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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 다수결 함수를 이용하여 길이가 7, 8, 9인 3개의 원시 귀환 다항식을 연결 다항식

으로 갖는 LFSR(Linear Feedback Shift Register)에 클럭 제어를 통한 주파수 도약 수열을 

제안하였다. 임의의 주파수 슬롯 개수에 대하여 운용되는 주파수 도약 대역 확산 시스템을 가정

할 때 주파수 도약 수열로서 다수결 함수를 이용한 클럭 제어 스트림 수열을 적용한다. 제안한 

클럭 제어 스트림 수열의 주기적인 특성이 여러 가지 주기를 갖는 것을 LFSR의 내부 상태 전이 

함수를 통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모의실험을 통하여 모든 내부 상태에 대한 주기를 모두 조사하

였으며, 최소 주기는 3개의 LFSR중 최대 길이를 갖는 주기의 약 4/3임을 확인하였고, 그 외의 

주기는 최소 주기의 정수 배 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각의 주기를 갖는 내부 상태에 따른 스

트림 수열이 균형성과 자기 상관 특성을 확인하였다.

I. 서론

  

현재의 레이더와 군용 통신 시스템에서 주

파수 도약 대역 확산시스템이 사용되고 있

다. 특히 주파수 도약 주파수 분할 다중 접

속 시스템(FH-FDMA)에서 그룹간의 충돌은 심

각한 성능 저하를 발생하므로 동기 전송중에 

도약 수열들의 상호상관 함수값이 0인 위상

을 선택해야한다. 또한 비 동기 위상 자기상

관이 낮으면 도플러 천이와 전파지연에 따른 

자신의 신호에 의한 간섭을 효과적으로 억제 

할 수 있다. 또한 수열의 발생빈도가 특정 

심볼에 치중될 경우, 그러한 심볼들에 의한 

주파수 대역을 집중적으로 재밍 함으로써 성

능이 열악해 진다.[1] 

  한편 선형 귀환 시프트 레지스터(LFSR)로 

생성되는 수열들은 임의성 (Randomness Proper-

ty)과 실제 제품에 적용이 매우 쉬운 특성 때문에 

많은 통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대 

길이 선형 귀환 시프트 레지스터 수열은 선형성으

로 인하여 대수적인 공격에 취약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비선형 결합 함수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LFSR 출력으로부터 비선형 특성을 갖는 출력을 발

생시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선형 복잡도의 

보다 안전한 하한을 만족 시킨다 [2][3].

위와 같은 시프트 레지스터는 일정한 클럭으

로 작동하는데 반해, 클럭 제어 스트림 수열은 

서로 다른 레지스터에 의해 불규칙적으로 작동

하는 클럭을 사용함으로써 표준 암호 기준인 

매우 큰 주기와 높은 선형 복잡 도를 만족 시

킨다 [4].

  본 논문에서 다수결 함수를 이용하여 길이가 7, 

8, 9인 3개의 원시 귀환 다항식을 연결 다항식으

로 갖는 LFSR에 클럭 제어를 통해 발생하는 수열

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GSM의 표준 암

호화 규격인 A5 스트림 암호체계에서 사용되고 있

다. Ⅱ절에서는 다수결 함수를 이용하여 길이 7, 

8, 9인 3개의 LFSR을 결합시킨 클럭 제어 발생기

를 설명한다. Ⅲ절에서는 위와 같은 시스템에서 

발생시킨 클럭 제어 스트림 수열의 특성을 소개한



- 2 -

다. Ⅳ절에서 주파수 도약 수열로서 주기성, 균형

성 및 자기 상관도를 보이고 Ⅴ절에서 결론을 맺

는다. 

II. 클럭 제어 발생기

1. 선형 귀환 시프트 레지스터(LFSR)의 연결

그림 1에서 각각의 LFSR들은 다음과 같은 원

시 다항식(primitive polynomial)을 연결 다항

식(connection polynomial)로 갖는다.

길이가 7인LFSR ; x 7 +x 6+1
길이가 8인LFSR ; x 8 +x 6+x 5+x 4+1
길이가 9인LFSR ; x 9 +x 5+1

이와 같이 원시 다항식에 의해 연결된 LFSR

은 길이가 m인 경우 최대 주기 2 m -1 을 갖

으며, 순환적으로 서로 다른 수열의 개수는

Φ( 2 m - 1)m 을 갖는다 [5].

Majorioty
Function
(Clock -
Control)

C1(t+1)

y(t)

C2(t+1)

C3(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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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다수결 함수와 길이 7, 8, 9 인 

LFSR을 결합시킨 클럭 제어 스트림 발생기

2. 다수결 함수 (Majority Function)

각각의 LFSR들로부터 입력 값을 받아서 0 또

는 1이 많은 경우에 그러한 값을 갖는 LFSR에

게 클럭 펄스를 입력시켜준다. 그림 1에서 시

간이 t일 때의 Clock Contol Sequence는 다음

과 같다. 

