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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 약
서브프레임 n에서 복합 자동 재전송 요청-확인응답(HARQ-ACK) 전송을 위해 시분할 이중(TDD)에서 조건부 물리 업
링크 제어 채널(PUCCH) 자원 할당을 제공하는 기술이 개시된다. 일 예에서, 사용자 장비(UE)는 이전에 명시된 서
브프레임 내에서 다운링크 제어 채널을 수신 - 이전에 명시된 서브프레임은 서브프레임 n보다 앞선 시점에서 발
(뒷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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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함 - 하고, 이전에 명시된 서브프레임 내에서 수신되는 다운링크 제어 채널 타입이 물리 다운링크 제어 채널
(PDCCH) 또는 강화된 물리 다운링크 제어 채널(EPDCCH)인 것을 인식하고, 수신된 다운링크 제어 채널 타입이
PDCCH일 일 때 PDCCH의 최저 제어 채널 요소(CCE) 인덱스를 이용하여 HARQ-ACK 전송을 위한 PUCCH 자원을 결정
하고, 수신된 다운링크 제어 채널 타입이 EPDCCH일 때 EPDCCH의 최저 강화된 CCE(ECCE) 인덱스를 이용하여
HARQ-ACK 전송을 위한 PUCCH 자원을 결정하도록 구성되는 컴퓨터 회로를 포함할 수 있다.
첸 시아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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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서브프레임 n에서 복합 자동 재전송 요청-확인응답(HARQ-ACK) 전송을 위해 시분할 이중(TDD)에서 조건부 물리
업링크 제어 채널(PUCCH) 자원 할당을 제공하도록 동작 가능한 사용자 장비(UE)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장비(UE)는 컴퓨터 회로를 갖되,
상기 컴퓨터 회로는,
이전에 명시된 서브프레임 내에서 다운링크 제어 채널을 수신하도록 구성 - 상기 이전에 명시된 서브프레임은
상기 서브프레임 n보다 앞선 시점에서 발생함 - 되고,
상기 이전에 명시된 서브프레임 내에서 수신되는 다운링크 제어 채널 타입이 물리 다운링크 제어 채널(PDCCH)
또는 강화된 물리 다운링크 제어 채널(EPDCCH)인 것을 인식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수신된 다운링크 제어 채널 타입이 상기 PDCCH일 때는 상기 PDCCH의 최저 제어 채널 요소(CCE) 인덱스를
이용하여 상기 HARQ-ACK 전송을 위한 PUCCH 자원을 결정하도록 구성되거나,
상기 수신된 다운링크 제어 채널 타입이 상기 EPDCCH일 때는 상기 EPDCCH의 최저 강화된 CCE(ECCE) 인덱스를 이
용하여 상기 HARQ-ACK 전송을 위한 상기 PUCCH 자원을 결정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이전에 명시된 서브프레임은 서브프레임 n-k 을 포함하며, k∈K 이고, 다운링크 연관 집합 인덱스 K는 3세
대 파트너십 프로젝트(3GPP) 롱 텀 에볼루션(LTE) 표준 릴리즈 11 기술 사양서(TS) 36.213의 표 10.1.3.1-1에
서 정의되어 있으며, K는 서브프레임 n 및 업링크-다운링크(UL/DL) 구성에 따른 M 요소들의 집합{k0, k1, ...,

kM-1}을 포함하고,
상기 EPDCCH의 상기 최저 ECCE 인덱스를 이용하여 상기 서브프레임 n-k의 상기 PUCCH 자원을 결정하도록 구성된
컴퓨터 회로는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상기 PUCCH 자원을 결정하도록 더 구성되며, 상기 파라미터는 확인응답
(ACK)/부정 ACK(ACK/NACK) 자원 옵셋(ARO), 안테나 포트(AP), EPDCCH 집합에 대한 UE 특정 시작 옵셋 값, 및
정수 m으로부터 유도되며, km은 상기 UE가 서브프레임 n-km에서 EPDCCH를 검출하게 되도록 하는 집합 K 내에서
최소 값이 되는
사용자 장비.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프레임 n-k 은 PDCCH 및 구성된 EPDCCH 서브프레임을 포함하는
사용자 장비.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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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하나의 서빙 셀이 구성되고 M=1의 서브프레임 n에 대해 (여기서, M은 집합 K∈{k0, k1, ..., kM-1} 내 요소들의
개수임),

상기 PDCCH의 상기 최저 CCE 인덱스 nCCE를 이용하여 HARQ-ACK 전송을 위한 상기 PUCCH 자원

을 결정

되게 하는 c 값을 {0, 1, 2, 3} 중에서 선택하며 안테나 포

하도록 구성된 컴퓨터 회로는

트 p0에 대해

으로 표현되고 안테나 포트 p1에 대해

으로 표현되는 상기 PUCCH 자원

을 이용하

며,

nCCE는 서브프레임 n-km 에서 대응하는 PDCCH 및 상기 대응하는 m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CCE 인덱스 번호
이며,

km은

UE가

서브프레임

n-km에서

PDCCH를

이고,
고,

검출하게

는

하는

집합

K

내에서

최소

값이고,

의 단위로 표현되는 다운링크 대역폭 구성이

는 다수의 서브캐리어들로서 표현되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자원 블록 크기이며,

는 업링크

서브프레임에서 PUCCH 영역에 대한 시작 PUCCH 채널 인덱스로서 각 UE마다 상위 계층에 의해 구성되고, 안테나
포트 p1은 두 안테나 포트 전송이 구성될 때 사용될 수 있으며,

상기 EPDCCH의 상기 최저 ECCE 인덱스 nECCE를 이용하여 상기 HARQ-ACK 전송을 위한 상기 PUCCH 자원

을 결정하도록 구성된 컴퓨터 회로는 안테나 포트 p0에 대해

포트 p1에 대해

으로 표현되며 안테나

으로 표현되는 상기 PUCCH 자원

기 파라미터이고, nECCE는 서브프레임 n-km에서 EPDCCH 집합

을 이용하며, Value는 상

에 대해 상기 대응하는 PDCCH 및 대응하는 m의 전

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ECCE의 번호이며, km 은 UE가 서브프레임 n-km에서 상기 EPDCCH 집합

에 대한

EPDCCH를 검출하게 되는 집합 K 내에서 최소 값이고, 안테나 포트 p1은 두 안테나 포트 전송이 구성될 때 사용
되는
사용자 장비.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하나의 서빙 셀이 구성되고 M>1 의 서브프레임 n에 대해(M은 집합 K∈{k0, k1, ..., kM-1} 내 요소들의 개수이고
0≤i≤M-1 임),

상기 최저 CCE 인덱스 nCCE,i를 이용하여 HARQ-ACK 전송을 위한 PUCCH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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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되며, c는

퓨터 회로는

되도록 {0, 1,

2, 3}으로부터 선택되고, nCCE,i는 서브프레임 n-ki 에서 대응하는 PDCCH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CCE 인덱

스 번호이며,

구성이고,

이고,

는

의 단위로 표현되는 다운링크 대역폭

는 다수의 서브캐리어들로서 표현되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자원 블록 크기이고,

는

업링크 서브프레임에서 PUCCH 영역에 대한 시작 PUCCH 채널 인덱스로서 각 UE마다 상위 계층에 의해 구성되며,

상기 최저 ECCE 인덱스 nECCE,i를 이용하여 상기 HARQ-ACK 전송을 위한 상기 PUCCH 자원

으로 표현되며, Value는 상기 파라미터이고, nECCE,i는 서

록 구성된 컴퓨터 회로는
브프레임 n-ki 에서 상기 EPDCCH 집합

을 결정하도

에 대해 상기 대응하는 EPDCCH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ECCE의 번

호인
사용자 장비.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적어도 두개의 서빙 셀이 구성되고 M≤2의 서브프레임 n에 대해(M은 집합 K∈{k0, k1, ..., kM-1} 내 요소들의 개
수이고 일차 셀에서 km∈K 이고, 0≤j≤A-1이며, A∈{2,3,4}임),

상기 최저 CCE 인덱스 nCCE,m 를 이용하여 HARQ-ACK 전송을 위한 PUCCH 자원

컴퓨터

을 결정하도록 구성된

회로는

및
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여기서

c는

이도록 {0, 1, 2, 3}으로부터 선택되고, nCCE,m는 서브프레임 n-ki 에서 대응하는 PDCCH의 전송
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CCE 인덱스 번호이고,
위로 표현되는 다운링크 대역폭 구성이고,
블록 크기이며,

이고,

는

의 단

는 다수의 서브캐리어들로서 표현되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자원

는 업링크 서브프레임에서 PUCCH 영역에 대한 시작 PUCCH 채널 인덱스로서 각 UE마다

상위 계층에 의해 구성되며,

는 대응하는 물리 다운링크 공유 채널(PDSCH) 전송이 일어나는 서빙

셀에서 두 전송 블록까지 지원하는 서브프레임 n 및 전송 모드에 대해 사용되며,

상기 최저 ECCE 인덱스 nECCE,m를 이용하여 상기 HARQ-ACK 전송을 위한 상기 PUCCH 자원

록 구성된 컴퓨터 회로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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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될 수 있으며, Value는 상기 파라미터이고, nECCE,m는 서브프레임 n-km 에서 상기 EPDCCH 집합

EPDCCH에 의한 상기 대응하는 DCI 할당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ECCE의 번호이며,

에 대해

는 대응하

는 PDSCH 전송이 일어나는 서빙 셀에서 두 개의 전송 블록까지 지원하는 서브프레임 n 및 전송 모드에 대해 사
용되는
사용자 장비.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적어도 두개의 서빙 셀이 구성되고 M>2의 서브프레임 n에 대해(M은 집합 K∈{k0, k1, ..., kM-1} 내 요소들의 개
수이고, k∈K 이고, 일차 셀에 대해 km∈K 임),

상기 최저 CCE 인덱스 nCCE,m 를 이용하여 HARQ-ACK 전송을 위한 상기PUCCH 자원

된

컴퓨터

회로는

을 결정하도록 구성

으로

표현되며,

c는

이도록 {0, 1, 2, 3}으로부터 선택되고, nCCE,m는 서브프레임 n-km 에서 대응하는 PDCCH의 전송
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CCE 인덱스 번호이고,
위로 표현되는 다운링크 대역폭 구성이고,
블록 크기이고,

이고,

는

의 단

는 다수의 서브캐리어들로서 표현되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자원

는 업링크 서브프레임에서 PUCCH 영역에 대한 시작 PUCCH 채널 인덱스로서 각 UE마다

상위 계층에 의해 구성되며,

상기 최저 ECCE 인덱스 nECCE,m를 이용하여 상기 HARQ-ACK 전송을 위한 상기 PUCCH 자원

으로 표현되며, Value는 상기 파라미터이고, nECCE,m는 서브프

록 구성된 컴퓨터 회로는
레임 n-km 에서 상기 EPDCCH 집합

을 결정하도

에 대해 상기 대응하는 EPDCCH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ECCE의 번호인

사용자 장비.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 회로는 3세대 파트너십 프로젝트(3GPP) 롱 텀 에볼루션(LTE) 표준 릴리즈 11 PUCCH 포맷 1a 또는
1b, 또는 채널 선택 가능한 3GPP PUCCH LTE 표준 릴리즈 11 포맷 1b, 또는 3GPP PUCCH LTE 표준 릴리즈 11 포
맷 3인 경우 안테나 포트 p에 매핑된
원

에 대해 서브프레임 n에서 상기 HARQ-ACK의 전송을 위해 상기 PUCCH 자

을 사용하는

사용자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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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UE는 안테나, 터치 감응 디스플레이 스크린, 스피커, 마이크로폰, 그래픽 프로세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
서, 내부메모리, 또는 비휘발성 메모리 포트를 포함하는
사용자 장비.

청구항 11
사용자 장비(UE)에서 서브프레임 n에서 복합 자동 재전송 요청-확인응답(HARQ-ACK) 전송을 위해 조건부 시분할
이중(TDD) 물리 업링크 제어 채널(PUCCH) 자원 할당을 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이전에 명시된 서브프레임 내에서 수신되는 다운링크 제어 채널 타입이 물리 다운링크 제어 채널(PDCCH) 또는
강화된 물리 다운링크 제어 채널(EPDCCH)인 것을 인식하는 단계 - 상기 이전에 명시된 서브프레임은 상기 서브
프레임 n보다 앞선 시점에서 발생함 - 와,
상기 다운링크 제어 채널 타입이 물리 다운링크 제어 채널(PDCCH)일 때 상기 PDCCH의 최저 제어 채널 요소(CCE)
인덱스를 이용하여 상기 HARQ-ACK 전송을 위한 PUCCH 자원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다운링크 제어 채널 타입이 상기 EPDCCH일 때 상기 EPDCCH의 최저 강화된 CCE(ECCE) 인덱스를 이용하여 상
기 HARQ-ACK 전송을 위한 상기 PUCCH 자원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이전에 명시된 서브프레임은 서브프레임 n-k 을 포함하며, k∈K 이고, 다운링크 연관 집합 인덱스 K는 3세
대 파트너십 프로젝트(3GPP) 롱 텀 에볼루션(LTE) 표준 릴리즈 11 기술 사양서(TS) 36.213의 표 10.1.3.1-1에
서 정의되어 있으며, K는 서브프레임 n 및 업링크-다운링크(UL/DL) 구성에 따른 M 요소들의 집합{k0, k1, ...,

kM-1}을 포함하고,
EPDCCH의 최저 ECCE 인덱스를 이용하여 상기 서브프레임 n-k 의 상기 PUCCH 자원을 결정하는 단계는
으로 표현되는 파라미터 Value를 이용하여 상기 PUCCH 자원을 결정하도록
더 구성되며, 확인응답(ACK)/부정 ACK(ACK/NACK) 자원 옵셋(ARO)은 상기 EPDCCH 내 다운링크 제어 정보(DCI)로
부터 유도되는 정수 옵셋 값이고, 안테나 포트(AP)는 파라미터(0, ..., 3)이고,

는 EPDCCH 집합

대한 UE 특정 시작 옵셋 값이고, m은 정수이며, km 은 상기 UE가 서브프레임 n-km 에서 EPDCCH 집합
EPDCCH를 검출하게 되는 집합 K 내에서 최소 값이 되는
방법.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하나의 서빙 셀이 구성되고 M=1의 서브프레임 n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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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PDCCH의 상기 최저 CCE 인덱스 nCCE를 이용하여 HARQ-ACK 전송을 위한 상기 PUCCH 자원

