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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멀티미디어 방송/다중방송 서비스를 지원하는이동통신시스템에서 제어 정보의 전송에 따른 오류 호

출확률을 감소시키는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방송/다중방송 서비스(MBMS)를 지원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상기 MBMS에 대한 제어 정보의 전

송의 존재 여부를 사용자 단말에게 알려주는 호출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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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본 발명은 사용자 단말이 MBMS 서비스에 대한 제어 정보의 존재를 독립적으로 알리는 호출 지시 채널을 수신하고

상기 호출 지시 채널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호출 지시자를 확인하여 상기 요청한 MBMS 서비스와 관련된 제어 정보의 존

재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MBMS 서비스에 의한 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MBMS, MBMS Specific PICH, Notification Indicator, False Alarm Probability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삭제

도 1은 멀티미디어 방송/다중방송 서비스(MBMS)를 지원하는 3세대 비동기 이동통신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3세대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데이터 혹은 제어 정보의 전송에 따른 호출 지시 채널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MBMS를 지원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제어 정보의 전송에 따른 MBMS 전용 호출 지시 채널을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서 제안된 MBMS 전용 호출 지시 채널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라 통고 지시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라 통고 지시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라 통고 지시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멀티미디어 방송/다중방송 서비스(Multimedia Broadcast/Multicast service : 이하

'MBMS'라 칭함)에 관한 것으로, 특히 상기 MBMS에 따른 제어 정보 존재 여부를 사용자 단말로 통고하는 경우, 상기 통고

에 따른 호출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종래의 음성 서비스 뿐만 아니라, 패킷 데이터,

서킷 데이터 등과 같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패킷 서비스 통신과 또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전송할 수 있는 멀티미

디어 방송/통신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상기 멀티미디어 방송/통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나이상의 멀티

미디어 데이터 소스에서 다수의 사용자 단말기(User Equipment, 이하 'UE'라 한다.)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방

송/멀티캐스트 서비스(Multimedia Broadcast/Multicast Service, 이하 '"MBMS'라 칭함) 서비스가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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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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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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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위치하

고 있는 다수의 셀들로 동일한 데이터를 전송하여야 하므로, 각 셀별로 위치하는 사용자들의 수에 따라 일대일(Poi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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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이하 'PtP'라 칭함) 또는 일대다(Point to Multipoint: 이하 'PtM'이라 칭함) 접속이 이루어진다. 즉, 상기 PtP는 상

기 UE들에 대해서 UE별로 원하는 MBMS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전용채널이 할당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반면

에, PtM는 동일한 MBMS 서비스를 요청한 UE들에 대해 MBMS 서비스 별로 공통채널이 할당되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

게 된다.

이하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상기 이동통신망에 대한 일 예로서 3세대 비동기 이동통신 망의 표준인 3GPP(3rd

Generation Project Partnership : 이하 "3GPP"라고 칭함) 을 예로 들어 설명하나, 그 외의 MBMS를 사용하는 다른 이동

통신 망에서 본 발명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도 1은 제 3세대 비동기 이동통신의 표준규격인 3GPP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MBMS를 지원하는 일 예 및 상기 3GPP 이

동통신 네트워크에서 MBMS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노드들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중심망(Core Netwrok :이하 'CN'이라 칭함, 100)은 MBMS 서비스의 공급과 UTRAN(UMTS

Radio Access Network :이하 'UTRAN'이라 칭함, 110)까지의 전송과, 사용자 단말(User Equipment, 120, 121, 122)의

인증 역할을 수행한다. UTRAN(110)은 CN(100)과 UE(120, 121, 122)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MBMS 서비스의

전송을 위한 유무선 자원 할당 및 관리를 수행한다. 상기 UTRAN은 무선망 제어기 (Radio Netwrok Controller :이하

'RNC'라 칭함, 111) 과 기지국(이하 'node B'라 칭함, 112) 으로 구성되며, 상기 RNC(111)는 다수의 node B(112)들을 제

어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node B(112)를 포함하여 다수의 node B들은 각각 다수의 셀들로 구성된다. 상기 셀은 무선 통

신 망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통신 영역이며, 각 셀들의 주파수 혹은 위치로 인해 구별될 수 있다.

UE#1(120), UE#2(121) 및 UE#n(122)은 상기 MBMS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는 사용자 단말기로서 각 셀 당 다수의 UE

들이 존재할 수 있다.

상기 MBMS 서비스의 기본 서비스 단위는 셀이며, 상기 셀의 무선 환경 및 MBMS 서비스를 수신 받을 UE들의 수를 고려

하여 PtP방식, 혹은 PtM방식의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상기 MBM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기 MBMS 서비스의 시작 혹은 임의의 MBMS 서비스의 세션

(Session, CN에서 MBMS 서비스 전송의 기본 단위)의 시작을 알려주고, 또한 MBMS 서비스의 형태 즉, PtP방식 혹은

PtM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UE들의 수를 파악하는 카운팅(counting)과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때, 상기 카운팅(counting)과정에 따라 상기 MBMS 서비스가 PtM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상기 PtM 서비스

를 수신하기 위한 채널 정보를 알려주어야 하며, 상기 MBMS 서비스의 전송 도중 전송 형태의 변화, 즉 PtP 혹은 PtM을

알려주는 등 다수의 제어 정보가 전송되어야 한다. 이에 앞서 상기 제어 정보의 전송 여부를 UE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

법이 필요하다.

도 2는 현재 3GPP 통신망에서 UE에게 음성 서비스, 페킷 서비스 혹은 제어 정보의 전송이 존재함을 알려주는데 사용하는

호출 채널 및 호출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호출 지시 채널 (Paging Indicator Channel : 이하 'PICH'라 칭함, 220)은 10ms 길이를 가지며, 확

산계수 256으로 대역 확산되어 전송되는 채널이다. 상기 PICH(220)는 10ms 당 300 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 이때, 상기

300비트 중에 12비트(223)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영역 즉, 미사용 영역으로서 할당되며, 이는 추후의 이동통신시스템의

확장을 위하여 예약되어 있는 비트들이다.

