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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서비스 시스템에서 주파수 계층 수렴을 사용하는 단말기를 위

한 하드 핸드오버 방법 및 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단말기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호 주파수

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수신하고자 할 때 효율적으로 주파수 이동을 수행하는 방법 및 장치에 있어서, 상기 방

법은, 단말기에게 조인한 서비스에 대해 상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음을 통지하는 메시지에 상기 통지된 서비스의 선호주파

수에 대한 정보를 실어 송신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기에 의해 선택된상기 통지된 서비스 혹은 적어도 하나의 다른 서비스

를 나타내는 요청 정보를 포함하는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요청 정보에 따라서 상기 단말기가 상기 선호주

파수로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4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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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단말기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호 주파수에서 적어

도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수신하고자 할 때 효율적으로 주파수 이동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단말기에게 조인한 서비스에 대해 상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음을 통지하는 메시지에 상기 통지된 서비스의 선호주파수에 대

한 정보를 실어 송신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기에 의해 선택된 상기 통지된 서비스 혹은 적어도 하나의 다른 서비스를 나타내는 요청 정보를 포함하는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요청 정보에 따라서 상기 단말기가 상기 선호주파수로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호 주파수에 대한 정보는,

상기 통지된 서비스를 나타내는 서비스 아이디와, 상기 세션을 나타내는 세션 아이디 및 상기 선호 주파수를 나타내는 주

파수/셀 정보와 서비스 옵셋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서비스 시스템에서 주파수 계층 수렴을 사용하는 단말기가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하

는 방법에 있어서,

무선망 제어기로부터 특정 서비스에 대한 세션이 시작하였음을 알리는 전용통지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가 단말기가 조인한 서비스에 대해 수신하고자 하는 세션을 나타내면,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에 의해

통지된 서비스를 수신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통지된 서비스를 수신할 것인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유효성 지시 정보를 포함하는 전용통지 응답 메시지를 상기 무선

망 제어기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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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확인하는 과정은,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를 수신할 시 상기 단말기가 현재 주파수 및 셀에서 적어도 하나의 다른 서비스를 수신하고 있지 않

다면, 상기 유효성 지시 정보를 상기 통지된 서비스를 수신할 것임을 나타내는 값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확인하는 과정은,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를 수신할 시 상기 단말기가 현재 주파수 및 셀에서 적어도 하나의 다른 서비스들를 수신하고 있다

면, 상기 통지된 서비스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다른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선택 과정을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서비스 선택 결과 상기 통지된 서비스가 선택되었으면 상기 유효성 지시 정보를 상기 통지된 서비스를 수신할 것임을

나타내는 값으로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서비스 선택 결과 상기 통지된 서비스가 선택되지 않았으면 상기 유효성 지시 정보를 상기 통지된 서비스를 수신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는 값으로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통지 응답 메시지는,

상기 통지된 서비스를 나타내는 서비스 아이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통지 응답 메시지는,

상기 통지된 서비스를 제외하고 수신하고자 하는 다른 서비스들의 서비스 아이디들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방법.

청구항 12.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가 상기 단말기가 조인한 서비스에 대해 수신하고자 하는 세션을 나타내지 않으

면, 상기 통지된 서비스를 수신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는 값으로 설정한 상기 유효성 지시 정보를 포함하는 전용통지 응

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3.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단말기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호 주파수에서 적어

도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수신하고자 할 때 효율적으로 주파수 이동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용통지 메시지에 의해 통지된 서비스의 선호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실어 단말기에게 송신하는 과정과,

상기 선호 주파수로의 하드 핸드오버를 지시함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물리채널 재구성 메시지를 상기 단말기에게

전송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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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말기로부터 상기 선호주파수로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할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물리채널 재구성 응

답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선호주파수 정보는,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에 의해 통지된 서비스를 나타내는 서비스 아이디와, 상기 세션을 나타내는 세션 아이디 및 상기 선

호 주파수를 나타내는 주파수/셀 정보와 서비스 옵셋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에 의해 통지된 물리채널 재구성 메시지는,

상기 서비스를 나타내는 서비스 아이디와, 상기 세션을 나타내는 세션 아이디 및 상기 선호 주파수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6.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응답 메시지는,

상기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할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서비스 적용가능/적용불가 정보와, 상기 단말기가 우선순위에 따라 선

택한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에 대한 유효 서비스 리스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7.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서비스 시스템에서 주파수 계층 수렴을 사용하는 단말기가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하

는 방법에 있어서,

무선망 제어기로부터 특정 서비스의 세션이 시작하였음을 알리는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서비스에 대한 선호주파수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물리채널 재구성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메시지가 상기 단말기가 조인한 서비스의 수신하고자 하는 세션에 대한 것이면, 상기 물리채널 재구

성 메시지에 의해 통지된 서비스를 수신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확인 결과에 따라, 상기 선호주파수로 하드핸드오버를 수행할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서비스 적용가능/불가 정보를 포

함하는 물리채널 재구성 응답 메시지를 상기 무선망 제어기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확인하는 과정은,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메시지를 수신할 시 상기 단말기가 현재 주파수 및 셀에서 다른 서비스를 수신하고 있지 않다면, 상

기 서비스 적용가능/불가 정보를 상기 통지된 서비스를 수신할 것임을 나타내는 값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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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확인하는 과정은,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메시지를 수신할 시 상기 단말기가 현재 주파수 및 셀에서 다른 서비스들을 수신하고 있다면, 상기

통지된 서비스 및 상기 다른 서비스들에 대해 서비스 선택 과정을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서비스 선택 결과 상기 통지된 서비스가 선택되었으면 상기 서비스 적용가능/불가 정보를 상기 통지된 서비스를 수신

할 것임을 나타내는 값으로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서비스 선택 결과 상기 통지된 서비스가 선택되지 않았으면 상기 서비스 적용가능/불가 정보를 상기 통지된 서비스를

수신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는 값으로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응답 메시지는,

상기 통지된 서비스를 제외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다른 서비스의 서비스 아이디를 나타내는 유효 서

비스 리스트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2.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메시지가 단말기가 조인한 서비스에 대해 수신하고자 하는 세션을 나타내지 않

으면, 상기 통지된 서비스를 수신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는 값으로 설정한 서비스 적용가능/불가 정보를 포함하는 물리채

널 재구성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에 의해 선택된 상기 통지된 서비스는,

상기 단말기에 미리 설정된 높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서비스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하는 과정은,

상기 요청정보가 상기 통지된 서비스를 나타내는 경우는 상기 단말기를 상기 선호주파수로 하드 핸드오프를 수행하도록

결정하고,

상기 요청정보가 상기 단말기에 의해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다른 서비스를 나타내는 경우는 상기 단말기가 현재 셀에 머무

르도록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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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요청정보는,

상기 통지된 서비스가 선택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유효성 지시정보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다른 서비스를 나타내는 다른 유

효 서비스 리스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6.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선택 과정은,

상기 단말기에 미리 설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

법.

