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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  주기를 갖는 이진 수열에 한 상호상  함숫값은 통신 분야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값의 범 와 발생빈도에 한 분석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데시메이션   ⋅ 

를 이용하여 새로운 수열군을 제안하고 그 수열의 상호상  함숫값의 범 와 분포에 하여 분석한다.

ABSTRACT

The spectrum and the number of the values of the cross-correlation function between the maximal period binary sequences have 

been extensively studied because of their importance in communications applications.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new family of 

the sequences using the decimation   ⋅  . And we find the spectrum of the cross-correlation function of the 

sequences and analyze the number of times each value occurs fo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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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의사난수열은 역확산통신 시스템  스트림 암호

화 방식(RC4, A5, SEAL) 등에서 은 양의 키를 가

지고 긴 난수열을 생성하기 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1]. 이때 사용되는 확산 코드는 송수신자 사이에서는 

동기가 맞는 동일 코드를 사용하지만 다수의 사용자

에게는 서로 다른 코드를 부여하여야 하고 암호학

으로도 안 해야 한다. 선형복잡도와 상 계는 수열 

생성기의 안 성을 검증하는 표 인 방법이다[2,3]. 

선형복잡도가 클수록 수  공격에 의하여 해독되기 

어려우며, 상호상  계가 낮을수록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다 속 충돌이 낮아진다. 

따라서 선형복잡도는 크고 상호상 계는 낮은 수열 

생성에 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1,4～6]. 

특히 최  주기를 갖는 이진 수열의 상호상  함숫값

은 통신 분야에서 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Golo-

mb[7]이 처음으로 연구한 이후부터 지 까지 꾸 히 

http://dx.doi.org/10.13067/JKIECS.2013.8.6.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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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되고 있다[8～10]. 최  주기를 갖는 이진 수열의 

선택이 아니라 데시메이션의 값에 의해 상호상  함

숫값이 결정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상호상  

함숫값의 범 와 발생 빈도를 분석하는 것이 요한 

문제가 되었다[8,11,12]. 본 논문에서는 데시메이션 

   ⋅ 을 이용하여 새로운 수열군을 제안

하고 수열의 상호상  함숫값의 범 와 발생 빈도에 

하여 분석하겠다.

Ⅱ. 사 지식

의사난수열 생성기를 설계하고 연구하기 해 요

한 수학  도구인 트 이스(trace) 함수는 유한체 

에서 그것의 부분체   로 응되는 

선형함수이다. 트 이스 함수는 


  

  



 


⋅

 





⋯  




로 정의되며  ∈,  ∈에 하여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a) 
  

  
  ,

(b) 
 




 ,

(c) 



 ,

(d) 
  를 만족하는 의 원소 의 개

수는   .

상 함수는 두 상 사이의 유사성 는 계성을 

측정하기 해 사용되는 수학  도구로써 함숫값이 

에 가까울수록 계가 음을 나타낸다. 상이동차 

에 하여 주기가  인 두 수열 와 의 상

함수   (   ⋯    )는

  
  

 

    

으로 정의된다. 이 때 두 수열 와 가 같으

면 자기상 함수, 다르면 상호상 함수라 한다. 주기

가  이면서 자기상  함숫값의 범 가 이상 인 

수열로는 -수열, GMW 수열, generalized GMW 수

열이 있다[4,7,13]. 상 함수에 한 내용은 [14]에 자

세히 설명되어 있다. 

보조정리 2.1.[15]  을 만족하는  에 하

여 의 원시원소 는 


 , 


  을 만족

하는 ,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을 만족하는 에 하여, 


 로 간단

히 표기하고       ∈로 정의하면 
집합 의 원소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보조정리 2.2.  을 만족하는  과 집합 

에 하여, ∈이면 ∈ 이다.
증명. ∈이므로  이고, 이므로  

 
 을 만족한다. 따라서 ∈이다.

보조정리 2.3.[16]  을 만족하는  과 집

합 에 하여

∩

이다.

Ⅲ. 이차방정식의 해의 개수

보조정리 3.1.[14] 을 만족하는  과 

∈에 하여 
  일 필요충분조건은 




를 만족하는 ∈가 존재한다는 것이
다.

제 3.2.  , 일 때  을 만족하는 

의 원시원소 에 하여 
 이다. 이때 

 을 만족하는  이다. 

