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451298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7

H04Q 7/20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4년10월06일

10-0451298

2004년09월22일

(21) 출원번호 10-2002-7004347 (65) 공개번호 10-2002-0040834

(22) 출원일자 2002년04월04일 (43) 공개일자 2002년05월30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2년04월04일

(86) 국제출원번호 PCT/FI2000/000955 (87) 국제공개번호 WO 2001/33885

(86) 국제출원출원일자 2000년11월02일 (87) 국제공개일자 2001년05월10일

(81) 지정국 국내특허 :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바베이도스, 불가리아, 브라질, 벨라루스, 캐나다,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중

국, 쿠바, 체코,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랜드, 영국, 그루지야, 헝가리, 이스라

엘, 아이슬란드, 일본, 케냐, 키르기즈, 북한, 대한민국, 카자흐스탄, 세인트루시아, 스리랑

카, 라이베리아, 레소토,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몰도바, 마다가스카르, 마케도

니아, 몽고, 말라위, 멕시코, 노르웨이,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타지키스탄, 투

르크메니스탄, 터어키,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우간다, 미국, 우즈베키스탄, 베트

남, 폴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러시아, 수단, 스웨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안티구아

바부다, 코스타리카, 도미니카연방, 알제리, 모로코,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벨리즈, 모잠비

크, 그레나다, 가나, 감비아, 크로아티아, 인도네시아, 시에라리온, 세르비아 앤 몬테네그로

, 짐바브웨, 인도,

AP ARIPO특허 : 케냐, 레소토, 말라위, 수단, 스와질랜드, 우간다, 시에라리온, 가나, 감비

아, 짐바브웨, 모잠비크, 탄자니아,

EA 유라시아특허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키르기즈, 카자흐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EP 유럽특허 :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독일,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영국,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포르투칼, 스웨덴, 핀랜

드, 사이프러스, 터어키,

OA OAPI특허 : 부르키나파소, 베넹, 중앙아프리카, 콩고, 코트디브와르, 카메룬, 가봉, 기

네,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갈, 차드, 토고, 기네비쏘,

(30) 우선권주장 19992369 1999년11월02일 핀랜드(FI)

(73) 특허권자 노키아 코포레이션

핀랜드핀-02150 에스푸 카일알라덴티에 4

(72) 발명자 아마바아라칼레

핀랜드핀-00530헬싱키하칸니에멘란타18디62

비아렌죽카

핀랜드핀-02320에스푸티르스키쿠자3비13

(74) 대리인 이영필

심사관 : 정해곤

(54) 시그널링 방법



등록특허  10-0451298

- 2 -

요약

본 발명은 셀룰러 통신 네트워크들에서 시그널링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다중 

무선 베어러들이 시그널링 트래픽을 전송하기 위해 할당될 수 있지만, 모든 상위층 시그널링은 어떤 경우든 무선 리

소스 제어(RRC) 프로토콜을 통해 취해진다. 본 창의적인 방법에 있어서, MM 및 상위층 메시지들이 RRC 직접 전송 

메시지를 사용하여 송신되지만, 개별 RLC 실체가 RRC 직접 전송 메시지들을 위해 설정된다.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

예들에 있어서, 개별 무선 베어러들은 개별 CN 도메인들 및/또는 상위층 프로토콜들 및/또는 일 그룹의 RRC 메시지

들을 위해 설정될 수 있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셀룰러 통신 네트워크에서 시그널링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방법 독

립항의 전제부에 명시된 바와 같은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유니버설 이동 통신 시스템(UMTS: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에서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bear

er)의 현재 개념은 상기 셀룰러 네트워크와 이동 통신 수단 간의 시그널링 트래픽을 위하여 하나의 무선 베어러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무선 리소스 제어(RRC: radio resource control) 및 상위 프로토콜 층들 양자는 동일한 

무선 베어러들, 즉 동일한 무선 링크 제어(RLC: radio link control) 실체를 사용한다. 몇몇 구현들에 있어서, 시그널

링 트래픽을 위하여 두 RLC 실체들, 미승인 모드 전송을 위한 하나의 실체 및 승인 모드 전송을 위한 하나의 실체를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실체들을 예를 들어, 설정, 재구성 또는 해제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취급하는 수단

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때때로 상기 시그널링 링크로 불리우는 상기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는 상기 RRC 접속 설정 

절차동안 설정된다. 몇몇 구현들에 있어서, 상기 무선 베어러 서비스가 실제로 PDCP 층에 의해 제공되는 것조차 가

능하다. 이 경우, 상기 PDCP는 시그널링 트래픽을 위 하여 투과 모드(transparent mode)에서 동작할 것이다.

