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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형스팬이 클수록 예측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선형스팬을 크게 하는 것은 보안 및 암호 시스템에서 중요한 문제

이다. 낮은 상관함숫값을 가지면서  큰 선형스팬을 가지는 비선형 이진수열에 대한 연구는 계속 이루어져 왔다. 본 논

문에서는  이고 데시메이션이     인 비선형 이진수열 
 

    


(∈  ≤≤ )에 대한  선형스팬을 분석한다.  

ABSTRACT 

Large linear span makes difficult to predict, so this study is important to the security and code system. It has been 
studied about the non-linear binary sequences having low correlation values and large linear span.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linear span of         (∈   ≤  ≤  ) where   and      .  

키워드 : 선형스팬, 비선형 이진수열, 데시메이션, 유한체, 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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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대 주기를 갖는 수열에 대한 연구는 Niho[1], 
Helleseth[2], Rosendahl[3] 등 여러  연구자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4-7]. 특히 Niho는 주기가  인 수

열에서 ≡ mod 을 만족하는 데시메이션

(decimation) 값을 다루는 방법을 연구했다. 낮은 자기

상관함숫값 또는 상호상관함숫값을 가지면서 선형스팬

이 큰 비선형 이진수열들은 통신 및 암호시스템에서 활

용되고 있다[8,9].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 다중접속간

섭(Multiple Access Interference)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낮은 상관함숫값을 갖는 이진 의사난수열의 설계는 중

요한 문제이다[10]. 그리고 선형스팬이 클수록 현재의 

값으로 다음 값을 알아내기는 어려워지므로 보안 및 암

호시스템에서 활용되고 있다. 위성통신의 다원 접속 방

식의 하나인 스팩트럼 확산 다원접속(spread-spectrum 
multiple-access)통신 시스템에서는 낮은 상관함숫값과 

선형스팬이 큰 값을 갖는 코드수열을 사용한다[11,12]. 
Bent 수열[13,14], Gold 수열[15,16], Kasami 수열

[17,18] 등은 낮은 상관함숫값을 가지는 동시에 낮은 수

치의 선형스팬을 갖는다. No 수열은 낮은 수치의 선형

스팬을 갖는 이진수열을 보완하여 GMW 수열의 선형

스팬보다 큰 값을 갖는다[19]. 이진수열의 최소다항식

의 차수를 선형스팬이라고 정의하는데 최소다항식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Key[20]는 선형스팬을 구

하는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2장에

서 유한체를 기반으로 한 배경지식을 소개하고[21] 3장
에서 데시메이션이     인 비선형수열 


의 선형스팬을 분석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결론

을 맺는다.

Ⅱ. 배경 지식 

 을 만족하는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되

는 함수 
   →를 트레이스(trace) 함수

라고 한다. 


   






⋯





 (1)

트레이스 함수는 이진의사난수열을 생성하는 도구

이고 많은 이진수열들이 트레이스 함수에 의해 정의되

었다. 

수열 함수

GMW 수열



  
 , gcd    

Kasami 수열


  

 
⋅ 

 ,   , 
∈ 

No 수열




  
⋅ 

 , gcd    , 
  , ∈ 

표 1. 트레이스 함수에 의해 정의된 수열들

Table. 1 Sequences defined by trace function 

가 위에서 차 기약다항식이고 가 양의 

정수라 하자. 수열 
   (≥인 정수, 

는 의 원시근)와 
  에 대하여 수

열 는 수열 의 -데시메이션이라고 한다.

<예제 1> 기약다항식    에 대한  수열은  

 이다. 수열 의 3-데시메이션은 

  이고, 7-데시메이션은   

이다.

LFSR 수열 에 대하여 의 최소다항식의 차수를 선

형스팬(linear span)이라고 한다. 그러나 수열 의 최소

다항식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Key[20]는 주기가  

인 위에서의 수열   의 선형스팬을 구하는 

방법을 정리 2와 같이 제시하였다.

[정리 2]   
 

 


  (∈, 는  의 원시원

소)에 대하여 수열   의 선형스팬 은 다음과 같다.

   ≠ ≤
  (2)

<예제 3> GMW 수열  


  에서   라   

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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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수열  의 선형스팬은 12이다.

[정리 4] GMW 수열의 선형스팬 는 

 
 
  

 (3)

이다. 은 의 이진표현에서 1의 개수이다.

<예제 5> 가  의 원시원소일 때, GMW 수열 

 


  의 선형스팬은 ⋅
 
 

  이다.

Ⅲ. 
의 선형스팬 분석

 ,      일 때 비선형수열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4)

선형스팬 분석을 위해 
 를 전개하여 항의 개수를 

조사한다.   
    

   라 두면 (5)가 성

립한다.


   


     


    

 

    
 

     
 

  

     
  

 
   

    (5)

 
      라 두면 (5)는 (6)과 같다.


       




  

      

  (6)

여기서    



  

   이다.

(6)으로부터 (4)는 (7)과 같다.


