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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최근에 들어 펼드 시험 보고， 통선기기 시제품 판매 등 양자암호 통선시스템의

실용화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 양자 암호는 물리학의 기초법칙에 기초하여 안

전성이 보증되기 때문에 무조건(절대적)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체적인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는 장치의 불완전에 의해 안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지적된다. 또

한 종래의 양자암호 프로토콜 성능 한계를 능가하기 위해서 제안된 새로운 프로토

콜 중에는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의 안전성이 실현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다. 따라서 이론적인 해석에만 국한하지 않고 실험결과， 실제 적용 예에 기초하여

안전성을 조사 분석하는 것이 앞으로 양자암호 통신의 보급 및 추진을 위해서는 중

요하다. 본 보고서는 일본 정보기구가 2007년도에 발행한 “양자 암호 통신 시스템

에 관한 세계적 동향보고서” 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양자암호통신 시스템의 안전

성 이론들과 설제 예 등을 조사하였다. 2006년에 이르러 미국 영국에서 양자암호

통신시스템의 표준화 움직임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요를 기술하였다. 이

러한 분석 조사결과를 토대로 양자암호 통신시스템을 원자력 발전소 안전 등급 통

신망에 적용할 경우에 도움이 되는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양

자암호 통신 시스템에 관한 국내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 정리하였다.



SUMMARY

It seems that the high-speed quantum communication technology will replace

many of the classical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at are known today and in

the future the long-distance fiber-based quantum cryptography communication

technology will become part of our daily life. The classical communication

systems that are used today to secure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are not

enough. Great efforts and huge amounts of money are invested to develop the

classical system but still these systems ’s security can not proven

mathematically.

Roughly speaking, quantum cryptography communication based on quantum

mechanics provides an unconditional security between two users. Even though

huge advance has been done since the 1984, having a complete system is still

far away. In the case of real quantum cryptography communication systems, an

unconditional security level is lowered by the imperfection of the communication

uni t.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the unconditional security of quantum

communication protocols based on these experimental results and implementation

examples for the advanced spread allover the world.

The japanese report, titled, "Investigation report on the worldwide trends of

quantum cryptography communication systems" was translated and summarized

in this report. An unconditional security theory of the quantum cryptography

and real implementation examples in the domestic area are investigated also.

The goal of the report is to make quantum crγptography communication more

useful and reliable alternative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s the one of the

cyber security program of the class 1• E communication system of nuclear

power plant. Also another goal of this report is to provide the quantitative

decision basis on the quantum cryptography communication when this secure

communication system will be used in class l-E communication channel of the

nuclear power plant.

II -



목 차

1. 서론 ·····························1

1 .1 개요 ·····················1

1.2 양자암호 2

1.2.1 양자암호의 개요 2

1.2.2 양자암호 기능 ················································3

1.2.3 무조건 안전성 ············· .. ···· .. ····· .. ··· .. ·· .. ·4

1. 3 양자암호의 실현방법 :,.•••••••••••••••••••선 ····4

1.3.1 통신 매 체 삼신 잔································· ··· · ··5

1.3.2 부호화 … :.: ·····5

1.3.3 도청 검출 피 갚·녀·쇠 헤 ·7

1.3.4 BB84 프로토콜 …… …………긴노.~ ~~ .. ···········8
) ‘ ..~- """"、 F

I1.3.5 E91 프로토콜 ---------------;·r-----------------------------; …γ……… ~.:; 9

1.3.6 B92 프로토콜 -1':; \: :.~ 11

1.3.7 광자 편광 형 양자 암호 ~ ~ ·······13

1.3.8 위상 변조 형 양자 암호 …~ :'; ; ; ; ······· ·14

1.3.9 얽 힘 (Entanglement) 기 반 양자 암호 ……………………… ·14

2. 양자암호의 이론적 안전성 및 구성 요소 .. ···· .. ·· .... ·.. ·..··· .. ······· .. ·· ······· .. ··· .. ·· .. ·· ·16

2.1 이 상적 인 장치 에 있어 서 의 양자암호 안전성 증명 … 칸느 ·16

2.2 현설적 장치를 이용한 경우의 안전성 ····· ..··· ;··· ·.. ·.. ···· ··.. ··· .. ·· ····· .. ·· .. ·· .. ·17

2.2.1 장치 불안전성 의 정 량화 ········· ·17

2.2.2 적 의 공격능력 분류 "";: o:~ 18

2.3 단일 광자 원을 가정한 경우 ············19

2.3.1 개 별 공격 ·· ··· .. ····· ······· .. ···19

2.3.1 .1 에 라율과 도청 된 정보량의 trade-off ……… 19

2.3.1.21 바 밀키 추출 ·····································20

2.3.1.3 효율적 인 비 밀키 추출방식 ···20

2.3.2 무조건 안전성 ·························.. ·····22

2.4 광자 원의 불안전성을 고려한 안전성 해석 24

2.4.1 개 별 공격 25

- III -



2.4.2 무조건 안전성 ·············································25

2.5 선규 프로토콜의 제안 동향 ·······························26

2.5.1 SARG 프로토콜 ········· .. ······························.. 26

2.5.2 DeCoy 프로토콜 ··········· .. ······· .. ······· .. ······· .. ·27

2.5.3 DPSQKD 프로토콜 ··································28

2.5.4 YOO 프로토콜 ····· .. ······· .. ····························29

2.6 양자 암호 시스템의 구현 방식 · · ·29

2.6.1 편광 방식 29

2.6.2 위상 방식 ········································.. ·······30

2.6.2.1 Mach • Zehnder 간섭 계 ····················30

2.6.2.2 이중 Mach- Zehnder 간섭 계 ~ 31

2.6.2.3 Faraday Mirror 를 이용한 간업 계 ·····················································32

2.7 국내의 양자암호 연구 동향 ----------------------·un----------:-----------------------파~ 33

2.8 양자암호사스템 의 구성 요소 걷:갖········· .. ··· ..i·································~~···· ······· .. ···35

2.8.1 광자 생성 기 ~ ~ ~~' 36

2.8.1 .1 광자 생성기에 요구되는 성능 요건 … ·.. ···36

2.8.1 .2 HSPS (heralded single photon sources) ··.. ·..;;-·';'·· ·.. ·.. ·.. ········.. ·· ....·36

2.8.1.3 탠스타일 소자 , 'ζ: ••••~••••••••.••••••; •••••••••,•••••• -;,; ••••••••••••••• ···························40

2.8.1.4 양자 도트 ----4-----------?----=:---ζ 쇠:r.-----------------파·관· .. ·..······ ····43

2.8.1 .5 기타 ············l:········~·~:············::-~· 仁 산시···· ···.. ··.. ·43

2.8.2 광자 검출기 ..........•..................................................

2.8.4 양자 중계 기 ······ .. ········· .. ······· .. ················ .. ··58

2.8.5 양자 부호 ································.. ······· .. ·······61

3. 양자암호시스템의 적용사례 상용 제품 및 안전성 평가 동향 ··· ..· · ·69

- IV -



3.1 양자암호시 스템 에 요구되 는 성능 요건 ···········69

3.2 적용사례 및 상용 제품 ·······································70

3.2.1 MagiQ ···70

3.2.2 idQuantique 72

3.2.3 SmartQuantum 74

3.2.4 도시 바 유럽 연구소 ················· ············74

3.3 양자암호의 안전성 평가 동향 ···························75

3.3.1 안전성 평가 동향 ········································75

3.3.2 표준화 동향 ············· .. ······························77

3.3.2.1 Workshop “Toward Quantum Standard" 회 의 개요 ····················77

3.3.2.2 MagiQ Technologies 78

3.3.2.3 SECOQC .“…….“…….“……••……••…….“……••…….“…….“…rγr

3.3.2.4 NEC τ 끽••...•.•.••••••••••.•.•••.•••••••. '산·······················.. ······················85

4. 양자암호가술의 원자력 발전소 통신망에의 적용 가능성 ·......·.... ····· .... ····················87

5. 결론 ..;.:...쉰 쉰 ………·…… ·89

참고문현 간..암:，:··········· ·91

부록. 용어 설명 ~~ ..파------------?---------------------------------낀 .. •• ..····96

v -



차모
「

표

표 1. EPITAXX APD(EPM239BA SS) λ}양 45

표 2 . Princeton Lightwave APD 사양 ; ·.. ·.. ·· .. ···· .. 47

표 3 . Goodrich APD 사양 (Geiger Mode Specification, ~60°C ， 1.3μm) …48

표 4 . InGaAs;1nP APD 와 파장변환 방식의 검출 특성비교 .. ·..·.. ·.... ·.. ·.. ·· ·.. · 49

- VI -



그림 목차

그림 1. Mach • Zehnder 간섭 계 ······ ···31

그림 2. 이 중 마하젠 더 간섭 계 ········ ·····32

그림 3. Faraday Mirror 를 이용한 간섭계 33

그림 4. PDC 변환 ······37

그림 5. HSPS 개념도 ····················································39

그림 6. 펄스 레 이 저 방식 의 HSPS 개 념 도 40

그림 7. 펌프 광 출력과 관계 40

그림 8. 단일 광자 턴스타일 소자 ( 이중장벽 터널접합) 의 밴드 구조 1 (순방향

바이 어스 인 경 우) ······ ·42

그림 9. 단일 광자 턴스타일 소자 ( 이중장벽 터널접합) 의 밴드 구조 2 (순방향

바이 어 스 얀 경 우) 42

그림 10. 파장변환을 이용한 통신파장대의 고속 광자 검출기 구조 ·.. · · ·49

그림 11. 양자 도트 구성도 강.~ '. 50

그림 12. 굴절율 경계변에서의 빛의 반사 및 투과 ·· .. ··· .. ·::········ .. ·.. ···· .. -;/:· .. ············· .. ···53

그램 13. 광의 편광 상태 --------------------------------y------------- 」”녁 ~.:":" 56

그림 14. 편광 유지 광섬유 카 I

그림 1퍼5. Pho야tonic 결정 광섬유 .3-------------------------------------r.f------------------------ 핀… .. ·.. ·· ·58

그렴 16 실효키 생성율의 광섬유 길이에 대한 의존성 ~ 60

그림 17. QPN SECURITY 7505 외관 …, ………·………….,:;: 70

그림 18. Gateway 이용 구성도 ······ .. ·71

그림 19. 시큐리티 모니터 상태 (왼쪽: 안전함 오른쪽: 도청자 침투) .. · · ·72

그림 20. 、Tectis 시스템 ~ ~ ················································72

그림 21. Clavis 시스템 .

- VII



제 1 장 서론

제 1 절 개요

암호는 정보의 바익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는 중요한 가술이다. 암호기술의 주된

목적의 하나는 송신자 Alice 와 수선자 Bob 이 안전하지 않은 통신로 상에서 공격

자 Eve 에게 전달내용이 알려지지 않도록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Alice 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내용을 평문으로 칭한다. 암호계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정의 1. 암호계는 5 요소(p，c， κ，E， D) 로 구성된다.

• p 는 평문 유한집합

• c 는 암호문 유한집합

• κ 는 키인 유한집합으로 키 공간이다.

• 각각의 키 κεK 에 대해 암호화 규칙 eκ 드 E 와 암호해독 규칙 dκεD

가 존재한다. eκ :P→ C 와 dκ:c→P 는 전체 평문 z 드 P 에 대해

dκ (eκ (x)) = x 인 함수이 다.

암호계의 안전성 레벨을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는 어려운 작

업이다. 암호계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대부분 발견적 해결방법 (heuristic

approach) 에 의해 평가 된다. 주목해야할 하나의 예외는 원 타임 패드 (one time

pad) 이다. Claude Shannon 이 원 타임 패드의 완전한 안전성을 증명하였다[1]. 원

타임 패드 암호계로 암호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메시지에 2진수의 난수열을 더해

준다. 원 타임 패드 암호계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중요한 점은 “키는 완전히

무작위로 작성되어 1 회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평문은 암호문과 통계적으

로 독립이다. 그라나 이는 동시에 비실용적이다. 왜냐하면 키는 메시지의 길이와 통

일한 크기를 가져야 하고 재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스템을 현실적

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키 배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개키 암호는 이라한 키 배송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안되었다[2]. 공개

키 암호에서는 2 개의 키를 사용한다. 암호화에 사용되는 공개키와 해독에 사용되

는 비밀 키이다. 공개키 암호계의 안전성은 고전적인 계산문제의 어려움에 기초하

고 있다. 예를 들면， RSA 방식의 안전성은 큰 수의 소인수 분해의 난해성에 기초한

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난해한 문제는 단일 방향성함수라 한다. 단일 방향성 함



함수

발전에

시

비,

효￡.,

계산은 간단하지만 그 역방향의 계산은 난해하다.

이의 방식에는 몇 개의 위협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위협은 단일 방향성

의 존재성은 아직 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의

의해 타파될 가능성이 었다. 소인수 분해를 고전적인 계산기를 이용하여 다항식

간으로 푸는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폭 넓게 인식되고 있지만 그 해법의

존재성은 아직 증명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위협은 고전적인 정보는 용이하게

제， 보존이 가능하므로 오프라인 상에서 암호화된 파일을 깨트렬 수 있다. 1977년에

수는 한 방향의

해독하기

한다.

반복하는

개선

해야

역사를 100 만회

시도가 있었다. 이를

λ、 。l~느토브~;;;-U 프르
--L- ~ ’ "L!- ‘ .... 11 1::즈소수로

생성

Scientific America 의 RSA 방식에 대한 암호 해독

위해서는 129단 크기의 합성수를 64단과 65단의

당시 기술로 이를 소인수 분해하기 위해서는 우주

시간이 r:c
--L-소인수 분해

동열한 문제를 8 개월 이내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

걸친 비밀보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알고리즘의추정되었다. 그러나 1994년에

진보에 의해

소요된다고

계산기 성능의

다. 이는 장기간에

L

l •

양자 컴퓨터

격파할 수

최후로

시간으로가 개발되면 적당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RSA 방식을 다항식

았읍이 증명되었음을 부언하여

중첩을 입력으로 취급할 수 았다‘ 이러한

가능하므로 대단히

둔다.

코히어런트 상태의

대해 동시

양자 컴퓨터는 다수의

중첩의 모든 상태에

있다. 단， 양자

대선에 하나의 양자

있게 하는 것이다. 양자

계의 시간 발전을 저l 어할 수

난해한

빠른

컴퓨

프로세서

컴퓨

연산 (unitary 작용소) 이

계산기로 간주할 수

작엽시키는

수행할 수

생각문제로실용상의

믿어진다.

가능하다. 이는 대규모 병렬

프로세서를 병렬로 하여

모든 성분에 대해 계산을

계산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도

필요하다. 현재는 이것이 대단히

발전에 의해 언젠가는 장치 제작이

경우 봐으
u ’ '-0 L-

벡터의

실현하기 위해서는

코히어런스가

연산이

터의

에 상태

고속

터를

있는

분쇄된다.의해

것이다. 다행인 것

최초의

안전성이 소멸되는 시점이

실현에

가능하리라고

때가 공개 키 암호계의

수학적인 해결법은 양자 컴퓨터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단이 사라지게 되는

되지만 기술의

양자 소인수 분해장치가 제작될

된다. 즉， 키 배송방식의

되면 우려들의그렇게

은 고전적인 암호를 무효화 시키는 양자컴퓨터는 키 배송문제의 해결법을 초래하여

우리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데도 쓸모가 았다. 이것이 “양자암호”이다.

암호2 절 양자제

암호키)과 마찬가지로 비밀암호방삭(공개

n/
」

종래느
」

표모「조
。

최

1. 양자암호의 개요

양자암호 사스템의



암호키 방식과 비

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무조건 안전성 (unconditional security)이 설현될 수 있다

것이다. 양자암호 통신시스템은 하이첸베르그(Heisenberg) 의 불확정성 원리와

것이다. 공개수행하는통신 (secret communication) 을 안전하게

안전한 통선이 가능해진다.

(1970) , C.H. Bennet 과 G. Brassard (1984) 에 의해 제안되어 널리 적용되고 였다

[3-6]. 여기서는 2 개의 비가환 관측량 (비가역성 관측량) 에 기초한 엔코드를 이용

이용되고 있다. 안전한 가존의 공개 암호키 통선은 PC 와 인터넷으

로 가능하지만 양자암호 통신은 레이저， 광섬유 등의 복잡하고 정교한 기기를 필요

한다. 본 절에서는 양자암호와 기존 암호의 차이점， 무조건 안전성， 양자 암호

통신 실현 방법의 개요를 설명한다. 광의의 암호는 일반적으로 비밀통신 이외에 디

S.Wiesner의해이용에얽 힘 (entanglement) 의양자

한 암호방식이

로

현재 양자

양자키 배송 (QKD , Quantum Key

양자암호 프로토콜 연구는 진행중에

지털 서 명 (digital signature), 인증(authentication) 의 의 미 를 포함한다.

실현가능성이 있는 암호기능은

Distribution) 뿐이 다. 디 지 털 서 명 , 인증용의

본 보고서에서는 양자키 배송(QKD) 에 대해서만 기술한다.

통신에서암호

있으며

2. 양자암호 기능

비트열비밀이Bob수신자와

것이다. 게다가 이

Alice송신자표!..;:저조L
-, -, L-양자 암호키 배송의

k= (k1, K, krJ ,하ε{O， l} 도청자 Eve 가 훔쳐
E크2.k공유하는

E프

늪크

없다” 는 의미는 통상효!.ζ二
E프 l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증해야 한다. 단， “훔쳐

암호와는 차이가 있다.

+1:l]밀

수1보E

없송선자 또는 수신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E르!

E프k = (k1,K, kn)비트열

m 을 k 로 선정하여다. 만일 k 를 자유로이 선택할려고 하면 처음부터 메시지

이
l콜

밸
구체적인 값은k 의았다. 그라나 실제암호 통신을 할 수직접

종료될 때 까지 판명되지 않는다.

보낸 비트열을 도중에 도청 되었

있기 때문에 k 가 도청되었다는 사실

었는 경우에는 난수열 k 를 버리고， 프

경우， 사후 검증에서누군가가 훔쳐보았을

까‘

T1 의

않는다.따라서，도청되고

확률로 검출될
•
다는 사실이 거의

있다는 사실을 검증할

물론 이러한 경우 k 의

도청을 시도할

。1--:-1
l동-←

은 뒤집어지지

재차 시행한다. 즉， 난수열 k 가 도청되지

수 있을 때 까지 프로토콜을 반복 시행한다.

콜료
뾰

값

토콜을 시행할 때 마다 다르다. 따라서， 공격자 Eve 가 계속해서

경우에는 Alice 와 Bob 은 영원히 비밀 통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언급

아결코 취약하다는 의미는

경우에도 공격자가 통신션을 차단하면 앞에서

양자암호 방식이

q
]

• 단， 고전적 인 암호통신의

경우와 동일한 상황이 되므로한



성질을양자역학적고전암호(classical cryptography) 는

이를테면

언급하는

실제

니다. 여기서

AES(Advanced Encryprion

Standard) , RSA(공개 키 암호， 개발자 Rivest, Sharnir, Adleman 의 이 름 첫 글자

를 따옴) 암호 방식을 지칭한다. 물리학에서는 양자역학을 이용하지 않고 설명되

암호，있는통용되고。1--::-1
l캉J..!-이용하지

일반적으로관례가 있기 때문에는 제 현상을 고전적(classical) 이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용어가 사용된다.

양자암호기능은 공유하는
등츠E츠k비트열다른매회Alice-Bob 간에종합하면이를

않았다는 사실도청되지것이고 사후 검증에 성공한 경우에는 비트열 k 가 도중에

특정 메시지 m 을 비밀 전송하는 경우에는 우선， 난

패드

있다는 것이다.

m 과 동일한 길이만큼

을 확선할 수

키로 해서

C=m명k 를 암호문으로 해서 전송하는 것이다

원타임비밀그것을공유하고，k 를수열

(one-time pad) 로 통산한다. 즉，

3 무조건 안전성

양자암호의 최 대 장점은 무조건 안전성 (unconditional security) 이 다. 종래 암호는

보증된다. 이를테면 현안전성이가정 (computational assumption) 하에서계산량적

널리

고리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안전성의 근거로 하고

다고 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소인수 분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발견되어 RSA 암호가 깨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아용되고 있는 RSA 암호방식은 소인수 분해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얄

있다. 소인수 분해 문제가 어렵

말하면 RSA 암호의 안전성은 수학적으로 무조건 보증되는 것은 아니다. 어

떤 경험직에 의해 안전성이 보증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양자암호는

근거로 양자역학적인 가정을 토대로 수학적으로 엄멸하게 안전성을 증명

바꾸어

반양자역학에

물리학의

rlO'
aTτ:타파하는 방법을 발견한다는

의미한다.

안전성의

있다.따라서，양자암호를

현상이 발견된 다는

고

느
L

하

하 대원칙으로

。1
λλ발견되지 않고

었다.

일체

있다고 말할 수

그러나 양자역학은

양자역학이 성립된 이래로 80여년에 걸쳐 모순되논 현상이

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자암호는 무조건 안전성을 달성하고

것을

실현방법암호의절 양자3제

들어가면 내용이 전문무조건 안전성은 중요한 개념이지만 수학적으로 상세하게

“어떠한 원리에

의해 양자키 배송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에 대해서

양자암호화 방식인 BB84 를 예로 들어 간략하게 설명한다. 양자 키 배송방식으로는

- 4

대표적인

한다.설명을간략하게관하여안전성에적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BB84 프로토콜이외에도 B92, DPSQKD 방식을 포함한 수많은 방식이 제안되고

았지만 모두 BB84 프로토콜을 개량한 것이다. 따라서 BB84 프로토콜에 대해 설명

하여도 일반적인 특성이 벗어나지는 않는다.

1. 통신 매체

양자키 배송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앞 절에서 설명한대로 “손길이

확률로 변화가 일어난다” 는 매체이다. 이와 같은 매체가 존재하면 키 배송이 가능

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매체가 일반적으로 양자(quantum) 이다.

논의는 교과서에 맡기고 개략적으로 기술한다[7]. 세계를

물질 및 모든 힘(상호작용) 은 전자， 핵， 광 등의 미소입자를 구성요소로 하고

이라한 미소업자는 모두 양자로써의 성질을 나타낸다. 즉， 물질을 미소하게

닿는 경우” 의 성질이 나타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최소단위가 있다는 의마에서 업자성을 띄고

일으킨다. 양자는 이와 같이 업자성과

물질이다. 일상생활에서는 반드시 의식하지 못하

iι。
흐L -1.닿으면

정

구성하는

있다.

수학적인확한

분할하

여 정밀 측정을 수행하면 “손길이

빛과 물질에도 그들이 갖는 에너지에는

았다. 동시에 그들은 간섭 등의 파동현상을

파동성의 양면을 함께 갖춘 특정

지만 어떠한 물질 또는 장(field) 에 대해 충분하게 정밀측정을 수행하면 입자성과

파동성의 양면적인 특성이 드러난다. 따라서 원리적으로는 모든 물질을 충분하게

양자암호에 이용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잡음에 대한 내성과， 제어의

빛을 이용하여 실험이 수행되고 었다. 빛(광)의 경우에는 미소 분할

미소 분할하면

용이성 때문에

통해 세기

것이 일반

드러난

하는 것이 빛의 강도(세기)를 약하게 하는 것이다. 레이저 광을 감쇠기를

를 약하게 하는 미 약 코히 어 런트 광 (weak coherent light) 을 이용하는

적이다. 광 강도가 충분히 약한 영역에서는 앞서 기술한 입자성이 현저하게

다. 이와 같은 광 입자를 광자(photon) 이라 칭한다. 양자 암호 통신에서는 각각의

광자(photon) 하나에 1 바트 난수열 k 정보를 실어 보낸다.

2. 부호화

BB84 프로토콜의 기본은 복소 2 성분의 벡터로 기술되는 양자상태이고， 이를 큐

비트(qubit) 라 칭한다. 광을 매체로 이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았다.

존재하여 파장이

각

를예

즈
「

았다.

이용한다.

벡터)로 표현할 수

공간 벡터 성분인 편광(polarization) 이

벡터(상태

자유도로

나 모드를 결정한다고 하면 이를 2차원

qubit 의 정보량을 기술하는 물리적인

: 빛에는 전자장으로써의

편광상태를

들면， 난수 k=O, l 를 각각 수직 편광， 수평 편광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

은 수식으로 표현되는 상태 벡터에 대응한다.

Fh
]

빛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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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二.-전송하는 것이 된다. 위의

상태에는 직행 기저(-)가 없으므로 직선(+) 기저로 부르기로 한다.

에 난수 k 정보를 부호화하여, 11> +10> +즉，상대

아래와 같다.

벡터로 표시된다.

양자론에서는 각각의

고전역학에서는

벡터 성분

• 양자역학의 공리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고찰을 단순화하여 설명하면

물리적인 계의 상태는 완전히 복소 성분의

좌표나 속도로 상태 (state)를 기술하고 있지만

•

것으로 상태를 기술한다.

|ψ 〉 에 있다고 한다. 사람이 이 상태를 측정하면 아래와 같은

의 값을 지정하는

어떤 겨l 가 상태•
불연속적인 변화가 얼어난다.

1. 측정 때 측정자는 기저 백터 M={IφI> , K , 따，J 을 지정한다

어느 한쪽으로

대해 동일 기저

단， 측정을 여

수행되면， 상태 |ψ 〉 는 M= {I <PI >， κ 따，J 의

천이한다. 측정자는 이때 어떠한 상태로 천이하였는가를 알 수 없다. 또， 측정치

로써의 값 xE{I ,I{, m} 가 얻어진다. 어떤 상태로 천이되는가는

니고 확률론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다. 즉， 동일 상태 |ψ 〉 에

반복 측정하여도 얻어지는 측정결과는 매회 다르다.

