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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해의 유형에 하여 분석하

고 서로 다른 해의 개수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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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의사난수열(pseudorandom sequence)은 디지털 통

신 시스템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의사

난수열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낮은 상호상 계 값, 

큰 선형스팬, 큰 수열군, 구 의 용이성 등이 바람직

한 성질이다[1-3]. 그 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

양한 방법으로 낮은 상호상 계 값을 갖는 수열에 

한 설계와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그  트 이스 

함수를 이용하여 설계된 표 인 수열로는 -수열, 

GMW 수열, Kasami 수열, No 수열, 한 개의 -수열

과 그 수열을 당히 건 뛰어가면서 발생시킨 Gold 

계열 수열이 있다[4-7]. 한 Gold 계열 수열과 

GMW 수열의 확장으로 낮은 상호상 계와 비선형

http://dx.doi.org/10.13067/JKIECS.2013.8.11.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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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높여 선형스팬이 큰 비선형 이진수열에 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8-13]. 이러한 수열이 트

이스 함수를 이용해 설계되는 것은 수열에 한 여

러 가지 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수학  분석이 용

이하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 때    

에서 수열의 상호상 계에 한 빈도분석을 해 

요한 요소가 되는 방정식   


   

의 해의 유형과 서로 다른 해의 개수를 결정하는 알

고리즘을 제안한다.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에 한 연

구는 Kloosterman 합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여 나타내

고 있으나 그 방법은 매우 복잡하고 어느 정도의 오

차를 가지고 있다[13]. 본 논문에서는 유한체에서 이

차방정식이 해를 갖는 조건을 이용하여 해의 개수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Ⅱ. 배경지식  기존연구

 를 개의 원소를 가진 유한체라 하고, 

  ⧹라 하자. 차수가 인 원시다항
식 에 하여   의 한 원시근을 

∈ 라 하자. 에 하여 트 이

스 함수 
    →  는 다음과 같다

[13,14].


  

  



 




(1)

함수 
   → 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의 임의의 원소  와  의 임

의의 원소  에 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

 
는 사함수이다. 

 의 모든 원소 에 하여

      
    ∀∈     .

유한체   에서 이차방정식   에 

하여 
   이면 해가 존재한다[13,14]. 이를 이용

하여   가  의 원소일 때, 식 

 ≠ (2)

의 해를 ≠인 경우와 인 경우로 나 어 구

한다. 

ⅰ) ≠인 경우 ;  ,  이라 두

고 이를 식(2)에 입하면 

     이 되고 양변을 

 으로 나 면 

   (3)

가 된다. 따라서 식(2)가 해를 가질 필요충분조건은 

   이 된다. 이 때 식⑶의 해를 이

라 하면 식(2)의 해는  

  


 이 된다. 그

러므로   이면 두 개의 해,   

이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ⅱ) 인 경우 ;  

라 두고 식(2)에 입하

면   이 되고 이를 로 나 면     이

다. 그러므로   에서 해는 정확히 한 개로 

 


이다. 

를 들어   ,     일 때 

 의 원시근 에 하여  
 라 두면 

  이 된다. 이때   에 하여 

 상에서 해를 갖는지 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데  에서 풀면  이므로


    

   
     

이고  에서 두 개의 해를 갖는다.  에서 

실제 해를 구하기 하여 
   인 가 필요하다. 


   이므로  라 두고 이를 이용하여 기 가 

되는 행렬 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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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이차 방정식   을 식⑶과 같은 

표 형으로 고치기 해   라 두면 

 이 된다.     이므로 

방정식의 해는   ⋅  
이고 

   
 이다. 따라서 주어진 방정식의 

해는   

 

과  
이다.

 ,  ≥ ,  ⋅ 일 때 비선형 

이진수열을 
  

   
라 두면 두 

수열 
 와 

 의 상호상 함수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12].

  
  

 



   



 
  

 




    

    



여기서  라 두고 를 

(≤ ≤
 , ≤ ≤

 )로 나타내면 는 

   
  

 


  



 

  

이다. 여기서 

      
  

      
  

  

이다. 그런데 gcd  이므로   의 해의 
개수와   의 해의 개수는 같다[12]. 

   에서 
    

   라 두고, 

 



라 두면 다음과 같은 연립 방정식이 유도된다. 


  



  


   

∈  (4)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분석하고 5개

의 해를 갖는 조건을 제시하며 그것을 단하는 알고

리즘을 제안한다. 

Ⅲ. 방정식의 서로 다른 해의 개수 

 일 때 ∈ 에 하여 라 
정의하자. 그러면  의 원소  에 하여 다음

이 성립한다. 

(ⅰ)    

(ⅱ) ∈  ,   ∈  .
 의 단 원을 

 ∈    

라 정의하자. gcd    이므로 ∈가 존
재해서   로 표  할 수 있다. 

따라서   
     

 ⋅
 이

고, 
   ,  

   라 정의하면    이다. 

여기서 ≠이고 
   이므로 ∈ 이다. 


   이므로 ∈이다. 
식⑷의 

   을 만족하는 해의 개수는 많아야 

 이다. 그런데 이 방정식의 해는 의 원소가 된

다. 의 각 원소는  의 원시원소 에 하여 

 
  ≤ ≤   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의 원

소의 개수는  이다. 

따라서 ∈     이다. 
식⑷의 해는 ∈       와 같다. 

