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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셀 통신시스템의 연속암호동기화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셀 통신시스템의 연속암호동기화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이동교환센터, 다수의 기지국 및 다수의 이동국을 구성하는 셀 무선 통신시스템의 개략도.

제2도는 본 발명의 시스템의 실시예에 따라 이동국 장비의 개략적인 블록도.

제3도는 본 발명의 시스템의 실시예에 따라 사용된 기지국 장비의 개략적인 블록도.

제4도는 타임-오브-데이(time-of-day) 구동 암호시스템의 개략적인 블록도.

제5도는 공지된 동기화 메카니즘에 의해 사용된 메시지 포맷의 대표도.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라  만들어진  동기화  메카니즘을  포함하는  타임-오브-데이  또는  블록-계수  구동 
암호시스템의 개략적인 블록도.

제7도는 본 발명에 따라 사용된 실험적인 멀티플렉싱포멧의 대표도.

제8도는 의도한 목적이 적용된 기지국 부분을 예시한 기지국 장비의 블록도. 

제9도는 의도한 방법을 예시한 시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배경

본 발명은 디지털 통신시스템에 관한 것이고 특히 이 시스템 내에 설치된 데이터통신의 암호
(encrytion)에 대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선행기술

셀  무선통신은  전세계적인  산업분야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셀  무선  통신시스템은  작동시 전기
통신  시스템의  소량의  프랙션(fraction)만을  포함하지만,  이  프랙션은  점차  증가할  것이고  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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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모든 전기통신 시스템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확신은  통신망내에서  가입자를  연결하는  와이어기술(wite    technology)에  의존하는 종래
의 전화통신망이 고유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표준 가정용 또는 사무용 전화기는 어떤 최대길이의 전화기 코드에 의해 벽출구 또는 전화잭
(telephonejack)에  의해  벽출구에  연결되어  있다.   와이어들은  전화기  출구를  전화회사의  시내교환 
사무실과 연결시킨다.

따라서,  전화기  사용자가  이동할지라도  전화기코드의  길이에  제한받지  않을  뿐아니라  작동전화기 출
구 시내교환 사무실과 연결된 출구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

셀  무선시스템의  발명은  이러한  제한들을  극복하는데  이바지  했고  다른  사람과  통신하는데  수고없이 
전화기 이용자가 그의 집 또는 사무실 주위 또는 멀리 떨어져 이동할 수 있는 능력에 이바지 했다.

일반적인  셀  무선시스템에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차량은  기지국과  통신하고  사용자를  시스템의 
다른  이동국  및  공중교환전화망(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TN)의  랜드라인(landline) 
부분들에  연결하는  셀  무선  통신시스템의  중요한  단점은  아날로그  무선전송이  쉽게  도청될  수 있다
는 것이다.

특히,  이동국과  기지국  사이의  어떤  또는  모든  통신이  알맞는  전자수신기를  통신의  주파수  또는 주
파수들에 동조(gurning) 시키므로서 허가없이 감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신기를  다룰  수  있고  도청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죄도  받지  않고  통신의 비
밀을 도청할 수 있다.

불법적으로  전자도청을  할  경우  도청시  그러한  도청의  특성이  발견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
이다.

경쟁자  또는  적들이  사실전화  대화들을  도청(turn  in)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셀  무선 통신시스템
의  증가를  방해했고  체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  및  정보출원용  셀  무선  통신시스템이  위험이 받
게 될 것이다.

최근에 미래의 셀 무선 통신시스템은 아날로그 기술이 디지털 기술을 보안될게 분명하다.

디지털  스위치가  시스템  속도  및  용량면에서  중요시  된다.   신호아날로그  또는  음성,  무선주파수 
(RF)  채널은 4개를 6개의 디지털 또는 데이터 RF  채널에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음성채널에 대한 
전송전  음성을  디지털화하므로서  채널용량  및  이에  따라  전시스템의  용량이  음성채널의  대역폭을 증
가시키지  않고  크게  증가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다수의  이동국을 
조정할 수 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셀  무선시스템의  전환은  기지국과  이동국  사이에  도청의  가능성이 감소할지라
도 전자도청의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디지털 수선기는 디지털 신호를 해독하고 원래 음성를 발생하도록 제조되어 있다.

하드웨어는  아날로그  전송보다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디지털  무선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적이
거나  매우  민감한  대화가  제3부분에  의해  감지될  수도  있는  그리고  잠재적으로  시스템  이용자에게 
해가될 가능성을 제거한다.

더구나 제3부분이 전화통화를 도청할 가능서이 정부출원시 셀 전기통신을 이용하므로서 해결된다.

어떤  업무에  이용해도  안정브리치(breech)의  가능성이  같다.   따라서  종래의  무선망  대신  셀 시스템
을 마련하기 위해 통신의 안정성을 적어도 어떤 회로에서 보장해야만 한다.

불위임  호출로부터  디지털  정보의  전송을  보호하는  것을  결정할  때,  데이터의  발생기(전송기)  및 의
도한 수신기 정보를 도청하고 해독하는 비밀메카니즘에 일치한다.

이러한  일치는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는  특별한  도청장치를  사용하는  상호  위임과  관련이  있지만 
전송기 및 수신기에 고유한 비밀이므로 프로그램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치는  도청장치에  이용될  동기화의  방법과  도청기술에  대하여  선택을  포함해야만 한
다.

여러 암호기술이 공지되어 있고 선행기술의 암호기술에 의해 보안되었다.

블록  서슈튜선(block  substitution)  이라고  알려진  기술에서  비밀키  비트가  암호된  테이타의 블록들
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비트의 블록과 혼합되어 있다.

블록서슈투션에서  단일  비트에  의해  매우  다른  데이터의  비트들이  그들의  비트위치의  1/2에서 평균
적으로 다른 암호된 데이터블록을 만든다.  또한 이와 반대로도 된다.

한  비트의  위치에서만  다르게  암호된  데이타블록은  그들의  비트위치의  1/2에서  평균적으로  암호된 
데이타 블록을 만든다.

이러한  유형의  암호와  암호대독은  암호된  데이터의  전송을  발생시키는  비트  에러의  효과를  크게 하
는  경향이  있으므로,  디지털  무선통신에  이용하는데  알맞는  기술이  아니다.   또  다른  공지된 암호기
술은 키스트립 발생기 및 모듈러 산술 또는 유한메쓰(finite math)를 이용한다.

다수의  비밀  키이비트  및  일련의  클럭펄스들이  키이스트립  발생기에  적용된다.   그리고  이 키이스트
립은 키이스트립으로 언급한 의도 랜덤비트의 스트립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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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이스트립  비트는  다음  전송기에  의해  전송되기전에  데이터  비트에  더해진 비트-바이-비트-모듈로-
2(bit-by-bit-modulo-2)이다.   동일한  키이스트립  발생기가  비트의  동일한  키이스트립을  만들기 위
해  수신기에  의해  사용되고  비트의  동일한  키이스트립은  원래  데이터를  복귀시키기  위해  수신된 암
호된 데이터 스트립에서 감산한 비트-바이-비트-모듈로 2이다.

수신기에서  발생한  키이스트립  및  암호된  데이터에서  빠진  키이스트립은  전송기에서  발생하여  원래 
데이터가 더해진 키이스트립과 일치해야 한다는 면에서 이 기술의 적절한 보안을 필요로 한다.

동기화에  대한  문제의  여러  해결책이  선행기술의  암호시스템에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암호시스템
에서,  동기화는  특별한  비트가  발행할  때까지  공통  최초상태에서  적용된  클럭펄스의  수에  대하여 전
송기와 수신기 사이에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또  다른  종래  기술의  암호시스템에서는  적용된  클럭펄스의  수의  런닝카운터(running count)
를  유지하지  못하고  대신,  프레임의  초기에서  같은  상태에  대해  송신기와  수신기의  초기화  및 클럭
펄스의 동일한 수의 응용과 일치하게 된다.

후자구조의  결점은  재설정  동기화가  어렵고  전송기와  수신기가  특별한  프레임  동안  동기화가  맞지 
않는다.

이동  무선시스템의  경우에,  글로벌시간  기준  즉,  모든  시스템의  이동국과  기지국에  공통인 시간기준
이  부족하다.   채널  전환(hand-over)동안  전송  기지국/이동국(또는  이와  반대로  마찬가지)의 동기화
가 어떤 다른 이유로 상실될 때 이동국과 기지국을 공통클럭에 동기화 시킬 수 없다.

두  기지국  사이에서  일어난  대화가  암호로  될때  실질적인  암호코드용  동기화기에서 드럽-오프(drop-
off)로 인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해독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국제  특허출원  PCT/SE90/00497에  개재되어  있고  이  출원에서는 음성
/데이타 및 신호정보 모두가 암호로 되는 이동 무선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암호된  음성/데이타  정보와  신호정보가  드럽-오프할  때,  암호(또는  비암호)  신호정보가  이동국에 전
송되고 이 이동국은 채널 전환동안 암호가 연속의 드럽-오프를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최초로  제한된  방법은  동기화용  암호신호를  전송하는  관련  제어채널(associated  control 
channel)(FACCH)만을 이용한다.