확률분포를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결정론적이

측정이2. 실제

Jl;f 을 수회

러번 수행할 때의

~L= I<<Palψ)1
2
이다. 여기서，측정결과로써의 !ψ'a> 으로 천이할 확률은

의 내적이다.<<PJψ〉 는 벡터 l<Po ) , Iψ 〉

측정치가 위치이던지 광의 세기이던지 측정치를 수로써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그 수를 첨자로 하는 복소 벡터로 치환할 펼요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위치나 속도

와 같은 연속량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벡터공간의 차원은 무한차원이 된다) . 일반적

으로 어떠한 측정치가 얻어졌는가는 실제로 측정을 종료할 때 까지는 확정할 수 없

다. 게다가 측정에 의해서 천이된 상태를 원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 하다. 양

자역학에 있어서는 측정을 한다는 것은 계의 상태를 교란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

다. 양자역학의 보다 정확한 수식 전개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다.

확률론적이다. 동일한 상태 |ψ 〉 에 대해서

얻을 수 였다고 한정지을 수 없다.

조합을 하면 측정결과를

측정을 하여

그라나 상태 벡터

확정할 수 있다. 이를

(O

걷츠X게.Q..
-, 0 '-

동일한 측정결과를

이용되는 기저 M의

있어서

도 매회

lψ 〉 와 측정에

양자역학에



테면， Alice 가 선정한 난수 k=O ,1 에 대응하여 |ψ 〉 로서 10>+ , 11>+ 의 어느

한쪽을 보낸다고 하자. 측정자 Bob 은 이것을 기저 M= {I 0> +11> +} 으로 측정을

수행하는 경우 Bob 은 항상 k 값을 확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확률

간= I<¢k lψ >1
2
는 항상 O 또는 1이라고 하는 값밖에 얻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

나 이것은 도청자 Eve 도 똑같은 방법으로 측정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암호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호화 방법을 랜덤하게 한다. 상기의 직선(+) 가저에 더

해서 또 하나의 대각 (x) 가저를 도입한다.

10>x=옳G) ， 11> x=꿇(-\)

대각(x) 기저와 직선( +) 가저를 1/2 의 확률로 함께 사용한다. 대각(x) 기저는 물

리적으로 광의 진행 방향을 축을 기준으로 45도 회전시킨 상황에 대응한다. 게다가

이 상태는 직선(+) 가저상태와 독립적이지 않다. 예를 들면， 상태 10> x 는 직선

(+) 기저의 상태의 중첩으로써 10>x=(10)+ +11>+)/ 냉 로 쓸 수 가 있다. 상

태를 측정치 그 자체가 아닌 복소 벡터를 이용한 결과로써， 위의 예와 같은 상태의

중첩과 같이 고전 물리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었다. 기저를 2 종류

도입한 결과로써 “ k=O 에 대해서는 {IO> +, 11 >+} 중의 하나를， 그리고 k=1 에

대해서는 {lo>x , ll>x} 상태 중의 하나의 편광에 속하는 기저를 랜덤하게 선정하

여 전송한다" 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되는 것이다. Alice 는 Bob 이 모든 광자의 관

측을 종료할 때 까지 사용한 기저를 비밀로 하여 둔다. Alice 가 전송에 이용한 기

저와 Bob 이 수신에 이용한 기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Bob 은 k 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Bob 이 관측한 값은 완전히 난수가 된다. 왜냐

하면 위에 기술한 규칙 2 에 따라서， 일치하지 않았을 때의 측정확률을 계산하면

p= 1+ <010>xI2 = μ01I> x1
2 = 1+ <I10>xI2 = 1+ <I1I>xI 2 = 1/2 이 되 기 때문이 다.

위에서 기술한대로 이때의 상태는 모두 랜덤하게 상태가 변화하므로 올바른 기저를

이용하여 관측을 다시 시도하여도 역시 랜텀한 값밖에 얻어지지 않는다. 단， 원래

송신하였던 것은 난수이므로 Bob 이 측정하지 않았던 부분은 버려 버리면 되므로

Alice-Bob 간의 키 공유에는 해가 없다.

3. 도청 검출

한편으로 “측정을 다사 사도하여도 정보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도청자

- 7



Eve 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Eve 의 목적은 Alice 가 송선한 광을 도중에서 가로

채어 정보 b 를 얻고， 게다가 Bob 의 수신기에는 교묘하게 위장한 상태로 광을 보

도청 흔적을 지우는 것이다. 도청 전략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은

예측하고 이를 이용하여

1/2의 확률로 잘못된 가저를 선

되므로 편광이 45。 또는 135。 로 변해 버린다. 관측에 의해 한번 변화한 상

원래 상태로 복원되지 않는다. 이 결과 Bob 측에서는 올바른 기저를 사용하는

Alice직선( +), 대각(x) 기저 중의 하나를

관측한다. 그러나 이 경우 반드시

내어서

Eve 가

가 송신한 상태를

정하게

태는

경우에도 측정하고자 하는 k 값은 1/4 확률로 잘못 판독하게 되는 것이다. 역시 가

하나를

사용할

“직 선(+), 대각(x)

관측한다" 라는

하자. 그럴 경우 Alice 와 Bob 은

이
「

예
”

중

밖

기저

방법

설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Eve 는 위의 방법

예측하고 이를 이용하여 Alice 가 송신한 상태를

수 없다는 사실을 Alice 와 Bob 이 알고 있다고

정보 판독 에러 율이 1/4 미만인 것을 검증하면 양자 간에는 비밀 통선이 이루어지

고 았다는 결론을 내렬 수 있다. 물론 실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조악한 공격방법

보다 더욱더 정교한 도청 전략이 존재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Bob 이

측정하는 에러율과 Eve 가 비멸키 b 로 얻는 정보량 사이에는 trade-off 가 존재한

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경우 양자암호의 안전성 증명은 이와 같은 방식에

수행되고 있다.

의해

수순을 기술한다. BB84 프로토콜은 최초로 광을 사용한 양자

활용해야 하므로 에러율을 검증하는 국면과

있다.

4. BB84 프로토콜

BB84 프로토콜의

통선이다.위에서

비말 키를 추출하는 국면으로 분리되어

기술한 trade-off 를

1. 양자 통신 국면

기저열랜덤한와a= (ap K, a,J, 와드 {o,l}난수열''-Alice1.1

X= (xp K, X,.), Xi ε {+,x} 를 선정한다.

열 y= (yp κ y，J ，1.2 Bob 은 랜덤한 가저

1.3 Alice 는 Bob 에게 n 개의 광자를 각각 Iaj ) 와 의 상태로 전송한다.

결과를관측하고，로Yi가저각각광자를받은로부터Alice。

'-1.4 Bob

b = (b1, K, b,J, bj터O， l} 로서 가록한다.

2. 에랴율 검증 국면

번호를

공개 통신망을 통해 기저 ￠ 를 전송한다.

비교하고， 기저가 일치한 광자의

- 8 -

E프2.υ가저

2.1 Alice 는 Bob 에 게

와X기저2.2 Bob 은



1= (ill 잉 드 n , 와 = Yi) 로 기 록하여 공개통신망으로 Alice에 게 전송한다.

로 한다.J(c I)랜텀하게 선정하여에랴율 검증용으로

비트

。1 호흐르르
큰，- E2.3 I 중에서

J 에 대응하는 aJ= {aili ε껴 ， bJ={bili 드J} 를 공개통신망으로

가르쳐 준다. 그들 사이의 비트 판독

판독 에러 비트를 체크 비트라 부른다.

구한다. 이후로는에러율 을

열

서로

이러한

추출 국면3. 바빌 키

보존비트열을 Alice, Bob 이 각각 키로써

와 = {a;li 드I} ， bJ'= {b;li E 1'}

않았던3.1 검증용으로 사용하지

E프E크

의미에서는하키라고걸리낸

열

체로

비트

이를

해서，

보존한다.

로

Alice, Bob 이 각각

sifted key 라고 칭 한다.

1'= I-J즉,한다.

흔들어서 난수를 보낸다， Bob 도 독립적으로

수신된 난수를 관측한다. Alice 와 Bob 은 기저가 일치

도청자가 완벽하게 없다고

랜덤하게

통신로에남겨둔다.후보로써

즉， Alice 가 먼저 기 저를

기저를 랜덤하게 흔들어서

하는 부분만을 비밀 키의

하면 a] 와 b] 는 완전히 일치하지만 실제로는 b] 에는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에러

율을 추산하기 위해서 Alice 와 Bob 은 서로 맞추가 있다. 이러한 비트 판독 에러

어 본 체크 비트 aJ , bJ 를 랜텀하게 추출한다. 단， 체크 비트는 Eve 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체로 걸러낸 커 (sifted key) a]‘ , b] 를 남겨두고 이를 고

전적인 데이터 처리를 통해 비밀키를 산출한다. 벼트 길이를 충분히

우에는 체크 비트 에러율과 체로 걸러낸 키 (sifted key) af" b]‘ 에러율을 곱한 비트

겨
U길게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체크 비트 aJ , bJ판독 에러율 f 를 확률적으로 억제할 수가 있다.

의 에러율과 sifted key 에러율 f 은 본래 다른 양이지만， 체크 비트를 충분히

하게 선정하면 거의 같은 양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하다. 이후로는 간단하게 하기 위

해서 제크 바트 aJ , bJ 의 에러율과 sifted key 에러율 f 을 같다고 하고 논리를

랜덤

전

개 한다.

5. E91 프로토콜

를 이용한다. 이를태

면 광자 2개의 편광을 얽히 게 하여 Alice 와 Bob 에 게 각각 보낸다. Alice 와 Bob

은 얽힘 (entangle) 상태 S 를 준비한다.

양자얽힘 상태 |ψ~"t )1991년에 Ekert 에 의해 발표되었다.

|￠c1lt > = -L(10 > A |1 > B |1 > A |0 > B ) = -L(|0’ >All’ >B - 11' >A 10' >B )
j2

Q
]



Alice 와 Bob 에게 각각 업자 A , B 를 보낸다. Alice 와 Bob 은 각각 기저를 임의

로 선택하여 관측한다. Alice 가 기저 “1"로 관측하여 “0" 을 얻었다고 하면 상태

는 \0> 11 >로 천이한다. 기저 “ 1" 로 관측한 경우에는 반드시 “ 1"

엄의의 값을을 얻지만， 기저 “2"를 선택한 경우에는 Alice 의 관측결과와 관계없이

얻게 된다. 이를 종합하면

(a) Alice 와 Bob 이 서로 다른 기저로 관측하면 각각 랜덤한 비트를 관측한다.

(b) Alice 와 Bob 이 동일 기저로 관측하면 두 사람이 관측한 1:l 1 트는 반드시

다음에 Bob 이

ct
2.

.SJ..
도즈

보존하고 있는 비트를 b' := c El? 1 로 하면 b= b’ 를

b 명 c= 1각각 b,c 라 하면

만족한다

만족하여 일치하는 비트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관측한 바트를라야 한다. Alice 와 Bob 이

따라서 Bob 이

상기의 원리를 이용한 랜덤비트 공유 프로토콜은 아래와 같다.

를 임의로 선정한다.

소스 S 는 상태 lψlent> 를 생성하여 각각 Alice 와 Bob 에게 발신

(1) Alice 와 Bob 은 각각 기 저 Pi ,Pi

(2) 얽힘 상태

한다.

관측 결과를 각각 bi ' ci 라 하고， Alice 는(3) Alice 와 Bob 은 상태를 관측한다.

아 를 Bob 은 아 = 다 Ee l 를 후보 비트로 보존한다.

일치하는교환하여Pi ' 낀를기저이용하여고전 통신로를(4) Alice 와 Bob 은

를 구한다.부분 집합 1= {il Pi = 까}

도프 -z
주숱 :.L.bj= 이VjEJ 에 대해부분집합 J 를 임의로 선택하여(5) Bob 은 I 의

τ7 。

。 IT임의(랜덤) 비트열로
E크

E프{bkIk 드1- 껴q .l
A{bk IkEI- 껴맞으면사한다.

한다.

밸
이후의 과정은 BB84 프로토콜과 동일하다. E91。LQ...

[二 L..낀 ， bj 를관측을 하여

흡수 시키면 BB84 프로토콜소스 S 를 연속적으로 이동시켜 Alice 측에

상태 |ψ 〉를

콜의

과 비슷한 구성이

얽힘

자신과 Bob생성하여얽힘

에게 송선하고 그것을 관측하는 상황이 되논 것이다.

nu-

된다. Alice 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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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x
E91 Protocol

..
Allee

·i

i’
를
i· ...~

§

..
...
..

Bob

><!'
엉

..

i 폐~
~_.__• .8j BB84 Protocol

s 를Alice 측예

포함시킨다.

-
-
-
톨

Alice

Alice 또는 Bob 이 겸임할 것인가의 의S 를 제 3자가 담당할 것인지Entangle 원

류종

도청당하지 않도록 하는

겸임시키면 제 3 자가 존

달라진다. 안전성의

제 3자에게

S 를 Alice 또는 Bob 에게

의해중시하는가에

비트를

아래 2 가지가 고려된다.

@ Alice 와 Bob 아 공유하고 있는

안전성. 이에 대해서는

재하지

어떠한 안전성을암호로써의미는

속일참이라고또는 Bob 이

었는 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성. 이러한 경우에는 S 를

상대방에게

안전성이 향상된다.

함. 거짓 비트를

않게 되므로 명확하게

부정행위를앤 Alice
。1
λλ겸임하고/

T

얽힘 상태를 상대

있다.

이를테면 단일 광자 대신에

관측 결과 정보를 인출할 가능성이

는 측이 부정행위를 하기가 쉽다.

보내어 상대방의방에게

그다지 의미가경우에는댄

의

:
。

때빼
ι
l
L

”

뼈
뼈선토

。빵

목적으로
τ1_ 0 TTL 。

OIT~ 굳~랜텀비트안전성은특히， 9 의

없지만 이의 이용하암호 primitive 로콜

댈는 경우에는 중요하다.

6. B92 프로토콜

BB84 와 E91 프로토콜은 2 준위계， 1 큐비트(qubit) 중에서 비직교성의 4 상태를

추출하여 통신을 수행하는 것이다. Bennett 는 바직교성의 2 상태만을 이용한 양자

대선에 tl] 직교성의 2 상태암호 프로토콜(B92 프로토콜) 을 저l 안하였다[8]. 큐비트

직 선 (+)과 대각( x)편광상태로

편광이 있다. 이는 규격화 되어 았고 비 직교로 한다.

들면 광자의였다. 예를
/
T

10:
E프

E프E프
\
、/μ

\
、//nU

u
로

〈이)Iuo > = (u11μ1) = 1, (μ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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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 , Iμ1 )를 관측하는 연산자로 투영 연산자 ~)， Pl 를 도입한다.

유 = 1-1μ1>-< μ11 ， 건 = 1- luo > -< UoI

PO'P1 는 비가역성이므로 동시 측정이 불가능하다.

[PO' 건 l 낯 O

관측자는 상황에 따라서 껴 또는 건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관측한다. ~l' PI 를 각

각 |μ1) , Iμ。〉 에 작용시키면

뮤 IUl ) = 0, 건 |μ。 )=0

이 되어 고유 상태가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동일 첨자를 조합하여 관측하는 경우

를 고려하면

O< Rq= 〈μJRfpz|UI〉 = 1-| 〈 μ11μ。 )12 < 1

이므로 R 는 따〉 의 고유상태가 아니다. (투영 연산자 특성으로부터 고유 상태가

될려면 Pr.q 는 O 또는 1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에도 p; 로 따〉를 관측하는 경우

에는 반드시 |μi) 와 다른 상태 (Iμ냉 1 ) 또는 lμ1명 1，上 ) ) 로 천이함을 알 수 었다. 이

를 종합하면

(a) i ~ j 에 대 해 l1Lg > 를 건 로 관측하면 반드시 관측치는 0 이 다.

(b) 따〉 를 Pi 로 관측하면 관측치는 O 또는 1 이 확률로 얻어진다.

(c) 따라서， lUi) 를 건 로 관측하여 1 이 얻어지면 반드시 i= j 이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랜덤비트를 공유할 수 있다. Alice 가 보낸 !μi) 를 도청

자 Eve 가 건， i ~ j 로 관측한 경우 상태 띠〉는 변화하지 않으므로 도청 흔적은

남지 않는다. 한편 p; 로 관측하면 상태가 반드시 변화하므로 도청의 흔적이 남게

된다. B92 프로토콜은 아래와 같다.

(1) Alice 는 닝1 트열 bi를 ， Bob 은 비트열 qi 릅 각각 임의로 생성한다.

(2) Alice 는 Bob 에게 상태 IUbi ) 를 전송하고， Bob 은 그것을 연산자 RJ; 로 관

측하여 결과를 이 로 둔다.

끼/
-



통신로를 통해을 만족하는 i 의 집합 I 를 고전(3) Bob 은 Alice 에 게 석 =1

를 랜덤 비트열로 공유한다.{h = b; |t ε I}

알려준다.

(4) Alice 와 Bob 은

7. 광자 편광형 양자암호

C.H. Bennet 와 G.Brassard 에 의 해 제안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간단한 예로

시 스템은 송신기 (transmitter) 와 수신기 (receiver) 를 이용

한다. 발신자 Alice 는 송선기를 통해 0, 45 , 90, 135 도의 편광 성분의 광자를 보낸

다. 수신자 Bob 은 수신기를 이용하여 광자의 편광을 측정한다. 양자역학의 법칙에

의해 수신기는 직선(+) 편광(0， 90°)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장치를 교체하

여 대각(X) 편광(45 ， 135°) 을 측정한다. 하나의 광자에 대해 직선， 대각 편광상태를

모두 측정할 수 없다. 두 (직선， 대각) 종류의 편광에 대해 두 종류의 판별기를 사

용한다. 이를 양자 역학에서는 2 개의 비가역성 관측량이라 하며 키 배송(분배)는

설명할 수 있다[9].

아래와 같은 수순으로 수행된다.

편광이 실린 광자를 하나씩한 개의1. Alice 는 Bob 에 게 네 개의 편광 중에서

가저와 대각(x) (45,직선(+) (0, 90°)。

1••Bob대해

3. Bob 은 측정에

4. Bob 은 Alice 와

기록을 공개한다.

5. Alice 는 Bob 이 기저와 잘못

사용된 기저를 Bob에게 전달한다.

6. 수선된 광자의 편광과 사용된 가저를 조합하면 다음과 같은 4 종류로 분류된

정확하게 사용된보고기록을공개한 기저의

기저，

(a)(b) 의 경우 Bob 은

대각(x) 편광， Bob - 직선(+) 기저， (b) Alice - 직선(+) 편

직선(+) 편광， Bob

(d) Alice 대각(x) 편광， Bob • 대각( x) 가저이다.

결과를 얻을 수

다. (a) Alice

직선(+)기 저 , (c) Alice대각(x)광， Bob

7-1 0
/dT파기 한다. (c)(d) 의없으므로 측정기록을

측정결과는 정확하므로 그 결과를 보존한다.

7. 공격자 Eve 가 도청시도를 하면 통신에

보낸다.

2. 수신한 각각의 광자에

135°) 기저를 선정하여 측정을 한다.

이용한 기저(직선 또는 대각) 와 측정 결과를 기록한다.

공유하고 있는 선뢰성 있는 통신로를 통해 사용한 기저의

정확한 측정

공격자 Eve 는 송오류가 삽입된다.

양자역학으로는 2 개의

무작위로 일중에서

없고

사용자는 키

알수

관측량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q
u

대한 편광상태를광자에각각의

비가역성

선되는



공격(도청) 유무를 조

치밀한

속지는

재 배송(분배) 할

없지만 공격자의 세련되고

공격자 Eve 에게

불안을 느끼지만 언제라도 키를

비트를 검사함으로써

사용자 들은 공격을 방어할 수는

대해서도

않는다.통신로의

공개하여 에랴바트를 선정

사한다.

공격에

부의

검출할 수 있으므로를무’。π도청

안전성에

수 있다.

일부를 공개비교하여

수 있다. 그러나 잡음이 실리는 경우는 잡음에 의한 에러와 공격에 의한 에라를 어

떻게 구분할 것인가와 프로토콜 개시 후에 공유된 상관이 존재하는 비트열과 상관

공통 키를 생성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은

도입에 의해 해결되었다[10][11].

통신양자 통신선로의 잡음을 고려해야 한다. 잡음이 없는 경우 Alice 와 Bob 간의

높은 확률로 공격을 검출할이루어진다. 공유한 키은 완전히

없는 비트열로부터 어떻게

문제는 에러 정정과 바익성(Privacy) 증폭처리의

이

양자암호

대부분의 양자암호 방식은 편광 또는 미약 광 펄스의 위상을 정보 캐리어로 이용

하고 있다. 편광 방식의 경우 수 십 M 거리에 달하는 일반 통선케이를에서 편광을

8. 위상 방식

유지해야 하는 것이 어려움이다. 광섬유의 복굴절성과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송산된 광자의 편광은 변동한다. 간섭계 양자키 배송방식은 2 개의 마하젠더

(Mach- Zehnder) 간섭계를 이용한다.

안정되게

양자암호9. 얽 힘 (entanglement) 방식

의

원

이용한다. 이 방식은 Ekerts 에

양자 얽 힘 (entanglement) 또는 양자 상관을 이용하고， 양자

효과에

토츠λJ 프L
--, 6 e얽힘비밀성을 달성하기 위해 양자의

이동(teleportation) 현상에 기초한 EPR(Einstein- Podolsky- Rosen)

효과는 얽힘 상태의 광자 대가 공통 소스로부터 방출될 때에

대는 동일 기저에서 측정될 때에도 편광은 항상 반대가 되는

이 방식의 키 배송과 보존은 다음파 갇은 수순으로 행해진다.

근거

발표되었다[12].

격

하고 있다. 이 열어난

성질을다. 이 광자

갖고 있다.

하나는 Alice 에게

다른 하나는 Bob 에게 주어진다.

2. 공격을 받았는 광자가 몇 개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바로 측정을 한다. 많은 불

일치가 발견되면 이들 광자들을 버리고 앞의 1 단계를 되풀이한다.

그 값을 비교한다. Bob 의 광

생성되고 각 광자 대의EPR 광자 쌍(pair) 이수익1. 어떤

일부를 선정하여

A

낙

-

3. 공유하고 있는 광자 대로부터



자가 “1"(또는 “0") 이고 Alice 의 광자가 “0" (또는 “1η 이 면 이 광자 대는

공격을 받지 않은 것이다. 불일치가 많이 발견되면 이들을 파기하고 1 단계를

되풀이한다. 불얼치가 적으면 잔여 비트를 측정하여 키를 얻는다.

4. 3 단계에서 획득한 키에 대해 비익성 (privacy) 증폭처리를 하여 최종적인 키

에하
어
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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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ιk
...L.L -L구성口 l

=안전성이론적양자암호의;자
ζ〉저 I 2

그를 위해서는것이고

며
O

즈‘

。

는하서
。

달을
애

냉

처
「

단

수

ol

피
므

건조
nT

으
」

처
「

모
「

안전성이상적인 장치의 양자암호

양자암호의 최대

론적으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이

1 절제

경우에는

설명할

느
」

이
X

있다.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장치를

용이하게 나타낼 수

zl-~二
}、 1-

/셔 느二..Q..
。 o 2.이상적인

비교적

모두

안전성을

수선자

BB84 프로토콜의

송선자，

즉， Alice 가 발신한 선호는

허용된 최선의 공격을

• 목표는 “도청이 행해지고 있는가” 의 여부를 검출하는 것이다.

• 통신 선로는 Eve 가 점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하고， 양자

수행한 후에 Bob 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한다.

수신자가

수 있다.

역학적으로모두 Eve 가 일단 가로채가를

에러가 실리게바트에는처l크얻는았으면 정규• 도정이

되고， 도청이 행해지지

행해지고

율은 zero 라고 간주한다. 에라율 f 가

zero 인 경우에는 A 공격자 Eve 가 수행한 양자 조작은 대단히

않으면 에랴

약한 것으로

관해 Eve 가 획득한 정보는 거의 zero 라고진다. 따라서 sifted key 에보여

결론지을 수 있으며， sifted key 를 비밀 키로써 사용할 수 있다

에러가 실려 있는 경우에는 도청이 있었다고 결론짓고 프로토콜• 체크바트에

을 난수 생성을 포함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가술한 “Eve 가 수행한 양자 조작이 대단히

위해서는

애매한 표약하다" 라는 다소위에서

현 방식보다는 각:송 ;<,-l
I"충실도<fidelity) 와 같은기술하기정확하게

척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Nielsen-Chuang 저서에 자세

히 기술되어 있다[l3]. 충실도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충실도 (Fidelity)•
정량적으로 나

타내는 양이다. 위에서 가술한 “Eve 가 수행한 양자 조작이 대단히 약하다" 라

는 의미는 “Alice 가 송출한 양자상태와 (Eve 의 손을 거쳐) Bob 의 수중에 양

충설도가 1에 한없이 가깝다" 라고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정도 유사한가를일반적인 2 개의 양자상태가 어느도시근
-
주。

ζU

도된 양자상태의



저l 2 절 실제 장치의 양자암호 안전성

경우에도 장치의

일반적인 광통신에 비해

불완전성이 존재하고， 도청자가 없는

특히，양자암호에서는

실제 장치에서는 반드시

불완전성에 의해 에러가 발생한다.