  

    
 

 

  

⋅


⋅


(7)

  


  는   
   

 가 된다.

  
     

      
   



(8)

이므로 


 

이다. 따라서

  
 







 
 

 (9)

 
이다. 여기서 ∈ 이다. 

[보조정리 6] ⋅



⋅



과 ⋅



⋅



의 전개

식에서 의 지수는 다르다. 단,  ≤  ≤이

다.

<증명> ⋅



⋅



과 ⋅



⋅



의 전개식에

서 의 지수가 같다고 하자.    ≤

라 두면 (10)이 성립한다.


 

 ≡
 

  mod   (10)

(10)의 양변에   을 곱하면

   
   ≡ mod  

(11)

이고  ≡ mod  이다. gcd    이
므로  ≡ mod  이다. 이것은 모순이므로 


⋅




⋅



과 ⋅



⋅



의 전개식에서 의 지

수들은 서로 다르다. □

보조정리 6에 의해서 
 의 선형스팬은 의 

전개식에서 항들의 개수의 배이다. 분석의 편의를 위

하여   대신    의 항의 개수를 구하

여 배를 하면 
 의 선형스팬의 하한값을 구할 수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8, No. 3 : 609~616 Mar. 2014

612

있다. 이제는      라 두고 을 (12)
와 같이 나타내고 (13)을 만족하는 경우로 제한하자.

 
 




 
  

  

 (12)

·  : 의 이진 전개에서 블록들의 수

·   : 번째 블록의 길이

·  : 번째 블록에서 가장 낮은 의 지수

  ≥    ⋯ (13)

(12)에 의해서

    

   






 

 
 



⋅







⋅














(14)

이다. 여기서   
 

  

  
  ≤≤이다. 

  
⋅








⋅













라 두면 에서 

의 지수는 의 배수이며 0이상 ⋅⋅ 이하이다. 

 
 



이므로 의 전개식에서 생길 수 있는 

의 지수들은 
 



와 같은 형태이다. 여기서 는 

에서 선택된 항의 의 지수이다. (13)에 의해서


 ≥

  ⋅
 ⋅

  ⋅⋅ (15)

이므로 ≤ ≤⋅
⋅ 

 이다.    이므로 


 



 
 




 ≤ ≤이다. 


 



 
 




 ≤ ≤라 두고 

 



 
 



이면 

  임을 증명하자. 가정에 의해서


 



  
 



 


   
  

 ⋯   


  
  

   ⋯   
    (16)

이다. ≤  ≤ 
   ≤

 이므로 (16)이 0

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다. 같은 방법에 의해

서    ≤≤이어야 한다. 따라서 
 



와 
 





가 같으려면    ≤≤이어야 한다. 이 결과에 

의해서 의 전개식에서의 의 서로 다른 지수들의 

개수를 이라 하고 에서의 의 서로 다른 지수들

의 개수를 라고 하면 
 



 이다.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에 대하여 알아보자.

(a)  인 경우:  

  



라 두면   
   

 



  이고     

이므로


 



 
 



  
 




  






     (17)

이다. 그러므로  인 경우 
 의 선형스팬은 

⋅ 이고 GMW 수열의 선형스팬과 같다.
(b)  인 경우:

  



라 두면

  
  

  
 (18)

이다. (18)을 전개하여 정리하면 (19)와 같다.


 




 

 




    

 



  


    

 



  


  (19)

여 기 서       
  



 ,    
  

   

 , 

   가 홀수 가 짝수 이다.  (19)의 
 




에서   인 

개수는 


개이고 

 



 


    에서는 모두   이

다. 따라서 (18)을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는  개가 

되어     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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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이다. 그러므로  인 경우 
 의 선형스팬은 

⋅ 이고 GMW 수열의 선형스팬과 같다.
(c) , 인 경우:

  



,  


라 두면

  
  

 (21)

이다. (21)을 인수분해하면

  
  



 


  


 

  




  

 




  (22)

단,    이다. (22)를 전개하여 정리하면 

(23)과 같다.


 




 

 




    

 



  


    

 



  


  

(23)
     

여기서      
  



 ,    
  

   

 , 

  

     
⋅ 이다. 를 계산하면 (24)와 같다.

 
  

       ⋯    (24)

(24)의 분자를 정리하면 

    
이다. 

  이기 위해서는     또는    이다. 따라

서   가 되는 개수는

                                                 
      ≤ ≤    

    ≤ ≤ 

(25)

이다. 이제는   가 되는 의 개수의 최댓값을 알아

보자.  라고 하면 (26)과 같다. 



     
⋅  

     
⋅  (26)

(26)을 인수분해하면           이다. 
  이면      ≠이다. 따라서   이고 

 이다.         이고 ≠    

이므로   이면   ≠이다. 

