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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른 이동국이 기지국에게 요구하는 복수의 순방향 데이터 전송율들중 선택된 하나를 나타내는 데이터율 

제어정보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통신방법이, 상기 기지국이, 복수의 타임슬롯들내에 상기 

데이터율제어 정보를 반복하는 상기 슬롯들의 개수를 나타내는 데이터율 제어정보 길이(DRC_Length)를 지정하여 

상기 이동국으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국이,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데이터율제어 정보 길이마다 하

나의 타임슬롯에 상기 데이터율제어 정보를 단속적으로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고속 데이터 전송방식(HDR), 단속적 DRC 전송방식, 단속률, 옵셋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HDR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역방향링크의 송신기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일반적인 고속 데이터 전송방식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데이터율 제어 채널 전송 방법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일반적인 고속 데이터 전송방식을 적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기지국이 이동국이 보고한 데이터율 제어 채

널에 따른 데이터 전송율을 순방향링크에 적용하는 시점을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고속 데이터 전송방식을 적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데이터율 제어 채널을 송

신하기 위한 역방향링크 송신기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파일럿 신호를 연속적으로 송신하고 DRC채널을 단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를 나타

낸 도면(파일롯 옵셋 적용).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파일럿 신호를 연속적으로 송신하고 DRC채 널을 단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를 나타

낸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고속 데이터 전송방식을 적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4개의 사용자그룹으로 구분

된 데이터율 제어 채널과 옵셋을 둔 파일럿 신호의 전송 방식을 도시하는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고속 데이터 전송방식을 적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4개의 사용자그룹으로 구분

된 데이터율 제어 채널과 옵셋을 두지 않은 파일럿 신호의 전송방식을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고속 데이터 전송방식을 적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기지국 수신기의 일 예를 도

시하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고속 데이터 전송방식을 적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기지국 수신기의 다른 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기지국에서 각각의 사용자로부터의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 DRC채널의 단속율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역방향링크의 단속적 DRC전송방식에서 사용자가 감소하여 역방향링크의 용량이 

개선된 경우 연속적인 DRC전송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역방향링크의 용량이 변경됨에 따라 연속적인 DRC전송방식에서 단속적 DRC전송

방식으로 혹은 역방향링크 용량 개선시 단속적인 DRC전송방식에서 연속적인 DRC전송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계 

값들을 도시하는 도면.

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국에서 기지국으로부터의 시그널링메세지를 분석하여 DRC채널의 단속율을 

검출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1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고속 데이터 전송방식을 적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동일한 데이터율 제어채널 

정보를 네 개의 연속된 슬롯에 파일롯의 25% 출력으로 전송하는 전송 방식을 도시하는 도면.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고속 데이터 전송방식을 적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동일한 DRC정보를 네 개

의 연속된 슬롯에 전송하며 파일럿보다 낮게 전송하는 방식과 단속적 DRC정보 전송방식을 동시에 적용한 경우를 도

시하는 도면.

도 1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고속 데이터 전송방식을 적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데이터율 제어 채널을

송신하기 위한 역방향 송신기의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18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기지국에서의 각각의 사용자로부터 송신 받은 신호를 측정하여 역방향링크의 용량

을 초과할 경우 기존의 연속적인 DRC전송방식에서 동일한 데이터율 제어채널을 두 개 이상의 연속된 슬롯들에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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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럿채널보다 낮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동작흐름을 나타내는 도면.

도 19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단속적 DRC전송방식일 경우 기지국에서 단속률 정보를 포함하는 시그널링 메시

지를 전송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20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단속적 DRC전송방식일 경우 이동국에서 단속률 정보를 포함하는 시그널링 메세

지를 수신하여 DRC정보를 전송하는 시작슬롯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2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DRC채널의 반복횟수가(DRCLength)가 4인 경우 단속적 모드를 적용한 전송방식

에서 DRC정보의 적용시점을 도시하는 도면.

도 2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동일한 DRC정보가 2회 반복될 경우(DRCLength=2) 단속률이 1/2의 단속적 모드

를 적용한 전송방식에서 DRC정보의 적용시점을 도시하는 도면.

도 2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동일한 단속적 구간(네 슬롯)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자 그룹의 DRC정보를 수신하

지 않은 상태에서 DRC정보를 순방향링크에 적용하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고속 데이터 전송방식을 적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파일럿과 데이터율 제어 채

널이 시간 멀티플렉싱이 아닌 부호 멀티플렉싱 되었을 경우에 4개의 사용자그룹으로 구분된 데이터율 제어 채널의 

전송방식을 도시하는 도면.

도 2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고속 데이터 전송방식을 적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파일럿과 데이터율 제어 채

널이 시간 멀티플렉싱이 아닌 부호 멀티플렉싱 되었을 경우에 데이터율 제어 채널을 송신하기 위한 역방향링크 송신

기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2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순방향링크 송신기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27은 상기 도 28에서 설명한 순방향 채널을 수신할 이동국과 데이터율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28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DRC정보를 전송한후 상기 전송한 DRC정보에 대응하여 유효한 순방향 트래픽 채

널의 수신구간들을 도시하는 도면.

도 29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국에서 DRC정보를 전송하고 순방향 트래픽을 검출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

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고속 데이터 전송방식을 적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데이터율 제어(Data Rate Control : 이하 "DRC"라 칭

함) 채널 전송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데이터율 제어 채널을 단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IS-2000시스템의 통신방식에서 채널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기지국과 이동국은 일정한 데이터율로 통신

을 수행하기 위해 전력제어를 수행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반면, HDR(High Data Rate)을 적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

서는 단말기가 DRC를 일정 슬롯마다 기지국으로 송신하고, 상기 기지국은 상기 DRC를 수신하여 상태가 좋은 이동국

에게만 데이터율을 조절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상기 HDR 방식은 순방향 링크의 데이터 처리량을 

월등하게 향상시킨 전송 방식으로 기지국의 최대전력을 가지고 하나의 전송 공유 채널을 이용해서 패킷의 길이를 바

꾸어가면서 채널 상태가 좋을 때 단위 시간당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채널이 나쁜 경우에는 단위 시간당 적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즉, 상기 HDR 시스템은 해당 기지국 안에 있는 모든 이동국 중 동일한 시간에 한 

이동국에게만 데이터 전송 공유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송신한다. 상기 HDR을 적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채널의 

상태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율을 제어하는 DRC를 송신하는 채널이 DRC 채널이다. 상기 DRC는 이동국이 순방향 링

크를 통해 전송된 파일럿 신호의 C/I를 측정하고 상기 C/I를 근거로 생성되어 DRC 채널을 통해 기지국에 보고된다.

상기 파일럿 신호(Pilot)는 이동국에서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데이터의 초기 동기획득과 채널 복구와 역방향 전력제어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신호이다. 한편, 상기 HDR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역방향 데이터율 지시신호(RRI : 

reverse rate indicator)는 역방향링크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율을 표시하고 16개의 슬롯으로 구성되는 프레임의 동기

를 맞추어주는 신호이다. 상기에서 DRC와 파일럿 신호는 시간분할 멀티플렉싱되어 전송되는 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상기 RRI신호는 파일럿 신호중 인코딩된 패킷에서 천공된(Punctured)부분에 기지국이 데이터율을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인덱스를 제공한다. 하기 <표 1>은 역방향 데이터율에 따른 역방향 데이터율 인덱스를 보여준다.

[표 1]

데이터율(kbps) 4.8 9.6 19.2 38.4 76.8 153.6

역방향 데이터율 인덱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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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 1>에서 역방향 링크의 데이터율이 153.6kbps로 전송되는 경우 데이터율 인덱스 채널을 통해 3비트로 구성

된 심벌을 월시심벌반복을 통해 길이가 4인 직교부호를 이용하여 기지국에 전송된다. 하기 <표 2>는 DRC 채널의 인

코딩 데이블을 보여준다.

[표 2]

요구 데이터율(kbps) 4비트 DRC 부호어(8,4,4)

38.4 0000 00000000

76.8 0001 11111111

102.4 0010 01010101

153.6(short) 0011 10101010

204.8 0100 00110011

307.2(short) 0101 11001100

614.4 0110 01100110

921.6 0111 10011001

1228.8 1000 00001111

1843.2 1001 11110000

2457.6 1010 01011010

reversed 1011 10100101

153.6(long) 1100 00111100

307.2(long) 1101 11000011

reversed 1110 01101001

Null rate 1111 10010110

이동국은 기지국에서 전송되는 신호의 C/I를 측정해 상기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지국에 요구하는 데이터율에 따

른 부호어로 변환시켜 기지국에 보고한다. 상기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DRC 신호는 4비트의 심벌로 구성된다. 4

비트의 심벌은 각각 블록 코딩되어 8비트의 부호어로 변환된다. 이 부호어는 상기 표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요구

되는 순방향 트래픽채널의 데이터율과 일 대 일로 매핑된다.

도 1은 일반적인 HDR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역방향링크의 송신기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곱셈기(102)는 파일럿 채널 101를 매 슬롯마다 길이 4의 직교함수 0번과 곱해 채널 확산하여 

1024칩의 "0"값을 가지는 무변조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RRI 103는 직교변조부(8-ary Orthogonal Mod: 105)로 입

력된다. 상기 직교 변조부(105)는 상기 RRI를 입력받아 8-ary 직교 변조를 수행하여 월시 심볼을 출력한다. 월시 심

볼 반복기(Walsh Symbol Repeat: 107)는 상기 월시 심볼을 반복하여 곱셈기(109)로 출력한다. 상기 곱셈기(109)는 

상기 월시 심볼 반복기(107)에서 출력되는 월시 심볼을 매 슬롯마다 길이 4의 직교함수 0번과 곱하여 매 슬롯 당 64

칩단위로 출력한다. 상기 DRC 115은 블록 인코더(117)로 입력한다. 상기 블록 인코더(Block Enc: 117)는 (8,4,4) 부

호기로서, 상기 DRC 115을 블록 인코딩하여 출력한다. 코드워드 반복기(Code Word Repeat: 119)는 상기 블록 인

코딩된 DRC를 소정횟수 반복하여 출력한다. 곱셈기(121)는 상기 코드워드 반복기(119)에서 출력되는 심볼들을 길이

2의 직교함수 0번과 곱해 채널 확산하여 출력한다. 월시 커버기(113)는 입력되는 DRC 월시 커버 인덱스(111)에 대

응되는 길이 8의 직교함수를 출력한다. 곱셈기(123)는 상기 곱셈기(121)의 출력과 상기 월시 커버(113)의 출력을 곱

하여 출력한다. 곱셈기(125)는 곱셈기(123)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길이 4인 직교함수 0번과 곱하여 출력한다. 타

임 멀티플렉싱부(127)는 상기 곱셈기(102), 곱셈기(109)와 곱셈기(125)에서 출력되는 파일럿 채널신호, RRI 채널신

호 및 DRC 채널신호를 타임 멀티플렉싱하여 동상위상(In-phase) 성분으로 복소 확산기(141)로 출력한다. 트래픽 채

널 신호(129)는 인코더(131)로 입력한다. 상기 인코더(131)는 입력되는 상기 트래픽채널신호를 인코딩하여 출력한다

. 변조기(133)는 상기 인코딩된 트래픽 데이터를 BPSK 변조하여 출력한다. 인터리버(135)는 상기 BPSK 변조된 데

이터를 인터리빙하여 출력한다. 데이터 채널 이득기(137)는 상기 인터리버(135)의 출력을 이득조정하여 출력한다. 

곱셈기(139)는 상기 데이터 채널 이득기(137)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길이 4인 직교함수 2번과 곱해 채널확산하여 

직교위상(Quadrature Phase)성분으로 상기 복소 확산기(141)로 출력한다. 상기 복소 확산기(141)는 상기 동상 성분

의 신호와 직교위상 성분의 신호를 복소확산하여 출력한다. 기저대역여파기(143)는 상기 복소 확산기(141)로부터의 

상기 복소확산된 신호를 기저대역 필터링하여 출력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파일럿 채널신호, RRI 채널신호, DRC채널신호는 시간적으로 멀티플렉싱되어 기지국으로 송

신된다.

도 2는 일반적인 고속 데이터 전송방식을 사용하는 시스템(예 : HDR시스템)에서 데이터율 제어 채널 전송 방법을 나

타낸 도면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프레임은 2048칩(1.66..msec) 길이를 갖는 16개의 슬롯들로 구성된다. 그

리고, 하나의 슬롯은 파일롯(pilot) 채널신호와 데이터율제어(DRC) 채널신호가 64칩단위로 멀티플렉싱되어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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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용자들(어느 사용자 그룹에 속하든지 상관없이) 상기 파일롯 채널신호와 데이터율제어 채널신호를 멀티플렉

싱한 신호를 연속적으로 전송한다. 이런 경우, 사용자간에 서로 간섭이 발생한다.