청구항 27.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서비스(MBMS) 시스템에서 주파수 계층 수렴을 사용하는 단말기가 하드 핸드오버

를 수행하는 장치에 있어서,

전용통지 메시지에, 상기 서비스의 선호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실어 단말기에게 송신하는 무선망제어기와,

상기 무선망 제어기로부터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에 응답하여 미리 정해지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된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에 의해 통지된 서비스 혹

은 적어도 하나의 다른 서비스를 나타내는 요청정보를 포함하는 전용통지 응답 메시지를 상기 무선망 제어기로 전송하는

단말기로 구성되며,

상기 무선망 제어기는 상기 요청 정보에 따라 상기 단말기가 상기 선호 주파수로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할지를 결정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전용통지 메시지에 의해 통지된 서비스는,

상기 단말기에 미리 설정된 높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된 서비스 임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9.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망 제어기는,

상기 요청정보가 상기 통지된 서비스를 나타내는 경우는 상기 단말기가 상기 선호주파수로 하드 핸드오프를 수행하도록

결정하고,

상기 요청정보가 상기 단말기에 의해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다른 서비스를 나타내는 경우는 상기 단말기가 현재 셀에 머무

르도록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30.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선호주파수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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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통지된 서비스를 나타내는 서비스 아이디와, 상기 세션을 나타내는 세션 아이디 및 상기 선호 주파수를 나타내는 주

파수/셀 정보와 서비스 옵셋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31.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요청정보는,

상기 통지된 서비스가 선택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유효성 지시정보와 적어도 하나의 다른 서비스를 나타내는 다른 유효 서

비스 리스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상기 장치.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는,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를 수신할 시 현재 주파수 및 셀에서 적어도 하나의 다른 서비스를 수신하고 있지 않다면, 상기 유효

성 지시 정보를 상기 통지된 서비스를 수신할 것임을 나타내는 값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33.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는,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를 수신할 시 상기 단말기가 현재 주파수 및 셀에서 적어도 하나의 다른 서비스를 수신하고 있다면,

상기 통지된 서비스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다른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선택을 수행하고,

상기 서비스 선택 결과 상기 통지된 서비스가 선택되었으면 상기 유효성 지시 정보를 상기 통지된 서비스를 수신할 것임을

나타내는 값으로 설정하고,

상기 서비스 선택 결과 상기 통지된 서비스가 선택되지 않았으면 상기 유효성 지시 정보를 상기 통지된 서비스를 수신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는 값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34.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는,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가 조인한 서비스에 대해 수신하고자 하는 세션을 나타내지 않으면, 상기 통지된 서비스를 수신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는 값으로 설정한 상기 유효성 지시 정보를 포함하는 전용통지 응답 메시지를 상기 무선망제어기로 전

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3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는 상기 메시지에 의해 통지된 것이며, 상기 메시지는 단말기에게 조인한 서비스에 대해 상

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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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는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에 의해 통지된 것이며,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는 단말기에게 조인

한 서비스에 대해 상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7.

제 22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는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에 의해 통지된 것이며,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는 단말기에게 조인

한 서비스에 대해 상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서비스(Multimedia Broadcast/Multicast Service:

이하 MBMS 서비스라 칭함)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전용채널을 가지고 주파수 계층 수렴을 사용하는 단말기의 하드 핸드

오버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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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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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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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멀티미디어 방송/통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하나 혹은 다수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소스에서 다수의 사용자 단말기(User

Equipment, 이하 'UE'라 한다.)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MBMS 서비스가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상기 MBMS 서비스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동일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수의 수신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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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는 실시간 영상 및 음성, 정지 영상, 문자 등 멀티미디어 전송 형태를 지원하며, 상기 멀티미디어 전송형태에 따라

음성 데이터와 영상 데이터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대량의 전송 자원을 요구한다. MBMS 서비스의 경우에

는 사용자들이 위치하고 있는 다수의 셀들로 동일한 데이터를 전송하여야 하므로, 각 셀별로 위치하는 사용자들의 수에 따

라 일대일(Point to Point: 이하 'PtP'라 한다) 또는 일대다(Point to Multiple: 이하 'PtM'라 한다) 접속이 이루어진다.

최근의 MBMS 시스템에서는 제공 가능한 MBMS 서비스들 각각에 대해 보다 바람직한 주파수(이하 "선호 주파수

(Prefferred Frequency Layer)"라 칭함)를 할당하고, MBMS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UE들이 가능한 한 선호 주파수에서

원하는 MBMS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FLC(Frequency Layer Convergence)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즉 MBMS

의 FLC는 같은 지역에 중첩되어 있는 모든 주파수에서 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가능한 서비스 별로 하나의 주파수에서

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말기를 서비스 별로 선호 주파수 대역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도 1은 일반적인 MBMS FLC 동작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여기에서는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과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s)를 기반으로 하는 3세대 비동기 이동통신 방식의 표준인 3GPP(3rd

Generation Project Partnership)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주파수, 즉 주파수 1, 주파수 2를 사용하는 셀들이 지리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셀 구조를 나타내었다. 각각 하나의 주파수로 구성되는 한 셀, 또는 연속적인 셀들의 층을 레이어(Layer)라

고 호칭한다.

상기 도 1에서 참조번호 101과 102는 주파수 1(f1)로 구성되어 있는 레이어를 나타내며, 참조번호 111과 112는 주파수 2

(f2)로 구성되어 있는 레이어를 나타낸다. FLC는 도 1과 같이 같은 지역에 중첩되어 있는 주파수 1, 주파수 2의 모든 셀들

에서 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가능한 서비스 별로 하나의 주파수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말기를 서비스 별로

각각 해당 주파수 대역으로 이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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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121)가 조인(Join)한 MBMS 서비스를 위해 할당된 레이어가 주파수 2라면, 같은 지역에 중첩되어 있는 주파수 1

(102)의 단말기(121)는 상기 MBMS 서비스의 세션이 시작될 때와 상기 세션이 진행되는 도중에 상기 MBMS 서비스를 수

신하기 위해서 상기 주파수 2(121)의 셀로 재선택을 해야 한다. 무선망 제어기(Radio Network Controller: 이하 RNC라

칭함)(도시하지 않음)는 상기 MBMS 서비스의 세션이 시작할 때와 상기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에, 상기 주파수 1(102)의

단말기들에게 상기 주파수 2(121)의 셀로 재선택할 것을 알린다.

