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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차세대 이동 통신에 관한 것으로, 특히 3세대 공통 프로젝트(3GPP)의 기술 명세 그룹(TSG)에 의해 논의되
고 있는 데이터 링크 계층(Layer 2) 및 네트워크 계층(Layer 3)에서,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 Short Message S
ervice)를 위한 셀 브로드캐스팅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3GPP 무선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형식의 SMSCB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SMS 셀 브로드캐스팅 절차를 제공
한다.

대표도
도 7

색인어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셀 브로드캐스팅(Cell broadcasting), 미디엄 액세스 제어 부계층(MAC)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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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은 GSM에서 정의하는 SMSCB 메시지의 형식을 나타낸 도면.

도 2 는 GSM에서 정의하는 스케줄 메시지의 형식을 나타낸 도면.

도 3 은 본 발명의 SMS 셀 브로드캐스팅을 위한 SMSCB 메시지 형식을 나타낸 도면.

도 4 는 본 발명의 SMS 셀 브로드캐스팅을 위한 스케줄 메시지의 형식을 나타낸 도면.

도 5 는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스케줄 메시지의 MAC 헤더의 형식을 나타낸 도면.

도 6 은 본 발명에 따른 SMS 셀 브로드캐스팅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전송 시나리오를 나타낸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SMS 셀 브로드캐스팅을 위한 MAC의 구조를 나타낸 블록구성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차세대 이동 통신에 관한 것으로, 특히 3세대 공통 프로젝트(3GPP)의 기술 명세 그룹(TSG)에 의해 논의되
고 있는 데이터 링크 계층(Layer 2) 및 네트워크 계층(Layer 3)에서,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를 위한 셀 브로드캐
스팅 방법에 관한 것이다.

현재 CDMA 환경에서 제공되고 있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 이하, SMS 라 약칭함)에 관한 
기술은 단문 메시지 관련 표준인 IS-637을 근거로 한다. 또한 무선 구간에서의 단문 메시지 전달은 IS-95 및 J-ST
D-008 등을 규격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CDMA 환경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본적인 SMS는 서비스 센터가 단문 메시지를 제공하고, 코어 네트워크(Core 
network)로부터 단문 메시지를 수신한 기지국이 제어 채널인 호출 채널(paging channel)을 통해 이동국으로 전송한
다. 이 때 SMS 센터는 단문 메시지를 제공할 때 목적지 주소 및 기타 여러 서비스 정보를 함께 전달하며, 이동국은 휴
지 상태(idle state)에서 단문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다.

또한 음성, 영상 및 데이터와 같은 멀티미디어를 서비스하는 이동 통신 세계화 시스템(Global System for Mobile Co
mmunications ; 이하, GSM 이라 약칭함)에서도 무선 환경 하에서 SMS 셀 브로드캐스팅(Cell Broadcasting)을 지
원한다.

이를 위해 유럽 전기통신 표준화 기구인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 Institute)에서는 SMS 셀 
브로드캐스팅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명세를 제시하고 있다.

GSM에서의 SMS 셀 브로드캐스팅은 공중 육상 이동 통신망(PLMN : Public Land Mobile Network)에서 사용자 장
치(UE : User Equipment)로 단문 메시지를 방송하는 서비스이다.

특히 GSM에서는 SMS 셀 브로드캐스팅을 위해 두 개의 메시지가 정의되어 있다. 그것은 SMS 셀 브로드캐스팅(SMS 
Cell Broadcasting message ; 이하, SMSCB 라 약칭함) 메시지와 스케줄 메시지(Schedule message)이다.

도 1에 나타낸 GSM에서 정의하는 SMSCB 메시지는 88옥테트(octet) 단위로 되어 있으며, 각 필드는 옥테트 단위로 
구성된다.

SMSCB 메시지를 구성하는 필드에는 시리얼 번호(serial number) 필드, 메시지 식별자(message identifier) 필드, 
데이터 코딩 구조(data coding scheme) 필드 및 페이지 파라미터(page parameter) 필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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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 2에 나타낸 GSM에서 정의하는 스케줄 메시지도 88옥테트(octet) 단위로 되어 있으며, 연속적인 4개의 블록
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정의되는 두 개의 메시지를 사용하여 GSM에서의 SMS 셀 브로드캐스팅은 DRX 모드(Discontinuous Rec
eption mode)와, Non-DRX 모드(Non-Discontinuous Reception mode)로 나뉜다.

DRX 모드에서는, 사용자측(UE)이 스케줄 메시지를 이용하여 관심 있는 SMSCB 메시지가 새롭게 갱신되었을 때만 읽
는다. 그 외의 시간 동안에는 메시지 데이터를 수신하지 않는다.

