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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최근 제시된 기법을 변형하여 이진 부분접속 복구 부호 중 순환 부호를 활용하여 6
보다 큰 해밍 거리를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본 방법을 통해 설계된 부분 접
속 복구 부호 중 몇몇은 이론적 상한에 가까운 값이 나타남을 보인다.

1. 서론

부분접속 복구 부호(locally repairable code, LRC)는
분산 저장 시스템(distributed storage system, DSS)을 위
한 부호 중 하나로 논문 [1]에서 제시된 이래로 많
은 연구가 있었다. 최근 이진 부분접속 복구 부호가
낮은 설계 복잡도의 장점으로 최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해밍 거리가 4 혹은 6 정
도의 경우에는 최적 혹은 최적에 가까운 여러 설계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2]-[4]. 그 중 논문 [4]는 최근,
순환 부호를 이용하여 다양한 길이의 최적 이진 부
호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경우를 제시하였으며, 이
중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논문 [5],[6]에서 유도된
상한(upper bound) 값을 만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논문 [4]의 방법을 활용하여, 많은 연구가 필요한 6
보다 큰 해밍 거리인 부분 접속 복구 부호에 대해
서 최적에 가까운 설계가 가능함을 보여주고자 한
다.

2. 본론
A. 부분접속 복구 부호의 정의 및 최적성
(𝑛𝑛, 𝑘𝑘, 𝑑𝑑, 𝑟𝑟) 부분접속 복구 부호는 부호 길이 𝑛𝑛, 메
시지 길이 𝑘𝑘, 해밍 거리 𝑑𝑑, 부분 접속수 𝑟𝑟의 파라미
터로 표현된다. 해당 부분접속 복구 부호는 해당 부
호의 쌍대 부호(dual code) 𝐶𝐶 ⊥ 의 최소 해밍 거리인
𝑑𝑑⊥ 가 일정 부분 접속수 𝑟𝑟 + 1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며, 모든 부호 원소가 속한 위치에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쌍대 부호의 부호어(codeword)가 존재해야
한다. 부분접속 복구 부호의 최적성을 보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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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정된 파라미터 중 하나의 파라미터의 상한 혹
은 하한을 보이는 것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메시지
길이 𝑘𝑘 에 대한 상한과의 가까움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자 한다.

B. 제안하는 설계 기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설계법은 아래와 같다.
설계 1. (𝑟𝑟 = 2 및 높은 해밍 거리를 위한 부분
접속 복구 부호 설계) 이진 체 상에서 홀수인 𝑑𝑑 ′ 에
대해 (𝑛𝑛, 𝑘𝑘, 𝑑𝑑) = (2𝑚𝑚 + 1, 𝑚𝑚 + 1, 𝑑𝑑′ )이며 order 가 2𝑚𝑚
인 원시 원소(primitive element) 𝛼𝛼 의 최소 다항식
(minimal polynomial)이며 degree 가 𝑚𝑚인 생성 다항식
(generator polynomial)로 갖는 순환 부호 𝐶𝐶 ′ 가 존재한
다고 가정하자. 그 경우 첫번째 정보 비트를
shortening 하여 (𝑛𝑛, 𝑘𝑘) = (2𝑚𝑚, 𝑚𝑚)를 만들 수 있다. 그
이후 앞서 생성된 부호를 외부 부호로 패리티 검사
다항식(parity check polynomial)이 𝑥𝑥 2𝑚𝑚 + 𝑥𝑥 𝑚𝑚 + 1 인
(𝑛𝑛, 𝑘𝑘) = (3𝑚𝑚, 2𝑚𝑚) 순환 부호를 내부 부호로 연접하
여 최종적으로 (𝑛𝑛, 𝑘𝑘) = (3𝑚𝑚, 𝑚𝑚)을 따르는 부호 𝐶𝐶 를
만든다. 그 부호의 부분 접속수 𝑟𝑟은 2이며, 해밍 거
리 𝑑𝑑는 𝑑𝑑 ≥ 𝑑𝑑 ′ + 3이다.
증명) 먼저 최종적인 부호가 𝑟𝑟 = 2인 이유는 외부
부호인 𝑥𝑥 2𝑚𝑚 + 𝑥𝑥 𝑚𝑚 + 1 에 의해 최종적인 패리티검사
행렬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𝐼𝐼 ′
𝐻𝐻 = [ 𝐶𝐶
𝐼𝐼𝑚𝑚

