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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ＭＢＭＳ 데이터의 불연속 송수신방법

요약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멀티캐스트 또는 방송서비스(Multimedia Multicast/Broadcast Service) 데이터를 불연

속 송수신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MBMS 데이타의 불연속 송수신방법에서, 무선시스템은 MBMS

데이터를 전송하는 물리채널을 통해 제어보조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MBMS데이터를 불연속적으로 전송하고, 무선 이동단

말은 물리채널을 통해 제어보조메시지를 수신한 다음 제어보조메시지에 따라 물리채널의 수신을 불연속적으로 수신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MBMS데이터 불연속송수신방법을 적용할 경우 무선 이동단말은 효율적으로 MBMS데이터를 수

신하거나 측정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해당 측정작업 동안 전송되는 MBMS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신할 수 있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MBMS,제어보조 메시지, MBMS데이타 불연속 송수신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및 본 발명에 적용되는 이동통신 시스템인 UMTS의 망 구조.

  도 2는 3GPP 무선접속망 규격을 기반으로 한 단말과 UTRAN사이의 무선인터페이스 프로토콜 구조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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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은 종래의 MBMS를 위한 채널 및 채널매핑 구조를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MBMS를 위한 채널 및 채널매핑 구조를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MBMS 데이타 불연속 송수신방법을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으 제2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MBMS 데이타 불연속 송수신방법을 나타낸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MBMS 데이타 불연속 송수신방법을 나타낸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멀티캐스트 또는 방송서비스(Multimedia Multicast/Broadcast Service:MBMS)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무선 시스템과 무선 이동단말사이에서 MBMS데이터를 불연속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

다.

  도 1은 종래 및 본 발명에 적용되는 이동통신 시스템인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의 망

구조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같이, UMTS시스템은 크게 단말(User Equipment: UE)과 UTMS무선접속망 (UMTS Terrestrial

Radio Access Network: UTRAN) 및 핵심망(Core Network: CN)으로 구성된다. 상기 UTRAN은 하나 이상의 무선망부

시스템(Radio Network Sub-systems: RNS)으로 구성되며, 각 RNS는 하나의 무선망제어기(Radio Network Controller:

RNC)와 이 RNC에 의해서 관리되는 하나 이상의 기지국(Node B)으로 구성된다. 이때, 하나의 Node B에는 하나 이상의

셀(Cell)이 존재한다.

  도 2는 3GPP 무선접속망 규격을 기반으로 한 단말과 UTRAN사이의 무선인터페이스 프로토콜 (Radio Interface

Protocol)의 구조이다.

  도 2의 무선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은 수평적으로 물리계층(Physical Layer), 데이터링크계층(Data Link Layer) 및 네트

워크계층(Network Layer)으로 이루어지며, 수직적으로는 데이터정보 전송을 위한 사용자평면(User Plane)과 제어신호

(Signaling)전달을 위한 제어평면(Control Plane)으로 구분된다. 도 2의 프로토콜 계층들은 통신시스템에서 널리 알려진

개방형시스템간상호접속(Open System Interconnection: OSI)기준모델의 하위 3개 계층을 바탕으로 L1(제1계층), L2

(제2계층) 및 L3(제3계층)로 구분될 수 있다.

  상기 제1계층인 물리계층은 물리채널(Physical Channel)을 이용하여 상위 계층으로 정보전송서비스(Information

Transfer Service)를 제공한다. 물리계층은 상위에 있는 매체접속제어(Medium Access Control)계층과는 전송채널

(Transport Channel)을 통해 연결되며, 이 전송채널을 통해 매체접속제어계층과 물리계층 사이의 데이터가 이동한다. 그

리고, 서로 다른 물리계층 사이, 즉 송신측과 수신측의 물리계층사이는 물리채널을 통해 데이터가 이동한다.

  제2계층의 매체접속제어(Medium Access Control: MAC)는 논리채널(Logical Channel)을 통해 상위계층인 무선링크

제어(Radio Link Control)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계층의 무선링크제어(Radio Link Control: RLC)계층은 신뢰

성 있는 데이터의 전송을 지원하며, 상위계층으로부터 전달된 RLC 서비스데이터단위 (Service Data Unit: SDU)의 분할

및 연결(Segmentation and Concatenation)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3계층의 가장 하부에 위치한 무선자원제어(Radio Resource Control: RRC)계층은 제어평면에서만 정의되는 계층으로

서 무선베어러 (Radio Bearer: RB)들의 설정(Configuration), 재설정(Re-configuration) 및 해제(Release)와 관련되어

논리채널, 전송채널 및 물리채널들의 제어를 담당한다. 이때, RB는 단말과 UTRAN간의 데이터 전달을 위해 제2계층에 의

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RB가 설정된다는 것은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토콜 계층

및 채널의 특성을 규정하고, 각각의 구체적인 파라미터 및 동작 방법을 설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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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RAN RRC계층은 무선베어러를 제어하기 위하여 단말 RRC에게 하나이상의 측정(Measurement)을 요청한다. 예를들

어, UTRAN RRC계층은 단말 RRC에게 특정 셀에서 전송되는 채널의 전력을 측정할 것을 요청하거나, 특정 주파수에서 전

송되는 채널의 전력을 측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하 멀티미디어 방송/멀티캐스트 서비스(Multimedia Broadcast/Multicast Service: MBMS)에 대해 상술한다.

