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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동 통신 시스템은 각기 복수개의 이동국과 통신하는 복수개의 기지국에 접속된 제어국을 포함한다.  각 
기지국은 각 이동국으로부터 송신된 송신 신호를 수신 신호로서 수신한다.  이 수신 신호는 수신 데이타
를 갖는다.  각 기지국은 상기 수신 신호의 수신 신뢰도가 허용가능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판정부
와 수신 신뢰도가 허용가능한 경우에 수신 데이타를 제어국에 송신하기 위한 송신 제어부를 포함한다.  
송신 제어부는 수신 신뢰도가 허용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수신 데이타가 제어국에 송신되는 것을 
저지한다.

대표도

도2

색인어

이동 통신 시스템, 기지국, 이동국, 제어국, 유선 네트워크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 통신 시스템의 블럭도.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이동 통신 시스템에 사용된 선택적 합성 시스템의 블럭도.

도 3은 도 1에 도시된 무선 기지국 내의 신뢰성 데이타 처리부의 블럭도.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차분 임계치 테이블에 저장된 내용을 도시한 도면.

도 5는 수신 전계 강도의 변화에 대한 업 패킷 송신/비송신 제어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6은 도 3에 도시된 이력 관리 테이블의 내용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7은 무선 기지국의 송신/비송신 제어를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

도 8은 제어국의 신뢰성 데이타 선택부의 블럭도.

도 9의 (A)는 무선 기지국에 검출된 수신 전계 강도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9의 (B)는 도 9의 (A)의 무선 기지국들 중 하나의 패킷 송신/비송신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9의 (C)는 도 9의 (A)의 무선 기지국들 중 다른 하나의 패킷 송신/비송신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9의  (D)는  도  9의  (B)와  (C)의  제어국에서 실행된 수신 데이타의 선택적인 합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무선 기지국

11 : 무선 수신부

12 : 신뢰성 데이타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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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데이타 처리부

14 : 유선 송신부

20 : 제어국

21 : 유선 수신부

22 : 데이타 선택부

23 : 신뢰성 데이타 선택부

24 : 수신 데이타 처리부

30 : 디지털 네트워크

101 : 이력 관리 테이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네트워크를 통해 복수 개의 기지국에 접속된 제어국을 갖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동 통신 시스템은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를 통해 복수 개의 무선 기지국에 접속된 
제어국을 포함한다고 알려져 있다.  각 무선 기지국은 통신 영역을 가지고 이 통신 영역에 이동국이 위치
할 때 이동국과 교신한다.

이동국이 2개의 무선 기지국과 통신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다고 가정할 것이다.  이 무선 기지국들 
중 하나는 제1 무선 기지국이라고 명명될 것이다.  무선 기지국들 중 다른 하나는 제2 무선 기지국이라고 
명명될 것이다.  이동국으로부터, 제1 및 제2 기지국들은 각기 송신 신호를 제1 및 제2 수신 신호로서 수
신한다.  이 제1 및 제2 기지국들은 각기 제1 및 제2 수신 신호에 따라 제1 및 제2 수신 신뢰성 데이타를 
생성한다.

제1 및 제2 기지국은 제1 및 제2 수신 신뢰성 데이타와 함께 제1 및 제2 수신 신호를 제어국에 송신한다.  
이 제어국은 제1 및 제2 수신 신뢰성 데이타에 기초하여 제1 및 제2 수신 신호들 중 하나를 선택한다.  
예를 들면, 제어국은 제1 및 제2 수신 신호들 중 하나를 고신뢰도를 갖는 선택 수신 신호로서 선택한다.  
제어국은 선택된 수신 신호의 소정의 데이타 프로세스를 수행한다.

전술된 설명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신 신뢰성 데이타와 함께 수신 신호를 제어국에 송신하는 
기지국이 필요하다.  그 결과, 유선 네트워크에서 트래픽(traffic)이 증가한다.

부호화된 음성의 경우에, 송신 속도는 8kbps 내지 10kbps이면 충분하다.  이 부호화된 음성이 수신 신뢰
성 데이타를 수반하는 경우, 트래픽은 약 10％만큼 증가한다.  또한, 제1 및 제2 수신 신호가 제1 및 제2 
수신 신뢰성 데이타와 함께 제어국에 송신되었기 때문에 유선 네트워크에서 트래픽이 더욱 증가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제어국과 기지국 간의 상승 트래픽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동 통신 시스템을 제
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후술되는 설명에서와 같이 명백하게 될 것이다.

본 발명의 요지 설명에 관련하여, 이동 통신 시스템이 각기 복수 개의 이동국과 통신하는 복수 개의 기지
국에 접속된 제어국을 포함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각각의 기지국들은 송신 신호를 각각의 이동국
으로부터 송신된 수신 신호로서 수신한다.  이 수신 신호는 수신 데이타를 갖는다.

본 발명의 제1 특징에 따르면, 각각의 기지국은 수신 신호의 수신 신뢰도가 양호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판정 수단과, 수신 신뢰도가 양호할 경우 수신 데이타를 제어국에 송신하는 송신 제어 수단을 포함하고, 
이 송신 제어 수단은 수신 신뢰도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 데이타를 제어국에 송신되지 않도록 한
다.

