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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다양한 칩 레이트를 갖는 사용자 신호가 같은 반송 주파수 상에 존재
할 경우 그에 따른 간섭을 최소화하는 채널화 코드를 할당하는 데 적당하도록 한 멀티 코드 레이트에서 채널화 코드 할
당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멀티 코드 레이트에서 채널화 코드 할당 방법은 칩 레이트의 비에 따
라 결정되는 일정 주기의 비트합이 각각 상쇄되는 직교 확산 코드를 서로 다른 칩 레이트를 갖는 사용자 신호가 공존하
는 시스템의 채널화 코드로 할당하므로서 칩 레이트가 서로 다른 다수의 사용자 신호들 간의 간섭을 제거하고 하나의 
채널을 통해 전송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채널화 코드, 칩 레이트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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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CDMA 통신 시스템의 송신기에 구비된 확산기를 나타낸 도면.

도 2는 종래 CDMA 통신 시스템의 수신기에 구비된 역확산기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종래 OVSF 코드의 생성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채널 코드 할당 방법에 따라 기준 칩 레이트의 두 배의 칩 레이트를 갖는 사용자 신호에 할당할 수 있
는 OVSF 코드의 실 예를 보인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이동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다양한 칩 레이트(Chip Rate)를 갖는 사용자 신호가 같은 반송 주파
수 상에 존재할 경우 그에 따른 간섭을 최소화하는 채널화 코드를 할당하는 데 적당하도록 한 멀티 코드 레이트에서 채
널화 코드 할당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중 접속 통신 시스템은 여러 명의 사용자 신호를 동일한 채널을 통하여 송/수신한다. 특히, 코드 분할 다
중 접속(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CDMA로 약칭함)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은 각 사용자 신호를 
직교화된 코드에 의해 서로 구분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사용자 신호를 동일한 채널을 사용하여 동일한 시간에 전송할 
수 있다.

이를 위해, CDMA 통신 시스템의 송신기에서는 각 사용자 신호의 데이터 비트마다 해당 사용자에게 할당된 고유의 직
교화된 코드를 곱한 후 하나의 채널을 통하여 전송하고, 반면에 수신기에서는 하나의 채널을 통하여 수신된 각 사용자 
신호의 데이터 비트마다 전송시와 동일한 직교화된 코드를 다시 곱한 후 하나의 칩 주기동안 출력 비트들을 적분하므로
서 해당 사용자의 신호를 추출하게 된다.

이러한 송/수신 동작은 CDMA 통신 시스템의 수신기에서 수신된 사용자 신호에 대한 고유 직교 코드를 이미 알고 있다
고 가정하므로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상기 직교화된 코드의 전송률을 나타내는 칩 레이트(Chip Rate)는 사용자 데이터의 전송률인 비트 레이트(Bit 
Rate)보다 높다.

따라서, 칩 레이트를 비트 레이트로 나누면 확산률(Spreading Factor, SF)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확산률(SF)은 하
나의 사용자 데이터 비트에 곱해지는 직교화된 코드의 길이를 나타낸다.

한편, CDMA 통신 시스템의 수신기에서는 동일한 직교 코드를 두 번 곱하였기 때문에 원하는 사용자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으나, 간섭 및 에러에 해당하는 다른 데이터들은 직교화된 코드의 성분이 제거되지 않으므로 잡음의 형태로서 그
대로 남게 된다. 이러한 잡음은 수신기의 적분기를 통과한 이후에 그 세기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각 사용자 데이터간에 시간 동기가 이루어져 있고, 또한 모든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칩 레이트가 동일하다고 가
정할 경우, CDMA 통신 시스템은 각 사용자를 구분하는 코드를 서로 직교화 시킴으로서 각 사용자 데이터간의 간섭을 
제거할 수 있다. 이때, 코드의 확산률(SF)을 각 사용자 신호마다 다르게 적용하면 각 사용자의 데이터 전송률은 서로 
다르게 된다. 이러한 코드를 OVSF(Orthogonal Variable Spreading Factor) 코드라고 한다.

지금부터는 CDMA 통신 시스템의 송신기에 구비된 확산기와 수신기에 구비된 역확산기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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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종래 CDMA 통신 시스템의 송신기에 구비된 확산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bk(t)는 사용자 k의 데이터 신호이고, a k(t)는 직교화된 코드 신호이다. 여기서 사용자 k의 데이터 
신호 bk(t)는 직교화된 코드 신호 ak(t)와 서로 곱해져서 확산되고 확산된 모든 사용자 신호 s(t)는 다중화되어 동일
한 채널을 통하여 전송된다.

