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7

     H04B 1/69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5년09월22일

10-0516690

2005년09월06일

(21) 출원번호 10-2002-7016590 (65) 공개번호 10-2003-0007882

(22) 출원일자 2002년12월05일 (43) 공개일자 2003년01월23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2년12월05일

(86) 국제출원번호 PCT/JP2001/004843 (87) 국제공개번호 WO 2001/95535

국제출원일자 2001년06월08일 국제공개일자 2001년12월13일

(81) 지정국

국내특허 : 캐나다, 중국, 일본, 대한민국, 미국,

EP 유럽특허 :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영국, 그리스, 아일

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포르투칼, 스웨덴, 핀란드, 사이프러스, 터어

키,

(30) 우선권주장 JP-P-2000-00173484

JP-P-2000-00175176

2000년06월09일

2000년06월12일

일본(JP)

일본(JP)

(73) 특허권자 가부시키가이샤 아드반테스트

일본 토쿄토 네리마꾸 아사히쵸 1-32-1

(72) 발명자 코이즈미사토시

일본국토쿄도네리마꾸아사히쵸1-32-1가부시키가이샤아드반테스트나

이

나카다즈이치

일본국토쿄도네리마꾸아사히쵸1-32-1가부시키가이샤아드반테스트나

이

이치카와히데키

일본국토쿄도네리마꾸아사히쵸1-32-1가부시키가이샤아드반테스트나

이

니시노에이지

일본국토쿄도네리마꾸아사히쵸1-32-1가부시키가이샤아드반테스트나

이

(74) 대리인 하상구

하영욱

심사관 : 정재우

(54) 시디엠에이 신호의 파형 품질 표시 장치, 방법, 및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매체

등록특허 10-0516690

- 1 -



요약

  최적화수단에 의해 적은 오차값까지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신호전력 계수와 잡음전력 계수가 각 채널에 대해

연산되고, 연산된 신호전력 계수와 잡음전력 계수를 이용하여, 각 채널에 대한 신호전력과 잡음전력이 결정되고, 결정된

신호전력과 잡음전력이 채널마다 하나의 동일 표시기상에 표시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CDMA 신호 파형 품질 표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본 발명의 출원인은 일본 특허 공개공보 제 1998-173628호에 개시된 바와 같은 CDMA 신호 파형 품질 측정 방법을 이

전에 제안했었다. 도 13은 그 측정방법에 의해 측정된 각종 채널들의 전력 표시의 예를 나타낸다.

  도 13에서, 전력(W)은 세로좌표의 축선을 따라 그려져 있지만, 채널(CH)는 횡좌표의 축선을 따라 그려져 있다. 도 13의

예에서, 월시부호장(walsh code length)를 "32"로 설정하여 32-채널 회선의 접속을 허용하고, 채널 0, 1, 3, 5, 7, 9, 11,

13, ...29, 및 31가 신호를 생성하고 있는 상태가 도시되어 있다.

  CDMA 신호 파형 품질 측정의 결과를 표시하는 종래의 방법에 따르면, 각 채널의 신호 전력만이 표시될 뿐이고, 잡음 레

벨(noise level)의 측정이 수행되지 않는다. 특히, 잡음 레벨의 측정은, 예를 들면, 휴대 무선 통신용 기지국을 세우고, 시험

을 행하는 경우에 중요한 파라미터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각 채널에 대한 잡음 레벨을 측정하여 그 잡음 레벨 측정의 결과를 전력 표시 화면에 표시할 수 있고, 신

호 전력과 각 채널의 잡음 전력 모두를 동일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CDMA 신호 파형 품질 표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항 1에 기재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CDMA 신호 파형 품질 표시 시스템은, 각 채널에서의 디지털 측정 신호

를 기저대역(base band) 신호로 직교변환(orthogonal transformation)하고 반송주파수(carrier frequency) 오차를 보정

하는 직교변환기(orthogonal transformer); 직교변환기에 의해 보정된 각 채널에서의 측정신호를 복조하여 복조 데이터

와 진폭값을 얻는 복조기(demodulator); 복조 데이터, 진폭값 및 추정파라미터(estimated parameters)로부터 각 채널의

이상신호를 생성하는 이상신호 생성기(ideal signal generator); 각 채널의 이상신호와 보정된 각 채널의 측정신호로부터

각 채널의 각종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파라미터 추정기(parameter estimator); 추정된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직교변환기

에서의 보정 및 이상신호 생성기에서의 이상신호의 생성을 수행하고, 복조기 및 파라미터 추정기에서의 처리(processing)

를 더 수행하여 추정파라미터가 최적화될 때까지 보정, 복조 및 추정을 반복하는 최적화 수단(optimizing unit); 최적화 수

단에서 최적화된 상태에서 각 채널의 측정신호의 전력계수(power coefficient)를 연산하는 전력계수 연산기; 채널마다 잡

음계수를 연산하는 잡음전력계수 연산기(noise power coefficient calculator); 및 전력계수 연산기에서 연산된 각 채널의

전력계수와 잡음전력계수 연산기에서 연산된 각 채널의 잡음전력계수에 기초하여 신호전력과 잡음전력을 결정하고 상기

신호전력의 값에 비례하는 길이를 갖는 그래프와 상기 잡음전력 값에 비례하는 길이를 갖는 그래프를, 한쪽의 그래프의 길

이방향상에 다른 그래프를 배치하여 동일 표시기를 포함한다.

  청구항 2에 기재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CDMA 신호 파형 품질 표시 시스템으로서, 어떤 특정의 피측정채널에서

피측정신호의 신호성분전력을 측정하는 전력측정수단; 피측정채널에서 피측정신호의 잡음성분전력을 측정하는 잡음성분

전력 측정수단; 및 신호성분전력의 값에 비례하는 길이를 가지는 그래프와 잡음성분전력의 값에 비례하는 길이를 가지는

그래프를 한쪽 그래프의 종방향으로 다른 한쪽 그래프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연산결과 표시유닛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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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항 3에 기재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청구항 2에 따른 CDMA 신호 파형 품질 표시 시스템으로서, 신호성분전력이 없

는 피측정채널의 경우, 연산결과 표시유닛은 잡음성분전력의 값에 비례하는 길이를 가지는 그래프를 표시한다.

