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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비승인 상향링크 전송 방식에서의 전송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

(57) 요 약
시스템 및 방법은, 기지국(base station, BS)이 비승인 상향링크 전송 방식으로 고신뢰 초저지연 전송 메커니즘
을 구현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여기서, 비승인 상향링크 전송 방식에는 경쟁 전송 단위(contention
transmission unit, CTU) 접속 영역 및 복수의 CTU가 정의되어 있다. 고신뢰 초저지연 전송 메커니즘을 구현하
(뒷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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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계는, 비승인 전송 방식의 CTU 접속 영역의 일부 중에서 고신뢰 초저지연 CTU(reliable ultra-low latency
CTU, RULL-CTU) 접속 영역을 정의하는 단계, 복수의 RULL-CTU를 정의하기 위해, 복수의 CTU 중 적어도 일부를
RULL-CTU 접속 영역에 매핑함으로써 RULL-CTU 매핑 방식을 정의하는 단계, 제1 전송 시간 간격(transmission
time interval, TTI) 동안의 초기 전송을 위한 초기 패턴, 및 제1 TTI 이후의 제2 TTI 동안의 중복 전송을 위한
재그룹화 패턴으로 복수의 RULL-UE를 복수의 RULL-CTU에 매핑하기 위한 규칙을 정의함으로써 고신뢰 초저지연 사
용자 장비(reliable ultra-low latency user equipment, RULL-UE) 매핑 방식을 정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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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사용자 장비(UE)에 의해 수행되는 방법으로서,
하이-레벨 시그널링(high-level signaling)에 의해, 초기 송신 및 적어도 하나의 재송신을 포함하는 업링크 송
신의 횟수를 송신하기 위한 구성을 수신하는 단계;
업링크 송신을 위한 상기 UE의 주파수 파티션의 시간-주파수 영역으로의 매핑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매핑에 의해서 지시되는 상기 시간-주파수 영역을 사용하여 설정된 횟수의 업링크 송신을 송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된 횟수의 업링크 송신을 송신하는 단계는,
상기 초기 송신이 성공적으로 수신됐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설정된 횟수의 업링크 송신을 송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된 횟수의 업링크 송신은, 설정된 횟수의 업링크 비승인 송신(grant-free transmission)인,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 송신 및 상기 재송신 사이에서 주파수 호핑을 수행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매핑은 하이-레벨 시그널링에 의해서 수신되는, 방법.
청구항 6
프로세서 및 메모리를 포함하는 프로세싱 유닛을 포함하는 사용자 장비(UE)로서,
상기 프로세싱 유닛은,
하이-레벨 시그널링(high-level signaling)에 의해, 초기 송신 및 적어도 하나의 재송신을 포함하는 업링크 송
신의 횟수를 송신하기 위한 구성을 수신하고, 업링크 송신을 위한 상기 UE의 주파수 파티션의 시간-주파수 영역
으로의 매핑을 수신하고, 상기 매핑에 의해서 지시되는 상기 시간-주파수 영역을 사용하여 설정된 횟수의 업링
크 송신을 송신하도록 구성되는,
사용자 장비.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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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싱 유닛은,
상기 초기 송신이 성공적으로 수신됐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설정된 횟수의 업링크 송신을 송신하도록 구성
되는,
사용자 장비.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된 횟수의 업링크 송신은, 설정된 횟수의 업링크 비승인 송신(grant-free transmission)인,
사용자 장비.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싱 유닛은,
상기 초기 송신 및 상기 재송신 사이에서 주파수 호핑을 수행하도록 더 구성되는,
사용자 장비.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매핑은 하이-레벨 시그널링에 의해서 수신되는,
사용자 장비.
청구항 11
네트워크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방법으로서,
하이-레벨 시그널링(high-level signaling)에 의해, 초기 송신 및 적어도 하나의 재송신을 포함하는 업링크 송
신의 횟수를 송신하기 위한 구성을 사용자 장비(UE)에 전송하는 단계;
업링크 송신을 위한 상기 UE의 주파수 파티션의 시간-주파수 영역으로의 매핑을 상기 UE에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UE로부터, 상기 시간-주파수 영역을 사용하여 설정된 횟수의 업링크 송신을 수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UE가 상기 설정된 횟수의 업링크 송신을 수행하도록 구성하는 것은,
상기 초기 송신이 성공적으로 수신됐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UE가 상기 설정된 횟수의 업링크 송신을 수행
하도록 구성하는 것
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된 횟수의 업링크 송신은, 설정된 횟수의 업링크 비승인 송신(grant-free transmission)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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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매핑은 하이-레벨 시그널링에 의해서 전송되는, 방법.
청구항 15
프로세서 및 메모리를 포함하는 프로세싱 유닛을 포함하는 기지국으로서,
상기 프로세싱 유닛은,
하이-레벨 시그널링(high-level signaling)에 의해, 초기 송신 및 적어도 하나의 재송신을 포함하는 업링크 송
신의 횟수를 송신하기 위한 구성을 사용자 장비(UE)에 전송하고, 업링크 송신을 위한 상기 UE의 주파수 파티션
의 시간-주파수 영역으로의 매핑을 상기 UE에 전송하고, 상기 UE로부터상기 시간-주파수 영역을 사용하여 설정
된 횟수의 업링크 송신을 수신하도록 구성되는,
기지국.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싱 유닛은,
상기 초기 송신이 성공적으로 수신됐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UE가 상기 설정된 횟수의 업링크 송신을 수행
하도록 구성시키는,
기지국.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설정된 횟수의 업링크 송신은, 설정된 횟수의 업링크 비승인 송신(grant-free transmission)인,
기지국.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매핑은 하이-레벨 시그널링에 의해서 전송되는,
기지국.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0001]

본 개시는 무선 통신을 위한 비승인 상향링크 전송 방식에서의 고신뢰 저지연 전송 메커니즘을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롱 텀 에벌루션(long-term evolution, LTE) 네트워크와 같은 전형적 무선 네트워크에서는, 상향링크에 대한 공
유 데이터 채널을 선택하는 것이 스케줄링/승인(scheduling/grant) 기반이고, 스케줄링 및 승인 메커니즘은 네
트워크 내의 기지국(base station, BS)에 의해 제어된다.
줄링 요청을 BS에 송신한다.

사용자 장비(user equipment, UE)가 상향링크 스케

BS가 스케줄링 요청을 수신하는 때, BS는 상향링크 자원 할당을 나타내는 상향링

크 승인(uplink grant)을 UE에 송신한다.

그런 다음, UE가 승인된 자원 상에서 데이터를 전송한다.

발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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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

일

양태에서,

본

개시는

기지국(base

station,

BS)이 비승인 상향링크 전송 방식(grant-free

uplink

transmission scheme)으로 고신뢰 초저지연(reliable ultra-low latency, RULL) 전송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여기서, 상기 비승인 상향링크 전송 방식에는 경쟁 전송 단위(contention

transmission unit, CTU) 접속 영역 및 복수의 CTU가 정의되어 있다.

상기 고신뢰 초저지연 전송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단계는, 제1 전송 시간 간격(transmission time interval, TTI) 동안의 초기 전송을 위한 초기 패턴
으로 복수의 고신뢰 초저지연 사용자 장비(reliable ultra-low latency user equipment, RULL-UE)를 상기 복수
의 CTU에 매핑하고, 상기 제1 TTI 이후의 제2 TTI 동안의 중복 전송(redundant transmission)을 위한 재그룹화
패턴으로 상기 복수의 RULL-UE를 상기 복수의 CTU에 매핑함으로써 RULL-UE 매핑 방식을 정의하는 단계를 포함한
다.
[0004]

여기서, 상기 초기 패턴은 상기 재그룹화 패턴과 다르다.

다른 양태에서, 상기 RULL 전송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단계는, 상기 비승인 전송 방식의 CTU 접속 영역의 일부
중에서 고신뢰 초저지연 CTU(reliable ultra-low latency CTU, RULL-CTU) 접속 영역을 정의하는 단계; 및 복수
의 RULL-CTU를 정의하기 위해, 상기 복수의 CTU 중 적어도 일부를 상기 RULL-CTU 접속 영역에 매핑함으로써
RULL-CTU 매핑 방식을 정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05]

또 다른 양태에서, 상기 RULL-UE 매핑 방식을 정의하는 단계는, 상기 초기 패턴 및 상기 재그룹화 패턴으로 상
기 복수의 RULL-UE를 상기 복수의 RULL-CTU에 매핑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06]

또 다른 양태에서, 상기 RULL-UE 매핑 방식을 정의하는 단계는, 상기 초기 패턴으로 상기 복수의 RULL-UE를 상
기 복수의 RULL-CTU에 매핑하고 상기 재그룹화 패턴으로 상기 복수의 RULL-UE를 상기 복수의 CTU에 매핑하는 단
계를 포함한다.

[0007]

또 다른 양태에서, 상기 RULL 전송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단계는 추가적으로, 상기 BS가 상기 제1 TTI 동안의 상
기 초기 전송 및 상기 제2 TTI 동안의 상기 중복 전송을 수신하는 단계 - 상기 초기 전송과 상기 중복 전송을
수신하는 중간에는 상기 BS가 긍정응답 또는 부정응답(acknowledgement/negative acknowledgement, ACK/NACK)
피드백을 전송하지 않음 -; 및 상기 초기 전송, 상기 중복 전송, 및 상기 매핑 방식을 이용하여 충돌을 해결하
는 단계를 포함한다.

[0008]

또 다른 양태에서, 상기 RULL 전송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단계는 추가적으로, 상기 BS가 상기 초기 전송과 중복
전송 중 적어도 하나의 전송에서의 충돌 횟수가 임계치를 만족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상기 제1 TTI 동안의 초기
전송을 위한 제2 초기 패턴 및 상기 제1 TTI 이후의 상기 제2 TTI 동안의 중복 전송을 위한 제2 재그룹화 패턴
으로 복수의 RULL-UE를 상기 복수의 CTU에 매핑함으로써 리매핑 방식을 정의하는 단계 - 상기 제2 초기 패턴은
상기 제1 초기 패턴과 다르고, 상기 제2 재그룹화 패턴은 상기 제1 재그룹화 패턴 및 상기 제2 초기 패턴과 다
름 -; 및 상기 리매핑 방식과 관련된 정보를 하이 레벨 시그널링을 이용하여 상기 RULL-UE에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09]

또 다른 양태에서, 상기 초기 전송과 상기 중복 전송은 스파스 코드 다중 접속(sparse code multiple access,
SCMA) 방식에 기초한다.

[0010]

또 다른 양태에서, 본 개시는 메시지 파싱 알고리즘(message parsing algorithm, MPA)을 이용하여 상기 초기 전
송 및 상기 중복 전송을 공동 검출하고 디코딩하는 단계를 제공한다.

[0011]

또 다른 양태에서, 상기 RULL 전송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단계는 추가적으로, 상기 제2 TTI 동안의 중복 전송을
전송하는 상기 복수의 RULL-UE의 제1 부분, 및 상기 제2 TTI 동안의 중복 전송을 전송하지 않는 상기 복수의
RULL-UE의 나머지 부분을 정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12]

또 다른 양태에서, 상기 복수의 RULL-UE의 제1 부분은 상기 복수의 RULL-UE의 RULL-UE 식별에 기초하여 정의된
다.

[0013]

또 다른 양태에서, 상기 복수의 RULL-UE의 제1 부분은 상기 제1 부분이 상기 재그룹화 패턴으로 매핑되는 상기
CTU에 기초하여 정의된다.

[0014]

또 다른 양태에서, 상기 복수의 RULL-UE의 제1 부분은 상기 중복 전송이 전송되는 동안의 상기 TTI에 기초하여
정의된다.

