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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에 합한 LDPC 부호 복제 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해 먼  일 가용성과 스토리지 오버

헤드 분석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 에 합한 블록 수와 LDPC 부호 종류를 결정한다. 그리고 LDPC 부호를 정의하는 Tanner 

그래 의 무작  생성 방법과 생성한 LDPC 부호들의 반복 인 복호화 과정을 통한 성능 비교 방법을 제시한다. 한 실험을 

통하여 클라우드 컴퓨 에 합한 LDPC 부호 복제 기법의 그래  정규성과 총 간선 수에 따른 성능 변화를 분석하 다. 이를 

통해 LDPC 부호의 그래  정규성이 좌-정규와 약 좌-정규 일 때와 총 간선 수가 최소이거나 최소에 근 한 값을 가질 때 가

장 성능이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 an LDPC code replication method suitable for cloud computing. First, we determine the number of 

blocks suitable for cloud computing through analysis of the performance for the file availability and storage overhead. Also 

we determine the type of LDPC code appropriate for cloud computing through the performance for three types of LDPC 

codes. Finally we present the graph random generation method and the comparing method of each generated LDPC code’s 

performance by the iterative decoding process. By the simulation, we confirmed the best graph’s regularity is left-regular 

or least left-regular. Also, we confirmed the best graph’s total number of edges are minimum value or near the minimum 

value.

      Keywords : Cloud computing, Cluster file system, LDPC code, Replication method

Ⅰ. 서  론

사용자들이 개별 으로 IT인 라를 구축하고 유지, 

보수하는 부담이 없이 컴퓨  자원이나 서비스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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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만큼 이용할 수 있다는 에서 클라우드 컴퓨 이 

각 받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최근에는 Google, 

MS, Amazon, IBM 등과 같은 로벌 기업들이 클라우

드 서비스 사업에 나서고 있다[1～2]. 그러나 서비스 품질

과 운 비용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기술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일정 수 의 성능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단 의 클러스

터 구축이 필수 이다. 한 클러스터에 장된 수많은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안 하게 리하기 해서는 용

량의 데이터 리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용량 데이

터를 효율 으로 장  리하면서 네트워크나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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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애에도 서비스의 단 없이 빠른 복구가 가능한 

클러스터 일 시스템이 필수 이다[3].

표 인 클러스터 일 시스템으로는 GFS(Google 

File System)
[4]
,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5], 그리고 OwFS(Owner-based File System)[6] 

등이 있다. 이러한 클러스터 일 시스템에서는 용량 

데이터를 효율 으로 장  리하면서, 네트워크 고

장이나 노드 실패와 같은 장애 발생 시에도 서비스의 

단이나 데이터 손실 없이 빠르게 복구를 하기 해 

공통 으로 데이터 복제 기법을 용하고 있다.

클러스터 일 시스템들에서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 

복제 기법은 체- 일(Whole-file) 복제 기법이다[7]. 

이 기법은 원본 일에 해서 미리 정해진 수만큼 복

제본을 생성하고 분산 장하기 때문에 LDPC 복제 기

법에 비해 구 이 간단하다. 한 복제본 배치 정책에 

따라서 시스템에 분산 장하므로 다  데이터 읽기 성

능을 높일 수 있다. 기본 으로 3개의 복제본을 장하

는데 복제본 수가 커질수록 고가용성을 보장한다는 장

을 가진다. 하지만 복제본 수만큼 데이터를 복 

장하므로 스토리지 오버헤드가 커서 시스템 구축비용을 

증가시키는 단 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환경에서 체- 일 

복제 기법보다 우수한 데이터 복제 기법을 제안하고 그 

유효성을 검증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복제기법은 LDPC 

(Low-Density Parity-Check)부호 복제 기법에 기반한 

것으로써 체- 일 복제 기법보다는 스토리지 오버헤

드가 작으면서 일 가용성은 더 높은 장 을 보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 련 연구

를 소개하고 Ⅲ장에서는 우리가 제안하는 클라우드 컴

퓨 에 합한 LDPC 부호 복제 기법에 해 기술한다. 

Ⅳ장에서는 성능평가 과정과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Ⅴ

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Ⅱ. 관련 연구

1. LDPC 부호

LDPC 부호는 검사행렬(parity-check matrix)의 원소

가 많은 수의 0과 극히 은 수의 1을 포함하는 선형 

블록 부호(linear block code)로써 Shannon의 채  용량

의 한계에 근 하는 우수한 부호이다. 그림 1은 Tanner 

그래 를 사용해서 LDPC 부호를 정의한 이다[8].