  청구항 4에 기재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에 따른 CDMA 신호 파형 품질 표시 시스템으로서, 연산

결과 표시유닛은 표시면상에 마커(marker)를 표시하고, 마커에 의해 지시되는 위치에 신호성분전력 및 잡음성분전력의

값을 표시한다.

  청구항 5에 기재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청구항 2에 따른 CDMA 신호 파형 품질 표시 시스템으로서, 연산결과 표시유닛

은 피측정채널에 대응하는 확산부호장에 의해 결정되는 대역폭에 대응하는 폭을 각각 가지는 그래프가 겹치지 않도록 배

치된 상태로 그래프를 표시한다.

  청구항 6에 기재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청구항 5에 따른 CDMA 신호 파형 품질 표시 시스템으로서, 연산결과 표시유닛

은 그래프가 겹치지 않도록 페일리순위(Paley order)에 따라 배치된 상태로 그래프를 표시한다.

  청구항 7에 기재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CDMA 신호 파형 품질 표시 방법으로서, 각 채널에서의 디지털 측정 신

호를 기저대역 신호로 직교변환하고 반송주파수 오차를 보정하는 직교변환단계; 직교변환단계에 의해 보정된 각 채널에서

의 측정신호를 복조하여 복조 데이터와 진폭값을 얻는 복조단계; 복조 데이터, 진폭값 및 추정파라미터로부터 각 채널의

이상신호를 생성하는 이상신호 생성단계; 각 채널의 이상신호와 보정된 각 채널의 측정신호로부터 각 채널의 각종 파라미

터를 추정하는 파라미터 추정단계; 추정된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직교변환단계에서의 보정 및 이상신호 생성단계에서의

이상신호의 생성을 수행하고, 복조단계 및 파라미터 추정단계에서의 처리를 더 수행하여 추정파라미터가 최적화될 때까지

보정, 복조 및 추정을 반복하는 최적화단계; 최적화단계에서 최적화된 상태에서 각 채널의 측정신호의 전력계수를 연산하

는 전력계수 연산단계; 채널마다 잡음계수를 연산하는 잡음전력계수 연산단계; 및 전력계수 연산단계에서 연산된 각 채널

의 전력계수와 잡음전력계수 연산단계에서 연산된 각 채널의 잡음전력계수에 기초하여 신호전력과 잡음전력을 결정하고

상기 신호전력의 값에 비례하는 길이를 갖는 그래프와 상기 잡음전력 값에 비례하는 길이를 갖는 그래프를, 한쪽의 그래프

의 길이방향상에 다른 그래프를 배치하여 동일 표시화면상에 표시하는 연산결과 표시단계를 포함한다.

  청구항 8에 기재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CDMA 신호 파형 품질 표시 방법으로서, 어떤 특정의 피측정채널에서

피측정신호의 신호성분전력을 측정하는 전력측정단계; 피측정채널에서 피측정신호의 잡음성분전력을 측정하는 잡음성분

전력 측정단계; 및 신호성분전력의 값에 비례하는 길이를 가지는 그래프와 잡음성분전력의 값에 비례하는 길이를 가지는

그래프를 한쪽 그래프의 종방향으로 다른 한쪽 그래프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연산결과 표시단계를 포함한다.

  

삭제

  

삭제

  청구항 11에 기재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CDMA신호 파형 품질 표시 처리를 수행하도록 컴퓨터에 의해 실행하기 위한

명령 프로그램을 가지는 컴퓨터에 의해 판독가능한 매체로서: 상기 CDMA신호 파형 품질 표시 처리는, 각 채널에서의 디

지털 측정 신호를 기저대역 신호로 직교변환하고 반송주파수 오차를 보정하는 직교변환처리; 직교변환처리에 의해 보정된

각 채널에서의 측정신호를 복조하여 복조 데이터와 진폭값을 얻는 복조처리; 복조 데이터, 진폭값 및 추정파라미터로부터

각 채널의 이상신호를 생성하는 이상신호 생성처리; 각 채널의 이상신호와 보정된 각 채널의 측정신호로부터 각 채널의 각

종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파라미터 추정처리; 추정된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직교변환처리에서의 보정 및 이상신호 생성처

리에서의 이상신호의 생성을 수행하고, 복조처리 및 파라미터 추정처리에서의 처리를 더 수행하여 추정파라미터가 최적화

될 때까지 보정, 복조 및 추정을 반복하는 최적화처리; 최적화처리에서 최적화된 상태에서 각 채널의 측정신호의 전력계수

를 연산하는 전력계수 연산처리; 채널마다 잡음계수를 연산하는 잡음전력계수 연산처리; 및 전력계수 연산처리에서 연산

된 각 채널의 전력계수와 잡음전력계수 연산처리에서 연산된 각 채널의 잡음전력계수에 기초하여 신호전력과 잡음전력을

결정하고 상기 신호전력의 값에 비례하는 길이를 갖는 그래프와 상기 잡음전력 값에 비례하는 길이를 갖는 그래프를, 한쪽

의 그래프의 길이방향상에 다른 그래프를 배치하여 동일 표시화면상에 표시하는 연산결과 표시처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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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항 12에 기재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CDMA신호 파형 품질 표시 처리를 수행하도록 컴퓨터에 의해 실행하기 위한

명령 프로그램을 가지는 컴퓨터에 의해 판독가능한 매체로서: 상기 CDMA신호 파형 품질 표시 처리는, 어떤 특정의 피측

정채널에서 피측정신호의 신호성분전력을 측정하는 전력측정처리; 피측정채널에서 피측정신호의 잡음성분전력을 측정하

는 잡음성분전력 측정처리; 및 신호성분전력의 값에 비례하는 길이를 가지는 그래프와 잡음성분전력의 값에 비례하는 길

이를 가지는 그래프를 한쪽 그래프의 종방향으로 다른 한쪽 그래프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연산결과 표시처리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CDMA 신호에서의 각 채널의 신호전력뿐만 아니라 각 채널의 잡음전력도 동일 화면에 표시되기 때문

에, 신호대잡음비(S/N)를 쉽게 알 수 있다. 사용에 편리한 CDMA 신호 파형 품질 측정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 1실시예에 따른 CDMA 신호 파형 품질 측정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2는 연산식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표시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제 2실시예에 따른 CDMA 신호 파형 품질 측정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5는 확산부호장설정 갱신수단(34A)의 동작, 확산코드 번호설정 갱신수단(34B)의 동작, 및 각종 성분에서 연산처리가