  방송/멀티캐스트 서비스(MBMS)는 하향 전용의 MBMS 베어러 서비스를 이용하여 복수의 단말에게 스트리밍

(Streaming) 또는 후선(Background)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하나의 MBMS서비스는 하나이상의 세션(Session)

으로 구성되며, MBMS데이터는 세션이 진행중인(ongoing) 동안에만 MBMS 베어러 서비스를 통하여 복수의 단말에게 전

송된다.

  UTRAN은 무선베어러를 사용하여 MBMS 베어러 서비스를 단말에게 제공하며, 상기 무선베어러의 종류(Type)는 점대

점(Point-to-point) 무선베어러와 점대다 (Point-to-multipoint) 무선베어러가 있다. 상기 점대점 무선베어러는 양방향

무선베어러(bi-directional RB)로서, 논리채널인 DTCH (Dedicated Traffic Channel)와 전송채널인 DCH(Dedicated

Channel), 물리채널인 DPCH(Dedicated Physical Channel)로 구성되거나 또는 논리채널인 DTCH와 전송채널

FACH(Forward Access Channel), 물리채널인 SCCPCH(Secondary Common Control Physical Channel)로 구성된다.

  또한, 상기 점대다 무선베어러는 단방향 하향 무선베어러(uni-directional downlink RB)로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논리채널인 MTCH(MBMS Traffic Channel), 전송채널인 FACH(Forward Access Channel) 및 물리채널인 SCCPCH로

구성된다. 상기 MTCH는 하나의 셀에 제공되는 하나의 MBMS 서비스마다 설정(configuration)되고, 특정 MBMS서비스

의 사용자 평면 데이터를 복수의 단말에게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채널이다.

  MBMS서비스를 제공하는 UTRAN은 MCCH를 통해 MBMS와 관련된 제어메시지, 즉 MBMS와 관련된 RRC메시지를 복

수의 단말에게 전송한다. 상기 MBMS와 관련된 제어메시지는 MBMS 서비스정보를 알려주는 메시지와 점대다 무선베어

러 정보를 알려주는 메시지등이 있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MCCH는 점대다 하향채널(Point-to-multipoint

downlink channel)로서, FACH(Forward Access Channel)에 매핑되며, 상기 FACH는 SCCPCH에 매핑된다. 그리고, 하

나의 셀에는 하나의 MCCH(MBMS Control Chanel)만 존재한다.

  따라서, 점대다 무선베어러를 사용하는 특정 MBMS서비스를 수신하고자 하는 단말은 MCCH채널을 통해 무선베어러정

보를 포함하는 RRC메시지를 수신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점대다 무선베어러를 설정한다. 점대다 무선베어러가 설정되

면 단말은 MTCH가 매핑된 물리채널(SCCPCH)를 계속 수신하여, MTCH를 통해 전송되는 특정 MBMS 서비스의 데이터

를 획득한다.

  그런데, 종래의 기술에서 단말은 MTCH를 통하여 MBMS데이터가 언제 전송되는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MBMS데이

터 전송과정에서 MTCH가 매핑된 SCCPCH를 계속해서 수신해야 한다. 따라서, 단말은 MBMS데이터가 언제 전송되는지

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MBMS데이터 전송과정 도중에 다른 셀의 채널을 측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또한 만약 단말이 측정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측정작업동안 전송되는 MBMS데이터를 수신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무선시스템과 무선 이동단말간에 MBMS데이터를 불연속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데이터수신중지구간동안 무선이동 단말이 채널의 측정작업을 수행하고, 해당 측정작업 동안 전송

되는 MBMS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MBMS데이터의 불연속수신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이상의 멀티캐스트 및 방송데이터(MBMS)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 시스템과

특정 MBMS서비스를 수신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무선 시스템은 제1물리채널을 통하여 MBMS관련 제어메시지

를 무선 이동단말에게 전송하고, 제2물리채널을 통하여 MBMS데이터와 상기 MBMS관련 제어메시지를 보조하는 제어보

조메시지를 무선 이동단말에게 전송한 다음 상기 제어보조메시지에 따라 MBMS데이터를 불연속적으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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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이상의 MBMS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 시스템과 특정 MBMS서비스를 수신하

는 이동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무선 이동단말은 제1물리채널을 통하여 MBMS관련 제어메시지를 무선 시스템으로부터 수

신하고, 제2물리채널을 통하여 MBMS데이터와 상기 MBMS관련 제어메시지를 보조하는 제어보조메시지를 무선 시스템

으로부터 수신하며, 상기 제어보조메시지에 따라 MBMS데이터를 불연속적으로 수신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제어보조메시지는 MBMS데이터의 송신 또는 수신의 일시중지 또는 재개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를

포함한다.