본 발명의 제2 특징에 따르면, 각각의 기지국은 수신 신호의 수신 신뢰도가 양호한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제1 판정 결과를 생성하는 제1 판정 수단과, 수신 신뢰도의 변화 크기를 판정하여 제2 판정 결과를 생성
하는 제2 판정 수단과, 제1 판정 결과에 기초하여 수신 데이타가 제어국에 송신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
여 제1 결정 결과를 생성하는 제1 결정 수단과, 제2 판정 결과에 기초하여 신뢰성 데이타가 제어국에 송
신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제2 결정 결과를 생성하는 제2 결정 수단과, 제1 및 제2 결정 결과에 따라 
수신 데이타와 신뢰성 데이타 각각을 패킷 형태로 제어국에 송신하는 송신 수단을 포함한다.  제어국은 
기지국 각각으로부터 수신 데이타와 신뢰성 데이타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 수단과, 수신 데이타에 기초하
여 수신 데이타 중 하나를 가장 높은 신뢰성을 가진 선택된 수신 데이타로서 선택하여 이 선택된 데이타
를 합성된 데이타에 합성하는 선택 수단을 포함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1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이동 통신 시스템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이동 통
신 시스템은 무선 기지국들 N개 중 10개를 포함한다.  N은 2보다 큰 양의 정수이다.  제어국(20)은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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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네트워크(30)를 통해 무선 기지국(10)에 접속되고 무선 기지국(10)을 제어한다.  디지털 네트워크(3
0)는 패킷 교환 또는 비동기 송신 모드(asynchronous transfer mode)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전체 네트워
크(30)는 패킷/ATM의 형태일 필요는 없고 종래의 네트워크를 가질 수도 있다.  더욱이, 제어국은 전용선
을 통해 무선 기지국에 간단하게 접속될 수도 있다.

이동 통신 시스템의 무선 이동국으로부터 무선 기지국에 수신 데이타가 수신되는 경우, 수신 데이타는 수
신 전계 강도와 같은 신뢰성 데이타에 따라 선택된다.  낮은 신뢰도를 갖는 수신 데이타는 제어국(20)에 
송신되지 않는다.  충분히 높은 신뢰도를 갖는 수신 데이타는 제어국(20)에 송신된다.  신뢰성 데이타는 
기준보다 큰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송신된다.  동일한 무선 이동국의 수신 데이타가 복수 개의 무선 기지
국으로부터 수신되는 경우, 제어국(20)은 신뢰성 데이타에 따라 높은 신뢰성의 수신 데이타를 선택하고 
이 수신 데이타를 합성한다. 

도 2를 참조하여, 선택적 합성 시스템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설명을 간략하게 하기 위하여, 단지 2개의 
무선 기지국들 A와 B만이 복수 개의 무선 기지국(10) 중에서 예시된다.  내부 구성은 무선 기지국 A에 관
련해서만 도시되었지만, 다른 무선 기지국도 마찬가지의 구성을 갖는다.  그러나, 여기서 무선 이동국에 
신호를 송신하기 위한 송신 시스템은 도시되지 않았다.

도 2에서, 무선 기지국 A는 이동국으로부터 송신된 신호들을 수신하기 위한 무선 수신부(11)를 가진다.  
수신 신호에 따라, 무선 수신부(11)는 수신 신뢰성 데이타 RRCV와 수신 데이타 SRCV를 신뢰성 데이타 처리

부(12)와 데이타 처리부(13)에 송신한다.  수신 신뢰성의 변화를 세밀하게 트랩(trap)하기 위하여, 수신 
신뢰성 데이타 RRCV로서, 수신 전계 강도 또는 비트 에러율을 사용할 수 있다.  도시된 예에서, 수신 전계 

강도가 사용된다.

후술되는 바와 같이, 신뢰성 데이타 처리부(12)는 무선 수신부(11)로부터의 수신 신뢰성 데이타 RRCV에 기

초하여 데이타 처리부(13) 내의 데이타 송신/비송신을 제어하기 위한 송신용 신뢰성 데이타 RRCV-A와 판정 

신호 CTR을 형성한다.  송신용 신뢰성 데이타 RRCV-A는 소정의 임계치보다 작은 경우에 송신되지 않는다.  

심지어 소정의 임계치보다 큰 경우에도, 후술되는 바와 같이, 허용 가능한 변수 범위보다 작은 경우에는 
송신용 신뢰성 데이타 RRCV-A를 생성하지 않는다.

판정 신호 CTR에 기초하여, 데이타 처리부(13)는 수신 데이타 SRCV 중에서 제어국(20)에 송신된 데이타를 
선택, 즉 높은 신뢰도를 갖는 데이타 중에서만 선택한다.  데이타 처리부(13)는 이들을 유선 송신 데이타 
SRCV-A로서 유선 송신부(14)에 송신한다.  이 유선 송신부(14)는 송신용 신뢰성 데이타 RRCV-A와 유선 송신 

데이타 SRCV-A로부터 송신 패킷으로서 신뢰성 데이타 패킷 CA-2와 데이타 패킷 CA-1를 생성한다.  유선 송신

부(14)는 이들을 네트워크(30)를 통해 제어국(20)에 송신한다.  다른 무선 기지국에 대해서도 동일, 즉 
무선 기지국 B는 송신용 신뢰성 데이타 RRCV-B와 유선 송신 데이타 SRCV-B로부터 송신 패킷을 형성한다.  무

선 기지국 B는 이들을 네트워크(30)를 통해 제어국(20)에 송신한다.  각 무선 기지국에서의 송신/수신 제
어는 도시되지 않은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된다.

수신 데이타 중에서, 낮은 수신 신뢰도를 갖는 것들은 무선 기지국에서 삭제된다.  높은 수신 신뢰도를 
갖는 데이타의 패킷들만이 제어국(20)에 송신된다.  수신 신뢰도가 높은 경우에도, 신뢰성 데이타의 패킷
들은 신뢰성 데이타의 변화가 허용 범위보다 작은 경우에 송신되지 않는다.  이는 전회(previous time)에 
송신된 신뢰성 데이타를 사용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따라서, 신뢰성 데이타는 필요한 경우에만 유선
에 의해 송신되고 불필요한 데이타는 송신되는 것이 억제되어, 네트워크(30) 상의 업 트래픽(up traffi
c)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제어국(20)은 네트워크(30)에 접속된 유선 수신부(21)를 갖는다.  제어국(20)은 무선 기지국으로부터 패
킷들을 수신한다.  배선 수신부(21)는 무선 이동국의 통신 데이타와 해당 신뢰성 데이타를 무선 기지국으
로부터 수신된 패킷 데이타로부터 분리시킨다.  유선 수신부(21)는 이들을 각각 데이타 선택부(22)와 신
뢰성 데이타 선택부(23)에 송신한다.  예를 들면, 데이타 패킷 CA1과 신뢰성 데이타 패킷 CA2가 무선 기지