[0015]

또 다른 양태에서, 상기 RULL-UE 매핑 방식을 정의하는 단계는, 복수의 고유한 재그룹화 패턴으로 상기 복수의
RULL-UE를 상기 CTU에 매핑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각각의 고유한 재그룹화 패턴은 복수의 중복 전송 중 각각의
하나의 전송을 위한 것이며, 상기 제1 TTI 이후의 복수의 TTI 중 각각의 하나의 TTI 동안 각각의 중복 전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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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0016]

또 다른 양태에서, 상기 복수의 중복 전송 횟수는 상기 복수의 RULL-UE의 지연 요구사항 및 신뢰성 요구사항 중
하나 또는 모두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0017]

또 다른 양태에서, 상기 복수의 CTU는 주파수 자원이다.

[0018]

또 다른 양태에서, 상기 복수의 CTU는 시간 자원이다.

[0019]

또 다른 양태에서, RULL-UE 매핑 방식을 정의하는 단계는, 제2 TTI 동안의 초기 전송을 위한 제2 초기 패턴으로
복수의 제2 RULL-UE를 상기 복수의 CTU에 매핑하고, 상기 제2 TTI 이후의 제3 TTI 동안의 중복 전송을 위한 제2
재그룹화 패턴으로 상기 복수의 제2 RULL-UE를 상기 복수의 CTU에 매핑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2 초기 패
턴으로 상기 복수의 제2 RULL-UE에 매핑된 상기 CTU는 상기 재그룹화 패턴으로 상기 제1 복수의 RULL-UE에 매핑
된 상기 CTU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중첩하고 있다.

[0020]

또 다른 양태에서, 본 개시는 기지국(base station, BS)을 제공한다.

상기 기지국은 하드웨어 프로세서; 및 상

기 프로세서가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가능 코드가 저장된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상기 컴

퓨터 판독가능 코드는 비승인 상향링크 전송 방식(grant-free uplink transmission scheme)으로 고신뢰 초저지
연(reliable ultra-low latency, RULL) 전송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상기 비승인 상향링크 전송 방식에는 경쟁
전송 단위(contention transmission unit, CTU) 접속 영역 및 복수의 CTU가 정의되어 있으며, 상기 RULL 전송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것은, 제1 전송 시간 간격(transmission time interval, TTI) 동안의 초기 전송을 위한
초기 패턴으로 복수의 고신뢰 초저지연 사용자 장비(reliable ultra-low latency user equipment, RULL-UE)를
상기 복수의 CTU에 매핑하고, 상기 제1 TTI 이후의 제2 TTI 동안의 중복 전송을 위한 재그룹화 패턴으로 상기
복수의 RULL-UE를 상기 복수의 CTU에 매핑함으로써 RULL-UE 매핑 방식을 정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서, 상

기 초기 패턴은 상기 재그룹화 패턴과 다르다.
[0021]

또 다른 양태에서, 상기 RULL 전송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상기 비승인 전송 방식의 CTU 접속
영역의 일부 중에서 고신뢰 초저지연 CTU(reliable ultra-low latency CTU, RULL-CTU) 접속 영역을 정의하는
것; 및 복수의 RULL-CTU를 정의하기 위해, 상기 복수의 CTU 중 적어도 일부를 상기 RULL-CTU 접속 영역에 매핑
함으로써 RULL-CTU 매핑 방식을 정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0022]

또 다른 양태에서, 상기 RULL-UE 매핑 방식을 정의하는 것은, 상기 초기 패턴 및 상기 재그룹화 패턴으로 상기
복수의 RULL-UE를 상기 복수의 RULL-CTU에 매핑하는 것을 포함한다.

[0023]

또 다른 양태에서, 상기 RULL-UE 매핑 방식을 정의하는 것은, 상기 초기 패턴으로 상기 복수의 RULL-UE을 상기
복수의 RULL-CTU에 매핑하고, 상기 재그룹화 패턴으로 상기 복수의 RULL-UE를 상기 복수의 CTU에 매핑하는 것을
포함한다.

[0024]

또 다른 양태에서, 상기 RULL 전송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상기 BS가 상기 제1 TTI 동안의 상기
초기 전송 및 상기 제2 TTI 동안의 상기 중복 전송을 수신하는 것; 및 상기 초기 전송, 상기 중복 전송, 및 상
기 매핑 방식을 이용하여 충돌을 해결하는 것을 포함한다.

[0025]

또 다른 양태에서, 상기 RULL 전송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상기 제2 TTI 동안의 중복 전송을 전
송하는 상기 복수의 RULL-UE의 제1 부분, 및 상기 제2 TTI 동안의 중복 전송을 전송하지 않는 상기 복수의
RULL-UE의 나머지 부분을 정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0026]

또 다른 양태에서, 상기 RULL-UE 매핑 방식을 정의하는 것은, 복수의 고유 복수의 고유한 재그룹화 패턴으로 상
기 복수의 RULL-UE를 상기 CTU에 매핑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각각의 고유한 재그룹화 패턴은 복수의 중복 전송
중 각각의 하나의 전송을 위한 것이며, 상기 제1 TTI 이후의 복수의 TTI 중 각각의 하나의 TTI 동안의 각각의
중복 전송이 있다.

[0027]

또 다른 양태에서, 본 개시는 고신뢰 초저지연 사용자 장비(reliable ultra-low latency user equipment,
RULL-UE)가 디폴트 고신뢰 초저지연 경쟁 전송 단위(reliable ultra-low latency contention transmission
unit, RULL-CTU) 매핑 방식으로 고신뢰 초저지연(reliable ultra-low latency, RULL)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RULL 메커니즘은, 초기 RULL-UE 매핑 규칙 및 상기 디폴트 RULL-CTU 매

핑 방식에 따라 제1 전송 시간 간격(transmission time interval, TTI) 동안의 초기 전송을 위한 제1 경쟁 전
송 단위(contention transmission unit, CTU)를 결정하고; 상기 제1 TTI 동안 상기 제1 CTU 상에서 상기 초기
전송을 기지국(base station, BS)에 전송하며; 중복 RULL-UE 매핑 규칙 및 상기 디폴트 RULL-CTU 매핑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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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상기 제1 TTI 이후의 제2 TTI 동안의 중복 전송을 위한 제2 CTU를 결정하고; 상기 BS로부터 긍정응답/부정
응답(acknowledgement/negative acknowledgement, ACK/NACK) 피드백을 상기 RULL-UE에서 수신하지 않고, 상기
제2 TTI 동안 상기 제2 CTU 상에서 상기 중복 전송을 상기 BS에 전송함으로써 구현된다.
[0028]

또 다른 양태에서, 제2 CTU를 결정하는 단계는, 복수의 중복 CTU, 복수의 중복 전송 중 하나의 전송을 위한 상
기 중복 CTU 각각, 상기 제1 TTI 이후의 복수의 TTI 중 하나의 TTI 동안의 각각의 중복 전송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2 CTU 상에서 상기 중복 전송을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복수의 TTI 중 각각의 하나의 TTI 동
안 상기 복수의 CTU 중 각각의 하나의 CTU 상에서 상기 중복 전송 각각을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029]

또 다른 양태에서, 상기 제2 CTU 상에서 상기 중복 전송을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복수의 중복 전송의 제1 부분
을 자동적으로 전송하고 상기 중복 전송의 나머지 부분을 전송하지 않는 단계를 포함한다.

[0030]

또 다른 양태에서, 상기 제1 부분은 상기 복수의 중복 전송 각각이 전송되는 상기 각각의 CTU에 기초하여 결정
된다.

[0031]

또 다른 양태에서, 상기 제1 부분은 상기 복수의 중복 전송 각각이 전송되는 상기 각각의 TTI에 기초하여 결정
된다.

[0032]

또 다른 양태에서, 상기 제1 TTI 동안의 상기 초기 전송을 위한 상기 RULL-UE에 의해 결정된 상기 제1 CTU는 제
1 CTU 접속 영역에 매핑되고; 상기 제2 TTI 동안의 상기 중복 전송을 위한 상기 RULL-UE에 의해 결정된 상기 제
2 CTU는 상기 제1 CTU 접속 영역과 다른 제2 CTU 접속 영역에 매핑된다.

[0033]

또 다른 양태에서, 본 개시는 고신뢰 초저지연 사용자 장비(reliable ultra-low latency user equipment,
RULL-UE)를 제공한다.

상기 RULL-UE는 하드웨어 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가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가능

코드가 저장된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매체는 디폴트 고신뢰 초저지

연 경쟁 전송 단위(reliable ultra-low latency contention transmission unit, RULL-CTU) 매핑 방식으로 고신
뢰 초저지연(reliable ultra-low latency, RULL) 전송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상기 RULL 전송 메커니즘을 구현
하는 것은, 초기 RULL-UE 매핑 규칙 및 상기 디폴트 RULL-CTU 매핑 방식에 따라 제1 전송 시간 간격
(transmission time interval, TTI) 동안의 초기 전송을 위한 제1 경쟁 전송 단위(contention transmission
unit, CTU)를 결정하는 것; 상기 제1 TTI 동안 상기 제1 CTU 상에서 상기 초기 전송을 기지국(base station,
BS)에 전송하는 것; 중복 RULL-UE 매핑 규칙 및 상기 디폴트 RULL-CTU 매핑 방식에 따라 상기 제1 TTI 이후의
제2

TTI

동안의

중복

전송을

위한

제2

CTU를

결정하는

것;

및

상기

BS로부터

긍정응답/부정응답

(acknowledgement/negative acknowledgement, ACK/NACK) 피드백을 상기 RULL-UE에서 수신하지 않고, 상기 제2
TTI 동안 상기 제2 CTU 상에서 상기 중복 전송을 상기 BS에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0034]

또 다른 양태에서, 제2 CTU를 결정하는 것은, 복수의 중복 CTU, 복수의 중복 전송 중 하나의 전송을 위한 상기
중복 CTU 각각, 상기 제1 TTI 이후의 복수의 TTI 중 하나의 TTI 동안의 각각의 중복 전송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
하고; 상기 제2 CTU 상에서 상기 중복 전송을 전송하는 것은, 상기 복수의 TTI 중 각각의 하나의 TTI 동안 상기
복수의 CTU 중 각각의 하나의 CTU 상에서 상기 중복 전송 각각을 자동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0035]

또 다른 양태에서, 상기 제2 CTU 상에서 상기 중복 전송을 전송하는 것은, 상기 복수의 중복 전송의 제1 부분을
자동적으로 전송하고 상기 중복 전송의 나머지 부분을 전송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0036]

또 다른 양태에서, 상기 제1 부분은 상기 복수의 중복 전송 각각이 전송되는 상기 각각의 CTU에 기초하여 결정
된다.

[0037]

또 다른 양태에서, 상기 제1 부분은 상기 복수의 중복 전송 각각이 전송되는 상기 각각의 TTI에 기초하여 결정
된다.

[0038]

또 다른 양태에서, 상기 제1 TTI 동안의 상기 초기 전송을 위한 상기 RULL-UE에 의해 결정된 상기 제1 CTU는 제
1 CTU 접속 영역에 매핑되고; 상기 제2 TTI 동안의 상기 중복 전송을 위한 상기 RULL-UE에 의해 결정된 상기 제
2 CTU는 상기 제1 CTU 접속 영역과 다른 제2 CTU 접속 영역에 매핑된다.