보조정리 3.1과 트 이스 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차방정식 

  ,   ∈ (1)

을 만족하는 해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i) ≠  :   ,  이라 두면 방정식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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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 된다. 보조정리 2.1에 의하여  

의 해가 존재할 필요충분조건은 
 이다. 이차

방정식  의 해가 존재할 경우 방정식 ⑴의 해

는     이다.

(ii)    :   이라 두면 방정식 ⑴은   

가 되고 방정식   는 


을 근으로 갖는다. 

제 3.3.  을 만족하는 의 원시원

소 에 하여 이차방정식  의 해를 구

해보자. 

  , ⋅  라 두면 이차방정

식  는  가 된다. 
 이

므로 방정식  의 해가 존재한다. 은 

 을 만족하므로 해는   는  

이다. 로부터 방정식  의 해

는  는  이다. 

정리 3.4.  을 만족하는  과 이차방정식의 

해집합을 ∈    ∈로 정
의하면

  or 

이다.

증명. ∈일 때, 집합 의 원소이면서 이
차방정식 

   (2)

을 만족하는 는 최  개까지 가능하다.  

인 경우는 방정식 ⑵가 근을 가지면서 그것이 집합 

의 원소일 때, 방정식 ⑵가 개의 해를 갖지만 그 

 하나만 집합 의 원소일 때이다.

(i) 방정식 ⑵가 근을 가지면서 그것이 집합 의 

원소인 경우 : ∈이므로 방정식 ⑵는 완
제곱식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근을 갖는 경우는 발

생하지 않는다.

(ii) 방정식 ⑵가 서로 다른 개의 해를 갖지만 그 

 하나만 집합 의 원소일 때 : 보조정리 3.1에 의

하여  을 만족하는 , 과 ∈에 하

여 항상 

  이므로 방정식 ⑵의 해는 모두 

에 존재한다. 방정식 ⑵를 만족하는 의 

서로 다른 두 원소를  라 하고 ∈라 하자. 
∈ 이므로 보조정리 2.2에 의해 ∈이다. 근과 
계수의 계에 의해   이고 가정에 의해 ∈
이므로 

 이다. 따라서  
이므로 ∈이

다. 즉, 이 의 원소이면 도 의 원소이다. 따라

서 방정식 ⑵가 서로 다른 개의 해를 갖지만 그  

하나만 집합 의 원소인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i), (ii)에 의하여   인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

므로   or  이다.                           □

Ⅳ. 최  주기를 갖는 이진 수열의 상호상  
함숫값의 분포

이제  을 만족하는 과 gcd   을 
만족하는  ,   ⋅ 에 하여 새로운 수

열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


  

  
 .

수열군  에서 상이동차  (≤≤ )에 하

여 두 수열 
, 

에 한 상호상 함수는

  
  

 



   



로 나타낸다. 제안된 수열군  은 Choi 등의 연구 

결과와 같은 범 의 상호상  함숫값을 갖는다[17].

정리 4.1. 수열군  에서  는 5값 함수이며 

∈    ⋅  ⋅ 

이다. 

증명. 수열군  의 두 수열 
, 

에 한 상

호상 함수는

  
  

 



   





JKIECS, Vol. 8, No. 6, 891-898, 2013

894

 
  

 




     

    



이다. 여기서  로 두고   (≤

≤ , ≤ ≤
 ),  라 두면 ∈이

다. 그러면






 



 

    
  

  

이고   ≤ ≤ gcd  
이므로 




  이다. 여기서

   
        

   

이다. 따라서

  
∈   






    

이고         ≤≤ 라 두

면     
 이다. 이제   의 

값을 구하기 해    을 만족시키는 의 개

수가 필요하다.

     

     ⇔  
  

  

  


 



이고 gcd   이므로 
     ⇔ 

    
 

이다. 따라서 
      을 

만족하는 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


     

    
    

이다. 여기서  ,   로 두고 보

조정리 2.1을 이용하여  로 표 하면 ≡mod
 , ≡ mod  이므로


 

 







 












 

 





 


 

 

이다. 
  로 치환하면 ∈이고 ≠이므로

    (3)

이다. 방정식 ⑶은 에 한 차식이므로 최  

개의 해가 존재할 수 있고        이므로 

 ∈     ⋅  ⋅ 이다.
□

특별히  , ≠일 때, 상이동차 (≤

≤ )에 한  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정리 4.2. 수열군  에서 상이동차 

(≤ ≤
 ), ≠에 하여  의 발생빈도는



    :  ⋅

       

      
,



    :  ⋅

      

       

이다. 

