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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른 기지국으로부터 이동단말로 패킷데이터의 전송완료후 상기 기지국과 상기 이동단말 사이의 데이터 

레이트에 관한 통신이 없는 상태에서 상기 기지국의 상기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이, 상기 패킷 데이터의 전송완료후 

상기 전송되는 상기 패킷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상기 이동단말의 데이터 레이트 요청 메시지를 상기 이동단말로 전

송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단말로부터 상기 데이터 레이트 요청 메시지의 검출응답신호에 응답하여 소정 시간동안 응

답 메시지를 상기 이동단말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응답메세지 전송후 전력제어신호를 전송함과 동시에 상기 이동

단말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레이트 메시지에 근거된 데이터 레이트로 상기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패킷 데이터 전송채널, 이동통신시스템, 역방향 송신제어, 역방향 불연속 전송, 이동국 통화시간증대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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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패킷 데이터 전송 방식을 적용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과 특정 이동국 사이에 송수

신할 패킷 데이터가 없을 때, 패킷 통신과 관련된 순방향 및 역방향 채널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패킷 데이터 전송 방식을 적용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과 특정 이동국 사

이에 송수신할 패킷 데이터가 없을 때 이동국에서 역방향 송신을 단속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순방향 및 역방향의 채널

구조를 도시하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국이 역방향 송신을 재개할 때 기지국이 이동국을 용이하게 감지할수 있도록 

하는 이동국 송신 방식을 도시하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도 3의 변형 예로써 프리앰블 없이 역방향 송신 전력만 변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도시하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기지국에서 이동국으로 전송할 패킷 데이터가 발생하여 데이터 전송률을 요청하는 

방식을 도시하는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공통전력제어채널(Shared Power Control Channel)의 순방향 링크 송신기의 구성

을 도시하는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기지국에서 이동국으로 DRQ 보고지시비트와 DRQ에 대한 ACK 메세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공통전력제어채널(Shared Power Control Channel)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기지국에서 공통제어채널(SPCCH)를 통해 이동국으로 DRQ에 대한 응답(ACK bit)

과 DRQ 보고지시비트를 전송하기 위한 제어장치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상기 도 8의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신호들을 도시하는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기지국에서 DRQ 보고지시비트와 역방향 DRQ 전송에 대한 ACK 메시지를 전송하

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기지국이 특정 이동국으로 DRQ 보고지시비트를 보냈을 때,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의 역방향 송신에 대한 ACK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도 11의 변형예로서, 기지국이 특정 아동국으로 DRQ 보고지시비트를 보냈을때 상

기 이동국으로부터의 역방향 송신에 대한 ACK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기지국이 이동국의 역방향 송신에 대한 ACK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

하는 도면.

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국의 역방향 송신에 대한 송신 형태 및 타이밍을 도시하는 도면.

도 1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국에서 역방향 송신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

도 16은 상기 도 15의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신호들을 도시하는 도면.

도 1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국에서 역방향 전송을 제어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18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역방향 송신 중단 상태에서 역방향 송신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도 19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상기 도 18의 변형 예로서, 다른 역방향 송신 중단 상태에서 역방향 송신을 수행하

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시스템의 데이터 전송률 제어 채널의 전송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데이터 전송률 제어 

채널을 단속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패킷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이동 통신시스템(이하 '패킷 전송 이동 통신시스템'이라 칭함)은 데이터 채널만

을 지원하는 형태와 데이터 채널뿐만 아니라 음성 채널을 동시에 지원하는 형태로 크게 구분되어질 수 있다. 상기 데

이터 채널만을 지원하는 형태의 패킷 전송 이동 통신시스템은 예를들어 'IMT-2000(International Mobile Telecom

munication 2000) 1xEV/DO(Evolution/Data Only) 시스템'이 있고, 데이터 채널뿐만 아니라 음성 채널을 동시에 지

원하는 패킷 전송 이동통신시스템은 'IMT-2000 1xEV/DV(Evolution/Data and Voice) 시스템'이 있다.

한편, 상기와 같은 패킷 데이터 전송 시스템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명의 사용자가 같은 채널

을 시분할(Time Division Multiplexing; 이하 'TDM'이라 칭함)하여 사용하게 된다. 이 때, 상기의 패킷 전송 이동 통

신시스템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동국이 순방향 채널 상태를 측정하여 이에 따른 데이터 전송률을 결정하여 일정 슬롯

마다 기지국으로 송신하고, 상기 기지국은 상기 데이터 전송률을 수신하여 상태가 좋은 이동국에게만 데이터 전송률

을 조절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도 1은 종래기술에 따른 패킷 데이터 전송 방식을 적용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과 특정 이동국 사이에 송수

신할 패킷 데이터가 없을 때, 패킷 통신과 관련된 순방향 및 역방향 채널의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기지국과 이동국 사이에 송수신할 패킷 데이터가 없으면, 이동국은 역방향으로 데이터율 요구

(Data Rate Request : 이하 DRQ라 칭함) 서브채널(Subchannel)과 선택 섹터 지시(Selected Sector Indicator : 이

하 SSI라 칭함) 채널(Channel)을 전송한다. 그리고 기지국은 순방향으로 이동국의 역방향 송신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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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전력 제어 채널(Common Power Control Channel 또는 Shared Power Control Channel : 이하 SPCCH)을 전

송한다.

상기 DRQ는 현재의 순방향 채널 상태에 의해 결정되는 이동국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순방향 데이터율을 의미한다

. 기지국은 이동국에서 매 슬롯(1.25ms단위)마다 전송하는 상기 DRQ를 참조하여 이에 맞은 데이터율로 패킷 데이터

를 전송하게 된다. 상기 SSI는 이동국에서 순방향 채널 상태가 가장 좋은 기지국을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DRQ와 

쌍을 이루어 역방향으로 전송된다. 여기서, 상기 DRQ 및 SSI는 같은 시간에 I-Ch과 Q-Ch로 나누어져 전송된다. 한

편, 순방향 채널을 통하여 전송되는 상기 공통전력제어채널(SPCCH)은 기지국과 접속하고 있는 모든 이동국들이 공

통으로 사용하는 채널로써 각각의 이동국으로 전송되는 전력제어비트를 시간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삽입하여 전송

하게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동국은 송수신할 패킷이 없어도 매 슬롯 단위(1.25ms)로 순방향 채널 상태를 측정하여 이에 대한

DRQ 및 SSI를 결정하여 송신한다. 이 과정에서 순방향 SPCCH를 통하여 전송되는 전력 제어 명령에 의해 역방향 송

신 전력을 조절한다. 즉, 실제 전송할 데이터를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역방향 송신을 수행하여 야 한다.

