티미디어 방송/멀티캐스트(MBMS) 서비스를 수신하기 위한 호출을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접속 무선망 제어기를 통해 상기 지원 무선망 제어기로부터, 상기 MBMS 서비스를 위한 무선 베어러(RB) 정보
를 전달하는 제어채널(MCCH)의 채널 정보를 포함하는 호출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셀 식별자에 해당하는 셀에서 상기 채널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어채널을 통해 상기 무선 베어러 정보를 획득
하는 과정과,

상기 무선 베어러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호출 메시지는 상기 MBMS 서비스를 나타내는 MBMS 식별자와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
할 셀을 나타내는 셀 식별자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 무선망 제어기를 통해 상기 지원 무선망 제어기로부터, 상기 MBMS 서비스를 나타내
는 MBMS 식별자를 포함하는 시작 지시 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전용 채널을 통해 수신하는 전용 서비스가 종료될
때 상기 MBMS 식별자를 이용하여 상기 MBMS 서비스를 요청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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