따라서, PICH(220)는 10ms당 288 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PICH(220)는 10ms당 최소 18비트에서 최대 144비

트까지의 호출 지시자 (Paging Indicator : 이하 'PI'라 칭함, 221)를 전송할 수 있다. 즉, 각각의 PI는 최소 2개의 비트와

최대 16개의 비트로 구성되며, 상기 10ms당 전송될 수 있는 PI의 수는 호출이 필요한 UE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

다.

이때, 상기 PI(221)의 값이 긍정 ( +1 ) 이면 상기 UE는 도 2에 도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기 UE에 대한 호출 정보를 전송

하는 호출 채널(Paging Channel： 이하 'PCH'라 칭함)을 수신하여, 상기 UE에 대한 호출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반면

에, 상기 PI의 값이 부정(-1)이면 다음번 PICH를 수신할 때 까지 기다려서 다시 PI에 대한 값을 확인하게 된다. 상기 PCH

는 UE의 식별자와 상기 UE를 호출한 이유를 알려주는 이유(cause)값등의 상세 호출 정보를 호출 지시자를 확인한 U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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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송한다. 따라서, 상기 UE는 상기 상세 호출 정보를 수신한 후에야 호출 존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게 된다.

즉, 긍정( +1 ) 을 가진 PI를 확인하고, PCH를 수신한 후에야 최종적으로 호출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상기 긍정

적인 PI 을 수신하는 것을 일차 호출이라 하며, PCH를 수신하여 최종 호출을 확인하는 것을 2차 호출이라 칭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3GPP 이동통신 망에서는 UE들의 배터리 절약을 위하여 상기 UE별로 특정위치에서 호출 정보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는 실제 음성서비스나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항상 상기

UE가 자신에 대한 호출이 존재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PICH를 계속적으로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상기

PICH를 계속적으로 수신함에 따라 상기 UE의 배터리 소모량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UE는 CN 불연속 수신 주기(Discontinuous Reception Cycle) 또는 UTRAN 불연속 수신 주기(UTRAN

Discontinuous Reception cycle)(200)에서만 상기 PICH를 수신하여 호출 정보의 존재 유무를 확인한다. 즉, 상기 CN 불

연속 수신 주기(Discontinuous Reception Cycle) 또는 UTRAN 불연속 수신 주기(UTRAN Discontinuous Reception

cycle)(200)는 상기 UE의 전원 절약을 위해 사용되는 파라미터로서, CN DRX 주기는 CN에서 결정된 값이고, UTRAN

DRX 주기는 UTRAN에서 결정되어 사용되는 값이다. 상기 CN 불연속 수신 주기(Discontinuous Reception Cycle) 또는

UTRAN 불연속 수신 주기(UTRAN Discontinuous Reception cycle)(200)는 시스템 정보를 전송하는 방송채널(Broad

Cast Channel :이하 BCH라 칭함)을 통해 셀 내의 UE들에게 전송된다.

또한, UE는 자신이 UTRAN 과 무선 자원 제어 (Radio Resource Control : 이하 'RRC'라 칭함) 연결 상태에 있을 경우에

는 UTRAN DRX 주기를 사용하여 상기 UE에 대한 1차 호출 정보가 있음을 확인하고, 유휴 모드 (idle mode）에 있을 경

우에는 CN DRX 주기를 사용하여 상기 UE에 대한 1차 호출 정보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러한 상기 CN DRX 주기와 UTRAN DRX 주기(200)는 UE의 배터리 절약뿐만이 아니라 이동통신망내의 UE들에 대한

호출 신호를 분산해서 상기 UE들이 다른 UE들에 대한 1차 호출을 자신에 대한 1차 호출로 잘못 인식하여 불필요하게 수

신기를 작동하는 동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하나의 PICH안에 18개의 PI들이 전송되고, CN DRX 주기가 1.28 sec라면, 실제로 UE의 호출에 사용되는 PI

의 수는 18* 128 = 2304개가 된다. 이동통신망내에 호출을 기다리는 UE의 수를 10,000만이라 하고, PICH내의 PI만으로

UE에 대한 1차 호출을 구별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하나의 PI는 대략 556개의 UE들에 대한 1차 호출이 있음을 알려주게

되고, 실제 단 하나의 UE만을 1차 호출하는 경우에도 다른 555개의 UE 들도 PCH를 수신하여, 2차 호출을 최종 확인하게

된다. DRX 주기를 사용하게 되면 대략 5개의 UE들이 하나의 PI에 대응되고, 하나의 UE에 대한 1차 호출이 있음을 알려주

는 경우, 불필요하게 2차 호출을 위해 PCH를 수신하는 UE의 수는 4개로 줄어들게 된다.

도 3은 MBMS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상기 MBMS 서비스에 대한 제어 정보가 존재함을 알려주는 일 예

를 도시한 도면이다.

3GPP에서 MBMS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어 정보가 존재함을 알려주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음성서비스, 또는 패킷 서비스

에 따른 제어 정보가 존재함을 알려주는 이전의 호출 방식과 일부 유사하다. 즉, 호출 지시자 수신 이후에 호출 메시지를

수신함으로 해서 최종적인 호출을 확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3GPP에서는 MBMS 서비스에 따른 제어 정보의 호출을 알려주기 위하여 MBMS 전용 호출 지시 채널

(MBMS Specific Paging Indicator Channel :이하 'MICH'라 칭함, 320)을 규정한다. 상기 MICH로 전송되는 321 및 322

는 상기 MBMS 서비스에 따른 호출이 존재함을 알리는 통고 지시자(Notification indicator : 이하 'NI'라 칭함)이다. 상기

통고는 임의의 MBMS 서비스에 가입한 UE들에게 상기 MBMS 서비스의 시작 혹은 상기 MBMS 서비스의 세션 시작 및 관

련된 제어 정보가 존재함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한 도 3에서는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기 통고(notification) 메시지는

MBMS 제어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정의된 MBMS 공통 제어 채널(MBMS Common Control Channel :이하 'MCCH'라 칭

한)를 통해서 전송된다.

이하 본 발명의 설명에 있어서 MBMS를 지원하는 UE가 긍정적인 값을 갖는 NI를 수신하는 것을 1차 통고라 하고, MCCH

를 통해서 전송되는 상기 통고 메시지 혹은 다른 제어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2차 통고라 칭한다.

