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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차세대 이동 통신에서는 고품질, 고속 통신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요구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오류 정정 기법이 사용된다. ARQ(Auto Repeat Request) 기법은 전송 효율적인 측면, 그리고

FEC(Forward Error Correction) 기법은 높은 신뢰도면에서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서로 보완

한 H-ARQ(Hybrid Auto Repeat Request) 시스템이 현재 연구 중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ross layer를 이용

한 H-ARQ 시스템을 분석하였다. Cross layer coding 기법과 H-ARQ type, 채널 환경에 따라 적합한 H-ARQ 방식

을 BER 성능과 전송 효율 분석을 통해 제안한다.

Abstract

High quality and high speed multimedia services will be required in the next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s. 
To satisfy these services, powerful error correction techniques are used. ARQ(Auto Repeat Request) techniques, aspects 
of the throughput, and FEC(Forward Error Correct) techniques have disadvantages in terms of reliability. H-ARQ 
(Hybrid Auto Repeat Request) systems have been studied extensively as a solution of these disadvantages. In this paper 
introduce double layer coding and H-ARQ type, proposed H-ARQ system using double layer coding methods. Simulate 
BER performance and throughput. And we suggest that according to channel condition suitable H-ARQ type.

Key words : Hybrid ARQ, Double Layer Coding, LDPC, RS Code

Ⅰ. 서  론       

최근 이동 통신과 무선 통신 등 패킷을 이용한 통

신에서 burst error가 발생하는 성질을 지닌 패킷 데

이터 서비스 시스템에서 처리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조가 단순하고 높은 신뢰도를 보장하는 ARQ 방
식과 오류 정정과 함께 일정한 전송 효율을 보장하

는 FEC 방식을 결합한 H-ARQ 기술을 도입하고 있

다. 3.5 G 기술인 HSDPA에서도 에러 제어 방식으로

H-ARQ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고, Wibro 및 IEEE 규

격 단체 산하의 IEEE 802.16d/e의 규격 등에서도 활

발히 H-ARQ가 표준으로 채택되고 있다. H-ARQ는

채널 환경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전송을 하는데 크

게 Type-I, Type-Ⅱ, Type-Ⅲ로 나눌 수가 있다[1].
본 논문에서는 이동 통신에서 deep fading 극복을

위해 적용되고 있는 PL(Physical Layer)과 UL(Upper 
Layer)의 두 단계로 부호화 및 복호화하는 방식인

cross layer 부호화 기법을 이용하여 Type-Ⅱ 방식과

Type-Ⅲ 방식의 H-ARQ 방식에 적용시켜 실시간 처

리 및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이동 통신 및 무선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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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통신 시스템에 적용 가능성과 함께 각각의 채

널 환경에 따른 적합한 H-ARQ 방식을 BER 성능과

함께 전송 효율을 분석하여 통신 환경에 따라 적합

한 H-ARQ type을 제안한다.

Ⅱ. Cross Layer 시스템 

Cross layer 부호화 방식은 PL과 UL의 두 단계로

부호화 및 복호화 한다. UL-FEC 방식으로는 RS 부
호화 방식을 사용하고 PL-FEC 방식은 LDPC 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cross layer 부호화 방식은 deep 
fading으로 인해 PL에서 정정하지 못한 오류를 UL에
서 정정함으로써 더욱더 오류 정정 능력이 뛰어남을

알 수 있다
[2].

그림 1은 cross layer 시스템의 개략적인 송신단 구

조이다.   
UL과 PL 사이에는 채널에 따라 발생하는 burst에

러를 random 에러로 바꾸어 FEC 복호시에 BER 성
능의 향상을 가져오는 block interleaver를 사용하였

그림 1. Cross layer 시스템의 송신단 블록도

Fig. 1. Transmission block diagram of cross-layer sys-
tem.

 

표 1. H-ARQ에 적용된 부호화 방식

Table 1. The coding method of applied in H-ARQ.

방식 파라메타

UL-FEC RS(255,191,32)

PL-FEC

LDPC 
R=1/3 N=1,6200, K=5,400, P=10,800

LDPC 
R=1/2 N=10,800, K=5,400, P=5,400

LDPC 
R=2/3 N=8,100, K=5400, P=2,700

Interleaving Block interleaver(row=30, colomum=17)

다. 그리고 PL 부호화를 통한 패리티를 3가지의 H- 
ARQ Type에 적용하기 위하여 random puncturing을
통하여 각각의 type에 맞는 패킷을 생성하였다.

H-ARQ에 적용된 부호화 방식의 사양은 표 1과
같다.

RS 부호화기는 오류 정정률이 32인(255.191)을 사

용하였고, LDPC 부호화기는 현제 DVB-S2에서 FEC 
표준으로 채택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 N size=16,200
을 사용하였다.