상기 MBMS 서비스의 경우, 상기 주파수 1을 선호 주파수 레이어(Preferred Frequency Layer, 이하 “PL"이라 칭함)라

하며, 상기 주파수 2의 셀을 비우선 주파수 레이어(Non Preferred Frequency Layer, 이하 "NPL"이라 칭함)라 한다. 그

러나 NPL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상기 MBMS 서비스가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무선자원관리(Radio

Resource Management, 이하 "RRM"이라 칭함)에 의해 FLC 방법에도 불구하고 NPL에 남겨진 단말기를 위해 상기 NPL

에서도 상기 MBMS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MBMS 서비스는 같은 레이어를 가지게 될 것이나, 지역에 따라 다른 레이어를 가지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

어, 일부 지역에서는 주파수 2의 레이어가 PL이 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주파수 1의 레이어가 PL이 될 수 있다. MBMS

서비스의 PL은 시스템 운영자의 셀 구조 정책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셀의 라디오 자원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통

상 MBMS 서비스에 대해 할당된 주파수 레이어를 나타내는 FLC 구조는, 하나의 MBMS 서비스의 세션이 시작될 때부터

상기 세션이 끝날 때까지 적용된다.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른 단말기의 하드 핸드오버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여기에서는 전용 채널(Dedicated Channel: 이

하 "DCH"라 칭함)을 가지고 서비스를 수신하고 있는 CELL_DCH 상태의 단말기 동작을 나타내었다. 참조번호 201은

CELL_DCH 상태의 단말기를 나타내며 참조번호 202는 상기 단말기(201)의 서빙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Serving Radio

Network Controller, 이하 "SRNC"라 칭함)를 나타낸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211단계에서 단말기(201)는 다운링크에 대한 측정보고를 업링크(Uplink) 메시지를 이용하여

SRNC(202)에게 측정 보고를 전송한다. 상기 다운링크 측정 보고는 주파수 간 측정(inter-frequency measurement) 결

과 값을 포함하며, 주기적 또는 이벤트 발생적으로 발생한다. 상기 SRNC(202)는 상기 측정 보고를 수신하고, 221단계에

서 상기 주파수 간 측정 결과와 셀들의 로드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상기 단말기(201)의 하드 핸드오버 수행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상기 221단계에서 상기 SRNC(202)가 상기 단말기(201)를 하드 핸드오버하기로 결정한다면, 231단계에

서 상기 SRNC(202)는 물리 채널 재구성(Physical Channel Reconfiguration) 메시지를 통해 상기 단말기(201)로 하여금

하드 핸드오버 할 것을 지시한다.

도 3은 종래 기술에 따라 CELL_DCH 단말기에 MBMS FLC를 적용하는 절차를 도시한 도면이다. 참조번호 301은 주파수

1(f1)의 셀, 참조번호 302는 주파수 2(f2)의 셀을 나타내며, 참조번호 311은 MBMS 서비스를 수신하는 CELL_DCH 단말

기를 나타내며, 참조번호 321은 상기 단말기(311)를 제어하는 SRNC를 나타낸다. 상기 MBMS 서비스가 시작하기 이전에

상기 단말기(311)는 주파수 1(301)의 셀에 위치하고 있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RNC(321)는 SGSN(Serving GPRS Support Node)(도시하지 않음)으로부터 단말기(311)가 조인

한 MBMS 서비스(서비스 A)에 대한 세션 스타트 메시지를 수신하고, 1단계의 전용 통지(Dedicated Notification) 메시지

를 통해 단말기(311)에게 상기 MBMS 서비스의 아이디 "A", 상기 서비스 A의 선호 주파수 "f2", MBMS 오프셋(offset),

세션 아이디 정보를 전송한다. 이는 상기 주파수 2(302) 외의 주파수들에 위치하고 있는 단말기들 중, 상기 서비스 A를 수

신하려는 단말기들을 상기 주파수 2(302)로 이동시키기 위함이다.

이후 상기 단말기(311)가 상기 전용 통지 메시지를 수신하였을 때, 2 단계에서 주파수 1(301)을 선호 주파수 대역으로 하

는 다른 서비스(서비스 B)를 수신 중이었다면, 상기 단말기(311)는 현재 수신중인 서비스 B와 시작할 서비스 A를 동시에

수신할 수 없다. 이는 서비스 A와 서비스 B의 선호 주파수 대역이 서로 틀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말기(311)는 3단계

에서 서비스 A와 서비스 B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서비스를 선택한다. 상기 서비스 선택 과정은 상기 단말기와 사용자 또

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사이의 상호 정보 교환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그런데 SRNC(321)는 상기 서비스 선택 결과를 알지 못한다. 따라서 만일 상기 단말기(311)가 서비스 B를 선택하였더라

도, 상기 SRNC(321)는 상기 단말기(33)가 서비스 B를 선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4단계에서 상기 단말기(311)의 서

비스 A 수신을 위한 주파수 2(302)로의 하드 핸드오버를 결정할 수 있다. 상기 4단계에서 하드 핸드오버를 결정하면, 5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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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상기 SRNC(321)은 물리채널 재구성 메시지를 통해 상기 단말기(311)에게 하드 핸드오버를 지시한다. 상기 단말

기(311)는 하드 핸드오버가 서비스 A의 수신을 위해 주파수 이동을 시키는 것임을 알지 못하므로, 주파수 2(302)로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하게 되어 결국 상기 단말기(311)는 원하는 서비스 B를 수신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상기된 바와 같이 동작하는 종래 기술에 의한 FLC 방법은, CELL_DCH 상태의 단말기를 MBMS 서비스 수신을 위하여 해

당하는 PL로 이동시킬 때, SRNC가 상기 단말기의 상기 서비스 수신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하드 핸드오버를 유발할 수 있다. 또는, CELL_DCH의 단말기가 SRNC로부터 수신하는 하드 핸드오버 지시 메시지

인 물리채널 재구성 메시지가 특정 MBMS 서비스의 PL 이동을 위한 것인지 또는 측정 결과와 셀 로드 제어에 의한 것인지

를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상기 단말기가 잘못된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동작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의 목적은 MBMS 서비스를 수신

하는 CELL_DCH 단말기에 FLC를 적용할 때 효율적인 하드 핸드오버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SRNC가 특정 MBMS 서비스의 세션 스타트 메시지를 SGSN으로부터 수신한 후 상기 단말기의

MBMS 서비스 수신을 위하여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하기 전에, 상기 단말기로부터 상기 서비스 수신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SRNC가 특정 MBMS 서비스의 세션 스타트 메시지를 SGSN으로부터 수신한 후 상기 단말기의

MBMS 서비스 수신을 위하여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할 때, MBMS 서비스 수신을 위한 하드 핸드오버임을 상기 단말기에게

알리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단말기가 MBMS 서비스의 수신 여부 결정에 따라 SRNC의 하드 핸드오버를 거절하도록 하는 방

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단말기를 하드 핸드오버하기 위해 SRNC가 상기 단말기로부터 전송되는 측정 보고와 셀의 로드

제어 정보뿐만 아니라 상기 단말기가 수신하려는 MBMS 서비스의 PL 정보를 참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의 실시예는,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제

공하는 시스템에서 단말기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호 주파수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수신하고자 할 때 효율적

으로 주파수 이동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단말기에게 조인한 서비스에 대해 상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음을 통지하는 메