국 A으로부터 수신되고, 데이타 패킷 CB1과 신뢰성 데이타 패킷 CB2가 무선 기지국 B로부터 수신되는 경우, 

유선 수신부(21)는 통신 데이타 SRCV-A를 데이타 패킷 CA1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신뢰성 데이타 RRCV-A를 해당

되는 신뢰성 데이타 패킷 CA2로부터 분리시키서, 이들을 데이타 선택부(22)와 신뢰성 데이타 선택부(23)
로 송신한다.  데이타 패킷 CB1과 신뢰성 데이타 패킷 CB2의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신뢰성 데이타 RRCV-A와 RRCV-B로부터, 신뢰성 데이타 선택부(23)는 기지국 A 내의 RRCV와 기지국 B 내의 RRCV

를 찾아내어, 이들을 비교하고, 이들 중 하나가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내는 선택적 합성 제어 명령 
CSEL을 데이타 선택부(22)에 송신한다.  선택적 합성 제어 명령 CSEL에 따라, 데이타 선택부(22)는 신뢰도

가 높은 통신 데이타 SRCV-A 또는 SRCV-B중 하나를 선택하고, 합성 데이타 SRCV-C로서의 선택된 데이타를 수신 

데이타 처리부(24)에 송신한다.

도 3을 참조하면, 각 무선 기지국(10) 내의 신뢰성 데이타 처리부(12)에는 소정의 개수의 수신 신뢰성 데
이타 RRCV, 송신/비송신 판정 신호 CTR과 차분 판정 신호 CG가 시간 연속적으로 저장되고 연속적으로 업데

이트되는 이력 관리 테이블(101)이 제공된다.  도 6을 참조하여 상세히 기술되는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서, 최근 상태를 나타내는 RRCV(0), CTR(0), CG(0)과 이전 상태를 나타내는 RRCV(1), CTR(1), CG(1)가 저장되

고 연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최근 수신 신뢰성 데이타 RRCV(0)은 비교기(102)에 의해 임계치 RTH와 비교되고, 이 비교 결과는 송신/비송

신  판정  신호 CTR 로서  데이타  처리부(13)에  송신된다.   RRCV(0)＞RTH 인  경우  송신 판정(CTR =1)이  되고, 

RRCV(0)≤RTH인 경우 비송신 판정(CTR=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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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관리 테이블(101)은 이번과 이전의 수신 신뢰성 데이타 RRCV(0)와 RRCV(1)는 물론 이전의 송신/비송신 

판정 신호 CTR(1)를 차분 산술부(103)와 차분 임계치 테이블(104)에 송신한다.  차분 산술부(103)는 이번
의 수신 신뢰성 데이타 RRCV(0)와 이전의 수신 신뢰성 데이타 RRCV(1) 간의 차 ΔRRCV를 구하여 이를 비교기

(105)와 게이트(106)에 송신한다.  그러나, 이전의 송신/비송신 판정 신호 CTR(1)=0의 경우에, 이전 송신 

신뢰성 데이타 RRCV(1)=0라고 가정된다.  따라서, 이번의 수신 신뢰성 데이타 RRCV(0)이 차분값 ΔRRCV으로

서 출력된다.  송신되는 데이타가 이번의 수신 신뢰성 데이타 RRCV(0) 또는 계산된 차분값인지는 절대값 

또는 차분값을 나타내는 플래그를 송신된 패킷의 헤더에 부가함으로써 구별된다.

차분 임계치 테이블(104)는 수신 신뢰성 데이타의 크기에 따라 변화하는 허용 가능한 차분값 범위 ΔRTH를 

테이블 형태로 미리 저장하고 있다.  이전 수신 신뢰성 데이타 RRCV(1)에 대응하는 허용 가능한 차분값 범

위 ΔRTH가 판독되어 비교기(105)로 출력된다.  그러나, 어떠한 데이타도 전회에 송신되지 않은 경우, 범

위 ΔRTH는 충분히 큰 값으로 설정되어, 차분 산술부(103)로부터 출력된 RRCV(0)이 송신되도록 한다.

비교기(105)는 차분값 ΔRRCV을 ±ΔRTH와 비교하여 차분값 ΔRRCV이 이전 수신 신뢰성 데이타 RRCV(1)를 중

심값으로 갖는 범위 ±ΔRTH 내에 놓여져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비교 결과인 차분 판정 신호 CG는 

게이트(106)과 이력 관리 테이블(101)에 출력된다.

게이트(106)은 신뢰성 데이타 RRCV-A가 비교기(102)로부터 입력된 송신/비송신 판정 신호 CTR과 비교기(10

5)로부터 입력된 차분 판정 신호 CG에 따라 송신될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수신 신뢰성 데이타 RRCV(0)이 

임계치 RTH보다 작은 경우(비송신 판정이 CTR=0이 되는 경우), 게이트(106)는 차단되고 신뢰성 데이타는 송

신되지 않는다.

차분값 ΔRRCV가 범위 ±ΔRTH보다 큰 경우에, 게이트(106)이 오픈(open)됨으로써, 차분값 ΔRRCV는 유선 송

신부(14)에 송신용 신뢰성 데이타 ΔRRCV-A(무선 기지국 B에서의 ΔRRCV-B)로서 송신되고, 제어국(20)에 패킷

으로서 송신된다.  이와는 반대로, 차분값 ΔRRCV가 범위 ±ΔRRCV 이내에 있는 경우, 전회의 신뢰성 데이

타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 데이타가 송신될 필요가 없다고 판정된다.  따라서, 게이트(106)는 
차단되고 신뢰성 데이타는 패킷으로서 송신되지 않는다.