즉, 상기한 바와 같이, 상기 HDR 시스템은 데이터 서비스가 연결된 상태에서 파일럿과 DRC는 연속적으로 기지국에 

전송된다. 한편,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는 역방향 링크로 전송되는 파일롯신호의 수신세기(C/I)나 DRC신호의 정

보가 정확해야 한다. 하지만 도 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각 사용자는 슬롯마다 시간적으로 멀티플렉싱된 파일럿 신호

와 DRC를 연속적으로 기지국에 보고하기 때문에 다른 사 용자 그룹간에 많은 간섭이 생긴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하

여 기지국이 정확히 DRC를 검출하지 못하게 되면 이동국에서 요구하는 데이터율과 섹터를 기지국이 정확하게 스케

쥴링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더 이상의 새로운 사용자를 서비스 할 수 없다. 따라서 종래의 기술에서

의 HDR 시스템은 사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기지국이 DRC를 검출하기가 어려워 새로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상기 도 2는 파일롯채널신호와 DRC채널신호가 시간적으로 멀티플렉싱 된 경우를 설명하고 있지만, 파일롯채널 신호

와 DRC채널신호가 부호(code)에 의해 멀티플렉싱(code Division Multiplexing)된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고속 데이터 전송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데이터율 제어 채널간의 간섭을 방

지하기 위해 데이터율 제어 채널을 단속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고속 데이터 전송 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데이터율 제어 채널간의 간섭을 방지

하기 위해 데이터율 제어 채널을 반복하여 파일롯채널의 전송출력보다 낮게 전송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기지국이 데이터율제어 정보를 복수의 타임슬롯들에서 반복하는 횟수를 나타내는 데이터율제

어 정보 길이를 호설정에서 이동국으로 전송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상기 이동국이 상기 데이터율제어 정보 길이를

역수하 여 데이터율제어 채널을 단속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단속율을 결정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이동국이 기지국에게 요구하는 복수의 순방향 데이터 전송율들중 선택

된 하나를 나타내는 데이터율 제어정보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통신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

지국이, 복수의 타임슬롯들내에 상기 데이터율제어 정보를 반복하는 상기 슬롯들의 개수를 나타내는 데이터율 제어

정보 길이(DRC_Length)를 지정하여 상기 이동국으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국이,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데이터율제어 정보 길이마다 하나의 타임슬롯에 상기 데이터율제어 정보를 단속적으로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과

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 요소들에 참조 부

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하기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회로의 구성 소자 등과 같은 많은 특정(特定)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일 뿐 이러한 특정 사항들 없

이도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음은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본 발

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 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이하 설명에서 "단속율(DRCSloRate)"은 DRC채널을 단속전송할 때 몇 개의 슬롯마다 DRC채널을 전송할지를 나타내

는 전송율(rate)을 나타낸다. 또한 상기 사용자 그룹은 동일한 단속주기로 데이터률 제어채널을 기지국에 송신하는 

사용자의 집합이며, 프레임 내에서 동일한 DRC 전송 시작 슬롯을 갖는다. 여기서 단속률에 의한 사용자는 사용자그

룹별로 단 하나만 존재하지 않는다. 한 그룹에 여러명의 사용자가 존재할 수 있다.

한편, "반복횟수(DRC_Length)"는 동일한 DRC채널을 반복하여 전송할 때 몇 개의 슬롯들에서 반복할지를 나타내는 

동일 DRC채널의 전송횟수를 나타낸다. 한편, 본 발명에 따라 상기 단속율은 상기 반복횟수의 역수로 정해진다.

그리고, "연속모드"라 함은 사용자가 DRC채널을 매 슬롯마다 연속적으로 전송하는 모드를 나타내고, "단속모드"는 기

지국이 지정한 단속율에 따라 사용자가 DRC채널을 주기적으로 단속하여 전송하는 모드를 나타내며, "반복모드"라 함

은 기지국이 지정한 반복횟수에 따라 사용자가 동일한 DRC채널을 반복하여 전송하는 모드를 나타낸다. 본 발명은 상

기 연속모드에서 상기 단속모드로, 상기 연속모드에서 상기 반복모드로, 상기 반복모드에서 상기 단속모드로의 전환

은 물로, 상기한 전환의 역에 해당하는 전환이 모두 가능하다.

도 3은 이동국(AT)이 기지국(AN)으로부터 송신된 신호의 C/I를 측정해서 특정 데이터율을 요구하는 DRC채널을 기

지국으로 전송하고, 상기 기지국이 상기 이동 국으로부터 수신되는 DRC채널을 참조하여 상기 이동국에서 요구하는 

데이터율을 전송 데이터에 적용하기까지의 시간을 나타낸 도면이다. 상기 도 3에서 기지국은 이동국으로부터 DRC채

널을 수신한후 반슬롯후에 상기 DRC채널을 통해 요구된 데이터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HDR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인

코더 패킷이 종료되기 반슬롯전에 송신된 사용자들의 DRC를 스케쥴링하여 다음 인코더 패킷에 채널상태가 좋은 사

용자에게 최대전력으로 데이터서비스를 하게 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라 역방향링크의 용량이 초과되는 경우 사용자의 DRC간 간섭을 줄이기 위해 단속적으로 DRC채널

을 전송하는 방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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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고속 데이터 전송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역방향 링크의 송신기의 구

성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곱셈기(102)는 파일롯채널 데이터와 정해진 직교부호(W  o
 4 )를 곱해 직교확산하여 출력한다

. 스위치(401)은 상위 제어부(도시하지 않음)의 제어하에 상기 곱셈기(102)의 출력을 다중화기(127)로 스위칭하거나,

지연기(403)으로 스위칭한다. 상기 지연기(403)은 상기 곱셈기(102)의 출력을 소정시간동안(예 : 64칩) 지연시킨후(

또는 버퍼링한후) 상기 다중화기(127)로 출력한다.

직교변조기(105)는 역방향 데이터율 지시자(Reverse rate indicator : 이하 RRI라 칭함)를 8-ary 직교변조를 수행하

여 심볼을 출력한다. 심볼반복기(107)는 상기 직교변조기(105)로부터의 상기 심볼을 소정횟수 반복하여 출력한다. 

곱셈기(109)는 상기 심볼반복기(107)의 출력과 상기 정해진 직교부호(W  o
 4 )를 곱하여 직교확산하여 출력한다.

부호기(117)는 4bit DRC 정보를 (8,4,4) 블록 인코딩(block encoding)하여 출력한다. 반복기(119)는 상기 부호기(11

7)로부터의 출력 부호어(code word)를 소정횟수 반복하여 출력한다. 곱셈기(121)는 상기 반복기 (119)로부터의 출

력과 주어진 길이 2인 직교부호(W  0
 2 )를 곱하여 직교확산하여 출력한다. 월시커버기(113)는 DRC 월시커버 인덱

스를 입력하여 섹터구분용 월시커버를 출력한다. 곱셈기(123)는 상기 곱셈기(121)의 출력과 상기 월시커버기(113)의

출력을 곱하여 출력한다. 스위치(405)는 상기 곱셈기(123)의 출력을 상기 상위 제어부의 제어하에 단속하여 출력한

다. 곱셈기(125)는 상기 스위치(405)의 출력과 상기 정해진 직교부호(W  o
 4 )를 곱하여 출력한다. 상기 다중화기(12

7)는 상기 곱셈기(102)(혹은 지연기(403)), 상기 곱셈기(109) 및 상기 곱셈기(125)의 출력을 시간적으로 다중화하여 

출력한다.

부호기(131)는 입력되는 트래픽데이터를 부호화하여 출력한다. 변조기(133)는 상기 부호기(131)로부터의 출력을 B

PSK 변조하여 출력한다. 인터리버(135)는 상기 변조기(133)의 출력을 인터리빙하여 출력한다. 이득조정기(137)은 

상기 인터리버(135)의 출력을 이득조정하여 출력한다. 곱셈기(139)는 상기 이득조정기(137)의 출력과 정해진 길이 4

인 직교부호(W  2
 4 )를 곱하여 출력한다. 복소확산기(141)는 상기 다중화기(127)의 출력(I채널 신호) 및 상기 곱셈기

(139)의 출력(Q채널신호)와 정해진 PN코드를 곱해 복소확산하여 출력한다. 여파기(143)는 상기 복소확산기(141)의 

출력을 기저대역 필터링하여 출력한다. 이렇게 여파된 신호는 주파수 상향 조정되어 래디오 주파수 신호로 변환되어 

기지국으로 송신되어진다.

통상의 고속 데이터 전송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역방향링크의 구조는 모든 사용자가 매 슬롯마다 DRC

를 기지국에 보고하고 있다. 본 발명에서는 역방향링크의 용량이 초과(포화)되는 경우 이동국은 DRC를 단속적인 방

법으로 기지국에 송신한다. 상기 이동국이 기지국으로 DRC를 단속 전송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속률과 슬롯 시작점, 

파일럿 옵셋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상기 단속률과 슬롯 시작점 및 파일럿 옵셋에 대한 정보는 시그널링 메시지(

Signaling message)로 기지국에서 이동국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전송된다. 직접적으로 이동국에게 전송될 경

우 기지국에서 결정된 단속률과 슬롯 시작점 및 파일럿 옵셋 관련 정보를 시그널링 메시지(Signaling message)를 이

용하여 이동국에게 전송한다. 간접적으로 이동국에게 전송될 경우 기지국은 단속률과 MAC 인덱스를 이동국에게 전

송하고 이동국은 상기 정보를 이용하여 슬롯 시작점 및 파일럿 옵셋를 결정한다.

상기 도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사용자는 할당된 단속률과 슬롯시작점, 파일럿 옵셋 정보를 기반으로 DRC채널과

파일럿채널을 송신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도 4에서 채널 확산된 파일롯 신호와 채널 확산된 DRC는 각각 파일럿 신

호 옵셋부와 단속률 제어신호 단속부로 입력한다. 상기 단속률 제어신호 단속부는 도 4에서와 같이 스위치(405)로 구

성될 수 있다. 상기 파일럿 신호 옵셋부는 도 4에서 나타 낸 바와 같이 스위치(401)과 상기 파일럿 신호를 일정 칩 동

안 지연하기 위한 지연기(403)로 구성할 수 있다. 상기 스위치(401) 및 상기 스위치(405)는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단속률과 슬롯 시작점, 파일럿 옵셋 정보에 의해 상위 제어부로부터 입력되는 제어 신호에 따라 파일럿 신호의 전송 

시작점을 제어하고, DRC채널을 단속적으로 전송한다. 따라서 사용자들의 DRC채널 간의 간섭을 최소화한다.

도 5 및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파일럿 신호를 연속적으로 송신하고 DRC채널을 단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를 나타낸 도면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파일럿 신호는 옵셋을 두어 보내는 방식과 옵셋을 두지 않고 보내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파일럿 신호에 옵셋을 두는 경우는 도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용자들을 복수개의 그룹들로 그루핑(Gro

uping)하고 그룹별로 DRC채널이 서로 다른 슬롯에서 전송될수 있도록 DRC채널을 단속한다. 예를들어, 1번째 사용

자그룹(UG_1)은 1번째 슬롯에서 DRC채널을 전송하고, 2번째 사용자그룹(UG_2)는 두 번째 슬롯에서 DRC채널을 전

송한다. 한편, 상기 DRC채널은 단속율에 따라 정해진 소정간격으로 전송되어진다. 한편, 사용자 그룹별로 파일롯 신

호의 전송 시작점을 다르게 가져감으로써 DRC채널이 단속되는 슬롯에서 파워를 고르게 분산시킨다. 상기 도 5에서

와 같이 특정 사용자 그룹들에 대해 64칩의 파일롯 옵셋을 두었을 경우 DRC채널을 전송하지 않고 파일럿 신호만을 

송신하는 사용자들의 파일럿 신호간의 간섭을 줄일 수 있다.

상기 도 6은 단속적으로 DRC채널을 송신하고 파일럿 신호는 옵셋을 두지 않고 연속적으로 송신하는 경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과 같은 경우에는 상기 도 5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두 번째 사용자가 DRC채널을 송신하는 순간에 상기

DRC채널 과 다른 사용자의 DRC채널간의 간섭은 없다.

상기 도 5 및 도 6은 파일롯 신호와 DRC채널이 시간적으로 멀티플렉싱 된 경우를 설명하지만, 파일롯신호와 DRC채

널이 부호(code)에 의해 멀티플렉싱(Code Division Multiplexing)된 경우에도 단속 송신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DRC채널을 단속적으로 전송함으로써 역방향 링크의 간섭량을 감소시킬수 있다. 여기서, 파일롯 신호와 DRC채널

이 부호에 의해 멀티플렉싱된 경우에는 연속적인 파일롯 신호에 옵셋을 두지 않는다.

