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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𝑝𝑝진 𝑚𝑚-시퀀스를 이차 잉여 (quadratic residue) 맵핑을 적용하여 변환한 이진 시퀀스를 이용하여 최적에
가까운 부분 하다마드 부호책을 생성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은 모든 홀수인 소수 𝑝𝑝에 대해 항상 적용
가능하며, 𝑝𝑝의 값이 무한히 증가함에 따라 웰치 하한의 등호 조건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Ⅰ. 서 론
정규화 (normalize)된 길이 𝑀𝑀 의 복소 벡터 𝑁𝑁 개로
이루어진 집합 𝒞𝒞 = {𝐜𝐜0 , 𝐜𝐜1 , ⋯ 𝐜𝐜𝑁𝑁−1 } 를 (𝑁𝑁, 𝑀𝑀) 부호책이라
한다. 부호책 𝒞𝒞 에 속하는 각 벡터 쌍의 상관값 가운데
최댓값을 𝐼𝐼max (𝒞𝒞) 라 할 때, 주어진 𝑀𝑀, 𝑁𝑁 에 대하여
부호책이 달성할 수 있는 최소의 𝐼𝐼max (𝒞𝒞) 는 다음의 웰치
하한 (Welch bound)[1]을 통해 알 수 있다.
𝐼𝐼max (𝒞𝒞) =

max

0≤𝑙𝑙≠𝑚𝑚≤𝑁𝑁−1

�𝐜𝐜𝑙𝑙𝐻𝐻 𝐜𝐜𝑚𝑚 � ≥ �

𝑁𝑁 − 𝑀𝑀
𝑀𝑀(𝑁𝑁 − 1)

(1)

부호책 𝒞𝒞 가 (1)의 등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를
maximum-Welch-bound-equality (MWBE) 부호책이라
한다.[2] 일반적으로 𝐼𝐼max (𝒞𝒞) 의 값이 작은 부호책이 여러
응용 분야에서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MWBE 부호책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2]-[4] 그러나 MWBE
부호책을 설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MWBE 부호책은 매우 제한적인 𝑀𝑀, 𝑁𝑁 에
대해서만 존재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최적의 (optimal) MWBE
부호책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𝑀𝑀, 𝑁𝑁 값에 대하여 최적에
가까운 (near-optimal) 부호책을 설계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2],[5]-[7]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알려진 우수한 특성을 가지는
부호책들 가운데 상당수는, 𝑁𝑁 × 𝑁𝑁 하다마드 또는 푸리에
행렬로부터 𝑀𝑀 개의 행을 선택하여 생성된 부분 하다마드
(또는 푸리에) (𝑁𝑁, 𝑀𝑀) 부호책이다. 하다마드 행렬과
푸리에 행렬은 행렬 내의 각 열 간의 상관값이 0 이고,

- 41 -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부호책 생성에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𝑝𝑝 진 𝑚𝑚 -시퀀스를 이차 잉여 (quadratic
residue)를 이용하여 이진 시퀀스로 변환시키고, 이렇게
생성된 이진 시퀀스를 이용하여 최적에 가까운 부분
하다마드
부호책을
생성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기법은 하다마드 행렬의 알파벳 크기 𝑝𝑝 가
홀수인 소수인 경우 항상 적용 가능하며, 𝑝𝑝 의 값이
무한히 증가함에 따라 웰치 하한의 등호 조건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Ⅱ. 최적에 가까운 부분 하다마드 부호책 생성 방법
먼저, 홀수인 소수 𝑝𝑝 와 짝수 𝑛𝑛 에 대하여 𝑝𝑝𝑛𝑛 × 𝑝𝑝𝑛𝑛 𝑝𝑝 진
하다마드 행렬과, 이로부터 부분 하다마드 부호책을
생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행 선택 시퀀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다.
Definition 1: 트레이스 함수 Tr𝑙𝑙𝑘𝑘 (⋅): 𝐺𝐺𝐺𝐺(𝑝𝑝𝑘𝑘 ) → 𝐺𝐺𝐺𝐺(𝑝𝑝𝑙𝑙 ) 를
𝑘𝑘𝑘𝑘
𝑘𝑘/𝑙𝑙−1
Tr𝑙𝑙𝑘𝑘 (𝑥𝑥) = ∑𝑖𝑖=0 𝑥𝑥 𝑝𝑝 와 같이 정의하고, 𝛼𝛼 를 𝐺𝐺𝐺𝐺(𝑝𝑝𝑛𝑛 ) 상의
원시근 (primitive root), ω 를 1 의 𝑝𝑝 중근 ( 𝑝𝑝 -th root of
unity)이라 하자. 이 때, 𝑝𝑝𝑛𝑛 × 𝑝𝑝𝑛𝑛 𝑝𝑝 진 하다마드 행렬
𝐻𝐻 = [ℎ𝑖𝑖,𝑗𝑗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𝑖𝑖 = 0 or 𝑗𝑗 = 0
ℎ𝑖𝑖,𝑗𝑗 = � Tr𝑛𝑛 �𝛼𝛼𝑖𝑖+𝑗𝑗−2�
𝜔𝜔 1
, otherwise