즉, 종래기술에 따른 문제점을 요약하면, 이동국은 패킷 데이터 전송 채널이 열려있으면,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 받지 

않더라도 데이터 전송률을 결정하여 알려주기 위한 역방향 송신을 계속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말의 전력 소모가 크다

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패킷 채널을 이용하여 인터넷(internet) 검색 또는 웹 브라우징(web browsing)을 하는 경

우에 패킷 송수신이 아주 가끔씩 발생하는 상황에서 역방향으로 계속 데이터 전송률을 결정하여 전송하는 것은 한정

된 전력을 사용하는 이동국에게는 전력 소모면에서 매우 치명적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 송신을 단속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순방향 채널상태를 전송하기 위한 역방

향 채널을 단속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기지국으로부터 이동단말로 패킷데이터의 전송완료후 상기 기지국과 상기 이동단말 

사이의 데이터 레이트에 관한 통신이 없는 상태에서 상기 기지국의 상기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이, 상기 패킷 데이터

의 전송완료후 상기 전송되는 상기 패킷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상기 이동단말의 데이터 레이트 요청 메시지를 상기 

이동단말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단말로부터 상기 데이터 레이트 요청 메시지의 검출응답신호에 응답하여 소정

시간동안 응답 메시지를 상기 이동단말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응답메세지 전송후 전력제어신호를 전송함과 동시

에 상기 이동단말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레이트 메시지에 근거된 데이터 레이트로 상기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패킷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이동국의 송신방법이, 패킷 데이

터의 통신완료후, 기지국으로 송신되는 역방향 신호를 소정 규칙에 의해 단속하는 과정과, 상기 단속에 의한 상기 기

지국과 이동국 사이의 데이터 레이트에 관한 통신이 없는 상태에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데이터 레이트의 송신

을 요청하는 데이터 레이트 요청 메시지 수신시, 상기 역방향 송신을 재개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이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될 것이다. 도면들 중 참조번호들 

및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참조번호들 및 부호들로 나타

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과 특정 이동국 사이에

송수신할 패킷 데이터가 없을 때, 역방향 송신을 단속하기 순방향 및 역방향의 채널 구조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패킷의 송수신이 없는 상태에서의 역방향 채널은 앞서 종래기술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DRQ 서브

채널과 SSI 서브채널이 존재한다. 이하 설명의 편의를 위해 DRQ채널만을 언급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패킷 송수신이 완료된 시점(T1)으로부터 소정 Tm1(역방향 송신기간)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패킷 송수신이 없으면 이동국은 역방향 송신을 중단한다. 그러나 순방향 채널 상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기지국과

의 동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역방향 송신을 중단한 시점(T2)으로부터 소정 Ts(역방향 송신 중단기간)의 시간이 지나

면 이동국은 다시 역방향 송신을 시도하여 기지국으로 순방향 채널 상태를 보고하고, 상기 역방향 송신을 다시 시작한

시점 T3부터 소정 Tp + Tm1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패킷 송수신이 없으면 다시 상기 Ts의 시간동안 역방향 전송을 

중단하는 일을 반복한다. 여기서 상기 Tp는 이동국에서 역방향 송신을 재개하였을 때, 기지국에서 이동국의 신호를 

감지하는 시간을 고려한 시간이다. 즉,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기지국과 이동국 사이에 패킷 송수신이 없으면, 

이동국은 단속모드로 진입하여 역방향 신호를 불연속적으로 송신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국이 역방향 송신을 재개할 때 기지국이 이동국의 신호를 용이하게 감지할수 

있도록 하는 이동국의 송신 방법을 도시하고 있다. 이동국이 역방향 송신을 중단한 이후, 역방향 채널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동국이 역방향 송신을 중단하기 전의 전력을 가지고 송신을 재개하게 되면

상기 이동국의 신호가 다른 이동국들의 역방향 통신에 간섭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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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기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DRQ 전송에 선행하여 프리앰블을 낮은 전력에서부

터 조금씩 전력을 올려가며 전송을 하다가 기지국으로부터 역방향 송신을 감지하였다는 응답(ACK)신호를 받으면, 그

때부터 기지국에서 보내주는 전력 제어 비트에 따라 전력 제어를 수행하여 상기 DRQ를 전송한다. 이때 이동국은 상

기 도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역방향 송신에 대한 응답(ACK)신호를 받은 후 상기 Tm1의 시간동안 패킷 송수신이 

없으면 다시 역방향 송신을 중단하도록 한다. 여기서, 상기 프리앰블은 기지국에서 역방향 신호를 용이하게 포착할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으로, 이동국은 상기 프리앰블을 역방향 파일럿 채널을 이용하여 전송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상기 도 3의 변형 예로써 프리앰블 없이 단말이 역방향 송신 전력을 변화하여 전송

하는 방식을 도시하고 있다. 이 경우 이동국의 역방향 채널에는 파일럿 채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지국은 역방향

파일럿 채널을 탐색하여 역방향 송신에 대한 응답(ACK)신호를 전송한다. 먼저, 이동국은 소정 Tp의 시간동안 DRQ 

채널을 낮은 전력에서부터 조금씩 전력을 올려가며 전송을 하다가 기지국으로부터 역방향 송신을 감지하였다는 응답

(ACK)신호를 수신하면, 그때부터 기지국에서 전송하는 전력 제어 비트에 따라 전력 제어를 수행하여 상기 DRQ채널

을 전송한다. 그리고 이동국은 역방향 송신에 대한 상기 응답(ACK)신호를 수신한후 상기 Tm1의 시간동안 패킷 송수

신이 없으면 다시 역방향 송신을 중단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기지국에서 이동국으로 전송할 패킷 데이터가 발생하여 데이터 레이트를 요청하는 

방식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이동국에서 역방향 전송을 중단하고, Ts(역방향 송신 중단기간)의 시간이 지나기 전에 기지국

에서 이동국으로 보낼 패킷 데이터가 발생하면, 기지국은 순방향 데이터 레이트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동국으로부터 

순방향 채널 상태에 따른 DRQ를 보고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DRQ의 전송을 기지국이 이동국으로 

요청하는 DRQ 보고지시비트(DRQ report direction bit)를 정의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이동국은 기지국으로부터 D

RQ 보고지시비트를 수신하면 바로 역방향 송신을 재개하여 DRQ를 기지국으로 송신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역방향 송신을 단속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DRQ 보고지시비트와 역방향 송신