광강도가 7 단(10
7

) 크기로 적기 때문에 장치로서는 잡음의 소굴이다. 현재 많은 연

구기관에 의해 100krn 전후의 장거리 통신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때의 비트 에러율은

10% 이내이다. Alice 가 보내는 양자신호원인 광원으로써는 단일 광자를 이용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기술적인 제약으로 인해 미약 coherent 광을 사용하고 었다. 이

러한 불완전성을 도입하여 안전성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2000 년경 부터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현재의 안전성 증명에 대한 고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는

• 복수 광자율 P"'jllti

2 개 이다.

: 적을수록 안전

• Bob 측에서의 바트 판독 에라율 f : 적을수록 안전

+P，삐 크기와 도청자 Eve 가 가로채는 정보량사이에는 trade-off 가 존재

한다.

값을E

Eve 가 각 펄스에 대해 도청조작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보다 많은 비

얻을 수 았다. 그러나 동시에 펄스에 가해지는 변화도 증가하므로

Bob 이 측정하는 비트 판독 에러율 f 도 크게 된다.

• 역으로 P'n1

이므로 정량적으로 추산이 가능하다. 게다가 누설된 정보량을 부인하는 비익

λ}
。 증강 방법도 있다. 이에 의해 안전한 비밀 키가 얻어진다.

1. 장치의 불안전성 정량화

BB84 프로토콜의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파라마터는 2 종류 이다.

• 복소 광자 생성율 P'n 1l lti

Alice 가 이용하는 광자원으로부터 전송된 펄스에 복수의 광자가 포함되어 있

을 확률을 P"'I J1ti 라 한다. 양자암호에서는 광자수 분할 공격의 강력한 공격방

법이 있다. P"'I J1ti 가 높으면 Eve 측에 정보가 누설된다. 이후로는 Pmμlti 대선

에 P'n 1llti = p씨，lt;!Pclick 라는 규격화된 파라마터를 편의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다. Peli찌 은 Bob 측에서 광자검출이 열어날 확률이다. 이상적인 단일 광자원

에서는 P'n 1llti

- 17 -



• 비트 에러율 f

QBER(quantum bit error rate) 으로 불리며 안전성 증명에 있어서 비 트에 라

율 f 는 Eve의 도청에 의해 기인한다고 본다.

• 비트 에러율 f 중에서 장치 잡음에 기언하는 것과 공격자 Eve 의 도청에

의한 것으로 구별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출가 장치

에 대한 상세한 성능을 파악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어렵다. 안

전성 증명에서는 장치 잡음과 도청에 의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위에서 기

술한 “비트에러율 f는 Eve의 도청에 의해 가인한다" 고 가정한다. 즉， 공

격자 Eve 의 능력을 과대 평가한 가정이지만 안전성 증명의 타당성을 손

상하지는 않는다.

2. 적의 공격능력 분류

양자암호의 최대 목표는 무조건 안전성이다. 공격자 Eve 는 양자역학에서 허용

되는 모든 조작을 행한다고 가정하고 안전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든

조작의 공격 ” 을 “코히 어 런트 공격 <Coherent attack)" 이 라고 부르고， 무조건 안전성

을 ”코히어런트 공격에 대한 안전성“ 이라고 부를 수 있다. 앞절에서 기술한 대로

장치의 불완전성을 고려하여 무조건 안전성을 증명하고자 한 최초의 시도는 2002년

이었다. 이에 대해 양자암호 통신장치의 설현은 그 이전부터 진전이 있었고 그에

대한 해석에는 몇 가지의 낙관적인 가정을 하고 있다. 그 가정의 대표적인 것을

아래에 기술한다.

• 코히어런트 광을 단일 광자로 본다.

평균 광자수 μ= 0.1 의 코히어런트 광을 단얼 광자로 가정한다. 비트 에랴율

E=10% 이하이면 양호하다고 가정한다. 현재 구현되고 있는 장거리 양자암호

에서는 코히어런트 광을 단일광자로 보고 개별 공격만을 상정한 경우이다.

• 개별 공격을 가정한다.

공격자 Eve 가 어떤 특정 종류의 양자조작만을 행한다고 가정한다.

현재 구현되고 있는 양자암호 통선에서는 위의 가정에 가초하여 통선 속도， 통선

거리를 평가하고 있다. 이 경우 무조건 안전성은 달성되고 있지 못하지만 이와 같

은 평가법이 사실상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 염밀한 의미에서의 무조

건 안전성을 달성하는 양자암호 구현예가 보고되고 있다[14]. 앞으로는 보다 간소한

장치로 효율적인 무조건 안전성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과제로 생각되며， 안

전성 해석 이론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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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단일 광자 원을 가정한 경우

단일 광자 원을 가정한 경우， 즉， 복수광자 생성율 R째lti 이 zero 인 경우를 고

찰한다. 이 경우， 비트 에라율 f 만으로 BB84 프로토콜의 안전성을 논의할 수 있다.

여기서는 에러율 f 와 Eve 가 얻는 정보량 상한과의 trade-off 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1. 개별 공격

개별 공격은 공격자의 능력에 대한 가정이다. 공격자 Eve 가 각 펄스에 개별

적으로 양자조작을 행하는 것이다. 실제 양자암호에서는 한 번에 복수의 펄스를 송

출하므로 Eve 는 그 펄스열에 올라타서 양자조작 <coherent attack)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학적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개별공격으로 가정하는 것이 흔하다.

가. 에러율과 도청된 정보량의 trade-off

개별 공격의 경우에는 각각의 비트에 대해 trade-off 를 독립적으로 고찰할

수 았다. 트레이드 오프(trade-off) 는 다음과 같다. Eve 가 얻는 정보량의 수학적

지표로서 상호 정보량 I(AiE) 를 이용하는 경우와 Renyi Entrophy R.α (A) 를 이용

하는 2 가지가 있다.

‘’ 상호 정보량 평가
Eve 의 정보량을 상호정보량으로 평가하는 경우 각 비트에 대해 식 2.1 과

같이 위로부터 억제할 수 있다[I S].

I(A;E) 드 1-웹+따二T) / (2.1)

• Renyi 엔트로피 평가

한편으로， 비익성 증강을 고려하면 Eve 의 정보량의 척도로 Renyi 엔트로피

를 이용하는 것 이 편 리 하다. 우선 충돌확률 및 (order α = 2) Renyi 엔트로피

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Pc(A)= ~ (PA (aW ,
aEA

R(A)= -log2pdA)

Ra(A) 는 Shannon 엔트로피 H(A) 를 일반화 한 것으로 H(A)와 똑같이 정보 의

Q
]



걸러 낸 키 (sifted key) a 의 각 비트를 Eve 가

조건에 따라 엔트로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애매함을 표현한다. 그래서 체로

볼때의 애매함을 아래의

R(AIE)= εPE(e)R(AIE=e)
cEE

이 경우에도 에러율과 R(A!E) 에는 trade-off 가 았고 각 비트에 대해 식 2.2 가 성

립한다 [16].

(2.2)

단 여기서， 에러율은 f 드 1/2 로 하였다.

R(AI페 츠 -1앵2(융+2E-2E

된다.것이접근하는

통신로를 통해 Bob 에게

고전 정보이론으로

내. 비밀키 추출

Sifted Key 를 가려 낸 단계에서는

Alice 는 편향됨이 없는 바트열 Q 를 에러율 f 의

동시에

보낸다.

얻는다. Eve 가 얻는

식 (2.2)로 주어진

k 를 추출한

E프

E프

정보 e 와 Alice 가 보내는 바트열 Q 와의 상관은 식 (2.1) 또는

다. Alice 와 Bob 은 (오류가 없는) 공개 통선망을

와

Eve 도 정보 e얻는다.Bob 은 sifted key b 를

키비밀활용하여

키비밀각각수행하여
。

도프Cl'K, c,.통신고전
。

1 •-BobAlice다.

kA = kB (= k) 가 만높은 확률로구하여kB = 감(b， cl ,K,c,.)kA =강 (a， CI ' K, C,.),

로
「표

관한 정보를 거의k 에비밀 키한다. 그와 통시에 Eve 에게는

한다. 즉 아래와 같은 조건이 성립한다.

족되도록

I( K; q ,K,G,)« IKI

결과일반적인정도있지만 어느불리고

를 알 수 있다[16]. 비밀 키 생성속도를 S(A,BIIE) 로 쓰면

문제는 Advantage Distillation 등으로이

S(A,B II E) 는 max {I (A;B) - I(A;E) ,I(A;B) - I(B,E)}

고전 통신이 한 방향이면 등호가 성립한다. 지금의 경우

이므로 식 (2.1) 과 대비하면 에러율 f 가 15%

가 된다. 또， Alice-Bob 의

바트 주변에는 I(A;B) ~ 잭 (E) 또

는 15% 이하이면 이론적으로는 키 생성이 가능하다.

계산량

흐흐 BJ-~
T묻。 •

설제 양자 통선 구현에서는 소프트웨어， FPGA 에 내장되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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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효율적으로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프로토콜의 구체형으

로 아래에 가술한대로 에러 정정과 비익성 증강을 조합한 것만 알려져 였다. 우선

Bob 의 sifted key b 의 에 러 를 정 정하여 Alice 의 sifted key a 와 일치 시 킨다. 다

음으로 비익성 증강 방식을 통해 Eve 에 누설된 정보를 소거한다.

• 에러 정정

먼저 부호의 구체 형을 Alice 와 Bob 사이에 공유한다. Alice 는 Bob 에게 공

개 통신망을 통해 sifted key 비트 열의 syndrome 을 전송하여 에러를 정정하게

한다. 단， 이러한 syndrome 은 공개 통신망을 통해 흘러다니므로 (sifted key 에

관한 정보는 식 (2.1), (2.2) 에 주어진 것과는 별개로) Eve 에게 누설된다. 이를

방지하가 위해 Alice 와 Bob 은 미리 비밀 키를 공유한다. 비밀 키를 이용하여

syndrome 을 원타임 패드(one-time pad) 로 암호화 하여 전송한다. 실제로는 누

설된 부분을 비익성 증강기법으로 소거하여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제거해야할

정보량의 계산 (충돌 확률 계산) 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었다. 또 누설된 정보를

소거하는 것을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뒤에 할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고 키

생성률로서도 장점이 없으므로 미리 암호화 하여 (즉， 먼저 소거한다) 두는 것으

로 한다[17]. 여기서 소비되는 비밀 키의 길이가 최후에 생성되는 비밀 키 길이

보다 짧으면 키 공유 프로토콜이 성립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비익성 증강

이상에서 Alice 와 Bob 의 sifted key 가 일치하고 양자 모두 Q 를 공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Eve 도 Q 의 정보를 일부 갖고 있으므로 다음에 비익성 증강

(Privacy Amplification) 으로 통칭되는 방식을 이용하여 Eve 가 갖고 있는 일부

정보를 소거한다. 여기서， “소거한다" 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 Alice 와 Bob 이 공개통신 Cll 1(, 끽 을 수행하여 어 떤 값 k= f(a , cll 1(, 디 )

을 계산한다. 그 때 k 에 관한 정보량을 Eve 가 정말로 갖고 있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 해 효율적인 프로토콜로써는 Bennett, Maurer 등에 의 해 제안된

Generalized Privacy Amplification 방식 이 있다[18]. 이 방식은 Alice 와 Bob 이

universa12 라는 함수의 집합 G 로부터 함수 gEG 를 랜덤하게 선발하여 송수신

(서로 주고 받음) 값 k= g(a) 를 구한다 [19]. 이때 G 의 입출력 비트 길이를 적

절히 선택하면 I(K;G, E) 를 염의로 적게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 각 gε G 는 g: {a , l}n • {a ,IY 로 한다. A 가 {a , l}n 상의 한 분포이고 또

한， R(AIE)= η -t 이변 “Eve 의 A 에 관한 Renyi 정보량은 t 이다" 라고


η/
」



하는 것이다. 이때에는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된다.

1(K; G,E) 드 2n~t- j'/ln2

즉 η 이 충분히 크다고 생각하면 거의 R(AIE)벼트 분의

있는 것이다.

바밀 키를 공유할 수

• 바밀키 생성 율

η 비트의 b 를 수정하여 Q 와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a syndrome 을 원타임

패드로 암호화하여 전송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Shannon 한계에 도달한 에러 정

정 부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선드롬(syndrome) 길이는 비트 에러율 f 에 대해

n잭 (E) 바트가 되고 이에 해당하는 길이의 바밀 키가 소비된다. 다음은 일치된

η 비트 중에서 Eve 에게 누설된 비트 분을 비익성 증강으로 제거한다. 결과적으

로 생성된 비밀 키 길이에서 소비된 키의 길이를 감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키생

성 속도 G (= 생성 비밀 키 길이 / 체로 걸러진 키 길이 (sifted key)) 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2이.

G= -log(웅 + 2E - 2E2
)-빠) (2.3)

따라서 커 공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트 에러율이 f 드 11% 이하여야 한

다. 즉， 효율적인 프로토콜로 한정한 경우에 이론적인 한계치인 15% 와 차이가

있다.

2. 무조건 안전성

무조건 안전성도 이론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최초의 증명은 Mayers 에 의해 1996

년에 시도되었으며 난해하였다[21]. 올바른 증명으로 수용되기 까지 수년이 걸렸다.

그 후 1998년에 Lo-Chau 이 양자 얽 힘 순수화(entanglement purification, 또는

entanglement distillation) 프로토콜에 관한 이론적 결과를 이용하여 보다 간단하게

안전성 증명을 하였다[22][23]. Lo-Chau 가 대상으로한 키 공유 방식은 BB84 프로

토콜과 달리 얽힘 광원， 양자 메모리， 많은 큐비트(qubit) 에 관계되는 양자 게이트

등을 필요로 하므로 현재 기술로는 구현이 불가능하다. 1999년에는 Biham 등이

BB84 의 안전성에 대한 별도의 증명을 제시하고 았다[24]. 이어서 2000년에

Shor-Preskill 은 Lo-Chau 의 아이디어를 열보 전진시켜 BB84 프로토콜에 대한 안

전성 증명을 간단히 하였다[25]. 양자가 얽힘 순수화로부터 출발하는 점은 Lo-Ch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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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식과 같다. 양자 에러 정정 부호， 특히， Calderbank-Steane-Shor(CSS) 부호의

성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필요로 하는 Lo-Chau 방식은 키 공유방식이라기 보다

는 오히려， Alice 와 Bob 이 적의 공격에 대한 영향을 계속해서 회피하여 양자 얽

힘 상태를 공유하기 위한 방식이다[22]. 일단 얽힘 상태를 공유하면 키 공유가 가능

하다고 하는 것은 거의 자명하므로 그 성질을 이용해서 양자 키 공유의 안전성을

증명하고 었다. 한편， Shor-Preskill 은 CSS 부호의 성질을 이용하고 더욱더 개량하

여 양자 얽힘 순화와 키 공유의 순서를 부분적으로 교체하여 얽힘 광원， 양자 메모

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현 가능한 방식으로 변환하는데 성공하였다.

Shor-Preskill 의 증명에는 고전적인 데이터 처리방법에 약간의 제약이 따른다. 구

체적으로는 개별공격의 경우와 달리 에러 정정과 비익성 증강(privacy

amplification) 이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CSS 부호에 의한 고

전적인 에러 정정부호를 이용하여 에러 정정과 비익성 증강을 한번에 종합하여 수

행하여야 한다.

• Calderbank-Steane-Shor(CSS) 부호

CSS 부호는 양자 에러 정정부호 (quantum error • correcting code, QECC) 의

한 방식으로 Calderbank-Shor[26] 및 Steane[27] 에 의 해 1996년에 독립 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이 고안은 아래에 나타내는 성질을 갖는 고전적인 에러 정정 부

호(error-correcting code, ECC) 가 존재하면 그에 대응하여 양자 에 러 정 정 부

호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단 고전적인 ECC 에도 CSS 부호 방식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전적인 CSS 부호는 통신 라

인 건 상의 n 비트 길이의 선형 부호의 조합 q ,C; 로 아래의 성질을 만족 한

다: 、----~

• c; c ~

• ~，(강 는 각각 t 바트의 에러를 정정할 수 있다.

• Calderbank-Steane-Shor(CSS) 부호를 이용한 비 밀 키 추출

Shor-Preskill 의 증명에 기초하여 무조건 안전성을 달성하고 싶은 경우에는

CSS 부호를 이용하여 sifted key 를 아래 수순으로 처 리 한다.

1. Bob 은 q 을 이용하여 sifted key 의 비트 에러를 정정한다. 이 단계에

서 Alice, Bob 의 sifted key 는 ~ 의 부호 언어가 된다.

2. 수정된 sifted key 를 벡터공간 나늦셈 연산 (q/C;) 을 통해 추출되는 몫

을 비밀 키로 한다.

q
니

η
ζ



예를 들면， Steane 부호의 경우에는 7 바트의 sifted key 를 1 단계에서 에러 정정

처라하면 4 비트가 된다. 2 단계에서 벡터 공간상의 나늦셈 연산을 수행하면

(q./~ ， 7/4) 1 비트의 비밀 키가 남는다.

전철의 개별공격과 비교하면 step 1 이 에라정정， step 2 가 비익성 증강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설제 1 단계에서 Alice 와 Bob 의 sifted key 는 일치하고 있고， Alice

와 Bob 의 정보량 차이는 없으므로 2 단계를 비익성 증강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

스럽다. Shor-Preskill 의 비밀 키 생성 율은 CSS 부호의 에러정정 능력 tin 과 부

호화율 R 로 균형을 맞출 수 있다. 1 단계에서 에러 정정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sifted key 의 비트 에랴 율 f 에 대해서 f 드 tlη 일 필요가 았으므로 E= tin 인 경

우를 생각한다. CSS 부호에서는 랜덤 에랴에 대해

R=1-2잭 (E) (2.4)

를 달성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Shor-Preskill 에서의 키

생성 율 G 가 된다[25]. 부호의 존재는 드러나 있으나 한편으로 부호를 효율적으로

해독(복호) 가능한 부호를 설제로 구성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에 관해서

는 현재도 연구가 진행 중이다.

제 4 절 광자 원의 불안전성을 고려한 안전성 해석

지금까지는 복수광자 생성율 P'1Ip.lti 가 zero 얀 경우의 안전성을 해석하였다.

P'''Jl lti 의 도청에 대한 영향이 심각하게 고려된 것은 2000년에 Lutkenhaus 등에 의

한 광자수 분할 공격 (PNS - Photon Number Splitting Attack) 의 상세한 해석 이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28]. 그 이전에는 “평균 광자수가 0.1 인 coherent 광을 이용

하는 경우에는 단일광자를 이용한 경우와 비교하여도 안전성에 큰 차이가 없다"

는 것으로 간주되어왔으나 Lutkenhaus 등이 이라한 오류를 정정하였다. 그 결과 그

이 전에 수행되어 왔던 100km 통선거리에서의 실험은 안전하지 않고 실제로는 25km

정도 미만의 통선거리에서만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2이 .

• 광자수 분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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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자 원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Alice 가 보내는 펄스 중에는 복수 광자를 포함

할 확률이 존재한다. 이럴 경우 Eve 는 아래와 같은 수순으로 공격을 수행한다.

·한개의 광자만을 포함한 펼스는 완전히 차단하여 Bob 에게 보내지 않는다.

·복수의 광자를 포함한 펄스로 부터는 한 개의 광자만을 분리하여 자기가

갖고， 나머지 하나의 광자를 Bob 에게 보낸다.

결과적으로 Eve 의 수중에는 Bob 과 동일한 편광상태를 갖는 양자상태가 남아 있

게 되는 것이다. Alice 와 Bob 이 기저교환을 수행한 후에 Eve 가 자신이 갖고 있

는 양자상태를 관측하면 Bob 의 sifted key 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Bob 의 sifted key 의 비트 에러 율 E=O 가 된다. 문제는 과연 Eve 가 충

분한 수의 복수광자를 발견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실제로는 많은 경우 이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Alice 가 평균 광자수 μ=0.1 의 코히어런트 광을 사용하고 있

고 통선거리가 50km 인 경우를 고려한다. 이 때 전형적인 장치에서는 Alice 가 보내

는 펼스 중 Bob 에게 도달하는 것은 약 1/1000 언데 비해 복수광자의 발생 빈도는

1/200 정도이다.

1. 개별 공격

Lutkenhaus 는 광자 수 분할공격 (PNS)을 제안함과 동시에 그것을 고려한 경우

의 개별공격에 있어서의 비밀 키 생성율 G 를 구하였다[20]. 기본적인 고찰 방법은

단일 광자의 경우와 동일한 형태이다. 복수 광자 펄스 정보는 완전히 Eve 에게 누

출된다고 하고 단일 광자 펄스로부터 누설되는 정보량은 식 (2.3) 과 동일하게 추산

한다. 결과로서의 생성율 G 는 식 (2.5) 로 주어진다.

G= (1- P，np꽤

식 (2.5)에서 복수 광자수가 zero 일 때， 즉 P'nplti = 0 인 경우에는 식 (2.3) 과 확실

히 일치하고 있다.

2. 무조건 안전성

무조건 안전성도 증명되고 있다. 최초의 증명은 Inarnori~Lukenhaus~Mayers 등

에 의해 시도 되었다[29]. 그 후 별도의 증명이 Gottesman~Lo-Lukenhaus • Preskill

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3이. 위의 두 증명에서 양자암호장치를 기술하기 위한 이론

적 모형이 약간 차이가 나지만 바밀 키 생성율 G 가 높은 것은 GLLP 논문으로 식

%

ι



(2.6) 과 같이 주어진다.

(2.6)G= 1깎，lti 껴((0)-(1-삶tJ잭( l-~nμ ~)

것이다.한일반화을며O즈
。Shor-Preskill경우의광자단일논GLLP

기초한 평가

미쪼비시전가와안전성을 달성한 양자암호 시스템은

공동 연구에 의한 것이 있다[l4]， 이의 설현 예에서는

억제하여 40km 통선거랴에서의

P'n/I.lt i = 0 인 경우에는 식 (2.3) 의 생성율과 열치한다. 또 GLLP 방식에

무조건엄밀한 의미에서의로

광자단일대학의훗차이도

그I 。 λ4
。Tr 。키원을 이용하는 것에 익해 P."plti 를 낮게

공을 보고하고 있다.

동향프로토콜의 제안규시
L

처
근5제

기술하였다. 안전성 해석대해동향애안전성해석지금까지는 BB84 프로토콜의

고이상적인 광자 원을 상정하여이유는 BB84 프로토콜이된 최대의복잡하게이

,,1.. 。
~6 2.마약 코히어런트BB84 를 개량하여걸쳐수년에안된 것이가 때문이다. 한편

제안되고프로토콜이 다수있는
까‘

T확보될안전성이

프로토콜들을 열거한다.

통신에서장거리이용하여도

였다.아래에

• SARG 프로토콜 (제네바 대학)

• Decoy 프로토콜 (토론토 대 학)

• DPSQKD 프로토콜 (NTT, 스탠포드 대학)

• YOO 프로토콜 (노스웨스턴 대학)

1. SARG 프로토콜

측면은 BB84 프로토콜과

공표 수순이 다르

용이하게

무조건 안전성에 대해 상

논문이 출판되었기 때문) . 광원과 수신가의 하드웨어

동일한 형태로 설현이 비교적 용이하다 [31. 단， 기저의

광자수 분할 공격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되었다. 그렇지만 2005 년경에 타마키

2002년에 Gisin 등이 제안한 방볍으로 SARG04 방식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2004

년에

완전히

구현이통신높고， 장거리므로

유리한

등이 SARG 방식의

기초하여) BB84 프로토콜과 비교하여

- 26 -

한 결과 (Decoy 방식에세한 검토를



점 이 없다고 결론지 었다[32].

Decoy 방식은 BB84 프로토콜의 개량 판으로 2002년에 Hwang 등에 의해 제안

되었다[33]. 단일 광자 원을 이용하지 않고 마약 코히어런트 광에 의한 구현으로 장

고속 키 배송이 가능하다. 이절에서 기술하는 4 가지 방식 중에서 현재도

관련 논문이 가장 많이 출판되고 있다.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BB84 프로토콜과 완

동일한 형태이다. Alice 가 본래의 신호펄스 중에 강도가 강한 미끼 (decoy)

2. Decoy 프로토콜

ul
:A거리

펼스를 어떤 확률로 랜덤하게 혼합시켜서 전송한다. 한편 공격자 Eve 는 어느 것이

펄스이고 어느 것이 선호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격을 하게 된다. 이

때 광자수 분할 공격을 하면 광자수 분포가 교란되어버려 공격이 발각된다. 구체적

프로토콜은 아래에 기술된다. 전형적인 광 강도로서는 신호 펄스를 평균 광자

수 0.3 의 미약 코히어런트 광으로 하고 미끼 상태를 편균 광자수 1.0 으로 한다.

전혀

미끼

인

을율

1. Alice 는 BB84 프로토콜과 동일하게 4 상태의 양자신호를 전송한다. 단 위에

서 기술한대로 미끼 펄스와 선호펄스를 광 강도로 랜덤하게 흔들어 버린다.

종료된 단계에서 Alice 와 Bob 은 공개 통신망을 사용하여 어느 펄

스가 신호 펄스이고 어느 펄스가 마끼 펄스인지를 가르쳐 준다.

3. Alice 와 Bob 은 신호 미끼 펄스 각각에 대해 검출효율 및 비트 에러

산출한다. 이러 한 값이 적이 없을 때의 평균과 크게 벗어난 경우에는

2. 통신이

키

공유를 중지하고 다시 시작 한다.

펄스의 sifted key 는 버리고 선호 펄스에 대해서만 sifted key 를 산출4. 미끼

한다.

