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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직교부호(또는 이중직교부호)내의 직교심볼(또는 이중직교심볼)을 도약하여 일정한 주기를 가지는 PN시퀀
스를 만드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도약패턴에 따라 직교부호내의 직교심
볼을 칩단위로 인터리빙을 하거나 지연기 등을 이용하여 회전천이(cyclic shift)하여 복수의 송신기로부터 비록 (이중)
직교부호도약에 의해 발생된 PN시퀀스내의 같은 (이중)직교부호가 동일한 시점에 수신기에 도달하더라도 인터리빙이
나 회전천이된 양을 다르게 하여 수신기의 역확산과정을 통하여 복수의 송신기로부터의 데이터 심볼이 동시에 역확산
되는 것을 방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3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내지 도 1d는 PN 시퀀스발생기 구성의 예들을 보이고 있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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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a는 종래 복수의 송신기들로부터 하나의 수신기로 수신되는 신호들의 충돌로 인해 데이터 심볼이 파손되는 예를 보
이고 있는 도면.

도 2b는 도2a에서의 충돌 예를 상세히 보이고 있는 도면.

도 3a 내지 도 3f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PN 시퀀스 발생기 구성의 예들을 보이고 있는 도면.

도 4a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복수의 송신기들로부터 하나의 수신기로 수신되는 신호들의 충돌을 회피하는 예를 
보이고 있는 도면.

도 4b는 도4a에서의 충돌 회피 예를 상세히 보이고 있는 도면.

도 5a와 도 6a는 도 3a 내지 도 3f에서 도시한 PN 시퀀스 발생기에서의 기본 직교부호를 보이고 있는 도면.

도 5b 내지 도 5d는 도 3a 와 도 3d에서 도시한 PN 시퀀스 발생기에 의해 회전 천이된 변형 직교부호의 예들을 보이고 
있는 도면.

도 5e 내지 도 5h는 도 3b와 도 3e에서 도시한 PN 시퀀스 발생기에 의해 인터리빙된 변형 직교부호의 예들을 보이고 
있는 도면.

도 6a는 도 3a와 도 3b에서 도시한 PN 시퀀스 발생기에서 도약 패턴정보에 따라 PN시퀀스 내의 각 직교심볼 구간단위
로 다르게 제어했을 경우 변형된 직교부호의 예를 보이고 있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CDMA방식 통신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교부호 도약 방식의 PN시퀀스를 발생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
이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전송매체를 통하여 어떠한 기준신호를 통하여 송신이 제어되지 않는 복수의 비동기 방식 CDMA기
지국 송신기가 직교부호 또는 이중직교부호 내의 직교심볼을 각 송신기 자체의 도약패턴에 따라 도약시킨다.

    
상기 PN 시퀀스는 비동기 방식의 기지국 장치들을 단말기가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지국에서 사용될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지국 구분을 위하여 한 프레임구간 동안 여러 개의 슬럿(16개)을 가지고 있는데, 상기 슬럿에 한 주기의 
직교골드코드를 보내고 다음 슬럿에는 호핑한 다른 직교골드코드 한 주기를 16슬럿에 각각 보낸다. 그러면 단말기는 상
기 16슬럿의 직교골드코드 호핑 패턴이 기지국그룹마다 고유하므로 따라서 기지국그룹을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프레임
의 시작점을 알 수 있다면 상기 고유 호핑패턴으로 발생된 16개의 직교골드코드가 상기 프레임 시작점에서 얼마의 오
프셋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고유의 기지국을 구분해 낸다.
    

    
이때 상기 도약 패턴에 따라 대역확산 또는 스크램블링(채널구분을 위한 또 다른 직교부호가 있는 경우)을 위한 PN시
퀀스를 만들어 낼 경우, 어떤 위치에서 상기의 송신기 중 어느 하나와 통신을 하고 있는 수신기에 다른 수신기와 통신중
인 송신기로부터의 신호가 같이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역확산을 위한 데이터 심볼구간내에 도달한 복수의 신호의 
PN시퀀스가 동일하고, 한 송신기내의 여러 통신 채널을 구분하기 위한 직교부호(월시코드)마저 동일한 경우에 수신기
는 복수의 송신기로부터의 신호를 같이 역확산하기 때문에 원하는 데이터 심볼을 제대로 복원하지 못하며, 이러한 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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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퀀스가 주기적일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수신할 수 없는 데이터 심볼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도 1a는 종래의 직교부호 도약에 의한 PN시퀀스(직교부호)발생기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을 나타낸 것이다. 도 1b는 도 
1a와 같은 PN시퀀스 발생기의 다른 예로써, 직교골드부호 도약에 의한 PN시퀀스발생기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을 나타
낸 것이다. 또한 도 1c와 같은 구조를 갖는 PN시퀀스 발생기는 종래의 이중직교부호 도약에 의한 PN시퀀스발생기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도 1d는 도 1c의 한가지 예로써 종래의 이중 직교골드부호 도약에 의한 
PN시퀀스발생기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을 나타낸 것이다.
    

도 2a와 도 2b는 복수의 송신기가 도약패턴은 다를 수 있는 상기의 PN시퀀스발생기를 사용할 때, 한 수신기에서의 동
일한 직교부호 또는 이중 직교부호가 동시에 여러 송신기로부터 도달하여 역확산해도 데이터심볼을 구별할 수 없는 경
우를 도시하는 것이다. PN시퀀스 외에 한 송신기 내의 여러 통신채널을 구분하기 위하여 또 다른 직교부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 심볼이 구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채널구분용 직교부호를 사용하는 데이터 심볼들만 구
별할 수 없다. 도 2에서 송신기 A에서 사용하는 PN A 시퀀스와 송신기 B에서 사용하는 PNB시퀀스는 동일한 직교부호
를 사용하지만 다른 직교부호도약패턴을 이용하여 발생시킨 것이다.

