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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통신 보안용 아날로그 오디오 주파수 대역 스크램블러 및 그 방법

요약

내용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통신 보안용 아날로그 오디오 주파수 대역 스크램블러 및 그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듀플렉스 아날로그 스크램블러를 듀플렉스 채널에 접속시키는 간단화된 블럭도.

제2도는 본 발명을 사용하는 셀룰러 시스템의 기본 소자의 블럭도.

제3도는 본 발명을 사용하는 셀룰러 무선 전화 시스템의 가입자 유니트의 블럭도.

제4도는 주파수 반전 및 재반전 스크램블러의 블럭도.

제5도는 본 발명에 사용되는 롤링 코드 발생기의 블럭도.

제6도는 본 발명을 사용하는 반전 주파수 호핑 아날로그 스크램블러의 블럭도.

제7도는 본 발명에 의해 사용되는 클럭된 주파수 발생기의 블럭도.

제8도는 본 발명을 사용하는 발신 스크램블러에 의하여 시도된 시드(sead) 전송의 타이밍도.

제9도는  본  발명을  사용하는  발신  및  응답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에  의하여  TX  시드  및  RX  시드의 성
공적인 핸드세이크의 타이밍도.

제10는  탐지  타이머가  본  발명을  사용하는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에서  종료된  후  핸드세이크의 
타이밍도.

제11도는  본  발명을  사용하는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으로부터  클리어  모드  동작에  대한  사용자 
요청의 타이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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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도는 본 발명에 따른 동기 신호의 일시적 손실동안 스크램블러 동작의 타이밍도.

제13도는 본 발명에 따른 동기의 완전한 손실후 스크램블러 동작의 타이밍도.

제14도는 본 발명에 의해 사용되는 메세지 포맷을 도시한 도면.

제15a도  내지  제15f도는  본  발명에  사용되는  초기  핸드세이크,  동기  처리  및  엔코딩  처리의 플로우
챠트.

제16도는 본 발명에 사용되는 서비스 처리의 사용자 요청 플로우챠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배경]

본 발명은 통신 보안용 듀플렉스 아날로그 음성-대역 스크램블러(duplex analog voice-band 
scrambler)에  관한 것으로 특히 표준 전화선 및 무선 전화 통신 회로와 같은 제한된 대역폭 통신 채
널용 다중 호프 주파수 반전 스크램블러 장치(multiple hop frequency inversion scrambling 
device)에 관한 것이다.

보안되지  않은  통신  채널을  통해서  개인들이  상호  통신하면은  메세지가  우연하게  도청되거나 고의적
인 도청이 용이하다.   종래의 유선 통신,  즉 전화 통신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는 있지만 약간
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메세진의 불법적인 방해 및  도청이 용이하다.   이러한 문제는 통신 채널이 메
세지를  전송하는  무선링크를  사용할때  더욱  심각해진다.   무선  채널을  수신하는  수단이  무선을  통해 
전송되는 메세지에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게 한다.   셀룰러 무선 전화 시스템은 자신에 의해 전송되
는 메세지에 사용자가 손쉽게 접속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셀룰러 무선 전화 시스템의 통신 채널은 
무선 및 지상 통신선 링크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링크의 메세지에 대해 인터셉트 할 수 있다.   또한 
셀룰러  무선  전화  사용자는  무선  전화를  통신성  시스템의  연장으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메세지를 인
터셉트하기가 쉽지 않다고 간주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통신  채널을  거쳐  전송되는  메세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두개의  넓은  보안-창출  카테고리(two  broad 
categories  of  security-creating)가  제안되었다.   음성과  같은  아날로그  메세지는  아날로그  신호를 
나타내는  디지탈  신호로  변환될  수도  있고  텍스철  머티어리얼(textual  material)은  디지탈  신호로 
표시될  수도  있다.   그리고나서,  디지탈  신호는  비밀  또는  공공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산술적 처리
에  의해  암호  신호로  변경된  다음에  비보안  채널을  통해  전송될  수  있다.   의도된  메세지  수신자는 
암호  신호를  수신하고  비밀  해독키를  사용하여  신호를  해독하여  메세지를  복원한다.   상기  기술의 
배경은  1979년  8월  마틴  이.  헬만의  The  Mathematics  of  Public-Key  Cryptography의  241권  넘버 2페
이지 146 내지 157에 공지되었다.

그러나,  협대역폭  채널의  경우에,  수용가능한  신호질을  지닌  보안  디지탈  암호  신호는  적절한  신호 
전송을  위하여  광대역폭을  필요로  한다.   제2보안  통신  방법은  아날로그  신호의  주파수  반전을 사용
하여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상기   기술은  협대역  채널의  대역폭내에서  유용하다.   아날로그 신
호는  디지탈  표시로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  신호는  자승-법칙  혼합기(square-law  mixer) 
또는  평형 변조기의 단일 주파수 음과 혼합되며,  상기 음  및  아날로그 신호의 하위 측대역은 필터에 
의해  선택된다.   최종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가  주파수에서  반전되고  시프트된  최하위  주파수  성분 
및 최상위 주파수 성분을 갖는 신호이다.

단일  음  주파수  반전  스크램블러는  도청을  방지하기  쉽다.   도청기는  단일  음을  자승법칙  검출기로 
인젝트(inject)하고  음주파수가  아날로그  신호를  초기에  반전하는데  사용되는  음주파수와  반드시 동
일하게  되도록  동조  조정한다.   주파수  반전  스크램블러의  개선점은  의사  랜덤  형태(pseudorandom 
fashion)로  시간에  걸쳐서  시퀀스되는  다중  반전  음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른  개선점은  주파수 반
전,  시간  반전  및  시간  호핑  세그먼트  퍼뮤테이션(time  hopping  segment  permutation)의  결합을 활
용하여  협대역  스크램블러가  더욱  보안성이  유지되도록  한  것이다.(미국  특허  제4,434,323호참조) 
그러나,  이와  같이  개선시키면은  스크램블러  시스템의  복잡도  및  비용을  증가시키고  반전  호핑 앨고
리즘의 동기화를 복잡하게 한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목적은 키  발생된 롤링 코드(key  generated  rolling  code)에  의해 결정되는 음  주파수 호
핑 처리를 사용하여 아날로그 제한된 대역 주파수 반전 스크램블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제1롤링  코드를  활용하여  듀플렉스  채널의  1/2에서  음  주파수  호핑의  한  패턴을 
생성하고  제2롤링  코드를  활용하여  상기  듀플렉스  채널의  나머지  1/2에서  동조  주파수  호핑의  서로 
다른 패턴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통신 채널의 인터럽션으로부터 키 및 동기의 교환(exchange)을 보호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에게 포함된 키 발생이 제거되도록 키를 자동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및  그외  다른  목적은  오디오  주파수  대역  통신  채널상에서  동작하는  아날로그 주파
수  반전  스크램블러인  본  발명에  포함된다.   비보안  제1메세지는  제1보안  메세지로  순차적으로 주파
수  반전되어  채널상의  제2아날로그  주파수  반전  스크램블러로  전송된다.   채널상의 제2스크램블러로
부터  수신된  제2보안  메세지는  스크램블러에  의해  순차적으로  주파수  재반전된다.   스크램블러는 제
2스크램블러로  제1시드넘버를  제2시드  넘버로  교환시켜  제1비보안  메세지의  주파수  반전을 시퀀시하
도록  제1코드  발생과  제2보안  메세지의  주파수  재반전을  시퀀스하도록  제2코드  발생을  손쉽게  한다.   
또한,  제1코드  동기  신호는  스크램블러에  의해  전송되어  제2스크램블러에서  제1보안  메세지를 동기
화하고  제2코드  동기  신호는  상기  스크램블러에  의해  수신되어  제2코드를  제2코드  동기  신호로 동기
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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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의 설명]

