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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딥러닝 모델의 하나인 오토인코더 기반의 터보 오토인코더의 성능 분석을 다룬다. 기존의 터보 오토인코더 

구조를 개선하여 향상된 성능을 갖는 딥러닝 모델을 제안한다. 실험을 통해 제안한 터보 오토인코더가 기존 터보 오토

인코더보다 더 낮은 블록 오류율 및 비트 오류율을 가짐을 보였다. 제안한 기법을 통해 향후 추가적인 모델 개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Ⅰ. 서 론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오류정정부호 기법이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다. 부

호 설계 기법으로는 강화학습 기반의 LDPC 부호 설계[1]와 Polar 부호 설

계[2] 등이 제안되었고, 복호기 설계 기법으로는 RNN 구조를 갖는 

Convolutional 부호의 복호기[3]와  Block 부호의 복호기[4] 등이 제안되

었다. 또한 LDPC 부호의 순차적 복호기를 설계하기 위해 멀티 암드 밴딧

(Multi-Armed Bandits) 문제로 접근한 기법[5]이 있다.

 오류정정부호의 부호기와 복호기를 동시에 설계하는 딥러닝 기반의 기법

으로 오토인코더를 활용한 기법[6]이 있다. 오토인코더는 신경망 구조를 사

용한 비선형 주성분 분석의 한 기법으로 제안된 딥러닝 모델이다. 특히 잡음

제거 오토인코더는 잡음이 존재하는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데이터 고유의 특

징을 이용하여 데이터 내의 잡음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긴 길이의 부호를 

완전 연결층으로 구성된 오토인코더로 설계 시 학습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신경망의 가중치가 글로벌 최적값으로 수렴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 터보 부호의 구조를 활용하여 인터리

버가 포함된 신경망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학습 파라미터를 줄이면서 터보 

부호의 성능을 능가하도록 하는 터보 오토인코더 기법[7]이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터보 오토인코더의 구조를 개선하여 더욱 향상된 성능을 

갖는 모델을 제안한다.

Ⅱ. 본론

 기존 터보 부호의 구조적 특성을 신경망 모델에 반영하여 파라미터 수를 

줄인 터보 오토인코더는 1D-CNN 구조를 활용하여 송신부에 2개의 층, 

수신부에는 5개의 층으로 신경망 모델이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두 가지 전략으로 모델을 수정하였다. 첫 번째는 기본 

CNN 대신 특성 추출에 효과적인 DenseNet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는 송

신부 신경망 층의 수를 수신부와 동일하게 5개로 증가시켰다.

 다음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터보 부호의 송수신기와 제안한 터보 오토

인코더의 송수신기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터보 부호의 송수신기 구조

그림 2. 제안한 터보 오토인코더의 송수신기 구조

 

 일반적인 오토인코더에서는 인코더 학습과 디코더 학습이 한 에포크 내

에서 동시에 수행된다. 그러나 터보 오토인코더에서는 매 에포크마다 부

호기 부분을 일정 횟수만큼 학습시킨 후 복호기 부분을 일정 횟수만큼 학

습시키는 순차적 학습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제안한 시스템이 학습 

과정에서 로컬 미니멈 값에 빠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다음 표는 제안한 터보 오토인코더의 학습에 사용된 하이퍼 파라미터를 

나타낸 것이다.

파라미터 설정값

손실함수 이진 교차엔트로피

부호기 블록 5층 1D-DenseNet, 필터 크기=5, 필터 개수=100

복호기 블록 5층 1D-DenseNet, 필터 크기=5, 필터 개수=100

복호 반복 횟수 6

정보 특성 크기 5

배치 크기 500~2000

최적화 방법 Adam, 학습률=0.0001

학습 방법
에포크 당 부호기 100번 학습 후 복호기 500번 학습

부호기 학습 SNR=2dB, 복호기 학습 SNR=-1.5~2dB

정보 블록 크기 40

에포크 수 400

 앞서 소개한 두 가지 전략을 적용한 터보 오토인코더를 위와 같은 하이

퍼 파라미터 환경에서 실험하였다. 그림 3과 그림4는 기존 터보 오토인코

더, 전략 1만을 적용한 터보 오토인코더, 전략 2만 적용한 터보 오토인코

더, 그리고 전략 1과 전략 2를 함께 적용한 터보 오토인코더의 성능을 각

각 블록 오류율과 비트 오류율 관점에서 비교한 것이다. 이 결과를 통해 

제안한 전략이 모두 성능 개선 효과가 있으며, 두 전략을 모두 적용한 모

델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짐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림 3. 터보 오토인코더의 블록 오류율 성능 비교

그림 4. 터보 오토인코더의 비트 오류율 성능 비교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오류정정부호의 하나인 터보 오토인코더

의 구조를 개선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입력 데이터

의 특징 추출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신경망을 적용하고 계층을 깊

게하여 성능 이득을 얻는 전략을 취하였다. 향후 추가 개선을 위하여 파라

미터 수의 증가로 복잡도가 지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징 

추출에 효과적인 다양한 신경망 구조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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