    
상기 도 2a를 참조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기 도 2a에서는 송신기 A는 직교부호 도약 패턴으로서 " PNA=
{...,OC8,OC3,OC6,...}" 을 가지며, 송신기 B는 직교부호 도약 패턴으로서 " PNB={...,OC6,OC3,OC1...}을 가진다. 
상기 직교부호 도약 패턴들 중 OCn은 도약할 직교부호 번호를 나타낸다. 즉, 상기 OC는 직교부호인 " Orthogonal Co
de" 를 의미하며, 뒤에 붙은 숫자는 직교부호의 번호를 의미한다. 따라서, 상기 송신기 A는 상기 직교부호 도약 패턴을 
가짐에 따라 이전에 직교부호 8번(OC8)을 사용하였다면 직교부호 3번(OC3)을 사용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직교부호 
6번(OC6)을 사용할 것이다. 또한, 상기 송신기 B는 상기 직교부호 도약 패턴을 가짐에 따라 이전에 직교부호 6번(OC
6)을 사용하였다면 직교부호 3번(OC3)을 사용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직교번호 1번(OC1)을 사용할 것이다. 이로 인
해 상기 송신기 A와 상기 송신기 B는 동일한 시점에서 직교부호 3번(OC3)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상기 
도 2a에서는 서로 다른 송신기가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직교부호로 도약하고, 동일한 채널 구분용 직교부호를 사용하
는 경우 충돌이 생김을 보이고 있다. 이를 도 2a에서는 동일 직교심볼 충돌 구간으로 도시하고 있다.
    

    
도 2b에서 볼 수 있듯이 송신기 A와 B로부터 동시에 직교부호 OC3이 수신되었을 때 각 송신기내에서 채널구분용 직교
부호 W2를 사용하는 데이터 심볼만 수신기의 직교심볼 OC3의 구간에서 충돌에 의하여 손실된다. PN시퀀스내의 직교
심볼이 일치한다고 항상 데이터 심볼을 복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송신기 A로부터의 신호의 세기와 송신기 B로 부터
의 신호의 세기가 비슷할 경우에 두 송신기로부터의 신호를 모두 구별할 수 없으며 한 쪽 송신기의 신호가 다른 쪽 송신
기의 신호보다 월등히 셀 경우에는 센 신호는 식별될 수도 있다.
    

PN시퀀스 발생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직교부호 또는 이중 직교부호는 Walsh Code와 Hadamard Code, Gold Cod
e등 모든 직교부호가 가능하다.

    
도 1a를 참조하면 도면 참조번호 110은 직교부호 도약에 의한 PN시퀀스발생기이며, 120, 130, 140은 시스템이 대상
으로하는 직교부호의 구성원인 직교심볼 발생기이다. 선택기 (150)는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 (162)에 따라 직교심
볼 발생기(120,130,140)의 출력을 선택하여 PN시퀀스를 생성하는 부분이며, 상기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162)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직교심볼의 도약패턴을 생성하는 부분이다. 모든 그림에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은 동일한 
참조번호를 할당하였다.
    

 - 3 -



등록특허 10-0326182

 
도 1b에는 도 1a의 일 예로써 직교골드부호를 도약하여 PN시퀀스를 생성하는 구성이 주어져 있으며, 직교 심볼 도약패
턴 발생기 (160)에 따라 주기가 2n-1인 m시퀀스 발생기 (163)의 초기값을 결정되며, 상기 결정된 초기값은 초기값 
레지스터 (162)에 저장된다. 동일한 주기를 가지는 또 다른 m시퀀스 발생기 (167)는 직교부호 도약패턴 발생기 (16
0)와는 무관한 초기값을 가지고 m시퀀스를 발생시킨다. 이때, 상기 초기값은 초기값 레지스터 (166)에 저장된다. 상
기 두 개의 m시퀀스 발생기 (163, 167)의 출력은 배타적논리합기 (164)에 의하여 골드시퀀스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상기와 같이 만들어진 골드시퀀스를 직교골드부호로 만들기 위하여, m시퀀스 발생기 (167)의 상태값을 비교기(169)
가 미리 정해진 값과 비교하여 일치할 경우에는 두 m시퀀스 발생기 (163, 167)의 동작을 한 클록동안 정지시킨다.

상기 m시퀀스 발생기(163,167)는 2 n-1개의 주기로 발생하는데 상기 두개의 m시퀀스 발생기(163,167)에서 출력되
는 값을 심볼 단위로 더해도 2n-1개로 발생된다. 이렇게 발생된 것을 직교성이 유지되는 직교골드코드 시퀀스가 2n-
1개가 되도록 임의의 위치에 제로(zero)를 삽입하기 위하여 고정된 임의의 초기값을 발생하는 m시퀀스 발생기 (163,
167)의 상태값이 상기 임의의 기준값과 일치하는 때에 제로(zero)를 삽입한다. 상기 m시퀀스 발생기(163,167)는 주
기성을 가지는 시퀀스를 발생하므로 다음 주기에도 동일하게 그 위치에서 제로(zero)가 삽입된다. 따라서 상기 기준값
은 임의의 값이 될 수 있으며, 상기 직교골드코드 시퀀스내의 어느 위치에 제로(zero)를 삽입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값
을 정할 수 있으나 삽입되는 위치는 임의의 위치가 되어도 된다.

따라서, 상기 두 m시퀀스 발생기(163,167)의 동작이 정지된 동안 스위치(168)를 이용하여 " 0" 을 삽입한 다음 상기 
두 m시퀀스 발생기(163,167)를 계속 구동한다.

    
도 1c는 상기의 직교부호 도약에 의한 PN시퀀스발생기의 변형으로써, 이중 직교부호 (Bi-Orthogonal Code) 도약에 
의한 PN시퀀스 발생기의 출력을 보여 주고 있다. 직교심볼발생기 120 내지 140이 32개이고 각각이 해당 직교시퀀스
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생성하고 있으며, 앞에서 개시한 직교심볼 도약패턴발생기 160의 도약패턴이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이면 이
중직교심볼 도약패턴발생기 162는 상기 도약패턴에서 추가 1비트가 더 있다. 상기 1비트는 MSB또는 LSB가 될 수 있
으며, 그 비트는 + 또는 -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 1비트가 곱셈기(XOR) 190에 가해져서 PN시퀀스의 출력이 32가지
가 아닌 64가지가 될 수 있다.
    