이와 같이 하나의 동일한 채널을 통해서 전송되는 신호를 s(t)라 하면 다음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1
s(t) =                

식 1에서 K는 전체 사용자의 수를 의미하고,    는 반송 주파수를 의미한다.

여기서 ak(t)와 bk(t)는 다음 식 2로서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2

bk(t)=                  

식 2를 참조하면, t는 시간을 나타내는 매개 변수이며, b k,m 은 k번째 사용자의 m번째 데이터 비트로서 '1' 또는 '-1'의 
값을 갖는다. Tk는 k번째 사용자의 데이터 비트의 주기로 데이터 비트 레이트의 역수값이다. 여기서, b k,0 , k=1,2, ..., 
K,은 t=0인 순간에서부터 전송이 시작된다고 가정한다. 이는 모든 사용자에 대한 비트 전송의 시작 시점이 서로 시간 
동기가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ak,j 는 사용자 k에 할당된 코드의 j 번째 칩(Chip)으로 역시 '1' 또는 '-1'의 값을 갖는다. ak,j 의 주기는 Nk로 
ak,j = ak,j+Nk 를 만족한다. Tc 는 칩 주기로서 칩 레이트의 역수값이다. 여기서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에 대한 칩 주기
는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Ψ(t)는 칩의 펄스 형태를 나타내는 함수이다.

도 2는 종래 CDMA 통신 시스템의 수신기에 구비된 역확산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수신기의 입력 신호 r(t)은 다음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3
r(t) = As(t-τ) + n(t)

식 3을 참조하면, A는 채널을 통과하면서 일어나는 왜곡이며, n(t)는 잡음 성분이다.

역확산기에서는 식 3에 나타낸 입력 신호 r(t)에 확산기에서 곱한 직교화된 코드와 동일한 코드 a i(t)를 서로 곱하고 
그에 따라 출력되는 비트들을 한 주기 동안 적분한다. 그러면, a i(t) 코드이외의 다른 사용자 데이터 신호는 모두 상쇄
되고 원하는 사용자의 데이터 신호만이 추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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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수식을 보다 간단히 표시하기 위하여 왜곡 A = 1이고, 잡음 n(t) = 0 인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역확산기
의 출력신호 Zi(T), T = q * T i, 는 다음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i 는 수신하려는 사용자 신호의 번호를 
나타낸다.

수학식 4
Zi(T) = b i,q + Ik,i (T)

여기서 간섭신호 Ik,i (T)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i≤Tk

                        Ti＞Tk

여기서 round_down(x)는 x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서 최대값을 나타내는 함수이며, 전송되는 사용자 데이터 비트 
bk,m 에 관계없이 간섭신호 Ik,i (T)가 영의 값을 갖기 위해서는 R k,i (m), m = αk,i (T),.....,β k,i (T)의 값이 '0'이어
야 한다. 이를 만족하는 코드가 OVSF 코드이다.

이와 같은 OVSF 코드, C SF,n, n=1, 2, ..., SF, 는 다음 도 3과 같이 생성할 수 있다.(참고 문헌: 3GPP RAN 25.213, 
V2.1.0(1999-04), Spreading and modulation(FDD))

이때, c1,1 은 코드 나무의 시작이며, c1,1 로부터 두 가닥의 줄기에 해당하는 코드 c2,1 과 c2,2 가 갈라져 나간다.

즉, 코드 c2,1 은 c1,1 의 코드 두 개를 서로 연결한 것이고, c 2,2 는 c1,1 과 c1,1 에 (-1)의 곱한 코드를 각각 연결한 것
이다.