Ⅲ. Cross Layer 부호화 방식을 이용한 

H-ARQ 방식 

H-ARQ 시스템은 ARQ와 FEC 시스템으로 구성된

다. H-ARQ 시스템은 FEC의 오류 정정 기능을 통하

여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오류에 의한 재전송 빈도를

줄여 시스템의 전송 효율을 증가시키며, FEC의 오

류 정정 기능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오류가 발

생할 경우에 ARQ 방식인 NAK 신호를 송신단 측에

보내어 재전송을 요구하여 더 높은 신뢰성을 갖게

된다
[3],[4].

H-ARQ에는 Type-I, Type-Ⅱ, Type-Ⅲ 방식과 여기

에서 변형된 형태의 몇 가지 H-ARQ 방식이 있다. 그
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cross layer를 이용한

H-ARQ의 각 type에 따른 블록도이다.
H-ARQ Type-I 방식은 복호기에서 오류 정정 과정

을 거친 데이터에 오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 오류

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만약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시에는 송신측으로 NA-
CK 신호를 보내어 데이터의 재전송을 요청한다. 그
리고 이전에 수신된 데이터는 모두 버리고 새로 받

은 데이터만을 가지고 복호화 과정을 거친다. 이러

한 방식은 처음 수신된 데이터를 버리기 때문에 전

송 효율과 재전송을 이용한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H-ARQ Type-I의 채널 환경이 양호한 상황에서의

전송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에러

정정 기능을 위한 부가 정보를 수신기의 요구에 따

라 적절히 가변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Type-Ⅱ 방식

이라 한다. 제안된 cross layer 방식에서는 PL-FEC를
1/3로 부호화 하여 첫 전송시에는 UL-FEC를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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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RQ Type-I 시스템 블록도

(a) H-ARQ Type-I system block diagram

(b) H-ARQ Type-Ⅱ 시스템 블록도

(b) H-ARQ Type-Ⅱ system block diagram

(c) Type-Ⅲ 시스템 블록도

(c) Type-Ⅲ system block diagram

그림 2. Cross layer를 이용한 H-ARQ의 각 type에 따

른 블록도

Fig. 2. Block diagram of three kinds of H-ARQ me-
thod. 

 

데이터만 송신한다. 수신단에서는 수신된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오류가 있을 시에는 PL-FEC를 통하여

만들어진 서로 다른 puncturing 패턴을 가지고 있는

3개의 패리티 패킷을 재전송 요청 시 순서대로 송신

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모부호화율과 같은 1/3 부호

화를 이용하여 PL-FEC 복호를 하게 된다. 
이러한 H-ARQ Type-Ⅱ 방식에서는 재전송에 따

른 LDPC 복호시에 오류 정정률이 패리티 패킷에 의

존해야만 하는데, 첫 번째 전송시에 전달하는 데이

터가 손실되었거나 잡음의 영향을 많이 받아 심하게

손상되었을 경우 Type-Ⅱ 방식은 커다란 성능 열화

를 가져온다. 이러한 성능의 열화를 막기 위하여 재

전송되어진 정보만으로도 복호가 가능하게 하여 좀

더 향상된 성능을 가지게 되는 시스템을 Type-Ⅲ 방

식이라 한다. Type-Ⅲ 방식은 재전송 시에 패리티 패

킷과 함께 UL-FEC만 거친 데이터를 같이 전송함으

로써 재전송된 데이터만으로 복호를 거치게 된다. 
재전송된 데이터를 복호후 오류가 검출되면 재전송

전에 받은 데이터와 결합하여 다시 복호화를 하게

됨으로써 좀 더 낮은 부호화율과 함께 다이버시티

이득을 가짐으로써 BER 성능이 향상되게 된다.

Ⅳ. Throughput Analysis

FEC의 성능기준과는 다르게 H-ARQ 시스템에서

는 전송 효율 또한 성능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전송

효율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1)
 
i번째 재전송된 패킷을 받은 이후에 복호에 성공

할 확률을 pi(i=0, 1, …)라 하고, i번째 재전송된 패킷

을 받았을 때의 프레임 오율(Frame Error Rate: FER)
을 Fi라 하자. 그러면    

  

  

가 되고, 전송

효율은 다음과 같다.
 

  
  

∞

 

 
  

∞




 

  

  

 (2)
 

여기서 K0는 정보어의 길이, N0는 처음 전송된 패킷

의 길이, Mi는 재전송된 패킷의 길이이다. 

Ⅴ. 실험 결과 및 분석

모의 실험에서 사용한 UL은 오류 정정율 t=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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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H-ARQ Type-Ⅱ의 BER 성능

Fig. 3. H-ARQ Type-Ⅱ using cross layer techniques BER 
performance.

