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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역방향 트래픽에 대한 ACK/NACK 비트 및 전송률 제어 비트를 효율적으로 송수신하기 위

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장치는 다수의 기지국들과 연결되며 이동 단말

로 전송되는 정보의 결합 가능 여부를 알리는 제어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기지국 제어기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에 

인접한 기지국 정보와 상기 기지국들과 동일한 정보의 전송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결합 가능 여부 정보를 저장

하는 메모리와, 상기 제어 정보를 상기 이동 단말로 전송하기 위해 시그널링 처리를 수행하는 시그널링 처리부와, 상

기 이동 단말이 핸드 오프 시 상기 이동 단말의 액티브 셋에 해당하는 기지국들을 검사하고, 상기 메모리에서 상기 액

티브 셋에 해당하는 기지국들로부터 상기 이동 단말로 동일한 정보의 전송 가능 여부를 검사하고, 상기 검사 결과에 

따라 상기 제어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시그널링 처리부로 출력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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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률 제어 비트, 기지국, 기지국 제어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을 위한 구조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전송률 제어 비트 수신 구조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ACK/NACK 비트 수신 구조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기지국 제어기 구조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 제어기 입장에서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전송률 제어 비트 결합 가능 여부

신호 제어 순서도,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 입장에서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전송률 제어 비트 결합 가능 여부 

신호 제어 순서도,

도 7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 제어기 입장에서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ACK/NACK 비트 결합 가

능 여부 신호 제어 순서도,

도 8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 입장에서의 이동통신 시 스템에서 ACK/NACK 비트 결합 가능 여

부 신호 제어 순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역방향 트래픽에 대한 제어 

신호 전송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 전송은 순방향 데이터 전송과 역방향 데이터 전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

기서, 순방향 데이터 전송은 기지국에서 이동 단말로의 데이터 전송을 의미하며, 역방향 데이터 전송은 이동 단말에서

기지국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의미한다. 또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에 따라 구분하면, 음성 서비스만

을 지원하는 형태와, 음성 서비스와 간단한 데이터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형태와, 고속의 데이터 서비스만을 지원

하는 형태와, 고속의 데이터와 음성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데이터 서비스를 제

공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출현은 보다 많은 정보를 빠르게 사용자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고속 데이터 서비스와 음성 서비스를 동시에 처리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이동통신 시스템은 부호분할 다중접속방식(CDMA : Code Division Multiple A

ccess)에 의해 복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이때,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사용자의 구분

은 각 사용자에게 할당된 고유 번호를 통해 이루어진다.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에서 역방향에서의 데이터 전송은 물

리계층패킷(PLP : Physical Layer Packet) 단위로 패킷 데이터 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패킷의 길이는 데이터 전

송률에 따라 고정된다. 패킷의 데이터 전송률은 매 패킷마다 가변되며, 각 패킷의 전송률은 이동 단말의 전력 및 전송

할 데이터의 양, 전력 제어 비트 등에 의해 제어된다. 상기 전력 제어 비트는 순방향을 통해 기지국으로부터 데이터 전

송률 제어 채널(RCCH : Rate Control Channel)을 통해 전송되는 제어 정보이다.

아울러, 이동통신 시스템은 역방향 처리율(throughput)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물리 계층에서의 재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상기 물리 계층에서의 재전송은 기지국이 역방향으로 수신된 데이터 패킷에 대하여 복조를 수행한 후,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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킷 오류(CRC : Cyclic Redundancy Check) 여부에 따라 물리 계층의 ACK/NACK을 전송하게 되는데, 기지국으로부

터 ACK를 수신하였을 경우 이동 단말은 전송한 패킷이 성공적으로 수신하였음을 판단하고 새로운 패킷을 전송한다.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 기지국으로부터 NACK을 수신하였을 경우 이동 단말은 전송한 패킷이 

성공적으로 수신하지 못했음을 판단하고 이전 패킷을 재전송한다.

한편, 이동 단말의 데이터 전송률을 결정하는 기능을 스케쥴링이라 한다. 이동 단말의 데이터 전송률은 스케쥴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기지국은 스케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 열잡음 대비 전체 수신 전력을 나타내는 RoT(Rise over 

Thermal)나, 현 기지국(Base Transceiver System : BTS)에 속한 이동 단말의 수신 신호대잡음비로부터 얻는 부하

(load) 등을 이용한다. RoT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기지국은 측정된 RoT와 할당된 부하 및 새로 할당할 수 있는 잔여

용량을 이용하여 스케쥴링을 수행한다.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 RoT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지국은 부하를 측정하고, 측정된 부하와 새롭게 할당할 수 있는 잔여 용량을 고려하여 스케쥴링을 수행한다.