코드 c2,1 과 코드 c2,2 로부터도 상기 방법과 동일한 과정을 이용하여 두 가닥씩의 줄기가 갈라져 나가 코드 나무가 그
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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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용자 k의 코드인 ak,j 에는 SF =Nk인 cSF,n , n = 1, 2, ...SF,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며, 사용하는 코
드 OVSF로부터 시작해서 코드 나무의 뿌리 c 1,1 로 가는 줄기에 있는 OVSF 코드와 사용하려는 OVSF 코드로부터 갈
라져 나가는 줄기에 있는 OVSF 코드가 현재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 OVSF 코드에서 칩 레이트가 서로 동일한 신호에 대한 생성 및 할당 방법은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실시할 수 있으나, 칩 레이트가 서로 다른 신호들이 동일한 반송 주파수 상에 혼재할 경우를 고려해보면 아직
까지 멀티 코드 칩 레이트에 대한 OVSF 코드의 할당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서로 다른 칩 레이트를 갖는 다양한 신호에 대하여 종래와 같은 OVSF 코드 생성 및 할당에 따라 무작위로 OV
SF 코드를 할당할 경우에는 코드간의 직교성을 이룰 수 없어 사용자 신호 상호간에 간섭이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상에서 언급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안출한 것으로서, 서로 다른 코드 칩 레이트 
갖는 각 사용자 신호에 대하여 서로 간섭을 미치지 않고 각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직교 확산 코드를 채널화 코드로 
할당하는 멀티 코드 레이트에서 채널화 코드 할당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서로 다른 칩 레이트를 갖는 각 신호에 대하여 칩의 펄스 형태 별로 서로 간섭을 미치지 않는 직
교 확산 코드를 채널화 코드로 할당하는 멀티 코드 레이트에서 채널화 코드 할당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특징에 따르면, 멀티 코드 레이트에서 채널화 코드 할당 방법은 칩 레
이트의 비에 따라 결정되는 일정 주기의 비트합이 각각 상쇄되는 직교 확산 코드를 서로 다른 칩 레이트를 갖는 사용자 
신호가 공존하는 시스템의 채널화 코드로 할당하여 이루어진다.

바람직하게, 상기 채널화 코드는, 상기 칩의 펄스 형태를 고려하여 상기 칩 레이트의 비에 따라 결정되는 일정주기의 비
트들이 서로 점대칭되는 직교 확산 코드를 사용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따른 구성 및 작용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에서는 전체 직교 확산 코드 즉, OVSF 코드 중에서 서로 다른 칩 레이트를 갖는 사용자 신호에 간섭을 미치지 
않는 OVSF 코드를 찾아서 할당하는 멀티 코드 레이트에서 채널화 코드 할당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OVSF 코드는 칩의 펄스 형태 즉, 칩 펄스가 사각파(Rectangular pulse)인가 또는 좌우 대칭파인가에 따라 영향
을 받으므로 펄스 형태별로 OVSF 코드를 찾아서 할당하는 멀티 코드 레이트에서 채널화 코드 할당 방법을 제안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채널화 코드 할당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종래 동일한 칩 레이트를 갖는 각 사용자 신호에 대한 채널화 코드 할당 방법에서는 각 사용자 신호가 서로 시간 동기가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 각 사용자를 구분해주는 코드로서 OVSF 코드를 사용하여 각 사용자 신호들간의 간섭을 제거하
였다.

본 발명에서도 종래와 마찬가지로 각 사용자 신호간에 서로 시간 동기가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이때, 사용자 신호
가 서로 다른 칩 레이트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각 사용자 신호의 서로 다른 칩 레이트는 제한이 있다. 즉, 사용자 신호의 칩 레이트 중에서 가장 낮은 칩 레이
트를 R0 이라고 하면, 이때 다른 칩 레이트는 R 0 *    (y = 1, 2, 3,...)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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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칩 레이트가 R0 인 사용자 신호에 대한 OVSF 코드의 할당 방법은 종래와 동일한 과정에 따라 실시된다.

그러나, R0 *    ( y=1, 2, 3,...)인 칩 레이트를 갖는 사용자 신호에 할당하는 OVSF 코드는 전체 OVSF 코드 중 일부
분만을 할당한다.

지금부터는 본 발명의 칩 레이트에 따른 채널화 코드 할당 방법을 실제 CDMA 통신 시스템의 송신기와 수신기에 적용
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통신 시스템의 송신기와 수신기는 종래와 동일한 구조이다.

여기서, 사용자 k의 데이터 신호 bk(t)는 식 2에 나타낸 바와 같으나, 코드신호는 다음 식 5와 같다.

수학식 5

여기서 ak,j 은 k 번째 사용자에게 할당된 코드의 j번째 칩의 값으로 '1' 또는 '-1'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Tc ,k는 k번째 
사용자의 칩 주기로 칩 레이트의 역수값이다. 칩 주기는 Tc,k = MkTf , Mk= 1,2,4,8.....,로 나타낼 수 있으며, T f= 
1/R0 이다.

