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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양자 키 분배는 안정한 통신을 위해 고안된 암호 체계이다. 양자 키 분배의 후처리 과정 중 정보 보정은 두 적법한 사용자

간의 연관 관계가 있는 정보를 일치시키는 과정이다. 고전 오류 정정 과정과 비슷하며 이 과정을 위해 추가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도청자에게 일정량의 정보가 노출된다. 따라서 정보 보정 프로토콜에서 노출된정보량은 프로토콜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Winnow 프로토콜과 LDPC 부호를 이용한 프로토콜을 노출된 정보량과 평균 통신 횟수

측면에서 비교한다. 그 결과로 Winnow 프로토콜에 비해 LDPC 부호를 이용한 프로토콜이 현재 양자 키 분배 시스템에서

더 좋은 기술이될 수 있음을 보인다. 또한 LDPC 부호를 이용한프로토콜이 가지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1. 서론

양자 키 분배(Qunatum Key Distribution; QKD)는 안전한 통신

을 위한 암호체계로써 1984년 C. H. Bennet과 G. Brassard가 제안하

였다[1]. 기존 대부분의 암호체계가 수학적 복잡성에 기반하는 것과는

달리, 양자 암호는자연현상인양자역학적원리에의해보안이유지되

며 암호에 사용되는 원타임 패드(One-Time Pad; OTP)를 생성하는

이상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중간에 도청자가 도청을 시도할 경우 그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완벽한 보안성을 얻을 수 있다.

정보 보정(information reconciliation)은 양자 키 분배(Qunatum

Key Distribution; QKD) 후처리 과정(post-processing)의 한 과정이

으로써, 양자 키 분배 과정에서, 채널의오류, 수신 기기의불완전성등

에의해수신자가받은 정보는송신자가보낸 정보와 완벽히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정보를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과정이다. 즉 수신자

정보의 오류를 정정하는 고전 오류 정정 과정과 유사하다. 다만 고전

오류 정정과 다르게 미리 오류 정정을 위한 정보를 인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보내고 이를 이용하여

오류정정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도청자에게 일정량의 정보가 누출

되는 문제가 있다.

정보 보정 프로토콜의 대표적인 예는 1994년 G. Brassard와 L.

Salvail이 제안한 Casacade 프로토콜이다[2]. 이 프로토콜은뛰어난 성

능을 보임으로써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으로 여겨진다. 그

러나 성능은 뛰어나지만 통신 횟수가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어 실제

양자 키 분배 시스템에서 큰 부담이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된

프로토콜이 해밍 부호를 활용한 Winnow 프토토콜이다[3]. 이후 고전

오류 정정 부호 중 Shannon 한계에 근접했다고 알려진 LDPC 부호를

이용한 프로토콜이 제안되었다[4].

본 논문에서는 LDPC 부호를 이용한 암호키 정보 보정 프로토콜

이 기존의 프로토콜들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노출 정보량과

통신 횟수 측면에서 비교하여 분석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Winnow 프로토콜과 LDPC 부호를 이용한 프로토콜을 상세히

기술한다. 둘째 이 두 프로토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LDPC 부호를 이용한 프로토콜의 장점을 보인다. 셋째 LDPC 부호를

이용한프로토콜의단점으로인한 문제점을 개선할수 있는향후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2. 본론

2.1 Winnow

Winnow 프로토콜은 Cacade 프로토콜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Cascade 프로토콜은 이진 검색(binary search) 알고리즘

을이용하여패리티정보를주고받으면서오류정정을수행한다. 훌륭

한 성능을 보이지만수신자와송신자사이의 통신횟수가많이 필요한

단점이있다. 많은 통신횟수는 실제양자 키분배시스템에서큰부담

이 될 수있다. Winnow 프로토콜은널리알려진선형부호인 해밍부

호를이용한다. 이를 위해 Cascade 프로토콜처럼 전체정보를블록 단

위로 나누지만 패리티 정보가아닌 해밍 부호의 신드롬(syndrome) 정

보를주고받아서오류를정정한다. 이로 인해통신횟수가대폭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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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속도는더 빠르지만 양자채널의 오류율이 커질수록 노출정보량이

Cascade보다 더 많아지는 단점이 있다.

2.2 LDPC 부호를 이용한 정보 보정

LDPC 부호를 이용한 프로토콜의 가장 큰 장점은 송신자가 수신

자에게 한 번의 추가 정보 전송만으로 오류 정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 전송되는 추가 정보는 패리티 검사 행렬을 통해 생성한

신드롬 정보이며 이정보의 양이노출된정보량이된다. LDPC 부호를

이용한 프로토콜의 단점은 다른 프로토콜과 다르게 실패할 확률이 있

다는점이다. Winnow나 Casacde 프로토콜의경우정보를지속적으로

주고받으며 오류가 다 정정될 때까지 수행한다. 그러나 LDPC를 이용

한 프로토콜의 경우 추가 정보를 한번만 전송하고 이후 성공, 실패가

결정된다.

3. 시뮬레이션

본장에서는앞에서 서술한 두가지 정보보정 프로토콜의 성능을

비교한다. 이진 대칭 채널(BSC)로 모델링된 양자 채널의 오류율

(crossover probability)이 0.01 ~ 0.11 일 때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LDPC 부호의 경우 부호율이 0.85 ~ 0.50까지 총 8개의 부호가 사용되

었으며각프로토콜의통신횟수와정보보정효율을비교하였다. 정보

보정 효율은 ‘정보 보정에 사용된 실제 정보량 / 정보 보정에 필요한

최소 정보량’으로 정의된다.

그림 1은 두 프로토콜의 정보 보정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Winnow 프로토콜의 개발 목적이 통신 횟수의 감소이니만큼 효율 측

면에서는 오히려 좋지 못한 성능을 보여준다.

표 1은 Winnow 프로토콜의 평균 통신 횟수를 보여준다. 채널의

오류율이 증가할수록 송수신자 간의 평균 통신 횟수가 증가함을 확인

할 수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LDPC를 이용한 프로토콜의 경우채널의

오류율에 관계없이 항상 통신 횟수가 1번으로 유지된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Casacade 프로토콜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된 Winnow 프

로토콜이통신 횟수를 많이줄였지만한 번의통신만으로오류 정정이

가능한 LDPC를 이용한프로토콜이실제양자키분배시스템에더 잘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정보 보정 프로토콜의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

요한 요인인 노출 정보량도 LDPC를 이용한 프로토콜이 훨씬 적음을

알 수 있다.

LDPC를 이용한 프로토콜의문제점은 정보 보정이실패할확률을

줄여야 한다는 점이다. 실패는 오류를 정정하기에필요한 정보량이부

족하여 생기는 문제이므로 주고받는 정보량을 더 늘려 줌으로써 해결

할 수 있다. 향후에 노출된 정보량을 증가시켜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실패 확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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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보 보정 효율

채널의 오류율 평균 통신 횟수

0.01 3.9698

0.02 4.3978

0.03 5.2810

0.04 5.9248

0.05 6.1756

0.06 6.5350

0.07 7.1954

0.08 7.8044

0.09 8.0972

0.10 8.4142

0.11 8.9890

표 1 Winnow 프로토콜의 평균 통신 횟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