그림 1에서 그래 는 n개 좌측 노드와 m개 우측 노

그림 1. (4, 3) LDPC 부호의 Tanner 그래  제

Fig. 1. An example Tanner graph of (4, 3) LDPC code.

드, 그리고 좌측 노드와 우측 노드를 연결하는 간선들

을 가진다. 이때 각 m개의 우측 노드는 각각의 우측 노

드에 연결된 좌측 노드들의 exclusive-OR연산으로 생

성한다. 

LDPC 부호를 정의하는 Tanner 그래 에서 좌측 노

드와 우측 노드간의 연결 형태를 그래  정규성

(Regularity)이라 말한다. 이러한 그래  정규성은 좌-

정규(Left-regular), 우-정규(Right-regular), 정규

(Regular), 비정규(Irregular), 약 좌-정규(LLR: Loosely 

left-regular) 그리고 약 우-정규(LRR: Loosely 

right-regular)가 있다
[9]
. 좌-정규란 그래  상의 모든 

좌측 노드들의 간선 수가 동일한 것이며, 반 로 우-정

규는 모든 우측 노드들의 간선 수가 동일한 것을 말한

다. 완화된 우-정규(좌-정규)는 모든 좌측(우측) 노드들

의 간선 수가 동일하거나 1개 차이 나는 경우를 말한다. 

만약 그래 가 좌-정규이면서 우-정규이면 정규 그래

라고 한다. 이 외의 그래 를 모두 비정규 그래 라

고 한다.

2. LDPC 부호의 유형

표 인 LDPC 부호의 유형으로는 Systematic 유형, 

Gallager 유형 그리고 IRA(Irregular Repeat 

Accumulate) 유형 등이 있다
[10]
. Systematic 유형은 그

림 1과 같이 좌측 노드들은 각각 응되는 하나의 데이

터 블록을 가지고 우측 노드들은 각각 하나의 코딩 블

록을 가진다. 이때 각각의 우측 노드들은 해당 노드에 

연결된 모든 좌측 노드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블록들

의 exclusive-OR연산을 통해서 코딩 블록을 생성한다. 

Gallager 유형은 n+m개 좌측 노드와 m개 우측 노드를 

가지며, 좌측 노드와 우측 노드가 간선으로 연결된다. 

한 좌측 노드들은 각각 응되는 하나의 데이터 블록 

(188)



136 클라우드 컴퓨팅에 적합한 LDPC 부호 복제 기법 김세회 외

는 코딩 블록을 가진다. 이때 각각의 우측 노드들에 

연결된 모든 좌측 노드들의 exclusive-OR연산 결과가 

0인 특징을 가진다. IRA 유형은 n개 좌측 노드와 m개 

우측 노드를 가지며 추가로 m개 (accumulator) 노

드를 더 가진다. 그리고 좌측 노드와 우측 노드 그리고 

 노드가 간선으로 연결되며 인 한  노드들도 

간선으로 연결된다. 이때 블록은 좌측 노드와  노

드만이 가지며, 우측 노드는 단순히 부호화와 복호화의 

계산에서만 사용되는 특징을 가진다.

3. LDPC 부호 복제 기법

LDPC 부호 복제 기법에 한 연구는 주로 WAN기

반의 분산 일 시스템에서 연구되었으며, LAN 기반의 

클러스터 일 시스템에서는 아직 활발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지는 않다[11～13]. LDPC 부호 복제 기법에서 사

용되는 용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n과 m은 각각 데이터 블록 수와 코딩 블록 

수를 의미한다. R은 부호화율로 R = n/(n+m)로 정의된

다. T는 LDPC 부호를 정의하는 Tanner 그래  상의 

총 간선 수를 말한다. Λ와 Ρ는 LDPC 부호를 정의하는 

Tanner 그래 에서 각 좌측 노드와 우측 노드의 간선 

수에 한 확률분포이다. Λ와 Ρ는 벡터로 각각 Λ1, Λ

2,...,Λn과 Ρ1, Ρ2,...,Ρm으로 구성된다. 이때 ΣΛi = 1, Σ

Ρj = 1이다. 그리고 Λi는 그래 에서 좌측 노드의 간선 

수가 i개일 확률이며, Λi × n는 간선 수가 i개인 좌측 

노드의 수를 나타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Ρj는 그래 에

서 우측 노드의 간선 수가 j개일 확률이며, Ρj × m는 

간선 수가 j개인 우측 노드의 수를 나타낸다. n, m, Λ, 

Ρ가 결정되면 LDPC 부호를 정의하는 Tanner 그래

를 생성할 수 있다[10]. 이 생성 방법에 해서는 Ⅲ장에

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o는 원본 일 복구를 해 필

기 호 정 의

n 데이터 블록 수(the number of data blocks)
m 코딩 블록 수(the number of coding blocks)
R 부호화율(code rate), R = n/(n+m)
T 총 간선 수