본  방법  따라  전송된  암호신호가  상실되면,  음성/데이타의  암호  및  신호정보를  재동기화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나,  또다른  형태의  암호시스템은  키이스트립  비트의  번호의  계수  또는  전에  발생한 키이스트립
의  블록을  유지하는  계수기를  포함한다.   계수기의  출력비트는  키이스트립을  발생시키기  위해  비닐 
키이비트와  결합한다.   전송기와  수신기  계수는  규칙적인  베이스(basis)로  증가하기  때문에  디지털 
타임/데이타  클럭의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암호시스템을  타임-오브-데이  암호구동 시스템(time-
of-day driven encryption system)이라 부른다.

타임-오브  구동  암호시스템의  장점은  만일  수신기  계수기가  현재  전송기  계수값을  수신기에 제공하
는  전송기  계수시스템과  동기화  하지  못할  때,  수신기  계수기는  최초로  귀환하는  대신  및 클럭펄스
의 전내용을(entive history)를 적용하는 대신 전송기 계수값을 즉각 재설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의  결점은  긴  주기동안  전송기  계수기  값으로부터  수신  계수값을  분리하여 발
생한 에러의 축적을 회피하기 위해 전송 계수값을 충분히 자주 기지국에 제공해야만 된다.

본  발명은  방해  클럭펄스의  재시작  및  반복없이  수신계수기를  재설정하고  시스템을  재동기화  하기 
위해  이용되는  전송기  계수값의  연속  또는  자주  갱생을  제공하므로서  이러한  에러의  축적을 방지한
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목적은  비트의  제1의도  랜덤키이스트립은  제1레지스터에  포함된  다중  비트  디지털  값의 
역할을  하는  알고리듐에  따라  발생하는  디지털  전기통신  시스템내의  부호데이타를  암호방지할  수 있
도록 통신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제1레지스터에  포함된  값은  제1키이스트립의  비트의  패턴을  변화하기  위해  규칙적인  주기간격에서 
증가한다.

제1의도  랜덤키이스트립의  비트는  암호부호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비트  운반  통신정보와  결합하고 
부호데이터는 수신기에 전송된다.

제1레지스터에  포함된  값은  규칙적인  주기간격에서  수신기에  전송되고  부호데이터의  전송을 변화시
킨다.

비트의  제2의도-랜덤키이스트립은  제2레지스터에  포함된  다중  비트  디지털값의  기능을  하는 알고리
듐에 따라 발생한다.

제2레지스터에  포함된  값은  제1키이스트립에서  비트의  형태에  대해  동일한  형태의  제2키이스트립의 
비트형태를 변화하기 위해 같은 규칙적인 간격으로 증가한다.

제2의도  랜덤키이스트립의  비트들은  데이터를  정보통신으로  해독하기  위해  복호데이타를  도청할  수 
없게  하는  수신스트립과  결합하고  제2레지스터에  포함된  값은  상응하는  시간동안  두  개의  값이 일치
하는지  제1  및  제키이스트립이  서로가  동기화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제1레지스터의  수신된  값과 
주기적으로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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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제2레지스터에  포함된  값은  상기  값이  서로가  제1  및  제2  키이스립을  재동기화  하는 것
이 다를 때 상응하는 시간동안, 제1레지스터의 수신값돠 재설정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디지털  전기통신  시스템에서  암호부호  데이터를  보호하는  듀플랙스 통신
에 대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에  있어서  알고리듬에  따라서  제1위치에서  발생한  비트의  제1의도  랜덤키이스트립은 제1레지스
터에  포함된  다중  비트  디지털  값의  기능을  한다.   제1레지스터에  포함된  값은  제2키이스트립에서 
비트의 형태를 바꾸기 위해 규칙적인 주기 간격으로 증가한다.

제1의도  랜덤키이  스트립은  데이터  스트립을  도청을  방지할  수  있게  해독하기  위해  제1위치에서 제2
위치까지  전송된  데이터  비트  운반  통신정보의  스트립  및  제2위치에서  수득된  부호  데이터  스트립을 
암호방지하기 위한 스트립과 결합한다.

제1위치에서  부호된  데이터  스트립은  규칙적인  주기  간격으로  전송되고  부호  데이터의  전송을 변화
시키는 제1레지스터에 포함된 값과 더불어 제2위치의 수신기에 전송된다.

비트들의  제2의도-랜덤키이스트립은  제2레지스터에  포함된  다중  비트  디지털  값의  기능을  하며 알고
리듐에  따라  발행한다.   제2레지스터에  포함된  값은  제1키이스트립의  비트형태에  대하여  같은 형태
의  제2키이스트립의  비트형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제1레지스터와  같은  규칙적인  시간간격으로 증가
한다.

의도  랜덤키이스트립의  비트들은  데이터를  통신정보를  해독하기  위해  제2위치에서   수신된 도청방지
용  부호데이타의  스트립  및  스트립을  도청없이  부호화  하기  위해  제2위치에서  제1위치까지  전송될 
데이터 비트 운반 통신정보와 결합한다.

제2위치에서  부호화한  데이터  스트립은  제1위치의  수신기에  전송되고  제2레지스터에  포함된  값은  두 
개의  값이  상응하는  순간에  및  제1  및  제2키이스트립이  서로가  동기화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제1
레지스터의 수신값과 주기적으로 비교된다.

암호목적의  동기화를  유지하는  일찍이  제시한  방법의  결점은  동기화를  재설정하는  것을  한번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관련 제어채널(FACCH) 이상으로 재설정한다는 것이다.

FACCH는  음성/데이타  흐름  및  신호  흐름  위로  부과된  랜덤비트  흐름에  의해  포함된  동기화  정보를 
전송한다.

그러나  또  다른  관련  제어채널  소위  느린  관련  제어채널(SACCH)이  동기화  정보를  전송하는데 이용된
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에서  언급한  빠른  관련된  제어채널(FACCH)외에  느린  관련  제어채널을 포함하
는 이동 무선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마스터  스테이션(master  station)의  순서번호  또는  순서  형식으로 
즉,  마스터  스테이션(기지국)과  스래이브  스테이션(slave  station)(이동국)  사이의  상호전송이 정상
적일지라도 정보 관련 프레임 동기화가 두국간에 연속 전송된다.

이  정보는  느린  관련  제어채널(SACCH)에  연속  전송된다.   전환중,  만일  빠른  관련 제어채널(FACCH)
에  대한  동기화가  드럽-오프되면,  슬라이브국의  프레임  발생기를  동기화하는  또다른  가능성을 마스
터국의 프레임 발생기에 제공하고 국간을 암호화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빠른  및  느린  관련  제어채널을  포함하는  이동  무선시스템의  정지국과 이
동국 사이에 음성/데이타 신호의 암호전송을 동기화 하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예의 상세한 설명

제1도에서 본 발명이 포함한 유형의 종래의 셀 무선 통신시스템을 예시한다.

제2도에서 임의의 영역이 다수의 접촉 영역, 즉 셀(C1-C10)으로 분할되어 있다.

제1도의  시스템이  10개의  셀망을  포함할지라도,  셀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해야만  한다.   다수
의  기지국(B1-B10)중  하나에  상응하는  것으로  표시된  기지국이  셀  (C1-C10)내에  관련  위치되어 

있다.

각각의 기지국(B1-B10)은 선행기술에서 알려진 것처럼 전송기, 수신기 및 제어기를 포함한다.

제1도에서, 기지국(B1-B10)은 셀(C1-C10)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전방 향성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다.

또다른  모양의  셀  무선시스템에서  기지국(B1-B10)이  주변에  가까이  위치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셀(C1-C10)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전방향  또는  단방향의  무선신호를  갖는  셀(C1-C10)을 예
시했다.

따라서  제1도의  셀  무선시스템만을  제1도에서  예시했고  셀  무선시스템의  안정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
니다.

제1도에서  다수의  이동국(M1-M10)은  셀(C1-C10)내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열  개의  이동국만을 제1
도에  도시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동국의  수가  더  많고  기지국의  수를  초과한다는  것을  인지해야만 한
다.   더구나,  이동국(M1-M10)  셀(C1-C10)에서  없을지라도  셀(C1-C10)의  틀별한  하나에서 이동국(M1-
M10)의  존재  또는  결여는  셀의  한곳의  위치에서  또  다른  위치  또는  한  셀에서  인접셀까지  이동하는 
각각의 바람직한 이동국(M1-M10)에 의존하게 된다.

각각의  이동국(M1-M10)은  하나이상의  기지국(B1-B10)  및  이동  교환센터(MSC)를  통해  전화호출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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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또는 수신하게 된다.

이동  교환센터(MSC)는  통신링크  즉  케이블에  의해  각각의  예시한  기지국(B1-B10)  및  공공  교환 전화
망(PSIN)(도시되지  않음)또는  종합  정보  통신망(ISON)  시설을  포함하는  이와  유사한  고정망에 연결
되어 있다.

이동  교환센터(MSC)와  기지국(B1-B20)  또는  이동  교환센터(MSC)와  PSTN  또는  ISON  사이의  접속은 제
1도에 완전히 도시되어 있기 않지만, 선행기술에 공지되어 있다.

이와  유사하게  셀  무선시스템에  하나이상의  교환센터를  포함하고  케이블  또는  무선링크를  경유하여 
각각의 부가적인 이동 교환센터를 다른 군의 기지국 및  다른 이동 교환센터에 연결되어 있다.   각각
의 채널(C1-C10)은 다수의 음성 또는 언어채널 및 하나의 어세스 또는 제어채널에 할당된다.

제어채널은  이들  유닛으로부터  수신  전송된  정보에  의해  이동국의  작동을  제어  또는  감시하는데 이
된다.

