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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using a higher-order modulation scheme, there are variations in bit-reliability depending on the bit position 
in a modulation symbol. Variations of bit-reliability in the codeword block lower the decoding performance. Also, 
the decoding performance increases as the sum of the bit-reliabilities in the codeword block increases. This paper 
presents a novel hybrid automatic repeat request scheme that increases the sum of the reliabilities of the 
transmitted bits by lowering the modulation order, and decreases the variations of bit-reliability in the codeword 
block by preferentially retransmitting bits with low reliability. The proposed scheme outperforms the constellation 
rearrangement scheme. Furthermore, the proposed scheme also provides a good solution in cases where the size of 
the retransmission block is smaller than the size of the initial transmission block.

Key Words : Hybrid ARQ(하이 리드 자동 재 송), Bit Reliability(비트 신뢰도), QAM Modulation(직교 진폭 변조방

식), Forward Error Correction( 진 오류 수정), Incremental Redundancy(증분 리던던시), Constellation 
Rearrangement(성상도 재배치)

1. 서 론

  군사 성과 개인 무선기기를 이용한 은 정보

이라 불릴 만큼 군사 작 에 있어서 통신을 기반으

로 한 네트워크가 요시 되고 있다. 한 정보의 질

과 양에 있어서 에는 음성통신이 군사 작 의 주

* Corresponding author, E-mail: bumsoo_park@add.re.kr
Copyright ⓒ The Korea Institute of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요 수단이 되었던 것에 비해 은 상 정보 등 

디지털 데이터가 주를 이루며 이를 해서 송 속도

의 향상  데이터의 무결성이 요시 되고 있다. 통

신 시스템에서 무결성을 보장해 주기 해서 일차 으

로 FEC(Forward Error Correction)를 통해 에러 복구를 

수행하며 에러의 복구에 실패하는 경우 ARQ(Automatic 
Repeat Request)를 통해 패킷이 재 송된다[1]. 기존의 

통신에서는 FEC와 ARQ가 서로 독립 으로 수행되었

으나 터보 코드와 LDPC(Low Density Parity Check)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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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등 소 트 디코딩 기술이 발 함에 따라 FEC와 

ARQ가 서로 력하며 통신을 수행하는 Hybrid ARQ 
기술이 발 하게 되었다.
  Hybrid ARQ 기법은 3개의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

다. 타입 I은 수신기에서 특정 패킷의 디코딩에 실패한 

경우 기존의 패킷 데이터를 버리고 송신기에 재 송을 

요청한다. 한 재 송된 패킷을 디코딩 하기 해 이

 송의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다. 타입 II의 경우 

수신기에서 특정 패킷의 디코딩에 실패한 경우 송신

기에 재 송을 요구하며 송신기는 이 에 보냈던 패킷

을 그 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형태로 바꾸어 

재 송을 한다. 수신기는 재 송된 패킷 데이터와 이

 송된 패킷 데이터를 함께 디코딩하여 보다 향상

된 디코딩 성능을 얻는다. 추가 인 패러티 비트를 계

속하여 재 송 하는 IR(Incremental Redundancy) Hybrid 
ARQ 기법과 이 에 보낸 패킷과 재 송된 패킷을 최

으로 결합하여 디코딩 하는 CC(Chase Combining) 
Hybrid ARQ 기법[2]은 타입 II Hybrid ARQ의 표 인 

이다. 타입 III는 타입 II에 Self-decidability를 추가한 

것으로 재 송된 패킷만으로 디코딩 될 수 있어야 하

는 조건이 추가로 필요하다. 따라서 타입 III는 재 송 

된 패킷으로 우선 디코딩을 시도하며 디코딩에 실패

하 을 경우 이 에 받았던 패킷과 함께 디코딩을 시

도하게 된다[3].
  디지털 통신에서 고차 변조 기술은 고속의 송속도

를 달성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의 변조 심볼 

안에 두 개 이상의 비트를 송하는 고차 변조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심볼의 2차원 성상도 매핑 제한에 의해 

성상도 치에 따라 비트들의 신뢰도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4,5]. 따라서 패킷내의 비트들간에 비트 신뢰도 차

이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디코딩 성능에 하가 발

생하게 된다. Wengerter는 이러한 비트 신뢰도의 차이

를 재 송시 평 화 시킬 수 있는 CoRe(Constellation 
Rearrangement) 기법을 소개했다[6]. CoRe 기법은 MIMO 
(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시스템으로도 확장이 

가능하다[7]. 한 Xiao-bing은 재 송 시 기 송 블

록을 모두 보내는 것이 아닌 신뢰도가 낮은 비트만 선

택 으로 재 송하는 새로운 Hybrid ARQ 방법을 제안

했다[8].
  본 논문에서는 고차 변조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생

기는 비트 신뢰도의 차이에 의한 디코딩 오류 확률을 

재 송시 일 수 있는 새로운 Hybrid ARQ 기법을 제

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기 송에서 낮은 신뢰도를 

가지고 송된 비트들에 하여 재 송시 차 변조를 

통하여 높은 신뢰도를 부여하고 이 에 송된 패킷과 

함께 디코딩 됨으로써 에러 확률을 이게 된다.