  상기 제어보조메시지가 포함하는 송수신지시자가 MBMS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경우,, 상기 송수신

지 시자는 일시중지 시간정보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며, 상기 일시중지 시간정보는 MBMS데이터의 일시중지시점 또는 일시

중지기간을 포함한다.

  상기 제어보조메시지가 포함하는 송수신지시자가 MBMS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의 재개를 지시할 경우,, 상기 송수신지시

자는 재개 시간정보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며, 상기 재개 시간정보는 MBMS데이터의 재개시점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 상

기 송수신지시자를 포함하는 제어보조메시지는 데이터전송일시중지구간동안 주기적으로 또는 비주기적으로 한번이상 전

송된다.

  바람직하게, 상기 제어보조메시지는 다음에 전송될 송수신지시자의 전송시점에 대한 정보 또는 전송재개시점에 대한 정

보를 전송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UTRAN은 MBMS데이터를 불연속적으로 송신하기 위한 모드지시자를 단말로 전송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모드지시자는 BCCH(Broadcast Control Channel)를 통해 전송되는 시스템정보, 또는 MCCH를 통해

전송되는 MBMS 무선자원제어(RRC) 메시지 또는 S-MCCH(Secondary MCCH) 를 이용하여 전송된다.

  바람직하게, 상기 제1물리채널은 논리채널인 MCCH(MBMS Control Chanel)가 매핑되는 SCCPCH(Secondary

Common Control Physical Channel)이고, 상기 제2물리채널은 논리채널인 MTCH(MBMS Traffic Chanel)가 매핑되는

SCCPCH이다.

  바람직하게, 상기 제어보조메시지는 MCCH를 보조하는 S-MCCH를 통해 전송되며, 상기 S-MCCH는 상기 MTCH가 매

핑되는 SCCPCH에 매핑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3GPP에 의해 개발된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와 같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구현된다. 그러나, 본 발명은 다른 표준에 따라 동작하는 통신 시스템에도 적용되어 질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은 하나이상의 MBMS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 시스템과 특정 MBMS서비스를 수신하는 무선 이동단말사이에서

MBMS데이터를 불연속적으로 송수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무선시스템은 첫번째 물리채널을 통해

MBMS관련 제어메시지를 전송하고, 두 번째 물리채널을 통해 MBMS데이터와 상기 MBMS관련 제어메시지를 보조하는

제어보조메시지를 전송하여, 상기 제어보조메시지에 따라 MBMS데이터를 불연속적으로 무선이동단말에게 전송한다.

  또한, 무선이동단말은 첫번째 물리채널을 통하여 MBMS관련 제어메시지를 수신하고, 두 번째 물리채널을 통해 MBMS데

이터와 상기 MBMS관련 제어메시지를 보조하는 제어보조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제어보조메시지에 따라 MBMS데이터

를 불연속적으로 무선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한다.

  상기 제어보조메시지는 MBMS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의 일시중지 (Suspension) 또는 재개(Resumption)를 지시하는 송

수신지시자를 포함한다. 상기 제어보조메시지에 포함된 송수신지시자가 MBMS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의 일시중지를 지시

할 경우 단말은 MBMS데이터수신을 일시 중지하며, 상기 제어보조메시지의 송수신지시자가 MBMS데이터 송신 또는 수

신의 재개를 지시할 경우 단말은 MBMS데이터수신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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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상기 제어보조메시지의 송수신지시자가 MBMS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경우 상기 송수신지시

자는 일시중지 시간정보 (Suspension Time Information)을 단말에게 추가적으로 전달한다. 바람직하게, 상기 일시중지

시간정보는 단말이 MBMS 데이터 수신의 일시중지를 시작하는 시점 또는 MBMS 데이터 수신의 일시중지 기간

(Suspension Period or Suspension Offset)을 포함한다.

  상기 MBMS관련 제어메시지는 논리채널인 MCCH를 통해 전송되며, 상기 MBMS데이터는 논리채널인 MTCH를 통해 전

송된다. 그리고, 상기 첫번째 물리채널은 MCCH가 매핑되는 물리채널SCCPCH이며, 두번째 물리채널은 논리채널인

MTCH가 매핑되는 물리채널 SCCPCH이다. 또한, 상기 제어보조메시지는 상기 두번째 물리채널에 매핑되는 논리채널 즉,

MTCH 또는 MTCH와는 다른 논리채널을 통해 전송된다. 바람직하게, 상기 제어보조 메시지는 첫번째 물리채널을 통해 전

송되는 제어메시지를 지시하는 지시자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MBMS를 위한 채널 및 채널 매핑 구조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같이, 본 발명은 MBMS 데이터를 불연속적으로 송수신하기 위하여 MCCH를 보조하는 S-

MCCH(Secondary MCCH)를 제안한다. 상기 S-MCCH는 MBMS관련 제어보조메시지를 단말로 전송하기 위해 사용된다.

상기 논리채널인 S-MCCH는 전송채널인 FACH에 매핑되며, 상기 FACH는 다시 물리채널인 SCCPCH에 매핑된다. 상세

하게, 상기 S-MCCH는 MTCH가 매핑되는 SCCPCH에 매핑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S-MCCH는 하나이상의 MTCH가

매핑되는 SCCPCH에 항상 매핑된다. 하지만, S-MCCH는 종래의 MCCH가 매핑되는 SCCPCH에는 매핑되지 않는다.