Λ 좌측 노드 간선 수에 대한 확률분포

Ρ 우측 노드 간선 수에 대한 확률분포

o 평균 다운로드 블록 수(overhead)
ƒ 오버헤드 요인(overhead factor), ƒ = o/n

표 1. LDPC 부호 복제 기법에 사용되는 기호 정의

Table 1. Definition of symbols used in the LDPC code 

replication method.

그림 2. (4,3) LDPC 부호의 부호화 과정

Fig. 2. Encoding processes of (4, 3) LDPC code.

요한 평균 다운로드 블록 수를 말한다. 그리고 ƒ는 오

버헤드 요인으로 ƒ = o/n으로 정의된다. LDPC 부호는 

최 (near optimal)으로 항상 n개 이상의 블록을 다운

로드 해야 하기 때문에 o >= n 이다. 따라서 ƒ는 항상 

1과 같거나 크며, ƒ가 1에 가까울수록 원본 일을 해 

다운로드 해야 하는 블록수가 작다. 따라서 ƒ는 LDPC 

부호의 성능 평가 척도로 쓰이며 n→∞이면 ƒ ≈ 1인 

특성을 가진다[9].

그림 2는 (4 ,3) LDPC 부호의 부호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에서 먼  원본 일을 동일 크기의 4개 

데이터 블록으로 나 다. 다음으로 3개 코딩 블록을 생

성하기 해 Tanner 그래  상의 연결 정보를 바탕으

로 각각의 코딩 블록에 연결된 데이터 블록들을 모두 

exclusive-OR 연산한다. 이 게 생성된 총 7 개 블록이 

클러스터 일 시스템에 분산 장된다. LDPC 부호 복

제 기법의 부호화는 간단한 exclusive-OR 연산을 사용

하므로 RS 부호에 비해 상 으로 계산 비용이 크지 

않다. 한 부호화 시간은 Tanner 그래 의 간선 수에 

비례하여 선형 으로 증가한다
[11]
.

Ⅲ. 클라우드 컴퓨팅에 적합한 LDPC 부호 복제 

기법

LDPC 부호 복제 기법의 성능은 데이터 블록 수와 

코딩 블록 수, 사용할 LDPC 부호의 유형에 향을 받

는다
[10]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LDPC 부호 복제 기법의 

성능에 미치는 사항들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컴퓨 에 

합한 LDPC 부호 복제 기법을 제안한다.

1. 데이터 블록 수와 코딩 블록 수의 결정

LDPC 부호의 성능은 데이터 블록 수와 코딩 블록 

수에 따라 달라진다. 클러스터 일 시스템은 가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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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해 원본 일을 여러 블록으로 나 어 장한

다. 이때 블록의 수가 증가할수록 가용성은 높아진다. 

하지만 블록 수를 무한정 증가시킨다면 메타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여 성능이 하되는 문제 이 발생한다. 따

라서 GFS와 HDFS와 같은 부분의 클러스터 일 시

스템들은 부분 64MB정도의 블록으로 나 며 LDPC 

부호 복제 기법을 용하기 해서는 n, m < 1,000 정

도의 작은 블록 수를 사용해야 한다[11].

본 논문에서는 LDPC 부호의 작은 블록 수에 해서 
어떤 값이 클라우드 컴퓨 에 합한지를 일 가용성

과 스토리지 오버헤드를 통해 분석한다. 

1) 파일 가용성과 스토리지 오버헤드 개요

일 가용성과 스토리지 오버헤드를 분석에 사용되

는 기호를 정의하면 표 2와 같다.

기 호 정 의

μ 노드 가용성

S 스토리지 오버헤드, S = (n + m) / n
R 부호화율, R = n / (n + m)
n' ƒ × n
m' (1 - ƒ) × (n + m)
AW 전체-파일 복제 기법의 파일 가용성

AL LDPC 부호 복제 기법의 파일 가용성

F 실패율(Failure rate), F = 1 - A

표 2. 일 가용성 분석에 사용되는 기호 정의

Table 2. Definition of symbols used in the availability 

analysis.

