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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각기 다른 자료를 지닌 두 송신자가 하나의 수신자에게 릴레이를 거쳐 자료를 전송하는 Y-

network 시스템에서 Polar code 의 구조적인 특징을 이용해 오류율을 줄여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Polar code 는 부호의 길이 N 이 커짐에 따라 임의의 B-DMC(Binary-Discrete Memoryless Channel)에 대해 

채널 용량을 달성할 수 있는 부호이며 반복적인 구조로 인해 부호화와 복호화 복잡도가 낮은 장점을 가진 

부호이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 Y-network 시스템의 릴레이에서 간단한 이진 모듈로 덧셈으로 전체 부호의 

길이를 늘려 전송효율을 높일 수 있다. 

 

1. 서론 

 
Polar code 는 터키의 Erdal Arikan 교수에 의해 제안된 

부호로 채널 분극화 과정을 거쳐 전체 부호의 길이 N 이 

커짐에 따라 임의의 B-DMC 에 대해 채널용량을 달성함이 

이론적으로 증명된 부호이다[1]. 부호화 과정이 간단한 이진 

모듈로 덧셈만으로 이루어지고 반복적인 구조를 지녀 부호화 

과정과 연속제거복호 방법을 쓸 경우 복잡도가 O(NlogN)으로 

낮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최근까지 Polar 

code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활발하게 

연구된 LDPC(Low Density Parity Check)부호나 터보 

부호보다 성능적 우위를 지닐 수 있는 List-decoding 기법이 

연구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2]. 

Polar code 의 채널 분극화라는 특이한 기법을 이용해 

점대점 통신에서의 응용방안뿐만 아니라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다중 사용자, 다중 목적지를 지니는 시스템에서 자료를 

전송 하는 방법의 문제를 해결할만한 부호로 떠오르고 있다. 

Polar code 는 대표적인 멀티 유저 채널인 MAC(Multiple 

Access Channel)에서 채널 용량을 달성함을 보였고 또한 

도청채널에서도 secrecy 용량을 달성함을 보였다[3][4]. Y-

network 채널은 대표적인 다중 사용자 채널로 이미 다른 

부호인 Fountain 부호와 터보 부호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5][6]. 이에 본 논문에서는 Polar code 를 

이용하여 Y-network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절에서는 Polar code 의 

일반적인 구성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3 절에서는 Y-

Network 시스템모델과 Polar code 의 적용방법을 설명하고 

4 절에서는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실험을 통해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을 맺는다. 

 

2.  Polar Code의 구성 
 

Polar code 는 채널 병합과 채널 분리의 두 과정으로 

이루어진 채널 분극화 과정을 거쳐 전체 채널 용량을 달성하는 

부호이다. 채널 병합과정은 두 개의 독립이고 동일한 채널  에 

대해 그림 1과 같이 채널을 병합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림 1. 병합된 채널    

입력된 신호 b 에 대해 출력된 신호가 a 가 나올 확률을 

      로 정의하면 위의 병합된 채널   의 전이확률은 아래와 

같다. 

                                               (1) 

다 같은 방법으로 두 개의 병합된 채널   를 묶어내어 

병합된 채널   를 생성한다. 이러한 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전체 N 개의 채널을 병합해      
    

  을 구성할 수 있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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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길이 N 을 갖는 벡터이다. 이와 같은 병합과정에서  

Polar code 의 생성행렬   를 아래의 수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여기서   은 Bit-reversal 행렬이며 는 Kronecker 곱, 

   는 행렬  
  
  

 이고 n 은 자연수이다. 

 

3. 시스템 모델과 제안하는 방법 
 

Y-network시스템 모델은 아래 그림 2.와 같이 두 

송신자(     )가 존재하고 릴레이(R)를 거쳐 수신자(D)에게 

전달해주는 모델이다. 각각의 연결된 채널은 이진소실채널로 

가정하며 소실율이 각각         로 다른 채널을 가정한다. 

또한 각 송신자는 다른 정보를 전송하며 수신자는 두 정보 

모두를 얻고 싶다고 가정한다. 

 

 

그림 2. Y-network 시스템 모델 

일반적으로 부호는 같은 부호율에서 부호의 길이가 

늘어날수록 전체 오류율이 줄어든다. Polar code 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호화 과정이 간단한 모듈로 2 덧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릴레이에서 모듈로 2 덧셈으로 전체 

부호의 길이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먼저 각 

송신자는 길이 N 인 polar code 로 부호화 하여 릴레이에 

전송한다. 릴레이는   과   로부터 온 신호를 토대로 한 

비트는 모듈로 2 연산을 한 후에 수신자에, 다른 한 비트는 

  로부터 온 신호를 그대로 전송한다.  

제시한 방법은 생성행렬    의 역과정으로 부호화시킨 

것과 같게 볼 수 있다. 또한 생성행렬   에 대해    

          을 만족하고   의 역행렬이    과 같음을 

쉽게 보일 수 있다[1]. 이에 따라 위의 간단한 연산만으로 

수신자 입장에서는 전체 부호의 길이를 2N 으로 늘려 받을 

수 있다. 

 

4. 실험결과 
 

본 절에서는 제시한 방법에 의해 2N 의 polar code 를 

전송하는 방법과 두 송신자가 길이 N 의 polar code 를 각 

각 보내는 방법일 때를 비교하여 실험하였다. 그림 3.은 

     채널의 소실율이 0.05,     채널의 소실율이 0.04 

그리고     채널의 소실율이 0.2 인 채널을 가정하여 

실험한 결과이다. 사용한 복호방법은 연속제거 복호방법이다. 

또한 Arikan방법에 의한 frozen 비트를 선정하였다[1]. 

그림 3. 에서 볼 수 있듯 일정수준의 BER(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부호율을 따져보면 제시된 방법이 모든 

부호의 길이에 대해 더 낫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부호의 길이가 늘어 남에 따라 성능향상이 있다는 것도 확인 

할 수 있다.  

그래프에서 부호율이 커짐에 따라 BER 이 역전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제안된 방법에서 frozen 비트의 

위치를 제대로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부호율이 

증가함에 따라   에 frozen 비트의 양이 줄어 정보가 지워질 

경우 오류 확산현상이 생겨 각기 보내는 경우보다 성능이 

나빠질 수 있다. 

 

그림 3. 각각 보내는 방법(R)과 제안된 방법(P)의 

BER비교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Y-network 시스템에서 Polar code 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법에 대해 기술하였고 부호의 

길이 N 을 두 배로 늘려 낮은 부호율에서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도록 함을 보였다. 최근 네트워크 환경의 전송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Polar code 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본 연구가 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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