즉, 기지국의 스케쥴러는 RoT, 각 이동 단말의 버퍼 상태, 각 이동 단말의 전력 상태 혹은 채널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이동 단말의 데이터 전송률을 증가시킬지, 감소시킬지 또는 현재 상태를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기지국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효율적인 이동 단말의 데이터 전송률을 제어하여 전체 시스템의 처리율을 높일 수 있다

. 상기 이동 단말의 데이터 전송률 정보는 전송률 제어 비트를 통하여 특정 이동 단말로 전송된다. 상기 기지국으로부

터 전송된 전송률 제어 비트 값이 '0' , '+1' 또는 '-1'일 경우 이동 단말은 다음과 같이 운용된다. 상기 전송률 제어 비

트 값이 '+1'일 경우 이동 단말은 다음 전송 구간에서 이동 단말의 데이터 전송률을 한 단계 높인다. 상기 수신된 전송

률 제어 비트 값이 '-1'일 경우 이동 단말은 다음 전송 구간에서 이동 단말의 데이터 전송률을 한 단계 낮춘다. 상기 

수신된 전송률 제어 비트 값이 '0'일 경우 다음 전송 구간에서 이동 단말의 데이터 전송률을 이전 전송 구간의 전송률

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또한, 상기 스케쥴러는 시스템의 디자인에 따라 BTS(Base Transceiver System)에 포함될 수 있고, BSC(Base Stat

ion Controller)에 포함될 수 있다. 하기 설명에서 전자를 BTS 스케쥴링이라 하고, 후자를 BSC 스케쥴링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이동 단말은 액티브 셋(Active Set)을 관리한다. 상기 액티브 셋 이란 상기 이동 단말과 송수신이 이루어

지고 있는 기지국의 리스트(list)를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 이동 단말이 핸드 오프(hand off) 중인 경우 해당 이동 단

말의 액티브 셋 내에는 해당 이동 단말과 송/수신을 하고 있는 여러 기지국들의 정보가 포함된다. 해당 이동 단말이 

핸드 오프를 수행 중일 경우 이동 단말은 자신의 액티브 셋 내에 포함되는 여러 기지국들로부터 스케쥴링한 결과 전

송률 제어 비트를 수신한다. 이때, BTS 스케쥴링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에서는 상기 이동 단말은 액티브 셋 내의 기지

국들로부터 수신되는 전송률 제어 비트 값이 각기 다르다.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 BSC 스케쥴

링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에서는 액티브 셋 내의 기지국들로부터 수신되는 전송률 제어 비트 값들이 동일하다.

다음은 BTS 스케쥴링 방식과 BSC 스케쥴링 방식의 장단점을 설명한다.

해당 BSC 스케쥴링 방식은 이동 단말의 전송률 제어 비트 수신 과정에서 결합(combing)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송률

제어 비트 수신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지국에서 보다 적은 전력으로 전송률 제어 비트를 송신할 수 있다. 그러나, 스케

쥴링 지연 시간은 증가한다.

여기서, 결합이란 물리 계층에서 수신 신호를 결합한 후, 복조를 수행함을 말한다. 또한, 스케쥴링 지연 시간은 이동 

단말이 스케쥴링을 받기 위하여 이동 단말의 상태(예컨대, 버퍼량 또는 전력 상황)를 역방향으로 전송하고, 기지국이 

상기 이동 단말의 상태를 수신하여 기타 여러 스케쥴링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이용하여 스케쥴링을 실시하고, 상기 

스케쥴링 결과를 이동 단말에 전송하고, 이동 단말이 상기 스케쥴링 결과를 수신하여 이를 적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해당 BTS 스케쥴링 방식은 스케쥴링 지연 시간이 적다. 그러나, 이동 단말의 전송률 제어 비트 수신 시에 결합이 불

가능하다. 따라서, 전송률 제어 비트의 수신 신뢰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기지국에서 보다 높은 전력

으로 전송률 제어 비트를 송신해야 한다.

한편, 이동통신 시스템은 역방향 처리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물리 계층에서의 재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상기 

물리 계층에서의 재전송은 기지국이 역방향에서 수신된 데이터 패킷에 대하여 복조를 수행한 후, 패킷 오류(예컨대, 

CRC)여부에 따라 물리 계층의 ACK/NACK를 전송하고, 이동 단말은 상기 ACK/NACK를 수신하여 이전 전송 패킷을

재전송할 것인지, 새로운 패킷을 전송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상기 물리 계층의 재전송 수행 과정을

HARQ(Hybrid Auto Repeat and ReQuest: 이하 'HARQ'라 칭함)라 한다. 상기 HARQ를 지원하는 시스템에서 상기 

ACK/NACK 비트를 생성하는 주체가 BTS일 경우 BTS 전송이라 하고, ACK/NACK 비트를 생성하는 주체가 BSC일 

경우는 BSC 전송이라 한다. 만일, BTS 전송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에서의 이동 단말은 액티브 셋 내의 기지국들로부

터 수신되는 ACK/NACK 비트 값이 서로 각기 다를 수 있다.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 BSC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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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에서는 액티브 셋 내의 기지국들로부터 수신되는 ACK/NACK 값들이 동일할 것이다.

다음은 BSC 전송 방식과 BTS 전송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한다.