무조건

안전성에 대해서는 논의 되지 않았다. 그 후 La 등이 Decoy 방식과 GLLP 안전성

증명을 조합하여 무조건 안전성을 가지면서도 통선 거리를

Hwang 의 최초논문에서는 광자수 분할 공격에 대한 내성만 논의 되었고

수 있음대폭 개선시킬

이용한 경우 decoy (미끼)
,,1- 。
。2-마약 코허어런트제시하였다[34]. 이에 의하면

。

E즈

산출도 수행) 140불과하지만 decoy 방식에서는 (이론적에없는 통선거리는 40km

(광섬유로는

실험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었다

관한 논문은 수많이 발표되고 있다. 주된 저l 안

장거리실제로았다산출되고

에서의전후)

。l .Q.. nl
λλ 口 -I달성할

전후， 대기중에서는

[35] [36] [37]. 현재에도 Decoy 방식 에

140km

까

T통선거리를의

100km

때

방식이다.선장시키는통신거리를광자 원과 decoy 방식을 조합하여

감

단일내용은



현재 170-200km 통선거리가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었다[38][39][4이. 또한 유한

비트 길이에 광자 수랑 비트 에러 율의 통계적 흔들기를 고려에 넣은 상세한 안전

해석도 보고되고 있다[411

3. DPSQKD 프로토콜

DPSQKD(Differential Phase Shift Quantum Key Distribution Protocol) 방식은

2002년에 이노우에 등에 의해 제안된 것이다[42]. Decoy 방식과 똑같이 코히어런트

상태에서 구현을 한 경우에도 광자수 분할 공격에 대해 내성을 갖고 있다. 기본적

인 아이디어는 BB84 프로토콜과 유사하다. Alice 가 난수를 선밥하여 그것을 Bob

이 수선하여 비밀 카를 산출한다고 하는 것으로 난수의 부호화 방식이 상당허 다르

다. 구체적인 프로토콜은 아래에 기술한다.

1. Alice 는 난수 X = (xo，K， xN)ε {O，l}N+l 을 선발하고 위상 π와， 강도 @ 를 갖

는 코히어런트 광 펼스를 전송한다. 상태로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ψ>= I o:exp(iπxo ) 0 1\ 0I o:exp(i7fx N ) >

2. Bob 은 마하젠더 (Mach- Zehnder) 간섭 계를 이용하여 위상차 νi- 직EBXi - 1를

측정한다. 그리고 광자가 검출되었던 부분을 모아서 sifted key b= 씨，K， μ )

로 한다. "<;."";

3. Sifted key b 에 대해 BB84 프로토콜과 동일하게 에라 정정 및 비익성 증강

을 수행하여 비밀 카를 산출한다.

최대 특정은 난수 정보를 서로 다른 펄스사이에 걸쳐서 전송하는 것이다. 이에 의

해 도청자가 일부 광 펄스에 대해 공격을 한 경우에 그 영향이 다수 광펼스에 미치

므로 BB84 와 비교하여 안전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의 안전성 해석은 아직 발전 중에 있고 개별 공격의 특수한

경우 및 연속공격 (sequential attack) 등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다[43] [44] [45]. 제안

자 그룹에서 최근 통선거리 100km 에 대한 구현 보고가 있었지만[46]， 그 후 연속공

격의 개선에 의해 그 시스템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45]. 현재의 전형

적인 성능 실험 장치 (광섬유， 간섭계， 광자검출기) 를 이용한 경우 DPSQKD 방삭

으로 탈성 가능한 통선거리는 95km 마만임을 제시하고 있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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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YOO 프로토콜

H.P. Yuen 에 의해 2000 년에 제안된 양자암호 프로토콜이다 [47]. 그 특징은 단

일 광자 상태 대선에 mesoscopic coherent 상태를 전송 캐리어로써 이용한다. 통

않으므로았다. 안전성에
까‘
기一

신로 상에서 전송 캐리어 손실을 무사할 수 았으므로 단일광자 레벨의 광자상태를

이용하는 표준 양자암호 방식에 비해 훨씬 고속 성능 (3단 이상， 103 배) 을 기대할

관해서는 전송 캐리어에 단일 광자 상태를 이용하지

기초한 안전성은 기대할 수 없다.불확정성

안전성의

원리에

근거로 한다. Mesoscopic 상태를

이렇기 때문에 양자 흔들림을

전송 캐리어로 이용하므로 양자 흔들림

떨

식별

이용

멸리

흔재

고전

수선자는

정당한

01 고전상태와 같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지 않다는 사설을 이용하고 았다. 전

부호화에는 1 비트에 여러 값을 두는 다치 상태를 이용하고 있다. 여러

존재하는 다치 상태의 전체에서 없는 수치의 상태는 양자 흔들림에 의해

불능인 것을 이용한다. 양자 흔들림 중에 “0" 에 대응하는 양자상태와 “1" 에 대응

시키는 것으로 안전성을 보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보를 올바로 해독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미리 송선

유사 난수들에 의한 설마리(단서)를 공유한다. 아러한 단서를

수선자는 다치 상태의 여러 값들 중 양자 흔들림의 크기보다

자와

하여

값이

하는 양자상태를

정당한 수신자가

송 정보의

안전성은 의사 난수 생

성

어진 다치 상태의 2 상태를 식별하면 되는 것이다. 정당한 수선자가 의사난수만을

설마리로 하여 고전정보를 올바로 해독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Y-OO 프로토콜

의 안전성이 stream 암호의 안전성과 같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논문이 2건 독립적으

로 발표되었다[48][49]. 이 논문에 의하면 Y-OO 프로토콜의

알고리즘의 계산량적 복잡성에 의존한다. 그 키 길이는 고전 스트림 암호와 동

등한 것이다. 문헌에 의하면 양자 흔들림의 분해능을 뛰어 넘어서 양자 상태를 식

별할 필요는 없다[48]. 양자 흔들림에 의해 Jamrrung 되어 애매하게 됨은 의사 난

수 생성 알고리즘의 계산량적 복잡함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제 6 절 양자 암호시스템의 구현 방식

양자암호 구현에는 빛의 성질을 이용한다. 편광을

이용하는 2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용하는 방식과 위상 변조를

1. 편광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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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상태가장거리에

구현할 수 있다. BB84 프로토콜을

걸쳐경우에레이저 빔을 진공 또논 대기 중에 전송하는

보존되므로 편광을 큐비트로 이용하여 용이하게

편광이 였다. 각각의직선 편광과 대각 편광 {+, x}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저로써

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11 >, 1->

1/> , I\>

직선(+ ) 편광 ...

대각(x) 편광 ...

여기서，

10 > = 11 >, 11 > = I•• >

로 두면，

10’ > = I\> , 11’ > = 1/>
이 된다. 이와 같은 성질을 이용하여 BB84 및 E91 프로토콜을 구현할 수 있다.

2. 위상 방식

가. Mach-Zehnder 간섭 계

흡수이고 또 하나는 지구로 부터 뿜어져 나오는 3000 K

이다. 광섬유를 이용하여 광자를 전송하면 이와 같

었다. 마하 젠더 간섭계에서는 편광에 정보를 실어서

공간적인 위치정보를 설어서 전송한다. 큐비트의 2 상태는

존재한다. 첫단일 광자를 대기중에 장거리 전파시키는 것은 물리적인 어려움이

대기

복사(blackbody radiation)

광자의중의째로는

흑체

전송어려움을 해결할 수

하는 대선에 경로

0 의 상태와 경로 1 의 상태로 표현된다. 광자가 경로 j 를 통과하고 있는 상태를

벡터의 i 성분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면 레이저 다이오드(LD)에서 출력되는 광은

광의

미
익니U

--n”세
ω
T

二l하면한다고을작동은같또
「

게이트와Hadamard결합(coupler)이이다. 방향성

F 옳(~ -\)
행열 성분은 아래와 같다.

위상 변조기는 상하의 광 경로마다 다른 위상이 주어진다.
\
쇄

7
l

p
ν

쓸 수 있다.수선된 광의 상태는 다음과 같이

m

이블 종합하면 APD 직전의



삐
삐

--
뼈
빠

nL

”
l

A
ψ

+
써
U

4”Re--찍
때
7

e
e

+


얘

3
ω

?‘

9‘

ρ
L

PL

--2
=

nU

M--에
ι
T

여기서， 8， ψ 를

π
L
T4+

π양
=λ

ψ θ= 5P”

로 선정하면

10> = (~)， 11> = (~)

에 대해 10' > ， 11’〉의 정의가 BB84 프로토콜 기법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LD , lase펴。de， PM: phase modulator, DO , Dl : dE,tector 를흥 :coupler

그럼 1. Mach-Zehnder 간섭계

나. 이 중 Mach- Zehnder 간섭 계

마하젠더 간섭계는 구성은 단순하지만 경로 0. 1 의 광섬유의 길이를 완전히 같

게 해야 한다. 전송 거라가 수 십 krn 에 이르게 되면 경로 0, 1 의 광섬유 길이를

일치시키는 것이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실용성에서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의 광섬유로 전송을 수행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마하젠더

간섭계와 같이 파동함수의 공간 성분으로 다 준위계를 나타낸다. Alice 장치 내부의

경로 0 에서는 loop 가 묘사되어 있지만 이는 광섬유가 길어져 광의 전파에 시간차

가 발생하는 것을 나타낸다. Alice에서 출력되는 광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ψI> =옳 {IS> + e2iφ IL> }

S 는 짧은 거리를 통과한 상태이고 L 은 장거리를 통과한 상태를 나타낸다. 그림

에서 관측 전 1 까지 진행한 입자의 상태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q
니



|따써 > = i윈{e2맙e강닭쨌2징z

예를 들면 ， ISL1) 은 Alice 측에서 단거리 경로 (경로 1) 를 통과한 후에 Bob 측의

장거리 경로 (경로 1) 을 진행한 빛의 상태이다. Coupler 는 Hadamard 게이트와 같

은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관측 전 2 의 상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았다.

|따) = _ 1c fe2i (，Hφ) (ISSO) + ISS1 ) )+ (e2i1J +e2φ )ISLO) 1
v 2 yl2 1+ (e2얘 _e2iφ )ISL1) + ILLO) +ILL1) J

여 기서 , SL 과 LS 는 등가이다. 따라서 , 관측 전 2 의 상태 |ψ'3 ) 는 ISSo ), ISS1) ,

ISLO> , ISL1> , ILLO> , ILL1 > 의 6 개 기저를 갖는 벡터 공간내에 있다고 해석할

수 였다. ISLa) 과 ISL1 )부분만을 보면 마하 젠더 간섭계의 경우와 같은 형태의

위상이 나타나므로 BB84 프로토콜이 실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2. 이중 마하젠더 간섭계

Alice 장치내의 경로 0에서 빠져나오면 2 상태가 있으므로 전체로는 8 상태로 분기

하는 것이 된다. 그 중에서 BB84 프로토콜에 이용되는 것은 ISLO) 과 ISL1 > 의 2

상태이다. ISLO> 과 ISL1 )의 2 상태 이외의 관측 데이타는 파기하므로 바트 공유

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 Faraday Mirror 를 이용한 간섭계

이중 마하 젠더 간섭계를 이용하면 광섬유 길이의 일치 문제는 극복된다. 광섬

유를 이용한 장거리 통신에 있어서는 외부로 부터의 여랴 가지 잡음이 살리게 되어

데이터의 신뢰성이 저하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패라데이 미라

(Faraday mirror) 를 이용한 간섭계이다. Bob 이 보내온 광을 Alice 가 패러데이

거울로 반사시키는 방식으로 잡음을 제거할 수 있다. 광 경로 상태논

”
ι



|씨)= 숲{IS) +댐IL) }

이 고， Alice 장치를 통하면

|ψ1) =옳[e2iφIS) + e2i1J IL) ]

이 된다. 짧은 경로를 IS) 가 IL) 보다 시간적으로 빨리 도착하므로 Alice 는 시간

차를 위상변조기에 작용시킴으로써 IS) 에만 위상변조를 가할 수 있다. 그 이후의

coupler 를 통과한 광은

|ψ1) =숲{c뼈+¢)IS) +서i샘셈獅S잉짧m뼈η벼빠(

이 되어 BB84 프로토콜 형태가 된다.

그림 3. Faraday Mirror 를 이용한 간섭계

제 7 절 국내의 양자 암호 기술 연구동향

국내의 양자 암호 연구는 90 년대 말부터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다. 양자(광자) 비

트와 관련한 이론적인 연구는 KAIST, KIAS , 서강대를 중섬으로 이루어지고 았지

만 연구진의 규모변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아주 적다. 양자(광자) 비트의 발생， 얽힘

상태 생성， 측정 및 살험 관련기술은 포항공대， 울산대， 전남대 등이 보유하고 았으

며 관련기술의 수준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양자메모리， 양자 게

이트 등 복잡도가 높은 양자 기술의 실험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실험과 관련한 원

천기술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광자의 전송

에 사용되는 광섬유의 광학적 특성， 전송 손실 제어 등의 연구는 KAIST 물리학과

광섬유 실험실에서 연구 중에 였다. 한국 전기연구원에서는 2001 년부터 2004 년

”
이



까지 3 년여에 걸쳐 러시아 SUT 와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단얼 광자의 위상변조를

이용하여 10km 길이의 광섬유에 대해 양자암호 키를 전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송 에라 율 1.5% , 전송 속도 6.4Kbps 의 비교적 빠른 특성을 갖는 양자 암호화

키 배송(분배) 시스템을 구현하였다[50].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송거리

확대， 단일 광자 발생， 광자 수선 장치의 효율 개선， 양자 암호 프로토콜 연구 등을

추진 중에 있다. KAIST 는 2004 년 부터 2006 년 까지 1년 6개월에 걸쳐 “메트로

급 양자암호키 전송 및 양자비트 연구기반 확충” 과제를 수행하였다. ETRI 와 공동

연구를 통해 2005년 12월에 1550nm 파장대의 양자암호를 25km 거리까지 전송하는데

성공하였다 [51].

< 국내 연구기관의 양자암호 기술 연구 동향>

연구 가관 및

양자 정보 및 소자 기반

기술연구

양자 정보과학 기반기술

양자컴퓨터 및 소자기반I 1550nm 영역의 광통신파

기술 | 장대에서 양자암호 선호

서울 시립대학교

KAIST
양자 전산 알고리즘 생성 및 측정기술 개발

메트로급 양자암호키 전송| 전송 거리 : 25때

및 양자비트 기반기술

고등 과학원 양자 정보 기초 연구

한국 전가연구원
양자원리를 이용한 광섬유

데이터 보호방식 연구

양자 암호화 키 배송 시

스템 구현

- 전송 거리 : 10km

전송 속도 : 6.4뻐k

- 전송 에러 : 1.5%

표준 과학 연구원
단일 광자 생성 및 측정

기술

”
냉



제 8 절 양자 암호 시스템의 구성요소

양자 암호에 이용되는 구성요소의 성능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특히， 여기

서는 안전성 및 장치의 속도성능에 영향이 큰 2 개의 커다란 구성요소인 광자생성

기 및 광자검출기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들에 요구되는 성능요건 및 현재의 연구개

발 상황에 대해서 보고한다. 양자암호장치의 안전성을 결정하는 것은 비트 에러

율 e 와 복수광자 생성율 P'''fI.lti 2 종류이다. 먼저 이러한 파라마터와 구성요소 성

능과의 관계에 대해 정리한다.

• Alice 가 보내는 광 펄스를 Bob 이 관측할 확률 Pdick 은 일반적으로 식 (2.7)

과 같이 주어진다.

여기서，

μ = Alice 가 보내는 광 펼스의 평균 광자 수，

η씨 = 통신로의 감쇠，

ηc1ct 二 Bob 측 검출기의 양자효율 이다.

양자효율 ηdet 는 입사된 단일광자에 검출가가 반응할 확률이다. 현재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검출기 (APD, Avalanche PhotoDiode) 의 전형적인 양자효율 ηdet

二 0.1 정도 이다.

(2.7)Pdick = μηchηdet

• 비트 에러 율 f 를 식으로 표현하면 식 (2.8) 과 같다.

VPdick + d/2
E= (2.8)

Pdick

여기서，

V 二 통신로나 광학계에 기인하는 에러 계수，

d 二 암계수율 이다.

암계수율 d 는 광의 입사유무에 관계없이 검출기가 검출신호를 발생할 확률이

다. 말하자면 ， d 는 검출가 잡음이다. 장거리에서 PrJ싫은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

하기 때문에 검출기 잡음 영향이 지배적이다.

야ω



• 복수 광자율 P'ltp.lti 는 식 (2.9) 로 주어진다.

p" wlti = P.씨 (2.9)

1. 광자 생성기

가. 광자 생성기에 요구되는 성능 요건

광자 생성기 (광원 또는 광자 원으로 칭함) 성능을 냐타내는 파라미터로 식

(2.7) - (2.9)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평균 광자 수 μ 와 복수 광자 생성 율 P
lIIp l.t i

이다. 양자암호용 광자 생성기로써의 우열은 2 개의 파라미터에 의해 완전히 결정

된다.

• 마약 코히어런트 광

가격이 저렴하고 널리 아용되고 있는 시중의 양자암호 광원은 “마약 코

히 어 런트 광 (weak coherent light)" 이 다. 이 것은 레 이 저 광을 감쇠시 켜

서 약하게 한 것이다. 레이저 광의 특성으로 광자 수 분포는 Poisson 분

포를 따르므로 광자 수 n 개의 펄스가 발생될 확률 p(n) 은 삭 (2 .10) 과

같이 주어진다.

p(n)= e /lE「
n!

(2.10)

평균 광자 수 μ 를 지 정하면 복수 광자 생성 율 Pm씨It씨'-/ψ싸/1
'11 =2

실험에서 μ=0.1 의 코허어런트 광을 이용하고 있고 이때의 Pm/llti 르 0.005 이다. 그

러나 개별공격이 존재하므로 이와 같은 파라미터로 장거라 통신은 무리이다. 그래

서 ， PlIIμIti 를 개선하기위해 평균 광자 수 μ 를 낮게하면 식 (2.7)에 주어진 바와 같

이 p씨k 도 감소한다. 또한 비트 에러 율 f 의 저하를 초래한다. 미약 코히어런트

광에서는 이와 같은 trade-off 에 의해 거리의 한계가 저절로 결정되어 버런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 광자 수 μ 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Pm f/ lti 를 최소화

하는 여러 가지 광자 생성기가 제안되고 았다.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을 아래에 소개

한다.

나. HSPS (heralded single photon sources, 전령부착 단일 광자 원)

$



양자암호 통신에 적절한 단일 광자 생성방법의 하나로써 PDC (Parametric

Down Conversion) 변환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PDC 변환은 광 파장 변환기술로 2

차의 비선형 광학효과를 응용한 것이다. 이것은 비선형 감수율 (nonlinear optical

susceptibilities) χ(2) 이 높은 비선형 광학결정에 Pump 광을 입사시키면 파장이 긴

2 개의 광， Signal 광과 Idler 광， 으로 변환되어 출력되는 현상이다(그림 4).

비선형광학결정

“
!’

Pump광

Idler 광

•
뜸

Signal 광PDC
(parametric Down-Conversion)

그림 4. POC 변환

여기서 펌프 광， 시그널 광과 아이들러 광의 주파수 Wp ' 띠.. ，와 사이에는 다음과 같

은 관계가 성립한다.

띠p 띠s 十띠Z

높은 파장변환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위상정합조건 광의 파수 벡터 샤， k.. ， 자 간의

관계도 아래와 같아야 한다.

샤 =ks+κ

이를 위해서는 결정에 있어서의 굴절율 파장분산을 고려해야 한다. PDC 변환을

양자레벨로 보면 Pump 광에서 하나의 광자가 결정에 입사하면 에너지가 낮은 1조

의 대응 광자가 생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그널 광의 광자를 검출하면 아이들러

광의 광자가 사출되는 것을 인식할 수 었다. 이러한 구조를 응용한 것이 전령 부착

단일 광자 원(HSPS) 이다. 여기서 시그널 광검출 신호를 전령신호라 한다. 전령

신호를 아이들라 광의 단일 광자보다 선행 시키는 것에 의해 단일 광자에 대한 선

호 변조나 광자 검출 트리거 선호로 이용할 수 있다. 펌프 광으로서는 통상 레이저

펼스광이 입사된다. 이는 단일 광자는 아니므로 복수의 광자대가 발생한다. 따라서，

시그널 광의 검출에는 광자 수 검출기를 이용하여 복수 광자가 검출될 시에는 전령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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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를 발선하지 않기 위한 광자 수 식별 제어를 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는 이론적

으로 검토되고 있고， 대개는 on/off 형태의 광자 검출기를 이용하여 전령선호를 발

산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복수 광자 발생확률 특혀 P(2) 를 평가할 필요가 있

다. 그림 5 에 HSPS 의 개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전령 부착 단일 광자원에

이용되는 비선형 광학 결정에는 BBO(BaB204) , KTP(KTiOP04) 결정외에， 최근에

는 PPLN(Periodically Poled Lithum Niobate) 결정 이 높은 변환효율 때문에 주목받

고 있다. 단， 통신 파장대언 1550nm 의 아이들랴 광을 얻가 위해서는 펌프 광과의

파장차이가 큰 결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통신 파장대에 이용되는 비션형 광학 결

정으로서는 BBO, KNb03, PP(Periodically Poled) KTP 결정이 보고되고 있다

[52][53] [54]. 펌프 광으로써는 cw 레이저 광[52][55] 을 이용하는 방식과 펄스 레

이저 [52] 를 이용하는 방식이 보고되고 있다. cw 광원과 펄스광원의 커다란 차이

점은 단열 광자 발생의 규칙성에서 드러난다. cw 광의 경우에는 수시로 바선형 광

학 결정채에 펌프 광이 입사되므로 언제라도 단일 광자가 발생한다. 바꾸어 말하면

단일 광자가 랜덤하게 발생한다. 한편 펼스 레이저 팡의 경우에는 펌프 광원의 클

럭 동기에 따라 단일 광자가 발생한다. 모든 동기 타이밍에 따라 단일 광자가 발생

하는 것이 아니고 확률적으로 발생한다.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클럭 선호에 대해

일정 시간차를 두고 발생한다. 광자 겸출， 위상 변조 등의 조작에 관해서는 전령 신

호제어에 의한 펌프 광으로 cw 레이저나 펄스 레이저 광 어느 쪽을 선택하여도

큰 차이가 없다. 앞으로의 양자 복귀 (return) 과의 접속을 고려하면 2 광자간의 간

업을 행하여야 하므로 펄스 레이저 광원을 이용하는 방식이 확설하게 양자 리턴과

의 접속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얘ω



Idler 광

양:자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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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광학결정

Pump 광
레이저

Signal 광

광자수검훌기

그림 5. HSPS 개념도

그림 6은 펄스 레이저 구동의 전령 부착 단일 광자 원의 개념도이다[51]. 펌프 광원

으로 Ti-Sapphire 레 이 저 를 SHG 로 파장을 체배한 파장 390nm , 반복 주파수 82M뻐，

펌프 광 출력 240mW 를 이용하고 있다. 비선형 광학 결정은 BBG 이고 이는 532nm

시그널 광과 1550 nm 의 아이들리 광으로 PDC 변환한다. 이러한 시그널 광과 아이

들러 광은 펌프 광의 축 방향으로 방사되므로 dichroic mirror 를 사용하여 아이들

광을 분리한다. 시그널 광은 on/off 광자 검출가 SPCM

Elmer 사 제품) 을 。l 용하여 전령 선호로 변환한다. SPCM 은 양자효율 54.7% , 암

계수율 90cps 이다. SPCM 은 내부 지터가 500ps 정도이므로 보다 정밀한 제어를

전령선호와 클록신호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Perkin시그널광파며
늬

도
。구있다. 펄스위해서는

P(l) =0.1871 , P(2)= 2.4E- 3 이고 전령 신호 rate 는 216뻐 이다.

출력을 갖는 미약 레이저 광에 비해 대략 1/10 정도 이다. 더욱 특징적인 것

은 펌프 광 출력을 내라면 p( l) 은 거의 동일한 값을 유지한 채로 P(2) 를 임의로

저감시킬 수 였다(그림 7). 따라서 통선거리에 따라서 허용되는 P(2) 값을 유지한

채로 단일 광자 원을 동작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단 전령 선호 율은 펌프 광 출력

일때에

는 l:l]슷한

240mW

P(2)

려
「

-
줄

고l
。펌프λ4 느二조L

。 。 τ二「원의광자단일부착전령의한에

크기의

적어지므로 통신 속도는 늦어진다.

m

이

에 비례하여



펄스레이저 BBOI:홉옳
Idler 광 (1550om)

: 양자신호

광자검출기

SPCM
전령

.. Clock

그럼 6. 펄스 레이저 방식의 HSPS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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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7. 펌프 광 출력과 p( l), P(2) 관계

다. Turnstile 소자

단일 전자 턴스타일(turnstile) 소자는 마소 터널 접합에 있어서 전자간의 쿨롱

(Coulomb) 반발력을 이용하여 전자를 하나씩 규칙적으로 운반하는 소자이다. 이라

한 반도체 광 턴스타일을 이용하는 방법에서는 Coulomb propagate 효과를 바이폴

라 소자(pn 접합) 에 적용한다. 전자와 정공을 하나씩 활성층에 주입하여 광자를 하

나씩 규칙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이다. 한다. 대표적인 실험 예로는 Stanford 대학의

야마모토 등에 의해 수행된 예가 았다. Charge 에너지가 열잡음 에너지를 뛰어 념

을 정도의 미세한 2 중 장벽 p-n 결합을 이용하여 타이밍 제어에 의해 단일 전자

정공 쌍을 보내어서 단일 광자를 생성하는 것이다. 성능으로서는 약 lOMHz 의 반복

주파수로 광자를 한 개 한 개씩 생성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그림 8 에 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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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의 band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9 에는 순방향 바V= ~ 인 경우의바이어스

소자 밴드 구조를 나타낸다. 이러한 그림을 이용하

있는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광자가 발생되는

V= κ + L"l. V 인 경우의

발생시킬 수여 광자를 1개씩

흐름은 아래와 같다

이어스

AlGaAs 양자우물로부터 m간~ 를 인가할 때에 η 측의1. 순 방향 바이어스

공명 터널GaAs 양자 우물로 화살표 방향으로 표시한 것과 같이 전자의

현상이 발생 한다 (그림 8).

