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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하는 알고리즘

 𝑛𝑛, 𝑘𝑘, 𝑟𝑟 부분접속복구부호의모든심볼은최소한개

의크기 𝑟𝑟 + 1의로컬복구집합에속함

 각로컬복구집합에속하는노드중한개의소실만

발생한경우로컬복구집합을이용한로컬복구가능

 복호 복잡도 비교

 𝒟𝒟𝐺𝐺𝐺𝐺: 일반적인가우스소거법

 𝒟𝒟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 제안하는복호알고리즘

 임의의 𝑒𝑒개의소실이발생한 RS 부호에대한가우스

소거법을통한복호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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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𝑒𝑒회곱셈필요

 부분접속복구부호의경우, 𝒟𝒟𝐺𝐺𝐺𝐺와 𝒟𝒟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를적용

한각각의경우에대해 10000회의실험을통해필요한

연산량을구함

 부분접속수 (locality)

 부호어 𝑐𝑐 = (𝑐𝑐1, 𝑐𝑐2, … , 𝑐𝑐𝑛𝑛) 내의 𝑖𝑖번째심볼 𝑐𝑐𝑖𝑖가다음을

만족하면이심볼 𝑐𝑐𝑖𝑖의부분접속수는 𝑟𝑟:

i) 𝑐𝑐𝑖𝑖가어떤 𝑟𝑟개의다른심볼들의함수로표현가능

ii) 𝑐𝑐𝑖𝑖가어떤 𝑟𝑟 − 1개의다른심볼들의함수로도표

현불가능

 𝒏𝒏,𝒌𝒌, 𝒓𝒓 부분접속 복구 부호

 모든심볼의부분접속수 𝑟𝑟이 𝑟𝑟 ≪ 𝑘𝑘를만족하는 𝑛𝑛, 𝑘𝑘
부호

 빠른복구가능

 일반적인 최대우도 복호

 최소거리가 𝑑𝑑인 (𝑛𝑛, 𝑘𝑘) 부호는최대 𝑑𝑑 − 1개의임의의

소실이존재해도최대우도복호를통해항상 𝑘𝑘개의

메시지복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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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부분접속복구부호의로컬복구특성을이용한효율

적인복호알고리즘을제안

 복호과정에필요한연산량감소를확인

18,13 RS 이진 (27,13,2) LRC[4]

𝒟𝒟𝐺𝐺𝐺𝐺 𝒟𝒟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
Field size 32 2 2

Additions 58.3 28 7.18

Multiplications 68.3 - -

 패리티검사행렬 𝐻𝐻를갖는부호는모든부호어 𝑐𝑐에

대해다음을만족

𝐻𝐻𝑐𝑐𝑇𝑇 = 0𝑇𝑇,                                 . . .  (1)

 임의의 𝑑𝑑 − 1개의소실 심볼의인덱스집합을 𝐾𝐾라하

고그여집합을 �𝐾𝐾라하면식 (1)로부터다음의식을얻

을수있음

𝐻𝐻𝑐𝑐𝑇𝑇 = 𝐻𝐻𝐾𝐾𝑐𝑐𝐾𝐾𝑇𝑇 + 𝐻𝐻�𝐾𝐾𝑐𝑐�𝐾𝐾
𝑇𝑇 = 0𝑇𝑇

⇒ 𝐻𝐻�𝐾𝐾𝑐𝑐�𝐾𝐾
𝑇𝑇 = 𝐻𝐻𝐾𝐾𝑐𝑐𝐾𝐾𝑇𝑇 ≜ 𝑧𝑧𝑇𝑇 , . . .  (2)

𝐻𝐻𝐾𝐾(𝐻𝐻�𝐾𝐾)는 𝐾𝐾(�𝐾𝐾)에속하는인덱스를갖는열벡터들

로이루어진 𝐻𝐻의부행렬, 𝑐𝑐𝐾𝐾(𝑐𝑐�𝐾𝐾)는 𝐾𝐾(�𝐾𝐾)에속하는

인덱스의원소만을포함하는벡터

 이부호의최대우도복호는식 (2)를푸는것

 식 (2)는 𝑛𝑛 − 𝑘𝑘 × (𝑑𝑑 − 1) 크기의행렬 𝐻𝐻�𝐾𝐾에대해가

우스소거법을적용하여풀수있음

 부분접속 복구 부호의 복호 알고리즘 제안

 다음의두스텝을순차적으로수행:

i) 로컬복구

ii) 나머지소실에대해가우스소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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