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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비동기 이동통신시스템의 멀티 스크램블링 코드 생성 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비동기 이동통신시스템의 다중 스크램블링 코드 할당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입력하는 데이터열을 복수의

직교가변 확산율(OVSF) 코드들 중 하나를 사용하여 확산하는 확산기와, 상기 확산된 데이터열을 디폴트로 사용되는 일차

스크램블링 코드 또는 통신 중의 단말들의 수에 따라 복수의 2차 스크램블링 코드들 중 하나로 스크램블링 하는 스크램블

러를 구비하는 기지국장치에서 압축모드 중 상기 사용중의 스크램블링 코드와 다른 스크램블링 코드들을 발생하는 스크램

블링 코드 발생장치에 있어서, 초기에 미리 결정된 비트들을 가지고 m 시퀀스를 발생하는 제1선형 피드백 쉬프트 레지스

터와, 초기에 미리 결정된 비트들을 가지고 상기 m 시퀀스와 다른 m 시퀀스를 발생하는 제2선형 피드백 쉬프트 레지스터

와, 상기 제1 및 제2 선형 피드백 쉬프트 레지스터들의 출력들을 가산하고 사용중의 스크램블링 코드들을 발생하는 제1가

산기와, 상기 제2선형 피드백 쉬프트 레지스터의 출력과 상기 제1선형 피드백 쉬프트 레지스터의 출력을 한 비트 지연된

출력을 가산하는 제2가산기와, 상기 제2선형 피드백 쉬프트 레지스터의 출력과 상기 제1선형 피드백 쉬프트 레지스터의

출력의 2비트 지연된 출력을 가산하는 제3가산기를 구비하여 상기 다른 스크램블링 코드는 상기 제2 및 제3가산기들 중

어느 하나의 출력이며 상기 스크램블러는 상기 확산된 데이터열을 상기 다른 스크램블링 코드로 스크램블링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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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다중 스크램블링, 주파수간 핸드오프, 압축 모드 전송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일반적인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직교 가변 확산율 코드를 발생하기 위한 코드트리를 나타내는 도면.

도2는 일반적인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스크램블링 코드들의 배치도를 나타내는 도면.

도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스크램블링 코드들의 배치도를 나타내는 도면.

도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기를 사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송신장치 구조를 나타내는 도

면.

도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기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골드부호 발생기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기를 사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에서의 수신장치 구조를 나타내는 도

면.

도8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시스템 송신장치에서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도9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이동통신시스템 수신장치에서의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통신시스템의 스크램블링코드 생성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한 쌍의 초기값을 변경하지 않고

상기 초기값에 의해 정상 전송모드의 스크램블링 코드들과 압축 전송모드 시의 스크램블링 코드들을 동시에 생성할 수 있

는 스크램블링 코드 생성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이라 하면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vider) 표준안이 적용되는 차세대 비동기 이동통

신시스템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기 차세대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서로 다른 주파수간의 핸드오프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상기 주

파수간 핸드오프는 단말기가 통신하고 있는 기지국과 단말기가 이동하는 기지국의 주파수가 다른 경우에 발생한다. 하기

의 설명에서 단말기가 통신하는 기지국을 A라 하고, 단말기가 이동하는 목표 기지국을 B라 한다. 상기 주파수간 핸드오프

과정을 설명하면, 우선 상기 주파수간 핸드오프를 하기 위해서 단말기와 기지국 A는 동일 주파수 대역 내의 핸드오프와는

달리 일정 시간동안 데이터의 전송을 중지한다. 상기 일정 시간동안 데이터 전송이 중단된 기간을 휴지기간(Idle Period)

이라 한다. 상기 데이터의 전송을 중단한 후에, 단말기가 현재 기지국 A와 통신에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외의 다른 주파수

를 사용하는 목표 기지국 B의 주파수를 찾는다. 단말기는 상기 목표 기지국 B의 주파수를 찾으면, 상기 기지국 B의 주파수

에서 제어채널을 찾는다. 상기 핸드오프 대상인 목표 기지국 B의 주파수와 제어채널을 찾으면, 상기 단말기는 찾아진 정보

를 저장하고, 통신하고 있던 기지국 A의 주파수 대역으로 돌아와 기지국 A와 통신을 지속하다가 핸드오프 시점이 되면 상

기 목표 기지국 B의 주파수와 제어채널 정보를 이용하여 기지국 B의 주파수대역으로 옮겨가서 통신을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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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비동기 이동통신 시스템의 표준안인 3GPP 표준안을 예로 들면 상기 휴지기간은 3GPP 표준안에서 사용하는

10ms 프레임에서 일정기간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음으로서 생성된다. 상기 10ms 프레임내에서 휴지기간동안은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그 외의 나머지 기간동안에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형태를 압축 모드 전송(Compressed Mode

Transmission)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압축 모드 전송에서는 한 프레임동안 전송해야 할 데이터를 줄여서 전송함으로서 한 프레임 내에서 휴지기간

을 생성한다. 프레임 내의 휴지기간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방법은 펑쳐링(Puncturing)을 사용

하여 10ms 프레임내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전송율(Code rate)를 줄여서 전송하여, 프레임내에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는 유

휴기간을 만드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확산부호의 SF를 절반으로 줄여서, 하나의 프레임동안 전송할 정보를 반프레

임내에 전송하고, 프레임의 나머지 부분은 유휴기간으로 만드는 방법으로서 프레임길이의 50%를 유휴기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3GPP 표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3GPP 표준안에서 사용하는 프레임의 길이가 10ms이고,

상기 프레임에 전송할 데이터를 SF를 절반으로 줄여서 확산시키면, 상기 데이터는 5ms동안 전송된다. 상기 프레임중에

데이터의 전송에 사용되지 않은 5ms 동안의 휴지기간이 생긴다. 상기 단말기는 상기 휴지기간에서 통신중인 기지국과의

통신을 상기 휴지기간동안 중지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가 아닌 다른 주파수를 탐색한다. 상기 방법에서 프레임내

의 유휴기간을 50%이하로 하고 싶다면 부가적인 전송율정합(rate matching)을 사용하여 필요한 만큼의 유휴기간을 더 얻

을 수 있다.

상기 SF를 절반으로 줄여서 프레임안에 필요한 유휴기간을 확보하는 방법의 문제점은 SF를 절반으로 줄여서 전송할 경우,

압축 모드로 전송되는 하향 채널과 다른 하향채널들간에 직교성이 보장되지 않음으로서 채널들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은 3GPP 표준안에서 채널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OVSF(Orthogonal Variable

Spreading Factor)의 특성 때문에 발생한다.

상기 OVSF부호는 기지국에서 단말기로의 하향채널들을 구별하는데 사용하는 부호이며, 데이터 전송율과 SF가 다른 하향

채널들사이에 직교성을 보장해주는 부호이다. 상기 도1은 OVSF부호의 생성방법을 도시한 그림이다. 상기 도1에서 도시

되는 바와 같이 OVSF부호는 월쉬부호의 일종으로서 SF의 증가에 따라 생성되는 부호이다. 상기 도1에서 SF가 동일한

111과 113은 상호 직교(Orthogonal)이며, SF가 동일한 121,123,125,127도 상호 직교이고, SF가 다른 111과 125,127도

상호 직교이며, SF가 다른 113과 121, 123도 상호직교이다. 상기 도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OVSF부호는 SF가 동일하거

나 다른 경우에도 직교성이 보장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기 도1의 111과 121은 상호 직교가 아니며, 111과

123 역시 상호직교가 아니다. 상기 도1의 113과 125, 113과 127 역시 상호직교가 아니다. 따라서 OVSF부호는 OVSF 부

호 생성 트리에서 SF가 증가하면서 생성되는 OVSF부호와 상기 OVSF부호가 생성된 원래의 OVSF부호와는 서로 직교성

이 보장되지 못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상기의 OVSF 부호 생성 트리에서 SF가 증가하면서 생성되는 OVSF부호와 상기 OVSF부호가 생성된 원래의 OVSF부호

와는 서로 직교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특성 때문에 압축 전송 모드에서 SF를 절반으로 줄여 프레임내 유휴기간을 확보하는

방법은 압축모드에서 전송하는 채널과 다른 하향채널들간에 직교성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상기 도

1을 예로 설명하면 도1의 121 부호를 사용하는 단말기A에 기지국이 하향채널을 전송할 경우 기지국은 도1의 111부호로

전송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경우 도1의 123부호를 사용하는 단말기B가 있다면 상기 기지국은 상기 단말기A로 하향채널

전송에 사용한 OVSF부호와 동일한 111부호를 사용하여 하향채널을 전송한다. 상기와 같이 단말기A 및 단말기 B로 전송

되는 하향채널이 모두 도 1의 111 OVSF 부호를 사용함으로서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압축 전송 모드에서 SF를 절

반으로 줄여 프레임내 유휴기간을 생성하는 방법은 단순하게 SF를 절반으로 줄여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SF를 절반으로 줄

였을 경우 이미 존재하는 OVSF부호들과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OVSF 부호를 사용할 수 있어야 가능해진다.

