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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유한체 P=3에서 GRM 상수의 극수가 가진 순환적인 성질을 이용하여 새로운 GRM 
상수 생성에 대한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극수들을 비교하여 최적의 GRM 상수를 생성하는 방
법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 a method of GRM constant generation in case of prime number P=3 over finite fields. 
Also we discuss the method which is the optimal GRM generation compare with polarity. The proposed method 
is the efficiency and optimization compare with earlier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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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의 초고도화 정보화 시대에는 그 이전에 
비해 방대하고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화 시대가 요구되고 있다.[1-3] 

본 논문에서는 유한체 P=3에서 GRM 상수의 극
수가 가진 순환적인 성질[4-6]을 이용하여 새로운 
GRM 상수 생성에 대한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또
한, 극수들을 비교하여 최적의 GRM 상수를 생성
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Ⅱ. GF(3)에서의 극수의 순환성

단일변수에 대한 GRM 함수는 식(1)과 같이 표
현 할 수 있다.

   ′′                    (1)   
                          

GF(3)상에서 입력변수 x의 보수에 해당하는 
는 x+1, x+2의 두 가지 경우이며 각각 극수 p=1)
과 p=2를 의미한다.

식(1)의 x에 보수인 x+k(k=1 또는 2)를 대입하
여 x’항을 표현하면 다음 식(2)와 같다.

   


    
 



        

                                           (2)

식(2)를 행렬로 표현하면 식(3)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 ′   








  

  
  

                 (3)   

 
식(3)에 역변환을 행하면 식(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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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식(4)를 식(1)에 대입하면 다음 식(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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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Ⅲ. 극수의 순한성을 이용한 GRM 상수 
생성

본 장에서는 극수의 순환성을 이용하여 GRM 
상수를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수의 연산과정이 
일관성을 갖는 방법을 적용하여 GRM 상수를 구
할 수 있는 직렬형의 방법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단일 변수에 대한 상수 GRM 상수를 구하여 본
다.

3.1 변환 회로 설계

GF(3)의 경우 단일 변수에 대한 극수의 상수 
생성은 다음 식(6)과 같은 식에 의하여 p=1 또는 
p=2 상수의 변환 과정은 다음과 같다.

     
    

  
     

    
  

                                         (6)

위의 식에서 보면 극수 p=1과 p=2를 구하기 위
한 연산자의 개수는 모두 3개의 가산과 1개의 승
산으로 구성되므로 p=1 또는 p=2의 상수 생성 연
산식 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연산의 복잡도는 
서로 동일하다. 하지만 회로구현 측면에서 볼 때, 
승산기의 사용은 가산기보다 더 복잡도가 커지므
로 승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가산기만을 사용할 

수 있다. 극수 p=1의 상수 
를 구하는데 있어서 

 과  의 가산을 하면 3개의 가산기로만 

원하는 상수를 구할 수 있게 되고 p=2의 경우에
도 마찬가지로 3개의 가산기로 원하는 상수를 구
할 수 있으며 이런 변환들을 각각 p=1, p=2 변환
이라 한다.

Ⅳ. 극수 변환회로를 이용한 GRM 상수 

생성

GF(p)에서 p=k 변환을 p-1회 반복하게 되면 모

든 극수의 GRM 상수를 구할 수 있었다.  2변수 

함수에서 변수에 대하여 특정 극수의 변환

을 이용한 모든 GRM상수의 생성 과정을 변수 

에 대하여 p=0의 상수로부터 p=6까지 변수 

에 대한 극수의 변환 과정을 나타내었다. 

p=0에서 p=1의 변환은 변수에 대해 p=1변환을 

적용하였고, p=2에서 p=5까지 극수의 변환은 변

수에 p=1변환이 적용되었다. 모든 극수를 구하

는 과정은  또는  변수에 대하여 p=1 변환 

과정을 적용하면 모든 극수의 상수를 구할 수 있
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유한체 P=3에서 GRM 상수의 극
수가 가진 순환적인 성질을 이용하여 새로운 
GRM 상수 생성에 대한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또
한, 극수들을 비교하여 최적의 GRM 상수를 생성

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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