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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기지국에서의 시스템 정보 방송구현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기지국 채널 카드에서의 프로세싱 타임과 메모리 사용이 최적화

되도록 한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기지국에서의 시스템 정보 방송 구현 방법에 관한 것으로, 제어국으로부터 시스템 정보

갱신 메시지를 수신한 기지국에서 상기 메시지의 모든 정보 블록 세그먼트와 스케줄링 파라미터들을 저장하는 단계와, 상

기 모든 정보 블록 세그먼트가 대기상에 처음으로 송신되어야 하는 시점을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정보 블록 세그먼트들에

대해 설정된 정렬 알고리즘에 따라 시스템 정보 블록 세그먼트 큐의 구조를 생성하는 단계와, 매 20ms마다 상기 시스템 정

보 블록 세그먼트 큐의 첫 번째 요소를 획득하여 상기 요소에 해당하는 정보 블록 세그먼트가 대기상으로 송신되어야 하는

시점이 현재의 시점과 같게 되는 경우 상기 정보 블록 세그먼트를 대기상으로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시스템 정보 방송, 정보 블록 세그먼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시스템 정보 블록과 스케줄링 파라미터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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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정렬 알고리즘을 통한 시스템 정보 블록 세그먼트 큐의 생성 후의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도 2의 주 정보 블록의 제1 정보 세그먼트가 대기상으로 송신된 후 다음 SFNtx가 계산되어 삽입된 시스템 정보

블록 세그먼트 큐의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시스템 정보 블록 세그먼트 큐

  11 : 주 정보 블록의 제2 정보 블록 세그먼트가 송신되어야 하는 시점을 나타내는 시스템 프레임 번호(SFN)

  20 : 정보 블록

  21 : 주 정보 블록의 제1 정보 블록 세그먼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비동기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기지국 채널 카드에서의 프로세싱 타임과 메모리 사용이

최적화 되도록 한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에서의 시스템 정보 방송 구현 방법에 관한 것이다.

  차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은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높은 공통성 보장, IMT-2000 내의 서비스와 고정

망 서비스간의 호환성 보장, 고품질 서비스 제공, 하나의 단말기를 통한 전세계 로밍 서비스 보장 및 이밖에도 시스템 구조

면에서 보면 향후 개발될 기술과 서로 다른 응용 서비스를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 및 가능한 작고 단순한 구성에

서 서비스 요구 증가에 따라 보다 크고 복잡한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듈화된 구조 등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동기 IMT-2000 시스템의 시스템 정보 방송 기능은 다음과 같이 구현된다.

  먼저, 제어국에서 NBAP(NodeB Application Protocol)의 시스템 정보 갱신 메시지를 통해서 시스템 정보를 기지국에 송

신한다.

  기지국은 시스템 정보 갱신 메시지를 수신한 후 무선 자원 제어 계층(Radio Resource Control layer)에서 정해진 스케줄

링 파라미터에 의해 수신한 시스템 정보를 대기상(Air)으로 반복적으로 전송한다.

  비동기 IMT-2000 시스템의 시스템 정보는 1개의 주 정보 블록(Master Information Block)과 19개의 시스템 정보 블록

(System Information Block)으로 분류된다.

  각각의 정보 블록은 서로 다른 종류의 시스템 정보를 나타내며 사용자 장치(User Equipment)는 자신의 상태나 대기 범

위, 시스템 정보가 송신되는 기지국의 전송 채널의 종류 등에 따라 해당 정보 블록을 읽어 들인다.

  제어국(RNC)은 주 정보 블록과 시스템 정보 블록들을 방송 채널(Broadcast Channel)의 전송 블록(Transport Block)

크기로 세그먼테이션(Segmentation)하여 시스템 정보 갱신 메시지를 통해 기지국에 송신한다.

  여기서 각 세그먼트가 256비트보다 작은 경우에는 패딩 비트를 덧붙인다.

  이때 주 정보 블록과 시스템 정보 블록들에서 세그먼테이션한 데이터 단위를 정보 블록 세그먼트라고 하며 기지국은 주

공통 제어 물리 채널(Primary Common Control Physical channel)을 통해서 20ms마다 하나씩의 상기 정보 블록 세그먼

트를 대기(Air)상으로 송신한다.