[0039]

본 개시의 다른 양태 및 특징은 첨부 도면과 함께 구체적인 실시예에 대한 다음의 설명을 검토하면 당업자에게
명백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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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0]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예로써 본 개시의 실시예를 설명할 것이다.
도 1a는 다양한 실시예가 구현될 수 있는 네트워크의 블록도이다.
도 1b는 다양한 실시예가 구현될 수 있는 네트워크의 다른 블록도이다.
도 2는 일 실시예에 따른 다양한 경쟁 전송 단위(contention transmission unit, CTU) 접속 유닛의 예시적인
구성의 개략도이다.
도 3a는 일 실시예에 따른 예시적인 고신뢰 초저지연(reliable ultra-low latency, RULL) 전송 방식을 구현함
에 있어서 기지국(base station, BS) 동작의 순서도이다.
도 3b는 다른 실시예에 따른 예시적인 RULL 전송 방식을 구현함에 있어서 BS 동작의 순서도이다.
도 4는 일 실시예에 따른 RULL 전송 메커니즘을 구현함에 있어서 예시적인 고신뢰 초저지연 사용자 장비
(reliable ultra-low latency user equipment, RULL-UE) 동작의 순서도이다.
도 5는 일 실시예에 따른 RULL 전송 메커니즘에서 RULL-UE를 고신뢰 초저지연 CTU(reliable ultra-low latency
CTU, RULL-CTU)를 매핑하고 재그룹화하는 예를 나타낸 개략도이다.
도 6은 일 실시예에 따른 RULL 전송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충돌을 해결하는 예를 나타낸 개략도이다.
도 7은 일 실시예에 따라 선택적인 중복 전송 방식을 이용하는 예시적인 RULL 전송 메커니즘의 개략도이다.
도 8은 일 실시예에 따라 초기 전송 전용 RULL-CTU 접속 영역을 이용하는 예시적인 RULL 전송 메커니즘을 나타
낸 개략도이다.
도 9는 본 명세서에서 설명되는 다양한 실시예에 따른 장치와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처리 유닛의 블록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41]

일반적으로, 본 개시의 실시예는 비승인 상향링크 전송 방식(grant-free uplink transmission scheme)에서의
고신뢰 초저지연(reliable ultra-low latency, RULL) 전송 메커니즘을 위한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간략

하고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해, 대응하는 엘리먼트 또는 유사한 엘리먼트를 나타내기 위해 도면들 간에도면 부호
가 반복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설명되는 예를 이해할 수 있도록, 수많은 세부사항을 제시한다.

이러한 세부사항 없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예는

다른 예에서는, 설명하는 예를 모호하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잘 알려진 방법, 절차, 및 구성 요소를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본 명세서에 설명된 예의 범위에 설명은 제

한된다고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
[0042]

본 명세서에서는, 롱 텀 에벌루션(long-term evolution, LTE) 무선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다양한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하지만, 다양한 실시예는 예컨대 와이맥스(worldwide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WiMAX) 네트워크, 또는 미래의 무선 네트워크, 예컨대 셀에 대한 셀 ID 없는 미래의 셀룰러 네트워크를 포함하
는 다른 무선 네트워크에 또한 적용될 수 있다.
[0043]

도 1a을 참조하면, 네트워크(100)의 개략도가 도시되어 있다.

기지국(base station, BS)(102)이 BS(102)의 커

버리지 영역(120) 내에서 네트워크(100)와 함께 복수의 사용자 장비(UE)(104-118)에 대한 상향링크 및 하향링크
통신을 제공한다.

BS(102)는, 예를 들어 셀 타워(cell tower), 액세스 포인트, 진화된 NodeB, 액세스 라우터,

무선 네트워크 컨트롤러, 또는 다른 무선 접속 컨트롤러일 수 있다.

예시적인 목적을 위해, 도 1a에는 하나의

BS(102)와 8개의 UE(104-118)가 도시되어 있지만, 네트워크(100)는 하나 이상의 BS(102)를 포함할 수 있으며,
BS(102)의 커버리지 영역(120)은 BS(102)와 통신하는 8개 이상 또는 8개 이하의 UE(104-118)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는 도 1b에 도시된 하나 이상의 BS, 즉 BS1, BS2 및 BS3을 포함하며, BS는 다수의 UE에

대한 상향링크 및 하향링크 통신을 제공하기 위해 상주하고 조정하는 컨트롤러 1에 의해 제어된다.

컨트롤러 2

가 BS5 및 네트워크 내의 BS4를 제어하는 AP3를 포함한다.
[0044]

BS(102)는 경쟁 전송 단위(contention transmission unit, CTU) 접속 영역이 정의된 비승인 상향링크 전송 방
식을 구현한다.

각각의 CTU 접속 영역은 다수의 CTU를 포함할 수 있다.

의되는, 경쟁 전송을 위한 기초 자원이다.
조합일 수 있다.

CTU는 네트워크(100)에 의해 사전 정

각각의 CTU는 시간, 주파수, 코드 영역, 및/또는 파일럿 엘리먼트의

코드 영역 엘리먼트는, 예를 들어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코드, LDS(low-

density signature) 서명, SCMA(sparse code multiple access) 코드북 등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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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엘리먼트를 일반적으로 "서명"이라고 지칭한다.

복수의 UE는 동일한 CTU를 위해 경쟁할 수 있다.

CTU의

크기가 네트워크(100)에 의해 사전 설정될 수 있고, 기대 전송 크기, 바라는 패딩의 양, 및/또는 변조 인코딩
방식(modulation coding scheme, MCS) 레벨을 고려할 수 있다.

비승인 상향링크 전송 방식은 BS(102)에 의해

정의될 수 있거나 또는 무선 표준(예를 들어, 3GPP)에 설정되어 있을 수 있다.
동적 요청 및 UE와 네트워크 간의 승인 시그널링을 제외한다.

비승인 상향링크 전송 방식은

예시적인 비승인 상향링크 전송 방식과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2013년 3월 8일에 출원된 미국 특허출원번호 제13/790,673호("System and Method for
Uplink Grant-Free Transmission Scheme")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출원 전체가 본 명세서에 원용되어 포함된
다.
[0045]

스파스 코드 다중 접속(sparse code multiple access, SCMA)은 다차원 성상(multi-dimensional constellatio
n)의 쉐이핑 이득을 이용하는 근사 최적 주파수 효율을 가진 비직교 파형이다.

SCMA에서 비직교 파형을 이용하

는 것은, 다중 사용자 다중 접속 방식을 생성할 수 있게 하며, 이 접속 방식에서는 복수의 레이어나 사용자의
스파스 코드워드가 코드 및 전력 영역에서 중첩되어 공유 시간-주파수 자원 상에서 전달된다.
개수가 다중화된 코드워드의 길이 이상이면,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다.
(sparseness)으로 인해 중간 복잡성의 검출로 달성 가능하다.

과부하는 SCMA 코드워드의 희소성

SCMA에서는, 코딩된 비트가 레이어-특정 SCMA 코

드북으로부터 선택되는 다차원 스파스 코드워드에 직접 매핑된다.

SCMA의 복잡도를 제어하는 주요 요인은, 코

드워드의 희소성 레벨, 및 차원당 작은 수의 투영점을 가진 다차원 성상을 포함한다.
SCMA는 대규모 연결을 지원하는 데 적합한 기술이다.

중첩 레이어의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또한, 사용자의 활동 및 그 활동에 의해 운반되는 정보를

동시에 검출하기 위해, 메시지 파싱 알고리즘(message parsing algorithm, MPA)을 이용하는 블라인드 다중 사용
자 수신 기법이 적용될 수 있다.
다.

이러한 블라인드 검출 능력을 이용하여, 비승인 다중 액세스가 지원될 수 있

2013년 6월 17일에 출원된 미국 특허출원번호 제13/919,918호("System and Method for Designing and

Using Multidimensional Constellations")에서 SCMA 방식의 상세한 설명을 찾을 수 있으며, 그 전체 내용이 본
명세서에 원용되어 포함된다. 2014년 3월 14일에 출원된 미국 특허출원번호 제14/212,583호("Low Complexity
Receiver and Method for Low Density Signature Modulation")에서 MPA 수신기의 상세한 설명을 찾을 수 있으
며, 그 전체 내용이 본 명세서에 원용되어 포함된다.
[0046]

도 2를 참조하면, 다양한 CTU 접속 영역 내에서 비승인 상향링크 전송 방식으로 CTU 자원을 정의하는 예의 개략
도가 도시되어 있다.

[0047]

이 예에서는, BS(102)(또는 BS(102)의 그룹)의 가용 대역폭이 CTU 접속 영역을 정의하는 시간-주파수 영역으로
분할된다.
208)은

도 2에 도시된 예에서는, 4개의 CTU 접속 영역(202-208)이 정의된다.

가용

대역폭의

사전

정의된

개수의

자원

블록(resource

영역(202)은, 예를 들어 4개의 자원 블록(RB1-RB4)을 점유한다.

block,

각각의 CTU 접속 영역(202-

RB)을

점유한다.

CTU

접속

도 2에서는, CTU가 접속 영역(202-208)에 동일

하게 매핑되어 있지만(즉, 각각의 접속 영역에 동일한 개수의 CTU가 매핑), 설명을 위해서 이 매핑의 다양한 뷰
를 도시하고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각각의 CTU 접속 영역(202-208)의 크기가 서로 다른 개수의 자원 블록

을 점유할 수 있다.

즉, CTU 접속 영역(202)이 4개의 RB를 점유할 수 있고, CTU 접속 영역(204)은 8개의 RB를

점유할 수 있다.
[0048]

각각의 CTU 접속 영역(202-208)에 의해 점유된 주파수-시간 영역은 6개의 서명(S1-S6) 및 각각의 서명에 매핑되
는 6개의 파일럿을 지원하도록 추가적으로 분할되어, CTU 접속 영역(202-208)당 총 36개의 파일럿(P1-P36)을 생
성한다.

각각의 CTU는 시간, 주파수, 서명, 및 파일럿의 조합에 의해 정의된다.

도시된 예에서는, 각각의 CTU

접속 영역(202-208)이 각각의 영역에 정의된 36개의 CTU를 놓고 경쟁하는 36개의 UE까지 지원할 수 있다.
BS(102)에서의 파일럿/서명 역상관기(pilot/signature decorrelator)는 개별 UE 신호 및 전송을 검출하고 디코
딩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를 들어, 공동 사용자 활동과 데이터 검출을 가진 MPA 수신기를 이용하여 검출하고

디코딩한다.
[0049]

비승인 상향링크 전송 방식에서 정의된 고유한 파일럿의 개수, 예를 들어 도 2에 도시된 예에서의 CTU 접속 영
역(202-208)당 36개의 파일럿은 시스템에서 지원되는 UE의 개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설명하기 위해 도 2에

주어진 구체적인 개수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CTU 접속 영역(202-208)의 개수 및 각각의 CTU 접속 영역 내
CTU의 개수를 포함하는 CTU 접속 영역과 CTU의 구체적인 구성은 네트워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0050]

비승인 상향링크 전송 방식은 고유한, 식별하는 CTU 인덱스(ICTU)를 CTU 접속 영역(202-208) 내의 각각의 CTU에
할당할 수 있다.

UE(104-118)는 각각의 UE(104-118)를 적절한 CTU 인덱스에 매핑하기 위한 규칙에 기초하여 어

느 CTU를 전송할지를 결정한다.

이 매핑 규칙은 디폴트 매핑 방식 또는 복수의 매핑 방식 중의 매핑 방식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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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어 있을 수 있다.

디폴트 매핑 방식 또는 매핑 방식이 BS(102)에 의해 결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 디폴트

매핑 방식 또는 매핑 방식은, 예를 들어 UE(104-118)가 BS(102)에 연결되는 때 하이 레벨 시그널링(RRC 시그널
링 등)을 이용하여 BS(102)에서 UE(104-118)로 송신된다.

이 시그널링은 매핑 방식에 대한 인덱스일 수 있다.

또는, 디폴트 매핑 방식이 표준이나 시스템에 의해 결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 디폴트 매핑 방식은 UE(104118)가 BS(102)에 연결하기 전에 UE(104-118)에 알려져 있다.