SF를 절반으로 줄여도 서로 충돌하지 않는 OVSF부호를 생성하는 방법은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Scrambling)

부호를 변화시켜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3GPP의 표준안에서는 기지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크램블링 코드를

0에서 262,143까지의 번호를 붙여 구별해 놓았고, 이중에서 16*k (k=0,..,511) 번째 부호를 각 기지국을 식별할 경우 사

용되는 일차 스크램블링 코드로 할당하였고, 상기 일차 스크램블링 코드에 부합하는 이차 스크램블링 코드 15개를 16*k

+j( k=0,..,511, j=1,..,15)로 할당했다. 즉 정상 모드 전송을 위하여 8192개의 스크램블링 코드를 할당하였다. 3GPP표준

안은 상기 정상 모드 전송을 위한 스크램블링 코드외에 압축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크램블링 코드로 우수 대안 스크

램블링 코드(even numbered alternative scrambling code) 8192개와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odd numb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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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scrambling code) 8192개를 할당해 놓았다. 상기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는 정상 모드 전송에 사용되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번호 I에 8192를 더한 스크램블링 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상기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는 정

상 모드 전송에 사용되는 스크램블링 코드 I에 16384를 더한 스크램블링 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3GPP의 표준안을 따르는 기지국에서는 각 단말기에게 채널을 할당하여 전송할 경우, OVSF부호로 확산시켜서 일차로 채

널을 구별하고, 스크램블링 코드로 스크램블하여 이차로 채널을 구별한다. 기지국에서 스크램블링 과정에 사용하는 부호

는 일차 스크램블링 코드 혹은 이차 스크램블링 코드를 사용한다. 이차 스크램블링 코드는 일차 스크램블링 코드와 같이

사용되는 OVSF부호가 부족하여 기지국이 단말기에게 더 이상 할당할 하향 전송 채널이 없을 경우 사용한다. 즉 OVSF부

호는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이차 스크램블링 코드로 스크램블하므로 일차 스크램블링 코드로 스크램블되어서 전송되는 채

널과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다.

상기 이차 스크램블링 코드를 적용하여 기지국의 용량을 늘리는 방법을 압축모드에서 SF를 절반으로 줄여서 프레임내에

유휴기간을 만드는 방법에 적용하면 SF를 절반으로 줄여도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채널을 생성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채널

들의 전송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고, 필요한 유휴기간을 얻을 수 있다.

압축모드의 프레임 전송에 정상 모드 전송(normal mode transmission)시에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와 다른 스크램블

링 코드를 사용할 경우 단말기는 정상 모드 전송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부호와 쌍을 이루는 압축 모드전송에서 사용하

는 스크램블링 코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종래기술에서는 압축 모드에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를 할당하는 방법은 하기의 설명과 같다. 정상 모드에서 사용되는

스크램블링 코드 1개에 압축 모드에서 사용되는 스크램블링 코드를 2개 할당한다. 즉 기지국에는 정상 모드 전송에서 사

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 16개와 압축 모드 전송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 32개가 존재한다. 상기 압측 모드 전송에

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32개는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even numbered alternative scrambling code) 16개와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even numbered alternative scrambling code) 16개로 구성된다. 정상모드에서 통신중인 기

지국과 단말기는 압축모드 전송이 필요할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우수 또는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들 중 어느 하나

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상기 우수 또는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은 정상모드에서 단말기에 할당된 채널에 사용

되는 OVSF부호가 우수 OVSF부호이면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들 중 정상모드에서 사용되는 일차 또는 이차 스크램블

링 코드에 대응되는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정상모드에서 사용되는 OVSF부호가 기수 대안

OVSF부호이면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들 중 정상모드에서 사용하는 일차 또는 이차 스크램블링 코드에 대응되는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즉, 정상모드에서 단말기에 할당된 채널에서 사용되는 OVSF부호가 기수

(odd numbered) OVSF부호이면, 압축 모드에서 사용되는 스크램블링 코드를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의 집합에서 정

상 모드 전송에 사용되는 스크램블링 코드와 부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를 선택한다. 그리고 정상모드에서 단말기에 할당

된 채널에서 사용되는 OVSF부호가 우수 OVSF이면, 압축모드에서 사용되는 스크램블링 코드를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

드의 집합에서 정상 전송모드에 사용되는 스크램블링 코드와 부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를 선택한다. 상기의 설명에서 우

수 OVSF 부호는 상기 도1의 123과 127과 같은 짝수번째 OVSF부호를 칭하는 것이며, 기수 OVSF 부호는 상기 도1의

121과 125와 같은 홀수번째 OVSF부호를 칭하는 것이다.

상기 압축모드에서 스크램블링 코드를 변화시켜 전송하는 방법의 동작은 하기의 설명과 같다. 기지국은 단말기가 압축모

드에서 프레임을 전송해야 하는 경우 단말기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OVSF 부호 생성 트리에서 SF를 절반으로 줄인 상위

OVSF부호의 사용가능 여부를 조사한다. SF를 절반으로 줄인 OVSF부호의 사용이 가능하면 압축모드의 프레임전송에 상

위 OVSF부호를 할당한다. 단말기가 OVSF 생성 트리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OVSF부호의 SF를 절반으로 줄인 상위

OVSF부호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기지국은 현재 단말기에게 할당된 OVSF부호가 우수 OVSF부호인지 기수 OVSF 부호

인지를 판단한다. 상기 판단 후 기지국은 판단된 OVSF부호에 부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를 사용하여 압축모드 전송을 한

다는 정보를 단말기에게 전달한다. 상기 정보를 단말기로 전송한 후에 기지국은 현재 정상모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OVSF

부호의 SF를 절반으로 줄여 채널 구분을 하고 상기 단말기로 전송한 압축 전송모드를 위한 스크램블링 코드로 스크램블링

하여 상기 단말기로 압축 모드 프레임을 전송한다.

상기 기지국이 정상모드에서 압축모드로 전환 시 사용할 스크램블링 코드를 할당하는 방식은 그림 2와 같다. 상기 도 2의

250은 스크램블링 코드의 번호가 된다. 상기 도 2에서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번호 순서대로 16개씩 각 기지국에 할당되는

것을 가정하였고, 기지국 번호와 일차 스크램블링 코드의 번호는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상기 도 2의 201

은 스크램블링 코드 0번으로 첫 번째 일차 스크램블링 코드에 해당하며, 기지국 1에서 사용하는 일차 스크램블링 코드이

다. 도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기 각 기지국들은 각각의 일차 스크램블링 코드 기지국 용량 확장을 위한 15개의 이차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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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램블링 코드들을 갖는다. 예를 들면 기 기지국 1은 도2에서 204(스크램블링 번호 1)에서 205(스크램블링 번호2)까지의

15개의 이차 스크램블링 코드가 할당되어 있다. 상기 도2의 스크램블링 코드 202는 일차 스크램블링 코드로서 기지국 2에

서 사용된다. 상기의 설명한 바와 같이 각 기지국은 순차적으로 16개의 스크램블링 코드를 할당받아 사용하여, 이중 16*i

(i=0,...,511)의 번호를 가지는 스크램블링 코드는 일차 스크램블링 코드로 사용하고, 16*i+k( i=0,..,511, k=1,...,15)의 번

호를 가지는 스크램블링 코드는 이차 스크램블링 코드로 사용한다. 상기 도2의 일차 스크램블링 코드 203은 기지국 512가

사용하는 부호로서 스크램블링 코드의 번호는 8176이고, 512번째 일차 스크램블링 코드이다.

상기 도2에서 스크램블링 코드 8192번부터 16383번까지 8176개의 스크램블링 코드와 스크램블링 코드 16384부터

24576번까지 8176개의 스크램블링부호는 기지국이 압축 모드 전송을 할 경우 사용되는 스크램블링 코드들의 집합이다.

상기 도2의 스크램블링 코드들은 집합은 도2와 같이 도2의 210과 220으로 구분된다. 상기 210은 8192번 스크램블링 코

드부터 16383번 스크램블링 코드까지를 가리키며,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Even Alternative Scrambling Code)들의

집합이다. 상기 도2의 220은 16384번 스크램블링 코드부터 24575번 스크램블링 코드까지를 가리키며, 기수 대안 스크램

블링 코드(Odd Alternative Scrambling Code)들의 집합이다. 상기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는 정상 전송모드에서 기지

국과 단말기 간의 하향 전송채널에 사용되는 OVSF부호가 짝수일 경우 압축모드의 전송에 사용되는 스크램블링 코드이며,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는 정상 전송에서 기지국과 단말기간의 하향 전송채널에 사용되는 OVSF부호가 홀수일 경우 압

축모드의 전송에 사용되는 스크램블링 코드이다.

