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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극소 부호(minimal code)는 한 사용자의 부호
어 정보(codeword information)들이 다른 사용자

의 부호어 정보에 종속되지 않는 부호로서 기밀

공유기법(secret-sharing scheme) 등에사용될수
있는수학적구조의하나로꾸준히연구되고있다

[1][2]. 특히, 2010년대 중반부터 블록체인

(blockchain)[3],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4] 
등과같이보안성을포함하는기술들이주목받으

면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오기 시작했다[5-9]. 

극소 부호는 전통적인 대수적 오류정정부호

(error-correcting codes)와 마찬가지로 유한체

(finite field) 상의 구조를 이용해서 설계되어 왔

다. 특히, 이진(binary) 극소부호에대해서는다양
한 경우에 대한 설계 기법이 제시되어왔다[5-7]. 

또한, 최근에는 비이진 극소 부호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있다[8][9]. 극소 부호에서는각 사용자

의부호어들이다른부호어를완벽하게포함할수

없기때문에기밀정보들이종속되지않고, 서로에

게분산되는형태를가진다. 이를통해분산된형
태의보안을구현할수있고, 각사용자들에분산

된정보들을합성해서원래의정보를얻을수있다. 

현재까지의극소부호에대한연구는주로부호

어의무게와길이에있어서한정적인경우에대한

결과들을제시해왔다. 이는대부분유한체의알려

진특성들을이용한설계방법들이주류를이루어

왔기 때문인데, 정보의 길이와 기밀 공유 정도에

따른새로운공유부호들을설계하는것은앞으로

기밀공유기법의 연구에 있어서매우중요한 문

제가 될 것이다.

본논문에서는극소부호의수학적정의와개념

을 설명하고, 현재까지의극소 부호의 설계 방법
들을 비교한다. 또한, 현재까지 알려진 극소부호

들의한계와향후적용분야및연구주제들을제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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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알파벳 크기 길이와 해밍 무게 제약 조건

[5] 2 2m-1, 3 different weights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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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2m-1, 5~6 different weights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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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 pm-1, 3 different weights p는 홀수인 소수, max

min




[9] p pm-1, 3~4 different weights p는 홀수인 소수, max

min
≤



<표 1> 대표적인 이진과 비이진 극소 부호

2. 극소 부호의 수학적 서술 

유한체는 유한한 개수의 원소를 가지고 덧셈, 
곱셈은물론이들의 역연산을자유롭게할 수있

는 체(field)이다. 유한체는 통신, 보안을 위한 오

류정정부호, 의사불규칙 수열의 설계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어 왔다. 극소 부호는 오류정정 능

력을갖지는않지만, 기존의오류정정부호와마찬

가지로 유한체 위의 행렬(matrix)과 벡터(vector)
에기반해서설계될수있다. 본장에서는유한체

와 극소 부호의 수학적 정의를 다룬다. 

2.1 유한체  

유한체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인 0과 원시원소

(primitive elements) a의거듭제곱들로이루어지

는집합이며, 덧셈과곱셈의연산이정의될수있
다. 또한, 유한체는 항상 소수(prime number)의

거듭제곱 개수의 원소를 가진다. 이러한 소수를

유한체의 표수(characteristic number)라 부른다. 
원소의개수가 q = pn (p는소수, n은자연수)이고, 

원시원소 a를갖는유한체 GF(pn)은다음과같이

구성된다: 

GF(pn) = {0, a, a2, …, aq-2}.

유한체는 덧셈에 대해서 아벨리안 군(Abelian 

group)이며, 0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곱셈에
대해서 순환 군(cyclic group)이다. 여기서 a는 n

차의 원시 다항식(primitive polynomial)의 근이

며, 유한체의원소들은 a에대한 n 차원상의벡터
로나타내거나 a의거듭제곱으로나타낼수있다. 

정수환(integer ring)과 달리 유한체는덧셈, 곱셈

과 이들의 역연산(inverse operation)이 자유롭기
때문에 암호와 부호 등의 설계에 많이 사용되어

왔다. 