UE가 전송할 수 있는 CTU를 암묵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BS(102)가 CTU의 총 개수와 같은 정보를 UE(104-118)에 전송할 수 있다.
BS(102)가 RULL-UE에 대한 CTU 인덱스를 지시할 수 있다.
위한 CTU를 결정한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RULL-UE는 수신되는 CTU 인덱스에 기초하여 전송을

이러한 결정은 테이블 룩업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는, BS(102)가

전송을 위한 CTU 자원을 RULL-UE에 명시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
[0051]

디폴트 매핑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BS(102)와 UE 간에 시그널링을 스케줄링하지 않고, UE가 BS(102)의 커버리지
영역(120)에 진입하자마자 CTU 상에서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디폴트 매핑 규칙은, 예를 들어

UE의 전용 연결 서명(dedicated connection signature, DCS), BS에 의해 할당된 DCS 인덱스(예를 들어, UE의
초기 접속 절차 중에 그리고 네트워크에 의해 결정되는 UE 전용 연결 ID에 기초하여), 전용 연결 ID(dedicated
connection ID, DCID), CTU의 총 개수, 및/또는 서브프레임 번호와 같은 다른 파라미터에 기초할 수 있다.
[0052]

디폴트 매핑 규칙은, 시간-주파수 영역 상에서의 CTU 접속 영역(202-208)의 크기 및 BS(102)에서의 디코딩 복잡
도를 줄이기 위한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가용 자원에 걸쳐서 UE를 균일하게 매핑할 수 있다.

UE가 가용한 시간-

주파수 자원의 동일한 서브 세트에 모두 매핑되지 않도록, CTU 접속 영역(202-208)의 크기를 고려한다.
[0053]

비승인 상향링크 전송 방식에서는, 복수의 UE가 동시에 동일한 CTU를 접속하는 경우에 충돌이 일어난다.

충돌

시, BS(102)가 동일한 CTU에 접속하는 UE의 개별 채널을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각각의 UE의 전송 정보를 디코
딩할 수 없다.
가정한다.

예를 들어, 2개의 UE(UE(104,106))가 동일한 CTU에 매핑되어 있으며 UE의 채널이 h1 및 h2라고

UE가 모두 동시에 전송하면, BS(102)는 UE(104, 106) 모두에 대한 h1+h2의 품질의 채널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고, 전송된 정보가 정확하게 디코딩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BS(102)가 어느 UE가 전송 중이었는지

를 명시적으로 결정할 수 없더라도, BS(102)는 전송이 어느 UE로부터 왔는지를(즉, CTU에 매핑되는 UE) 디폴트
매핑 규칙에 기초하여, 예를 들어 데이터 전송 각각의 헤더를 분석함으로써 암묵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0054]

예시적인 비승인 상향링크 전송 방식의 정상 동작에서는, BS(102)가 언제 UE로부터의 전송이 성공적으로 디코딩
되는지를, 예컨대어 긍정응답(ACK)을 UE에 통지할 수 있다.
송신한다.

따라서, UE가 사전 설정된 시구간 내에 ACK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면, UE는 충돌이 발생했다고 결정

하고 상향링크 전송을 재전송할 수 있다.
송신할 수 있다.
[0055]

전송이 성공적인 경우, BS(102)는 단지 ACK 신호를

또는, 전송이 실패하는 경우, BS(102)가 부정응답(NACK) 신호를 UE에

이 경우에, NACK 신호가 UE 측에 수신되지 않으면, UE는 전송이 성공적이었다고 가정한다.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UE에서 ACK/NACK 피드백에 의존함으로써 초기 전송의 시간과 전송이 그 후에 디코딩된
시간 사이의 지연 기간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전송이 성공적이지 못했고 재전송되어야 한다고 결정하기 전에,
ACK 신호를 수신하지 않고 또는 NACK 신호를 수신할 때까지 UE가 사전 정의된 기간을 대기하기 때문이다.
지연 기간은, 예를 들어 4ms일 수 있다.

이

또한, 재전송을 송신하기 전 ACK/NACK 피드백을 수신한 후, 예를 들어

비승인 상향링크 전송 방식 안에 구현된 랜덤 백오프 절차로 인해 UE가 추가 기간을 대기할 수 있다.

이 추가

적인 대기 기간은, 예를 들어 4ms일 수 있다.
[0056]

또한, 동일한 CTU에 매핑된 UE가 둘 다 신호를 재전송함으로써 충돌을 해결하고자 하면, UE로부터의 재전송이
다시 충돌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0057]

일부 적용에서는, UE가 재전송 전에 초기 전송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결정할 때까지 대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그리드 또는 원격 자동화에서의 원격 보호(teleprotection) 및 헬스 케어 시

스템의 제어를 위한 5G 네트워크에서는, UE가 본 명세서에서 고신뢰 초저지연 UE(reliable ultra-low latency
UE, RULL-UE)라고 하는 저지연, 고신뢰 전송 요구사항을 가질 수 있다.

RULL-UE의 지연 및 신뢰성 요구사항은,

비승인 상향링크 전송 방식의 정상적인 동작에서 UE가 ACK/NACK 피드백을 수신하는 시간보다 짧은 시구간 동안
성공적인 전송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그리드의 원격 보호에서는, 전송을 위한 요건이

99.999%의 신뢰도로 8ms 지연보다 작을 수 있다.

따라서, 원하는 저지연 및 RULL-UE의 요구사항은 비승인 상향

링크 전송 방식의 정상적인 동작에서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
[0058]

비승인 상향링크 전송 방식에서 향상된 지연과 신뢰성 응답을 제공하기 위해, 본 개시는 고신뢰 초저지연(RULL)
전송 메커니즘을 제공하며, 이 메커니즘에서는 RULL-UE가 제1 전송 시간 간격(transmission tim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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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I) 동안 CTU 중 하나의 CTU 상에서 제1 전송을 전송하고, 그 다음에 RULL-UE가 자동적으로 적어도 하나의 중
복 전송을 전송하며, 각각의 중복 전송은 후속 TTI 동안에 초기 전송과는 다른 CTU 상에서 송신될 수 있다.
1 중복 전송은, 예를 들어, 초기 전송이 송신된 TTI 직후의 TTI 동안 송신될 수 있다.

제

전술한 바와 같이, RULL

메커니즘을 이용하면, 예를 들어 랜덤 백오프 절차를 이용하는 비승인 상향링크 전송 방식의 정상 동작 하에서
의 8ms 지연과 비교하여, 전송과 중복 전송 간의 지연이 예를 들어 2ms일 수 있다.
[0059]

RULL-UE가 ACK/NACK 피드백을 기다리지 않고 초기 전송 이후에 RULL-UE가 전송할 CTU를 재그룹화하고 중복 전송
을 자동적으로 송신하는 것은, 각각의 RULL-UE의 전송 중 하나의 전송이 BS(102)에서 디코딩될 확률을 높이고,
비승인 상향링크 전송 방식의 정상 동작과 비교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상향링크 전송의 지연을 줄인다.

[0060]

이제 도 3a를 참조하면, BS(102)가 비승인 상향링크 전송 방식에서 RULL 전송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가 도시되어 있다.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에 있다.

이 방법은, 예를 들어 BS(102)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에

이러한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코딩은 본 개시에 주어진 당업자의 범위 내

이 방법은 도시되거나 및/또는 설명된 과정보다 많거나 적은 수의 과정을 포함할 수 있고, 상이한 순

서로 수행될 수 있다.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BS(102)의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 가능한 컴퓨터

판독가능 코드는 비일시적인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와 같은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

일부 실시

예에서는, 이 방법 중 적어도 일부를 수행하는 BS(102)의 프로세서가, 예를 들어 BS(102)와 통신하는 원격에 위
치한 컨트롤러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실시예에서는, 원격에 위치한 컨트롤러가 매핑 방식을 구현할 수

있고, BS(102)에 위치하는 프로세서가 매핑 방식과는 다른 정보를 UE에 시그널링할 수 있다.
[0061]

단계 302에서는, BS(102)가 하나 이상의 고신뢰 초저지연 CTU(RULL-CTU) 접속 영역을 정의한다.
서는, BS(102)가 네트워크 컨트롤러로부터 이 정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

RULL-CTU 접속 영역을 정의하는 것

은, BS(102)가 CTU 매핑 방식을 이용하여 다양한 RULL-CTU를 RULL-CTU 접속 영역에 매핑하는 것을 포함한다.
매핑하는 것은, RULL-CTU 접속 영역에서 고유한 RULL-CTU 인덱스를 각각의 RULL-CTU에 할당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각각의 RULL-CTU 인덱스는 RULL-UE가 RULL 전송 메커니즘에 따라 전송을 수행할 수 있는 RULL-CTU에 대

응한다.
[0062]

단계 304에서는, BS(102)가 커버리지 영역(120) 내의 UE(104-118) 중 일부를 RULL-UE라고 식별한다. UE를
RULL-UE라고 식별하는 것은, 예를 들어 BS(102)와 UE(104-118) 간의 하이 레벨 시그널링을 이용할 수 있다.
RULL-UE를 결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 원격 건강 애플리케이션 또는 스마트 그리드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RULLUE 상에서 동작하는 서비스에 기반하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UE(104-118)가 커버리지 영역(120)에 진입하

고 BS(102)와 UE(104-118) 간에 연결 설정 시그널링이 송신되는 경우, 식별이 일어날 수 있다.

신규 서비스가

예를 들어, 저지연 고신뢰 전송 요구사항을 가진 신규 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써 커버리지 영역(120) 내의
UE(104-118)에서 이용 가능한 경우에, 연결 설정 시그널링이 또한 발생할 수 있다.
[0063]

BS(102)는 연결 셋업, 성능 교환 및/또는 구성 시그널링을 통해 결정된 커버리지 영역(120) 내의 RULL-UE의 개
수에 기초하여 RULL-CTU 접속 영역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수의 RULL-UE가 식별되면,

BS(102)는 가용 대역폭의 더 큰 부분을 RULL-CTU 접속 영역에 할당할 수 있다.
RULL-UE의 다수의 중복 전송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있다.

단계 304에서 식별하는 것은,

중복 전송의 횟수는 신뢰성 모드에 기초할 수

식별하는 것은, 선택적 리던던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하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

하는 바와 같이, 신뢰성 모드 및 선택적 리던던시 모드가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어느 후속 TTI 중복 전송이 송신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0064]

단계 306에서, 예를 들어, CTU 접속 영역 내의 RULL-CTU 인덱싱에 관한 정보를 RULL-UE에 송신하여 RULL-UE로부
터 RULL 전송 메커니즘을 통해 RULL 전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BS(102)가 브로드캐스트 채널을 통해 하이 레
벨 시그널링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멀티 캐스트 또는 유니 캐스트 채널과 같은 다른 채널을 또한 사용

할 수 있다. 이 하이 레벨 시그널링은, 예를 들어 정의된 RULL-CTU 접속 영역, 접속 영역 내의 RULL-CTU의 개수
및/또는 RULL-CTU 인덱스 맵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정보, DCID 등을 포함할 수도 있다.
에 매핑할지를 결정한다.

하이 레벨 시그널링은 할당된 RULL-UE DCS 인덱스

RULL-UE는 매핑 규칙에 따라 RULL-CTU 접속 영역의 RULL-CTU 중 어느 CTU

매핑 규칙은 디폴트 RULL 매핑 방식에 정의되어 있을 수 있다.

디폴트 RULL 매핑 방

식은 BS(102)에 의해 결정되고 하이 레벨 시그널링을 통해 RULL-UE에 송신될 수 있거나, 또는 표준이나 시스템
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0065]

디폴트 RULL 매핑 방식은 초기 전송을 위한 초기 패턴으로 RULL-UE를 RULL-CTU에 매핑하고, 중복 전송 각각을
위한 재그룹화 패턴으로 RULL-UE를 RULL-CTUs에 매핑하기 위한 규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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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초기 패턴과 재그룹화 패턴이 암묵적으로 BS(102)에 알려진다.

매핑 규칙은, 예를 들어 RULL-UE DCS와

같은 RULL-UE 식별 또는 BS(102)에 의해 할당된 RULL-UE DCS, DCID, RULL-CTU의 총 개수, 시간-주파수 자원
ID, 및/또는 서브프레임 번호와 같은 다른 파라미터에 기초할 수 있다.
[0066]

일부 실시예에서는, RULL-UE에 의한 모든 초기 전송과 중복 전송이 RULL-CTU 접속 영역에서 송신된다.