또한, 상기 3GPP에서는 상기 MBMS를 수신하는 UE의 배터리 절약을 위해서 MBMS를 위한 별도의 DRX 주기를 정의하

지 않았다. 이는 상기 UE가 MBMS 서비스 외 다른 서비스(일반 패킷 서비스 및 서킷 서비스)에 대한 1차 호출을 위한

DRX 주기와 상기 MBMS 서비스에 따른 1차 통고를 위한 DRX 주기 즉, 두 개의 호출 주기에 따라 상기 UE의 수신기를 불

필요하게 두 번 동작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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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기 MBMS 서비스에 따른 DRX 주기를 정의하지 않음으로 해서 UE의 배터리의 소모는 방지할 수 있으나, 상기

도 2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DRX 주기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PI의 개수를 늘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1차 통고를 위한 하나의 NI에 대응되는 MBMS 서비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2차 통고를

위한 MCCH를 수신하게 되는 UE의 수가 늘어나는 문제점을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3GPP 이동통신시스템에서 1000개의 MBMS 서비스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하나의 MICH에 18개의 NI가 존

재한다고 가정하면, 1차 통고를 위해 56개의 서비스는 하나의 NI에 대응된다. 이때, 각각의 MBMS 서비스가 다수의 UE들

에 대한 것임을 고려하고, MBMS 전용 DRX 주기 없이 단순히 MICH 안의 NI들을 사용하여 다수의 MBMS 서비스에 대한

1차 통고를 수행한다면 상기 MBMS 서비스에 따른 UE들은 2차 통고를 위하여 불필요하게 MCCH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

점이 발생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상기

방송 서비스에 따른 제어 정보의 존재 여부를 알리는 통고 메시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MBMS 제어 정보 혹은 통고 메시지가 존재함을 알려주는 1차 통고 방법에 있어서 UE가 가입하

지 않은 서비스로 인해 불필요하게 통고 채널을 수신하는 것을 줄여주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 단말이 요청한 방송 서비스에 따른 위치

정보를 방송 채널을 통해 수신된 정보를 통해 확인하고, 상기 정해진 위치에서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통고 지시자를 확

인하여 통고 채널을 수신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 단말이 상기 통지 지시자와 MBMS

서비스의 대응 관계를 계산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이 가입한 서비스에 대한 통고가 존재함을 인지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

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결정된 NI와 MBMS 서비스의 대응 관계를 UTRAN이 UE에게 알려주어, 상기 MBMS 서비스에

가입한 UE가 통고 채널이 존재함을 인지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기지국에서 MBMS 통지 그룹과 해당 MBMS 서비스에 따른 통고 채널이 존재함을 나타내는 통

지 지시자(NI)를 결정하여 전송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의 실시 예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 단말들과, 상기 사용자 단말들

에게 서비스별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 접속망과, 상기 무선 접속망과 연결되어 상기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망을 포함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소정의 사용자 단말이 요청한 방송 서비스에 따른 제어 정보의 전송을 통고하는 채널

을 효율적으로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송 서비스에 따른 제어 정보의 전송을 통고하는 채널의 존재를 나타내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통고 지시자를 포함하는 통고 지시자 채널을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사용자 단말이 설

정된 주기에 상기 통고 지시자 채널을 확인하여 상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통고 지시자가 긍정적인 값을 가지는 경우에 상

기 방송 서비스에 따른 제어 정보의 전송을 통고하는 채널을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안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 단말들과, 상기 사용자 단

말들에게 서비스별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 접속망과, 상기 무선 접속망과 연결되어 상기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망을 포함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소정의 사용자 단말이 요청한 방송

서비스에 따른 제어 정보의 전송을 통고하는 채널을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 단말이 요청한 방송 서비스에 따른

제어 정보를 전송하는 통고 채널의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통고 지시자 채널에 대한 정보를 방송 채널을 통해 수신하는 과

정과, 상기 통고 지시자 채널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방송 서비스에 따른 제어 정보가 존재함을 나타내는 적어도 하

나 이상의 통고 지시자의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위치에서 상기 방송 서비스에 따른 적어도 하나 이상의 통

고 지시자가 긍정적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기 방송 서비스에 따른 제어 정보의 전송을 통고하는 채널을 확인하

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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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동

작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만이 설명되며 그 외의 부분의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흩트리지 않도록 생략될 것이라는 것

을 유의하여야 한다.

본 발명은 멀티미디어 방송/다중방송 서비스(MBMS)를 지원하는 3세대 비동기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상기 MBMS 서비스

의 시작, MBMS 서비스의 세션 시작 및 MBMS 관련 제어 정보들을 MBMS 서비스에 가입한 UE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기 제어 정보들이 존재함을 알려주는 1차 통고 작업을 수행할 시에 임의의 MBMS 서비스에 가입한

UE가 다른 MBMS 서비스에 대한 1차 통고에 의해 2차 통고 확인 즉, 호출 오류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UE가 설정되어 있는 UE 전용 DRX주기에서 가입한 MBMS 서비스에 대한 1차 통고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며, 상위 시스템인 CN 혹은 UTRAN이 상기 MBMS 서비스에 따른 1차 통고를 위한 NI들을 전송할 시 신뢰

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하 본 발명에서는 MBMS 서비스에 따른 제어 정보의 호출 존재 여부를 알려주는 MBMS 전용 호출 지시 채널(MBMS

Specific Paging Indicator Channel :이하 'MICH'라 칭함)을 이용하여 UE가 요청한 MBMS 서비스에 대응하는 호출 메시

지 즉, 통고 메시지의 존재 여부는 나타내는 통고 지시자(Notification indicator : 이하 'NI'라 칭함)를 확인한다. 이때 상기

UE는 상기 MICH에서 하나의 NI를 수신하여 상기 UE가 가입한 MBMS 서비스에 대한 1차 통고를 확인하는 대신에, 적어

도 하나 이상의 NI를 수신하여 해당 MBMS 서비스에 대한 1차 통고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도 4는 본 발명에서 제안한 1차 통고를 위한 방법을 사용하여 UE가 가입한 MBMS 서비스의 시작, 해당 서비스의 세션 시

작 혹은 제어 정보의 전송을 위한 1차 통고가 있음을 감지하는 방법을 개념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420은 MBMS 서비스에 따른 NI를 전송하는 MICH이며, 이때 다수의 NI가 전송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하나의 MICH가 18개의 NI를 전송하며, UE들이 가입한 혹은 서비스 가능한 MBMS 서비스가 300개로 존재한다고 가

정한다. 이때, 각각의 MBMS 서비스는 서비스 식별자로 서로 구별이 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18개의 NI에 대응하여 MBMS 서비스에 따른 MBMS 통고(notification) 그룹이 존재하게 되며, 하나의 통고

(notification)그룹당 대략 17개의 MBMS 서비스들이 포함된다.