이동성 관리(MM: mobility management) 또는 접속 관리(CM: connection management) 층 메시지들과 같은 상위

층 메시지들은 RRC 직접 전송(RRC DIRECT TRANSFER) 메시지 페이로드에서 이동 통신 수단과 상기 네트워크간

에 운반된다. 상기 프로토콜 스택이 도 1에 도시되어 있다. 도 1은 프로토콜 스택이 접속 관리(CM) 및 이동성 관리(M

M) 프로토콜 층들을 포함하는 회선 교환 코어 네트워크(CN: circuit switched core network) 도메인의 부분적인 프

로토콜 스택의 예 및 프로토콜 스택이 세션 관리(SM: session management)와 패킷 교환 도메인 이동성 관리(PMM:

packet switched domain mobility management) 프로토콜 층들을 포함하는 패킷 교환 코어 네트워크(packet switc

hed core network) 도메인의 예를 도시한 것이다. 이들 프로토콜 스택들 양자는 RRC 직접 전송 메시지(RRC DIREC

T TRANSFER MESSAGE) 페이로드에서 상위층 프로토콜 메시지들의 전송을 처리하는, 상기 RRC 층과 통신한다. 

상기 무선 링크 제어 프로토콜은 미승인되거나 승인된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정될 수 있다. 각 RLC 인

스턴스(instance)는 3 모드들 중 한 모드에서 동작하도록 RRC에 의해 구성된다: 투과 모드(Tr: transparent mode), 

미승인 모드(UM: unacknowledged mode) 및 승인 모드(AM: acknowledged mode). 상기 투과 모드 및 미승인 모

드는 상기 RRC 시그널링 절차들 중 몇몇 절차들에 의해 사용된다. 상기 직접 전송(Direct Transfer) 절차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RRC 시그널링 절차들은 승인 모드 전송을 이용한다. 상기 RLC 층이 상위층들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선 

베어러(RB: radio bearer)로 불리운다. 대응하는 Iu 베어러를 갖는 무선 베어러는 무선 액세스 베어러(RAB: radio ac

cess bearer)를 포함한다.

본 특허 출원서를 작성할 시점에 사용된 종래 기술의 해법을 갖는 문제점들은 주로 시그널링 트래픽의 우선순위 제어

와 관련된다. 예를 들어, 매우 긴 상위층 메시지가 상기 메시지를 버퍼링하는 RLC 층에 전달될 때 그리고 시간 임계(t

ime critical) RRC 메시지가 또한 송신될 필요가 있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기 RLC 층은 더

최근의 메시지들을 전송하기 전에 우선 버퍼링된 메시지들을 전송하는데, 이것은 상기 시간 임계 RRC 메시지의 지연

을 초래한다. 현재 RLC 전송 버퍼에서 대기하는 메시지들에 우선하여 더 최근 메시지들의 우선순위화를 허용하는 메

카니즘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MM 및 CM과 같은 상위층 시그널링이 상기 다양한 상위층 프로토콜들간에 몇몇 

우선순위화 수단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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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특허 출원서를 작성할 시점에, 상이한 서비스 품질(QoS: quality of service) 파라미터들이 상이한 유형들의 시그

널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몇몇 시그널링 베어러들이 설정될 수 있는 것을 최종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최

근에 확인되어왔다.

이러한 요건에 대한 하나의 해법이 제안되어왔다. 이 해법에 의하면, MM 및 상위층 시그널링은 개별 무선 베어러에

서, 어떤 사용자 트래픽과 같은 에어 인터페이스(air interface)를 통해 운반된다. 이 해법은 - RRC 층 기능으로서 정

의되는 - 무결성 제어 기능 및 Iu 인터페이스에서의 기존의 절차들과 관련된 몇몇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도 2는 최근에 제안된 해법에 의한 시그널링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 스택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이 해법에 의하면, M

M 및 다른 상위층 프로토콜들의 시그널링 트래픽은 PDCP 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접 전송된다. 이 해법에 있어서, PD

CP 층으로부터 요구될 기능은 단지 상기 무결성 보호이다. 상기 해법에 의하면, 하나의 사용자 평면(user plane) 무

선 베어러가 모든 상위층 시그널링 프로토콜들을 위해 사용되거나, 개별 사용자 평면 무선 베어러가 각 상위층 프로

토콜 스택을 위하여 할당된다. 도 2의 예에 있어서, 각 CN 도메인은 UE 및 각 CN 도메인간의 시그널링을 위하여 상

이한 무선 액세스 베어러(RAB: radio access bearer)를 채용한다. 이 해법에 의하면, MM 및 RRC 메시지들간의 우

선순위 제어는 정규 무선 베어러/로직 채널 우선순위 제어 메카니즘들을 이용하여 RLC/MAC에서 처리될 수 있다.

이 제안은 몇몇 단점들을 갖는다. 예를 들어, 상기 제안된 해법은 상기 MM 및 PMM 프로토콜 구현들의 복잡성을 증

가시키는데, 이것은 원시 인터페이스들이 상기 RRC 프로토콜 뿐만 아니라 상기 PDCP 프로토콜을 위해 필요하기 때

문이다. 또한 상기 제안된 해법은 현재의 PDCP 기능들에 대한 부가가 될 것이고 패킷 서비스 종속 서브층으로서 PD

CP의 기본 기능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킬 것이다. 이것은 상기 PDCP 프로토콜의 구현들에 복잡성을 부가할 것이다. 

