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위원 : 이준구 (KAIST)양자정보시스템

요 약 

절대 보안성을 제공하는 양자 키 분배 (quantum key 

distribution, QKD)는 양자 역학을 이용한 정보통신 응용 중 

가장 현실적으로 유망한 분야이다. BB84는 가장 널리 알려진 

양자 암호키 분배 프로토콜로써, 4개의 양자 상태를 사용한다. 

그 이후, 6개의 양자 상태를 사용하는 six-state 프로토콜이 제

안되었으며, 이는 기 제안된 BB84프로토콜 대비 더 높은 보안

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QKD의 암호키 전송률 

및 보안성 증가를 위해 이중 큐빗 QKD 프로토콜이 제안되었

다. 이중 큐빗은 하나의 광자에 편광, 위상, 그리고 주파수 등

의 서로 다른 두 개의 변조를 하는 것이다. 이중 큐빗 QKD 프

로토콜은 16개의 양자 상태를 사용하며, 심볼 오류율 (Symbol 

Error Rate, SER)관점에서 앞서 언급한 두 개의 프로토콜 보

다 더 높은 보안성을 보장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앞서 언급한 총 3종류의 QKD 프로토콜의 보안성

을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양자 상태 증가에 따른 QKD보안성

을 성능을 살펴본다.

Ⅰ. 서 론 

통신 네트워크의 발전은 수많은 분야의 산업의 정보화를 이끌

었고, 이는 급속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

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 또한 수없이 많이 존재하였고, 이를 막기 위한 보안 기술 

또한 함께 발전하였다. 하지만, 현재 보안 기술은 더 정교한 도

청 및 해킹 기술에 취약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을 다시 

개발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양자 키 분배(QKD) 기술이 차세대 보안 기술로 각광

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QKD는 광자 (photon)의 양자역학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절대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키 분배 기술이다. 지난 수십 년간 이론

적인 정립에 머물던 QKD 분야는, 최근 QKD 시스템 필드 테스

트가 [1][2] 성공적으로 시연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QKD프로토콜은 1984년, Bennett

과 Brassard에 의해 고안된 BB84 [3] 이다. 이 프로토콜은 

, 그리고  

로 표현되는 4가지 상태를 이용하여 QKD를 수행한다. 이 때, 

위 4가지 상태는 두 개의 기저 (basis)로 구분되는데, ( , )

가 이루는 하나의 기저를 Z기저라 하며 ( )가 이루는 다

른 하나를 X기저라 한다. BB84프로토콜의 개요는 다음과 같

다. 우선, Alice는 앞서 언급한 4개의 양자 상태 중 하나를 갖는 

단일 광자들을 양자 채널을 통해 Bob에게 전송한다. Bob은 전

송 받은 단일 광자를 두 개의 기저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측정한다. 모든 단일 광자 전송 후, Alice와 Bob은 본인이 선택

한 기저에 대한 정보를 인가된 공개 채널로 주고 받는다. 그 뒤, 

Alice와 Bob은 채치기 (sifting)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우연히 

같은 기저를 선택한 큐빗들만 유효 키 (sifted key)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과정이다. Sifting까지 끝나면, sifted key의 

일부를 이용하여 오류율을 측정하여 Eve에게 노출되었을 수 있

는 정보량을 파악한다. 이 정보량이 충분히 작다고 판단되면, 

오류 정정 및 비밀성 증폭을 [4] 통해 최종 비밀 암호키 (secret 

key)를 생성한다. 

