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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주기가  인 진 수열은 부호이론, CDMA와 같은 통신시스템과 암호체계 등 많은 분야에서 폭넓게 응용

되고 있다. 이러한 수열에 한 상호상 계에 한 분석은 진 수열의 연구에 있어 매우 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한체 에서의 방정식    의 해와 련지어 진 수열의 상호상 계를 분석한다. 

ABSTRACT

-ary sequences of period   are widely used in many areas of engineering and sciences. Some well-known 

applications include coding theory, code-division multiple-access (CDMA) communications, and stream cipher systems. The analysis 

of cross-correlations of these sequences is a very important problem in -ary sequences research. In this paper, we analyze 

cross-correlations of -ary sequences which is associated with the equation     over finite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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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는 여러 사

용자가 시간과 주 수를 공유하면서 각 사용자에게 

확산코드라고 하는 서로 다른 의사난수열(pseudo- 

random sequence)을 할당한다. 각 사용자는 할당된 

확산코드를 이용하여 송신할 신호를 변조한다. 신호를 

변조하는데 사용하는 코드를 선택하는 것은 CDMA 

시스템의 수행능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요하

다. 왜냐하면 품질이 좋은 수열은 사용자들 사이의 신

호들의 간섭을 이고 신호를 잘 복호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수신자는 데이터를 복호하기 해 수

신된 부호를 동기화한다. 서로 독립인 코드를 사용하

는 것은 동시 다 속을 가능하게 한다. 

확산 스펙트럼 통신에서 다 속 충돌을 최소화하

고, 시스템의 보안을 증가시키고 사용자의 수를 늘이

는데 도움을 주는 수열로 잘 알려진 수열군은 -수

열, GMW 수열, Kasami 수열, No 수열, 수열에 

데시메이션(decimation)을 용하여 얻는 Gold 계열의 

수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트 이스를 이용한 여러 

수열들이 연구되었다[1-6]. 제안되었던 많은 수열들이 

좋은 수열인지를 별하는 기  가운데 가장 요한 

것  하나가 임의의 상이동차에 한 두 수열사이

의 상호상 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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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진 -수열에 의해 생성

되는 Gold 계열의 수열에 하여 상호상 계를 분

석하기 하여 유한체 상의 방정식   

의 해의 개수와 수열의 상호상 계를 련지어 생

각한다. 

Ⅱ. 배경지식  기존 연구 분석

트 이스(Trace) 함수는 유한체로부터 부분체로의 

선형매핑인데, 이 함수는 의사난수열의 설계와 분석을 

한 요한 수학  도구이다.  를 개의 원

소를 가진 유한체라 하고,     

라 하자. 차수가 인 원시다항식 의 원시근을 

∈ 라 하자. 

트 이스함수 
    →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7]. 


  






⋅

여기서 는  의 원소이고  


이다. 트

이스함수 
    →  는 다음 성질을 만

족한다[7].

 
  

 
  ∀∈ 

 
  

 ∀∈  ∈ 
 

 는 사함수이다. 

 
    ∀ ∈ 

 
 



 
   ∀∈ 

 
 

 
   ∀∈  .

임의의 고정된 ∈ 에 하여 방정식


  를 만족하는 해가  개 존재한다. 

GMW수열, Kasami 수열, No 수열과 같은 부분체

를 이용하여 제안된 수열과 다른 형태로 최 의 상호

상 계를 갖는 수열이 Gold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

들에 의해 제안되었다[8-14]. 이러한 수열은 하나의 

-수열 와 -수열에 데시메이션을 용한 수

열을 라 할 때 주기  인 두 -수열의 합으

로 생성되는 수열을 Gold 계열의 수열이라 한다[13].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1)

여기서 는  의 한 원시원소이다.

gcd    를 만족하는 데시메이션 

(≤ ≤   )를 수열 에 용하여 주기가 같

은  하나의 -수열 를 다음과 같이 생성할 수 

있다.

   (2)

그림 1.    

Fig. 1    

를 들어  이고   ,   라 하자. 그러면 

gcd    gcd   이다. 을 생

성하는 4차 원시다항식 를    라 

하고 의 원시근 에 하여   ,

  ⋯ 라 할 때 수열 의 주기는 

   이고, 한 주기의 수열을  × 배열로 나

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이때 첫 번 째 열인 1, 1, 0, 1, 

2, 2, 0, 2는 의 부분체 를 생성하는 2

차 원시다항식   
 에 의해 생성된 주

기가 8인 수열이고, 6번째 열 0-수열을 제외한 

나머지 수열은 첫 번째 열과 같은 수열로 상이

동차만 존재할 뿐이다. 수열 에 데시메이션 

 을 용한 수열   는 그림 2와 같

다. 이 수열의 최소다항식은   이고 이 다항

식은 원시다항식이다. 한 그림 2의 수열의 배열에서 

각 열  0-수열을 제외한 수열의 최소다항식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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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Fig. 2     

소수인 에 하여 주기가  인 유한체 

에 하여 의 곱셈군은 이다. 