을 결정

되게 하는 c 값을 {0, 1, 2, 3} 중에서 선택하는 것 및 안테나 포트 p0에 대

하는 단계는

해

으로

표현되고

안테나

포트

으로 표현되는 상기 PUCCH 자원

p1에

대해

을 이용하

는 것을 더 포함하며, nCCE는 서브프레임 n-km 에서 대응하는 PDCCH 및 상기 대응하는 m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CCE 인덱스 번호이며, km 은 UE가 서브프레임 n-km 에서 PDCCH를 검출하게 되는 집합 K 내에서 최소

값이고,
구성이고,

이고,

는

의

단위로

표현되는

다운링크

는 다수의 서브캐리어들로서 표현되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자원 블록 크기이고,

대역폭
는 업

링크 서브프레임에서 PUCCH 영역에 대한 시작 PUCCH 채널 인덱스로서 각 UE마다 상위 계층에 의해 구성되고, 안
테나 포트 p1은 두 안테나 포트 전송이 구성될 때 사용될 수 있으며,

상기 EPDCCH의 상기 최저 ECCE 인덱스 nECCE 를 이용하여 상기 HARQ-ACK 전송을 위한 상기 PUCCH 자원

을 결정하는 단계는 안테나 포트 p0에 대해

으로 표현되고 안테나 포트 p1에 대해

으로 표현되는 상기 PUCCH 자원

nECCE는 서브프레임 n-km 에서 상기 EPDCCH 집합

을 이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여기서

에 대해 상기 대응하는 PDCCH 및 대응하는 m의 전송을 위해 사

용되는 제 1 ECCE의 번호이며, km 은 UE가 서브프레임 n-km 에서 상기 EPDCCH 집합

대한 EPDCCH를 검출하게 되

는 집합 K 내에서 최소 값이고, 안테나 포트 p1은 두 안테나 포트 전송이 구성될 때 사용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1 항에 있어서,
하나의 서빙 셀이 구성되고 M>1 의 서브프레임 n에 대해(0≤i≤M-1임),

상기 최저 CCE 인덱스 nCCE,i를 이용하여 HARQ-ACK 전송을 위한 PUCCH 자원

으로 표현되며, c는

을 결정하는 단계는

되도록 {0, 1, 2, 3}으로부

터 선택되고, nCCE,i는 서브프레임 n-ki 에서 대응하는 PDCCH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CCE 인덱스 번호이며,

이고,

는

의 단위로 표현되는 다운링크 대역폭 구성이고,

는 다수의 서브캐리어들로서 표현되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자원 블록 크기이고,

는 업링크 서브프

레임에서 PUCCH 영역에 대한 시작 PUCCH 채널 인덱스로서 각 UE마다 상위 계층에 의해 구성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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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최저 ECCE 인덱스 nECCE,i를 이용하여 상기 HARQ-ACK 전송을 위한 상기 PUCCH 자원

을 결정하는 단

으로 표현되며, 여기서 nECCE,i는 서브프레임 n-ki 에서 상기 EPDCCH 집합

계는

에 대

해 상기 대응하는 EPDCCH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ECCE의 번호인
방법.

청구항 16
제 11 항에 있어서,
적어도 두개의 서빙 셀이 구성되고 M≤2의 서브프레임 n에 대해(일차 셀에서 km∈K 이고, 0≤j≤A-1이며, A∈
{2,3,4}임),

상기 최저 CCE 인덱스 nCCE,m 를 이용하여 HARQ-ACK 전송을 위한 PUCCH 자원

을 결정하는 단계는

및
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c는

이도

록 {0, 1, 2, 3}으로부터 선택되고, nCCE,m는 서브프레임 n-ki 에서 대응하는 PDCCH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CCE 인덱스 번호이고,
대역폭 구성이고,

이고,

는

의 단위로 표현되는 다운링크

는 다수의 서브캐리어들로서 표현되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자원 블록 크기이며,

는 업링크 서브프레임에서 PUCCH 영역에 대한 시작 PUCCH 채널 인덱스로서 각 UE마다 상위 계층에 의해 구성되
며,

는 대응하는 물리 다운링크 공유 채널(PDSCH) 전송이 일어나는 서빙 셀에서 두 전송 블록까지

지원하는 서브프레임 n 및 전송 모드에 대해 사용되며,

상기 최저 ECCE 인덱스 nECCE,m를 이용하여 상기 HARQ-ACK 전송을 위한 상기 PUCCH 자원

단계는

및

nECCE,m는 서브프레임 n-km 에서 상기 EPDCCH 집합
해 사용되는 제 1 ECCE의 번호이며,

을 결정하는

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에 대해 EPDCCH에 의한 상기 대응하는 DCI 할당의 전송을 위
는 대응하는 PDSCH 전송이 일어나는 서빙 셀에서 두 개의 전송

블록까지 지원하는 서브프레임 n 및 전송 모드에 대해 사용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1 항에 있어서,
적어도 두개의 서빙 셀이 구성되고 M>2 의 서브프레임 n에 대해(k∈K 이고, 일차 셀에 대해 km∈K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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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최저 CCE 인덱스 nCCE,m 를 이용하여 HARQ-ACK 전송을 위한 상기 PUCCH 자원
으로 표현되며, c는

을 결정하는 단계는
이도록 {0, 1, 2, 3}으

로부터 선택되고, nCCE,m는 서브프레임 n-km 에서 대응하는 PDCCH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CCE 인덱스 번호

이고,

이고,

는

의 단위로 표현되는 다운링크 대역폭 구성이고,

는 다수의 서브캐리어들로서 표현되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자원 블록 크기이며,

는 업링크 서브프

레임에서 PUCCH 영역에 대한 시작 PUCCH 채널 인덱스로서 각 UE마다 상위 계층에 의해 구성되며,

상기 최저 ECCE 인덱스 nECCE,m를 이용하여 상기 HARQ-ACK 전송을 위한 상기 PUCCH 자원
단계는

으로 표현되며, nECCE,m는 서브프레임 n-km 에서 상기 EPDCCH 집합

을 결정하는
에 대해 상

기 대응하는 EPDCCH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ECCE의 번호인
방법.

청구항 18
청구항 제 11 항의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실행되도록 적응된 복수의 명령어를 포함하는 비일시적 머신 판독가능
한 저장 매체.

청구항 19
서브프레임 n에서 복합 자동 재전송 요청-확인응답(HARQ-ACK) 전송을 위해 시분할 이중(TDD)에서 물리 업링크
제어 채널(PUCCH) 자원 할당을 검출하도록 구성된 노드에서의 장치로서,
다운링크 제어 채널 타입이 구성된 서브프레임 n에서 PUCCH 자원을 수신하는 송수신기와,
프로세서를 포함하며,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서브프레임 n이 물리 다운링크 제어 채널(PDCCH) 또는 강화된 물리 다운링크 제어 채널(EPDCCH)로 구성되
는 시점을 결정하고,
상기 다운링크 제어 채널 타입이 물리 다운링크 제어 채널(PDCCH)일 때 상기 PDCCH의 최저 제어 채널 요소(CCE)
인덱스를 이용하여 HARQ-ACK 전송을 위한 PUCCH 자원을 디코딩하고,
상기 다운링크 제어 채널 타입이 EPDCCH일 때 상기 EPDCCH의 최저 강화된 CCE(ECCE) 인덱스를 이용하여 상기
HARQ-ACK 전송을 위한 PUCCH 자원을 디코딩하며,
상기 다운링크 제어 채널 타입은 서브프레임 n-k 에서 수신되며, k∈K 이고, 다운링크 연관 집합 인덱스 K는 3
세대 파트너십 프로젝트(3GPP) 롱 텀 에볼루션(LTE) 표준 릴리즈 11 기술 사양서(TS) 36.213의 표 10.1.3.11에서 정의되어 있으며, K는 서브프레임 n 및 업링크-다운링크(UL/DL) 구성에 따른 M 요소들의 집합{k0, k1,
..., kM-1}을 포함하고,
상기 EPDCCH의 최저 ECCE 인덱스를 이용하여 상기 HARQ-ACK 전송을 위한 상기 PUCCH 자원을 디코딩하도록 구성
된 상기 프로세서는,

으로 표현되는 파라미터 Value를 이용하여 상기 PUCCH 자원을 디코딩
하도록 더 구성되며, 확인응답(ACK)/부정 ACK(ACK/NACK) 자원 옵셋(ARO)은 상기 EPDCCH 내 다운링크 제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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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로부터 유도되는 정수 옵셋 값이고, 안테나 포트(AP)는 파라미터(0, ..., 3)이고,

는 EPDCCH 집합

에 대한 UE 특정 시작 옵셋 값이고, m은 정수이며, km은 상기 UE가 서브프레임 n-km에서 EPDCCH 집합

에 대

한 EPDCCH를 검출하게 되는 집합 K 내에서 최소 값인
장치.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는 기지국(BS), 노드 B(NB), 진화된 노드 B(eNB), 베이스밴드 유닛(BBU), 원격 무선 헤드(RRH), 원격
무선 장비(RRE), 원격 무선 유닛(RRU), 또는 중앙 처리 모듈(a central processing module (CPM))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장치.

발명의 설명
배 경 기 술
[0001]

관련 출원

[0002]

본 출원은 2012년 10월 26일자로 출원된, 변리사 사건 관리 번호 제P50328Z호의 미국 특허 가출원 제61/719,241
호의 이득을 주장하며, 이 가출원은 본 명세서에서 참조문헌으로 인용된다.

[0003]

배경 기술

[0004]

무선 이동 통신 기술은 데이터를 노드(예를 들면, 전송국)와 무선 장치(예를 들면, 이동 장치) 사이에서 전송하
는 각종 표준 및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일부 무선 장치는 다운링크(DL) 전송 시 직교 주파수-분할 다중 액세스
(OFDMA)를 이용하고 업 링크(UL) 전송 시 단일 캐리어 주파수 분할 다중 액세스(SC-FDMA)를 이용한다. 신호 전
송을 위해 직교 주파수-분할 다중(OFDM)을 이용하는 표준 및 프로토콜은 3 세대 파트너십 프로젝트(3GPP) 롱 텀
에볼루션(LTE), 통상 WiMAX(Worldwide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라고 산업 단체에 알려진 전기
전자 공학회(IEEE) 802.16 표준(예를 들면, 802.16e, 802.16m), 및 통상 WiFi라고 산업 단체에 알려진 IEEE
802.11 표준을 포함한다.

[0005]

3GPP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RAN) LTE 시스템에서, 노드는 진화된 범용 지상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E-UTRAN) 노
드 B(통상 진화된 노드 B, 강화된 노드 B, eNodeB, 또는 eNB라고 표기됨) 및 사용자 장비(UE)라고 알려진 무선
장치와 통신하는 무선 네트워크 컨트롤러(RNC)의 조합일 수 있다. 다운링크(DL) 전송은 노드(예를 들면,
eNodeB)에서 무선 장치(예를 들면, UE)로의 통신일 수 있으며, 업링크(UL) 전송은 무선 장치에서 노드로의 통신
일 수 있다.

[0006]

LTE에서, 데이터는 eNodeB 로부터 물리 다운링크 공유 채널(a physical downlink shared channel (PDSCH))을
통해 UE로 전송될 수 있다. 물리 업링크 제어 채널(a physical uplink control channel (PUCCH))은 데이터가
수신된 것을 확인 응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다운링크 및 업링크 채널 또는 전송은 시분할 이중(timedivision duplexing (TDD)) 또는 주파수 분할 이중(frequency-division duplexing (FDD))을 이용할 수 있다.
시분할 이중(TDD)은 다운링크 신호 및 업 링크 신호를 분리하는 시분할 다중(time-division multiplexing
(TDM))의 응용이다. TDD에서, 다운링크 신호 및 업링크 신호는 동일한 캐리어 주파수(즉, 공유된 캐리어
주파수)에 실려 전달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운링크 신호는 업링크 신호와 상이한 시간 간격을 사용하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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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운링크 신호와 업링크 신호는 서로에 대해 간섭을 발생하지 않는다. TDM은 다운링크 또는 업링크와 같은
둘 이상의 비트 스트림 또는 신호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통신 채널에서 서브-채널들로서 동시에 전송되지만 물리
적으로는 상이한 자원에 실려 전송되는 디지털 다중의 한 형태이다. 주파수 분할 이중(FDD)에서, 업링크 전송
및 다운링크 전송은 상이한 주파수 캐리어(즉, 전송 방향 별로 별개의 캐리어 주파수)를 이용하여 동작할 수 있
다. FDD에서, 다운링크 신호가 업링크 신호와 상이한 주파수 캐리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간섭이 방지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07]