BB84프로토콜 이후, 보안성이 더욱 강화된 six-state QKD 

프로토콜이 제안되었다 [5]. 이는 BB84에 와 

의 상태로 구성된 Y 기저를 추가하여 총 3개

의 기저 (6개의 상태)로 QKD를 수행하는 프로토콜이다. 이는 

sifting과정에서 1/3의 유효키만 걸러지게 되어 BB84보다 key 

rate는 줄어들지만, Eve의 여러 공격 형태에 대하여 보안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하나의 광자에 편광, 위상, 주파수 등의 서로 다른 

두 개의 변조를 하여, 광자 하나가 두 개의 bit 정보를 갖게 되

는 이중 큐빗 QKD프로토콜이 제안되고 실험되었다. [6] 이 프

로토콜은 각각 4개의 양자 상태로 구성된 4개의 기저를 가지

며, 총 16개의 양자 상태를 갖게 된다. 이 경우, sifting과정에

고해신, 임경천, 김기웅, 서창호, 이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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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Alice와 Bob이 동일한 기저를 선택할 확률은 1/4로 줄어들

지만 (BB84의 경우 1/2), 하나의 광자가 두 개의 큐빗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BB84와 동일한 key rate을 유지하게 

된다. 한편, 보안성은 앞서 언급한 두 개의 프로토콜 보다 훨씬 

더 높아, 유용한 QKD 방식으로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중 큐빗 프로토콜이 절대 보안을 보장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이론적 오류 허용치가 정립되지 않았다. 절대 보안을 위한 최대 

오류 허용치를 보이는 것은 해당 프로토콜의 시스템화에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고, 차후 연구 방향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단일 광자 공격인 incoherent 공격에 있어서, 

양자 메모리와 근사양자 복사 장치를 이용해서 가능한 최대의 

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 형태에 대한 보안성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BB84

와 six-state의 근사 양자 복사 장치를 이용한 공격에 대한 보

안성 증명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중 큐빗 프로토콜

의 절대 보안성을 위한 오류 허용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II절 에서는 근사 양자 

복사 장치를 이용한 incoherent 공격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

고, 제 III절에서 이에 대한 BB84와 six-state의 절대 보안을 

위한 오류 허용치를 간략히 정리한다. 제 IV절에서는 이중 큐빗 

QKD프로토콜을 자세히 소개하고, 제 V절에서 보안성을 유지

를 위한 오류 허용치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VI절에서 본고의 

결론을 서술한다.

Ⅱ. Eve의 incoherent 공격 모델

No-cloning 이론에 의하여 광자 상태의 완전한 복제는 불가

능하다[7]. 따라서 Eve는 Alice가 전송하는 광자들을 자신이 가

지고 있는 근사 양자 복사 장치와 반응시킨 뒤 측정하여, Alice

가 전송한 광자가 가진 정보를 유추하게 된다. 이 공격에서 Eve

의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양자 복사 장치와 양자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5][8][9]. 이러한 시스템과Alice가 보낸 광자의 반

응은 아래와 같은 큐빗 상태의 등단위 (unitary) 연산으로 표현

된다. 

                  (1)

이때, 는 Alice가 보낸 큐빗의 상태이고 는 Eve의 시스

템이 가지는 초기 상태, 그리고 는 Alice가 보낸광자가 Eve

의 시스템과 반응한 이후 상태이며, 그 때 Eve의 시스템 상태는 

이다. Eve의 시스템과 반응한 Alice의 큐빗은 일정 확률로 

상태가 틀어지게 되는데, 이는 Bob에게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

으로 작용한다. Alice와 Bob은 자신들이 공유한 key의 오류율

을 측정함으로써 Eve에게 노출되었을 수 있는 정보량을 계산

하게 된다. 한편, 이 공격에서 Eve는 Alice이 보내는 하나의 큐

빗과 자신의 두 개의 큐빗을 반응시켜 얻은 자신의 시스템 상태 

를 양자 메모리에 저장해두었다가, Alice와 Bob이 일반 채

널로 공유하는 각각의 기저 정보를 기반으로 양자 메모리에 저

장된 큐빗을 측정하여 Alice의 정보를 추정한다.

위와 같은 incoherent 공격에서 Eve는 Alice와 Bob이 공유

한 정보를 많이 가져오는 동시에, 자신의 존재를 노출하지 않아

야 한다. 따라서 Eve는 어떠한 기저를 선택하더라도 자신의 시

스템과의 반응으로 인해 Alice의 큐빗이 틀어지는 확률이 동일

하도록 시스템을 디자인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저별로 오

류율이 다른 것을 보고 Alice와 Bob이 Eve의 존재를 알 수 있

기 때문이다. 