즉, 상기 MBMS 통고 그룹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일 예는 상기 MBMS 서비스들의 식별자를 NI의 숫자인 18로 모듈러

(modular)연산을 수행하여, 그 나머지 값에 따라 18개의 MBMS 통고(notification)그룹에 대응시키는 것이다.

이때, 임의의 UE가 하나의 MBMS 서비스를 가입하여 상기 MBMS 서비스가 속한 MBMS 통고(Notification)그룹과 대응

하는 NI를 수신하게 되면, 상기 UE는 상기 UE가 가입한 서비스외에 다른 서비스로 인해 16번의 NI를 수신하게 된다. 따라

서 UE는 해당 MBMS 서비스에 대응하여 통고 메시지 즉, 최종 정보가 전송되는 MCCH를 16번 정도 불필요하게 수신하게

된다.

하기의 <표 1>에서는 본 발명에 따라 제안된 다수개의 NI를 통해 UE가 통고 메시지(notification) 혹은 제어 정보의 존재

함을 인지하게 될 경우, 상기 10ms의 MICH에서 구별 가능한 MBMS 통고 그룹을 도시한다. 즉, 하기의 <표 1>은 선택된

NI의 값에 따른 MBMS 통고 그룹을 도시한다.

[표 1]

Total Number of NIs Number of NI to be selected Combination value

6 1 6

6 2 15

6 3 20

6 4 15

6 5 6

6 6 1

9 1 9

9 2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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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 84

9 4 126

9 5 126

9 6 84

9 7 36

9 8 9

9 9 1

18 1 18

18 2 153

18 3 816

18 4 3060

18 5 8568

18 6 18564

18 7 31824

18 8 43758

18 9 48620

18 10 43758

18 11 31824

18 12 18564

18 13 8568

18 14 3060

18 15 816

18 16 153

18 17 18

18 18 1

상기 <표 1>의 제일 첫 번째 열인 Total Number of NIs는 하나의 MICH에 할당된 통고 지시자의 개수를 나타낸다. 즉,

Total Number of NIs는 MICH당 NI의 총수를 의미한다. 두 번째 열인 Number of NI to be selected는 통고

(Notification) 혹은 제어 정보의 존재를 인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NI의 수를 나타낸다. 세 번째 열인 Combination value는

상기 NI의 총수에 대해서 임의의 MBMS 서비스에 대한 통고(notification) 혹은 제어 정보의 존재함을 인지하게 위해 사용

되는 NI의 수의 변화에 따른 가능한 MBMS 통고 그룹의 수를 나타낸다.

상기 <표 1>에 따라 18개의 NI가 있고, 하나의 NI만을 사용하여 상기 통고 그룹을 구별하면 18개의 통고 그룹이 가능하

고, 2개의 NI를 사용하여 구별하면 153개의 통고 그룹이 가능하다.

따라서, 300개의 MBMS 서비스를 가정하면, 총 18개의 NI에서 1개의 NI를 사용하게 되면 UE는 다른 서비스들에 대한 1

차 통고들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2차 통고를 확인하기 위하여 16번 MCCH를 수신해야 한다. 반면에, 총 18개의 NI에서 2

개의 NI를 사용하게 되면 UE가 불필요하게 2차 통고를 위한 MCCH를 수신해야 하는 횟수는 대략 1번이 되고, 3개의 NI를

사용하게 되면 UE가 불필요하게 MCCH를 수신하는 횟수는 0이 된다.

여기서, 상기 세 번째 열의 계산 결과는 하기의 <수학식 1>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수학식 1

상기 <수학식 1>에서 C는 수학에서 사용하는 조합연산자를 의미하며, NNI는 하나의 MICH내의 존재하는 NI의 총 수,

NNIS는 통고(Notification) 혹은 제어 정보의 존재함을 인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NI들의 수가 된다.

상기 <표 1>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1차 통고를 위해 사용하는 NI의 수(Total Number of NIs)가 일정 수까지 증가하면 하

나의 MICH내의 MBMS 통고(Notification) 그룹도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9C2의 경우와 18C1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하

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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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9C2의 경우 하나의 NI당 36개의 비트가 대응되고, 18C1의 경우 하나의 NI당 18개의 비트가 대응된다. 이때, 상기 전

송되는 모든 비트의 전송 전력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9C2의 방법에서 전송되는 NI의 송신 전력이 18C1 의 방법에서 전송

되는 NI의 송신전력의 2배가 된다.

따라서 9C2의 방법에서 하나의 NI당 UE의 수신 능력은 최대로 향상되며, 또한 통고 그룹의 수도, 9C2의 경우가 18C1의 경

우보다 두 배가 된다. 즉, 동일한 송신전력을 MICH의 개개의 비트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본 발명에서 제안된 방법을 사용

하면, 각각의 1차 통고를 위한 NI의 수신 오류 확률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통고 그룹(Notification Group)의 수를 증가시

켜서 UE가 2차 통고를 위해 MCCH를 불필요하게 수신할 확률을 감소하게 된다.

상기 도 4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표 1> 및 <수학식 1>을 이용한 본 발명은 하기와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하나의 MICH내의 MBMS 통고 그룹의 수를 증가시키게 된다.

2. UE가 불필요하게 MCCH를 수신하게 될 확률을 줄일 수 있다.

3. UE가 10ms의 MICH를 수신하면서도, 상기 1과 2의 장점을 가질 수 있기에 UE의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다.

4. 동일한 MICH 송신 전력을 가정했을 경우, NI의 수신 오류 확률을 낮출 수 있으며, Notification 그룹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상기 전술한 바와 같이 증가한 통고 그룹에 따라 NI들의 위치를 대응시키는 방법도 필요하다.