    
상기 이중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162)의 출력은 동일한 크기의 직교부호를 사용할 때 앞에서 개시한 직교심볼 도약
패턴 발생기(160)의 출력의 2배이며, MSB나 LSB와 같이 임의의 비트에 의하여 상기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120
-140)의 출력을 배타적논리합기(190)를 통과시킨다. 즉, 이중직교부호는 기존의 부호를 고려하지 않았던 직교부호에 
+,- 부호를 추가함으로 직교부호에 비해 2배의 종류가 있으며 이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직교부호번호에 추가로 1개의 
비트가 추가되었다. 도 1d의 동작은 도 1b에 대한 이중 직교골드부호 도약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도 2a-도 2b는 상기 도1a - 도 1d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성에 의해 발생되는 직교부호 또는 이중 직교부호 도약에 의
해 PN시퀀스를 복수의 송신기가 사용하고, 상기 송신기들의 신호들이 동시에 한 수신기에 도달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시하고 있다.

여기서 상기 송신기 A (210)는 220에 주어진 도약패턴에 따라 직교부호 또는 이중 직교부호를 도약하여 PN A 시퀀스
를 발생시키며, 230은 상기의 PNA 시퀀스를 확산 또는 스크램블링용으로 사용한 데이터 심볼을 나타낸다. 또한 상기 
송신기 B (260)는 270에 주어진 도약패턴에 따라 직교부호 또는 이중 직교부호를 도약하여 PN B시퀀스를 발생시키며 
280은 상기의 PNB시퀀스를 확산 또는 스크램블링용으로 사용한 데이터 심볼을 나타낸다. 상기의 송신기 A(210) 및 
B (260)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의 세기가 수신기 (200)에서 비슷한 세기로 수신되면, 상기 도 2a 및 도 2b에 도시된 바
와 같이 도약패턴 내의 직교심볼이 일치하는 경우에 두 송신기(210,260)의 신호를 따로 따로 구별하는 것은 곤란하다.

    
상기 도 2b는 충돌구간을 확대하여 도시한 도면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모든 데이터 심볼이 충돌에 의하여 파손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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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며, 232 및 27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송신기 A와 B 내의 여러 통신채널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직교부호
가 같은 채널에 실려온 데이터 심볼만 손실된다. 상기 도 2b에서는 채널구분 용으로 월시부호를 예로 든 것으로, 상기 
월시심볼 W2를 사용하는 송신기 A의 통신채널과 송신기 B의 통신채널의 데이터 심볼 중 도약패턴 내의 같은 직교심볼 
구간 내의 데이터 심볼만 손실된다. 또한 도약패턴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경우에 이러한 데이터 손실은 주기적으로 발생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앞에서 개시한 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
록 PN시퀀스(직교부호)를 발생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도약패턴에 따라 직교부호 내의 직교심볼의 제어하여 회전천이(cyclic shift)된 PN시퀀스(직교
부호)를 발생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에서 도약 패턴에 따라 직교부호 내의 직교심볼을 인터리버 또
는 지연기 등을 이용한 인터리빙 또는 회전천이(cyclic shift)에 의해 PN 시퀀스(직교부호)를 발생하여 복수의 송신기
로부터 비록 직교부호 또는 이중 직교부호도약에 의해 발생된 PN시퀀스 내의 같은 직교부호 또는 이중 직교부호가 동
일한 시점에 수신기에 도달하더라도 인터리빙이나 회전천이된 양을 다르게 하여 수신기의 역확산과정을 통하여 복수의 
송신기로부터의 데이터 심볼이 동시에 역확산되는 것을 방지시킨 직교부호 또는 이중 직교부호도약에 의한 PN시퀀스
(직교부호)발생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PN시퀀스(직교부호) 발생 방법은 직교부호 또는 이중 직교부호도
약에 의한 PN시퀀스와 채널구분용 월시 코드가 같이 사용되는 CDMA시스템에서는 채널구분용 직교부호 또는 이중 직
교부호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상기 직교부호 또는 이중 직교부호도약에 의한 PN시퀀스(직교부호)는 회전천이 또는 
인터리빙을 하지 않고, 각 송신기에서의 여러 통신채널을 구분하기 위한 직교부호 또는 이중 직교부호를 모든 직교심볼
이 동일한 시점에 존재하는 채널들의 데이터 심볼들 간에 직교성을 유지하도록 각 직교심볼을 동일하게 인터리빙이나 
회전천이 시킨 직교부호 또는 이중 직교부호를 사용하면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상기 인터리빙이나 회전천이 방
법은 직교심볼 단위로 바뀌어도 송신기 내의 여러 채널들 간의 직교성은 유지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정될 필요는 없다. 
본 발명은 부호분할 다중접속 방식 통신시스템에 있어서, 직교부호 또는 이중 직교부호 도약과 지연 및 인터리빙에 의
하여 PN시퀀스를 생성하는 발생장치를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요소들에 참조
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
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
한 설명에서는 직교부호와 PN부호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기지국을 구분하기 위한 채널 구분용 직교부호로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도 3a - 도 3f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직교부호 또는 이중 직교부호 도약과 지연 및 인터리빙에 의한 PN시퀀스(
직교부호)발생장치의 구성들을 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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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a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PN시퀀스(직교부호) 발생장치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3a를 참조하면,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360)는 미리 정해진 직교부호의 도약 패턴 정보를 발생한다. 지연기 제어기(370)는 상기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360)에서 출력되는 도약 패턴에 따른 지연 제어신호를 발생한다. 즉, 하나의 기지국에서의 
각 가입자별 직교심볼 도약패턴은 동일하고 또한 상기 자연 제어기(370)에 의한 지연크기도 하나의 기지국에서 가입자
별로 동일하게 하는 반면 다른 기직국에서는 상기 도약패턴이 다를 뿐 아니라 지연크기도 다른 기지국들과 다르게 할 
수 있으므로 충돌을 없앤다. 직교심볼 발생기(320-340)는 각각 대응되는 도약할 직교심볼들을 발생한다. 즉, 직교심
볼 발생기는 각각 하나의 직교부호번호(월시 번호)에 해당하는 부호열을 발생한다. 지연기(325-345)는 대응되는 상
기 직교심볼 발생기(320-340)의 출력을 입력으로 하며, 상기 지연기 제어기(370)의 제어하에 상기 입력되는 직교심
볼을 지연하여 출력한다. 직교심볼 선택기(350)는 상기 지연기(325-345)의 출력들을 입력으로 하며, 상기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360)의 제어하에 상기 입력되는 지연된 직교심볼들 중 어느 한 직교심볼을 선택하여 출력한다.
    

