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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보조정보를 이용하여 부호의 길이를 줄이는 인덱스 부호화 문제에서 각 수신기의 보조정보에 오류가 있는
상황일 때 인코딩에 관한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한다. 먼저, 일반적인 비선형 부호에 관해 인코딩에 관한 필요충분조건을
찾고 선형 부호일 경우에 대해서는 생성행렬에 관한 필요충분조건을 보인다.
.

Ⅰ. 서 론
인덱스 부호화는 1998 년에 처음 위성통신을 위하여
도입된 개념으로 위성통신적 목적 외에 다양한
정보이론적 문제들 및 네트워크 부호 문제, 간섭 관리
문제, 분산 저장 시스템 등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최근
학계에서 꾸준히 주목 받고 있다. 인덱스 부호화의 주
목적은 각각의 수신기가 가지고 있는 보조정보를
이용하여 송신기가 최적의 부호 길이를 갖는 부호를
설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덱스 부호를 설계하고
최적의 부호 길이를 찾는 것은 NP-hard 문제로 알려져
있다 [1].
일반적인 인덱스 부호화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인덱스 부호화 문제에서는 하나의 송신기와
다수의
수신기가
에러가
없는
브로드캐스트
채널(broadcast channel)을 통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이
때, 각 수신기는 송신기가 보낼 정보들 중 일부를
보조정보로 미리 알고 있으며 송신기의 정보들 중
일부를 수신 받기를 원한다. 인덱스 부호화가 다른
부호화 기법들과 다른 점은 각 수신기들이 보조정보가
있으며 모든 정보를 수신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송신기는 각 수신기가 어떤 정보를 수신
받기를 원하는 지와 어떤 정보를 미리 갖고 있는 지
알고 있다고 가정하며 이 정보들을 통해 가장 짧은
길이의 인덱스 부호를 설계하여 송신하려 한다. 위와
같은 각 수신기들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래프를
보조정보 그래프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는 인덱스 부호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며 [2]의 표기법을 따른다. 송신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𝑛𝑛 개, 수신기의 개수를 𝑚𝑚 개로
생각한다. 즉, 송신기는 벡터 𝒙𝒙 = (𝑥𝑥1 , 𝑥𝑥2 , … , 𝑥𝑥𝑛𝑛 ) ∈ 𝔽𝔽𝑛𝑛𝑞𝑞 를
가지고 있으며 보조정보 그래프 𝐺𝐺 를 알고 있다. 각
수신기는 이 중 하나의 정보를 수신 받기를 원하며 𝑖𝑖번째
수신기 𝑅𝑅𝑖𝑖 가 원하는 메시지의 인덱스를 𝑓𝑓(𝑖𝑖)로 정의하고
해당 원소를 𝑥𝑥𝑓𝑓(𝑖𝑖) 로 정의한다. 또한, 𝑅𝑅𝑖𝑖 가 보조정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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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고 있는 메시지들의 인덱스집합을 𝒳𝒳i 로 정의한다.
일반적인 인덱스 부호화 상황에서는 각 메시지가 벡터
형태라든지 각 수신기가 여러 메시지를 수신 받기를
원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유한한 길이의 인덱스
부호에서는 위의 상황을 본 논문에서 정의한 상황으로
자명하게 바꿀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인덱스
부호화
문제를
다루며
어느
수신기에서도 수신 받기를 원치 않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는 제외시킬 수 있으므로 모든 메시지는 어느
수신기에서는 원해지며 𝑚𝑚 ≥ 𝑛𝑛 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인덱스 부호화 상황에서는 보조정보에 오류가
없으므로
𝑓𝑓(𝑖𝑖) ∉ 𝒳𝒳i 로
가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보조정보에 오류가 있는 상황을 다루기 때문에 𝑓𝑓(𝑖𝑖) ∈
𝒳𝒳i 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인덱스
부호화 문제에서 𝑓𝑓(𝑖𝑖) ∉ 𝒳𝒳i 로 가정한다는 점과 인덱스
부호화 상황에서 보조정보가 에러가 없는 브로드캐스트
채널을 통해 얻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본 논문에서도 일반적인 상황과 마찬가지로
𝑓𝑓(𝑖𝑖) ∉ 𝒳𝒳i 로 가정한다. 또한, 각 수신기는 최대 𝛿𝛿𝑠𝑠 개의
에러가 있는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으며 어떤 정보가
에러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가정한다.
수신기의
보조정보가 에러가 있는 상태인 경우는 흔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가정이며 가장 간단한 예시로는
보조정보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을 때 메모리 에러로
인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보조정보 그래프는 각 수신기가 미리 알고 있는
보조정보와 수신 받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나타내 주는
그래프이며 메시지 개수와 수신기 개수가 같을 때는
1
개의
노드(node)로
이루어진
단일
노드
그래프(unipartite graph)로 표현되며 다른 경우에는
메시지와 수신기 노드 2 개로 이루어진 양자 노드
그래프(bipartite graph)로 표현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보조정보에
오류가 있는 환경에서 인덱스 부호의 인코딩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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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이를 증명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예시를
보인다. Ⅲ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본론
먼저 다음과 같은 벡터의 집합을 정의하며 𝒙𝒙𝓧𝓧𝒊𝒊 는
𝑅𝑅𝑖𝑖 의 보조정보로 이루어진 벡터를 의미한다.
(1)

