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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하이브리드 ARQ 및 기회적 중계 기법(opportunistic relaying)은 이동통신 환경에서 다이버시티 이득(diversity gain)을 높이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기법이다. 기회적 중계 기법에서 최적의 중계기(relay)를 선택하는 데 중계기와 단말기 간 채널 상태 정보(CSI: channel 
state information)가 요구되는데, 수신 단말기가 고속으로 이동하는 경우 채널 상태 정보는 지연된(outdated) 정보가 된다. 본 논문에서

는 하이브리드 ARQ 기반 기회적 중계 기법에서 지연된 채널 정보를 알 때의 시스템 성능을 불능 확률(outage probability) 및 처리율

(throughput)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이 분석이 정확한지 검증한다.

Abstract

Hybrid-ARQ and opportunistic relaying are the widely used schemes for obtaining diversity gain in wireless communications. In 
opportunistic relaying, channel state information(CSI) between relays and destination is required to select the best relay. But if the 
destination moves very fast, the CSI becomes outdated. In this paper, performance of hybrid-ARQ based opportunistic relaying 
with outdated CSI is analyzed in outage probability and throughput perspective. The analysis is verified by computer simulations.

Keyword : outdated CSI, opportunistic relaying, hybrid-ARQ

Ⅰ. 서 론

LTE-A 및 802.16m과 같은 최근 이동통신 표준에서 도

달거리 확장(coverage extension) 및 셀 경계(cell edge)에서

의 전송률 향상을 위해 중계기(relay) 기술이 도입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여러 중계기가 존

재하는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회적 중계 기법(opportunistic relaying)이 제안되었다
[1]. 

기회적 중계 기법에서는 여러 중계기 중 채널 상태가 가장

좋은 중계기 하나가 선택되어 신호를 중계하며, 이를 통해

최대 다이버시티 이득(diversity gain) 을 얻을 수 있다고 알

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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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RQ 기법은 통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널리 사

용되어 온 기법으로서, 신호가 정상적으로 전송되지 않으

면 수신기의 되먹임(feedback) 정보에 따라 재전송을 수행

한다. ARQ 기법에 오류 정정 부호를 적용하면 재전송 횟수

가 줄어 처리량(throughput)이 향상되며 이를 하이브리드

ARQ라고 한다. 기회적 중계 시스템에 하이브리드 ARQ를

적용한 경우 그렇지 않은 시스템보다 더 나은 다이버시티-
다중화 트레이드오프(diversity-multiplexing tradeoff) 성능

을 달성하게 된다
[2].

현재까지의 하이브리드 ARQ 기반 기회적 중계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중계기와 단말기 간의 채널 상태 정보(CSI: 
channel state information)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가정 하

에서 진행되었다. 실제 통신 환경에서는 채널 정보를 얻는

시점과 신호를 송수신하는 시점의 시간차가 존재하며, 단말

기가 고속으로 움직이는 경우 이 시간차 동안에 채널 상태가

변하게 되므로 알고 있는 채널 상태 정보는 지연된(outdat- 
ed) 정보가 된다. 중계기를 이용하는 802.16m 시스템에서

단말기의 이동 속도를 최대 350km/h 까지 보장하고 있으므

로, 단말기 이동에 따른 채널 상태의 변화에 대한 영향이 분

석될 필요가 있다. 기회적 중계 시스템에 대해서는 채널 상

태 정보가 지연됨에 따라 시스템의 불능 확률 및 다이버시티

이득이 심각하게 감소되는 것이 알려져 있으나
[3], 하이브리

드 ARQ 기반 기회적 중계 시스템에서는 이에 대한 영향이

아직까지 분석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논문에서

는 하이브리드 ARQ를 사용한 기회적 중계 시스템에서 채널

상태 정보가 지연되었을 때의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한다. 시
스템의 성능은 불능 확률 및 처리량으로 나타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절에서는 시스템 모델

을 설정하고, 3절에서는 ARQ 기반 기회적 중계 기술의 불

능 확률 및 처리율을 분석한다. 4절에서는 제안한 분석 결

과를 수치적으로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본 논문

에 대한 결론을 맺는다.