더욱이, PDCP가 사용자 평면 트래픽의 전송을 위해서만 의도되기 때문에, 상기 제안된 해법에서 UE-CN 시그널링은

사용자 평면 트래픽과 같이 취급될 것인데, 이것은 몇몇 변경들이 상기 현재의 Iu 인터페이스 사양들에 아마도 가장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더욱이, 상기 제안된 해법에서 무결성 보호는 두 위치들에서 구현될 필요가 있다: M

M 및 상위 층 시그널링을 위한 PDCP 층에서 그리고 RRC 시그널링을 위한 RRC 층에서. 그 결과, PDCP 프로토콜의 

복잡성은 증가하고 부가적인 헤더 필드가 PDCP 데이터 페이로드 데이터 유닛들(PDU: payload data units)에서 필

요한데, 이것은 상기 무결성 기능이 상기 무결성 보호 알고리즘에 의한 사용을 위하여 카운터 값이 무결성 보호 데이

터의 각 부분과 함께 전송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종래 기술의 전술한 문제점들을 경감시키는, 시그널링 방법을 실현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

적은 상이한 시그널링 트래픽 스트림들의 서비스 품질 레벨들의 결정을 허용하는, 제어 시그널링의 전송을 위한 방법

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기 RRC 프로토콜 층 위의 상기 프로토콜층들에 복잡성을 부가하지 

않고, 본 발명의 상기한 목적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들은 시그널링 트래픽의 전송을 위하여 적어도 두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을 설정함으로써 그리고 상기 시

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에 상위층 시그널링을 라우팅하기 위한 규칙들을 지정함으로써 도달된다.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은 방법 독립항의 특징부에 명시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한 네트워크 요소는 네트워

크 요소로 지향되는 독립항의 특징부에 명시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한 이동 통신 수단은 이동 통신 수단

으로 지향되는 독립항의 특징부에 명시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종속항들은 본 발명의 추가적인 유리한 실시예들을 기

술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적어도 두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bearers)이 시그널링 트래픽의 전송을 위해 설정되고 셀룰러 

네트워크는 상위층 프로토콜들의 상기 시그널링이 상기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에 매핑되는 방법을 형성한다. 다중 

무선 베어러들이 시그널링 트래픽을 전송하기 위해 할당될 수 있지만, 모든 상위층 시그널링은 어떤 경우든 상기 RR

C 프로토콜을 통해 취해진다.

본 창의적인 방법에 있어서, MM 및 상위층 메시지들이 RRC 직접 전송(RRC DIRECT TRANSFER) 메시지들을 이용

하여 송신되지만, 개별 RLC 실체들이 RRC 직접 전송 메시지들을 위해 설정된다.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있어

서, 개별 무선 베어러들은 개별 CN 도메인들 및/또는 상위층 프로토콜들 및/또는 일 그룹의 RRC 메시지들을 위해 설

정될 수 있다.

시그널링 베어러들에 메시지들을 라우팅하는 것은 모든 RRC 직접 전송 데이터 유닛에 포함된 CN 도메인 아이덴티티

정보에 기초하여 유리하게 수행될 수 있다. 개별 무선 베어러들이 상이한 상위층 프로토콜들 또는 상이한 그룹들의 

상위층 프로토콜들을 위해 설정되는 실시예들에 있어서, RRC 직접 전송 데이터 유닛들의 라우팅은 데이터 유닛들의 

내용들의 검사 및 각 데이터 유닛이 어떤 프로토콜과 관련되는지에 대한 해석에 기초하여 유리하게 수행된다.

본 창의적인 방법은 RRC 직접 전송 메시지들에서 메시지들의 전송 결과로서 MM 및 상위층 메시지들의 무결성 보호

를 제공한다. 본 창의적인 방법은 상기 메시지들을 전송하는데 사용된 베어러들의 상기 QoS 파라미터들을 조정함으

로써 상기 무선 인터페이스에서 MM과 상위층 메시지들 및 RRC 메시지들간의 우선순위의 제어를 허용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은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다음에 더 상세히 설명된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의한 시그널링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 스택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도 2는 종래 기술의 다른 해법에 의한 시그널링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 스택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유리한 실시예에 의한 시그널링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 스택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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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무선 베어러들과 관련된 RRC 시그널링을 도시한 것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유리한 실시예에 의한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유리한 실시예에 의한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의 구조의 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유리한 실시예에 의한 이동 통신 수단의 구조의 예를 도시한 것이다.

실시예

A. 본 발명의 제1 그룹의 유리한 실시예들

도 3은 본 발명의 유리한 실시예에 의한 시그널링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 스택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이 도면은 개별 

무선 베어러가 각 CN 도메인에 대해 예약되는 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3에서, 각 무선 베어러는 상기 무선 베어러에 

대응하는 RLC 실체에 의해 표현된다. 도 3은 상기 회선 교환 CN 도메인(CM, MM)으로부 터의 시그널링이 제2 RLC 

실체(102)를 경유하여 전송되고, 반면에 상기 패킷 교환 CN 도메인(SM, PMM)으로부터의 시그널링은 제3 RLC 실

체(103)를 경유하여 전송되며, 반면에 제1 RLC 실체는 RRC 메시지들의 나머지의 전송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도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상기 RRC 프로토콜은 상기 네트워크와 상기 이동 통신 수단, 즉 사용자 장비(UE: user equipment

)간의 시그널링 트래픽의 전송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SRB: signalling radio bearers), 즉 R

