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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UCA의 특성다항식과 이규칙 블록을 이용한 CA 
합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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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효과 인 암호시스템 설계에 셀룰라 오토마타(이하 CA)가 용되고 있다. CA는 국소  상호작용에 의해 

상태가 동시에 업데이트되는 성질이 있어서 LFSR보다 랜덤성이 우수하다. 이런 CA를 암호 시스템에 용하

기 해 주어진 다항식에 응하는 CA를 합성하는 방법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90 UCA

의 특성다항식과 이규칙이   ⋯  인 90/150 CA의 특성다항식의 화 계를 분석한다. 한 

     을 만족하는 삼항다항식 


   에 응하는 90/150 CA를 90 UCA 이규칙 블록과 특별한 

이규칙 블록을 이용하여 합성한다. 한  


   의 기약인수에 한 성질을 분석한 후  


 


 

(≥   ≥  )에 응하는 90/150 CA 합성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ABSTRACT

Cellular automata (CA) have been applied to effective cryptographic system design. CA is superior in randomness to LFSR due to the fact that its state 

is updated simultaneously by local interaction. To apply these CAs to the cryptosystem, a study has been performed how to synthesize CA corresponding to 

given polynomials.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recurrence relations of the characteristic polynomial of the 90 UCA and the characteristic polynomial of 

the 90/150 CA whose transition rule is  ⋯   . And we synthesize the 90/150 CA corresponding to the trinomials  


 ≥  satisfying 

   using the 90 UCA transition rule blocks and the special transition rule block. We also analyze the properties of the irreducible factors of 

trinomials 


 and propose a 90/150 CA synthesis algorithm corresponding t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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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즈니스의 증가와 비공

개 메시지 교환을 한 네트워크 환경의 사용의 수요 

증가는 통신 행 의 라이버시  보안을 제공하기 

한 수단의 증가로 이어진다[1-2]. 암호화 기술은 모

든 보안 통신의 필수 요소이다. 표 인 두 가지 암

호화 기술은 비 키를 가지는 칭키 암호시스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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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Wolfram의 표기에서 묘사된 규칙 90과 150 
Fig. 1 Rule 90 and 150 depicted in Wolfram’s notation   

공개키 암호시스템이다. 두 가지 유형의 시스템에 사

용되는 재 알려진 암호화 기법 는 새로 등장하는 

암호화 기법의 범 한 개요는 [3]에서 찾을 수 있

다. 이러한 유망한 기술  하나가 셀룰라 오토마타

(Cellular Automata, 이하 CA)를 용하는 것이다. 

CA는 Guan[4]과 Kari[5]에 의해 공개키 암호 시스

템에 용되었다. 공개키 암호 시스템에서는 두 개의 

키가 필요하다. 하나의 키는 암호화를 해 사용되고 

다른 하나는 복호를 해 사용된다. 그  하나는 비

공개로 유지되고, 다른 하나는 공개된다. CA는 국소

 상호작용에 의해 상태가 이산시간에 따라 자동

으로 업데이트된다. 이러한 CA는 LFSR보다 덤성

이 우수하고 작은 단 로 확장 연결이 가능하다. 이러

한 특성으로 인해 CA는 테스트패턴 생성기, 키수열 

생성기로 합하다. 한 이미지 암호를 한 기

상 생성기, 칭키 암호시스템에서 키수열 생성기로 

사용하기에 합하다. 칭키 암호시스템을 한 CA

는 Wolfram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나 에  Hortensius 

등, Nandi 등, Das 등에 의해 연구되었다[6-9]. 

Tomassini 등은 스트림 암호시스템을 한 1차원 2차

원 CA에 하여 연구하 다[10]. 

이러한 CA를 모델링하기 해서는 주어진 다항식

에 응하는 CA를 합성해야 한다. 그러나 주어진 다

항식에 응하는 CA를 구성하는 것이 LFSR보다 어

렵다.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CA 합성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1-18]. Cho 등은 최  길이 

90/150 CA를 갖는 90/150 CA를 합성하는 효율 인 

방법을 제안하 다[14]. 이들이 제안한 방법은 Cattell 

등[13]에 의해 제안된 합성 방법의 시간복잡도 

을 로 감소시켰다.  