다른 실

시예에서는, 초기 전송과 중복 전송 중 일부가 정규 CTU 접속 영역에서 송신될 수 있고, 다른 초기 전송과 중복
전송은 RULL-CTU 접속 영역에서 송신된다.

정규 CTU 접속 영역은 고신뢰 및 초저지연 요구사항을 갖지 않은 비

승인 전송에 적합한 트래픽 타입에 할당되는 자원이다.

예는 기계의 작은 패킷 및 애플리케이션의 백그라운드

트래픽(킵 얼라이브 메시지(keep-alive message) 등)이다.

일 예에서는, RULL-UE에 의한 모든 초기 전송이

RULL-CTU 접속 영역에서 송신되고, 모든 중복 전송이 정규 CTU 접속 영역에서 송신되는 것에 대해 도 8을 참조
하여 아래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
[0067]

단계 308에서는, BS(102)가 제1 TTI 동안 RULL-UE로부터 초기 전송을 수신하고, 후속 TTI 동안 RULL-UE로부터
중복 전송을 수신한다.

일부 실시예에서는, RULL-UE가 각각의 복수의 후속 TTI 동안 복수의 중복 전송을 송신

하기 위한 복수의 RULL-CTU를 결정할 수 있다.

RULL-UE에 의해 송신된 중복 메시지의 개수는, 예를 들어 RULL-

UE의 신뢰성 전송 모드 및/또는 선택적 리던던시 방식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0068]

단계 310에서는, BS(102)가 초기 전송과 중복 전송 중 어느 하나의 전송에 일어난 충돌을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초기 전송과 중복 전송을 전송하는 것은, 전송 중 하나가 BS(102)에서 디코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이

하에서 더 상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전송 중 하나의 전송으로부터 디코딩된 신호는 다른 전송 동안 디코딩된
신호를 포함하는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충돌을 해결하는 것은, 충돌에 관련된 다른 RULL-UE로

부터의 전송을 해결하기 위해, 예를 들어 충돌 신호에서 다른 전송으로부터 디코딩된 신호를 차감하는 것을 포
함할 수 있다.
[0069]

BS(102)는 후속 TTI 동안 RULL-UE에 대한 단계(308, 310)를 계속 반복할 수 있다.

[0070]

이제 도 3b를 참조하면, 다른 BS(102)가 비승인 상향링크 전송 방식에서 RULL 전송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가 도시되어 있다.
어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위 내에 있다.

이 방법은 예를 들어 BS(102)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소프트웨

이러한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코딩은 본 개시에 주어진 당업자의 범

이 방법은 도시되거나 및/또는 설명된 과정보다 많거나 적은 수의 과정을 포함할 수 있고, 상이

한 순서로 수행될 수 있다.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BS(102)의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 가능한

컴퓨터 판독가능 코드가 비일시적인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와 같은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

일

부 실시예에서는, BS(102)의 프로세서가 예를 들어, BS(102)와 통신하는 원격에 위치한 컨트롤러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실시예에서는, 원격에 위치한 컨트롤러가 매핑 방식을 구현할 수 있고, BS(102)에 위치하는 프
로세서는 매핑 방식과는 다른 정보를 UE에 시그널링할 수 있다.
[0071]

도 3b의 방법의 단계(322-330)는 도 3a를 참조하여 위에서 설명한 단계(302-310)와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반복
을 피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0072]

단계 332에서는, 충돌의 횟수가 임계치를 만족하는지 여부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충돌의 횟수는 예를 들어, 초

기 전송과 중복 전송 중에 일어나는 충돌의 총 횟수일 수 있거나, 또는 초기 전송 중에만 일어나는 충돌의 횟수
일 수 있다.

임계치는 BS(102), 네트워크(100), 또는 표준에 의해 설정될 수 있다.

이 임계치는, 예를 들어

전송 중 1% 미만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일 수 있다.
[0073]

충돌의 횟수가 임계치를 만족하지 못하면, 이 방법은 단계 328로 되돌아간다.

충돌의 횟수가 임계치를 만족하

면,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CTU 접속 영역(324)에서 RULL-UE를 다른 RULL-CTU 인덱스에 리매핑하는 것에 대해 결
정하기 위해, BS(102)가 충돌의 횟수와 예컨대 RULL-CTU 내의 액티브 RULL-UE의 분포와 같은 전반적인 조건을
이용한다.

그 다음, BS(102)가 하이 레벨 시그널링(예를 들어,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 또는 유니캐스트)을

통해 리매핑된 RULL-CTU 정보를 커버리지 영역(120) 내의 RULL-UE에 송신하기 위해 단계 326으로 되돌아간다.
[0074]

도 4를 참조하면, 다양한 실시예에 따른 RULL-UE 동작을 나타내는 순서도가 도시되어 있다.
어, RULL-UE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프트웨어의 코딩은 본 개시에 주어진 당업자의 범위 내에 있다.

이 방법은 예를 들

이러한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소

이 방법은 도시되거나 및/또는 설명된 과정보

다 많거나 적은 수의 과정을 포함할 수 있고, 상이한 순서로 수행될 수 있다.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RULL-

UE의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 가능한 컴퓨터 판독가능 코드가 비일시적인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와
같은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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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5]

단계 402에서는, RULL-UE가 BS(102)의 커버리지 영역(120)에 진입한다.
부터 하이 레벨 시그널링 정보를 수신한다.

단계 404에서는, RULL-UE가 BS(102)로

이 하이 레벨 시그널링 정보는 시간-주파수 자원 할당, RULL-CTU의

총 개수 등과 같은 RULL-CTU 접속 영역 정의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또한 디폴트 RULL 매핑 규칙을 포함할 수 있다.

단계 402에서의 하이 레벨 시그널링은

또는, RULL-UE가 디폴트 RULL 매핑 규칙으로 미리 구성되어 있

을 수 있다.
[0076]

단계 406에서는, RULL-UE가 제1 TTI 동안 초기 전송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제1 RULL-CTU를 결정하고, 제1 TTI
이후의 제2 TTI 동안 중복 전송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제2 RULL-CTU를 결정한다.

RULL-UE가 디폴트 RULL 매

핑 규칙을 이용하여 제1 및 제2 RULL-CTU 인덱스를 결정할 수 있다.
[0077]

일부 실시예에서는, RULL-UE가 각각의 복수의 후속 TTI 동안 복수의 중복 전송을 송신하기 위한 복수의 RULLCTU를 결정할 수 있다.

송신된 중복 메시지의 개수는 예를 들어, RULL-UE의 신뢰성 전송 모드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0078]

단계 408에서는, RULL-UE가 제1 TTI 동안 제1 RULL-CTU 상에서 초기 전송을 송신하고, 제2 TTI 동안 제2 RULLCTU 상에서 중복 전송을 송신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부 실시예에서는, RULL-UE가 각각의 복수의 후속 TTI

동안 복수의 중복 전송을 송신할 수 있다.

일부 실시예에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RULL-UE가 초기 전송이 이

루어진 TTI 바로 뒤에 오는 TTI 대신 TTI의 시간 패턴으로 중복 전송을 송신할 수 있다.

이하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바와 같이, RULL-UE가 중복 전송을 송신하는 후속 TTI는, 예를 들어 선택적 리던던시 방식에 의해 결
정될 수 있다.
[0079]

이제 도 5를 참조하면, 비승인 상향링크 전송 방식에서의 RULL 전송 메커니즘에서 디폴트 RULL 매핑 방식을 나
타내는 예가 도시되어 있다.
식별된다.

이 예에서는, 8개의 RULL-UE(UE1-UE8)의 그룹이 고신뢰 초저지연 UE로서

RULL-UE가 초기 전송과 중복 전송에 대한 매핑 규칙을 설명하는 디폴트 RULL 매핑 방식에 따라 4개

의 RULL-CTU(502-508)에 매핑된다.

도 5에 도시된 예에서는, RULL-UE가 TTI1 동안 초기 전송을 전송한 후에

TTI2와 TTI3 동안 2개의 중복 전송을 전송하도록 구성된다.
[0080]

도 5에 도시된 예에서는, TTI1 동안 RULL-UE가 초기 패턴으로 매핑된다.

이 초기 패턴에서는, UE1과 UE2가

RULL-CTU(502)에 매핑되고, UE3과 UE4가 RULL-CTU(504)에 매핑되며, UE5와 UE6이 RULL-CTU(506)에 매핑되고,
UE7과 UE8이 RULL-CTU(508)에 매핑된다.
룹화된다.

TTI1 동안의 초기 전송 이후, RULL-UE가 제1 재그룹화 패턴으로 재그

제1 재그룹화 패턴에서는, UE1과 UE5가 RULL-CTU(502)에 매핑되고, UE2와 UE6이 RULL-CTU(504)에

매핑되며, UE3과 UE7이 RULL-CTU(306)에 매핑되며, UE4와 UE8이 RULL-CTU(308)에 매핑된다.
중복 전송 이후, RULL-UE가 제2 재그룹화 패턴으로 재그룹화된다.

TTI2 동안의 제1

제2 재그룹화 패턴에서는, UE1과 UE3이

RULL-CTU(502)에 매핑되고, UE5와 UE7이 RULL-CTU(504)에 매핑되며, UE2와 UE4가 RULL-CTU(306)에 매핑되고,
UE6과 UE8이 RULL-CTU(508)에 매핑된다.
매핑 패턴을 나타낸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FIG 5에 도시된 예가 TTI에 따라 변하는 RULL-UE

이 경우에, RULL-UE는, 전송이 초기 전송 또는 중복 전송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매핑

에 기초하여 RULL-CTU 상에서 전송한다.
[0081]

일부 실시예에서는, TTI1 동안 특정 RULL-UE가 전송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RULL-UE가 재그룹화 패턴에
포함된다.

모든 RULL-UE를 재그룹화함으로써, RULL-UE의 균일한 분포가 유지될 수 있다.

TTI 동안 매핑되는 RULL-UE는 금지된다.

전송 이후의 후속

다른 실시예에서는, 초기 전송 이후 RULL-UE만이 재그룹화된다.

하지

만, 이러한 실시예에서는, 송신하는 RULL-UE가 송신하지 않는 RULL-UE가 매핑되는 CTU에 재그룹화됨으로써,
RULL-UE가 불균일하고 예측할 수 없게 분포된다.
[0082]

명확성을 위해, 단지 하나의 그룹의 RULL-UE(UE1-UE8)만이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실시예에서는,

다른 그룹으로부터의 RULL-UE가 RULL-CTU(502-508)에 매핑될 수 있도록, RULL 전송 메커니즘이 하나 이상의 그
룹의 RULL-UE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로써 다른 그룹의 매핑이 도 5에 도시된 그룹의 RULL-UE(UE1-UE8)의 매핑
과 중첩한다.

예를 들어, 제2 그룹의 RULL-UE 중 적어도 일부가 TTI2 동안의 초기 전송을 위해 도 5에 도시된

RULL-CTU(502-508)에 매핑될 수 있다.

이 예에서는, 초기 전송을 위한 제2 그룹의 RULL-UE에 매핑된 RULL-CTU

중 적어도 일부가 중복 전송을 위한 제1 그룹의 RULL-UE(UE1-UE8)에 매핑된 RULL-CTU(502-508)와 중첩한다.
[0083]

이제 도 6을 참조하면, RULL 전송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어떻게 충돌이 해결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예를 설명
한다.

이 예에서는, 5개의 RULL-UE(UE1, UE2, UE3, UE5, UE8)가 TTI1 동안 초기 전송을 전송한다.

RULL-UE가 따르는 매핑 규칙이 도 5에 도시된 예와 동일한 규칙을 따른다.
시된 예에서는 초기 전송 이후에 단지 하나의 중복 전송만이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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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4]

TTI1 동안의 초기 전송에서, RULL-CTU(602) 상에서 수신된 신호는 UE1과 UE2의 전송의 충돌로 인해 BS에 의해
디코딩될 수 없다(별모양으로 나타냄).

