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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원리를 통한 수열의 재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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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수열의 특성다항식이 원시다항식의 거듭제곱으로 표 될 때 수열의 생성원리를 밝힘으로써  

수열의 재배열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수열의 선형복잡도와 필요한 항을 효율 으로 구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iscover the generation principle of a sequence when the characteristic polynomial of the sequence is a power of a primitive 

polynomial. With the generation principle, we can rearrange a sequence. Also we get the linear complexity and the required term of the sequence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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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생성함수로부터 얻어지는 수열에 한 분석은 암호

알고리즘을 설계하거나 암호알고리즘을 분석하는데 

있어 매우 요한 문제이다[1,2]. 선형 화식으로 표

된 수열에 하여 시간 일 때의 일반항을 알면 빠르

게 항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 따른 각 항

의 변화를 쉽게 찰할 수 있으므로 수열의 분석이 

용이해진다. 

선형 화식으로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문

제는 Selmer, Ziele[3,4] 등에 의해 연구되었다. 그러나 

특성다항식의 근의 복도가 유한체의 표수보다 큰 

경우 근 사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한 방법은 

McEliece가 특성다항식의 한 근에 한 켤 근과 유

한체 에서의 이항계수를 이용함으로써 알려졌다[5]. 

그 과정에서 McEliece는 독립변수의 개수를 고 

유한체의 표수와 계없이 특성다항식의 근을 이용하

여 선형 화식으로 표 된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 다. 

그러나 이 방법을 이용하여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기 

해서는 부분분수로 분해하여 계수를 모두 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다항식이 원시다항식의 거듭제

곱으로 표 되는 경우 특성다항식을 따르는 수열의 

생성원리를 밝힌다. 이를 통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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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복잡한 계산이나 선형 화식을 이용하기 

해서 그 이  항을 구하지 않고도 선형복잡도와 원하

는 항을 효율 으로 구할 수 있다.

Ⅱ. 사 지식

이진수열   ⋯ 로 수열    ⋯

를 정의할 때, 임의의 ,     ⋯ 에 하여 

  를 만족하는 최소의 자연수 를 수열 의 

주기라고 한다. 수열 를 간단히   로 나타내고 

수열 의 한 주기까지의 항으로 이루어진 수열   

 ⋯  를 간단히 로 나타내자. 수열 에 
하여 항  , ≤ ≤ 부터 시작하고 길이 인 

수열   ⋯ ⋯ 는 
 , 모든 성

분이 이고 길이가 인 수열은 로 나타낸다. 수열 

  가 선형 화식 

  ⋯   ⑴

∈ , ≤ ≤ 을 만족할 때, 개의 항
으로 이루어진 벡터 〈⋯〉를 수열 의 
기상태벡터라 한다. 한 수열 의 모든 항은 식 ⑴

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선형 화식 ⑴을 간단히  

LFSR(Linear Feedback Shift Register)라고 한다[6-8].

선형 화식 ⑴에 의하여 생성되는 수열의 주기를 

확인하기 하여 그에 응되는 에서의 차 

다항식

  
 

 ⋯ 

를 수열 의 특성다항식(characteristic polynomial)이

라 한다.

정의 2.1.   에서 정의된 차 다항식  

  
 

 ⋯ 에 

하여  
 로 정의된 다항식 를 

의 상반다항식이라 한다. 

정의 2.2. 차 선형 화식과 기상태벡터 〈 
⋯ 〉,    ⋯  ,   에 의하
여 유일하게 얻어지는 수열   를 충격반응수열

(impulse response sequence)이라 한다. 

선형 화식을 만족하는 수열 는 기상태벡터에 

따라 서로 다른 주기의 수열이 생성될 수 있는데 그 

에서 충격반응수열의 주기가 가장 길다[9].

제 2.3. 수열   가     
를 만족한다고 하자. 기상태벡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수열이 생성된다.

⑴ 기상태벡터 일 때,       

    , 주기 인 수열 생성

⑵ 기상태벡터 일 때,       

        , 주기 인 수열 생성 

⑶ 기상태벡터 일 때,       

         , 주기 인 수열 생성 

정의 2.4. 수열   에 하여

 


∞


 ⑵

로 정의된 수를 수열 의 생성함수(generating 

function)라 한다. 

특성다항식 에 의하여 생성된 수열 의 주기

를 라 하면 




∞

 ⋯ 


이므로 ≡mod 라 두면
  

 ⋯ 
 ⑶

이다. 주어진 주기의 수열을 생성하기 해 필요한 

항의 최소개수로 정의되는 선형복잡도는 에서 계

수가 이 아닌 항의 개수와 같다[10]. 

Ⅲ. 생성함수와 특성다항식

보조정리 3.1. 수열   의 특성다항식을  , 

deg , 생성함수를 라 하면 
 


, ≤ deg≤  ⑷

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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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⑷의 는 기상태벡터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성다항식 에 의하여 생성되는 충격반응수열을 

    라 할 때,  
 , ≤ ≤인 경우, 

수열 에 하여   이다. 즉, 수열 는 충

격반응수열의 첫 번째 이 번째에 치하는 

수열이다. 