수행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순서도;

  도 6은 표시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

  도 7은 확산코드 번호를 나타내는 도면;

  도 8은 월시부호장이 L=8인 경우의 통상순위와 페일리순위를 나타내는 도면;

  도 9는 월시부호장이 L=4인 경우의 통상순위와 페일리순위를 나타내는 도면;

  도 10은 페일리순위로 배열된 그래프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도 11은 통상순위로 배열된 그래프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도 12는 확산부호장 L=0에서의 확산코드 번호가 페일리순위에 따라 재배열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및

  도 13은 종래기술의 각종 채널의 전력표시의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실시예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제 1실시예

  도 1에 있어서, 기지국(base station)으로부터 주파수 확산(frequency-diffused)된 다채널 CDMA신호는 입력단자(11)

를 통해 입력되고, 다운 컨버터(down converter)(12)에 의해 중간주파수 신호로 변환된다. 중간주파수 신호는 증폭기(13)

에 의해 증폭되고, 필터(14)에 의해 대역제한(band-limit)된 후, A/D변환기(15)에 의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 A/D변환

기로부터의 디지털 중간주파수 신호는 상보성 필터(complementary filter)를 포함하는 직교변환기(17)에 의해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되어, 기저대역 측정신호(Z(k))가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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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대역 측정신호(Z(k))는 확산코드 생성기(20)로부터 제공된 확산코드(월시코드)로 복조기(25)에서 역확산(inverse-

diffused)되어 비트데이터(bit data)가 각 채널에 대해 복조된다. 동시에, 각 채널의 진폭(a'i(i는 채널번호))이 검출된다.

  이상신호 생성기(26)에 있어서, 복조기(25)로부터 제공된 비트데이터와 확산코드 생성기(20)로부터 제공된 확산코드

(PN(월시코드)) 양쪽에 기초하여 이상신호(Ri(i는 채널번호))가 생성된다. 또한, 이상신호(Ri)에 따라 다음 식이 연산되어

보정 데이터(Ai(k), Bi(k), Ci(k), Ii(k), Hi(k))가 생성된다.

  

  이상신호(Ri)는 다음 방식으로 얻어진다. 복조기(25)로부터 제공된 각 채널(i)의 복조된 비트데이터가 확산코드 생성기

(20)로부터 제공된 I측 및 Q측 확산코드(월시코드)로 역확산되고, 그렇게 역확산된 I측 및 Q측 칩열(chip row)에서의 칩

"0"과 "1"이 과 로 각각 변환되어 진폭이 1인 QPSK신호의 I 및 Q신호가 얻어진다. 즉, 정규화된 진폭을 가진 이

상신호(Ri(k-m))과 복조기로부터의 진폭(a'i)을 이용하여 보조 데이터(Ai(k), Bi(k), Ci(k), Ii(k), 및 Hi(k))가 연산된다.

  보조 데이터(Ai(k), Bi(k), Ci(k), Ii(k), Hi(k))와 측정신호(Z(k))는 파라미터추정기(27)에 입력되고, 도 2에 도시된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그 해로서 추정값(△ai, △τi, △θi, △ω)이 얻어진다. 이들 추정값을 이용하여, 변환기(28)에서 거기까지

사용된 보정 파라미터(a'i, τ'i, θ'i, ω')가 다음과 같이 갱신된다.

  ω' ← ω' + △ω

  a'i ← a'i + △ai

  τ'i ← τ'i + △τi

  θ'i ← θ'i + △θi ... (6)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정된 파라미터(a'i, τ'i, θ'i, ω')를 이용하여, 측정신호(Z(k))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지고 보정된 측

정신호(Z(k))는 다시 복조기(25), 이상신호/보조데이터 생성기(26), 파라미터추정기(27), 및 변환기(28)에서의 처리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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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다. 이들 처리는 추정값(△ai, △τi, △θi, △ω)가 최적화될 때까지, 즉, 영(zero) 또는 영에 가깝게 될 때까지, 또는 반

복해도 값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수행된다. 이 최적화단계에 의해, 측정신호(Z(k))뿐만 아니라 이상신호(Ri)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최적화수단(22)은 상보성 필터를 포함하는 직교변환기(17), 복조기(25), 이상신호 생성기(26), 파라미터추정

기(27), 변환기(28, 29)에 의해 구성된다.

  측정신호(Z(k))에 대한 보정은 마지막(last time)의 Z(k)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Z(k) ← Z(t - τ'0)(1/a'0)exp[-j(ω'(t - τ'0) + θ'0)] ... (7)

  초기값으로서 a'0 = 1, τ'0 = 0, θ'0 = 0, ω'=0으로 설정되고, 파라미터추정기(27)에서 각각 추정값이 얻어지고, 식 (7)이

새로운 a'i, τ'i, θ'i, ω'에 대해 연산된다. 즉, 보정에 대한 이 연산은 직교변환기/상보성 필터(17)에 입력된 신호, 즉, A/D변

환기(15)의 출력에 대해 이루어진다.

  보정에 대한 연산은 기저대역으로 변환된 후의 측정신호(Z(k))에 대해 수행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기저대역으로 변환

된 신호는 상보성 필터(입력신호의 대역폭과 동일한 통과대역폭)를 통과한 후의 신호이다. 총체의 주파수 오차가 있으면,

이 필터 처리는 신호의 일부가 제거되는 결과를 낳는다. 즉, 파라미터추정 등에 이용되는 측정신호가 손실된다. 그러므로,

주파수 추정의 결과는 상보성 필터에 앞선 단계에서 보정된다. 그러나, 직교변환기/상보성 필터(17)에서의 상보성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충분히 넓은 대역의 저역 통과 필터를 이용하여, 기저대역으로의 변환 후의 측정신호에 대해 보정이 이루어

질 수도 있다.

