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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DMA는 여러 사용자가 시간과 주 수를 공유하면서 각 사용자에게 확산코드라고 하는 서로 다른 의사잡음

수열(pseudonoise sequence)을 할당한다. 각 사용자는 할당된 확산코드를 이용하여 송신할 신호를 변조한다.  

신호를 변조하는데 사용하는 코드를 선택하는 것은 CDMA 시스템의 수행능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요

하다. 왜냐하면 품질이 좋은 수열은 사용자들 사이의 신호들의 간섭을 이고 신호를 잘 복호할 수 있도록 하

기 때문이다. 수신자는 데이터를 복호하기 해 수신된 부호를 동기화한다. 서로 독립인 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동시 다 속을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확산 스펙트럼 통신에서 다 속 충돌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의 

보안을 증가시키고 사용자의 수를 늘이는데 도움을 주는 비선형 수열을 생성하고 상호상 계를 분석한다.

ABSTRACT

Code-Division Multiple-Access(CDMA) allows several users simultaneous access to a common channel by assigning a distinct 

pseudonoise sequence called spectrum code to each user. Each user in a CDMA system uses a assigned spectrum code to modulate 

their signal. Choosing the codes used to modulate the signal is very important in the performance of CDMA systems. The best 

performance will occur when there is good separation between the signal of a desired user and the signals of other users. The 

receiver synchronizes the code to recover the data. The use of an independent code allows multiple users to access the same 

frequency band at the same time.  In this paper we propose a generalized model of non-linear binary sequence using trace function 

and analyze cross-correlation of these sequences. These sequences with low correlation, large linear span and large family size, in a 

direct-sequence spread spectrum communication system, help to minimize multiple access interference, increase security degree of 

system and enlarge user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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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90년 부터 정보통신 분야는 다른 어떠한 산업분

야보다 속한 성장을 보 고, 특히 80년  에 처음

으로 사용서비스를 시작한 이동 화 서비스의 성장속

도는 목할 만하다. 사회의 격한 정보화의 추세

에 따라, 지난 해 9월 국내 휴 폰 가입자의 수는 5000

만 명을 넘어섰다. 한 스마트폰 사용자의 수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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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을 넘어섰다.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무

선통신 서비스를 수용하기 해 고려되어야 하는 가장 

요한 문제 의 하나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에 한 것이다. 이

동 화 시스템에서는 이 게 부족한 주 수를 효율

으로 이용하기 해 두 가지 기술을 채용하고 있다. 첫 

번째가 주 수를 재사용하여 기지국의 수를 늘리는 셀

룰러 기술이고 두 번째가 주 수를 동시에 여러 가입

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다  속방식이다. 

확산수열(spreading sequence)은 다  반송  역

확산 통신시스템(multi-carrier spectrum communi-

cation system)과 직 수열(direct-sequence) CDMA

와 같은 무선통신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통

신 시스템 사이에서 확산수열의 요한 기능은 다

속 충돌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의 보안수 을 가능한 

높이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

도록 사용자수를 확 하는 것 등이 있다. 다 속 충

돌은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속할 때 생기는 충돌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는데, 확산수열의 낮은 상호상

계(cross-correlation)는 다  속 충돌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한 이러한 통신시스템에서 어떤 사용자의 

확산수열을 얻는 군가는 그 사용자의 신호를 복호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법한 사용자의 비 이 폭로

되는 결과를 래하게 된다. 이런 험 정도를 평가하

기 해 선형스팬(linear span)이 그 척도로 사용된다. 

선형스팬이 크면 수열의 복호가 더 어려워지므로 낮

은 상호상 계, 큰 선형스팬, 큰 패 리 사이즈를 

가지는 확산수열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7]. 

확산수열을 분석하기 해 많은 기 들이 제시되었고 

그 결과는 [8]에 잘 나타나 있다. 생성된 수열의 상호

상 계의 기 은 Welch bound이다. 따라서 생성된 

수열이 통신시스템에 응용되기 해서는 Welch 

bound를 만족해야 한다[9]. 

당한 정수 에 하여 2-valued 자기상 계

(auto-correlation)를 갖는 주기가  인 균형이 잡

힌 이진수열(balanced binary sequences)[3]은 역확

산 통신 시스템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다[4]. 이러한 

수열로 잘 알려진 수열군은 -수열, GMW 수열, 

Kasami 수열, No 수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트 이

스를 이용한 여러 수열들이 연구되었다[5-12]. 본 논

문에서는 트 이스함수를 이용하여 생성하는 비선형 

이진수열에 하여 일반화된 모형을 제안하고 주어진 

수열의 상 계를 분석한다. 제안하는 수열군은 기존 

연구 결과인  -수열, GMW 수열, Kasami 수열, No 

수열, Niho 형태의 수열 등을 모두 포함한다. 