    
따라서 상기 도 3a와 같은 구조를 갖는 PN시퀀스 발생장치에서 직교심볼 발생기(320, 330, 340)들은 도5a 또는 도6
a와 같은 기본 직교심볼의 행들(직교부호열)을 발생하며,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360)는 상기 직교심볼의 도약 패
턴을 발생한다. 이때 상기 지연기(325,335,345)들은 발생된 도약패턴에 따라 상기 각 직교심볼발생기(320-340)의 
출력을 일정한 값으로 지연하여 회전천이(cyclic shift)를 수행하며, 지연기 제어기(370)는 각 지연기(325-345)들
을 제어하여 각 지연기(325-345)에서 출력되는 직교심볼들의 지연 량을 정해진 값으로 일정하게 제어한다. 따라서 
상기 직교심볼 선택기(350)는 상기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360)에서 출력되는 도약 패턴에 따라 상기 지연기(32
5-345)의 출력을 선택하여 PN시퀀스로 출력한다.
    

    
상기 도 5에서 도 5a는 기본 직교부호의 일 예를 보여주며, 도 5b, 5c, 5d는 도3a의 구성에 의하여 지연하여 회전천이 
시키지만, 직교성은 계속 유지되는 변형직교부호를 보여주고 있다. 음영부분이 실제 회전천이된 양을 표시한다. 이때 
상기 도 5b, 5c, 5d와 같은 심볼들의 지연 양은 상기 지연기 제어기(370)에 의해 결정되며, 상기 지연기 제어기(370)
의 제어에 따라 지연기(325,335,345)가 각 행들의 심볼의 지연을 수행한다. 따라서, 상기 지연 양을 기지국 마다 다르
게 설정하므로 충돌이 방지될 수 있다.
    

    
도 3b는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PN시퀀스 발생장치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3b를 참조하면,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360)는 미리 정해진 직교부호의 도약 패턴 정보를 발생한다. 인터리버 제어기(380)는 상기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360)에서 출력되는 도약 패턴에 따른 인터리빙 제어신호를 발생한다. 직교심볼 발생기(320-340)는 
도 5a 또는 도6a와 같은 기본 직교심볼의 행들(직교심볼열)을 발생한다. 인터리버(322-342)는 대응되는 상기 직교
심볼 발생기(320-340)의 출력을 입력으로 하며, 상기 인터리버 제어기(380)의 제어하에 입력되는 대응되는 지교심
볼을 도 5e ~ 도5h와 같이 인터리빙하여 출력한다. 직교심볼 선택기(350)는 상기 인터리버(322-342)의 출력들을 
입력으로 하며, 상기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360)의 제어하에 상기 입력되는 인터리빙된 직교심볼을 선택하여 출력
한다.
    

    
도 3b와 같은 구성을 갖는 PN시퀀스 발생장치의 동작을 살펴보면, 직교심볼 발생기 (320,330,340)는 상기 도 3a와 
같이 도약 패턴에 따른 도약할 직교심볼을 발생하는 장치이다. 그리고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360)는 상기 도 3a에
서와 같이 직교 부호의 도약 패턴정보를 발생하며, 인터리버 제어기(380)는 각 인터리버(322,332,342)를 제어하여 
직교심볼들의 인터리빙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상기 각 인터리버(322,332,342)는 상기 인터리버 제어기(380)의 제어
하에 각 직교심볼 발생기(320,330,340)의 출력을 칩(chip)단위로 인터리빙(interleaving)한다. 상기 인터리빙 방법
을 각 기지국 별로 다르게 설정하므로 충돌이 방지된다. 그리고 상기 직교심볼 선택기(350)는 상기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360)에 출력되는 도약패턴에 따라 상기 인터리버(322-342)에서 출력되는 심볼들을 선택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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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 5에서 도 5a는 기본 직교부호의 일 예를 보여주며, 도 5e, 5f, 5g, 5h는 도 3b의 구성에 의하여 인터리빙 시키
지만 직교성은 계속 유지되는 변형직교부호를 보여주고 있다. 음영부분이 실제 인터리빙된 양을 표시한다. 또한 도 5e, 
5f, 5g, 5h는 도 3b의 구성에 의하여 인터리빙되었지만 직교성은 계속 유지되는 변형직교부호를 보여주고 있다. 음영
부분이 서로 실제 순서가 바뀌어진 열을 표시한다. 이때 상기 도 3a의 지연기(325-345)는 도 3b와 같이 인터리버(3
22-342)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 3a의 지연기는 도 3b의 인터리버의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도 
3a의 지연기(325-345)와 도 3b의 인터리버(322-342)를 도약 패턴 정보에 따라 PN시퀀스 내의 각 직교심볼 구간
단위로 다르게 제어했을 경우는 도 6b와 같이 변형된 시퀀스가 발생되며, 이들 심볼은 직교성이 없다.
    