반면에 Non-DRX 모드에서는, 사용자측(UE)이 모든 프레임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이 때는 스케줄 메시지에 의한 
정보가 없어도 모든 SMSCB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으며, 사용자측(UE)은 SMSCB 메시지의 헤더를 분석한 후 사용 가
능함을 나타내는 해당 SMSCB 메시지를 읽는다.

지금까지 설명한 SMSCB 메시지와 스케줄 메시지는 GSM 방식의 무선 환경에만 적합하도록 되어 있으며 앞으로 전개
된 차세대 이동 통신에는 부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자면 차세대에는 보다 거대한 메시지 전달이 예상되지만 
GSM에서 사용되는 각 메시지는 88옥테트를 초과하지 못하며 또한 SMSCB 메시지는 15페이지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
밖에도 각 페이지에 해당하는 SMSCB 메시지마다 항상 헤더를 붙여야 한다.

따라서 상기한 CDMA 환경에서 제공되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 또는 GSM 환경에서 제공되는 SMS 셀 브로드캐스팅이 
전세계적인 로밍 서비스(Roaming service)를 지향하는 차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에 적용되기 위해서 많은 수정이 필요
하다.

특히 GSM의 코어 네트워크와 무선 접속 기술을 기본으로 한 보다 진화된 차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인 3세대 공동 프로
젝트(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 이하, 3GPP 라 약칭함)에 적합하도록 SMS 셀 브로드캐스팅에 대한 
기술적인 명세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한 점을 감안하여 안출한 것으로, 3GPP 무선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형식의 SMSCB를 전
송할 수 있도록 한 SMS 셀 브로드캐스팅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SMS 셀 브로드캐스팅 방법의 특징은, 네트워크(UTRAN)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장치(UE)로 정보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에서 해당 정보 메시지가 전송되는 
채널을 다른 채널들과 다중화한 후 전송될 메시지에 대한 스케줄링을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스케줄링 수행 결과에 따
른 스케줄 메시지와 상기 정보 메시지를 무선 구간의 전송 채널을 통해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 장치(UE)에서 
상기 스케줄 메시지에 포함된 상기 정보 메시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정보 메시지를 선택적으로 수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스케줄 메시지에 다음 스케줄 메시지에 대한 위치를 상기 사용자 장치(UE)에 알려주기 위한 정보
가 포함되며, 상기 스케줄 메시지는 상기 정보 메시지에 대한 연속적인 프레임 주기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필드와, 새
롭게 갱신된 정보 메시지가 존재함을 나타내며, 프레임 주기에서 그 갱신된 정보 메시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필드와, 상
기 정보 메시지가 공통 논리 채널(Common Logical Channel)로 맵핑(mapping)되야 할지 아니면 전용 논리 채널(D
edicated Logical Channel)로 맵핑되야 할지를 나타내는 필드와, 상기 정보 메시지를 공통 제어 채널(CCCH : Comm
on Control Channel)로 맵핑시킬 것인지 공통 트래픽 채널(CTCH : Common Traffic Channel)로 맵핑시킬 것인지
를 나타내는 필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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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또다른 특징은, 단문 메시지 서비스 셀 브로드캐스팅을 위한 프로토콜 구조가, 
네트워크(UTRAN)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장치(UE)간 정보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상위로부터 전
달된 데이터 유니트를 일정 크기로 분할하거나, 하위로부터 전달된 데이터 유니트를 재조립하는 무선 링크 제어 계층(
RLC)과, 상기 분할된 데이터 유니트를 위해 할당된 논리 채널을 다른 논리 채널들과 다중화한 후 상기 데이터 유니트
에 대해 스케줄링을 행하거나, 상기 다중화된 논리 채널들을 역다중화하는 미디엄 액세스 제어 부계층을 포함하여 구성
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단문 메시지 서비스 셀 브로드캐스팅을 위해, 상기 네트워크와 상기 사용자 장치의 각 미디엄 액세
스 제어 부계층간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전송 채널을 할당하는 물리 계층이 더 포함되어 구성된다.