  도 1은 시스템 정보 블록과 IB 세그먼트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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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세그먼트 크기는 256bit로 상기 도 1에서 주 정보 블록과 제1, 제2, 제3, 제4, 제7, 제11, 제12 시스템 정보 블록의

정보 블록의 크기가 하나의 BCH 전송 블록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세그먼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5, 제6 시스템

정보 블록은 그 크기가 3개의 BCH 전송 블록의 크기를 초과하므로 4개의 세그먼트로 세그먼테이션되어 있다.

  시스템 정보의 스케줄링 시기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는 IB_REP 와 SEG_POS가 있는데, 상기 IB_REP는 각 시스템 정보

블록이 대기상으로 송신되는 주기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며, SEG_POS는 각 시스템 정보 블록 세그먼트의 송신 주기내에

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다.

  주 정보 블록의 IB_REP 값은 주파수 분할 듀플렉스(Frequency Division Duplex)모드에서 할당값이 8이고, 주 정보 블

록의 SEG_POS 값은 마찬가지로 주파수 분할 듀플렉스 모드에서 할당값이 0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 외의 정보 블록에 대한 IB_REP 값은 정보 블록에 따라 각각 다르게 할당되며 SEG_POS 값은 정보 블록 세그먼트마다

다르게 할당된다.

  즉, 동일한 정보 블록을 이루는 정보 블록 세그먼트의 IB_REP 값은 같지만, SEB_POS 값은 각각의 정보 블록 세그먼트

마다 다르다.

  표 1은 상기 IB_REP 와 SEG_POS 값의 할당 예시를 나타낸 도표이다.

  표 1에서 같은 IB에 속한 세그먼트들은 같은 IB_REP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기지국은 각 정보 블록 세그먼트의 IB_REP와 SEG_POS를 이용하여 상기 정보 블록 세그먼트가 현재 시점에서 대기상으

로 송신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상기 SFN은 System Frame Number로써 셀마다 하나씩의 SFN 카운터를 갖으며 10ms마다 1씩 증가하고 그 범위가

0∼4096인 타이머 카운터인데 SFN이 4095가 되는 시점에서 10ms가 경과하는 SFN은 0이 된다.

  식 1은 SFNtx과 정보 블록 세그먼트의 IB_REP 와 SEG_POS 값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식 1]

  SFNtx % IB_REP = SEG_POS

  즉, 기지국은 상기 식 1을 준수하여 정보 블록 세그먼트를 대기상으로 송신함으로써 상기 정보 블록 세그먼트의 스케줄

링을 구현한다.

  상기에서 스케줄링은 각각의 정보 블록 세그먼트가 정해진 파라미터에 의해 서로 다른 주기를 가지고 대기상으로 송신되

는 메카니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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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식 1은 다음과 같은 식 2의 형태로 표현된다.

  [식 2]

  SFNtx = IB_REP * n + SEG_POS (0 〈〓 n〈〓 M)

  여기서 M은 IB_REP * n < 4096을 만족시키는 최대값을 말한다.

  기지국은 제어국으로부터 시스템 정보 갱신 메시지를 수신한 뒤, 각 정보 블록 세그먼트를 IB_REP, SEG_POS 값에 의해

계산된 SFNtx 시점에 주기적으로 대기상에 송신해야 한다.

  상기 내용을 정리하여 시스템 정보 방송 기능 구현을 위한 기지국에서 프로시저는 먼저 제어국에서 시스템 정보 갱신 메

시지를 수신하고, 주 정보 블록과 시스템 정보 블럭들을 구성하는 모든 정보 블록 세그먼트와 스케줄링 파라미터 즉

IB_REP, SEG_POS를 기지국에 저장한다.

  그리고 매 20ms마다 그때 시점의 SFN에 대해서 상기 식 1을 만족시키는 스케줄링 파라미터를 가지는 정보 블록 세그먼

트를 찾아내어 상기에서 발견된 정보 블록 세그먼트를 대기상으로 전송한다.

  그러나 시스템 정보는 기지국이 동작하는 동안에는 항상 전송되어야 하는 정보로 최악의 경우 상기 프로시저에서 모든

정보 블록 세그먼트의 SFNtx를 스케줄링 파라미터에 대해 매 20ms마다 상기 식 1에 근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때 정

보 블록 세그먼트를 찾아내는데 프로세싱 타임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이상에서 언급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안출한 것으로서, 상기 정보 블록 세그먼트를

찾아내기 위한 프로세싱 타임을 절약하는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에서의 시스템 정보 방송 구현 방법을 제공하

기 위한 것이다.