 
RS(255,191,32) 부호를 사용하였고, PL로써는 모부호

화율이 R=1/3인 LDPC(N=16,200)을 사용한다. LDPC 
부호기에서 생성되는 패리티를 random puncturing을
통하여 서로 겹치지 않는 세 개의 패킷으로 만들었

다. Interleaver는 block interleaver(row=30, colomum 
=17)를 사용하였고, AWGN 채널을 이용하였다. HA-
RQ 상의 재전송 요청 횟수는 최대 3번으로 매 재전

송 시에는 HARQ의 종류에 따라 패킷을 전송하게

된다. 
그림 3과 그림 5는 재전송 횟수에 따른 AWGN 채

널에서의 Type-Ⅱ 방식과 Type-Ⅲ 방식의 BER 성능

이다. 각각의 H-ARQ type에 따라 최대 재전송 횟수

가 많아질수록 부호화율이 낮아지면서 PL로 사용한

LDPC의 모부호화율에 가까워져 최대 재전송 횟수

가 3일 때가 0일 때보다 약 9 dB 성능이 좋아짐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Type-Ⅲ 방식이 Type-Ⅱ 방식보다

약 1 dB 정도의 더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가 있

다. 이것은 Type-Ⅲ 방식이 재전송 시에는 수신된 데

이터만을 이용하여 복호를 먼저 수행함으로써 재전

송 전에 받은 데이터가 deep fading으로 인하여 심각

한 오류나 잡음을 받은 데이터일 경우 더 좋은 성능

을 보여줄 수 있고, 재전송된 데이터로 복호 후에도

오류가 있을 시에는 재전송 전에 받은 데이터와 재

전송으로 받은 데이터를 서로 결합함으로써 다이버

시티 이득으로 인하여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

가 있다.
그림 4와 그림 6은 AWGN 채널 환경에서의 각각

그림 4. H-ARQ Type-Ⅱ의 throughput 성능

Fig. 4. H-ARQ Type-Ⅱ using cross layer techniques th-
roughput performance.

 

그림 5. H-ARQ Type-Ⅲ의 BER 성능

Fig. 5. H-ARQ Type-Ⅲ using cross layer techniques BER 
performance.

 

그림 6. H-ARQ Type-Ⅲ의 throughput 성능

Fig. 6. H-ARQ Type-Ⅲ using cross layer techniques th-
roughput performance.

 

의 최대 재전송 횟수에 따른 전송 효율을 비교한 것

이다. 약 8 dB에서 전송 효율이 1에 가까워지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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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가 있다. 이것은 UL에서의 부호화 방식인 RS 
방식만으로 복호를 오류 없이 성공할 수 있으므로

재전송을 필요치 않게 되어 전송 효율이 1에 가까

워 짐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전송 효율 면에서는

Type-Ⅱ 방식이 Type-Ⅲ 방식보다 더 효율적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매 재전송 시에 따른 데이터의 전송

에 패리티 패킷만 전송함으로써 Type-Ⅱ 방식이 Ty-
pe-Ⅲ보다 전송 패킷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이다. 

BER 성능과 전송 효율과의 trade off 관점에서 보

면 채널 환경이 양호할 경우에는 전송 효율이 좋은

Type-Ⅱ 방식이 적합하다. 재전송되는 데이터만을

가지고도 복호화가 가능하고 다이버시티 이득을 얻

을 수 있어 오류 정정률이 좋은 Type-Ⅲ 방식은 채널

환경이 좋지 못하거나 순간적인 간섭의 증가, 급격

한 페이딩의 상황에서 더 적합함을 알 수가 있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이동 통신에서 요구하는

서비스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높은 신뢰도와 함께

BER 성능의 향상을 위해, cross layer를 이용한

H-ARQ 시스템을 각각의 H-ARQ type에 따라 정의하

고 각각의 채널 환경에 따라 적합한 type을 시뮬레이

션 결과를 통하여 분석하여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일반적인 LDPC를 이

용한 H-ARQ 시스템의 성능보다 cross layer를 이용

한 시스템의 성능이 PL(LDPC)에서 정정하지 못한

오류를 UL(RS)에서 정정함으로써 성능의 향상을 가

져옴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H-ARQ의 type에 따른

성능을 보면 채널의 상태가 좋은 곳에서는 Type-Ⅱ
가 적합하고 Type-Ⅲ 방식은 순간적인 간섭의 증가, 
급격한 페이딩의 상황의 채널에서 더 적합함을 제안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cross layer를
이용한 H-ARQ 시스템은 차세대 무선 이동 통신 시

스템에서 적합함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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