해당 BTS 전송 방식은 재전송 지연 시간이 감소한다. 그러나, 이동 단말의 ACK/NACK 비트 수신 시 결합이 불가능

하다. 따라서 ACK/NACK 비트의 신뢰도를 감소 시킨다.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 BSC 전송 방

식은 이동 단말의 ACK/NACK 비트 수신 시 결합이 가능하다. 따라서 ACK/NACK 비트의 신뢰도를 증가시킨다. 그

러나, 재전송 지연 시간이 증가한다. 여기서, 재전송 지연 시간은 이동 단말이 패킷을 전송하고, 기지국이 상기 패킷을

수신한 후, 상기 수신 패킷에 대한 오류 여부를 판단한 후, ACK/NACK 비트를 이동 단말로 전송하고, 해당 이동 단말

이 상기 ACK/NACK 비트를 수신한 후, 다음 패킷을 전송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한편 상기 이동 단말은 BTS 스케쥴링 및 BSC 스케쥴링 방식에 따라서 어떤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전송률 제어 

비트가 결합이 가능한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상기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동 단말은 액티브 셋 내의 모든 기지국으

로부터 수신되는 전송률 제어 비트를 수신하게 되면 언제나 독립적으로 수신 및 복조 과정을 수행해야 하고, 이에 따

라, 전송률 제어 비트의 수신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전송률 제어 비트의 수신 신뢰도를 높이기 위

하여 기지국은 보다 높은 전력으로 전송률 제어 비트를 전송해야 한다.

아울러, 전술한 BTS 전송 방식과 BSC 전송 방식에 따르면 이동 단말은 어떤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ACK/NACK 

비트가 결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상기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동 단말은 액티브 셋 내의 모든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ACK/NACK 비트를 수신함에 있어 언제나 독립적으로 따로 수신 및 복조 과정을 수행해야 

하고, 이에 따라 ACK/NACK 비트의 수신 신뢰도가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역방향 트래픽에 대한 제어 신호를 전송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핸드 오프 상황의 이동 단말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핸드 오프 상황의 이동 단말의 수신기가 기지국 제어기로부터 수신되는 전송률 제어 비트

에 대한 결합 수신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메시지를 시그널링하여 신뢰도를 높이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핸드 오프 상황의 이동 단말의 수신기가 기지국 제어기로부터 수신되는 ACK/NACK 비트

에 대한 결합 수신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메시지를 시그널링하여 신뢰도를 높이는데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전송률 제어 장치는 다수의 기지국들과 연결되며 이동 단말로 전송

되는 정보의 결합 가능 여부를 알리는 제어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기지국 제어기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에 인접한 

기지국 정보와 상기 기지국들과 동일한 정보의 전송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결합 가능 여부 정보를 저장하는 메

모리와, 상기 제어 정보를 상기 이동 단말로 전송하기 위해 시그널링 처리를 수행하는 시그널링 처리부와, 상기 이동 

단말이 핸드 오프 시 상기 이동 단말의 액티브 셋에 해당하는 기지국들을 검사하고, 상기 메모리에서 상기 액티브 셋

에 해당하는 기지국들로부터 상기 이동 단말로 동일한 정보의 전송 가능 여부를 검사하고, 상기 검사 결과에 따라 상

기 제어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시그 널링 처리부로 출력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전송률 제어 장치는 기지국 제어기와 상기 기지국 제어

기와 연결된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정보의 결합 가능 여부를 알리는 제어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이동 단말 장치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의 액티브 셋 내에 포함된 다수의 기지국 중에 특정 기지국에 대한 제어 정보 수신 및 역확산

하는 역확산기들과, 상기 역확산기들을 통해 수신된 제어 정보를 결합하는 결합기와, 상기 기지국들과 동일한 정보의

전송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정보 결합이 가능할 경우 상기 역확산기들의 출력이 결합기에 입력되도록 제어하는 

제어기와, 상기 결합기에서 결합된 출력을 입력받아 부호를 판단하여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제어 신호 판단기를 포함

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장치는 이동 단말과 무선 채널로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지국들과, 상기 기지국들과 연결되어 이동 단말로 전송되는 정보의 결합 가능 여부를 알리는 기지국

제어기에서 상기 이동 단말로 전송되는 정보의 결합 가능 여부를 알리는 제어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이 핸드 오프 시 상기 이동 단말의 액티브 셋에 해당하는 기지국들을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각 기지국

들로부터 상기 이동 단말로 동일한 정보의 전송 가능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검사 결과에 따라 상기 이동 단말

로 전송되는 정보의 결합 가능 여부를 알리는 제어 정보를 생성하여 이동 단말로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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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방법은 기지국 제어기와 상기 기지국 제어

기와 연결된 기지국들로부터 전송되는 정보의 결합 가능 여부를 수신하는 이동 단말에서 정보의 결합 가능 여부를 알

리는 제어 정보의 수신 및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각 기지국들로부터 전송된 제어 정보로부터 결합 가능 여부

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각 기지국들로부터 수신되는 정보의 결합이 가능한 경우, 상기 각 기지국들의 제어 정보를 