    
도 3c는 직교골드부호 도약에 의한 PN 시퀀스 발생장치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3c를 참조하면, 직교심
볼 도약패턴 발생기(360)는 직교부호의 도약 패턴정보를 발생한다. 인터리버 제어기(380)은 상기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360)에서 출력되는 도약 패턴에 따른 지연 제어신호를 발생한다. 초기값 레지스터(366)는 초기 값을 저장하고 
있는 레지스터이며, m시퀀스발생기(367)는 상기 초기값 레지스터(366)에서 출력되는 초기값을 리드한 후 상기 초기
값에 대응되는 m시퀀스를 발생한다. 초기값 레지스터(362)는 상기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360)에서 출력되는 도
약 패턴정보를 초기값을 저장하며, m시퀀스 발생기(363)는 상기 초기값 레지스터(362)에서 출력되는 초기값에 따른 
m시퀀스를 발생한다. 따라서 상기 m시퀀스 발생기(363)는 도약 패턴정보에 따른 m시퀀스 발생하므로, 상기 m시퀀스 
발생기(367,363)는 서로 다른 m시퀀스를 출력으로 하게 된다. 배타적 논리합기(364)는 상기 m시퀀스 발생기(367)
의 출려과 상기 m시퀀스 발생기(363)의 출력을 배타적 논리합하여 골드시퀀스를 발생한다. m시퀀스 발생기(367)의 
상태값을 비교하는 비교기(369)는 상기 발생기(367)의 출력을 미리 설정한 값과 비교하여 그 결과에 따른 스위치 제
어 신호를 발생한다. 상기 배타적 논리합기(364)의 출력(골드시퀀스)과 " 0" 을 입력으로 하는 스위치(368)는 상기 
m시퀀스 발생기(367)의 출력과 설정 값이 동일함으로 인해 상기 비교기(369)로부터 제공되는 스위치 제어 신호에 의
해 1클럭 동안 상기 " 0" 신호를 선택한다. 한편, 상기 m시퀀스 발생기(367)의 출력과 설정 값이 상이한 경우에는 상
기 배타적 논리합기(364)의 출력(골드시퀀스)을 선택 출력한다. 상기 스위치(368)는 멀티플렉서를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인터리버 제어기(380)는 상기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360)의 도약 패턴정보에 따라 상기 스위치(368)로 
부터 출력되는 심볼을 인터리빙하기 위한 제어 신호를 발생한다. 인터리버(322)는 상기 스위치(368)의 출력을 입력으
로 하며, 상기 인터리버 제어기(380)의 제어하에 상기 입력되는 직교심볼을 인터리빙하여 PN시퀀스로 출력한다.
    

상기 도 3c와 같은 구성을 갖는 PN시퀀스 발생장치의 동작을 살펴보면, 직교 심볼 도약패턴 발생기 (360)에 따라 주
기가 2n-1인 m시퀀스 발생기 (363)의 초기값을 결정하며, 결정된 초기값은 레지스터 (362)에 저장된다. 그리고 동
일한 주기를 가지는 또 다른 m시퀀스 발생기 (367)는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 (360)와는 무관한 초기값을 가지고 
m시퀀스를 발생시키며, 상기 초기값은 레지스터 (366)에 저장된다. 상기와 같은 두 개의 m시퀀스 발생기 (363, 367)
의 출력은 배타적논리합기 (364)에서 배타적 논리합 되어 골드시퀀스로 발생된다. 그리고 상기와 같이 발생된 골드시
퀀스를 직교골드부호로 만들기 위하여, m시퀀스 발생기 (367)의 상태값을 비교기(369)가 미리 정해진 값과 비교하며, 
두 값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상기 두 m시퀀스 발생기 (363,367)의 동작을 한 클록동안 정지시키고, 스위치 (368)을 
이용하여 " 0" 을 상기의 한 클록시간동안 삽입한다, 그리고 상기 두 값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두 m시퀀스 발
생기 (363,367)에서 출력되는 m시퀀스의 배타적 논리합에 의해 발생된 골드시퀀스를 선택하여 출력한다. 그러면 상
기 인터리버(322)는 상기 인터리버 제어기(380)에 의해 제어되어 상기 스위치(368)에서 출력되는 골드 시퀀스를 인
터리빙하여 출력한다. 따라서 상기 인터리버(322)에 도 5a와 같이 입력되는 시퀀스는 상기 인터리버(322)에서 심볼 
인터리빙되어 도 5e - 도 5h와 같이 출력된다.

    
도 3d는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PN시퀀스 발생장치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3d를 참조하면, 이중 직교
심볼 도약패턴 발생기(358)는 미리 정해진 직교부호의 도약 패턴 정보를 발생한다. 상기 지연기 제어기(370)는 상기 
이중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358)에서 출력되는 도약 패턴에 따른 지연 제어신호를 발생한다. 직교심볼 발생기(3
20-340)는 각각 대응되는 도약할 직교심볼들을 발생한다. 지연기(325-345)는 대응되는 상기 직교심볼 발생기(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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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0)의 출력을 입력하며, 상기 지연기 제어기(370)의 제어하에 상기 입력되는 직교심볼을 지연하여 출력한다. 직
교심볼 선택기(350)는 상기 지연기(325-345)의 출력들을 입력으로 하며, 상기 이중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358)
의 제어하에 상기 입력되는 지연된 직교심볼들 중 어느 한 직교심볼을 선택하여 출력한다. 배타적 논리합기(390)는 상
기 직교심볼 선택기(350)에서 출력되는 직교심볼열과 상기 이중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358)에서 출력되는 이중직
교 도약 패턴정보 중 부호비트를 배타적 논리합하여 PN시퀀스로 출력한다.
    