Ψk(t)는 k 번째 사용자의 칩 펄스 형태를 나타내는 함수이다.

따라서, 사용자 k의 데이터 신호 bk(t)는 코드신호 ak(t)와 곱하여 확산되고, 확산된 모든 사용자 신호는 동일한 채널
을 통하여 전송된다. 채널을 통하여 보내지는 전송 신호 s(t)는 식 3과 동일하다.

또한,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수신기는 종래와 동일하며, 역확산기의 출력 신 호 Z i(T), T = q* T i중에서 간섭 신호 I

k,i (T)는 다음 식 6과 같다.

수학식 6

Ti≤ Tk

                                               Ti＞ Tk

여기서, αk,i (T)와 βk,i (T)는 각각 전술한 식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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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전송되는 사용자 신호의 데이터 비트 bk,m 에 관계없이 간섭신호 Ik,i (T)가 영의 값을 갖기 위해서는 R k,i (
m) (m = αk,i (T),.....,β k,i (T))의 값이 '0'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상기 식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ak,i 코드에 대한 조건과 함께 칩 펄스 함수에 대한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칩 펄스 함수가 사각파이거나 또는 펄스의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정현파일 경우를 고
려하였으며, 먼저, 칩 펄스가 사각파일 경우 OVSF 코드의 할당 방법을 설명한다.

칩 펄스가 사각파이면 특정 범위에서 '1'의 값을 갖는다. 즉, Ψk(t)가 t = 〔0, T c,k 〕인 구간에서는 '1'의 값을 갖고, 
그 외의 구간에서는 '0'의 값을 가지므로 식 6은 다음 식 7과 같이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7
                         Ti≤ Tk

                         Ti＞ Tk

식 7은 두 개의 코드 a k,j 와 ai,n 의 상관값이다.

따라서, 두 코드 중에 칩 주기가 짧은 신호(즉, 칩 레이트가 높은 신호)를 a i,n 이라고 하고 칩 주기가 긴 신호를 ak,j 라 
하면, 코드 ak,j 의 칩주기 Tc,k 와 코드 ai,n 의 칩주기 Tc,i 사이에는 다음 식 8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수학식 8
Tc,k = Tc,i * Pk,i

Pk,i = Tc,k / Tc,i = Mk /Mi

이때, 코드 ak,j 가 Tc,k 의 일정기간 동안 한번 값이 변하는 동안에 코드 ai,n 은 Pk,i 번 변화한다. 따라서, 식 7은 다음 
식 9와 같이 변화한다.

수학식 9

Ti≤ Tk

Ti＞ Tk

이때, 임의의 ak,r 에 대하여 식 9가 '0'의 값을 갖는 조건은 코드 ai,s 가 Pk,i 번 변화하는 동안 코드값의 합이 '0'인 조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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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용자 i 보다 작은 칩 레이트를 갖는 모든 다른 사용자 색인 k에 대하여 다음 식 10이 만족되어야 한다.

수학식 10

r = 0,1,.....,N i/Pk,i -1

예를 들어, 모든 칩 레이트의 신호 즉, R 0 , 2*R 0 , 4*R 0 .....,이 존재하는 시스템에서 OVSF 코드의 할당은 우선, 칩 레
이트가 R0 인 신호는 종래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 OVSF 코드를 생성하고 할당한다.

그러나, 칩 레이트가 2*R 0 인 신호에 대해서는 도 3에 나타낸 OVSF 코드에서 도 4에 나타낸 OVSF 코드를 생성하고 
그 중에서 임의의 하나를 할당한다.

도 4에 나타낸 코드는 다음과 같이 찾는다. 우선, 2*R 0 의 칩 레이트일 경우에는 R0 의 칩 레이트에 비하여 칩 레이트가 
2배로 늘어났으므로 코드비트를 두 개씩 묶어 더하여 '0'이 되는 코드를 찾는다. 그러면, c2,2 =(1, -1), c 4,3 =(1, -
1, 1, -1), c 4,4 = (1 , -1, -1, 1).....등의 코드가 해당된다.

칩 레이트가 4*R0 인 신호에 대하여는 2*R0 의 칩 레이트에 비하여 칩 레이트가 2배로 늘어났으므로 코드비트를 두 개
씩 묶어 더하여 '0'이 되는 코드를 찾는다. 그리고, R0 의 칩 레이트에 비하여 칩 레이트가 4배로 늘어났으므로 코드비
트를 네 개씩 묶어 더하여 '0'이 되는 코드를 찾는다.