상에서의 방정식 

   (3)

의 해에 해 생각해 보자. 이때 는 식 (2)에서 정의

된 이다. 특히, ≡mod  인 Niho 형태의 

에 응하는 수열의 상호상 계함수는 Niho의 

학  논문에서 처음 연구되었다[15]. Niho 등은 상호

상 계가 3값 혹은 4값이 되는 수열을 발생시키는 

Gold 계열의 수열에 하여 연구하 다. 최근 이런 종

류의 데시메이션이 큰 심의 상이 되고 있다. 이러

한 수열의 상호상 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 방정식 

(3)에 한 연구는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앞의 에서   이라 두면 ≡ mod 이므

로 주어진 데시메이션은 Niho 형태이고 그림 3은 

  이다. 

주기가  인 두 진 -수열 와 

      ⋯ 의 상호상 계 함수

를      ⋯  
 라 할 때 는 다

음과 같다. 

  



 

 (4)

여기서 는 단 원의 제곱근 복소원시근이다. 임

의의 ∈에 하여 식 (5)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16]. 


∈ 



  

   ≠

     
(5)

 를 계산하는 것은 
∈ 

를 계

산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 는 유한체  의 

canonical additive character이고,   이다. 이것

은 정리 1을 만족한다.  의 값의 분포를 찾는데 

있어 정리 1의 거듭제곱의 합에 한 식을 사용한다. 

그림 3.    

Fig. 3    

<정리 1[14]> 소수 에 하여 상호상 계 

 는 다음이 성립한다. 

 



 

  


 



 


  

 



 


  

여기서 는 ∈     이

다. 

정리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어진 수열의 

상호상 계와 방정식   은 한 

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 방정식   의 

는 Niho 형태의 에 해서만 다룬다. 즉, 

≡ mod 이다.  에서 방정식을 만족

하는 해 를 찾아보자. 여기서 는 소수이다.  조건 

gcd    은 Niho 형태를 만족하는 에 해 

항상 성립하므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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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에 하여 를 식 (6)과 같이 정의한

다.

  (6)

에 한 성질은 일반 인 복소수의 켤 와 유사

하다. 를 들어    이다. 

주기가 인 순환군 를 식 (7) 같이 정의한다. 

 ∈    (7)

Ⅲ. Niho형태의 지수에 한 유한체 방정식

Niho 형태의 데시메이션 는 ≡ mod 이
므로   라 하자. ∈라 하면  

∈이므로        이

다. 그러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①    

  



 

②     
 


①과 ②에 의해   이다. 이것은 

의 모든 원소가 분명히   의 

해가 됨을 의미한다.  

<정리 2>  이고 ≡ mod이라 하자. 

∈ ∖가   의 해일 필

요충분조건은          는 

       이다.   

(증명) 

      

 이

다. 그런데 가   의 해이므로

 

 이다. 따라서  


이

므로   한 방정식   의 해이다. 

한  

 이고 식 (8)

을 만족한다. 

  




 (8)

그런데    ∈이고 ∈이므로 

∈이다.

 이 고 

 

  이다. 그러므로 식 (8)은 식(9)와 같다. 

 

  (9)

따라서 식 (10)을 만족한다. 



 (10)

≡mod이므로 식 (10)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는     이다. 

i)   일 때,    이므로 

  이다. 

ii)   일 때,     이므로 

  이다.

역에 한 증명도 유사하므로 생략한다.        □

앞에서  의 부분체인 의 모든 원소는 

방정식   의 원소임을 보 다. 그 다

면 ∖인 원소에 하여    

의 해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고,     ,      

라 하자. 정리 2에 의해서       는 

        이다.

① ∈∖: 
  






 
   이고 

유사한 방법으로    
   이다.  그

러므로 ∈ 이다. 그런데 만약   이라 하자. 

        이므로 ∈ 가 되

고 ∈∖에 모순이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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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유사한 방법으로 ≠ 이다.  

② ≠  :

  라 가정하자. 그러면   이다. 

양변에 을 곱하면   이다. 

정리하면    이다. 

따라서   이다. 즉, ∈ 이 되고 이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이다. 

③  



       ⋅  ㉠
      

 



⋅  

      ㉡
㉠,㉡에 의해서   이다. 그러므로 

방정식   을 만족하는 해  

∖에 속하는 원소는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11)

그리고

        인 경우  

는      

      인 경우
이다. 유사한 방법으로   

  인 경우  는   

  인 경우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리 2에 

의해 식 (11)의 는   의 해이다. 이러

한 는 와 가 정해지면 유일하게 결정된다. 즉 

와 가 다른 에 해 는 서로 다르다. 

  gcd ,   gcd이라 하자. 

  또는    ∈∖ 이고   

이면 gcd     는gcd   이므로 


   또는   이다. 방정식 

  의 해의 개수 은 다음과 같다.

      (12)

< 제>  ,      이라 하자.   라 두면, 

 이고 ≡ mod 로 Niho 형태의 데시메이

션이다. 한 gcd    gcd  을 만족

한다.    gcd  gcd    이고, 

  gcd  gcd   이다. 그러므로 

식 (12)에 의해 방정식    의 해의 개

수는   이다. 실제 

해는       이다. 

이는 와 같다.   이면  이다. 그러면 

  이고,   이다. 따라서 식 (12)에 의한 방정

식의 해의 개수는 ⋅  이다. 실제로 

   의 해는     

       

    이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소수 에 하여  이고 

≡ mod 인 Niho 형태의 데시메이션을 지수

로 하는 유한체 방정식   의 해의 개

수를 구함으로 주어진 진 수열의 상호상 계의 분

포를 구하는 방법에 하여 알아보았다. 이때 방정식

이 해를 갖기 한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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