    
따라서 상기 도 3d와 같은 구조를 갖는 PN시퀀스 발생장치는 상기의 직교부호 도약에 의한 PN시퀀스발생기의 변형으
로써, 이중 직교부호 (Bi-Orthogonal Code) 도약에 의한 PN시퀀스 발생장치의 출력을 보여 주고 있다. 상기 직교심
볼 발생기(320,330,340)들은 도약 패턴에 따른 도약할 직교심볼을 발생하며, 이중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358)는 
상기 직교 부호의 도약 패턴을 발생한다. 이때 상기 지연기(325,335,345)들은 발생된 도약 패턴정보에 따라 상기 각 
직교심볼 발생기(320-340)의 출력을 지연하여 회전천이(cyclic shift)를 수행한다. 지연기 제어기(370)은 각 지연
기(325,335,345)들을 제어하여 각 지연기(325-345)에서 출력되는 직교심볼들의 지연 량을 제어한다. 따라서 상기 
직교심볼 선택기(350)는 상기 이중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358)에서 출력되는 도약 패턴정보에 따라 상기 지연기
(325-345)의 출력을 선택하여 PN시퀀스로 출력한다. 이때 상기 이중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 (358)의 출력은 동
일한 크기의 직교부호를 사용할 때 앞에서 도시한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 (360) 출력의 2배(예; 직교부호 종류 64 
* 부호성분 2)이며, MSB나 LSB와 같이 임의의 비트에 의하여 상기 직교심볼 선택기(350)에서 선택된 PN시퀀스를 배
타적논리합연산기(390)에서 도약 패턴정보의 부호성분(+ 또는 -)과 배타적 논리합하여 출력한다. 따라서 상기 도3a
에서 출력되는 PN시퀀스(직교부호)에서 부호(+, -)가 서로 다른 것이 추가되어 출력의 종류가 2배가 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기지국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값으로 순환 천이한 동일 PN시퀀스를 사용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도 3e는 본 발명의 제5실시 예에 따른 PN시퀀스 발생장치의 구성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도 3e를 참조하면, 이중 직교
심볼 도약패턴 발생기(358)는 미리 정해진 직교부호의 도약 패턴 정보를 발생한다. 인터리버 제어기(380)는 상기 직
교 심볼 도약패턴 발생기(358)에서 출력되는 도약 패턴정보를 입력으로 하여 직교심볼을 인터리빙하기 위한 제어신호
를 발생한다. 즉, 하나의 기지국에서의 각 가입자별 이중 직교심볼 도약패턴은 동일하고 또한 상기 인터리버 제어기에 
의한 인터리빙 방법도 하나의 기지국에서 가입자별로 동일하게 하는 반면 다른 기지국에서는 상기 도약 패턴이 다를 뿐 
아니라 인터리빙 방법도 다른 기지국들과 다르게 할 수 있으므로 충돌을 없앤다. 직교심볼 발생기(320-340)는 각각 
대응되는 도약할 직교심볼들을 발생한다. 인터리버(322,332,342)는 대응되는 상기 직교심볼 발생기(325-345)의 출
력을 입력으로 하며, 상기 인터리버 제어기(380)의 제어하에 대응하여 입력되는 직교심볼을 인터리빙하여 출력한다. 
직교심볼 선택기(350)는 상기 인터리버(322-342)의 출력들을 입력으로 하며, 상기 이중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
(358)의 제어하에 상기 입력되는 인터리빙된 직교심볼들 중 어느 한 직교심볼을 선택하여 출력한다. 배타적 논리합기
(390)는 상기 직교심볼 선택기(350)에서 출력되는 직교심볼과 상기 이중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358)에서 출력되
는 이중직교 도약 패턴정보를 배타적 논리합하여 PN시퀀스로 출력한다.
    

    
따라서 상기 도 3e와 같은 구조를 갖는 PN시퀀스 발생장치는 상기의 직교부호 도약에 의한 PN시퀀스발생기의 변형으
로써, 이중 직교부호 (Bi-Orthogonal Code) 도약에 의한 PN시퀀스 발생기의 출력을 보여 주고 있다. 상기 직교심볼 
발생기(320,330,340)들은 도약 패턴에 따른 도약할 직교심볼을 발생하며, 이중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358)는 상
기 직교 부호의 도약 패턴정보를 발생한다. 이때 상기 인터리버(322,332,342)들은 발생된 도약 패턴정보에 따라 상기 
각 직교심볼발생기(320-340)의 출력에 대해 인터리빙을 수행하며, 인터리버 제어기(380)는 각 인터리버(322,332,
342)들을 제어하여 각 인터리버(322,332,342)의 출력 심볼들을 인터리빙 시킨다. 따라서 상기 직교심볼 선택기(35
0)는 상기 이중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358)의 출력되는 도약 패턴정보에 따라 상기 인터리버(322,332,342)의 
출력을 선택하여 PN시퀀스로 출력한다. 이때 상기 이중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358)의 출력은 동일한 크기의 직교
부호를 사용할 때 앞에서 개시한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360) 출력의 2배이며, MSB나 LSB와 같이 임의의 비트에 
의하여 상기 직교심볼 선택기(350)에서 선택된 PN시퀀스를 배타적논리합기(390)에서 도약 패턴정보와 배타적 논리
합하여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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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f는 이중직교심볼 및 직교골드부호 도약에 의한 PN 시퀀스 발생장치의 구성을 도시하는 도면이다. 상기 도 3f를 
참조하면, 이중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358)는 이중직교부호의 도약 패턴정보를 발생한다. 인터리버 제어기(380)
는 상기 이중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358)에서 출력되는 도약 패턴정보에 따른 인터리버 제어 제어신호를 발생한다. 
초기값 레지스터(366)는 초기 값을 저장하고 있는 레지스터이며, m시퀀스발생기(367)는 상기 초기값 레지스터(366)
에서 출력되는 초기값을 리드한 후 상기 초기값에 대응되는 m시퀀스를 발생한다. 초기값 레지스터(362)는 상기 이중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358)에서 출력되는 도약 패턴정보를 초기값으로 저장하며, m시퀀스 발생기(363)는 상기 
초기값 레지스터(362)에서 출력되는 초기값에 따른 m시퀀스를 발생한다. 따라서 상기 m시퀀스 발생기(363)는 도약 
패턴정보에 따른 m시퀀스 발생하므로, 상기 두 m스퀀스 발생기(367,363)는 서로 다른 m스퀀스를 발생하게 된다. 배
타적 논리합기(364)는 상기 m스퀀스 발생기(367)의 출력과 상기 m스퀀스 발생기 (363)의 출력을 배타적 논리합하
여 골드시퀀스를 발생한다. m스퀀스 발생기(367)의 상태값을 비교하는 비교기 369는 상기 m스퀀스 발생기 (367)의 
출력을 미리 설정한 값과 비교하여 그 결과에 따른 스위치 제어신호를 발생한다. 상기 배타적 논리합기(364)의 출력(
골드시퀀스)과 " 0" 을 입력으로 하는 스위치(368)는 상기 m시퀀스 발생기(367)의 출력과 설정 값이 동일한 경우 상
기 비교기(369)로부터 출력되는 스위치 제어신호에 의해 1클럭 동안 상기 " 0" 신호를 선택한다. 한편, 상기 m시퀀스 
발생기(367)의 출력과 설정 값이 상이한 경우에는 상기 비교기(369)의 스위치 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배타적 논리합기
(364)의 출력(골드시퀀스)을 선택한다. 상기 스위치(368)에서 출력되는 직교심볼과 구현할 수 있다. 배타적 논리합기
(390)는 상기 스위치(368)에서 출력되는 직교심볼과 상기 이중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358)에서 출력되는 이중
직교 도약 패턴정보를 배타적 논리합하여 출력한다. 인터리버 제어기(380)는 상기 이중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3
58)의 도약 패턴정보에 따라 출력되는 직교심볼을 인터리빙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발생한다. 인터리버(322)는 상기 배
타적 논리합기(390)의 출력을 입력으로 하며, 상기 인터리버 제어기(380)의 제어하에 상기 배타적 논리합기(390)의 
출력을 인터리빙하여 PN시퀀스로 출력한다.
    