이러한  정보는  입력  호출신호,  출력  호출신호,  페이지신호,  페이지  응답신호,  위치등록신호를 포함
하고  이동국으로서  음성채널  할당  및  유지구조  및  전환구조는  하나의  셀의  무선 커버리지(coverag
e)만으로 이동하고 또다른 셀의 무선 커버리지안으로 이동한다.

제어  및  음성채널은  디지털  또는  아날로형  또는  이의  조합형으로  작동한다.   디지털형에서  음성  및 
제어신호와 같은 아날로그 메시지는 RF 채널에 대해 전송하기전에 디지털 신호 표시로 전환한다.

컴퓨터에  의해  발생하거나  음성장치에  의해  디지털화된   메시지와  같은  순수한  데이터  메시지는 디
지털  채널에  대해  직접  포멧되어  전송된다.   시분할  멀티플렉싱(TDM)을  사용한  셀  무선시스템에서 
다수의  디지털채널은  공통  RF  채널을  할당한다.   RF  채널은  일련의  타임슬롯으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데이터원으로부터 정보의 버스트를 포함하고 서로로부터 안내시간에 의해 분리된다.

타임슬롯은 공지된 기술로 플레임으로 군을 이루게 된다.

프레임당 타임슬롯의 수는 RF 채널에 의해 축적된 디지털 채널의 대역폭에 따라 변환한다.

프레임은  예컨데  3개의  타임슬롯을  구성하는데  이  슬롯은  디지털  채널에  할당된다.   따라서  RF 채널
은 3개의 디지털 채널을 축적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프레임은  3개의  타임슬롯을  포함하는  것을  표시했다.   그러나  본  발명의 교훈
은 프레임당 타임슬롯의 수를 활용한 셀 무선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만  한다.

제2도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를 따르는 이동국장치의 블록도를 예시한다.

제2도의  장치는  디지털  채널로  통신하는데  이용된다.   마이크로폰(108)에  의해  검출되고  이동국에 
의한  전송용  음성신호는  입력으로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  비트로  바꾸는  언어코더에 입력
된다.   다음,  데이터비트스트립은  디지털통신의  시분할  다중어세스(TDMA)에  따라  데이터  패킷  또는 
메시지로 나누어진다.

빠른  관련  제어채널(FACCH)발생기(102)는  제어  또는  감시메세지와  셀  무선시스템에서  기지국과 교환
한다.

종래의  FACCH  발생기는  블랭크  및  버스트  형식으로  작동해  데이터의  사용자  프레임이  묶음이  되고 
FACCH 발생기(102)에 의해 발생한 제어메세지가 빠른 비율로 전송된다.

FACCH  발생기(102)의  블랭크  및  버스트  연산과는  달리  느린  관련제어  채널(SACCH)발생기(103)는 연
속해서 제어메세지를 기지국과 교환한다.

SACCH  발생기의  출력은  고정길이  바이트  예컨데  12비트에  할당되고  메시지트레인(프레임)에서 각각
의  타임슬롯의  부분으로  포함한다.   채널코더(104),(105),(106)는  음성코더(101),  FACCH 발생기

(102) 및 SACCH 발생기(103)에 각각 연결되어 있다.

각각의  채널코더(104),(105),(106)는  회선해독의  기술을  이용한  입력데이타를  수정하므로서 에러검
출  및  발견을  한다.   여기서  회선  해독기술은  언어코드의  중요한  데이터  비트  및  주기용  장도 체크
(Cyclic Redundancy Check)(CRC)를 보호한다.

따라서,  언어코더  프레임  즉  12비트의  가장  중요한  비트는  7비트  에러  체크를  컴퓨터하는데 이용된
다.

제2도에서,  채널코더(104),(105)는  멀티플렉서(107)에  연결되어  있고  이  멀티를렉서는  FACCH 감시메
세지와 더불어 디지털화한 음성메세지의 시분할 멀티플렉싱하는데 이용된다.

멀티플렉서(107)의  출력은  2-버스트  레버(108)에  연결되어  있고  이  인터레버는  이동국(260비트를 포
함하는  메시지)에  의해  전송된  각각의  데이터  메시지를  연속하는  타임슬롯에  정렬된  각각의 부분(각
각의 부분은130비트 포함)을 제외한 두 개의 같은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  방식에서  나쁜  효과인  레일리페이딩(Rayleigy  fading)이  감소하게  된다.   2-버스트 인터레버
(108)의  출력은  입력으로서  모듈로-2  가산기(109)에  제공되고  이곳에서  ;  전송될  데이타는  아래에서 
설명될  본  발명의  시스템에  따라  발생한  의도-랜덤키이스트립으로  논리모듈로-2  가산에  의해 비트-
바이-비트로 상호화한다.

채널코더(106)의  출력은  입력으로서  버스트레버(110)에  마련되어  있다.  22-바스트레버(110)은 SACCH
데이타를 제어정보의 12비트를 구성하는 바이트에 의해 점유된 22 연속 타임슬롯으로 나누어진다.

인더레버(SACCH)  데이타는  버스트  발생기(111)에  대해  하나의  입력을  형성한다. 버스트발생기(111)

19-5

특1996-0011190



에 대한 또다른 입력은 모듈로-2 가산시(109)이 출력에 의해 제공된다.

버스트  발생기(111)는  데이터의  메세지  버스트를  만들고  이들의  각각은  타임슬롯  식별자(T1), 디지
털음성 칼라코드(DVCC) 및 제어 또는 감시정보,  아래에서 설명하게 될 전송될 데이터를 구성한다.

타임슬롯 식별자(T1)는 프레임의 각각의 타임슬롯에 전송된다.

여기서  식별자는  타임슬롯  식별  및  디지털  음성  칼라코드(DVCC)  및  수신기  동기화에  이용되어 적당
한 RF 채널이 해독된다.

본  발명의  프레임에  있어서,  동일한  8-비트  DVCC가  세개의  타임슬롯의  각각에  전송되는  동안  각각의 
타임슬롯에 대해 한 세트의 세 개의 다른 28비트(TIS)가 형성된다.

TI  및  DVCC가  제2도에  도시된  것처럼  머스트  발생기(111)에  연결된  동기화  워드/DVCC  발생기(112)에 
의해 이동국에 마련된다.

버스트  발생기(111)는  일련의  메세지  버스트를  발생하기  위해  출력  모듈로-2가산기(109),22 버스트
인터레어(110)  및  동기화  워드/발생기(112)를  연결한다.   그리고  각각은  데이터(260비트),  SACCH 정
보(12비트),  T1(28비트),  코드  DVCC(12비트),  EIA/TIA  IS-54표준에  의해  고유화된  타임슬롯  포맷에 
따라 통합된 전체 324비트의 디리미터(delimiter)를 포함한다.

각각의  메시지  버스트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프레임에  포함된  세  개의  타임슬롯중  하나에 전송된
다.

버스트  발생기(111)는  등화기(113)에  연결되어  있고  이  등화기는  하나의  타임슬롯의  전송을  동기화 
하는데 필요한 타이밍을 또 다른 두 개의 타임슬롯의 전송에 제공한다.

등화기(113)는  기지국(마스터)에서  이동국(슬래이브)까지  전송된  타이밍신호를  검출하고  이에  따라 
버스트 발생기(111)를 동기화한다.

등화기(113)는  또한  TI의  값  및  DVCC의  값을  채크하는데  이용된다.   버스트  발생기(111)는  20ms 프
레임  계수기(114)에  연결되어  있고  이  계수기는  매  20ms동안  즉   매  전송된  프레임  동안  이동국에 
의해 적용된 암호코드를 갱생하는데 사용된다.

암호코드는  산술적  알고리듐을  사용하여  암호유닛(115)  및  각각의  이동국에  유일한  키이(116)을 제
어하에서 발생한다.

알고리듐은 본 발명 및 아래에서 설명한 것처럼 의도랜덤 키이스트립을 사용하므로서 발생한다.

버스트  발생기(110)에  의해  발생한  메시지  버스트들은  입력으로  RF  복조(117)에  재공된다.   RF 복조
(117)는  π/14-DQPSK  기술(π/4  다르게  이동하여  암호  사각위상  이동키이)에  따르는  반송주파수를 
복조하는데 이용된다.

이  기술의  이용은  이동국에  의해  전공될  정보가  다르게  암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두  개의 비
트문자가 위상상 -π/4 및 + 또는 -3π/4의 4개의 가능한 변화로서 전송된다.

선택된 전송채널에 대한 반송주파수는 전송주파수 합성기(118)에 의해 RF 복조(117)에 공급된다.

RF  복조(117)의  버스트  변조  반송주파수  신호출력은  전력  증폭기(119)에  의해  증폭되고  다음 안테나
(120)를 통해 기지국에 전송된다.

이동국은 수신기(112)에 연결된 안테나(121)를 통해 기지국으로부터 버스트 변조신호를 수신한다.

선택된  수신채널에  대한  수신기  반송주파수는  수신주파수  합성기(123)에  의해  발생되고  RF 복조기
(124)에 공급된다.

RF  복조기(124)는  수신반송신호를  중간주파수  신호로  복조하는데  이용된다.   중간주파수  신호는 14-
DQPSK 복조전에 존재했던대로 원래 디지털 정보를 회복하는 IF 복조기(125)에 의해 복호된다.