𝑃𝑃𝐶𝐶 ′
𝐼𝐼𝑚𝑚

𝑂𝑂
]
𝐼𝐼𝑚𝑚

아래 행에 존재하는 3 개의 (𝑚𝑚×𝑚𝑚) 항등 행렬 𝐼𝐼𝑚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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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모든 위치의 쌍대부호의 해밍 거리가 3 인
부호어가 존재함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밍 거리가 𝑑𝑑 ≥ 𝑑𝑑 ′ + 3 임을 증명하자. 이진
부호에서 𝐻𝐻 의 아래 행을 모두 합한 선형 결합한
[1,1, … ,1]에 의해 𝑑𝑑은 짝수밖에 존재할 수 없다. 따
라서 짝수 경우인 해밍 거리가 𝑑𝑑′ + 1의 무존재성만
증명하면 된다. 𝐻𝐻 의 제약조건을 만족시키며 해밍
거리가 𝑑𝑑 ′ + 1인 경우는 아래의 두 경우만 존재한다.

1) 전체 부호원소 중 앞 2𝑚𝑚 비트에서 0 이 아닌
원소 수가 𝑑𝑑′, 뒤 𝑚𝑚 비트에서는 1 인 경우
2) 앞 2𝑚𝑚 비트에 위치한 비트에서 0 이 아닌 원
소 수가 𝑑𝑑 ′ + 1인 경우
1)의 경우, 외부 부호의 부호어 다항식 𝑐𝑐(𝑥𝑥) =
(1 + 𝑥𝑥 𝑚𝑚 )𝑝𝑝(𝑥𝑥) + 𝑥𝑥 𝑟𝑟 에 대해 wt(𝑝𝑝(𝑥𝑥)) = (𝑑𝑑′ − 1)/2 이
며, 𝑟𝑟, deg(𝑝𝑝(𝑥𝑥)) < 𝑚𝑚로 표현된다. 여기서 내부 부호
의 해(zero)인 𝛼𝛼 2 에 대해 신드롬 값인 𝑐𝑐(𝛼𝛼 2 ) = 𝛼𝛼 2𝑟𝑟 ≠
0이므로 이 경우는 부호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의 경우 외부 부호의 부호어 다항식은
𝑐𝑐(𝑥𝑥) = (1 + 𝑥𝑥 𝑚𝑚 )𝑝𝑝(𝑥𝑥) , wt(𝑝𝑝(𝑥𝑥)) = (𝑑𝑑′ + 1)/2 이며,
deg(𝑝𝑝(𝑥𝑥)) < 𝑚𝑚로 표현된다. 이 경우 내부 부호인 해
𝛼𝛼에 대해, 𝑐𝑐(𝛼𝛼) = (1 + 𝛼𝛼 𝑚𝑚 )𝑝𝑝(𝛼𝛼)이며, (1 + 𝛼𝛼 𝑚𝑚 ) ≠ 0임
은 자명하다. 또한 deg(𝑝𝑝(𝑥𝑥)) < 𝑚𝑚 인 𝑝𝑝(𝑥𝑥)에서 𝛼𝛼 가
해인 경우, 앞서 가정한 내부 부호의 최소 다항식인
가정과 모순되므로 𝑝𝑝(𝛼𝛼) ≠ 0 이다. 따라서 𝑐𝑐(𝛼𝛼) ≠ 0
이므로, 이 경우에도 부호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능한 모든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신드롬이 0 이 아니
므로, 따라서 해밍 거리가 𝑑𝑑′ + 1 인 부호는 존재하
지 않는다. 따라서 최종적인 해밍 거리는 d′ + 3 이
상이 되어야 한다.
□