  따라서, 종래 상기 MCCH는 셀당 하나만 존재하였지만 본 발명에서 상기 S-MCCH는 하나이상의 MTCH가 매핑되는

SCCPCH의 수만큼 존재한다. 즉, 상기 S-MCCH는 셀당 하나이상 존재한다. 상기 S-MCCH는 종래기술의 MCCH와 함께

설정될 수도 있고, 함께 설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상기 S-MCCH의 프로토콜 스택(Protocol Stack)은 MCCH의 프로토

콜 스택과 동일하다.

  도 4에서, 하나의 MTCH는 특정 MBMS서비스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된다. 상기 S-MCCH는 동일한 SCCPCH

에 매핑되는 MTCH의 송수신에 관한 제어보조메시지를 전송하며, 상기 제어보조메시지는 송수신지시자를 포함한다. 상기

송수신지시자는 특정 MBMS서비스를 수신하고자 하는 단말들이 해당 서비스를 수신하기 위하여 특정 MTCH의 수신을

일시 정지해야 하는지 또는 재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상기 S-MCCH가 전송하는 제어보조메시지는 송수신지시자와 함께 특정 MTCH를 지시하는 ID를 포함하거나 또는

특정 MTCH를 위한 MBMS서비스의 ID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송수신지시자는 ID를 사용하여 특정 MTCH 또는

특정 MBMS서비스의 데이터 송수신을 제어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MBMS 데이터의 불연속 송수신동작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5 또는 도 6 및 도 7은 UTRAN이

SCCPCH를 통하여 전송시간구간(Transmission Time Interval: TTI)단위로 MBMS데이터를 불연속적으로 송신하고, 단

말은 SCCPCH를 통하여 특정 MBMS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불연속적으로 수신하는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다. 여기서,

TTI는 10 ms, 또는 20 ms, 40 ms, 80 ms 등으로 설정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Mode 1)에 따른 UTRAN과 단말간의 MBMS 데이터 불연속 송수신방법을 나타낸 도면이

다.

  도 5에 도시된 바와같이,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서 일시중지(Suspension) 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는 데이터수신중지

구간동안 반복되지 않는다.

  먼저 UTRAN은 SCCPCH를 통해 특정 MBMS서비스를 위한 특정 MTCH의 데이터를 TTI단위로 전송하고, 특정 MBMS

서비스를 수신하고자 하는 단말은 SCCPCH를 통해 특정 MTCH의 데이터를 수신한다(S1).

  전송도중에 상기 특정 MBMS서비스를 위한 특정 MTCH의 데이터 전송을 일시 중지할 경우 UTRAN은 S-MCCH를 통해

"일시중지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와 특정 MBMS서비스의 ID (또는 MTCH ID)를 포함하는 제어보조메시지를 전송한

다(S2). 단말은 상기 제어보조메시지를 수신하여 일시중지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와 특정 MBMS서비스의 ID(또는

MTCH ID)를 획득한다. 이때, UTRAN은 상기 제어보조메시지에 "재개(Resumption)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가 전송될

시간정보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단말은 상기 제어보조메시지로부터 재개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가 전송될 시간

정보를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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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UTRAN은 특정 MTCH의 데이터 전송을 일시 중단하고, 단말은 상기 제어보조메시지에 포함된 송수신지시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MTCH의 데이터 수신을 일시 중지한다(S3). 데이터수신중지 구간동안 단말은 UTRAN의 지시에 따라

측정 과정을 수행하거나 종래와 같이 MCCH를 수신하거나 또는 MBMS를 위한 페이징 지시채널 (Paging Indicator

Channel)을 수신할 수 있다.

  단계(S2)에서 상기 제어보조메시지에 "재개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가 전송될 시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단말은

제어보조메시지로부터 재개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가 전송되는 시간을 파악한다. 반면에, 제어보조메시지에 "재개를 지

시하는 송수신지시자"가 전송될 시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UTRAN은 데이터수신중지 구간동안 MCCH 또는

MBMS를 위한 페이징지시채널을 통하여 송수신지시자가 전송되는 시간을 단말에게 전송한다. 따라서, 단말은 "송수신자

가 전송될 시간정보"를 획득하여 "재개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가 전송되는 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 상기 방법을 통해서

송수신자가 전송될 시간정보를 파악한 단말은, 재개를 지시하는 송수신 지시자가 전송되는 시간까지 상기 MTCH의 수신

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

  한편, 특정 MBMS 서비스를 위한 특정 MTCH의 데이터 전송을 재개할 경우 UTRAN은 S-MCCH를 통해 "재개를 지시하

는 송수신지시자"와 특정 MBMS서비스의 ID(또는 MTCH ID)를 포함하는 제어보조메시지를 단말로 전송한다(S4). 이때,

단말은 상기 제어보조메시지를 수신하여, 재개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와 특정 MBMS서비스의 ID(또는 MTCH ID)를 획

득한다.