디지털  정보는  등화기(113)를  통해  문자검출기(126)에  전달되고  이  문자검출기는  등화기(114)에 의
해 제공된 디지털 데이터의 2비트 문자포멧을 신호비트 데이터 스트립으로 전환한다.

문자검출기(126)은  두  개의  다른  출력을  생성한다.   제1출력은  디지털  음성데이타  및  FACCH 데이터
를 포함하고 제2출력은 SACCH 데이터를 포함한다.

제1출력은  2-버스트  디인터레버(2-bust  deinterleaver)(128)에  연결된  모듈로-2가산기(127)에 공급
된다.

모듈로-2가산기(127)는  암호유닛(115)에  연결되어  데이터를  암호로  하는  기지국의  전송기에  의해 이
용되는  같은  의도랜덤  키이스트립을  비트-바이-비트  베이스  위에서  빼므로서  4  암호  전송  데이터를 
해독하는데 이용된다.

그리고 앞으로 설명할 본 발명의 기술에 따라 발생한 상기 데이터를 해독하는데 이용된다.

모듈로-2가산기(127)  및  2-버스트  디인터레버(128)는  디지털  데이터의  두  개의  연속프레임에서 얻어
진 정보를 조립하고 재정렬하므로서 음성/FACCH 데이터를 다시 만든다.

2-버스트 디인터레버(128)(2-burst deinterleaver)은 두 개의 채널은 두 개의 채널해독기
(129),(130)에  연결되어  있고  이  해독기는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부호의 역과정
을 사용한 부호음성/FACCH 데이터를 회선적으로 해독하고 사이클 용장도(Cyclic redundancy 
check)(CRC)를  채크한다.   채널해독기(129),(130)는  한편으로는  음성데이타와  다른  한편으로는 

FACCH  데이터  사이의  차이를  검출하고  음성데이타와  FACCH  데이터를  음성해독기(131)  및  FACCH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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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132)에 각각 루투(route)한다.

음성해독기(131)는  음성부호  알고리듐  예컨대  VSELP에  따라  채널해독기(129)에  의해  공급된 음성데
이타를  처리하고  이동국에  의해  수신되고  기지국에  의해  전송된  음성신호를  나타내는  아날로그 신호
를 발생한다.

필터기술이  스피커(133)에  의해  음성이  전달되기전에  아날로그신호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용
된다.

FACCH 검출기(132)에 의해 검출된 어떤 FACCH 메시지는 마이크로프로세서(134)에 전달된다.

문자검출기(126)(CSACCH 데이터)의 제2출력은 22-버스트 디인터레버(135)에 공급된다.

22-버스트 인터레버(135)는 22연속 프레임에 걸쳐 펴진 SACCH 데이터를 재조립하고 재정렬한다.

22-버스트  디인터레버(135)의  출력은  입력으로  채널해독기(136)에  제공된다.   SACCH  메시지는 SACCH
검출기(137)에 의해 검출되고 제어정보는 마이크로프로세서(134)에 전송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134)는 이동국의 작동 및 이동국과 기지국 사이의 통신을 제어한다.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메시지에 따라 마이크로프로세서(134)가 결정되고 이동국에 의해 측정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134)에는 단말 키보드입력 및 디스플레이 출력유닛(138)이 마련되어 있다.

키보드와 디스플레이유닛(138)은 이동국 사용자가 정보를 기지국과 교환하게끔 한다.

제3도는 본 발명을 따르는 기지국 장치의 블록도를 도시했다.

제2도에  도시된  이동국  장비와  제3도에  도시된  기지국  장비를  비교하면  이들  장비가  구조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이 동일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의  편이성과  일관성을  위해  제2도와  제3의  번호를  같게  표시했지만 제3도
에서는 프라임(')만을 추가했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이동국과  기지국  사이에  약간  다른  점이  있다.   예컨대,  기지국은  단지  하나의  안테나를 갖
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수신안테나(121')을 구성한다.

수신기(222'), RF 복조기(124') 및 IF 복조기(125')이 각각의 수신안테나(121')에 연결되어 있다.

더구나,  기지국은  전송주파수  합성기(118')에  연결된  프로그램  가능한  주파수  합성기(combiner)를 
포함한다.

주파수  합성기(118A')  및  전송주파수  합성기(118')는  응용  셀주파수  재사용  계획에  상응하는 기지국
에  의해  사용될  RF  채널은  선택하는데  이용된다.   그러나  기지국은  이동국에  존재하는  사용자가 키
이보드  및  디스플레이  유닛(138)과  유사한  사용자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  유닛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개의  수신기(122')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측정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134')에 출력
을 제공하도록 연렬된 신호레벨미터(signal : level meter)(100')를 포함하지 않는다.

또  다른 이동국과 기지국의 차이점은 선행기술에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시스템의 작동
조건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발명의  특별한  실시예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키
이스트립이라는  용어는  허여되지  않은  호출,  예컨대  RF  채널에  민감한  매체의  축적에  전송하기  전에 
디지털로  암호  메시지  또는  데이터신호를  사용한  이전비트의  의도  랜덤시컨스  또는  비트블록을 의미
한다.

키이스트립  발생기는  다수의  비트를  포함하는  비밀키이를  처리하므로서  키이스트립을  발생시키는 장
치를 의미한다.

암호는 암화화학 데이터에 대해 키이스트립의 모듈로-2가산에 의해 간단히 수행된다.

이와 유사하게 해독 데이터의 키이스트립의 동일한 복사를 모듈로-2에서 뺏으므로서 수행된다.

일반적으로  말해,  키이스트립  발생기는  비밀비트의  작은  비트,  즉,  소자(116)  및  (116')로  표시된 
비밀키이를  전송(또는  축적)하기전에  데이터  메시지를  암호로  하는데  이용되는  키이스트립  비트의 
다수로 팽창하는 제2 및 제3도의 (115) 및 (115')로 표시된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암호메세지를  해독하기  위해,  수신기는  메시지를  암호로  하는데  사용되는  키이스트립  비트에  대한 
인덕스를 Know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수신기는  같은  키이스트립  발생기를  갖어야만  하고  메세지가  해독되면  수신키이스트립 발
생기는 전송기 키이스트립 발생기와 동기화하게 작동해야만 한다.

키이스트립  비트의  발생에  참여하는  비트블록  또는  메세지  계수기와  같은  모든  간격에  메모리장치를 
구성하는 최초 내용물을 해독시스템에서 복호시스템까지 전송하므로서 동기화가 된다.

이진계수기와  같은  산술  비트  블록계수기를  사용하고  키이스트립  비트의  새로운  블록이  발생되는 각
각의  시간에  어떤량에  의해  이들  계수기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계수기는  실시간의  부분  즉  시간, 
분, 초 클럭체인을 형성하게 된다.

후자  형태의  계수기를  따르는  키이스트립  발생기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참조번호가  붙은 타임-오브-
데이 구동 키이스트립 발생기(time-of-day driven keystream generator)로서 알려져 있다.

제4도는 선행기술의 타임 -오브-데이 구동 암호의 블록도를 예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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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도의 위쪽반 부분은 전송부분을 표시하고 아래쪽 반 부분은 암호 시스템의 수신부분을 표시한다.

전송부분에서  타임클럭  또는  블록계수기(201)는  타임클럭의  입력  또는  블록계수기(201)에  적용된 증
분(215)에 따라 계수(213) 예컨대, 32-비트 출력을 발생시킨다.

계수(213)는  제1입력으로서  조합논리  또는  혼합과정(202)에  제공된다.   비밀키이,  예컨대 이진회전
의 값 968173이 제2입력(211)로서 조합논리 또는 혼합과정(202)에 제공된다.

계수(213)의  새로운  값이  발생할  때,  조합논리  또는  혼합과정(202)이  비밀키이(211)  계수(213)을 조
합 및 혼합시키고 직렬 또는 평행출력(209)에서 다수의 의도 랜덤 키이스트립 비트를 발생시킨다.

키이스트립 출력(209)은 다음 입력으로서 모듈로-2가산기(203)에 제공된다.

암호화할  데이터는  모듈로-2가산기(203)에  대해  제2입력(207)을  형성한다.   각각의  키이스트립 비트
는  모듈로-2가산기(203)에  의해  특별한  데이터  비트에  모듈로-2가산되고  암호  데이터는  매체를  통해 
전송용 출력(218)에 공급된다.

수신기  부분에서  타임클럭  또는  블록계수기(204)는  타임클럭  또는  블록계수기(201)의  구조와 동일하
고  증분(215)과  같은  증분(216)이  제공된다.   계수(214)를  조합논리  또는  혼합과정(202)의  구조와 
같은 조합논리 또는 혼합과정(205)에 공급한다.

조합논리  또는  조합과정(205)은  계수(214)를  동일한  비밀키이  입력에서  제공된  이진회전의  968173과 
조합 또는 혼합시킨다.

따라서, 출력(209)에서 발생한 키이스트립과 같은 키이스트립을 출력(210)에서 발생시킨다.

키이스트립  출력(210)은  모듈로-2가산기(206)에  의해  전송매체에  걸쳐  수신된  암호  테이타에 비트-
바이-비트 모듈로-2가산된다.