상기 도2의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 211은 스크램블링 코드의 번호가 8192번이고, 도2의 스크램블링 코드 201에 부합

하는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이다. 상기 도2의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 212은 스크램블링 코드의 번호가 8193번이

고, 도2의 스크램블링 코드 204에 부합하는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이다. 상기 도2의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 213

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번호가 8207번이고, 도2의 스크램블링 코드 205에 부합하는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이다. 상기

도 2의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 211부터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 213까지 16개의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는 기

지국 1에서 사용되는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이다. 상기 도2의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 집합 210의 우수 대안 스크

램블링 코드들의 번호는 정상 전송 모드에서 사용되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번호가 j(j=0,...,8191)이라 할 때, 상기 스크램

블링 코드의 번호에 8192를 더한 값을 갖는다. 예를 들면, 정상 전송 모드에서 사용되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번호(j)가 1일

때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에 부합하는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의 번호는 1(j)+8192=8193번이 된다. 이는 정상전송모

드에서의 j번의 스크램블링 코드와 j+8192번의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가 1:1로 부합됨을 의미한다.

상기 도2의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 221은 스크램블링 코드의 번호가 16384번이고, 도2의 스크램블링 코드 201에 부

합하는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이다. 상기 도2의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 222 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번호가 16385

번이고, 도2의 스크램블링 코드 204에 부합하는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이다. 상기 도2의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

223은 스크램블링 코드의 번호가 16399번이고, 도2의 스크램블링 코드 205에 부합하는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이다.

상기 도 2의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 211부터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 213까지 16개의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

는 기지국 1에서 사용되는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들이다. 각 기지국은 16개의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를 구비하고

있다. 상기 도2의 220은 8192개의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들의 집합을 나타낸다. 상기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 집

합 220의 각 번호들은 정상 전송 모드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들 각각의 번호에 16384를 더한 값을 가지며, j

(j=0,...,8191)번째 정상 전송 모드에서 사용되는 스크램블링 코드와 j+16384번째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는 1:1로 부

합된다.

상기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기술에서는 0 - 8191까지의 스크램블링 코드 8192개를 연속적으로 정상 모드 전송에

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들로 할당하였고, 8192 - 16383까지의 연속되는 스크램블링 코드 8192개를 압축 모드 전송

에서 사용하는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로 할당하였으며, 16384 - 24575까지의 연속되는 스크램블링 코드 8192개를

압축 모드 전송에서 사용하는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로 할당하였다. 상기 종래기술의 문제점은 상기의 스크램블링 코

드의 할당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기의 하드웨어 복잡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상기의 종래 기술

대로 스크램블링 코드를 할당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기는 압축 모드 전송이 발생할 경우마다, 일일이

부호의 초기값을 다시 설정하여 압축 모드의 전송에 사용되는 스크램블링 코드를 생성하거나, 별도의 스크램블링 코드 발

생기를 구비하여 정상 전송 모드에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 , 압축 전송 모드에 사용하는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 ,

압축 전송 모드에 사용하는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를 각각 생성해야 한다.

일예로 기지국에서 종래의 기술인 도 2의 스크램블링 코드 배치도를 사용한다면 기지국내에 속한 단말기가 압축 모드 전

송을 해야하는 경우에 기지국은 정상 모드 전송을 위한 스크램블링 코드 생성기와는 별도로 압축 모드 전송을 위한 스크램

블링 코드 생성기를 구비해야 한다. 상기 기지국에서 구비하는 압축 모드 전송을 위한 스크램블링 코드 생성기도 우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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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스크램블링 코드 생성기와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 생성기를 각각 구비해야 한다. 상기 도2의 스크램블링 코드 배치

도를 사용하는 기지국에서 정상 모드 전송과 압축 모드 전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의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기를

구비해야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삭제

본 발명의 목적은 기지국과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기에서 정상 모드에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와

압축 모드에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를 별도의 초기값 변경없이 동시에 생성할 수 있는 스크램블링 코드 할당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시스템에서 한 쌍의 초기값을 변경하지 않고 상기 초기값으로부터 정상전송모드에 사용하

는 스크램블링 코드들과 압축전송모드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들을 동시에 생성할 수 있는 스크램블링 생성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입력하는 데이터열을 복수의 직교가변 확산율(OVSF) 코드들 중 하나를 사용하

여 확산하는 확산기와, 상기 확산된 데이터열을 디폴트로 사용되는 일차스크램블링 코드 또는 통신 중의 단말들의 수에 따

라 복수의 2차 스크램블링 코드들 중 하나로 스크램블링 하는 스크램블러를 구비하는 기지국장치에서 압축모드 중 상기

사용중의 스크램블링 코드와 다른 스크램블링 코드들을 발생하는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장치에 있어서, 초기에 미리 결정

된 비트들을 가지고 m 시퀀스를 발생하는 제1선형 피드백 쉬프트 레지스터와, 초기에 미리 결정된 비트들을 가지고 상기

m 시퀀스와 다른 m 시퀀스를 발생하는 제2선형 피드백 쉬프트 레지스터와, 상기 제1 및 제2 선형 피드백 쉬프트 레지스터

들의 출력들을 가산하고 사용중의 스크램블링 코드들을 발생하는 제1가산기와, 상기 제2선형 피드백 쉬프트 레지스터의

출력과 상기 제1선형 피드백 쉬프트 레지스터의 출력을 한 비트 지연된 출력을 가산하는 제2가산기와, 상기 제2선형 피드

백 쉬프트 레지스터의 출력과 상기 제1선형 피드백 쉬프트 레지스터의 출력의 2비트 지연된 출력을 가산하는 제3가산기

를 구비하여 상기 다른 스크램블링 코드는 상기 제2 및 제3가산기들 중 어느 하나의 출력이며 상기 스크램블러는 상기 확

산된 데이터열을 상기 다른 스크램블링 코드로 스크램블링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입력하는 데이터열을 복수의 직교가변 확산율(OVSF) 코드들 중 하나를

사용하여 확산하는 확산기와, 상기 확산된 데이터열을 디폴트로 사용되는 일차스크램블링 코드 또는 통신 중의 단말들의

수에 따라 복수의 2차 스크램블링 코드들 중 하나로 스크램블링 하는 스크램블러를 구비하는 기지국장치에서 압축모드 중

상기 사용중의 스크램블링 코드와 다른 스크램블링 코드들을 발생하는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방법에 있어서, 초기에 미리

결정된 비트들을 가지고 m 시퀀스를 발생하는 제1 m 시퀀스 발생 과정과, 초기에 미리 결정된 비트들을 가지고 상기 m 시

퀀스와 다른 제2 m 시퀀스를 발생하는 제2m 시퀀스 발생 과정과, 상기 제1 및 제2 m 시퀀스를 가산하여 사용중의 스크램

블링 코드들을 발생하는 정상 전송 모드 스크램블링 코드 생성 과정과, 상기 제2 m 시퀀스와 상기 제1 m 시퀀스를 한 비트

지연한 출력을 가산하여 압축 전송 모드에 사용할 스크램블링 코드를 생성하는 제1 압축 전송 모드 스크램블링 코드 생성

과정과, 상기 제2 m 시퀀스와 상기 제1 m 시퀀스를 2비트 지연한 출력을 가산하여 압축 전송 모드에 사용할 스크램블링

코드를 생성하는 제2 압축 전송 모드 스크램블링 코드 생성과정으로 이루어져 상기 다른 스크램블링 코드는 상기 제1 및

제2 압축 전송 모드 스크램블링 코드들 중 어느 하나의 출력이며 상기 스크램블러는 상기 확산된 데이터열을 상기 다른 스

크램블링 코드로 스크램블링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정상전송모드에서 사용되는 스크램블링 코드들과 압축전송모드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들 생성 시 상기

정상전송모드에서 사용되는 스크램블링 코드(일차 또는 이차 스크램블링 코드)와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에 부합되는 압축

전송모드에 사용되는 스크램블링 코드(우수 및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들을 연속되는 번호로 지정하여 스크램블링 코

드 생성기에 사용되는 초기값을 변경없이 상기 초기값으로부터 동시에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들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의 참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를 할당하는 방법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3의

350은 스크램블링 코드의 번호가 된다. 상기 도3에서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번호 순서대로 48개씩 기지국에 할당한다. 상

기 도 3의 311은 스크램블링 코드 0번으로 일차 스크램블링 코드 1번에 해당하며, 기지국 1에서 사용한다. 상기 도3의

312는 스크램블링 코드 1번으로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 0번에 부합하는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로서 압축 모드 전송에

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이다. 상기 도3의 313은 스크램블링 코드 2번으로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 0번에 부합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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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로서 압축 모드 전송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이다. 상기 도 3의 314는 스크램블링 코드 3

번으로 기지국 1에서 사용하는 이차 스크램블링 코드 중 첫 번째에 해당한다. 상기 도3의 315는 스크램블링 코드 4번으로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 3번에 부합하는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로서 압축 모드 전송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이

다. 상기 도3의 316은 스크램블링 코드 5번으로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 3번에 부합하는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로서 압

축 모드 전송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이다. 상기 도 3의 317은 스크램블링 코드 45번으로 기지국 1에서 사용하는

이차 스크램블링 코드중 15번째에 해당한다. 상기 도3의 318은 스크램블링 코드 46번으로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 45번에

부합하는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로서 압축 모드 전송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이다. 상기 도3의 319는 스크램블

링 코드 47번으로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 45번에 부합하는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로서 압축 모드 전송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이다.