본  발명을  사용하는  듀플렉스  아날로그  스크램블러는  제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협대역  통신  채널을 
통해서  활용될  수  있다.   협대역  채널의  한  형태는  듀플렉스  채널의  순방향  및  역방향  부분이 종래
의  하이브리드(hybrids)와  결합하는  표준  전화선일  수  있다.   전화기(101)내  송화기로부터  나오는 
오디오는  듀플렉스  아날로그  스크램블러(103)의  입력에  접속되고  본  발명에  따라  주파수가  반전되어 
스크램블러된  오디오로서  하이브리드(도시되지  않음)에  인가되고나서  전화  시스템의  평형  와이어 쌍
에  인가된다.   평형  와이어  쌍은  종래  방식으로  피호출되는  전화기(105)에  연결되는  평형  와이어 쌍
으로  스위치되어  접속되는  공중  스위치  전화  회로(PSTN)에  접속된다.   PSTN과  전화기(105)간에  본 
발명에  따라서  동작하는  제2듀플렉스  아날로그  스크램블러(107)가  배치된다.   스크램블러(103)로부
터  스크램블러된(반전된  주파수)  오디오는  스크램블러(107)에서  재반전되어  전화기(105)의  수화기에 
인가되는  클리어  오디오  신호(clear  audio  signal)를  발생시킨다.   반대  방향에서,  전화기(105)의 
송화기로부터  오디오는  듀플렉스  아날로그  스크램블러(107)에  의해  스크램블러되며,  PSIN에 인가되
며, 재반전되고 듀플렉스 아날로그 스크램블러(103)에 의해 전화기(101)의 수화기에 인가된다.

본  발명의  아날로그  스크램블러는  제2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셀룰러  무선  통신  시스템과  같은  무선 
전화  시스템에  사용될때  유용한  특성을  갖고  있다.   본   발명의  스크램블러는  유닛(201,203  및 20
5)과  같은  종래  가입자  유닛에  설치되어  고정  사이트  설비(fixed  site  equipment)(동료  스크램블러 
스테이션(companion  scrambling  station)이  셀룰러  전화  교환기(213)와  PSIN간의  접속부에  배치될 
때)또는  가입자  설비와  원거리에  있는  전화기(원거리에  있는  전화기가  동료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을 
갖고  있을  때)간에  듀플렉스  통신  보안을  발생시킨다.(원거리에  있는  전화기는  또다른  가입자 유닛
일 수 있다) 무선 전화 통신은 고정된 사이트 설비(207,209  및 211)와 같은 제어 설비 및 종래의 고
정  사이트  무선을  갖는  가입자  유닛에  의하여  설정될  수  있다.   각  고정  사이트  설비는  호출 배치
(call  placement),  제어  및  공중  스위치  전화  회로망(PSIN)에  상호  접속  동작을  수행하는  종래의 셀
룰러  전화  교환기(213)에  접속된다.   공지된  바와  같이,  셀룰러  시스템은  무선  유효  범위  에리어, 
즉  셀로  분할되어  넓은  지역에  걸쳐  무선  유효  범위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셀은  에리어(215,217 
및 219)로서 제2도에 개요적으로 도시된다.

가입자  유닛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예를  들면  가입자  유닛(210)  에리어(215)에서 
에리어(217)로  이동할  때,  고정  사이트  설비(207  및  209)에서의  제어  컴퓨터  및  셀룰러  전화 교환기
(213)에서의  제어  컴퓨터는  고정  사이트  설비(207)  및  가입자  유니트간의  무선  채널의  핸드오프가 
발생하는  것을  결정함으로써  가입자  유닛(201)을  고정  사이트  설비(209)에  접속시킨다.   상기 핸드
오프  처리는  가입자  유닛(201)에  의해  전송되고  고정  사이트  설비(207)에  의해  전송되는  오디오를 
뮤트(mute)시키며,  고정  사이트  설비(209)를  통하여  이용될  수  있는  채널로  무선  설비를  재동조 하
도록  가입자  유닛(201)에  디지탈  메세지를  전달하고  일단  가입자  유닛(201)이  전달받으면  오디오 통
로가  언뮤트  되도록  한다.   핸드오프  또는  무선  통로  페이드(fades)와  같은  인터럽트는  본  발명의 
특징을 사용하지 않는 스크램블러 설비에 중대한 동작상의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본  발명을  사용하는  가입자  유닛은  제3도에  블럭도로  도시된다.   모토로라에서  제조된  모델  번호 
F19  ZEA84399AA와  같은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무선  전화  송수신기는  도시된  바와  같이  듀플렉스 아
날로그  스크램블러(103)에  접속된다.   이와  같은  무선  송수신기는  수신부(301),  전송부(303), 주파
수  합성부(305),  논리부(307)  및  제어  유닛  및  핸드세트부(309)로  구성된다.   수신부(301)는 듀플렉
스(315)를  통해  안테나(311)이  접속된다.   듀플렉스(315)는  수신  신호  및  전송  신호가  서로 간섭없
이  수신되고  전송되도록  전송부(303)를  안테나(311)에  접속시킨다.   수신부(301)에  의하여  복원되고 
검출된  신호는  제어  유닛  및  핸드세트(309)에  접속되어  전화  수화기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나오는  오디오는  핸드세트  송화기에  의해  받아들여져  고정  사이트  설비(207)로 
전송되도록  전송부(303)에  접속된다.   수신부(301)  및  제어  유니트(309)간의  오디오  통로  및  제어 
유닛(309)  및  전송부(303)간의  오디오  통로에  본  발명의  듀플렉스  아날로그  스크램블러(103)가 배치
된다.(핸드-프리  스피커  및  외부  송화기는  본  발명의  아날로그  스크램블러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듀플렉스  아날로그  스크램블러(103)는  수신부(301)로부터  수신된  오디오  및  전송기(303)에 인
가되는  제어  유닛  핸드세트(309)로부터  나오는  오디오로  각각  동작한다.   각  방향에서  이와  같은 독
립적인  스크램블러  및  디스크램블러는  듀플렉스  채널의  1/2에서  공인되지  않은  코드의  파괴가  상기 
듀플렉스  채널의  나머지  1/2에서  코드를  손쉽게  파괴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듀플렉스  메세지에 부
가적인 보안성을 제공한다.