LC 실체들을 사용할 수 있다. 즉, UE 및 RNC(무선 네트워크 제어기, radio network controller)간의 상기 시그널링 

링크는 하나 이상의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UE는 모든 시그널링을 위하여 하나의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만을 사용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다. 부가적인 시그

널링 무선 베어러가 설정될 수 있고 상기 RRC 층 및 상기 UE는 이 부가적인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를 사용하여 모든 

RRC 직접 전송 메시지들을 송신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더욱이, 하나 이상의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이 상기 네트워

크에 의해 설정될 수 있다.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네트워크는 상기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의 구성에 대한 결정들을 

행한다. 상기 하나 이상의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을 사용하기 위한 상이한 규칙들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들에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유리한 실시예에 있어서, 개별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이 각 CN 도메인 프로토

콜 스택을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실시예가 도 3에 도시된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RRC 층은 상기 메시지들

을 포함하는 상기 데이터 유닛들에서 상기 CN 도메인 식별 정보를 검사함으로써 무선 베어러를 보정하기 위하여 상

기 RRC 직접 전송 메시지들을 라우팅할 수 있다.

제2 예로서, 본 발명의 유리한 실시예에 있어서, 개별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이 각 상위층 프로토콜을 위해 사용된다

.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RRC 층은 상기 메시지들을 포함하는 상기 데이터 유닛들에서 상기 NAS(네트워크 액

세스 층, network access stratum) 프로토콜 판별기 정보를 검사함으로써 무선 베어러를 보정하기 위하여 상기 RRC

직접 전송 메시지들을 라우팅할 수 있다.

제3 예로서, 본 발명의 유리한 실시예에 있어서, 개별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이 상위층 프로토콜들의 다양하게 미리 

정의된 그룹들을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RRC 층은 상기 메시지들을 포함하는 상기 데이터 유

닛들에서 상기 NAS(네트워크 액세스 층, network access stratum) 프로토콜 판별기 정보를 검사함으로써 무선 베

어러를 보정하기 위하여 상기 RRC 직접 전송 메시지들을 라우팅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위 레벨 프로

토콜 시그널링을 운반하는 각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는 대응하는 미리 정의된 세트의 NAS 프로토콜 판별기들을 갖는

다.

본 발명은 상기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의 사용에 대해 결정하기 위한 이들 규칙들에 한정되지 않는데, 이것은 다른 

유형들의 규칙들이 또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주어진 메시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상기 PDU 크기에 근거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각 메시지의 길이는 검사되고, 사용될 베어러는 상기 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적어도 부분적으로 선택된다.

본 발명의 다른 유리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라우팅은 상기 상위층 프로토콜 데이터에 첨부된 서비스 품질(QoS: Q

uality of Service) 파라미터에 기초한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위층 프로토콜들은 상기 메시지들이 원하는 Qo

S 레벨을 충족하는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를 경유하여 라우팅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QoS 파라미터를 단일 메

시지들, 복수의 메시지들 또는 예를 들어 모든 메시지들에 부가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RRC 층은 

상기 메시지들을 포함하는 상기 데이터 유닛들로부터 상기 부가적인 QoS 클래스 정보를 검사함으로써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를 보정하기 위하여 상기 RRC 직접 전송 메시지들을 라우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위층 시그널링 메시지들

을 위한 미리 정의된 세트의 QoS 클래스들, 예를 들어 두 QoS 클래스들이 존재할 수 있거나, QoS 클래스들의 수는 

상기 네트워크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바람직하기로는, 각 QoS 클래스를 위하여 개별 무선 베어러가 설정된다. 상기 

QoS 클래스 분리의 예는 다른 시그널링보다 더 낮은 우선순위를 사용할 수 있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short me

ssage service)일 수 있다.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의 수에 대한 결정과 이들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에 트래픽을 분할하기 위한 규칙들에 대한 

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은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RAN: radio access network)의 많은 다른 네트워크 요소들에서

구현될 수 있다. 바람직하기로는,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의 수에 대한 결정과 이들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에 트래

픽을 분할하기 위한 규칙들에 대한 결정을 수행하는 상기 네 트워크 요소는 상기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RNC: radio n

etwork controller)이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사용될 규칙들은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의 수를 사용함으로써 미리 정의된 세트의

규칙들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 각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의 가능한 총수는 미리 정의된 세트의 규칙

들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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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유리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 중 한 베어러는 마스터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

로서 정의될 수 있다. 이 무선 베어러는상기 RRC 접속 설정 절차에서만 설정되고 상기 RRC 접속 해제 절차에서만 해

제된다. 이 마스터 SRB는 상기 종래 기술의 시그널링 베어러처럼 사용될 것이다. 이러한 실시예는 모든 시그널링 베

어러들이 상기 RRC 접속중 에러시 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데, 이것은 이 실시예에서 상기 마스터 SRB가 

무선 베어러 제어 메시지들에 의해 제어될 수 없기 때문이다.