에 대한 ACK메세지를 정의하고 있다. 상기 DRQ 보고지시비트와 역방향 송신에 대한 응답(ACK)신호는 모든 이동국

을 구별하여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채널을 새로이 생성할 수도 있지만, 본 발명에서는 기존의 채널을 활

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이동국별로 구별이 가능한 공통전력제어채널(Shared Power C

ontrol Channel)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공통전력제어채널(Shared Power Control Channel)을 송신하기 위한 순방향 링크 

송신기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6에 도시된 SPCCH 송신기를 통해 역방향 물리채널에 대한 전력을 매 슬롯 

단위로 제어할 수 있다. 이때 상기 SPCCH는 제1채널(I-ch)와 제2채널(Q-ch)로 나누어지며, 상기 제1채널(I-ch)와 

제2채널(Q-ch)를 통해 각각 8개의 역방향 물리채널에 대한 전력제어명령을 전송할 수 있다. 즉, 상기 SPCCH의 제1

채널(I-ch)에는 8개의 역방향 물리채널에 대한 전력제어명령 비트들이 멀티플렉싱되고, 제2채널(Q-ch)에도 8개의 

역방향 물리채널에 대한 전력제어명령 비트들이 멀티플렉싱된다. 멀티플렉싱을 위해 8개의 역방향 물리채널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초기 오프셋(initial offset)이 주어진다. 상기 제1채널(I-ch)에 대해서는 초기 오프셋들 0∼7이 주어

지고, 상기 제2채널(Q-ch)에 대해서는 초기 오프셋들 8∼15가 주어진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롱코드 발생기(Long Code Generator) 401은 SPCCH를 위한 롱코드 마스크(Long Code Ma

sk)를 입력하고, 1.2288MHz의 클록(clock)으로 롱코드를 발생한다. 상기 롱코드 발생기 401의 출력은 데시메이터(d

ecimator) 402로 입력되고, 상기 데시메이터 402는 입력 심볼을 데시메이션하여 출력한다. 예를 들어, 상기 데시메

이터 402는 192개의 입력 심볼마다 1개의 심볼을 출력할 수 있다. 이때 상기 데시메이터 402의 출력 신호는 입력 신

호보다 192배 낮은 클록으로 구동된다. 상기 데시메이터 402의 출력 심볼은 상대 오프셋 계산기(relative offset calc

ulator) 403으로 입력된다. 상기 상대 오프셋 계산기 403은 상기 데시메이터 402로부터 출력된 심볼로부터 상대적인

오프셋을 계산하여 출력한다.

멀티플렉서 411은 8개의 역방향 물리채널에 대한 초기 오프셋들 0∼7과 상대 오프셋 계산기 403의 출력을 이용하여

8개 역방향 물리채널에 대한 전력제어명령 비트들을 멀티플렉싱한다. 상기 멀티플렉서 411은 6400bps의 데이터 레

이트를 가지는 신호를 출력할 수 있다. 상기 멀티플렉서 411의 출력 심볼들은 심볼 반복기 412에 입력되고, 상기 심

볼 반복기 412는 입력 심볼을 2번 반복(factor = X3)하여 출력한다. 상기 심볼 반복기 412로부터의 출력 심볼들은 1

9200bps를 가질 수 있다. 상기 심볼 반복기 412의 출력 심볼들은 신호점 사상기 413으로 입력된다. 상기 신호점 사

상기 413은 입력 심볼들중 심볼 '0'은 '+1'로, 심볼 '1'은 '-1'로 사상하여 출력한다. 이때 입력 심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상기 신호점 사상기 413은 '0'을 출력한다. 상기 신호점 사상기 413의 출력 심볼들은 이득 제어기 414로 입력

되어 이득 제어된다. 상기 이득 제어기 414의 출력 심볼들은 왈시 확산기 415로 입력되고, SPCCH에 할당된 특정한 

64-ary 왈시 코드에 의해 확산된다. 상기 왈시 확산기 415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는 SPCCH의 제1채널인 I-ch 신호로

서 8개의 역방향 물리채널에 대한 전력제어명령 비트들이다.

멀티플렉서 421은 8개의 역방향 물리채널에 대한 초기 오프셋들 8∼15와 상대 오프셋 계산기 403의 출력을 이용하

여 8개 역방향 물리채널에 대한 전력제어명령 비트들을 멀티플렉싱한다. 상기 멀티플렉서 421은 6400bps의 데이터 

레이트를 가지는 신호를 출력할 수 있다. 상기 멀티플렉서 421의 출력 심볼들은 심볼 반복기 422에 입력되고, 상기 

심볼 반복기 422는 입력 심볼을 2번 반복하여 출력한다. 상기 심볼 반복기 422로부터의 출력 심볼들은 19200bps를 

가질 수 있다. 상기 심볼 반복기 422의 출력 심볼들은 신호점 사상기 423으로 입력된다. 상기 신호점 사상기 423은 

입력 심볼들중 심볼 '0'은 '+1'로, 심볼 '1'은 '-1'로 사상하여 출력한다. 이때 입력 심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상기 

신호점 사상기 423은 '0'을 출력한다. 상기 신호점 사상기 423의 출력 심볼들은 이득 제어기 424로 입력되어 이득 제

어된다. 상기 이득 제어기 424의 출력 심볼들은 왈시 확산기 425로 입력되고, SPCCH에 할당된 특정한 64-ary 왈시

코드에 의해 확산된다. 상기 왈시 확산기 425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는 SPCCH의 제2채널인 Q-ch 신호로서, 상기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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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를 통해 전력제어되는 8개의 역방향 물리채널과 다른 8개의 역방향 물리채널에 대한 전력제어명령 비트들이다. 여

기서, 본 발명은 상기 멀티플렉서411 및 421로 입력되는 전력제어비트를 제어하여 상기 DRQ보고지시비트와 상기 

역방향 송신에 대한 응답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예를들어, 특정 이동국으로 전송되는 전력제어비트를 동일한 값으로 

하여 여러번 전송함으로써 DRQ보고지시비트룰 구현할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상기 'DRQ 보고지시비트'와 DRQ에 대한 'ACK신호'를 공통전력제어채널(Shared P

ower Control Channel)을 사용하여 전송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패킷 송수신

이 완료되고 소정시간(Tm1)이 지날때까지 패킷 송수신이 없으면 이동국은 역방향 송신을 중단하기 때문에 기지국은

이동국에 대한 전력 제어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전력 제어 비트를 전송하지 않는다. 즉, 이동국이 역방향 송신을 중단

하였을 때, 기지국 또한 순방향 전력 제어 비트의 송신을 중단한다.