상기 도 7 및 도 8은 본 발명예에 따른 DRC채널 단속 송신에서 단속율이 1/4인 경우를 나타낸 도면이다. 여기서, 상

기 도 7은 사용자 그룹별로 파일롯 신호에 옵셋을 두는 경우를 보여주고, 상기 도 8은 파일롯 신호에 옵셋을 두지 않

는 경우를 보여준다. 상기 단속율이 1/4인 경우 사용자 그룹들은 네 개의 그룹들로 나뉘어진다. 각각의 사용자는 기지

국에서 전송하는 시그널링 메세지를 통해 단속률 1/4와 슬롯 시작점을 통보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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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7을 참조하면, 첫 번째 사용자그룹(UG- 1)에 해당하는 사용자들은 시그널링 메세지를 통해 단속률 1/4와 슬

롯시작점(1번째 슬롯)을 할당받는다. 두 번째 사용자그룹(UG-2)에 속한 사용자들도 마찬가지로 시그널링 메세지를 

통해 단속률 1/4과 슬롯시작점(두 번째 슬롯)을 할당받는다. 세 번째 사용자 그룹 및 네 번째 사용자 그룹에 포함된 

사용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각각 세 번째 와 네 번째 슬롯을 슬롯시작점으로 할당받고, 단속율 1/4을 할당받는다. 이와

같이 할당받은 단속율 및 슬롯시작점에 따라 사용자들은 지정된 슬롯을 시작점으로 해서 DRC채널을 지정된 주기로 

DRC채널을 단속하여 기지국에 송신한다. 앞서 설명한 도 3에서, DRC의 적용 타이밍은 반 슬롯 이후에 적용된다. 따

라서 도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령 인코더 패킷이 4 슬롯으로 구성된다고 하면 이 경우 사용자 그룹(UG- 1)만이 

DRC를 적용 받는다. 구체적으로, 기지국에서 수신한 각 사용자의 DRC 적용시점은 하나의 인코더패킷이 종료되기 반

슬롯전에 송신된 DRC가 적용된다. 따라서 단속률을 1/4인 경우 하나의 인코더 패킷 송신이 종료되기 반 슬롯전에는 

1번째 사용자그룹(UG-1)만이 DRC를 송신한 상태이다. 즉, 기지국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에 적용되는 DRC는 1번째 

사용자그룹(UG-1)이 전송한 DRC가 된다. 따라서 매 슬롯마다 기지국에서 DRC를 스케쥴링하기 위해서 해당 슬롯에

서 적용되는 사용자그룹의 DRC와 해당 슬롯이전의 단속률만큼의 주기동안에 이전 사용자 그룹의 최근 DRC정보를 

함께 고려하여 순방향링크의 데이터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도 7은 파일롯 신호와 DRC가 시간적으로 멀티플렉싱된 경우를 설명하고 있지만, 파일롯 신호와 DRC채널이 부

호에 의해 멀티플렉싱(Code Division Multiplexing)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단속송신을 적용할수 있으며, DRC채널

을 단속적으로 전송함으로써 역방향 링크의 간섭량을 감소시킬수 있다.

상기 도 8은 상기 7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용자 그룹별로 DRC채널을 주어진 단속율 및 슬롯시작점을 가지고 단속

적으로 전송하고, 파일럿 신호는 옵셋을 두지 않고 연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상기 도 5와 도 7과 같이 

파일럿 신호에 옵셋을 두는 경우에는 다른 사용자그룹에 있는 사용자의 파일럿신호와 간섭을 야기시키지 않는다. 하

지만 DRC채널을 송신하는 사용자와의 간섭이 존재한다. 파일럿신호에 옵셋을 두지 않는 경우는 단속적으로 DRC를 

보내는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종래의 고속데이터전송방식과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에는 파일럿신호간의 간섭이 옵셋

을 두는 경우에 비해 증가할 수 있으나, DRC를 송신하는 구간에서의 간섭은 감소시킬 수 있다.

상기 도 8은 파일롯 신호와 DRC가 시간적으로 멀티플렉싱된 경우를 설명하고 있지만, 파일롯 신호와 DRC채널이 부

호에 의해 멀티플렉싱(Code Division Multiplexing)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단속송신을 적용할수 있으며, DRC채널

을 단속적으로 전송함으로써 역방향 링크의 간섭량을 감소시킬수 있다.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단속적인 DRC전송 방식은 역방향 링크의 용량 초과(또는 포화)시 각각의 사용자들이 DRC채

널을 단속적으로 전송함으로써 사용자간 간섭을 줄이고 역방향링크의 용량을 감소시키는 방식이다.

기존의 고속 데이터 전송방식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각 이동국(AT)들은 매 슬롯마다 DRC를 송신

하고 있다. 이때 역방향링크의 용량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역방향링크의 사용자수가 용량을 초과하면 새로운 이동

국(AT)은 순방향링크로 데이터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이동국(AT)은 연속적인 DRC 전송방식에서 

단속적인 전송방식으로 전환하여 역방향 링크의 용량을 증대하여야 한다.

역방향링크의 용량이 소정 기준값을 초과할 때 기지국(AN)은 DRC 전력값과 다른 이동국(AT)들에 의한 간섭량의 비

를 결정해야 한다. DRC채널의 프레임 당 에러율의 문턱값(Threshold value)을  라고 하고 상기  문턱

값에 대응하 는 신호 대 잡음비를  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각 이동국(AT)들의 역확산전 기지국수신 전력량

을  라고 하고 ,잡음을 포함한 각 이동국(AT)들의 역확산전 수신신호 전력량의 합을  라 하

며, 임의의 한 이동국(AT)의 수신단에서의 DRC 전력량을  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첫 번째 사용자를 위한 DR

C검출에서 간섭량은  로 나타낸다. 따라서, 상기 DRC 수신 전력량  과 잡음을 포함한 다른 이동국(AT

)들의 간섭량  에서 자기신호의 전력  를 뺀 값의 비는 하기 <수학식 1>과 같이 나타난다. 하기 <수학식 1>은 

한 사용자의 DRC전력량 대 총 간섭량의 비를 나타내는 식이다.

수학식 1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상기 수학식 1을 이용하여 연속적인 DRC전송방식을 단속적 전송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값, 즉 데이터률 제어(DRC) 신호의 표준 신호 대 잡음비인  을 결정하기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각각의 사용자들의 수신 DRC전력과 다른 사용자들의 간섭량의 비의 평균 값을 상기  로 정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각 사용자들의 수신 DRC전력과 다른 사용 자들의 간섭량의 비중 최소가 되는 값을 상기  로 정하

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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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 및 도10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역방향 링크의 용량이 소정 기준값을 초과하는 경우 단속적인 DRC전송으

로 전환될 수 있도록 상기  값을 결정하기 위한 역방향 링크의 수신기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이하 상기 도

9 및 도 10을 설명함에 있어서, 모든 사용자들에 대응하는 수신기의 구조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자 1의 구성에

대해서만 설명할 것이다.

이하 상기 도 9를 참조하여 상기 첫 번째 방법에 따른 구성 및 동작을 설명한다.

기지국 수신기는 이동국1(AT)의 사용자1(user1)로부터 수신되는 신호전력(Pu1)을 I 제곱기(1001)와 Q 제곱기(100

3)와 가산기(1005)에 의해 측정한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용자들의 신호전력(P  UN )들은 각각의 I 제곱기와 Q 제곱기

와 가산기를 통해 측정된다. 상기와 같이 측정된 신호전력들은 가산기(1007)로 입력된다. 상기 가산기(1007)는 상기 

각 사용자들의 신호전력을 합산한  값을 감산기(1023)로 출력한다. 상기 감산기(1023)는 상기 가산기(1007)에서 

출력되는 I  o 와 상기 가산기(1005)에서 출력되는 P  U1 을 입력받고, 상기 I  o 에서 P  U1 을 감산하여 출력한다. 즉, I

 o 와 P  U1 의 차를 구하면 다른 사용자들의 신호전력중 자기신호전력을 뺀 값  을 얻을 수 있다. 상기 이동국

과 다른 이동국들의 간섭량을 측정하기 위 한 구성인 I 제곱기(1001)와 Q 제곱기(1003)와 가산기(1005)와 가산기(1

007)과 감산기(1023)을 통칭하여 "전력 측정부"라 칭한다. 또한, 사용자1의 I 및 Q 신호는 복소 역확산기(1009)로 입

력되고 복소 역확산되어 출력된다. 곱셈기(1011)는 상기 복소 역확산된 I 신호를 길이 4인 직교함수 0번에 의해 채널

역확산하여 출력하고, 곱셈기(1013)는 상기 복소 역확산된 Q 신호를 길이 4인 직교함수 2번에 의해 채널 역확산하여

출력한다. 상기 채널 역확산된 I 신호는 파일럿 신호, DRC 및 RRI를 갖는다. DRC 추출기(1015)는 상기 채널 역확산

된 I 신호로부터 DRC를 추출하여 디코더(1019)로 출력한다. 디코더(1019)는 상기 DRC를 디코딩하여 원상의 DRC를

출력한다. 한편, 디코더(1017)는 상기 채널 역확산된 Q신호로부터 트래픽 데이터를 출력한다. DRC 측정부(1021)는 

상기 DRC를 입력받고 상기 DRC의 수신전력(E  DRC
 U1 ) 을 측정하여 출력한다. DRC 신호 대 잡음비 측정부(1025)

는 상기 감산기(1023)의 출력  와 DRC 측정부(1021)의 출력 E  DRC
 U1 을 입력받아 사용자1에 대한 DRC채

널의 신호대잡음비(DRC E  b /N  t For User1)를 구하여 출력한다. 모든 사용자들 각각에 대한 DRC채널의 신호대잡

음비들을 입력받아 DRC채널의 평균 신호대잡음비를 출력하는 DRC채널의 평균 신호대잡음비 측정부는 본 발명의 제

1실시 예에 따라 도 9와 같이 가산기(1029)와 곱셈기(1031)로 구성된다. 상기 가산기(1029)는 상기 각 사용자들로부

터 각각의 DRC채널의 E  b /N  t 를 입력받아 가산하고 상기 곱셈기(1031)는 상기 가산된 신호를 사용자수(N)으로 나

누어 평균 DRC채널의 E  b /N  t 를 출력한다. 그러면, 제 어부(1035)는 상기 곱셈기(1031)로부터의 상기 평균 DRC

채널의 E  b /N  t 를 소정 기준값들과 비교하여 DRC채널의 단속여부 및 해당 단속율을 결정한다.

이하 상기 도 10을 참조하여 상기 두 번째 방법에 따른 구성 및 동작을 설명한다.

상기 도 9가 사용자들의 각각에 대한 DRC E  b /N  t 들을 평균하여 DRC채널의 신호대잡음비(또는 DRC채널의 수신

세기)를 구하는데 반해, 본 발명에 따른 두 번째 방법은 DRC채널의 표준 신호 대 잡음비 측정부가 도 10과 같이 최소

값 검출기(Min: 1101)로 구성된다. 상기 최소값 검출기(1101)은 사용자들 각각의 DRC E  b /N  t 를 입력받아 최소가

되는 DRC E  b /N  t 를  로 출력한다. 그러면, 제어부(1035)는 상기 최소값 검출기(1101)로부터의 상기 최

소가 되는 DRC E  b /N  t 를 소정 기준값들과 비교하여 DRC채널의 단속여부 및 해당 단속율을 결정한다.

즉, 상기 도 9 또는 도 10에서 설명한 방법에 의해 구해진  는 제어부(1035)로 입력된다. 상기 제어부(1035)

는 상기  를 입력받아 후술되는 도 11(단속율 결정 알고리즘)의 동작을 수행한다.

상기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기지국에서 각각의 사용자로부터의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 DRC채널의 단속

율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11을 참조하면, 기지국(AN)의 제어부(1035)는 상기 도 9 또는 도 10을 통해 구해진 DRC채널의 표준 신호대

잡음비(  )를 입력받는다. 이후, 상기 제어부(1035)는 1101단계에서 상기 DRC채널의 표준 신호대잡음비( 

 )를  와 비교한다. 만일, 상기  가 상기  보다 크면 1111단계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1103단계로 진행한다. 그리고, 상기 제어부(1035)는 상기 1103단계에서  가 

보다 큰 지를 비교한다. 만일, 상기  가  보다 크면 상기 제어부(1035)는 1107단계로 진행하

여 단속률을 1/2로 설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1105단계로 진행한다. 그리고, 상기 제어부(1035)는 상기 1105단계에

서  가  보다 큰 지를 판단한다. 상기 판단결과  가  보다 크면 제어부(

1035)는 1109단계로 진행하여 단속율을 1/4로 설정한다. 상기 상기 1105단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제어부(10

35)는 상기 오류마진(Δ)을 변경하면서 상기와 같은 과정을 반복 수행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하나의 프레임이

16개의 슬롯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단속율을 1/16까지 설정할수 있다. 예를들어, 이동국에서 기지국으로 송신하는 데

이터의 단위는 32개의 슬롯으로 구성된 인코더 패킷단위로 전송되고, 이때 기지국은 이동국의 프레임 동기를 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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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최대 단속률이 1/16까지 가능하며, 슬롯 시작점 또한 16개의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다.

상기 △,  는 오류 마진이다. 상기와 같은 과정을 수행하여 단속율이 결정되면, 제어부(1035)는 상기 1111단계

에서 이동국(AT)으로부터 수신된 역방향링크 데이터율과 단속률 정보를 가지고 각각의 이동국(AT)에 대한 단속률, 

슬롯 시작점 및 파일럿 옵셋을 결정한다. 그리고, 상기 결정된 단속률에 따라 역방향링크의 DRC들을 그룹화한다. 그

리고, 상기 제어부(1305)는 1113단계에서 상기 단속률 및 슬롯 시작점 및 파일럿 옵셋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시그

널링 메시지를 생성하여 각각의 이동국(AT)으로 전송한다. 상기 시그널링 메시지를 전송한후, 상기 제어부(1305)는 

1115단계에서 다음 슬롯에 대해 상기한 과정을 다시 수행한다.

상기 시그널링 메세지는 다음과 같은 포맷을 갖는다. 일 예로, 상기 시그널링 메시지는 기존의 트래픽채널할당 메시

지의 유보된 필드(Reserved field)를 이용하여 구현한다. 즉, 상기와 같이 기존에 정의된 메시지를 이용해 DRC단속

제어 메세지를 구현할수 있고, 새로운 메시지를 정의하여 구현할수도 있다. 상기 트래픽채널할당 메시지의 포맷은 하

기 <표 3>과 같다.