Sabater 와 Cho 등은 효과 인 키수열을 생성하기 

하여 비선형 인 방법으로 키수열을 생성하는  수

축수열 생성기를 CA를 이용하여 모델링 하 다[16- 

17]. 두 개의 LFSR을 이용하여 비선형 인 방법으로 

키수열을 생성하는 수축수열 생성기에 의해 생성되는 

수열의 특성다항식이 


이라는 성질을 이용하여 

이들은 가약다항식  


≥   (여기서 는 

2차 이상의 기약다항식)에 응하는 90/150 CA의 합

성 방법을 제안하 다. 

Choi 등은 다항식의 계수가 모두 1인 자체 상반 다

항식(self-reciprocal polynomial)  
  

⋯  의 CA-다항식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에 

하여 연구하 고 에 응하는 90/150 CA의 개

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18].

본 논문에서는 90 UCA(uniform CA)와 이규칙이 

⋯  인 90/150 CA의 특성다항식의 화 계

를 분석한다.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여    

을 만족하는 삼항다항식 


에 응하는 90/150 

CA를 90 UCA 이규칙 블록과 특별한 이규칙 블

록을 이용하여 합성한다. 그리고 


의 기약인

수에 한 성질을 분석한 후  





에 응하

는 90/150 CA 합성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Ⅱ. CA Preliminaries

CA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갖는 1차원 3-이웃 CA

의 각 셀의 상태 이 함수는 식 (1)과 같다. 


   

  
 
               (1)

여기서 
는 시간 에서 번째 셀의 상태를 나타낸다. 

표 1은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이 규칙 90과 150에 

한 부울식을 나타낸다. 

rule 90 
 

 ⊕


rule 150 
 

 ⊕
 ⊕



표 1. 이규칙 90과 150의 부울식 
Table 1. The corresponding combinational logic for 

rule 90 and 150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이 규칙에 하

여 Wolfram의 표기법으로 묘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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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칙 90은 왼쪽 셀과 오른쪽 셀의 향을 받아 

다음 셀이 결정되고, 이규칙 150은 왼쪽 셀과 셀 자

신, 오른쪽 셀의 향을 받아 다음 셀이 결정된다. 그

러므로 셀 90/150 CA의 상태 이행렬은 식 (2)와 

같다.  

 









   ⋯  

   ⋯  

   ⋯  
⋮⋮⋮⋱ ⋮ ⋮
   ⋯  

   ⋯  

(2)

여기서 CA의 번째 셀에 용되는 이규칙이 90이

면   , 150이면   이다.   ⋯  

로 간단히 나타낸다. 

그림 2는    인 90/150 CA의 구조이다. 

그림 2. 이규칙   인 4셀 90/150 CA
Fig. 2 4cell 90/150 CA with rule  

셀 CA에 용되는 규칙이 모두 같은 CA를 

UCA(Uniform CA)라 한다.   ⋯ 인 CA

는 90 UCA이다. 한 두 개 이상의 이규칙이 용

된 CA를 HCA(Hybrid CA)라고 한다. 90/150 CA는 

HCA이며, 본 논문에서는 HCA를 간단히 CA라 쓴다.  

-셀 90/150 CA의   상의 특성다항식

(characteristic polynomial) 은   ⊕ 이

다. 여기서 은 ×  단 행렬이다. 그림 2의 4셀 

90/150 CA의 특성다항식은  이다. 

상태 이행렬이 인 임의의 셀 90/150 CA에 

하여 의 최소다항식(minimal polynomial)은 

의 특성다항식과 같다. 특성다항식을 구하는 계산과정

은 행렬곱셈 연산에 해당되므로 계산복잡도가 크다. 

그러나 90/150 CA의 이행렬은 식 (2)와 같이 삼

각행렬이므로 화 계를 이용하여 효율 으로 계

산할 수 있다. 

 을 의 특성다항식이라고 하자. 그러면 식 

(3)과 같은 화식이 성립한다[19].      

  

    (3) 

여기서     이다.

셀 90 UCA의 상태 이행렬   ⋯ 

에 하여 det  det 이고,   , 

  이다[17]. 의 행렬식이 1일 때, 주어진 셀 

CA는 가역 CA(invertible CA)이고, 암호시스템에서 

키수열 생성기로 사용되는 CA는 가역CA이다. 특성다

항식의 화식인 식(3)에서 을 90 UCA의 이행

렬이라 하면, 이에 응하는 특성다항식 은 식

(4)와 같은 화 계를 만족한다.  

    (4) 

         (      )       

 

다음 보조정리는 [20]에 의해 쉽게 얻을 수 있다. 