2. p 와 n 간의 GaAs 양자우물에

의

전자가 포획되면 2 개째의 전자는 터널을 넘

을 수 없게 된다 (그림 8). 이는 전자끼리의 쿨롱(Coulomb) 반발력이 작용하

공명 터널의 peak 전압이 이동하여 버리기 때문이다.여

AlGaAs 양자우물로부터

난다얼어터널현상이고며
。 。

V= ~+ L"l. V 로 올라는 경우， P 측의

정공(hole) 의GaAS 양자우물로

3. 인가 전압을

p 와 n 간의

(그림 9).

터널을

쿨롱(Coulomb) 인 력 이

포획되면 2 개째의 정공은

된다 (그림 9). 이는 전자와 정공간의

공명 터널의 peak 전압이 이동하여 버리기 때문이다.

정공이GaAs 양자우물에4. p 와 η 간의

없게념을 수

소멸되어

전자와

발광 재결합에 의해 광자를 1개 씩 발생시킨다. 전자와 정공을 한

개씩 활성 층인 중앙의 양자우물에 주입시켜 턴스타일 기능을 실현한다.

η~ 꺼 +L"l. V 로 변조하는 것에 의해를
V

5. 위 의 1-4 와 같이 전압

정공의

동작을 하기 위해서단일 광자 한 개씩의 생성이용하여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턴스타일 소자를

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전압을발광 재결합 시간이조건 1. 전자， 정공의 터널시간이랑 전자와 정공의

변조하는 주가보다 충분히 짧아야 한다.

조건 2. 단일 전자와 정공의 대전 에너지는 열잡음 크기 공명 터널 폭보다 충

분히 크다.

조건 3. 바 발광 재결합이 무시할 수 잇을 정도로 적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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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단일 광자 턴스타일 소자 (p-i- η 이중장벽 터널접합)

의 밴드 구조 1 (순방향 바이어스 V(t)= κ 인 경우)

p

hoIξ

그림 9. 단일 광자 턴스타일 소자 (p-i-n 이중장벽 터널접합)

의 밴드 구조 2 (순방향 바이어스 V(t)= ~+ ~ V 인 경우)

• 특성 향상을 위한 방법

마이크로 캐비티 (micro cavity) 구조의 도입， 양자우물 활성 층을 단일 양자

dot 로 치환함에 의해 소자를 고온 동작 시키는 것과 고속 동작시키는 것이 가

능하라라 생각된다. 특히， 현재 실험에서는 동작 온도가 50mK 로 대단히 낮다.

동작온도의 고온화가 사용 용도에 좌우되지만 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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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양자 도트(dot)

반도체 중에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 모양 구조를 설정하고 거기에 밀봉되어

았는 전자의 potential 을 이산화 시킨다. 밀폐 되어 있는 전자를 여기 시켜 단일 광

자 성이 높은 광원을 얻을 수 있다. 한 예로 도시바 유럽 연구소에서 수행한 통선

파장의 단일 광자 발생실험에 대해서 소개한다. 발광 파장이 약 900nm 인 양자 dot

를 저밀도 C 108cm-2) 로 형성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저밀도로 하면 1 개의

양자 dot 로부터의 발광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단일 광자성도 실증

된다. 이를 발전시켜 통신 파장 대 1 ，300nm에서 발광하는 양자 dot 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큰 양자 dot 을 고밀도로 성장시키는 데는 l nAs 층을 두껍게 적층

하는 것으로 실현 할 수 있다. 종래의 광통신용 LED 나 레이저 응용에서 개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방볍으로는 크기가 커다란 양자 dot 를 저밀도로 성장시키는 것이

곤란하다 (이는 단일 광자 원에는 펼요함). 도시바 유럽 연구소에서는 양자 dot 형

성 프로셰스에 제 2 의 임계 막 두께를 존재하게 한다. 제 2 의 엄계 막 두께 이상

이면 양자 dot 가 선택적으로 높게 성장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제 2 의 임계 막

두께 공정의 도입으로 크기가 큰 양자 dot 를 임의의 저밀도로 형성할 수 있다. 이

에 의해 통신 파장대의 단일 광자 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고온에서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clad 층의 potential 장벽을 높게 한다. 양자 dot 로

부터의 캐리어가 열 여기로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 하나의 양자 dot 로부터 발

광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기둥 정상에만 양자 dot 가 남아 있도록 가공한다. 양자

dot 를 이용한 단일 광자 발생은 현재 까지 미국， 프랑스， 스웨멘， 영국， 일본 등이

경쟁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마. 가타

• 동시에 2 개의 광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한 개의 2 준위 양자 계

를 이용하는 방법

SC.Kitson et al. , BruneI et. aI., Fleury et. aI., 등에 의 해 제안되 어 설험

이 수행 중에 있다. 여기서는 BruneI 의 실험 예로 “단일 분자 전자여기상태에의

천이를 이용한 단일 광자 발생방법” 을 기술한다. 이 실험에서는 단일 분자 전자여

기상태에의 천이를 이용하여 전기적 트리거에 의해 가대하는 시각에 단일분자를 여

기하고 이어서 광자를 방출시킨다. 결과로서 3빠 반복주파수와 74% 확률로 단일 광

자발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사켜주고 있다.

• Mesoscopic p-n junction 의 단열 전자를 이용한 광자 생성 방법

Kim et. aI., 등에 의해 고안되어 설험이 진행중에 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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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

전자-정공쌍의 광자방출을 이용하는 방법

Gerard et. al., Santon et. al., Michler et. al., 등에 의 해 제안되 어 실험

• 반도체 양자 dot 에 있어서의

발광 다이오드에 의한 실현 방법

유럽 연구소의 Z.Yuan 등에 의해 실험되어

에 대한 도시바 유럽 연구소의 연구 예를 든다. 반도체

실현되었다. 종래 장치와 달리 전압으로 구동

광이 불펼요하다. 아직은 이론 검증 설험

보고된 “LD 에

에 있다.

• 반도체를 사용한

최근의 도시바

의한 단일 광자 발생소자”

발생이

레이저

를 이용한 LED 로 단일 광자

있고 외부의할수있다는장점이

이지만 LED 로 단일 광자발생 소자를 실현시킬 수 있으면 대폭적인 소형화가 가능

하여 실용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양자 정보통신의 실용화에 전망 좋은 재료가 된다.

• 기타

단일 광자 생성기술에 있어서는 극복해야할 기술적인 과제가 많아서

기적인 연구개발이 수행되어야 한다. 현재 양자 암호시스템 실험에서는 단일 광자

미약 레이저광을 이용하는 유사(의사) 단일광자를 실현하고

광자 생성 연구 및 실험도 착실히 진행되고 았다. 그 성능은， 속도 면에서는

야마모토 방식의 경우 약 10M뻐 반복주파수로 단얼 광자를 발생시

보고되고 있다.

중장

있지만 순수한대선에

대학의

킬 수 있음이

단일

스탠포드

(2.7)-(2.9) 에 영 향을 주는 것은

양자효율과 암

2. 광자 검출기

가. 광자 검출기에 요구되는 안전성 요건

광자 검출기 성능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로 식

및 암계수율 d 이다. 양자암호용 광자검출기 성능은양자 효율 η이et

이용되는 광 펄스는 통상 광통신과 비교하여양자암호에계수율에 의해 좌우된다.

민감강도가 7단 (107
) 정도 낮으므로 광통선용 검출기로는 검출할 수 없다. 특별히

한， 즉， 양자효율 ηdet 가 높은 검출기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식 (2.7)에서 양자효율

율 f 가 개선된다. 그러나벼트 에러증가하고 식 (2.8)에서~ 트르 즈I::.(‘， 1 1:셔 η 01’Idet 2. =-I co l'dick - I

경향으로써 양자효율 ηdct 와 동시에 암계수율 d 도 증가하

므로 중간지점에서 최적치가 존재한다.

동시에 검출기의 일반적

광자 검출성능

나. APD(avalanche photo-diode) 소자

광통선에 있어서 SIN 바 특성이 우수한 수광 소자로 APD 를 양자암호 통신

의 광자검출기로 사용하자는 아이디어는 자연스라운 것이다. 그러냐 통신 파장대인

1550nm에서 광자 검출성능을 만족하는 소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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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 실리 콘(Si) APD 는 단파장(850nm) 대 역 에서 동작하고 1550 nm 통신 파장대

에서는 감도가 대폭적으로 저하한다. 통신 파장대역에서 동작하는 InGaAs APD

는 광자검출 감도가 낮다. 이러한 상황에 전기를 가져온 것이 일본 산업종합연구소

요시자와 등에 의한 EPITAXX 제 APD 를 이용한 광자 검출기 개발이었다[56]

[57]. 이 광자 검출기는 1 개의 광자가 입사할 때 어느 정도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인 양자효율아 20%이다. 또한 노이즈에 상당하는 광자가 입사하지 않을 때에도

반응하는 암계수율이 0.005% 로 이전의 통선 파장대 APD 에 비해 극히 높은 SIN

벼를 갖기 때문에 충분히 양자암호통신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다. 이의 보

고 후 EPITAXX 제 APD 를 이용한 양자암호 실험이 수차례 보고되고 있고 통신

파장대 광자검출기， 양자암호 통신장치가 시판되기에 이르렀다. 유감이지만

EPITAXX 사는 JDSU 사에 흡수 된 후에 광자검출용 APD 저l조를 중단하였다. 그

기술 노우하우를 살려서 PLI 사가 광자 검출용 APD 를 판매하고 었다. 일본 NEe

도 자사가 제조한 APD 가 광자검출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다고 학회 발표

등을 통해 보고하고 었다. 광자 검출에 있어서는 SIN 비가 극히 높게 되어야하므로

APD 를 기존 광통신 동작 모드가 아닌 가이거 (Geiger) 모드의 특수한 동작모드로

동작시킨다. 최근에는 광자검출 능력을 갖는 APD 등에는 통상 광통신용 APD 와

다른 가이거 모드에 있어서의 사양도 병기하고 있다. 참고로 EPITAXX 제 APD 와

광자검출 동작을 전제로 한 Princeton Lightwave 사의 APD (AGD-25-SE-I-T46)

및 Goodrich (Sensors Unlimited) 사의 APD (SU055-GM- APD • FO) 사양을 표

1,2,3 에 각각 나타낸다. 이와 같이 광자 겸출동작을 위한 APD 는 광자 검출 동작

에 상당하는 가이거 모드에서의 사양을 기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 1. EPITAXX APD(EPM239BA SS) 사양

ι 형식 ，ι t tJ. QQdi --
Serial Number 0110T1886

Flow Number 205234

Idark (@Vb-2.0V) 0.23nA

Vb때( (@10,uA) 57.1V

Vmargin (@1μA) 2.3V

Vap (@M=3 , 25°C , 10뻐) 48.9V

Vap (@M=10 , 25°C , 10뻐) 55.1V

Vap (@M=20 , 25°C , 10뻐) 56.5V

%

치



• APD 광자 검출동작의 성능 지표

APD 성능지표로는 아래와 같은 3가지가 열거된다.

양자효율 'T7det•
암 계수율 d

After pulse 확률

•

확률로 검출될 수 있는가를 나

전형적인 값은 10% 전후 이

•

양자효율은 1 개의 광자가 입사할 때에 어느 정도의

타내는 것으로 광자 검출에 있는 APD 의사용할 수

때에 검출신호가 출력되는 것으로 단위시간당 발생

율로 나타낸다. 통신파장대의 APD 에 게이트 펄스를 인가할

게이트 당 발생

SIN 비이고 이 값에

암계수율은 광자가

게이트

열마 만

느
」

또육--

즈x:.....Q..--"‘ 프료 도ξrJ..n 2",-='T 승 '-I관계하므로 높으면비트 율에다. 양자 효율은

。L 。

1동걱E입사하지

당 발생 때에

비교가 가능하다.

통선거리의 상한이

양자효율과의

의해

율나타내는

암계수율의 비는 일종의

를가발생하는

양자효율과

크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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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Princeton Lightwave APD 사양

Parameter Description Test Conditions
Specifications

Unit
Min Typ. Max

Effective Optical Dia. 25 μm

Linear Mode Parameters

(295K, All voltages and currents are reverse biased)

Breakdown Voltage Vb 295 , Id = lOpA 40 50 65 V

Temperature dependence 300K -150K,
0.15 %/K

of Vb , I linear approximation

1550nm , M=l C1 inear) 60
Quantum Efficiency , QE %

1300nm , M=l C1 inear) 70
Responsibility, R 1550nm , M=l C1 inear) 0.75 A!W

1300nm , M=l C1 inear) 0.75

‘Total Dark Current Id M= lO; 0.1 nA

Punchthrough Voltage Vp

V (R=O.lA/W) @ 0.1뻐
Vb-10 V

illumination

Capacitance , C M= lO, HfiIz 0.25 pFI

Geiger Mode Parameters (All voltages and currents are reverse biased)

N
220K, 10빠Iz (no afterpulsing)

3V overbias 3E-5

j‘~--‘ ;5V overbias 1E-4
Prob.

Dark Count Rate per 1ns 7V overbias / 4E-4

DCR (l ns) 200K, 10뻐 (no afterpulsing)
per 1ns

/ 3V overbias 1.5E-5
gate

」ι

5V overbias 도JX••/““‘-
5E-5

\ "
7V overbias 2E-4

“‘ 3V overbias 1 ’ r
13

Detection Efficiency, DE 5V overbias 20 %

7V overbias 30

3V overbias
_/서f 120

5V overbias

Jitter , J 7V overbias
50

<50
ps

Note:

highly circuit dependent

Hold-off time for DCR

Minimum Hold-off to increase <2x DCR @ 1ms

avoid Afterpulsing hold-off (no afterpulsing) ,
20 μs

200K

After pulse 확률은 APD 의 gated Geiger 광자 검출동작을 통신에 이용할 때 에

깎



보이는 현상이다. 광자 검출 동작을 위해서는 거l 이트 펄스를 APD 에 얀가한다. 게

이트 펼스 간격이 짧으면 광자가 입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검출선호가 출력되는

현상이 나타남을 알게 되었다. 기본적으로는 APD 에 2개의 연속적인 게이트 펄스

를 인가한다. 첫 번째 펼스에 동가시켜 광자를 입사시킨다. 첫 째 펼스에 대응하여

검출신호가 출력될 때에 광자 입사가 없는 두 번째 펄스에서 검출선호가 출력되는

확률로 표현된다. 단， After pulse 값은 2 개의 연속적인 펄스의 시간차 함수 이므

로 After pulse 확률은 암계수율과 동일한 정도의 시간차로 표현되는 것이 실용적

이다. 표 2 에서는 Hold-off 시간으로 표기되고 있다.

표 3 . Goodrich APD 사양 (Geiger Mode Specification, -60·C , 1. 3때I)

Parameter Test Conditions
Specifications

Unit
Min Typ. Max

Quantum Efficiency
Single photon input

50 %
Excess bias 5%-10%

Dark Count Rate
Excess bias as required for

500 ,000 Counts/s
50% QE

Output Pulse Jitter Excess bias as required for
100 ps RMS

(Leading Edge) 50% QE 니

삿~ l //(、”i
t다. Parametric 상방변환

장거리 통신에 적합한 장파장 광을 검출성능이 우수한 단파장대의 광 겸출기

로 검출될 수 있도록 파장변환을 한다. 그라면， 파장변환에 의한 고속 광자 검출에

대해 설명한다. NTTIS tanford 대학에서 파장변환을 이용한 단일 광자 검출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았다. 파장 변환을 이용하면 통상의 InGaAslnP APD 를 이용하

는 경우보다 고속화를 지향할 수 있다는 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550nm 통신 파장대의 광자를 비션형 결정을 이용하여 단파장대 (850nm) 의

광자로 변환하여 Si APD 로 고속 및 고효율로 검출한다. 변환된 단파장대의 광은

Si-APD 검출기로 검출하므로 장파장 검출기인 InGaAs/InP APD 를 이용한 통신

파장대에서 고속화의 장애요인인 after pulse 영향을 거의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고속 검출이 가능하다. 파장 변환을 이용한 광자 검출원리는 다음과 같다. 통선 파

장대 1550nm 의 시그널 광자는 1300nm 펌프 광과 함께 PPLN(Periodically Poled

Lithum Niobate, 주기 분극 반전 니오브 산화 라륨) 에 주입된다. PPLN 은 결정의

주축 방향을 주기적으로 반전시켜 길이가 긴 장축의 결정에 걸쳐 익사 위상정합을

사켜 효율 좋은 비선형성을 얻을 수가 있다. PPLN 도파로에서 비선형 효파인 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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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주파수 발생과정에 의해 단파장대 (예를 들면 700nm) 로 변환된 사그널 광자가

출력된다. 그 후에 펌프 광 등의 잡음 광자를 필터로 제거하여 단파장대에 적합한

Si-APD 로 검출한다 (그림 10).

PI"ι%

{Pe:t짧‘1‘εaUγ POle‘* ζ*"，，，m N‘OO,dllfi
Signal 광자 ‘ f f ?
(15500m) 싸 이 ”볍rtn“ G셈 fl . &

~/ 펀}ll 껴 I 1+ 1' V ￥
A 단파장대 광자

// I (700nm)
Pump 광 1""μ/ μ

(13OOnm)

Si-APD
잡음제거 I _ t씬 -

펼터 |

광자검출기

PUC (Parametric Up Conversion) 변환

얘 a>p

냥장i

앙'$FG

그럼 10. 파장변환을 이용한 통신파장대의 고속 광자 검출기 구조

표 4 . InGaAs/lnP APD 와 파장변환 방식의 검출 특성비교

실제 NTT/Stanford 대학 실험에서 Pump 광은 1319nm, 시그널 광은 1560nm 를

이용하고 었다. InGaAs/lnP APD 를 이용한 방식과 파장변환 방식의 검출 특성

을 표 4 에 비교하고 있다.

Parameter InGaAS/lnP APD 파장변환 방식

파장 (11m) 1300 - 1600 1550

검출 효율 (%) 10 37 9

암계수율 (빼) 20 800 13

Afterpulse 율 크다 작다

동작 모E 게이트 동작 비 게이트 동작

동작온도 저온 고온

라. 양자 도트

양자 도트를 이용한 단일광자 검출실험은 도시바 유럽 연구소에서 수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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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전계효과형 트랜지스터 (FET→filed effect transistor) 게이트 전극에 양자 도트

를 배치한다. 광이 양자 도트에 입사되면 여기된 전하가 2 차원 전자 채널인 드레

전도도(conductance) 에 변화를 야기 시킨다. 이러한 변화량을 검출하인←소스간의

월에 양자 도트를 이용한 단얼 광자 겸출기 개발에 성공하였고 2005 년에는

광자 검출효율을 10% 이상 개선하였다. 이 소자의 기본 구조는 GaAs/AlGaAs 공

명 터년 다이오드이다. 그림 11에 보인바와 같이 2 중 장벽에 큰접하여 InAs 양자

도트를 배치한 것이 특정이다. 공명 터널 다이오드의 에미터로 부터

에너지 준위와 2 중 장벽으로 협소해진 양자우물 에너지

민감하다. 외부에서 전압을 인가하여 2 개의 에너지

소자는 공명상태가 되어 커다란 전류가 흐른다. 터널

전위차에 민감한 특성을 이용하여 단일 굉자를 검출하는 것이

연구소는 2000년 5

단일

콜렉터로 흐르

여 광자 수 식별을 할 수 있는 소자를 개발하였다. 도시바 유럽

준위에미터의

위치관계에

전류는

와의

같아지도록

1'-
준위가

전류가

매우

설정하면

양단의

본 아이디어이다.

가2 중 장벽

iGaAs

InAs 양자 dot

t양 G혔훌

그림 11. 양자 도트 구성도

포획되면 전자와 재결합하여 양자 도트의 전위가 저

변화시키므로 검출기에 흐르는 전류가 예민하게 변화

때의 디바이스 전류 변화에서 전류 상승 응답시간은

이와 갇은 계단 전류상승이 일어날 빈도는 단위시간당

양자효율은 12% 이 다. 대 역

겨1

광 여기된 정공이 양자 도트에

하하여 2 중 장벽의 전위차를

한다. 단일 광자가 포획될

측 장치의 성능에 제한된다.

비례하고 통과(band pass) 증폭기입사되는 광자 수에

았다. 단일 광자검출

계측회로로 설시

사스템에서는

변환할 수펄스 출력으로증가를를 설계하여

발생되는 펼스는 잡음

일반적으로

계단형전류의

펄스레벨과 구분이 가능하고 통상의

디바이스와 전자기기를

에서

이

결합한

광자 검출효율은 1-5 %암전류가 존재하고 단일

%

있다.

10- 8 ~ 10- 5 count/ns 정도의

/.,•계측할간



다. 양자 도트를 이용한 광자검출가는 높은 주파수에서 동작이 가능하다.

마. 기타

최근에 보고되고 였는 광자검출기 중에는 초전도 소자를 이용한 광자검출기

가 응답속도 또는 양자효율에서 APD를 이용한 광자검출기에 비해 매우 우수하다는

사실이 거론되고 있으며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서는 초전도 소자를 이용한 광자

검출기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한다.

현재， 초전도 소자를 이용한 광자검출기로서는 2 가지 정도 알려져 있다. 하나는

초전도 전이 소자 (TES • transition edge sensor) 이고 또 하나는 초전도 냐노 와

이 어 단일 광자 검출소자 (SSPD - superconducting single photon detector) 이 다.

TES 는 양자효율이 높고 SSPD 는 응답속도가 높다.

• TES

TES 는 입사 광자에 의한 온도변화를 검출하는 1종 열량계(calorimeter) 이

다[58]. Calorimeter 는 광자를 흡수하는 흡수채， 흡수체의 온도변화를 겁지하는 온

도계， 흡수체에 발생된 열을 빼내는 thermal link 로 구성된다. 단일 광자 흡수에 의

한 흡수체의 온도 변화는 미미하지만 종래의 반도체 온도계에 비해 감도가 300배

이상인 TES 온도계를 사용함에 의해 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온도계는 온도에 의

한 전가저항 변화를 보는 것으로 종래의 반도체 온도계의 감도 Q는 3 정도이다. 감

도 Q 는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dlnR
a= .. _

dInT ’

R 은 저항， T 는 온도이다.

한편， TES 온도계는 검체가 초전도 전이 온도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가 때문에

초전도 상태로부터 상온 전도 상태로의 천이가 일어냐는 경계에 위치한다. 따라서

저항의 온도변화는 급격하게 되어 감도 Q 는 1,000 정도의 크기가 된다. 그러므로

고 분해능의 온도 겸지가 가능하다. 이러한 저항의 온도변화를 전류변화로 얽어

내야 하기 때문에 미소전류 판독이 가능한 SQUID(Superconducting QUantum

Interference Device) 소자가 고감도 저 엄피던스 전류계로 이용되고 었다. TES 는

에너지 분해능을 저온에서는 어느 정도 높일 수 있가 때문에 X 선용 광자 검출기

로 개발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통선 파장대인 1550nm 인 적외선 광자검출기도 보고

되고 있다[61l 이에 의하면 흡수체와 온도계는 텅스텐 박막으로 구성되며 크기는

25x25μm 이고 두께는 20nm 이다. 초전도 임계 온도는 100mK 이다. 광자검출기로서

- 51 -



는 양자효율 88% ， 1초당 암계수율은 le-3 cps 이다. Gated Geiger 모드로 동작하는

APD 와 단순비교는 할 수 없지만 Ins 게이트 시간을 가정하면 암계수율은 le-12

cpp 로 매우 낮다. 게다가 에너지 분해능이 높가 때문에 광자가 1,2,3,4 개 입사한

것을 식별할 수 있는 광자 검출기로 사용된다. 단 흡수체가 시작 상태로 복귀하는

시간이 5μs 로 크므로 응답 속도는 50kHz 정도 이다 .

• SSPD

초전도 나노 와이어 단일광자 검출가는 초전도 상태에 있는 소자에 광자가

입사될 때에 쿠퍼 (Cooper) 대가 파괴되는 것을 아용한다[6이. 형상은 뱀 모양의 멘

더라인(Meander line) 초전도 박막이다. 이러한 극세션 형태의 박막에는 초전도 상

태가 파괴되는 임계전류 긴 보다 마세하게 낮은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 때 Cooper

대의 속박 에너지보다도 높은 광자가 입사되면 Cooper 대가 파괴된다. 세선 모양의

형태가 효괴를 발휘하여 입사 스훗은 초전도 상태에서 보통 전도 상태로 이행된다.

이를 핫 스훗(hot spot) 이라 한다. 핫 스봇이 생기면 전류는 고저항의 핫 스풋을

우회하여 흐르기 때문에 핫 스훗 주변은 전류밀도가 높아진다. 이전부터 극 셰션상

의 박막에는 임계전류와 거의 비슷한 한도의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전류멸도

상승에 수반하여 주변부도 보통 전도상태로 이행 된다. 이렇게 하여 핫 스풋이 확

산된다. 한편， 핫 스훗 중의 여기전자는 주변에 에너지를 퍼트림으로써 초전도 상태

로 복귀한다. 소자에 광자가 입사될 때 마다 핫 스훗 생성， 확산， 회복 등의 사이

클을 반복한다[59]. 핫 스훗 생성은 마크로적으로는 소자의 전기 저항 변화를 야기

하므로 전압 펄스가 출력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초전도 나노 와이어 단일 광자

검출기로 질화 니오브를 이용한 광자 검출기가 보고되고 있다[6이. 이 보고에 의하

면 모스크바 주립대， MIT, NIST 등은 동작온도 4.2K에서 양자효율 57%, 암계수율

0.1 cps, 응답 속도 2뼈 등을 달성하고 았다. 이 방식의 특징은 빠른 응답속도이다.