Ⅲ. Incoherent 공격에 대한 기존  

프로토콜 보안성 분석

QKD 가 절대 보안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10] 

 혹은                       (2)

이 때, 와 는 각각 Alice와 Bob 사이의 상호 정보량

과 Bob과 Eve사이의 상호 정보량을 의미한다. (1)로써 표현되

는 Eve 시스템과의 반응 과정은, Eve가 양자 메모리에 자신

의 상태를 저장한 뒤에 적절한 기저를 선택하여 측정할 수 있

다는 점, 모든 기저에 대해서 같은 오류율을 만들어야 하는 점, 

Alice가 보내는 큐빗은 모든 상태는 동일한 확률로 가진다는 

점, Schmidt decomposition과 등단위 연산의 성질 등을 이

용하여 와 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산술 기

그림 1. Eve의 공격 모델 시스템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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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평균 부등식과 Jensen의 부등식, 그리고 함수의 형태에 따

른 convexity, concavity 성질을 이용하게 된다. BB84의 경우, 

와 는 위의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8].

                 (3)

                      (4)

위 식에서 D는 Bob이 수신한 큐빗이 Eve의 공격에 의해 상태

가 틀어지는 확률의 평균으로, 큐빗의 양자 오류 확률 (QBER)

로 이해할 수 있으며, 는  

로 정의된다. 또한 식 (3)에 표현된 는 

Eve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의 정보량이다. 이 때, (2)를 만족하

는 D는 다음과 같다. 

즉, 0.147보다 작은 오류 확률을 가질 경우에 근사 양자 복

사 장치를 이용한 incoherent 공격에 대한 절대 보안을 보장할 

수 있다. Six-state 프로토콜의 경우에도 위의 과정 이용하여 

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5]. 

           (5)

    (6)

위의 식에서 로 정의되며, Eve가 큐빗 

상태를 정확하게 추측할 확률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F는 

Alice가 보낸 광자의 상태가 틀어지지 않고 Bob에게 전달될 확

률이며, 을 만족한다. 또한, 는 Alice가 보낸 광

자의 상태가 틀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Eve가 큐빗 상태를 정확

히 추측할 확률이다. 식 (5)와 (6)을 비교 계산하여 식 (2)를 만

족하는 D를 구하면, D=1/6로 구할 수 있다. 즉, 1/6보다 작은 

오류 확률을 가질 경우, six-state 프로토콜이 위 공격에 대해 

절대 안전한 통신을 할 수 있다. 

BB84에서 0.147이었던 Eve 공격으로 인한 오류 허용치가, 

six-state에서는 1/6로 증가하였다. 이는 six-state가 2개의 

추가 상태를 도입하여, Eve에게 더 많은 불확실성을 주었기 때

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Ⅳ. 이중 큐빗 QKD 보안성 분석

1. 이중 큐빗 QKD 

이중 큐빗 QKD 시스템에서 광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코딩 

방식으로 변조되어 두 비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11] 단일 

광자에 가해지는 각 코딩의 특징은 BB84 와 같다. BB84에서 

Alice는 단일 광자를 Z와 X 기저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해당 기

저에 속하는 임의의 상태로 광자를 변조시킨다. 따라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코딩으로 변조된 단일 광자의 양자 상태는 다음과 같

이 표현될 수 있다.

               (7)

는 번째 큐빗을 나타내는 변조된 광자 상태를 의미하

며, 이 때 와 은 기저와 해당 기저의 양자 

상태를 가리킨다. <표 1>은 Z와 X기저에 속하는 각 상태에 대

한 표현과 관계식이다. 