여기서, 역방향 송신이 중단된 후, 기지국에서 소정 Ts(역방향 송신 중단기간)의 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동국으로 보

낼 패킷 데이터가 발생하면, 기지국은 전력 제어 비트를 'up' 명령(+1)으로 하여 수회 전송하도록 한다. 이동국은 순

방향 공통전력제어채널을 감시하고 있다가 전력 제어 비트가 감지되면, 'up' 명령의 개수를 감시한다. 만일 상기 'up'

명령이 연속으로 소정개수(Nm1) 검출되거나 또는 소정 구간에 up 명령의 개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면, 기지국에서 

DRQ를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상기 이동국은 역방향의 신호를 낮은 전력으로부터 조금씩 올려가면서 송신한다. 

여기서, 상기 역방향의 신호는 상술한 바와 같이 DRQ채널의 신호 또는 프리앰블이다. 즉 송신 방법은 DRQ채널의 신

호를 조금씩 전력을 올려가면서 전송하거나 또는 상기 도3의 송신 방법과 같이 프리앰블을 먼저 전송한후 DRQ채널

을 전송할 수도 있다.

한편, 기지국은 DRQ 보고지시비트를 전송하면서 역방향 신호를 감시하다가 역방향 신호가 감지되면 ACK 메시지(A

CK for DRQ)를 보내기위해 전력 제어 비트를 'down' 명령(-1)으로 바꾸어 소정개수(Nm2) 반복하여 전송한다. 여기

서, 연속하는 전력제어비트의 'up' 명령이 소정개수(Nm1)만큼 검출되는 것을 '데이터 레이트 요청메세지'라 칭하며 

연속하는 전력제어비트의 'down'명령이 소정개수(Nm2)만큼 검출되는 것을 'ACK'메시지라 칭한다. 이동국은 'down'

명령이 연속으로 Nm2개가 발생하거나 또는 소정 구간에 down 명령의 개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면 기지국이 이동

국의 역방향 송신을 감지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후부터는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전력 제어 비트에 따라 역방향 신

호의 전력을 제어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기지국에서 공통제어채널(SPCCH)를 통해 DRQ 보고지시비트와 DRQ에 대한 응답(

ACK)메세지를 전송하기 위한 제어장치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제어장치의 출력은 상황에 따라 DQR 보고지시비트, 

DRQ에 대한 ACK비트 및 전력제어비트가 될 수 있고, 상기 제어장치에서 출력되는 비트는 상기 도 6의 멀티플렉서(4

11 혹은 421)로 입력되어 다른 역방향 물리채널에 대한 정보(전력제어비트)들과 멀티플렉싱된다.

상기 도 8을 참조하면, 제어기(controller) 801은 DRQ 보고지시비트, 역방향 DRQ에 대한 ACK 비트 및 전력 제어 

비트를 입력받아서 제어신호 발생기802의 제어에 따라 상기 입력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한다. 예를들어, 이동국

이 역방향 송신을 중단한 상태에서 기지국에서 이동국으로 전송할 패킷 데이터가 발생하면 상기 제어기801은 DRQ 

보고지시비트를 선택하여 출력하고, 이후 역방향 DRQ에 대한 응답을 전송해야 하는 경우 ACK 비트를 선택하여 출

력하며, 정상적으로 패킷 통신을 수행하는 상태에서는 상기 전력제어비트를 선택하여 출력한다.

구체적으로 상기 도 9를 참조하면, 상기 제어신호 발생기802는 DRQ 보고지시비트 지시 시그널(DRQ Report Directi

on Bit Indicator signal), 역방향 DRQ 억세스 검출 시그널(Reverse DRQ Access Detector signal) 및 패킷모드 시

그널(Packet Mode Signal)을 가지고 상기 제어기801의 선택 동작을 제어한다. 예를들어, 패킷 모드 시그널(Packet 

Mode Signal)은 상기 역방향 DRQ 억세스 검출 신호가 '1'이 되었다가 '0'으로 떨어지는 순간부터 '1'을 유지한다. 이 

구간 동안 상기 제어신호 발생기 802는 상기 제어기802에서 전력 제어 비트(Power Control Bit)를 출력하도록 제어

한다. 그리고, 상기 패킷 모드 시그널이 '1'이 되는 순간부터 Tm1의 시간을 측정하여 이구간 동안 순방향 전송이 일어

나지 않으면 다시 '0'으로 만들어 전력 제어 비트(Power Control Bit)의 전송을 중단하도록 제어한다.

DRQ 보고지시비트 지시 시그널(DRQ Report Direction Bit Indicator signal)은 전송해야할 패킷 데이터가 발생하였

을 때 '1'이 된다. 이 구간 동안 상기 제어신호발생기802는 상기 제어기801에서 DRQ 보고지시비트를 출력하도록 제

어한다. 그리고, 상기 DRQ 보고지시비트 지시 시그널은 상기 역방향 DRQ 억세스 검출 신호(Reverse DRQ Access 

Detector signal)가 '1'이 되는 순간에 '0'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상기 제어신호 발생기802는 상기 제어기801에서 A

CK 비트를 출력하도록 제어한다. 여기서, 상기 역방향 DRQ 억세스 검출 신호는 역방향 DRQ를 검출하였을 때 '1'이 

되어 소정시간 유지되며, 상기 제어신호 발생기 802는 상기 '1'이 유지되는 시간동안 상기 제어기801에서 상기 ACK

비트를 출력하도록 제어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기지국에서 DRQ 보고지시비트와 역방향 DRQ 전송에 대한 응답비트(ACK bit)를 

전송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10을 참조하면, 기지국은 1001단계에서 특정 이동국과 패킷 송수신을 수행하고, 1003단계에서 패킷 송수신

이 완료되었는지 검사한다. 상기 패킷 송수신이 완료되면 상기 기지국은 1005단계로 진행하여 전송할 패킷이 있는지

를 검사한다. 만일, 전송할 패킷이 있으면 1019단계로 진행하여 프리앰블을 전송한후 상기 1001단계로 되돌아가 패

킷을 보내는 동작을 수행한다. 한편, 전송할 패킷이 없는 경우에는 1007단계로 진행하여 T125(1.25ms reference si

gnal) 신호를 카운트(Count)하고, 1009단계에서 앞서 설명한 Tm1(역방향 송신기간)의 시간이 지났는지를 검사한다.