모듈로-2가산  및  모듈로-2감산은  같은  연산을  하기  때문에  수신기에서  동일한  키이스트립의 모듈로-
2  가산은  전송기에서  키이스트립의  전의  가산을  취소하여  출력(208)에서  원래  데이터를  회복하게 된
다.   그러나  암호데이타의  취소  및  해독은  타임클럭  또는  블록계수기(201),(201)  서로가  동기화할 
경우에만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바람직한 동기화 메카니즘(217)이 이 목적을 위해 제공되어야만 한다.

제5도는 공지된 동기화 메카니즘이 이용한 메시지 포맷을 예시했다.

메시지 포맷은 프레임의 각각의 타임슬롯(버스트)의 데이터의 배열을 예시한다.

메시지의  초기후  즉  메시지  시작후  타임클럭  또는  블럭계수기(201)의  상태값(출력  비트)  예컨대, 계
수(213)의 모든 32비트가 전문처럼 암호메세지 비트의 시퀸스에 전송된다.

동기화를  약화할  수  있는  전송에러를  회피하기  위해  계수비트는  에러보정코드  및  전송신호내에서 암
호부호  비트를  사용하여  용장적으로  암호로  해서  시간내에  용장성을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므로서  버스트  에러의  허용범위를  증가시킨다.   계수비트의  부호는  상당한  인자  예컨대 8
의  인자에  의해  전송될  비트의  수를  확장해  부호계수비트의  에러없는  전송의  100%  가능성에  가까운 
용장성을 제공해야만 한다.

용장성  있게  해독만은  암호화  되지  않은  전문을  전송한후,  암호메세지  비트가  전송매체에  걸쳐 전송
된다.

제5도에  예시된  동기화  메카니즘은  단일  채널에  대한  통신  즉  프래스-투-터크(press-to-talk)또는 
오버/오버  무선전화(over/over  radio  telephony)에  적합하다.   만일  오버가  잘못된  동기화로 잃게되
면, 사용자는 전송의 반복을 요청할 수 있다.

비교하므로서  듀플렉서에  대한  통신  즉  양방향  무선전화는  오버/오버  형태  및  대화의  방향을 스위치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시간 주기동안 연속 설정된다.

만일  듀플렉서  통신시스템이  호출시초외에  동기화를  설정하는  수단이  없으면  호출중  동기화  손실로 
인해 호출을 상실하게 되어 사용자가 다른 호출을 위치시키므로서 통신을 재설정하게 한다.

암호/암호  해독장치를  활용한  셀이동  무선  시스템의  내용물에서  동기화가  상실되면,  사용자가 확고
한 행동 즉 바람직한 전화번호를 재다이얼하게 한다.

본  발명은  동기화의  상실에  따른  리다이얼의  필요성과  불편함을  제거하고  무선전화대화중  자진 기회
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여  제4도와  관련해서  설명한  전송기  부분과  수신기  부분  사이의 
동기화의 사실을 즉각 보정하는 것이다.

제1-3도에서  이동국과  기지국  사이에서  감시  및  제어정보의  낮은  비데이타  스트립을  전송하는데 이
용되는 느린 관련제어채널(SACCH)를 언급했다.

SACCH는  주위  기지국이  이동국과  접촉을  유지하는데  가장  알맞는  것을  시스템이  결정하는 신호세기
정보의 전송을 위해 이동국에 의해 사용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SACCH 정보비트는 전송되기전에 음성통화 비트화 인터레버 및 멀티플렉스 된다.

본  발명은  타임-오브-데이  또는  블록-계수  구동  암호장치를  제어하는(전에  설명했음)  타임클럭의 상
태 또는 블록카운터를 계속 브로드 게스트(broad cast)하기 위해 SACCH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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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발명의 기술은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비트 비부수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6도는  본  발명에  따라  만들어진  동기화  메카니즘을  포함하는  타임-오브-데이  또는  블록-계수  구동 
암호시스템의 블록도이다.

전송기,  예컨대  제5도의  전송부분에서의  암호유닛(220)은  B1  비트/초의  평균비율로  전송하기  위해 
암호 해독 비트의 스트립으로 메시지 비트의 스트립을 전환한다.

또한  암호유닛(220)은  현재  타임-오브-데이  또는  블록유닛,  예컨대  계수(213)을  보조저비율 채널암
호기(221)에 제공한다.

다른  저비율  데이터의  정도에  따라,  암호기(221)는  B2  비트/초의  평균비율로  발생한  출력스트립에 
암호 타임-오브-데이 또는 블록계수를 포함한다.

B2  비트/초의  보조스트립은  통신매체에  걸쳐  전송하기  위해  B1+B2  비트/초의  스트립을  만들기  위해 
멀티플렉서(222)에 의해 B1 비트/초의 암호 메시지 스트립과 조합된다.

에러보정  부호형식의  데이터  용장도  및  복조기  동기화형과  같은  다른  오버헤드  비트(overbead bit)
가 B1+B2 비트/초의 스트립 전송전에 더해지고 제6도의 블록도에 도시하지 않았다.

더구나,  버스트  전송기술을  이용하면(제1-제3도와  관련해서  설명),  전송매체에  걸쳐  버스트  비트가 
B1+B2 비트/초 보다 크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기에서  역과정을  암호로  한후  B1+B2  비트/초의  입력스트립을  B1  비트의 해독
메세지 스트립 및 B2 비트/초의의 부호 저비율 제어스트립을 나눈다.

B1  비트/초  암호  메시지  스트립은  입력으로서  부호데이타의  스트립을  발생하는 해독유닛(24)(제5도
의 수신기 부분)에 제공한다.

한편,  B2  비트/초  제어스트립은  부가  저비율  채널해독기(228)에  제공한다.   부속채널  해독기(228)는 
암호  장치에  의해  전송될  타임-오브-데이  또는  블록계수  데이터의  수신을  검출하고  그러한  데이터 
암호장치를 재설정하기전에 정확하게 수신되었나를 결정하기 위해 채크한다.

에러채크는  수신기에서  타임클록  또는  블록계수기,  예컨대  타임클럭  또는  블록계수기(204)를 재설정
하는 것을 회피하도록 한다.

그리고  타임-오브-데이  또는  블록계수가  전송에러로  부정확하게  된다.   정확히  수신된 타임-오브-데
이  또는  블록계수가  부속채널해독기(228)에서  해독유닛(224)까지  통과하고  여기서  수신된  계수는 필
요하다면, 해독장치에서 현재 게수, 에컨대 제5도의 계수(214)를 갱생한다.

수신기 블록계수를 변경하고 갱생하는 과정은 단계의 수 및 안전조치를 포함한다.

특히, 부수채널을 통해 전송지연이 계수된다.

제1도에서  제3도에서  언급했듯이,  SACCH  데이터는  다수의  연속메세지  플레임에  걸쳐  인터레버  및 퍼
진다.

따라서  시간의  고유순간에  프레임(X)의  전송기  블록계수값은  Y프레임에  대해  퍼지고  일련의  프레임 
X, X+1, X+2,···X+Y에 전송되고 전류 전송기 블록계수값이 얻어진다.

다음 전류 전송기 블록계수값이 전류 수신기 블록계수값과 비교된다.

발산인 경우, 수신기 블록계수기가 시간의 상응 운동중 전송기 블록계수기의 값에 설정된다.

더구나  에러방지가  전송기  블록계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장  중요한  비트를  재설정하는  정확한 
기준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단계가  변화를  수신  계수값으로  하는  정확한  기준을  부과하므로서 수신
기 블록계수를 재설정하는 방법으로 성취된다.

후자는 공지된 시간동안 여러 계수전송에 걸쳐 majority vote의 기술을 이용하므로서 성취된다.

본 발명은 암호유닛(220) 및 해독유닛(224)이 이용된 동기화 메카니즘을 제공하는 것이다.

통신시스템에서  데이터의  암호  데이터의  랜덤전위  즉,  데이터  비트가  메시지  포맷에  나타나는 순서
의 교번에 의해 또는 위에서 언급한 및 더 나가서 아래에서 설명할 본 발명의 기술을 분리함이 없이 
기술을 조합 하므로서 데이터 스트립에 대해 키이스트립의 모듈로-2가산에 의해 실행된다.

이동 무선기술과 같이 듀플렉서 통신 응용시, 본 발명은 각각의 방향에서 독자적으로 이용된다.

특히,  한  방향에서  전송을  암호화하는데  사용되는  암호장치는  분리된  타임클럭  또는  블록계수기를 
포함하고 다른 방향에서 반복을 해독하는데 이용되는 암호해독장치의 계수기에 관한 것은 아니다.

이와  유사하게,  본  발명을  따르는  계수상태값을  주기적으로  전송하는데  이용되는  부수  저비율 채널
은 유사한 양방향 통신을 제공하는 듀플렉서 채널이다.

장점이  있는  다른  장치는  전송하기전에  암호  데이터  메시지  및  해독  수신  데이터  메시지에  이용하는 
키이스트립의  충분한  번호를  만들기  위해  통신  링크의  각  끝에서  단일  타임-오브-데이  또는 블록계
수 구동 키이스트립 발생기에 의존한다.   양방향에서 전송 및  수신 블록에서 메시지 비트의 수가 같
고  N과  동일하다면  통신링크의  한쪽끝에서  키이스트립의  발생기는  두  개의  키이스트립  발생기, 전송
된 메시지 및 제2N키이스트립 비트를 해독하는 A=(a1,a2,a3...aN), 수신메세지를 암호로 하는 
B=(a(n+1),a(n+2),...a(2n))인 경우 같은 비밀 키이비트 및 블록게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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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하고 암호로 하는 N비트 키이스트립을 사용하면, 통신링크의 다른끝에서 역전된다.