ℒ(𝑞𝑞, 𝐺𝐺, 𝛿𝛿𝑠𝑠 ) = {𝒛𝒛 ∈ 𝔽𝔽𝑛𝑛𝑞𝑞 ∶ ∃𝑖𝑖 ∈ [𝑚𝑚] s. t. wt( 𝒛𝒛𝓧𝓧𝒊𝒊 ) ≤ 2𝛿𝛿𝑠𝑠 ,
𝑧𝑧𝑓𝑓(𝑖𝑖) ≠ 0 }

송신기의 인코딩 함수를 𝐸𝐸(⋅) 으로 표현할 때,
보조정보에 오류가 있는 상황에서 인덱스 부호 인코딩
문제의 필요충분조건은 다음과 같다.

Theorem 1: 각 수신기가 최대 𝛿𝛿𝑠𝑠 개의 에러가 있는
보조정보를 갖는 인덱스 부호화 상황에서의 인코딩
함수는 다음의 수식 (2)를 필요충분조건으로 만족한다.
𝐸𝐸(𝒙𝒙) ≠ 𝐸𝐸(𝒙𝒙′ )
for all 𝒙𝒙 − 𝒙𝒙′ ∈ ℒ(𝑞𝑞, 𝐺𝐺, 𝛿𝛿𝑠𝑠 )

(2)

증명)
는
𝑥𝑥𝑓𝑓(𝑖𝑖)
를
수신
받은
각
수신기
𝑅𝑅𝑖𝑖
코드워드(codeword)와 보조정보 𝒙𝒙𝓧𝓧𝒊𝒊 를 이용하여
복호해야 한다. 그러면, 송신기의 경우는 각 수신기가
헷갈릴만한 (confusable) 메시지들을 다른 코드워드로
인코딩하면 된다. 𝑅𝑅𝑖𝑖 는 다른 메시지들 외에 오직
𝑥𝑥𝑓𝑓(𝑖𝑖) 에만 관심이 있으므로 같은 𝑥𝑥𝑓𝑓(𝑖𝑖) 값을 갖는
메시지들에 대해서는 서로 코드워드로 구분될 필요가
없다. 또한, wt(𝒙𝒙𝓧𝓧𝒊𝒊 − 𝒙𝒙′𝓧𝓧𝒊𝒊 ) ≥ 2δs 인 두 메시지 벡터 𝒙𝒙 와
𝒙𝒙′ 에 대해서는 𝑅𝑅𝑖𝑖 가 보조정보로 두 메시지 벡터를 구분해
낼 수 있으므로 같은 코드워드로 인코딩되어도 상관이
없다. 따라서,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는 메시지 벡터의 쌍
′
𝒙𝒙 와 𝒙𝒙′ 은 𝑥𝑥𝑓𝑓(𝑖𝑖) ≠ 𝑥𝑥𝑓𝑓(𝑖𝑖)
이며 wt(𝒙𝒙𝓧𝓧𝒊𝒊 − 𝒙𝒙′𝓧𝓧𝒊𝒊 ) ≤ 2δs 이다.
이러한 메시지 벡터 𝒙𝒙 와 𝒙𝒙′ 의 차이에 대해서 표현하면
수식 (1)과 같은 집합에 포함된다.
위의 조건을 선형 부호에 대해서 논하면 다음과 같은
따름 정리를 얻는다.