또한, 상기 미디엄 액세스 제어 부계층에서는, 상기 스케줄링을 수행한 결과인 스케줄 메시지에 상기 다중화를 위한 헤
더가 추가되며, 상기 헤더는 상기 스케줄 메시지의 크기를 나타낸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SMS 셀 브로드캐스팅 방법에 대한 바람직한 일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현재 3GPP에는 각 기술 영역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여러 기술 명세 그룹(TSG)들이 있는데, 이들 기술 명세 그
룹(TSG) 중 무선 접속 네트워크(RAN : Radio Access Network)에 관련된 제1 운영 그룹(WG1 : Working Group 
1)에서는 물리 계층(Layer 1)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2 운영 그룹(WG2 : Working Group 2)에
서는 물리 계층보다 상위인 데이터 링크 계층(Layer 2) 및 네트워크 계층(Layer 3)을 각각 제2 무선 계층(Radio La
yer 2) 및 제3 무선 계층(Radio Layer 3)으로 규정하고, 이들 계층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링크 계층(Layer 2) 및 네트워크 계층(Layer 3)에서의 SMS를 위한 전반적인 기술 내
용을 설명한다.

본 발명에서는 GSM에서와 같이 SMSCB 메시지와 스케줄 메시지를 사용한다. 그러나 각 메시지 형식은 상이하며 이를 
도 3과 도 4에 나타내었다.

도 3에서 알 수 있듯이, SMSCB 메시지를 구성하는 필드에는 시리얼 번호(serial number) 필드, 메시지 식별자(mes
sage identifier) 필드, 데이터 코딩 구조(data coding scheme) 필드 및 페이지 파라미터(page parameter) 필드가 
있다.

이들 필드 중 메시지 식별자 필드는 SMSCB 메시지의 형태와 항목(Type/source)을 나타낸다. 즉 메시지 식별자 필드
는 해당 SMSCB 메시지가 날씨, 증권, 교통 등과 같은 여러 정보 중 어느 것인지를 나타낸다.

특히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SMSCB 메시지는 반복적이고 갱신이 가능하고 선택적이라는 게 특징이며, 88옥테트로 제
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페이지 파라미터(Page parameter) 필드에 의해 나타내지는 전 페이지수 및 내용이 있는 페이
지수에 대한 제한이 필요 없으며, SMSCB 메시지의 길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 없다.

이는 상위 계층인 응용 계층(AP : Application Layer)에서 전달된 SMSCB 메시지를 제2 무선 계층(Layer 2) 중 무
선 링크 제어 계층(Radio Link Control layer ; 이하, RLC 라 약칭함)에서 분할(segmentation)한 후 미디엄 액세스 
제어 부계층(Medium Access Control Sublayer ; 이하, MAC 이라 약칭함)에서 스케줄링(scheduling)하며, 스케줄 
메시지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헤더를 MAC에서 붙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GSM의 방식, 즉 전달된 SMSCB 메시지를 RLC에서 스케줄링(scheduling)한 후 스케줄 메시지의 길이가 얼
마인지를 나타내는 헤더를 붙이고 나서 분할(segmentation)하는 절차와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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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서는 MAC에서 스케줄 메시지를 생성하고 디코딩한다. 따라서 스케줄 메시지는 MAC 메시지이며 MAC 
제어 프로토콜 데이터 유니트(Protocol Data Unit ; 이하, PDU 라 약칭함) 형식을 따른다.

특이한 점은 스케줄 메시지는 특정 주기로 스케줄링 되지 않으며, 자신은 SMSCB 메시지를 스케줄링한다. 따라서 현재
의 스케줄 메시지에는 다음에 나타날 스케줄 메시지에 대한 위치 정보를 사용자측(UE)에 알려 준다.

도 4를 참조하면, 스케줄 메시지는 MAC 헤더와, 길이 표시(Length indicator) 필드를 포함하며, SMSCB 메시지에 대
한 스케줄 주기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필드와, 새로운 SMSCB 메시지가 존재함을 표시해 주는 필드를 포함한다.

    
이 중 MAC 헤더는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데이터 유니트가 공통 논리 채널(Common Logical Channel)로 맵핑(m
apping)되야 할지 아니면 전용 논리 채널(Dedicated Logical Channel)로 맵핑되야 할지를 나타내는 C/D 필드를 포함
하며, 또한 데이터 유니트를 공통 제어 채널(CCCH : Common Control Channel)로 맵핑시킬 것인지 공통 트래픽 채널
(CTCH : Common Traffic Channel)로 맵핑시킬 것인지를 나타내는 C/T 필드를 포함한다. 여기서 만약 공통 트래픽 
채널(CTCH)로 맵핑시킬 경우에는 데이터 유니트가 SMSCB 메시지인지 아니면 스케줄 메시지인지를 나타낸다.
    

길이 표시 필드는 스케줄 메시지의 길이를 나타낸다. 이 길이 표시 필드를 이용하여 스케줄 메시지는 연속적인 프레임
들로 확장될 수 있다.

SMSCB 메시지에 대한 스케줄 주기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각 필드는 말그대로 SMSCB 메시지의 연속적인 프레임 주
기 중 시작점과 종료점을 나타낸다.