따라서,  단지  하나의  블록계수  동기화가  필요하고  이  동기화는  단  한쪽의  방향에서만  저비율 부속채
널을 사용하므로서 성취된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SACCH의  주요기능은  랜드망에서  이동국으로부터  기지국까지  신호세기정보를 운반
한다.

반대방향 이동국 대 기지국에서 SACCH는 체계적인 이유 때문에 중요하게 존재하고 
아이들(idle)된다.

결과적으로,  기지국  타임클럭  또는  블록계수기를  마스터로  고안하고  본  발명의  전문에  따라  연속 재
동기화를 제공하도록 아이들 SACCH 방향에서의 기지국 계수값을 이동국에 전송하는데 장점을 
지닌다.

다른  저비율  데이터를  랜드망의  방향의  SACCH에  대해  이동국에  전송해야만  할  경우,  다른  데이터가 
순위(accorded priority)와 일치하고 기지국 계수값의 전송이 그후 다시 시작된다.

본  발명의  경우에,  타임-오브-데이  또는  블록계수값은  고순위  메시지의  전송을  방해하는  이동국에 
대해 랜드망의 방향에서 SACCH채널의 결점상태를 나타낸다.

관련  데이터  클럭  또는  블록계수기의  각각의  새로운  값을  갖는  키이스트립  발생기에  의해  발생한  N 
또는 2N  비트는 한쪽방향 또는 양쪽 방향에서 N메세지 데이터 비트의 군을 해독 또는 암호로 하는데 
이용된다.

본  발명에  따르는  동기화를  암호화하는데  사용되는  부속  저비율  채널을  형성하는  부가  비트는 메시
지군과 멀티플렉서 된다.

여러 다른 형태가 메시지 테이타 비트를 갖는 부속채널 비트를 멀티플렉싱 하는데 이용된다.

그러나,  부속  저비율  비트  흐름에  의해  데이터블록에  가산된  오버헤드  비트의  량을  최소화  하기 위
해, 제7도에 도시된 것처럼 멀티플렉싱 포멧이 선택된다.

제7도는 본 발명을 따르는 멀티플렉싱 포멧을 예시한다.

제7도는 저비율 채널비트의 조그만 수 (S1),  (S2),  (S3),  (S4)  등이 각 N비트 메시지군,  각 군의 수
에 대해서만 반복한 부속메세지 포맷 등에 포함하는 방법을 예시한다.

부속비트  스트립이  이  자신의  메시지  지시기  코드를  포함한다고  가정하면,  부속메세지  길이는 메시
지 군의 통합수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성은 없다.

그러나,  부속메세지  길이는  통화  메시지  블록의  통합과  임의로  일치하면,  부속  메시지  동기화가 단
순화된다.

만일  부속비트를  포함하는  모든  메시지  블록이  정확히  수신되지  않으며,  메시지  블록의  수에  대해 
보속비트 스트립은 일어날 수 있는 버스트에러를 분산하도록 이용된다.

저비율  채널의  해독기가  에러보정  부호에  설치되는  곳에  버스트에러를  처리하면  해독기가  쉽게 이러
한 에러를 검출하게 한다.

본 발명의 방법의 또다른 실시예가 지금 설명될 것이다.

제8도는  본  발명이  적용된  기지국의  부분을  예시한  블록도이다.   언어코더(1)는 아날로그/디지탈변
환기(도시되지  않음)에서  수신된  부호음성/데이타신호를  발생시키고  음성부호신호가  채널코더(2)를 

통과한다.

채널코더  음성/데이타  블록에서  비트에러를  발진  및  보정하기  위해  주어진  용장도를  도입한다.   
FACCH-발생기(FA)는 기지국과 이동국 사이에서 전송용 신호를 제어 및 감지한다.

시스템이  그것이  안정하다고  발진할  때  이  신호는  블록에서  발생하고  그러한  블록은  어떤시간에 공
지된 방식으로 TDMA-프레임의 음성/데이타 블록을 대치할 수 있다.

FACCH-블럭은 플래그(flag), 메시지 전체 65비트의 책크필드(chech field) (DRC)를 포함한다.  
FACCH-블록은  음성/데이타  블록보다  에러를  허용할  수  있는  블록을  전송하기  위해  채널코더(3)에서 
부호화된다.

SACCH-발생기(SA)는  12비트의  주기를  가지고  이동국과  기지국  사이에서  제어를  발생시키고  메시지를 
감지하고  각각의  타임슬롯이  SACCH-비트를  포함할지라도  TDMA-프레임에서  타임슬롯의  조그만 부분만
을 점유한다.

SACCH-발생기(SA)는채널코더(4)  및  인터레버(6)에  연결되어  있고  이  레버(6)은  SACCH  워드 SACCH-워
드를  버스트,  각각의  12비트로  나누고  프레임의  주어진  수에  대해  이들  버스트를  서로  박막을 입힌
다.

채널고더(2)  및  (3)은  선택기(5)에  연결된  출력을  구성한다.   선택기의  위치에서(윈쪽  위치의) 채널
코더(2)의  채널부호  음성/데이타  신호는  가산기(8)에  전달되는  반면,  코더의  다른 위치(바닥위치)에
서 채널코더(3)의 관련 제어채널신호가 가산기(8)에 적용된다.

선택기(5)  및  인터레버(6)  및  동기화  메세지(SY)  및  검증코드(DVCC)의  여러  신호들이  주어진 타임슬
롯을 점유한 신호의 단일버스트를 형상하기 위해 버스트 발생기(9)에 조합된다.

이들 모든 신호들은 주어진 수신이동국에 채널을 형성한 다음 주어진 반송 주파수로 변조된다.    전

19-10

특1996-0011190



송하기  전에,  음성/데이타  발생기(1)  및  FACCH-발생기(FA)로부터의  신호들은  주어진  암호코드로 암
호가 되는 반면, SACCH-신호은 비암호로 전송된다.

이점에서, 모듈로-2 가산기(8)에 의도 랜덤시퀸스를 발생시키는 암호발생기(11)이 제공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랜덤시퀸스가  상호  박막된  음성/데이타  신호에  가산되고  선택기(3)에서의 FACCH-신
호 및 그 신호가 암호로 된다.

암호발생기는  의도  랜덤시퀸스를  발생하는  방식으로  유닛(12)로부터  프레임계수기(10)에  의해 암호
코드에  의해  제어된다.   이  경우에  암호코드는  펄스시퀸스의  모든  비트형태의  주어진  모양  및 펄스
시퀸스의 스타트를 포함한다.

프레임내에서 펄스시퀸스의 스타팅시간점은 프레임계수기(10)에 의해 결정된다.

마이크로  프로세서(13)는  본  발명을  수행하기  위해  SACCH-발생기(SA)의  제어입력에  대해  연결되어 
있고 프레임계수기(10) 사이에 연결되어 있다.  이는 제9도와 관련해서 설명할 것이다.

제8도의  SACCH-발생기는  순서적으로  SACCH-워드를  발생시킨다.   채널코더(4)을  통과한  후, 패러티비
트등을 포함하는 132-비트를 얻는다.

각  워드의  132비트를  12-비트군으로  분할하여  버스트발생기(9)가  한  타임슬롯의  주기에서 SACCH-워
드로부터  12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SACCH-워드는  연속프레임중  132/12=11 타임슬
롯으로 나누어진다.

즉, 11프레임이 하나의 SACCH 워드를 전송하는데 필요하다.

본  발명의  목적에  따라서  두  개의  프레임계수기를  동기화하기  위해  이동국의  프레임계수기에  대해 
기지국의 프레임계수상태(연속수)에 관한 정보를 연속적으로 전송하도록 이용된다.

프레임계수기가  기지국  및  이동국의  암호를  제어하기  때문에  따라서  암호가  동기화된다.   기지국은 
SACCH-채널(비암호된)을  경유하여  주어진  프레임계수기  번호를  전송하고  기지국과  이동국  사이의 지
연 및 군전위시간을 고려해 전송된 기지국 수와 일치시킨다.

제9도에의  주어진  임의의  시간점(t0)에서  SACCH-워드(W3)에  속한  버스트(S1)가  전송된다.   W3은 이
동국에서  SACCH-워드(W3)을  수신할  때  SACCH-워드를  전송하는  시간(t0)에서  기지국  프레임계수기가 
참조값(24)에 설정된다고 간주한다.

또한  제9도의  실시예에서  SACCH-워드(W3)가  위에서  언급한  11버스트(S1-S11),  즉  프레임의 주기(R1-
R11) 동안 전송된다.

마지막 버스트(S11)가 t1에서 이동국에 수신될 때 이동국은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된 값을 알게 된다. 

기지국의  프레임계수기는  값  24+11=35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SACCH-워드(W3)의  값  35가 시간간
격(t0-t1) 동안 이동국에 전송된다.

만일  이  값이  일치하지  않으면,  얻어진  프레임계수기  값  35가  이동국에서  그것의  프레임계수기 설정
과 비교되고 보정된다.

암호는 전 주기에 걸쳐 지속되고 변화하지 않는다.

다음  SACCH-워드(W4)  동안,  새로운  프레임계수기수,  즉  46이  버스트(S12-S22)에  의해  유사하게 전송
되고  시간(t2')에서  새로운  수가  이동국에  의해  수신될  때  기지국의  프레임계수기가  35+11=46으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동국의  프레임계수기의  연속감지가  수행되고  계수기를  조종하게 

된다.