비록  본  발명의  스크램블러가  유선  및  무선  전화와  같은  장치에  대해  서술되었지만,  스크램블러는 
이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제한된  대역폭  채널을  통해서  아날로그  통신의  보안성을  요구하는 
모든 장치에 사용된다.

주파수  반전  스크램블러의  기본  동작이  제4도의  블러도로  도시되어  있다.   비보안  오디오  신호는 평
형  혼합기(401)의  한  포트(port)에  입력된다.   일반적으로,  오디오  신호의  최고  예측  주파수보다 높
은  주파수에서  반전  주파수  신호는  반전  주파수  발생기(403)에  의해  발생되어  평형  혼합기(401)의 
제2포트에  인가된다.   일반적으로  평형  혼합기(401)는  종래의  평형  구성에서 오리엔트(oriented)되
는  다이오드와  같은  자승-법칙  전송  특성을  갖는  장치로  구성된다.   자승-법칙  장치는  양측면에서 
180°  위상차를  갖는  반전  주파수를  공급받아  평형  혼합기(401)의  출력  포트에서  반전  주파수를 소
거시킨다.   비보안  오디오  신호는  비보안  오디오  신호  입력과  반전  주파수간의  합  및  차  주파수 뿐
만  아니라  반전  주파수  자체간의  합  및  주파수로  이루어진  출력  포트에서  신호를  발생시키는  평형 
시스템을  순간적으로  불평형하게  만든다.   그리고나서,  출력  신호는  반전  주파수  및  합  신호를 제거
하는  저역통과  필터(405)에  의하여  필터링된다.   그리고나서,  저주파수  비보안  오디오  신호  입력이 
고주파수  신호로서  나타나고,  고주파수  비보안  오디오  신호  입력이  저  주파수  신호로서  나타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보안  오디오  출력  신호가  변환된다.   예를들면  반전  주파수가  3500Hz와  동일하며 비
보안  오디오  신호가  300Hz  및  2500Hz의  두  주파수로  구성되면,  2500Hz  신호는   1000Hz  신호로 변환
되고  300Hz  신호는  3200Hz  신호로  반전된다(비보안  오디오  입력  신호  및  반전  주파수  신호  사이의 
차이)  따라서,  보안  출력  신호는  비보안  오디오  신호를  통과시킬  수  있는  대역폭을  갖는  채널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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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어 수신부로 전달된다.

채널의  멀리  떨어진  끝에서,  주파수  반전  디스크램블러는  보안  오디오  신호용  입력부와  재반전 주파
수  신호용  입력부를  갖는  평형  혼합기(407)를  사용한다.   주파수  발생기(409)에  의하여  발생된 재반
전  주파수는  발생기(403)에  의해  발생된  재반전  주파수는  발생기(403)에  의한  반전  처리에서 사용되
는  주파수와  반드시  동일해야만  한다.   상기  방법으로  동작하는  평형  혼합기(407)의  출력은 저역통
과  필터(411)에  의해  필터링되므로써  스크램블러  시스템에  대한  비보안  오디오  신호  입력과  동일한 
재반전되고  비보안적인  오디오  출력을  발생시킨다.   채널의  반대  방향으로  통신되는  비보안  오디오 
신호는  스크램블러/디스크램블러  설비의  이중  세트(duplicate  set)에  의해  주파수  반전  스크램블러 
처리에 좌우된다.

단일  반전  주파수로  반전되는  보안  오디오  신호를  동조  오디오  발진기로  스크램블러하는  것이 비교
적  손쉽기  때문에,  시스템의  스크램블러  및  디스크램블러  부분에  의해  공지된  패턴에서  고정  또는 
가변  속도로  반전  및  재반전  주파수를  하나  이상의  주파수로  변경시키므로써  보다  양호한  보안성이 
성취된다.   주파수  반전부  및  주파수  재반전부에서  주파수  호프의  의사  랜덤  시퀀스를  기억하여 반
전  및  재반전  주파수  발생기를  제어하는  다른  방법도  제안된다.   이  기술은  메모리  소자가  넓게 분
리  유닛에서  물리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즉,  모빌  전화  유닛은  중앙  서비스  설비에서 
호출되어  의사  랜덤  주파수  호프  패턴을  변경시킨다.   마찬가지로,  스크램블러  시스템은  메모리를 
변경시켜 원격 무선 전화 유닛 및 이 유닛의 대화 파트너가 보안이 유지되는 대화를 하게 한다.  원
격  무선  전화  유닛이  하나  이상의  보안  파티와  대화한다면,  상기  파티  각각은  의사  랜덤  코드 메모
리를 물리적으로 수정하여 보안 메세지 대화를 실행시킨다.  그러나 상기 동작은 실용적이지 
못하다.

본  발명은  소망의  보안  메세지의  초기에서  의사  랜덤  호핑  코드를  설정함으로써  상기  문제점을 피하
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으로부터  이동하여  듀플렉스  채널의 
1/2을  걸쳐서  응답  스크램블링  스테이션으로  통과하는  메세지에  대한  제1의사  랜덤  패턴  및 듀플렉
스  채널의  제2의  1/2에  걸쳐서  응답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으로부터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으로 통
과하는 메세지에 대한 제2 분리 의사-랜덤 호핑 패턴을 설정하는 것이다.

비보안  채널을  거쳐  전송되는  매우  짧은  호핑  패턴은  패턴  자체가  채널을  걸쳐  전달되면  특정  보안 
시스템으로  동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비보안  듀플렉스  채널의  제1의  1/2에  걸쳐서 발
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으로부터  응답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으로  랜덤  발생된  디지탈  넘버를 전송한
다.   응답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은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으로부터  디지탈  넘버의  수신에 응답하
여  다른  랜덤  디지탈  넘버를  발생하여  비보안  듀플렉스  채널의  나머지  1/2을  걸쳐서  발신 스크램블
러  스테이션으로  제2랜덤  디지탈  넘버를  전송한다.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
이션에  의해  발생된  랜덤  디지탈  넘버는  TX  시드로  불리우며  응답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에  의해 발생
된 랜덤 디지탈 넘버는 RX  시드로 불리운다.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은 TX  시드 및 RX  시드를 활
용하여  1비트씩  사이클되는  또다른  2진수를  발생시켜  한  사이클당  특정  비트  위치에서  판독하여 특
정한  엔코딩  넘버를  제공한다.   상기  사이클링  2진수는  롤링  코드(rolling  code)로서  공지되며 제5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판독하고 사이클링 될 수 있다.