표 1. 이중 큐빗 양자 상태 표현

코딩 방식 

기저	Z
상태	0

상태	1

기저	X

상태	0

상태	1

<표 1>에 제시된 4가지의 상태를 이용하여 이중 큐빗의 4가지 

기저와 각 기저에 속하는 16가지의 상태를 아래의 <표 2>와 같

이 정의할 수 있다. 

표 2. 이중 큐빗 양자 상태

기저 상태

ZZ

XZ

ZX

XX

<표 1>의 관계식을 이용하면, 한 기저에 속하는 상태를 다른 

기저에 속하는 상태들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XZ기저의 상태 는 다음과 같이 ZZ기저의 상

태들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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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표현되는 16개의 상태를 가지는 이중 큐빗 QKD 시

스템의 나머지 과정은 BB84와 매우 유사하다. Alice는 앞서 언

급한 16개의 상태 중에 하나로 변조된 단일 광자를 Bob에게 전

송하고, Bob은 4개의 기저 중에 하나의 기저를 임의 선택해서 

광자를 측정한다. 이때 Bob의 기저 상태가 우연히 Alice의 기저

와 일치하면, 오류 없이 Alice가 보낸 이중 큐빗을 측정하게 되

고, 이것을 유효 키로 사용하게 된다. 또한 BB84와 마찬가지로 

오류율을 측정한 뒤, 안전한 통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은 후처리 과정을 수행하여 최종 암호키를 얻게 된다. 

2. Eve의 최적 공격을 위한 시스템 모델링

Eve의 근사 양자 복사 장치를 이용한 최적 incoherent 공격

에 대한 이중 큐빗 QKD의 수학적 표현은 다음과 같다. 

         (10)

위 식에서 는 Alice가 보내는 양자 상태, 는 Eve 시스

템의 초기 상태, 는 Eve의 근사 양자 복사 장치에서 나온 

광자의 양자 상태로 Bob에게 전송된다. 또한 근사 양자 복사 장

치에 의해 발생하여 Bob에게 나타나는 오류 집합은 E로 표현

되며, 와 는 각각 오류 확률과 연산 후 Eve의 시스템 상

태를 나타낸다. 이때, 을 만족하며, 는 어떤 

큐빗에 오류가 있는지에 따라 그 발생 확률을 , , , 

 로 나타낸다. 식 (10)과 같은 수식적 표현은 가장 기본적

인 incoherent 공격에 대한 표현인 식 (1)과 근본적으로 동일하

다. 다만, 기존의 단일 큐빗이 이중 큐빗으로 표현되면서 발생 

가능한 오류의 조합 수가 증가하였고, 이를 적절하게 나타내기 

위해 변형된 것이다. 

Alice의 큐빗 및 Eve의 시스템 상태는 적당한 파라미터화

를 통해 쉽게 분석될 수 있다. 이때 파라미터화는 Schmidt 

decomposition [12]과 등단위 연산의 특성에 따라 [5], 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1)

여기서 , , 그리고 오류가 있는 큐

빗을 집합으로 지칭하는 이다. 한편, 는 각 

기저별로 총 16가지 상태로의 변환 가능성이 있으므로, 4개의 

큐빗으로 파라미터화를 진행할 수 있다. 위 조건에 따라 Eve의 

시스템 상태 는 아래 상태 식을 이용하여 파라미터화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lice가 ZZ 기저로 보내는 큐빗 상태에 에러가 없

는 경우, Eve 시스템 상태 는 다음과 같이 파라미터화 될 

수 있다.

또한 같은 ZZ 기저의 는 

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 는 Eve의 시스템이 각각 Bob

에게 오류를 일으키지 않거나 일으키면서  큐빗의  상태를 

근사 양자 복사할 수 있는 정도를 표현하는 파라미터이며, 이를 

변화시킴에 따라 Eve가 취할 수 있는 정보량과 Alice와 Bob 사

이의 오류율이 변하게 된다. 