<보조정리 1> 이규칙이 ⋯  인 셀 

90/150 CA의 특성다항식을 라 할 때,   셀 

90 UCA의 특성다항식 는  


이다. 

보조정리 2는 [21]의 결과이다. 

<보조정리 2> 셀 90 UCA의 특성다항식이 일 

때, 다음을 만족한다. 

  (ⅰ)    
  ≥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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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90 UCA 특성다항식 분석과 90 UCA를 
이용한 CA합성  

 이 에서는 이규칙 ⋯  인 셀 90/150 

CA의 특성다항식 과 셀 90 UCA의 특성다항

식 의 계를 분석한다. 

<보조정리 3> 이규칙이  ⋯ 인 셀 

CA의 특성다항식을 라 하면 

 



   

 이다. 

(증명) 셀 90 UCA의 특성다항식을 라 하

자. 식(3)에 의해 특성다항식 는 다음과 같다. 

  
 


(5)

그러므로 보조정리 1과 보조정리 2(ⅱ)에 의해 



  


   

 

이다.         ⃞

보조정리 1과 보조정리 3의 증명과정의 식 (5)에 

의해 셀 90 UCA의 특성다항식 와 셀 90 

UCA의 특성다항식 과의 계는 식(6)과 같다. 

 

 
  (6) 

<정리 4> 셀 90 UCA 특성다항식 에 하

여 

 
는 다음을 만족한다. 

 
 
 






 



  ≥   

(증명)   일 때,         이므

로 성립한다.



 
  

  
   ⋯  

 

 이라고 

하면,  일 때, 식(3), (6), 보조정리 2(ⅰ)에 의

해 

  

는 다음과 같다.

 

  
  

 


 
 식

    

 



 



 


 

 
  



 
  

  ⋯  
 




 
   

  


⋯
 



  
   

   ⋯  



 

  



  



⋯




 
   

  



  



⋯  




따라서 

 
 






  이다.         ⃞

정리 4로부터 따름정리 5를 얻는다. 

<따름정리 5> (ⅰ) 

   

  




 


(ⅱ)
 
  






     ≥ 

90 UCA와 이규칙    인 90/150 CA

를 이용하여 삼항다항식 


에 응하는 가역 

CA를 합성하는 방법을 제안하기 해 

와 



 
의 계를 분석한다. 

<보조정리 6> 이규칙  ⋯ 인 셀 

90/150 CA의 특성다항식을 라 하면 다음이 성

립한다. 



 
  


   

 
 

(증명) 보조정리 3의 식(5)와 보조정리 2(ⅱ), 보조

정리 1에 의해

 

 
  


 



 
      

          
  


   



이다.                                        ⃞

<보조정리 7>  이규칙  ⋯ 인 셀 

90/150 CA 의 특성다항식을 라 하면 



 


 
  



이다. 

(증명)   
이고(보조정리 1), 

 (식(5))이므로, 



90 UCA의 특성다항식과 이규칙 블록을 이용한 CA 합성법 

597



 


 
  


 


 


 

    


   



 

   


   



이다.  의 특성다항식은   
 

이고, 의 특성다항식은    이므로

   
   이다. 

따라서 



 
 




 
  ⋯

 

  

 


이다.             ⃞

<보조정리 8> 이규칙이  ⋯ 인 셀 

90/150 CA의 특성다항식을 라 할 때,  





–  

   이다. 

(증명) (i)  일 때

   
    이므로 

성립한다.

(ii)  일 때 



–  

   라 하

면  일 때, 

보조정리 3, 보조정리 6과 보조정리 7에 의하여 



    

  
  

   
 
 

 
   

   


 


 
   

  
 


   



 
   

이다. 따라서 



–  

   이다.  ⃞

<정리 9> 크기가   인 90 UCA 의 

이규칙을 라 하고, 4셀 90/150 CA의 이규칙 

   에 하여, 

  인 

셀 90/150 CA 의 특성다항식을 

 라 하면 



   

 이다. 

(증명) 

  


 


 에 하여 ( )

번째 행을 여인수 개하면

 

 

 


 






 





 


이다. 보조정리 2(ⅱ), 보조정리 3, 보조정리 6과 보조

정리 8에 의해 





 
 

  
 


 

 
  

 


 
   

 
  

  
 



  
 

 




  



  




  
 



  


  

  



  




 




 



  




 




 




이다.                                          ⃞

Ⅳ. 삼항다항식의 성질과 이규칙 블록을 
이용한 CA합성 알고리즘

이 에서는 크기가   인 90 UCA의 

이규칙 블록 과 이규칙 블록     

를 이용하여 합성한 셀 90/150 CA 

   

 의 특성다항식을 분석한다. 정리 9에 의

해 

의 특성다항식은 



이다. 