Ⅱ. 시스템 모델

그림 1과 같이 하나의 송신기, 개의 중계기, 하나의 단

말기로 구성된 시스템을 가정한다. 각 단말기는 하나의 안

테나를 가지고 있으며, 송신기와 단말기 사이의 직경로

(direct path)는 없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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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하이브리드 ARQ 기반 기회적 중계 시스템 모델
Fig. 1. System model for a hybrid-ARQ based opportunistic relaying

송신기는 중계기 ,     에게 데이터를 전송한

다. 중계기 중 송신기에서 수신받은 신호를 성공적으로 디

코딩한 중계기의 집합을 디코딩 집합 D라고 명명한다. 디
코딩 집합에서 중계기로부터 단말기까지의 채널이 가장 좋

은 중계기가 기회적 중계 기법에 의해 선택되어 신호를 전

송하게 된다. 중계기와 단말기 간의 전송은 다음의 ARQ 
과정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단말기는 선택된 중계기에게

서 수신받은 신호를 디코딩하며, 만일 디코딩이 성공적이

면 ACK 신호를 모든 중계기에게 전송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신기는 NACK 신호를 전송하며 동일한 신호를 재전송하

기 위해 중계기가 새로 선택되게 된다. ARQ를 통하여 중계

기가 신호를 전송하는 횟수를 ARQ 라운드라고 명명하며, 
허용 가능한 최대 ARQ 라운드는 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각각의 중계기는 ACK/NACK 신호를 오류

없이 수신한다고 가정한다.
송신기로부터 중계기 까지의 채널 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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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평균이 0, 분산이 1인 복소 가우시안 확률 변수

이다. 그러면 중계기 에서의 수신 SNR은 Γ



 으로 주어지며, 여기서 는 송신기의 전송

전력, 은 중계기 의 노이즈의 분산을 가리킨다. 만일

중계기 의 수신 SNR이 미리 정해진 SNR 문턱값 보다

크면, 중계기 는 수신 신호를 성공적으로 디코딩한다고

가정한다.
번째 ARQ 라운드에 중계기 로부터 수신기까지의 채

널 계수 
 ,     ,     은 평균이 0, 분산

이 1인 복소 가우시안 확률 변수이다. 번째 ARQ 라운드

에 선택된 중계기가 이라 하면, 번째 ARQ 라운드에 수

신기에서의 수신 SNR은 Γ


  

  으로 주어지

며, 여기서 

은 번째 ARQ 라운드에 선택된 중계기의

전송 전력, 은 수신기의 노이즈의 분산을 가리킨다.
각 ARQ 라운드에 수신기에서 수신된 신호는 최대비 결

합 기법 (maximal ratio combining: MRC) 에 따라 결합된

다. 결합된 신호의 SNR이 미리 정해진 SNR 문턱값 보다

크면 수신기는 수신 신호를 성공적으로 디코딩하며, 그렇

지 않으면 수신 신호 디코딩이 실패한다고 가정한다. 만일

수신기가  ARQ 라운드 동안 수신 신호를 디코딩하지 못

하면 불능 사건(outage event)이 발생한다.
채널의 시변성(time-varying nature)에 의해, 중계기 선택

시점의 채널 정보가 신호 전송 시점에는 지연된 정보가

된다
[3]. 번째 ARQ 라운드에 지연된 채널 정보로부터 얻

은 중계기 로부터 수신기까지의 SNR을Γ
 로 명명한

다. Jakes의 모델에 따르면, 실제 수신 SNR과 지연된 채

널 정보로부터 얻은 SNR, 즉 Γ
 와Γ

 간의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는   
로 주어지며, 여기

서 은 0차 제1종 베셀 함수 (zeroth order Bessel func-
tion of the first kind), 는 도플러 주파수, 는 중계기 선