결합하는 과정과, 상기 결합된 제어 정보를 복호화하는 과정과, 상기 복호화된 정보로 제어 정보를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

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

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

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도이다. 이동 단

말(100)이 A 셀의 트래픽을 점유한 상태에서 이동 단말(100)이 B 셀로 이동시 이동 단말(100)은 제1 기지국(200)과 

제2 기지국(300)에 의해서 제어를 받게 된다. 즉, 이동 단말(100)은 자신의 액티브 셋 내에 포함되는 해당 기지국들(

200, 300)로부터 스케쥴링한 결과 전송률 제어 비트 결합 메시지 또는 ACK/NACK 비트를 수신한다. 이때, 기지국들

(200, 300)이 순방향을 통해 이동 단말(100)로 전송하는 전송률 제어 비트 결합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메시지를 송신

하면, 이동 단말(100)은 이를 결합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합 할 수 있을 경우 전송률 제어 비트를 출력한다

. 여기서, 기지국(200, 300)들이 순방향을 통해 이동 단말(100)로 전송하는 전송률 제어 비트 결합 가능 여부를 나타

내는 메시지는 하기 <표 1> 과 같다고 가정한다.

[표 1]

액티브 셋 맴버 아이디 전송률 제어 비트 결합 가능 여부 지시자

No.1 0

No.2 1

No.3 0

No.4 1

No.5 1

상기 전송률 제어 비트 결합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메시지는 이동 단말이 액티브 셋을 변경하는 상황 즉, 핸드 오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지국에서 이동 단말(100)로 전송되는 메시지이다. 여기서 액티브 셋 맴버 아이디는 해당 이동 

단말(100)의 액티브 셋 내의 각 기지국(200)들에 대한 식별자를 나타낸 것이다. 상기 <표 1>에서 전송률 제어 비트 

결합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비트 값에서 '1'의 의미는 상기 리스트 상에서 바로 위 기지국과 전송률 제어 비트 결합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송률 제어 비트 결합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비트 값에서 '0'의 의미는 상기 리스트 상에

서 바로 위 기지국과 전송률 제어 비트 결합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표 1>과 같은 메시지를 수신한 이

동 단말은 다음과 같이 해 석한다. 기지국 1번과 기지국 2번에서 수신되는 전송률 제어 비트는 결합하여 수신 및 복조

한다. 또한, 기지국 3번, 기지국 4번 및 기지국 5번에서 수신되는 전송률 제어 비트는 결합하여 수신 및 복조한다.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 기지국(200, 300)이 순방향을 통해 이동 단말(100)로 전송하는 ACK/N

ACK 비트 결합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메시지를 송신하면, 이동 단말(100)은 이를 결합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

고, 결합 할 수 있을 경우 ACK/NACK 비트를 출력한다. 여기서, 하기 <표 2>는 기지국이 순방향을 통해 이동 단말(1

00)로 전송하는 ACK/NACK 비트 결합 가능 여부를 나타낸 메시지를 나타낸다.

[표 2]

액티브 셋 맴버 아이디 ACK/NACK 비트 결합 가능 여부 지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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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0

No.2 1

No.3 1

No.4 0

No.5 1

상기 ACK/NACK 비트 결합 가능 여부를 나타낸 메시지는 이동 단말(100)이 액티브 셋을 변경하는 상황 즉, 핸드 오

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지국에서 이동 단말(100)로 전송되는 메시지이다. 여기서 액티브 셋 맴버 아이디는 해당 

이동 단말(100)의 액티브 셋 내의 각 기지국(200)들에 대한 식별자를 나타낸 것이다. ACK/NACK 비트 결합 가능 여

부를 나타내는 비트 값에서 '1'의 의미는 상기 리스트 상에서 바로 위 기지국과 전송률 제어 비트 결합이 가능함을 의

미한다. 그러나, 전송률 제어 비트 결합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비트 값에서 '0'의 의미는 상기 리스트 상에서 바로 위 

기지국과 전송률 제어 비트 결합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표 2>와 같은 메시지를 수신한 이동 단말은 다

음과 같이 해석한다. 기지국 1번, 기지국 2번, 기지국 3번에서 수신되는 ACK/NACK 비트는 결합하여 수신 및 복조한

다. 또한, 기지국 4번, 기지국 5번에서 수신되는 ACK/NACK 비트는 결합하여 수신 및 복조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 내 전송률 제어 비트 수신기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제2 역확산기(101,

102), 제어기(103), 제1~제3 전송률 제어 비트 판단기(104, 105, 107), 결합기(106)로 이루어진다.

