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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보안 문제와 련한 연구가 많은 심을 받고 있으며 비  통신과 암호 통신에 용하기 한 방법 

 하나로 하이퍼카오스 시스템과 이에 한 동기화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SC-CNN으로 구성되는 하이퍼카오스 시스템의 동기화를 이루기 한 방법으로 선형과 비선형 결합계수에 의

한 동기화 기법을 제안하 다. 한 컴퓨터 시뮬 이션을 이용하여  송신부의 서 시스템과 수신부의 서 시

스템 사이에 동기화가 이루어지고, 체 시스템의 송신부와 수신부 사이에 동기화가 이루어졌음을 상 공간

과 시계열데이터의 차를 통하여 확인하고 검증하 다. 검증 결과 거의 완 한 동기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Recently, the research of security and its related problems has been received great interested. The research for hper-chaos 

systems and its synchronization are actively processing as one of method to apply to secure and cryptography communic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synchronization method by coupling coefficient of linear and nonlinear in order to accomplish the 

synchronization of hyper-chaos system that organized by SC-CNN(State-Controlled Cellular Neural Network). We also verify and 

confirm the result of synchronization between entire transmitter and receiver, and each subsystem in transmitter and receiver 

through the phase portrait and difference of time-series by the compute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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І. 서 론

우리가 사는 사회는  복잡해지고, 자연 상도 

이 에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복잡한 상들이 과학

자들에 의해 규명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에 

한 학문 역을 복잡계(complexity system)라고 한다. 

최근에 이러한 사회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복잡계 

상에 한 심이 물리학, 화학, 생물학, 공학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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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한 응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복잡계라 불리는 범 에는 사회 상, 자연 

상, 신체 구조 등 많은 역이 포함되고 있다. 특별히 

물리, 공학, 수학 역에서는 카오스(chaos) 상, 하이

퍼카오스(hyper-chaos) 상 등을 여기에 포함시켜 연

구를 진행하고 있다.  

카오스(chaos)는 공학 으로 “결정론  비선형 동  

시스템으로부터 생성되는 복잡하고 잡음과 같은 상”

이라고 말한다. 한 물리와 공학 분야에서 말하는 카

오스 는 카오스 공학의 의미는 “불규칙 천이 상”에 

을 두고 이야기된다. 하이퍼카오스는 카오스 신호

를 생성하는 카오스 회로를 여러 개 연결하여 더욱 복

잡한 신호를 만들어 내는 시스템을 말하고, 카오스 시

스템과 함께 주로 비   암호통신에 이용한다.

최근에는 암호  비 통신에서 카오스 회로 신에 

복잡도가 더욱 높은 하이퍼카오스에 한 심이 높아

지고 있으며 표 인 하이퍼카오스 시스템으로는 

SC-CNN(State-Controlled Cellular Neural Network) 

회로가 있다. 이들 시스템을 이용하여 비   암호 통

신을 해서는 먼  두 개의 시스템이 동일하게 동작

하도록 하는 동기화 구 이 필수 이다. 

카오스 신호와 하이퍼카오스 신호와 같은 복잡계 신

호는 근 으로 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임의의 기

에서 근 하게 시작한 궤 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

수 으로 멀어지는 기 조건에 민감한 특성(sen-

sitivity of initial condition)으로 인하여 카오스 시스템

과 하이퍼카오스 시스템을 동기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

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카오스  하이퍼카오스 시스템에서의 동기화 기법

은 구동 동기 기법, 결합 동기 기법, 임베딩 동기 기법, 

이외에도 다양한 동기 기법과 카오스 비  통신 기법

이  제시되어 있으나[1-19] 이들 각 방법들이 완벽한 

동기화 기법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동기화 기법에 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하이퍼카오스 회로 의 하나인 

SC-CNN에 용하기 한 선형  비선형 결합계수에 

의한 동기화 기법을 제시하고 이에 한 결과를 확인

한다. 

Ⅱ. SC-CNN 회로 

SC-CNN 회로를 구성하기 하여 먼  일반식 (1)

과 같은 일반화된 셀(cell)을 정의한다[20,21] 

jsojjjj iGGyaxx ++++=& (1)

여기서 ja 는 상수 라미터, ji 는 문턱값( threshold 

value), j는 셀 지수(cell index) , jx 는 상태 변수(state 

variable), jy 는 셀 출력으로서 식(2)와 같이 주어진다.

|)1||1(|5.0 −−+= jjj xxy (2)

식(1)에서, oG 는 출력의 선형 조합, sG 는 연결된 셀
들의 상태 변수이다.