      의 해를 구해 보자. ∈ 이
므로 



 이다. 따라서 

      

⇔     
(5)

이다.  이면 식⑸는     이므로 

방정식의 해는 1(삼 근)뿐이다. 

<정리 1> 방정식     의 한 

해가 이면 
도 해이다.

[증명] 이 방정식의 해이므로 

         
 

 
     

이고 양변을 제곱하면 ∈ 이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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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 1에 의해 방정식      의 해의 

개수 은 1 는 3 는 5이다. 방정식의 해의 개수

가 5라고 하면 주어진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이다.  ,   라 하면 
 ∈ 이고, 

   
   

(6)

이므로  ,  이다. 한 식⑹ 각 이차방

정식   ,   이 에서 서로 다른 

해를 갖기 해서는   이어야 한다. 

만약   이면 방정식   은 

 에서 해를 가지므로 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

게 된다. 이제 주어진 에 하여    

가 되는 와 는   의 해이다. 따라

서 
  이면  의 원소인 와 가 존

재한다. 이 짝수이므로 
 

 이다. 그

러므로 다음 정리 2가 성립한다. 

<정리 2>   일 때, 방정식 

      ∈의 해의 개수가 5이면 
      이다.           □

다음은 설계된 수열의 상호상 계의 효율 인 빈

도분석을 할 수 있는 요한 정리이다. 

<정리 3> mod  에 한 원분잉여류의 두 

원소  ∈ ╲에 하여 다음 두 방정식
의 해의 개수는 같다.  

 
  

   (7)

 
  

    (8)

[증명] 과 가 같은 동치류의 원소이므로 

  
로 표 될 수 있다. 따라서 식⑻은

 
 

   (9)

이다. gcd     이므로  신에 


을 입

하여도 근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식⑼는 

⋅ 



⋅ 




⋅ 



 

⇔     


 

따라서 식⑺과 식⑻의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같고 

식⑺의 해가 이라면 식⑻의해는 
이다.□

정리 3은 수열의 상호상 계의 빈도분석을 하기 

해  의 모든 원소 에 하여 방정식을 풀 

필요가 없고 원분잉여류의 표원에 해서만 풀면 

된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를  에서의 

차 기약다항식의 개수라고 할 때  에서 생성

되는 원분잉여류의 총 개수는 


 이다[14]. 

그러므로 이 개수만큼의 표원 ≠에 하여 조

사하면 5개의 해를 갖는 경우를 모두 찾을 수 있다. 

그림 1.  의 원분잉여류

Fig. 1    cyclotomic co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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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이고, 를  의 한 원시근이라 하자.  
 이

라 두면      을 만족하고, 를 한 

원시근으로 하는 부분체  가 생성된다. 

 이라 할 때,      ∈
의 해의 개수를 구해보자. 

  

 

     

이므로  이 아닌 다른 해를 갖는다면 

     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다. 그리고 기 행렬 와 의 이진표

은 다음과 같다.

 









       
       
       
       
       
       
       
       

,   

따라서     이고,  

이다. 이제 각 에 해  

   ,     이다. 따라서 5개의 

해를 갖는다. 

 (  )

3 1, 9, 19, 39, 47, 59, 127

5 17, 31, 45, 55, 63

표 1. 에 한 방정식의 해의 개수
Table 1. Number of solutions to 
equation according to   

그림 1은  에서 0을 제외한 원분잉여류이며 

첫 열은 각 원분잉여류의 표원이다. 표 1은  

의 동치류 표원에 한 방정식   

   ∈의 해의 개수 이 3인 경우와 5인 
경우를 나타낸다. 표 2는 의 변화에 따른 원분잉여

류의 개수이다. 이는 정리 3에 의해 모든  의 

원소 를 풀지 않고 원분잉여류의 수만큼 풀면 되므

로 계산량을 효율 으로 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주어진 에 하여 5차 방정식  

    ∈의 해의 개수를 결정짓는 알고리
즘이다.

Input :  

Output : (number of different solutions)

Step 1. Compute 
 . 

        If 
   ,   

Step 2. Find    such that    . 

Step 3. Compute 
  

 . 

Step 4. Find   and solutions to equation such that 
⋅   in step 3. 

그림 2. 방정식의 해의 개수 계산 알고리즘
Fig. 2 Counting algorithm for number of 

different solutions to equation 

표 2. 원분잉여류의 개수
Table 2. Number of cyclotomic cosets 


Number of
 

Number of cyclotomic 
cosets 

7 127 19

8 255 35

9 511 59

10 1023 107

11 2047 187

12 4095 351

13 8191 631

14 16383 1181

15 32767 2191

16 65535 4115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일 때    에서 수열의 

상호상 계에 한 빈도분석을 해 요한 요소가 

되는 방정식   


   의 해의 유형과 

서로 다른 해의 개수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이 알고리즘은 수열 발생에서 사용하고 있는 트

이스 함수를 이용하여 해의 존재여부를 단하 으

며 실제 5차 방정식을 푸는 것이 아니라 2차 방정식

을 풀어 5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이는 기존의 Kloosterman 합이라는 함수를 이용

하여 계산하는 알고리즘에 비하여 매우 효율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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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된다. 한 동치류의 표원에 해서만 주어진 

방정식을 풀어  의 모든 원소 에 해 방정식

의 해를 구할 수 있음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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