상기 제1 역확산기(101)는 이동 단말의 액티브 셋 내의 첫 번째 기지국에 대한 전송률 제어 비트 수신 및 역확산을 수

행한다. 상기 제2 역확산기(102)는 이동 단말의 액티브 셋 내의 두 번째 기지국에 대한 전송률 제어 비트 수신 및 역

확산을 수행한다. 상기 제어기(103)는 스위치(108, 109)의 동작을 제어한다. 즉, 제어기(103)는 전송률 제어 비트 결

합 가능 여부 메시지를 입력으로 수신한다. 여기서, 결합 가능 여부 메시지의 의미가 상기 두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률 

제어 비트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 제어기(103)는 제1 스위치(108)를 이용하여 제1 역확산기(101)

의 출력이 결합기(106)에 입력되도록 제어한다. 또한, 제어기(103)는 제2 스위치(109)를 이용하여 제2 역확산기(102

)의 출력이 결합기(106)에 입력되도록 제어한다.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 결합 가능 여부 메시지의 의미가 상기 두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률 제어 

비트의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경우 제어기(103)는 제1 스위치(108)를 이용하여 제1 역확산기(101)의 

출력이 제1 전송률 제어 비트 판단기(104)에 입력되도록 제어한다. 또한, 제어기(103)는 제2 스위치(109)를 이용하

여 제2 역확산기(102)의 출력이 제2 전송률 제어 비트 판단기(105)에 입력되도록 제어한다. 이때, 제1 전송률 제어 

비트 판단기(104)는 제1 역확산기(101)로부터 입력을 수신할 경우 그 값의 부호를 판단하여 제1 전송률 제어 비트를

출력한다. 제2 전송률 제어 비트 판단기(105)는 제2 역확산기(102)로부터 입력을 수신할 경우 그 값의 부호를 판단

하여 제2 전송률 제어 비트를 출력한다. 해당 결합기(106)는 제1 역확산기(101) 또는 제2 역확산기(102)로부터 입력

을 수신할 경우 입력의 값을 결합하여 출력한다. 제3 전송률 제어 비트 판단기(107)는 결합기(106)의 출력을 입력받

아 그 부호를 판단하여 제3 전송률 제어 비트를 출력한다.

본 발명에 의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ACK/NACK 비트 수신기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제2 역확산기(111, 

112), 제어기(113), 제1~제3 ACK/NACK 비트 판단기(114, 115, 117), 결합기(116)로 이루어진다.

상기 제1 역확산기(111)는 이동 단말의 액티브 셋 내의 첫 번째 기지국에 대한 ACK/NACK 비트 수신 및 역확산을 

수행한다. 상기 제2 역확산기(112)는 이동 단말의 액티브 셋 내의 두 번째 기지국에 대한 ACK/NACK 비트 수신 및 

역확산을 수행한다. 상기 제어기(113)는 스위치(118, 119)의 동작을 제어한다. 즉, 제어기(113)는 ACK/NACK 비트 

결합 가능 여부 메시지를 입력으로 수신한다.

여기서, 결합 가능 여부 메시지 중에서 상기 두 기지국으로부터 ACK/NACK 비 트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경우 제어기(113)는 제1 스위치(118)를 이용하여 제1 역확산기(111)의 출력이 결합기(116)에 입력되도록 제어한

다. 또한, 제어기(113)는 제2 스위치(119)를 이용하여 제2 역확산기(112)의 출력이 결합기(116)에 입력되도록 제어

한다.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 결합 가능 여부 메시지 중에서 상기 두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률 제어 비

트의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 제어기(113)는 제1 스위치(118)를 이용하여 제2 역확산기(112)의 출

력이 제1 ACK/NACK 비트 판단기(114)에 입력되도록 제어한다. 또한, 제어기(113)는 제2 스위치(119)를 이용하여 

제2 역확산기(112)의 출력이 제2 ACK/NACK 비트 판단기(115)에 입력되도록 제어한다. 이때, 제1 ACK/NACK 비

트 판단기(114)는 제1 역확산기(111)로부터 입력을 수신할 경우 그 값의 부호를 판단하여 제1 전송률 제어 비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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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한다. 제2 ACK/NACK 비트 판단기(115)는 제2 역확산기(112)로부터 입력을 수신할 경우 그 값의 부호를 판단

하여 제2 ACK/NACK 비트를 출력한다. 해당 결합기(116)는 제1 역확산기(111)와 제2 역확산기(112)로부터 입력을 

수신할 경우 해당 입력 값을 결합하여 출력한다. 제3 ACK/NACK 비트 판단기(117)는 결합기(116)의 출력을 입력받

아 그 부호를 판단하여 제3 ACK/NACK 비트를 출력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송률 제어 비트 또는 ACK/NACK 비트 결합 가능 여부 제어하기 위한 기지국 제어기 구조

는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기지국 제어기(400)는 이동 단말(100)과 상기 이동 단말(100)과 무선 채널로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지국들

과, 상기 기지국들과 연결되며 상기 이동 단말로 전송되는 정보의 결합 기능 여부를 알리는 제어 정보를 전송한다. 해

당 기지국 제어기(400)는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메모리(401), 트래픽 처리부(402), 시그널링 처리부(403), 제어부

(404)로 이루어져 있다.