새로운 SMSCB 메시지가 존재함을 표시해 주는 필드는 SMSCB 메시지가 새롭게 갱신되었을 때 이를 나타내며, 이 새
롭게 갱신된 메시지가 어떤 프레임에 위치하는 지를 나타낸다.

다음은 SMS를 위한 셀 브로드캐스팅 절차를 설명한다.

상기에서 이미 설명한 메시지 형식에 따라 3GPP에서의 SMS 셀 브로드캐스팅은 DRX 모드(Discontinuous Receptio
n mode)와, Non-DRX 모드(Non-Discontinuous Reception mode)로 나뉘어 동작한다.

Non-DRX 모드에서, 사용자측(UE)은 무선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유니트인 모든 프레임들을 읽는다. 이 때 사용자측
(UE)은 스케줄 메시지에 의한 정보 없이도 모든 SMSCB 메시지를 올바르게 읽어낼 수 있으며, 이렇게 프레임을 읽는 
동안에 사용자측(UE)은 SMSCB 메시지의 헤더를 읽어 들임으로써 자신이 관심 있는 메시지를 그렇지 않은 메시지와 
구분할 수 있다.

DRX 모드에서는, 사용자측(UE)이 네트워크측(UTRAN)으로부터 SMSCB 메시지를 위한 조건으로, 언제 셀 내의 네
트워크측(UTRAN)으로부터 각 SMSCB 메시지가 전송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에서 이미 제안한 스케
줄 메시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자측(UE)이 스케줄 메시지를 읽음으로써 DRX 모드로 동작한다.

DRX 모드는, 사용자측(UE)이 먼저 스케줄 메시지를 읽으면 사용자측(UE)은 스케줄 메시지에서 새로운 SMSCB 메시
지가 존재함을 표시해 주는 필드를 통해 SMSCB 메시지가 새롭게 갱신되었는 지의 여부를 알 수 있으며 또한 SMSCB 
메시지에 대한 스케줄 주기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각 필드를 통해 새롭게 갱신된 메시지가 연속적인 프레임 주기 중 
어떤 프레임에 위치하는 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측(UE)은 스케줄 메시지를 이용하여 관심있는 SMSCB 메시지가 스케줄 주기 동안 새롭게 갱신되었을 
때, 스케줄 메시지가 가리키는 해당 프레임의 메시지를 읽는다.

다음은 본 발명에 따른 SMS 셀 브로드캐스팅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전송 시나리오를 도 6에 나타내었으며, 도 6에서 
알 수 있듯이 스케줄 메시지는 새롭게 갱신된 SMSCB 메시지에 대한 식별 정보, 위치 정보 및 다음의 스케줄 메시지 위
치에 대한 정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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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용자측(UE)은 먼저 스케줄 메시지를 읽은 후 원하는 해당 SMSCB메시지를 선택하여 읽을 수 있다.

다음의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SMS 셀 브로드캐스팅을 위한 MAC의 구조를 나타낸 블록구성도이다.

도 7에는 사용자측(UE)과 네트워크측(UTRAN)의 각 공통 MAC(MAC-c) 엔티티를 나타내었으며, 상위에서 전달된 
SMSCB 메시지는 공통 논리 채널(Common Logical Channel) 중 하나인 공통 트래픽 채널(CTCH)로 전달된다.

이 후 MAC-c에서는 공통 트래픽 채널(CTCH)이 또다른 공통 논리 채널(Common Logical Channel)인 공통 제어 채
널(CCCH), 전용 논리 채널(Dedicated Logical Channel)인 전용 트래픽 채널(DTCH) 및 전용 제어 채널(DCCH)과 
다중화(multiplexing)되며, 이후 SMS 셀 브로드캐스팅에 대한 스케줄링이 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 MAC은 상위 RLC에 논리 채널(Logical channel)을 제공하는 계층으로 전송되는 정보 형태에 따라서 서로 
다른 논리 채널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MAC은 논리 채널을 통해 데이터 전송 서비스(Data transfer service)를 제
공하며, 이를 위해 제공되는 논리 채널의 형태는 MAC에 의해 제공되는 데이터 전송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일
반적으로 제어 평면(Control plane)의 정보를 전송할 때는 제어 채널이 제공되며, 사용자 평면(User plane)의 정보를 
전송할 때는 트래픽 채널이 제공된다.
    

또한 상기한 논리 채널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면, 논리 채널은 크게 제어 채널과 트래픽 채널로 나뉜다.