증명. 첫 번째 단계로, 발생 가능한 상호상  함숫

값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 ≠이므로 방정식 

⑶에서  이고, (≤ ≤
 )이므로 

이다. 따라서 방정식 ⑶은 

    (4)

이다. 방정식 ⑷는 최  개의 해를 가질 수 있고

     

이므로    이외의 다른 해의 개수는 방정식

   (5)

이 집합 에서 몇 개의 해를 갖는지 확인하면 알 

수 있다. ∈, ∈이므로 정리 3.4
에 의하여 방정식 ⑸는 에서 항상 개의 해를 

갖는다. 이제 개의 해가 모두 집합 의 원소인지 확

인해야 한다.

(i) 

  이면 방정식 ⑸의 해는 모두 

에 존재한다. 그러나 보조정리 2.3에 의해 

∩ 이므로 이 경우 방정식 ⑸의 해는 

모두 집합 의 원소가 아니다. 근  을 고려하

면 방정식 ⑷의 해는 개이므로  이다.

(ii) 

  이면 방정식 ⑸의 두 해는 모두 

∖에 존재하고, 근과 계수의 계  보
조정리 2.2에 의해 두 해는 모두 집합 의 원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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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  을 포함하면 방정식 ⑷의 해는 모

두 개, 즉    이므로   ⋅
 이다. 

(i), (ii)에 의해 (≤ ≤
 )일 때 

의 값은 , ⋅ 만 가능하다. 

두 번째 단계로,  ,   ⋅
 의 발

생빈도를 분석하겠다. 



 에서 ≠이므로  ≠이다. 따

라서 

 의 값  과 의 개수는 

 의 
값에 따라 달라지고 트 이스 함수의 성질 (b)에 의

하여 

 

 이므로 간단히 
 의 값을 

생각하면 된다.

(a) 

    : 

 의 값  인 것이 하
나 빠지게 되므로 


    

    
     

 이

다. 따라서 (≤ ≤
 )일 때,  

은    번,   ⋅
 은   번 나타난다. 

(b) 

    : 

 의 값  인 것이 하
나 빠지므로 


    

   
      

 이다. 따

라서 (a),(b)에 의하여 (≤ ≤
 )일 때 

 은 
 번,   ⋅

 은   번 

나타난다.                                      ⃞

 

제 4.3.  , 이고  ,  일 때, 

 (≤ ≤)에 한     값의 분포를 살펴

보자. 



  이어서 

 의 값  

인 것이 하나 빠지게 되므로 

  은 번, 



  은 번 발생한다. 따라서 해의 개수가 

개인 것은 번, 해의 개수가 개인 것은 번 존재한

다.

  값에 따른    값을 
 ×   배열로 

나타내면  (≤ ≤)일 때의     값은 그

림 1과 같이 첫 열에 분포하고   이 개, 

 이 개 존재한다. 

그림 1. (≤≤
 )의 배열

Fig. 1 The array of the value   for ≤≤
 

제 4.4.  , 일 때,  ,  인 경우 

 (≤ ≤)에 한    값의 분포를 살펴

보자. 



 

  이므로 
 의 

값  인 것이 하나 빠지게 되어 

  은 

번, 

  은 번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해의 

개수가 개인 것은 번, 해의 개수가 개인 것은 번 

존재한다.

의 값에 따른 
  
를  ×   배열로 

나타내면  (≤ ≤)일 때    값은 그림 

2의 첫 열에 분포하고   인 것은 개, 

 인 것은 개 발생한다. 

그림 2. 
 
(≤≤ )의 배열

Fig. 2 The array of the value 
 
  for ≤≤ 

제 4.5.  , 일 때  으로 두고 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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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켰을 때  (≤ ≤)에 한    값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이 개( 는  이 개)인 경우 : 

                          (번)

  이 개( 는  이 개)인 경우 :

                          (번)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을 만족하는 과 

gcd   을 만족하는  ,    ⋅ 에 
하여 새롭게 정의된 수열군은 5개의 상호상  함숫

값을 가진다는 것을 보 고  , ∈인 경
우 상이동차 (≤ ≤

 )에 한    

값의 분포에 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일반 인 에 한 상호상  함숫값의 분포에 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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