만일 상기 Tm1의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기 기지국은 상기 1005단계로 되돌아가 다시 전송할 패킷이 있는지를 

검사하고 계속해서 T125를 카운트(Count)하다가 Tm1의 시간이 경과하는지를 검사한다. 만일, 상기 Tm1의 시간이 

지나면 상기 기지국은 1011단계로 진행하여 공통전력제어채널을 통해 상기 이동국으로 전송되는 전력제어비트의 전

송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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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 전력 제어 비트의 전송을 중단한후, 상기 기지국은 1013단계에서 다시 전송할 패킷이 있는지를 검사한

다. 만일 상기 전송할 패킷이 발생하면 상기 기지국은 이후의 도 11의 동작을 수행하여 DRQ의 전송을 요청하는 데이

터 레이트 요청 메세지를 상기 특정 이동국으로 전송한다. 반면, 상기 전송할 패킷이 없는 경우 상기 기지국은 1015

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특정 이동국에서 역방향 송신을 시도하는지를 검사한다. 만일, 상기 이동국으로부터의 역방향 

송신이 검출되면 상기 기지국은 이후의 도 12의 동작을 수행하여 역방향 송신에 대한 응답메세지를 보내고, 이동국의

역방향 송신이 검출되지 않으면 상기 1013단계로 되돌아가 다시 전송할 패킷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일을 반복하도록 

한다. 여기서, 상기 데이터 레이트 요청 메시지는 기지국이 공통전력제어채널을 통해 상기 이동국으로 전력증가(up) 

명령을 계속해서 전송하는 것으로 구현할수 있고, 상기 응답메세지는 상기 공통전력제어채널을 통해 전력감소명령(d

own)을 계속해서 전송하는 것으로 구현할수 있다.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전력제어비트 전송중단구간에서 패킷 전송이 요구될때 기지국의 수행절차를 도시

하고 있다. 상기 전력제어비트 전송중단구간은 기지국과 이동국 사이에 아무런 통신이 없는 상태이다. 즉, 기지국에서

이동국으로 전송되는 전력제어비트의 전송이 중단된 상태이고, 이동국에서 기지국으로 전송되는 DRQ채널의 전송 또

한 중단된 상태이다.

상기 도 11을 참조하면, 상기 전력제어비트 전송중단구간에서 패킷 전송이 요구될 때, 기지국은 1101단계에서 상기 

이동국으로 DRQ채널의 전송을 요청하는 DRQ보고지시비트(Report Direction Bit)를 전송한다. 이후, 상기 기지국은 

1103단계에서 이동국으로부터의 역방향 신호가 검출되는지 검사한다. 만일, 상기 역방향 신호가 검출되면 상기 기지

국은 1111단계로 진행하여 응답(ACK) 비트(bit)를 소정개수 연속해서 상기 이동국으로 전송한다. 반면, 상기 역방향 

송신이 검출되지 않으면 상기 기지국은 1105단계로 진행하여 T125의 신호를 카운트(Count)하고, 1107단계에서 소

정 Td1의 시간이 지났는지를 검사한다. 여기서, 상기 Td1은 미리 결정된 상기 기지국이 상기 DRQ보고지시비트를 전

송하는 기간이다. 만일 상기 Td1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상기 기지국은 상기 1101단계로 되돌아가 계속해서 상기

DRQ 보고지시비트를 전송하고 상기 역방향 신호를 검사하는 동작을 반복한다. 한편, 상기 Td1의 시간이 지나도록 

역방향 신호가 검출되지 않으면 상기 기지국은 1109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이동국에서 순방향 패킷 데이터를 수신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하고, 패킷 호(Packet Call)를 폐기(Drop)한다.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상기 도 11의 변형 예로서, 데이트 레이트 요청 메시지에 해당하는 DRQ 보고지시

비트들을 전송하는중, 이동국의 역방향 송신이 검출되면 응답(ACK)을 전송하고, 이동국의 역방향 송신이 검출되지 

않으면 바로 패킷 호를 폐기하지 않고, 상기 데이터 레이트 요청메세지에 대한 응답이 없는 횟수를 카운트(Count)하

여 특정 횟수(Ndrq)를 초과하였을 때만 패킷 호를 폐기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12를 참조하면, 상기 전력제어비트 전송중단구간에서 패킷 전송이 요구될 때, 기지국은 1201단계에서 데이

터 레이트 요청 메시지에 해당하는 DRQ 보고지시비트를 전송하고, 이후, 상기 기지국은 1203단계에서 이동국으로부

터의 역방향 송신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만일, 상기 역방향 송신이 검출되면 상기 기지국은 1219단계로 진행하여 응

답을 상기 이동국으로 전송한다. 반면, 상기 역방향 송신이 검출되지 않으면 상기 기지국은 1205단계로 진행하여 T1

25의 신호를 카운트(Count)하고, 1207단계에서 앞서 설명한 Td1의 시간이 지났는지를 검사한다. 만일 상기 Td1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상기 기지국은 상기 1201단계로 되돌아가 다시 DRQ 보고지시비트를 전송하고 역방향 송신

을 검사하는 동작을 반복한다.

반면, 상기 DRQ 보고지시비트를 전송한후 Td1의 시간이 지나도록 역방향 송신이 검출되지 않으면 상기 기지국은 1

209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DRQ 보고지시비트 전송을 중단하고, 1211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데이터 레이트 요청 메시

지를 전송한 횟수를 카운트(Count)한다. 상기 데이터 레이트 요청 메시지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속하여 전송되

는 DQQ 보고지시비트들을 통칭하는 의미이다. 그리고, 상기 기지국은 1213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데이터 레이트 요

청 메시지를 전송한 회수(N1)가 미리 설정된 회수 Ndrq를 초과하였는지 검사한다. 만일, 데이터 레이트 요청메세지

의 전송횟수가 상기 설정횟수(Ndrq)를 초과했으면 상기 기지국은 1221단계로 진행하여 이동국으로 전송할 패킷 호

를 폐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1215단계 및 1217단계를 수행하여 일정 시간(Tm4)동안 대기하면서 역방향 송신이 검

출되는지 검사한다. 만일, 상기 일정시간동안 역방향 송신이 검출되지 않으면 기지국은 상기 1201단계로 되돌아가 

다시 DRQ 보고지시비트(Report Direction Bit)을 전송한후 이하 단계를 재수행한다. 반면, 상기 일정시간(Tm4) 대

기하는 동안 역방향 송신이 검출되면 상기 기지국은 1223단계로 진행하여 이동국의 역방향 송신에 대한 응답비트(A

CK bit)를 전송한다.