택 시점과 신호 전송 시점 간의 시간차를 의미한다
[4]. 단말

기가 속력 로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도플러 주파수

 로 주어지며, 여기서 는 반송파 주파수, 는 전

파 속도를 가리킨다. 는 중계기와 단말기 간의 채널을 추

정하는 시간과 같다고 가정하며, 한 타임슬롯의 길이가 일

때   로 가정한다.
표 1은 위 시스템 모델 하에서 반송파 주파수 및 단말기

의 속력에 따른  값을 보인다. 타임슬롯의 길이는 LTE 표
준에 따라   ms로 가정하였으며, 중계기의 수 

으로 가정하였다.

        


40 km/h 80 km/h 120 km/h

900 MHz 0.95 0.82 0.62
1.8 GHz 0.82 0.41 0.08
2.1 GHz 0.76 0.28 0.01

표 1. 반송파 주파수 및 단말기의 속력에 따른   값
Table 1. The value of   by various carrier frequency and speed of 
the receiver

Ⅲ. 불능확률 및 처리량 분석

1. 불능확률 분석

지연된 채널 정보 하에서 ARQ 기반 기회적 중계 기법의

번째 ARQ 라운드에서의 불능 확률은 다음과 같이 주어

진다.


Pr  

 

∑Pr   
  (1)

위 식에서 Pr   은 개의 중계기가 송신기로부터

수신받은 신호를 성공적으로 디코딩할 확률을 의미하며, 


 은      인 조건 하에서 단말기가  ARQ 라운드

동안 수신 신호를 디코딩하지 못할 확률을 의미한다.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해 송신기와 중계기가 동일한 전력

로 신호를 전송한다고 가정하면, 개의 중계기가 송신기

로부터 수신받은 신호를 성공적으로 디코딩할 확률은 다음

과 같이 주어진다[3].

Pr   
−

Γ−
−

Γ−
 ≤  ≤ (2)

위 식에서 Γ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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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을 구하기 위해,   ARQ 라운드 동안 단말기

에서 결합된 신호의 SNR에 대한 누적분포함수(CDF: cu-
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를 구하도록 한다.

번째 ARQ 라운드에서의 지연된 채널 정보로부터 얻

은 SNR Γ
 은 Γ  

 와 동일한 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한

다.     인 조건 하에서 번째 ARQ 라운드에 선택된

중계기 로부터 단말기까지의 채널의 SNR과 지연된 채

널 정보로부터 얻은 SNR을 각각 Γ   


와 Γ   


로 정의

하자. Γ   


는 디코딩 집합 내의 에 대한 Γ  


의 최대

값이므로, 이에 대한 누적분포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

진다.

Γ
   
 

 −Γ (3)

위 식을 에 대하여 미분한 후 이항정리(binomial ex-

pansion)를 적용하면, Γ


 의 확률밀도함수(PDF: proba-

bility distribution function)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5].

Γ  

 
  

∑  Γ
−−

−Γ  (4)

Γ



 일 때 Γ


 의 조건부 확률밀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며

Γ
  

  
Γ

   

    −Γ



−−Γ



−Γ
  (5)

여기서 은 0차 제 1종 수정 베셀 함수(zeroth order 

modified Bessel function of the first kind)이다. (4)와 (5)로

부터 Γ   
 의 확률밀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6].