속 부호는 (𝑛𝑛, 𝑘𝑘, 𝑑𝑑, 𝑟𝑟) = (24,8,8,2)가 된다. 상한 1 에
서 나오는 메시지 길이는 𝑘𝑘 ≤ 10이므로 제안한 설
계는 상한 대비 2 의 차이가 발생한다.
예시 2. (𝑛𝑛, 𝑘𝑘, 𝑑𝑑) = (23,12,7) 인 이진 Golay 부호는
순환 부호이며 또한 설계 1 의 조건을 만족한다. 이
부호를 외부 부호로 이용하여 설계 1 로 수행한 경
우, 최종적인 부분 접속 부호는 (𝑛𝑛, 𝑘𝑘, 𝑑𝑑, 𝑟𝑟) =
(33,11,10,2)이다. 상한 1 에서 나오는 값은 𝑘𝑘 ≤ 13이
나 상한 2 에서 나오는 메시지 길이 값은 𝑘𝑘 ≤ 12가
되어 제안된 설계는 상한 대비 1 의 차이가 발생한
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논문 [4]의 방법을 활용하여, 많은
연구가 필요한 6 보다 큰 해밍 거리인 부분 접속 복
구 부호 설계 방법을 제안하였고, 또한 제안된 부호
가 기존 상한 대비 가까운 값을 보여줌을 보였다.
차후 연구로서 제안된 방법의 조건의 성립하는 외
부 부호의 조건이나 일반적인 경우의 최적성 분석
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 외 앞서 제안된 것과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높은 값의 해밍 거리에서 부
분 접속 복구 기법의 설계 방법의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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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 문헌

C. 최적성 분석
제안된 부호 중 몇몇의 최적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두 가지 상한이 사용된다.
상한 1. (C-M 상한 [5]) (𝑛𝑛, 𝑘𝑘, 𝑑𝑑, 𝑟𝑟)인 부호에 대해 다
음 부등식을 만족한다.
(𝑞𝑞)
𝑘𝑘 ≤ min+ {𝑥𝑥𝑥𝑥 + 𝑘𝑘𝑜𝑜𝑜𝑜𝑜𝑜 (𝑛𝑛 − 𝑥𝑥(𝑟𝑟 + 1), 𝑑𝑑)}
(𝑞𝑞)

𝑥𝑥∈𝑍𝑍

𝑘𝑘𝑜𝑜𝑜𝑜𝑜𝑜 (𝑎𝑎, 𝑏𝑏)는 이진 체 상에서 부호길이 𝑎𝑎 및 해밍 거
리 𝑑𝑑인 부호의 최대 메시지 길이이다.
상한 2. (L-space 상한 [6]) (𝑛𝑛, 𝑘𝑘, 𝑑𝑑 ≥ 9, 𝑟𝑟 = 2) 이며
disjoint repair group 인 부호에 대해 다음 부등식을 만
족한다.
2𝑛𝑛
− log 2(1 + 𝑛𝑛(𝑛𝑛 − 𝑟𝑟))
𝑘𝑘 ≤
3
설계 1 중 두 가지 예시에 대한 부호에서 앞서 소
개한 두 상한을 활용하여 최적성 분석을 수행하고
자 한다.

예시 1. (𝑛𝑛, 𝑘𝑘, 𝑑𝑑) = (17,9,5) 이며 생성 다항식이
𝑔𝑔(𝑥𝑥) = 𝑥𝑥 8 + 𝑥𝑥 5 + 𝑥𝑥 4 + 𝑥𝑥 3 + 1인 순환 부호는 설계 1
에서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며, 따라서 외부 부호로
이용하여 설계 1 로 수행한 경우, 최종적인 부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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