핫 스풋의 생성 소멸까지의 시간은 전자-포논간의 완화시간과 결부되므로 그 시간

이 수 10 ps 이므로 수 lOGHz 의 동작 주파수를 기대할 수 있다.

3. 광섬유

팡섬유는 양자암호 통신에 있어서 중요한 양자통선선로이다. 현재 광섬유의 전송

손실은 0.2dB/km 로 아주 낮다. 그랴 나 l00km 를 전송할 경 우 선호의 크기 가 1/100

로 약해진다. 전송 손실은 양자암호 통신에 았어서의 통선거리 한계를 나타내는 지

표이다.

m

ι



가. 광섬유 개요

광섬유는 굴절율이 다른 2 개의 물질이 동심원상으로 중첩된 섬유형태의 전

송매체이다. 중심부는 빛을 전파하는 코어이고 코어에 비해 굴절율이 낮은 클래드

가 코어를 둘러싸고 있다. 광섬유에 입사된 광은 코어내를 전파한다. 코어와 클래드

의 굴절율 차이에 의해 코어내에 업사된 광은 코어/클래드 경계면에서 전반사를 일

으키므로 클래드 속으로 누설이 없이 전파된다. 물질 속을 전파하는 광의 속도는

진공중의 광속 C 에 비해 늦다. 이러한 지연 정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굴절율 n

이다. 물질 속의 광속 y 는

C
lJ= 

n

로 주어진다. 진공중의 굴절율은 n= 1 이고 유리의 굴절율은 n= 1.5 이다. 따라

서 광섬유에서는 1m 거리를 진행할 때에 5ns (진공 중 3.3ns)의 시간이 소요된다.

상이한 굴절율을 갖는 2 개의 매질 (n1 > ~) 을 고려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업사광

은 굴절율 경계면에서 반사광과 투과광으로 분리된다. 입사각과 투과각의 관계는

굴절율 바에 의해 결정된다.

굴절율템

E쿄굴절율

그림 12. 굴절율 경계변에서의 빛의 반사 및 투과

sin01

sin02

~
n

많



입사각을 점점 더 기울이면 투과광은 경계면과 평행이 되어 매잘 2 를 전파하는 전

반사 광이 된다. 전반사가 일어날 때의 입사각을 임계각 ()(~ 이라 한다.

η띠
‘一%i

--
빼

엄계각보다 적은 각도로 경계변에 입사되면 빚은 매절 2 에 누설되는 것 없이 매질

1 로 전반사 된다. (※ 염밀히 말하면， 지수 함수적으로 세기가 감소하는

Evanescent field 의 전자장이 경계띤으로부터 매절 2 로 누설된다.) 광섬유는 이와

같은 성질을 이용하여 빛을 코어내부로 입사시켜 코어 내를 전파하게 한다. 광섬

유의 중요한 파라미터인 규격화 주파수 V 를 정의한다.

v= κ Qκr“coμM’

히κ) = 27fπ/μA 는 진공 중의 광의 파수이고， a,“ yre 는 코어 직경이다. 규격화 주파수 V

에 의해 광섬유를 전파할 수 있는 모드 수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단일모드(single

mode) 전파를 허용하는 조건은 v< 2.405 이다.

예 ) 파장 1550nrn 파장의 경우

파수 씨)= 2π/A = 4.053/μrn ， 코어 직 경 acore
二 5μm 이 고 굴절율 n 1 = 1.5

이고 ~ = 1.497 일 때에 규격화 주파수 v = 1.92 이다.

개구수 (NA- Numerical Aperture) 를 정의한다. 개구수는 광학계에 있어서 어느 정

도의 광을 집광할 수 았는가의 척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파라미터이다. 광섬유의 경

우 개구율은 코어/클래드 경계면에서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최대 입사각

과 입사 매질의 굴절율로 결정된다.

iVA = ni sin()lIl ax

통상 공기중에서 광섬유로 엽사되므로 입사 매질(공기) 의 굴절율은 n;= 1 이다. 임

계각은 코어와 클래딩의 굴절 율로 결정됨 (sinBcr = n2/η1 ) 을 고려하면

NA= vni-혀 프 n1냉6.

이다. 코어와 클래딩의 tl] 굴절율 4 가 아주 적으면 약도파 근사화 (weakly

A

약
「3



guiding approximation) 할 수 있다. 단일 모드 광섬유에서는 NA= 0.1 정도 이다.

나. 광섬유의 전송손실

광섬유의 손실은 dB/km 로 표시한다. 광 섬유 손실은 흡수와 산란으로 크게

기인한다.특성과 외부 요인에냐눌 수 있다. 흡수 산란은 재료 고유의

(1) 자외선 흡수

석영의 흡수의 펴크흡수이다. 120nrn 파장 대에서전자에 의한 광의천이

에서는850nrn였으며미치고영향은 1,OOOnrn 까지이라한 흡수특성이 나타난다.

주요한 손실 원인의 하나이다.

(2) 적외선 흡수

석영의 Si • O 격자진동에

흡수의 피크 특성이 나타난다.

기인하는 광의 흡수이다. 9따I， 12.5μrn ， 21때1 파장

적외선 흡수도 1μm 부근까지 영향을 미치고대에서

(3) 천이금속

유리

있다.

끽.， (깅 ， V 등은 400nrn - 1800nrn 파장二l죠:n • 1불순물로 포함된 천이속에

무시할을뚫
H

폰같은이와제조기술에서는광섬유현재의흡수한다.
'>1L 。
~6 '2.대의

수 있는 수준으로 저감시키고 있다.

(4) OH 기

OH 기에 의한 흡수는 기본 진동 2.73따I ， 고조파 진동 0.95따I， 1.38μm 에 나

불순물에 의한 손설의 최대 요인이다. 이러한 OH 기는 완전히 제거하고

으므로 전송 손실은 이론적 한계치인 0.2dB/km 에 이르고 있다.

있타나며

(5) 레 일 리 (Rayleigh) 산란

의해

발

크다. 850nrn 파장대

미세한 변동에 의해 광산란에

손실이 발생한다. 손실의 파장 특성은 ,\-4 이므로 단파장대에서

에서는 주요한 손실원인의 하나이다.

(6) 라만 (Raman) 산란

분자의 진동， 회전에 의해 나타나는 분극율의 변동에 의해 라만 산란이

생 한다. 광섬유에서는 레일리 산란에 비해 20dB 적으므로 무시할 수 있다.

X서 서부어
。 6"-. .....

ql
;’<미세한 밀도유리중의

무시할 수 있다.

산란

Phonon 산란으로 레일리 산란에 비해 lOdE 적어서

(7) 퓨리 에 (Fourier)

R

ι

다. 특수 광섬유

(1) 편광유지 광섬유



단일 모드 광섬유에 대해서만 논한다. 단일 모드 광섬유에서는 최 저차 모

드인 HEll 모드만 전파한다.IL적1 모드를 편파 성분으로 보면 교대로 직교하는 2

개의 LPrn 모드로 구성되어 았다. 이상적인 단일모드 광섬유의 경우에는 광섬유에

입사되었을 때의 편광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출력된다. 실제의 경우에는 이라

한 2 개의 모드의 전파속도에 차이가 발생한다. 바꾸어 말하면 굴절율의 차이가 발

생한다. 이를 복 굴절율이라 한다.S 편광과 P 편광의 빛을 입사시키면 별도의 광

경로를 따라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편광상태에는 직선 편광， 원편광， 차원 편광이 있다. 전자장 벡터로 편

광을 정의하면 그 종점이 직선상을 움직이는 것이 직선 편광이다. 종점이 원궤적을

그리면 원 편광이고 타원 궤적을 묘사하면 타원 편광이다. 광의 진행 방향을 z 축

으로 하고 z 축의 수직변에 대해 교대로 직교하는 축을 X， ν 축으로 한다. 전자장

벡터의 $ 성분， ν 성분은 동일 주파수로 진동하고 았다. 그 위상이 정돈되어 있을

경우에는 직선편광이 된다. 위상이 뒤툴리면 타원 편광이 되고， 위상이 90。 뒤툴리

고 진폭이 같으면 원편광이 된다.

v .,:1-" II ’ ‘ γ• • 、 -
직선 | 타원 | 원

펀광

x » I 1 PX ‘ , i .X

그럼 13. 광의 편광 상태

따라서， 최초에는 직선편광이었다 하더라도 복 굴절성으로 인해 z 축과 p 축의 전

파속도가 달라지면 $ 성분과 p 성분의 위상이 틀어져서 직선 편광이 타원 편광으

로 변한다. 광 섬유의 복 굴절성은 코어의 형상 변동 등에 의해 랜텀하게 변화하

기 때문에 직선편광을 엽사시켜도 완전혀 랜텀한 편광상태가 되어 버린다. 그래서

편파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편광 유지 광섬유가 개발 설용화 되고 았다.

이는 의도적으로 광 섬유의 복굴절 특성을 이용한다. 코어의 형상이나 응력을 선

택적 방향으로 인가하여 복 굴절 특성을 야가하여 모드 변환을 억제함으로써 편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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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편광 유지 광섬유

그림 14 는 편광 유지 광섬유 (PMF - Polarization maintenance fiber) 단면도를 나

보다 크

방향을

수직방향

늦다.수평

굴절율이

비해

수평방향의가하여。-E려
「

으
。였다.수평방향으로

한다. 수평

타내고

게 방향에수직야나
편파된 광의방향으로

굴굴절율을 ns , fast 축의한다. slow 축의slow 축으로 수직 방향을 fast 축으로

B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특정 파라미터절율을 nf 로 하면 편광 유지 광섬유의

B= κ - nf

0(10- 4
) 이다. 편광 유지 광섬유를 사용할때에대표적인 편광 유지 광섬유의 값은

1:l: ~二
.:L. L..

.fast 축과 일치해야 편광이 유지된다. 편광축이 slow 축 또는 .fast 축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광면이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 모양을 비드 길이로 정의한다.

slow 축편광축이직선편광이고편광 상태는필요하다. 입사광의주의가L一
l •

_ A
ιB- 효

편광상변화함에 따라 직선편광 타원편광 원편광 타원편광-직선편광으로

대가 주기적으로 변화하면서 전파한다.

편광면이

(2) DSF 광섬유

경우 O.2dB/km파장의1550nm전송손실은과서유이
。 P 11-'

o t::
--'--단일일반적인

분산은 0 이다. 최소 손실 파장

대인 1550nm 파장대에서 0 분산을 설현할 수 있도록 분산을 시프트(천이) 시킨 광

섬유를 분산 시프트 광섬유(DSF • Dispersion shift fiber) 라 한다. DSF 광섬유는

이다. 분산 특성을 고려하면 1300nm 파장 부큰에서

보DSF 광섬유에 의해있다.구현하고변화시켜형상이나 굴절율 분포를클래드

전송속도의있게 되었다. 이는
ι

T적은 선호를 보낼

n

ι

왜곡이

중요하다.

다 먼거리까지 파형의

고속화에 대단히



(3) Photonic 결정 광섬유

전반사를

구멍을 통해 빛이

구성하는 Photonic 결정

구조에는 빛의 전파모드가 존재할 수 없는 photonic

한다.

교묘하게

전파되도록

구조를

빛의의한차이에굴절율클래드의

있는비어

주기적으로

코어와

고Lλ} 주~~
。 D II l....一

그;!.?l-특ι :IT 프르
。~ l!:

광섬유는

이 용한다. Photonic 결정

광섬유의

이용하고

일반적인

굴절율

Photonic 결정있다.

결<11으A 도프대의따라서 photonic bandgap 주파수주파수대가 존재한다.bandgap 의

결함(주기를 교란

따라서 광섬유에 선상의

역으로 이러한 광섬유 속에입사시키면 반사되어 버린다.정속에

결함

누설되지 않고 선상의 결함을 따

수 10 ill 정도의 길이가 실현되고

존재하면 결함내로 빛이 갇혀버린다.

결정에주위의

현재

이 존재하면 결함 내에 갇힌 빚은

라 전파된다. Photonic 결정 광섬유는

시키는 구조)이

있지

인해특성으로는L끼、L
'l!- l...:.특성， 저저손질있으므로

높다.

할수

이상적인 광섬유가 될 가능성이

코어로구멍을。1.:'::二
λA."L-만 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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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Photonic 결정 광섬유그럼

4. 양자 중계기

이용한 양자암호시스랩은 거리가 수 제한된다. 이러한 한계는로때십과셔휴르
。 D II i:크

bit가정한다면소직마
"L- "" '-

전송야기된다.의해잡음에검출기전송손실과고Lλ} 으
。 p "

손실에 의해

광자가경우에는

감소한다. 이상적인 검출기를 사용하면 전송

않는다. 그러나 dark count 가 존재하는

소설되더라도 dark count 에 의해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함수적으로

거리의 제한은 발생하지

rate 만 지수

암계수율따라서

근접하는

(dark count rate) 과 광자를 검출할 확률이 동일한 정도이면 신호대 잡음비는 0 에

수신자간의 하한 경계에상호정보량이

%

송선자와정확히는보다가깝다



것 이 다. 이후로는 얽 힘 광자 및 얽 힘 교환(entanglement swapping) 을 이용하여 양

자암호 사스템의 거리를 넓히는 문제에 대해 기술한다 t1ink 를 전송계수로 표현한

다. t1ink 는 Alice 에 의해 송신된 광자가 Bob 측의 검출기에 도달할 확률을 나타낸

다. η 는 검출기 효율을 나타내고 Pdark 는 단위시간당 dark count 검출 확률을 나

타낸다. 이상적연 단일광자 생성기를 이용하면 양자 바트를 정확히 검출할 확률

n '
raw 1..-

~'a1V = t1inkη

이고 검출기의 에러 발생 확률 ~lct 는

~lct = (1- tli뼈η)Pdar

와 같다. 따라서 정규화한 실효 키 생성율 Pnet 는 양자 바트 에러 율 QBER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p , ι

QBER= n ，，~O

~'a1V + Pdet

Pnet = (~'a1V + Pdct)Jet(QBER)

Jet 는 에러 정정 및 비익성 증강처리의 수행 중의 잔여 비트 비율을 나타내며

QBER 의 함수이다. 간단히 하기위해 Jet 는 QBER> 15% 에 대해 선형이라고 가

정한다.

QBER
fd(QBER) = 1- -「「

이때의 실효 키 생성율 Pnet 를 그림 16 에 나타내고 있다. 그람에서 n=l 열 경

우 90km 부근에서 Pn ct 가 0 으로 떨어점에 주의한다.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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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실효카 생성율의 광섬유 길이에 대한 의존성

n=l 인 경우 이상적인 단얼광자 생성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η>1 얀 경우

송산자와 수신자를 연결하는 양자통신로는 등가의 거리를 갖는 η 개의 통신선로로

분할되고 2/n 개의 2 광자 생성기가 배치된다. 그림 17에서 검출효율 η= 10% 이

고 암계수율 P"a새= 10-4 01 고 광섬유의 전송손설 a= 0.25dB/lcrη 이다.

이상적인 단일 광자 생성기 대신에 Alice 와 Bob 을 연결하는 양자 통신선로 중간

에 (이상적인) 2 광자 생성기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 이 때 각 광자는

확률 t파 로 검출기에 도달한다 따라서 2 광자 모두 정확히 검출될 확률은

~'a7l) =tlψI.k η2

로 주어진다. 한편 확률 ~lct 로 에라가 발생한다.

det = (1- t않샘)넓ark +2t않η(1- t않T] )Pdal'k

P"lct 식 의 2 번째 항은 2 광자 소설 I 2 dark count, 또는 1 광자 소설 I 1 dark count

에 대응한다. 위의 식 ~'a'l/J' ~lct들은 다음과 같이 일반화 할 수 있다.

~'a1U = t1inkη”

Pel야 = (t과 + (1- t많n)P@lk)” - tlI싸

양자 통신선로의 거리를 동열하게 한 n 개의 구간으로 분할하고， n 개의 검출기를

배치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 Alice 와 Bob 사이의 각 노드에 있어서 측정되는 양자

- 60 -



비트의 정보는 명확하지 않고 얽힘 (entanglement) 상태로 전송된다. 이를 Bell 측정

이 라하며 얽 힘교환(entanglement swapping) 이 나 양자 원격 이동 (quantum

teleportation) 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17을 예로 든다. 복수의 검출기

가 이용되는 경우 검출효율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η= 10%) 단거리에서는 실효

키 생성율이 낮아진다. 그러나 실효 키 생성 율이 0 으로 떨어지는 거리에 았어서

는 복수의 검출기를 사용하는 경우 길어지게 된다.

5. 양자 부호

최초의 양자 키 배송 프로토콜은 1984년에 Bennet 과 Brassard 에 의해 제안되

었다. 제안자의 머리글자를 취하여 BB84 프로토콜로 부르고 었다. BB84 프로토콜

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원 논문에서 어떤 종류의 공격에 대해서 BB84 프

로토콜이 안전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염밀한 의미에서의 안전하다고 하는

증명， 즉， 양자역학에서 허용되는 여러 가지 조작을 행하는 공격자에 대해서도

BB84 프로토콜이 안전하다고 하는 증명은 최근에 들어서 Lo and Chau, Mayers,

Biham et al 등의 연구에 의해 제시되었다. Shor 와 Preskill 은 (양자) 얽힘

(entanglement) 순수화 프로토콜 및 양자 오류 정 정부호의 연관성을 이용하여

BB84 프로토콜의 안전성 증명을 단순화 시켰다. 오류(에려) 정정 및 비익성 증폭

(강) 처리를 수행한 후의 최종적인 키 생성 율은 대표적인 양자에러 정정부호인

CSS(Calderbank-Shor-Steane) 부호의 달성 가능 율과 일치한다는 사살이 다. 여 기

서는 CSS 부호에 대해 설명한다. 고전적얀 선형 부호이론에 의하면 [η， k] 선형부

호 C 는 유한체 뀐상의 n 차원 벡터 공간 쩍l 의 k 차원 부분 공간이다.C 의 소

스를 부호어라 한다. [η， k] 선형부호는 F; 상의 kxη행열 G 에 의해 완전히 기술된

다.G 는 생성 행열이다. 생성 행열 G 에 의해 길이 k 비트의 정보어

(Xl' X … 와)， Xi E F;, i = 1,2,… , k1 ’ 2' '~k / ’ i

는 부호어

V= lX" X … X , Jli\ l ’ 2' '~k / υ

로 부호화된다.

유한제 F; 상의 n 차원 벡터 V = (VI' V2 ' ... ，끽，) 과 ψ=(ψI ， ψ2' ... ， μJn ) 의 내적

V· W 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V • W = VIWI + V2W 2 + ... + VnWn

[O



C 의U 와 w 는 직교한다고 닫조한다" ln, k] 선형부호때 벡터vow=o 이성립할

임의의이때표시한다.로C~집합을전체의벡터

및 v든C 에 대해

직교하는부호어와

w ψ ε C~
1 ’ 2

모

v" (띠+ ω2) = v"ψ1 + V11J2 = 0

를선C~C上 도 선형부호임을 알 수 았다.가 성 립하므로 W1+W2 E C~ 가 되고，

C 의 차원 dim(α 와 C上C 와 대칭을 이루는 쌍 부호로 부른다. 여기서，부호혀
。

띠m(α + clim(C上)= η

사이에는의 차원 dim(C~)

서c[n,n-kl

(n-k)Xn 행열이

LL-
C上C 의대칭쌍부호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η， k] 선형부호의

H 는 간 상의C 의 패리티 검사 행열행부호가 된다. 션형부호

vHT = 0

v든 C 에 대해된다. 임의의

역으로 주어진 H 에 대해서 위가 명확하게 성립한다" H T
는 H 의 전치행열이다.

C는부호

기술된다.

V 를 통신 선로를 통해 전송한다. 수신되는 부호어 T 은

일치된다. 따라서，선형C 에V 드껴
i

의 집합은

H 에 의해 완전히

부호어

n 프극느
-'-- '-만족하는

패리타 검사행열

C 의

식을의

선형부호

r = v+ eε간l

C 익 패리티 검는 통신 선로상의 잡음에 의해 발생되는 에러이다.

사 행열을 H 로 하면

이다. 여가서 e

rHT = (v+ e)HT = vHT + eHT = eHT

가 되고 rHT 는 에라 e 에만 의존하고 송신 부호어

신 부호어 T 의 선드롬(syndrome) 이라 부른다. 이러한 선드롬 값으로부터 에러

송선 신호를 복호(해독) 한다. 여기서 [7, 4] 해밍 (hamming) 부호

수l

벡

v 와 관련이 없다" rHT

e 를 추정하여터

설명한다 [7, 4] 해멍

[7, 4] 선형부

대해것에예로 들어 신드롬으로부터 에러 e

송선어 7 바트 중에 부가된 1 바트의 에러를

를 추정하는E츠

""-

。1 느:
λλ L一정정할 수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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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는

호이다. 패리티 검사행열 H 는 아래와 같이



100011111
H= 101100111

110101011

[7, 4] 해밍부호의 부호어 y 를 송선하여 r = 1/+ e 를 수신한다고 하고 에러가 1 비

트 포함되어 였으면 선드롬 rHT
는

에러 벡터

(0000000)
(1000000)
(0100000)
(0010000)
(0001000)
(0000100)
(0000010)
(000000 1)

로n선

(000)
(00 1)
(010)
(01 1)
(100 )
(10 1)
(1 10)
( 11 1)

이다. [7, 4] 해밍부호의 경우 에러가 기껏해야 1 비트 있다고 가정하면 신드롬으로

부터 에러 벡터 e 에 포함된 에러를 정정할 수 있다. 고전적인 선형 부호이론을

바탕으로 양자 에 러 정 정 부호의 하나인 CSS (Calderbank-Shor-Steane) 부호에 대

해 설명한다. CSS 부호는 t 개의 비트 반전 에라 및 t 개의 위상반전 에라를 동시

에 정정하는 양자오류 정정부호이다. Calderbank, Shor 및 Steane 등에 의해 제안

되었다. CSS 부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η， k1 ] 선형 부호 q 및 Iη，~] 선형

부호 q 는 아래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 C; c ~

(2) ~ 및 C운 는 모두 t 개의 에러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q 빚 Q 를 이용하여 [η， k1 - k2 ] 양자오류 정정부호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x 를 q 의 염의의 부호어라 한다(즉， xE q). 이때 양자상태 Ix+ C;) 를

Ix+ C;)=기음ε Ix+y)
yεq

로 정의한다. 더하기 + 는 건 상에서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양자상태 Ix+ C;) 는

다음 성질을 만족해야 한다.

(1) Ix + C;) = Ix’ + C;) for x+ x’ 드 q

(2) <x+ C; lx’ +C;) =0 for x+x’ E C;

m

ω



css 부호는 모든 xEq 에 대해서 양자상태 Ix+ C; > 에 의해 확장된 선형 공간으

로 정의된다. 위의 두 가지 성질에 의해 css 부호의 차원은

Iql / IC;I= 2
k
] ι

이고 css 부호가 {η， kl -~] 양자에러 정정부호가 됨을 알 수 있다. css 부호를

구체적으로 구성해보자. 선형부호 q 으로 다음의 패리티 검샤 행열 HI 을 갖는

[7,4] 해밍부호를 생각하기로 한다.

100011111
H l = 101100111

110101011

선형부호 q 를 c; = qJ. 으로 정의한다. 이때 q 의 패리티 검사 행열 ~ 는 선형

부호 q 의 생성 행열 q 의 전치 행열 〔견T 와 같다.

예
”

해
。

의
，

&‘
여
E

행사검티리패
”

-
은

1
1
0
1

간

14

0
1
1

「
-


nu

1i

1l

1i

-
」C

nU

nU

nu

--

nU

nU

1i

nU

「
I
L

O

-
。

。

→
。

1i

nu

nu

nU

->

회
「

해의에
”

행돼여
E

행사거n
타리，패서


-
가

여
，

잭=

의해 확장된 공간의 부분 공간이 되어버럼에 주의하면 다 c c;. 가 용이하게 확인

된다. 또 텅=(앙)-1- = q 에 주의하면 q 및 다L 는 모두 1 개의 에리를 정정할

수 있는 에러정정부호이다. 따라서 c;.,C; 는 앞서 기술한 (1), (2) 의 성칠을 만족

함을 알 수 있다.q 는 [7,4] 선형부호이고 다 는 [7,3] 선형부호이므로 q 및 q

에 의해 구성되는 css 부호는 [7,1] 양자에랴 정정부호가 된다.

10000000 > EO q 에 대응하는 양자상태 10000000 + C; >플 Iso> 로 두면

Iso> =옳[I어00000 > + 11010101 > + 10110011 > + 11100110 >

+ 10001111 > + 11011010) + 10111100> + \1101001 > ]

를 얻는다. 또， 10000000> + 11111111 > E c; 에 주의하여 양자상태 11111111 + C; >를

lSI> 으로 두면

lSI> = 옳[11111111> + 10101010) + 11001100> + 10011001 >

+ 11110000> + 10100101 > + 11000011 > + 1001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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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는다. 지금까지 고찰한 css 부호의 차원은 1 이므로 Iso> 및 lSI> 의 두 양자

상태가 css 부호의 부호어가 된다.