도 1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전력제어비트 전송중단구간에서 역방향 억세스를 검출한 경우, 기지국이 이동국의

역방향 송신에 대한 응답(ACK)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기지국은 이동국의 역방향 송신에 대

한 응답(ACK) 메시지를 전송하고 바로 정상모드(Normal Mode)로 동작을 할 수도 있고, 상기 도 13과 같이 먼저 역

방향 프리앰블에 대해 응답메세지를 전송하고, 이후 DRQ를 제대로 검출한후 정상모드로 동작할수도 있다. 후자의 경

우, 이동국은 먼저 역방향 접속 단계에서 프리앰블(Preamble)만을 송신하고 기지국으로부터 응답(ACK)메시지를 제

대로 수신하였을 경우에만 DRQ를 송신 단계로 이동하여 DRQ를 송신한다.

도 13을 참조하면, 기지국은 1301단계에서 DRQ전송에 선행되는 프리앰블을 검촐한후 응답비트(ACK bit)를 전송하

고, 1303단계에서 이동국으로부터의 역방향 DRQ가 검출되는지 검사한다. 만일, 상기 역방향 DRQ가 검출되면 1311

단계로 진행하여 정상 패킷 모드로 동작하고, 그렇지 않으면 1305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응답 비트(ACK bit)의 전송 

시작으로부터 소정 시간(Td2)가 경과했는지를 검사한다. 여기서 상기 Td2는 미리 결정된 상기 응답비트를 전송하는 

기간을 나타낸다. 만일 상기 소정 시간(Td2)이 지나지 않았으면 기지국은 1301단계로 다시 진행하여 역방향 신호 검

출에 따른 응답 비트(ACK bit)를 전송한다. 상기 Td2의 시간이 지나도록 DRQ가 검출되지 않으면, 상기 기지국은 상

기 1307단계에서 응답을 전송한 횟수를 카운트한다. 이 횟수는 응답에 대하여 이동국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써 연속으로 일정 횟수(Nack)를 초과하면 1309단계로 진행하여 패킷 호를 폐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기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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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상기 1301단계로 되돌아가 이하 단계를 재수행한다.

도 1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국의 역방향 송신에 대한 송신 형태 및 타이밍을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14

를 참조하면, 전송할 패킷 데이터가 발생하면, 이동국은 초기 송신 전력 Pa에서 시작을 하여 Tm2의 시간동안 스텝 

단위(Ps)로 송신 전력을 증가시키면서 송신을 하다가 Tm2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Pa의 송신 전력부터 Ps만큼씩 증가

시켜 가며 역방향 송신을 시도한다. 만약 역방향 송신에 대한 ACK가 검출되지 않거나, 기지국에서 보낸 ACK를 수신

하지 못한 상태로 Tm2의 시간이 소정횟수 반복되면 소정시간 Tm3동안 역방향 송신을 중단하고, 패킷 호를 폐기하

거나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역방향 송신을 시도한다.

도 1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국에서 역방향 송신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도 15에 

도시된 구성들로부터 발생하는 신호와 동작을 도 16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5 및 도 16을 참조하면, 게이팅신호발생기(Gating Signal Generator)1501은 역방향 송신을 단속하기 위한 제어

신호(gating signal)를 발생하는 장치로써 출력이 '1'일 때는 제어기(controller, 1502)의 제어하에 역방향 전력 증폭

기(Reverse Power Amplifier, 도시하지 않음)를 'ON' 시키고, '0'일 때는 역방향 전력 증폭기를 'OFF'시켜서 역방향 

송신을 단속하도록 한다. 이것은 증폭기의 이득을 '0'으로 설정하여 단속하는 방법이나, 다른 예로 스위칭 소자를 사

용하여 송신신호를 단속할수도 있다. 여기서, 상기 역방향 전력 증폭기 및 상기 스위칭 소자는 일종의 역방향 신호를 

단속하기 위한 단속기로써, 역방향 신호를 송신하기 위한 송신기에 구비된다.

상기 도 16에 도시된 패킷 모드 시그널(Packet Mode Signal)과 DRQ 보고 지시 비트(DRQ Report Diren Bit)는 상기

게이팅신호발생기1501을 제어하기 위한 신호들이다. 상기 패킷모드 시그널은 패킷 송수신동안 '1'을 유지하다가 송

수신이 완료되면 '0'으로 떨어진다. 이때, 상기 패킷모드시그널이 '0'으로 떨어져서 Tm1의 시간동안 유지되면 상기 

게이팅신호발생기1501은 출력을 '1'에서 '0'으로 만들어 역방향 전력 증폭기를 'OFF'시킨다. 상기 게이팅신호발생기

1501의 출력이 '0'으로 떨어진 후, Ts의 시간이 지나거나 DRQ 보고지시비트 검출기1503에 의해 DRQ 보고지시비트

가 감지되면 역방향 송신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기 출력은 '1'이 된다.

DRQ 보고지시비트에 의해 역방향 송신이 시작되는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DRQ 보고지시비트 검출기1503

은 수신기1505를 통해 전력 제어 비트를 감시하고 있다가 'up'인 명령이 Nm1개 이상 발생하면 기지국이 DRQ의 전

송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하여 펄스 신호를 발생한다. 그러면 상기 게이팅신호발생기1501은 '1'을 출력하게 된다. 그

러면, 제어기1502는 앞서 설명한 도 3(프리앰블 사용) 및 도 4(프리앰블 사용하지 않음)의 방식으로 역방향 신호를 

송신하도록 전력 증폭기를 제어한다. 한편, 역방향 송신에 대한 응답(ACK) 메시지를 수신하면 ACK 검출기1504는 

상기 제어기(1502)에 펄스 신호를 발생한다. 그러면, 상기 제어기1502는 이후 역방향 송신전력이 기지국으로부터 수

신되는 전력제어비트에 근거하여 제어될 수 있도록 상기 전력 증폭기를 제어한다.

도 1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국에서 역방향 송신을 제어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17을 참조하면, 이동국은 1701단계에서 기지국으로부터의 패킷을 수신하고, 1703단계에서 패킷의 수신이 

완료되었는지 검사한다. 만일, 패킷 수신이 완료되면 다시 패킷이 수신되는지 검사하기 위해 상기 이동국은 1705단

계로 진행하여 기지국으로부터의 프리앰블이 수신되는지 검사한다. 만일, 상기 프리앰블이 검출되면, 상기 이동국은 

상기 1701단계로 되돌아가 기지국으로부터의 패킷을 수신하는 동작을 반복한다. 반면 프리앰블이 검출되지 않으면 

1707단계로 진행하여 역방향 송신을 행하면서 T125 신호를 카운트(Count) 하고, 1709단계에서 소정 Tm1(역방향 

송신기간)의 시간이 지났는지를 검사한다. 만일, 상기 Tm1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상기 이동국은 상기 1705단계

로 되돌아가 프리앰블을 다시 검사하고 T125 신호를 카운트하는 동작을 반복한다.