도 3에 나타난 구성 요소들은 고유하게 설계된 LSI를 사용함으로써 하드웨어로서 구현될 수 있지만, 대부
분의 경우, CPU와 같은 프로그램 제어 프로세서를 사용함으로써 제어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구현된다.

도 4를 참조하면, 허용 가능한 차분값 범위 ΔRTH는 수신 강도 RRCV의 증가와 함께 증가되도록 설정된다.  

여기서, 임계치 RTH보다 작지 않은 수신 강도는 크게 4개로 분할, 즉 수신 강도는 가장 작은 허용가능한 

차분값 범위 ΔRTH1으로부터 수신 강도 R1까지 설정되고, 허용가능한 차분값 범위 ΔRTH2로부터 수신 강도 

R2까지 설정되고, 허용가능한 차분값 범위 ΔRTH로부터 수신 강도 R3까지 설정된다.  수신 강도 R3보다 작

지 않은 수신 강도에 대하여, 가장 큰 허용 가능한 차분값 범위 ΔRTH4가 설정된다. 

따라서, 수신 강도가 작은 경우, 허용 가능한 차분값 범위 ΔRTH는 좁아지고, 새로운 신뢰성 데이타 패킷

은 수신 강도 변화가 작은 양으로 변화할 때 조차도 송신된다.  한편, 수신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허용 
가능한 차분값 범위 ΔRTH는 확장되고 신뢰성 데이타 패킷은 수신 강도가 작은 양으로 변화할 때 송신되지 

않는다.

여기서 무선 이동국으로부터 무선 기지국으로의 업 무선(up radio) 신호가 각 무선 기지국 내의 무선 수
신부(11)에 의해 소정의 간격마다 수신 전계 강도로 검출된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면, TDMA가 무선 통신 
시스템으로서 사용될 때, 수신 전계 강도를 수신 슬롯 타이밍마다 검출하도록 고안될 수 있다.

도 5를 참조하면, 시간 t1에서 검출된 수신 전계 강도 RRCV1가 임계치 RTH보다 작고, 시간 t2에서 수신 전

계 강도 RRCV2가 임계치 RTH보다 크고, 시간 t2에서 수신 전계 강도 RRCV2로부터 시간 t3에서 수신 전계 강도 

RRCV3까지의 변화가 도 4에 나타난 소정의 허용 범위 ±ΔRTH1를 초과한다고 가정된다.  게다가, 수신 전계 

강도가 시간 t3 내지 시간 t7에서 소정의 허용 범위 ±RTH2 내에서 변화한다고 가정된다.  수신 전계 강도

가 전술된 바와 같이 변화하는 경우, 시간 t1에 해당하는 신뢰성 데이타와 데이타는 패킷으로서 송신되지 
않는다.  시간 t2와 t3에서 정보와 데이타는 패킷으로서 송신되고, 시간 t4 내지 시간 t7에서 신뢰성 데
이타는 송신되지 않지만 데이타는 패킷으로서 송신된다.

수신 전계 강도 RRCV의 차가 신뢰성 데이타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신뢰성 데이타 패킷은 수신 데이타 SRCV

를 송신하는 수신 데이타 패킷보다 짧다.  더욱이, 고속 회로는 통상적으로 제어국에 복수 개의 무선 기
지국을 접속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제어국(20)에서, 해당 신뢰성 데이타는 수신 데이타의 프레임 프
로세싱이 종료되기 전에 송신될 수 있고, 프로세싱은 실시간으로 달성된다.  업 패킷 송신/비송신을 제어
하기 위한 동작은 도 5에 나타난 전자기파의 상태에 기초하여 기술될 것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이력 관리 테이블(101)은 최근 상태를 나타내는 RRCV(0), CTR(0) 및 CG(0), 과거 상태를 

나타내는 RRCV(1), CTR(1) 및 CG(1)을 저장하고, 이 저장된 내용은 도시된 바와 같이 시간 t1 내지 시간 t7

의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갱신된다.

업 패킷 송신/비송신 제어 동작은 도 5와 도 6을 참조하여 도 7의 플로우챠트에 상세히 기술될 것이다.  
우선, 수신 전계 강도 RRCV1은 시간 t1에서 검출되고 신뢰성 데이타 처리부(12)의 이력 관리 테이블(101)에 

최근 수신 전계 강도 RRCV(0)으로서 저장된다.  비교기(102)는 임계치 RTH와 수신 전계 강도 RRCV1을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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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결과를 송신/비송신 판정 신호 CTR로서 출력한다(단계 S601).

시간 t1에서의 수신 전계 강도 RRCV1은 임계치 RTH보다 작기 때문에(단계 S601에서 예), 비교기(102)는 전

술된 바와 같이 비송신 판정 신호 CTR=0을 게이트(106)과 데이타 처리부(13)에 송신한다(단계 S602).  따

라서, 수신 데이타 SRCV1가 패킷으로서 송신되거나 수신 전계 강도 RRCV1이 패킷으로서 송신되지는 않는다

(도 5에서의 401).  바꾸어 말하자면, 신뢰도가 낮은 데이타 패킷 송신 수신 데이타 SRCV1과 신뢰성 데이타 

패킷은 네트워크(30)에 송신되지 않는다.

비송신 판정 신호 CTR=0은 이력 관리 테이블(101)에 저장된다.  따라서, 시간 t1에서의 이력 관리 테이블

(101)은 도 6에 나타난 수신 전계 밀도 RRCV1과 비송신 판정 신호 CTR=0을 저장한 상태이다.  다음으로, 이

력 관리 테이블(101)의 내용은 시프트되고, 시간 t1에서 저장된 수신 전계 강도 RRCV1와 비송신 판정 신호 

CTR=0은 과거 수신 전계 강도 RRCV(1)와 판정 신호 CTR(1)으로 바뀐다(단계 S603).