상기 메모리(401)는 각 기지국(200, 300)들마다 인접한 기지국 정보와, 상기 인접한 기지국들과 동일한 정보의 전송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전송률 제어 비트 결합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메시지 및 ACK/NACK 비트 결합 가능 여부

를 나타낸 메시지를 저장한다. 상기 트래픽 처리부(402)는 이동 단말(100)의 핸드 오프 상황이 감지되면 해당되는 기

지국의 정보를 이동 단말(100)로 전송한다. 상기 시그널링 처리부(403)는 상기 결합 가능 여부를 알리는 제어 정보를

상기 이동 단말(100)로 제공하기 위해 시그널링을 처리한다. 상기 제어부(404)는 상기 이동 단말(100)이 핸드 오프시

상기 이동 단말의 액티브 셋에 해당하는 기지국들을 검사하고, 상기 각 기지국들로부터 상기 이동 단말(100)로 동일

한 정보의 전송 가능 여부를 검사하고, 상기 검사 결과에 따라 상기 제어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시그널링 처리부로 출

력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 제어기 입장에서의 전송률 제어 비트 결합 가능 여부 신호 제어 방법은 도 5를 참

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지국 제어기(400)는 501단계에서 통신 상태에 있다. 여기서, 통신 상태란, 기지국(200, 300)을 통해 이동 단

말(100)의 호 할당 및 호 처리에 관한 메시지의 송/수신 등을 제어하고, 핸드 오프 상황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상기 기지국 제어기(400)는 502단계에서 기지국(200, 300)을 통해 이동 단말(100)로부터 핸드 오프가 발생하였는가

를 판단한다. 만약, 기지국 제어기(400)는 이동 단말(100)로부터 핸드 오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501단계로 진행

하여 통신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나, 이동 단말(100)로부터 핸드 오프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기지국 제어기(4

00)는 503단계로 진행하여 이동 단말(100)에 동일한 전송률 제어 비트가 전송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여기서, 동일한 

전송률 제어 비트가 전송 가능하다는 의미는 핸드 오프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지국 제어기(400)에서 두 개 이상의 기

지국(200, 300)을 통해 이동 단말(100)로 동일한 전송률 제어 비트를 전송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해당 이동 단말(100)에 동일한 전송률 제어 비트가 전송 불가능할 경우 502단계로 진행하여 통신 상태를 유지

한다. 여기서, BTS 스케쥴링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에서는 상기 이동 단말(100)은 액티브 셋 내의 기지국들로부터 수

신되는 전송률 제어 비트 값이 각기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기지국 제어기(400)는 기지국(200, 300)을 통해 동일한 전송률 제어 비트 전송이 가능할 경우 504단계로 진

행하여 전송률 제어 비트를 이동 단말(100)로 전송한다. 이후, 기지국 제어기(400)는 505단계에서 해당 이동 단말(1

00)이 핸드 오프가 종료되었는가를 판단한다. 만약, 이동 단말(100)에 핸드 오프가 종료되었을 경우 501단계로 진행

하여 통신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이동 단말(100)에 핸드 오프가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 기지국 제어기(400)는 506

단계에서 전송률 제어 비트를 이동 단말(100)로 전송할 시점인지를 판단한다.

만약, 기지국 제어기(400)는 전송률 제어 비트를 전송할 시점이 아닐 경우 505단계로 귀환하고, 전송률 제어 비트를 

전송할 시점일 경우 503단계로 귀환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 입장에서의 전송률 제어 비트 결합 가능 여부 신호 제어 방법은 도 6을 참조

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동 단말(100)은 601단계에서 통신 상태에 있다. 여기서, 통신 상태란, 기지국을 통해 호 할당 및 호 처리에 관

한 메시지의 송/수신을 제어하고, 핸드 오프 상황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이때, 이동 단말(100)은 602단계에서 핸드 

오프 상태인지를 판단한다. 이동 단말(100)은 액티브 셋이 핸드 오프가 아닐 경우 601단계로 귀환한다. 그러나, 이동 

단말(100)은 핸드 오프일 경우 603단계로 진행하여 핸드 오프 상황을 기지국 제어기(400)로 보고한다. 이후, 이동 단

말(100)은 604단계에서 기지국 제어기(400)로 이전에 설정된 데이터 전송률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후, 이동 단말(

100)은 605단계로 진행하여 기지국 제어기(400)로부터 전송률 제어 비트를 수신하였는가를 판단한다. 이동 단말(10

0)은 기지국 제어기(400)로부터 전송률 제어 비트를 수신하지 않았을 경우 601단계로 진행하여 통신 상태를 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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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기지국 제어기(400)로부터 전송률 제어 비트를 수신하였을 경우 이동 단말(100)은 606단계로 진행하여 

상술한 전송률 제어 비트 결합 가능 여부 메시지를 수신하여 각 기지국들로부터 수신된 전송률 제어 비트들을 결합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동 단말(100)이 상기 수신된 전송률 제어 비트들을 결합할 경우 607단계로 진행하여 결

합하고, 608단계로 진행하여 상기 결합된 결합 신호 복호화를 수행한다. 이후, 이동 단말(100)은 609단계로 진행하

여 최적의 데이터 전송률을 결정한다.