시지에 상기 통지된 서비스의 선호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실어 송신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기에 의해 선택된상기 통지된 서

비스 혹은 적어도 하나의 다른 서비스를 나타내는 요청 정보를 포함하는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요청 정보

에 따라서 상기 단말기가 상기 선호주파수로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삭제

삭제

삭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서비스 시스템에서 주파수 계층 수렴을 사용하는 단말기

가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선망 제어기로부터 특정 서비스에 대한 세션이 시작하였음을 알리는 전용

통지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가 단말기가 조인한 서비스에 대해 수신하고자 하는 세션을 나타내

면,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에 의해 통지된 서비스를 수신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통지된 서비스를 수신할 것인

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유효성 지시 정보를 포함하는 전용통지 응답 메시지를 상기 무선망 제어기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단말기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호 주파수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수신하고자 할 때 효율적으로 주파수 이동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

서, 단말기에게 조인한 서비스에 대해 상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전용통지 메시지에,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에 의

해 통지된 서비스의 선호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실어 송신하는 과정과,　상기 선호 주파수로의 하드 핸드오버를 지시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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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물리채널 재구성 메시지를 상기 단말기에게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단말기로부터 상기 선호주

파수로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할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물리채널 재구성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삭제

삭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서비스 시스템에서 주파수 계층 수렴을 사용하는 단말

기가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선망 제어기로부터 특정 서비스의 세션이 시작하였음을 알리는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서비스에 대한 선호주파수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물리채널 재구성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

정과,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메시지가 상기 단말기가 조인한 서비스의 수신하고자 하는 세션에 대한 것이면, 상기 물리채

널 재구성 메시지에 의해 통지된 서비스를 수신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확인 결과에 따라, 상기 선호주파수로

하드핸드오버를 수행할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서비스 적용가능/불가 정보를 포함하는 물리채널 재구성 응답 메시지를 상기

무선망 제어기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트/멀티캐스트 서비스(MBMS) 시스템에서 주파수 계층 수렴을 사용

하는 단말기가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에게 조인한 서비스에 대해 상기 서비스가 시작되었

음을 알리는 전용통지 메시지에, 상기 서비스의 선호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실어 송신하는 무선망제어기와, 상기 무선망 제

어기로부터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에 응답하여 미리 정해지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된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에 의해 통지된 서비스 혹은 적어도 하나의 다른 서비스를 나타내는 요청정보를 포함하는 전용통지

응답 메시지를 상기 무선망 제어기로 전송하는 단말기로 구성되며, 상기 무선망 제어기는 상기 요청 정보에 따라 상기 단

말기가 상기 선호 주파수로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할지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공지 기능 또

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

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

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제1 실시예>>

삭제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1 실시예에 따른 CELL_DCH 단말기의 FLC 적용을 고려한 하드 핸드오버 과정을 도시한 도

면이다. 참조번호 401은 주파수 1의 셀에 있는 CELL_DCH 단말기를 나타내며, 참조번호 402는 같은 서비스 지역에 중첩

되어 있는 주파수 2의 셀을 나타낸다. 또한 참조번호 403은 상기 단말기(401)를 제어하는 SRNC를 나타낸다.

411단계에서 SRNC(403)는 SGSN(도시하지 않음)으로부터의 단말기(401)가 조인한 MBMS 서비스에 대한 세션 스타트

메시지를 수신한다. 상기 세션 스타트 메시지는 상기 MBMS 서비스의 세션이 시작할 것임을 나타내는 메시지이며, 서비스

아이디, 세션 아이디, QoS(Quality of Service)정보 등을 포함한다. 412단계에서 상기 단말기(401)의 CRNC(Control

RNC)(도시하지 않음)가 RRM(Radio Resource Management)에 의해 상기 MBMS 서비스의 PL을 결정하고, SRNC(403)

가 상기 CRNC로부터 PL에 대한 정보를 수신한다. 상기 CRNC는 SRNC(403)와 동일하거나 다른 RNC가 될 수 있다. 상기

PL에 대한 정보로는 서비스 아이디, 세션 아이디, 선호 주파수/셀 정보, MBMS 오프셋 정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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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MBMS 서비스의 PL이 주파수2의 셀(402)로 결정되면, 421단계에서 SRNC(403)는 전용 통지(Dedicated

Notification) 메시지를 통해 단말기(401)에게 상기 MBMS 서비스의 세션이 시작될 것이며 상기 MBMS 서비스의 PL이

주파수 2의 셀(402)로 결정되었음을 알린다.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는 상기 서비스의 세션이 시작했음을 알리고, 만약 FLC

를 위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FLC 수행을 위한 주파수/셀 정보, MBMS 오프셋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상기 서비스에 조

인한 CELL_DCH 단말기에게 상기 서비스의 세션이 시작했음을 알리기 위한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는, 상기 MBMS 서비스

에 대한 서비스 아이디, 세션 아이디, 주파수/셀, MBMS 오프셋 정보들을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주파수/셀 정보는 예를 들어, 주파수간 측정 지시(inter-frequency measurement indication), 셀 아이디 등

을 나타내며, 상기 측정결과는 예를 들어 CPICH(Common Pilot Channel) Ec/No(chip energy per White Noise), RSCP

(Received Signal Code Power) 등을 나타낸다.

상기 전용 통지 메시지를 수신한 단말기(401)는 431단계의 전용통지 응답 메시지를 통해 상기 전용 통지 메시지에 따라

상기 통지된 서비스를 수신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 정보를 SRNC(403)에게 전달한다. 상기 전용통지 응답 메시지는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에 응답하여 전달하는 요청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상기 통지된 서비스가 선택되었는지는 나타내

는 정보와 적어도 하나의 다른 서비스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단말기(401)는 432단계에서 측정보고 메시지

를 이용하여 주파수 2의 셀(402)에 대한 측정 결과를 SRNC(403)에게 보고한다. 상기 측정보고 메시지는 3GPP에서 정의

되어 있는 CELL_DCH 단말기의 측정보고 메시지를 이용한다. 상기 도 4에서는 431단계의 전용통지 응답 메시지 전달 이

후에 432단계에서 측정 보고 메시지를 SRNC(403)에 보고하고 있으나, 전용통지 응답 메시지에 측정 보고 결과를 포함하

여 전송 될 수 있다. 즉, 상기 단말기(401)에 통지된 서비스의 수신여부 확인정보가 포함된 전용통지 응답 메시지에 주파수

2의 셀(402)에 대한 측정 결과를 포함시켜, SRNC(403)에 전달하는 것이다. 다른 경우로서, SRNC(403)는 단말기(401)로

부터 가장 최근에 수신한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상기 단말기(401)의 셀 환경을 판단할 경우에는 432단계를 생략한다.

하기 <표 1>은 상기 전용통지 응답 메시지의 포맷을 나타낸다.

