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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한 모든 (p,m)에 대해 자기상관 레벨이 항상 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한 주기 내에서 2개만 제외하고 0에 가까운 자기상관 값을
갖음.

𝑝𝑝,𝑚𝑚 = 3,2 일 때, 지연시간 𝜏𝜏에 따른 수열 𝑠𝑠𝑡𝑡의 자기상관 특성

1. 표기법과 사전 지식
 α : 유한체 𝐺𝐺𝐺𝐺(𝑝𝑝𝑛𝑛)의 임의의 원시원소

 𝑇𝑇𝑟𝑟𝑝𝑝𝑛𝑛/𝑝𝑝𝑚𝑚(𝑥𝑥)=∑𝑖𝑖=0
𝑛𝑛
𝑚𝑚−1 𝑥𝑥𝑝𝑝𝑚𝑚𝑚𝑚

: 𝐺𝐺𝐺𝐺(𝑝𝑝𝑛𝑛)에서 𝐺𝐺𝐺𝐺(𝑝𝑝𝑚𝑚)로의 대각합
함수


𝑦𝑦

𝐺𝐺𝐺𝐺 𝑝𝑝𝑚𝑚
=�

0, if y = 0
1, if y is a quadratic element
−1, otherwise

: 𝐺𝐺𝐺𝐺(𝑝𝑝𝑚𝑚)에서 {-1, 0, 1}으로의 르장드로 함수

 자기 상관: 주기 L인 2진 수열 𝑎𝑎𝑡𝑡의 임의의 순환지연
τ에서의 자기상관 𝐶𝐶𝑎𝑎𝑡𝑡(τ)는

𝐶𝐶𝑎𝑎𝑡𝑡 τ = �
𝑡𝑡=0

𝐿𝐿−1

−1 𝑎𝑎𝑡𝑡−𝑎𝑎𝑡𝑡+𝜏𝜏

와 같이 정의함.

2. 수열 𝑠𝑠𝑡𝑡∗생성

 임의의 홀수인 소수 p, 임의의 자연수 m에 대해, 2진 수열
𝑠𝑠𝑡𝑡∗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2].

𝑠𝑠𝑡𝑡∗ = ℎ2
𝑇𝑇𝑟𝑟𝑝𝑝2𝑚𝑚 /𝑝𝑝𝑚𝑚 α𝑡𝑡

𝐺𝐺𝐺𝐺 𝑝𝑝𝑚𝑚
, 𝑡𝑡

여기서 ℎ2(𝑥𝑥, 𝑡𝑡)는 𝑥𝑥 = −1, 0, 1, 𝑡𝑡 = 0,1,2, … 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됨.

4. 결과 분석

𝑝𝑝,𝑚𝑚 = 5,4 일 때, 지연시간 𝜏𝜏에 따른 수열 𝑠𝑠𝑡𝑡의 자기상관 특성



Communication Signal Design Lab

 수열 𝑠𝑠𝑡𝑡∗는 2. 에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p, m)에 대해
명확한 자기상관 특성을 갖을 것이라 추정됨.

 이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검증하는 것이 추후 연구
주제임.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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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열 𝑠𝑠𝑡𝑡∗의 자기상관 실험

 st∗주기는 2(𝑝𝑝𝑚𝑚 + 1)임이 알려져있음[2].

 본 논문에서는 수열 st∗의 자기상관 특성에 관해 실험을
수행함.

P, m 에 따른 𝑠𝑠𝑡𝑡∗자기 상관 특성 표

5. 결론

𝒑𝒑 𝒎𝒎 주기 자기상관프로파일 레벨

3

2 20 -20:1,-4:4,0:10.4:4,20:1 5

3 56 -56:1,-4:14,0:26,4:14,56:1 5

4 164 -164:1,-4:40,0:82,4:40,164:1 5

5 488 -488:1,-4:122,0:242,4:122,488:1 5

5
2 52 -52:1,-4:12,0:26,4:12,52:1 5

3 252 -252:1,-4:62,0:136,4:62,252:1 5

7
2 100 -100:1,-4:24,0:50,4:24,100:1 5

3 688 -688:1,-4:172,0:342,4:172,688:1 5

11 2 244 -244:1,-4:60,0:122,4:60,244:1 5

ℎ2 𝑥𝑥 = �0,
𝑖𝑖𝑖𝑖 𝑥𝑥 = 1
𝑜𝑜𝑟𝑟 𝑥𝑥 = 0, 𝑡𝑡 = 0, 1, 2, … ,𝑝𝑝𝑚𝑚(𝑚𝑚𝑜𝑜𝑚𝑚 2(𝑝𝑝𝑚𝑚 + 1)

1, 𝑜𝑜𝑡𝑡ℎ𝑜𝑜𝑟𝑟𝑜𝑜𝑖𝑖𝑠𝑠𝑜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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