  보정 파라미터(a'i, τ'i, θ'i)는 변환기(29)에서 다음 식으로 보내진다:

  a"i = a'i / a'0

  τ"i = τ'i - τ'0

  θ"i = θ'i - θ'0 (i≠0) ... (8)

  측정신호(Z(k))에 있어서는, 0번째 채널의 파라미터가 식(7)에 의해 보정되어 있기 때문에, 0번째 이상신호(R0)를 보정

하는 파라미터는 다음 값으로 정규화된다:

  a"0i = 1

  τ"0 = 0

  θ"0 =0

  0번째 이외의 채널의 이상신호(Ri)에 대한 파라미터는 식(8)에서와 같이 0번째 파라미터에 의해 보정된다.

  즉, 상기 최적화 단계에서의 초기 반복에 있어서, 측정신호(Z(k))에 대한 보정은 0번째 채널의 보정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보조데이터 생성기(26)에서 이용되는 보정파라미터로서, 0번째 채널의 파라미터에 의해 정규화된 식(8),

즉, 변환기(29)의 변환 출력이 이용된다. 더욱 상세하게는, 식(8)에서 고려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식(1)∼식(5)의

연산이 수행되어 보조 데이터(Ai(k), Bi(k), Ci(k), Ii(k), Hi(k))를 결정한다. 보조 데이터를 결정하는 이들 연산에서는, 비

트 데이터와 진폭(a'i)이 이용되고, 그 비트 데이터는 식(7)에 의해 보정된 후 복조기(25)에서 복조한 결과(Z(k))로서 얻어

진 것이다.

  따라서, 추정값이 파라미터추정기(27)로부터 얻어지는 매 회마다 상기 양쪽 보정이 수행되고, 추정값이 최적화될 때까지

파라미터의 추정이 다시 반복되어, 그 때 얻어진 측정신호(Z(k))와 확산코드(월시코드)를 이용하여, 전력계수(ρi)가 전력계

수 연산기(31)에서 다음과 같이 연산되고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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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9)는 CDMA 신호 측정표준에 의해 정의되고 종래기술에서 사용되는 식과 동일하다.

  다음 연산이 변환기(32)에서 수행된다.

  a^ = a'

  △τ^i = τ'i - τ'0

  △θ^i = θ'i - θ'0

  △ω^ = ω' ... (10)

  전력계수 연산기(31)에서 얻어진 파라미터(a^, △^τi, △θ^i, △ω^, τ^0)와 전력계수(ρi)는 연산결과 표시기(33)에 표시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측정신호(Z(k))와 이상신호(Ri)는 추정된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보정되고, 파라미터의 추정은 보정된

양쪽 신호를 사용하여 추정된 파라미터가 최적화될 때까지 다시 수행된다. 모든 파라미터들이 이 최적화에서 이용되고, 모

든 파라미터들이 최적화되고, 최적화된 후에, 전력계수(ρi)가 측정신호를 이용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정밀도가 높은 전력

계수(ρi)가 얻어질 수 있다. 또한, 측정신호가 최적화 루프(loop)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파라미터들도 높은 정밀도

로 결정된다.

  제 1실시예의 CDMA 신호 파형 품질 표시 시스템에 있어서, 잡음계수 연산기(31A)가 전력계수 연산기(31)에 구비되어

각 채널의 잡음계수(ρNi)가 연산된다. 또한, 잡음전력 표시기(33A)가 연산결과 표시기(33)에 구비되고, 잡음전력계수 연산

기(31A)에서 연산된 각 채널의 잡음계수(ρNi)가 잡음전력 표시기(33A)에 입력되어 잡음전력이 연산된다.

  각 채널의 신호전력과 잡음전력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산된다.

  신호전력(WS) = 10.0 ×log10(ρi)

  ρi의 값은 상기 식(9)에서 얻어진다. 식(9)에서는 월시부호장이 64에 고정된 예를 나타내고 있지만, 월시 길이는 실제로

각종 채널들에 대해 4, 8, 16, 32, 64, 128, 256의 값을 취한다.

  잡음전력계수(ρNi(code Domain Error))는 식(9)에서의 Zjㆍk와 Riㆍjㆍk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산된다.

  측정신호(Z)로부터 이상신호(Ri)에서의 채널의 합을 빼서 오차신호(N)가 얻어지고, 오차신호(N)에 대한 전력계수가 다

음과 같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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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채널의 잡음전력(WN)은 다음과 같이 연산된다.

  WN = 10.0 ×log10(ρNi)

  계산의 결과는 채널마다 신호전력(WS)과 쌍(pair)으로 메모리에 저장된다. 각 채널의 신호전력(WS)과 잡음전력(WN)의

값은 그래프 플로팅 수단(graph plotting mean)에 의해 그래프화되고 화상 메모리에 그래프로서 기입된다. 모든 채널에서

의 신호전력(WS)과 잡음전력(WN)은 화상 메모리에 모두 저장되어, 모든 채널의 상태가 표시기에 표시된다.

  도 3은 플로팅의 예를 나타낸다. 동 도면에 있어서, 실선으로 나타낸 해칭부(그래프)는 채널의 신호전력(WS)를 나타내고,

점선부(그래프)는 채널의 잡음전력(WN)을 나타낸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신호가 없는 채널도 잡음전력에 대해 측정

되고 그 결과가 표시된다. 각 그래프의 높이(길이)는 각 채널의 신호전력(WS)과 잡음전력(WN)을 나타낸다. 잡음전력(WN)

의 그래프는 신호전력(W S)의 그래프의 수직(종방향) 연장선 아래에 있다.

  채널 2, 4, 6, 8, 10, 12, ...30에는 신호전력(WS)이 없고, 잡음전력(WN)의 그래프만 도시되어 있다.

  도 3의 실선 및 점선부는 실제로는 컬러표시기의 경우에 다른 색상의 선으로 표현하여 신호전력(WS)과 잡음전력(WN) 사

이의 표시에 구별을 둘 수도 있다.

  도면에서의 참조부호 M은 마커(marker)를 나타낸다. 측정값을 알고 싶은 부분에 마커(M)를 이동시켜, 그 위치에서의 측

정값을 수치표시란(numerical value display column)(34)에 표시할 수 있다. 도 3에 도시된 표시기의 상태에 있어서, 마

커(M)에 의해 지시되는 채널은 "5", 월시부호장는 "32", 잡음전력 CDE는 -55.22dBm, 그리고, 신호전력(POWER)은 -

32.29dBm이다.