상기의 설명대로 본 발명에서는 각 기지국에서 48개의 스크램블링 코드를 연속적으로 사용한다.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의

배치 순서는 정상 모드 전송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 압축 모드 전송에서 사용하는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 압

축 모드 전송에서 사용하는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의 3가지 부호의 순열로 정의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정상 모드 전송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 압축 모드 전송에서 사용하는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 압측 모드 전송

에서 사용하는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의 순서로 설명한다. 상기와 같이 스크램블링 코드의 순서를 정하면 기지국과 단

말기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기에 별다른 동작이 필요없이, 즉 초기값의 변경없이 압축모드에서 사용하는 스

크램블링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기 압축 모드 전송에서 사용하는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와 기수 대

안 스크램블링 코드는 정상 모드 전송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1회 쉬프트 한 부호, 2회 쉬프트한 부호와 동일하

다. 따라서 정상 모드 전송에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를 발생시키는 부호기에서 한 탭 앞에서 부호를 생성시키면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가 생성되며, 두 탭 앞에서 부호를 생성시키면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가 생성된다.

상기 도 3의 321,322,323,324,325,326,327,328,329는 기지국 2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로서 321은 스크램블링

코드 48번으로 기지국 2에서 사용하는 일차 스크램블링 코드이고, 322는 스크램블링 코드 49번으로 스크램블링 코드 48

번에 부합하는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이며, 323은 스크램블링 코드 50번으로 스크램블링 코드 48번에 부합하는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이다. 상기 도 3의 324는 기지국 2에서 사용하는 이차 스크램블링 코드 중 첫 번째로 스크램블링 코

드 51번이고, 325는 스크램블링 코드 52번으로 스크램블링 코드 51번에 부합하는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이며, 326은

스크램블링 코드 53번으로 스크램블링 코드 51번에 부합하는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이다. 상기 도 3의 327은 기지국

2에서 사용하는 이차 스크램블링 코드 중 15번째로 스크램블링 코드 93번이고, 328은 스크램블링 코드 94번으로 스크램

블링 코드 93번에 부합하는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이며, 329는 스크램블링 코드 95번으로 스크램블링 코드 93번에

부합하는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이다.

상기 도 3의 331,332,333,334,335,336,337,338,339는 기지국 512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로서 331은 스크램블

링 코드 24528번으로 기지국 512에서 사용하는 일차 스크램블링 코드이고, 332는 스크램블링 코드 24529번으로 스크램

블링 코드 24528번에 부합하는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이며, 333은 스크램블링 코드 24530번으로 스크램블링 코드

24528번에 부합하는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이다. 상기 도 3의 334는 기지국 512에서 사용하는 이차 스크램블링 코드

중 첫 번째로 스크램블링 코드 24531번이고, 335는 스크램블링 코드 24532번으로 스크램블링 코드 24531번에 부합하는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이며, 336은 스크램블링 코드 24533번으로 스크램블링 코드 24531번에 부합하는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이다. 상기 도 3의 337은 기지국 512에서 사용하는 이차 스크램블링 코드 중 15번째로 스크램블링 코드

24573번이고, 338은 스크램블링 코드 24574번으로 스크램블링 코드 24573번에 부합하는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이

며, 339는 스크램블링 코드 24575번으로 스크램블링 코드 24573번에 부합하는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이다.

도 4는 본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는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기를 사용하는 기지국 송신 장치의 도면이다. 상기 도 4에서는 한

대의 단말기에 대한 하향 채널만을 가정하였다. 제어기 420은 본 발명에 따른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상기 제어기 420

은 상위, 즉 기지국 제어기(BSC) 또는 이동교환국(MSC)로부터 특정 단말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단말기의 전송 모

드에 따른 전송모드 제어신호, OVSF 인덱스 번호 등을 포함하는 전송모드 제어정보를 출력한다. 확산기 401은 상기 제어

기 420으로부터 전송모드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OVSF 부호의 확산률을 결정하고, 결정된 확산률로 단말기로 전송할 하향

전송데이터를 확산하여 출력한다. 상기 전송 모드 제어 신호 415가 압축 모드 전송 신호이면 확산기 401은 현재 정상 모드

전송에서 사용하고 있는 OVSF부호의 SF를 절반으로 줄인 OVSF부호로 단말기로 전송할 하향 전송 데이터를 확산시킨다.

상기 확산기 401은 일반적으로 기지국에서 전송하는 하향 채널들에 적합한 OVSF부호를 생성하여 각각의 하향 채널들을

확산시키는 장치이나, 확산 401에 대한 하기의 설명은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확산기 401이 하향 전용 채널을 확산

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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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상기 SF가 반으로 줄어든 OVSF부호는 OVSF부호 생성 트리에서 정상 모드 전송에서 사용하고 있는 OVSF부호의

근(root)에 해당하는 부호이다. 상기 상기 확산기 401에서 확산되어 출력되는 하향 전송 데이터는 승산기 417로 입력한

다. 상기 승산기 417은 상기 전송 데이터를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로 승산하여 출력한다. 즉, 상기 승산기

(417)과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기(411)는 상기 전송 데이터를 기지국에서 사용되는 스크램블러로 스크램블링하는 스크램

블러이다.

상기 제어기 420에서 사용하는 정보는 현재 기지국에서 전송하는 하향 채널들에 대해서 각각 사용되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종류와 수 및 각각의 하향 채널들에 대한 전송 모드에 관한 정보이다. 상기 기지국에서 전송하는 하향 채널들의 전송모드

에 대하여 사용되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종류와 수에 관한 것은 하기 <표 1>과 같다.

[표 1]

 일차

스크램블링 코드

이차

스크램블링 코드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

 정상 전송 모드  1  0  0  0

 1  a  0  0

정상 전송 모드 +

압축 전송 모드

 1  0  1  1

 1  a  1∼ a+1  1∼ a+1

상기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수와 종류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달라지며, <

표 1>의 a는 기지국에서 기지국의 용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이차 스크램블링 코드의 수이다. 상기 a는 1에서 최대 15가 될

수 있다.

상기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종류는 최소 1에서 최대 4까지이고, 기지국에

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수는 최소 1에서 최대 3a +3까지이다. 상기 도 4의 제어기 420은 현재 기지국에서 전송

하는 하향채널들에 사용되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수와 종류를 파악하여 기지국에서 필요한 만큼의 스크램블링 코드를 생성

하기 위해서 전송 모드 제어 정보 415과 스크램블링 코드 인덱스 413을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기 411로 출력한다. 또한 상

기 제어기 420은 기지국에서 전송하는 하향채널들에 적합한 OVSF부호를 생성 및 정상 전송 모드와 압축 전송 모드를 지

원하는 하향 전용채널들에 적합한 OVSF부호를 생성하기 위하여 확산기 401을 제어한다.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기 411은 스크램블링 코드 인덱스와 전송 모드 제어정보를 입력받고, 스크램블링 코드 인덱스

413의 값을 초기값으로 사용하여 정상 모드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를 발생시킨다. 상기 발생된 스크램블링 코드는

일차 스크램블링 코드 1개가 될 수 있고, 기지국 용량의 확대를 위한 이차 스크램블링 코드 1개부터 최대 15개일 수 있다.

