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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집오류 환경에서 비이등변 삼각 인터리버 구조에 따른
BER (Bit Error Rate) 비교

 부호 길이 대비 연집오류 차지 비율(ρ): 0.1, 0.2, 0.3

 인터리버: x, 1:4, 1:3, 1:2, 1:1

 부호길이: 2048

 부호율: 0.5

 이등변 삼각 인터리버 예시

 1,6,10,13,15,2,7,11,14,3,8,12,4,9,5

 인터리빙 결과, 작은 인덱스 차이(파란색)가 적게 나타나며
큰 인덱스 차이(빨간색)이 많이 나타남.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한
인터리버[1].

1. 기존 연구 현황 3. 실험 결과

𝑁𝑁 = 2048,𝑅𝑅 = 0.5, ρ = 0.1

𝑁𝑁 = 2048,𝑅𝑅 = 0.5, ρ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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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모델

 본 논문에서는 AWGN채널에서 Burst Noise가 더해지는
모델을 사용함. 

 복호기는 반복 채널 추정 및 극부호 복호 기법을
사용함[3].

 기존의 반복 채널 추정 극부호 복호 기법으로는 Burst 
Noise에 따른 성능 감소가 발생함.

 인터리버 기법을 이용하여 Burst Noise를 해결해야함

 비이등변 삼각 인터리버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어지면 작은 인덱스
차이는 더 적고, 큰 인덱스 차이는 더 많을 것이라 기대됨. 

 본 논문에서는 세로와 가로의 비가 1:4(32,129), 
1:3(37,112), 1:2(46,93), 1:1(64,64)인 삼각형을 고려함

2. 실험 배경

4. 결과 분석
 인터리버를 적용한 경우가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성능이 좋음

 연집 오류 차지 비율이 낮은(ρ = 0.1) 환경에서는 1:1 삼각
인터리버의 성능이 좋음.

 연집 오류 차지 비율이 높은 (ρ = 0.3) 환경에서는 1:3 삼각
인터리버의 성능이 좋음

 1:4 삼각 인터리버의 경우 실험한 모든 환경에서 성능이
안좋음

 따라서, 실제 통신 환경에 따라 적절한 비율의 삼각
인터리버를 활용해야 함

𝑁𝑁 = 2048,𝑅𝑅 = 0.5, ρ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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