2. 비트 신뢰도

  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변조 방식은 

재 디지털통신에 있어서 가장 리 사용되는 변조 

방식이다. 16-QAM 는 64-QAM 등의 고차 변조 방식

은 비트에러 확률을 이기 해 Fig. 1과 같이 그 이 

맵핑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MSB(Most Significant 
Bit)과 LSB(Least Significant Bit) 간에 신뢰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비트 신뢰도는 LLR(Log Likelihood Ratio)의 값 

크기에 의해 측정이 될 수 있다. LLR은 식 (1)과 같이 

받은 심볼의 특정 비트가 1로 단될 확률과 0으로 

단될 확률의 로그비 이다. 식 (1)에서 r은 콤 스 

수신 심볼을 의미하며 b1은 변조된 비트를 의미한다.

  ln Pr  
Pr  

 (1)

  Fig. 1에서의 16-QAM의 경우 MSB i1와 LSB i2의 

LLR은 각각 식 (2)와 (3)으로 계산 되며 여기서 는 

받은 심볼     의 가우시안 채  잡음의 분산에 

해당하며 와 는 각각 받은 심볼의 인페이즈 성분과 

쿼드러처 성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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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M 변조 방식의 경우 인페이즈와 쿼드러처 성분

이 칭이므로 LLR 값의 평균은 인페이즈와 쿼드러

처가 동일하다. 보낸 심볼의 인페이즈 성분은 “00”, 
“01”, “10”, “11”이 가능하며 각 경우의 심볼에 따른 

MSB i1과 LSB i2의 평균 LLR은 각각 식 (4)와 식 (5)
로 구해진다. 식 (4)와 식 (5)에서 는 보낸 심볼의 인

페이즈 성상도 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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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LLR은 보낸 심볼의 성상도 치  채  잡음, 
즉 SNR(Signal to Noise Ratio)의 함수 이다. Table 1과 

Table 2는 각각 16-QAM과 4-QAM에 하여 SNR을 

변화하며 많은 수의 채 잡음을 생성하고 식 (4)와 식 

(5)의 컴퓨터 계산을 통해 얻은 LLR의 평균값을 표시 

하 다. 여기서 평균 LLR 값의 값의 크기는 각 

비트에 한 오류가 없을 확률, 즉 비트 신뢰도(Bit 
reliability)를 의미하며 각 심볼에 한 비트 신뢰도의 

합을 심볼 신뢰도(Symbol reliability)로 정의하 다. 
4-QAM의 경우 하나의 심볼을 통해 인페이즈와 쿼드

러처 성분에 각각 한 비트의 데이터를 송하게 되므

로 심볼 신뢰도와 비트 신뢰도가 일치한다. Table 1에
서 MSB와 LSB의 비트 신뢰도 값의 비는 SNR이 작은 

경우가 SNR이 큰 경우에 비하여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Table 1과 Table 2를 비교해 보면 같은 SNR 

상황에서 심볼 신뢰도는 4-QAM의 경우가 16-QAM의 

경우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Statistical measurement of mean LLRs for the 

16-QAM Signal constellation

SNR
Symbol 
(i1i2)

Mean 
LLR for 
MSB i1

Mean 
LLR for 
LSB i2

Symbol 
reliability

0 dB

00 -0.67 -0.23

01 -2.03 0.28

10 0.67 -0.23

11 2.03 0.28

Bit 
reliability 1.35 0.255 1.61

3 dB

00 -1.17 -0.58

01 -3.68 0.65

10 1.17 -0.58

11 3.68 0.72

Bit 
reliability 2.425 0.65 3.075

6 dB

00 -1.96 -1.37

01 -6.77 1.57

10 1.96 -1.37

11 6.77 1.57

Bit 
reliability 4.365 1.47 5.835

Table 2. Statistical measurement of mean LLRs for the 

4-QAM signal constellation

SNR Symbol (i1q1) Mean LLR (i1)

0 dB
0q1 -2.0

1q1 2.0

3 dB
0q1 -3.99

1q1 3.99

6 dB
0q1 -7.96

1q1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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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posed Hybrid ARQ scheme

3. 변조 차수 변경을 통한 Hybrid ARQ 기법

  터보코드  LDPC코드 등 Shannon의 Capacity 한계

에 거의 근 한 채  코드들이 등장함에 따라 FEC 
기법은 디지털 통신의 용량 확 와 무결성 확보를 

한 필수 기법으로 쓰여 지고 있다[9,10]. 이러한 FEC 기

법들은 소 트 디코딩을 사용한다는 과 iterative 디

코딩을 수행한다는 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FEC의 코드워드 패킷안의 비트들은 서로 보완 

계를 가지고 인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코딩 과정

에서 소 트 디코딩과 iterative 디코딩을 통해 보다 효

율 으로 오류가 난 비트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FEC의 성능은 각 비트들의 신뢰도와 