B. 본 발명의 제2 그룹의 유리한 실시예들

본 발명의 유리한 실시예에 있어서, 무선 베어러들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된 메시지들은 또한 상기 시그널링 무선 베

어러들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된다. 상기 메시지들은 상기 RRC 접속 설정(RRC CONNECTION SETUP), 무선 베어러

재구성(RADIO BEARER RECONFIGURATION), 무선 베어러 해제(RADIO BEARER RELEASE) 및 무선 베어러 설

정(RADIO BEARER SETUP) 메시지들이다. 상기 메시지들의 사용은 도 4를 참조하여 다음에 설명된다. 종래 기술에

있어서, 이들 메시지들은 상기 사용자-평면 무선 베어러들을 제어하는데만 사용되고 시그널링을 제어하는데 사용되

지 않는다. 이 들 메시지들의 상기 종래 기술의 사용 및 상기 RRC 프로토콜들의 다른 메시지들의 기술에 관한 더 많

은 상세들은 상기 UMTS 시스템의 RRC 프로토콜 사양들에서 발견될 수 있다. 도 4는 4 RRC 층 절차들, 즉 RRC 접속

설정, 무선 베어러 설정, 무선 베어러 재구성 및 무선 베어러 해제 절차들을 도시한 것이다. 상기 RRC 접속 설정 절차

는 상기 이동 통신 수단 및 상기 네트워크간의 상기 RRC 접속을 개시하고, 반면에 여기에 열거된 이들 네 절차들중 

다른 세 절차들은 단일 무선 베어러들을 제어하는데 사용되고 RRC 접속의 존속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거나 발생할 수

없다. 도 4는 이동 통신 수단(UE, 사용자 장비) 및 상기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UTRAN, UMTS 지상 무선 액세스 네

트워크)간의 시그널링을 도시한 것이다.

상기 RRC 접속 설정 절차는 상기 UE에 의해 개시되는데, 상기 UE는 상기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에 RRC 접속 요청(R

RC CONNECTION REQUEST) 메시지를 송신한다(300). 상기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는 RRC 접속 설정 메시지를 송

신함으로써 상기 메시지에 응답하는데, 상기 RRC 접속 설정 메시지는 설정될 상기 RRC 접속에 대한 다양한 파라미

터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UE는 RRC 접속 설정 완료(RRC CONNECTION SETUP COMPLETE) 메시지를

송신함으로써(310) 상기 RRC 접속 설정 절차를 마친다.

상기 무선 베어러 설정 절차는 상기 네트워크에 의해 개시되는데, 상기 네트워크는 상기 UE에 무선 베어러 설정(RA

DIO BEARER SETUP) 메시지를 송신한다(320). 상기 메시지는 막 설정될 상기 무선 베어러의 다양한 파라미터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UE는 무선 베어러 설정 완료(RADIO BEARER SETUP COMPLETE) 메시지를 송신함

으로써(325) 상기 메시지에 응답한다.

상기 무선 베어러 재구성 절차는 상기 네트워크에 의해 개시되는데, 상기 네트워크는 상기 UE에 무선 베어러 재구성(

RADIO BEARER RECONFIGURATION) 메시지를 송신한다(330). 상기 메시지는 영향을 받는 상기 무선 베어러 또

는 베어러들을 위한 새로운 파라미터 값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UE는 무선 베어러 재구성 완료(RADIO BE

ARER RECONFIGURATION COMPLETE) 메시지를 송신함으로써(335) 상기 메시지에 응답한다.

상기 무선 베어러 해제 절차는 상기 네트워크에 의해 개시되는데, 상기 네트워크는 상기 UE에 무선 베어러 릴리스(R

ADIO BEARER RELEASE) 메시지를 송신한다(340). 상기 메시지는 해제될 상기 베어러를 식별하는 정보를 포함한

다. 상기 UE는 무선 베어러 해제 완료(RADIO BEARER RELEASE COMPLETE) 메시지를 송신함으로써(345) 상기 

메시지에 응답한다.

본 발명의 유리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모든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의 설정 및 구성은 상기 RRC 접속 설정 절차동

안 행해진다. 이것은 상기 RRC 접속 설정 메시지에 설정될 상기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에 대한 정보를 부가함으로

써 유리하게 실행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구성의 하나의 유리한 예는 본 출원에서 나중에 제시된다.

본 발명의 유리한 일 실시예에 있어서, 단지 하나의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만이 상기 RRC 접속 설정 절차동안 설정되

고 구성된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이 상기 RRC

접속동 안 나중에 설정되고 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유리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는 상기 RRC 접속동안 부가적인 시그널링 무선 베어

러들을 설정할 수 있고 상기 상위층 시그널링이 상기 신규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와 기존의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에 

어떻게 매핑되는지를 구성할 수 있다. 이것은 상기 무선 베어러 설정 메시지에 설정될 상기 시그널링 베어러들에 대한

정보를 부가함으로써 유리하게 실행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구성의 하나의 유리한 예는 본 출원에서 나중에 제시된

다.

본 발명의 유리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는 상기 RRC 접속동안 상위층 시그널링 및 어떤 기존

의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 간의 상기 매핑을 재구성할 수 있다. 이것은 상기 무선 베어러 재구성 메시지에 재구성될 상

기 시그널링 베어러들에 대한 정보를 부가함으로써 유리하게 실행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구성의 유리한 일 예는 본 

출원에서 나중에 제시된다.