본 개시의 특징 및 장점은 예를 들어서 본 개시의 특징을 함께 예시하는 첨부의 도면과 함께 설명되는 다음과
같은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자명해질 것이다.
도 1은 일 예에 따라서 레거시 물리 다운링크 제어 채널(PDCCH)을 포함하는 무선 프레임 자원(예를 들면, 자원
그리드)의 다이어그램을 도시한다.
도 2는 일 예에 따라서 각종 컴포넌트 캐리어(CC) 대역폭의 다이어그램을 도시한다.
도 3은 일 예에 따라서 업링크 무선 프레임 자원(예를 들면, 자원 그리드)의 블록도를 도시한다.
도 4는 일 예에 따라서 롱 텀 에볼루션(LTE)의 물리 업링크 제어 채널(PUCCH)의 블록도를 도시한다.
도 5는 일 예에 따라서 시분할 이중(TDD)에서 물리 업링크 제어 채널(PUCCH) 자원(예를 들면, 복합 자동 재전송
요청-확인응답(HARQ-ACK)에 대해 블록-인터리브드 매핑의 블록도를 도시한다.
도 6(즉, 표 4)은 일 예에 따라서 다운링크 반-영속성 스케줄링(semi-persistent scheduling (SPS)을 위한 확
인응답(ACK)/부정 ACK(ACK/NACK) 자원 표시자(ARI)에 따른 물리 업링크 제어 채널(PUCCH) 자원 값에 관한
표(즉, 3GPP LTE 표준 릴리즈 11 기술 사양서(TS) 36.213 표 9.2-2)를 도시한다.
도 7(즉, 표 5)은 일 예에 따라서 PUCCH의 복합 자동 재전송 요청-확인응답(HARQ-ACK) 자원에 대한 물리 업링크
제어 채널(PUCCH) 자원 값에 관한 표(즉, 3GPP LTE 표준 릴리즈 11 기술 사양서(TS) 36.213 표 10.1.2.2.12)를 도시한다.
도 8(즉, 표 6)은 일 예에 따라서 A=2인 경우 복합 자동 반복 요청-확인응답(HARQ-ACK) 멀티플렉싱의 전송에 관
한 표(즉, 3GPP LTE 표준 릴리즈 11 기술 사양서(TS) 36.213 표 10.1.3.2-1)를 도시한다.
도 9(즉, 표 7)는 일 예에 따라서 A=3인 경우 복합 자동 반복 요청-확인응답(HARQ-ACK) 멀티플렉싱의 전송에 관
한 표(즉, 3GPP LTE 표준 릴리즈 11 기술 사양서(TS) 36.213 표 10.1.3.2-2)를 도시한다.
도 10(즉, 표 8)은 일 예에 따라서 A=4인 경우 복합 자동 반복 요청-확인응답(HARQ-ACK) 멀티플렉싱의 전송에
관한 표(즉, 3GPP LTE 표준 릴리즈 11 기술 사양서(TS) 36.213 표 10.1.3.2-3)를 도시한다.
도 11(즉, 표 9)은 일 예에 따라서 물리 업링크 제어 채널(PUCCH) 포맷 1b 복합 자동 반복 요청-확인응답(HARQACK) 채널 선택을 위해 전송 블록(TB) 및 서빙 셀을 HARQ-ACK(j)에 매핑하기 위한 표(즉, 3GPP LTE 표준 릴리즈
11 기술 사양서(TS) 36.213 표 10.1.2.2.2-1)를 도시한다.
도 12(즉, 표 10)는 일 예에 따라서 M=2의 번들링 윈도우 크기를 가진 시분할 이중(TDD)에서 물리 업링크 제어
채널(PUCCH) 포맷 1b 복합 자동 반복 요청-확인응답(HARQ-ACK) 채널 선택을 위해 각 서빙 셀에서 서브프레임을
HARQ-ACK(j)에 매핑하기 위한 표(즉, 3GPP LTE 표준 릴리즈 11 기술 사양서(TS) 36.213 표 10.1.2.2-4)를 도시
한다.
도 13은 일 예에 따라서 사용자 장비(UE)에서 캐리어 결합(CA)을 위한 조건부 복합 자동 재전송 요청(HARQ-ACK)
매핑의 방법에 관한 플로우차트를 도시한다.
도 14는 일 예에 따라서 캐리어 결합(CA)을 위한 조건부 복합 자동 재전송 요청(HARQ-ACK) 상태 매핑을 제공하
도록 동작 가능한 사용자 장비(UE)의 컴퓨터 회로의 기능을 도시한다.
도 15는 일 예에 따른 서빙 노드, 협력 노드, 및 무선 장치(예를 들면, UE)의 블록도를 도시한다.
도 16은 일 예에 따른 무선 장치(예를 들면, UE)의 다이어그램을 도시한다.
이제 도시된 예시적인 실시예가 참조될 것이며, 본 명세서에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 특정 언어가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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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려 의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08]

본 발명이 개시되고 설명되기 전에, 본 발명은 본 명세서에서 개시된 특별한 구조, 프로세스 단계, 또는 구성
물질로 제한되지 않고, 관련 기술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에 의해 인식되는 것과 같은 그의 등가물로까지
확장된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특별한 예를 설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야 한다. 여러 도면에서 동일한 참조 부호는 동일한 구성
요소를 나타낸다. 플로우 차트 및 프로세스에서 제공되는 번호는 설명하는 단계 및 동작의 명료성을 기하기 위
해 제공되며 반드시 특별한 순서나 순차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0009]

예시적인 실시예

[0010]

아래에서 기술적인 실시예에 관한 초기의 개요가 제공되며 그런 다음에 특정한 기술적인 실시예가 차후 더 상세
하게 설명된다. 이러한 초기의 요약은 독자들에게 기술을 더욱 빨리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며 기술의
주요 특징이나 본질적인 특징을 식별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청구된 주제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도 아니다.

[0011]

물리 다운링크 공유 채널(PDSCH)을 통한 데이터의 통신은 물리 다운링크 제어 채널(PDCCH)이라고 지칭되는 제어
채널을 통해 관리될 수 있다. PDCCH는 다운링크(DL) 및 업링크(UL) 자원 할당, 전송 전력 명령어, 및 페이징 표
시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PDSCH 스케줄링 그랜트(scheduling grant)는 UE-특정 트래픽을 전달하기 위하여
전용의 PDSCH 자원 할당에 필요한 특정 무선 장치(예를 들면, UE)에 지정될 수 있거나, 아니면 PDSCH 스케줄링
그랜트는 시스템 정보 또는 페이징과 같은 방송 제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공통의 PDSCH 자원 할당을 위해 셀
내 모든 무선 장치들에 지정될 수 있다.

[0012]

일 예에서, PDCCH 및 PDSCH는 도 1에 도시된 것처럼, 통칭의 3GPP 롱 텀 에볼루션(LTE) 프레임 구조를 이용하여
노드(예를 들면, eNodeB)와 무선 장치(예를 들면, UE) 사이에서 다운링크 전송 시 물리(PHY) 계층을 통해 전송
되는 무선 프레임 구조의 요소를 나타낼 수 있다.

[0013]

도 1은 다운링크 무선 프레임 구조 타입 2를 도시한다. 예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신호의 무선 프
레임(100)은 10 밀리초(ms)의 지속기간(Tf)을 갖도록 구성될 수 있다. 각각의 무선 프레임은 각기 1 ms 길이의
열 개의 서브프레임들로 분할 또는 분리될 수 있다. 각 서브프레임은 추가로 두 개의 슬롯(120a 및 120b)으로
세분화될 수 있고, 각 슬롯은 0.5 ms의 지속기간(Tslot)을 갖는다. 제 1 슬롯(#0)(120a)은 레거시 물리 다운링
크 제어 채널(PDCCH)(160) 및/또는 물리 다운링크 공유 채널(PDSCH)(166)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제 2 슬롯
(#1)(120b)은 PDSCH를 이용하여 전송되는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0014]

노드 및 무선 장치에 의해 사용되는 컴포넌트 캐리어(a component carrier (CC)) 마다 각각의 슬롯은 CC 주파수
대역폭에 기초하여 복수개의 자원 블록(resource blocks)(RBs) (130a, 130b, 130i, 130m, 및 130n)을 포함할
수 있다. CC는 소정의 대역폭 및 중심 주파수를 갖는 캐리어 주파수를 가질 수 있다. CC의 각 서브프레임은 레
거시 PDCCH에서 볼 수 있는 다운링크 제어 정보(downlink control information (DCI))를 포함할 수 있다. 제어
영역에서 레거시 PDCCH는, 레거시 PDCCH가 사용될 때, 각 서브프레임 또는 RB내 제 1 OFDM 심볼의 하나 내지 세
개의 컬럼을 포함할 수 있다. 서브프레임 내 나머지 11 내지 13 OFDM 심볼들(또는 레거시 PDCCH가 사용되지 않
을 때는 14 OFDM 심볼들)은 (짧은 또는 표준의 순환 전치(cyclic prefix)를 위해) 데이터의 PDSCH에 할당될 수
있다.

[0015]

제어 영역은 물리 제어 포맷 표시자 채널(physical control format indicator channel (PCFICH)), 물리 복합
자동 반복 요청 표시자 채널(physical hybrid automatic repeat request (hybrid-ARQ) indicator channel
(PHICH)), 및 PDCCH를 포함할 수 있다. 제어 영역은 불필요한 오버헤드를 피하기 위해 유연한 제어 디자인을 갖
는다. PDCCH를 위해 사용되는 제어 영역 내 OFDM 심볼들의 개수는 물리 제어 포맷 표시자 채널(PCFICH)에서 전
송된 제어 채널 포맷 표시자(control channel format indicator (CFI))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PCFICH는 각
서브프레임의 제 1 OFDM 심볼 내에 배치될 수 있다. PCFICH 및 PHICH는 PDCCH보다 우선권을 가질 수 있고, 그래
서 PCFICH 및 PHICH는 PDCCH에 앞서 스케줄된다.

[0016]

각각의 RB(물리 RB 또는 PRB)(130i)는 슬롯당 (주파수 축 상의)12-15 kHz 서브캐리어(136) 및 (시간 축 상의)
6 또는 7 개의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FDM) 심볼(132)을 포함할 수 있다. RB는 짧은 혹은 표준의 순환 전치가
사용되는 경우 일곱 OFDM 심볼을 사용할 수 있다. RB는 확장된 순환 전치가 사용되는 경우 여섯 OFDM 심볼을 사
용할 수 있다. 자원 블록은 짧은 또는 표준의 순환 전치를 이용하여 84 자원 요소(resource elements

- 13 -

등록특허 10-1749841
(REs)(140i)에 매핑될 수 있거나, 아니면 자원 블록은 확장된 순환 전치를 이용하여 72 RE(도시되지 않음)에 매
핑될 수 있다. RE는 하나의 서브캐리어(즉, 15kHz)(146) 별로 하나의 OFDM 심볼(142)의 단위일 수 있다.
[0017]

각각의 RE는 직교 위상-편이 키잉(quadrature phase-shift keying (QPSK)) 변조 방식의 경우 두 비트(150a 및
150b)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다른 방식의 변조, 이를 테면 각 RE에서 더 많은 개수의 비트를 전송하기 위해
서는 16 직교 진폭 변조(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QAM)) 또는 64 QAM이 사용될 수 있고, 또는 각 RE
에서 더 적은 개수의 비트(단일 비트)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바이-페이즈 시프트 키잉(bi-phase shift
keying)(BPSK) 변조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RB는 eNodeB로부터 UE로의 다운링크 전송을 위해 구성될 수
있거나, 아니면 RB는 UE로부터 eNodeB로 업링크 전송을 위해 구성될 수 있다.

[0018]

각각의 무선 장치는 적어도 하나의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다. 대역폭은 도 2에 도시된 것처럼, 단일 대역폭, 캐
리어 대역폭, 또는 컴포넌트 캐리어(CC) 대역폭이라고 지칭될 수 있다. 예를 들면, LTE CC 대역폭은 1.4
MHz(210), 3 MHz(212), 5 MHz(214), 10 MHz(216), 15 MHz(218), 및 20 MHz(220)를 포함할 수 있다. 1.4 MHz
CC는 72 서브캐리어들을 포함하는 6 RB을 포함할 수 있다. 3 MHz CC 는 180 서브캐리어들을 포함하는 15 RB를
포함할 수 있다. 5 MHz CC 는 300 서브캐리어들을 포함하는 25 RB를 포함할 수 있다. 10 MHz CC는 600 서브캐리
어들을 포함하는 50 RB를 포함할 수 있다. 15 MHz CC는 900 서브캐리어들을 포함하는 75 RB를 포함할 수 있다.
20 MHz CC는 1200 서브캐리어들을 포함하는 100 RB를 포함할 수 있다.

[0019]

각 UE마다, CC는 일차 셀(a primary cell (PCell))로서 정의될 수 있다. 상이한 UE는 반드시 이러한 PCell과
동수의 CC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수 있다. PCell은 UE의 앵커 캐리어(an anchor carrier)로서 간주될 수 있으며
그래서 PCell은 무선 링크 고장 모니터링, 복합 자동 반복 요청-확인응답(hybrid automatic repeat requestacknowledgement (HARQ-ACK)), 및 물리 업링크 제어 채널(PUCCH) 자원 할당(resource allocations (RA))과 같
은 제어 시그널링 기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만일 UE에 대하여 하나보다 많은 CC가 구성되면, 부가적인 CC는
UE의 이차 셀(SCell)로서 표시될 수 있다.

[0020]

PDCCH에 실려 전달되는 데이터는 다운링크 제어 정보(DCI)라고 지칭될 수 있다. 복수개의 무선 장치들은 무선
프레임의 한 서브프레임에서 스케줄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복수개의 DCI 메시지들은 복수개의 PDCCH들을 이용하
여 송신될 수 있다. PDCCH 내의 DCI 정보는 하나 이상의 제어 채널 요소(CCE)를 이용하여 전송될 수 있다. CCE
는 자원 요소 그룹들(resource element groups (REGs))의 그룹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레거시 CCE는 아홉 개까
지의 REG를 포함할 수 있다. 각 레거시 REG는 네 개의 자원 요소(RE)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각 자원 요소는 직교
변조가 사용되는 경우 두 비트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레거시 CCE는 72 비트의 정보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 DCI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72 비트의 정보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할 때, 복수개의 CCE가 사용될 수
있다. 복수개의 CCE를 사용하는 것은 결합 레벨(an aggregation level)이라고 지칭될 수 있다. 일 예에서, 결합
레벨은 하나의 레거시 PDCCH에 할당된 1, 2, 4 또는 8 연속 CCE로서 정의될 수 있다.

[0021]

레거시 PDCCH는 무선 통신의 다른 영역에서 만들어진 발전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CCE
를 OFDM 심볼의 서브프레임에 매핑하게 되면 전형적으로 제어 영역에 퍼져서 주파수 확산(frequency diversit
y)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PDCCH의 매핑 절차에 따르면 어떠한 빔 형성 확산(beam forming
diversity)도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레거시 PDCCH의 용량은 최신의 제어 시그널링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0022]

레거시 PDCCH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하여, 강화된 PDCCH(an enhanced PDCCH (EPDCCH)는, 레거시 PDCCH에서처럼
서브프레임 내 제 1 슬롯 PRB 내 OFDM 심볼들의 하나 내지 세 개의 제1 컬럼 대신에, 전체 PRB 또는 PRB 쌍(여
기서 PRB 쌍은 동일한 서브캐리어의 서브프레임을 사용하는 두 개의 인접한 PRB일 수 있다) 내 RE들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EPDCCH는 셀룰러 네트워크의 디자인에서 발전 사항을 허용하고 현재 공지된 과제 및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용량을 증가시켜 구성될 수 있다.

[0023]

레거시 PDCCH와 달리, EPDCCH는 PRB 내 PDSCH와 동일한 RE 또는 영역에 매핑될 수 있지, 상이한 PRB 내의 RE나
영역에 매핑되지 않는다. 일 예에서, PDSCH 및 EPDCCH는 동일한 PRB(또는 동일한 PRB 쌍) 내에서 멀티플렉싱되
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만일 하나의 PRB(또는 하나의 PRB 쌍)가 EPDCCH를 포함하고 있으면, PRB (또는 PRB
쌍)에서 미사용된 RE는 무시될 수 있는데, 이는 RE가 PDSCH를 위해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0024]

롱 텀 에볼루션(LTE) 시분할 이중(TDD) 시스템에서, 두 가지 타입의 다운링크 제어 채널(예를 들면, PDCCH 및
EPDCCH)이 특정한 번들링 윈도우 내에서 공존할 수 있다. PUCCH 자원 할당 방법은 번들링 윈도우가 PDCCH와
EPDCCH를 모두 사용할 때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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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

다시 도 2를 참조하면, 컴포넌트 캐리어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통칭의 롱 텀 에볼루션(LTE) 프레임 구조를
이용하여 노드(예를 들면, eNodeB)와 무선 장치(예를 들면, UE) 사이에서 업링크 전송 시 물리(PHY) 계층을 통
해 전송되는 무선 프레임 구조를 통해 채널 정보를 전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LTE 프레임 구조가 예시되어 있
지만, SC-FDMA 또는 OFDMA를 이용하는 다른 방식의 통신 표준의 프레임 구조가 또한 사용될 수 있다.