  

삭제

  

삭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삭제

  본 발명에 따른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기지국에서의 시스템 정보 방송 구현 방법은 제어국에 연결된 기지국이 세그먼

트(segment) 단위로 구분된 시스템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동국에 방송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어국으로부터

수신된 시스템 정보의 방송을 위한 스케줄링 파라미터(scheduling parameter)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스케줄링 파라미터

를 이용하여 상기 시스템 정보의 특정 세그먼트가 방송되는 시점을 산출하는 단계; 및 상기 특정 세그먼트가 방송되는 시

점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상기 시점이 이미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상기 시점에 상기 특정 세그먼트를 방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는다.

본 발명에 따른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기지국에서의 시스템 정보 방송 구현 방법의 다른 세부적 특징은, 상기 특정 세그

먼트가 방송되는 시점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상기 시점이 이미 경과한 경우 상기 스케줄링 파라미터를 이용하

여 다음번에 방송되는 시점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기지국에서의 시스템 정보 방송 구현 방법의 또 다른 세부적 특징은 기 스케줄링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시스템 정보의 특정 세그먼트가 전송되는 시점을 산출하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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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시스템 정보의 방송을 시작하는 시점을 modify_time이라 하고, 상기 특정 세그먼트가 방송되는 시점을 SFNtx라 하

고, 상기 시스템 정보의 특정 세그먼트가 반복되어 방송되는 주기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IB_REP라하며, 상기 시스템 정

보의 특정 세그먼트의 위치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SEG_POS라 하고, 입력 수치를 정수(integer)화 시키는 함수를

Round()라 하는 경우,

SFNtx = Round (modify_time % IB_REP ) * IB_REP + SEG_POS

SFNtx = SFNtx % 4096

에 의하는 것이고,

상기 특정 세그먼트가 방송되는 시점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스케줄링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다음번에 방송

되는 시점을 계산하는 단계는,if ( SFNtx 〈〓 modify_time )

then SFNtx = SFNtx + IB_REP

SFNtx= SFNtx % 4096

에 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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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기지국이 시스템 정보 갱신 메시지를 수신한 후 정보 블록 세그먼트를 저장하고 정렬 알고리즘에

의해 시스템 정보 블록 세그먼트 큐를 생성한 후의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상기 도 2에서 상기 정렬 알고리즘은 SFNtx의 사전 계산과 현재 시간 대비에서 가장 빠르게 대기상으로 송신되어야 하

는 순서대로 정보 블록 세그먼트를 정렬함으로써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 정보 방송 알고리즘이다.

  먼저 시스템 정보 갱신 메시지를 수신하였을 때 기지국의 모든 메시지의 정보 블록 세그먼트와 스케줄링 파라미터를 저

장한다.

  그리고 아래 식 3을 적용하여 모든 정보 블록 세그먼트의 최초의 SFNtx를 계산한다.

  [식 3]

  tempSFNtx = Round (modify_time % IB_REP ) * IB_REP + SEG_POS

  if ( tempSFNtx 〈〓 modify_time )

  then tempSFNtx = tempSFNtx + IB_REP

  SFNtx= tempSFNtx % 4096

  SFNtx는 modify_time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어떤 정보 블록 세그먼트 대기상으로 송신되어야 하는 시점을 말하며

상기 modify_time은 시스템 정보 갱신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로,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 블록 세그먼트들이 주어진 파라미

터에 의해 대기중으로 송신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말한다.

  상기 식 3에 의해 계산된 SFNtx를 이용하여 정보 블록 세그먼트들에 대해 시스템 정보 블록 세그먼트 큐의 구조를 생성

하는데, 상기 시스템 정보 블록 세그먼트 큐에는 특정 정보 블록 세그먼트의 주소와 이 정보 블록 세그먼트의 현재 시점에

서의 SFNtx(ifirst)를 포함하고 있다.

  20ms의 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먼저 정보 블록 세그먼트는 시스템 정보 블록 세그먼트 큐의 현재 시간 이후에 스케줄링

상으로 가장 먼저 송신되어야 할 정보 블록 세그먼트를 가리키는 첫 번째 요소를 받는다.

  이때 현재 시점의 SFNcur와 어떤 정보 블록 세그먼트가 대기상으로 송신되어야 하는 시점의 SFNtx과 같게 되면, 대기

상으로 정보 블록 세그먼트를 전송한다.