성질 (1) 및 (2) 를 만족하는 선형부호 ~，c; 에 의해 구성되는 css 부호가 t 개의

반전에러 및 t 개의 위상반전 에러를 동시에 정정 가능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z 든 q 에 대응하는 양자상태

Ix+ 다>=간늑 ~Ix+ν 〉
νEq

가 비트반전 에러 e1 및 위상 반전에랴 e2 에 의해

L ~ I , \(x+y)
우= Z (-1) y • e2|$+ ν + e

1
>

νE(깅

로 변화한 상황을 생각해보자. 우선 비트반전 에러를 검출하기 위해서 선형부호 q
의 신드롬을 격납하는데 충분한 비트 수를 갖는 ancillary (보조 양자비트)를 준비하

고 처음의 모든 비트를 0 으로 설정한다. 이의 합성계 Ix+ν+ e1 >10 > 에 대해서

q 의 패리티 검사 행열 ~ 을 가역 작용시키면

Ix+y+e1 )IH;(x+y+e1 ) = Ix+y+e1 )IH1e1 )

를 얻는다. 이러한 작용에 의해 위의 양자 상태는

1 ε (_l)(x+ ν) 0 eZlx+ y + e
1
>lH;.e

1
>

yEq

가 된다. 여기서， 보조 양자비트 lH;.e1>를 관측하고 그 이후의 것을 버리면 원래 상

태를 얻게 된다.

1 ε (_l)(x+ μ)oeh+ ν + e
1

)

μe 아

에러 e1 이 t 개 있으면 신드롬 H;.e1 으로부터 e1 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바

트 반전에랴를 정정한 상태

+
끼
Uε

빽

1

-
왜

야



트츠 。LQ... 걷二
E든， 1:二 E코 ’ 였다. 위상 반전 에러를 검출하기 위해서 각 양자 비트에 Hadamard

변환을

Ix> • 꿇F(-1)Z Z|Z >

작용시키면 위의 양자상태는

과--ε ε (-1)(x+ μ) . (C 2 十 z) Iz >
vi C;12" --:y~q

가 된다. 여기서 변수 z' = z+ e2 를 도입하면 위의 양자 상태는

for z’ g 텅

for z' E (캉~ (- 1}1J • z' = I 다|

νεQ

ε (-l)y· z = 0
yεq

과뉴슨::-~ ε (-l)(X+ ν) . z' Iz’ +e
2
>

Vq 2” Z !leQ

로 바꿔 쓸 수 있다. 이 때，

에 주의하면 위의 양자상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쓸 수 았다.

」= ε (- 1yo . z Iz' +e2 >
zE c/

이것은 바로 에러 벡터 e2 에 의한 비트반전에라와 동일한 형태이다. 따라서 비트

반전에러 경우와 똑같이 ancillary 를 준비하고 선형부호 Q 의 패리티 검사 행열

맺 를 작용시켜 ancillarγ 를 관측하는 것에 의해 신드룸 ~e2 를 얻는다. 그라고

e2 에 에러가 t 개 있으면 신드롬 ~e2 로부터 e2를 추정할 수 았으므로 위상반전

에러를 정정한 상태

를 얻을 수

」F= ε (-1)X' z
Iz’>

y2n /1 (김 zE q'

있다. 이 양자상태의 각 양자비트에 Hadamard 변환을 작용시키면 원

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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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 S !z+ν 〉
νεq

가 복원된다. 이러한 CSS 부호가 BB84 프로토콜의 안전성 증명에 어떻게 관계되는

지를 간단허 가술한다. Shor 와 Preskill 은 Lo, Chau 의 양자키 배송 프로토콜을

수정하여 다음 프로토콜 (수정 Lo-Chau 프로토콜)을 구성하였다.

1. Alice 는 2n 개의 EPR 대

숲(100) + 111 > )@2n 를 생성한다

2. Alice 는 랜덤한 길이를 갖는 2n 비트열 b = (b l' b2. ••• ,b2J 를 선택하

고 bi = 1 에 대응하는 각 EPR 대의 2 번째 양자비트에 Hadamard 변환

을 작용시킨다.

3. Alice 는 각 EPR 대의 2 번째 양자비트를 Bob 에 게 전송한다‘

4. Bob 은 그 양자벼트를 수신하고 그 사실을 공개한다.

5. Alice 는 2η 개의 EPR 대 중에서 n 개를 Eve 에 의한 간섭을 검출하기

위한 제크바트로 선정한다.

6. Alice 는 비트열 b, 체크비트인 EPR 대를 공개한다.

7. Bob 은 b;= 1 에 대응하는 양자비트에 대해 Hadamard 변환을 한다.

8. Alice 와 Bob 은 각각 η 개의 체크비트인 EPR 대의 한쪽을 \0> , 11 >의

기저로 관측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다. 불일치가 많으면 프로토콜을 중지

한다.

9. Alice 와 Bob 은 나머지 η 개의 양자바트를 미리 결정하여둔 t 개 까지

의 에러를 정정할 수 있는 [n,m] 양자부호 패리티 검사 행열에 따라 관측

한다. Alice 와 Bob 은 그 결과를 공유한다. 비트 및 위상반전에러의 신드

롬을 계산하고 에러를 정정한다. 그 결과 이상적인 m 개의 EPR 대를 얻

는다.

10. Alice 와 Bob 은 이라한 m 개의 EPR 대를 10> , 11 >기저로 관측하고 비

밀 키를 얻는다‘

이 프로토콜의 안전성은 Lo 와 Chau 의 결과를 이용하여 증명할 수 있다. 여기서

Alice 가 제크비트를 관측하는 순서를 Bob 에게 EPR 대의 한쪽을 송신하기 전에

할 것인지 후에 할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동일하게 선드롬 관측도 Bob 에게

EPR 대의 한쪽을 송선하가 전에 할 것인지 후에 할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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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고려하면 수정 Lo-Chau 프로토콜은 아래의 CSS 부호 프로토콜과 등가임을

알수 있다.

1. Alice 는 η 개의 체크비트， m 비트의 키 k, 길이 2n 비트열

b= (b l' b2, ... , b2n ) 를 임의로 생성한다.

2. Alice 는 랜덤한 길이 η 비트열 z 및 z 를 염의로 선택한다.

3. Alice 는 [n,m] CSS 부호 Qx •z 를 이용하여 키 Ik) 를 부호화한다.

4. Alice 는 2n 개 중 n 개의 위치를 임의로 선택하여 그 위치에 체크비트

를 냐머지 위치에 부호어를 배치한다.

5. Alice 는 2n 개의 양자 비트중에서 bi = 1 에 대응하는 양자비트에 대해

Hadamard 변환을 작용시킨다.

6. Alice 는 이러한 양자상태를 Bob 에게 전송한다. Bob 은 수선 사실을 공

표한다.

7. Alice 는 비트열 b 체크비트 위치 체크비트 값 비트열 X , Z 를 공표한다.

8. Bob 은 bi = 1 에 대응하는 양자비트에 대해 Hadamard 변환을 작용시킨

다.

9. Bob 은 처l크비트의 값이 Alice 의 것과 일치하는가를 조사하고， 불얼치가

많으면 프로토콜을 중지한다.

10. Bob 은 나머지 양자비트를 CSS 부호 Qx •z 로 복호(해 독) 하고， 그 관측

결과를 키로 한다.

여기서 ， CSS 부호 와 z 는 Ugq 에 대해 부호어 (양자 상태) 가

L= S (-1)z · !l|u+ z+μ 〉
yE C2

에 의해 정의되는 양자부호이다. 이 부호는 선형 부호 Ci,G; 에 의해 구성되는 원

래의 CSS 부호와 등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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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양자암호 시스템의 적용사례， 상용 제품 및

안전성 평가 동향

본 절에서는 양자 암호의 적용 보고 및 기존 재품의 조사 결과름 보고한다. 양

자 암호에서는 먼저， 통신거리 l00km 를 초과하는 적용설험이 다수 연구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다. 복수의 벤처 기업틀이 양자 장치를 판매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안

전성 지표에 대해 개괄적으로 기술한 후 각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한다.

제 1 절 양자 암호 시스템에 요구되는 성능 요건

양자 암호시스템에 요구되는 성능요건으로서는 안전성을 포함한 아래의 다섯 항

목을 고려하고 홈페이지나 전시회에서 공개된 정보룰 토대로 하여 조사를 하였다.

@ 가격

@ 장치의 크기

@ 기본성능

@ 안전성

@ 사용의 용이함

양자 암호 장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조건 안전성윷 달성하는 깃이다， 현재는 이것

이 실험실 수준에서 가능하다. 실제 적용 보고로서는 전령 부착 딘-일 광자 원을 이

용한 것과 Decoy 방식이 있다. 이는 주로 2006년 이후의 흐픔이다. 그 이전의 적용

보고에서는 몇 개의 가정을 하고 안전성 요견을 완화한 싱-태에서 안전성 평가를 하

고 있다. 대표적인 가정뜰로 아래와 같이 기술되고 있다.

• 평균 광자 수 μ=0.1 의 코히어런트 광을 단일 굉자로 간주한다.

평균 광자 수 μ=0.1 의 코히어런트 광을 단일 광자로 가정한다.

• 개별 공격을 가정한다.

공격자 Eve 가 어떤 특정 종류의 양자조작만을 행한다고 가정한다.

현재에도 이와 같은 가정을 전제한 적용보고가 많다 그래서 무조건 안전성은 달성

되어 있지 않다. 한편， 사판중인 양자암호장치에서 안전성의 근거인 파라미터(복수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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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자율 P,n i'.ltil 비트 에러율 f 등) 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

래와 같은 이유로 무조건 안전성이 달성되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시판 장치

에서는 가격， 크기， 안전성 때문에 광자 원으로서 미약 코히어런트 광 이외의 광원

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 BB84 프로토콜로 30Km 이상의 통

신거리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현재 알려져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Decoy

방식이다. 그러나 Decoy 방식의 실제 장거리 적용에 관해서는 2006년에 이르러서야

실험실 수준에서 보고가 되고 있다.

제 2 절 적용사례 및 상용 제품

1. MagiQ

이 회사의 제품은 양자암호를 사용한 VPN 장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제품명은

MAGIC QPN SECURITY GATEWAY 705 이다 (그림 17).

http://www.mag밍iqtech.com/press/7505_Data_Shee t.pdf

그림 17. QPN SECURITY 7505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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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Gateway 이용 구성도

@ 가격

공표하지 않으므로 모름

@ 장치의 크기

표준 19“ 랙 (rack) ， l75x475x600mm [높이 x폭x길이J. 무게 20kg

@ 기본 성능

양자키 배송 프로토콸로 BB84 프로토콜을 사용- 암호 알고리즘으로서는

3DES 와 AES(256 비 트)를- 장착하고 있유. 키 교환율은 최 대I 100 keys/sec

엽. 최대 흉신거리는 120km 이고 Decoy 벙-식 이용가능. 난수로 물리난수 생성

장치가 내장되어 있다. IPSEC 기반의 VPN 장치보써의 용도 이외에도 고도의

안전성 요구에 대해서는 최상위 계층에 양자 키 빼송과 벌크 암호 전송 모드

(원 타엄 패드) 가 내장되어 있다.

@ 안전성

안전성 요건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다. 최대 통-선거리가 120km

이므로 무조건 안전성을 달성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단) Decoy 방식

으로 무조건 안전성을 달성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 사용의 용이함

아래 그림과 같은 시큐리티 모니터를 갖추고 있어서 위협을 감시한다. 이 제

품은 FIPs 140.2 레벨 3 의 인증을 취득할 예정이다.

- 71 -



그림 19. 시큐리티 모니터 상태 (왼쪽: 안전함， 오른쪽: 도청자 침투)

2. idQuantique

양자암호 제품으로 VPN 장치인 Vectis 와 일반적인 양자암호 통신장치 Clavis

인 2 개의 제품이 있다. 그 외에 광자검출기 제품을 폭넓게 판매하고 있고， 양자암

호 제품의 선구자로 군림하고 있다.

http://www.idquantique.com/products/files/vectis- specs ,pdf

아래에 Vectis 시스템의 개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0. Vectis 시스템

@ 가격

공표하지 않으므로 모름

@ 장치의 크기

177x428x466mm [높이 x폭x길이] , 무게 16kg

@ 기본 성능

양자키 배송 후 AES 로 암호통신을 수행한다. 암호 통신 등은 IEEE802.3u

표준의 고속 이더넷으로 실시한다. 통신거리는 최대 lOOkrn 이다. 안전성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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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끼 치 는 키 교환 율은 최 대 lOOkeys/sec 이 다. 암호 알고리즘으로서는

AES (l28, 192, 256 bits) 를 이용할 수 있다.

Q 안전성

평문 암호화에 AES 를 이용하는 경우는 AES 와 동등한 안전성， 즉， 계산량

적 가정에 기초한 안전성만 달성된다 Decoy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BB84

프로토콜상의 100km 통신 거리이므로 원 타엄 패드를 이용한 경우라 가정하

더라도 무조건 안전성은 달성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 사용의 용이함

Vectis 암호통신은 오프략인으로 관리된다. 터치 패넬로 조작되며 시스템 로

그 정보도 표시되고 있다. Web 서버로 이용가능하다. SNlVIPv3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을 사용한 온라인에서의 단점 모니터링 기능

도 있다. 이에 의해 중앙관리에 의한 네트워크 관리자의 부담이 경감펀다.

그림 21의 Clavis 시스템 개요는 다음과 같다.

http://www.idquantique.com!products/filcs/clavis - specs.pdf

그림 21. Clavis 시스템

@가격

공표하지 않으므로 모류

@ 장치의 크기

160x460x420mm [높이 x폭x길이J， 부게 lOkg

@ 기본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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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취득한 Plug&Play 방식에 의한 양자 암호장치， 통신 거리는 최대 100krn

이다， 프로토콜 로써는 BB84 와 SARG 방식이 내장되어 있다. 키의 정제 프

로토콜 (에러 정정， 바익성 증강， 인정 처리) 도 모두 내장되어 았다. 통신 속

도는 통신거리 25krn에서 1.5Kbps 이상이다. 암호화 통신에는 자동 키 관리기

능과 Triple-DESCANSI 9.52, 168bit) , AES028, 192, 256 bit) 가 내창되 어 있

다.

@ 안전성

평문 암호화에 AES 나 Triple-DES 를 이용하는 경우는 AES 와 동둥한 안

전성， 즉， 계산량적 가정에 기초한 안전성만 달성된다 Decoy 방식을 이용하

지 않는 100krn 통신 거리이므로 원 타임 패드를 이용한 경우리- 가정하더라도

무조건 안전성은 달성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또 BB84 프로토콜이외에

SARG 방식에도 대웅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에 의해 성능변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 사용의 용이함

외부 장치와의 동기를 취하기 위해 Sync Out 신호 동의 언터페이스를 갖추

고 있다. 확장성이 있다， 문서로 정비된 VC++ 기반의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

다. 하드웨어 파라미터릎 설정하기 위한 저 레벨 함수로부터 키 배포 처리를

수행하는 고 레벨 라이브러라도 갖추고 있다.

3. SmartQuantum

Frederic Coste 가 CEO 이며 프랑스에서 석박사과정을 취득하였다. 양자암호장

치로는 SQBox 가 있다. 홈 페이지 상에서 획득 가능한 정보는 한정되어 있고， 상

서}한 내역은 알려져 있지 않다. 장치 레멜의 암호화 및 프로토첼에 의존하지 않는

유저 데이터 전송， GiGa Ethernet Port, 팡혁-적 WAN 포트에 의한 양자암호 통신，

음성， 영상， 데이터， 화상 등을 취급할 수 있다. AES 192 비트의 암호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암호알고리즘을 탑재하는 자유도를 갖고 있다.

http://www.smartquantum.com/IlVIG/pdf/SQBox_DefendecDatasheet.pdf

그림 22. SQ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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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양자 암호의 안전성 평가 동향

1. 안전성 평가 동향

대부분의 양자암호 시스템은 BB84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Plug&Play 광학계를

구성하여 설현하는 것이었다， BB84 프로토콜은 광원이 완전한 단일 광자이면 무조

건 안전성이 증명된다. 또 광원이나 장치가 불완전한 경우에 있어서도 안전성 연구

는 충분히 되고 있다. Plug&Play 광학계는 광자가 통일 통신선로(광섬유)를 왕복하

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생기는 편파 변형이나 복굴절 퉁의 영향을 자통적으로 보상

한다， Plug&Play 명칭이 돗하는 바와 같이 연결하는 것만으로 간단히 안전 동착을

시킬 수 있는 우수한 방법이다 전 세계에 걸쳐 수행되고 있는 광섬유롤 이용한 양

자암호 실험은 위에 기술한 이유 때문에 “BB84 프로토콜 + Plug&Play 방식” 판

이용한 것이 많았다

그러나 본격적인 실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양자암호통신은 일반 광통신애 비

해 통신 속도의 느림 통신거리의 짧음 등이 두드러진다. 일반 광통신에서 기간망

은 테라 비트(TBps) 전송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으며 주변 단말에도 160Gbps 의 전

송속도가 판 도래할 것이다. 이에 비해 양자암호의 키 공유속도는 통신거리에 의존

하지만 최종 키 전송 율은 대채 lKbps 전후라고 생각된다. 기간 통신망의 l 테라

비트 0012 bit) 에 비 하면 109 크기 의 전송 율 차이가 있다. 단일 광자플 사용한 경

우에도 최대 100km 전후의 통선거리에 대해서만 안전 통신이 보장된다. 낮은 키

전송 율， 짧은 통선거리 등이 양자암호시스템 도입의 최대 장애로 느껴진다. 통신

속도와 거리는 상호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다. 단일 광자 또는 그에 필적하는 약한

광을 사용하는 이상 통신 속도와 통신 거리 사이에는 trade-off 가 존재한다. 왜냐

하면 송신측 광 강도는 광자 l개 레벨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통신 거리가 길어지면

통신로(광섬유) 상의 전송손실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광자 수가 감소하므로 결과

적으로 통신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단일 모드 광섬유의 경우 100뼈1 통신거리에 대해 20dB(=1/100) 손실이 발생

한다. 이는 송신자가 100 개의 광지·를 보낼 경우 수신자는 l 개의 팡자를 받는다

는 의미이다. 바꾸어 말하면 수신자는 1 bps 속도로 수신하는 것이므로 송신자는

적어도 100bps 이상의 속도로 광자를 송신하여야 한다. 이것은 광섬유 손실만올

고려한 경우이다 실제로는 검출기의 검출효율， 변조기 손실， 접속 단변에서의

Fresnel 반사 등 여러 종류의 손실 요인이 더해진다. 따라서 수신자의 데이터 수신

율에 대해 송신자의 송신 율은 일반적으로 10,000 배 이상의 고속성이 요구된다.

데이터 수신율이 1 Kbps 라면 10 MbpsOO빼 이상) 의 송신 율이 요구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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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ps 의 데이터 수신율에 대해서는 1 Gbps 의 송신 속도가 요구된다. 즉， 현재 GHZ

레벨로 동작하는 장치가 있으며 G바 러I 벨로 광자를 송신하여도 수신측 bit rate 는

뻐 레벨 또는 kHZ 레벨이다.

한편， 실용화흘 위해서는 더욱 더 고속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방식 자체를 근본적

으로 고쳐서 고속화에 대응하고 효율도 높이고자 하는 연구가 성행하고 있다. 그러

나 이와 같은 많은 연구는 단일 광자가 아닌 보다 강한 광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정보 시큐리티 측면에서 안전성은 약화된다. 양자암호방식에서

BB84 프로도콜이 제안된 이래 그 안전성을 단일 광자의 존재에 두어 왔다. 현재에

는 그러한 전제에 기초하지 않는 방식이 수많이 제안되고 있으며 활발하게 논의 중

에 있다. 이러한 방식 중에서 장래 양자 암호의 대세가 될 프로토콜이 등장할 가능

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BB84 프로토콜을 이용한 단일 광자 양자 암호의 무

조건 안전성이 수년전에야 겨우 증명된 사실을 생각하면 새롭게 제안되고 있는 양

자함호 방식이 현 시점에서 안전하다고 하는 보장은 유감스럽지만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양자암호 시스템 표준화의 경우 단순히 고속을 추구해서는 안되고 항상 안

전성에 입각한 것만 수용되어야 한다. 이와 갇은 견지에서 생각하면 현시점에서 양

자암호시스템의 표준화 레벨까지 보달한 것은 BB84 프로토콜 및 Plug&Play 방식

과 단순한 단일 광자를 기초로 한 단일 방향 광학계 정도 이다. 그러나 이의 경우

디바이스의 친보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고속화를 바라기는 어렵다. 양자암호룹 추진

함에 있어서 고속화가 딜레마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돌파구가 마련되기

를 기대하고 있다. 그 비탕에는 항상 안전성 증명의 높은 벽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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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양자 암호의 안전성

2. 표준화 동향

가. Workshop “Toward Quantum Standard"

안전성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양자암호 시스템 전체에 관한 표준화 동향으로

아래에 기술하는 워크숍이 있다. 이 워크숍은 Cambridge. MIT 및 NIST 의 양자기

술 그룹(Quantum Technology Group) 이 주최하는 것으로 양자정보처리기술에 관

한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양자정보처리기술의 장래를 바라보고 이를 표준화함으

로써 장치， 서비스의 유꽁을 촉진하고 신규 참여자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시장이 발

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냐 앞서 기술하였듯이 실제로 결정된

것은 한정되어 있다. 현시점에서 표준화가 의마가 있는가는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

가 있다.

(1) 회의 개요

• 회 의 명 : Toward Quantum Standards - Workshop on Quantum

Information Technology

• 기간 : 2006 年5 月 25-26 日

• 장소 : Royal Society I London

• 주최 : Quantum Technology Group, Cambridge-MIT Institute &

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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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 명부상 36 명 (NIST 2, NSA 2, NFL 3, GCHQ, DTI 퉁 미

국， 영국의 정부관계자， MagiQ 2, ARC 2, id Quantique 1, NEC 1,

Toshiba 1 퉁 Vender , Telecordia, AboveNet, Quantum Information

Partners , HP 2, 기타 대학)

• 조직 위 원회 : Clarles Clark, Chair (NIST);

Mattthias Christandl (Cambridge) , Artur Ekert (Cambridge/QTG)

and Sonia Schirmer (Cambridge/QTG)

• 프로그램 위원 : Nicolas Gisin (Geneva), Andy Hammond (MagiQ) ,

Richard Hughes (Los Alamos); Sir Peter Knight (lmperial/NPU;

Mark Heiligman (NSA), Peter Landshoff(CMl); Seth Lloyd (MIT) ,

Peter Smith (GCHQ), Larry Parker (TBC) , Nabil Amer (TBC)

워크숍 회의의 요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워크숍을 가진 것에 의의를 두었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

• 양자 암호기술관련 표준화 워크숍에 미국 정부 관계자가 다수 참여한 바와

같이 일본(한국)도 대웅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일본(한국) 정부기관 관

계자의 참여가 기대된다.

• 기술적인 표준화 뿐안 아니라 어플라케이션， 비즈니스 모델도 범주에 든다.

• 양자 키 배송 시스템의 표준화가 주목적이었지만 물리량의 양자 표준 등도

논의 되었다.

• 안전성 기준， 상호 접속 동의 워킹 그룹(Working Group)과 기존 네트워크，

현재 암호시스템과의 통합부터 비즈니스 모텔까지의 상업적 검토를 위한 워

킹 그룹의 설치가 논의 되었다.

• 각국의 표준화 기관，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참가를 호소하자는 의견이 개진

되었다.

• 앞으로도 NIST 의 Charles Clark 박사를 중심으로 이러한 논의가 지속적으

로 전개되리라고 생각된다.

(2) MagiQ Technologies

“ 양자암호의 배경 및 시장 예측

• 정보 시큐리티 범죄 증가

• 정보 시큐리티에 대처하기 위한 투자액 증가

재



양자암호 수요 예측 (http://www.qipirc.org/documents.php)

비 관적 : 300,000,000 US$ @ 2015년 (3,000 억 )

•

낙관적 : 3,000,000,000 US$ @ 2015년 (3 조원)‘ 양자암호가 목표로 하는 시장의 채택 단계

• Phase 1 : 정부， 군사， 연구 기관 등

• Phase 2 : 대 형 금융 기 관 및 외교 관련 가 관

금융 기관， 항공관제， 경찰， 도박 시설

• Phase 4 : 공공 이용시설 및 지방 자치단체

Phase 5 : 데이터 보관 시설과 같은 상셰 DB 를 이용하는 거대

조직， 비밀 고객 정보 관리 회사， 대형 회계사무소 및 법률 사무소

• Phase 3 중형

•

표준화 전략시장의• 일반적인 발전단계의

• 소비자의

존재할 수 았다.

국제적 시각

표준화 개발

• 투명성， 개방성， 폭 넓은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

• 판매， 구매， 서비스를 보호해야 한다.

• 사회적 이익을 생산하고， 자본， 일을 포함한 선시장의 창출

표준의 상위 계층에• 양자 키는 기존 시큐리티

• 표준화에 대한 권고

•
•

양자암호는 진화 발전시켜 표준화를 촉진해야 한다

교체 비용을 줄여줄 필요가 었다.

• 인식된 위험성을 줄여줄 펼요가 있다.

추진 및 장려 결과

• 측정과 프로토콜에 관한 보고

•

• 양자암호 콘소시움 설립

• 멤 버 : 정 부， 공급자(vender) ， 소비자

• Biometrics.org 를 흡수

• 연구， 개발， 테스트， 평가， 응용

표준 아키텍춰

콜

츠
。

로

계
끼

프

리

자

물

양

•

•

•

합토
。

재

• 고전 시스템과의



• MagiQ 는 양자암호 콘소시움의 후원자(sponsor) 이다.