다음으로, 수신 전계 강도 RRCV2는 시간 t2에서 검출되고 이력 관리 테이블(101)에 최근 수신 전계 강도 

RRCV(0)으로서 저장된다.  따라서, 이력 관리 테이블(101)은 RRCV2를 최근 수신 전계 강도 RRCV(0)로서 저장

하고, RRCV1과 CTR=(0)을 과거 수신 전계 강도 RRCV(1)와 판정 신호 CTR(1)로서 저장한다(도 6 참조).  시간 

t2에서의 수신 전계 강도 RRCV2는 임계치 RTH보다 크기 때문에(단계 S601에서의 아니오), 비교기(102)는 송

신 판정 신호 CTR=1을 이력 관리 테이블(101), 게이트(106) 및 데이타 처리부(13)에 송신한다.  더욱이, 

이력 관리 테이블(101)에 과거 판정 신호 CTR(1)을 참조하여 전회(여기서는 시간 t1)의 데이타 SRCV1이 송

신되었는지의 여부 판정한다(단계 S604).   이 경우, 전회의 판정 신호 CTR (1)는 CTR =0이기 때문에(단계 

S604에서의 아니오), 최근 수신 신뢰성 데이타 RRCV(0)인 RRCV2는 차분값 ΔRRCV으로서 사용되고(단계 S605), 

절대값을 나타내는 데이타는 송신 패킷의 헤더에 부가된다(단계 S606).

전회에 어떠한 데이타도 송신되지 않은 경우(단계 S604에서의 아니오), 비교기(105)의 차분 판정 신호 CG

는 전술된 바와 같은 게이트(106)가 오픈(CG=1)될 수 있도록 설정된다.  따라서, 차분값 ΔRRCV=RRCV2을 적

재된 패킷은 제어국(20)에 송신된다(단계 S607).  게다가, 비교기(102)는 송신 판정 신호 CTR=1을 출력하

기 때문에, 패킷 또한 시간 t2에서 수신 데이타 SRCV2를 적재하여 송신된다(단계 S608).  따라서, 수신 데

이타 SRCV2의 패킷과 수신 전계 강도 RRCV2의 패킷이 송신된다(도 5에서 402를 참조).

송신 판정 신호 CTR=1과 차분 판정 신호 CG=1은 이력 관리 테이블(101)에 저장된다.  따라서, 시간 t2에서

의 이력 관리 테이블은 도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과거 수신 전계 강도 RRCV1과 비송신 판정 신호 CTR=0은 

물론 새로운 수신 전계 강도 RRCV2, 송신 판정 신호 CTR=1 및 차분 판정 신호 CG=1을 저장한다.  다음으로, 

이력 관리 테이블(101)의 내용이 시프트되고, 시간 t2에서 저장된 수신 전계 강도 RRCV2, 송신 판정 신호 

CTR=1 및 차분 판정 신호 CG=1은 과거 수신 강도 RRCV(1), 판정 신호 CTR(1) 및 차분 판정 신호 CG(1)으로 

바뀐다(단계 S609).

다음으로, 수신 전계 강도 RRCV1은 시간 t3에서 검출되어 이력 관리 테이블(101)에 최근 수신 전계 강도 

RRCV(0)으로서 저장된다.  따라서, 이력 관리 테이블(101)은 RRCV3를 최근 수신 전계 강도 RRCV(0)로서 저장

하고, RRCV2, CTR=1 및 CG=1을 과거 수신 전계 강도 RRCV(1), 판정 신호 CTR(1) 및 차분 판정 신호 CG(1)으로

서 저장한다(도 6 참조).

시간 t3에서 수신 전계 강도 RRCV3가 임계치 RTH보다 크기 때문에(단계 S601에서의 아니오), 비교기(102)는 

송신 판정 신호 CTR=1을 이력 관리 테이블(101), 게이트(106) 및 데이타 처리부(13)에 송신한다.  게다가, 

이력 관리 테이블(101)내의 과거 판정 신호 CTR (1)을 참조하여 전회(여기서는 시간 t2)의 데이타 SRCV2가 

송신되었는지의 여부 판정한다(단계 S604).  이 경우, 전회의 판정 신호 CTR(1)는 CTR=1이기 때문에(단계 

S604에서의 예), 차분 산술부(103)는 새로운 수신 전계 강도와 과거의 수신 전계 강도 사이의 차분값 Δ
RRCV=RRCV(0)-RRCV(1)을 계산한다(단계 S610).  여기서, 차분값 ΔRRCV=RRCV3-RRCV2가 계산된다.

이와 동시에, 차분 임계치 테이블(104)은 이력 관리 테이블(101)로부터 전회의 수신 전계 강도 RRCV(1)를 

수신하고, 해당되는 허용가능한 범위 ΔRTH를 판독하여, 이를 비교기(105)로 송신한다(단계 S611).  비교

기(105)는 차분값 ΔRRCV와 ±ΔRTH를 비교하고 차분값 ΔRRCV가 과거 수신 전계 강도 RRCV(1)를 중심으로 하

는 범위 ±ΔRTH이내에 놓여져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시간 t3에서, -ΔRTH＜(RRCV3-RRCV2)＜＋ΔRTH인지

의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차분값 ΔRRCV=(RRCV3-RRCV2)는 ΔRTH보다 크다(단계 S612에서 아니오).  따라서, 비교기(105)는 차

분 판정 신호 CG=1를 게이트(106)와 이력 관리 테이블(101)에 출력하고, 송신 패킷의 헤더에 차분값을 나

타내는 데이타를 부가한다(단계 S613).  송신 판정 신호 CTR=1과 차분 판정 신호 CG=1이 게이트(106)를 오

픈되도록 함으로써,  차분값 ΔRRCV=RRCV3-RRCV2 을  적재한 패킷이 제어국(20)에  송신되게 한다(단계 S607).   