  그리고 상기 정보 블록 세그먼트의 다음 SFNtx를 다음의 식 4에 의해 계산하여 기존의 SFNtx값에 대체하고 시스템 정

보 블록 세그먼트 큐에 상기 정보 블록 세그먼트를 새롭게 삽입한다.

  [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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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Ntx(i+1) = ( SFNtx(i) + IB_POS ) % 4096

(단, 0 〈〓 n 〈〓 M-1 )

  여기서 i는 I번째 SFNtx를 말하며 M은 IB_REP * n < 4096을 만족시키는 최대값이다.

  만약, 현재 시점의 SFNcur와 어떤 정보 블록 세그먼트가 대기상으로 송신되어야 하는 시점의 SFNtx과 같지 않다면 어

떤 동작도 하지 않는다.

  여기서 시스템 정보 갱신 요구 메시지를 수신한 뒤에 모든 정보 블록 세그먼트의 SFNtx(ifirst)가 계산되며 20ms 타임 경

계에서 어떤 정보 블록 세그먼트가 대기상으로 송신된 뒤 송신된 정보 블록 세그먼트의 SFNtx(ifirst)가 계산된다.

  도 2를 참조하면, 정보 블록은 채널 카드에 저장된 정보 블록 세그먼트를 나타내며 시스템 정보 블록 세그먼트 큐의 요소

는 각각 하나씩의 정보 블록 세그먼트를 가리킨다.

  또한 상기 시스템 정보 블록 세그먼트 큐의 각 요소는 자신이 가리키고 있는 정보 블록 세그먼트의 IB_REP, SEG_POS에

의해 계산된 정보 블록 세그먼트의 SFNtx를 가지며 항상 먼저 대기상으로 송신되어야 하는 정보 블록 세그먼트를 가리키

는 요소가 큐의 앞쪽에 오도록 정렬, 링크되어 있다.

  기지국에서 시스템 정보 갱신 메시지를 수신한 후, 상기 기지국에 정보 블록 세그먼트를 저장한다.

  저장된 상기 정보 블록 세그먼트는 정렬 알고리즘에 의하여 시스템 정보 블록 세그먼트 큐를 생성한다.

  도 2에서 각 정보 블록 세그먼트가 가리키는 큐가 가지고 있는 정보 블록 세그먼트의 SFNtx의 값은 가정된 값이다.

  또한 주 정보 블록의 제2 블록 세그먼트가 대기상으로 송신되는 시간을 102, 제2 시스템 정보 블록의 제2 블록 세그먼트

가 대기상으로 송신되는 시간을 104로 가정한다.

  그리고 현재 시간을 SFN=100이라고 가정하고, 시스템 정보 블록 세그먼트 큐는 현재 시간 이후 먼저 송신되어야 하는

정보 블록 세그먼트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상기 도 2의 상태에서 SFN값이 102를 나타내는 20ms 경계에서 순간 타이머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가정한다.

  20ms 순간 타이머가 발생하면 먼저 기지국은 상기 시스템 정보 블록 세그먼트 큐의 첫 번째 요소를 꺼내어 SFNtx와

SFNcur(102)를 비교한다.

  이때 SFNtx와 SFNcur의 값이 같으므로 상기 첫 번째 요소가 가리키는 제2 주 정보 블록의 정보 블록 세그먼트를 대기상

으로 송신한다.

  주 정보 블록의 제2 블록 세그먼트가 대기상으로 송신되면 다음 차례에 대기상으로 전송될 주 정보 블록의 제2 세그먼트

가 전송되어야 할 시간 SFNtx는 식 4에 SFNtx(i)=102를 대입하여 계산한다.

  이때 계산된 제2 주 정보 블록의 다음 SFNtx가 108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상기 SFNtx(108)은 기존값에 대체되고 시스템 정보 블록 세그먼트 큐에 새롭게 삽입되는 순서에 따라 주 정보 블

록의 제2 세그먼트를 가리키고 있던 시스템 정보 블록 세그먼트 큐의 첫 번째 요소의 SFNtx가 108로 갱신되고 새롭게 정

렬되어 큐에 삽입된다.

  그리고 상기 시스템 정보 블록 세그먼트 큐는 먼저 송신되어야 할 정보 세그먼트를 가리키던 큐가 앞쪽에 위치하도록 정

렬되므로 주 정보 블록의 제2 블록 세그먼트를 가리키는 요소는 큐에 삽입된 도 3에서 보여주는 형태의 위치가 된다.