  제 2실시예

  본 제 2실시예는 막대그래프가 페일리순위에 따라 배치되고 표시된다는 것에서 제 1실시예와 다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 2실시예에 따른 CDMA 신호 파형 품질 표시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본 실시예에서

는 제 1실시예와 동일한 부분은 동일 참조부호에 의해 식별되고 그 설명은 생략한다.

  제 2실시예의 CDMA 신호 파형 품질 표시 시스템은, 제 1실시예에 설명된 구성요소에 더해, 확산부호장설정 갱신수단

(34A), 확산코드 번호설정 갱신수단(34B), 설정수단(35), 메모리(33A'), 그래프화 수단(33B), 및 화상 메모리(33C)를 더

가진다.

  확산부호장설정 갱신수단(34A)과 확산코드 번호설정 갱신수단(34B)에서 생성된 확산부호장(L)와 확산코드 번호(i)에

따라, 확산코드 생성기(20)는 각 확산부호장(L)에 대한 모든 채널에 대응하는 확산코드(PN)를 생성하고, 이 확산코드(PN)

로 복조기(25)가 각 확산부호장에서 각 채널의 신호를 복조한다.

  본 제 2실시예에서는 이상신호 생성기(26)가 복조에 의해 얻어진 데이터로부터 이상신호(Ri)를 생성하고, 각종 파라미터

(△ai, △τi, △θi, △ω)가 각종 이상신호(Ri)에 따라 파라미터추정기(27)에서 생성된 후, 그 파라미터들이 최적화처리를 위

해 직교변환기(17)로 피드백되어 오차가 적은 신호(Z(k))를 얻는 구성이 부가되어 있다.

  오차가 적은 신호(Z(k))는 전력계수 연산기(31)에 입력되어, 채널의 전력계수(ρi)가 차례로 연산된다. 전력계수 연산기

(31)에서 그렇게 연산된 전력계수(ρi)와 변환기(32)로부터 출력된 파라미터(^aiㆍL, △^τiㆍL, △^θiㆍL, △^ω, τ0')는 각

확산부호장와 확산코드 번호에 따라 메모리(33A')에 저장된다.

  설정수단(35)은 메모리(33A')에 저장된 모든 채널 중에서 표시될 채널(피측정 통신장치에 의해 전송된 신호의 채널)을

설정하고, 그렇게 설정된 채널의 전력계수(ρi)와 파라미터를 판독한다. 그러므로, 본 예에서는, 설정수단(35)에 설정된 채

널의 전력이 연산결과 표시기(33)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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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5는 확산부호장설정 갱신수단(34A)의 동작과 확산코드 번호설정 갱신수단(34B)의 동작을 나타내고, 연산처리가 각

종 구성요소에서 수행되는 상태를 나타낸다.

  단계 SP1에서는, 확산부호장로서의 월시부호장이 L=4로 초기화된 후, 단계 SP2에서, 확산코드 번호로서의 월시코드(채

널번호에 대응)가 i=0으로 설정된다.

  단계 SP3에서는, 월시부호장(L=4)와 월시코드(i=0)에 기초한 이상신호(RiㆍL)이 이상신호 생성기(26)에서 생성된다.

  단계 SP4에서는, 파라미터들이 파라미터추정기(27)에서 이상신호(RiㆍL)에 따라 추정된 후, 최적화처리를 위해 직교변

환기(17)로 피드백된다. 그리고 나서, 최적화처리된 후의 측정신호(Z(k))와 확산코드 생성기(20)에서 생성된 확산코드에

기초하여 전력계수(ρiㆍL)이 연산된다.

  단계 SP5에서는, 단계 SP4에서 연산된 전력계수(ρiㆍL)와 다른 파라미터(^aiㆍL, △^τiㆍL, △^θiㆍL, △^ω, τ0')가 메

모리(33A')에 저장된다. 이 때, 잡음계수(ρNi)도 메모리(33A')에 저장된다.

  단계 SP6에서는, 월시코드(i)의 값이 i+1로 갱신된 후, 단계 SP7에서 월시부호장(L)의 값과 월시코드(i)의 값이 서로 비

교된다. 양쪽이 불일치하면, 처리 흐름이 단계 SP3으로 되돌아 간다. 즉, 월시부호장(L)가 L=4인 경우에는, 단계

SP3∼SP7를 4회 실행하여 i=4가 되고, 단계 SP8로 나아간다.

  단계 SP8에서는, 월시부호장의 값(L)이 2배로 되어 L=8로 갱신된다. 단계 SP9에서는, 월시부호장의 값(L)이 최대값

(128)보다 크게 되었는지 판단한다. 월시부호장의 값(L)이 최대값(128)보다 커진 경우, 단계 SP2로 되돌아 간다.

  단계 SP2에서는, 다시 i=0으로 초기화되고, 단계 SP3∼SP7의 루틴(routine)이 실행된다. L=8이면, 단계 SP3∼SP7의

루틴이 8회 실행된다. 이 8회의 실행에서, L=8인 월시 길이에 대해 정의된 0-7의 8개 채널에 대한 전력계수(ρiㆍL), 잡음

계수(ρNi), 및 파라미터(^ai, △^τi, △^θi, △^ω, τ0')가 연산되고 메모리(33A')에 저장된다.

  이런 식으로 월시부호장(L)가 4, 8, 16, 32, 64, 128의 순서로 갱신되고, 각 월시부호장(L)에 의해 결정된 각 채널에 대해

전력계수(ρiㆍL), 잡음계수(ρNi), 및 파라미터(^ai, △^τi, △^θi, △^ω, τ0')가 메모리(33A')에 저장된다.

  단계 SP9에서 월시길이의 값(L)이 최대값 128을 초과했다고 검출되면, 처리흐름이 단계 SP10으로 분기된다.

  단계 SP10에서는, 설정수단(35)에서 설정된 원하는 확산부호장로서의 월시부호장와 확산코드 번호(월시코드 번호)에

기초한 주소(address)로부터 각 채널의 전력계수가 연산되고, 그렇게 얻어진 전력계수(ρi)로부터 각 채널의 신호전력이 결

정된다.

  신호전력(WS)은 다음과 같이 전력계수(ρiㆍL)로부터 연산될 수 있다.