한 계를 가지게 되는데 신뢰도가 작은 비트들이 많

이 있는 경우 FEC 성능은 하락한다. 본 논문에서는 

작은 비트 신뢰도에 의해서 디코딩이 실패하여 재

송을 요청하 을 경우 변조차수를 낮추어서 재 송을 

함으로써 재 송된 패킷의 디코딩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Hybrid 재 송 기법을 제안한다.
  재 송시 변조 차수를 낮추어 송을 하게 되면 2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볼 신뢰도가 증가하게 되

므로 코드워드 패킷 내의 체 비트들의 신뢰도 총합

이 증가하게 된다. 한 이  송에서 낮은 신뢰도를 

가지고 송된 비트들을 우선하여 높은 신뢰도를 부

여디코딩을 수행하는 Hybrid ARQ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신뢰도를 고려하지 않고 재 송한 Hybrid ARQ 
기법에 비하여 디코딩 성공 확률이 향상된다.
  Fig. 2는 제안하는 Hybrid ARQ 기법에 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여 다. 제안하는 기법은 아래의 차

에 따라 기 송  재 송이 이루어진다.
  1) 송하고자 하는 디지털 정보비트는 기 송에

서 FEC를 통하여 마더-코드워드로 인코딩 되며 펑처

링을 통해 무작 로 선정된 리던던시 비트들을 제거

하여 정해진 패킷 사이즈로 기 송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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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 송된 패킷의 디코딩이 실패하 을 경우 

수신기는 송신기에 재 송을 요구하게 되고 송신기는 

마더-코드워드의 비트들  이  송에서 신뢰도가 

가장 은 순서부터 우선하여 변조차수를 낮추어 재

송 한다.
  이  송에 있어서 비트 신뢰도의 순서는 펑처링 

되어 송되지 못한 비트의 신뢰도가 가장 낮으며 16- 
QAM 변조 기법의 경우 LSB(i1,q1), MSB(i2,q2)의 순서

로 낮다.
  제안하는 Hybrid ARQ 기법은 매 재 송 시 마다 

이  송에서 신뢰도가 작게 송된 순 에 따라 재

송 하는 비트들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Wengerter
가 제안한 CoRe기법에 비하여 재 송 패킷의 사이즈

를 유연하게 변동이 가능하다. 한 재 송 시 변조차

수를 낮춤으로써 Xiao-bing이 제안한 Hybrid-ARQ 기법

에 비하여 재 송 비트들의 총 신뢰도를 크게 함으로

써 에러 확률을 일 수 있다.

4. 시뮬 이션 결과

  제안된 기법의 성능 분석을 해 컴퓨터 시뮬 이

션이 IEEE 802.16e 규격을 기반으로 하여 AWGN 
(Addictive White Gaussian Noise) 채  환경에서 수행 

되었다[11]. 채  코딩은 터보코드를 사용하 으며 384
비트의 정보 비트 블럭을 상으로 시뮬 이션을 수행

하 다.
  Fig. 3는 IR(Incremental Redundancy) 재 송 기법을 

사용하 을 경우 기 송을 16-QAM으로 송한 후 

4-QAM으로 재 송 한 경우와 16-QAM으로 재 송한 

경우의 BLER(BLock Error Rate)을 비교한 결과이다. 
재 송 BLER 성능이 4-QAM으로 변조 차수를 낮추어 

송하는 경우 약 0.2dB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4는 제안된 Hybrid ARQ 기법과 CoRe 기법의 

재 송 BLER 성능을 비교한 결과이다. 기 송은 

16-QAM으로 송을 하며 동일한 성능 비교를 해 

제안된 기법에서도 CC(Chase Combining) 재 송을 사

용 하 고 역폭을 동일하게 유지 하 다. 즉, CoRe
의 경우 16-QAM을 사용하는 신 제안된 기법은 

4-QAM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송하는 비트의 수

는 CoRe의 경우에 비해 1/2만 송 하 다. 시뮬 이

션 결과 제안된 Hybrid ARQ 기법이 CoRe 기법에 비

해 총 3번의 재 송에 걸쳐 모두 BLER 성능이 우수함

을 확인하 다.

Fig. 3. BLER performance of retransmission with down 

-grading modulation level

Fig. 4. BLER performance comparison of proposed 

Hybrid ARQ scheme and Constellation 

Rearrangement scheme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차 QAM 변조 기법에 있어서 성상

도의 치에 따른 비트 신뢰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이

고 변조 차수가 감소함에 따라 심볼 신뢰도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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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 다. 이러한 심볼 신뢰도의 증가는 Hybrid 
ARQ 재 송에서 변조 차수를 낮춤으로써 오류 확률

을 이는 것을 확인 하 으며, 이를 이용한 새로운 

Hybrid ARQ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Hybrid ARQ 
기법은 이  송에서 낮은 신뢰도로 송된 비트들

을 우선하여 낮은 차수의 변조 기법을 통하여 재 송

함으로써 재 송 시 우수한 BLER 성능을 얻을 수 있

다. 한 제안된 Hybrid ARQ 기법은 IR과 CC에 모두 

용이 가능하며 재 송 패킷의 용량에 계없이 동

작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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