Ⅱ. 배경지식  기존 연구 분석

2.1. CDMA 방식

주 수를 많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다 속

방식에는 크게 주 수 분할 다 속(FDMA), 시분할 

다 속(TDMA), 코드분할 다 속(CDMA) 등이 

있다[13]. 그림 1은 다 속 방식에 한 그림이다. 

그림 1. 다 속방식
Fig. 1 Multiple access schemes

FDMA방식은 주어진 주 수를 각 사용자가 서로 

다른 신호간의 간섭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주 수 

역으로 나 어 동일한 주 수 역의 주 수 신호

는 통과시키고 그 외 주 수 신호는 제거하는 필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아날로그 방식이다[14]. 

디지털 신호란 신호의 크기가 연속 인 값을 가지

지 않고 '0'과 '1'만 가지는 신호를 말한다. 이러한 디

지털 신호는 '0'과 '1'만 구별하면 되므로 신호 송에 

있어서 잡음에 강한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디지털 신

호 여러 개를 동시에 송하는 방법으로 TDMA와 

CDMA가 표 인 방식이다. 

그림 2는 TDMA 통신방식을 나타낸다. TDMA방

식은 하나의 주 수 역을 주기 인 일정한 시간 간

격으로 나 어서 각 사용자가 차례차례로 자신에게 

할당된 시간 간격에 자신의 신호를 실어 보내면 각 

수신측에서 자기의 시간 간격에 있는 정보만을 골라 

수집하는 방식이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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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DMA 방식
Fig. 2 TDMA scheme

CDMA에서는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주 수를 동

시에 사용한다[16]. CDMA는 송신자의 통화에 해서 

특별한 확산코드를 더하여 주 수 역폭을 넓 서 

송신한다. 이 때 수신측은 송신측에서 부여한 것과 동

일한 코드에 의해 자기에게 오는 통화를 구별해 낸다

[14]. 그림 3은 CDMA방식을 나타낸다. 이러한 확산

역폭 통신시스템에서는 이론 인 주 수 역폭보다 

훨씬 더 넓은 역폭을 사용하여 정보를 송할 수 

있다. 이때 사용하는 확산코드는 보내려는 정보와 독

립 인 코드신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수신측에서

는 송신측에서 정보를 확산시킨 코드신호와 동기가 

맞추어진 신호의 상 계에 의해 확산되어진 정보를 

복원하게 된다. 

그림 3. CDMA 방식
Fig. 3 CDMA scheme

2.2. 비선형 이진수열에 한 기존 연구

주어진 크기의 의사잡음수열 군에 한 바람직한 

몇 가지 성질은 낮은 상호상 계, 큰 선형스팬, 균

형성질(balanced property), 많은 서로 다른 수열군의 

존재성, 구 의 용이성 등이다.

 주기가  이고 이상 인 자기상  특성을 갖는 

의사불규칙 수열들  표 인 것이 -수열, GMW 

수열, Kasami 수열, No 수열, Gold 수열, Niho 유형의 

수열 등이 있다. 수열의 바람직한 성질  낮은 상

계는 코드 분할 다  속의 능력을 가지기 해 

요하다. Welch[9]에 의해 유도된 최  상 계 값

에 한 하한은 의사불규칙 수열군의 상 계 성질

을 평가하는 데 자주 이용된다.  -수열, GMW 수

열, 작은 집합의 Kasami 수열, No 수열 등은 이러한 

하한의 에서 최 인 상 계 값을 갖는 수열 군

들이다.

트 이스(Trace)함수는 유한체로부터 부분체로의 

선형 매핑인데, 이 함수는 의사불규칙 수열의 설계와 

분석을 한 요한 수학  도구이다. 트 이스함수에 

한 정의와 그것들의 성질을 보면 부분의 이진 의

사불규칙 수열들은 트 이스 함수의 형태로 표 될 

수 있다. 를 개의 원소를 가지는 유한체라 

하고  이라 하자. 은 

 인 자연수라 하자. 여기서 은 1 보다 큰 정

수이다. 한    라 하자. 차수가 

인 원시다항식 의 원시근을 ∈ 라 하자. 

이 의 약수이므로   ⊂   이다. 임의의 

자연수 에 하여 ℤ   ⋯  라 하자. 본 논

문에서 수열의 생성을 해 사용되는 트 이스 함수 


    →  는 식(1)과 같이 정의된다.


  






⋅

(1)

트 이스함수 
    →  는 다음 성질

을 만족한다[17].

 
  

 
  ∀∈ 

 
  

 ∀∈  ∈ 
 

 는 사함수이다.

 
    ∀ ∈ 

 
 



 
   ∀∈ 

 
 

 
   ∀∈  .

임의의 고정된 ∈ 에 하여 방정식 


  를 만족하는 해가  개 존재한다.