제5도는  TX  시드  및  RX  시드로부터  발생되고  도시된  버킷  브리게이트(bucket  brigade)와  같은 일련
의  결합된  비트  기억  장소에서  초기에  기억되는  2진  워드로부터  롤링  코드를  판독하는  수단을 도시
한다.  본 실시예에서, 비트 기억 장소 D0,  D1  및 D2는 적절한 시간에서 판독되어 소정 시간 주기동
안 사용되는 반전 주파수를 선택한다.   소정 시간의 종료후에,  각 비트 메모리 장소의 내용은 D0 메
모리 장소에 위치되는 비트를 재발생하도록 배타적 OR되는 D M-1  및 D M-2  메모리 장소의 출력과 함께 다

음의  높은  비트  메모리  장소로  시프트된다.   본  실시예에서,  상태  타이밍은  100밀리초  지속되며, 새
로운 반전 주파수는 100밀리초 마다 발생된다.   래치 D0  내지 D2로부터 판독되는 세개의 비트는 8반
전 주파수까지 규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반전 주파수는 대략 2600Hz에서 3500Hz
까지의 범위의 주파수 대역으로 선택된다.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  및  응답  스크램블러  스테이션  각각은  계속적으로  분리  랜덤  넘버를   발생
한다.   보안  동작  모드가  인입될때마다,  하나의  랜덤  넘버는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에  의해 포착
되어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에  의해   TX  시드  넘버로서  사용된다.   유사한  또다른  랜덤  방법은 
응답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에  의해  포착되고  RX  시드로서  사용된다.   선택적으로,  TX  시드용으로 발
생된  랜덤  넘버는  RX  시드용으로  선택된  넘버와  동일하며,  초기화는  무효라고  간주되어  새로운 넘버
가  선택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중요한  특정은  각  스크램블러  유닛에  의한  시드의  자동  발생이 사용
자에게서  키  관리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또한,  본  발명은  현재의  좋은  보안성  암호화  시스템을 더
욱 개선시킨 것이다.

TX  및  RX  시드 넘버는 발신 및 응답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에 의해 사용되어 두개의 독립적인 롤링 코
드  넘버를  발생시킨다.   하나는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에서  응답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순방향 채
널)으로  진행하는  듀플렉스  채널의  1/2에서  주파수  호프의  패턴을  시작하고,  또다른  하나는  응답 스
크램블러  스테이션에서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역방향  채널)으로  진행하는  듀플렉스  채널의 나머
지  1/2에서  주파수  호프의  패턴을  시작하는  것이다.   각  롤링  코드  시작  포인트  넘버는  제5도에 도
시된 바와 같이 롤링 코드 발생기로 로드된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롤링 코드 시작 포인트 값은 다
음 등식에 따라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 및 응답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에서 발생된다.

TX 시작=A*(TX 시드+B)+C*(RX 시드+D)

RX 시작=A*(RX 시드+B)+C*(TX 시드+D)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  발생기  및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  재반전  롤링  코드  발생기  각각은 발

생기가  갱신될때  마다(본  실시예에선  100밀리초 마다)2
n-1

 비-반복  코드중  하나를  발생시킨다.   음 
제어에서의  또다른  처리가  동일  반전  주파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것은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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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주파수  어택커(attacker)가  단지  100밀리초의  시간  간격에서  깨끗한  오디오를  듣는  것을 보장
한다.

본  발명을  사용하는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은  제6도에  도시되어  있다.   본  발명의  아날로그 스크램블
러는  전송부(TX)  및  수신부(RX)  오디오  통로로  한정되는  두개의  독립적인  오디오  통로를  사용한다.   
보안  오디오  신호가 출력 포트 및  비보안 듀플렉스 채널의 1/2로  통과하기 전에,  TX   오디오 통로
는  클리어를  수신하며  비보안  오디오  주파수는  비보안  오디오  신호를  100밀리초와  동등한  시간 주기
동안  다수의  반전  주파수중  하나의  주파수로  반전시킨다.   수신  오디오  통로는  포트에서  RX 오디오
상의  보안  주파수  반전된  오디오를  수신하며,  반전되어  수신된  오디오를  신호를  재반전  시키며, 비
보안  및  스크램블러  되지  않은  수신  오디오를  활용  수단(utilization  means)으로  통과시킨다.   셀룰
러  모빌  무선전화에  사용되는  본  발명의  스크램블러  경우에서,  TX  오디오  출력포트는  무선  전화 전
송기에  결합되고,  RX  오디오  입력부  포트는  송수신가  수신부에  결합되고  TX  오디오  입력부는 송화기
에 결합되고 RX 오디오 출력부는 스피커 또는 수화기에 결합된다.

TX  롤링  코드의  발생기는  또다른  아날로그  스크램블러에서  RX  롤링  코드  발생기보다  앞서  있는 마스
터  롤링  코드  발생기이다.   다시  말하면,  제1도의  듀플렉스  시퀀스  아날로그  스크램블러(103)의  TC 
롤링  코드  주파수  반전  발생기는  마스터  롤링  코드  주파수  반전  발생기이며  제1도의  듀플렉스 아날
로그  스크램블러(107)에서  RX  롤링  코드  주파수  반전  발생기  보다  앞서  위치되어야만  된다.   제6도
의  아날로그  스크램블러의   RX  롤링  코드  발생기는  역방향  듀플렉스  채널로부터  수신된  RX  오디오 
입력을  발생시키는  아날로그  스크램블러의  TX  롤링  코드  다음에  있는  슬레이브  롤링  코드 발생기이
다.   제1도를  참조하면,  듀플렉스  아날로그  스크램블러(107)는  듀플렉스  아날로그 스크램블러(103)
의 RX 롤링 코드가 슬레이브인 TX 롤링 코드를 제공한다.

다시  제6도를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서의  스크램블러  스테이션  동작은  마이크로컴퓨터(601)의 제어
하에  있으며,  상기  마이크로컴퓨터는  모토로라  형  MC6805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같은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일  수도  있다.   마이크로컴퓨터(601)는  크리스탈  제어  발진기((603)으로  도시)에  의해 클럭
되어  반전  주파수  안정화  및  코드  동기화를  위하여  주파수  안정  클럭을  발생시킨다.   마이크로컴퓨
터(601)  및  자체 내부 연결 메모리는 (a)  TX  롤링 코드 시작 넘버를 발생하는데 사용되는 랜덤 시드 
넘버를  연속적으로  발생하며,  (b)  TX  롤링  코드  시작  포인트  2진수를  발생시켜  RX  롤링  코드  시작 
포인트  2진수를  발생시키며,  (c)  TX  롤링  코드를  갱신  및  출력시키고  RX  롤링  코드를  갱신  및 출력
시키며,  한편  멀리  떨어진  수신  스크램블러에서  롤링  코드로  동기화를  유지시키며,  (d) 스크램블러
의 뮤팅 및 바이패스 기능을 제어하는 기능들을 수행한다.