상기 도4의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기 411은 전송 모드 제어 신호 415에 따라서 정상 모드 전송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와 압축 모드 전송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를 발생시킨다. 상기 압축 모드 전송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

는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와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가 있으며, 상기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는 현재 단말기로

의 하향 채널에 사용되는 OVSF부호의 번호가 짝수일 경우 사용되며,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는 현재 단말기로의 하향

채널에 사용되는 OVSF부호의 번호가 홀수일 경우 사용된다. 상기 도 4의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기 411에서 압축 모드 전

송 시에서 생성되는 우수 스크램블링 코드는 정상 모드 전송 시에 생성되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1회 쉬프트형이며, 기수 스

크램블링 코드는 정상 모드 전송시에 생성되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2회 쉬프트형이다. 상기 도 4의 승산기 417에서 스크램

블링 코드 발생기 411에서 생성된 스크램블링 코드로 스크램블된 하향 채널 데이터는 여파기 403, RF 부 405를 거쳐서,

안테나 407을 통해 단말기로 전송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기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5의 본 발명 실시 예에서는 기지

국에서 일차 스크램블링 코드만 사용한다는 것을 가정하였다. 도 5의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기는 m-시퀀스의 생성을 위한

쉬프트 레지스터 2개로 이루어지는 골드 부호 생성부 501과, 생성된 골드 부호를 I 채널 부호와 Q 채널 부호로 이루어지는

복소수 스크램블링 코드를 생성하는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부로 구성된다. 상기 도5의 골드 부호 생성기 501에서 생성되는

골드 부호의 종류는 정상 모드 전송에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를 생성하는 골드 부호, 정상 모드 전송에 사용하는 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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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램블링 코드를 생성하는 골드 부호,압축 모드 전송에 사용하는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를 생성하는 골드 부호, 압

축 모드 전송에 사용하는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를 생성하는 골드 부호의 4 종류이다. 따라서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부(411)에는 다른 채널에 적용되는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부를 각각 가지고 있다.

상기 각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부들 각각은 상기 골드 부호 발생기 501에서 출력되는 골드 부호를 일정 칩 동안 지연시켜

출력하는 지연기 513, 515,..., 517을 각각 하나씩 구비한다. 따라서 지연기의 수는 기지국에서 생성할 수 있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수 N의 개수와 동일하다.

상기 N의 최대값은 기지국에서 구비할 수 있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수와 동일한 48이 될 수 있다. 상기 기지국에서 구비할

수 있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수는 최대 48이나 실제적으로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가 증가할 때마다 기지국

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 사이의 간섭이 커지므로, 기지국에서 사용되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다.

상기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기 도5에서 서로 다른 골드 부호를 동시에 생성하는 골드 부호 생성기를 도시한 도

면이며, 스크램블링 코드의 배치도는 본 발명의 활용예인 도 3을 따르는 것을 가정하였고,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지국내의 한 대의 단말기에 적용되는 골드 부호들을 생성하는 골드 부호 생성기로 가정한다.

상기 도6의 쉬프트 레지스터 601과 603은 서로 다른 m_시퀀스를 표현하는 쉬트프 레지스터이며 상기 쉬트프 레지스터

601과 603의 출력을 배타적 합 연산을 취하면 골드 부호가 생성된다. 상기 도 6의 배타적 합 연산기 611은 쉬프트 레지스

터 601의 레지스터 0과 레지스터 7에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비트들에 대하여 배타적 합 연산을 하여 17번째 레지스터에

입력한다. 상기 도 6의 배타적 합 연산기 613은 쉬프트 레지스터 603의 레지스터 0, 레지스터 5, 레지스터 7, 레지스터 10

에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비트들에 대하여 배타적 합 연산을 하여 17번째 레지스터에 입력한다.

상기 도6의 배타적 합 연산기 613,614,615는 본 발명의 스크램블링 코드 배치도 도 3에 따라 각각 일차 스크램블링 코드

의 생성에 사용되는 골드 부호, 상기 일차 스크램블링 코드에 부합하는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의 생성에 사용되는 골

드 부호, 상기 일차 스크램블링 코드에 부합하는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의 생성에 사용되는 골드 부호를 생성한다. 상

기 배타적 합 연산기 613,614,615에서 출력된 골드 부호들은 스위치 #1 621로 입력된다. 상기 스위치 #1 621은 상기 제

어기 420으로부터 전송 모드 제어 정보의 OVSF 부호의 번호 및 전송 모드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일차 스크램블링 코

드,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한다. 전송 모드 제어 신호가 압축 모

드 전송 신호이고 OVSF 부호의 번호가 짝수라면,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를 선택하여 출력한다.

예를 들면, 정상전송모드에서 사용되는 스크램블링 코드가 일차 스크램블링 코드이고, 특정 단말기에게 할당되는 OVSF부

호가 짝수 OVSF부호라 가정하면, 상기 도6의 배타적 합 연산기 613,614,615은 본 발명의 스크램블링 코드 배치도 도 3

에 따라 일차 스크램블링 코드( 일차 스크램블링 코드 #0)의 생성에 사용되는 골드 부호, 상기 일차 스크램블링 코드#0에

부합하는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의 생성에 사용되는 골드 부호, 상기 일차 스크램블링 코드에 부합하는 기수 대안 스

크램블링 코드의 생성에 사용되는 골드 부호를 생성한다. 상기 배타적 합 연산기 613,614,615에서 출력된 골드 부호들은

스위치 #1 621에서 기지국에서 단말기로의 하향 채널의 전송모드 및 단말기에게 할당된 OVSF부호의 번호에 따라 선택되

어 출력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기 도6에서 한 대의 단말기로 전송하는 하향 채널에 일차 스크램블링 코드 하나만을

사용하는 것을 가정하여 도시한 것이며,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전송하는 하향 채널이 정상 전송과 압축 전송을 반복하는 것

을 가정하였고, 스크램블링 코드의 배치도는 본 발명의 활용예인 도 3을 따르는 것을 가정하였다.

상기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기 도 5에서 서로 다른 골드 부호를 동시에 생성하는 골드 부호 생성기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6은 m-시퀀스의 생성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 갈로아 방법과 피보나치 방법중에 피보나

치 방법을 사용한 골드부호 생성기에 대하여 도시하였다.[참고문헌 : Spread Spectrum Communications Handbook

revised edition, Marvin K.Simon, Jim K. Omura, Robert A. Scholtz, Barry K.Levitt, 1985, McGraw-Hill] 상기 도 6

의 쉬프트 레지스터 601은 길이가 18이며, m-시퀀스 m1(t)의 생성 다항식 을 표시한 것이다. 상기 m1

(t)의 생성 다항식은 생성 부호의 연속되는 심볼들에 대하여 하기 <수학식 1>의 궤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수학식 1

수학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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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6의 쉬프트 레지스터 601의 초기값으로 임의의 값을 사용할 수 있으며, 3GPP 표준안에서 사용되는 스크램블링

코드들은 상기 초기값을 적용하여 생성된 스크램블링 코드를 쉬프트한 형태이다. 즉, 3GPP 표준안을 따르는 기지국 A에

서 인덱스 125를 가지는 스크램블링 코드를 사용한다면, 상기 기지국 A에서 사용하는 인덱스 125를 가지는 스크램블링

코드는 레지스터 601에 초기값을 적용하여 생성한 스크램브링 부호를 125번 쉬프트한 부호이다. 따라서 기지국 A에서 사

용하는 인덱스 125의 스크램블링 코드를 완성하기 위한 쉬프트 레지스터 601의 초기값은 0번 스크램블링 코드를 완성하

기 위하여 사용한 초기값을 쉬프트 레지스터 601에 의해 125번 쉬프트 한 결과를 적용하면 된다.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스

크램블링 코드의 숫자에서 1을 뺀 값의 이진표현을 초기치로 사용하며, 본 발명의 활용예에서는 쉬프트 레지스터 601의

초기치로 <1,0,0,0,0,0,0,0,0,0,0,0,0,0,0,0,0,0>을 사용하였으며, 상기 초기값을 적용하여 생성되는 스크램블링 코드를

상기 도3의 스크램블링 코드 배치도에서 일차 스크램블링 코드 311로 가정하였다.

상기 도 6의 쉬프트 레지스터 603은 상기 쉬프트 레지스터 601과 동일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m-시퀀스 m2(t)의 생성다항

식 을 표현한 것이다. 상기 m2(t)의 생성 다항식은 생성 부호의 연속되는 심볼들에 대하여

하기 <수학식 2>의 궤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수학식 2

수학식 2

상기 m-시퀀스 m2(t)의 초기값은 모든 기지국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값이며, 본 발명의 활용예에서는 쉬프트 레지스터

603의 초기치를 <1,1,1,1,1,1,1,1,1,1,1,1,1,1,1,1,1,1>을 사용한다.

상기 도6의 배타적 합 연산기 611은 쉬프트 레지스터 601의 1번째 레지스터(제일 왼편에 있는 레지스터)안에 들어있는

비트와 8번째 레지스터안에 들어있는 비트에 대하여 배타적 합 연산을 한 후의 결과를 쉬프트 레지스터 601의 18번째 레

지스터(제일 오른편에 있는 레지스터)에 입력한다. 상기의 궤환은 상기<수학식 1>을 만족시킨다. 상기 도 6의 배타적 합

연산기 612는 쉬프트 레지스터 603의 1번째 레지스터안에 들어있는 비트, 6번째 레지스터안에 들어있는 비트, 8번째 레

지스터안에 들어있는 비트, 10번째 레지스터안에 들어있는 비트들에 대하여 배타적 합 연산을 한 후의 결과를 쉬프트 레지

스터 603의 18번째 레지스터에 입력한다. 상기의 궤한은 상기 <수학식 2>를 만족시킨다.