Γ
   
  



∞

Γ
   

  
Γ

  

  ·Γ
   

  






 Γ−

−−


−−Γ





(6)

(6)으로부터 Γ
 의 적률생성함수(MGF: moment gen-

erating function)를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ℳΓ
  
  





 − Γ−
− Γ−

 (7)

   인 조건 하에, 번째 ARQ 라운드에 단말기에서

결합된 신호의 SNR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Γ
  

 Γ


  (8)

서로독립인 확률변수들의 합에 대한 적률생성함수는 각

확률변수의 적률생성함수의곱과 같다는 사실로부터, Γ 


의 적률생성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ℳΓ 
 

  

 ℳΓ   
 










 − Γ−
− Γ− 







(9)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해 (9)를  Γ−

로 정의하고 다항정리(multinomial expansion)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ℳΓ 
 

 
  ⋯ 
⋯ 

 


 


 −

− 






(10)

위 식에서 , , ⋯, 은 정수이다.   ⋯  

및   ⋯  ≥  을 만족하는 순서쌍   ⋯  은

총   


 개 있다. 여기서 
 

 ⋯ 
 , 

    ⋯   


를 번째 순서쌍의 원소라고 하자. 

그러면 (10)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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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이다.

라플라스 변환의 성질에 의해, Γ 
의 누적분포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ℳΓ 
 




∑
 

 ⋯ 
 







∏



 −

− 








(11)

(12)는 부분분수분해(partial fraction expansion)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3)에서 
 는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


−− 




 



 (14)

(13)에서  
  ,     ⋯ 

  는 우선 (15)를 계산

한 후 다음으로 (16)을    ⋯ 
   에 대하여 계

산함으로서 얻을 수 있다
[7].

관계식 [8, (17.13.17)] 에 의해, (12)는 다음과 같이 정리

된다.
이를 통해,    인 조건 하에서 수신기가   ARQ 라

운드 동안 수신 신호를 디코딩하지 못할 확률을 다음과 같

이 얻을 수 있다.


 Γ 

  (18)

(1), (2), (18)로부터, 지연된 채널 정보 하에서 ARQ 기반

기회적 중계 기법의 불능 확률은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
−

Γ
 

∑  
−

Γ−
−

Γ−

Γ 
 

(19)

2. 처리량 분석

지연된 채널 정보 하에서 ARQ 기반 기회적 중계 기법의

처리량의 기대값은 단위 시간당수신기에서 성공적으로 디

코딩된 신호의양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신호 전송률과

전송 성공 확률의 곱을 평균 (재)전송 횟수로 나눈 값으로

서,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9].

 

−log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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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의 분모항에서 는 중계기의 평균 (재)전송 횟수를

가리키며, 1은 송신기의 전송 횟수를 가리킨다. 를 구하기

위해, 먼저 번째 ARQ 라운드에서의 디코딩 성공 확률을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succ 
−−

 (21)

이를 통해, 평균 (재)전송 횟수는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 succ  (22)

위 식에서 첫 번째 항은 디코딩이 성공할 때의 (재)전송

횟수에 대한 평균값을 가리키며, 두번째항은 디코딩이 실

패할 때의 재전송 횟수를 가리킨다.
(20)과 (22)으로부터, 지연된 채널 정보 하에서 ARQ 기

반 기회적 중계 기법의 처리량의 기대값은 다음과 같이 주

어진다.

 


 

∑ succ 

−log
 (23)

Ⅳ. 모의실험 결과

컴퓨터 모의실험을 위해 노이즈의 분산  로 설정하

였으며, SNR 문턱값   dB로 설정하였다. 채널은 시스

템 모델에서와 같이 레일리 페이딩을 겪는 것으로 가정하

였으며, Jakes 모델에 따라매시간마다 변하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타임슬롯의 길이   ms로서 LTE 시스템과 동

일하게 설정하였으며, 반송파 주파수   GHz로 설정

하였다. 단말기가 속력   kmh로 일정하게 움직인다

고 가정하였으며, 이 때 실제 수신 SNR과 지연된 채널 정

보로부터 얻은 SNR간의 상관계수 ≈로 주어진다.
그림 2에서는 중계기의 수   일 때, 지연된 채널 정

보 또는 완벽한 채널 정보 하에서 여러 값에 대한 ARQ 
기반 기회적 중계 기법의 불능 확률에 대한 분석 및 시뮬레

그림 2.  K=3일 때 여러 N값에 대한 불능 확률 비교
Fig. 2.  Outage probability of various N when K=3