더욱이, 비교기(102)가 송신 판정 신호 CTR=1을 출력하기 때문에, 시간 t3에서 수신 데이타 SRCV3를 적재한 

패킷이 송신된다(단계 S608).  따라서, 수신 데이타 SRCV3의 패킷과 수신 전계 강도의 차분값 ΔRRCV의 패킷

이 각기 송신된다(도 5의 (403)을 참조).

송신 판정 신호 CTR=1과 차분 판정 신호 CG=1은 이력 관리 테이블(101)에 저장된다.  따라서, 도 5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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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바와 같이, 이력 관리 테이블(101)은 시간 t3에서 과거 수신 전계 강도 RRCV2, 송신 판정 신호 CTR=1 및 

차분 판정 신호 CG=1을 저장하고 새로운 수신 전계 강도 RRCV3, 송신 판정 신호 CTR=1 및 차분 판정 신호 

CG=1을 저장한다.  다음으로, 이력 관리 테이블(101)의 내용은 시프트되고, 시간 t3에 저장된 수신 전계 

강도 RRCV3, 송신 판정 신호 CTR=1 및 차분 판정 신호 CG=1은 과거 수신 전계 강도 RRCV(1), 송신 판정 신호 

CTR=1 및 차분 판정 신호 CG=1으로 바뀐다(단계 S609).

수신 전계 강도 RRCV4는 시간 t4에서 검출되고 이력 관리 테이블(101)에 최근 수신 전계 강도 RRCV(0)으로서 

저장된다.  따라서, 이력 관리 테이블(101)은 RRCV4를 최근 수신 전계 강도 RRCV (1)로서 저장하고, RRCV3 , 

CTR=1 및 CG=1을 과거 수신 전계 강도 RRCV(0), 판정 신호 CTR(1) 및 차분 판정 신호 CG(1)으로서 저장한다

(도 6 참조).  시간 t4에서의 수신 전계 강도 RRCV3는 임계치 RTH보다 크고(단계 S601에서의 아니오) 전회

의 판정 신호 CTR(1)은 CTR=1이다(단계 S604에서 예).  따라서, 프로세싱은 시간 t3에서 단계 S610 내지 

S612에 따라 수행된다.

도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차분값 ΔRRCV=RRCV4-RRCV3 는 ΔRTH＜(RRCV4-RRCV3)＜＋ΔRTH 를  만족하고  있다(단계 

S512에서의 예).  따라서, 비교기(105)는 차분 판정 신호 CG=0을 게이트(106)와 이력 관리 테이블(101)에 

송신함으로써, 게이트(106)는 차단되어 어떠한 신뢰성 데이타도 송신되지 않는다.  비교기(102)는 송신 
판정 신호 CTR =1을  생성하기 때문에,  패킷은 시간 t4에서  수신 데이타 SRCV4 를  적재하여 송신된다(단계 

S614).  따라서, 신뢰성 데이타의 패킷은 송신되지 않지만 수신 데이타 SRCV4의 패킷만은 송신된다(도 5에

서의 (404)를 참조).

ΔRTH＜(RRCV4-RRCV3)＜＋ΔRTH가 충족되는 경우(단계 S612에서의 예), 이력 관리 테이블(101)의 내용은 시프

트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간 t5에서의 이후 프로세싱이 실행되는 동안 과거 수신 전계 강도 RRCV3, 송신 

판정 신호 CTR=1 및 차분 판정 신호 CG=1이 저장된다.  시간 t5에서, 수신 전계 강도 RRCV5가 검출되고 이력 

관리 테이블(101)에 최근 수신 전계 강도 RRCV(0)으로서 저장된다.  따라서, 이력 관리 테이블(101)은 RRCV5

를 최근 수신 전계 강도 RRCV(0)으로서 저장하고, RRCV3, CTR=1 및 CG=1을 과거의 수신 전계 강도 RRCV(1), 판

정 신호 CTR(1) 및 차분 판정 신호 CG(1)로서 저장한다(도 6을 참조).

시간 t5에서의 수신 전계 강도 RRCV5는 임계치 RTH보다 크고(단계 S601에서의 아니오), 전회의 판정 신호 

CTR (1)는 CTR =1이며(단계  S604에서의  예), ΔRTH＜(RRCV5-RRCV3)＜＋ΔRTH 가  만족된다(단계  S612에서의  예).   

따라서, 시간 t4에서와 같이, 프로세싱은 단계 S610 내지 S614에 따라 수행된다.  즉, 신뢰성 데이타의 
패킷은 송신되지 않지만 수신 데이타 SRCV5의 패킷만이 송신된다(도 5에서의 (405)를 참조).  이력 관리 테

이블(101)의 내용은 시프트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 t6에서의 후속 프로세싱이 실행되는 동안 과거의 수신 
전계 강도 RRCV3, 송신 판정 신호 CTR=1 및 차분 판정 신호 CG=1을 저장한다.

따라서,  수신 전계 강도 RRCV가  단계 S612에서 허용 범위 RRCV3±ΔR TH  이내에 유지되는 한,  단계 S601, 

S604,  S610  내지  S612  및  S614의  프로세싱이  반복되고,  수신  데이타 SRCV 의  패킷만이  송신된다.   도 

6에서, 유사한 프로세싱은 시간 t6과 t7에서 반복된다(도 5의 (406)을 참조).  수신 전계 강도 RRCV가 허

용 범위 RRCV3±ΔRTH 를 벗어나 있는 경우(단계 S612에서의 아니오), 단계 S613과 S607 내지 S613과 S607 

내지 S609는 t3에서와 같이 실행되고, 수신 전계 강도의 차를 적재한 패킷과 데이타 SRCV의 패킷이 송신된

다.