  만약, 상기 재개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가 전송되는 시점과 MTCH의 데이터 전송을 재개하는 시점사이에 시간간격이

존재할 경우, UTRAN은 재개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를 포함하는 제어보조메시지에 "MTCH의 데이터 전송 재개시점"

에 관한 정보도 포함시키고, 단말은 상기 제어보조메시지로부터 MTCH의 데이터 전송 재개시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다.

  따라서, UTRAN은 특정 MTCH의 데이터 전송을 재개하고, 단말은 획득된 "재개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의 지시에 따

라 특정 MTCH의 데이터 수신을 재개한다(S5).

  이 경우 만약, 수신한 제어보조메시지에 MTCH의 데이터 전송 재개시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단말은

MTCH의 데이터 전송 재개시점부터 특정 MTCH의 데이터 수신을 시작하고, 수신한 제어보조메시지에 MTCH의 데이터

전송 재개시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재개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를 포함하는 제어보조메시

지를 수신한 다음 즉시 특정 MTCH의 데이터 수신을 시작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Mode 2)에 따른 UTRAN과 단말간의 MBMS 데이터 불연속 송수신방법을 나타낸 도면이

다.

  도 6에 도시된 바와같이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서 송수신지시자를 포함하는 제어보조메시지는 데이터수신중지 구간동

안에 주기적으로 전송된다. 이를 위하여 UTRAN은 데이터수신중지 구간동안에 주기적으로 전송되는 송수신지시자의 전

송주기정보를 단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상기 송수신지시자의 전송주기정보는 데이터수신중지 구간동안 송수신지시자가

반복되는 주기길이를 포함한다. 상기 송수신지시자가 반복되는 주기길이는 하나의 연속된 두 송수신지시자간 사이의 시간

구간길이를 말한다. 도 6의 예에서 송수신지시자가 반복되는 주기길이는 5 TTI (TTI 길이의 5배)에 해당된다.

  도 6에 따라 UTRAN과 단말이 MBMS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UTRAN은 SCCPCH를 통해 특정 MBMS 서비스를 위한 특정 MTCH의 데이터를 TTI단위로 전송하고, 특정 MBMS서비

스를 수신하고자 하는 단말은 상기 SCCPCH를 통해 특정 MTCH의 데이터를 수신한다(S1).

  상기 특정 MBMS 서비스를 위한 특정 MTCH의 데이터 전송을 일시 중지하고자 할 경우 UTRAN은 S-MCCH를 통해 "일

시중지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와 특정 MBMS서비스의 ID(또는 MTCH ID)를 포함하는 제어보조메시지를 전송한다

(S2). 이때, UTRAN은 상기 제어보조메시지에 송수신지시자의 전송주기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다. 단말은 상기 제어보조

메시지를 수신하여 상기 "일시중지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와 특정 MBMS서비스의 ID(또는 MTCH ID)를 획득하며, 또

한 UTRAN이 상기 제어보조메시지에 전송주기정보가 포함하였을 있을 경우, 단말은 상기 제어보조메시지를 통해 송수신

지시자의 전송주기정보를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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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UTRAN은 특정 MTCH의 데이터 전송을 일시 중지하며, 단말은 상기 제어보조메시지에 포함된 송수신지시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MTCH의 데이터 수신을 일시 중지한다(S3). 데이터수신중지 구간동안, 단말은 UTRAN의 지시에 따라

측정 과정을 수행하거나, 종래기술에 따라 MCCH를 수신하거나, 또는 MBMS를 위한 Paging Indicator Channel을 수신할

수 있다.

  UTRAN은 데이터수신중지 구간동안 S-MCCH를 통해 송수신지시자를 포함하는 제어보조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전송한

다(S4). 만약 상기 단계(S2)에서 제어보조메시지에 송수신지시자의 전송주기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단말은 제어보조

메시지를 통하여 송수신지시자의 전송주기정보를 획득하여 송수신지시자가 주기적으로 전송되는 시간을 파악한다. 반면

에, 상기 제어보조메시지에 송수신지시자의 전송주기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UTRAN은 단계(S4)를 수행하기 전

에 BCCH 또는 MCCH를 통해 송수신지시자의 전송주기정보를 단말에게 전송한다.

  한편, 단말은 상기 전송되는 송수신지시자의 전송주기정보를 획득하여 송수신지시자가 주기적으로 전송되는 시간을 파

악한다. 상기 송수신지시자가 주기적으로 전송되는 시간을 파악한 단말은, MTCH의 수신을 일시 중지하면서, 주기적으로

S-MCCH를 통해 송수신지시자를 수신한다.

  또한, UTRAN은 데이터수신중지 구간동안 상기 S-MCCH를 통해 송수신지시자를 주기적으로 전송한다(S5). 한편, 단말

은 상기 MTCH의 수신을 일시중지하면서, 단계(S4)에서 획득한 송수신지시자의 전송주기정보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S-

MCCH를 통해 송수신지시자를 수신한다.