[0026]

도 3은 업링크 무선 프레임 구조를 도시한다. 도 1에 도시된 것처럼, OFDMA를 이용하는 다운링크 무선 프레임
구조와 유사한 구조가 사용될 수 있다. 도 3에 도시된 예에서, 제어 정보 또는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
는 신호의 무선 프레임(100)은 10 밀리초(ms)의 지속 기간(Tf)을 갖도록 구성될 수 있다. 각각의 무선 프레임은
각기 1 ms 길이를 갖는 10 개의 서브프레임(110i)으로 분할 또는 분리될 수 있다. 각각의 서브프레임은 두 개의
슬롯(120a 및 120b)으로 더 세분화될 수 있고, 각각의 슬롯은 0.5 ms의 지속기간(Tslot)을 갖는다. 무선 장치 및
노드에 의해 사용되는 컴포넌트 캐리어(CC)를 위한 각 슬롯은 CC 주파수 대역폭에 기초하여 복수개의 자원 블록
(RB)(330a, 330b, 330i, 330m, 및 330n)을 포함할 수 있다. 각각의 RB(물리 RB 또는 PRB)(330i)는 (주파수 축
상의) 12-15kHz 서브캐리어(336) 및 서브캐리어 당 (시간 축 상의) 6 또는 7 개의 SC_FDMA 심볼(332)을 포함할
수 있다. RB는 짧은 혹은 표준의 순환 전치가 사용되는 경우 일곱 SC-FDMA 심볼을 사용할 수 있다. RB는 확장된
순환 전치가 사용되는 경우 여섯 SC-FDMA 심볼을 사용할 수 있다. 자원 블록은 짧은 또는 표준의 순환 전치를
이용하여 84 자원 요소(RE)(140i)에 매핑될 수 있고, 또는 자원 블록은 확장된 순환 전치를 이용하여 72 RE(도
시되지 않음)에 매핑될 수 있다. RE는 하나의 서브캐리어(즉, 15kHz)(146) 별로 하나의 SC-FDMA 심볼(342)의 단
위일 수 있다. 각각의 RE는 직교 위상-편이 키잉(quadrature phase-shift keying (QPSK)) 변조 방식의 경우 두
비트(150a 및 150b)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다른 방식의 변조, 이를 테면 각 RE에서 더 많은 개수의 비트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16 직교 진폭 변조(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QAM)) 또는 64 QAM이 사용될 수
있고, 또는 각 RE에서 적은 개수의 비트(단일 비트)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바이-페이즈 시프트 키잉(bi-phase
shift keying)(BPSK) 변조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RB는 무선 장치에서 노드로 업링크 전송을 위해 구성될 수
있다.

[0027]

업링크 신호 또는 채널은 물리 업링크 공유 채널(Physical Uplink Shared CHannel (PUSCH))에 실린 데이터 또
는 물리 업링크 제어 채널(Physical Uplink Control CHannel (PUCCH))에 실린 제어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LTE에서, 업링크 제어 정보(uplink control information (UCI))를 전달하는 업링크 물리 채널(PUCCH)은 채널
상태 정보(channel state information (CSI)) 보고, 복합 자동 재전송 요청(Hybrid Automatic Retransmission
reQuest (HARQ)) 확인응답/부정 응답(ACKnowledgment/Negative ACKnowledgment (ACK/NACK)) 및 업링크 스케줄
링 요청(uplink scheduling requests (SR))을 포함할 수 있다.

[0028]

무선 장치(예를 들면, UE)는 PUCCH를 이용하여 PDSCH에 대한 HARQ-ACK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표 1에서 LTE
의 경우에 대해 도시된 것처럼, PUCCH는 각종 변조 및 코딩 방식(modulation and coding schemes (MCS))을 갖
는 다수의 포맷(즉, PUCCH 포맷)을 지원할 수 있다. 표 1과 유사한 정보는 3GPP LTE 표준 릴리즈 11(예를 들면,
V11.2.0 (2013-02)) 기술 사양서(TS) 36.211 표 5.4-1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PUCCH 포맷 1b는 캐리어 결
합에 사용될 수 있는 2-비트 HARQ-ACK를 전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3GPP LTE 릴리즈 11 에서 표(예를 들면,
매핑 표)의 참조는 3GPP LTE 릴리즈 8, 9, 및 10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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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0029]

[0030]

레거시 LTE TDD는 반-고정적으로 구성된 일곱 개의 상이한 업링크-다운링크 구성을 제공함으로써 비대칭 UL-DL
할당을 지원할 수 있다. 표 2는 LTE에서 사용되는 일곱 UL-DL 구성을 예시하며, 여기서 "D"는 다운링크 서브프
레임을 나타내고, "S"는 특별 서브프레임을 나타내며, "U"는 업링크 서브프레임을 나타낸다. 일 예에서, 특별
서브프레임은 다운링크 서브프레임으로서 동작할 수 있거나 다운링크 서브프레임으로서 취급될 수 있다. 표2와
유사한 정보는 3GPP LTE 36.211 표 4.2-2에서 볼 수 있다.

표 2

[0031]
[0032]

표 2로 예시된 것처럼, UL-DL 구성 0은 서브프레임 2, 3, 4, 7, 8, 및 9에서 6 업링크 서브프레임을 포함할 수
있고, 서브프레임 0, 1, 5 및 6에서 4 다운링크 및 특별 서브프레임을 포함할 수 있으며; UL-DL 구성 5는 서브
프레임 2에서 하나의 업링크 서브프레임을 포함할 수 있고, 서브프레임 0, 1, 및 3-9에서 9 다운링크 및 특별
서브프레임을 포함할 수 있다. 각각의 업링크 서브프레임 n은 업링크-다운링크 구성에 기초하여 다운링크 서브
프레임과 연관될 수 있으며, 여기서 각 업링크 서브프레임 n은 다운링크 연관 집합 인덱스(a downlink
association set index) K∈{k0,k1,..., kM-1}를 가질 수 있고, 여기서 M은 표 3으로 예시된 것처럼, 집합 K 내
요소들의 개수로서 정의된다. 표 3과 유사한 정보는 3GPP LTE TS 36.213 표 10.1.3.1-1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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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0033]
[0034]

표 3은 특정 다운링크 서브프레임(들)의 ACK/NACK 피드백을 처리하는 업링크 서브프레임 내 다운링크 서브프레
임 번들링의 예를 도시한다. 예를 들면, 업링크-다운링크 구성 4에서, 업링크 서브프레임 2(서브프레임 n)는 업
링크 서브프레임 2(즉, 다운링크 및 특별 서브프레임 {0, 4, 5, 1} (또는 다운링크 및 특별 서브프레임 n-km)보
다 이른 {12, 8, 7, 11} 서브프레임(서브프레임 km)이고 M이 4인 다운링크 및 특별한 서브프레임의 ACK/NACK 피
드백을 처리한다. 업링크 서브프레임 3(서브프레임 n)은 업링크 서브프레임 3(즉, 다운링크 서브프레임 {7, 8,
9, 6} (또는 다운링크 서브프레임 n-km)보다 이른 {6, 5, 4, 7} 서브프레임이고 M이 4인 다운링크 및 특별 서브
프레임의 ACK/NACK 피드백을 처리한다. 업링크-다운링크 구성 5의 경우, 업링크 서브프레임 2에서, M은 9이다.
업링크-다운링크 구성 0의 경우, 업링크 서브프레임 2에서, M은 1이며, 업링크 서브프레임 3에서, M은
제로이다. 업링크-다운링크 구성에 따라서, 하나의 업링크 서브프레임은 하나 또는 복수의 다운링크 서브프레임
의 ACK/NACK 피드백을 책임질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업링크 서브프레임 책임이 분산될지라도, 하나의 업링크
서브프레임이 다수의 다운링크 및 특별 서브프레임의 ACK/NACK 피드백의 책임을 맡은 상황을 줄이는 것이 바람
직할 수 있다.

[0035]

몇몇 예에서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네트워크의 셀들은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동기적으로 UL-DL(TDD) 구성을 변
경할 수 있다. 레거시 LTE TDD 구성 집합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와 90% 사이의 범위에서 DL 서브프레임
할당을 제공한다. 무선 프레임 내에서 UL 및 DL 서브프레임 할당은 시스템 정보 방송 시그널링(예를 들면, 시스
템 정보 블록 [SIB])을 통해 재구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단 구성되면 UL-DL 할당은 반-고정적으로 변경되리
라 예상될 수 있다.

[0036]

TDD의 특성은 다수의 UL 및 DL 서브프레임들이 표 2에 도시된 것처럼 상이할 수 있다는 것과 무선 프레임의 경
우 DL 서브프레임의 개수는 종종UL 서브프레임의 개수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UL 서브프레임보다 더 많
은 DL 서브프레임이 사용되는 구성에서, 복수의 DL 서브프레임은 대응하는 제어 신호의 전송을 위해 하나의 단
일 UL 서브프레임과 연관될 수 있다. 구성-특정 HARQ-ACK 타이밍 관계가 정의될 수 있다(예를 들면, 3GPP LTE
표준 릴리즈 11(예를 들면, V11.2.0 (2013-02)) TS 36.213 표 10.1.3.1-1 또는 표 3). 만일 UE가 하나의 UL 서
브프레임과 연관될 수 있는 복수의 DL 서브프레임에서 스케줄되면, UE는 그 UL 서브프레임 내에서 복수의
ACK/NACK(ACK/NACK) 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 하나의 단일 UL 서브프레임을 통해 HARQ-ACK 피드백하는 복수개의
DL 서브프레임은 하나의 번들링 윈도우를 포함할 수 있다.

[0037]

도 4는 TDD에서 레거시 PDCCH를 이용하여 PUCCH 자원 할당 및 사용을 도시한다. 제 1 슬롯만이 확장되거나 상세
히 설명되는데, 이는 제 2 슬롯이 PUCCH의 경우 슬롯-레벨의 홉핑에 대해서 대칭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PUCCH
포맷 2/2a/2b의 PRB는 대역단(a band-edge) PRB로부터, 상위 계층 시그널링(예를 들면, 무선 자원 제어(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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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control (RRC)) 시그널링)에 의해 구성될 수 있는,

에 이르기 까지 배치될 수 있다. 만일 PUCCH

포맷 2/2a/2b과 PUCCH 포맷 1/1a/1b의 혼합 PRB가 존재한다면, 혼합 PRB가

로 구성될 수 있으며, 여기서 하

나의 PRB가 혼합 PRB로 이용 가능할 수 있다. 혼합 PRB의 뒤를 이어, RRC 시그널링에 의해 반-고정적으로 구성
된 PUCCH 포맷 1/1a/1b의 PRB가 배치될 수 있다.

로부터 시작하여, 최저 CCE 인덱스 기반의 동적 자원

할당에 의한 PUCCH 포맷 1a/1b의 PRB가 존재할 수 있으며 배치될 수 있다. PUSCH는 스케줄링 정책에 따라서 동
적 PUCCH 자원 영역에서도 전송될 수 있다. RRC 시그널링에 의해 PUCCH 포맷 3의 임의의 PRB가 배치될 수 있다.
다른 예에서, PUCCH 포맷 3의 PRB는 다른 PUCCH 포맷처럼 대역 내에서 전송될 수 있다.
[0038]

예를 들어, 하나의 서빙 셀이 구성되고 M=1 (여기서 M 은 표 3에서 정의된 집합 k 내 요소들의 개수임)의 서브
프레임 n에 대해 TDD HARQ-ACK 번들링 또는 TDD HARQ-ACK 멀티플렉싱을 위해, UE는 PUCCH 포맷 1a/1b인 경우
안테나 포트 p에 매핑된

에 대해 서브프레임 n 내에서 HARQ-ACK의 전송을 위한 PUCCH 자원

을 사용할

수 있다. 만일 PDSCH 전송이 대응하는 PDCCH의 검출에 의해 표시되거나 또는 PDCCH가 서브프레임(들) n-k 내 다
운링크 반-영속성 스케줄링(a down-link semi-persistent scheduling (SPS)) 릴리즈를 표시하면 (여기서, k∈K
이고 (표 3에 정의되어 있는) K는 (표 2에서 정의되어 있는) 서브프레임 n 및 UL-DL 구성에 따른 M 요소들의 집
되게 하는 c 값을 {0, 1, 2, 3} 중에서 먼저 선택할 수 있고 또한 안테나 포트 p0에 대

합임), UE는
해

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서

는 상위 계층(예를 들
이며, nCCE는 서브프레임 n-

면, RRC 시그널링)에 의해 구성되고,

km에서 대응하는 PDCCH 및 대응하는 m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CCE의 번호이며, 여기서 km 은 UE가 서브프
레임 n-km 에서 PDCCH를 검출하도록 집합 K 내에서 가장 적은 값이다. 두 안테나 포트 전송이 PUCCH 포맷 1a/1b
에

대해

구성될

때,

안테나

포트

p1의

HARQ-ACK

번들링을

위한

PUCCH

자원은

으로 주어질 수 있다.
[0039]

예를 들면, TDD에서, 각 DL 서브프레임마다 PUCCH 자원은 가능하면 많이 독점적으로 예약될 수 있으며, 각 DL
서브프레임마다 예약된 자원의 개수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은 블록 인터리브드 매핑(block-interleaved
mapping)을 적용함으로써 서로 유사해질 수 있다. DL 서브프레임마다 PUCCH 자원을 예약함으로써, PUSCH 자원은
번들링 윈도우 내에서 DL 서브프레임을 위해 효과적으로 스케줄될 수 있다. TDD에서 HARQ-ACK에 필요한 PUCCH
자원 또한 스케줄링 PDCCH의 최저 CCE 인덱스의 함수로 결정될 수 있다.