표 2에서 S는 스토리지 오버헤드를 의미하며 데이터 

블록 수에 한 총 블록 수의 비율인 (n + m)/n 으로 

구한다
[7, 12]
.  R은 부호화율로 n / (n + m)으로 구한다. 

즉, S와 R은 반비례 계이므로 부호화율이 크면 스토

로지 오버헤드는 작아진다.

일 가용성은 A로 나타내며, 재 해당 일의 근 

가능 정도를 나타낸다. 체- 일 복제 기법의 일 가

용성은 AW로 나타내며, S개의 복제본이 생성된다고 가

정하면 AW는 식 (1)과 같다.

  
 



     (1)

이때 S개 복제본 에서 최소한 하나의 복제본에 

근이 가능하면 원본 일을 복구 할 수 있으므로 식 (1)

이 성립한다.

다음으로 LDPC 부호 복제 기법의 일 가용성은 AL

로 나타내며, 데이터 블록 수가 n이고 코딩 블록 수가 

m일 때 식 (2)와 같다.

 ′′  
 

′  ′
′′  ′ ′ 

(2)

LDPC 부호는 원본 일 복구를 하기 해서는 체 

(i+m)개 블록 에서 최소한 n개 블록이상이 필요하므

로 식(2)가 성립한다. 

실패율(Failure rate) F는 일 가용성과 반 되는 개

념으로 F가 작으면 일 가용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

므로 LDPC 부호 복제 기법의 성능이 좋다.

2) 파일 가용성과 스토리지 오버헤드 분석

데이터 블록 수와 코딩 블록 수가 변화에 따른 

LDPC 부호 복제 기법의 일 가용성과 스토리지 오버

헤드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이때 μ = 0.95, ƒ 

= 1.1, (n, m) <= 20 로 설정하 다.

그림 3에서 S = 3일 때 체- 일 복제 기법의 실패

율은 약 0.000125이다. n = 4 일 때 LDPC(R=1/3, S=3)

의 실패율이 가장 낮지만, 체- 일(S=3)인 체- 일 

복제 기법과 S=3으로 동일하다.  n=10 일 때 

LDPC(R=1/2, S=2)의 실패율이 가장 낮다. 하지만 체

- 일(S=3)에 비해 S 값은 작고, 다른 LDPC 기법에 비

해 R값은 크다. 따라서 그림 3과 같이 LDPC 부호 복제 

기법을 사용할 경우 체- 일 복제 기법보다 낮은 스

토리지 오버헤드를 가지면서 동시에 높은 일 가용성

을 가질 수 있는 n과 m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블록 수에 따른 실패율 변화

Fig. 3. Failure rate vs. Number of 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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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DPC 부호 유형의 성능 비교

데이터 블록 수 변화에 따른 LDPC 부호의 세 가지  

유형의 성능을 비교한다. 그림 4은 R = 1/2일 때 데이

터 블록 수의 변화에 따른 LDPC 부호의 세 가지 유형

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 4에서 n < 100 경우, Systematic 유형이 다른 

두 유형보다 성능이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n이 

증가하면 Overhead Factor(ƒ)도 함께 증가함을 볼 수 

있다. 그림 4에서는 LDPC 부호 복제 기법을 용할 때

는 데이터 블록 수와 코딩 블록 수에 따라 최 의 성능

을 낼 수 있는 LDPC 부호 유형을 선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클러스터 일 시스템에 합

한 작은 블록 수(n < 100)에서 성능이 가장 우수한 

Systematic 유형을 선택하여 실험을 진행한다.

그림 4. 데이터 블록 수의 변화에 따른 LDPC 코드 유

형의 성능 비교

Fig. 4. Comparing the three LDPC code types.

3. 그래프 생성

본 논문에서는 작은 블록 수를 가지는 LDPC 부호

의 Systematic 유형의 그래  생성 방법에 하여 설

명한다.

단계 1: n, m, Λ, Ρ 결정

Tanner 그래 는 사용할 부호의 종류와 n, m, Λ, Ρ

가 결정되면 생성할 수 있다. 블록 수를 나타내는 (n, 

m)은 일 가용성과 스토리지 오버헤드 분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를 들기 해 각각 n = 4, 

m = 3, Λ = {0, 0.075, 0.025}, Ρ = {0, 0, 1}로 한다.