  WS = 10.0 ×Log10(ρiㆍL)

  이 전력으로의 변환은, 예를 들면, 그래프화 수단(33B)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잡음전력(WN)을 구하는 방법은 제 1실시

예와 동일하고, 이 경우에도 그래프화 수단(33B)이 이용될 수 있다.

  신호전력 및 잡음전력으로 변환된 데이터는 그래프화 수단(33B)에서 그래프화될 수 있지만, 본 예에서는 전력의 레벨이

채널마다 띠형 표시 영역(strip-like display region)(막대그래프)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띠형 표시 영역의 Y축선방향의

길이가 변환된 전력값에 의존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띠형 표시 영역의 (X축선 방향으로의) 폭이 확산부호장(L)에 따라

결정된다.

  상기 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확산부호장(L)가 L=4에 속하는 채널의 표시영역의 폭이 가장 넓은 폭(W)으로 선택된

다. 그 폭은, 확산부호장이 L=8인 경우 L=4에서의 폭(W)의 1/2, L=16인 경우 그 1/2인 폭 1/4(W), L=32인 경우 그 1/2인

폭 1/8(W),...과 같이, L의 값이 클 수록 폭이 좁아지도록 확산부호장(L)의 값에 따라 만들어진다. 이렇게 함으로써, 확산부

호장에 주어진 채널 대역폭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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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6은 해당 표시의 예를 나타낸다. 도 6에 도시된 참조부호 W4는 확산부호장 L=4에서의 확산코드 번호 "1"로 주어진

표시영역을 나타낸다.

  참조부호 W8은 확산부호장 L=8에서의 확산코드 번호 2로 주어진 표시영역을 나타낸다.

  참조부호 W16은 확산부호장 L=16에서의 확산코드 번호 6으로 주어진 표시영역을 나타낸다.

  참조부호 W32는 확산부호장 L=32에서의 확산코드 번호 23으로 주어진 표시영역을 나타낸다.

  참조부호 W64는 확산부호장 L=64에서의 확산코드 번호 60로 주어진 표시영역을 나타낸다.

  참조부호 W128은 확산부호장 L=128에서의 확산코드 번호 0으로 주어진 표시영역을 나타낸다.

  도 6에서, 채널번호 및 전력은 각각 횡축선과 종축선을 따라 플로팅되어 있다. 도 6의 참조부호 W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 1실시예에서와 마찬가지로, 신호성분 그래프의 길이(높이)의 연장선에서 잡음성분 그래프가 신호성분 그래프의 아래에

놓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표시영역에서도 동일하다.

  그래프화 수단(33B)은 메모리(33A')로부터 판독되는 전력계수의 판독주소로부터 판독된 전력계수(ρi)가 속하는 확산부

호장(L)를 알 수 있다. 확산부호장(L)의 값에 기초하여, 표시영역(W4, W8, W16, W32, W64, W128)의 폭을 결정할 수 있

다.

  또한, 그래프화 수단(33B)에서는, 메모리(33A')로부터 판독한 전력계수의 확산코드 번호에 따라 표시영역(W4, W8,

W16, W32, W64, W128)에 색상이 착색될 수 있다. 도 6의 예에서는, 표시영역(W4, W8, W16, W32, W64, W128)의 윤곽

선이 각각 흑색, 청색, 녹색, 청남색(dark blue), 황색, 및 적색으로 착색될 수도 있다. 그렇게 착색된 화상데이터는 화상메

모리(33C)에 저장되고 저장된 화상은 표시결과 표시기(33D)에 표시된다.

  또한, 본 발명은 그래프화 수단(33B)에 있어서, 표시영역(W5∼W128)의 X축선방향으로의 표시위치가 도 7에 나타낸 확

산코드 번호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페일리순위(Paley Order)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을 제안한다.

  도 7은 월시부호장와 월시코드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좌측란에 나타낸 L=4, L=8, L=16,...은 월시길이를 나타낸다. 월

시부호장 L=4에서, 소정 대역폭△F는 4개로 나뉘고 0, 1, 2, 3의 4개 채널이 할당된다. 4개 채널의 채널번호 0, 1, 2, 3은

월시코드 번호 0, 1, 2, 3으로 주어진다. 도 7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월시부호장이 길어질수록 사용가능한 채널의

수가 배(doubly)의 관계로 증가하고, 사용가능한 대역폭이 1/2씩 좁아진다. 이러한 관계로부터,많은 양의 전송될 데이터

를 다루는 전화기에는 짧은 월시길이가 할당되고, 적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는 전화기에는 긴 월시부호장이 할당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7에서는 월시부호장(64, 128)가 생략되어 있다.

  

삭제

  페일리순위에 따르면, 번호는 도 8의 A에 도시된 확산코드와 같은 월시부호장에 대응하는 비트번호로 주어지고 그 번호

가 2진수(binery)로 표현되었을 때 얻어진 비트의 배열은 역으로 된다. 그러한 역 비트순위에서의 번호가 페일리순위

(Paley Order)에서의 번호가 된다.

  더욱 상세하게는, 도 8의 A에 도시된 월시코드의 배열에 대한 페일리순위는 도 8의 B에 도시된 바와 같다. 도 9의 A는

월시코드의 통상순위(ordinary order)를 나타내고, 도 9의 B는 페일리순위를 나타낸다.

  페일리순위에 따라 다중 신호(multiplexed signal)에서의 각 채널의 X축선상의 위치를 규정함으로써, 도 10에서와 같이

표시 영역끼리 겹치지 않게 표시할 수 있는 이점이 생긴다. 신호성분과 잡음성분은 표시영역(C1, C2)에 표시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는 도 6과 연계하여 상기 설명한 바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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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형식의 통신장치에서는, 채널간의 간섭을 줄이기 위해 확산코드가 직교 관계에

있는 채널을 선택하도록 제한을 설정한다. 상기 채널 선택의 제한에 따라 채널을 선택하는 경우, 도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시 영역이 서로 겹쳐서 표시되는 조건이 발생한다.

  더욱 상세하게는, 월시부호장 L=4에서의 코드 번호 2와 월시부호장 L=8에서의 코드 번호 4의 조합에 대응하는 신호의

전력이 표시되는 경우에, 그 조합도 정상적인 조합(normal combination)이다. 전력 표시영역(C1, C2)은 도 11에서와 같

이 서로 겹친다. 이 경우, 월시부호장 L=8에서 코드 번호(4)의 전력표시는 표시영역(C2)내에 포함되고 월시부호장 L=8에

서의 코드 번호 4에 대응하는 채널의 신호가 존재하는지 아닌지가 불명확하게 된다.