[0040]

EPDCCH에 대해, 상위 계층 시그널링에 의해 EPDCCH를 모니터하기 위한 서브프레임이 구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 번들링 윈도우 내에서, PDCCH와 EPDCCH라는 두 가지 타입의 다운링크 제어 채널이 공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UE에 대해 M=4라고 가정하면,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DL 서브프레임 m=0 및 2는 PDCCH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반면 m=1 및 3은 상위 계층 구성에 따라서 EPDCCH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 결과로서, PDCCH 및
EPDCCH를 위해 제공하는 PUCCH 자원 할당 방법은 번들링 윈도우가 두 PDCCH 및 EPDCCH를 모두 사용할 때 정의될
수 있다.

[0041]

예를 들면, 상이한 두 가지 타입의 DL 제어 채널(즉, PDCCH 및 EPDCCH)이 번들링 윈도우 내에서 공존할 수
있다. TDD에서 번들링 윈도우 내에서 PDCCH와 EPDCCH가 혼합된 DL 서브프레임을 통한 PUCCH 자원 할당을 처리하
는 메커니즘이 사용될 수 있다. 구성에 있어서, UE는 실제 전송된 PUCCH 자원(예를 들면, PDCCH 또는 EPDCCH)을
위해 유도된 DL 서브프레임의 자원 할당 방법을 추종할 수 있다. 다른 구성에서, UE는 레거시 PDCCH 룰을 추종
할 수 있다(즉 전송된 PUCCH 자원을 통한 자원 할당(즉, 방법 A)에 근거한다). 다른 구성에서, UE는 EPDCCH 룰
을 추종한다(즉, 전송된 EPUCCH 자원을 통한 자원 할당(즉, 방법 B)에 근거한다).

[0042]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PDCCH와 EPDCCH가 공존하는 UE의 번들링 윈도우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혼
합된 번들링 윈도우(mixed bundling window)"라고 지칭된다. TDD에 대해 혼합된 번들링 윈도우에서 동적 PUCCH
자원 할당의 방법이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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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3]

레거시 PDCCH(예를 들어, 때로는 PDCCH라고 지칭함)에 대응하는 동적 PUCCH 자원 할당 방법(예를 들면, 방법
A)이 TDD에 대해 정의될 수 있다. EPDCCH에 대응하는 동적 PUCCH 자원 할당 방법(예를 들면, 방법 B) 또한 TDD
에 대해 정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법 A와 방법 B 간의 PUCCH 자원 할당은 DL 서브프레임에 의해 유도된 실
제로 사용되는 PUCCH 자원(예를 들면,

[0044]

또는

)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만일 실제로 사용된 PUCCH 자원이 EPDCCH을 위해 구성된 DL 서브프레임에 의해 유도되면, 방법 B가
PUCCH 자원 할당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만일 실제로 사용된 PUCCH 자원이 EPDCCH를 위해 구성되지 않은 (예를
들면, PDCCH에 대해 구성된) DL 서브프레임에 의해 유도되면, 방법 A가 PUCCH 자원 할당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HARQ-ACK 멀티플렉싱(즉, 채널 선택이 가능한 PUCCH 포맷 1b)에 관한 예를 들면, 만일 UE가 HARQ-ACK 피드백을
전송하기 위해 PUCCH 자원

을 사용하고 그 PUCCH 자원이 번들링 윈도우 내에서 m=j에 의해 유도된 것

이면, PUCCH 자원 할당 방법은 PUCCH 자원 유도를 위한 DL 서브프레임 m이 PDCCH를 위해 구성된 것인지 아니면
EPDCCH를 위해 구성된 것인지에 따라서 방법 A와 방법 B 사이에서 적용될 수 있다.
[0045]

하나로 구성된 셀에서 TDD의 동적 PUCCH 자원 할당에 관하여, 채널 선택이 가능한 (즉, HARQ-ACK 멀티플렉싱하
는) PUCCH 포맷 1a/1b 전송 및 PUCCH 포맷 1b는 nCCE (예를 들면, PDCCH의 최저 CCE 인덱스) 또는 nECCE (예를 들
면, EPDCCH의 최저 ECCE 인덱스)에 의해 결정되는 묵시적 자원 할당을 지원한다. 채널 선택이 가능한 두 PUCCH
포맷 1a/1b 및 PUCCH 포맷 1b에 대해, 실제 전송된 PUCCH 자원들의 개수는 하나의 CCE일 수 있다. 사용된 PUCCH
자원은 대응하는 DL 서브프레임에 의해 또는 번들링 윈도우 내 DL 다운링크 할당 인덱스(DAI) 값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다운링크 할당 인덱스(DAI)는 무선 장치(예를 들면, UE)로 전송된 이전의 시간 윈도우 포함 전송 신호
내에 얼마나 많은 서브프레임이 있는지를 표시하는, 무선 장치로 시그널된 다운링크 자원 그랜트 내 필드일 수
있다. DAI는 시간 도메인 이중(TDD) 모드에서 적용 가능할 수 있으며, 무선 장치로 하여금 무선 장치가 모든 다
운링크 서브프레임을 수신하였는지 또는 무선 장치가 조합된 ACK/NACK를 전송하는 전송 블록을 수신하였는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0046]

일 예에서, EPDCCH을 가진 TDD에 대해 PUCCH 자원 할당 식은
여기서

nECCE는

최저

ECCE

인덱스

번호이고

Value는

각종

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파라미터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로서,

이고, 여기서 ACK/NACK 자원 표시자(ARI)는 EPDCCH 내 DCI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옵셋 값(예를 들어, 아마도 정수 값)이고, AP는 안테나 포트(0, ..., 3)이고, m은 표 3에 기초한 파라미터
이며,

는 EPDCCH 집합 k에 대해 UE 특정 시작 옵셋 값이다. 다른 예에서, ACK/NACK 자원 옵셋(ARO)가

ARI에 대용될 수 있다.
[0047]

구성에 있어서, 하나의 서빙 셀이 구성되고 M=1(여기서 M 은 표 3에서 정의된 집합 k 내 요소들의 개수임)인 서
브프레임 n에 대하여 TDD HARQ-ACK 번들링 또는 TDD HARQ-ACK 멀티플렉싱을 위해, UE는 PUCCH 포맷 1a/1b인 경
우 안테나 포트 p에 매핑된

에 대해 서브프레임 n 내에서 HARQ-ACK의 전송을 위한 PUCCH 자원

을 사

용할 수 있다.
[0048]

만일 대응하는 PDCCH/EPDCCH의 검출에 의해 표시되는 PDSCH 전송이 존재하거나 또는 서브프레임(들) n-k 내에서
다운링크 SPS 릴리즈를 표시하는 PDCCH/EPDCCH가 존재하면 (여기서, k∈K 이고 (표 3에 정의되어 있는) K는 서
브프레임 n 및 UL-DL 구성에 따른 M 요소들의 집합임), 그리고 만일 서브프레임 n-km이 EPDCCH를 위해 구성되지
않으면, UE는

해

해 구성되고,

되게 하는 c 값을 먼저 {0, 1, 2, 3}으로부터 선택하고 안테나 포트 P0에 대
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서

는 상위 계층에 의

이며, nCCE는 서브프레임 n-km에서 대응하는 PDCCH 및 대응하

는 m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CCE의 번호이며, 여기서 km 은 UE가 서브프레임 n-km (즉, PDCCH가 번들링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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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 내에서 검출되는 마지막 DL 서브프레임)에서 PDCCH를 검출하도록 집합 K 내에서 가장 적은 값이다. 두 안
테나 포트 전송이 PUCCH 포맷 1a/1b에 대해 구성될 때, 안테나 포트 p1의 HARQ-ACK 번들링을 위한 PUCCH 자원은
로 주어질 수 있다.
[0049]

만일 대응하는 PDCCH/EPDCCH의 검출에 의해 표시되는 PDSCH 전송이 존재하거나 또는 서브프레임(들) n-k 내에서
다운링크 SPS 릴리즈를 표시하는 PDCCH/EPDCCH가 존재하면 (여기서, k∈K 이고 (표 3에 정의되어 있는) K는 서
브프레임 n 및 UL-DL 구성에 따른 M 요소들의 집합임), 그리고 만일 서브프레임 n-km이 EPDCCH를 위해
구성되면, UE는 안테나 포트 p0에 대해
EPDCCH 집합

을 사용할 수 있고 nECCE는 서브프레임 n-km 및

에 대해 대응하는 EPDCCH및 대응하는 m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ECCE의 번호이고, 여기서

km 은 UE가 서브프레임 n-km (즉, EPDCCH가 번들링 윈도우 내에서 검출되는 마지막 DL 서브프레임)에서 EPDCCH
집합
1a/1b에

에 대해 EPDCCH를 검출하도록 집합 K 내에서 가장 적은 값이다. 두 안테나 포트 전송이 PUCCH 포맷
대해

구성될

때,

안테나

포트

p1의

HARQ-ACK

번들링을

위한

PUCCH

자원은

으로 주어질 수 있다.
[0050]

만일 서브프레임(들) n-k 내에서 대응하는 PDCCH/EPDCCH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 PDSCH 전송만이 존재하면(여기
서, k∈K 이고 K는 표 3에 정의되어 있음), UE는 PUCCH 포맷 1a/1b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진 PUCCH 자원

라는 값을 가

은 상위 계층 구성 및 표 4(즉, 도 6)에 따라서 결정된다. UE가 PUCCH 포맷 1a/1b에

대해 두 안테나 포트 전송 및 HARQ-ACK 번들링을 위해 구성되는 경우, 표 4에 있는 PUCCH 자원 값은 안테나 포
트 p0에 대해 제 1 PUCCH 자원

및 안테나 포트 p1에 대해 제 2 PUCCH 자원

을 가진 두

PUCCH 자원들에 매핑하고, 그렇지 않으면 PUCCH 자원 값은 안테나 포트 p0에 대해 단일의 PUCCH 자원
에 매핑한다.
[0051]

그러므로, 캐리어 결합(CA) 없이 M=1인 경우 HARQ-ACK 번들링 또는 HARQ-ACK 멀티플렉싱을 위하여, 사용된
PUCCH 자원은 DL 서브프레임이 PDCCH 또는 EPDCCH에 의해 구성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번들링 윈도우 내 마지막
DL 서브프레임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0052]

다른 구성에서, M>1의 서브프레임 n을 갖고 하나의 서빙 셀이 구성된 TDD HARQ-ACK 멀티플렉싱을 위해(여기서 M
은 표 3에서 정의된 집합 K 내 요소들의 개수임),
타내고,

HARQ-ACK(i)는

서브프레임 n-ki로부터

는 서브프레임 n-ki로부터 유도되는 PUCCH 자원을 나
ACK/부정

ACK/비연속성

전송(discontinuous

transmission

(DTX)) 응답(즉, ACK/NACK/DTX)을 나타내며, 여기서, ki∈K(표 3에 정의됨)이고 0≤i≤M-1이다.
[0053]

PDSCH 전송이 대응하는 PDCCH/EPDCCH의 검출에 의해 표시되거나 또는 PDCCH/EPDCCH가 서브프레임(들) n-ki 에서
다운링크 SPS 릴리즈를 표시하는 경우(여기서,

임), 그리고 만일 서브프레임 n-ki 이 EPDCCH를 위해 구성

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여기서 c

되지 않으면, PUCCH 자원은

는

이도록 {0, 1, 2, 3}으로부터 선택되고,

서브프레임 n-ki에서 대응하는 PDCCH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CCE의 번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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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구성된다.
[0054]

PDSCH 전송이 대응하는 PDCCH/EPDCCH의 검출에 의해 표시되거나 또는 PDCCH/EPDCCH가 서브프레임(들) n-ki 에서
임), 그리고 만일 서브프레임 n-ki 이 EPDCCH를 위해 구성

다운링크 SPS 릴리즈를 표시하는 경우(여기서,

이며, nCCE,i 는 서브프레임 n-ki 내 EPDCCH 집합

되면, PUCCH 자원은

에 대해 대

응하는 EPDCCH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CCE의 번호이다.
[0055]

대응하는 PDCCH/EPDCCH가 서브프레임 n-ki 에서 검출되지 않는 PDSCH 전송의 경우,

의 값은 상위 계층

구성 및 표 4(즉, 도 6)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0056]

다른 구성에서, 채널 선택이 가능한 PUCCH 포맷 1b을 갖고 두 서빙 셀이 구성되고 M≤2(여기서 M은 표 3에서 정
의된 집합 K 내 요소들의 개수임)의 서브프레임 n인 경우에 TDD HARQ-ACK 멀티플렉싱을 위해, UE는 A PUCCH 자
원

으로부터

선택된

PUCCH

자원

을

b(0)b(1)(예를

통해

들면,

콘스텔레이션

비트

(constellation bits))를 전송할 수 있으며, 여기서 PUCCH 포맷 1b를 이용하는 서브프레임 n에서 표 6(즉, 도
8), 표 7(즉, 도 9) 및 표 8(도 10)에 따라서 0≤j≤A-1 이고 A∈{2,3,4} 이다. M=1의 서브프레임 n에 대해,
HARQ-ACK(j)는 전송 블록 또는 서빙 셀과 연관된 SPS 릴리즈 PDCCH에 대한 ACK/NACK/DTX 응답을 표시하며, 여
기서 HARQ-ACK(j) 및 A PUCCH 자원에 대한 전송 블록 및 서빙 셀은 표 9(즉, 도 11)로 주어진다. M=2의 서브프
레임 n에 대해, HARQ-ACK(j)는 각 서빙 셀에서 집합 K로 주어지는 서브프레임(들) 내 PDSCH 전송 또는 SPS 릴리
즈 PDCCH에 대한 ACK/NACK/DTX 응답을 표시하며, 여기서 HARQ-ACK(j) 및 A PUCCH 자원에 대한 각 서빙 셀 상의
서브프레임은 표 10(즉, 도 12)으로 주어진다. UE는 HARQ-ACK(j) 와 연관된 A PUCCH 자원

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기에 따라서 M=1 경우 표 9(즉, 도 11)에서 그리고 M=2 경우 표 10(즉, 도 12)에서 0≤j

≤A-1 이다. 즉,
[0057]

PDSCH 전송이 서브프레임 n-km 에서 대응하는 PDCCH/EPDCCH의 검출에 의해 표시되는 경우(여기서, 일차 셀에서

km∈K 임) 또는 PDCCH/EPDCCH가 서브프레임 n-km 내 다운링크 SPS 릴리즈를 표시하는 경우(여기서, 일차 셀 상에
서

km∈K

임),

그리고

만일

서브프레임

n-km 이

EPDCCH를

위해

구성되지

않으면,

PUCCH

자원은

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여기서 c는

이도록 {0, 1, 2, 3}으로부터 선택되고,

이며,

는 일차 셀로부터 결

정되며, M=1의 서브프레임 n 및 대응하는 PDSCH 전송이 일어나는 서빙 셀에서 전송 블록을 두 개까지 지원하는
전송 모드에 대해, PUCCH 자원

은

로

주어지며, 여기서 nCCE,m 는 대응하는 DCI 할당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CCE의 번호이며,

는 상위

계층에 의해 구성된다.
[0058]

PDSCH 전송이 서브프레임 n-km에서 대응하는 PDCCH/EPDCCH의 검출에 의해 표시되는 경우(여기서, 일차 셀에서

km∈K 임) 또는 PDCCH/EPDCCH가 서브프레임 n-km 에서 다운링크 SPS 릴리즈를 표시하는 경우(여기서, 일차 셀에
서

km∈K

임)

경우,

그리고

만일

서브프레임

n-km

이

EPDCCH를

위해

구성되면,

PUCCH

자원은

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M=1의 서브프레임 n 및 대응하는 PDSCH 전송이 일어나
는 경우 서빙 셀에서 전송 블록을 두 개까지 지원하는 전송 모드에 대해, PUCCH 자원
로 주어지며, 여기서 nECCE,m는 EPDSCH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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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DCI 할당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CCE의 번호이다.
[0059]

대응하는 PDCCH /EPDCCH가 서브프레임(들) n-k 에서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 일차 셀을 통한 PDSCH 전송을 위해
(여기서, km∈K 임),

[0060]

의 값은 상위 계층 구성 및 표 4(즉, 도 6)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다른 구성에서, 채널 선택이 가능한 PUCCH 포맷 1b 및 M≤2의 서브프레임 n을 갖고 두 개의 서빙 셀이 구성된
경우 TDD HARQ-ACK 멀티플렉싱을 위하여(여기서 M은 표 3에서 정의된 집합 K 내 요소들의 개수임),
는 UL 서브프레임 n과 연관된 M DL 서브프레임에서 전송된 것으로부터 유도되는 PUCCH 자원으로서 표시되며, 여
기서 0≤i≤3 이다.