    
그 중 제어 채널에는 사용자측(UE)과 네트워크측(UTRAN)간의 전용의 제어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지점간 양방향 채
널인 전용 제어 채널(DCCH)과, 사용자측(UE)과 네트워크측(UTRAN)간의 제어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양방향 채널인 
공통 제어 채널(CCCH)이 있다. 전용 제어 채널(DCCH)은 MAC의 상위 계층인 무선 자원 제어 계층(Radio Resourc
e Control Layer ; 이하, RRC 라 약칭함)에 의해 개설(establish)되며, 공통 제어 채널(CCCH)은 네트워크측(UTRA
N)이 RRC와 접속되지 않을 때 다수 사용자측(UE)에 의해 공통으로 사용되는 채널이다.
    

나머지 논리 채널인 트래픽 채널에는 한 사용자측(UE)에 전용으로 할당되어 사용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지점간 독점 
채널인 전용 트래픽 채널(DTCH)과, 특정 사용자 그룹이나 모든 사용자측(UE)에 대해 전용의 사용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단방향 채널인 공통 트래픽 채널(CTCH)이 있다. 전용 트래픽 채널(DTCH)은 하향 및 상향 링크에 모두 존재한
다.

상기에서 논리 채널에 대한 다중화(multiplexing) 이후 SMS 셀 브로드캐스팅에 대한 스케줄링이 이루어지면, 네트워
크측(UTRAN)의 MAC-c는 상위에서 각 논리 채널로 전달된 데이터들이 어떤 프레임으로 전달되는 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MAC-c에서는 SMSCB 메시지 전송을 위해 스케줄 메시지를 생성한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UE)은 DRX 모드
에서 새롭게 갱신된 SMSCB 메시지가 프레임의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 수 있다.

결국 본 발명에서는 네트워크측(UTRAN)의 MAC-c이 채널 다중화(multiplexing) 및 스케줄링(scheduling)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사용자측(UE)의 MAC-c이 각 채널에 대한 역다중화(demultiplexing)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MAC-c의 기능이 수행된 후 하위 계층인 물리 계층에서는 SMSCB 메시지 전송을 위한 전송 채널로 순방향 액
세스 채널(Forward Access Channel ; 이하, FACH 라 약칭함)이 할당된다. 이 FACH는 비교적 작은 데이터를 전송
하는데 사용하는 공통 하향 링크 채널이다.

물리 계층에서의 전송에는 무선 구간에서 어떤 특성의 데이터가 어떻게 전송되는냐가 중요한데, 사용자측(UE)은 네트
워크측(UTRAN)의 MAC-c로부터 자신의 MAC-c로 전달된 스케줄 메시지를 통해 상기한 물리 채널을 통해 전달된 
SMSCB 메시지에 대한 여러 정보를 수집한 후 필요로 하는 SMSCB 메시지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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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지금까지 설명한 본 발명에 따르면, 3GPP 환경 하에서 SMS 셀 브로드캐스팅이 기존의 SMS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
된다. 즉 사용자 장치(UE)가 DRX 모드를 보다 더 적은 전력으로 동작할 수 있다.

이는 스케줄링 기능이 네트워크측(UTRAN)의 MAC에서 수행되며 이후 네트워크측(UTRAN)의 MAC이 사용자측(U
E)의 MAC으로 스케줄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네트워크(UTRAN)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장치(UE)로 정보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에서 해당 정보 메시지가 전송되는 채널을 다른 채널들과 다중화한 후 전송될 메시지에 대한 스케줄링을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스케줄링 수행 결과에 따른 스케줄 메시지와 상기 정보 메시지를 무선 구간의 전송 채널을 통해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자 장치(UE)에서 상기 스케줄 메시지에 포함된 상기 정보 메시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정보 메시지
를 선택적으로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위한 셀 브로드캐스팅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줄 메시지에는 다음 스케줄 메시지에 대한 위치를 상기 사용자 장치(UE)에 알려주기 위한 
정보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위한 셀 브로드캐스팅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줄 메시지는,

상기 정보 메시지에 대한 연속적인 프레임 주기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필드와,

새롭게 갱신된 정보 메시지가 존재함을 나타내며, 프레임 주기에서 그 갱신된 정보 메시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위한 셀 브로드캐스팅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줄 메시지는,

상기 정보 메시지가 공통 논리 채널(Common Logical Channel)로 맵핑(mapping)되야 할지 아니면 전용 논리 채널(
Dedicated Logical Channel)로 맵핑되야 할지를 나타내는 필드와,

상기 정보 메시지를 공통 제어 채널(CCCH : Common Control Channel)로 맵핑시킬 것인지 공통 트래픽 채널(CTCH 
: Common Traffic Channel)로 맵핑시킬 것인지를 나타내는 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
를 위한 셀 브로드캐스팅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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