  이후, 상기 특정 MBMS 서비스를 위한 특정 MTCH의 데이터 전송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 UTRAN은 송수신지시자가 재

개를 지시하도록 설정하고, 그 송수신지시자와 특정 MBMS서비스의 ID(또는 MTCH ID)를 포함하는 제어보조메시지를

S-MCCH를 통해 단말에게 전송한다(S6). 만약, "재개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가 전송되는 시점과 MTCH의 데이터 전

송을 재개하는 시점 사이에 시간간격이 존재할 경우 UTRAN은 재개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를 포함하는 제어보조메시

지에 MTCH의 데이터 전송 재개시점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도록 한다. 따라서, 단말은 상기 제어보조메시지를 통해 MTCH

의 데이터 전송 재개시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다.

  따라서, UTRAN은 특정 MTCH의 데이터 전송을 재개하고, 단말은 단계(S6)에서 수신한 "재개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

"를 포함하는 제어보조메시지의 지시에 따라 특정 MTCH의 데이터 수신을 재개한다(S7).

  이 경우 단계(S6)에서 수신한 제어보조메시지에 MTCH의 데이터 전송 재개시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단말

은 그 정보가 지시하는 MTCH의 데이터 전송 재개시점부터 특정 MTCH의 데이터 수신을 시작한다. 그런데, 상기 단계

(S6)에서 수신한 제어보조메시지에 MTCH의 데이터 전송 재개시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말은 재개

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를 포함하는 제어보조메시지를 수신한 후 즉시 특정 MTCH의 데이터 수신을 시작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3실시예(Mode 3)에 따른 UTRAN과 단말간의 MBMS 데이터 불연속 송수신방법을 나타낸 도면이

다.

  도 7에 도시된 바와같이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서 송수신지시자를 포함하는 제어보조메시지는 데이터수신중지 구간동

안에 비주기적으로 전송된다. 이를 위하여 데이터수신중지 구간동안에 전송되는 제어보조메시지가 송수신지시자를 포함

할 경우, UTRAN은 상기 제어보조메시지 이후에 전송되는 송수신지시자의 전송시점정보를 해당 제어보조메시지에 포함

하여 단말에게 전송한다.

  즉, 상기 "송수신지시자를 포함하는 제어보조메시지"는 다음에 전송될 송수신지시자의 전송시점을 포함한다. 바람직하

게, 상기 "다음에 전송될 송수신지시자의 전송시점정보"는 현재 전송되는 "송수신지시자를 포함하는 제어보조메시지"의

전송시점과 다음에 전송될 "송수신지시자를 포함하는 제어보조메시지"의 전송시점간의 시간차이정보 (offset)를 포함한

다.

  예를 들어, 도7의 단계(S2)에서 UTRAN이 전송하는 "일시중지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를 포함하는 제어보조메시지

는 offset값 7을 포함한다. 상기 offset값은 단계(S2)의 송수신지시자의 전송시점과 단계(S4)의 송수신지시자의 전송시점

사이의 시간차이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단계(S4)에서 전송되는 "일시중지를 지시하는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를 포함하는 제어보조메시지

는 4의 값을 갖는 offset을 포함하며, 상기 offset값 역시 단계(S4)의 송수신지시자의 전송시점과 단계(S5)의 송수신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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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전송시점사이의 시간차이를 나타낸다. 동일하게, 단계(S5)에서 전송되는 "일시중지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를 포

함하는 제어보조메시지는 5의 값을 갖는 offset을 포함하며, 상기 offset값은 단계(S5)의 송수신지시자의 전송시점과 단

계(S6)의 송수신지시자의 전송시점사이의 시간차이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방식은 "재재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를 포함하는 제어보조메시지에도 적용될 수 있다. 도 7에서 단계(S6)

에서 전송되는 재재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를 포함하는 제어보조메시지는 3의 값을 갖는 offset을 포함한다. 이 offset

값은 단계(S6)의 송수신지시자의 전송시점과 바로 이어지는 특정 MTCH의 데이터전송 재개시점사이의 시간차이를 나타

낸다.

  도 7에 따라 UTRAN과 단말이 MBMS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UTRAN은 SCCPCH를 통해 특정 MBMS 서비스를 위한 특정 MTCH의 데이터를 TTI단위로 전송하고, 특정 MBMS서비

스를 수신하고자 하는 단말은 상기 SCCPCH를 통해 특정 MTCH의 데이터를 수신한다(S1).

  데이터 전송도중에 특정 MBMS 서비스를 위한 특정 MTCH의 데이터 전송을 일시 중지하고자 할 경우 UTRAN은 S-

MCCH를 통해 "일시중지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와 특정 MBMS서비스의 ID(또는 MTCH ID) 및 offset값(offset=7)을

포함하는 제어보조메시지를 전송하고(S2), 단말은 상기 제어보조메시지를 수신하여 "일시중지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

와 특정 MBMS서비스의 ID(또는 MTCH ID) 및 offset값(offset=7)을 획득한다.