C( t) = g( s 1, τ 1(t-1), s 2, τ 2 (t-1), s 3, τ 3(t-1) )
여기서 τi 는 i번째 LFSR에서 다수결 함수 g

로 입력되는 탭의 위치이다. 또한 다수결 함수 

g는 3개의 이진 자료를 입력 받아서 다음과 같

은 값을 출력한다.

g(s 1,s 2,s 3 ) = { 1, 2 }  , if  s 1 = s 2 ≠s 3g( s 1,s 2,s 3) = { 1, 3 }  , if  s 1 = s 3≠s 2g( s 1,s 2,s 3) = { 2, 3 }  , if  s 2 = s 3≠s 1g( s 1,s 2,s 3) = { 1, 2 , 3}  , if  s 1 = s 2= s 3

3. 출력 스트림 수열

그림 1에서 LFSR들의 첫 번째 단으로 입력되

는 값들을 이진 덧셈으로 계산한 값을 출력 수

열로 갖는다.

Ⅲ. 다수결 함수를 이용한 클럭 

제어 스트림 수열의 확률적 특성

임의의 시간 t에서 LFSR의 내부 상태

(internal state) S(t)가 주어진다면, t 이전 

시간에 대한 내부 상태 S(t-1)를 역전이 함수

(reverse transition function)로부터 구할 수 

있다. 

S( t - 1) =  F - 1( ( S( t) ) ⋯ (1)
이러한 상태 전이 함수 F(State transition 

function)는 Clock Control Sequence에 의해 

결정된다. 먼저 각각의 LFSR로 입력되는 클럭 

제어 수열의 경우를 고려해 보면 다음과 같은 

6가지 경우에 의해 C(t-1)을 유도할 수 있다.

c(t-1)={i,j }or{i,k}or
{1,2,3} 24가지

c(t-1)={i,j }or{1,2,3}
6가지

c(t-1)={1,2}or{1,3}or
{2,3}or{1,2,3} 2가지

10S310S310S3

10S211S210S2

11S111S110S1

τ+1ττ+1ττ+1τ

c(t-1)={1, 2, 3} 2가지c(t-1)={   } 24가지c(t-1)={i,j } 24가지

11S301S300S3

11S21S21S2

11S11S11S1

τ+1ττ+1ττ+1τ

c(t-1)={i,j }or{i,k}or
{1,2,3} 24가지

c(t-1)={i,j }or{1,2,3}
6가지

c(t-1)={1,2}or{1,3}or
{2,3}or{1,2,3} 2가지

10S310S310S3

10S211S210S2

11S111S110S1

τ+1ττ+1ττ+1τ

c(t-1)={1, 2, 3} 2가지c(t-1)={   } 24가지c(t-1)={i,j } 24가지

11S301S300S3

11S21S21S2

11S11S11S1

τ+1ττ+1ττ+1τ

표 1. 내부 상태와 클럭 신호의 관계 

표 1을 살펴보면 (1)식에서 S(t-1)에 대한 

해의 개수 Z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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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6].

Pr (Z = 0) = 38 , Pr (Z = 1) = 1332
Pr (Z = 2) = Pr (Z = 3) = 332 ,
Pr (Z = 4) = 132

 

또한 [3]에서 “유한한 길이의 Shift 

Register가 생성하는 sequence들은 주기적이

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본 논문에서 조사

하는 클럭 제어 발생기의 내부 상태 전이는 그

림 2와 같은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 2. 내부 상태 전이도(단순 개념도) 

Ⅳ. 모의 실험 결과 및 고찰

1. 주기적 특성 (Periodic Property)

최대 길이 시프트 레지스터 수열은 길이 m에 

대해 주기 2 m -1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 길

이 7, 8, 9인 LFSR들은 각각 최대주기를 갖게

된다. 하지만 다수결 함수로 연결된 LFSR들은 

그림 2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정한 상태 전이가 

된 후 주기를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실

제 A5 스트림 발생기에서 생성된 수열의 최소

주기는 각각의 LFSR의 주기가 서로 소인 경우

에 가장 긴 LFSR의 주기의 대략 43 로 알려져 

있다. [7]

모의 실험에서는 일정한 주기를 갖게 되는 

내부 상태를 먼저 조사하였다. 표 2에서 조사

한 결과를 살펴보면, 초기 상태에 따라 주기의 

길이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고, 각각의 주

기가 대략 679의 배수임을 알 수 있다.