[표 1]

하기 <표 1>의 서비스 아이디(Service ID)는 전용통지 메시지를 통해 통지된 서비스의 TMGI(Temporary Mobile Group

Identity) 값이 되며, 유효성 지시정보(Available indication)는 상기 서비스에 대한 단말기의 수신 여부에 대한 확인 값이

다. 상기 유효성 지시정보가 참이면 상기 서비스를 수신하겠다는 뜻이며 거짓이면 상기 서비스를 수신하지 않겠다는 뜻이

다. 원인 값(Cause value)은 상기 유효성 지시정보가 거짓인 때에만 포함되는 값으로써 상기 단말기가 상기 서비스를 수

신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나타내는 값으로 설정된다.

상기 원인 값으로는,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의 서비스가 상기 단말기가 조인한 서비스가 아닐 때 사용되는 불일치 서비스

아이디(invalid service ID),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의 서비스가 상기 단말기가 조인한 서비스라 하더라도 상기 전용통지 메

시지의 세션 아이디가 이미 상기 단말기가 수신한 세션일 때 사용되는 중복 세션(duplicate session), 상기 전용통지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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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서비스가 상기 단말기가 조인한 서비스이며 세션 아이디가 상기 단말기가 이미 수신한 세션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기

단말기가 다른 서비스를 수신중이며 서비스 선택 과정을 통해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의 서비스가 선택되지 않았을 때 사용

되는 선택제외(not selected) 등의 값들이 사용된다. 다른 유효 서비스 리스트(Other available service lists)는 단말기의

서비스 선택 과정을 통해 상기 <표 1>의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의 서비스 아이디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선택된 다른

서비스의 아이디들을 알려준다. 즉, 상기 다른 유효 서비스 리스트는 단말의 미리 설정된 높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된 서

비스를 나타내고 있는 서비스 아이디를 포함하고 있다.

SRNC(403)는 441단계에서 상기 전용통지 응답 메시지에 따른 상기 서비스의 수신 여부 확인 정보, 측정 결과, 셀 로드 정

보를 참조하여 상기 단말기(401)의 하드 핸드오버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상기 단말기(401)로부터 수신한 수신여부 확인

정보가 참이면, 즉 상기 단말기(401)가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에 의해 통지된 서비스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되면, SRNC

(403)는 가급적 상기 단말기(401)를 상기 통지된 MBMS 서비스의 PL인 주파수 2의 셀(402)로 하드 핸드오버하도록 상기

단말기(401)의 이동성을 결정한다. 상기 441단계에서 상기 단말기(401)의 하드 핸드오버가 결정되었을 때, 451.a단계에

서 SRNC(403)는 단말기(401)에게 하드 핸드오버를 지시하는 물리채널 재구성 메시지를 전송한다.

반면 상기 단말기(401)로부터 수신한 수신여부 확인 정보가 거짓이면, 즉 상기 단말기(401)가 상기 통지된 서비스를 선택

하지 않고, 다른 유효 서비스 리스트에 미리 설정된 높은 우선순위를 통해 선택한 다른 서비스 아이디를 기재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면, 451.b 단계에서 SRNC(403)는 가급적 상기 단말기(401)가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하지 않고 현재 셀에 그

대로 머무르도록 상기 단말기(401)의 이동성을 결정한다.

상기 전용통지 응답 메시지는 상기 도 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서비스 수신 여부 확인 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항상 전송할 수도 있지만, 다른 실시예로서 상기 전용통지 응답 메시지는 단말기(401)가 상기 통지된 서비스를 수신하는

경우에만, 또는 수신하지 않는 경우에만 전송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SRNC(403)는 상기 전용통지 응답 메시지가 수신된

경우, 또는 수신되지 않는 경우에, 상기 단말기(401)가 상기 통지된 서비스를 수신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SRNC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501단계에서 SRNC는 SGSN으로부터 특정 MBMS 서비스의 세션 스타트를 수신한다. 502단계에서 SRNC는 CRNC 로부

터 상기 서비스의 세션에 대한 PL 정보를 수신한다. 상기 PL 정보는 서비스 아이디, PL의 주파수/셀 정보, MBMS 오프셋

을 포함한다. 503단계에서 SRNC는 상기 세션 스타트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조인한 CELL_DCH 단말기를 선별한다. 상기

503단계는 상기 단말기가 상기 서비스에 조인할 때 SRNC에 저장되는 서비스 아이디와 상기 단말기의 RRC(Radio

Resource Control) 상태 정보를 참조하여 수행한다. 만약 상기 503 단계에서 상기 서비스에 조인한 CELL_DCH 상태의

단말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521 단계에서 SRNC는 상기 MBMS 서비스를 위한 전용 통지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는다.

만약 상기 서비스에 조인한 CELL_DCH 상태의 단말기가 존재하면, 511단계에서 SRNC는 상기 단말기를 위해 전송할 전

용통지 메시지에, 상기 서비스 아이디와 상기 세션 아이디를 설정하고, 상기 PL 정보의 주파수/셀 정보와 MBMS 오프셋

정보 등을 설정한다. 512단계에서는 상기 전용 통지 메시지가 전용채널(Dedicated Channel, 이하 “DCCH”라 칭함)을 통

해 MBMS 서비스에 조인한 CELL_DCH 상태의 단말기에게 전송된다. 513단계에서 SRNC는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에 대

한 단말기로부터의 응답 메시지, 즉 전용 통지 응답 메시지를 수신한다.

514단계에서 SRNC는 상기 전용통지 응답 메시지의 서비스 아이디의 유효성 지시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한다.

상기 전용통지 응답 메시지의 서비스 아이디의 유효성 지시 정보가 거짓이거나, 또는 다른 유효 서비스 리스트에 단말에서

높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한 다른 서비스 아이디가 존재 한다면, SRNC는 541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단말기가 상기

MBMS 서비스를 위한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할 필요 없이 가급적 현재 셀에 머무르도록 결정한다. 반면 상기 전용통지 메

시지의 서비스 아이디의 유효성 지시정보가 참이라면, SRNC는 531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단말기가 가급적 상기 서비스의

PL로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이는 상기 서비스의 PL로 단말기를 이동시켜 상기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단말기의 동작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601단계에서 단말기는 DCCH를 통해 SRNC로부터 전용통지 메시지를 수신한다. 602단계에서 단말기는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의 서비스 아이디가 상기 단말기가 조인한 MBMS 서비스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한다. 만약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의

서비스 아이디가, 상기 단말기가 조인한 MBMS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603단계에서 단말기는 전용통지 응답 메시

지에 포함될 서비스 아이디를,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의 서비스 아이디로 설정하고, 상기 전용통지 응답 메시지의 유효성

등록특허 10-0724900

- 13 -



지시정보를 거짓으로 설정하며, 원인 값을 불일치 서비스 아이디로 설정한 후 651단계로 진행하여 SRNC로 상기 전용통

지 응답 메시지를 DCCH를 통해 전송한다. 이와 같은 경우는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은 서비스 아이디가 상

기 단말기가 조인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하드 핸드오버를 시킬 필요가 없음을 SRNC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반면,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의 서비스 아이디가 상기 단말기가 조인한 MBMS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면, 604단계에서 상

기 단말기는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의 세션 아이디가 단말기가 수신하고자 하는 세션인지를 확인한다. 만약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의 세션 아이디가, 단말기에서 이미 이전에 성공적으로 수신한 세션이라면, 605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단말기는 전

용통지 응답 메시지에 포함될 서비스 아이디를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의 서비스 아이디로 설정하고, 유효성 지시정보를 거

짓으로 설정하며, 원인 값을 중복세션으로 설정한 후, 상기 651단계로 진행하여 SRNC로 상기 전용통지 응답 메시지를

DCCH를 통해 전송한다. 이와 같은 경우는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은 서비스는 상기 단말기가 조인한 것이

맞지만, 상기 세션은 이미 수신한 것이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수신하지 않을 것임을 SRNC에게 알리는 것이다.