  이후 UTRAN은 특정 MTCH의 데이터 전송을 일시 중지하고, 단말은 상기 제어보조메시지에 포함된 송수신지시자의 지

시에 따라 특정 MTCH의 데이터 수신을 일시 중지한다(S3). 데이터수신중지 구간동안, 단말은 UTRAN의 지시에 따라 측

정 과정을 수행하거나, 종래 기술에 따라 MCCH를 수신하거나, 또는 MBMS를 위한 페이징지시채널을 수신할 수 있다.

  상기 UTRAN은 일시중지 기간동안 S-MCCH를 통해 송수신지시자와 특정 MBMS 서비스의 ID(또는 MTCH ID) 및

offset값(offset=4)을 포함하는 제어보조메시지를 전송한다(S4). 단말은 이전 단계에서 획득한 offset값(offset=7)을 사

용하여, 현재 전송되는 :송수신지시자를 포함하는 제어보조메시지"의 전송시점을 파악하여 해당 제어보조메시지를 수신한

다. 즉, 단계(S2)에서 단말이 획득한 offset값이 7이기 때문에 단말은 6 TTI동안 SCCPCH의 수신을 일시 중지한 다음 현

재 단계(S4)의 "송수신지시자를 포함하는 제어보조메시지"를 수신한다. 또한, 단말은 현재 단계(S4)에서 수신한 제어보조

메시지에 포함된 새로운 offset값 (offset=4)도 획득한다.

  UTRAN은 데이터수신중지 구간동안 상기 S-MCCH를 통해 송수신지시자와 특정 MBMS서비스의 ID(또는 MTCH ID)

및 offset값(offset=5)을 포함하는 제어보조메시지를 다시 전송한다(S5). 이때, 단말은 바로 이전 단계(S4)에서 획득한 새

로운 offset값(offset=4)에 따라 현재 전송되는 "송수신지시자를 포함하는 제어보조메시지"를 수신하며, 현재 단계에서 수

신한 제어보조메시지에 포함된 새로운 offset값(offset=5)도 함께 획득한다.

  이후, 상기 특정 MBMS 서비스를 위한 특정 MTCH의 데이터 전송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 UTRAN은 송수신지시자가 재

개를 지시하도록 설정한 다음 해당 송수신지시자와 특정 MBMS서비스의 ID(또는 MTCH ID)를 포함하는 제어보조메시지

를 S-MCCH를 통해 단말에게 전송한다(S6). 만약, 상기 "재개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가 전송되는 시점과 MTCH의 데

이터 전송을 재개하는 시점간에 시간간격이 존재할 경우, UTRAN은 "재개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를 포함하는 제어보

조메시지에 "MTCH의 데이터 전송 재개시점"에 대한 정보, 즉 offset값(offset=3)도 함께 포함시킨다. 이 경우, 단말은 상

기 제어보조메시지로부터 MTCH의 데이터 전송 재개시점에 관한 정보, 즉 offset값(offset=3)을 획득한다.

  따라서, UTRAN은 특정 MTCH의 데이터 전송을 재개하고, 단말은 단계(S6)에서 수신한 재개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

를 포함하는 제어보조메시지의 지시에 따라 특정 MTCH의 데이터 수신을 재개한다(S7). 만약 단계(6)에서 수신한 제어보

조메시지에 "MTCH의 데이터 전송 재개시점"에 대한 정보, 즉 offset값 (offset=3)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단말은 상기

offset이 지시하는 "MTCH의 데이터 전송 재개시점"부터 특정 MTCH의 데이터 수신을 시작한다.

  예를들어,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offset=3인 경우, 단말은 재개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를 포함하는 제어보조메시

지를 수신하고, 2 TTI동안 SCCPCH의 수신을 일시 중지한 다음 특정 MTCH의 데이터 수신을 재개한다. 반면에, 단계

(S6)에서 수신한 제어보조메시지에 MTCH의 데이터 전송 재개시점에 대한 정보, 즉 offset값 (offset=3)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말은 재개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를 포함하는 제어보조메시지를 수신한 즉시 특정 MTCH의 데이터 수신

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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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3가지(제1-제3실시예)의 불연속 송수신방법을 구분하여 설명하였지만 상기 3가지 불

연속 송수신방법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UTRAN은 선택한 실시예(모드, Mode)에 대한 정보 즉, 모드

지시자(Mode Indicator)를 단말에게 전송해야 한다.

  UTRAN이 모드 지시자를 전송할 경우 단말은 데이터수신중지 구간동안에 수신한 모드지시자가 지시하는 모드에 따라

동작하며, 각 모드에 따른 단말의 동작은 도 5 또는 도 6 또는 도 7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UTRAN은 다양한 논리채널을 통해 선택한 모드에 대한 정보를 단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첫번째로, UTRAN RRC는

BCCH를 통해 전송되는 시스템정보(System Information)를 이용하여 단말 RRC에게 선택한 모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UTRAN RRC는 MCCH를 통해 전송되는 MBMS RRC 메시지를 이용하여 단말 RRC에게 선택한 모드

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세 번째로, UTRAN RRC는 S-MCCH를 이용하여 단말 RRC에게 선택한 모드에 대한 정보를 전

달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선택한 모드에 대한 정보를 S-MCCH를 이용하여 단말에게 전달하는 경우 UTRAN RRC는 "일시정지