Definition 2: 𝑛𝑛 = 2𝑚𝑚 , 𝑇𝑇 = 𝑝𝑝𝑚𝑚 + 1 이라 하고, 𝑄𝑄𝑄𝑄(𝑝𝑝) 를
𝐺𝐺𝐺𝐺(𝑝𝑝) 상에서 이차 잉여들을 모아서 생성한 집합이라
하자. 또한 이진 맵핑 𝑞𝑞: 𝐺𝐺𝐺𝐺(𝑝𝑝) → 𝐺𝐺𝐺𝐺(2) 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겠다.
1, 𝑥𝑥 ∈ 𝑄𝑄𝑄𝑄(𝑝𝑝)
𝑞𝑞(𝑥𝑥) = �
0, 𝑥𝑥 ∉ 𝑄𝑄𝑄𝑄(𝑝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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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행 선택 시퀀스 𝐫𝐫 = {𝑟𝑟0 , 𝑟𝑟1 , ⋯ , 𝑟𝑟𝑝𝑝𝑛𝑛 −1 } 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𝑞𝑞 �Tr1𝑚𝑚 �𝛼𝛼 𝑇𝑇(𝑙𝑙−1) �� , 1 ≤ 𝑙𝑙 ≤ 𝑝𝑝𝑛𝑛 − 1
𝑟𝑟𝑙𝑙 = �
0,
𝑙𝑙 = 0

위에 정의한 하다마드 행렬 및 행 선택 시퀀스를
이용하여, 이차 잉여를 이용한 최적에 가까운 부분
하다마드 부호책을 다음과 같이 설계할 수 있다.
𝑝𝑝−1
�𝑁𝑁 + √𝑁𝑁� 이라 하고,
Construction 1: 𝑁𝑁 = 𝑝𝑝𝑛𝑛 , 𝑀𝑀 =
2𝑝𝑝

위에서 정의한 행 선택 시퀀스 𝐫𝐫 에서 0 이 아닌 값을
가지는 인덱스들을 모은 집합을 𝑆𝑆 = {𝑠𝑠0 , 𝑠𝑠1 , ⋯ , 𝑠𝑠𝑀𝑀−1 } 라
하자. 이 때, 각각의
1
𝑇𝑇
�ℎ𝑠𝑠0,𝑙𝑙 , ℎ𝑠𝑠1,𝑙𝑙 , ⋯ , ℎ𝑠𝑠𝑀𝑀−1,𝑙𝑙 � ,
0 ≤ 𝑙𝑙 ≤ 𝑁𝑁 − 1
𝐜𝐜𝑙𝑙 =
√𝑀𝑀
에 대하여 𝒞𝒞𝐻𝐻,𝑟𝑟 = {𝐜𝐜0 , 𝐜𝐜1 , ⋯ , 𝐜𝐜𝑁𝑁−1 }은 (𝑁𝑁, 𝑀𝑀) 부분 하다마드
부호책이 된다.

7

4

2401

1050

2.32E-02

2.67E-02

1.152

록 웰치 하한에 근접하는 최적에 가까운 부분 하다마드
부호책임을 확인하였다.

Theorem 1: 𝐼𝐼max 가 제안하는 부분 하다마드 부호책

𝒞𝒞𝐻𝐻,𝑟𝑟 의 최대 상관값이고 𝐼𝐼Welch 는 웰치 하한의 등호

조건을 만족하는 값일 때,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𝑝𝑝 + 1
𝐼𝐼max
<�
𝐼𝐼Welch
𝑝𝑝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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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의 실험 및 분석
II 장의 Construction 1 에서 제안한 부분 하다마드
부호책 𝒞𝒞𝐻𝐻,𝑟𝑟 의 𝐼𝐼max 값을 모의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는 다음의 표 1 과 같다. 표 1 의 𝐼𝐼Welch 는 (1)의 웰치
하한의 등호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의미한다.
표 1 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제안하는 부분
하다마드 부호책의 최대 상관값은 웰치 하한과 비교적
근접한 값을 가지며, 𝑝𝑝 의 값이 커질수록 웰치 하한에
더욱 근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제안하는 부분
하다마드 부호책의 최대 상관값 𝐼𝐼max 값을 다음의
Conjecture 1 과 같이 예측할 수 있다. 비록 이를
증명하지는 못하였으나, 다양한 𝑝𝑝, 𝑛𝑛 값에 대하여 모의
실험을 수행한 결과 Conjecture 1 이 항상 성립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Conjecture 1: Construction 1 에서 제안한 부분
하다마드 부호책 𝒞𝒞𝐻𝐻,𝑟𝑟 의 최대 상관값 𝐼𝐼max �𝒞𝒞𝐻𝐻,𝑟𝑟 � 값은
다음과 같다.
1 (𝑝𝑝 + 1)√𝑁𝑁
𝑝𝑝 + 1
=
𝐼𝐼max = ⋅
2𝑝𝑝
𝑀𝑀
(𝑝𝑝 − 1)(√𝑁𝑁 + 1)
또한, Conjecture 1 에서 예측한 𝐼𝐼max 에 대하여

𝐼𝐼max

𝐼𝐼Welch

의

상한을 아래의 Theorem 1 을 통해 유도하였다. (증명은
간단하여 생략) 이를 통해 𝐼𝐼max 값이 𝑝𝑝가 커질수

000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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