이후, 이동 단말(100)은 610단계에서 핸드 오프가 종료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핸드 오프가 종료하였을 경우 이동 단

말(100)은 601단계로 진행하여 통신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핸드 오프가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 이동 단말(100)은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데이터 전송이 가능할 경우 604단계로 귀환하여 데이터를 기지국 제어기(400)

로 전송하고, 데이터 전송이 불가능할 경우 610단계로 귀환한다.

한편, 606단계에서 결합이 불가능할 경우 이동 단말(100)은 612단계로 진행하여 기지국 제어기(400)로부터 전송된 

전송률 제어 비트를 개별적으로 처리한다. 이후, 이동 단말(100)은 613단계에서 전송률 제어 비트를 복호화하고, 61

4단계에서 데이터 전송률을 결정한다. 이후, 이동 단말(100)은 610단계를 계속해서 진행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 제어기 입장에서의 ACK/NACK 비트 결합 가능 여부 신호 제어 방법은 도 7

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지국 제어기(400)는 701단계에서 통신 상태에 있다. 여기서, 통신 상태란, 기지국을 통해 이동 단말(100)의 

호 할당 및 호 처리에 관한 메시지의 송/수신 등을 제어하고, 핸드 오프 상황이 아닌 것을 말한다. 기지국 제어기(400)

는 702단계에서 이동 단말(100)에서 핸드 오프가 발생하였는가를 판단한다. 만약, 기지국 제어기(400)는 이동 단말(

100)에서 핸드 오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701단계로 진행하여 통신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이동 단말(100)로부터 핸드 오프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기지국 제어기(400)는 704단계로 진행하여 이동 

단말(100)에 동일한 ACK/NACK 비트가 전송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만약, 해당 이동 단말(100)에 동일한 전송률 제

어 비트가 전송 불가능할 경우 701단계로 진행하여 통신 상태를 유지한다. 여기서, BTS 스케쥴링이 이루어지는 시스

템에서는 상기 이동 단말(100)은 액티브 셋 내의 기지국들로부터 수신되는 ACK/NACK 비트 값이 각기 다를 수 있다

.

그러나, 기지국 제어기(400)는 해당 이동 단말(100)에 동일한 ACK/NACK의 전송이 가능할 경우 704단계로 진행하

여 해당 이동 단말(100)로부터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만약, 해당 이동 단말(100)로부터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없을 경우 705단계에서 NACK 메시지를 생성하여 이동 단말(100)로 전송하고, 해당

이동 단말(100)로부터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을 경우 706단계에서 ACK 메시지를 생성하여 이동 단말(1

00)로 전송한다.

이후, 기지국 제어기(400)는 707단계에서 해당 이동 단말(100)에서 핸드 오프가 종료되었는가를 판단한다. 만약, 이

동 단말(100)에 핸드 오프가 종료되었을 경우 701단계로 진행하여 하나의 기지국에서만 통신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

나, 이동 단말(100)에 핸드 오프가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 기지국 제어기(400)는 708단계에서 해당 이동 단말(100)로

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였는가를 판단한다. 만약, 이동 단말(100)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지 않았을 경우 707단계로 귀

환하여 핸드 오프 상황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해당 이동 단말(100)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였을 경우 704단계로 

귀환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이동 단말 입장에서의 ACK/NACK 비트 결합 가능 여부 신호 제어 방법은 도 8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동 단말(100)은 801단계에서 통신 상태에 있다. 여기서, 통신 상태란, 기지국을 통해 호 할당 및 호 처리에 관

한 메시지의 송/수신을 제어하고, 핸드 오프 상황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이때, 이동 단말(100)은 802단계에서 핸드 

오프 상태인지를 판단한다. 이동 단말(100)은 핸드 오프가 아닐 경우 801단계로 귀환하여 통신 상태를 유지한다. 그

러나, 이동 단말(100)은 핸드 오프일 경우 803단계로 진행하여 핸드 오프 상황을 기지국 제어기(400)로 보고한다. 이

때, 이동 단말(100)의 액티브 셋 정보를 함께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기지국 제어기(400)가 이동 단말(100)의 액티

브 셋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액티브 셋 정보를 전송하지 않아도 된다. 이후, 이동 단말(100)은 804단계에서 기지국 

제어기(400)로 이전에 설정된 데이터 전송률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후, 이동 단말(100)은 805단계로 진행하여 기

지국 제어기(400)로부터 응답 신호를 수신하였는가를 판단한다. 이때, 응답 신호는 해당 이동 단말(100)에 동일한 A

CK/NACK 비트 전송 시그널을 의미한다.