[표 3]

Field Length(bits)

MessageID 8

MessageSequence 8

ChannelIncluded 1

Channel 0 or 32

RABLength 2

DRCLength 2

NumPilots 4

PilotPN 9

SoftHandoff 1

MacIndex 5

DRCCover 3

DRCSlotMode 1

DRCSlotRate 2

DRCStarting_Point 4

Pilot_OFFset 1

상기 표 3과 같이 종래의 트래픽채널할당 메시지의 구조에서 단속적인 DRC전송을 위해 추가되는 필드는 DRC단속모

드여부(DRCSlotMode) 필드, 단속률(DRCSlotRate) 필드, 단속시작슬롯(DRCStarting_Point) 필드, 파일럿옵셋 여부

(Pilot_OFFset) 필드이다. 각각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DRCSlotMode - 역방향 DRC채널의 단속여부를 기록한다.

'0': 연속적인 DRC전송방식

'1': 단속적인 DRC전송방식

DRCSlotRate - 역방향 DRC채널의 단속율(slotting rate)을 기록한다.

'00': 1/2 단속률

'01': 1/4 단속률

'10': 1/8 단속률

'11': 1/16단속률

DRCStarting_Point- 역방향 DRC채널을 단속하여 전송할 때, DRC채널을 처음 전송하는 시작 슬롯을 기록한다.

'0000': 1 슬롯

'0001': 2 슬롯

'0010': 3 슬롯

.

.

.

'1110': 15 슬롯

'1111': 16 슬롯

Pilot OFFset - 역바향 파일롯신호를 전송할 때 옵셋 여부를 기록한다.

'0' : 옵셋을 두지 않는 경우

'1' : 옵셋을 두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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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표 4>는 종래의 채널할당메세지에 DRC 단속제어를 위해 추가되는 필드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기 <표 4>와 같

이 DRC 단속제어를 위한 필드들만 채널할당메시지에 실어 보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즉, 하기 <표 4>는 채널할당

메세지를 다시 보낼 필요가 없는 경우에 DRC 단속 제어 메시지만을 전송하는 경우의 메시지 포맷이다. 하기 표 1에

서 "MessageID"는 DRC단속제어 메시지임을 식별하기 위한 필드이다.

[표 4]

Field Length(bits)

MessageID 8

MessageSequence 8

DRCSlotMode 1

DRCSlotRate 2

DRCStarting_Point 4

Pilot_OFFset 1

상기 <표 3> 및 <표 4>와 같은 시그널링 메시지(sgnalling message)는 연속적인 DRC전송방식인 경우 DRCSlotMod

e는 '0'을 송신하고, 단속적인 DRC전송방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1'을 송신한다. 만일, 새로운 가입자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상기 "DRCSlotMode" 필드는 "1"로 설정한다.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역방향링크의 단속적 DRC전송방식에서 사 용자가 감소하여 역방향링크의 용량이

개선된 경우 연속적인 DRC전송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12를 참조하면, 제어부(1035)는 1201단계에서  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판단한다. 상기 제어부(1035)는 상기 조건을 만족하면 1203단계로 진행하여 단속적인 DRC전송방식에서 연속적인 

DRC전송방식으로 전환한다. 여기서, 상기  은 단속적인 DRC전송방식에서 연속적인 DRC전송방식으로 전환되는 

경계값의 마진이다. 상기 1203단계에서 단속모드에서 연속모드로의 전환이 결정되면, 상기 제어부(1305)는 1205단

계로 진행하여 상기 표 3 또는 표 4의 채널할당메세지를 통해 이동국(AT)으로 연속모드로 전환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상기 1201단계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제어부(1035)는 1207단계로 진행하여 

 을 만족하는지를 판단한다. 상기 조건을 만족하면 제어부(1035)는 1209단계로 진행하

여 단속률이 1/2인 DRC전송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1207단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1213단계로 진행하여 

단속률이 1/4인 DRC전송방식으로 전환한다. 상기와 같이 단속율이 변경되면, 상기 제어부(1305)는 1211단계로 진

행하여 상기 <표 3> 또는 <표 4>의 메시지를 통해 상기 변경된 단속률을 이동국에 알려준다. 상기 1205단계 및 상기 

1211단계를 수행한후, 상기 제어부(1305)는 1215단계로 진행하여 다음 슬롯에 대해 상기와 같은 과정을 다시 수행

한다. 한편, 상기 <표 3> 또는 <표 4>와 같은 메시지 를 수신한 이동국은 후술되는 도 14의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보다 나은 이해를 돕기 위해, 도 13을 참조하여 연속모드에서 단속모드로, 단속모드에서 연속모드로 전환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도 13은 역방향링크의 용량이 변경됨에 따라 연속적인 DRC전송방식에서 단속적 DRC전송방식으로 혹은 역방

향링크 용량 개선시 단속적인 DRC전송방식에서 연속적인 DRC전송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계 값들을 도시하고 있

다.

도시된 바와 같이, 참조번호 13-1은  에 따른 DRC 심벌오류값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참조번호 1

3-3은 기지국에서의 바람직한 DRC 심벌오류값을  라고 할 때, 상기 바람직한 심볼오류값에 대응하는 

 의 경계를 나타낸다. 참조번호 13-2는 단속율이 1/4에서 1/2로 변경되는 경계를 나타낸다. 여기서, 상기 경

계에 해당하는 DRC채널의 수신세기는  가 된다. 예를들어, 기지국에서 측정된  의 값이 

 보다 크고  보다 작으면 단속률을 1/2로 정한다. 하지만  의 값이  값보

다 작게 나타나면 단속률을 1/4로 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측정된 역방향링크의 용량에 따라 단속률을 변경할수 있다.

한편, 참조부호 13-4는 역방향링크의 용량 초과시 연속적인 DRC전송방식에서 단속적인 DRC전송방식으로 전환하

기 위한 경계를 나타낸다. 상기 경계에 해당하는 DRC채널의 신호대잡음비(또는 수신세기)는  가 된다. 즉

,  의 값 이 상기  의 값보다 작게되면 연속적인 DRC전송방식에서 단속적인 DRC전송방식으로

전환한다. 한편, 참조부호 13-5는 단속적인 DRC전송방식에서 역방향 링크의 용량이 기준값 미만인 경우 다시 연속

적인 DRC전송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계를 나타낸다. 상기 경계에 해당하는 DRC채널의 신호대잡음비는 

 가 된다. 이런 경우 단속적인 DRC전송방식에서  값이  보다 크게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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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연속적인 DRC전송방식으로 전환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연속적인 DRC전송방식에서 단속적인 DRC전송방식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값이 

 값보다 작게 나타나는 시점이다. 한편, 상기 단속적인 DRC전송에서도  값이  보

다 크고  보다 작게 측정되면 본 발명의 실시 예로써 단속률을 "1/2" 로 정하고,  값이 

 보다 작게 나타나면 단속율을 "1/4"로 전환되는 방식을 취한다. 여기서  은 단속률 1/4의 경우로 전

환되기 위한 마진이다.

한편, 상기 단속적인 DRC 전송방식에서 역방향링크의 용량 개선으로 다시 연속적인 DRC.전송방식으로 전환되는 시

점은 다음과 같다. 상기  값이 전송률을 높이기 위한 마진  을 두는 경우, 역방향 링크를 통한 사용자들이

단속적인 전송방식을 취하고 있었을 때, 상기 측정된  가 상기  보다 크게 측정되어 역방향

링크의 사용자수가 줄어 용량이 개선되었다면 이때 다시 연속 적인 DRC전송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런 경우 

 값이  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에 단속적인 DRC전송방식에서 연속적인 DRC전송방식으

로 전환된다.  는 단속적인 DRC전송방식이 연속적인 DRC전송방식으로 전환되는 경계 값의 마진이다.

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국에서 기지국으로부터의 시그널링메세지를 분석하여 DRC채널의 단속율을 

검출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14를 참조하면, 우선 1401단계에서 기지국(AN)으로부터 시그널링메시지가 수신되면, 이동국(AT)은 1403

단계에서 상기 시그널링메시지에 포함된 단속전송 여부(DRCSlotMode), 슬롯 시작점(DRCStarting_Point), 단속률(

DRCSlotRate) 및 파일럿 옵셋여부(Piot Offset)을 검출하거나, 혹은 상기 채널할당메세지에 포함된 단속전송 여부, 

MAC 인덱스 및 단속률을 이용하여 이동국에서 슬롯 시작점과 파일롯 옵셋 여부를 결정한다. 상기 정보들이 검출되면

이동국(AT)은 상기 채널할당메세지의 단속전송여부 정보를 바탕으로 DRC채널이 단속전송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상

기 판단결과 단속적 전송 모드로 판단되면 이동국(AT)은 1405단계에서 상기 검출된 시작 슬롯과 단속률 정보에 따라

DRC 채널을 단속적으로 송신하도록 제어한다. 한편, 상기 이동국은 1407딘계에서 상기 채널할당메세지의 파일럿신

호의 옵셋 여부 정보에 근거하여 파일롯신호를 옵셋을 두어 전송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상기 파일럿신호의 옵셋을 

두는 경우라면 이동국은 1409단계에서 상기 도 5 및 도 7과 같이 파일럿 신호를 옵셋을 두어 송신하도록 제어한다. 

상기 1403단계에서 단속적 전 송모드가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상기 1407단계에서 파일롯신호에 옵셋을 두지 않는

다고 판단된 경우 및 상기 1409단계에서 파일롯 신호의 옵셋을 제어한후 상기 이동국은 1411단계로 진행하여 다음 

슬롯에 대한 제어를 준비한다.

상술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기지국에서의 DRC검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역방향 DRC채널을 단속적으로 전송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고속 데이터 전송방식에서 DRC채널에 의한 역방향간섭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른 방

법으로, 동일한 DRC채널을 두 개 이상의 연속된 슬롯에 파일럿보다 낮게 전송하는 방식이 있다. 이하 DRC채널의 전

송출력을 낮게 전송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본다.

도 1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고속 데이터 전송방식을 적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동일한 데이터율 제어채널

를 반복하여 전송하는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반복되는 슬롯의 개수는 "4"이다. 따라서, 이동국은 

기지국이 지정한 반복되는 슬롯의 개수에 따라 4슬롯 동안 동일한 DRC채널 전송하게 된다. 이때, 상기 DRC채널의 

전송출력은 파일럿의 전송출력보다 낮게 전송한다. 즉, 네 개의 연속된 슬롯들에서 전송되는 동일한 DRC채널들이 파

일롯채널의 25%에 해당한는 전송출력으로 전송되어 역방향 링크에서 이동국들의 DRC전송에 의한 간섭을 감소시킨

다. 기지국은 네 개의 슬롯들에서 수신되는 DRC채널들을 누적하여 역방향 파일롯채널과 동일한 파워를 가진 하나의 

DRC채널을 획득하게 된다. 즉, 상기 획득된 DRC채널은 복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파워를 충분히 가질수 있다. 키는 

효과가 있다.

상기 도 15에서는 네 개의 연속된 슬롯들에 동일한 DRC채널을 전송하는 경우 만 설명하였지만 임의의 개수의 연속

된 슬롯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예를들어, 하기 표 5와 같이 반복되는 슬롯들의 개수가 1개, 2개 혹은 

4개가 될 수 있다. 한편, 상기 동일 DRC정보를 전송하는 연속된 슬롯의 개수와 DRC정보의 전송출력에 대한 정보는 

시그널링 메시지(Signaling message)로 기지국에서 이동국으로 전송하거나, 기지국이 반복된 슬롯의 개수에 대한 정

보를 전송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동국이 DRC정보 전송출력을 결정할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DRC채널의 반복 횟수가 "4"일 경우 하기 <표 5>에서와 같이 DRC채널의 전송출력은 파일럿 전송

출력의 25%로 결정한다.

[표 5]

동일한 DRC 정보를 반복 전송하는 슬롯의 개수 파일롯 대비 DRC전송 출력

1 100%

2 50%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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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동일한 DRC채널을 두 개 이상의 연속된 슬롯에 전송하며 DRC정보 전송출력을 낮추는 방식은 앞서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서 설명한 단속적 DRC정보 전송방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DRC채널

들중에서 한 개 이상의 DRC채널들을 단속하고, 단속되지 않은 DRC채널의 전송 출력은 파일럿채널의 전송출력과 같

거나 낮게 조정한다.

도 1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고속 데이터 전송방식을 적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동일한 DRC정보를 반복하

여 전송하는 경우 동일한 DRC채널들중 적어도 하나를 단속하는 경우를 도시하고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반복되는 

슬롯의 개수는 "4" 이다. 따라서, 이동국은 4슬롯 구간동안 동일한 DRC채널들을 전송하게 된 다. 이때, 이동국은 짝수

번째 슬롯들(2번째, 4번째)에서 DRC채널을 단속하고 파일롯채널만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홀수번째 슬롯들(1번째, 

3번째)에서 전송되는 DRC채널의 전송출력은 상기 파일롯채널의 전송 출력보다 낮게 조정한다. 예를들어, 상기 파일

롯채널의 전송출력의 50%에 해당하도록 조정한다. 즉, 동일한 DRC채널을 전송하는 네 개의 연속된 슬롯들 중 두 개

의 슬롯의 DRC채널들은 단속되어지고 나머지 두 개의 슬롯의 DRC채널들은 파일럿채널의 전송출력보다 낮게 전송된

다.