식(2)의 일반화한 출력 비선형 특성을 만들기 해 

식(3)과 같은 출력 PWL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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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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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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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기서 kb 는 차단 (break point)이고 계수 kn 는 세
스먼트 기울기와 련된다.

SC-CNN 셀들은 식(4)에 의해 주어지는 상태 방정

식(1)과 출력 방정식(3)을 가지고 n-double scroll 생성

하는 것이 요구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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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선형 결합계수에 의한 동기화 기법

식(4)와 같은 SC-CNN에서 비선형 결합 계수에 의

한 동기화 기법을 이루기 한 송신부와 수신부의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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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다이어그램을 그림 1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1. SC-CNN 동기화를 한 블록 다이어그램
Fig. 1 Block diagram of SC-CNN synchronization

그림1의 블록 다이어그램은 왼쪽의 송신부와 오른쪽

의 수신부에서는 두 개의 SC-CNN에서는 선형 계수와 

비선형 계수에 의해 동기화 시키고 송신부와 수신부는 

임베딩 동기화 기법[18]에 의해 동기화 시키는 방법을 

용하 다.

이를 해 SC-CNN의 송신부와 수신부를 각각 식

(5), 식(6)과 같이 차원이 없는 방정식으로 표 한다.

송신부의 상태 방정식 

 

   (5)



   



 



      

수신부의 상태 방정식

 

   (6)



   



 



     

수신부의 의 개 항을 보면 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미분방정식에서 

오른쪽 항의 일부에만 송신호를 임베딩 하여 동기화

를 시도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식(5)의 송신부의 상태방정식에서 SC-CNN의 각 서

시스템을 선형과 비선형 계수에 의해 동기화시키기 

하여 각 서 시스템을 식(7), 식(8), 식(9)과 같이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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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선형계수, 항은 비선형 계수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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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타낸다.

식(6)의 수신부의 상태방정식에서 SC-CNN의 각 서

시스템을 선형과 비선형 계수에 의해 동기화시키기 

하여 각 서 시스템을 식(10), 식(11), 식(12)과 같이 

나타내었다.

  

     (10)



   



 



     

   

 (11)

  

  (12)

   



 



     

식(5)-식(12)를 이용하여 컴퓨터 시뮬 이션 한 결

과를 그림2에 나타내었다. 그림 2(a)는 송신부의 상 

공간, 그림 2(b)는 수신부의 상공간, 그림 2(c)는 송

신부의 시계열데이터, 그림 2(d)는 수신부의 시계열데

이터를 각각 나타낸다.

(a) 서 송신부의 상공간
(a) Phase portrait of sub-transmitter

  

(b) 서 수신부의 상공간
(b) Phase portrait of sub-receiver

(c) 송신부 서 시스템의 시계열 차
(c) Time-series difference of sub-transmitter

 

(d) 수신부 서 시스템의 시계열 차
(d) Time-series difference of sub-receiver

(e) 송신부의 상공간
(e) Phase portrait of transm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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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수신부의 상공간
(f) Phase portrait of receiver

(g) 서 송신부와 서 수신부의 시계열 차이
(g) Time-series difference of sub-transmitter and 

sub-receiver

그림 2. 컴퓨터 시뮬 이션에 의한 동기화 결과
Fig. 2  Result of Synchronization by computer 

synchronization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SC-CNN의 송신부 서

시스템과 수신부 서 시스템, 그리고 체 시스템의 송

신부와 수신부에서의 동기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서 시스템에서 동기화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체 시스템에서는 임베딩 구동 동기화 기법을 용하여 

서 시스템에서 완 하게 동기화되지 않은 문제를 극

복하여 거의 완 한 동기화가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Ⅳ. 결론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SC-CNN으로 구성하는 하이퍼카오

스 회로에서의 동기화 시스템을 구 하기 하여 몇 

개의 서 시스템으로 송신부와 수신부로 구성하며, 각 

송신부와 수신부의 서 시스템 사이의 동기화를 해 

선형 결합과 비선형 결합에 따른 계수를 용하여 동

기화를 이루고, 체 시스템의 송신부와 수신부는 임베

딩 구동 동기화에 의한 동기화를 이루는 방법을 제시

하 다. 

제시된 방법의 동기화 결과를 검증하기 하여 상 

공간과 시계열데이터의 차에 의한 결과를 제시하 으

며 체 시스템과 송신부와 수신부의 서 시스템 모두

에 동기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 다.

앞으로 이 방법을 용한 비  통신  암호 통신 

기법의 개발과 시계열데이터와 상 공간 이외의 다른 

검증  방법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동기화 결과

를 더 검증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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