단계 2: 노드 간선 수 결정

각 노드의 간선 수 확률 분포인 Λ 와 Ρ는 의사-난수

(Pseudo-random number)를 이용하여 무작 로 정의할 

수 있으며, 먼  최소 간선 수와 최  간선 수를 설정한

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의 가용성을 해 최소 간선 수

를 2로 설정하 고, 최  간선 수는 블록 수와 동일하

게 설정한다. 그리고 Λ, Ρ의 노드의 간선 수에 한 확

률값 Λi, Pj 는 의사-난수를 이용하여 무작 로 정의한

다. 단, 아래 조건 1, 2를 만족해야 하며 만족할 때까지 

생성 과정을 반복한다.

조건 1: ΣΛi = 1, ΣΡj = 1
조건 2: ΣΛi × n = ΣΡj × m < n × m

그림 5는 총 간선 수 T = 9일 때 무작 로 각 노드

들의 간선 수를 결정한  이다.

그림 5. 노드의 간선 수 결정 제

Fig. 5. An example of determining the number of 

node’s edges.

단계3 : 노드 간선 연결 설정

단계 2에서 각 노드들의 간선 수가 결정되면 각 노드

들의 간선 연결을 설정한다. 

그림 6. 노드의 간선 수 결정 제

Fig. 6. An example of determining the node’s edge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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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에서 좌측 노드와 우측 노드 수가 모두 9인 그

래 를 생성하고 좌측 노드와 우측 노드를 1:1 무작

로 연결한다. 그리고 각 노드들이 가지는 간선 수를 순

서 로 그래 의 간선 연결을 이용하여 설정한다. 를 

들면 첫 번째 좌측 노드의 간선 수가 2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좌측 노드의 간선이 모두 첫 번째 좌측 노드의 

간선이 된다. 이러한 과정으로 모든 노드들의 간선을 

차례 로 반복 설정한다.

단계4: 중복 간선 제거

마지막으로 각 노드 간선이 서로 복되는지를 검사

한다. 그림 6에서 선으로 표시된 간선 (4-2)와 간선 

(5-1)은 모두 두 번째 좌측 노드와 첫 번째 우측 노드

를 연결하는 동일한 간선이다. 따라서 이 두 간선  하

나를 제거하여 복을 피한다. 복 간선 제거 과정을 

통하여 최종 으로 생성된 그래 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최종 그래 의 제

Fig. 7. An example of the final graph.

4. 복호화 방법

LDPC 부호 복제 기법의 복호화 과정은 기 단계, 
반복 단계 그리고 종료 단계로 나  수 있다. 
먼  기 단계에서는 n개의 좌측 노드들 에서 

근 가능한 모든 노드들을 다운로드하여 그래  상에서 

다운로드한 좌측 노드들과 연결되어 있는 간선들을 모

두 제거한다. 이때 n개 좌측 노드들을 모두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순서 로 연결시켜 원본 일을 복구할 수 있

다. 이때 ƒ = 1이면 복호화 과정을 종료한다. 

반복 단계에서는 간선 수가 1인 우측 노드를 검색하

여 해당 노드를 다운로드한다. 그 노드에 연결된 좌측 

노드를 exclusive-OR 연산을 통해 복구한다. 그래  상

에서 다운로드한 우측 노드와 복구한 좌측 노드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간선을 모두 제거한다. 이 단계를 반복 

실행한다. 

종료 단계에서는 반복 단계에서 더 이상 간선 수가 1

인 우측 노드가 없거나 그래 의 모든 간선이 제거된 

경우 반복을 종료한다. 이때 그래 의 간선이 모두 제

거되지 않은 경우는 복호화에 실패한다. 반 로 모든 

간선이 제거된 경우 ƒ = 다운로드한 블록 수/n 이 된다.

Ⅳ. 성능 평가

클라우드 컴퓨 에 합한 LDPC 부호 복제 기법은  

블록 수가 작아야 한다는 것을 일 가용성과 스토리지 

오버헤드 분석 결과로 알 수 있었다. LDPC 부호 유형 

에서 Systematic 유형이 작은 블록 수에서 성능이 우

수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정규성을 가지는 그래

들을 무작 로 생성한다. 그리고 생성된 각 그래 들

의 성능을 복호화 과정을 통해 평균 오버헤드 요인(ƒ)

을 측정하여 성능을 평가한다. 이러한 시뮬 이션 결과

를 바탕으로 Systematic 유형의 LDPC 부호 복제 기법

에 합한 그래  정규성을 분석하고, 생성된 그래 의 

총 간선 수가 LDPC 부호의 성능에 미치는 향을 알

아본다. 시뮬 이션에 용할 라메터는 표 3과 같다. 