상기 도 6의 배타적 합 연산기 613,614,615는 각각 쉬프트 레지스터 601의 1번째 레지스터의 출력, 2번째 레지스터의 출

력, 3번째 레지스터의 출력과 쉬프트 레지스터 603의 1번째 레지스터의 출력을 배타적 합 연산을 하여 서로 다른 골드 시

퀀스 3개를 생성한다. 상기 도 6의 배타적 합 연산기 614에서 생성된 골드 시퀀스는 상기 배타적 합 연산기 613에서 출력

된 시퀀스를 1회 쉬트프 한 시퀀스와 동일한 시퀀스이며, 배타적 합 연산기 615에서 생성된 골드 시퀀스는 상기 배타적 합

연산기 613에서 출력된 시퀀스를 2회 쉬트프 한 시퀀스와 동일한 시퀀스이다.

상기 배타적 합 연산기 613, 614, 615에서 출력된 각각의 골드 부호들은 스위치 #1 621로 입력된다. 상기 스위치 #1 621

은 기지국이 단말기로 전송하는 하향채널의 전송 모드와 OVSF 부호에 따라 적절한 골드 부호를 선택하여 출력한다.

도 7은 본발명의 활용예에 따른 단말기의 수신기의 구조도이다. 기지국에서 전송한 하향 채널은 상기 도 7의 안테나 701

을 통하여 단말기로 수신된다. 상기 안테나 801을 통해서 수신된 하향 채널 신호는 디스크램블러(Descrambler) 737에서

디스크램블 된다. 상기 디스크램블러 737의 입력은 수신된 하향 채널 신호와 스크램블 부호 발생기 731에서 생성된 스크

램블링 코드이다.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기 731은 제어기 750의 제어를 받으며, 제어기 750에서 입력되는 스크램블

링 코드 인덱스 733과 전송 모드 신호 735에 따라서 적절한 스크램블링 코드를 생성한다.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기

731에서는 기지국에서 전송하는 공통 채널을 수신하기 위하여 일차 스크램블링 코드를 항상 생성해야 하며, 기지국이 단

말기로의 전용채널에 이차 스크램블링 코드를 사용할 경우 일차 스크램블링 코드와 이차 스크램블링 코드를 동시에 생성

해야 한다. 또한 단말기가 압축 전송 모드로 통신을 할 경우에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전송하는 하향 전용 채널이 정상 전송

모드와 압축 전송 모드로 전송될 시 필요한 스크램블링 코드를 각각 번갈아 생성해야 한다. 상기 도 7의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기가 도 6의 구조를 가지고, 도 3의 스크램블링 배치도를 사용하면 상기에 설명한 각각의 경우에 필요한 스크램블링

코드를 동시에 생성할 수 있다. 상기 도 7의 스크램블링 코드 인덱스 733은 기지국과 동일한 값을 사용하며, 스크램블링

코드의 초기 설정에 사용한다. 상기 도 7의 전송 모드 신호 735는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기 701로 입력되는 단말기가 하향

채널을 수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크램블링 코드의 종류 및 수에 대한 정보이며, 역확산기 703으로 입력되는 단말기가 수

신한 프레임을 역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OVSF 부호에 대한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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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7의 디스크램블러 737에서 디스크램블 된 수신신호는 역확산기 703으로 입력된다. 상기 역확산기 703은 도 7의

전송 모드 신호 735에 따라서 사용하는 OVSF부호를 변화시켜 역확산한다. 상기 전송 모드 신호 735가 압축 모드 전송임

을 알려온다면 정상 모드 전송에서 사용하고 있는 OVSF부호의 SF를 절반으로 줄인 OVSF부호로 수신된 하향 전송 데이

터를 확산시키며, 상기 OVSF부호는 OVSF부호 생성 트리에서 정상 모드 전송에서 사용하고 있는 OVSF부호의 근(root)

에 해당하는 부호이다. 상기 도 7의 역확산기 703에서 역확산된 하향 수신 신호는 채널추정 705, 다중화기 707, 역인터리

빙 709, 복호기 711을 거쳐서 사용자 데이터로 복원된다.

도 8는 본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의 동작을 도시한 도면이다.

이하 상기 도8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우선 801단계에서 기지국은 상위 레이어에서 전송한 기지국의 압축 전송 명령을 수

신한다. 상기 상위 레이어의 신호는 단말기가 주파수간 하드핸드오프를 해야할 시점에 있을 경우 전송된다. 상기 수신된

압축전송 명령은 기지국의 제어기 420으로 입력한다. 상기 압축전송 명령을 입력받은 제어기 420은 802단계로 진행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OVSF부호에서 SF를 절반으로 줄인 OVSF 부호가 사용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별한다. 상기 802

단계에서의 판단은 현재의 상황, 즉 정상 모드 전송에서 사용하고 있는 OVSF 부호의 SF를 절반으로 줄인 OVSF부호를 구

하고, 자신이 정상 모드 전송에서 사용하던 OVSF부호 외에 동일한 SF를 가지는 다른 OVSF 부호가 다른 단말기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 만일 그러한 단말기가 있다면 SF를 절반으로 줄인 OVSF 부호 사용 불가

판정을 내리고, 없다면 사용 가능 판정을 내린다.

상기 도 8의 802단계에서 SF를 절반으로 줄인 OVSF부호의 생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제어기 420은 803단계로 진행

하여 SF를 절반으로 줄인 OVSF부호를 생성한다. 그러나 SF를 절반으로 줄인 OVSF 부호의 생성이 불가능하고 판단되면

제어기 420은 811단계로 진행한다. 이때부터 기지국 제어기 420 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크램블링 코드를 변화시켜 SF

를 절반으로 줄인 OVSF부호의 사용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동작을 수행한다.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를 변화시켜 SF를 절반

으로 줄인 OVSF부호의 사용하는 동작의 첫 번째가 도 8의 811단계로서 기지국 제어기 420은 현재 압축전송모드를 해야

할 단말기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향 채널의 OVSF부호의 번호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한다. 상기 811단계에서 현재

정상 전송 모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OVSF부호의 번호가 짝수이면 제어기 420은 812단계로 진행하여 우수 대안 스크램블

링 코드 그룹을 지정하고 상기 정상전송모드에서 사용되는 스크램블링 코드에 대응되는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를 생

성한다. 그러나, 상기 정상전송모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OVSF부호가 홀수이면 813단계로 진행하여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를 생성한다. 상기 812 또는 813단계에서 OVSF부호가 생서외면 기지국은 정상전송모드에서 사용하고 있던 OVSF부

호를 상기 812 또는 813단계에서 생성된 OVSF 부호로 변경한다. 기지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크램블링 코드를 변

화시켜 SF를 절반으로 줄인 OVSF부호의 사용이 가능하게 하려는 동작의 두 번째가 812와 813이다. 상기 812단계와 814

단계를 통해 생성되는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는 도 3의 스크램블링 코드 배치를 이용한 것으로서, 현재 정상 모드 전

송에서 사용되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1회 쉬프트해서 생성되는 스크램블링 코드이다. 상기 813단계와 814단계를 통해 생

성되는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는 도 3의 스크램블링 코드 배치를 이용한 것으로서, 현재 정상 모드 전송에서 사용되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2회 쉬프트해서 생성되는 스크램블링 코드이다.

상기 도8의 812 혹은 813단계와 814단계를 통해 각각의 동작을 수행한 기지국은 804단계에서 803단계 혹은 814단계에

서 새로 생성한 OVSF부호를 사용하여 확산기 401을 통해 압축 모드로 전송할 프레임을 확산시킨다. 상기 확산 과정후에

805단계에서 기지국은 정상 모드 전송 스크램블링 코드 혹은 압축 모드 전송 스크램블링 코드를 사용하여 압축 모드로 전

송할 프레임을 승산기 417에서 스크램블링한다. 상기 정상 모드 전송 스크램블링 코드 혹은 압축 모드 전송 스크램블링 코

드의 선택은 상기 802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압축 모드 전송 스크램블링 코드 중에서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 혹은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의 선택은 상기 811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상기 도8의 804단계와 805단계에서 확산과 스크램블된

압축 모드 전송 프레임은 806단계에서 단말기로 전송된다. 상기 압축전송모드 프레임이 전송이 완료되면 기지국은 807단

계로 진행하여 정상모드 전송을 재개한다.