즉,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는 역방향링크의 용량이 초과되는 경우 이동국이 동일한 DRC채널을 두 개 이상의 연속된 

슬롯들에서 파일럿채널보다 낮게 기지국에 송신한다. 상기 이동국이 기지국으로 DRC를 반복 전송하기 위해서는 먼

저 동일한 DRC채널이 반복되는 슬롯의 개 수 및 DRC채널의 전송출력을 알아야 한다. 상기 동일한 DRC채널이 반복

된 슬롯의 개 수 및 DRC채널의 전송출력에 대한 정보는 시그널링 메시지(Signaling message)로 기지국에서 이동국

으로 전송되거나, 혹은 기지국이 반복되는 슬롯의 개수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동국이 DRC채널의 

전송출력을 결정할 수 있다.

도 1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예에 따른 역방향 링크의 송신기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즉, 상기 도 17은 동일한 데

이터율 제어채널을 두 개 이상의 연속된 슬롯들에서 전송하는 경우 그 전송출력을 파일럿채널보다 낮게 조정하기 위

한 구성을 보여준다.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도 17은 상기 도 1에서 설명한 송신기 구성과 유시한 구조를 갖는다. 단지, DRC채널 송신기

의 구성이 약간의 차이를 가진다. 따라서, 이하 상기 DRC채널 송신기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한다.

부호기(117)는 4bit DRC 정보를 (8,4,4) 블록 인코딩(block encoding)하여 출력한다. 여기서, 상기 부호기(117)의 

상위 제어부의 제어하에 동일한 4bit DRC 정보를 소정횟수 반복 인코딩하여 출력한다. 반복기(119)는 상기 부호기(1

17)로부터의 출력 부호어(code word)를 소정횟수 반복하여 출력한다. 곱셈기(121)는 상기 반복기 (119)로부터의 출

력과 주어진 길이 2인 직교부호(W  0
 2 )를 곱하여 직교확산하여 출력한다. 월시커버기(113)는 DRC 월시커버 인덱

스를 입력하여 섹터구분용 월시커버를 출력한다. 곱셈기(123)는 상기 곱셈기(121)의 출력과 상기 월시커버기(113)의

출력을 곱하여 출력한다. DRC이득조정기(1700)는 상기 곱셈기(123)의 출력을 상기 제어부의 제어하에 이득 조정하

여 출력한다. 예를들어, 4슬롯 구간동안 동일한 DRC채널이 4번 반복하여 전송되는 경우 DRC채널의 전송출력이 파

일롯채널 전송출력의 25%가 되도록 이득 조정된다. 곱셈기(125)는 상기 DRC 이득조정기(1700)의 출력과 정해진 직

교부호(W  o
 4 )를 곱하여 DRC채널의 신호를 출력한다. 한편, 반복모드에서 단속모드로의 전환을 위해, 즉 후술될 도

21과 같은 전송모드를 지원하기 위해, 상기 이득조정기(1700)와 상기 곱셈기(125) 사이에 단속기(도 4의 스위치405

))를 더 부가시킬수 있다. 이동국 장치는 기지국으로부터 반복모드 수행중에 단속모드로의 전환을 지시받을 경우, 상

기 단속기를 제어하여 반복되는 DRC채널들중 적어도 하나를 단속시킨다. 그리고, 상기 단속에 따른 DRC채널신호의 

이득도 상기 이득조정기(1700)을 통해 다시 조정한다. 즉, 기지국에서 동일 DRC채널신호들을 모두 누적하였을 때 파

일롯채널의 전송출력과 동일한 전력을 얻을수 있도록 이득 조정한다.

즉, 상기한 바와 같이, 각 사용자는 기지국으로부터 지정된 동일한 DRC채널이 반복되는 슬롯의 개 수 및 DRC채널의 

전송출력 정보를 기반으로 DRC채널과 파일럿 신호를 송신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도 17에서 채널 확산된 DRC채널 

신호는 상기 DRC 이득조정기(1700)으로 입력된다. 상기 DRC 이득조정기(1700)는 동일한 DRC정보가 반복된 슬롯

의 개 수에 의해 결정된 DRC정보 전송출력에 근거하여 DRC채널의 전송출력을 조정하여 출력한다. 이렇게 DRC채널

의 전송출력을 조정함으로써, 사용자들의 DRC채널간의 간섭을 감소시킨다.

한편, 상기 동일한 데이터율 제어채널을 두 개 이상의 연속된 슬롯들에서 파일럿채널보다 낮게 전송하는 방식에서도 

파일럿 옵셋을 이용하여 역방향에서 사용자 파일럿 신호간의 간섭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일럿 옵셋 여부는 

직접 시그널링 메시지의 소정 필드를 이용해 이동국에게 알려주거나, 기지국으로부터 할당받은 MAC 인덱스를 이용

하여 이동국에서 간접적으로 결정할수 있다. 예를들어, 상기 MAC 인덱스가 짝수 또는 홀수일 경우에 따라 파일럿 옵

셋을 설정하거나 설정하지 않는다.

도 18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기지국에서의 각각의 사용자로부터 송신 받은 신호를 측정하여 역방향링크의 용량

을 초과할 경우 기존의 연속적인 DRC전송방식에서 동일한 데이터율 제어채널을 두 개 이상의 연속된 슬롯들에서 파

일럿채널 보다 낮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동작흐름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상기 도 18을 참조하면, 기지국(AN)은 1801단계에서 도 9 또는 도 10을 통해 측정된  를  와 

비교한다. 만일, 상기 측정된  가 상기  보다 크면 1811단계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1803

단계로 진행한다. 그리고, 상기 기지국은 상기 1803단계에서 상기  와  를 비교한다. 만일, 상

기  가 상기  보다 크면 1807단계로 진행하여 역방향 DRC채널을 파일롯채널의 50% 전송출

력으로 2회 반복하여 전송하도록 결정한후 상기 1811단계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1805단계로 진행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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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지국은 상기 1805단계에서 상기 측정된  와  와 비교한다. 만일, 상기 특정된 

 가 상기  보다 크면 1809단계로 진행하여 DRC채널을 파일롯채널의 25% 전송출력으로 4

회 반복하여 전송하도록 결정한후 상기 1811단계로 진행한다. 즉, 동일한 DRC의 반복횟수가 N일 경우 DRC채널의 

전송출력은 파일럿채널의 1/N이된다. 한편, 상기  는 오류 마진을 나타낸다. 상기와 같이 DRC채널의 반복횟

수 및 전송출력이 결정되면, 상기 기지국은 상기 1811단계에서 상기 결정된 DRC채널의 반복횟수 및 전송출력에 따

라 복조기를 할당한다. 그리고, 1813단계에서 상기 결정된 DRC채널의 반복횟수 및 전송출력을 포함하는 시그널링 

메시지를 이동국(AT)에게 전송한다. 이후, 기지국은 1815단계에 서 반복횟수에 따라 DRC채널을 수신하여 취합한후

DRC채널의 수신세기 및 정보를 판정한다.

상술한 도 15 내지 도 18은 역방향링크의 간섭량을 측정한 후 동일한 DRC채널의 반복횟수 및 DRC채널의 파일럿 대

비 전송출력을 결정하지만, 이와는 달리 상기 방식을 적용하기 전에 이미 동일한 DRC채널을 연속된 슬롯에 전송하고

있을 경우 DRC채널의 출력을 파일럿채널의 전송 출력보다 낮춤으로써 역방향링크의 간섭을 줄일 수 있다. 즉, DRC

채널의 반복휫수(DRC Length)가 2 또는 4일 경우에 DRC채널의 출력을 파일럿채널의 전송 출력보다 낮춤으로써 역

방향링크의 간섭을 줄이는 것이다. 예를들어, 상기 동일한 DRC채널을 두 개 이상의 연속된 슬롯들에서 전송하며 DR

C채널의 전송출력을 낮추는 방식를 적용하기 전에, 이미 N개의 연속된 슬롯 구간에서 동일한 DRC채널들이 전송되고

있는 경우 DRC채널의 전송출력을 파일럿채널의 1/N로 함으로써 역방향링크에서의 간섭량을 줄인다. 다시말해, DR

C채널이 파일롯채널과 동일한 전송출력으로 반복되어 전송되는 경우, 전송 중간에 DRC채널의 전송출력을 시그널링 

메시지를 통해 파일롯채널보다 낮게 조정할수 있다. 또한, DRC채널을 반복 전송하던중 기지국이 이동국으로 시그널

링 메시지를 통해 단속전송을 지시할수도 있다. 예를들어, DRC채널을 반복 전송하던중에 역방향 간섭이 증가하여 소

정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기지국은 DRC채널을 단속적으로 전송할 것을 이동국에 지시할수 있다. 이때 이동국은 호

셋업시 기지국으로부터 할당받은 DRC채널의 반복횟수(DRC_Legth)를 역수하여 단속율(DRCSlotRate)을 결정한다. 

이하, 상기 DRC채널의 반복횟수(DRC_Legth)를 가지고 DRC채널의 단속송신을 제어하는 것에 대해 설명 한다.

도 19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기지국에서 단속률을 시그널링 메시지를 통해 이동국에 알려주기 위한 절차를 도

시하고 있다. 상기 도 19를 참조하면, 기지국은 1901단계에서 DRC채널의 반복횟수(DRC_Legth)를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반복횟수에 따른 단속율(DRCSlotRate)를 결정한다. 이 경우 단속률은 동일한 DRC정보를 전송하는 슬롯 개

수의 역수가 된다. 하기 <표 6>는 동일한 DRC정보를 전송하는 슬롯의 개수(DRCLength)에 대해 적용할 단속률을 보

여주고 있다.

[표 6]

동일한 DRC정보를 전송하는 슬롯의 개수(DRCLength) 단속률

1 1

2 1/2

4 1/4

이후, 상기 기지국은 1903단계에서 각 이동국별로 MAC인덱스, 단속여부(연속모드 혹은 단속모드) 및 단속률(혹은 D

RC_Legth)을 포함하는 시그널링 메시지를 생성한다. 그리고, 상기 기지국은 1905단계에서 상기 생성된 시그널링 메

시지를 억세스한 해당 이동국(Access Terminal)에게 전송한다. 이하 설명되는 도 20은 상기 시그널링 메시지를 수

신한 이동국이 상기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해 역방향 DRC채널을 단속송신하기 위한 단속율 및 슬롯 시작을 결

정하기 위한 절차를 보여준다. 상기 MAC인덱스 및 DRC채널의 반복횟수를 포함하는 시그널링 메시지를 이동국이 시

스템 초기 억세스시 전송되는 메시지이다. 이동국은 상기 시그널링 메시지에 포함된 DRC채널의 반복횟수에 따라 DR

C채널을 반복하여 전송하다가, 기지국으로부터 단속전송을 지시받게 되면 상기 DRC채널의 반복횟수를 역수하여 구

해진 단속율에 따 라 DRC채널을 단속하여 전송하게 된다.

상세히, 상기 도 20을 참조하면, 이동국은 2001단계에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MAC인덱스 및 DRC채널의 반복횟수

를 포함하는 시그널링 메시지를 수신한다. 만일, DRC채널의 반복횟수(DRC_Length)를 수신하면, 상기 반복횟수를 

역수하여 단속율을 결정하고, 반면 단속율을 수신하면 상기 단속율을 역수하여 DRC채널의 반복횟수를 구한다. 즉, 

기지국은 상기 단속율 및 반복횟수중 어느 하나의 정보만 이동국으로 알려주면 된다. 이후, 상기 이동국은 2003단계

에서 상기 결정된 단속률을 이용하여 단속적 전송주기를 구한다. 상기 단속적 전송주기와 단속률은 역수 관계이다. 

따라서, 상기 DRC채널의 반복횟수와 상기 단속적 전송주기는 동일한 값을 가진다. 이후, 이동국은 2005단계에서 할

당된 MAC 인덱스(또는 DRC월시커버인덱스)를 상기 단속적 전송주기로 나눌 경우의 나머지 값을 인덱스 값으로 결

정한다. 그리고, 상기 이동국은 2007단계에서 상기 결정된 인덱스 값이 "0"인지를 검사한다. 만일, 상기 인덱스 값이 "

0"인 경우 상기 이동국은 2009단계로 진행하여 단속적으로 전송되는 DRC채널의 시작 슬롯점을 한 프레임의 시작 슬

롯으로 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2011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결정된 인덱스 값이 "1"인지를 검사한다. 만일, 상기 

인덱스 값이 "1"인 경우 상기 이동국은 2013단계로 진행하여 단속적으로 전송되는 DRC채널의 슬롯 시작점을 한 프

레임의 두 번째 슬롯으로 결정한다. 상기와 같은 과정으로 슬롯 시작점을 결정하여 2115단계에 진행하면, 이동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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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결정된 인덱스 값이 "N-2"인지를 검사한다. 만일, 상기 인덱스 값이 "N-2"이면 2019단계로 진행하여 단속적으

로 전송되는 DRC채널의 슬롯 시작점을 한 프레임의 N-1번 째 슬롯으로 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2017단계로 진행

하여 한 프레임의 N번째 슬롯으로 결정한다. 일 예로 단속률이 1/4일 경우 단속적 주기는 4가 되며, 이동국에게 할당

된 MAC 인덱스가 27일 경우 이동국은 한 프레임의 시작점에서 3 슬롯 지난 후부터 DRC채널을 전송하기 시작한다.