이션 결과를 보인다. 지연된 채널 정보를 가질 때, 0 dB ~ 
25 dB 사이의 SNR에서 분석 결과와 시뮬레이션결과가 일

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연된 채널 정보 하에서 최대

ARQ 라운드 이커질수록 SNR에 따른 불능 확률의 기울

기가 감소하여 완벽한 채널 정보 하에서의 불능 확률에 근

접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의 불능 확률에서 지연된 채

널 정보에 의해   인 경우 10 dB 이상의 성능 열화가

발생하지만,   인 경우는 1.6 dB의 성능 열화가 발생

하며,   인 경우는 성능 열화가 거의 없다. 이 결과를

통해 기회적 중계 기법에서 지연된 채널 정보 하에서는 최

대 재전송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불능 확률 면에서 상당

한 성능 향상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SNR
이 약 16 dB 이하인 경우에서는    ,     인 시스

템의 불능 확률이    , perfect CSI 인 시스템의 불능

확률보다 낮으며, SNR이 약 16 dB 이상인 경우는 성능이

반전된다. 이 결과는 SNR이낮을 때 시스템의 불능 확률이

CSI의 정확도보다 최대 재전송 횟수에 더 큰 영향을 받으

며, 반면에 높은 SNR에서는 불능 확률이 CSI의 정확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음을 보인다.
그림 3에서는    ,   일 때, 지연된 채널 정보

하에서 여러 값에 대한 ARQ 기반 기회적 중계 기법의

불능 확률에 대한 분석 및 시뮬레이션결과를 보인다. 0 dB 
~ 30 dB 사이의 SNR 및 주어진 값에 대하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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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N=2일 때 여러 K값에 대한 불능 확률 비교
Fig. 3. Outage probability of various K when N=2

와 시뮬레이션 결과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SNR≥  dB  일 때,   인 경우와   인 경우

SNR에 따른 불능 확률의 기울기가 다르지만   인 경

우와   인 경우의 기울기는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SNR에 따른 불능 확률의 기울기는 다이버시티 차수

(diversity order)를 의미하므로, 이를 통해    ,   

일 때 중계기의 수를 2보다 높게 설정해도 중계기가 2개인

경우와 다이버시티 차수는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에서는    ,   일 때, 지연된 채널 정보

하에서 여러 값에 대한 ARQ 기반 기회적 중계 기법의

처리량의 기대값을 보인다. 이를 통해 기회적 중계 기법에

그림 4.  K=3일 때 여러 N값에 대한 처리량의 기대값 비교
Fig. 4.  Expected throughput of various N when K=3

서 ARQ를 적용했을 때, ARQ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

해 처리량의 기대값이 향상됨을 확인한다. 특히 2 dB 이하

의 낮은 SNR에서   일 때, ARQ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20% 이상 처리량의 기대값이 향상된다. 처리량

의 기대값이 향상되는 이유는 ARQ를 사용하면 불능 확률

이 낮아지므로, 단말기에서 성공적으로 디코딩하는 데이터

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연된 채널 정보를 사용한 ARQ 기반 기

회적 중계 기법의 불능 확률 및 처리량의 기대값을 분석하

였다. 수신기의 수신 SNR에 대한 적률생성함수를 통해 불

능 확률을 유도하였으며, 중계기의 평균 (재)전송 횟수를

통해 처리량의 기대값을 분석하였다. 모의실험을 통해 지

연된 채널 정보 하에서 분석한 불능 확률이 시뮬레이션결

과와 일치함을 확인하였으며, 지연된 채널 정보 하에서의

불능 확률을 완벽한 채널 정보 하에서의 불능 확률과 비교

하였다. 또한 지연된 채널 정보 하에서 기회적 중계 기법에

ARQ를 적용하는 것이 처리량 측면에서 더 우수함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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