도 9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단말기의 동작을 도시한 도면이다.

이하 도9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단말기의 동작을 설명한다. 상기 도9의 901단계에서 단말기는 주파수간 핸드오프를

위한 압축 모드 프레임 수신 메세지를 상위 레이어로부터 수신되는지를 검사한다. 즉 단말기의 제어기 750은 902단계에

서 기지국으로부터 어떠한 스크램블링 코드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이하 "스크램블링 할당 메시지"라 함)가 수신

되는지를 검사한다. 상기 스크램블링 할당 메시지가 수신되면 제어기 750은 상기 스크램블링 할당 메시지가 현재 정상 모

드 전송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크램블링 코드를 변경 없이 사용한다는 메시지를 판단한다. 상기 902단계에서 정상 모드 전

송에서 사용되는 스크램블링 코드를 변경없이 사용한다면 제어기 750은 903단계에서 현재 하향 전송 채널을 역확산 하는

데 사용하는 OVSF부호를 압축 모드 전송 프레임을 역확산하는데 사용할 OVSF부호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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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902단계에서 현재 정상 모드 전송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크램블링 코드 대신에 압축 모드 전송에서 사용하는 스크램

블링 코드를 사용한다는 메시지를 수신 받으면 제어기 750은 911단계로 진행하여 현재 하향 채널을 역확산하는데 사용하

고 있는 OVSF부호의 번호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검사한다. 상기 OVSF부호의 번호가 짝수이면 제어기 750은 912단계

로 진행하고, 홀수이면 913단계로 진행한다. 상기 912단계로 진행한 제어기 750은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 그룹을 지

정하고 정상전송모드의 스크램블링 코드에 대응되는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를 생성하고, 913단계로 진행한 제어기

750은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 그룹을 지정하고 상기 정상 전송 모드의 스크램블링 코드에 대응되는 기수 대안 스크램

블링 코드를 생성한다. 상기 912단계에서 생성되는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는 도 3의 스크램블링 코드 배치를 이용한

것으로서, 현재 정상 모드 전송에서 사용되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1회 쉬프트해서 생성되는 스크램블링 코드이다. 상기

913단계에서 생성되는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는 도 3의 스크램블링 코드 배치를 이용한 것으로서, 현재 정상 모드 전

송에서 사용되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2회 쉬프트해서 생성되는 스크램블링 코드이다. 상기 도 9의 912단계 혹은 913단계

에서 압축 모드 수신에서 사용할 적절한 스크램블링 코드를 생성한 제어기 750은 914단계에서 현재 하향 전송 채널을 역

확산 하는데 사용하는 OVSF부호를 압축 모드 전송 프레임을 역확산하는데 사용할 OVSF부호로 변경한다.

상기 도9의 904단계에서 단말기는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된 압축 모드 전송 프레임을 수신하여 기지국에서 압축 모드 전송

프레임을 스크램블하는데 동일한 스크램블링 코드를 사용하여 압축 모드 전송 프레임을 디스크램블러 737에서 디스크램

블(descramble)한다.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는 정상 모드 전송 스크램블링 코드 혹은 압축 모드 전송 스크램블링 코드이

며, 정상 모드 전송 스크램블링 코드 혹은 압축 모드 전송 스크램블링 코드의 사용여부는 기지국에서 결정하여 단말기로

송신한다. 상기 도9의 905단계에서 단말기는 904단계에서 디스크램블된 수신 압축 모드 전송 프레임을 903단계 혹은

914단계에서 새로 생성한 OVSF 부호를 사용하여 역확산기 703에서 역확산한 후, 채널추정 705, 다중화기 707, 역인터리

빙 709 및 복호기 711을 통해 기지국에서 단말기로 전송한 데이터를 복원한다.

종래의 기술인 도 2에 도시된 스크램블링 코드의 배치도를 사용한다면 정상 전송 모드에서 통신하고 있는 기지국과 단말

기가 압축 전송 모드에서 통신하기 위해서 현재 정상 전송 모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8192번 쉬프트한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나 16384 쉬프트한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를 생성해야 한다. 상기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는 정상 전송 모드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를 8192번 쉬프트 한 값이므로, 정상 전송 모드에 사용하는 스크램

블링 코드를 생성하는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기에서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를 생성하려면 정상 전송 모드에서 사용하

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초기값을 8192번 쉬프트한 값을 별도의 초기치로 스크램블링 발생기에 입력하거나. 별도의 스크램

블링 코드기를 구비하여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를 생성해야 한다. 상기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는 정상 전송 모드

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를 16384번 쉬프트 한 값이므로, 정상 전송 모드에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를 생성하는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기에서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를 생성하려면 정상 전송 모드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초기값을 16384번 쉬프트한 값을 별도의 초기치로 스크램블링 발생기에 입력하거나. 별도의 스크램블링 코드기를 구비하

여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를 생성해야 한다.

도 3의 본 발명의 스크램블링 코드 배치도를 도 6의 구조를 가지는 본 발명의 활용예에 적용하면 스크램블링 코드기에서

초기값을 설정한 후 상기의 종래기술에서와 같은 별도의 조작 없이 정상 모드 전송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 6개와

압축 모드 전송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 12개를 생성할 수 있다. 현재 3GPP 표준안을 따르는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총 수가 48개이지만,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기지국에서 사용

하는 스크램블링 코드들 사이의 간섭이 증가하므로 실제적으로 기지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총 수는 제

한이 될 것이다. 상기 기지국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는 도 6의 구조를 가지는 본 발명에서 동시에 생성

할 수 있는 스크램블링 코드의 총 수인 18개를 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도 6의 구조를 가지는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기와

도 3의 스크램블링 코드 배치도를 사용한다면 기지국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모든 스크램블링 코드를 스크램블링 코드의 초

기치 설정만으로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종래의 기술인 도 2에 도시되어 있는 대로 스크램블링 코드를 배치한다면 압축 모

드 전송에서 사용할 스크램블링 코드의 생성시에 초기치를 다시 입력하거나 별도의 스크램블링 코드기를 구비해야 하므로

하드웨어의 복잡도가 증가하나, 본 발명의 활용예인 도 3의 구조를 가지는 스크램블링 코드 배치도를 사용한다면 초기 설

정 하나만으로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모든 스크램블링 코드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하드웨어 복잡도를 줄일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스크램블링 코드를 정상 모드 전송에서 사용하는 스크램블링 코드, 압축 모드 전송에서 사용

하는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 및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를 인덱스 번호순으로 매핑하므로 초기치 설정만으로 정상

전송모드와 압축전송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크램블링 코드들을 동시에 생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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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초기치 설정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크램블링 코드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정상 모드 전송 및 압축 모드 전

송간의 스크램블링 코드를 번갈아 사용할 경우 초기값 변경을 위한 별도의 스크램블링 코드기를 구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하드웨어 복잡도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하는 데이터열을 복수의 직교가변 확산율(OVSF) 코드들 중 하나를 사용하여 확산하는 확산기와, 상기 확산된 데이터

열을 디폴트로 사용되는 일차스크램블링 코드 또는 통신 중의 단말들의 수에 따라 복수의 2차 스크램블링 코드들 중 하나

로 스크램블링 하는 스크램블러를 구비하는 기지국장치에서 압축모드 중 상기 사용중의 스크램블링 코드와 다른 스크램블

링 코드들을 발생하는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장치에 있어서,

초기에 미리 결정된 비트들을 가지고 m 시퀀스를 발생하는 제1선형 피드백 쉬프트 레지스터와,

초기에 미리 결정된 비트들을 가지고 상기 m 시퀀스와 다른 m 시퀀스를 발생하는 제2선형 피드백 쉬프트 레지스터와,

상기 제1 및 제2 선형 피드백 쉬프트 레지스터들의 출력들을 가산하고 사용중의 스크램블링 코드들을 발생하는 제1가산

기와,

상기 제2선형 피드백 쉬프트 레지스터의 출력과 상기 제1선형 피드백 쉬프트 레지스터의 출력을 한 비트 지연된 출력을

가산하는 제2가산기와,

상기 제2선형 피드백 쉬프트 레지스터의 출력과 상기 제1선형 피드백 쉬프트 레지스터의 출력의 2비트 지연된 출력을 가

산하는 제3가산기를 구비하여 상기 다른 스크램블링 코드는 상기 제2 및 제3가산기들 중 어느 하나의 출력이며 상기 스크

램블러는 상기 확산된 데이터열을 상기 다른 스크램블링 코드로 스크램블링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 발

생장치.

청구항 2.