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를 포함하는 제어보조메시지를 이용하여 단말 RRC에게 선택한 모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더욱 상세하게는, 상기 UTRAN RRC는 MTCH 데이터 전송과 가장 인접한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를 포함하

는 제어보조메시지, 즉 도 5 또는 도 6 또는 도 7의 단계(S2)에서 전송되는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를 포함하

는 제어보조메시지를 이용하여 상기 선택한 모드에 대한 정보를 단말 RRC에게 전달한다. 예를들어, 도 5 또는 도 6 또는

도 7의 단계(S2)에서, UTRAN은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를 포함하는 제어보조메시지에 모드지시자를 포함시

킨 다음 단말로 전송한다. 따라서, 단말은 상기 모드지시자를 포함하는 제어보조메시지를 수신한 다음 데이터수신중지 구

간동안 해당 모드지시자가 지시하는 모드에 따라 동작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MBMS데이터 불연속수신방법에서, 무선시스템은 MBMS데이터를 전송하는 물리채

널을 통해 제어보조메시지를 전송하고 MBMS데이터를 불연속적으로 전송하며, 무선 이동단말은 물리채널을 통해 제어보

조메시지를 수신한 다음 제어보조메시지에 따라 물리채널을 불연속적으로 수신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MBMS데이터 불연속수신방법을 적용할 경우 무선 이동단말은 효율적으로 MBMS데이터를 수신

하거나 측정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즉,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단말은 MBMS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안 측정

작업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측정작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측정작업 동안 전송되는 MBMS데이터를 단말이 수신하

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그리고,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 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 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

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나이상의 멀티캐스트 및 방송데이터(MBMS)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 시스템과 특정 MBMS서비스를 수신하는 무선

이동단말에 있어서,

  무선시스템은 제1물리채널을 통하여 MBMS관련 제어메시지를 무선 이동단말에게 전송하고, 제2물리채널을 통하여

MBMS데이터와 상기 MBMS관련 제어메시지를 보조하는 제어보조메시지를 무선 이동단말에게 전송한 다음 상기 제어보

조메시지에 따라 MBMS데이터를 불연속적으로 무선 이동단말에게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BMS데이터 불연속 송

신방법.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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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보조메시지는

  MBMS데이터의 송신 또는 수신의 일시중지 또는 재개를 지시하는 송수신지시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BMS

데이터 불연속 송신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송수신지시자는

  일시중지 시간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일시중지 시간정보는 단말이 MBMS데이터의 일시중지시점 또는 일시중지기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BMS데이터 불연속 송신방법.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보조메시지는

  상기 송수신지시자의 전송주기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BMS데이터 불연속 송신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보조메시지는

  데이터전송일시중지구간동안 주기적으로 또는 비주기적으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BMS데이터 불연속 송신방

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보조메시지는

  다음에 전송될 송수신지시자의 전송시점에 대한 정보 및 전송재개시점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BMS데이터 불연속 송신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UTRAN은 MBMS데이터를 불연속적으로 송신하기 위한 모드지시자를 단말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BMS데이터 불연속 송신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모드지시자는

  BCCH(Broadcast Control Channel)를 통해 전송되는 시스템정보, MCCH를 통해 전송되는 MBMS 무선자원제어(RRC)

메시지 및 S-MCCH(Secondary MCCH)중의 하나를 이용하여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BMS데이터 불연속 송신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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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물리채널은

  논리채널인 MCCH(MBMS Control Chanel)가 매핑되는 SCCPCH(Secondary Common Control Physical Channel)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MBMS데이터 불연속 송신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물리채널은

  논리채널인 MTCH(MBMS Traffic Chanel)가 매핑되는 SCCPCH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MBMS데이터 불연속 송신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보조메시지는

  MCCH를 보조하는 S-MCCH를 통해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BMS데이터 불연속 송신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S-MCCH는

  하나이상의 MTCH가 매핑되는 SCCPCH에 항상 매핑되며, 상기 SCCPCH의 수만큼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BMS데이터 불연속 송신방법.

청구항 13.

  하나이상의 MBMS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 시스템과 특정 MBMS서비스를 수신하는 무선 이동단말에 있어서,

  무선 이동단말은 제1물리채널을 통하여 MBMS관련 제어메시지를 무선 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하고, 제2물리채널을 통해

MBMS데이터와 상기 MBMS관련 제어메시지를 보조하는 제어보조메시지를 무선 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하며, 상기 제어보

조메시지에 따라 MBMS데이터를 불연속적으로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BMS데이터 불연속 수신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물리채널은

  논리채널인 MCCH(MBMS Control Chanel)가 매핑되는 SCCPCH(Secondary Common Control Physical Channel)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MBMS데이터 불연속 수신방법.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2물리채널은

공개특허 10-2005-0080946

- 11 -



  논리채널인 MTCH(MBMS Traffic Channel)가 매핑되는 SCCPCH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MBMS데이터 불연속 수신방

법.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보조메시지는

  MCCH를 보조하는 S-MCCH(Secondary MCCH)를 통해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MBMS데이터 불연속 수신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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