본 발명의 유리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는 상기 RRC 접속동안 어떤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

도 해제할 수 있고 상위층 시그널링 및 어떤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간의 상기 매핑을 재구성할 수 있다. 이것은 상기

무선 베어러 해제 메시지에, 해제될 상기 시그널링 베어러들에 대한 정보 및 상기 신규 재구성 정보를 부가함으로써 

유리하게 실행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구성의 유리한 일 예는 본 출원에서 나중에 제시된다.

다음 문단들 및 표들은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과 관련된 정보가 어떻게 언급된 메시지들에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본 발명의 다양하고 유리한 실시예들에 의한 예들을 도시한 것이다.

상기 RRC 접속 설정 메시지에서,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에 대한 정보는 다음 표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상기 무선 베

어러 정보 요소들 사이에 제공될 수 있다.

명확성을 위하여, 다음 표는 상기 메시지의 무선 베어러(RB: radio bearer) 정보 요소들만을 열거한다.



등록특허  10-0451298

- 6 -

[표 1]

RB 정보 요소들

정보 요소 범위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 정보 0에서 <MaxSRBCount>까지

RB 아이덴티티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 유형

RB 매핑 정보

SRB 매핑 정보

상기 파라미터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 정보'는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의 수를 나타낸다. 그다음 다른 네 파라미터들

은 표시된 횟수만큼 반복된다. 상기 파라미터 'RB 아이덴티티'는 상기 무선 베어러를 식별한다. 상기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 유형' 정보 요소의 목적은 상기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를 위해 필요한 상기 RLC 파라미터들을 표시하는 것이

다. 유리하게는,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 유형' 정보 요소의 각 가능한 값은 미리 정의된 세트의 파라미터들을 지칭한다

. 상기 파라미터 'RB 매핑 정보'는 종래 기술에서와 같이, RLC 프레임들을 물리층 채널들에 다중화하는 것에 대한 상

세들을 나타낸다. 상기 파라미터 'SRB 매핑 정보'는 다양한 프로토콜 메시지들이 어떻게 특정 SRB에 매핑되는지를 

나타낸다. 상기 파라미터 'MaxSRBCount'는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의 최대 수를 정의한다.

상기 무선 베어러 재구성 메시지에 있어서, 상기 SRB 정보는 상기 RB 정보 요소들 중에서 'SRB 매핑 정보'로 표현될 

수 있다. 상기 파라미터는 선택적이고, 상기 특정 무선 베어러가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인 경우에만 존재한다.

상기 무선 베어러 설정 메시지에 있어서, 상기 SRB 정보는 상기 특정 신규 RB가 SRB가 될 경우, 상기 신규 RB 정보 

요소들중에서 'SRB 매핑 정보'로 표현될 수 있고, 상기 특정 다른 RB가 SRB인 경우, 상기 메시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른 무선 베어러들을 위한 정보 요소들 중에서 'SRB 매핑 정보'로 표현될 수 있다. 이들 파라미터들은 선택적이고, 

상기 특정 무선 베어러가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인 경우에만 존재한다.

본 발명의 유리한 일 실시예에 있어서, 'SRB 매핑 정보' 파라미터, 즉 정보 요소의 허용된 값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 0

부터 7까지 범위에 이른다.

0 모든 RRC 시그널링

1 RRC 직접 전송 메시지들을 제외한 모든 RRC 시그널링

2 모든 RRC 직접 전송 메시지들

3 지정된 CN 도메인 아이덴티티들을 갖는 RRC 직접 전송 메시지들

4 상기 지정된 PD를 가지고 NAS 메시지를 운반하는 RRC 직접 전송 메시지들

5 유일한 상기 지정된 RRC 메시지들

6-7 미래의 사용을 위하여 예약됨

상기 값이 3, 4 또는 5인 경우, 대응적으로 CN 도메인 아이덴티티들, NAS PD 정보 및 RRC 메시지 유형들의 상세들

을 기술하는 정보 요소들이 또한 존재한다.

C. 본 발명의 제3 그룹의 유리한 실시예들

도 5는 본 발명의 유리한 실시예에 의한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도 5는 상기 셀룰러 네트워크와 이동 통신 수단간에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시그널링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도 5의 예에 의하면, 상기 방법은 시

그널링 트래픽의 전송을 위하여 적어도 두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을 설정하는 단계(200) 및 상위층 프로토콜들의 시

그널링이 상기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에 매핑되는 방법을 형성하는 단계(201)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유리한 일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방법은 미리 정의된 규칙들에 따라 적어도 두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을 

경유하여 시그널링 트래픽 데이터 유닛들을 라우팅하는 단계(210)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유리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미리 정의된 규칙들은 상기 셀룰러 통신 시스템의 무선 액세스 네트워

크의 네트워크 요소에 의해 설정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유리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미리 정의된 규칙들은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에 의해 설정된다.

본 발명의 유리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라우팅 단계(210)에서, 상이한 코어 네트워크 도메인들로부터의 시그널링은

개별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을 경유하여 라우팅된다(210a).

본 발명의 다른 유리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라우팅 단계(210)에서, 상위층 프로토콜의 시그널링은 상기 상위층 프

로토콜에 특정한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를 경유하여 라우팅된다(210b).