BS(102)가 TTI1 동안 RULL-CTU(602) 상의 전송을 디코딩할 수

없더라도, BS(102)는 충돌의 원인이 UE1과 UE2로부터의 전송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왜냐
하면 디폴트 RULL 매핑 규칙이 이들이 TTI1 동안 RULL-CTU(602)에 매핑되는 2개의 RULL-UE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0085]

UE3, UE5, 및 UE8로부터의 초기 전송은 다른 전송과 충돌하지 않고 BS(102)에 의해 디코딩된다.

TTI1에서의 초기 전송 이후에, RULL-UE가 재그룹화 패턴으로 재그룹화되고, RULL-UE 모두에 의해 중복 전송이
송신된다.
딩된다.

TTI2 동안에는, RULL-CTU(604) 상의 UE2로부터의 중복 전송이 충돌하지 않고, BS(102)에 의해 디코
UE1과 UE5로부터의 중복 전송은 RULL-CTU(602) 상에서 수신되고, 별모양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TTI2

동안 충돌한다.

따라서, UE1로부터의 전송은 초기 전송 또는 중복 전송 중 어느 하나의 전송에 기초하여 직접

디코딩될 수 없다.
[0086]

하지만, BS(102)는 TTI2 동안 RULL-CTU(602) 상에서 검출된 신호가 UE1과 UE5로부터의 전송의 조합이라고 암묵
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디폴트 RULL 매핑 방식이 이들이 TTI2에 RULL-CTU(602) 상에서 중복 전송을
가진 2개의 RULL-UE라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0087]

따라서, BS(102)가 충돌된 신호가 TTI1 동안의 UE1과 UE2 및 TTI2 동안의 UE1과 UE5의 조합이라고 암묵적으로
결정하므로, 그리고 UE5의 전송이 TTI1 동안 디코딩되었고 UE2로부터의 전송이 TTI2 동안 디코딩되었으므로,
UE1으로부터의 전송이 복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TTI1 동안 RULL-CTU(606) 상에서 수신되었던 UE5로부터의

전송을 차감함으로써, UE1의 전송이 TTI2 동안 RULL-CTU(602) 상에서 수신된 신호로부터 복구될 수 있다.
또는, TTI2 동안 RULL-CTU(604) 상에서 수신된 UE2로부터의 전송을 차감함으로써, UE1의 전송이 TTI1 동안
RULL-CTU(602) 상에서 수신된 신호로부터 복구될 수 있다.
[0088]

일부 실시예에서는, 도 6과 도 7에 도시된 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초기 전송 및 중복 전송의 공유 검출 및 디
코딩이 메시지 전달 알고리즘(message passing algorithm, MPA) 수신기에 의해 수행된다.

[0089]

RULL-UE에 의해 송신되는 재그룹화 및 중복 전송의 횟수는 RULL-UE의 지연과 신뢰성 요구사항에 기초하여 결정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RULL 전송 메커니즘은 서로 다른 지연 및 신뢰성 요구사항을 가진 서로 다른 RULL 트

래픽 타입이 가능하도록 다수의 신뢰성 전송 모드를 포함할 수 있다.

신뢰성 전송 모드는, 예를 들어 송신되는

중복 전송의 횟수 및 사용된 임의의 선택적 리던던시 방식과 같은 물리 계층 전송 파라미터에 의해 정의되고,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더 상세히 설명한다.
[0090]

일 예로서, 스마트 그리드에서의 원격 보호는 원격 자동화 및 제어 전송보다 더 긴 지연 및 더 높은 신뢰성 요
구사항, 예를 들어 8ms의 지연 및 99.999%의 신뢰도를 가지며, 원격 자동화 및 제어 전송은 더 짧은 지연 및 더
낮은 신뢰성 요구사항, 예를 들어 2-3 ms의 지연 및 99.9%의 신뢰도을 가진다.

따라서, 스마트 그리드에서의

원격 보호는 원격 자동화 및 제어 전송과는 다른 신뢰성 전송 모드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그리

드에서의 원격 보호는, 예컨대 2-3개의 중복 전송을 전송하는 원격 자동화 및 제어에 의해 이용되는 신뢰성 전
송 모드보다 많은 중복 전송 횟수, 예컨대 4-8회의 중복 전송을 가지는 신뢰성 전송 모드를 이용할 수 있다.
[0091]

RULL-UE에 의해 송신된 중복 전송의 횟수 외에도, 일부 실시예에서는. RULL-UE가 초기 전송 직후의 TTI 동안보
다는 초기 전송을 뒤따르는 TTI의 특정 패턴 동안 중복 전송을 전송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RULL-UE가 중복 전송을 전송할지는 선택적 중복 전송 방식에 정의되어 있을 수 있다.

어느 TTI 동안

선택적 중복 전송

방식은, 예를 들어 UE 선택적 리던던시 천이 방식(selective redundancy transition scheme), CTU 선택적 중복
전송 방식(CTU selective redundancy transmission scheme), 또는 시간 선택적 중복 전송 방식(time selective
redundancy transmission scheme) 중 하나일 수 있다.
[0092]

UE 선택적 중복 전송 방식에서는, 특정 TTI 동안 RULL-UE의 일 부분이 중복 전송을 송신하고 나머지 부분은 송
신하지 않는다.

RULL-UE가 중복 전송을 송신할지 여부는, 예를 들어 RULL-UE DCS 및 TTI 번호에 기초하여 규칙

에 의하여 암묵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UE 선택적 중복 전송 방식은 짝수 번째 DSC를 가진 RULL-UE

가 초기 전송을 뒤따르는 짝수 번째 TTI 동안에만 중복 전송을 전송하는 것일 수 있다.
[0093]

CTU 선택적 리던던시 방식에서는, 특정 TTI 동안 어느 RULL-UE가 중복 전송을 전송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UE
가 전송 중인 RULL-CTU에 기초한다.
다.

CTU 선택적 리던던시 방식은, 예를 들어 RULL-CTU 인덱스에 기초할 수 있

예를 들어, 짝수 번째 RULL-CTU 인덱스를 가진 RULL-CTU에 매핑된 모든 RULL-UE는 중복 전송을 전송할 것

이고, 홀수 번째 RULL-CTU 인덱스에 매핑된 모든 RULL-UE는 중복 전송을 전송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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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4]

시간 선택적 리던던시 방식에서는, RULL-UE가 예를 들어, 초기 전송을 뒤따르는 매 TTI 또는 두 개의 TTI마다
한 번과 같은 사전 설정된 TTI 패턴에 따라 중복 전송을 전송하도록 구성된다.

시간 선택적 리던던시 방식은

UE 선택적 중복 전송 방식 또는 CTU 선택적 중복 전송 방식 중 하나와 함께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간

선택적인 리던던시 방식과 UE 선택적 리던던시 방식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 시간 선택적 리던던시 방식의 사전
설정된 TTI 패턴이 UE 선택적 리던던시 방식 하에서 결정되는 특정 RULL-UE에 적용될 수 있다.

다른 예에서는,

시간 선택적인 리던던시 방식과 CTU 선택적 리던던시 방식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 시간 선택적 리던던시 방식의
사전 설정된 TTI 패턴이 CTU 선택적 리던던시 방식 하에서 결정되는 특정 CTU에 매핑된 RULL-UE에 적용될 수 있
다.
[0095]

사용되는 선택적 중복 전송 방식은 지연과 신뢰성 요구사항에 기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지연 및 고신뢰

요구사항을 가진 RULL-UE가 더 높은 지연과 더 낮은 신뢰성 요구사항을 가진 RULL-UE보다 더 적은 TTI의 기간에
걸쳐서 더 많은 중복 전송 횟수를 가진 선택적 중복 전송 방식을 이용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0096]

도 7을 참조하면, 선택적 중복 전송 방식을 구현하는 예를 설명한다.

[0097]

도 5에 도시된 예와 유사하게, 5개의 RULL-UE(UE1, UE2, UE3, UE5, UE8)가 RULL 전송 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
를 전송하고 있다.

RULL-UE는 도 5와 도 6에 도시된 예의 초기 패턴 및 재그룹화 패턴과 유사한 초기 패턴 및

재그룹화 패턴으로 매핑되어 있다.

하지만, 도 7에 도시된 예에서는, UE1, UE3, 및 UE5만이 TTI2 동안 선택적

중복 전송 방식에 따라 중복 전송을 송신한다.
[0098]

일 실시예에서는, 도 7에 도시된 예에서 사용되는 선택적 중복 전송 방식이 UE 선택적 리던던시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예를 들어 홀수 번째 RULL-UE ID를 가진 RULL-UE, 즉 UE1, UE3, 및 UE5가 TTI2 동안 중복 전송을
전송하고, 짝수 번째 UE ID를 가진 RULL-UE, 즉, UE2와 UE8이 TTI2 동안 중복 전송을 전송하지 않는다.
[0099]

다른 실시예에서는, 도 7에 도시된 예에서 사용되는 선택적 중복 전송 방식은 CTU 선택적 중복 전송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TTI2 동안 RULL-CTU(702, 706)에 매핑된 RULL-UE가 중복 전송을 전송하고, TTI2 동안 RULLCTU(704, 708)에 매핑된 RULL-UE가 중복 전송을 전송하지 않는다.
CTU(706)에 매핑된 UE3는 TTI2 동안 중복 전송을 전송한다.

따라서, CTU(702)에 매핑된 UE1과 UE5, 및

CTU(704)에 매핑된 UE2, 및 CTU(708)에 매핑된

UE8은 중복 전송을 전송하지 않는다.
[0100]

도 7에 도시된 예에서 TTI1과 TTI2 동안 충돌된 전송을 RULL-CTU(702)에서 복구하기 위해, TTI2 동안 RULLCTU(702)에서 수신되어 충돌된 전송에서 TTI1 동안 CTU(706)로부터 디코딩된 UE5로부터의 전송을 차감함으로써
UE1으로부터의 전송이 복구된다.

그 다음, UE1으로부터의 복구된 전송은 TTI1 동안 CTU(702) 상에서 수신되어

충돌된 전송에서 UE1 전송을 차감함으로써 UE2로부터의 전송을 복구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0101]

이제 도 8을 참조하면, 일부 실시예에서, RULL 전송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것은, RULL-CTU 접속 영역(802)을
RULL 전송 메커니즘의 초기 전송에 할당하는 것, 및 RULL-UE로부터의 중복 전송을 위한 정규 CTU 접속 영역
(804)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0102]

초기 전송 전용으로 RULL-CTU 접속 영역(802)을 이용함으로써 동일한 RULL-CTU 영역에서 초기 전송과 중복 전송
이 섞이는 것을 피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전송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복잡도가 높아진다.

RULL-CTU 접속 영

역(802)의 RULL-CTU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중복 전송을 위한 동일 CTU에 어떤 RULL-CTU가 매핑되어 있는지
결정해야 할 필요없이, BS(102)는 충돌에 관련된 전송이 초기 전송이라는 것 및 어느 RULL-UE가 잠재적으로 연
루되어 있는지를 디폴트 RULL-매핑 규칙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충돌이 초기 전송을 수반함을 아는

것은, BS(102)가 후속 TTI 동안 중복 전송이 기대되는 정규 CTU 접속 영역(804)의 CTU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0103]

도 8에 도시된 예에서, 검정 원(806)과 흰 원(808)이 나타내는 2개의 RULL-UE가 RULL-CTU 접속 영역(802)에서
RULL-CTU(810)에 매핑된다.