  즉, 기지국은 정보 블록 세그먼트를 SFNcur 시점 이후 대기상으로 먼저 송신되어야 하는 순서대로 정렬해서 큐잉

(Queuing)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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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SFNtx의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지만 SFNcur보다 큰 SFNtx를 가지는 정보 블록 세그먼트는 SFNcur보다 적

은 SFNtx를 갖는 정보 블록 세그먼트보다 먼저 송신되어야 하므로 상기 SFNcur보다 큰 SFNtx의 정보 블록 세그먼트는

상기 SFNcur보다 적은 SFNtx의 정보 블록 세그먼트보다 정렬 상태에서 앞쪽에 위치하게 된다.

  도 3은 제2 주 정보 블록이 SFN=102에서 송신된 후의 다음 차례의 SFNtx가 계산되어 다시 큐에 삽입된 상태를 보여주

는 도면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설명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기지국에서의 시스템 정보 구현 방법은 각 정보 블록

세그먼트가 대기상으로 송신되어야 하는 시점을 미리 계산하고, 상기 정보 블록 세그먼트를 현재 시간 대비 가장 빨리 대

기상으로 송신되어야 할 순서로 정렬해서 관리하고 20ms의 타임 간격에서 그 시점의 SFN과 가장 빨리 송신되어야 하는

하나의 정보 블록 세그먼트인 SFNtx 만을 비교함으로써 프로세싱 타임을 절약하고 시스템 정보 방송 기능을 구현하는 효

과가 있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통해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함

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실시예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청구 범위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어국에 연결된 기지국이 세그먼트(segment) 단위로 구분된 시스템 정보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동국에 방송하는 방

법에 있어서,

  상기 제어국으로부터 수신된 시스템 정보의 방송을 위한 스케줄링 파라미터(scheduling parameter)를 결정하는 단계;

  상기 스케줄링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시스템 정보의 특정 세그먼트가 방송되는 시점을 산출하는 단계; 및

  상기 특정 세그먼트가 방송되는 시점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상기 시점이 이미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상기 시

점에 상기 특정 세그먼트를 방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기지국에서의 시스템 정보 방

송 구현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줄링 파라미터(scheduling parameter)는 상기 시스템 정보의 특정 세그먼트가 반복되어 방송되는 주기를 나타

내는 IB_REP 및 상기 시스템 정보의 특정 세그먼트의 위치(position)를 나타내는 SEG_POS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기지국에서의 시스템 정보 방송 구현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케줄링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시스템 정보의 특정 세그먼트가 전송되는 시점을 산출하는 단

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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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시스템 정보의 방송을 시작하는 시점을 modify_time이라 하고, 상기 특정 세그먼트가 방송되는 시점을 SFNtx라 하

고, 상기 시스템 정보의 특정 세그먼트가 반복되어 방송되는 주기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IB_REP라하며, 상기 시스템 정

보의 특정 세그먼트의 위치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SEG_POS라 하고, 입력 수치를 정수(integer)화 시키는 함수를

Round()라 하는 경우,

  SFNtx = Round (modify_time % IB_REP ) * IB_REP + SEG_POS

  SFNtx = SFNtx % 4096

  에 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기지국에서의 시스템 정보 방송 구현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세그먼트가 방송되는 시점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상기 시점이 이미 경과한 경우 상기 스케줄링 파

라미터를 이용하여 다음번에 방송되는 시점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기

지국에서의 시스템 정보 방송 구현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특정 세그먼트가 방송되는 시점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스케줄링 파라미터를 이용

하여 다음번에 방송되는 시점을 계산하는 단계는,

  상기 시스템 정보의 방송을 시작하는 시점을 modify_time이라 하고, 상기 특정 세그먼트가 방송되는 시점을 SFNtx라 하

고, 상기 시스템 정보의 특정 세그먼트가 반복되어 방송되는 주기(period)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IB_REP라 하는 경우,

  if ( SFNtx 〈〓 modify_time )

  then SFNtx = SFNtx + IB_REP

  SFNtx= SFNtx % 4096

  에 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기지국에서의 시스템 정보 방송 구현 방법.

청구항 6.

  제3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modify_time에 관한 정보는 상기 제어국으로부터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기지국에

서의 시스템 정보 방송 구현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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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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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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