하기의 <표 2>는 상기 통고 그룹에 대한 NI의 위치를 대응시키는 방법에 대한 일예로, 9C2를 도시한 것이다. 즉, 하기의 <

표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9C2의 경우의 MBMS 통고 그룹과, NI의 사이의 대응관계를 도시한다.

상기 9C2의 경우, NNI의 총 수는 9가 되며, NNIS의 수는 2가 된다. 따라서, 상기 통고 그룹의 수는 36이 된다. 여기서 첫 번

째 열은 9C2의 조합에 따라 0에서 35지의 통고 그룹을 나타낸다. 0부터 8에 대응하는 열은 각각의 NI의 위치를 의미한다.

즉, 첫 번째 행에서 0이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 NI의 위치이며, 8은 9번째 NI의 위치이다. 여기서, 할당된 각각의 NI

(shadow되어 있는 영역)은 해당 NI가 긍정응답(+1)으로 설정되어 전송됨을 의미한다.

즉, MBMS 통고 그룹 0에 속하는 MBMS 서비스에 대한 1차 통고가 필요할 시에는 첫 번째 NI와 두 번째 NI가 "1"로 설정

되어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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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기 <표 2>에서 MBMS 통고 그룹과 상기 2개의 NI의 대응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NI의 위치를 나타내는 두 개의 인자

가 필요하다. 첫 번째 NI의 위치를 PNI1(I)라 하고, 두 번째 NI의 위치를 PNI2(J)라 할 경우, 상기 I와 J의 값은 하기의 수학식

들을 만족하는 0 혹은 양의 정수가 된다.

수학식 2

수학식 3

여기서, I는 상기 <수학식 2>를 만족하는 최대한의 양의 정수이다.

수학식 4

수학식 5

상기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수학식을 통하여 PNI1(I) 과 PNI2(J) 즉, 각각의 NI의 위치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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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MBMS 통고 그룹이 10인 MBMS 서비스에 대한 1차 통고가 있을 경우, <수학식 2>, <수학식 3>를 통해서 계산

된 I의 값은 4가 되며, J의 값은 0이 된다. <수학식 4>와 <수학식 5>을 통해서 계산된 첫 번째 NI의 위치는 9개의 NI중에 5

번째가 되며, 두 번째 NI의 위치는 9개의 NI 중 첫 번째 NI가 된다. 이러한 결과는 상기 <표 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기 <수학식 2>, <수학식 3>, <수학식 4>. <수학식 5>은 NNIS의 수가 2일 경우, NNI의 수가 2 이상인 모든 값에 대하여

성립한다.

상기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MBMS 통고 그룹에 대응되는 MBMS 서비스들의 통고 혹은 제어 정보들이 존재함을 알려주

는 NI들의 대응관계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MBMS 서비스를 수신하는 UE들에게 전달 가능하다.

제 1실시예

도 5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라 통고 지시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즉, 상기 도 5는 UE가

UTRAN 혹은 CN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들을 수신하여, 상기 UE가 가입한 MBMS 서비스에 대한 1차 통고를 스스로 인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단계 501에서 UE(500)는 이전에 MBMS 서비스 안내 방송(Announcement)을 통해 인지한 MBMS

서비스들 중 수신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 서비스 요청(Joining Request) 메시지를 CN(520)으로 전송한다.

상기 서비스 요청(Joining Request)메시지는 상기 UE(500)의 식별자 및 상기 UE(500)가 요청한 MBMS 서비스의 식별자

를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파라미터등도 포함될 수 있다.

단계 521에서 CN(520)은 상기 서비스 요청(Joining Request) 메시지를 수신한 이후에 가입자 인증 절차를 수행한다. 상

기 가입자 인증은 상기 UE(500)에 대한 인증 작업 및 상기 UE(500)가 가입한 MBMS 서비스에 대하여 상기 UE(500)가

수신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상기 UE(500)가 수신하기를 요청한 상기 MBMS 서비스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별

절차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CN(520)에서 수행하는 인증 절차들은 상기 CN(520)에 속하는 하나의 엔터티를 통

해 수행할 수도 있으며, 또는 여러 개의 엔터티에서 수행될 수도 있다.

단계 522에서 CN(520)은 상기 UE(500)가 요구한 MBMS 서비스에 대하여 MBMS 서비스의 수신 가능 여부를 서비스 응

답 메시지(Joining response)를 통해 UE(500)에게 전송한다. 상기 단계 522에서 서비스 응답 메시지(Joining response)

를 수신한 UE(500)는 단계 511에서 UTRAN(510)이 전송하는 BCH를 수신한다. 본 발명의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기 도 5에서는 UE(500)가 서비스 응답 메시지(Joining Response)메시지를 수신한 이후에 BCH를 수신하는 것으로 하

였으나, UE(500)는 자기가 위치한 셀의 시스템 정보를 언제든지 수신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BCH는 UE가 위치한 셀의

시스템 정보를 전송하는 방송 채널로서, CN(520)의 정보, UTRAN(510)의 정보등을 전송하며, 상기 UE(500)가 수신할

수 있는 공용 채널에 대한 정보도 전송한다.

상기 단계 511은 상기 UE(500)가 MBMS 서비스에 따른 1차 통고 작업 수행을 위하여 BCH로부터 필요한 정보들을 수신

하는 것을 나타낸다. 즉, 단계 511에서 상기 UE(500)는 MICH 채널 정보, 상기 MICH 10ms 내에 전송되는 NI의 총수, 즉

NNI 및 1차 통고를 인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NNIS 등을 수신한다. 상기 MICH 채널 정보, NNI, 와 NNIS 등은 종래 존재하고

있던 BCH의 시스템 정보 블록등을 통하여 전송될 수 있으며, 또한 MBMS를 위하여 새로 정의된 BCH의 시스템 정보 블록

을 통하여 전송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단계 502에서 상기 UE(500)는 상기 단계 511에서 수신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MICH를 수신하여, 상기 UE(500)

가 가입한 MBMS 서비스의 세션 시작 혹은 제어 정보 존재 여부를 계속 판별하게 된다.