제 II절에서 BB84와 six-state에 대하여 보안성을 구한 바와 

같이, 이중 큐빗에서도 오류 확률 를 구하여 , 를 비교

할 수 있다. 우선, Alice가 임의의 4개의 기저 중 선택하는 기저

를 A라 하자. 이 때, A에 포함되는 임의의 상태를 식 (10)의 Q

에 대입하여 식을 전개할 수 있고, 이를 <표 1>에 나타낸 관계

를 이용하여 임의의 다른 기저 B의 상태 들의 합으로 이를 표현

할 수 있다. B의 상태들로 표현된 식을 다시 A의 상태들로 표현

한 다음, 어떤 기저를 선택해도 그에 따른 오류 확률은 같다는 

사실을 이용하면, Eve의 시스템 상태 에 대한 여러 관계식

을 얻을 수 있다. 이 관계식들을 변형하여 계산하면, 다음의 결

과를 얻을 수 있다.

     (12)

이 때, 로 정의된다. 위와 같

이 계산된 오류 확률 및 관계식은 섹션 IV에서 , 의 비교

를 통한 오류 허용치 계산을 위해 사용된다.

3. Eve의 최적 공격에 따른 

Eve는 Alice와 Bob이 공개하는 기저 정보를 기반으로 자신

의 시스템 상태를 측정하여 Alice와 Bob이 공유한 정보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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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한다. Eve는 4큐빗으로 구성되어있는 자신의 시스템 상태를 

두 단계에 걸쳐 측정하게 된다. 우선, 자신의 시스템 상태를 나

타내는 4개의 큐빗 중, 두 개를 측정하여 오류 정보 E를 정확

히 알아낸다. 이 때, 몇 번째 큐빗을 측정하는지는, Eve가 자신

의 시스템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 두 큐빗

은 오류 정보에 따라 서로 직교하도록 디자인 되어야 한다. 편

의상 오류에 따라 서로 직교하는 두 큐빗을 첫 번째, 두 번째 큐

빗으로 가정하자. 한편, 위 두 큐빗이 오류정보를 E를 알아내도

록 디자인 되는 반면, 남은 두 큐빗은, 이 두 큐빗을 기준 삼아 

Alice가 보내는 정보를 최대로 얻을 수 있도록 디자인 된다. 하

지만, Eve는 Alice가 전송하는 상태를 확률적으로 측정하는 만

큼, 남은 두 큐빗을 직교하도록 디자인할 수 없으며, 위에서 제

시한 , 에 따라 변화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즉, Eve는 남은 

두 큐빗을 측정하여 Alice가 보낸 광자의 양자 상태를 확률적으

로 알 수 있다. 이 때, Alice가 보낸 광자의 번째 큐빗을 정확히 

측정할 확률 은 조건부 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현된

다. 

(13)

  

앞서 상호 정보량을 계산한 바와 같이 [10], Alice와 Eve 사이

의 상호 정보량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는데, 이중 큐빗의 경

우, 한 큐빗이 두 비트의 정보를 나타내므로 엔트로피를 나타내

는 식의 log 함수의 밑이 4임에 유의하자. 

      (14)

식 (14) 부등식은 Jensen의 부등식과 함수 

의 convexity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 때, Eve가 가져갈 수 있

는 최대 정보량은 위 식의 등호가 성립할 경우이다. 식 (12)를 

이용하여 식 (14)을 을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으

며, 인 경우에 등호가 만족함을 알 수 

있다. (이 때, c는 상수)

Ⅴ. 이중 큐빗 보안 통신을 위한 오류  

허용치 

앞서 계산된 를 이용하여 Alice와 Bob 사이의 상호 정보량 

를 구한 다음, (14)에서 구한 Alice와 Eve사이의 상호 정보

량 를 활용하면, 절대 보안이 유지된 통신을 위한 오류 허용

치를 계산할 수 있다. 이 때, 이중 큐빗의 경우 하나의 큐빗에 

두 개의 변조가 있으므로, 이를 두 비트 정보를 담은 하나의 심

볼로 볼 수 있다. 하나의 비트 정보만 오류인 경우에도 해당 심

볼이 오류라고 가정하면, 심볼 오류 D를 로 나타낼 

수 있다. 이제 상호 정보량의 기본 식을 이용하여 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15)