만일, 상기 Tm1의 시간이 지나면 상기 이동국은 1711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역방향 송신을 중단하고 1713단계로 진

행하여 기지국으로부터의 DRQ의 전송을 요구하는 데이터 레이트 요청메세지(DRQ Report indicator bits)가 수신되

는지를 검사한다. 만일, 상기 데이터 레이트 요청메세지(Report Direction Bits)가 검출되면 상기 이동국은 이후의 도

18을 수행하여 역방향으로 DRQ를 전송한다. 반면, 상기 DRQ 보고지시비트가 검출되지 않으면 상기 이동국은 1715

단계로 진행하여 T125 신호를 카운트하고 1717단계에서 소정시간 Ts가 경과하는지를 검사한다. 만일 상기 Ts의 시

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상기 이동국은 상기 1713단계로 되돌아가 DRQ 보고지시비트의 수신을 검사하고 T125 신호

를 카운트하는 동작을 반복한다. 한편, 상기 Ts의 시간이 지나면 상기 이동국은 이후의 도 18을 수행하여 역방향으로

DRQ를 송신한다.

도 18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국이 역방향 송신을 재개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역방향 송신의

재개는 미리 결정된 시간구간에서 이루지는 역방향 송신일수도 있고, 기지국으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이루지는 역방

향 송신일수 있다.

상기 도 18을 참조하면, 이동국은 1801단계에서 역방향 송신모드로 진입한다. 이후, 상기 이동국은 1803단계에서 역

방향 송신을 수행하기 위하여 초기 송신 전력을 개루프 전력 추정(Open Loop Power Estimation)에 의한 임의 전력 

Pa로 설정(set)한다. 그리고, 상기 이동국은 1805단계에서 미리 설정된 크기 단위(Ps) 만큼씩 전력을 증가시키면서 

슬롯 단위로 프리앰블 또는 DRQ를 송신한다. 상기 프리앰블 또는 DRQ 송신을 수행하면서 상기 이동국은 1807단계

에서 역방향 송신에 대한 응답(ACK Bit)이 검출되는지 검사한다. 만일, 상기 응답이 검출되면 상기 이동국은 1819단

계로 진행하여 정상 패킷모드(Normal Packet Mode)로 진입하여 기지국의 전력 제어 명령에 의하여 전력 제어를 수

행한다.

만일, 상기 역방향 송신에 대한 응답(ACK Bit)이 검출되지 않으면 상기 이동국은 1809단계에서 T125 신호를 카운트

하고, 1811단계에서 소정시간 Tm2이 경과하는지를 검사한다. 여기서 상기 Tm2는 역방향 송신을 위해 미리 정해진 

시간 단위로써, 이동국은 Tm2의 시간동안 초기 전력(Pa)에서 스텝 단위(Ps)로 증가시키면서 DRQ채널을 송신한다. 

만일, 상기 Tm2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상기 1805단계로 되돌아가 상기 프리앰블 또는 DRQ를 송신하고 기지국으로

부터의 응답을 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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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기 Tm2의 시간이 지나면 상기 이동국은 1813단계로 진행하여 엑세스(Access) 시도 회수를 카운트하고, 상

기 억세스 시도 회수가 소정회수 Naccess를 초과했는지 검사한다. 여기서, 하나의 억세스 시도는 상기 Tm2의 시간

동안의 전송을 통칭하는 의미이다. 즉, 상기 Tm2의 시간동안 이루어지는 전송이 몇회 있었는지를 검사하게 된다. 만

일, 상기 소정회수 Naccess를 초과하지 않았으면 상기 이동국은 상기 1803단계로 되돌아가 다시 초기 전력(Pa)부터

스텝 단위(Ps)로 증가시키면서 역방향 송신을 수행하고, 상기 소정회수 Naccess를 초과하도록 역방향 송신에 대한 

응답(ACK Bit)이 검출되지 않으면 1817단계로 진행하여 기지국과의 패킷 통신을 포기한다.

도 19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상기 도 18의 변형 예로써 역방향 송신을 시도하여 Naccess의 회수가 지날 때까

지 ACK를 수신하지 못하였을 때, 바로 패킷 호를 폐기하지 않고, 일정시간(Tm3)의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역방향 송

신을 시도하는 일을 반복하다가 이러한 상황이 일정 횟수(Naccess2) 만큼 반복되면 패킷 호를 폐기하기 위한 절차를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19를 참조하면, 1901단계 내지 1915단계, 및 1927단계는 상기 도 18의 1801단계 내지 1817단계, 및 1815

단계와 동작이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상기 이동국은 상기 1915단계에서 상기 억세스 시도 회수가 상기 소정

회수 Naccess를 초과하는지 검사한다. 만일, 상기 억세스 시도회수가 상기 Naccess를 초과하는 경우 1917단계로 

진행하여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은 DRQ 프리앰블 송신 구간(DRQ Preamble Transmission Duration : N2)을 카운

트하고, 1919단계에서 상기 카운트된 DRQ 프리앰블 송신 구간이 미리 설정된 개수를 초과하는지 검사한다. 만일, 미

리 설정된 개수를 초과하는 경우 상기 이동국은 1929단계로 진행하여 기지국과의 패킷 통신을 포기하고, 그렇지 않

은 경우 역방향 송신을 중단한다. 그리고, 상기 이동국은 1923단계에서 기지국으로부터의 DQR 전송을 요청하는 데

이터 레이트 요청 메세지(DRQ Report Indicator bits)가 검출되는지 검사한다. 만일, 상기 데이터 레이트 요청 메세

지가 검출되면 상기 이동국은 상기 1901단계로 진행하여 역방향 송신을 바로 시작하고, 그렇지 않으면 1925단계로 

진행하여 송신 중단 시간이 소정시간 Tm3을 초과했는지 검사한다. 만일 송신 중단 시간이 상기 소정시간 Tm3를 초

과했다면 상기 1901단계로 되돌아가 역방향 송신을 시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기 1923단계로 되돌아가 상기 기지

국으로부터의 상기 데이터 레이트 요청 메시지의 검출을 다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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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어떠한 서킷 채널도 열려 있지 않다

고 가정하였으나, 서킷 채널이 열려 있는 경우에도 일부 패킷 채널과 관련된 채널들에 한하여 송수신을 단속하는데 

적용이 가능하다. 즉,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아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