시뮬 이션에서는 n과 m에 해서 각 정규성마다 

500개씩의 그래 를 생성하고, 10,000회 복호화 과정을 

반복 실행하여 평균 ƒ를 계산한다. 이때 모든 노드는 

동일한 노드 가용성을 가지며, 다양한 실제 시스템 환

경을 고려하기 해 고장 노드 수는 무작 로 결정한

다. 한 복호화 과정에서 블록의 다운로드 순서를 무

작 로 결정하고 복호화가 실패한 경우는 제외하고 평

파라메터 설정 값

데이터 블록 수 범위 8 <= n <= 10

코딩 블록 수 범위 5 <= m <= 8

부호 유형 Systematic 유형

각 정규성에 대한 그래프 생성 수 500

복호화 과정 반복 횟수 10,000

노드 가용성 0.95

실패 좌측 노드 수 범위 0 - 3

실패 우측 노드 수 범위 0 - m

표 3 시뮬 이션 라메터

Table 3. Simulation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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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그래  정규성 vs. 오버헤드 요인(ƒ)
Fig. 8 Graph Regularity Distribution vs. Overhead 

Factor.

그림 9. (8, 6) LDPC 부호의 베스트 10 그래 의 정규

성 분포

Fig. 9 The regularity distribution of a (8, 6) LDPC 

Code’s best 10 graphs.

균 ƒ를 계산한다.

(n, m)이 (8, 6)일 때 그래  정규성에 따른 LDPC 부

호 복제 기법의 성능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8의 최소 ƒ에서 좌-정규성(Left)의 ƒ=1.0512로 

가장 낮지만 정규(Regular)의 ƒ=1.0710로 가장 높다. 

한 ƒ의 편차는 좌-정규성(Left)와 우-정규성(Right)일 

때 크지만 정규(Regular) 일때는 작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그래  정규성이 LDPC 부호 복제 기법의 성능에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n, m)이 (8, 6)일 때 생성한 2,500개의 그래  에

서 가장 성능이 우수한 그래  10개의 정규성 분포를 

나타낸 것이 그림 9이다.

그림 9에서 총 10개의 베스트 그래  에서 좌-정

규가 8개로 가장 많으며 약 좌-정규와 비정규 그래 가 

각각 1개 그리고 우-정규나 약 우-정규 그리고 정규 그

래 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좌-정

규와 약 좌-정규는 다른 정규성에 비해 성능이 우수함

그림 10. 다양한 블록 수에 한 베스트 10 그래 의 정

규성 분포

Fig. 10. The regularity distribution of the best 10 graphs.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다양한 블록 수에 해서도 동일한 결

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해 다양한 블록 수(n, m)에 

해서 베스트 10 그래 의 정규성 분포를 나타낸 것이

그림 10 이다.

그림 10에서 부분의 블록 수에서 체크 무늬 막 인 

좌-정규(Left)와 사선 무늬 막 의 약 좌-정규(LLR)가 

베스트 10 그래 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부분의 블록 수에서도 좌-정규(Left)와 약 

좌-정규(LLR)가 다른 정규성에 비해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LDPC 부호 복제 기법의 복호화 과정은 그래 의 간

선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반복 진행된다. 이때 그래

의 총 간선 수의 변화에 따라 LDPC 부호 복제 기법의 

성능이 달라 질 수 있다. 따라서 그래 의 총 간선 수의 

변화가 LDPC 부호 복제 기법의 성능에 미치는 향을 

그림 11. (8, 6) LDPC 부호의 총 간선 수에 따른 ƒ의 변

화

Fig. 11. Total number of edges vs. Overhead factor of a 

(8, 6) LDPC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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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9, 7) LDPC 부호의 총 간선 수에 따른 ƒ의 변

화

Fig. 12. Total number of edges vs. Overhead factor of a 

(9, 7) LDPC code.

