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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연집오류 환경에서 이등변 삼각 인터리버를 변형한 비이등변 삼각 인터리버의 성능을 분석한다. 부호율 0.5 부호길이 2048
에서의 성능을 분석하였고 연집 오류가 강력 할수록 가로의 길이가 큰 인터리버가 더 좋은 성능을 가진다.

Ⅰ. 서 론
극 부호는 2009년 E.Arikan이 제안한 차세대 극 부호이다[1]. 최근 5G
이동통신 환경에서 고려되고 있는 극 부호는 각 모듈레이션 및 연집오류
환경을 위한 인터리버 설계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2016년
Qualcomm에서 제안한 이등변 삼각 인터리버가 극 부호의 대표적인 인터
리빙 기법이다[2]. 본 논문에서는 연집오류환경에서 이등변 삼각 인터리
버 기법을 변형한 비 이등변 삼각 인터리버의 성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이등변 삼각 인터리버

그림 2 5x5 이등변 삼각 인터리버 예시
4개가 존재하게 되고, 파란색 부분과 같이 인덱스 차이가 2인 부분이 1
개가 존재하게 된다. 즉 적은 인덱스 차이가 적게 나고, 많은 인덱스 차이
가 많이 나면서 인터리빙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비이등변 삼각 인터리버

그림 1 이등변 삼각인터리버 구조
Qualcomm에서 제안한 이등변 삼각 인터리버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직각을 낀 변의 길이가 n인 이등변 삼각형을 그린 후 위의 행부터 차례대
로 입력값이 들어가고 왼쪽 열 부터 차례대로 출력 값을 뽑아 낸다.
예를 들어 그림 2와 같이 5x5 이등변 삼각 인터리버를 보면, 행으로 인덱
스를 행으로 뽑아 냈을때 빨간색 부분과 같이 인덱스 차이가 5인 부분이

그림 3 비이등변 삼각 인터리버 구조
비이등변 삼각 인터리버는 그림 3과 같이 세로의 길이가 n 가로의 길이
가 m인 삼각형을 그려서 인터리빙을 수행한다. m이 n보다 길어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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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인덱스 차이는 이등변 삼각 인터리버에 비해 더 많이 나게 되며, 적
은 인덱스 차이는 더 적게 나게 된다. 따라서 이등변 삼각 인터리버보다
더 좋은 인터리빙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세로의 길이가 짧아짐으
로서 인덱스 차이의 최댓값이 작아지는 단점도 있다.
3. 성능 분석

그림 4 길이 2048, 부호율 0.5인 부호와 연집 오류 차지 비
율=0.1인 환경에서 각 삼각 인터리버들의 BER 성능 분석

그림4, 그림5, 그림6은 평균 연집 오류 길이 35, 부호길이 2048, 부호율
0.5인 환경에서 전체 길이대비 연집 오류 비율()이 0.1, 0.2, 0.3 인 환경
에서 SNR에 따른 BER 그래프를 나타낸다[3]. 가 높을 수록 연집 오류
가 잘 일어나는 환경이다. 삼각 인터리버는 세로와 가로의 비가 1:4,
1:3,1:2, 1:1, 총 4개를 고려하였다. 이 4개는 각각 (세로길이, 가로길이)가
(32,129), (37,112), (46,93), (64,64)이다. =0.1일때는 1:1이, =0.2일때는
1:2이, =0.3일때는 1:3이 가장 성능이 좋았다. 실험한 모든 환경에서 1:4
의 성능이 가장 안 좋았다. 이는 가로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성능이 안
좋게 나옴을 보여주고, 적당한 세로와 가로의 비에서 연집오류가 잘 일어
날수록 가로길이가 긴 인터리버가 성능이 좋고 연집오류가 잘 일어나지
않는 환경에서는 1:1인 삼각 인터리버의 성능이 좋음을 의미한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연집오류 환경에서 비이등변 삼각 인터리버의 가로의 길
이에 따른 성능을 분석하였다. 강한 연집 오류 환경에서는 가로 길이가 긴
인터리버가 성능이 좋았고 약한 연집 오류 환경에서는 세로대 가로비가
1:1인 인터리버의 성능이 좋았다. 그러나 모든 환경에서 가로의 길이가
1:4일때는 성능이 가장 안 좋았다. 따라서 실제 통신환경에 따라 적절한
비율의 삼각 인터리버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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