상기 604단계에서 상기 단말기가 상기 세션을 수신할 것으로 결정한다면, 611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단말기가 상기 전용

통지 메시지를 통해 통지된 것이 아닌 다른 서비스를 현재 주파수/셀에서 수신하고 있는 중인지를 체크한다. 만약 상기 단

말기가 다른 서비스를 현재 주파수/셀에서 수신중이 아니라면, 621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단말기는 전용통지 응답 메시지

에 포함될 서비스 아이디를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의 서비스 아이디로 설정하고 유효성 지시정보를 참으로 설정한 후, 651

단계로 진행하여 SRNC로 상기 전용통지 응답 메시지를 DCCH를 통해 전송한다. 이와 같은 경우는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

를 통해 전송받은 서비스의 세션을 단말기가 수신할 것이므로 상기 서비스의 PL로 하드 핸드오버가 필요하다면 시켜줄 것

을 SRNC에게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상기 611단계에서 상기 단말기가 다른 서비스를 수신 중이었다면, 631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단말기는 상기 다른

서비스와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의 서비스를 모두 수신할 수 있는지를 체크한다. 이는 단말기의 성능(Capability)에 관련된

문제로써 예를 들어, 상기 단말기가 멀티 수신 안테나를 가지고 있다면 상기 다른 서비스를 현재 주파수/셀에서 수신하면

서 상기 통지된 서비스를 다른 주파수/셀에서 수신할 수 있다. 단말기의 성능은 상기 예와 같이 멀티 수신 안테나 여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수신할 수 있는 채널의 개수 등 다양하며, 상기 단말기는 상기 단말기 자신의 성능 정보를 참조

하여 상기 서비스들을 모두 수신할 수 있는지 또는 수신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체크한다.

상기 631단계에서 상기 단말기가 모든 서비스를 다 수신할 수 있다면 643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단말기는 전용채널 응답

메시지에 포함될 서비스 아이디를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의 서비스 아이디로 설정하고 유효성 지시정보를 참으로 설정하

며, 유효 서비스 리스트에 상기 통지된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들의 서비스 아이디들을 설정한 후, 651단계로 진행하

여 SRNC로 상기 전용통지 응답 메시지를 DCCH를 통해 전송한다. 이와 같은 경우는 상기 통지된 서비스를 단말기가 수신

할 것이므로 상기 서비스의 PL로 하드 핸드오버가 필요하다면 시켜줄 것을 SRNC에게 요청하는 동시에 상기 단말기가 수

신을 결정한 다른 서비스에 대한 리스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631단계에서 상기 단말기가 모든 서비스를 다 수신할 수 없다면, 641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단말기는 서비스 선택 과

정을 수행하게 된다. 상기 서비스 선택 과정은 상기 단말기를 사용하는 유저 또는 어플리케이션과의 정보 교환을 통해 수

행되며, 사용자의 의도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할당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따라 선택된다.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우

선순위의 서비스가 선택되며, 만약 단말기가 상기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서비스와 함께 일부 다른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

다면 상기 일부 다른 서비스가 함께 선택될 수도 있다.

이후 642단계에서 상기 단말기는 상기 서비스 선택 과정을 통해 상기 통지된 서비스가 선택되었는지를 체크한다. 만약 상

기 통지된 서비스가 선택되지 않았다면, 644단계에서 상기 단말기는 전용통지 응답 메시지에 포함될 서비스 아이디를 상

기 전용통지 메시지의 서비스 아이디로 설정하고, 유효성 지시정보를 거짓으로 설정하며, 원인 값을 선택제외로 설정하고,

유효 서비스 리스트에 상기 선택된 다른 서비스들의 서비스 아이디들을 설정한 후, 상기 651단계로 진행하여 SRNC로 상

기 전용통지 응답 메시지를 DCCH를 통해 전송한다. 이와 같은 경우는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를 통해 통지된 서비스가 수

신 중이던 다른 서비스들로 인해 선택되지 않았으므로 수신하지 않을 것이며, 상기 단말기가 수신하기로 결정한 다른 서비

스들을 SRNC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만약 상기 642단계에서 상기 통지된 서비스가 선택된다면, 643단계에서 상기 단말기는 전용통지 응답 메시지에 포함될

서비스 아이디를 상기 통지된 서비스 아이디로 설정하고, 유효성 지시정보를 참으로 설정하며, 다른 유효 서비스 리스트에

상기 641단계에서 선택된 다른 서비스들의 서비스 아이디들을 설정한 후, 651단계로 진행하여 SRNC로 상기 전용통지 응

답 메시지를 DCCH를 통해 전송한다. 이와 같은 경우는 상기 통지된 서비스가 수신 중이던 다른 일부 서비스와 함께 선택

되었으므로 하드 핸드오버가 필요하면 시켜줄 것을 SRNC에게 요청하며, 상기 단말기가 수신을 결정한 다른 서비스들에

대한 리스트 정보를 SRNC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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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실시예>>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에 따른 CELL_DCH 단말기의 MBMS FLC 적용을 고려한 하드 핸드오버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참조번호 701은 주파수 1의 셀에 있는 CELL_DCH 단말기를 나타내며, 참조번호 702는 같은 서비스 지

역에 중첩되어 있는 주파수 2의 셀을 나타내고, 참조번호 703은 상기 단말기(701)의 SRNC를 나타낸다.

711단계에서 SRNC(703)는 SGSN(도시하지 않음)으로부터 단말기(701)가 조인한 특정 MBMS 서비스에 대한 세션 스타

트 메시지를 수신한다. 상기 세션 스타트 메시지는 상기 서비스의 세션이 시작할 것임을 나타내는 메시지이며, 서비스 아

이디, 세션 아이디, QoS 정보 등을 포함한다. 712단계에서 단말기(701)의 CRNC가 RRM에 의해 상기 서비스의 PL을 결

정하게 되면, SRNC(703)는 상기 CRNC로부터 PL에 대한 정보를 수신한다. 상기 CRNC는 SRNC(703)와 동일하거나 다

른 RNC가 될 수 있다. 상기 PL 정보로는 서비스 아이디, 세션 아이디, 선호 주파수/셀 정보, MBMS 오프셋 정보 등이 있

다.