   
라 하면    이다. 

이는  에 응하는 특성다항식과 

에 응하는 특성다항식이 같다는 의미이

다. 즉, 이규칙이 90인 셀은 규칙 150으로, 규칙이 

150인 셀은 90으로 모두 바꾸면 이 두 CA는 서로 다

른 CA이지만 특성다항식은 같다. 를 들어 

<0000000101000000>와 <1111111010111111>의 특성

다항식은 모두   이다.  

다음은 삼항다항식 


의 기약인수에 한 

분석이다. 

<정리 10>   
 일 때 는 

이 홀수인 각 에 한 차 기약다항식들의 곱

이며, 차 기약다항식의 인수의 수는 차 자체상반

기약다항식의 개수와 같다. 

(증명) 의 상반다항식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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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므로 

  
라 할 때,    

  


   




  ⋯  이다. 

  

    

  이므로 은 

를 제외한 차수가 의 약수인 기약다항식들의 곱이

다. 한   

  이므로 정리 

1[22]에 의하여 는 이 홀수인 각 에 한 

차 모든 자체상반기약다항식들의 곱이다. 기약다항

식의 상반다항식이 기약이고 가 기약일 때 

도 기약이므로 와  


의 기약인수의 개수는 같다[23]. 따라서 는 

이 홀수인 각 에 한 차 모든 자체상반기약다항식

의 개수만큼의 차 기약다항식들의 곱이다.       ⃞

 factors of 




1 (2,1,0)

2 (4,1,0)

3 (6,5,3,2,0)(2,1,0)

4 (8,6,5,3,0)(8,6,5,4,3,1,0)

5
(10,9,8,3,2,1,0)(10,9,8,6,5,1,0)(10,9,8,4,3,2,0)

(2,1,0)

Table 2. Factorization of 


  according to 

표 2. 에 따른 


의 인수분해

< 제> 일 때, 가 홀수가 되는 는 1, 3

이다. 그러므로 는 6차 다항식과 2차 다항식으

로 인수분해 된다. 에 하여 가 홀수가 되

는 경우는  이다. 따라서 는 8차 기약다항

식 2개로 인수분해 된다.의 차의 기약인수의 

차수는 가 홀수이므로  이므로 차와 차

가 되어야 한다. 2차 기약인수는    뿐이다. 

따라서 차의 기약인수의 개수는 이다. 실제로 

 
을 인수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       

×      

 

표 2는 의 인수분해 결과이다. 표 2에서 

(6,5,3,2,0)은 인수 다항식의 계수가 0이 아닌 항 의 

값이다. 즉 (6,5,3,2,0)는     이다. 

표3은 정리 9의 결과와 보조정리 1을 이용하여 삼항

다항식 





에 응하는 90/150 CA합성알고

리즘이다. 

   

[ Tri_Poly_HCA_synthesis_Algorithm ] 

Input   :     
Output : 90/150 CA transition rule

Step 1. Compute  .
Step 2. Generation of 90 UCA 


  

. 

Step 3. Generation of 90/150 CA  
    


    

 
   corresponding  

    to 
  

 .
Step 4  for  from 1 to   do

    (ⅰ) 

    ←


      mod 

  (ⅱ)

    


    


    
  , 

     where,  

    is the modified rule in (ⅰ)

     and   is the symmetric transition rule of  .

Table 3. Synthesis algorithm of 90/150 CA 

corresponding to 







표 3. 





에 응하는 90/150  HCA 
합성알고리즘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암호시스템에서 키수열 생성자로 사

용되는 90/150 CA를 모델링하기 해 90 UCA 이

규칙 블록과 특별한 이규칙 블록을 이용하여 항의 

수가 최소인 삼항 다항식   


≥ 

에 응하는 가역 CA를 합성하 다. 한 90 UCA 

의 특성다항식과 이 규칙이  ⋯ 인 

90/150 CA의 특성다항식의 화 계를 분석하 다. 이

러한 결과는 차수가 높은 CA의 특성다항식 계산을 매

우 효율 으로 수행함으로써 CA의 특성을 악하는데 

효과 이다. 한 





 ≥  ≥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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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90/150 CA 합성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이러

한 연구는 CA기반의 효과 인 키 생성기를 모델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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