-수열 와 GMW 수열 은 다음 식 (2), 

(3)과 같다[5,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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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의 한 원시원소이고, 

≤  , gcd    을 만족한다. 

 이라 하고       이라 

하자. 그러면 Kasami 수열  와 No 수열  는 

는 다음과 같다[7,10]. 

 
 


⋅ (4)

  
  ⋅ (5)

여기서 는  의 한 원시원소이고, ∈ 
이다. 그리고 정수 에 하여 ≤  이고 

gcd    이다. 

주기가 인 이진수열의 상 계 는 이동량

이 일 때, 두 수열  와 에 하여 식(6)

과 같다. 

  





 (6)

임의의 ∈에 하여 식 (7)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5]. 


∈ 



 

   ≠

    
(7) 

Ⅲ. 확장된 비선형 이진수열

본 논문에서는 트 이스함수를 이용하여 생성한 비

선형 이진수열에 하여 일반화된 모형을 제안하고 

주어진 수열의 상 계를 분석한다. 

과 이 양의 정수이고  이라 하자. 가 

 의 원시원소이고, 는  의 원시원소라 

하자. 두 원소    사이의 계는   를 만족한다

고 하자. 여기서      이다. 주

기가  인 비선형 수열 가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고 하자. 

   ≤ ≤ ≤ ≤  (8)

여기에서  는 다음 식을 만족한다.  

 
    

    
(9)

여기서 ∈  이고, ∈ 이다.  와 

는 음이 아닌 서로 다른 정수이고   이다. 

gcd    ≤    이고, gcd
     이다. 

식을 간단히 하기 해   이고   

라 두자. 

<보조정리 1> 를 의 원시원소라 하고, 

를 의 원시원소라 할 때, 에 하

여     라 하면    이다. 

<증명> 주어진 보조정리의 증명은  임을 

보이면 된다. 

   
 
  
 

이다. 따라서     이다.     □

주기가  인 수열 의 상 계를 분석하

는데 있어서 주어진 수열을 주기가 인 수열 

개로 나 어 생각해보자. 를 

× 의 배열로 나타내기 하여 를  

 ⋅ ≤   
 ≤   

로 

두고 보조정리 1을 이용하면 는 다음과 같다.

 
   




    



(10)

따라서 두 수열   , 와 이동량 에 하여 

식 (6)의 상 계에서 는 식(11)과 

같다. 

 


⋅ (11)

여기서   는 식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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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러므로  는 식 (13)과 같다. 

  


 





  

 
 




 


 




  

    
 

(13)

여기서      로 수열 

를 × 의 배열로 나열했을 때, 

모든 성분이 0인 열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므로     은 식 (14)과 동치

이다.  


 

  
 

 


 

 
 

 

(14)

  ,   
 ,   

 라 두

면 식 (14)은 식 (15)와 같다. 


 

 
   

   (15)

식 (15)를 식(1)의 트 이스 정의에 의해 풀고 


 를 라 두면 식 (16)와 같다.

 


  


    (16)

식 (16)는 에 한 차 방정식이므로 해의 

개수는 최 한 개 존재한다. 즉 

≤  ≤  이다. 따라서 제안된 비선형 이

진수열의 일반화 모형에 한 상 계는 정리 2를 

만족한다. 

<정리 2> 에 속하는 두 수열  , 에 

한 상 계 는 다음을 만족한다.

 ∈    ⋯  

<예제>     ,       

  이라 하면 이다.      이고 

  
      

   
라 하자. 여기서 

 이고,  을 만족한다. 주어진 조건하에

서 생성된 두 수열 와 를 의 원소

로 ×배열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이면  이다. 한 주어진 수열 

는 모든 성분이 0인 열이 없으므로 

에는 모든 성분이 0인 열이 없다. 따라서 식(13)

에 의하여 모든 에 하여  이다.     □

제안된 비선형 수열 모형은 지 까지 제안되었던 

많은 수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식(9)에서 

         라 두면 수열이 된다. 

한        라 두면 제안된 수열은 

GMW 수열을 만족한다.         ≠

이면 Kasami 수열이 된다.       ≠이

면 No 수열이 된다.   이고  ≠  는  ≠

이면 Niho 형태의 수열이 된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트 이스함수를 이용하여 생성한 비

선형 이진수열에 하여 일반화된 모형을 제안하고 

주어진 수열의 상 계를 분석하 다. 제안하는 수열

군은 Welch의 에서 최 의 상 계를 갖는 기

존 연구 결과인  -수열, GMW 수열, Kasami 수열, 

No 수열, Niho 형태의 수열 등을 모두 포함한다. 따

라서 훨씬 다양한 수열을 포함하고 있고 수열군의 크

기도 크다. 따라서 다 속 충돌을 최소화하는데 도

움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제안한 수열의 선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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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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