따라서  ≤≤

 
는 연속해서 0이 될 수 없

다. 그러므로 (23)의 
 



 


  에서   이 되는 개수

를 최대로 계산하면⌊⌋개이다. (27)을 라 두면 

  
    ≤≤                               

    ≤≤⌊⌋     (27)

에서 없어지는 항들의 개수는 을 넘지 않는

다. 따라서 다음이 성립한다.

≥ 
 ⋅

 
 ⋅

 

  

(28)

[보조정리 7][22] 다음 두 집합은 일대일대응 이다. 

     ∈  (29)


 

 ⋯
                          

           
 

 ⋯
       (30)

여기서 는  의 원시원소이다.          
보조정리 7에서  인 경우는  인 경우에 해당

되고  인 경우는  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20)과 

(17)에 의해서 GMW 수열의 선형스팬과 같다. 따라서 

≠ ≠인 에 대하여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선형

스팬을 생각하자. 
(a)    ∈ ∖가  에서 

해를 가지는 경우 : 보조정리 7에 의해서 해는 

 
  ≤≤  의 형태이다. 먼저 (31)을 

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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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이므로 

≡ mod  이다.    gcd  라 두면 

≡ mod
 

 이다. 그러면 자연수 이 존재하

여 (32)를 만족한다.



 
 

 
× ⋯  

 
×  (32)

그런데 ≤ 이므로 ≤ 

 
이다. 은 

자연수이므로 

      ≤≤⌊  ⌋ (33)

이다. 같은 방법으로 (34)도 구할 수 있다.

      ≤≤⌊  ⌋ (34)

  
 이므로 (27), (28), (33), (34)에 의해서 


 의 선형스팬 은 (35)를 만족한다.

 ≥⋅
 



⋅ ⌊
 ⌋                

      ⌊
  ⌋⌊ ⌋           (35)

(b)   ∈ ∖가  에서 

해를 가지지 않는 경우 : 보조정리 7에 의해서 해는 

 
  ≤≤  의 형태이다. (a)와 같은 방

법으로 선형스팬 은 (36)을 만족한다.

 ≥⋅
 



⋅ ⌊
 ⌋ 

         ⌊
  ⌋⌊ ⌋           (36)

지금까지의 결과로 정리 8을 얻는다.

[정리 8] ∈ ∖에 대하여   가 

 에서 해를 가지면  라 하고 해를 가지지 

않으면  이라고 하자. 그리고 에 대하여 를 

(30)의 집합 에 있는   의 근이라고 하자. 

그러면 (37)이 성립하고

  


   




   
 (37) 

  gcd   라 두면 
의 선형스팬 은 

(38)을 만족한다.

 ≥⋅
 



⋅ ⌊ 
 ⌋

⌊ 
  ⌋⌊ ⌋          (38)

지금부터는 
의 선형스팬과 GMW 수열의 선형

스팬을 비교해보자. 
먼저 (35)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a) 이 짝수인 경우:



 
≠이다. 

 
이라고 하자. 

이 때, ≤    이므로 
 

이다. 

   ∈ ∖가  에서 해를 

가지므로  
 이고   이다. 그러면  이 

된다. 따라서 
 

≠이다. 
 

≠ 이므로 



 
 이다. 따라서 (39),(40)이 성립한다.

⌊
 ⌋⌊⌋   (39)

⌊
  ⌋⌊ ⌋   (40)

⌊ ⌋    (41)

(39), (40), (41)에 의해서 (42)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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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42)

(b) 이 홀수인 경우:



 
≠이므로 (39), (40), (41)이 성립하고 따라서 

(42)가 성립한다. 유사한 방법으로 (36)의 경우도 (42)
가 성립한다. 

이상으로 
의 선형스팬은 ≠, ≠인 경우에 

GMW  수열의 선형스팬보다 크다는 것을 보였다. 
표 2는 

의 선형스팬 및 발생빈도 실험결과이다. 

실제 결과는 ≠인 모든 경우에 GMW 수열의 선형스

팬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의 선형스팬 및 발생빈도

Table. 2 Linear Span and Frequency of 


 
GMW 
수열의 

선형스팬
선형스팬(발생빈도)

6 3 12 18(4), 24(3)

8
7 32 40(1), 56(2), 64(12)
14 32 40(1), 56(2), 64(12)

10

7 40 90(1), 140(30)
9 20 60(1), 70(30)
15 80 90(1), 150(5), 160(25)
19 40 90(1), 140(30)

12

17 24 72(1), 84(62)
19 48 168(1), 204(2), 216(3), 228(57)
25 48 168(1), 216(5), 228(57)

31 192 204(1), 300(3), 312(2), 336(3), 360(6), 
372(24), 384(24)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데시메이션이     인 비

선형수열 
 

    
의 선형스팬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신    을 

전개하였고 은   ≥  을 만족하도록 제한

하였다. 그 결과   또는  인 경우를 제외한 에 

대하여 GMW 수열의 선형스팬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

하였다. 실제로 
의 선형스팬을 구한 결과는  

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GMW 수열의 선형스팬

보다 크다. 앞으로 선형스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

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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