해당 기지국 제어기(400)로부터 응답 신호를 수신하였을 경우 806단계로 진행하여 결합 하고, 807단계로 진행하여 

결합 신호 복호화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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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동 단말(100)은 808단계에서 기지국 제어기(400)로 데이터 재전송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기지국 제어기(40

0)로 데이터 재전송이 필요 없을 경우 이동 단말(100)은 다음 데이터를 기지국 제어기(400)로 전송하고, 기지국 제어

기(400)로 데이터 재전송이 필요할 경우 810단계로 진행하여 기지국 제어기(400)로 이전 데이터를 재전송한다. 해당

재전송 이후에는 810단계로 귀환하여 통신 상태를 유지한다.

한편, 805단계에서 기지국 제어기(400)로부터 응답 신호를 수신하지 않을 경우 이동 단말(100)은 핸드 오프가 종료

되었는가를 판단한다. 핸드 오프가 종료되었을 경우 해당 기지국(200)과 통신 모드를 설정한 후, 801단계로 귀환한다

. 그러나, 811단계에서 핸드 오프가 종료하지 않았을 경우 이동 단말(100)은 805단계로 귀환하여 기지국 제어기(400

)로부터 응답 신호를 수신 할 때까지 대기 상태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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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으며, 후술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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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역방향으로 전송되는 전송률 제어 비트를 송수신할 경우 이동 단말의 

수신기가 상기 여러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전송률 제어 비트에 대한 결합 수신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메시지를 시

그널링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전송률 제어 비트를 송수신함으로써 신뢰도가 향상된다.

또한, 본 발명은 역방향으로 전송되는 ACK/NACK 비트를 송수신할 경우 이동 단말의 수신기가 상기 여러 기지국으

로부터 수신되는 ACK/NACK 비트에 대한 결합 수신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메시지를 시그널링을 통하여 전송함으로

써 효율적으로 ACK/NACK 비트를 송수신함으로써 신뢰도가 향상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수의 기지국들과 연결되며 이동 단말로 전송되는 정보의 결합 가능 여부를 알리는 제어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기지

국 제어기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에 인접한 기지국 정보와 상기 기지국들과 동일한 정보의 전송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결합 가능 

여부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와,

상기 제어 정보를 상기 이동 단말로 전송하기 위해 시그널링 처리를 수행하는 시그널링 처리부와,

상기 이동 단말이 핸드 오프 시 상기 이동 단말의 액티브 셋에 해당하는 기지국들을 검사하고, 상기 메모리에서 상기 

액티브 셋에 해당하는 기지국들로부터 상기 이동 단말로 동일한 정보의 전송 가능 여부를 검사하고, 상기 검사 결과에

따라 상기 제어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시그널링 처리부로 출력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에 인접한 기지국 정보와 상기 기지국들과 동일한 정보의 전송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결합 가능 여부 

정보를 이동 단말로 트래픽 처리하는 트래픽 처리부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

서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정보는 전송률 제어 비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장치

.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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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 정보는 ACK/NACK 비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장

치.

청구항 5.
기지국 제어기와 상기 기지국 제어기와 연결된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정보의 결합 가능 여부를 알리는 제어 정보

를 수신하기 위한 이동 단말 장치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의 액티브 셋 내에 포함된 다수의 기지국 중에 특정 기지국에 대한 제어 정보 수신 및 역확산하는 역확

산기들과,

상기 역확산기들을 통해 수신된 제어 정보를 결합하는 결합기와,

상기 기지국들과 동일한 정보의 전송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정보 결합이 가능할 경우 상기 역확산기들의 출력이

결합기에 입력되도록 제어하는 제어기와,

상기 결합기에서 결합된 출력을 입력받아 부호를 판단하여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제어 신호 판단기를 포함하여 이루

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정보는 전송률 제어 비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장치

.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정보는 ACK/NACK 비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장

치.

청구항 8.
이동 단말과 무선 채널로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지국들과, 상기 기지국들과 연결되어 이동 단말로 전송되는 정보

의 결합 가능 여부를 알리는 기지국 제어기에서 상기 이동 단말로 전송되는 정보의 결합 가능 여부를 알리는 제어 정

보를 전송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이 핸드 오프 시 상기 이동 단말의 액티브 셋에 해당하는 기 지국들을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각 기지국들로부터 상기 이동 단말로 동일한 정보의 전송 가능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검사 결과에 따라 상기 이동 단말로 전송되는 정보의 결합 가능 여부를 알리는 제어 정보를 생성하여 이동 단말

로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정보는 전송률 제어 비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방법

.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정보는 ACK/NACK 비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방

법.

청구항 11.
기지국 제어기와 상기 기지국 제어기와 연결된 기지국들로부터 전송되는 정보의 결합 가능 여부를 수신하는 이동 단

말에서 정보의 결합 가능 여부를 알리는 제어 정보의 수신 및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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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각 기지국들로부터 전송된 제어 정보로부터 결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각 기지국들로부터 수신되는 정보의 결합이 가능한 경우, 상기 각 기지국들의 제어 정보를 결합하는 과정과,

상기 결합된 제어 정보를 복호화하는 과정과,

상기 복호화된 정보로 제어 정보를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정보는 전송률 제어 비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방법

.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정보는 ACK/NACK 비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의 역방향 전송률 제어 방

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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