TTI1 동안, RULL-UE(806, 808)는 둘 다 RULL-CTU(810) 상에서 초기 전송을 송신하

고, 별모양으로 나타낸 RULL-CTU(810)에서의 충돌의 원인이 된다.
[0104]

디폴트 매핑 방식에 기초하여, BS(102)는 전송의 잠재적 RULL-UE, 즉 초기 전송을 위해 RULL-CTU(810)에 매핑된
RULL-UE가 RULL-UE(806, 808)을 포함한다고 암묵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암묵적 지식에 기초하여, BS(10

2)는 TTI2 동안의 잠재적 중복 전송이 CTU(812)와 CTU(814) 상에서 수신될 것이고, TTI3 동안의 잠재적 중복 전
송이 CTU(816)와 CTU(818) 상에서 수신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0105]

또한, 초기 전송 전용인 RULL-CTU 접속 영역(802)을 가짐으로 인해 BS(102)가 하나의 RULL-UE로부터의 중복 전
송이 다른 RULL-UE로부터의 초기 전송과 충돌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것을 피하게 함으로써 충돌이 BS(10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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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용이하게 해결된다.

하이 레벨의 RULL 트래픽을 가진 비승인 상향링크 전송 방식에서는, 어느 전송이 초기

전송이고 어느 전송이 중복 전송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계산 집약적일 수 있다.

초기 전송 전용의 RULL-CTU 접

속 영역(802)를 정의함으로써, BS(102)는 RULL-CTU 접속 영역(802)에 수신된 어떤 전송이 초기 전송인지를 용이
하게 결정할 수 있다.
[0106]

정규 CTU 접속 영역(804)에서, BS(102)는 RULL 비승인 상향링크 전송 트래픽과 정규 비승인 상향링크 전송 트래
픽을, 디폴트 매핑 규칙을 이용하여 암묵적으로 구별하거나 또는 수신된 전송의 헤더에 기초하여 명시적으로 구
별할 수 있다.

[0107]

RULL 전송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다른 실시예는 초기 전송과 중복 전송 모두에 전용인 RULL-CTU 접속 영역(802)
을 할당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RULL 전송 메커니즘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발생할 수

네트워크는 1) 모든 RULL 전송이 RULL-CTU 접속 영역(802)에서 일어나는지 여부 또는 2) 초기 RULL 전송

이 RULL-CTU 접속 영역(802)에서 일어나고 중복 전송이 정규 CTU 접속 영역(804)에서 일어나는지 여부를 RULLUE에 반-고정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영역(802, 804)의 트래픽 로딩 및 RULL 트래픽과 정규 트래픽

의 충돌 통계에 기초할 수 있다.
[0108]

RULL 데이터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그널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네트워크가 RULL-UE RULL 전송을

위한 무선 자원(예를 들어, 시간, 주파수, 및/또는 서명에 관한 정보)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
드캐스트, 멀티캐스트 또는 유니캐스트 채널로 전송될 수 있다.
출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또한 전송할 수 있다.

시그널링이 브로

네트워크는 RULL-UE가 자신의 전송 자원을 도

이러한 정보는 매핑 규칙, 매핑 규칙에 대응하는 인덱스, 및

RULL 영역 내의 RULL-CTU의 총 개수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RULL-UE는 UE ID, 프레임, 서브프레임 또

는 TTI 번호 등과 같은 파라미터에 기초하여 자신의 RULL-CTU를 암묵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시그널링 절차는 RULL-UE와 네트워크 간의 메시지 교환이다.

RULL 연결 설정

RULL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UE가 초기 접속 중

에 네트워크에 UE 성능 교환 절차의 일부를 알리거나 및/또는 초기 네트워크 진입 이후에 언제 UE가 RULL 서비
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를 알릴 수 있다.

이러한 연결 설정은 UE 개시 및 네트워크 개시일 수 있다.

이 연

결 설정 정보 및 시스템 내의 RULL-UE의 개수에 기초하여, 네트워크기 사전에 RULL 무선 자원 프로비저닝(radio
resource provisioning)을 조절할 수 있다.
RULL 전송 모드를 구성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RULL 서비스의 지연과 신뢰성 요구사항에 기초하여

RULL 전송 모드는 물리 계층 전송 방식 및 중복 전송의 횟수 및/또는 선택

적 중복 전송 방식(예를 들어, 시간-선택적 방식, UE-선택적 방식)에 관한 정보과 같은 파라미터로 구성된다.
선택적 중복 전송 방식에 관한 정보는 사전 정의된 복수의 방식 중 하나를 나타내는 인덱스 형태일 수 있다.
[0109]

도 9는 본 명세서에서 개시된 장치 및 방법을 구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처리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특정 장

치는 도시된 구성 요소 전부 또는 구성 요소의 하위 집합을 사용할 수 있고, 통합의 수준은 장치마다 다를 수
있다.
다.

또한, 장치에는 다중 프로세서, 메모리, 송신기, 수신기 등과 같은 구성 요소의 여러 예가 포함될 수 있
처리 시스템은 스피커, 마이크, 마우스, 터치 스크린, 키 패드, 키보드, 프린터, 및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하나 이상의 입력/출력 장치에 동작 가능하게 연결된 프로세서를 포함할 수 있다.

처리 유닛은 버스에 연결된

프로세서, 메모리,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및 입력/출력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0110]

버스는 메모리 버스나 메모리 컨트롤러, 주변 장치 버스, 또는 비디오 버스 등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임의의
타입의 몇몇 버스 아키텍쳐일 수 있다.

프로세서는 어떠한 유형의 전자 데이터 프로세서도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는 임의의 타입의 시스템 메모리, 예컨대 정적 램(SRAM), 동적 램(DRAM), 동기식 동적 램(SDRAM), 롬
(ROM), 또는 이들의 조합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는, 메모리가 부팅시에 사용하기 위한 ROM, 및

프로그램을 위한 DRAM과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 스토리지를 포함할 수 있다.

메모리

는 데이터, 프로그램, 및 다른 정보를 저장하고 데이터, 프로그램, 및 다른 정보가 버스를 통해 접근 가능하도
록 구성되는 스토리지 장치를 포함할 수도 있다.

스토리지 장치는, 예를 들어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자기 디스크 드라이브, 광디스크 드라이브,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0111]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및 입력/출력 인터페이스는 외부 입출력 장치를 처리 유닛에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입출력 장치의 예는 디스플레이 컨트롤러에 연결된 디스플레이, 및 마우스, 키보드, 또는 입력/출력

에 연결된 프린터를 포함한다.

다른 장치가 처리 유닛에 연결될 수 있고, 더 많거나 더 적은 수의 인터페이스

카드가 사용될 수 있다.
[0112]

처리 유닛은 또한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이 인터페이스는 노드나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이더넷 케이블과 같은 유선 링크, 및/또는 무선 링크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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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유닛이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유닛과 통신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하나 이상

의 송신기/송신 안테나 및 하나 이상의 수신기/수신 안테나를 통해 무선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서는, 데이터 처리 유닛과 다른 처리 유닛, 인터넷, 또는 원격 저장 설비 등과 같은 원격 장치와의 통신을
위해, 처리 유닛이 근거리 통신망 또는 광역 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다.
[0113]

전술한 설명에서는, 설명의 목적으로, 실시예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수많은 세부사항을 제시하였
다.

하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당업자에게 명백할 것이다.

다른 예에서는,

이해를 모호하게 하지 않기 위해, 잘 알려진 전기적 구조 및 회로가 블록도 형태로 도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본 명세서에서 설명되는 실시예가 소프트웨어 루틴, 하드웨어 회로, 펌웨어,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서 구현되는
지 여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제공하지 않는다.
[0114]

본 개시의 실시예는 기계 판독 가능 매체(컴퓨터 판독가능 매체, 프로세서 판독가능 매체, 또는 컴퓨터로 판독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가 구현되어 있는 컴퓨터 사용 가능한 매체라고도 함)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으로
서 표현될 수 있다.

기계 판독 가능 매체는 디스켓, CD-ROM(compact disk read only memory), 메모리 장치(휘

발성 또는 비휘발성), 또는 유사한 스토리지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마그네틱, 광학, 또는 전기적 저장 매체를 포
함하는 임의의 적합한 유형의(tangible) 비일시적인 매체일 수 있다.

기계 판독 가능 매체는 다양한 명령의 세

트, 코드 시퀀스, 구성 정보, 또는 다른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고, 이들이 실행되는 경우에 프로세서로 하여금
본 개시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법의 단계를 수행하게 한다.

당업자는 설명된 구현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다

른 명령과 동작이 기계 판독가능 매체 상에 저장될 수도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기계 판독가능 매체 상에 저장

된 명령은 프로세서 또는 다른 적절한 처리 장치에 의해 실행될 수 있으며, 설명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회로
와 인터페이스될 수 있다.
[0115]

일 실시예는, 기지국(base station, BS)이 비승인 상향링크 전송 방식(grant-free uplink transmission
scheme)으로 고신뢰 초저지연(reliable ultra-low latency, RULL) 전송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여기서, 비승인 상향링크 전송 방식에는 경쟁 전송 단위(contention transmission unit,

CTU) 접속 영역 및 복수의 CTU가 정의되어 있다.

고신뢰 초저지연 전송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단계는, 제1 전송

시간 간격(transmission time interval, TTI) 동안의 초기 전송을 위한 초기 패턴으로 복수의 고신뢰 초저지연
사용자 장비(reliable ultra-low latency user equipment, RULL-UE)를 복수의 CTU에 매핑하고, 제1 TTI 이후의
제2 TTI 동안의 중복 전송(redundant transmission)을 위한 재그룹화 패턴으로 복수의 RULL-UE를 복수의 CTU에
매핑함으로써 RULL-UE 매핑 방식을 정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116]

여기서, 초기 패턴은 재그룹화 패턴과 다르다.

상기 방법에 관한 일 양태에서, RULL 전송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단계는, 비승인 전송 방식의 CTU 접속 영역의
일부 중에서 고신뢰 초저지연 CTU(reliable ultra-low latency CTU, RULL-CTU) 접속 영역을 정의하는 단계; 및
복수의 RULL-CTU를 정의하기 위해, 복수의 CTU 중 적어도 일부를 RULL-CTU 접속 영역에 매핑함으로써 RULL-CTU
매핑 방식을 정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RULL-UE 매핑 방식을 정의하는 단계는, 초기 패턴 및 재그룹화 패턴으
로 복수의 RULL-UE를 복수의 RULL-CTU에 매핑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RULL-UE 매핑 방식을 정의하는 단계는, 초
기 패턴으로 복수의 RULL-UE를 복수의 RULL-CTU에 매핑하고 재그룹화 패턴으로 복수의 RULL-UE를 복수의 CTU에
매핑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117]

상기 방법에 관한 일 양태에서, RULL 전송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단계는, BS가 제1 TTI 동안의 초기 전송 및 제2
TTI 동안의 중복 전송을 수신하는 단계 - 초기 전송과 중복 전송을 수신하는 사이에는 BS가 긍정응답 또는 부정
응답(acknowledge/negative 긍정응답, ACK/NACK) 피드백을 전송하지 않음 -; 및 초기 전송, 중복 전송, 및 매
핑 방식을 이용하여 충돌을 해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0118]

상기 방법에 관한 일 양태에서, RULL 전송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단계는, BS가 초기 전송과 중복 전송 중 적어도
하나의 전송에서의 충돌 횟수가 임계치를 만족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제1 TTI 동안의 초기 전송을 위한 제2 초
기 패턴 및 제1 TTI 이후의 제2 TTI 동안의 중복 전송을 위한 제2 재그룹화 패턴으로 복수의 RULL-UE를 복수의
CTU에 매핑함으로써 리매핑 방식을 정의하는 단계 - 제2 초기 패턴은 제1 초기 패턴과 다르고, 제2 재그룹화 패
턴은 제1 재그룹화 패턴 및 제2 초기 패턴과 다름 -; 및 리매핑 방식과 관련된 정보를 하이 레벨 시그널링을 이
용하여 RULL-UE에 송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0119]

상기 방법에 관한 일 양태에서, 초기 전송과 중복 전송은 스파스 코드 다중 접속(sparse code multiple access,
SCMA) 방식에 기초한다.