상기한 도 19 및 도 20은 동일한 DRC채널을 두 개 이상의 슬롯에서 반복하여 전송하는 경우에 단속적 모드를 적용한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동일한 DRC정보를 두 개 이상의 슬롯에 반복하지 않는 경우(연속적인 DRC채널 전송 모드)에

도 기지국에서 상기 도 9 및 도 10에서와 같이 역방향링크의 간섭량을 측정하여 단속율을 결정하여 이동국으로 알려

주고, 이동국에서 상기 2001단계 내지 2019단계를 수행하여 단속적 DRC채널에 따른 한 프레임에서 시작되는 슬롯

을 구할 수 있다.

상기한 도 20은 이동국이 한 프레임내에서 DRC채널의 시작 슬롯을 결정하는 방식을 다루고 있지만, 동일한 방식을 

이용하여 파일럿의 옵셋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동국에게 할당된 MAC 인덱스를 상기 단속적 전송 주기

로 나눈 경우의 나머지 값이 홀수 또는 짝수 여부에 따라 파일럿에 옵셋을 설정 또는 파일럿에 옵셋 설정 않음을 결정

한다. 이밖에 이동국에게 할당된 MAC 인덱스를 상기 단속적 전송 주기로 나눈 경우의 나머지 값이 특정 값보다 크거

나 작은지 여부에 따라 파일럿 옵셋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예로 단속률이 1/4일 경우 나머지 값이 2보다 작을 경

우 파일럿 옵셋을 설정하고 2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파일럿 옵셋을 설정하지 않는다.

한편, 상기한 DRC채널의 시작슬롯 및 파일럿 옵셋 결정 방식은 이동국에서 DRC 단속률과 MAC 인덱스를 이용하여 

DRC채널의 시작슬롯 및 파일럿 옵셋 여부를 결정하지만, 기지국에서 결정한 후 시그널링 메시지를 이용하여 이동국

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지국은 자신이 수신하는 역방향 신호 중 각각의 사용자 그룹이 발생하는 간섭신호

의 크기를 측정한 후 가장 작은 간섭을 발생하는 사용자 그룹에 속하도록 DRC전송 시작점을 결정하고 이 정보를 시

그널링 메시지를 통해 이동국에게 전달한다. 이 경우 파일럿채널의 옵셋여부는 이동국의 DRC채널의 시작 슬롯 또는 

소속 사용자 그룹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기지국에서 DRC전송 시작 슬롯 및 파일럿 옵셋 여부를 

결정하여 이동국에게 전송하는 방식 외에 기지국이 자신에게 수신된 각 사용자 그룹의 사용자수를 산출한 후 이동국

에게 가장 적은 수의 사용자를 갖는 사용자 그룹의 DRC채널의 시작 슬롯과 파일럿 옵셋 설정 여부를 할당할 수도 있

다.

도 2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DRC채널의 반복횟수가(DRCLength)가 4인 경우 단속적 모드를 적용한 전송방식

에서 DRC정보의 적용시점을 도시하고 있다. 이 경우 순방향 링크에 DRC정보가 적용되는 시점은 모든 사용자 그룹의

DRC정보가 기지국에 수신된 후 1/2 슬롯이 지났을 때이다. 즉, 기지국은 동일한 단속적 구간(네 슬롯)에서 전송된 모

든 사용그룹에 속하는 DRC정보를 수신한 후에 순방향 링크에 상기 DRC정보를 적용한다. 상기 도 21은 동일한 단속 

구간(4슬롯)에서 전송된 모든 사용자 그룹의 DRC정보를 수신한 후에 순방향 링크에 DRC정보를 적용하는 경우를 설

명하고 있지만, 동일한 단속적 구간(4슬롯)에서 전송된 모든 사용자 그룹의 DRC정보를 수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최근에 수신한 각 사용자 그룹의 DRC정보를 이용하여 순방향 링크의 데이터율을 결정할수도 있다.

상기 도 21은 동일한 DRC정보가 4(DRCLength=4)회 반복되었을 경우에 단속적 모드의 적용만을 다루고 있지만, D

RC정보가 임의의 N회 반복되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반복횟수가 N일 경우 단속률은 1/N이 되며 기

지국은 동일한 단속적 구간(N 슬롯)에서 전송된 모든 DRC정보를 수신한 후에 순방향링크에 DRC정보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상술한 바와 같이, 파일럿 옵셋을 적용하여 역방향 링크의 간섭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도 2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DRC채널의 반복휫수(DRCLength)가 "2"인 경우 단속적 모드를 적용한 전송방식

에서 DRC정보의 적용시점을 도시하고 있다. 이 경우, 순방향 링크에 DRC정보가 적용되는 시점은 모든 사용자 그룹

의 DRC정보가 기지국에 수신된 후 1/2 슬롯이 지났을 때이다. 즉, 기지국은 동일한 단속적 구간(두 슬롯)에서 전송된

모든 사용그룹에 속하는 DRC정보를 수신한 후에 순방향 링크에 상기 DRC정보를 적용한다. 상기 도 22는 동일한 단

속 구간(2슬롯)에서 전송된 모든 사용자 그룹의 DRC정보를 수신한 후에 순방향 링크에 DRC정보를 적용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지만, 동일한 단속적 구간(2슬롯)에서 전송된 모든 사용자 그룹의 DRC정보를 수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

장 최근에 수신한 각 사용자 그룹의 DRC정보를 이용하여 순방향 링크의 데이터율을 결정할수도 있다.

도 2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동일한 단속적 구간(네 슬롯)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자 그룹의 DRC정보를 수신하

지 않은 상태에서, 즉 기지국 수신기에서 하나의 단속구간의 임의의 한 시점에서 DRC정보를 순방향링크에 적용하는 

경우를 보 여준다. DRC채널을 단속적으로 전송하면, 임의의 시점에서 DRC정보가 수신된 것과 수신되지 않은 것이 

존재한다. DRC정보가 도착하지 않은 사용자그룹의 DRC정보는 현재 시점 이전의 가장 최근에 수신한 DRC정보를 이

용하여 순방향링크의 데이터율을 결정한다. 기지국은 단말의 DRC의 단속적 구간 n+1 안의 사용자 그룹 1과 사용자 

그룹 2의 DRC만을 수신하였지만 단속적 구간 n+1 안의 사용자 그룹3과 사용자 그룹 4의 DRC정보는 수신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경우 기지국은 가장 최근 수신 DRC 정보인 단속적 구간 n의 DRC정보를 이용하여 순방향링크의 데

이터율을 결정한다. 즉 기지국에서 상기 n구간에서 수신한 사용자 그룹 3,4의 DRC정보와 상기 n+1구간에서 수신한 

사용자 그룹 1,2의 DRC정보를 비교하여 순방향 데이터를 수신할 단말기를 선택하여 해당 단말에게 결정된 데이터율

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상기 도 23은 사용자 그룹 3과 사용자 그룹 4의 DRC정보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지만, 임의의

사용자 그룹의 DRC 정보를 수신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그룹의 개수가 4인 경

우만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용자 그룹의 개수가 4 이외의 숫자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 예는 파일럿 신호와 DRC채널이 시간적으로 멀티플렉싱 된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다른 예로, 

본 발명은 파일럿 신호와 DRC가 부호에 의해 멀티플렉싱(Code Division Multiplexing)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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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파일럿 신호와 DRC채널이 시간적으로 멀 티플렉싱 되지 않고 부호 멀티플렉싱된 

경우에 대한 단속적 모드의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특히, 동일한 DRC정보가 4회 반복될 경우(DRCLength=4) 

단속률 1/4의 단속적 모드를 적용한 전송방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 경우, 파일럿 신호와 DRC채널이 부호 멀티플

렉싱되어 전송되기 때문에 파일럿에 옵셋을 할당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단속적 모드가 적용되면 이동국은 자신이 D

RC채널을 전송할 슬롯에서 2048 chip 모두를 이용하여 파일럿채널과의 시간 멀티플렉싱 없이 DRC채널을 연속적으

로 전송한다. 동일한 정보를 가진 네 개의 슬롯중 어느 슬롯을 단속할지는 상기한 방식들과 같이 기지국에서 전송되는

시그널링 메시지(Signaling message)를 이용한다.

도 2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파일롯 신호와 DRC채널을 부호 멀티플렉싱하여 전송하기 위한 역방향 링크의 송

신기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25를 참조하면, 직교변조기(2601)는 역방향 데이터율 지시자(Reverse rate indicator : 이하 RRI라 칭함)를 

n-ary 직교변조를 수행하여 심볼을 출력한다. 심볼반복기(2602)는 상기 직교변조기(2601)로부터의 상기 심볼을 소

정횟수 반복하여 출력한다. 시간다중화기(2603)은 all 0's(혹은 all 1's)의 파일롯 데이터와 상기 심볼반복기(2602)의

출력을 소정 규칙에 의해 시간다중화하여 출력한다. 신호점 사상기(signal Point Mapping)(2604)는 상기 시간다중화

기(2603)로부터의 데이터를 +1 혹은 -1로 매핑하여 출력한다. 곱셈기(1605)는 상기 신호점 사상기(1604)로부터의 

신호와 정해진 월시부호({W_{0}} ^ {16})와 곱해 직교확산하여 출력한다. 이득조정기(2606)은 상기 곱셈기(2605)

의 출력을 상위 제어부의 제어하 에 이득조정하여 출력한다.

부호기(2607)는 입력되는 DRC 정보를 이진직교 부호화(Biothgonal Encoding)하여 출력한다. 반복기(2608)는 상기

부호기(2607)로부터의 출력 부호어(code word)를 소정횟수 반복하여 출력한다. 신호점 사상기(signal Point Mappi

ng)(2609)는 상기 시간다중화기(2603)로부터의 데이터를 +1 혹은 -1로 매핑하여 출력한다. 월시커버기(2614)는 D

RC 월시커버 인덱스를 입력하여 섹터구분용 월시커버를 출력한다. 곱셈기(2610)는 상기 신호점 사상기(2610)의 출

력과 상기 월시커버기(2614)의 출력을 곱하여 출력한다. 곱셈기(2611)는 상기 곱셈기(2610)의 출력고 정해진 직교

부호를 곱해 직교확산하여 출력한다. 스위치(2612)는 상기 곱셈기(2611)의 출력을 상기 상위 제어부의 제어하에 단

속하여 출력한다. 이득조정기(2613)은 상기 스위치(2612)의 출력을 상위 제어부의 제어하에 이득조정하여 출력한다.

가산기(2615)는 상기 이득조정기(2606) 및 상기 이득조정기(2613)의 출력을 가산하여 출력한다.

반복기(2616)는 응답채널(ACK Channel) 데이터를 소정횟수 반복하여 출력한다. 신호점 사상기(2617)는 상기 반복

기(2616)로부터의 데이터를 +1 혹은 -1로 매핑하여 출력한다. 곱셈기(2618)는 상기 신호점 사상기(2617)로부터의 

신호와 정해진 직교부호를 곱해 직교확산하여 출력한다. 이득조정기(2619)는 상기 곱셈기(2618)로부터의 출력을 상

기 제어부의 제어하에 이득조정하여 출력한다.

부호기(2620)는 입력되는 트래픽데이터를 부호화하여 출력한다. 인터리버(2612)는 상기 부호기(2620)의 출력을 인

터리빙하여 출력한다. 반복기(Interleaved packet repetition)(2622)는 상기 인터리버(2612)로부터의 인터리빙된 패

킷 데이터를 소정 횟수 반복하여 출력한다. 신호점 사상기(2623)는 상기 반복기(2622)로부터의 데이터를 +1 혹은 -

1로 매핑하여 출력한다. 곱셈기(2624)는 상기 신호점 사상기(2623)로부터의 신호와 정해진 직교부호를 곱해 직교확

산하여 출력한다. 이득조정기(2625)은 상기 곱셈기(2624)로부터의 신호를 상기 제어부의 제어하에 이득조정하여 출

력한다. 가산기(2626)는 상기 이득조정기(2619) 및 상기 이득조정기(2625)의 출력을 가산하여 출력한다. 변조기(26

27)는 상기 가산기(2615) 및 상기 가산기(2626)의 출력을 가지고 hpsk변조하여 출력한다. 여파기(2628)는 상기 변

조기(2627)의 출력을 기저대역 필터링하여 출력한다. 이렇게 여파된 신호는 주파수 상향 조정되어 래디오 주파수 신

호로 변환되어 기지국으로 송신되어진다.

도 2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순방향 링크의 송신기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송신기는 크게 트래픽 채널 

송신기, 프리앰블 송신기, MAC채널송신기 및 파일롯채널 송신기로 구성된다.

먼저, 상기 트래픽 채널 송신기를 살펴보면, 부호기(Encoder)(2701)는 순방향 트래픽 채널 데이터를 부호화하여 출

력한다. 예를들어, 상기 부호기는 길쌈부호기 혹은 터보부호기를 사용하며, 부호율은 1/3 혹은 1/5을 사용할수 있다. 

스크램블링부호 생성기(2702)는 트래픽 데이터를 스크램블링할 부호를 생성하여 출력한다. 스크램블러(2702)는 상

기 부호기(2701)의 출력과 상기 스크램블링 부호생성기(2702)의 출력을 배타적가산하여 스크램블링하여 출력한다. 