2.2 극소 부호의 정의 

n차원좌표계상의벡터 v의서포트(support)는

0이아닌좌표의위치로정의된다. 어떤 n차원벡

터들의 집합 C에서 임의의 독립인 두 벡터들의
서포트가서로 포함 관계에있지않고전체집합

이벡터공간을이루면 C는극소부호라고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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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포트가 종속되지 않는 두 벡터

그림 1은서포트가서로포함되지않는두개의
5차원이진벡터의한예를나타낸다. 정보의위치

가 서로 종속되지않기때문에 기밀이 한 사용자

에게 집중되지 않고, 분산 및 공유되는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3. 극소 부호의 연구 동향 

기밀공유시스템에서는기밀이여러사용자에

게나누어서전달되고, 이러한사용자들로부터전
달된기밀들이정해진방법에의해합성되어서원

래의 정보를 다시 생산한다. 여기서 각각의 사용

자들은서로에게종속되지않아야하며, 이를구현
하기위해서는극소부호가사용될수있다. 현재

까지의극소부호는실용적인측면보다는이론적

인부분에서연구가이루어져왔다고볼수있다. 

3.1 이진 극소 부호의 설계에 대한 연구 동향 

이진 극소부호는 1979년에 Hwang에 의해제

안되었으나[1], 기밀 공유의 관점에서 해석 되기
시작한것은 Massey의연구에의해서이다[2]. 유

한체를기반으로한체계적인설계방법은 1998년

Ashikhmin과 Barg에 의해 시작되었다[5]. 또한, 
Carlet 등은완전비선형사상에의한극소부호의

설계 방법을 제시하였다[6]. 이 논문에서는 극소

부호의 무게 분포(weight distribution)에 대한 분
석도 제시되었다. 다음 정리는 극소 부호의 설계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질의 하나이다. 

정리 1 [5]. 유한체 Fq 위의 어떤 선형 부호 C 

가 다음을 만족하면 극소 부호이다: 

max

m in


  .

여기서, wmin(wmax)는 C의 부호어의 해밍 무게

중에서 가장 작은(큰) 값이다. 

정리 1은이진부호뿐만아니라비이진부호에

도 적용되고, 기밀 공유 기법에서 각 사용자들이

어떤 종류의 정보량을 가질 수 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극소

부호가 존재할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정리 1의

경우에 포함되지않는이진극소부호에 대한 연

구도진행되었다. Ding 등은가장작은해밍무게

와 가장 큰 무게 사이의 비율이 1/2을 넘지 않는

경우에대해서최초로극소부호의설계법을제시

하였다 [7]. 이설계법에의하면임의의 m에대해

무한하게 큰 길이의 부호에 대해 2m-1의 길이를

가지는 극소 부호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정리
1의조건에서벗어나기때문에기밀공유 기법에

있어서다양한환경에적용이가능한방법을제시

했다고볼수있다. 하지만, 새로운설계방법으로
도길이에대한다양성은확보하지못했기때문에

향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2 비이진 극소 부호의 설계 

홀수인소수 p의알파벳크기를가진부호에대

한 연구도 최근 들어 진행되고 있다. Ding 등은

2~3 종류의 해밍 무게를 갖는 극소 부호에 대한
설계 방법을 제시하였다[8]. 하지만 해밍 무게가



47컴퓨팅 보안을 위한 극소 부호의 연구 동향 및 전망

(그림 2) 의료 데이터를 위한 연합학습 모델 (NVIDIA, [10])

부호의 길이에 비해서 작은 값을 가지고 무게의

종류가적기때문에한사용자에게많은정보량을

할당할 수 없고, 정보량의 다양화를 구현하기 힘

들다는단점을가지고있었다. Xu 등은최근에 [9]

에서정리 1의경우에서벗어나면서 4 종류의해
밍무게를가지면서큰해밍무게를가질수있는

비이진극소부호에대한설계방법을제시하였다. 

하지만, 비이진극소부호는이진극소부호에비
해 다양한 설계 방법이 제시되지는 못하였다. 