(n, m) 정규성 총 간선 수
생성 가능한

최소 총 간선 수

(8, 5) 좌-정규 16 16

(8, 6) 좌-정규 16 16

(8, 7) 약 좌-정규 18 16

(8, 8) 약 좌-정규 18 16

(9, 5) 좌-정규 18 18

(9, 6) 약 좌-정규 19 18

(9, 7) 약 좌-정규 20 20

(9, 8) 좌-정규 18 18

(10, 5) 좌-정규 20 20

(10, 6) 약 좌-정규 22 20

(10, 7) 약 좌-정규 22 21

(10, 8) 좌-정규 20 20

표 4 시뮬 이션 라메터

Table 4. Simulation parameters.

알아본다.

(n, m)이 (8, 6)일 때 총 간선 수에 따른 LDPC 부호

의 성능 변화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을 살펴보면 총 간선 수가 증가함에 따라 ƒ 

도 선형 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총 간

선 수가 LDPC 부호의 성능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 m)이 (9, 7)일 때 총 간선 수에 따른 LDPC 부호

의 성능 변화는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에서도 총 간선 수 증가에 따라 ƒ가 선형 으

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총 간선 수가 작

을수록 LDPC 부호 복제 기법의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각 블록 수에 해 베스트 그래 의 정규성과 총 간

선 수 그리고 그래  생성 단계에서 생성 가능한 최소 

총 간선 수를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표 4를 보면 모든 블록 수에서 베스트 그래 의 총 

간선 수가 생성 가능한 최소 총 간선 수와 동일하거나 

근 한 값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LDPC 부호 복제 기

법의 성능은 그래 의 총 간선 수가 최소이거나 근 한 

값일 때 가장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에 합한 LDPC 부

호 복제 기법에 기반한 새로운 복제기법을 제안하고 성

능을 검증한다. 먼  일 가용성과 스토리지 오버헤드 

분석을 통해 작은 블록 수가 클라우드 컴퓨 에 합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세 가지 LDPC 부호 유

형 에서 Systematic 유형이 작은 블록 수에서 가장 

성능이 좋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 에 합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LDPC 부호를 정의하는 

Tanner 그래 의 무작  생성 방법과 LDPC 부호의 복

호화 방법을 통하여 클라우드 컴퓨 에 합한 LDPC 

부호 복제 기법의 그래  정규성과 총 간선 수에 따른 

성능 변화를 분석하 다. 그 결과 LDPC 부호의 그래  

정규성이 좌-정규와 약 좌-정규일 때 LDPC 부호 복제 

기법의 성능이 우수함을 검증하 다. 한 총 간선 수

가 최소이거나 근 한 값을 가질 때 LDPC 부호 복제 

기법의 성능이 가장 우수함을 검증하 다.

참 고 문 헌

[1] 이종숙, 박형우, “국내외 클라우드 컴퓨  동향  

망,” 정보처리학회지, 제16권, 제2호, 17-30쪽, 

2009년 3월.

[2] L. M. Vaquero, L. R. Merino, J. Caceres and M. 

Lindner, “A Break in the clouds: towards a 

cloud definition,” ACM SIGCOMM Computer 

Communication Review, Vol. 39, no. 1, Jan. 2009.

[3] 민 수, 김홍연, 김 균, “클라우드 컴퓨 을 한 

분산 일 시스템 기술,” 한국정보과학회, 정보과

학회지, 제27권, 제5호, 86-94쪽, 2009년 5월.

[4] S. Ghemawat, H. Gobioff and S. T. Leung, “The 

Google file sytem,” ACM SIGOPS Operating 

Systems Review, Vol. 37, no. 5, pp. 29-43, Dec. 

2003.

[5] Hadoop, http://hadoop.apache.org/

[6] 김진수, 김태웅, “OwFS: 규모 인터넷 서비스를 

한 분산 일 시스템,” 한국정보과학회지, 제27

권, 제5호, 77-85쪽, 2009년 5월.

(194)



142 클라우드 컴퓨팅에 적합한 LDPC 부호 복제 기법 김세회 외

[7] W. K.Lin, D. M.Chiu, Y. B.Lee, “Erasure code 

replication revisited,” IEEE, in proceedings of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er-to-Peer 

Computing, pp. 90-97, Aug. 2004.

[8] 김성훈, 이문호, “LDPC 부호화를 한 알고리즘,” 

한 자공학회 논문지, 제45권, TC편, 제2호, 1-5

쪽, 2008년 2월.

[9] M. Luby, M. Mitzenmacher, M. A. Shokrollahi, 

D. Spielman and V. Stemann, “Small 

parity-check erasure codes – exploration and 

observations,” IEEE, in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pendable System 

and Networks, pp. 326-335, July 2005.