  즉, 표시영역(C2)만이 존재하도록 보이는 경우와 월시부호장 L=8의 코드 번호 4와 5 양쪽에 신호가 존재하도록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측정이 불명확하게 되는 결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결점을 해소하기 위해, 본 발명은 표시영역(W4∼W128)의 X축선상의 표시위치가 페일리순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제안한다.

  도 10은, 도 11에서 양쪽 표시 영역(C1, C2)의 겹쳐진 상태를 페일리순위에 따라 표시함으로써 해소된 상태를 나타낸다.

확산부호장이 L=4인 경우, 페일리순위는 도 9의 B에서와 같이 확산코드 번호로 0, 2, 1, 3과 같이 된다. 이 확산코드 번호

0, 2, 1, 3의 순위는 채널번호 0, 1, 2, 3에 대응한다.

  한편, 확산부호장이 L=8이면, 페일리순위는 도 8의 B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0, 4, 2, 6, 1, 5, 3, 7과 같이 된다.

  도 11에 도시된 표시영역(C1)은 확산코드 번호 4에 속하는 신호의 전력을 표시하므로, 페일리순위에 따라 그 전력이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L=8에서의 채널 No.1의 위치에 표시된다.

  한편, 도 11에 도시된 표시영역(C2)은 L=4에서의 확산코드 번호 2에 속하는 신호의 전력을 표시하므로, 페일리순위에

따라 그 전력이 L=4에서의 채널 No.1의 위치에 표시된다.

  도 10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표시영역 C1과 C2는 서로 겹치지 않는다. 환언하면, 앞서 설명한 통신장치(휴대 전

화기)에서의 채널 선택 조건에 따라 선택된 채널은 변환이 페일리순위로 이루어지면 그 채널위치에서 겹치지 않는다.

  그 이유를 도 12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2는 확산부호장 L=0에서의 확산코드 번호가 페일리순위에 따라 재배열된 상

태를 나타낸다.

  통신장치에서의 채널 선택 조건은 다음과 같다: "선택된 채널보다 높은 계층의 레벨의 채널이 선택되게 하지 않는다." 이

러한 관계에 있어서, L=4에서의 코드 번호 1과 L=8에서의 코드 번호 1이 선택되면, 코드 관계가 서로 직교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면, L=4에서의 코드 번호 0에 의해 지정된 채널이 선택된 경우, L=8에서의 코드 번호 0, 4, L=16에

서의 코드 번호 0, 8, 4, 12, 및 L=32에서의 코드 번호 0, 16, 8, 24, 4, 20, 12, 28를 겹치게 함으로써 지정된 채널이 선택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다.

  마찬가지로, L=8에서의 코드 번호 6에 의해 지정된 채널이 사용되면, L=16에서의 코드 번호 6, 14와 L=32에서의 코드

번호 6, 22, 14, 30을 겹치게 함으로써 지정된 채널이 채널 선택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다.

  상기 설명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휴대 전화기의 채널 선택 조건에 따라 선택된 채널은, 채널의 표시부가 페일리

순위에 따라 지정되면, 위치가 겹치지 않게 표시된다.

  이 원리는 휴대 전화기에 대한 기지국에 이용될 채널 결정방법에도 적용할 수 있다.

  상기 실시예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 CPU, 하드 디스크, 및 매체(예를 들면, 플로피 디스크 및 CD-

ROM) 판독장치를 구비한 컴퓨터에 있어서, 그 매체 판독장치가 상기 구성요소를 실현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한 매체를 판

독하여 판독된 데이터가 하드 디스크에 설치된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상기 기능이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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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CDMA 신호에서의 각 채널의 신호전력과 잡음전력 모두 동시에 측정되고 그 측정

의 결과가 하나의 동일 화면상에 표시되기 때문에, 신호대잡음비(S/N)를 한눈에 알 수 있다. 결국, 예를 들면, 휴대전화기

용 기지국을 만들고 출하검사하는 경우, 또는 운용중의 기지국이 고장난 경우에 채널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즉시 검출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이 편리한 측정기구를제공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각 채널에서의 디지털 측정 신호를 기저대역 신호로 직교변환하고 반송주파수 오차를 보정하는 직교변환기;

  상기 직교변환기에 의해 보정된 각 채널에서의 측정신호를 복조하여 복조 데이터와 진폭값을 얻는 복조기;

  상기 복조 데이터, 상기 진폭값 및 추정파라미터로부터 각 채널의 이상신호를 생성하는 이상신호 생성기;

  각 채널의 상기 이상신호와 보정된 각 채널의 측정신호로부터 각 채널의 각종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파라미터 추정기;

  상기 추정된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직교변환기에서의 보정 및 상기 이상신호 생성기에서의 이상신호의 생성을 수행

하고, 상기 복조기 및 상기 파라미터 추정기에서의 처리를 더 수행하여 상기 추정파라미터가 최적화될 때까지 상기 보정,

복조 및 추정을 반복하는 최적화 수단;

  상기 최적화 수단에서 최적화된 상태에서 각 채널의 측정신호의 전력계수를 연산하는 전력계수 연산기;

  채널마다 잡음계수를 연산하는 잡음전력계수 연산기; 및

  상기 전력계수 연산기에서 연산된 각 채널의 전력계수와 상기 잡음전력계수 연산기에서 연산된 각 채널의 잡음전력계수

에 기초하여 신호전력과 잡음전력을 결정하고 상기 신호전력의 값에 비례하는 길이를 갖는 그래프와 상기 잡음전력 값에

비례하는 길이를 갖는 그래프를, 한쪽의 그래프의 길이방향상에 다른 그래프를 배치하여 동일 표시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CDMA 신호 파형 품질 표시 시스템.

청구항 2.