3.3 기존 극소 부호의 설계의 한계  

기존에 알려진 모든 극소 부호는 캐릭터 합과

같은유한체의알려진성질에의존하여설계되었

기때문에소수 p에대해길이가 pm-1인경우에만

설계되었다. 따라서다양한시스템환경에적용될
수없는단점이있었다. 또한, 부호의부분만을잘

라서사용할때는유한체의특성이파괴되어서대

부분의장점들이없어지는특성을가진다. 그렇기

때문에합성수(composite number)의길이를가지

면서 기존 유한체 기반 설계의 장점들을 그대로

가진 극소 부호의설계가필요하다. 또한, 정보량

을조절할수있는각부호어의해밍무게에있어

서도가변적인 특성을가질수 있는 설계가필요

할 것이다. 앞으로 사용될 분산형 보안 시스템을

위한복호화 및부호화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접

근도 중요할 것이다. 

4. 극소 부호의 적용 및 전망 

블록체인기술은비트코인등의암호화폐뿐만

아니라분산형데이터시스템의구현에있어서매

우 중요한 부분으로 주목받고 있다 [3]. 연합학습
에서는중앙서버에연산이집중되던연산과보안

이 각각의 작은 서버들로 분산된다. 의료 분야에

서는이미 NVIDIA 등을중심으로개인정보의보
호와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0].



정보처리학회지 제 28 권 제 2 호(2021. 6)48

참 고 문 헌

[ 1 ] J. Massey, “Minimal codewords and se-

cret sharing,” in Proc. 6th Joint Swedish–
Russian Workshop on Information Theory, 

Sweden, 1993, pp. 246–249.

[ 2 ] T.-Y. Hwang, “Decoding linear block co-

des for minimizing word error rate,” IEEE 

Trans. Inform. Theory, vol. IT-25, pp. 733–
737, Nov. 1979.

[ 3 ] “Blockchains: The great chain of being 

sure about things,” The Economist, Oct. 

31, 2015.

[ 4 ] Konečný, Jakub; McMahan, Brendan; 

Ramage, Daniel (2015). "Federated 

Optimization: Distributed Optimization 

Beyond the Datacenter," arXiv:1511. 

03575

[ 5 ] A. Ashikhmin and A. Barg, "Minimal 

Vectors in Linear Codes," IEEE Trans. 

Inform. Theory, vol. 44, no. 5, pp. 

2010-2017, Sept. 1998. 

[ 6 ] C. Carlet, C. Ding, and J. Yuan, “Linear 

codes from perfect nonlinear mappings 

and their secret sharing schemes,” IEEE 

Trans. Inform. Theory, vol. 51, no. 6, pp. 

2089–2102, Jun. 2005.

[ 7 ] C. Ding, Z. Heng and Z. Zhou, "Minimal 

binary linear codes," IEEE Trans. Inform. 

4.1 극소 부호의 적용 분야 

극소 부호는 수학적인 설계는 어렵지만, 한번

설계된부호를저장및사용하는데있어서복잡도

는매우작다고볼수있다[5]. 따라서, 기밀공유

기법이적용되는블록체인에적용될수있음은물

론, 효율성과보안성을동시에만족시키는연합학
습을위한기밀공유및분배수단으로매우중요

한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비이진법

반도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향
후상용화되어서통신, 보안, 데이터시스템등에

적용될수 있기 때문에비이진 극소 부호의 설계

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4.2 극소 부호의 전망 

현재까지의극소부호에대한연구는매우제한

적인 그룹에서만 수행되어 왔고, 쓰인 수학적 도
구들도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기존의 오류정

정부호나수열의설계에서도새로운수학적구조

의 발견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이

있다[11]. 발전된수학적구조들을적용할뿐만아

니라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통한부호설

계기법[12] 등을통해다양한형태의극소부호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 결  론

앞서언급한바와같이극소부호는연합학습, 

블록체인등과같은미래애플리케이션에서사용

될기밀공유기법들에사용될수있다. 현재까지

의설계기법은제한적인수학적도구만을사용해

왔기때문에다양한환경에서의적용에한계가있

었다. 

향후극소부호는데이터의형태에따라비이진

알파벳을 가지고, 가변적인 길이 및 무게를 갖는

형태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수
환, 가우스 수(Gaussian number) 등의 수학적 이

론을이용할 뿐만 아니라 기계 학습 기반의설계

까지고려되어야할것이다. 뿐만아니라극소부
호의 보안성을 비교할 수 있는 엄밀한 수학적인

척도가 정의되고, 이에 따른 설계 기법도 제시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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