제 3.2.   에 의해 생성되는 수열 

              ⋯ 에 하여 

    ,     ⋯이므로 

  
  



이다. 수열 는 기상태벡터가 인 충격

반응수열이므로  이고  


이다. 

특성다항식 에 의하여 생성된 수열 의 주기

를 라 하면 식 ⑵로부터 




∞

 ⋯ 


     


 ⋯ 


이고 식 ⑷로부터 




 ⋯





이다. 특성다항식이 기약다항식인 경우, 생성되는 

수열은 상이동차만 다를 뿐 각 항이 배열되는 순서

와 주기는 모두 같기 때문에 충격반응수열의 상이

동차를 확인함으로써 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 때 수열의 배열을 다루겠

다.

보조정리 3.3. 수열   의 특성다항식을  , 

or 라 하자. 에 의하여 생성되는 충격반
응수열   에 하여  

 이라 하면 다음이 

성립한다.




다항식 의 계수는 수열 의  ⋯ 이

므로 이 아닌 항의 개수는 수열 에서 한 주기 내

에 존재하는 의 개수와 같다. 따라서 를 확인함

으로써 수열 의 배열과 선형복잡도를 알 수 있다.

이제 차 기약다항식  , or 에 하여 

  ,  ≤ 일 때, 에 의

하여 생성되는 수열에 하여 살펴보자. 

수열   가 에 의해 생성되는 이진수열

이라 하면 의 생성함수 는 보조정리 3.1로부터

 


, ≤ deg≤ ⑸

이다. 에 의하여 생성되는 충격반응수열을 

   라 할 때,  
 , ≤ ≤이면 

수열 에 하여  이다. 특성다항식이 

기약다항식의 거듭제곱으로 표 되는 경우도, 생성되

는 수열은 상이동차만 다르고 그 배열이 같은 수열

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인 

경우를 다루겠다. 따라서 


이다. 

차 기약다항식  에 의하여 생성되는 수열 

의 주기를 라 하고 에 의하여 생성되는 수열 

의 주기를 라 하면  ⋅ 이다. 

≡ mod  라 하면 다음이 성립한다.



⑹

제 3.4.    ,  이라 

하자. 에 의하여 생성되는 충격반응수열   

에 하여 에 의하여 생성되는 수열 를 

 라 하면 

                  ⋯ 

이고 주기는 이고 생성함수는 다음과 같다.

      ⋯

      


  






Ⅳ. 수열의 재배열

이제 에 의해 생성되는 수열의 생성원리를 확



JKIECS, vol. 13, no. 01, 133-140, 2018

136

인하여 수열 를 재배열함으로써 원하는 항과 선형

복잡도를 효율 으로 구하고자 한다. 

정리 4.1. 주기 인 수열   의 특성다항식을 

라 하자.  ,  ≤  일 

때, 에 의하여 생성되고 주기 인 수열 

  의 생성함수 를





,   
 

라 두면   


이다.

증명. 에 의하여 생성되는 수열 는 주기가 

이고  ≤  이므로 에 의해 생성되는 

수열 의 주기 는  ⋅ 이다. 식 ⑸에 의하여 




이고, 식 ⑹으로부터 수열 의 생성함

수 는








       








  
 

이므로   
 이라 두면 







 






  


이다.

에 의하여 생성되는 수열을   라 하면

  


  
 ⋯ 

이다. 

수열 의 주기가 이므로 수열 의 주기는 ⋅이

고,     ⋯ 에 하여


⋅

 
       ≠

⑺

이다. 이것은 의 각 항 사이에  개의 을 끼

워 넣은 삽입수열이다.

제 4.2.   에 의하여 생성되는 충

격반응수열을    라 하자. 를 따르는 수열 

에 하여    라 하면         이고

   이다.

  라 두면    

이므로 를 따르는 수열 는 주기가 이고, 

    ⋯ 에 하여

       ≠

이다. 이것은 의 각 항 사이에 을 하나씩 끼워 

넣은 수열이다.  

             

             
      

표 1. 를 따르는 수열 

Table 1. The sequence   by 

따라서 의 각 성분 ,     ⋯ 는 ×   

행렬로 나타내면 행은 와 같고 행은 이다. 

   

  
   

      
  

       

       

표 2. 를 따르는 수열 의 재배열

Table 2. Rearrangement of   by 

이제 에 의하여 생성되는 수열  에 

해 알아보자. 를 따르는 수열의 배열의 배열을 

확인하 으므로 와 다항식이 곱해진 형태인 경

우 생성되는 수열 에 하여 살펴보자. 우선 

 , ≤ ≤ ⋅ 를 따르는 수열  
의 배열부터 확인하고자 한다. 수열 의 주기는 

⋅이므로  ×   행렬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행렬 의 열은  , 행은 
로 간단히 나타내

기로 한다[12].  



표 3. 를 따르는 수열 

Table 3. The sequence   by 

식 ⑺에 의하여 의 배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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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  

   


        
 


  ⋯


      

이므로 의 각 항은


⋅

 
       ≠

,     ⋯ 

이다. 따라서 를 행렬 을 이용하여 배열하면 

         ≠

이다.