프레임계수기  수가  제8도의  암호발생기(11)에  전송되는  것에  암호가  의존하므로  암호기  기지국과 이
동국 사이에서 동기화되게 된다.

전송된  버스트(S1-S11)의  주,  즉  (S1-S22)에  대하여  기지국의  프레임계수기  수의  조종이 프레임계수
기(10)와 SACCH-발생기(SA) 사이의 마이크로 프로세서(13)에 의해 수행된다.

마이크로  프로세서(13)는  전송회로에서  시간지연에  대해  프레임계수기(10)에  의해  얻어진  값을 보정
한다.

시간지연은  공지된  파라미터를  구성한다.   기지국과  이동국  사이의  무선신호의  전파시간은 마이크로
초의 순서인 반면, 두 개의 상호 프레임 사이의 거리는 버스트의 동기화 워드에 의해 비교된다.

따라서, 시간지연 파라미터는 무선매체에 대해 전파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의도한  목적은  이동국과  기지국  사이를  해독/암호로  하는  정보를  동기화하는  비암호신호를 
만든다.

이  신호는  암호화한  빠른  관련  제어채널(FACCH)  사이에서  정상동기화를  추가하고  드럽-오프인  경우 
정상동기화를 대치한다.

전문의 설명은 본 발명의 특별한 실시예만을 설명했다.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러 수정이 가능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설명은 단지 실시예이고 다음 청구범위로 제한하지 않았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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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디지털   전기통신  시스템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통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1레지스터에서 얻어
진다중-비트  디지털  값의  기능을  하는  알고리듐에  따라  비트의  제1의도-랜덤키이스트립을 발생시키
고  ;  제1키이스트립에서  비트의  형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규칙적인  주기간격으로  제1레지스터에 포함
된  값을  증가시키고  ;  상기  데이터를  암호로  부호화  하기  위해  제1의도-랜덤키이스트립의  비트와 데
이터비트  운반통신  정보의  비트를  조합하고  ;  부호데이타를  수신기에  전송하고  :  규칙적인 주기간격
으로  상기  수신기에  전송하고  부호데이타의  전송을  제1레지스터에  포함된  값으로  변화시키고  ; 제2
레지스터에  포함된  다중  비트  디지털값의  기능을  하는  알고리듐에  따라  비트의 제2의도-랜덤키이스
트립은  발생시키고  ;  제1키이스트립의  비트형태에  대해  동일한  형태로  제2키이스트립의  비트형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제1레지스터와  같은  규칙적인  주기간격으로  제2레지스터에  포함된  값을  증가시키고 
;  상기  데이터를  통신정보에서  해독하기  위해  암호부호  데이터의  수신스트립과 제2의도-랜덤키이스
트립을 조합하고 ;  두  개의 값이 시간의 상응하는 운동과 같은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리고 제1  및 제
2의  키이스트립이  서로가  동기화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레지스터의  수신값과  제2레지스터에 포함
된  값을  주기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기통신  시스템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통신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값이  제1  및  제2키이스트립을  재동기화하기  어려울  때  제2레지스터에  포함된 
값을  시간의  상응하는  운동동안  제1레지스터의  수신값에  재설정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
기통신 시스템에서 보호데이타를 암호로 통신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규칙적인  주기간격으로  상기  수신기에  전송하고  상기  레지스터에  포함된 부호데이
타값을  변경하는  단계는  부호데이타  전송  및  제1레지스터값의  전송을  멀티플렉싱  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디지털 전기통신 시스템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통신하는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제1레지스터  값을  디지털셀  통신스트립의  저비트비율  부속채널에  전송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기통신 시스템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통신하는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저비율  부속채널은  느린  관련  채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기통신 시
스템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통신하는 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터  값은  상기  저비율  부속채널위에서  다른  저비율  데이터와  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기통신 시스템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레지스터  값의  전송은  저비트비율  부속채널위에  또다른  데이터를  전송해야만  할  때 
임의로  중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전기통신  시스템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전송하는 방
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두  개의  값이  시간의  상응하는  운동과  같은지  및  제1  및  제2키이스트립이  서로가 
동기화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제2레지스터에  포함된  값과  제1레지스터의  수신값을  주기적으로 비
교하는  단계는  전송시  시간지연을  고려해  제1레지스터의  수신값에  증가값을  가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시스템에서 디지털 전기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제1의도  키이스트립과  비트가  모듈로-2  가산에  의해  데이터  비트  운반  통신정보의 
스트립을  조합하고  ;  제2의도-랜덤키이스트립의  비트가  모듈로-2  감산에  의해  암호  부호데이타의 수
신스트립과  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기통신  시스템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전송하
는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제1의도-랜덤키이스트립의  비트는  그들의  순서를  변경하기  위해  데이터비트운반 통
신정보의  스트립과  조합하고,  의도-랜덤스트립의  비트는  원래  순서를  재축적하기  위해 암호부호데이
타의  수신스트립을  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기통신  시스템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전송하는 방법.

청구항 11 

디지털  전기통신  시스템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통신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제1레지스터에서 얻어
진  다중-비트  디지털  값의  기능을  하는  알고리듐에  따라  비트의  제1의도-랜덤키이스트립을 발생시키
는  수단  ;  제1키이스트립에서  비트의  형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규칙적인  주기간격으로  제1레지스터에 
포함된  값을  증가시키는  수단  ;  상기  데이터를  암호로  부호화  하기  위해  제1의도-랜덤키이스트립의 
비트와  데이터  비트  운반  통신정보의  비트를  조합하는  수단  ;  규칙적인  주기간격으로  상기  수신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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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하고,  부호데이타의  전송을  제1레지스터에  포함된  값으로  변화시키는  수단  ;  제2레지스터에 포
함된  다중비트디지탈  값의  기능을  하는  알고리듐에  따라  비트의  제2의도-랜덤키이스트립을 발생시키
는  수단  제1키이스트립의  비트형태에  대해  통일한  형태로  제2키이스트립의  비트형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제1레지스터와  같은  규칙적인  주기간격으로  제2레지스터에  포함된  값을  증가시키는  수단  상기 
데이터를  통신  정보에서  해독하기  위해  암호부호데이타의  수신스트립과  제2의도-랜덤  키이스트립을 
조합하는  수단  두  개의  값이  시간의  상응하는  운동과  같은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리고  제1  및 제2키
이스트립이  서로가  동기화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레지스터의  수신값과  제2레지스터에  포함된  값을 
주기적으로  비교하는  수단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기통신  시스템에서  부호 데이
터를 암호로 통신하는 시스템.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값이  제1  및  제2키이스트립을  재동기화  하기  어려울  때,  제2레지스터에 포함
된  값을  시간의  상응하는  운동  동안  제1레지스터의  수신값에  재설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디지털 전기 통신 시스템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통신하는 시스템.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규칙적인  주기간격으로  상기  수신기에  전송하고  상기  레지스타에  포함된 부호데이
타  값을  변경하는  단계는  부호데이타  전송  및  제1레지스터  값의  전송을  멀티플레싱  하는  수단을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기통신시스템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통신하는 시스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제1레지스터값을  디지털  셀  통신스트립의  저비트  비율  부속채널에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기통신시스템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통신하는 시스템.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저비율  부속채널은  느린관련채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기통신 시
스템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통신하는 시스템.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터값을  상기  저비율  부속채널위에서  다른  저비율  데이타와 조합되는것
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기 통신시스템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전송하는 시스템.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레지스터값의  전송은  저비트  비율  부속채널위에  또다른  데이타는   전송해야만 할
때  임의의  중단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전기  통신시스템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전송하는 시스템. 

청구항 18 

제11항에 있어서,  두  개의 값이 시간의 상응하는 운동과 같은지 및  제1  및  제2키이스틸비 서로가 동
기화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제2레지스터에  포함된  값과  제1레지스터의  수신값을  주기적으로 비교
하는  단계는  전송시  시간지연을  고려해  제1레지스터의  수신값에  증가값을  가산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전기통신 시스템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전송하는 시스템.

청구항 19 

제11항에  있어서,  제1의도  키이스트립의  비트가  모듈로-2  가산에  의해  데이터  비트  운반  통신정보의 
스트립을  조합하고  ;  제2의도-랜덤키이스트립의  비트가  모듈로-2  감산에  의해  암호  부호데이타의 수
신  스트립과  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기  통신  시스템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전송
하는 시스템.  

청구항 20 

제11항에  있어서,  제1의도-랜덤키이스트립의  비트는  그들의  순서를  변경하기  위해  데이터  비트운반 
통신정보의  스트립과  조합하고,  의도-랜더스트립의  비트로  원래순서를  재축적하기  위해  암호  부호 
데이터의  수신  스트립을  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디지털  전기통신  시스테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전송하는 시스템.