TX  롤링  코드의  4-비트  샘플은  4비트  버스상의  마이크로컴퓨터(601)로부터  TX  클럭  주파수 발생기
(605)로  출력된다(상기  4-비트  샘플은  마이크로컴퓨터(601)에  의하여  세개의  비트  주파수로부터 맵
된다).  TX  클럭  주파수  발생기(605)는  버스로부터  나오는  네개의  비트  코드를  TX  아날로그 스크램블
러  혼합기(607)에  인가되는  TX  반전  주파수  신호로  변환시켜  비보안  TX  오디오  신호  입력을 반전시
킨다.   TX  아날로그  스크램블러  혼합기(607)는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아날로그  스크램블러  또는 그
와  동등한  회로인  표준  마이크로시스템  코포레이션  COM9046를  사용함으로써  수행될  수도  있다.   주
파수  반전  TX  오디오  신호는  TX  아날로그  스크램블러  혼합기(607)에서  마이크로컴퓨터(601)에  의해 
제어하는  TX  뮤팅  스위치(609)로  출력된다.   TX  뮤트  스위치(609)로부터의  출력은  증폭기(611)에 인
가되며  비보안  듀플렉스  채널상에서  보안  신호로서  전송하기  위하여  출력된다.   유사하게,  RX롤링 
코드는  네개의  비트  버스상의  RX  클럭  주파수  발생기(613)로  출력되어  적절한  RX  반전  주파수 신호
로  변환시켜  RX  아날로그  스크램블러  혼합기(615)의  하나의  포트에  인가한다.   보안  주파수  반전  RX 
오디오  입력  신호는  RX  아날로그  스크램블러  혼합기(615)의  또다른  포트에  인가되어  RX  반전  주파수 
신호에  따라  재반전시키고  RX  수신  뮤트  스위치(617)(마이크로컴퓨터(601)에  의해  제어됨)로 출력된
다.   RX  뮤트  스위치(617)로부터의  출력은  전화  핸드세트  수신기  또는  스피커  의해  사용되기  위하여 
비보안  RX  수신  오디오  출력  신호와  같은  출력을  증폭기(619)에  의해  증폭된다.   TX  아날로그 스크
램블러  혼합기(607)  및  RX  아날로그  스크램블러  혼합기(615)는  클리어  오디오가  전송되고  수신될때 
각각  바이패스  스위치(621  및  623)를  통해  마이크로컴퓨터(601)의  명령에  따라서  바이패스될  수 있
다.

마이크로컴퓨터(601)가  멀리  떨어진  스크램블러  스테이션내  마이크로컴퓨터와  통신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뎀(625)은  멀리  떨어진  아날로그  스크램블러  마이크로컴퓨터에  전송하기  위하여 마이크로
컴퓨터(601)로부터  나오는  데이타를  수신하며,  마이크로컴퓨터(601)에  전송하기  위하여  멀리  떨어진 
아날로그  스크램블러  마이크로컴퓨터로부터  나오는  데이타를  수신한다.   본  실시예에서  모뎀(625)은 
내셔널  반도체 74HC943 또는 그와 등가인 300BAUD 모뎀이다.

제7도의  블럭도는  TX  클럭  주파수  발생기(605)  또는  RX  클럭  주파수  발생기(613)를  표시한다.   롤링 
코드  샘플은  네개의  비트  버스상의  모토로라  형  74HC163와  같은  동기  프리세트(701)를  갖는  네개의 
비트 2진  카운터(701)의  P0,  P1  및  P2에  입력된다.   4비트  버스중 한   비트는 모토로라 형 74HC163
인  제2의  4비트  2진  카운터(703)의  P0  입력에  인가된다.   카운터(701  및  703)는 마이크로컴퓨터
(601)로부터  고속  클럭으로  클럭될때  반전  주파수  게이트로  동작하여  4-비트  입력에  의해  한정된 16
과  32  사이  수를  카운트한  후에  NAND  게이트(709)를  디스에이블한다.   그러므로  입력  롤링  코드에 
의해  결정된  듀티  싸이클을  갖는  구형파  출력은  4비트  2진  카운터(703)의  Q0  단자에서  출력되어, 
NAND  게이트(709)에  의해  고속  클럭을  제어하고,  적절한  아날로그  스크램블러  혼합기에  의해 사용되
는 반전 주파수 신호로서 출력된다.

제8도  내지  제13도는  타이밍도에  의한  시스템  동작을  나타낸다.   스크램블된  모드의  발신  및 스크램
블된  모드의  클리어에서  TX  시드  및  RX  시드의  교환이  제8,9,10  및  11도에  도시된다.   채널 페이딩
(channel  fading)  또는  핸드오프중  어느  하나에  의한  동기  손실동안의  시스템  동작이  제12  및 13도
에 도시된다.

스크램블된  모드가  요청될때,  제8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은  랜덤하게 발생
된  TX  시드  넘버(801)를  포함하는  300BAUD에서  메세지를  전달한다.   본  실시예에서  1초인  소정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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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후에  TX  시드  넘버의  제2전송이  발생한다(803).  TX  시드를  전달하는  두개의  부가적  시도는  1초 
간격에서  일어나며(805,807),  응답이  응답  스크램블링  스테이션으로부터  수신되지  않는다면,  탐지 
타이머는(응답 스크램블러 스테이션 탐지) 종료되어 더 이상 시드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응답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이  TX  시드에  응답하면(801),  제9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TX  시드 
및  RX  시드의  핸드세이크  교환이  수행된다.   스크램블된  모드는  RX  시드(901)를  갖는  응답 스크램블
러  스테이션에  의해  응답된다.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은  본  실시예에서  RX  시드  넘버 전송(90
1)의  끝에서  350밀리초내에서  발생하며,  반복되는  RX  시드  넘버를  포함하는  확인  메세지(903)로 응
답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의  전송을  인지한다.   확인  메세지(903)의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  전송 
다음에,  TX  시드  넘버의  제2전송은  듀플렉스  채널의  역  1/2상의  응답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에  의한 
확인  메세지(907)(TX  시드  넘버의  반복을  포함)에  의하여  350밀리초내에서  듀플렉스  채널의  순방향 
1/2(905)에서  발생한다.   확인  메세지(907)  다음에,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  및  응답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으로부터의  동기  신호의  전송은  반드시  동일  시간에서(각각  (909)  및  (911))  발생한다.   전
파  시간이  동기(sync)  신호의  절대  시작  포인트를  시프트시킬지라도,  실제  시프트  시간은  동기 신호
의  지속  시간과  관계하여  작다.   동기  신호의  주  목적은  발신  스테이션에서  TX  롤링  코드  발생기와 
응답  스테이션에서  RX  롤링  코드  발생기를  정렬시키는  것이다.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으로부터 
반전  주파수의  호핑이  동기화와  동일한  전파  지연에  좌우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쁜  영향을  미치는 
신호가  응답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에서  실현되지  않는다.   유사하게,  응답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으로
부터  나오는  동기  신호는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의  RX  롤링  코드를  발생기를  응답  스크램블러 스
테이션의  TX  롤링  코드  발생기와  정렬시키며  또한  스크램블된  신호와  동일한  전파  지연에  좌우된다.   
그러나  동기화  신호는  듀플렉스  채널의  통로에서  상호  정렬되어  비보안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  및  응답  스크램블러  스테이션  사이에  존재하는  에코를  억압시키는  장점이 
있다.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  및  응답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으로부터  나오는  각  동기  신호는 제9
도에서  동기  펄스(913  및  915)로  도시된  바와  같이  매  6초마다  본  실시예에서  반복된다.   상기  6초 
간격동안  호핑된  주파수  반전되어  보안된  오디오의  전송은  듀플렉스  채널의  하나  또는  두개의 1/2상
에서  전송될  수  있다.   각  동기  신호동안,  동기  신호가  간섭없이  전송되도록  오디오는  짧은 주기동
안 뮤팅된다.