및

PDCCH와 연관되며,
[0061]

및

는 PDSCH 전송(들) 또는 일차 셀을 통한 다운링크 SPS를 나타내는

은 이차 셀을 통한 PDSCH 전송(들)과 연관된다.

일차 셀에 대하여, 만일 대응하는 PDCCH/EPDCCH가 서브프레임(들) n-k내에서 검출되지 않고 PDSCH가 일차 셀을
통해 전송되면(여기서, k∈K 임),

의 값은 상위 계층 구성 및 표 5(즉, 도 7)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

다.
[0062]

일차 셀을 통한 PDSCH 전송이 서브프레임(들) n-km에서 대응하는 PDCCH/EPDCCH의 검출로 표시되는 경우(여기서,

km∈K 이고 PDCCH/EPDCCH 내 DAI 값은 '1'과 같음), 또는 PDCCH가 서브프레임 n-km 에서 다운링크 SPS 릴리즈를
표시하는 경우(여기서, km∈K 이고 PDCCH/EPDCCH 에서 DAI 값은 '1'과 같음), 만일 서브프레임(들) n-k 내에서
대응하는 PDCCH/EPDCCH가 검출되지 않고 일차 셀을 통해 PDSCH가 전송되면(여기서, k∈K 임), 그리고 만일 서브
프레임

n-km

이

EPDCCH를

위해

구성되지

이며 여기서 c는

로부터 선택되고,

PUCCH

자원은

이도록 {0, 1, 2, 3}으

이며, nCCE,m는 서브프레임 n-km 내 EPDCCH 집합

해 대응하는 PDCCH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CCE의 번호이며,
[0063]

않으면,

에 대

는 상위 계층에 의해 구성된다.

일차 셀을 통한 PDSCH 전송이 서브프레임(들) n-km에서 대응하는 PDCCH/EPDCCH의 검출로 표시되는 경우(여기서,

km∈K 이고 PDCCH/EPDCCH에서 DAI 값은 '1'과 같음), 또는 PDCCH가 서브프레임 n-km 에서 다운링크 SPS 릴리즈를
표시하는 경우(여기서, km∈K 이고 PDCCH/EPDCCH에서 DAI 값은 '1'과 같음), 만일 서브프레임(들) n-k 내에서
대응하는 PDCCH/EPDCCH가 검출되지 않고 일차 셀을 통해 PDSCH가 전송되면(여기서, k∈K 임), 그리고 만일 서브
프레임 n-km이 EPDCCH를 위해 구성되면, PUCCH 자원은
서브프레임 n-km 내 EPDCCH 집합
[0064]

이며, 여기서 nECCE,m는

에 대해 대응하는 PDCCH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CCE의 번호이다.

만일 서브프레임(들) n-k 내에서 대응하는 PDCCH/EPDCCH가 검출되지 않고 일차 셀을 통해 PDSCH가 전송되면(여
기서, k∈K 임), HARQ-ACK(0)는 대응하는 PDCCH/EPDCCH 없는 PDSCH 전송에 대한 ACK/NACK/DTX 응답일 수 있다.

0≤j≤M-1 일 때, 만일 대응하는 PDCCH/EPDCCH가 있고 및 PDCCH/EPDCCH에서 DAI 값이 'j'와 같은 PDSCH 전송이
수신되거나 또는 다운링크 SPS 릴리즈를 표시하고 PDCCH/EPDCCH 내 DAI 값이 'j'와 동일한 PDCCH/EPDCCH가 수
신되면, HARQ-ACK(j)는 대응하는 ACK/NACK/DTX 응답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HARQ-ACK(j)는 DTX로 설정될
수 있다.
[0065]

그렇지 않으면(예를 들면, 만일 일차 셀을 통해 PDSCH가 전송되면서 대응하는 PDCCH/EPDCCH가 서브프레임(들)

n-k 내에서 검출되면(여기서, k∈K 임)), 일차 셀을 통한 PDSCH 전송이 서브프레임(들) n-km 내에서 대응하는
PDCCH/EPDCC의 검출에 의해 표시되는 경우(여기서, km∈K 이고 PDCCH/EPDCCH 내 DAI 값은 '1' 또는 '2'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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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또는 PDCCH/EPDCCH가 서브프레임 n-km 에서 다운링크 SPS 릴리즈를 표시하는 경우(여기서,

이고

PDCCH/EPDCCH 내 DAI 값은 '1' 또는 '2'와 같음), 그리고 만일 서브프레임 n-km 이 EPDCCH를 위해 구성되지 않

이며, 여기서 c는

으면, PUCCH 자원은

이도

이며, nCCE,m 는 서브프레임

록 {0, 1, 2, 3}으로부터 선택되고,

n-km 내 대응하는 PDCCH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CCE의 번호이고,

는 상위 계층에 의해 구성되고,

DAI 값이 '1'인 대응하는 PDCCH의 경우 i=0이며 DAI 값이 '2'인 대응하는 PDCCH의 경우 i=1이 된다.
[0066]

그렇지 않으면(예를 들면, 만일 일차 셀을 통해 PDSCH가 전송되면서 대응하는 PDCCH/EPDCCH가 서브프레임(들)

n-k 내에서 검출되면(여기서, k∈K 임)) 일차 셀을 통한 PDSCH 전송이 서브프레임(들) n-km 에서 대응하는
PDCCH/EPDCC의 검출에 의해 표시되는 경우(여기서, km∈K 이고 PDCCH/EPDCCH에서 DAI 값은 '1' 또는 '2'와
같음), 또는 PDCCH/EPDCCH가 서브프레임 n-km 에서 다운링크 SPS 릴리즈를 표시하는 경우(여기서,

이고

PDCCH/EPDCCH에서 DAI 값은 '1' 또는 '2'와 같음), 그리고 만일 서브프레임 n-km 이 EPDCCH를 위해 구성되면,

PUCCH 자원은

이며, 여기서 nCCE,m 는 서브프레임 n-km 내 EPDCCH 집합

에

대해 대응하는 EPDCCH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ECCE의 번호이고, DAI 값이 '1'인 대응하는 EPDCCH의 경우

i=0이며 DAI 값이 '2'인 EPDCCH 집합
[0067]

에 대해 대응하는 EPDCCH의 경우 i=1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예를 들면, 만일 일차 셀을 통해 PDSCH가 전송되면서 대응하는 PDCCH/EPDCCH가 서브프레임(들)

n-k 내에서 검출되면(여기서, k∈K 임)), 0≤j≤M-1일 때, 만일 대응하는 PDCCH/EPDCCH 및 그 PDCCH/EPDCCH에서
DAI 값이 'j+1'과 같은 PDCCH 전송이 수신되거나 또는 다운링크 SPS 릴리즈를 표시하고 PDCCH/EPDCCH에서 DAI
값이 'j+1'와 동일한 PDCCH/EPDCCH가 수신되면, HARQ-ACK(j)는 대응하는 ACK/NACK/DTX 응답이며, 그렇지 않으
면 HARQ-ACK(j)는 DTX로 설정될 수 있다.
[0068]

이차 셀은 EPDCCH를 전송할 수 없으며, 그래서 이차 셀을 위한 PUCCH 자원 할당은 레거시 PDCCH 룰을 사용할 수
있다.

[0069]

다른 예에서, 만일 PDCCH만이 번들링 윈도우 내에 있으면, 레거시 PUCCH 자원 할당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만
일 EPDCCH만이 번들링 윈도우 내에 있으면, EPDCCH와 연관된 PUCCH 자원 할당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만일 적
어도 하나의 EPDCCH가 번들링 윈도우 내에 있으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레거시 PUCCH 자원 할당 방법이 사용
될 수 있거나 EPDCCH와 연관된 PUCCH 자원 할당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0070]

채널 선택이 가능한 PUCCH 포맷 1a/1b 또는 PUCCH 포맷 1b의 사례에 대해 예시된 동일한 원리가 PUCCH 포맷 3이
구성될 때 (예를 들면, 일차 셀 폴-백 사례(a primary cell fall-back case)에) 적용할 수 있다.

[0071]

도 13의 플로우 차트에서 도시되는 바와 같이, 다른 예는 사용자 장비(UE)에서 서브프레임 n에서 복합 자동 재
전송 요청-확인응답(HARQ-ACK) 전송을 위한 조건부 시분할 이중(TDD) 물리 업링크 제어 채널(PUCCH) 자원 할당
을 위한 방법(500)을 제공한다. 이 방법은 UE 용도의 머신, 컴퓨터 회로, 또는 프로세서에서 명령어로서 실행될
수 있고, 이 때 명령어는 적어도 하나의 컴퓨터 판독가능한 매체 또는 하나의 비일시적 머신 판독가능 저장 매
체에 포함되어 있다. 블록(510)에서와 같이, 방법은 이전에 명시된 서브프레임 내에서 수신되는 다운링크 제어
채널 타입이 물리 다운링크 제어 채널(PDCCH) 또는 강화된 물리 다운링크 제어 채널(EPDCCH)인 것을 인식하는
동작을 포함하며, 여기서 이전에 명시된 서브프레임은 서브프레임 n보다 앞선 시점에서 발생한다. 블록(520)에
서와 같이, 다운링크 제어 채널 타입이 PDCCH일 때 물리 다운링크 제어 채널(PDCCH)의 최저 제어 채널 요소
(CCE) 인덱스를 이용하여 HARQ-ACK 전송을 위한 PUCCH 자원을 결정하는 동작이 수행된다. 블록(530)에서와
같이, 방법의 다음 동작은 다운링크 제어 채널 타입이 EPDCCH일 때 EPDCCH의 최저 강화된 CCE(ECCE)를 이용하여
HARQ-ACK 전송을 위한 PUCCH 자원을 결정하는 것일 수 있다.

[0072]

일 예에서, 이전에 명시된 서브프레임은 서브프레임 n-k 을 포함할 수 있고, 여기서 k∈K 이고, 여기서 다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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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연관 집합 인덱스 K는 3세대 파트너십 프로젝트(3GPP) 롱 텀 에볼루션(LTE) 표준 릴리즈 11 기술 사양서(TS)
36.213의 표 10.1.3.1-1(예를 들면, 표 3)에서 정의되어 있으며, K는 서브프레임 n 및 업링크-다운링크(UL/DL)
구성에 따른 M 요소들의 집합 {k0, k1, ..., kM-1}을 포함할 수 있다.
[0073]

다른 예에서, EPDCCH의 최저 강화된 CCE(ECCE) 인덱스를 이용하여 서브프레임 n-k의 PUCCH 자원을 결정하는 동
으로 표현되는 파라미터 Value를 이용하여 PUCCH 자원을 결정하도록

작은

더 구성될 수 있으며, 여기서 확인응답(ACK)/부정 ACK(ACK/NACK) 자원 옵셋(ARO)은 EPDCCH내 다운링크 제어 정
보(DCI)로부터 유도되는 정수 옵셋 값이고, 안테나 포트(AP)는 파라미터(0, ..., 3)이고,
집합

에 대한 UE 특정 시작 옵셋 값이고, m은 정수이며, 여기서 km 은 집합 K 내에서 최소 값이고 그래서 UE

는 서브프레임 n-km 내 EPDCCH 집합
[0074]

는 EPDCCH

에 대해 EPDCCH를 검출하게 된다.