본 발명의 또 다른 유리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라우팅 단계(210)에서, 상위층 프로토콜들의 미리 정의된 그룹의 시

그널링 트래픽은 상기 미리 정의된 그룹에 대응하는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를 경유하여 라우팅된다(210c).

본 발명의 다른 유리한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라우팅 단계에서, 상위층 프로토콜들의 시그널링 트래픽은 상기 상위층

프로토콜 데이터에 첨부된 서비스 품질(Quality of Service) 파라미터에 기초한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를 경유하여 라

우팅된다.

본 발명의 다른 유리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의 설정 단계 및 구성 단계는 상기 RRC 접속 

설정 절차동안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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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유리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RRC 접속동안 추가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를 설정하는 단

계 및 상기 추가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와 이전의 기존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에 대한 상기 상위층 시그널링의 매핑

을 구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유리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상기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에 대한 상위층 시그널링의 매핑

을 재구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유리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를 해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D. 본 발명의 제4 그룹의 유리한 실시예들

도 6은 예로서 광대역 코드 분할 다중 접속(WCDMA: 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전송 방식을 이용

하는 UMTS 무선 네트워크의 RNC 구조를 이용한 셀룰러 통신 네트워크의 전형적인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400)의 

기능적인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은 상기 UMTS 시스템에 한정되지 않고, 또한 다른 유사한 시스템들에서 사

용될 수 있다.

상기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400)는 몇몇 제어 프로세서 유닛들이 접속될 수 있는 스위칭 구성 유닛(SFU: switching f

abric unit)(450)을 포함한다. 다중화 유닛들(MXU: multiplexing units)(440)은 상기 프로세서 유닛들로부터의 저비

트율 데이터 플로우들을 상기 SFU 입력 포트들의 고비트율 데이터 플로우들로 매핑시키기 위하여 다수의 프로세서 

유닛들과 상기 SFU 사이에서 사용될 수 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유닛들(NIU: network interface unit)(410)은 노

드 B 요소들을 향한 Iub 인터페이스, 다른 RNC들을 향한 Iur 인터페이스 및 코어 네트워크 노드들을 향한 상기 Iu 인

터페이스와 같은, 상이한 인터페이스들에 대한 상기 물리층 접속들을 처리한다. 동작 및 유지보수 유닛(OMU: operat

ions and maintenance unit)(430)은 상기 RNC 구성 및 고장 정보를 포함하고 외부 동작 및 유지보수 센터로부터 액

세스될 수 있다. 시그널링 유닛들(SU: signalling units)(420)은 상기 RNC에서 요구되는 모든 제어 및 사용자 평면 

프로토콜들을 구현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RNC에 있어서 상기 시그널링 유닛들(420)에서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 시그널링 유닛들의 상기 프로세서들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수단(460)을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

는데, 그 소프트웨어는 상기 시그널링 유닛들이 본 발명에 따라 수행되도록 한다.

본 발명의 유리한 실시예에 있어서, 셀룰러 통신 시스템의 무선 액세스 네트 워크의 네트워크 요소가 제공된다. 상기 

실시예에 의하면, 상기 네트워크 요소는 시그널링 트래픽의 전송을 위하여 적어도 두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을 설정

하도록 그리고 상위층 프로토콜들의 시그널링이 상기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에 매핑되는방법을 형성하도록 정해진

다.

본 발명의 다른 유리한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요소는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이다.

도 7은 전형적인 이동 통신 수단(UE)(500)의 기능적인 구조를 대략 도시한 것이다. 상기 UE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

I: user interface)(550), 제어 유닛(540), DSP 유닛(530), RF 유닛(520) 및 안테나(510)를 포함한다. 상기 RF 유닛

은 수신되고 송신된 신호들의 무선 주파수 프로세싱을 처리하고 상기 수신된 신호들을 디지털 형태로 변환한다. 상기

DSP 유닛은 인터리빙, 채널 코딩, 다중화 및 분할화와 같은 물리층 프로세싱을 처리한다. 상기 DSP 유닛(530)은 또

한 상기 MAC, RLC 및 PDCP 프로토콜들과 같은 층 2 무선 프로토콜들의 일부 또는 모두를 구현할 수 있다. 상기 RR

C, MM 및 CM 프로토콜들과 같은 층 3 프로토콜들 및 전형적으로 층 2 프로토콜들 중 일부는 상기 제어 유닛(540)에

서 구현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UE에 있어서 상기 제어 유닛(540)에서 구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 제어 유닛의 

프로세서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수단(560)을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는 상기 제어 

유닛이 본 발명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유리한 실시예에 의하면, 셀룰러 통신 시스템을 위한 이동 통신 수단이 제공된다. 상기 실시예에 의하

면, 상기 이동 통신 수단은 상기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 의해 지시되는 바와 같은 적어도 두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에

무선 리소스 제어 프로토콜 메시지들을 라우팅하도록 정해진다.

E. 추가 고려 사항들

본 발명은 몇몇 이점들을 갖는다. 예를 들어 본 창의적인 해법은 본 사양들이 가능한 한 변경되지 않게 유지하면서 이

전에 설명된 종래 기술의 해법들의 유익한 양상들을 보유한다. 더욱이, 본 창의적인 접근은 한 프로토콜 층에서만, 즉 

RRC에서만 무결성 보호를 유지하는 것을 허용한다. 본 창의적인 방법은 상기 PDCP 프로토콜의 복잡성을 증가시키

는 상기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회피한다.