만약 상기 서비스의 PL이 주파수 2의 셀(702)로 결정되었다면, 721단계에서 SRNC(703)는 전용통지 메시지를 통해 단말

기(701)에게 상기 서비스의 세션이 시작될 것이며 상기 서비스의 PL이 결정되었음을 알린다.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는 상

기 서비스 아이디, 세션 아이디, 702의 주파수/셀, MBMS 오프셋 정보들을 포함한다. 상기 도 4의 제 1 실시예에서는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가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상기 도 7의 제 2 실시예에서는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가 생략될 수 있

다. 741 단계의 물리채널 재구성 메시지가 상기 전용통지 메시지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731단계에서 SRNC(703)는 상기 통지된 서비스의 PL 정보, 측정 결과, 셀 로드 정보를 참조하여 단말기(701)를 가급적

상기 통지된 서비스의 PL인 주파수 2의 셀(702)로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하도록 결정한다. 만약 단말기(701)를 주파수 2

의 셀(702)로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할 것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741단계에서 SRNC(703)는 물리채널 재구성 메시지를 단

말기에게 전송하여 하드 핸드오버를 지시하게 된다.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메시지는 원인 값과 서비스 아이디 및 세션 식

별자 등의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여기서 상기 원인 값은 MBMS PL 이동(Move to MBMS PL)을 나타내는 값으로 설정되

며, 서비스 식별자와 세션 식별자는 상기 통지된 서비스의 서비스 아이디 값과 세션 아이디 값으로 설정된다. 즉, 상기 제2

실시예는, 하드 핸드오버를 지시하는 상기 물리 채널 재구성 메시지에 상기 MBMS PL 이동을 나타내는 원인 값과 서비스

아이디와 세션 아이디를 설정함으로써, 단말기(701)에게 상기 하드 핸드오버가, 세션이 시작될 MBMS 서비스 수신을 위

해 PL로 이동시키기 위해 발생함을 알려준다.

상기 단말기(701)는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메시지를 수신하면, 751.a단계 또는 751.b단계에서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메

시지에 대한 응답인 물리채널 재구성 실패 또는 완료 메시지를 SRNC(703)에게 전송한다. 상기 751.a단계의 물리채널 재

구성 실패 메시지는 상기 단말기(701)가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이미 다른 서비스를 수신 중이었으

며,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아이디, 세션 아이디, MBMS PL 이동 정보를 해독한 결과 상기

통지된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전송된다. 또한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실패 메시지는, 상기 서비스의 세션을 이미 성

공적으로 수행하여 상기 세션에 대해 재수신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전송된다. 즉, 상기 단말기(701)는 상기 통지된 서비스

의 수신을 위한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실패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는 상기 통

지된 서비스가 상기 단말기(701)에서 선택되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이다.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실패 메시지는 서비스 적용불가(not applicable service)를 나타내는 원인 값을 포함하며, 상기 통

지된 서비스를 제외하고 상기 단말기(701)가 수신하기로 결정한 다른 서비스들의 서비스 아이디들을 포함하는 유효 서비

스 리스트를 가진다. 즉, 단말기(701)는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실패 메시지를 통해, SRNC(703)에게 상기 통지된 서비스의

수신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드 핸드오버를 거절하는 동시에 상기 단말기(701)가 수신하기로 결정한 다른 서비스들에 대한

리스트 정보 또한 제공한다.

상기 751.b단계의 물리채널 재구성 완료 메시지는 상기 단말기(701)가 상기 통지된 서비스를 수신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에 전송된다. 예를 들면, 단말기(701)가 상기 통지된 서비스와 세션 아이디를 판독하여 수신하기로 바로 결정하거나, 또는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메시지를 수신하였을 때 다른 서비스를 이미 수신 중이었으며 서비스 선택 과정을 수행하여 상기 물

리채널 재구성 메시지를 통해 통지된 서비스가 선택되었을 때, 상기 단말기(701)는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완료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는 상기 통지된 서비스가 단말기(701)에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하드 핸드오버를 수락하였음을 알리기 위한 것

이다.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완료 메시지는 서비스 적용가능(applicable service)을 나타내는 원인 값을 포함하며, 상기 물리채

널 재구성 메시지에 의해 통지된 메시지를 제외하고 상기 단말기(701)가 수신하기로 결정한 다른 서비스들의 서비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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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들을 포함하는 유효 서비스 리스트(Available service list)를 가진다. 즉,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완료 메시지를 통해 단

말기(701)는 SRNC(703)에게 상기 통지된 서비스의 수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했음을 알리는 동시에

단말기(701)가 수신하기로 결정한 다른 서비스들에 대한 리스트 정보 또한 제공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에 따른 SRNC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801단계에서 SRNC는 SGSN으로부터 특정 MBMS 서비스에 대한 세션 스타트 메시지를 수신한다. 802단계에서 SRNC는

CRNC로부터 상기 서비스의 세션에 대한 PL 정보를 수신한다. 상기 PL 정보는 서비스 아이디, PL의 주파수/셀 정보,

MBMS 오프셋을 포함한다. 803단계에서 SRNC는 상기 세션 스타트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조인한 CELL_DCH 단말기를

선별한다. 상기 803단계는 상기 단말기가 조인할 때 SRNC에 저장되는 서비스 아이디와 상기 단말기의 RRC 상태 정보를

참조하여 수행된다. 만약 상기 서비스에 조인한 CELL_DCH 상태의 단말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SRNC는 811단계로 가

서 전용통지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는다. 반면 상기 서비스에 조인한 CELL_DCH 상태의 단말기가 존재하면, SRNC는 812

단계로 가서 상기 단말기를 위해 전송할 전용통지 메시지에 상기 MBMS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아이디 및 세션 아이디를

설정하고, 상기 서비스 세션의 PL 정보인 주파수/셀 정보, MBMS 오프셋 정보 등을 설정한다. 813단계에서는 상기 전용통

지 메시지가 DCCH를 통해 상기 단말기에게 전송된다.