하나의 서빙 셀이 구성되고 M=1의 서브프레임 n에 대해, PDCCH의 최저 CCE 인덱스 nCCE를 이용하여 HARQ-ACK 전
송을 위한 PUCCH 자원

을 결정하는 동작은

되게 하는 c 값을 {0, 1, 2, 3} 중에서

선택하는 과정과 안테나 포트 p0에 대해

로 표현되고 안테나

포트 p1에 대해

로 표현되는 PUCCH 자원

를 이용하는

과정을 더 포함할 수 있으며, 여기서 nCCE는 서브프레임 n-km 내 대응하는 PDCCH 및 대응하는 m의 전송을 위해 사
용되는 제 1 CCE 인덱스 번호이며, 여기서 km 은 집합 K 내에서 가장 적은 값이고, 그래서 UE는 서브프레임 n-km

에서 PDCCH를 검출하게 되고,
링크 대역폭 구성이고,

이고,

는

의 단위로 표현되는 다운

는 다수의 서브캐리어들로서 표현되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자원 블록 크기이며,

는 업링크 서브프레임에서 PUCCH 영역에 대한 시작 PUCCH 채널 인덱스로서 각 UE마다 상위 계층에 의해
구성된다. 안테나 포트 p1는 두 안테나 포트 전송이 구성될 때 사용될 수 있다. EPDCCH의 최저 ECCE 인덱스 nECCE

를 이용하여 HARQ-ACK 전송을 위한 PUCCH 자원

을 결정하는 동작은 안테나 포트 p0에 대해

으로 표현되고 안테나 포트 p1에 대해

자원

으로 표현되는 PUCCH

을 이용하는 과정을 더 포함할 수 있으며, 여기서 Value는 파라미터이고, nECCE는 서브프레임 n-km

내 EPDCCH 집합

에 대해 대응하는 EPDCCH 및 대응하는 m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ECCE 인덱스

번호이며, 여기서 km 은 집합 K 내에서 가장 적은 값이고 그래서 UE는 서브프레임 n-km 에서 EPDCCH 집합

에

대한 EPDCCH를 검출하게 된다. 안테나 포트 p1은 두 안테나 포트 전송이 구성될 때 사용될 수 있다.
[0075]

하나의 서빙 셀이 구성되고 M>1의 서브프레임 n에 대해(여기서 0≤i≤M-1임), PDCCH의 최저 CCE 인덱스 nCCE,i를
이용하여

HARQ-ACK

전송을

위한

PUCCH

자원

을

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여기서 c는

결정하는

동작은
되도록 {0,

1, 2, 3}으로부터 선택되고, nCCE,i는 서브프레임 n-ki 내에서 대응하는 PDCCH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C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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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 번호이며,
구성이고,

이고,

는

의 단위로 표현되는 다운링크 대역폭

는 다수의 서브캐리어들로서 표현되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자원 블록 크기이며,

는 업링

크 서브프레임에서 PUCCH 영역에 대한 시작 PUCCH 채널 인덱스로서 각 UE마다 상위 계층에 의해 구성된다.
EPDCCH의 최저 ECCE 인덱스 nECCE,i를 이용하여 HARQ-ACK 전송을 위한 PUCCH 자원

을 결정하는 동작은

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여기서 Value는 파라미터이고, nECCE,i는 서브프레임 n-ki 에서
EPDCCH 집합
[0076]

에 대해 대응하는 EPDCCH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ECCE의 번호이다.

적어도 두 개의 서빙 셀이 구성되고 M≤2 의 서브프레임 n에 대해(여기서 일차 셀에서 km∈K 이고, 0≤j≤A-1이
며, A∈{2,3,4}임), PDCCH의 최저 CCE 인덱스 nCCE,m 를 이용하여 HARQ-ACK 전송을 위한 PUCCH 자원

을

결정하는

및

동작은
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여기서

c는

이도록 {0, 1, 2, 3}으로부터 선택되고, nCCE,m는 서브프레임 n-ki 에서 대응하는 PDCCH의 전
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CCE 인덱스 번호이고,
로 표현되는 다운링크 대역폭 구성이고,
록 크기이며,

이고,

는

의 단위

는 다수의 서브캐리어들로서 표현되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자원 블

는 업링크 서브프레임에서 PUCCH 영역에 대한 시작 PUCCH 채널 인덱스로서 각 UE마다 상

위 계층에 의해 구성되며,

는 대응하는 물리 다운링크 공유 채널(PDSCH) 전송이 일어나는 경우 서

빙 셀에서 두 전송 블록까지 지원하는 서브프레임 n 및 전송 모드에 사용된다. EPDCCH의 최저 ECCE 인덱스

nECCE,m를 이용하여 HARQ-ACK 전송을 위한 PUCCH 자원

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여기서 Value는 파라미터이고, nECCE,m는 서브프레임

및

n-km 내 EPDCCH 집합

며,

을 결정하는 동작은

에 대해 EPDCCH에 의한 대응하는 DCI 할당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ECCE의 번호이

는 대응하는 PDSCH 전송이 일어나는 경우 서빙 셀에서 두 개의 전송 블록까지 지원하는 서브

프레임 n 및 전송 모드에 사용된다.
[0077]

적어도 두 개의 서빙 셀이 구성되고 M>2의 서브프레임 n에 대해(여기서 k∈K 이고, 일차 셀에 대해 km∈K 임),
PDCCH의 최저 CCE 인덱스 nCCE,m를 이용하여 HARQ-ACK 전송을 위한 PUCCH 자원

을 결정하는 동작은

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여기서 c는
이도록 {0, 1, 2, 3}으로부터 선택되고, nCCE,m는 서브프레임 n-km 에서 대응하는 PDCCH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CCE 인덱스 번호이고,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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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운링크 대역폭 구성이고,
며,

는 다수의 서브캐리어들로서 표현되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자원 블록 크기이

는 업링크 서브프레임에서 PUCCH 영역에 대한 시작 PUCCH 채널 인덱스로서 각 UE마다 상위 계층에

의해 구성된다. EPDCCH의 최저 ECCE 인덱스 nECCE,m를 이용하여 HARQ-ACK 전송을 위한 PUCCH 자원

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여기서 Value는 파라미터이고, nECCE,m는 서브프

정하는 동작은
레임 n-km 내 EPDCCH 집합
[0078]

을 결

에 대해 대응하는 EPDCCH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ECCE의 번호이다.

도 14의 플로우 차트에서 도시되는 바와 같이, 다른 예는 서브프레임 n에서 복합 자동 재전송 요청-확인응답
(HARQ-ACK) 전송을 위해 시분할 이중(TDD)에서 조건부 물리 업링크 제어 채널(PUCCH) 자원 할당을 제공하도록
동작 가능한 사용자 장비(UE) 상의 프로세서의 컴퓨터 회로의 기능(600)을 제공한다. 이 기능은 방법으로서 구
현될 수 있거나 이 기능은 머신 상에서 명령어로서 실행될 수 있고, 이 때 명령어는 적어도 하나의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 또는 하나의 비일시적 머신 판독가능 저장 매체에 포함되어 있다. 블록(610)에서와 같이, 컴퓨터
회로는 이전에 명시된 서브프레임 내에서 다운링크 제어 채널을 수신하도록 구성될 수 있고, 여기서 이전에 명
시된 서브프레임은 서브프레임 n보다 앞선 시점에서 발생한다. 블록(620)에서와 같이, 컴퓨터 회로는 이전의 명
시된 서브프레임 내에서 수신되는 다운링크 제어 채널 타입이 물리 다운링크 제어 채널(PDCCH) 또는 강화된 물
리 다운링크제어 채널(EPDCCH)인 것을 인지하도록 더 구성될 수 있다. 블록(630)에서와 같이, 컴퓨터 회로는 수
신된 다운링크 제어 채널 타입이 PDCCH일 때 PDCCH의 최저 제어 채널 요소(CCE) 인덱스를 이용하여 HARQ-ACK 전
송을 위한 PUCCH 자원을 결정하도록 또한 구성될 수 있다. 블록(640)에서와 같이, 컴퓨터 회로는 수신된 다운링
크 제어 채널 타입이 EPDCCH일 때 EPDCCH의 최저 강화된 CCE(ECCE) 인덱스를 이용하여 HARQ-ACK 전송을 위한
PUCCH 자원을 결정할 수 있다.

[0079]

일 예에서, 이전에 명시된 서브프레임은 서브프레임 n-k 을 포함할 수 있으며, 여기서 k∈K 이고, 여기서 다운
링크 연관 집합 인덱스 K는 3세대 파트너십 프로젝트(3GPP) 롱 텀 에볼루션(LTE) 표준 릴리즈 11 기술 사양서
(TS) 36.213의 표 10.1.3.1-1(예를 들면, 표 3)에서 정의되어 있으며, K는 서브프레임 n 및 업링크-다운링크
(UL/DL) 구성에 따른 M 요소들의 집합{k0, k1, ..., kM-1}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예에서, 서브프레임 n-k 은
PDCCH 및 구성된 EPDCCH 서브프레임을 포함한다.

[0080]

다른 구성에서, EPDCCH의 최저 ECCE 인덱스를 이용하여 서브프레임 n-k 의 PUCCH 자원을 결정하도록 구성된 컴
퓨터 회로는 파라미터(예를 들면, Value)를 이용하여 PUCCH 자원을 결정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파라미터는 확
인응답(ACK)/부정 ACK(ACK/NACK) 자원 옵셋(ARO), 안테나 포트(AP), EPDCCH 집합에 대한 UE 특정 시작 옵셋
값, 및 정수 m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으며, 여기서 km 은 집합 K 내에서 최소 값이고 그래서 UE는 서브프레임 n-

km 내 EPDCCH 집합
[0081]

에 대해 EPDCCH를 검출하게 된다.

하나의 서빙 셀이 구성되고 M=1의 서브프레임 n에 대해(여기서 M 은 집합 K∈{k0, k1, ..., kM-1} 내 요소들의 개

수임), PDCCH의 최저 CCE 인덱스 nCCE를 이용하여 HARQ-ACK 전송을 위한 PUCCH 자원

을 결정하도록 구

되게 하는 c 값을 {0, 1, 2, 3}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안테나 포트

성된 컴퓨터 회로는

p0에 대해

으로 표현되고 안테나 포트 p1에 대해

으로 표현되는 PUCCH 자원

을 이용하며, 여

기서 nCCE는 서브프레임 n-km 에서 대응하는 PDCCH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CCE 인덱스 번호이며, 여기서 km
은

집합

K

내에서

가장

적은

값이고,

그래서

U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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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는

의 단위로 표현되는 다운링크 대역폭 구성이고,

는 다수의 서브캐리어들로서 표현되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자원 블록 크기이며,

는 업링크 서브프레임

에서 PUCCH 영역에 대한 시작 PUCCH 채널 인덱스로서 각 UE마다 상위 계층에 의해 구성된다. 안테나 포트 p1는
두 안테나 포트 전송이 구성될 때 사용될 수 있다. EPDCCH의 최저 ECCE 인덱스 nECCE 를 이용하여 HARQ-ACK 전송

을

위한

PUCCH

자원

을

결정하도록

구성된

컴퓨터

회로는

안테나

p0에

포트

으로 표현되고 안테나 포트 p1에 대해

대해

으로 표현되는

을 이용하는 것을 더 포함할 수 있으며, 여기서 Value는 파라미터이고, nECCE는 서브프레임 n-

PUCCH 자원

km 내 EPDCCH 집합

에 대해 대응하는 EPDCCH 및 대응하는 m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ECCE 개수이며, 여

기서 km 은 집합 K 내에서 가장 적은 값이고, 그래서 UE는 서브프레임 n-km 에서 EPDCCH 집합

에 대한 EPDCCH

를 검출하게 된다. 안테나 포트 p1은 두 안테나 포트 전송이 구성될 때 사용될 수 있다.
[0082]

하나의 서빙 셀이 구성되고 M>1 일 때 서브프레임 n에 대해(여기서 M은 집합 K∈{k0, k1, ..., kM-1} 내 요소들의
개수이고 0≤i≤M-1임), PDCCH의 최저 CCE 인덱스 nCCE,i를 이용하여 HARQ-ACK 전송을 위한 PUCCH 자원

을 결정하도록 구성된 컴퓨터 회로는
수 있으며, 여기서 c는

으로 표현될

이도록 {0, 1, 2, 3}으로부터 선택되고, nCCE,i는 서브프레임 n-ki 에서 대

응하는 PDCCH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CCE 인덱스 번호이며,
는

의 단위로 표현되는 다운링크 대역폭 구성이고,

수 도메인에서 자원 블록 크기이며,

이고,
는 다수의 서브캐리어들로서 표현되는, 주파

는 업링크 서브프레임에서 PUCCH 영역에 대한 시작 PUCCH 채널 인

덱스로서 각 UE마다 상위 계층에 의해 구성된다. 최저 ECCE 인덱스 nECCE,i 를 이용하여 HARQ-ACK 전송을 위한

PUCCH 자원

을 결정하도록 구성된 컴퓨터 회로는

으로 표현될 수 있으

며, 여기서 Value는 파라미터이고, nECCE,i는 서브프레임 n-ki 에서 EPDCCH 집합

에 대해 대응하는 EPDCCH의 전

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ECCE의 번호이다.
[0083]

적어도 두개의 서빙 셀이 구성되고 M≤2의 서브프레임 n에 대해(여기서 M은 집합 K∈{k0, k1, ..., kM-1} 내 요소
들의 개수이고, 일차 셀에서 km∈K이고, 0≤j≤A-1이며 A∈{2,3,4}임), 최저 CCE 인덱스 nCCE,m를 이용하여 HARQ-

ACK

전송을

위한

PUCCH

자원

을

결정하도록

구성된

컴퓨터

회로는

및
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여기서

c는

이도록 {0, 1, 2, 3}으로부터 선택되고, nCCE,m는 서브프레임 n-ki 에서 대응하는 PDCCH의

- 27 -

등록특허 10-1749841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CCE 인덱스 번호이고,
단위로 표현되는 다운링크 대역폭 구성이고,
원 블록 크기이며,

이고,

는

의

는 다수의 서브캐리어들로서 표현되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자

는 업링크 서브프레임에서 PUCCH 영역에 대한 시작 PUCCH 채널 인덱스로서 각 UE마

다 상위 계층에 의해 구성되며,

는 대응하는 물리 다운링크 공유 채널(PDSCH) 전송이 일어나는 경

우 서빙 셀에서 두 전송 블록까지 지원하는 서브프레임 n 및 전송 모드에 대해 사용된다. 최저 ECCE 인덱스

nECCE,m를

이용하여

HARQ-ACK

전송을

위한

PUCCH

자원

을

결정하도록

및

구성된

컴퓨터

회로는

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여기

서 Value는 파라미터이고, nECCE,m는 서브프레임 n-km 에서 상기 EPDCCH 집합

DCI 할당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ECCE의 번호이며,

에 대해 EPDCCH에 의한 대응하는

는 대응하는 PDSCH 전송이 일어나는 경

우 서빙 셀에서 두 전송 블록까지 지원하는 서브프레임 n 및 전송 모드에 사용된다.
[0084]

적어도 두개의 서빙 셀이 구성되고 M>2 의 서브프레임 n에 대해(여기서 M은 집합 K∈{k0, k1, ..., kM-1} 내 요소
들의 개수이고, k∈K 이고, 일차 셀에 대해 km∈K 임), 최저 CCE 인덱스 nCCE,m 를 이용하여 HARQ-ACK 전송을 위

한

PUCCH

자원

을

결정하도록
으로

구성된
표현될

수

컴퓨터
있으며,

회로는
여기서

c는

이도록 {0, 1, 2, 3}으로부터 선택되고, nCCE,m는 서브프레임 n-km 내 대응하는 PDCCH의
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제 1 CCE 인덱스 번호이고,
단위로 표현되는 다운링크 대역폭 구성이고,
원 블록 크기이며,

이고,

는

의

는 다수의 서브캐리어들로서 표현되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자

는 업링크 서브프레임에서 PUCCH 영역에 대한 시작 PUCCH 채널 인덱스로서 각 UE마

다 상위 계층에 의해 구성된다. 최저 ECCE 인덱스 nECCE,m를 이용하여 HARQ-ACK 전송을 위한 PUCCH 자원
을 결정하도록 구성된 컴퓨터 회로는

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여기서

Value는 파라미터이고, nECCE,m는 서브프레임 n-km 에서 EPDCCH 집합

에 대해 대응하는 EPDCCH의 전송을 위해 사

용되는 제 1 ECCE의 번호이다.
[0085]

다른 예에서, 컴퓨터 회로는 3세대 파트너십 프로젝트(3GPP) 롱 텀 에볼루션(LTE) 표준 릴리즈 11 PUCCH 포맷
1a 또는 1b, 또는 채널 선택 가능한 3GPP PUCCH LTE 표준 릴리즈 11 포맷 1b, 또는 3GPP PUCCH LTE 표준 릴리
즈 11 포맷 3d에 대해
자원

[0086]

가 안테나 포트 p에 매핑된 경우에 서브프레임 n 에서 HARQ-ACK의 전송을 위한 PUCCH

을 사용할 수 있다.