또한, 칩 레이트가 4*R0보다 높은 신호에 대해서도 상기 설명한 방법에 따라 OVSF 코드를 생성 할 수 있다.

그러면, 상기 과정에 따라 찾아진 OVSF 코드를 할당하는 방법은 종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즉, 할당하려는 O
VSF 코드로부터 시작해서 뿌리 코드에 이르는 줄기의 코드와 할당하려는 코드로부터 갈라져나가는 코드가 같은 칩 레
이트의 신호에 사용되고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칩 펄스가 펄스의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정현파일 경우에 OVSF 코드를 생성하고 할당하는 방법
을 설명한다.

Ψk(t - T c,k /2-d) = Ψk(t-Tc,k /2+d), d≥0인 경우 식 6의 R k,i (m)이 '0'의 값을 갖는 조건은 코드 ai,n 보다 작
은 칩 레이트를 갖는 모든 다른 사용자 색인 k에 대하여 다음 식 11이 만족되어야 한다.

수학식 11

d = 0,1...., N i/Pk.i -1

따라서, 식 11이 만족하면 다음 식 12가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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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2
ai,r pk,i +pk,i /2-ｅ = -ai,r pk,i +pk,i /2-1+ｅ

r = 0,1,.....N i/Pk,i -1, ｅ = 1, 2, ....., P k,i /2

즉, 칩 펄스가 좌우 대칭파일 경우에는 식 10과 식 12가 함께 만족하는 OVSF 코드를 찾아서 할당한다.

이는 칩 레이트가 2 * R 0 일 경우에 2개 묶어 '0'이 되며 동시에 서로 점대칭이 이루어지는 OVSF 코드를 찾아서 할당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점대칭은 짝수개의 코드 비트들의 배열에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었을 때, 중간 점을 기준으
로 중간 점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비교하면 서로 다른 코드 비트들이 배열되어 있는 코드를 말한다.

따라서 R0 인 칩 레이트와 4*R0 인 칩 레이트만이 공존하는 시스템에서 칩 펄스가 좌우 대칭파일때 적용할 수 있는 코
드는 점 대칭이 이루어진 c4,2 =(1, 1, -1, -1), c 4,3 =(1, -1, 1, -1), c 8,3 =(1, 1, -1, -1, 1, 1, -1, -1), c 8,

5 =(1, -1, 1, -1, 1, -1, 1, -1),...가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설명에서와 같이 본 발명의 멀티 코드 레이트에서 채널화 코드 할당 방법은 칩 레이트가 서로 다른 다수의 각 사
용자 신호들을 확산하여 전송할 수 있으므로, 칩 레이트가 서로 다른 각 신호들 사이의 간섭을 제거하여 통신 성능을 향
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른 확산 코드로 구분되는 복수의 데이터 신호가 하나의 확산 주파수 대역으로 전송되는 코드 분할 다중 방식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복수의 데이터 신호에 복수의 칩레이트를 할당하는 단계;

상기 칩레이트 중 최소의 칩레이트가 적용되는 제1 데이터 신호에 제1 확산 코드를 할당하는 단계;

상기 최소의 칩레이트의 일정한 배수인 칩레이트를 가지는 제2 데이터 신호에 직교 코드 집단에서 상기 일정한 배수의 
단위로 코드 비트들을 차례로 택하면 서로 다른 코드 비트가 동일한 수로 들어 있는 코드를 선택하여 제2 확산 코드로 
할당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확산 코드 할당 방법.

청구항 2.

청구항2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3.

청구항3는 삭제 되었습니다.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일정한 배수는 2의 양의 정수 제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드 분할 다중 방식의 무선 통신 시
스템에서 확산 코드 할당 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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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직교 코드 집단은 직교 가변 확산 인자(OVSF) 코드 집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드 분할 다
중 방식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확산 코드 할당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확산 코드는 상기 직교 가변 확산 인자(OVSF) 코드 집단의 코드 가운데 짝수개의 코드 비
트들의 배열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중간 점을 기준으로 중간 점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서로 비교하면 서로 다른 
코드 비트들의 배열되어 있는 코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드 분할 다중 방식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확산 코드 할당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 코드는 무선 통신 채널을 구분하는 채널화 코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드 분할 다중 방
식의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확산 코드 할당 방법.

도면
도면 1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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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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