응답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이  제4TX  시드  전송(807)후  TX  시드의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에 응답한
다면,  비록  탐지  타이머가  종료된다  할지라도  핸드세이크가  완료되어,  더이상  자동  TX  시드가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으로부터  전송되지  않는다.   일부  경우에  있어서,  호출  완료시의  지연은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  TX  시드  전송의  3초보다  길다.  본  실시예에서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은 스크램블
된  모드에  위치되며  호출될때  응답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의  핸드세이크  시퀀스로서  4개의  RX  시드 전
송  시퀀스에  응답한다.   따라서,  제10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응답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은  듀플렉스 
채널의  역방향의  1/2에서  RX  시드(1001)로  스클램블된  모드를  초기화한다.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
션은  TX  시드(1005)에  바로  앞서  순방향  듀플렉스  채널상에서  확인  메세지(RX  시드  넘버의  반복)에 
응답한다.   응답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이  TX시드(1005)의  끝의  350밀리초내에서  확인  메세지(1007)에 
응답한다면,  스크램블된  동작  모드는  반드시  동기  신호(1009  및  1011)  다음에  인입된다.   동기 신호
가 매 6초마다 전송되는 표준 스크램블된 모드가 인입된다.

비보안  듀플렉스  채널상에서  음성  전송의  클리어  모드로  리턴하기  위하여,  클리어  메세지(1101)는 
제1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에  의하여  전송된다.   클리어  메세지(1101)의 
끝에서,  응답  스크램브러는  클리어  모드를  인입하고  더이상  오디오의  주파수  반전은  제공되지 않는
다.  유사한 클리어 메세지는 응답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에 의해 발생되어 음성 동작을 클리어 한다.

채널  페이드  또는  핸드오프  동안처럼  동기가  일시적으로  손실된다면  디지탈  동작  모드는  본  발명의 
스크램블러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복원된다.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은  제12도에서  동기 신호
(1201,1203  및  1205)로  도시된 바와 같이 매 6초마다 자체 동기 신호를 전송한다.   그러나,  응답 스
크램블러는  동기  신호(1201)  및  미싱(missing)  동기  신호(1203  및  1205)로  제12도에  제2라인에 도시
된  동기  신호를  수신한다.   응답  스크램블러  스테이션  및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에서,  그들의 스
크램블링  동작은  안정  발진기에  의해  제어되기  때문에  각각의  스크램블러는  동기의  열화없이도 최소
한 두개의 미싱 동기 신호를 통해 자유롭게 실행될 수 있다.   동기 신호가 미싱될때,  각 스크램블러
는  롤링  코드  발생기가  100밀리초  속도로  계속해서  갱신하도록  한다.   제2동기  메세지(1205')의 미
싱  다음에,  응답  스크램블러는  듀플렉스  채널이  역방향  1/2에서  정상  전송시  동기  요청 메세지
(1207)를  삽입한다.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은  동기  요청  메세지(1207)를  수신하며(1209')와 같
은  응답  스크램블러에  의해  수신된  동기  신호(1209)에  응답한다.   그러므로,  듀플렉스  채널의 역방
향  1/2에서  응답  스크램블러에  의해  전송되는  동기  신호와  일치하지  않는  시간에서만  듀플렉스 채널
의  순방향의  1/2에서  동기화는  재설정된다.   동기화가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에  의해  수신되지 
않으면 상기 처리가 일어난다.

제1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응답  스크램블러는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  동기  신호  응답(1209)을 
수신못하면,  응답  스크램블러는  듀플렉스  채널의  역방향  1/2에서  동기  손실  메세지(1301)를 전송하
므로써,  동기가  상실되고  재동기화의  자동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한  것을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
에 통지한다.   클리어 메세지 전송 및  새로운 스크램블링 핸드세이크에 대한 발신 및  응답 스크램블
러  스테이션  결합은  새로운  RX  시드  넘버(1303)를  전송하는  응답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에  따라 자동
적으로  시도된다.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운  (1305)에서  새로운  TX  시드를  전송하고  핸드세이크 
처리를 시작한다.

제14도는  본  발명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메세지  포맷을  도신한다.   메세지  동기  패턴  다음에,  일련의 
비트는  전송되는  특정  메세지  형태를  한정하는데  사용된다.   상기  메세지  형태로서  동기  신호,  확인 
메세지,  TX/RX  시드,  동기  요청  메세지,  동기  상실  메세지  및  클리어  메세지를  들수  있다.   선택적
인  데이타  필드는  부가적  데이타  예를들면  시드  넘버를  필요로  하는  메세지들과  더불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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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스크램블러  유닛의  마이크로컴퓨터가  시스템  동작을  성취하는  처리는 
제15a도   내지  제15f도의  플로우챠트로  도시된다.   스크램블된  모드를  인입하기  위한  요청에서, 처
리는  마이크로컴퓨터(601)(1501에서)의  랜덤  시드  넘버  발생기로부터  넘버를  포착하여  (1503)에서 
탐지 타이머를 작동시킨다.  상기 랜덤 시드 넘버는 (1505)에서 TX 시드로서 전송되고 처리는 
(1507)에서  확인  메세지  타이머를  작동시키므로써  타이머가  결정  블럭(1509)을  포함하는  루프에 의
해  결정되는  종료를  기다림으로써  응답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으로부터  확인  메세지의  수신을 대기한
다.   확인  타이머가  수신되는  확인  메세지  없이  종료된다면,  TX  시드  플래그는  (1511)에서 클리어되
고  탐지  타이머가  타임  아웃되었는지에  대한  결정은  결정  블럭(1513)에서  이루어진다.   탐지 타이머
가  타임  아웃되지  않았다면,  TX  시드  처리의  전송은(블럭(1505)에서  시작)  결정  블럭(1515)에  의해 
결정되는 바와 같은 매초 내지 3초에서 재인입된다.