본 창의적인 방법은 본 특허 출원서를 작성할 시점에 CND 도메인 개념들 및 CN 도메인 식별 정보에 기초하여 CN 도

메인들로부터 또는 CN 도메인으로 상위층 시그널링 메시지들의 라우팅에 관하여 본 해법들과 전적으로 양립할 수 있

다. 또한 본 창의적인 방법은 Iu 인터페이스 사양들에 아무런 변경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본 창의적인 방법은 RRC 시그널링 및 상위층 시그널링과 같은 상이한 유형들의 시그널링들간의 우선순위화를 

허용한다. 본 창의적인 방법은 추가로 상이한 유형들의 시그널링을 위하여 상이한 QoS 파라미터들의 사용을 허용한

다. 더욱이, 상기 창의적인 해법은 또한 나중에 요구되는 경우, NAS(네트워크 액세스 층) 및 AS(액세스 층)을 위한 상

이한 무결성 알고리즘의 사용을 허용할 것이다. 이것은 이들 시그널링 플로우들을 위하여 개별 베어러들을 할당함으

로써 그리고 상기 베어러들을 위하여 베어러 특정 무결성을 적용함으로써 실행될 수 있다.

본 출원에 있어서, 시그널링(signalling)이라는 용어는 상기 셀룰러 통신 시 스템들의 기능의 다양한 양상들, 즉 페이

로드 데이터 전송들보다 다른 전송들을 제어하는 다양한 프로토콜들의 메시지들의 전송을 포함할 것이다.

본 출원에서 그리고 특히 첨부한 청구항들에서 상위층 프로토콜(higher layer protocol)이라는 용어는 예를 들어 상

기 이동성 관리(Mobility Management), 호 제어(Call Control) 및 세션 관리(Session Management) 프로토콜들과 

같은, 상기 이동국 및 상기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간에 작용하는 상기 무선 리소스 제어 프로토콜과 어떤 상이한 층 3 

프로토콜 및 상기 이동국과 코어 네트워크간의 모든 층 3 또는 상위층 시그널링 프로토콜들을 포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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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상기 UMTS 시스템(유니버셜 이동 통신 시스템) 및 대응하는 시스템들과 같은, 소위 3세대 이동 셀룰러 시

스템들에서 적용가능하다. 상기 RRC 직접 전송 메시지 명칭과 같은 다양한 메시지 명칭들은 단지 예들이 될 것이고, 

본 발명은 본 명세서에서 인용된 상기 메시지 명칭들을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기한 설명의 관점에서 다양한 변경들이 본 발명의 범위내에서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은 당업자에게 명백할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상세히 설명되었을지라도, 본 발명에 대한 많은 변경들과 변형들이 가능하고, 모든 변

경들과 변형들이 본 발명의 사상과 범위내에 있다는 것은 명백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셀룰러 네트워크와 이동 통신 수단간에 시그널링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에서, 적어도 두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bearers)이 시그널링 트래픽의 전송을 위해 설정되고 상기 셀룰러

네트워크는 상위층 프로토콜의 상기 시그널링이 상기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에 매핑되는 방법을 형성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미리 정의된 규칙들에 따라 상기 적어도 두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을 경유하여 시그널링 트래픽 데

이터를 라우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정의된 규칙들은 상기 셀룰러 통신 시스템의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요소에 의

해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미리 정의된 규칙들은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에 의해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의 설정 및 형성은 무선 리소 스 제어(RRC: radio resource control) 

접속 설정 절차동안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리소스 제어 접속동안 추가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를 설정하는 단계; 및

상기 추가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 및 이전의 기존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에 대한 상위층 시그널링의 매핑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에 대한 상위층 시그널링의 매핑을 재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를 해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라우팅 단계에서, 상이한 코어 네트워크 도메인들로부터의 시그널링은 개별 시그널링 무선 베

어러들을 경유하여 라우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라우팅 단계에서, 상위층 프로토콜의 시그널링은 상기 상위층 프로토콜에 특정한 시그널링 무

선 베어러를 경유하여 라우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라우팅 단계에서, 상위층 프로토콜들의 미리 정의된 그룹의 시그널링 트래픽은 상기 미리 정의

된 그룹에 대응하는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를 경유하여 라우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라우팅 단계에 있어서, 상위층 프로토콜의 시그널링은 상기 상위층 프로토콜 데이터에 첨부된 

서비스 품질 파라미터(Quality of Service parameter)에 기초하여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를 경유하여 라우팅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셀룰러 통신 시스템의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요소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요소는 시그널링 트래픽의 전송을 위해 적어도 두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bearers)을 설정하도록 그

리고 상위층 프로토콜의 시그널링이 상기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에 매핑되는 방법을 형성하도록 정해지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요소.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요소는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네트워크 요소.

청구항 15.
셀룰러 통신 시스템을 위한 이동 통신 수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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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 의해 지시되는 바와 같은 적어도 두 시그널링 무선 베어러들에 무선 리소스 제어 프로토

콜 메시지들을 라우팅하도록 정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수단.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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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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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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