청구항 21 

디지털  전기통신  시스템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듀플렉스  통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1레지스터에 
포함된  다중-비트  디지털값의  기능을  하는  알고리듐에  따라  제1위치에서  제1의도-랜덤키이스트립을 
발생시키고  ;  제1키이스트립에서  비트의  형태를  바꾸기  위해  규칙적인  주기간격으로  제1레지스터에 
포함된  값을  증가시키고  ;  상기  데이터  스트립을  암호로  부호화  하기  위해  제1위치에서  제2위치까지 
전송된  데이터  비트  운반  통신정보의  스트립  및  제2위치에서  수신된  암호부호  데이타의  스트립과 조
합하고  ;  제1위치에서  부호화한  데이터  스트립을  제2위치의  수신기에  전송하고  ;  제1키이스트립의 
비트형태에  대해  동일한  형태로  제2키이스트립의  비트  형태를  바꾸기  위해  제1레지스터와  같은 규칙
적인  주기간격으로  제2레지스터에  포함된  값을  증가시키고  ;  상기  데이터를  통신  정보속에서 해독하
기  위해  제2위치에서  수신된  암호  부호데이타의  스트립  및  상기  데이터  스트립을  암호로  부호화하기 
위해  제2위치에서  전송된  데이터  비트운반  통신정보의  스트립과  제2의도-랜덤키이스트립의  비트를 
조합하고  ;  제2위치에서  부호화한  데이터스트립을  제1위치의  수신기에  전송하고  ;  두  개의  값이 시
간의  상응운동과  같은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리고  제1  및  제2키이스트립이  서로  동기화  하는지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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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해  제2레지스터에  포함된  값을  제1레지스터의  수신값과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
탈 전기통신 시스템에서 부호 데이터를 암호로 듀플렉스 통신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값이  제1  및  제2키이스트립을  재동기화  하기가  어려울  때  제2레지스터에  포함된 
값을  시간의  상응하는  운동중  제1레지스터의  수신값에  재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기 
통신 시스템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듀플렉스 통신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규칙적인  주기간격으로  상기  수신기에  전송하고  상기  레지스터에  포함된 부호데이
타  값을  변경하는  단계는  부호데이타  전송  및  제1레지스터값의  전송을  멀티플렉싱  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디지털 전기 통신 시스템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듀플렉스 통신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제1레지스터값은  셀  통신스트립의  저비트  비율부속채널위에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디지털 전기 통신시스템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듀플렉스 통신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저비트  비율  부속채널은  느린관련  제어채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기 통
신 시스템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듀플렉스 통신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제1레지스터값은  상기  저비트  비율  보조  채널위에서  다른  저비트 비율데이타
와  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기  통신  시스템에서  부호  데이터를  암호로  듀플렉스 통신
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저비트  비율  보조채널위에서  또다른  데이터를  전송해야만  할  때  제1레지스터  값의 
전송이  임의로  중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기통신  시스템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듀플
렉스 통신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1항에  있어서,  두  개의  값이  시간의  상응하는  운동과  같은지  및  제1  및  제2카이스트립이  서로가 
동기화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제2레지스터에  포함된  값과  제1레지스터의  수신값을  주기적으로 비
교하는  단계는  전송시  시간지연을  고려해  제1레지스터의  수신값에  증가값을  가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기통신 시스템에서 부호 데이터를 암호로 듀플렉스 통신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1항에  있어서,  제1의도-랜덤스트립의  비트는  모듈로-2  가산에  의해  데이터  비트운반  통신정보의 
스트립과  조합되고,  제2의도-랜덤키이스트립의  비트는  모듈로-2  감산에  의해  암호  부호  데이터의 수
신스트립과  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기  통신시스템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듀플렉
스 통신하는 방법.

청구항 30 

디지털  전기통신  시스템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듀플렉스  통신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제1레지스터
에  포함된  다중-비트  디지털  값  지능을  하는  알고라듐에  따라  제1위치에서 제1의도-랜덤키이스트립
을  발생시키는  수단  ;  제1키이스트립에서  비트의  형태를  바꾸기  위해  규칙적인  주기간격으로 제1레
지스터에  포함된  값을  증가시키는  수단  ;  상기  데이터스트립을  암호로  부호화하기  위해  제1위치에서 
제2위치까지  전송된  데이터  비트  운반  통신정보의  스트립  및  제2위치에서  수신된  암호부호 데이이타
의  스트립과  조합하는  수단  ;  제1위치에서  부호화된  데이터스트립을  제2위치의  수신기에  전송하는 
수단  제1키이스트립의  비트형태에  대해  동일한  형태로  제2키이스트립의  비트형태를  바꾸기  위해 제1
레지스터와  같은  규칙적인  주기간격으로  제2레지스터에  포함된  값을  증가시키는  수단  ;  상기 데이터
를  통신정보  속에서  해독하기  위해  제1위치에서  수신된  암호부호데이타의  스트립  및  상기  데이터 스
트립을  암호로  부호화하기  위해  제2위치에서  전송된  데이터  비트  운반  통신정보의  스트립과 제2의도
-랜덤  키이스트립의  비트를  조합하는  수단;  제2위치에서  부호화한  데이터스트립을  제1위치의 수신기
에 전송하는 수단,  두  개의 값이 시간의 상응운동과 같은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리고 제1  및 제2키이
스트립의  서로  동기화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제2레지스터에  포함된  값을  제1레지스터의  수신값과 
비교하는  수단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기  통신시스템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듀플렉스 통신하는 시스템.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값이  제1  및  제2키이스트립을  재동기화하기가  어려울  때  제2레지스터에  포함된 값
을  시간의  상응하는  운동중  제1레지스터의  수신값에  재설정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특징으로  하는 디
지털 통신시스템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듀플렉스 통신하는 시스템.

청구항 32 

제30항에  있어서,  규칙적인  주기간격으로  상기  수신기에  전송하고  상기  레지스터에  포함된 부호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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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값을  변경하는  단계는  부호데이타  전송  및  제1레지스터값의  전송을  멀티플렉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기통신시스템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듀플렉스 통신하는 신스템.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제1레지스터  값을  셀통신스트립의  저비트  비율  부속채널위치에  전송하는  단계를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기 통신 시스템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듀플렉스 통신하는 시스템.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저비트  비율  부속채널은  느린  관련  제어채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기통
신 시스템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듀플렉스 통신하는 시스템.

청구항 35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1레지스터  값은  상기  저비트비율  보조  채널  위에서  다는  저비트 비율데이타
와  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기통신시스템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듀플렉스 통신하
는 시스템.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저비트  비율  보조채널위에서  또  다른  데이터를  전송해야만  할  때  제1레지스터값의 
전송이  임의로  중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기  통신시트템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듀플
렉스 통신하는 시스템.

청구항 37 

제30항에  있어서,  두  개의  값이  시간의  상응하는  운동과  같은지  및  제1  및  제2키이스트립이  서로가 
동기화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제2레지스터에  포함된  값과  제1레지스터의  수신값을  주기적으로 비교
하는  단계는  전송이  시간지연을  고려해  제1레지스터의  수신값에  증가값을  가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기 통신 시스템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듀플렉스 통신하는 시스템.

청구항 38 

제30항에  있어서,  제1의도-랜덤  스트립의  비트는  모듈-2  가산에  의해  데이터  비트  운반  통신정보의 
스트립과  조합되고  제2의도-랜덤키이스트립의  비트는  모듈로-2  감산에  의해  암호부호  데이터의 수신
스트립과  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전기  통신  시스템에서  부호데이타를  암호로  듀플렉스 
통신하는 시스템.

청구항 39 

프레임  및  타임슬롯을  이용한  전송의  TDMA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이동  무선  시스템의  기지국과 이동
국  사이에서  암호전송을  할  때  동기화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보워드(W3)가  수신되는 시
간(t1)에서  이동국이  프레임  카운터가  설정되는  그  프레임에  대해  시퀸스번호(35,46,...)를 표시하
고  정보워드(W3)가  전송되는  시간에  기지국  프레임  계수기에  대해  시퀀스번호와  관련된 정보워드
(W3)을  다수의  주어진  프레임(R1-R11)  동안  기지국으로부터  비암호  관련  제어채널(SACCH)에  대해 전
송하므로서,  제어정보는  암호관련  제어채널(FACCH)  및  비암호  관련  제어채널(SACCH)에  대해 전송하
고  기지국과  이동국  각각은  전송  및  수신프레임(R1-R11)을  계수하고  기지국에서  이동국에  전송된 비
암호신호위에  부과된  암호시퀸스의  축적을  제어하는  프레임  계수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화 전송 방법.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이동국의  시퀸스  수에  관련된  정보워드(W3)에  의해  다수의  버스트(S1-S11)  형태의 
프레임  계수기는  상응하는  수의  프레임(RR1-R11)  동안  전송되는  것에  있어서,  시퀸스수는 정보워드
의  전송에  필요한  버스트의  수의  증가에  따르는  전송시간(t0)에  기지국  프레임  카운터의  시퀸스수와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화 전송방법.

청구항 41 

제39항에  있어서,  정보워드(W3)는  이동국에서  프레임  계수기의  계수기  설정을  연속  감지하는 이동국
에 전송되는 또다른 정보워드(W4,W5,...)가 뒤따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화 전송방법.

청구항 42 

데이터  비트의  암호스트립을  해독할  때  사용되는  비트의  제2의도-랜덤키이스트립을  발생시키는 회로
와  데이터-비트의  스트립을  해독할  때  사용되는  비트의  제1의도-랜덤키이스트립을  발생시키는  회로 
사이에서  동기화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  데이터비율  채널  위에  제1키이스트립에  관련된 동기
화  정보를  주기적으로  부호화하고  제1키이스트립을  발생시키는  회로에서  암호데이타  비트  스트립의 
전송을  변화하게  하는  제2키이스트립을  발생시키는  회로까지  동기화신호를  감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기화를 제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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