  어떤 특정의 피측정채널에서 피측정신호의 신호성분전력을 측정하는 전력측정수단;

  피측정채널에서 피측정신호의 잡음성분전력을 측정하는 잡음성분전력 측정수단; 및

  상기 신호성분전력의 값에 비례하는 길이를 가지는 그래프와 상기 잡음성분전력의 값에 비례하는 길이를 가지는 그래프

를 상기 그래프 중 한 쪽의 종방향으로 다른 한쪽 그래프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연산결과 표시수단을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CDMA 신호 파형 품질 표시 시스템.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성분전력이 없는 상기 피측정채널의 경우, 상기 연산결과 표시수단은 상기 잡음성분전력의

값에 비례하는 길이를 가지는 그래프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신호 파형 품질 표시 시스템.

청구항 4.

  제 2항 또는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연산결과 표시수단은 표시면상에 마커를 표시하고, 상기 마커에 의해 지시되는 위치

에 상기 신호성분전력 및 상기 잡음성분전력의 값을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신호 파형 품질 표시 시스템.

등록특허 10-0516690

- 12 -



청구항 5.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연산결과 표시수단은 피측정채널에 대응하는 확산부호장에 의해 결정되는 대역폭에 대응하는 폭

을 각각 가지는 상기 그래프가 겹치지 않도록 배치된 상태로 상기 그래프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신호 파

형 품질 표시 시스템.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연산결과 표시수단은 그래프가 겹치지 않도록 페일리순위에 따라 배치된 상태로 상기 그래프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신호 파형 품질 표시 시스템.

청구항 7.

  각 채널에서의 디지털 측정 신호를 기저대역 신호로 직교변환하고 반송주파수 오차를 보정하는 직교변환단계;

  상기 직교변환단계에 의해 보정된 각 채널에서의 측정신호를 복조하여 복조 데이터와 진폭값을 얻는 복조단계;

  상기 복조 데이터, 상기 진폭값 및 추정파라미터로부터 각 채널의 이상신호를 생성하는 이상신호 생성단계;

  각 채널의 상기 이상신호와 보정된 각 채널의 측정신호로부터 각 채널의 각종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파라미터 추정단계;

  상기 추정된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직교변환단계에서의 보정 및 상기 이상신호 생성단계에서의 이상신호의 생성을

수행하고, 상기 복조단계 및 상기 파라미터 추정단계에서의 처리를 더 수행하여 상기 추정파라미터가 최적화될 때까지 상

기 보정, 복조 및 추정을 반복하는 최적화단계;

  상기 최적화단계에서 최적화된 상태에서 각 채널의 측정신호의 전력계수를 연산하는 전력계수 연산단계;

  채널마다 잡음계수를 연산하는 잡음전력계수 연산단계; 및

  상기 전력계수 연산단계에서 연산된 각 채널의 전력계수와 상기 잡음전력계수 연산단계에서 연산된 각 채널의 잡음전력

계수에 기초하여 신호전력과 잡음전력을 결정하고 상기 신호전력의 값에 비례하는 길이를 갖는 그래프와 상기 잡음전력

값에 비례하는 길이를 갖는 그래프를, 한쪽의 그래프의 길이방향상에 다른 그래프를 배치하여 동일표시표면상에 표시하는

연산결과 표시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DMA 신호 파형 품질 표시 방법.

청구항 8.

  어떤 특정의 피측정채널에서 피측정신호의 신호성분전력을 측정하는 전력측정단계;

  피측정채널에서 피측정신호의 잡음성분전력을 측정하는 잡음성분전력 측정단계; 및

  상기 신호성분전력의 값에 비례하는 길이를 가지는 그래프와 상기 잡음성분전력의 값에 비례하는 길이를 가지는 그래프

를 상기 그래프 중 한 쪽의 종방향으로 다른 한쪽 그래프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연산결과 표시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CDMA 신호 파형 품질 표시 방법.

청구항 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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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CDMA신호 파형 품질 표시 처리를 수행하도록 컴퓨터에 의해 실행하기 위한 명령 프로그램을 가지는 컴퓨터에 의해 판

독가능한 매체로서: 상기 CDMA신호 파형 품질 표시 처리는,

  각 채널에서의 디지털 측정 신호를 기저대역 신호로 직교변환하고 반송주파수 오차를 보정하는 직교변환처리;

  상기 직교변환처리에 의해 보정된 각 채널에서의 측정신호를 복조하여 복조 데이터와 진폭값을 얻는 복조처리;

  상기 복조 데이터, 상기 진폭값 및 추정파라미터로부터 각 채널의 이상신호를 생성하는 이상신호 생성처리;

  각 채널의 상기 이상신호와 보정된 각 채널의 측정신호로부터 각 채널의 각종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파라미터 추정처리;

  상기 추정된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직교변환처리에서의 보정 및 상기 이상신호 생성처리에서의 이상신호의 생성을

수행하고, 상기 복조처리 및 상기 파라미터 추정처리에서의 처리를 더 수행하여 상기 추정파라미터가 최적화될 때까지 상

기 보정, 복조 및 추정을 반복하는 최적화처리;

  상기 최적화처리에서 최적화된 상태에서 각 채널의 측정신호의 전력계수를 연산하는 전력계수 연산처리;

  채널마다 잡음계수를 연산하는 잡음전력계수 연산처리; 및

  상기 전력계수 연산처리에서 연산된 각 채널의 전력계수와 상기 잡음전력계수 연산처리에서 연산된 각 채널의 잡음전력

계수에 기초하여 신호전력과 잡음전력을 결정하고, 상기 신호전력의 값에 비례하는 길이를 갖는 그래프와 상기 잡음전력

값에 비례하는 길이를 갖는 그래프를, 한쪽의 그래프의 길이방향상에 다른 그래프를 배치하여 동일 표시표면상에 표시하

는 연산결과 표시처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청구항 12.

  CDMA신호 파형 품질 표시 처리를 수행하도록 컴퓨터에 의해 실행하기 위한 명령 프로그램을 가지는 컴퓨터에 의해 판

독가능한 매체로서: 상기 CDMA신호 파형 품질 표시 처리는,

  어떤 특정의 피측정채널에서 피측정신호의 신호성분전력을 측정하는 전력측정처리;

  피측정채널에서 피측정신호의 잡음성분전력을 측정하는 잡음성분전력 측정처리; 및

  상기 신호성분전력의 값에 비례하는 길이를 가지는 그래프와 상기 잡음성분전력의 값에 비례하는 길이를 가지는 그래프

를 상기 그래프 중 한 쪽의 종방향으로 다른 한쪽 그래프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연산결과 표시처리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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