상기 도 3f와 같은 구성을 갖는 PN시퀀스 발생장치의 동작을 살펴보면, 이중 직교 심볼 도약패턴 발생기 (358)에 의해 
주기가 2n-1인 m시퀀스 발생기 (363)의 초기값을 결정하며, 결정된 초기값은 레지스터 (362)에 저장된다. 그리고 
동일한 주기를 가지는 또 다른 m시퀀스 발생기(367)는 이중 직교부호 도약패턴 발생기 (360)와는 무관한 초기값을 
가지고 m시퀀스를 발생시키며, 상기 초기값은 레지스터 (366)에 저장된다. 상기와 같은 두 개의 m시퀀스 발생기 (36
3,367)의 출력은 배타적논리합기(364)에서 배타적 논리합 되어 골드시퀀스로 발생된다. 그리고 상기와 같이 발생된 
골드시퀀스를 직교골드부호로 만들기 위하여, m시퀀스 발생기 (367)의 상태값을 비교기(369)가 미리 정해진 값과 비
교하며, 두 값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상기 두 m시퀀스 발생기 (363,367)의 동작을 한 클록동안 정지시키고, 스위치 (
368)을 이용하여 " 0" 을 상기의 한 클록시간동안 삽입한다, 그리고 상기 두 값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두 m
시퀀스 발생기 (363,367)에서 출력되는 m시퀀스의 배타적 논리합에 의해 발생된 골드시퀀스를 선택하여 출력한다. 
이때 상기 이중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 (358)의 출력은 동일한 크기의 직교부호를 사용할 때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
생기의 출력의 2배이며, MSB나 LSB와 같이 임의의 비트에 의하여 스위치(368)에서 출력되는 PN시퀀스를 배타적논
리합기(390)에서 상기 이중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358)의 도약 패턴정보와 배타적 논리합하여 출력한다. 그리고 
상기 인터리버(322)는 상기 인터리버 제어기(380)에 의해 제어되어 상기 배타적 논리합기(390)에서 출력되는 직교
심볼을 인터리빙하여 출력한다.

    
한편, 본 발명에서 인터리빙 패턴을 결정하는 인터리버제어기나 지연값을 제어하는 지연제어기는 반드시 상기(이중)직
교심볼도약패턴 발생기와 연관될 필요는 없다. 즉, 독립적으로 지연값 또는 인터리빙 패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렇
지만, 각 기지국마다 서로 다른 지연값 또는 인터리빙 패턴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에서 구현 예로
서 개시한 본 발명에서는 각 기지국이 서로 다른 도약 패턴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도약 패턴에 따른 고유의 지연값 또는 
인터리빙값을 사용한다면 기지국간에 서로 다른 지연값 또는 인터리빙 패턴을 유지할 수 있다.
    

도 4a 및 도 4b는 수신기가 두 개 이상의 기지국으로부터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PN용 직교심볼(OC3)을 사용한 신호
가 수신되고, 채널구분용 직교부호번호가 동일하다. 그러나, 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 따라 각 기지국에서 회전 천이 또
는 인터리빙을 다르게 하여 동일한 코드로 인한 충돌이 회피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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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PN시퀀스 발생기가 송신기내에 구비되는 경우 수신기는 미리 정해진 약속에 의하여 동일한 도약 패턴정보
와 회전천이 및 인터리빙을 수행하거나 수신되는 신호를 검출하여 도약패턴을 추출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기 송신기
는 최초 데이터 전송시 상기 PN시퀀스를 발생하기 위한 초기 도약 패턴으로 동작하며, 수신기도 최초 동작시 초기 도약
패턴으로 동작한다. 그리고 상기 송신기는 도약패턴 변경시 이에 대응되는 정보를 상기 수신기에 전송한다. 또한 상기 
수신기는 송신기에서 출력되는 PN시퀀스의 도약 패턴들을 저장하는 룩업테이블을 구비하여, 상기 도약패턴 변경시 상
기 수신기는 룩업테이블에 저장된 도약 패턴 정보에 따라 수신되는 PN시퀀스를 검출 및 확인하여 송신기를 탐색할 수
도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 제안한 직교부호 또는 이중 직교부호도약에 의한 PN시퀀스발생기는 도약패턴에 따라 직
교부호내의 직교심볼을 칩 단위로 인터리빙을 하거나 지연기 등을 이용하여 회전천이(cyclic shift)하여 복수의 송신
기로부터 비록 직교부호 또는 이중 직교부호도약에 의해 발생된 PN시퀀스내의 같은 직교부호 또는 이중 직교부호가 동
일한 시점에 수신기에 도달하더라도 인터리빙이나 회전천이된 양을 다르게 하여 수신기의 역확산과정을 통하여 복수의 
송신기로부터의 데이터 심볼이 동시에 역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PN시퀀스 발생장치에 있어서,

복수 개의 직교심볼 열들 중 하나의 직교심볼 열을 입력으로 하고, 상기 입력되는 직교심볼 열을 구성하는 직교심볼들
을 회전천이 시켜 출력하는 직교심볼 발생기들과,