표 4. , ≤≤ 를 따르는 

Table 4.   by , ≤≤ 

ⅱ)  ,  ≤ ≤ ⋅ 

  ⋅  ,    ⋯ 로 나타내면

   



          
  ⋯


 

이다. 따라서 수열 는     ⋯ 에 하여


⋅ 













         ⋯ 
        ⋯
  ≠

이고 행렬 을 이용하여 수열 를 배열하면 

   
    
  ≠

이다. 



표 5. ,  ≤  ≤   를 따르는 

Table 5.   by ,  ≤≤

서로 다른  , ≤   ≤ ⋅
 에 하여 




를 따르는 수열 는 다음과 같다.

ⅲ) ≤   ≤ 
 인 경우

ⅰ)의 결과와 행렬 을 이용하여 수열 를 배열하면

            

이다.

ⅳ) ≤  ≤ 
 ,  ≤  ≤ ⋅

 인 경우

  
 라 두고 ⅰ), ⅱ)의 결과와 행렬 을 이

용하면 수열 를 표 할 수 있다. ≠이면

  










     
     

  

이고   이면

   
⊕     

  ≠ 

이다.

ⅴ)  ≤   ≤ ⋅
 

  
 ,   

 라 두고 ⅰ)～ⅳ)의 결과

와 행렬 을 이용하여 수열 를 표 할 수 있다. 

우선 ≠이면

  










     

     

  

이고   이면 

   
⊕
     

  ≠ 

이다. 

지 까지 에 의하여 생성되는 수열로부터 

에 어떤 다항식이 곱해졌을 때 생성되는 수열의 

배열을 살펴보았다. 이 결과로부터 를 따르는 수

열 의 배열을 알기 해서는 와 곱해진 다항

식 의 형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 차 원시다항식이면 상반다항식 도 

차 원시다항식이다. 따라서   
 라 

정의하면, deg  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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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여기서 






  


이라 두면 

 
 



⋅


    ⋯  
 

이다.

보조정리 4.3. 차 원시다항식 에 하여 

  ,  ≤ 라 하자. 에 의

하여 생성되는 수열 의 생성함수 를 



 

,   
 

로 나타내고 






  


라 하면

 




⋅


 ,  


 


⋅ 



이다.

정리 4.4. 차 원시다항식 에 하여 

  ,  ≤ 라 하자. 에 의

하여 생성되는 수열 의 생성함수 를





,   
 

로 나타내고 






  


이라 하면

 




⋅


 ,  


 


⋅ 



일 때, 의 선형복잡도는  이다. 여기서

  ≠∅     ⋯    , 
  ⋅     ⋯ 이다.

증명. 수열 의 선형복잡도를 구하기 해 수열 

에 존재하는 의 개수를 확인하고자 한다. 정리 4.1에 

의하여 의 이 아닌 항의 개수는 의 이 

아닌 항의 개수와 같다. 수열 는 차 원시다항식 

에 의해 생성되는 수열이므로 에 존재하는 의 

개수는 이고 이것은 의 이 아닌 항의 개

수와 같다.  



 


⋅

 
이므로 

를 개했을 때 소거되는 항은 없다. 따라서 를 

의 이 아닌 항의 개수라 할 때, 에

서 이 아닌 항의 개수는 이다.

를 따르는 에 존재하는 의 개수를 확

인하기 해  ×   행렬 을 이용한다.

  ⋅     ⋯ 에 하여,

  ∅이면, 
 이다. ≠∅이면, ⅲ)의 결

과에 의하여  ⊕∈


 

이다. 
 

, 

∈는 모두 원시다항식 에 의하여 생성되는 
수열이므로   , ≤≤ 

 이고 

에 존재하는 의 개수는 개다. 즉, 수열 에는 

≠인 의 개수만큼 
개의 이 발생하므로 

에 존재하는 의 개수는  이다.          

정리 4.4의 결과로부터 에 의해 생성되는 수

열 의 각 항이 배열되는 원리를 통해 수열 의 선

형복잡도와 필요한 항을 효과 으로 구할 수 있다.

제 4.5.   ,  이라 

하자. 에 의하여 생성되는 수열 의 생성다항식 

를 





로 나타내면

 이다.    


    이고 는 원시

다항식이므로 주기는  , 한 주기 내에 존재하는 

의 개수는 개다.

표 6은 에 의하여 생성된 주기 인 수열 

에 하여 항 



,    ⋯  를 ×  행렬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수열 에 하여 의 배열은 

                      

     ⋯      이다.

     



표 6. 를 따르는 

Table 6.   by 



생성원리를 통한 수열의 재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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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열의 특성다항식이 원시다항식의 

거듭제곱으로 표 될 때 수열의 생성원리를 밝힘으로

써 수열을 새로운 방식으로 배열하는 방법을 모색하

다. 이를 이용하여 수열의 선형복잡도와 필요한 항

을 효과 으로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

로 특성다항식이 기약다항식의 거듭제곱이 되는 

90/50 셀룰라 오토마타의 연구에 도움에 되리라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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