[0120]

상기 방법에 관한 일 양태에서, 상기 방법은, 메시지 파싱 알고리즘(message parsing algorithm, MPA)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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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초기 전송 및 중복 전송을 공동 검출하고 디코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0121]

상기 방법에 관한 일 양태에서, RULL 전송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단계는, 제2 TTI 동안의 중복 전송을 전송하는
복수의 RULL-UE의 제1 부분, 및 제2 TTI 동안의 중복 전송을 전송하지 않는 복수의 RULL-UE의 나머지 부분을 정
의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0122]

상기 방법에 관한 일 양태에서, 복수의 RULL-UE의 제1 부분은 복수의 RULL-UE의 RULL-UE 식별에 기초하여 정의
된다.

[0123]

상기 방법에 관한 일 양태에서, 복수의 RULL-UE의 제1 부분은 제1 부분이 재그룹화 패턴으로 매핑되는 CTU에 기
초하여 정의된다.

[0124]

상기 방법에 관한 일 양태에서, 복수의 RULL-UE의 제1 부분은 중복 전송이 전송되는 동안의 TTI에 기초하여 정
의된다.

[0125]

상기 방법에 관한 일 양태에서, 복수의 고유한 재그룹화 패턴으로 복수의 RULL-UE를 CTU에 매핑하는 단계를 포
함하고, 각각의 고유한 재그룹화 패턴은 복수의 중복 전송 중 각각의 하나의 전송을 위한 것이며, 제1 TTI 이후
의 복수의 TTI 중 각각의 하나의 TTI 동안 각각의 중복 전송이 있다.

[0126]

상기 방법에 관한 일 양태에서, 복수의 중복 전송 횟수는 복수의 RULL-UE의 지연 요구사항 및 신뢰성 요구사항
중 하나 또는 모두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0127]

상기 방법에 관한 일 양태에서, 복수의 CTU는 주파수 자원이거나, 복수의 CTU는 시간 자원이다.

[0128]

상기 방법에 관한 일 양태에서, RULL-UE 매핑 방식을 정의하는 단계는, 제2 TTI 동안의 초기 전송을 위한 제2
초기 패턴으로 복수의 제2 RULL-UE를 복수의 CTU에 매핑하고, 제2 TTI 이후의 제3 TTI 동안의 중복 전송을 위한
제2 재그룹화 패턴으로 복수의 제2 RULL-UE를 복수의 CTU에 매핑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제2 초기 패턴으로 복수
의 제2 RULL-UE에 매핑된 CTU는 재그룹화 패턴으로 제1 복수의 RULL-UE에 매핑된 CTU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중첩
하고 있다.

[0129]

일 실시예는 기지국(base station, BS)을 제공한다.

BS는 하드웨어 프로세서; 및 프로세서가 실행하기 위한 컴

퓨터 판독가능 코드가 저장된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컴퓨터 판독가능 코드는 비승인 상향링크

전송 방식으로 고신뢰 초저지연(reliable ultra-low latency, RULL) 전송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비승인 상향링
크 전송 방식에는 경쟁 전송 단위(contention transmission unit, CTU) 접속 영역 및 복수의 CTU가 정의되어
있다.

RULL 전송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것은, 제1 전송 시간 간격(transmission time interval, TTI) 동안의

초기 전송을 위한 초기 패턴으로 복수의 RULL-UE를 복수의 CTU에 매핑하고, 제1 TTI 이후의 제2 TTI 동안의 중
복 전송을 위한 재그룹화 패턴으로 복수의 RULL-UE를 복수의 CTU에 매핑함으로써 고신뢰 초저지연 사용자 장비
(reliable ultra-low latency user equipment, RULL-UE) 매핑 방식을 정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서, 초기

패턴은 재그룹화 패턴과 다르다.
[0130]

BS에 관한 일 양태에서, RULL 전송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것은, 비승인 전송 방식의 CTU 접속 영역의 일부 중에
서 고신뢰 초저지연 CTU(reliable ultra-low latency CTU, RULL-CTU) 접속 영역을 정의하는 것; 및 복수의
RULL-CTU를 정의하기 위해, 복수의 CTU 중 적어도 일부를 RULL-CTU 접속 영역에 매핑함으로써 RULL-CTU 매핑 방
식을 정의하는 것을 더 포함한다.

[0131]

BS에 관한 일 양태에서, RULL-UE 매핑 방식을 정의하는 것은, 초기 패턴 및 재그룹화 패턴으로 복수의 RULLUE를 복수의 RULL-CTU에 매핑하는 것을 포함한다.

[0132]

BS에 관한 일 양태에서, RULL-UE 매핑 방식을 정의하는 것은, 초기 패턴으로 복수의 RULL-UE을 복수의 RULL-CTU
에 매핑하고, 재그룹화 패턴으로 복수의 RULL-UE를 복수의 CTU에 매핑하는 것을 포함한다.

[0133]

BS에 관한 일 양태에서, RULL 전송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것은, BS가 제1 TTI 동안의 초기 전송 및 제2 TTI 동안
의 중복 전송을 수신하는 것; 및 초기 전송, 중복 전송, 및 매핑 방식을 이용하여 충돌을 해결하는 것을 더 포
함한다.

[0134]

BS에 관한 일 양태에서, RULL 전송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것은, 제2 TTI 동안의 중복 전송을 전송하는 복수의
RULL-UE의 제1 부분, 및 제2 TTI 동안의 중복 전송을 전송하지 않는 복수의 RULL-UE의 나머지 부분을 정의하는
것을 더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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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5]

BS에 관한 일 양태에서, RULL-UE 매핑 방식을 정의하는 것은, 복수의 고유한 재그룹화 패턴, 복수의 중복 전송
중 각각의 하나의 중복 전송을 위한 각각의 고유한 재그룹화 패턴, 및 제1 TTI 이후의 복수의 TTI 중 각각의 하
나 동안의 각각의 중복 전송으로, 복수의 RULL-UE를 CTU에 매핑하는 것을 포함한다.

[0136]

일 실시예는, 고신뢰 초저지연 사용자 장비(reliable ultra-low latency user equipment, RULL-UE)가 디폴트
고신뢰 초저지연 경쟁 전송 단위(reliable ultra-low latency contention transmission unit, RULL-CTU) 매핑
방식으로 고신뢰 초저지연(reliable ultra-low latency, RULL)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단계: 초기 RULL-UE 매핑
규칙 및 디폴트 RULL-CTU 매핑 방식에 따라 제1 전송 시간 간격(transmission time interval, TTI) 동안의 초
기 전송을 위한 제1 경쟁 전송 단위(contention transmission unit, CTU)를 결정하는 단계; 제1 TTI 동안 제1
CTU 상에서 초기 전송을 기지국(base station, BS)에 전송하는 단계; 중복 RULL-UE 매핑 규칙 및 디폴트 RULLCTU 매핑 방식에 따라 제1 TTI 이후의 제2 TTI 동안의 중복 전송을 위한 제2 CTU를 결정하는 단계; BS로부터 긍
정응답/부정응답(acknowledgement/negative acknowledgement, ACK/NACK) 피드백을 RULL-UE에서 수신하지 않고,
제2 TTI 동안 제2 CTU 상에서 중복 전송을 BS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0137]

상기 방법에 관한 일 양태에서, 제2 CTU를 결정하는 단계는, 복수의 중복 CTU, 복수의 중복 전송 중 하나를 위
한 중복 CTU 각각, 제1 TTI 이후의 복수의 TTI 중 하나 동안의 각각의 중복 전송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제2 CTU 상에서 중복 전송을 전송하는 단계는, 복수의 TTI 중 각각의 하나 동안 복수의 CTU 중 각각의 하나 상
에서 중복 전송 각각을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0138]

상기 방법에 관한 일 양태에서, 제2 CTU 상에서 중복 전송을 전송하는 단계는, 복수의 중복 전송의 제1 부분을
자동적으로 전송하고 중복 전송의 나머지 부분을 전송하지 않는 단계를 포함한다.

[0139]

상기 방법에 관한 일 양태에서, 제1 부분은 복수의 중복 전송 각각이 전송되는 각각의 CTU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0140]

상기 방법에 관한 일 양태에서, 제1 부분은 복수의 중복 전송 각각이 전송되는 각각의 TTI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0141]

상기 방법에 관한 일 양태에서, 제1 TTI 동안의 초기 전송을 위한 RULL-UE에 의해 결정된 제1 CTU는 제1 CTU 접
속 영역에 매핑되고; 제2 TTI 동안의 중복 전송을 위한 RULL-UE에 의해 결정된 제2 CTU는 제1 CTU 접속 영역과
다른 제2 CTU 접속 영역에 매핑된다.

[0142]

일 실시예는 고신뢰 초저지연 사용자 장비(reliable ultra-low latency user equipment, RULL-UE)를 제공한다.
RULL-UE는 하드웨어 프로세서; 및 프로세서가 실행하기 위한 컴퓨터 판독가능 코드가 저장된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컴퓨터 판독가능 저장매체는 디폴트 고신뢰 초저지연 경쟁 전송 단위(reliable ultra-

low latency contention transmission unit, RULL-CTU) 매핑 방식으로 고신뢰 초저지연(reliable ultra-low
latency, RULL) 전송 메커니즘을 구현한다.

RULL 전송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것은, 초기 RULL-UE 매핑 규칙 및

디폴트 RULL-CTU 매핑 방식에 따라 제1 전송 시간 간격(transmission time interval, TTI) 동안의 초기 전송을
위한 제1 경쟁 전송 단위(contention transmission unit, CTU)를 결정하는 것; 제1 TTI 동안 제1 CTU 상에서
초기 전송을 기지국(base station, BS)에 전송하는 것; 중복 RULL-UE 매핑 규칙 및 디폴트 RULL-CTU 매핑 방식
에 따라 제1 TTI 이후의 제2 TTI 동안의 중복 전송을 위한 제2 CTU를 결정하는 것; 및 BS로부터 긍정응답/부정
응답(acknowledgement/negative acknowledgement, ACK/NACK) 피드백을 RULL-UE에서 수신하지 않고, 제2 TTI 동
안 제2 CTU 상에서 중복 전송을 BS에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0143]

UE에 관한 일 양태에서, 제2 CTU를 결정하는 것은, 복수의 중복 CTU, 복수의 중복 전송 중 하나를 위한 중복
CTU 각각, 제1 TTI 이후의 복수의 TTI 중 하나 동안의 각각의 중복 전송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제2 CTU 상
에서 중복 전송을 전송하는 것은, 복수의 TTI 중 각각의 하나 동안 복수의 CTU 중 각각의 하나 상에서 중복 전
송 각각을 자동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0144]

UE에 관한 일 양태에서, 제2 CTU 상에서 중복 전송을 전송하는 것은, 복수의 중복 전송의 제1 부분을 자동적으
로 전송하고 중복 전송의 나머지 부분을 전송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0145]

UE에 관한 일 양태에서, 제1 부분은 복수의 중복 전송 각각이 전송되는 각각의 CTU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0146]

UE에 관한 일 양태에서, 제1 부분은 복수의 중복 전송 각각이 전송되는 각각의 TTI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0147]

UE에 관한 일 양태에서, 제1 TTI 동안의 초기 전송을 위한 RULL-UE에 의해 결정된 제1 CTU는 제1 CTU 접속 영역
에 매핑되고; 제2 TTI 동안의 중복 전송을 위한 RULL-UE에 의해 결정된 제2 CTU는 제1 CTU 접속 영역과 다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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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TU 접속 영역에 매핑된다.
[0148]

전술한 실시예는 단지 예일 뿐이다.

당업자는 특정 실시예를 변경하고, 수정하며 변형할 수 있다.

본 청구 범

위는 본 명세서에 설명된 특정 실시예에 의해 제한되지 않아야 하며, 전체적으로 명세서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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