상기 직교심볼 발생기들로부터의 상기 회전천이된 직교심볼 열들을 입력으로 하고, 미리 정해진 패턴 정보에 의해 상기 
회전천이된 직교심볼 열들 중 하나의 회전천이된 직교심볼 열을 선택하여 출력하는 직교심볼 선택기로 구성됨을 특징
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의사잡음 시퀀스 발생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직교심볼 열들은 상호간 직교성이 있는 직교심볼 열과 일정 주기로 반복되는 직교심볼 열 중 하
나임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의사잡음 시퀀스 발생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직교심볼 발생기가,

상기 직교심볼 열들을 발생하는 직교심볼 발생기들과,

상기 직교심볼 발생기들을 각각에 대응하여 구비하고, 대응하는 직교심볼 발생기로부터의 상기 직교심볼 열을 구성하는 
직교심볼들을 회전천이 시키는 지연기들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의사잡음 시퀀스 
발생장치.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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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직교심볼 발생기가,

상호간 직교성이 있는 상기 직교심볼 열들을 발생하는 직교심볼 발생기들과,

상기 직교심볼 발생기들 각각에 대응하여 구비하고, 대응하는 직교심볼 발생기로부터의 상기 직교심볼 열을 구성하는 
직교심볼들을 열 치환시키는 인터리버들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의사잡음 시퀀스 
발생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직교심볼 발생기가,

상기 패턴 정보에 의해 상기 직교심볼 열을 구성하는 직교심볼들을 회전천이 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의사잡음 시퀀스 발생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패턴 정보가 직교심볼 도약패턴임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의사잡음 시
퀀스 발생장치.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패턴 정보가 이중직교심볼 도약패턴임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의사잡
음 시퀀스 발생장치.

청구항 8.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PN시퀀스 발생장치에 있어서,

직교심볼 도약 패턴에 의해 직교 골드부호를 발생하는 골드시퀀스 발생기와,

상기 직교심볼 도약 패턴에 따라 상기 골드시퀀스 발생기로부터의 직교 골드부호를 인터리빙하여 PN시퀀스를 출력하
는 인터리버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의사잡음 시퀀스 발생장치.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골드시퀀스 발생기가,

상기 직교심볼 도약 패턴을 생성하는 도약패턴 발생기와,

상기 직교심볼 도약 패턴을 초기 값으로 저장하는 제1레지스터와,

상기 제1레지스터에 저장된 초기 값에 의해 엠 시퀀스를 발생하는 제1엠시퀀스를 발생기와,

소정의 초기 값을 저장하는 제2레지스터와,

상기 제2레지스터에 저장된 초기 값에 의해 엠 시퀀스를 발생하는 제2엠시퀀스 발생기와,

상기 제1엠시퀀스 발생기와 상기 제2엠시퀀스 발생기로부터의 상기 두 개 엠시퀀스들을 배타적 논리 합하여 직교 골드
부호를 출력하는 배타적 논리합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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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엠시퀀스 발생기의 상태 값을 미리 설정된 값과 비교하여 스위치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상태값 비교기와,

상기 스위치 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배타적 논리합기로부터의 출력과 제로신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스위치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 시스템의 의사잡음 시퀀스 발생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도약패턴 발생기는 이중 직교심볼 도약패턴 발생기임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
스템의 의사잡음 시퀀스 발생장치.

청구항 11.

부호 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PN시퀀스 발생방법에 있어서,

복수 개의 직교심볼 열들 중 하나의 직교심볼 열을 입력으로 하고, 상기입력되는 직교심볼 열을 구성하는 직교심볼들을 
회전천이 시켜 출력하는 직교심볼 발생과정과,

상기 회전천이된 직교심볼 열들을 입력으로 하고, 미리 정해진 패턴 정보에 의해 상기 회전천이된 직교심볼 열들 중 하
나의 회전천이된 직교심볼 열을 선택하여 출력하는 직교심볼 선택과정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의사잡음, 시퀀스 발생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직교심볼 발생과정은,

상기 직교심볼 열들을 발생하는 과정과,

상기 직교심볼 열들 각각을 구성하는 직교심볼들을 회전천이 시키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의사잡음 시퀀스 발생방법.

청구항 13.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직교심볼 발생과정은,

상호간 직교성이 있는 상기 직교심볼 열들을 발생하는 과정과,

상기 직교심볼 열들 각각을 구성하는 직교심볼들을 열 치환시키는 인터리버들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
접속 통신시스템의 의사잡음 시퀀스 발생방법.

청구항 14.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직교심볼 발생과정은,

상기 패턴 정보에 의해 상기 직교심볼 열을 구성하는 직교심볼들을 회전천이 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의사잡음 시퀀스 발생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패턴 정보가 직교심볼 도약패턴임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의사잡음 
시퀀스 발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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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패턴 정보가 이중직교심볼 도약패턴임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의사잡
음 시퀀스 발생방법.

청구항 17.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PN시퀀스 발생방법에 있어서,

직교심볼 도약 패턴에 의해 직교 골드부호를 발생하는 골드시퀀스 발생과정과,

상기 직교심볼 도약 패턴에 따라 상기 골드시퀀스 발생기로부터의 직교 골드 부호를 인터리빙하여 PN시퀀스를 출력하
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의사잡음 시퀀스 발생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골드시퀀스 발생기가,

상기 직교심볼 도약 패턴을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직교심볼 도약 패턴을 제1초기 값으로 저장하고, 상기 제1초기 값에 의해 제1엠 시퀀스를 발생하는 과정과,

소정의 제2초기 값을 저장하고, 상기 제2초기 값에 의해 제2엠 시퀀스를 발생하는 과정과,

상기 제1엠시퀀스와 상기 제2엠시퀀스를 배타적 논리 합하여 직교 골드부호를 출력하는 과정과,

상기 제2엠시퀀스 발생에 따른 상태 값을 미리 설정된 값과 비교하여 스위치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과정과,

상기 스위치 제어신호에 의해 상기 직교 골드부호와 제로신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의사잡음 시퀀스 발생방법.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도약패턴은 이중 직교심볼 도약패턴임을 특징으로 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 통신시스템의 의사잡
음 시퀀스 발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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