탐지  타이머가  수신되는  확인  메세지  없이  타임  아웃(1513)된다면,  처리는  모든  스크램블링  발신 플
래그를  클리어하고  제15b도의  (1517)에서  핸드세이크  처리를  종료한다.   그러나,  응답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이  탐지  타이머  종료  시간을  초과하여  TX  시드  메세지  응답에  지연되고,  (1519)에서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에  의해  수신되는  RX  시드를  전송한다면,  이  처리는  (1503)에서  핸드세이크 처
리의 시작 탐지 타이머로 리턴한다.

확인  메세지가  제15a도의  블럭(1521)에서  결정되는  바와  같이  응답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으로부터 수
신된다면,  처리는  제15c도의  블럭(1523)에서  응답  스테이션으로부터  RX  시드의  수신을  대기한다.   
RX  시드가  수신(블럭(1525)에서  결정됨)되기  전에  탐지  타이머가  종료된다면,  핸드세이크  처리는 종
료되고  모든  플래그는  블럭(1517)  엔트리에  의해  클리어된다.   RX  시드가  적절하게  수신된다면, 롤
링  코드  넘버  시작  포인트는  상기  언급된  등식에  따라  블럭(1527)에서  계산된다.   INSYNC  타이머가 
블럭(1529)에서  시작되고  블럭(1531)에서  처리가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  포맷  또는  응답 스테이
션  포맷을  따르는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발신  스크램브러  스크램블링 스테이션이라
고  가정하면,  TX  롤링  코드  발생기는  블럭(1533)에서  시작된다.  제1동기  신호는  (1535)에서 전송되
고  TX  오디오  신호는  (1537)에서  스크램블된  모드로  스위치된다.   블럭(1539)에서  결정되는  바와 같
이  제1RX  동기  신호가  수신될때,  발신  스크램블러  스테이션  RX  롤링  코드는  블럭(1541)에서  RX  동기 
신호와  정렬되고,  안정  상태  동기  처리가  시작되기  전에  RX  롤링  코드  발생기는  블럭(1543)에서 시
작된다.  블럭(1545)에서  결정되는  바와  같이  제1RX  동기  신호가  수신되기  전에,  INSYNC  타이머가 종
료된다면,  동기  상실  메세지는  제15e도의  블럭(154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송된다.   발진  모드 결
정이(제15c도상에  블럭(1531))  상기  스테이션이  응답  스크램블러  스테이션인  것을  표시한다면, 
INSYNC  타이머가  블럭(1547  및  1549)에서  종료되기  전에  제1동기  신호가  수신되는지  여부를 결정한
다.   제1동기  신호가  수신되기  전에  INSYNC  타이머가  종료된다면  동기  상실  메세지는  제15e도의 블
럭(1546)에  도시된  바와같이  전송된다.   제1동기  신호가  적절하게  수신된다면,  응답  스크램블러 스
테이션  처리  흐름은  블럭(1551)에서  응답  RX  롤링  코드를  제1동기  신호에  정렬시킨다.  응답 스크램
블링  스테이션  TX  롤링  코드  발생기는  블럭(1553)에서  시작되고,  응답  스크램블링  스테이션  RX  롤링 
코드  발생기는  제1응답  스크램블링  스테이션  동기  신호가  블럭(1557)에  전송되기  전에  동작된다.   
스크램블된 오디오 및 동기의 안정 상태 전송은 인입될 수도 있다.

발신  스크램블링  스테이션  또는  응답  스크램블러링  스테이션중  어느  하나에  대한  안정  상태 동기화
가  제15d도의  처리에  도시된다.   동기  상태는  스크램블된  호출이(블럭(1158)에서)  처리중에  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와  함께  우선적으로  인입된다.   셀룰러  무선  전화에서,  일반적으로 제
어  유닛  핸드세트(309)는  스크램블된  모드일때는  워드  SCRAM과  스크램블된  모드가  아닐때는  워드 
CLEAR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기(도시되지  않음)를  사용한다.   핸드세트가  표시기를  갖지  않으면, 단
일  LED는  스크램블된  모드를  표시하도록  사용될  수도  있다.  RX  롤링  코드  타이머가(본  실시예에서 
100밀리초로  세트)  블럭(1559)에서  결정되는  바와  같이  종료될때,  RX  롤링  코드  값은 블럭(1561)으
로 진행된다.   또한  TX  롤링 코드 타이머가 블럭(1563)에서 결정되는 바와 같이 종료될때,  다음 TX 
롤링 코드 값은 블럭(1565)에서 설정된다.  TX 동기 타이머가 종료될때, 동기화 신호는 블럭
(1567,1569)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TX  롤링  코드  발생기  천이의  초기  엣지를  표시하도록  전송된다.   
RX  동기  신호가  수신될때,  RX  롤링  코드  발생기는  블럭(1571,1573)에서  RX  동기  신호와  정렬되며, 
RX  동기  상실  타이머는  블럭(1575)에서  종료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타이머가  종료된다면,  안정 상
태 동기 처리는 블럭(1159)에서 다시 시작한다.

동기  신호가  상실되었다고  결정된다면,  재동기  타이머는  제15e도의  블럭(1579)에서  시작된다.   동기 
요청  메세지는  블럭(1581)에서  전송되고,  이  처리는  재동기  타이머가  타임  아웃되기 전에(블럭
(1583,1585)에서  결정되는 바와 같이)  응답 RX  동기 신호를 대기한다.   RX  동기  신호가 적절한 시간
에  수신되면,  RX  롤링  코드  발생기는  블럭(1587)에서  RX  동기  신호와  재정렬되며,  RX  동기  상실 타
이머는  처리가  블럭(1559)에서  시작하는  안정  상태  동기로  리턴되기전  블럭(1589)에서  리세트된다.   
RX  동기  신호가  수신되기  전에  재동기  타이머가  종료되면,  동기  상실  메세지는  블럭(1546)에서 전송
되며,  모든  플래그가  블럭(1591)에서  클리어되고,  전송  및  수신  오디오  통로는  블럭(1593)에서 클리
어 오디오 모드로 세트된다.  그때 재설정 보안 통신은 블럭(1501)에서 시작된다.

제16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클리어  오디오  모드로  리턴하도록  스크램블링  스테이션을 요청
할때,  처리는  블럭(1601)에서  사용자  요청을  검출한다.   클리오  오디오  메세지는  블럭(1603)에서 듀
플렉스  채널의  1/2에서  전송되며,  모든  플래그는  블럭(1605)에서  클리어되고  전송  및  수신  오디오 
통로는  블럭(1607)에서  클리어  오디오  모드로  세트된다.   사용자가  블럭(1609)에서  스크램블된 오디
오  또는  블럭(1611)에서  시드  메세지의  수신을  요청할때까지  처리는  대기  모드로  진행한다.   이러한 
처리는 제15a도의 블럭(1501)의 랜덤 시드 켑쳐(capture)처리로 진행시킨다.