인터리버(channel interleaver)(2704)는 상기 스크램블러(2703)의 출력을 인터리빙하여 출력한다. 변조기(2705)는 

상기 인터리버(2704)의 출력을 변조하여 변조심볼을 출력한다. 상기 변조기는 전송율에 따라 QPSK(Quadrature Ph

ase Shift Keying), 8-PSK(Phase Shift Keying) 또는 16-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변조기로 동

작하며, 전송율 바뀔수 있는 물리계층 패킷 단위로 변조방법도 바뀔수 있다. 심볼반복기(2706)는 상기 변조기(2705)

의 출력을 소정횟수 반복하여 출력한다. 심볼역다중화기(symbol DEMUX)(2707)는 상기 심볼반복기(2706)의 출력

을 사용가능한 N개의 월시코드 채널로 역다중화(demultiplexing)하여 출력한다. 월시커버기(16-ary Walsh Covers)

(2708)는 상기 심볼역다중화기(2707)로부터의 N개의 출력들을 각각 직교변조하여 출력한다. 이득조정기(Walsh Ch

annel Gain)(2709)는 상기 월시커버기(2708)의 출력들을 상위 제어부의 제어하에 이득조정하여 출력한다. 가산기(

Walsh Chip Level Summer)(2610)는 상기 이득조정기(2709)의 출력들을 칩레벨로 가산하여 출력한다. 본 발명에서

설명되는 각종 시그널링 정보들(단속율 정보, 반복횟수 정보, 슬롯 시작점 정보, 파일롯 옵셋 정보, MAC 아이디 등) 

및 사용자 데이터는 상기 트래픽채널 송신기를 통해 이동국으로 전송된다. 즉, 본 발명에서 정의되는 시그널링 메시

지는 상기 트래픽 채널 송신기를 통해 전송된다.

다음으로, 상기 프리앰블(preamble) 송신기를 살펴보면, 신호점 사상기(signal Point Mapping)(2711)는 All 0's인 

프리앰블 데이터를 +1 혹은 -1 로 매핑하여 출력한다. 곱셈기(2712)는 상기 신호점 사상기(2711)의 출력과 사용자 

고유의 MAC 식별자(ID: Identification)(또는 인덱스)에 해당되는 특정한 64-ary 이진직교(biorthogonal) 왈시 코드

(또는 시퀀스)를 곱해 직교확산하여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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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상기 MAC채널 송신기를 살펴보면, 신호점 사상기(2713)는 1비트의 RPC(Reverse Power Control) 정보

를 +1 혹은 -1로 매핑하여 출력한다. 이득조정기(RPC Walsh Channel Gains, 2714)는 상기 신호점 사상기(2713)의

출력을 상기 제어부의 제어하에 이득조정하여 출력한다. 곱셈기(2715)는 상기 이득조정기(2714)의 출력과 사용자 

고유의 MAC 식별자에 대응되는 소정 직교부호를 곱해 직교확산하여 출력한다. 반복기(Bit Repetition, 2716)는 1비

트의 RAB 정보를 소정횟수 반복하여 출력한다. 신호점 사상기(2717)는 상기 반복기(2716)의 출력을 +1 혹은 -1로 

매핑하여 출력한다. 곱셈기(2718)는 상기 신호점 사상기(2717)의 출력과 정해진 직교부호를 곱해 직교확산하여 출력

한다. 칩레벨 가산기(Walsh Chip Level Summer, 2719)는 상기 곱셈기(2715) 및 상기 곱셈기(2718)의 출력을 칩레

벨 가산하여 출력한다. 시퀀스반복기(Sequence Repetition, 2719)는 상기 가산기(2719)에서 출력되는 시퀀스를 소

정횟수 반복하여 출력한다.

다음으로, 상기 파일롯 채널 송신기를 살펴보면, 신호점 사상기(2912)는 All 0's인 파일롯채널 데이터를 +1 혹은 -1

로 매핑하여 출력한다. 곱셈기(2722)는 상기 신호점 사상기(2721)의 출력과 정해진 직교부호를 곱해 직교확산하여 

출력한다.

시간분할다중화기(Time division multiplexer, 2729)는 트래픽채널송신기의 출력, 상기 프리앰블 송신기의 출력, 상

기 MAC채널송신기의 출력 및 상기 파일롯채널 송신기의 출력을 소정 규칙에 의해 시간분할 다중화하여 출력한다. 

복소확산기(Quadrature Spreading, 2723)는 상기 시간분할다중화기(2729)의 출력을 주어진 PN부호와 곱해 복소확

산하여 출력한다. 기저대역여파기들(2724, 2725)은 각각 상기 복소확산기(2723)의 출력을 기저대역 필터링하여 출

력한다. 주파수 변조기들(2726, 2727)은 각각 대응되는 기저대역 여파기의 출력과 해당 반송파를 곱해 주파수 변조

하여 출력한다. 가산기(2728)는 상기 주파수 변조기들(2726, 2727)의 출력을 가산하여 안테나를 통해 이동국으로 송

신한다.

도 27은 순방향 채널을 수신할 이동국과 데이터율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27을 참조하면, 

기지국은 2901단계에서 이동국이 송신한 DRC채널을 수신하고, 2903단계에서 상기 DRC채널을 복조하여 DRC정보

를 검출한다. 그리고, 상기 기지국은 2904단계에서 상기 수신한 DRC정보를 바로 순방향 채널에 적용할것인지를 판

단한다. 만일, 바로 적용할 경우, 상기 기지국은 2907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수신한 DRC정보를 이용해 순방향 채널을

수신할 이동국과 데이터율을 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2905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검출된 DRC정보를 저장하여 이

후에 순방향 채널 관련 결정을 할 때 이용한다. 상기와 같이, 순방향 채널을 수신할 이동국과 데이터율이 결정되면, 상

기 기지국은 2909단계로 진행하여 결정된 이동국에게 결정된 데이터율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본 발명의 보나 나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말기의 동작을 송신과 수신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말은 순방향 파일롯 채널의 세기를 측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순방향 데이타율을 결정한 후 DRC정보를 생성하

고, 역방향 DRC채널을 통하여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이때 미리 지정받은 DRC채널의 반복횟수(DRCLength 값(1, 2, 

또는 4))과 DRC채널의 단속여부(enabled 또는 disabled) 에 따라 DRC채널의 단속송신(enable)이 경우, 매슬롯마다 

새로운 DRC 정보를 전송하거나(DRCLength=1), 두 슬롯 주기로 DRC 정보를 생성하여 2슬롯중 한 슬롯동안 전송하

거나(DRCLength=2), 네 슬롯 주기로 DRC정보를 생성하여 4 슬롯중 하나의 슬롯에 전송한다(DRCLength=4) 즉, D

RCLength가 1인 경우 단말은 매 슬롯마다 새롭게 파일롯(pilot) 채널의 수신세기를 측정하고 순방향 데이터(data rat

e)을 결정한 후 해당하는 DRC 정보를 전송하고, DRCLength가 2인 경우 단말은 매 2개 슬롯마다 새롭게 파일롯(ilot)

채널의 세기를 측정하고 순방향 데이터율(data rate)을 결정한 후 해당하는 DRC 정보를 전송하며, DRCLength가 4

인 경우 단말은 매 4개 슬롯마다 새롭게 파일롯 채널의 세기를 측정하고 순방향 데이터율 결정한 후 해당하는 DRC 

정보를 기지국으로 전송한다.

상기 DRC 정보를 기지국으로 송신한 후, 이동국은 기지국이 상기 송신한 DRC 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율로 순방향 

데이타를 보내는지 여부를 특정 구간동안 검출하는 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상기 특정 구간은 기지국이 순방향 데이

타를 전송할 단말을 선택할 때 얼마동안의 구간동안 기지국이 수신한 DRC 정보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만약 기지국이 순방향 데이터율과 단말을 선택할 때 DRC정보를 이용하는 구간이 얼마인지 단말에게 시그널링 메세

지(signaling message)를 이용하여 미리 알려주었다면 이동국은 자신이 송신한 DRC 정보에 해당하는 순방향 데이

타가 수신되는지 여부를 다음 DRC 정보를 송신할 때까지 매 슬롯 마다 판단할 필요가 없다. 즉, 이동국에서 송신한 D

RC 정보가 기지국에서 얼마의 시간동안 유효하게 사용되는지를 알고 있으므로 상기 이동국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의 시그널링 정 보를 이용하여 순방향 데이타의 수신동작을 멈출 수 있다. 만약 기지국이 DRC 정보의 이용 구간을 단

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단말은 DRC 정보를 기지국에게 알려준 이후 다음 DRC 정보를 만들어낼 때까지 순방향 데

이타 채널을 매 슬롯마다 검사하여야 한다.

도 28은 DRC정보를 전송한후 상기 전송한 DRC정보에 대응하여 유효한 순방향 트래픽 채널의 수신구간들을 도시하

고 있다. 첫 번째의 경우, 유효한 시간은 DRC정보를 전송한후 한 슬롯이다. 따라서, 이동국은 DRC정보를 전송한후 

한 슬롯 구간동안만 순방향 트래픽의 수신여부를 검출하고, 상기 구간에서 순방향 트래픽의 수신이 검출되지 않으면 

수신동작을 멈춘다. 그리고, 다음 DRC전송구간에서 DRC정보를 전송한후 상기와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도 29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국에서 DRC정보를 전송하고 순방향 트래픽을 검출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

고 있다. 상기 도 29를 참조하면, 이동국은 3001단계에서 순방향 파일롯(pilot) 채널의 수신세기를 측정한다. 그리고,

상기 이동국은 3003단계에서 상기 측정된 파일롯 채널의 수신세기에 근거하여 순방향 데이타율을 결정하고, 3005단

계에서 상기 결정된 데이터율에 해당하는 DRC 정보를 생성한다. 이후, 이동국은 3007단계에서 상기 생성된 DRC 정

보를 역방향 DRC채널을 통해 전송된다. 상기 DRC정보를 전송한후, 상기 이동국은 3009단계에서 기지국으로부터의 

순방향 트래픽 데이터가 수신되는지 검사한다. 만약 상기 이동국이 기지국으로 요청한 데이터율로 순방향 데이터가 

수신된다고 판단되면, 상기 이동국은 3015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순방향 데이터를 수신한다.만약, 상기 순방향 데이

터가 검출 되지 않으면, 이동국은 3011단계로 진행하여 DRC정보의 유효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만일 



등록특허  10-0383618

- 17 -

기지국에서의 DRC 정보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상기 이동국은 상기 3009단계로 되돌아가 그 다음 슬롯에서 

다시 한번 순방향 데이터의 수신여부를 검사한다. 만일 기지국에서의 DRC 정보 유효기간이 끝났으면, 상기 이동국은

3013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DRC정보를 전송한후의 경과시간이 DRC채널의 전송주기(DRC_Legth)를 초과하는지 검

사한다. 이 과정에서 상기 이동국은 순반향 채널의 수신을 반복하거나 수신동작을 중지시킬수 있다. 만일, 상기 경과

시간이 상기 전송주기를 초과하는 경우 이동국은 상기 3001단계로 되돌아가 순방향 파일롯 채널의 수신세기를 다시 

측정한후 이하 단계를 재수행한다. 상술한 과정에서는 기지국에서의 DRC 정보 유효기간을 시그널링 메세지(signalin

g message)를 통하여 이동국에게 알려주었을 경우를 가정하였으며, 상기 정보가 단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상기 

3011단계는 생략되어야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단속적인 DRC 전송방식"과 "동일 DRC정보를 두 개 이상의 연속된 슬롯에 파일럿보다 낮은 출력으로

전송하는 방식"은 각 사용자간의 DRC간섭으로 인해 역방향링크의 용량이 포화되는 경우, 이동국들이 DRC채널을 소

정 주기로 단속하여 전송하거나, 동일 DRC채널을 낮은 출력으로 반복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들은 역방향 

링크의 용량 초과시 각각의 사용자들이 단속적으로 DRC채널을 전송하거나 또는 동일 DRC채널을 파일롯채널보다 낮

은 출력으로 전송함으로써 사용자간 간섭을 줄이고 역방향링크의 용량을 감소시킨다.