814단계에서 SRNC는 가급적 상기 단말기를 상기 서비스의 PL로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하도록 결정한다. 815단계에서 상

기 단말기의 측정 결과, 셀 로드 정보, 상기 서비스의 PL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단말기를 상기 서비스의 PL로 하드 핸드오

버를 시키기로 결정하였다면, SRNC는 822단계로 진행하여 물리채널 재구성 메시지를 상기 단말기에게 전송한다. 이때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메시지는 MBMS 서비스의 PL로의 이동으로 인해 하드 핸드오버가 발생함을 알리는 MBMS PL 이

동의 원인 값을 포함하며, 상기 서비스 아이디와 세션 아이디를 또한 포함한다.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메시지를 전송 후 SRNC는 823단계에서 상기 단말기의 응답 메시지를 수신한다. 만약 상기 823단

계에서 수신된 응답 메시지가 물리채널 재구성 실패 메시지이며,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실패 메시지가 서비스 적용불가의

원인 값과 유효 서비스 리스트를 가진다면, SRNC는 841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단말기의 하드 핸드오버를 취소하고 가급

적 상기 단말기가 현재 셀에 그대로 머무르도록 상기 단말기의 이동성을 결정한다. 이때 SRNC는 상기 유효성 서비스 리스

트에 의해 서비스 컨텍스트(Context) 또는 단말기 컨텍스트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

반면 상기 831단계에서 수신된 응답 메시지가 물리채널 재구성 완료 메시지이며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완료 메시지가 서

비스 적용가능의 원인 값과 유효 서비스 리스트를 가진다면, SRNC는 833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단말기가 상기 서비스의

PL로 하드 핸드오버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찬가지로 SRNC는 상기 유효 서비스 리스트에 의해 서비스 컨텍스트 또

는 단말기 컨텍스트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예에 따른 단말기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901단계에서 단말기는 MBMS PL 이동의 원인 값, 서비스 아이디, 세션 아이디를 포함하는 물리채널 재구성 메시지를 수

신한다. 902단계에서 단말기는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메시지의 서비스 아이디가 상기 단말기가 조인한 MBMS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체크한다. 만약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메시지의 서비스 아이디가 상기 단말기가 조인한 MBMS 서비스

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903단계에서 상기 단말기는 물리채널 재구성 실패 메시지에 포함될 원인 값을 서비스 적용불가로

설정한 후 952단계로 가서 SRNC로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실패 메시지를 전송한다.

반면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메시지의 서비스 아이디가 상기 단말기가 조인한 MBMS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면, 904단계

에서 상기 단말기는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메시지의 세션 아이디가 상기 단말기가 수신하려는 것인지를 체크한다. 만약 상

기 물리채널 재구성 메시지의 세션 아이디가 상기 단말기가 이전에 이미 성공적으로 수신한 세션을 나타낸다면, 상기 단말

기는 반복적으로 전송되는 상기 세션을 수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기 903 단계에서 상기 단말기는 물리채널 재구성 실

패 메시지에 포함될 원인 값을 서비스 적용불가로 설정한 후, 952단계로 진행하여 SRNC로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실패 메

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904단계에서 상기 단말기가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메시지의 세션 아이디를 가지는 세션을 수신할 것으로 결정한다

면, 911단계에서 상기 단말기는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메시지를 수신하였을 때 다른 서비스를 현재 주파수/셀에서 수신하

고 있는지를 체크한다. 상기 단말기가 다른 서비스를 현재 주파수/셀에서 수신중이 아니었다면, 921단계에서 상기 단말기

는 물리채널 재구성 완료 메시지에 포함될 원인 값을 서비스 적용가능으로 설정한 후 954단계로 가서 상기 물리채널 재구

성 메시지에 의해 지시된 PL로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하고 SRNC로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완료 메시지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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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기 단말기가 다른 서비스를 이미 수신 중이었다면, 931단계에서 상기 단말기는 상기 수신 중인 다른 서비스와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메시지에 의해 통지된 서비스를 모두 수신할 수 있는지를 체크한다. 이와 같은 경우는 단말기의 성능에

관련된 문제로써 예를 들어, 상기 단말기가 멀티 수신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동시에 수신할 수 있는 채널의 개수

등에 따른 것이다. 상기 단말기가 상기 서비스들을 모두 수신할 수 있다면, 953단계에서 상기 단말기는 물리채널 재구성

완료 메시지에 포함될 원인 값을 서비스 적용 가능으로 설정하고 유효 서비스 리스트에 상기 통지된 서비스를 제외한 수신

중이던 다른 서비스들의 서비스 아이디들을 설정한 후, 954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통지된 MBMS 서비스의 PL로 하드 핸드

오버를 수행하고 SRNC로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완성 메시지를 전송한다.

반면 상기 단말기가 상기 서비스들을 모두 수신할 수 없다면, 941단계에서 상기 단말기는 서비스 선택 과정을 수행하게 된

다. 상기 서비스 선택 과정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사용자 또는 어플리케이션과의 정보 교환을 통해 결정될 수 있으며, 사용

자의 의도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할당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따른다.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서비스가

선택되며, 만약 단말기가 상기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서비스와 함께 일부 다른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다면 상기 일부 다른

서비스도 함께 선택될 수 있다.

942단계에서 상기 단말기는 상기 서비스 선택 과정을 통해 상기 통지된 서비스가 선택되었는지를 체크한다. 만약 상기 통

지된 서비스가 선택되지 않았다면, 951단계에서 상기 단말기는 물리 채널 재구성 실패 메시지에 포함될 원인 값을 서비스

적용불가로 설정하고 유효 서비스 리스트에 상기 선택된 다른 서비스들의 서비스 아이디들을 설정한 후, 952단계로 진행

하여 SRNC로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실패 메시지를 전송한다. 반면 상기 통지된 서비스가 선택된다면 953단계에서 상기

단말기는 물리채널 재구성 완료 메시지에 포함될 원인 값을 서비스 적용가능으로 설정하고, 유효 서비스 리스트에 상기 선

택된 다른 서비스 아이디들을 설정한 후, 954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통지된 MBMS 서비스의 PL로 하드 핸드오버를 수행하

고 SRNC로 상기 물리채널 재구성 완료 메시지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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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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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CELL_DCH의 단말기를 MBMS 서비스 수신을 위한 하드 핸드오버 결정시, SRNC가 상기 단말기의 서비스 수

신 여부에 대한 정보를 통보 받음으로써, CELL_DCH의 단말기가 SRNC로부터 수신하는 하드 핸드오버 지시 메시지인 물

리채널 재구성 메시지가 특정 MBMS 서비스의 PL 이동을 위한 것인지, 기존의 측정결과와 셀 로드 제어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게 되어 정확한 하드 핸드오버가 가능해 지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MBMS FLC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종래의 CELL_DCH 단말기의 하드 핸드오버 과정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종래의 CELL_DCH 단말기에 FLC를 적용하는 절차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예에 따른 CELL_DCH 단말기의 FLC 적용을 고려한 하드 핸드오버 과정을 도시한 도

면.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 예에 따른 SRNC의 동작을 도시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 실시 예에 따른 단말기의 동작을 도시한 흐름도.

등록특허 10-0724900

- 17 -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 예에 따른 CELL_DCH 단말기의 MBMS FLC 적용을 고려한 하드 핸드오버 과정을

도시한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 예에 따른 SRNC의 동작을 도시한 흐름도.

도 9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 실시 예에 따른 단말기의 동작을 도시한 흐름도.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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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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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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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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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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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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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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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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