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패킷 채널이 열려 있지만, 패킷 전송이 없는 동안 이동국이 역방향 송신을 중단하였다가

필요한 순간에만 역방향 송신을 수행함으로써 이동국의 전력 소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인터넷 검색(Inte

rnet Search) 또는 웹 브라우징(Web Browsing)과 같이 패킷 채널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패킷 데이터 전송이 아주 

가끔씩 일어나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이 사용될 때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동국의 역방향 송신을 단속

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다른 이동국들 사이에 간섭을 최소화하여 역방향 링크의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등록특허  10-0469711

- 9 -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패킷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기지국 장치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과 이동단말 사이에 데이터 레이트에 관한 통신이 없는 상태에서 전송할 패킷이 발생한 경우, 상기 데이

터 레이트의 송신을 요청하는 데이터 레이트 요청메세지를 발생하고 상기 데이터 레이트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상기 

이동단말의 송신전력 제어를 위한 소정 전력제어신호를 발생하는 제어기와,

상기 제어기로부터 발생되는 상기 데이터 레이트 요청 메시지와 상기 전력제어신호를 상기 이동단말로 전송하는 채

널송신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레이트 요청 메시지는 소정수의 동일한 전력제어비트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송신기는 이동단말의 송신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전력제어비트를 전송하기 위한 공통전력제어채널 송신기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3.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이동단말로부터 상기 데이터 레이트 요청메세지의 검출응답신호에 응답하여 응답메세지를 상기 채널 송신기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메세지는 소정수의 동일한 전력제어비트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응답메세지 전송후, 상기 전력제어신호를 상기 채널송신기로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6.
패킷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이동통신시스템의 이동국 장치에 있어서,

패킷 데이터의 통신완료후 기지국으로 송신되는 역방향 신호를 소정 규칙에 의해 단속하기 위한 게이팅 신호를 발생

하며, 상기 단속에 의한 상기 기지국과 상기 이동국 사이의 데이터 레이트에 관한 통신이 없는 상태에서 상기 기지국

으로부터 상기 데이터 레이트의 송신을 요청하는 데이터 레이트 요청 메시지 수신시 상기 역방향 신호의 송신을 바로

재개하기 위한 상기 게이팅신호를 발생하는 게이팅신호 발생기와,

상기 게이팅신호 발생기로부터의 상기 게이팅신호에 따라 역방향 신호를 단속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제어기와,

상기 제어기로부터의 상기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기지국으로 송신되는 역방향 신호를 단속하여 송신하는 송신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역방향 신호의 송신 재개시, 상기 역방향 신호의 송신전력을 미리 결정된 초기 억세스 전력으로

부터 점차 증가된 전력으로 송신될수 있도록 상기 역방향 신호의 전력제어신호를 상기 송신기로 발생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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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상기 역방향 신호의 송신에 응답하는 응답메세지 수신시,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전력제어비트에 

따라 상기 역방향 신호가 전력제어될수 있도록 상기 역방향 신호의 전력제어신호를 상기 송신기로 발생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9.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레이트 요청 메세지는 소정수의 동일한 전력제어비트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메세지는 소정수의 동일한 전력제어비트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1.
제29항 또는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레이트 요청 메시지와 상기 응답메세지는 순방향 공통전력제어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치.

청구항 32.
기지국으로부터 이동단말로 패킷데이터의 전송완료후 상기 기지국과 상기 이동단말 사이의 데이터 레이트에 관한 통

신이 없는 상태에서 상기 기지국의 상기 패킷 데이터 전송 방법에 있어서,

상기 패킷 데이터의 전송완료후 상기 전송되는 상기 패킷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상기 이동단말의 데이터 레이트 요

청 메시지를 상기 이동단말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단말로부터 상기 데이터 레이트 요청 메시지의 검출응답신호에 응답하여 소정 시간동안 응답 메시지를 상

기 이동단말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응답메세지 전송후 전력제어신호를 전송함과 동시에 상기 이동단말로부터 수신된 데이터 레이트 메시지에 근거

된 데이터 레이트로 상기 패킷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상기 데이터 레이트 요청메세지의 검출응답신호가 수신되지 않을시 사기 전송할 패킷 데이터를

폐기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국으로부터 상기 데이터 레이트 요청메세지의 검출응답신호가 수신되지 않을 시 상기 데이터 레이트 요청 

메시지의 전송을 소정시간 중단한후 상기 데이터 레이트 요청메제시의 전송을 반복하는 과정과,

상기 데이터레이트 요청메세지의 송신횟수가 소정횟수가 되도록 상기 검출응답신호가 수신되지 않으면 상기 전송할 

패킷 데이터를 폐기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레이트 요청 메시지는 소정의 동일한 전력제어비트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32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메세지는 소정의 동일한 전력제어비트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7.
패킷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이동국의 송신방법에 있어서,

패킷 데이터의 통신완료후, 기지국으로 송신되는 역방향 신호를 소정 규칙에 의해 단속하는 과정과,

상기 단속에 의한 상기 기지국과 이동국 사이의 데이터 레이트에 관한 통신이 없는 상태에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

기 데이터 레이트의 송신을 요청하는 데이터 레이트 요청 메시지 수신시, 상기 역방향 송신을 재개하는 과정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역방향 송신 재개시, 상기 역방향 신호는 소정 시간동안 미리 결정되 초기 억세스 전력으로부터 점차 증가된 전

력으로 송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9.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역방향 송신에 응답하는 응답메세지 수신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전력제어비트

에 따라 상기 역방향 신호를 전력제어하여 송신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0.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역방향 신호의 송신에 응답하는 응답메세지가 수신되지 않으면, 상기 소정 시간동안 행해

지는 역방향 신호의 송신을 반복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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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역방향 신호의 송신회수가 미리 정해진 회수가 되도록 상기 응답메세지가 수신되지 않으면 패킷 통신을 포기하

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1.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역방향 신호의 송신에 응답하는 응답메세지가 수신되지 않으면, 상기 소정시간동안 행해

지는 역방향 신호의 송신을 반복하는 과정과,

상기 역방향 신호의 송신회수가 미리 정해진 회수가 될시 상기 역방향 신호의 송신을 소정시간 중단한후 재개하여 상

기 응답메세지의 수신을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중단한 회수가 소정회수에 도달하도록 상기 응답메세가 수신되지 않으면 패킷 통신을 포기하는 과정을 더 포함

하는 방법.

청구항 42.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레이트 요청메세지는 소정수의 동일한 전력제어비트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3.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응답메세지를 소정수의 동일한 전력제어비트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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