도 15는 일 예의 노드(예를 들면, 서빙 노드(710) 및 협력 노드(750)) 및 일 예의 무선 장치(720)를 도시한다.
노드는 노드 장치(712 및 752)를 포함할 수 있다. 노드 장치 또는 노드는 무선 장치(예를 들면, UE)와 통신하도
록 구성될 수 있다. 노드 장치, 노드에서의 장치, 또는 노드는 X2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an X2 application
protocol (X2AP))과 같이, 백홀 링크(backhaul link)(748)(광 또는 유선 링크)를 통해 다른 노드들과 통신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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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구성될 수 있다. 노드 장치는 프로세서 (714 및 754) 및 송수신기(716 및 756)을 포함할 수 있다. 송수신기
는 PUCCH자원에서 HARQ-ACK 피드백을 수신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송수신기(716 및 756)은 또한 X2 애플리케이
션 프로토콜(X2AP)을 통해 협력 노드와 통신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프로세서는 또한 본 명세서에서 기술된 바
와 같이 PUCCH 검출을 위해 역 절차가 구현될 수 있도록 구성될 수 있다. 서빙 노드는 두 일차 셀(PCell) 및 이
차 셀(SCell)을 모두 생성할 수 있다. 노드(예를 들면, 서빙 노드(710) 및 협력 노드(750))는 기지국(BS), 노드
B(NB), 진화된 노드 B(eNB), 베이스밴드 유니트(BBU), 원격 무선 헤드(RRH), 원격 무선 장비(RRE), 원격 무선
유니트(RRU), 또는 중앙 처리 모듈(a central processing module (CPM))을 포함할 수 있다.
[0087]

(노드로서 사용되는) 장치는 서브프레임 n에서 복합 자동 재전송 요청-확인응답(HARQ-ACK) 전송을 위해 시분할
이중(TDD)에서 물리 업링크 제어 채널(PUCCH) 자원 할당을 검출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송수신기(716 및 756)는
다운링크 제어 채널 타입이 구성된 서브프레임 n에서 PUCCH 자원을 수신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프로세서(714
및 754)는 서브프레임 n이 물리 다운링크 제어 채널(PDCCH) 또는 강화된 물리 다운링크 제어 채널(EPDCCH)로 구
성되어 있는 시점을 결정하고; 다운링크 제어 채널 타입이 물리 다운링크 제어 채널(PDCCH)일 때 PDCCH의 최저
제어 채널 요소(CCE) 인덱스를 이용하여 HARQ-ACK 전송을 위한 PUCCH 자원을 디코딩하고; 다운링크 제어 채널
타입이 EPDCCH일 때 EPDCCH의 최저 강화된 CCE(ECCE) 인덱스를 이용하여 HARQ-ACK 전송을 위한 PUCCH 자원을
디코딩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0088]

일 예에서, 다운링크 제어 채널 타입은 서브프레임 n-k에서 수신될 수 있으며, 여기서 k∈K 이고, 여기서 다운
링크 연관 집합 인덱스 K는 3세대 파트너십 프로젝트(3GPP) 롱 텀 에볼루션(LTE) 표준 릴리즈 11 기술 사양서
(TS) 36.213의 표 10.1.3.1-1(예를 들면, 표 3)에서 정의되어 있으며, K는 서브프레임 n 및 업링크-다운링크
(UL/DL) 구성에 따른 M 요소들의 집합 {k0, k1, ..., kM-1}을 포함한다.

[0089]

다른 예에서 EPDCCH의 최저 ECCE 인덱스를 이용하여 HARQ-ACK 전송을 위한 PUCCH 자원을 디코딩하도록 구성된
로 표현되는 파라미터 Value를 이용하여 PUCCH 자원을 디

프로세서는

코딩하도록 더 구성될 수 있으며, 여기서 확인응답(ACK)/부정 ACK(ACK/NACK) 자원 옵셋(ARO)은 EPDCCH내 다운링
크 제어 정보(DCI)로부터 유도되는 정수 옵셋 값이고, 안테나 포트(AP)는 파라미터(0, ..., 3)이고,
는 EPDCCH 집합

에 대한 UE 특정 시작 옵셋 값이고, m은 정수이며, 여기서 km 은 집합 K 내에서 최소 값이고

그래서 UE는 서브프레임 n-km 내 EPDCCH 집합
[0090]

에 대해 EPDCCH를 검출하게 된다.

무선 장치(720)(예를 들면, UE)는 송수신기(724) 및 프로세서(722)를 포함할 수 있다. 무선 장치(즉, 장치)는
도 13의 (500) 또는 도 14의 (600)에서 설명된 것처럼, 서브프레임 n 에서 복합 자동 재전송 요청-확인응답
(HARQ-ACK) 전송을 위해 시분할 이중(TDD)에서 조건부 물리 업링크 제어 채널(PUCCH) 자원 할당을 제공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0091]

도 16은 사용자 장비(UE), 이동국(MS), 이동 무선 장치, 이동 통신 장치, 태블릿, 핸드셋, 또는 다른 형태의 무
선 장치와 같은 무선 장치의 예시적인 구성을 제공한다. 무선 장치는 기지국(BS), 진화된 노드 B(eNB), 베이스
밴드 유니트(BBU), 원격 무선 헤드(RRH), 원격 무선 장비(RRE), 중계국(a relay station (RS)), 무선 장비
(RE), 원격 무선 유니트(RRU), 중앙 처리 모듈(CPM), 또는 다른 형태의 무선 광역 네트워크(WWAN) 액세스 포인
트와 같은 노드 또는 전송 국과 통신하도록 구성된 하나 이상의 안테나를 포함할 수 있다. 무선 장치는 3GPP
LTE, WiMAX, 고속 패킷 액세스(High Speed Packet Access (HSPA)), 블루투스, 및 WiFi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의 무선 통신 표준을 이용하여 통신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무선 장치는 각 무선 통신 표준마다 별도의 안테나
를 이용하여 또는 복수의 무선 통신 표준에 대해 공유 안테나를 이용하여 통신할 수 있다. 무선 장치는 무선 근
거리 네트워크(WLAN), 무선 개인 영역 네트워크(WPAN), 및/또는 WWAN에서 통신할 수 있다.

[0092]

도 16은 또한 무선 장치로부터 오디오 입력 및 출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마이크로폰 및 하나 이상의 스피커
의 구성을 제공한다. 디스플레이 스크린은 액정(LCD) 스크린, 또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PLED) 디스플레이와 같
은 다른 형태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일 수 있다. 디스플레이 스크린은 터치 스크린으로서 구성될 수 있다. 터치
스크린은 용량성, 저항성, 또는 다른 형태의 터치 스크린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및 그
래픽 프로세서는 프로세싱 및 디스플레이 역량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 메모리에 결합될 수 있다. 비-휘발성 메모
리 포트는 또한 데이터 입력/출력 옵션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비-휘발성 메모리 포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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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선 장치의 메모리 역량을 확장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키보드는 무선 장치와 통합되거나 무선 장치에
무선 연결되어 부가적인 사용자 입력을 제공할 수 있다. 가상 키보드가 또한 터치 스크린을 이용하여 제공될 수
있다.
[0093]

각종 기술, 또는 기술의 특정한 양태나 그 일부분은 플로피 디스켓, 컴팩트 디스크-판독 전용 메모리(CD-ROM),
하드 드라이브, 비-일시적 컴퓨터 판독가능한 저장 매체, 또는 임의의 다른 머신-판독가능한 저장 매체와 같은
유형의 매체에서 구현되는 프로그램 코드(예를 들면, 명령어)의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이 때 프로그램 코드가
컴퓨터와 같은 머신에 로딩되고 그 머신에 의해 실행될 때, 그 머신은 각종 기술을 실시하는 장치가 된다. 회로
는 하드웨어, 펌웨어, 프로그램 코드, 실행가능한 코드, 컴퓨터 명령어 및/또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할 수 있다.
비-일시적 컴퓨터 판독가능한 저장 매체는 신호를 포함하지 않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저장 매체일 수 있다. 프로
그래머블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하는 경우, 컴퓨팅 장치는 프로세서, 프로세서에 의해 판독가능한
(휘발성 및 비-휘발성 메모리 및/또는 저장 소자를 포함하는) 저장 매체, 적어도 하나의 입력 장치, 및 적어도
하나의 출력 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휘발성 및 비-휘발성 메모리 및/또는 저장 소자는 랜덤-액세스 메모리
(RAM), 소거 가능 프로그래머블 판독 전용 메모리(EPROM), 플래시 드라이브, 광 드라이브, 자기 하드 드라이브,
고체 상태 드라이브, 또는 전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다른 매체일 수 있다. 노드 및 무선 장치는 또한 송수신기
모듈(즉, 송수신기), 카운터 모듈(즉, 카운터), 프로세싱 모듈(즉, 프로세서), 및/또는 클럭 모듈(즉, 클럭)이
나 타이머 모듈(즉, 타이머)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기술된 각종 기술을 구현 또는 활용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재사용 가능한 조종 장치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하는 고급 절차적 또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프로그램(들)은 어셈블리 또는 머신 언어로 구현될 수 있다. 어느 경우에서든, 언어
는 컴파일된 언어나 해석된 언어일 수 있고, 하드웨어 구현물과 조합될 수 있다.

[0094]

본 명세서에서 기술된 많은 기능 유니트들은 이들의 구현 독립성을 더 특별하게 강조하기 위해, 모듈로서 표시
되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모듈은 커스톰 대규모 집적(VLSI) 회로나 게이트 어레이, 로그 칩과 같
은 오프-더-쉘프 반도체, 트랜지스터, 또는 다른 이산적인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하드웨어 회로로서 구현될 수
있다. 또한 모듈은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 프로그래머블 어레이 로직, 또는 프로그래머블 로직 장치
등과 같은 프로그래머블 하드웨어 장치에서 구현될 수 있다.

[0095]

모듈은 또한 각종 형태의 프로세서들에 의해 실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구현될 수 있다. 실행 가능한 코드의
식별된 모듈은 예를 들면, 객체, 절차, 또는 함수로서 조직될 수 있는 컴퓨터 명령어들의 하나 이상의 물리적
또는 논리적 블록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별된 실행 모듈은 물리적으로 함께 배치될 필요는
없고, 논리적으로 함께 결합될 때 모듈을 포함하면서 그 모듈의 언급된 목적을 성취하는 상이한 위치에 저장된
이질적인 명령어들을 포함할 수 있다.

[0096]

사실, 실행 가능한 코드의 모듈은 단일의 명령어, 또는 많은 명령어일 수 있으며, 심지어는 상이한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여러 상이한 코드 세그먼트 전체 그리고 여러 메모리 장치 전체에 분산되어 있을 수 있다. 유사하게,
운용 데이터는 본 명세서에서 모듈 내에서 식별되고 예시될 수 있으며, 임의의 적절한 형태로 구현되고 임의의
적절한 형태의 데이터 구조 내에서 조직될 수 있다. 운용 데이터는 단일의 데이터 세트로서 모집될 수 있거나,
여러 저장 장치 전체를 비롯하여 여러 위치에 걸쳐 분산되어 있을 수 있으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저 시스
템이나 네트워크 상에서 전자 신호로서 존재할 수 있다. 모듈은 희망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동작 가능한 에
이전트를 포함하는, 수동형 또는 능동형일 수 있다.

[0097]

본 명세서 전체에서 "일 예" 또는 "예시적인"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예제와 관련하여 기술된 특별한 특징, 구조,
또는 특성이 본 발명의 적어도 하나의 실시예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본 명세서 전체의 여러 곳
에서 "일 예에서"라는 문구 또는 "예시적인"이라는 단어가 출현한다 하여 반드시 모두 동일한 실시예를 언급하
는 것은 아니다.

[0098]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바와 같은, 복수의 항목, 구조적 요소, 구성적 요소, 및/또는 구성 물질은 편의상 공통
목록에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목록은 마치 그 목록의 각 부재가 별개의 고유한 부재로서 개별적으로
식별되는 것처럼 해석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러한 목록의 어떤 개개의 부재라도 공통 그룹 내에서 동일 목록의
임의의 다른 부재가 동일하지 않다고 표시됨이 없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그 다른 부재의 사실상 균등물로서 해
석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예 및 예는 그의 다양한 컴포넌트에 대한 대안 예와 함께 본
명세서에서 참조될 수 있다. 그러한 실시예, 예, 및 대안 예는 사실상 서로의 균등물로서 해석되지 않고, 본 발
명의 별개의 자주적인 표현으로서 해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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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9]

뿐만 아니라, 기술된 특징, 구조, 또는 특성은 하나 이상의 실시예에서 임의의 적합한 방식으로 조합될 수
있다. 다음의 설명에서, 본 발명의 철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레이아웃, 거리, 네트워크 예 등과 같은 많은
특정한 세부사항이 제공된다. 그러나, 관련 기술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은 한 가지 이상의 특
정한 세부사항 없이도, 아니면 다른 방법, 컴포넌트, 레이아웃 등을 이용하여 실시될 수 있다고 인식할 것이다.
다른 사례에서, 널리 공지된 구조, 구성물질, 또는 동작은 본 발명의 양태를 모호하게 하지 않도록 상세하게 도
시되거나 기술되지 않는다.

[0100]

전술한 예들은 하나 이상의 특별한 애플리케이션에서 본 발명의 원리의 예시이지만, 본 기술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구현의 형태, 사용 및 세부사항에서 많은 수정이 창의적인 능력 발휘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자명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진술되는 청구범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발명이 제한되는 것으
로 의도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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