이때, 상위 계층에서 상기 UE(500)가 가입한 MBMS 서비스의 시작 시점 혹은 MBMS 서비스의 세션 시작 시점이 되면 단

계 523에서 CN(520)은 UTRAN(510)으로 세션 시작(Session start)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세션 시작(Session Start)

메시지에는 상기 MBMS 서비스 식별자등과 상기 MBMS 서비스를 전송하기 위한 제어 정보등이 포함될 수 있다.

상기 단계 523에서 세션 시작(Session Start) 메시지를 수신한 UTRAN(510)은 MBMS 서비스가 시작됨을 인지하고, 단

계 512에서 MICH내의 NI들을 적절한 값으로 설정하게 된다. 즉 UTRAN(510)은 상기 MBMS 서비스에 가입한 UE들이

상기 MBMS 서비스의 시작 혹은 세션의 시작을 인지할 수 있도록, NI 값들을 설정한 후, 단계 513에서 MICH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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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02에서 UE(500)는 MICH를 수신하여, 상기 UE(500)가 가입한 MBMS 서비스에 대한 1차 통고에 부합하는 NI들이

상기 MICH에서 긍정적인 값으로 전송되고 있는지 판별한다. 이때, 상기 NI들이 긍정적인 값으로 전송되고 있으면 MCCH

를 통해 전송되는 제어 메시지를 수신하는 2차 통고를 수신한다.

즉, UE(500)이 해당 MBMS 서비스에 따른 NI위치들을 확인하고, 상기 MICH를 통해 전송되는 해당 MBMS에 따른 NI가

긍정적인 값을 가지는 경우, MCCH를 확인하여 해당 MBMS 서비스에 따른 제어 정보를 확인한다.

제 2실시예

도 6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라 통고 지시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즉, UE가 CN으로부터 필요

한 정보들을 수신하여 상기 UE가 가입한 MBMS 서비스에 대한 1차 통고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단계 601에서 UE(600)는 이전에 MBMS 서비스 안내 방송(Announcement)을 통해 인지한 MBMS

서비스들 중 수신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 상기 UE(600)가 가입한 MBMS 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 요청

(Joining Request)메시지를 CN(620)으로 전송한다. 상기 서비스 요청(Joining Request)메시지는 상기 UE(600)의 식별

자 및 상기 UE(600)가 가입한 MBMS 서비스의 식별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파라미터등도 포함될 수 있다.

단계 621에서 상기 서비스 요청(Joining Request)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CN(620)은 가입자 인증 절차를 수행한다. 상기

가입자 인증은 상기 UE(600)에 대한 인증 작업 및 상기 UE(600)가 가입한 MBMS 서비스에 대하여 상기 UE(600)가 수신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인증 절차를 수행하며, 또한 상기 UE(600)가 수신하기를 원하는 MBMS 서비스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별 절차도 수행할 수 있다.

단계 622에서 CN(620)은 상기 UE(600)가 요구한 MBMS 서비스에 대하여 MBMS 서비스의 수신 가능 여부를 서비스 응

답 메시지(Joining response)를 통해 UE(600)에게 전송한다. 이때, 상기 서비스 응답(Joining response) 메시지에는 상

기 UE(600)가 가입한 MBMS 서비스에 대한 1차 통고를 인지할 수 있는 부가 정보가 담겨 있다. 상기 부가 정보는 상기

UE(600)가 1차 통고를 인지하기 위하여 확인해야 하는 NI들을 표시한 정보로서, 상기 부가 정보 표시의 일예로

"000100001"과 같은 비트맵(bitmap)이 사용될 수도 있다. 즉, 상기 CN(620)은 상기 MBMS 서비스에 대응하여 NI의 위치

를 결정하여 상기 UE(600)로 알려준다. 상기 예에 따라 비트맵에 따라 MICH내에 9개의 NI가 있으며, 그중 4번째 NI와 9

번째 NI가 상기 UE(600)가 요구한 MBMS 서비스의 1차 통고에 사용됨을 의미한다.

단계 611에서 상기 서비스 응답(Joining response)을 수신한 UE(600)는 UTRAN(610)이 전송하는 BCH를 수신한다. 이

는 상기 UE(600)가 1차 통고 절차 수행을 위하여 BCH로부터 필요한 정보들을 수신하는 것을 가리킨다. 상기 601에서

UE(600)는 MICH 채널 정보등을 수신한다. 상기 MICH 채널 정보는 종래에 있던 BCH의 시스템 정보 블록등을 통하여 전

송될 수 있으며, 또한 MBMS를 위하여 새로 정의된 BCH의 시스템 정보 블록을 통하여 전송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기 UE(600)는 단계 611에서 수신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MICH를 수신하여, 상기 UE(600)가 가입한 MBMS 서

비스의 세션 시작 혹은 제어 정보 존재 여부를 계속 판별하게 된다.

단계 623에서 CN(620)은 상기 UE(600)가 가입한 MBMS 서비스의 시작 시점 혹은 MBMS 서비스의 세션 시작 시점이 되

면 UTRAN(610)으로 세션 시작(Session start)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세션 시작(Session Start)메시지는 상기 MBMS

서비스 식별자등과 상기 MBMS 서비스를 전송하기 위한 기타의 제어 정보등이 포함될 수 있다.

UTRAN(610)은 상기 세션 시작(Session Start)메시지를 수신한 후에, 상기 세션 시작(Session Start)메시지에 부합하는

MBMS 서비스가 시작됨을 인지하고, 단계 612에서 MICH내의 NI들을 적절한 값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때, 상기 UTRAN

(610)은 CN(620)으로부터 상기 세션 시작(Session Start)메시지를 수신할 시에 NI 값들을 알 수도 있으며, 상기 CN(620)

으로부터 별도의 메시지를 통하여 상기 NI 값들을 알 수도 있다. 또는 UTRAN(610)이 직접 NI 값들을 설정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별도의 메시지를 CN으로부터 전송 받을 시에는 상기 UTRAN(610)은 MBMS 서비스 통고 그룹(Notification

Group)과 MICH내의 NI들의 대응 관계 전체를 수신 받아서, 상기 세션 시작(session start)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에 적절

한 NI값등을 설정하여 전송할 수 있다.