Corollary 1: 각 수신기가 최대 𝛿𝛿𝑠𝑠 개의 에러가 있는
보조정보를 갖는 인덱스 부호화 상황에서의 생성행렬
𝐴𝐴는 다음의 수식 (3)을 필요충분조건으로 만족한다.
for all 𝒙𝒙 ∈ ℒ(𝑞𝑞, 𝐺𝐺, 𝛿𝛿𝑠𝑠 )

𝒙𝒙𝐴𝐴 ≠ 𝟎𝟎

(3)

아래의 예시에서 선형 부호인 경우 생성행렬 중
하나를 확인할 수 있다. 𝑞𝑞 = 2, δs = 1, 𝑛𝑛 = 𝑚𝑚 = 4, 𝑓𝑓(𝑖𝑖) = 𝑖𝑖
for all 𝑖𝑖 ∈ [𝑚𝑚]이고 보조정보 그래프 𝐺𝐺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𝑛𝑛 = 𝑚𝑚 = 4일 때 예시의 보조정보 그래프
<그림 1>에서 각 인덱스는 수신기 및 수신기가 원하는
메시지의 인덱스를 의미하며 화살표는 보조정보의 유무
를 나타낸다. 가령, 노드 1 에서 노드 2 로의 화살표는 1
번 수신기가 메시지 2 를 보조정보로 갖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 예시의 경우는 모든 수신기가 자신이 수신 받기
를 원하는 메시지 외에 모든 메시지를 보조정보로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ℒ(𝑞𝑞, 𝐺𝐺, 𝛿𝛿𝑠𝑠 )는 (0,0,0,0)과 (1,1,1,1)을 제외한 𝔽𝔽42
상의 모든 벡터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아래의
생성행렬 𝐴𝐴는 수식 (3)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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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𝐴𝐴 =

이 경우 인덱스 부호화를 하지 않는 경우는 메시지를
하나씩 보내어 부호 길이 4 가 필요하지만 주어진 생성행
렬을 사용할 시 부호 길이가 3 으로 감소하였다. 복호화
의 경우는 이 예제의 경우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가령
1 번째 수신기의 경우 수신 받은 3 개의 값 𝑥𝑥1 + 𝑥𝑥2 , 𝑥𝑥1 +
𝑥𝑥3 , 𝑥𝑥1 + 𝑥𝑥4 각각에서 보조정보 𝑥𝑥2 , 𝑥𝑥3 , 𝑥𝑥4 를 빼면 𝑥𝑥1 의 추정
치를 얻게 되는데 각 수신기는 최대 1 개의 에러가 있는
보조정보를 갖게 되므로 𝑥𝑥1 의 추정치는 2 개이상이 같게
되며 이 값을 고르면 된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인덱스 부호화 상황에서 기존의 가정과
달리 보조정보에 에러가 있을 경우를 대처하는 새로운
인덱스 부호화 상황에 대하여 논하였고, 이 경우 인코딩
함수의 필요충분조건에 대해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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