~ Qcrypto.org

• 공업적인 표준화의 발전은 소비자 투자와 상호 운용성을 촉

진한다.

• 검출기， 광원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연구를 촉진시켜 코스트

절감을 기하는 전략 개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체계 개발，

공급자와 구매자의 경제규모 발전

• 잠재 소비자에 대해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판매자

와 구입자가 직면하는 시장의 장벽을 나출 수 있다.

• 계층상의 네트워크 시큐리티 전략의 일부로서 안전한 양자

비밀 키 배포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양자암호 구매에

대한 비즈니스 사례를 구축한다.

~ Verizon, AT&T, IBM, Toshiba, NEe, id Quantique, Qinetq

가 Qcrypto.org 에 참가하여 관심을 표명

• 임원

• Qcrypto.org 설 립회 의 의 제

• 콘소시움 형성

• 관리구조 형태

• 위원회

• Working Group

i 표준화 구조

• 표준화 구조

• 표준화 발전과정

• 외부 표준화 법인과의 계약

• 시장 개척

• 양자암호의 가치 제안

• 소비자에 대한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 개척

• 정부
• 자금의 우선도 조사

• 정책입안자 입안 (행정부， 의회， 관련 부서)

• MagiQ 의 QPN 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안전성을 제공한다.

계산량적 가정이나 어려움을 없애고 양자역학 볍칙에 기초한 절대적

m

ω



안전성

• 물리법칙에 기초한 안전한 키 배포

• 취약 링크인 사람의 개업을 배제

• 언제라도 침입자를 검출할 수 있다.

• 키 배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확률적으로 안전한 키 배포에 기초하여 (기저) 암호화

• 연속적 카 갱신 (l초 이하)

• 양자 키 및 고전 암호의 조합을 이용한 세기에 안전성의 증가

• 절대적인 End-to-End 네트워크의 안전성 부여

• MagiQ 제품 로드맴

• QPN7505 특정

• 다중 Gigabit Data Frame

• 원격 관랴

• 경고

• 다중화 키

• QPN7505 fieldtest 결과

• 테스트 장소: 방위， OEM, 대규모 전화회사

’ 거 리 : 최 장 100krn

~ Gasket 시스템에서는 160km

~ 24시간 연속으로 1 주일간 실시

• 안전성과 선뢰성

• MagiQ 고유(custom) 성 능

• 양자암호 사스템

’ 단일 방향 시스템

’ Decoy 상태

’ Gasket 형의 격자모양 네트워크

’ 저 코스트

• 장거리

• 소형
• 전문성

, 양자 정보처라

히



선 QKD 알고리즘•
~ QKD 관련 네트워크 연구

단일 광자 검출•
난수 생성’
암호•
도량학

컴퓨터 과학

교육 응용

’,
•

트 l-, 。네트워크 프로토콜 및 구조적

얽 힘 (entanglement) 상태
•

• 양자암호로 고전암호의 약점을 해결한다.

전문가는 큰 수의 소인수 분해에는 지름길(shortcut) 이 없다고 믿

았지만 RSA, 타원 암호는 수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다. 어

느 날 갑자기 혁신적인 방법이 출현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양자 컴퓨터가 소인수 분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

고

•

•
있다.

양자암호는 장기간에

런던의

알려져

걸쳐 안전성이 보증된다.

해킹에

•
배”소설을기초한 전자재산최근에L10yds 은행은•

엄격한기타 금융기관은 전자 보존 정보에 대해

방어를 하여야 한다.

및제하였다. 은행

(3) SECOQC

프로확대익ED2008년 4월까지SECOQC 프로젝트는 2004년 4월부터

것이고는하-
죽

구가반을위한 네트워크통신을비약고장거리，모처으., -, l-젝트이다.

것이다.과학적， 기술설현하논브샤으
"- \.수 E즈생성과비밀공유하는원격노드에서임의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적

배포(QKD) 기술 개선(1) 양자 키

(2)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유저， QKD 공급자)

구축(3) 네트워크 개념

기11개국 41개책임자이고ARC Seibersdorf 연구소가 제작추진

있으며 예산은 1,650 만 유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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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구성

양자 관계

양자광학 요소기술 (COM)

양자 키 배포 (QKD)

•
•

λ1 허;셔
E 디 -,

양자 정보이론 (QIT)

사회

안전성 및 암호 (SEC)

기반 관계

•
•

•

’
네트워크 구조 (NET),
시스템 구축 및 요구 분석 (SYS)

공통 기준에 따른 보증 (CCC)

실제 구현 관계

,

’

양자 backbone (QBB)

양자 접근 네트워크 (QAN)

네트워크 구현 (ND

’

•
’

•

양자관계에서 방법론으로SECOQC 프로젝트에서는 표준화가 필요한 네트워크

백본 (QBB - Quantum Back Bone) 을 제안 구축하고 있다. 이 방식은 mesh 상의

네트워크 각 접합부를 QBB 노드라 하며 QBB 노드는 인접 링크를 갖고 있다. 비밀

은 이웃과 이웃으로 패킷 중계로 전달된다. 각 QBB 노드는 여려 종류의 방식과 연

이러한 방식들은 코히어런트 단일 방향 시스템， 단일 방향 미약 펄스계되어 있다.

등 이다.시스템， 연속 변환 시스템， 얽힘 광자를 이용한 시스템， Plug&Play 시스템

QKB 노

링크를 갖추는 것이다. 노드 모률은 조립 시스템으로 구현되고

중심 부분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구현되고 또 QBB 링크로부터 키를 수집하는 기

중인 것은 5 개의 QKD 기술을 사용하여 5 개의준비오스트라아 빈에서

QKB드와 7 개의

댄갖
으E느

。

(1) 키 관리

(2) 공개 채널 모율

(3) 대칭 키 암호 모율

여ω

모률(4) 네트워크

률모(5) 관리



• Q3P (Quantum Point to Point Protocol) 인터 페 이스

Q3P 언터 페 이스에 는 Q3P-QEEP, Q3P-CP, Q3P-TR 이 있다.

Q3P-QEEP (Quantum key Establishment Encapsulation Protocol)•
양자 키 구축 캡슐화 프로토콜

메시지의

•
있어서의 서로정제에양자 키캡슐화는

다른 단계의 접속에 펼요하다.

크리。QBB•

오래됨• 기저의

• 에러 검출 및 정정

~7J
τ5"" 。• 비익성

고전채널

모률에키 관리

관해서 (통상/인증/암호화)

로 제공된다.

~ QBB 링크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QBB 노드의

서 생성된 키를 push 한다.

Q3P 엔진은 QBB 링크에•

:A~ :A:l
。 。되었거냐， 에러

Q3P-CP (Configuration Protocol)

설정한다. (오래링크 파라미터를

및 비익성 증 강 파라미터)

QBB•

~ QBB 렁크 하드웨어를 설정한다.

통신 설정을 수행한다.

암호화 파라미터 (인증 알고리즘， 인증 모드)

키 데이터베이스 파라미터를 설정 (키 단위 길이)

•,

’
Q3P-TR (Transmission Protocol)

다른 노드에 송수신

• QBB 링크에 연결된 Alice 7} Bob 에게 전송， 또는 그 반대

• 망 관리자가 키 관리자에게 (비밀 네트워크)

무조건 안전한 암호와 인증을 이용

• SECOQC Q3P 표준화

•

,

CEN Workshop 합의

기초한 새CEN (Commite Europeen de Normalisation) 의 지도에•
로운 approach

표준화 문서 (CWA) 작성분과회 (Working Group) 에서작업•
작성된 문서는 CEN 에 의해 출간 및 관리•
관심 있는 모든 단체가 참조할 수 있도록 개방

자발성을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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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일정)

• CW 바즈니스 플랜 작성 : 2006년 6월

• Workshop 개 최 : 2006년 8월

• 표준화에 관한 기타 인터페이스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양자 링크 중의 Alice/Bob 의 Component,
• 하드웨어로 획득된 것과 프로토콜 처리로 얻어지는 것

응용 인터페이스

~ QKD 구조와 응용

~ IPv6

•

•

있어서의 고객의 산뢰를 얻기 위해

수 았는 안전성 레벨을 정의한다.

(4) NEC

표준화는

• 양자암호에

설용상 가대할

상호 접속성을 보증한다.

다양한 응용을 제안하고 종래의 네트워크에 안전성을 부가한다.

• 양자암호 연구를 가속화 한다.

공통의 정의， 공통의 겸사 환경을 부여한다.

• 응용에 관한 공통 플랫폼을 제공한다.

•

•
•

•

표준화 내용은

‘ 안전성
측정 (최종 키에 대한 도청자의 정보량)

가정 (프로토콜， 모델， ..J
•
•

• 장치

사양 (성능， 환경， 선뢰성， ..J

교정

•
•

• 네트워크

감시 (모니터) , 경로 제어， ...•

%

상호 접속성

.응용

•



• 키 관리

• 기존 네트워크와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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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등급양자암호기술의 원자력 발전소

저요
， e그통신망에의

J다
c::>4저|

현재의 기술적 수준에서 보면 양자암호 통신의 데이터 전송율(양자 암호카 전송

율) 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등급 동선망에 요구되는 데이터 전송율[62][63]에 미치

때문에 경제적인 비용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당장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수준에서 국내의 경우 한국 전기연구원에서

지 못하기

였다. 실험실 단일 광자의 위상변조를

수행하였다연구를이용하여 lOkm 길이의 광섬유에 대해 양자암호 키를

[50]. 그 결과에 의 하면 전송 에 러 율 1.5% , 전송 속도 6.4Kbps 의

느
」

하
i

송전

비교적 빠른 특

였다. 상용 제품인 MagiQ

암호키 전송율을

양자 암호장치의 경우 전송

구현하고

의

방식에 의한

성을 갖는 양자 암호화 키 배송(분배) 시스템을

최 대 전송거리 120km에서

idQuantigue 사는 특허 취득한 Plug&Play

갖는다[64].100bps-rj 0 '-一
/δ Tττ사의

거 리 25km에서 1.5Kbps 이상의 암호 키 전송 율을 발표하고 였다[65]. 원자력 발전

소의 안전 등급 통선망의 통신선로 길이를 lkm 이내로 한정할 경우[62]， 한국 전기

살험 결과를 lkm 이내의 광섬유에 대한 양자 키 전송으로 가정할 경우

전송 손실이 10 배 개선 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

속도는 64Kbps 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MagiQ 사 제품은 광섬유

연구원의

광섬유의

약 100 배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하면 lOKbps 의 전송율 특성을 갖는다. 산업용 필

의 RS-485 인터페이스의 데이터 전송율이 31.25 Kbps

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원자력 발전소 보호계통의 플랜트 센서

(옹도， 압력， 레벨) 와 PROFIBUS-PA 간에는 설험실 수준에서논 양자암호 통신 시

스템의 적용이 가능하라라고 본다. 그라나 원자력 발전소 안전 등급 통신망의

을 이루는 PROFIBUS-FMS 프로토콜에서는 데이터 전송율이 12Mbps 를 상회하므

전송 손실이

근간

PROFIBUS • PA

경제적인

드버스인

이므로

로 적용은 불가능하다[64].

양자 암호 통신시스템의 구성 요소별로 분석하면 고속 단일 광자 발생기술， 전송

매체인 광섬유， 단일 광자 검출기술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얼반 광통신에서 기간망

테라 비트(Tbps) 선송이 시야에 들어오고 았다. 얼반 광통신용 레이저 광원의
0
}L

시대가 곧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산술적인

고속 변조 특성을 갖는 레이저 다이오드 출력을 광

광의

변조 주파수 특성 이 160Gbps 의

비 교는 곤란하지만 160Gbps 의

출력을 107 크가로 낮추변 미약 코히어런트

소
「

고

단일 광자가 되감쇄기들 통하여

전송율 (현재 100Mbps ethemet 통신) 을

상용기술을 적용하여도 loll
E죠원자력현재의

w

발전소 안전 등급 통신망의

단일 광자 발생기술은

므로 원자력

충족한다.따라서



전소 안전등급 통선망의 전송요건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광섬유는 제조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광통신 파장대인 1550nm에서 이론적인 전송손실 한계치인 0.2dB/km

에 접근하였다. 더 이상의 전송손실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광통선 파장대인

1550nm 파장 대에서 전송손실이 0.2dB/km 인 광섬유 구간이 100km 라고 가정하자.

lOOkm 구간 전체의 광섬유 전송 손실은 20dB 이다. 단일 광자 송선부에서 100 개의

광자(정보)를 보내면 100km 전송 거리의 광섬유를 통하여 단일 광자 검출 수신부에

는 1 개가 도착된다는 의미이다. 나머지 99 개는 광섬유 전송손실에 의해 광자가

사라진다. 원자력 발전소 안전 등급 통신망의 전송거리를 lkm 로 제한하면 0.2dB/km

전송손실을 갖는 광섬유에 의한 영향은 거의 무시할 수 있다. 즉， 100 개의 광자를

보내면 95 개 이상이 수신부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양자 암호 통신기술의 양자

암호 키 전송 율을 결정짓는 요인은 단일 광자 검출가의 성능이다. 단일 광자는 광

통신에 사용되는 레이저 출력(- 수 mW)을 107
크기 °1상으로 감쇄시키기 때문에 단

일 광자 검출(수신)부에 도달하는 광자의 세기(- 수 nW)는 매우 미약하다. 이와 같

은 미약 광을 검출하는 소자로는 고감도 소자인 APD(Avalanche PhotoDiode) 가

사용된다. APD 소자 자체의 감도로도 단일 광자 검출이 어렵기 때문에 측정 감도

를 높이기 위해 가이거 모드로 측정된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APD 소자에는 양자

검출용의 가이 거 모드가 별도의 사양(specification) 으로 표시 되고 있다[66]. APD

소자의 가이거 모드에서 측정 가능한 단일 광자 검출 율은 수십 k[lz 이내이다. 따라

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양자암호 통신시스템의 양자 키 전송율도 수신기의 검출

성능에 의해 제한된다. 가이거 모드에서 동작하는 APD 소자의 낮은 응답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초전도 나노 와이어 특성을 이용하는 SSPD(Superconducting Single

Photon Detector) 소자를 이용할 경우 고속 응답특성 (설험질 수준에서 2뻐 달성)

을 기대할 수 았으나 동작온도가 4.2°K 로 초저온 환경이므로 실용적인 측면에서

개선해야할 여지가 크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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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그킹 료르= L-

본 보고서에서는 양자암호 통신시스템의 안전성을 이론 및 실제 구현예로부터 조사

하였다. 양자암호연구가 성행하였던 시기는 1990년대 후반이었다. 이 때 양자 암호

분야의 주된 목적은 안전성의 이론적 연구 및 실험실 레벨에서의 실증실험이었다.

양자암호장치의 안전성이 증가하였고 다수의 펼드 실험보고가 있었다. 2006년에 이

르러 양자암호시스템의 표준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표준화 활동의 실태는 표준화 활동이라기 보다는 양자암호제품의 실현을 향한 워크

삽이라는 색채가 강하다.3 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미 MagiQ Technologies, id

Quantique, SmartQuantum 사 등이 양자암호제품을 시판하고 있지만 널리 이용되

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라한 이유로 표준화 활동도 어느 정도 수요

가 았는 제품에 대해서 표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초 연구 단계에 머물

러 있는 제품의 수요를 어떻게 하면 끌어 올릴 수 있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편 1장에서 기술한 대로 양자암호와 종래암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조건 안전

성” 의 달성이다. 현재는 설험설 레벨에서 가능하다. 실제 구현예로서는 전령 부착

단일 광자 원을 이용한 것과 Decoy 방식에 의한 구현 예가 있다. 이것은 주로

2006년 이후의 흐름이고 그 이전의 구현 보고에서는 아래의 2 종류의 가정을 전제

하고 안전성 요건을 완화한 바탕에서 안전성 평가를 행하였다.

• 평균 광자 수 μ= 0.1 의 코히어런트 광을 단일 광자로 간주한다 .

• 개별 공격을 가정한다.

상기 3 사의 제품에 관해서는 안전성 파리미터(바트 에라 율 E, 복수 광자 생성율

P'n/,zti ) 가 비공개되고 았가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무조건 안전성이 달성되

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상황증거가 있다. 지금 부터는 가정을 전제한 안전성으로

부터 가정이 전체되지 않는 염밀한 의미에서의 무조건 안전성으로 이행되고 있다.

금후의 양자암호 연구에서는 무조건 안전성이 최저 조건이 되고 그러한 흐름은 시

판 제품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표준화활동에서도 그러한 흐

름의 영향이 강력히 수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단 무조건 안전성에의 이행은 단지

시작일 뿐이고 열마나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의 여부가 앞으

로의 중요한 연구과제가 된다. 이러한 방향성의 하나로 새로운 프로토콜들이 제안

되고 았다. 예를 들면 Decoy 방식은 종래의 BB84 프로토콜에 비해 저렴한 l::l]용으

로 무조건 안전성을 설현하는 것에 성공하고 있다. 이외에 DPSQKD 방식을 포함한

많은 유망한 방식들이 제안되고 았으며 최적 방식을 결정하는 데는 아무리 적게 어

%



림잡아도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종래의 암호연구 역사와 마찬가지로 새

로운 방식 제안과 개선을 되풀이해서 반복하는 시대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표

준화를 통해 방식을 고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

지 수행되어온 것과 같이 이론과 설혐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다. 그와 같은 양자암호장치의 경제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결과적으로 고객 개척과

결부되라라고 생각된다. 또한 양자암호기술은 무조건 안전성(절대적 보안성)을 제

공하기 때문에 유바쿼터스 환경에서의 차세대 원전 통신망의 완벽한 보안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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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용어 해설

원타임 패드 (one time pad)

OTP (one time pad) 는 난수 키를 1회만 사용하는 암호 운용법이다. 정보이론

고안자인 Claude Shannon 이 해독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하였다.

큐비트 (qubit)

양자 정보이론에서는 일반정보이론의 비트와 유사한 개념으로 큐비트(qubit

quantum bit) 를 고안하였다. 큐비트는 2 준위의 양자 계를 지칭하며 전자의 스

핀 또는 광자의 편광에 해당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2 상태의 기저를 la> , 11 )

로 정의하면 이를 이용하여 일반정보이론의 1 비트 정보를 전송 및 보존할 수가

았다. 양자 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중첩(겹침， superposition)

1ψ) = ala> 十 예I) ， • ex ，βε c; la\2+1βj2 = 1

이 존재한다. ψ 는 2 성분의 벡터로 표현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아래와 같다.

관측

며

이
=\

、/ψ

양자상태와 고전적인 상태의 최대 차이는 관측을 수행할 때에 나타난다. 양자론

의 가정에 의하면 관측은 일반적으로 엘미트 연산자(hermitian operator)로 표현

된다. 관측량은 항상 그 고유 값이 된다. 계가 상태 !ψ 〉 에 았을 때에 고유상태

lφ 〉 가 관측될 확률 (즉， φ 〉 의 고유 값이 관측 값으로써 얻어질 확률) 건 는

건)= 1< ¢Iψ> 12

으로 주어진다. 큐비트를 2 준위계로만 한정하여 생각한다. 엘미트 연산자를

A= (~~)101'

생각하면 ， A 의 고유상태는

1 I 1 \
|ψ+ >= ~，- I ,'", I

± ν 2" \±IJ ’

이고， 그 고유 값은 ±1 이다. 따라서 연산자 A 에 상당하는 관측에서 얻어지는

관측 량은 ±1 이 된다. 고유상태가 아닌 일반적인 |ψ 〉 를 관측하는 경우에도

±1 중의 한 값이 반드시 얻어진다. 그 확률 P± 는 상태의 내적의 자승으로 얻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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뀐 = 1<뼈± >1
2

= 융士 ffi(때)

또， 관측후의 상태는 관측량에 대응한 상태 IlJi± >로 천이한다. 상태 10> , 11 >를

10> = (~) , 11> = (~)

으로 하면 10' >= 111\ > , 11' >= Iψ > 이 된다.

Hadamard Transfonn

양자 비트에 대한 기본 조작의 하나로 다음의 unitary 연산자에 의해 주어진다.

H= 1~ (~ 1.1
/2 \I-I}

After pulse

APD 의 경우 아발란치 (avalanche) 증폭이 일어날 때에 소자에 잔류되어 있는

캐리어가 야기하는 부정기적인 펄스로 APD 오동작의 하나이다.

위상 반전 에 러 (phase flip error)

양자 비트에 생성되는 에러의 하나로 다음의 unitary 연산자에 의해 주어진다.

= (;~1)0-1

얽 힘 상태 (entangle state)

2 개 이상의 입자의 양자상태가 특정 조합으로 상관을 갖는 양자상태， EPR 쌍

(pair) 의 2 입자 상태가 한 예이다.

광의 위상

광의 상태를 나타내는 불리량의 하나이다. 광자 레벨에서는 양자화 되어 야산적

인 (discrete) 상태만 갖는다.

얽 힘 순수화 (entanglement purification)

잡음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높은 확률로 Bell 상태를 공유하기 위한 기술

얽 힘 교환( entanglement swapping)

복수의 얽힘상태에서 양자 상관을 교환하기 위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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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 거 모드(Geiger mode)

APD 의 바이어스 전압을 항복전압 (breakdown voltage, VBR) 이상으로 설정하

여 불안정한 상태를 조성한다. 몇 개의 에너지가 주업되면 그를 계기로 단번에

항복 상태가 발생한다. Breakdown 은 APD 접합간 전압이 VBR 이 될 때 까지

강하한다. 이와 동시에 펄스 전류가 발생하며， 이 펄스 전류는 avalanche 증폭된

큰 펼스전류이다.

코히어런트 광

레이저에서 방사되는 광의 상태로 파장， 위상을 갖가 때문에 간섭특성이 높다.

선드롬(syndrome)

수신어에 패리티 검사 행열을 적용할 경우에 획득되는 벡터

암 전류계수 (dark count)

광자 검출기에 있어서 업사광이 없는 상태에서 출력선호가 발생하는 빈도

단일 광자 원

1 펄스에 1 개의 광자만 방출하는 광원으로 양자 암호에 있어서 이상적인 광원

이다.

데드 타임 (dead time)

광자의 입사로 부터 quenching 을 거쳐 다음 광자의 업사까지 다소 시간이 펼요

하다. 이 시간을 데드 타임이라 한다. 광자를 검출하면 APD 의 pn 접합 전압이

항복전압VBR 이하로 일거에 강하한다. 그리고 APD 의 접합전합이 원래의 바이

어스 전압으로 복구될 때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접합전압이 상승할때까지의

과도 상태에서는 광자가 입사되어도 검출이 불가능하다.

비 트 반전 에 랴 (bit flip error)

양자 비트에 발생하는 에러의 하나로 다음의 unitary 연산자에 의해 주어진다.

X= (~~)

패 러 데 이 미 랴 (Faraday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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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광의 편광면을 일정 각도만큼 회전시켜 반사한다. 자장에 의해 편광면이 회

전하는 Faraday 효과를 이용한다.

불확정성 원리

하이젠베르그(Heisenberg) 의 불확정성 원라로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물리량이 존재한다.

비 익성 증강처리 (Privacy amplification)

양자 암호에 있어서 양자 간에 키 공유를 행할 때에 약간의 정보가 도청자에게

누설된다고 가정한다. 양자가 공유하는 데이터로부터 도청자에게 정보가 완전히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유 데이터 정제 처리

벨 상태 (Bell States)

양자상관의 2 업자 상태를 열걷는다.

양자 상태

양자 역학에 의해 기술되는 상태

편광

광의 상태를 나타내는 물라량의 하나로 광자 레벨에서는 양자화되어 이산상태로

만 존재한다.

양자에 러 정 정부호 (quantum error correction code)

양자 통신로 상에서 발생된 양자비트에러를 정정하기 위한 기술

양자 비 파괴 측정 (QND measurement ~ quantum non demolition measurement)

양자 상태에 있어서 부호화의 자유도를 손상시키지 않는 측정

양자 중계 가 (quantum repeater)

장거리에 걸쳐 얽힘 상태를 공유하기 위한 기술 양자 통신로를 짧은 구간으로

분할하고 얽힘 교환(entanglement swapping) 에 의해 각 구간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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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pair (EPR 효과)

Einstein, Podolsky 및 Rosen 에 의 해 제안된 것으로 양자상관을 갖는 특수한 2

업자 상태. 얽힘 상태의 하나이다. 또는 2 업자에 의한 양자상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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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들어 필드 시험 보고， 통신기기 시제품 판매 등 양자암호 통신시 λ템의 실용화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았다. 양자 암호는 물리학의 기초법칙에 기초하여 안전성이 보증되

기 때문에 무조건(절대적)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체적인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는

장치의 불완전에 의해 안전성이 저하할 가능성이 지적된다. 또한， 종래의 양자암호 효

로토콜 성능한계를 능가하기 위해서 제안된 새로운 표로토콜 중에는 이론적으로 기대되

는 정도의 안전성이 실현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론적인 해석에만 국한

하지 않고 실험결과， 실제 적용 예에 기초하여 안전성을 조사 분석하는 것이 앞으로 양

자암호 통신의 보급 및 추진을 위해서는 중요하다. 본 보고서는 일본 정보기구가 2007년

도에 발행한 “양자 암호 통신 시 A템에 관한 세계적 동향보고서” 를 토대로 작성하였으

며 양자암호통신 시 A템의 안전성 이론들과 실제 예 등을 조사하였다" 2006년에 이곤러

미국， 영국에서 양자암호 통신시 A 템의 표준화 움직임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

요를 기술하였다. 이러한 분석 조사결과를 토대로 양자암호 통신시 A템을 원자력 발전소

안전 등급 통신망에 적용할 경우에 도움이 되는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양자암호 통신 시 λ템에 관한 국내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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