단계 613에서 UTRAN(610)은 상기 MBMS 서비스에 가입한 UE들이 상기 MBMS 서비스의 시작 혹은 세션의 시작을 인

지할 수 있도록 NI 값들을 설정한 후, MICH를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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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603에서 UE(600)는 MICH를 수신하고, 상기 UE(600)가 가입한 MBMS 서비스에 대한 1차 통고에 부합하는 NI들이

613 MICH에서 긍정적인 값으로 전송되고 있는지 판별한다. 이때, 상기 NI들이 긍정적인 값으로 전송되고 있으면 MCCH

를 통해 전송되는 제어 메시지를 수신하는 2차 통고를 수행한다.

제 3실시예

도 7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라 통고 지시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UE가 UTRAN으로부터 필

요한 정보들을 수신하여, 상기 UE가 가입한 MBMS 서비스에 대한 1차 통고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상기 도 7을 참조하면, UE(700)는 이전에 MBMS 서비스 안내 방송(Announcement)을 통해 인지한 MBMS 서비스들 중

수신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존재하고, 가입한 MBMS 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 요청(Joining Request)메시지를 CN(720)으

로 전송한다. 상기 서비스 요청(Joining Request)메시지는 상기 UE(700)의 식별자 및 상기 UE(700)가 가입한 MBMS 서

비스의 식별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파라미터등도 포함될 수 있다.

단계 721에서 상기 서비스 요청(Joining Request)메시지를 수신한 이후에 CN(720)은 가입자 인증 절차를 수행한다. 상기

가입자 인증은 상기 UE(700)에 대한 인증 작업 및 상기 UE(700)가 가입한 MBMS 서비스에 대하여 상기 UE(700)가 수신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인증 절차를 수행하며, 또한 상기 UE(700)가 수신하기를 원하는 MBMS 서비스가 가능한지에 대

한 판별 절차도 수행할 수 있다.

단계 722에서 CN(720)은 상기 UE(700)가 요구한 MBMS 서비스에 대한 상기 UE(700)의 수신을 허가하는 서비스 응답

(Joining response) 메시지를 UE(700)에게 전송한다. 단계 711에서 UTRAN(710)은 NNI 및 NNIS를 고려하여, MBMS 서

비스 통고 그룹(Notification Group)과 MICH내의 NI들과의 대응 관계를 설정한다. 상기 절차는 상기 UE(700)가 서비스

요청(Joining message)메시지를 전송하기 이전 시점에도 수행될 수 있다.

단계 712에서 UTRAN(710)은 상기 MBMS 서비스 통고(Notification Group)과 MICH내의 NI들과의 대응 관계를 BCH를

통해서 UE(700)및 상기 MBMS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UE들에게 전송한다. 또한, 상기 MBMS 서비스 통고(Notification

Group)과 MICH내의 NI들과의 대응 관계는 MBMS용 제어 정보가 전송되는 MCCH를 통해서 MBMS 서비스에 가입한 UE

들에게 전송될 수도 있다.

여기서, 상기 MBMS 서비스 통고(Notification Group)과 MICH내의 NI들과의 대응 관계가 BCH를 통해서 전송될 시에는

시스템 블록 혹은 MBMS를 위해서 새로 정의된 시스템 블록에 담겨서 전송될 수 있다. 반면에, 상기 MBMS 서비스 통고

(Notification Group)과 MICH내의 NI들과의 대응 관계가 MCCH를 통해서 전송될 시에는, 상기 UE(700) 및 MBMS에 가

입한 UE들은 MCCH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를 BCH에서 획득하고, MCCH를 수신한 이후에 알 수 있다.

즉, 단계 722에서 서비스 응답(Joining response)를 수신한 UE(700)는 단계 712에서 UTRAN(710)이 전송하는 BCH를

수신한다. 상기 UE(700)는 1차 통고 작업 수행을 위하여 상기 BCH로부터 필요한 정보들을 수신하게 된다. 상기 712에서

UE(700)는 MICH 채널 정보, NNI, NNIS 및 단계 711에서 결정된 MBMS 서비스 통지 그룹(Notification Group)과 NI값들

의 대응 관계를 수신한다. 상기 정보들은 상기 BCH의 시스템 정보 블록을 통하여 전송될 수 있으며, 또한 MBMS를 위하여

새로 정의된 BCH의 시스템 정보 블록을 통하여 전송될 수도 있다.

단계 702에서 상기 UE(700)는 701에서 수신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MICH를 수신하고, 상기 UE(700)가 가입한 MBMS 서

비스의 세션 시작 혹은 제어 정보 존재 여부를 계속 판별하게 된다.

단계 723에서 상기 UE(700)가 가입한 MBMS 서비스의 시작 시점 혹은 MBMS 서비스의 세션 시작 시점이 되면 CN(720)

은 UTRAN(710)으로 세션 시작(Session start)메시지를 전송한다. 상기 세션 시작(Session Start)메시지에는 상기

MBMS 서비스 식별자등과 상기 MBMS 서비스를 전송하기 위한 기타의 제어 정보등이 포함될 수 있다.

상기 세션 시작(Session Start) 메시지를 수신한 UTRAN(710)은 해당 MBMS 서비스가 시작됨을 인지하고, 단계 712에

서 MICH내의 상기 MBMS에 대응하는 NI들을 적절한 값으로 설정하게 된다. 그 후, 단계 713에서 UTRAN(710)은 상기

MBMS 서비스에 가입한 UE(700) 및 다른 UE들이 상기 MBMS 서비스의 시작 혹은 세션의 시작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정

된 NI 값들을 MICH를 전송한다.