상술한 실시 예들은 단말기가 순방향 채널(파일롯채널) 환경을 측정하고, 이 를 기준으로 단말기가 수신할수 있는 최

대 순방향 데이터 전송율(DRC정보)을 역방향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예로, 단말기가

역방향으로 순방향 파일롯 신호의 수신신호 측정값, 즉 파일롯 신호의 C/I를 전송할수도 있다. 상기 단말기가 파일롯

신호의 C/I를 전송하더라도 상술한 본 발명을 동일하게 적용할수 있다. 이경우에도, 단말기는 상위 제어기로부터 지

시받은 C/I 업데이트(update) 주기(DRC_Length) 또는 기타 단속율을 유추할수 있는 정보에 따라 순방향 파일롯 신

호의 수신세기를 측정한 값(C/I)을 역방향으로 단속적으로 전송한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

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제안하는 단속적 DRC전송방식과 반복적 DRC전송방식은 고속 데이터 전송 방식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역방향 링크의 용량저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역방향링크의 용량 포화

시 기지국에서 스케쥴링하여 단속적 DRC전송방식 또는 반복적 DRC전송방식으로 전환한다. 상기 단속적 DRC전송

방식은 사용자간 발생했던 간섭을 줄이고 보다 많은 사용 자를 수용할 수 있고, 상기 반복적 DRC전송방식 또한 두 개

이상의 연속된 슬롯에서 DRC채널을 파일럿채널 보다 낮은 전송출력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역방향에서 DRC에 의한 

간섭을 줄임으로써 보다 많은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에 따른 두가지 방식들은 역방향링크에서의 용량

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고속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기지국 장치에 있어서,

역방향 데이터율제어(DRC : Data Rate Control) 채널의 수신세기를 측정하는 측정부와,

상기 측정된 DRC채널의 수신세기를 미리 정해진 복수개의 기준값들과 비교하여 상기 역방향 DRC채널의 단속율을 

결정하는 제어기와,

상기 결정된 단속율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시그널링 메시지를 이동국으로 송신하는 채널송신기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그널링 메시지는 상기 역방향 DRC채널의 전송이 시작되는 슬롯 및 파일롯채널의 옵셋여부를 나타내는 정보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DRC채널의 수신세기는 수신되는 모든 사용자들 각각에 대한 DRC채널의 신호대잡음비를 측정하고, 상기 측정

된 복수의 신호대잡음비들을 상기 사용자들의 수로 나눈 평균 신호대잡음비로 정해지는 것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

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DRC채널의 수신세기는 수신되는 모든 사용자들 각각에 대한 DRC채널의 신호대잡음비를 측정하고, 상기 측정

된 복수의 신호대잡음비들중 최소의 값으로 정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시그널링 메시지는 MAC(Media Access Control) 식별자에 대한 정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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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은 상기 시그널링 메시지에 포함된 단속율와 MAC 식별자를 이용해 상기 역방향 DRC채널의 전송이 시작

되는 슬롯 및 파일롯채널의 옵셋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
고속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이동국 장치에 있어서,

복수의 순방향 데이터 전송율들중 하나를 나타내는 데이터율제어(DRC : Data Rate Control) 정보를 채널확산하여 D

RC채널 신호를 생성하는 DRC채널송신기와,

기지국으로부터의 시그널링 메시지를 참조하여 DRC채널의 단속율을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단속율에 따라 복수의 

슬롯들마다 하나의 슬롯에 상기 DRC채널이 단속적으로 전송될수 있도록 단속기를 제어하는 제어기와,

상기 제어기의 제어하에 상기 생성된 DRC채널신호를 단속하여 전송하는 상기 단속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파일롯채널 신호를 생성하는 파일롯채널 송신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DRC채널송신기로부터의 상기 DRC채널 신호와 상기 파일롯채널 송신기로부터의 상기 파일롯채널 신호는 시간

적으로 멀티플렉싱되어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DRC채널 송신기로부터의 상기 DRC채널 신호와 상기 파일롯채널 송신기로부터의 상기 파일롯채널 신호는 부

호(code)에 의해 멀티플렉싱되어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시그널링 메시지는 단속율 정보 및 상기 DRC채널의 전송이 시작되는 슬롯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시그널링 메시지는 단속율 정보 및 MAC 식별자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단속율 정보 및 MAC 식별자 정보를 이용해 상기 DRC채널의 전송이 시작되는 슬롯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4.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DRC채널신호를 상기 기지국으로 단속전송할시 반복전송 횟수를 역수하여 단속율을 결정하고 상

기 결정된 단속율에 따라 상기 단속기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5.
고속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기지국 장치에 있어서,

역방향 데이터율제어(DRC : Data Rate Control) 채널의 수신세기를 측정하는 측정부와,

상기 측정된 DRC채널의 수신세기를 미리 정해진 복수개의 기준값들과 비교하여 동일한 DRC채널의 반복횟수(DRC_

Length)를 결정하고, 상기 DRC채널의 전송전력을 역방향 파일롯채널의 전송전력보다 낮게 결정하는 제어기와,

상기 반복횟수를 나타내는 정보와 상기 DRC채널의 전송전력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시그널링 메시지를 송신하

는 채널송신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시그널링 메시지는 상기 DRC채널의 단속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DRC채널의 전송전력은 상기 파일럿 채널의 전송전력에 상기 반복횟수의 역수를 곱한 크기로 결정됨을 특징으

로 하는 장치.

청구항 18.
고속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이동국 장치에 있어서,

기지국으로부터의 시그널링 메시지를 참조하여 데이터율제어(DRC : Data Rate Control) 채널의 반복횟수 및 상기 D

RC채널의 전송전력을 결정하는 제어기와,

상기 제어기의 제어하에 복수의 순방향 데이터 전송율들중 하나를 나타내는 DRC채널신호를 상기 반복횟수만큼 반복

하여 생성하는 상기 DRC채널송신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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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기의 제어하에 상기 DRC채널송신기로부터의 DRC채널신호의 전송출력을 파일롯채널보다 낮게 조정하여 

전송하는 이득조정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DRC채널의 전송전력은 상기 파일럿 채널의 전송전력에 상기 반복횟수의 역수를 곱한 크기로 결정됨을 특징으

로 하는 장치.

청구항 20.
이동국이 기지국에게 요구하는 복수의 순방향 데이터 전송율들중 선택된 하나를 나타내는 데이터율제어 정보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고, 상기 기지국은 복수의 타임슬롯들내에 상기 데이터율제어정보를 반복하는 상기 슬롯들의 개수

를 나타내는 데이터율제어 정보길이를 지정하여 상기 이동국으로 전송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상기 이동국에 의해

선택된 상기 데이터율 제어정보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에 의해 수신된 상기 데이터율 제어정보 길이마다 하나의 타임슬롯에 상기 데이터율 제어정보를 단속적

으로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1.
이동국이 기지국에게 요구하는 복수의 순방향 데이터 전송율들중 하나를 지정하는 데이터율 제어정보를 복수의 타임

슬롯들내에서 반복하는 횟수를 나타내는 데이터율 제어 정보 길이를 호 설정에서 상기 이동국으로 전송하고, 상기 데

이터율 제어정보길이에 의해 단속적으로 결정된 하나의 타임슬롯내에 상기 지정된 데이터율 제어정보를 상기 기지국

이 수신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상기 기지국의 데이터 전송방법에 있어서,

상기 타임슬롯내에 지정된 데이터율 제어정보의 수신후, 상기 데이터율 제어정보길이(DRC_length)에 대응하는 타임

슬롯동안 상기 이동국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상기 지정된 데이터율로 전송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2.
고속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기지국 송신방법에 있어서,

역방향 데이터율제어(DRC : Data Rate Control) 채널의 수신세기를 측정하는 과정과,

상기 측정된 DRC채널의 수신세기를 미리 정해진 복수개의 기준값들과 비교하여 상기 역방향 DRC채널의 단속율을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단속율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시그널링 메시지를 이동국으로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시그널링 메시지는 상기 역방향 DRC채널의 전송이 시작되는 슬롯 및 파일롯채널의 옵셋여부를 나타내는 정보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DRC채널의 수신세기는 수신되는 모든 사용자들 각각에 대한 DRC채널의 신호대잡음비를 측정하고, 상기 측정

된 복수의 신호대잡음비들을 상기 사용자들의 수로 나눈 평균 신호대잡음비로 정해지는 것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25.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DRC채널의 수신세기는 수신되는 모든 사용자들 각각에 대한 DRC채널의 신호대잡음비를 측정하고, 상기 측정

된 복수의 신호대잡음비들중 최소의 값으로 정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6.
고속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기지국 송신방법에 있어서,

역방향 데이터율제어(DRC : Data Rate Control) 채널의 수신세기를 측정하는 과정과,

상기 측정된 DRC채널의 수신세기를 미리 정해진 복수개의 기준값들과 비교하여 동일한 DRC채널의 반복횟수(DRC_

Length)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반복횟수에 대응하여 상기 DRC채널의 전송전력을 역방향 파일롯 채널의 전송전력보다 낮게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상기 반복횟수를 나타내는 정보와 상기 DRC채널의 전송전력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시그널링 메

시지를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시그널링 메시지는 상기 DRC채널의 단속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DRC채널의 전송전력은 상기 파일럿 채널의 전송전력에 상기 반복횟수의 역수를 곱한 크기로 결정됨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청구항 29.
고속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이동국의 송신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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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으로부터의 시그널링 메시지를 참조하여 데이터율제어(DRC : Data Rate Control) 채널의 반복횟수(DRC_Len

gth)를 획득하는 과정과,

상기 확득된 반복횟수에 대응하여 상기 DRC채널의 전송전력을 파일롯채널의 전송전력보다 낮게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DRC채널을 상기 반복횟수만큼 반복하여 상기 결정된 전송전력으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단속전송을 지시받을 시 상기 반복횟수를 역수하여 단속율을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단속율에 따라 상기 반복하여 전송되는 상기 DRC채널신호들중 적어도 하나를 단속하여 전송하는 과정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DRC채널의 전송전력은 상기 파일럿 채널의 전송전력에 상기 반복횟수의 역수를 곱한 크기로 결정됨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청구항 32.
고속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통신방법에 있어서,

기지국이, 호셋업시 역방향 DRC채널의 반복전송횟수를 나타내는 정보 및 단 속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시

그널링 메시지를 이동국으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국이, 시그널링 메시지를 참조하여 단속전송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복수의 순방향 데이터 전송율들중 하

나를 요구하는 역방향 DRC채널을 상기 반복횟수만큼 반복하여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단속전송이라고 판단된 경우 혹은 상기 반복전송중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단속전송을 지시하는 메시지 수신시, 

상기 반복횟수를 역수하여 단속율을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단속율에 따라 복수의 타임슬롯들중 하나의 타임슬롯에 상기 역방향 DRC채널을 단속적으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DRC채널을 반복하여 전송하는 경우, 상기 DRC채널의 전송전력을 파일롯채널의 전송전력보다 낮게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4.
고속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기지국의 송신방법에 있어서,

순방향 데이터율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구간(슬롯들의 개수)을 임의로 결정하고, 상기 결정된 시간구간을 이동

국에 통보하는 과정과,

상기 시간구간에서 수신되는 역방향 DRC채널들을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저장된 DRC채널들을 참고하여 순방향 데이터를 전송할 이동국과 순방향 데이터율을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순방향 데이터율로 데이터를 상기 이동국으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5.
고속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이동국의 수신방법에 있어서,

순방향 파일롯채널의 수신세기를 측정하여 기지국으로 요구할 순방향 데이터율을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순방향 데이터율에 해당하는 데이터율제어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생성된 데이터율제어 정보를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데이터율제어 정보 전송후, 기지국이 지정한 DRC 적용 유효기간동안 순방향 데이터가 수신되는지 검사하는 과

정과,

상기 DRC 적용 유효기간동안 순방향 데이터가 수신되지 않을 시 수신동작을 다음 DRC채널 전송때까지 중지하는 과

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6.
이동국이 기지국에게 요구하는 복수의 순방향 데이터 전송율들중 선택된 하나를 나타내는 데이터율 제어정보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통신방법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이, 복수의 타임슬롯들내에 상기 데이터율제어 정보를 반복하는 상기 슬롯들의 개수를 나타내는 데이터

율 제어정보 길이(DRC_Length)를 지정하여 상기 이동국으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국이,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데이터율제어 정보 길이마다 하나의 타임슬롯에 상기 데이터율제

어 정보를 단속적으로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7.
고속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사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이동국의 송신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순방향 데이터 전송율들중 하나를 나타내는 데이터율제어(DRC : Data Rate Control) 정보를 채널확산하여 D

RC채널 신호를 생성하는 과정과,

기지국으로부터의 시그널링 메시지를 참조하여 DRC채널의 단속율을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단속율에 따라 복수의 슬롯들마다 하나의 슬롯에 상기 DRC채널이 단속적으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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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8.
복수의 순방향 데이터 전송율들중 하나를 나타내는 데이터율 제어 정보를 매슬롯마다 연속적으로 전송하는 연속모드

및 소정 복수의 슬롯들중 한번만을 단속적으로 전송하는 단속모드를 지원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기지국의 모드 결

정방법에 있어서,

상기 연속모드에서 역방향 데이터율제어 채널의 수신세기가 제1기준값보다 작은 경우 상기 단속모드로 전환하는 과

정과,

상기 단속모드에서 상기 역방향 데이터율 채널의 수신세기가 제2기준값보다 큰 경우 상기 연속모드로 전환하는 과정

과,

상기 전환된 상기 단속모드 혹은 연속모드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시그널링 메시지를 이동국으로 전송하는 과

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제1기준값과 상기 제2기준값은 서로 다른 값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0.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단속모드에서 상기 기지국은 상기 역방향 데이터율제어 채널의 수신세 기를 상기 제1기준값보다 작은 미리 정

해진 복수의 기준값들과 비교하여 상기 DRC채널의 단속율을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단속율을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시그널링 메시지를 이동국으로 전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1.
사용자들은 복수의 사용자그룹들로 구분되고, 각각의 사용자그룹은 소정길이를 갖는 단속적 구간내의 서로다른 타임

슬롯에서 상기 데이터율제어 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데이터율제어 정보를 기지국이 수신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상기 기지국의 순방향 데이터율 결정방법에 있어서,

상기 단속적 구간내의 임의 시점에서 순방향 단속율을 결정할시 상기 기지국은 각각의 사용자그룹에 대해 가장 최근

에 수신한 상기 데이터율 제어 정보들을 취합하여 상기 순방향 데이터율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2.
이동국의 기지국의 순방향 파일롯 신호의 수신세기(C/I)를 측정하여 기지국으로 전송하고, 상기 기지국은 복수의 타

임슬롯들내에 상기 수신세기(C/I) 정보를 반복하는 상기 슬롯들의 개수를 나타내는 상기 수신세기(C/I) 정보길이를 

지정하여 상기 이동국으로 전송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 상기 이동국에 의해 측정된 상기 수신세기 정보를 상기 기

지국으로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에 의해 수신된 상기 수신세기(C/I) 정보길이마다 하나의 타임슬롯에 상기 수신세기(C/I) 정보를 단속적

으로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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