마찬가지로 의 정의를 이용하면,  또한 D에 

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 이를 식 (14)과 같이 표현된 와 

비교하면, 보안이 보장된 통신을 위한 심볼 오류 허용치를 아래

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즉, 이중 큐빗 QKD 시스템의 경우, 근사 양자 복사 장치를 통

한 incoherent 최적 공격에 대하여 보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오류율이 27.2% 이하여야 한다. <그림 2>는 각 프로토콜에 따

른 보안 통신을 위한 심볼 오류 허용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에서 비교한 프로토콜들은 위에서 분석한 BB84 프

로토콜, 6-state 프로토콜, 그리고 본고에서 분석한 16개의 

양자 상태를 갖는 이중 큐빗 QKD 프로토콜이다. <그림 2>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중 큐빗 QKD 프로토콜의 경우가 앞

서 증명된 단일 큐빗 QKD 프로토콜에 비해 훨씬 높은 오류 허

용치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 큐빗 QKD 프로토콜

은 기존 BB84 프로토콜의 2배에 가까운 오류 허용치를 보인

다. 이는 단일 광자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코딩을 함으로써 Eve

가 단일 광자에 오류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을 증가시키기 때문

이다. 이는 공격으로 인한Eve의 존재가 들어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Eve의 incoherent 공격에 대해 프로토콜 별 보안 통신을 위한 

심볼 오류 허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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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현재, 양자 메모리 구현에 필요한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QKD 시스템에 대한 Eve의 incoherent 공격은 미래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공격은 양자 메모리 개발에 따른 

강력한 공격 형태로써, 이에 대한 QKD의 성능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QKD 성능 분석을 위해 QKD 시스템의 보안성 외에도 암호

키 전송률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암호키 전송률 증가

에 관한 연구 결과로써 다중 큐빗 QKD 시스템이 제안되었으

며, 단일 광자에 편광과 위상의 두 가지 코딩을 하는 연구가 진

행되었다. 그러나 Eve의 공격에 따른 이중 큐빗 QKD 시스템

에 대한 보안성 분석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이 시스템의 보

안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Eve

의 최적 incoherent 공격 상황에서의 이중 큐빗 QKD 시스템의 

보안성을 증명하였다. 이중 큐빗 QKD 시스템에서 단일 광자

는 임의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코딩을 통해 변조 되며, 각 코딩은 

BB84 프로토콜과 같은 네 개의 양자 상태를 갖는 두 개의 기저

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Eve의 공격 

형태를 근사 양자 복사 장치 및 양자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는 

incoherent 공격으로 모델링 하였다. 그 결과로서, 본고에서 

이중 큐빗 QKD 시스템의 심볼 오류 허용치가 약 27.2%임을 보

였으며, 기존의 BB84의 약 2배에 가까운 오류 허용치이다. 또

한, 기존 프로토콜인 BB84과6-state의 비교를 통해서 프로토

콜에서 사용하는 양자 상태 증가에 따른 QKD 시스템의 보안성 

증가 추세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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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과 학사

2002년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과 석사

2011년 UC-Berkeley 전자전산학과 박사

2002년~ 2006년 삼성전자 DMC연구소 

책임연구원

2011년~ 2012년 MIT Research Laboratory of 

Electronics 박사 후 연구원

2012년~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정보이론, 부호이론, 기계학습

고�해�신

임�경�천

김�기�웅

서�창�호

약   력

1988년 서울대학교 공학사

1990년 서울대학교 이학석사

1995년 Univ. of Michigan, Ann Arbor, 공학박사

1995년~ 1996년 Princeton University, 

후박사과정

1996년~1998년 NEC Research Inst, Scientist

1998년~ 2002년 Corning Incorporated, Sr. 

Research Scientist

2003년~2005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2005년~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전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전기및전자공학과 부교수, 교수

관심분야: 네트워크, 광통신, 양자정보시스템 

이�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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