[10] J. S. Plank and M. G. Thomason, “A Practical 

analysis of low-density parity-check erasure 

codes for wide-area storage applications,” IEEE, 

in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pendable Systems and Networks, pp. 115-124, 

June 2004.

[11] B. Gaidioz, B .Koblitz and N. Santos, “Exploring 

high performance distributed file storage using 

LDPC codes,” Parallel Computing, Vol. 33, no. 

4-5, pp. 264-274, Feb. 2007.

[12] X. Li, C. Xie, Q. Wei and Q. Cao, “A Reliable 

scheme for cluster storage system,” IEEE, in 

proceedings of 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emantics, Knowledge and Grid, pp. 394-397, 

Oct. 2007.

[13] S. G. Harihara, B. Janakiam, M. G. Chandra, K. 

G. Aravind, S. Kadhe, P. Balamuralidhar and B. 

S. Adiga, “SpreadStore: A LDPC erasure code 

scheme for distributed storage system,” IEEE, in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ata 

Storage and Data Engineering, pp. 154-158, Feb. 

2010.

 자 소 개

 김 세 회(정회원) 

 2009년 한양 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

 2011년 한양 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

 재 SK커뮤니 이션즈 

      기술연구소 MI  연구원

<주 심분야 : 클라우드 컴퓨 , 클러스터 일시

스템>

이 원 주(정회원)-교신 자

1989년 한양 학교 

       자계산학과 학사. 

1991년 한양 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 

2004년 한양 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 

재 인하공업 문 학 컴퓨터정보공학부 

     컴퓨터정보과 부교수.

<주 심분야 : 병렬처리시스템, 모바일 컴퓨 , 

Grid 컴퓨 , 클라우드 컴퓨 >

 창 호(평생회원) 

1977년 한양 학교 

       자공학과 학사. 

1982년 Cornell University, 

       컴퓨터공학과 석사. 

1986년 Cornell University, 

       컴퓨터공학과 박사. 

1977년∼1979년 자통신연구소 연구원. 

재 한양 학교 ERICA 캠퍼스 컴퓨터공학과 교수. 

<주 심분야 : 병렬처리시스템, 모바일 컴퓨 , 

Grid 컴퓨 , 클라우드 컴퓨 >

(195)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1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15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fals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15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fals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high quality pre-press printing.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These settings require font embedding.)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30d730ea30d730ec30b9537052377528306e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7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c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500730020006f00750076007200690072002e0020004c0027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6f006e002000640065007300200070006f006c006900630065007300200065007300740020007200650071007500690073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61007400690076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6600fc0072002000640069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76006f007200730074007500660065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00200042006500690020006400690065007300650072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20006900730074002000650069006e00650020005300630068007200690066007400650069006e00620065007400740075006e00670020006500720066006f0072006400650072006c006900630068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2e0020004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2006500710075006500720065006d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6006f006e00740065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2d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9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6b007200e600760065007200200069006e0074006500670072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740079007000650072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8006f006700650020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00069006e002000650065006e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6f006d006700650076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002000420069006a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20006d006f006500740065006e00200066006f006e007400730020007a0069006a006e00200069006e006700650073006c006f00740065006e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1007500650020007000650072006d006900740061006e0020006f006200740065006e0065007200200063006f007000690061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5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0020004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200650071007500690065007200650020006c006100200069006e006300720075007300740061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600750065006e0074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0020004e00e4006d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500740020006500640065006c006c00790074007400e4007600e4007400200066006f006e0074007400690065006e002000750070006f0074007500730074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0020005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2006900630068006900650064006f006e006f0020006c002700750073006f00200064006900200066006f006e0074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800f80079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6600f800720020007400720079006b006b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6b00720065007600650072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69006e006e00620079006700670069006e0067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610076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002000440065007300730061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20006b007200e400760065007200200069006e006b006c00750064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760020007400650063006b0065006e0073006e00690074007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62535370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8fd94e9b8bbe7f6e89816c425d4c51655b574f5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2175370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90194e9b8a2d5b9a89816c425d4c51655b57578b3002>
    /KOR <FEFFace0d488c9c8c7580020d504b9acd504b808c2a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801c6a9d558b824ba740020ae00af340020d3ecd5680020ae30b2a5c7440020c0acc6a9d574c57c0020d569b2c8b2e4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545.000 394.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