간단히  말하면,  아날로그  반전   주파수  호핑  스크램블러가  도시되고  기술되었다.   랜덤  넘버  TX 시
드를  발생시키는  발신  스크램블링  스테이션과  랜덤  넘버  RX  시드를  발생시키는  응답  스크램블링 스
테이션  사이에서  시드를  교환함으로서  스크램블러는  스크램블링  처리를  초기화한다.   발신 스크램블
러는  응답  스크램블링  스테이션으로부터  수신된  TX  시드  및  RX  시드를  사용하여,  전송된  메세지를 
주파수  반전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주파수  호핑의  패턴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롤링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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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의 시작 포인트 값을 계산한다.   또한,  발신 스크램블러는 TX  시드 및 RX  시드를 사용하여 수
신  스크램블된  메세지의  주파수  반전을  위한  주파수  호핑  패턴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2롤
링  코드  발생기에  대한  시작  포인트  값을  계산한다.   응답  스크램블러는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동일 
코드를  발생시킨다.   롤링  코드간의  동기화는  전송  및  수신  스크램블된  오디오의  뮤트  동안  매 6초
마다  전송되는  동기  신호를  통해  유지된다.   동기화는  에코를  피하기  위하여  동시에  전송된다.  본 
발명이  특정  실시예를  토대로  도시하고  서술되었지만,  상기에서  도시되고  기술된  바와  같은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남이  없이  당업자는  각종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모든  변경과 수
정 및 실시예가 첨부된 청구범위내에 포함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통신  채널상의  제1보안  메세지로서  제2아날로그  오디오  주파수  대역  스크램블러에  전송하기  위하여 
제1비보안  메세지를  순차적으로  주파수  반전시키므로써  그리고  상기  통신  채널상의 제2스크램블러로
부터  수신된  제2보안  메세지를  순차적으로  주파수  재반전시키므로써  상기  통신  채널  전체에서  통신 
보안을  유지시키는  아날로그  오디오  주파수  대역  스크램블러에  있어서,  상기  제2스크램블러로 제1시
드  넘버를  제2시드  넘버로  교환시키는  수단과,  상기  교환된  제1  및  제2시드  넘버로부터  제1코드  및 
제2코드를  발생시키는  수단으로서,  상기  제1코드의  최소한  일부분은  제1비보안  메세지의  상기 순차
적인  주파수  반전을  시작하고  상기  제2코드의  최소한  일부분  제2보안  메세지의  상기  순차적인 주파
수  재반전을  시작하는  상기  발생  수단  및  상기  통신  채널상에  제1코드  동기  신호를  전송하고,  상기 
채널로부터  제2코드  동기  신호를  수신하는  수단을  구비하므로써,  상기  제2스크램블러에서  주파수 재
반전된  제1보안  메세지를  상기  제1코드  동기  신호에  동기시키고  상기  제2코드를  상기  제2코드  동기 
신호에 동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보안용 아날로그 오디오 주파수 대역 스크램블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교환  수단은;  상기  제1시드  넘버를  발생시키는  수단과,  상기  채널상의 제1메
세지  버스트로  상기  제1시드  넘버를  전송하는  수단  및  상기  채널로부터  상기  제2시드  넘버를 수신하
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보안용 아날로그 오디오 주파수 대역 스크램블러.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 수단은 ;  상기 제1시드 넘버,  상기 제2시드 넘버,  최소한 하나의 부가적 
넘버(at  least  additive  number)  및  최소한  하나의  소정  승산  팩터를  산술적으로  결합하여  상기 제1
코드를  발생시키는  수단과,  상기  제1시드  넘버,  상기  제2시드  넘버,  최소한  하나의  부가적  넘버  및 
최소한  하나의  소정  승산  팩터를  산술적으로  결합하여  상기  제2코드를  발생시키는  수단과,  상기 제1
코드의  소정  디지트를  판독하여  시간간격에서  상기  코드를  시프트하여  롤링코드  넘버를  발생시키는 
수단  및  상기  제2코드의  소정  디지트를  판독하고  시간  간격에서  상기  코드를  시프트하여  롤링 코드
를  상기  순차적인  주파수  반전을  시퀀스하도록  생성시키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
신 보안용 아날로그 오디오 주파수 대역 스크램블러.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코드  동기  신호를  전송하는  수단은  상기  통신  채널에  동작적으로  결합되는 
모뎀의  변조기를  더  구비하여  상기  제2시드  넘버의  수신을  확인하여  상기  제1코드  동기  신호를 전송
하기  앞서  제2음성대역  메세지  버스트로  상기  제1시드  넘버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보
안용 아날로그 오디오 주파수 대역 스크램블러.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코드  동기  신호  및  상기  제2코드  동기  신호를  조정하는  수단을  더 구비하
여 상기 제1코드 동기 신호 및 상기 제2코드 동기 신호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
신 보안용 아날로그 오디오 주파수 대역 스크램블러.

청구항 6 

통신  채널상의  제1보안  메세지로서  제2아날로그  오디오  주파수  대역  스크램블러에  전송하기  위하여 
제1비보안  메세지를  순차적으로  주파수  반전시키므로써  그리고  상기  통신  채널상의  상기 제2스크램
블러로부터  수신된  제2보안  메세지를  순차적으로  주파수  재반전시키므로써  햅대역폭  채널  전체에서 
통신  보안을  유지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2스크램블러로  제1시드  넘버를  제2시드  넘버로 교환
시키는 단계와, 상기 교환된 제1 및 제2시드 넘버로부터 제1코드 및 제2코드를 발생시키는 
단계로서,  상기  제1코드의  최소한  일부분은  상기  제1비보안  메세지의  상기  순차적인  주파수  반전을 
시작하고  상기  제2코드의  최소한  일부분은  상기  제2보안  메세지의  순차적인  주파수  재반전을 시작하
는 상기 발생 단계 및 상기 통신 채널상에 제1코드 동기 신호를 전송하고 상기 통신 채널로부터 제2
코드  동기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므로써,  상기  제2스크램블러에서  상기  주파수  반전된 제1
보안  메세지를  상기  제1코드  동기  신호에  동기시키고,  상기  제2코드를  상기  제2코드  동기  신호에 동
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보안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교환  단계는  :  상기  제1시드  넘버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통신  채널상의 
제1메세지  버스트로  상기  제1시드  넘버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통신  채널로부터  상기  제2시드 넘
버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보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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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 단계는 :  상기 제1시드 넘버,  상기 제2시드 넘버,  최소한 하나의 부가적 
넘버  및  최소한  하나의  소정  승산  팩터를  산술적으로  결합시켜  상기  제1코드를  발생시키는  단계와, 
상기  제1코드의  소정  디지트를  판독하여  시간  간격에서  상기  코드를  시프트하여  롤링  코드  넘버를 
발생시키는  단계  및  상기  제2코드의  소정  디지트를  판독하고  시간  간격에서  상기  코드를  시프트하여 
상기  순차적인  주파수  반전을  시퀀스하도록  롤링  코드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 보안 방법.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코드  동기  신호  및  상기  제2코드  동기  신호를  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여 상기 제1코드 동기 신호 및 상기 제2코드 동기 신호를 반드시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
신 보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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