동일한 무선 이동국의 수신 데이타의 패킷들이 도 2에 나타난 무선 기지국 A와 B로부터 송신되고 제어국
(20)에서 선택적으로 합성되는 경우에 대해 이하에 상세히 기술된다.

도 8을 참조하면, 신뢰성 데이타 선택부(23)은 절대치 설정/적분 산술부(201, 202) 및 출력을 비교하기 
위한 비교기(203)를 포함한다.  절대치 설정/적분 산술부(201, 202)는 신뢰성 데이타 RRCV-A와 RRCV-B를 절대

치로서 설정하고 이들을 적분하여, 비교기(203)에 동작 결과를 송신한다.  전술된 바와 같이, 신뢰성 데
이타 RRCV-A와 RRCV-B는 차분 산술부(103)에 의해 차분값 또는 절대값으로서 송신되기 때문에, 절대치 설정/

적분 산술부(201, 202)에 의해 초기 신뢰성 데이타로 재저장될 수 있다.  신뢰성 데이타가 차분값 또는 
절대값으로서 송신되는지는 수신 패킷의 헤더에 부가된 데이타를 참조함으로써 알 수 있다.  따라서, 재
저장된 신뢰성 데이타는 비교기(203)에 의해 비교되고, 이들 중 하나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선택 
합성 제어 명령 CSEL은 데이타 선택부(22)로 출력된다.

도 9의 (A)에서, 수신 전계 강도 RRCV(A)는 무선 기지국 A에서 크게 변경되고, 무선 기지국 B에서 수신된 

전계 강도 RRCV(B)는 거의 안정된 변화량을 유지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무선 기지국 A에서 수신 전계 

강도 RRCV(A)는 시간 t2에서 임계치 RTH보다 크게 되고, 시간 t3에서 무선 기지국 B에서 수신 전계 강도 

RRCV(B)보다 크게 되지만, 시간 t8에서 수신 전계 강도 RRCV(B)보다 작게 되며 시간 t9에서 임계치 RTH보다 작

게 된다.  유사하게, 수신 전계 강도 RRCV(A)는 시간 t13에서 다시 임계치 RTH보다 크게 되고 t14에서 수신 

전계 강도 RRCV(B)보다 크게 되지만, 시간 t17에서 다시 수신 전계 강도 RRCV(B)보다 작게 되며 시간 t18에서 

임계치 RTH보다 작게 된다.  무선 기지국 B에서 수신 전계 강도 RRCV(B)는 모든 시간에서 임계치 RTH보다 크

게 되고, 시간 t2, t8, t10 및 t18 근방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즉 허용 범위 RRCV±ΔRTH

를 벗어나도록 변화되지 않는다.

도 9의 (B)와 도 9의 (C)에서, 수신 전계 강도 RRCV(A)는 도 5 내지 도 7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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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무선 기지국 A에서 크게 변화한다.  따라서, 신뢰성 데이타 패킷(801)과 데이타 패킷(802) 어느 것
도 수신 전계 강도가 임계치 RTH보다 작게 되는 시간 t1, t9 내지 t12 및 t18에서는 송신되지 않는다.  데

이타 패킷(802)은 수신 전계 강도가 임계치 RTH보다 크게 되는 시간 t2 내지 t8과 t13 내지 t17에서 송신

되고, 신뢰성 데이타 패킷(801)은 수신 전계 강도 RRCV(A)의 차가 허용 가능한 차분치 범위 RRCV±ΔRTH보다 

크게 되는 구간 동안에만 송신된다.  여기서, 어떠한 신뢰성 데이타 패킷(801)도 시간 t4 내지 t7과 t15, 
및 t16에서는 송신되지 않는다.

무선 기지국 B에서 수신 전계 강도 RRCV(B)는 임계치 RTH보다 항상 크게 유지된다.  따라서, 수신 데이타

(804)는 모든 시간에 송신된다.  그러나, 신뢰성 데이타 패킷(803)은 수신 전계 강도 RRCV(B)의 차가 허용 

가능한 차분값 범위 RRCV±ΔRTH보다 큰 경우를 제외하고 송신되지 않는다(t2, t8, t10, t12 및 t18 근방).  

데이타 패킷과 신뢰성 데이타 패킷의 송신/비송신이 전술된 바와 같이 제어되기 때문에, 네트워크(30)의 
트래픽은 종래 기술에 비해 크게 감소될 수 있다.

제어국(20)은 모든 시점에서 무선 기지국 B로부터 수신 데이타 SRCV-B를 수신하지만 시간 t2 내지 t8과 t13 

내지 t17에서만 무선 기지국 A로부터 수신 데이타 SRCV-A를 수신한다.  그러나, 무선 기지국 A으로부터의 

수신 데이타 SRCV-A는 시간 t2, t3, t8, t12, t13 및 t17에서만 신뢰성 데이타 RRCV-A와 함께 송신되고, 무선 

기지국 B로부터의 수신 데이타 SRCV-B는 시간 t2, t8, t10, t12 및 t18에서만 신뢰성 데이타 RRCV-B와 함께 

송신된다.  수신 전계 강도 RRCV(B)가 거의 변화하지 않는 경우, 전회에 송신된 신뢰성 데이타는 수신 데이

타와 함께 신뢰성 데이타 RRCV-B가 수반되지 않는 구간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도 9의 (D)에서, 전술된 바와 같이 시간 t3 내지 t7의 구간과 t14 내지 t16의 구간에서는 
RRCV-A＞RRCV-B이다.  따라서, 제어국(20) 내의 데이타 선택부(22)는 신뢰성 데이타 선택부(23)로부터의 명령 

CSEL에 따라 무선 기지국 A로부터 수신 데이타 SRCV-A를 선택하고, 다른 구간에서는 RRCV-A＜RRCV-B이기 때문에 

무선 기지국 B로부터 수신 데이타 SRCV-B를 선택한다.  따라서, 그러한 합성의 결과로서, 무선 이동국으로

부터 송신된 전자파가 가장 양호하게 수신된 무선 기지국으로부터의 수신 데이타만을 합성하게 할 수 있
다.