Period ≅ 679 × k  ( 단,k = 1,2,3,4,8,9)
또한 본 논문에서 조사한 클럭 제어 발생기 

또한 아래와 같은 최소주기의 특성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43  × ( 2 L  - 1) ≅  
43  × ( 2 9  - 1) ≅ 68

(L은 다른 LFSR의 길이와 서로 소이며 가장 

긴 LFSR의 단수) [6][7]

초기상태 (Initial state)

No. 1st LFSR 2nd LFSR 3rd LFSR Period

1 1 38 47 675

1 1 13 75

677
2 1 50 357

3 1 94 483

4 1 55 88

1 1 76 182 678

1 1 12 458

679
2 1 19 480

3 1 53 174

4 1 161 155

1 1 16 302 680

1 1 20 35

6812 1 31 230

3 1 81 443

1 1 6 256

6822 1 16 283

3 1 54 492

1 1 53 455
684

2 1 63 267

1 1 19 57 1357

1 1 13 34 1358

1 1 12 98 2037

1 1 13 408 2708

1 1 1 492 5490

1 1 7 260 6116

표 2. 내부 상태에 따른 주기의 분류 

2. 균형성 (Balance Property)

일반적인 최대 길이 LFSR 수열은 균형성을 

만족한다고 알려져 있다 [2][3]. 모의 실험에

서는 그림 1과 같은 다수결 함수에 의해 클럭 

제어되는 스트림 수열 중에서 실험 A에서 찾은 

주기적인 특성을 갖는 스트림 수열에 대해 균

형성을 조사하였다. 스트림 수열을 발생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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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6비트씩 10진화한 심볼을 구하고 다시 1비

트 시프트하여 6비트를 10진화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 주기동안 10진화한 심볼을 확인하

여 개수를 조사하였다. 그림 3은 주기가 675∼

684인 경우이고, 그림 4는 그 외의 주기에 대

해 스트림 수열의 균형성을 조사한 것이다.

각각의 주기마다 심볼의 평균 상대 빈도는 

0.015625이고 표준 편차는 대략 0.00153∼

0.00535의 값을 갖으며 표 3에 정리하였다. 각

각의 주기에서 심볼들의 상대 빈도가 정규 분

포 (평균 0.015625, 표준편차 0.004)를 갖는다

고 가정하면, 신뢰도 95%로 평균에서 오차 범

위 0.00784이내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신뢰도 

90%로 평균에서 오차 범위 0.00656이내에 있

다. 

주기 675 677 678 679 680 681 682

평균 상대 

빈도
0.0156 0.0156 0.0156 0.0156 0.0156 0.0156 0.0156

표준 편차 0.0038 0.0041 0.0043 0.0044 0.0054 0.0043 0.0045 

주기 684 1357 1358 2037 2708 5490 6116

평균 상대 

빈도
0.0156 0.0156 0.0156 0.0156 0.0156 0.0156 0.0156 

표준 편차 0.0045 0.0027 0.0035 0.0031 0.0021 0.0015 0.0019 

표 3. 주기에 따른 심볼의 상대빈도에 대한 

평균과 분산

0

0.005

0.01

0.015

0.02

0.025

0.03

0.035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비트씩 10진화한 심볼

상
대

 빈
도

675

677

678

679

680

681

682

684

그림 3. 주기 (675, 677, 678, 679, 680, 681, 

682, 684)에서의 6비트씩 10진화 한 심볼들의 

상대 분포도

0

0.005

0.01

0.015

0.02

0.025

0.03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비트씩 10진화한 심볼

상
대

 빈
도

1357

1358

2037

2708

5490

6116

그림 4. 주기 (1357, 1358, 2037, 2708, 5490, 

6116)인 경우의 6비트씩 10진화 한 심볼들의 

상대 분포도

3. 자기 상관 특성

임의의 2개의 주기 N인 수열 s(n)에  대하여 

해밍 자기 상관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한

다. 

    


  

 ∘   

 ∘   




   ≠   
        

클럭 제어 스트림 수열에 대해서 6비트씩 10

진화 한 심볼들의 자기 상관도를 계산하였다. 

그림 5, 6은 각각의 주기에 대한 자기 상관도

를 나타낸다. 각 주기에서 자기 상관 값은 

  에서 가장 큰 값을 갖으며 그 외의 값에

는 비교적 작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특성은 도플러 천이와 전파지연에 

따른 자기 신호에 의한 간섭을 효과적으로 억

제 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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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기 675,677,678,679,680,681,682,

684에서의 자기 상관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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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주기 1357,1358,2037,2708,5490,6116

에서의 자기 상관 분포도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클럭 제어 스트림 수열을 주

파수 도약 수열로서의 적용에 대하여 어떤 특

성을 만족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주기적인 특성

에서 최소 주기는 각각의 LFSR들이 주기가 서

로 소인 경우에 가장 긴 주기의 


배이고 그 

외의 주기는 최소 주기의 정수 배임을 확인 하

였다. 또한 6비트씩 10진화한 심볼들의 균형성

을 살펴본 결과, 각각의 분포가 거의 균등하게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자기 상관도는 

이상적이진 않으나 비교적 좋은 특성을 나타냄

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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