등록특허 10-0640403

- 12 -



단계 703에서 UE(700)는 MICH를 수신하여, 상기 UE(700)가 가입한 MBMS 서비스에 대한 1차 통고에 부합하는 NI들이

긍정적인 값으로 전송되고 있는지 판별한다. 이때, 상기 NI들이 긍정적인 값으로 전송되고 있으면 MCCH를 통해 전송되는

제어 메시지를 수신하는 2차 통고를 수행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제어 정보들이 존재함을 알려주는 1차 통고 작업을 수행할 시에 임의의 MBMS 서비스에

가입한 UE가 다른 MBMS 서비스에 대한 1차 통고에 의해 2차 통고 확인을 시작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NI를 확인하여 상기 가입한 MBMS 서비스에 대한 1차 통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UE가 불필요하게 제 2통고 즉, MCCH를 확인하는 확률을 줄여 상기 UE의 배터리 소모를 절약하고, 하나의

MICH내의 MBMS 서비스에 대응하는 1차 통고 그룹의 수를 증가시키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으로 MBMS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나 이상의 사용자 단말들과, 상기 사용자 단말들에게 서비스별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 접속망과, 상기 무선 접

속망과 연결되어 상기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망을 포함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소정의 사용자 단말이 요청한 방

송 서비스에 따른 제어 정보의 전송을 통고하는 채널을 효율적으로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송 서비스에 따른 제어 정보의 전송을 통고하는 채널의 존재를 나타내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통고 지시자를 포함

하는 통고 지시자 채널을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사용자 단말이 설정된 주기에 상기 통고 지시자 채널을 확인하여 상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통고 지시자가 긍정적인

값을 가지는 경우에 상기 방송 서비스에 따른 제어 정보의 전송을 통고하는 채널을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

는 상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접속망과 사용자 단말간에 상기 방송 서비스에 따른 통고 지시자 채널의 적어도 두개 이상의

통고 지시자들의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접속망과 사용자 단말간에 시그널링을 통해서, 상기 방송 서비스에 따른 통고 지시자 채널의 적어도 두개 이상

의 통고 지시자들의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접속망과 사용자 단말간에 동일한 수학식이나 동일한 내부 동작을 수행하여, 상기 방송 서비스에 따른 통고 지

시자 채널의 통고 지시자들의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등록특허 10-0640403

- 13 -



청구항 5.

하나 이상의 사용자 단말들과, 상기 사용자 단말들에게 서비스별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 접속망과, 상기 무선 접

속망과 연결되어 상기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망을 포함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소정의 사용자 단말이 요청한 방송 서비스에 따른 제어 정보의 전송을 통고하는 채널을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

서,

사용자 단말이 요청한 방송 서비스에 따른 제어 정보를 전송하는 통고 채널의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통고 지시자 채널에

대한 정보를 방송 채널을 통해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통고 지시자 채널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방송 서비스에 따른 제어 정보가 존재함을 나타내는 적어도 하나 이

상의 통고 지시자의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위치에서 상기 방송 서비스에 따른 적어도 하나 이상의 통고 지시자가 긍정적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기 방송 서비스에 따른 제어 정보의 전송을 통고하는 채널을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6.

하나 이상의 사용자 단말들과, 상기 사용자 단말들에게 서비스별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 접속망과, 상기 무선 접

속망과 연결되어 상기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망을 포함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소정의 사용자 단말이 요청한 방송 서비스에 따른 제어 정보의 전송을 통고하는 채널을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

서,

사용자 단말이 요청한 방송 서비스에 대응하여 상기 방송 서비스에 따른 통고 채널의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통고 지시자의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응답 메시지를 핵심망으로부터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위치 정보에 따라 정해진 위치에서 적어도 하나이상의 통고 지시자를 포함하는 통고 지시자 채널을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통고 지시자가 긍정적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기 방송 서비스에 따른 제어 정보의 전송

을 통고 채널을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7.

하나 이상의 사용자 단말들과, 상기 사용자 단말들에게 서비스별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 접속망과, 상기 무선 접

속망과 연결되어 상기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망을 포함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소정의 사용자 단말이 요청한 방송 서비스에 따른 제어 정보의 전송을 통고하는 채널을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

서,

상기 사용자 단말이 요청한 방송 서비스에 따른 통고 채널의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통고 지시자의 위

치정보를 포함하는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방송 서비스에 따른 통고 지시자의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방송 채널을 무선 접속망으로부터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위치 정보에 따라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통고 지시자들을 포함하는 통고 지시자 채널을 수신하여 상기 통고 지시

자가 긍정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기 방송 서비스에 따른 제어 정보의 전송을 통고 채널을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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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사용자 단말들과, 상기 사용자 단말들에게 서비스별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 접속망과, 상기 무선 접

속망과 연결되어 상기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망을 포함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소정의 사용자 단말이 요청한 방송 서비스에 따른 제어 정보의 전송을 통고하는 채널을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

서,

상기 핵심망이 사용자 단말로부터 방송 서비스의 수신을 요청하는 메시지에 대응하여 상기 방송 서비스에 따른 통고 채널

의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통고 지시자의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방송 서비스가 시작함을 감지하여 무선 접속망으로 상기 방송 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무선 접속망이 상기 방송 서비스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통고 지시자를 긍정으로 설정하여 통지 지시자 채널

을 통해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9.

하나 이상의 사용자 단말들과, 상기 사용자 단말들에게 서비스별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 접속망과, 상기 무선 접

속망과 연결되어 상기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망을 포함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무선 접속망이 소정의 사용자 단말이 요청한 방송 서비스에 따른 제어 정보의 전송을 통고하는 채널을 전송하

는 방법에 있어서,

핵심망이 상기 사용자 단말이 요청한 방송 서비스와 타 방송 서비스에 따른 통고 채널의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적어도 하

나 이상의 통고 지시자의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응답 메시지를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과정과,

무선 접속망이 상기 방송 서비스와 타 방송 서비스에 따른 제어 정보의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통지 지시자 채널의 총 통지

지시자의 수와 사용 가능한 통지 지시자의 수를 조합하여 상기 방송 서비스에 따른 통지 지시자의 수를 결정한 후, 방송 채

널을 통해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정해진 통고 지시자의 위치 정보에서 상기 방송 서비스에 따라 긍정으로 설정된 통지 지시자들을 포함하는 통지 지시

자 채널을 상기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통고 지시자 채널을 통해 전송되는 방송 서비스의 그룹의 수는 하기의 수학식과 같음을 특징으로 하

는 상기 방법.

여기서, 상기 NNI는 하나의 통고 지시자 채널에 존재하는 통고 지사자의 총수를 나타내며, 상기 NNIS는 상기 방송 서비스

에 따른 제어 정보의 전송을 통고하는 NI의 수를 나타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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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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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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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등록특허 10-0640403

- 18 -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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