    발명의 효과

신뢰도가 낮은 데이타의 송신은 무선 기지국즉에서 삭제되어 업 트래픽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신뢰성 데
이타가 매우 안정하여 신뢰성 데이타가 매번 송신될 필요가 없는 경우, 신뢰성 데이타의 송신은 무선 기
지국측에서 삭제되어 업 트래픽량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신뢰성  데이타는  수신  데이타  송신과는  다른  타이밍에서  송신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빈
(vacant) 타이밍에서 송신되어, 무선 기지국과 제어국 간의 송신선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업 트래픽을 감소시킨다.

본 발명이 바람직한 실시예에 결부되어 설명되었지만, 본 분야의 숙련된 자들이라면 본 발명을 다양한 다
른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각기 복수개의 이동국과 통신하는 복수개의 기지국에 접속된 제어국을 포함하며, 상기 각 기지국은 상기 
각 이동국으로부터 송신된 송신 신호를 수신 신호로서 수신하고, 상기 수신 신호는 수신 데이타를 갖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각 기지국은,

상기 수신 신호의 수신 신뢰도가 양호한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판정 수단과;

상기 수신 신뢰도가 양호한 경우에는 상기 수신 데이타를 상기 제어국에 송신하고, 상기 수신 신뢰도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수신 데이타가 상기 제어국에 송신되지 않도록 하는 송신 제어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들 각각은 상기 수신 신뢰도의 변화의 크기를 검출하기 위한 검출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데이타 송신 제어 수단은 상기 변화의 크기가 소정의 허용 범위보다 큰 경우에 상기 제어국에 신뢰
성 데이타를 송신하고, 상기 변화의 크기가 상기 소정의 허용 범위보다 크지 않은 경우에 상기 제어국으
로의 상기 신뢰성 데이타의 송신을 억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허용 범위는 상기 수신 신뢰도에 기초하여 상기 데이타 송신 제어 수단 내
에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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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제어 수단은 상기 수신 신뢰성 데이타와 상기 수신 데이타를 각기 
다른 타이밍에서 상기 제어국에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국은 

상기 각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수신 데이타와 상기 수신 신뢰성 데이타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 수단과;

상기 수신 신뢰성 데이타에 따라 상기 수신 데이타 중에서 신뢰성이 가장 높은 한 수신 데이타를 선택된 
수신 데이타로서 선택하는 선택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국은 다음 수신 신뢰성 데이타가 상기 제어국에 수신될 때 까지 상기 수신 신
뢰성 데이타를 보유하기 위한 홀딩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

청구항 7 

각기 복수개의 이동국과 통신하는 복수개의 기지국에 접속된 제어국을 포함하며, 상기 각 기지국은 상기 
각 이동국으로부터 전송된 송신 신호를 수신 신호로서 수신하고, 상기 수신 신호는 수신 데이타를 갖는 
이동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각 기지국은,

상기  수신  신호의  수신  신뢰도가  양호한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제1  판정  결과를  생성하는  제1  판정 
수단과;

상기 수신 신뢰도의 변화 크기를 판정하여 제2 판정 결과를 생성하는 제2 판정 수단과;

상기 제1 판정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 수신 데이타를 상기 제어국에 송신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제1 결정 결과를 생성하는 제1 결정 수단과;

상기 제2 판정 결과에 기초하여 신뢰성 데이타를 상기 제어국에 송신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제2 
결정 결과를 생성하는 제2 결정 수단과;

상기 제1 및 상기 제2 결정 결과에 따라 상기 수신 데이타와 상기 신뢰성 데이타 각각을 패킷 형태로 상
기 제어국에 송신하는 송신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제어국은, 

상기 각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수신 데이타와 상기 신뢰성 데이타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 수단과;

상기 수신 신뢰성 데이타에 기초하여 상기 수신 데이타 중에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한 수신 데이타를 선
택된 수신 데이타로서 선택하여 상기 선택된 데이타를 합성 데이타로서 합성하는 선택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결정 수단은 상기 수신 신뢰도가 양호한 경우에는 상기 수신 데이타를 상기 패
킷 형태로 상기 제어국에 송신하도록 결정하고, 상기 수신 신뢰도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수신 
데이타와 상기 신뢰성 데이타가 상기 제어국에 송신되지 않도록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

청구항 9 

제7항 또는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결정 수단은 상기 변화의 크기가 소정의 허용 범위보다 큰 경우에
는 상기 수신 신뢰성 데이타가 상기 패킷 형태로 상기 제어국에 송신되도록 결정하고, 상기 변화의 크기
가 상기 소정의 허용 범위보다 크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수신 신뢰성 데이타가 상기 제어국에 송신되지 
않도록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허용 범위는 상기 수신 신뢰도에 기초하여 상기 제2 결정 수단 내에 설정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

청구항 11 

제7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 수단은 상기 수신 신뢰성 데이타의 패킷과 상기 
수신 데이타의 패킷을 각기 상이한 타이밍에서 상기 제어국에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
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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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신뢰성 데이타는 상기 수신 신호의 전계 강도로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결정 수단은 상기 전계 강도의 변화 크기가 소정의 허용 범위보다 큰 경우에
는 차분값을 상기 패킷 형태의 상기 수신 신뢰성 데이타로서 상기 제어국에 송신되도록 결정하고, 상기 
차분값은 현재의 전계 강도와 이전의 전계 강도 사이의 차이며, 상기 전계 강도의 변화의 크기가 상기 소
정의 허용 범위보다 크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수신 신뢰성 데이타가 상기 제어국에 송신되지 않도록 결정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

청구항 14 

제13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허용 범위는 상기 수신 신호의 상기 전계 강도에 기초하여 상기 제2 결정 수
단 내에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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