입력되는 수신 데이터열을 디폴트로 사용되는 일차스크램블링 코드 또는 통신 중의 단말들의 수에 따라 복수의 2차 스크

램블링 코드들 중 하나로 디스크램블링 하는 디스크램블러와, 상기 디스크램블링된 데이터열을 복수의 직교가변 확산율

(OVSF) 코드들 중 하나를 사용하여 역확산하는 역확산기를 구비하는 단말장치에서 압축모드 중 상기 사용중의 스크램블

링 코드와 다른 스크램블링 코드들을 발생하는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장치에 있어서,

초기에 미리 결정된 비트들을 가지고 m 시퀀스를 발생하는 제1선형 피드백 쉬프트 레지스터와,

초기에 미리 결정된 비트들을 가지고 상기 m 시퀀스와 다른 m 시퀀스를 발생하는 제2선형 피드백 쉬프트 레지스터와,

상기 제1 및 제2 선형 피드백 쉬프트 레지스터들의 출력들을 가산하고 사용중의 스크램블링 코드들을 발생하는 제1가산

기와,

상기 제2선형 피드백 쉬프트 레지스터의 출력과 상기 제1선형 피드백 쉬프트 레지스터의 출력을 한 비트 지연된 출력을

가산하는 제2가산기와,

상기 제2선형 피드백 쉬프트 레지스터의 출력과 상기 제1선형 피드백 쉬프트 레지스터의 출력의 2비트 지연된 출력을 가

산하는 제3가산기를 구비하여 상기 다른 스크램블링 코드는 상기 제2 및 제3가산기들 중 어느 하나의 출력이며 상기 스크

램블러는 상기 수신 데이터열을 상기 다른 스크램블링 코드로 디스크램블링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 발

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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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입력하는 데이터열을 복수의 직교가변 확산율(OVSF) 코드들 중 하나를 사용하여 확산하는 확산기와, 상기 확산된 데이터

열을 디폴트로 사용되는 일차스크램블링 코드 또는 통신 중의 단말들의 수에 따라 복수의 2차 스크램블링 코드들 중 하나

로 스크램블링 하는 스크램블러를 구비하는 기지국장치에서 압축모드 중 상기 사용중의 스크램블링 코드와 다른 스크램블

링 코드들을 발생하는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방법에 있어서,

초기에 미리 결정된 비트들을 가지고 m 시퀀스를 발생하는 제1 m 시퀀스 발생 과정과,

초기에 미리 결정된 비트들을 가지고 상기 m 시퀀스와 다른 제2 m 시퀀스를 발생하는 제2m 시퀀스 발생 과정과,

상기 제1 및 제2 m 시퀀스를 가산하여 사용중의 스크램블링 코드들을 발생하는 정상 전송 모드 스크램블링 코드 생성 과

정과,

상기 제2 m 시퀀스와 상기 제1 m 시퀀스를 한 비트 지연한 출력을 가산하여 압축 전송 모드에 사용할 스크램블링 코드를

생성하는 제1 압축 전송 모드 스크램블링 코드 생성과정과,

상기 제2 m 시퀀스와 상기 제1 m 시퀀스를 2비트 지연한 출력을 가산하여 압축 전송 모드에 사용할 스크램블링 코드를 생

성하는 제2 압축 전송 모드 스크램블링 코드 생성과정으로 이루어져 상기 다른 스크램블링 코드는 상기 제1 및 제2 압축

전송 모드 스크램블링 코드들 중 어느 하나의 출력이며 상기 스크램블러는 상기 확산된 데이터열을 상기 다른 스크램블링

코드로 스크램블링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방법.

청구항 4.

입력되는 수신 데이터열을 디폴트로 사용되는 일차스크램블링 코드 또는 통신 중의 단말들의 수에 따라 복수의 2차 스크

램블링 코드들 중 하나로 디스크램블링 하는 디스크램블러와, 상기 디스크램블링된 데이터열을 복수의 직교가변 확산율

(OVSF) 코드들 중 하나를 사용하여 역확산하는 역확산기를 구비하는 단말장치에서 압축모드 중 상기 사용중의 스크램블

링 코드와 다른 스크램블링 코드들을 발생하는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방법에 있어서,

초기에 미리 결정된 비트들을 가지고 m 시퀀스를 발생하는 제1m 시퀀스 발생과정과,

초기에 미리 결정된 비트들을 가지고 상기 m 시퀀스와 다른 m 시퀀스를 발생하는 제2m 시퀀스 발생과정과,

상기 제1 및 제2 m 시퀀스들을 가산하여 사용중의 스크램블링 코드들을 발생하는 정상 전송 모드 스크램블링 코드 생성

과정과,

상기 제2 m 시퀀스와 상기 제1 m 시퀀스를 한 비트 지연한 출력을 가산하여 압축 전송 모드에 사용할 스크램블링 코드를

생성하는 제1 압축 전송 모드 스크램블링 코드 생성 과정과,

상기 제2 m 시퀀스와 상기 제1 m 시퀀스를 2비트 지연한 출력을 가산하여 압축 전송 모드에 사용할 스크램블링 코드를 생

성하는 제2압축 전송 모드 스크램블링 생성 과정으로 이루어져 상기 다른 스크램블링 코드는 상기 제1 및 제2압축 전송 모

드 스크램블링 코드들 중 어느 하나의 스크램블링 코드이며 상기 스크램블러는 상기 수신 데이터열을 상기 다른 스크램블

링 코드로 디스크램블링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 방법.

청구항 5.

정상 전송 모드에서 사용되는 스크램블링 코드와 압축 전송 모드에서 사용되는 우수 및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들을 생

성할 수 있는 스크램블링 생성 장치를 구비하는 기지국에서 주파수간 핸드오프를 위한 압축 전송 모드 시 스크램블링 코드

할당방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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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률을 절반으로 줄인 직교 변환 확산률 부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직교 변환 확산률 부호를 사용할 수 없다면 상기 직교 변환 확산률 부호의 번호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단하는 과

정과,

상기 직교 변환 확산률 부호의 번호가 짝수이면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들 중 상기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를 선택하고,

홀수이면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정상 전송 모드에서 사용되는 스크램블링 코드와 압축 전송 모드에서 사용되는 우수 및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들을 생

성할 수 있는 스크램블링 생성 장치를 구비하는 단말기에서 주파수간 핸드오프를 위한 압축 전송 모드 시 스크램블링 코드

할당방법에 있어서,

기지국으로부터 스크램블링 코드 할당 메시지 수신 시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 할당 메시지에 할당된 스크램블링 코드가 현

재 사용하고 있는 스크램블링 코드와 동일한 스크램블링 코드인지를 검사하는 과정과,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 할당 메시지에 포함된 스크램블링 코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크램블링 코드와 동일하지 않다면,

상기 직교 변환 확산률 부호의 번호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직교 변환 확산률 부호의 번호가 짝수이면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들 중 상기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를 선택하고,

홀수이면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직교 변환 확산률 부호는,

기지국에서 단말기의 전용채널로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짝수 직교 변환 확산률 부호는,

직교 변환 확산률 부호 트리의 짝수 가지에 존재하는 직교 변환 확산률 부호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직교 변환 확산률 부호는,

기지국에서 단말기의 전용채널로 할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짝수 직교 변환 확산률 부호는,

직교 변환 확산률 부호 트리의 짝수 가지에 존재하는 직교 변환 확산률 부호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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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 전송모드에서 사용하는 우수 대안 압축 모드 스크램블링 코드를 생성하는 상기 제2가산기와,

기수 대한 압축 모드 스크램블링 코드를 생성하는 상기 제 3가산기를 구비하는 기지국에서 주파수간 핸드오프를 위한 압

축 전송 모드 시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장치는,

확산률을 절반으로 줄인 직교 변환 확산률 부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직교 변환 확산률 부호를 사용할 수 없다면 상기 직교 변환 확산률 부호의 번호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단하고,

상기 직교 변환 확산률 부호의 번호가 짝수이면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들 중 상기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를 선택하고,

홀수이면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를 선택하는 판단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2.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압축 전송모드에서 사용하는 우수 대안 압축 모드 스크램블링 코드를 생성하는 상기 제2가산기와,

기수 대한 압축 모드 스크램블링 코드를 생성하는 상기 제 3가산기를 구비하는 기지국에서 주파수간 핸드오프를 위한 압

축 전송 모드 시 스크램블링 코드 발생장치는,

기지국으로부터 스크램블링 코드 할당 메시지 수신 시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 할당 메시지에 할당된 스크램블링 코드가 현

재 사용하고 있는 스크램블링 코드와 동일한 스크램블링 코드인지를 검사하고,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 할당 메시지에 포함된 스크램블링 코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크램블링 코드와 동일하지 않다면,

상기 직교 변환 확산률 부호의 번호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단하고,

상기 직교 변환 확산률 부호의 번호가 짝수이면 상기 스크램블링 코드들 중 상기 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를 선택하고,

홀수이면 기수 대안 스크램블링 코드를 선택하는 판단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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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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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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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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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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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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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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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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