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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차세대 암호로 대두 되고 있는 양자암호는 양자키전송 프로토콜과 양자비밀직접통신으로 나뉘어 연구되고 있다. 
양자키전송 프로토콜은 사용상의 비효율성 때문에 현대암호와 병합하여 사용하거나 OTP를 포기한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양자키전송이 아닌 직접통신을 양자암호화 하여 진행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양자비밀

직접통신을 구현하는 방식은  2채널 방식을 이용하였다. 두 채널 중 한쪽 채널에 아인슈타인의 중력장에의한  시간지

연 함수를 적용하여 두 채널간 시간차를 적용하는 방식의 양자비밀직접통신 프로토콜을 설계 하였다. 제안하는 시간

지연 효과는 중력렌즈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점질량에 의한 시간지연을 제안하였다. 원심가속도를 이용한 중력 발생

기는 점질량계에 포함되며 이를 이용한 시간지연은 중력계의 변화에 의한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ABSTRACT 

Quantum cryptography, which is emerging as a next generation password, is being studied by quantum 
cryptographic transfer protocols and quantum secret communication.  Quantum key transfer protocol can be used in 
combination with the modern password because of the inefficiency of the use of the password, or the use of OTP(one 
time password). In this paper an algorithm for direct communication by means of direct cryptographic communications 
rather than quantum keys. The method of implementing quantum secure direct community was adopted using 
2-channel methods using Einstein gravity field. Two channels were designed to adopt a quantum secret communication 
protocol that applies time delay between 2-channels of channel to apply time difference between 2-channels. The 
proposed time delay effect reflects the time delay by reflecting the gravitational lensing phenomenon. Gravity 
generator with centrifugal acceleration is incorporated in the viscometer, and the time delay using this impli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nce of the meta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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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양자통신의 근간은 양자상태가 여러 상태를 동시에 

갖고 있고 이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

에 양자비트는 복제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발달하였다. 현재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양자키분배

(Quantum Key Distribution, QKD)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양자 암호시스템인 QKD는 높

은 엔트로피의 암호키를 출력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

만 구현상의 어려움과 출력속도면의 저조로 인하여 현

대암호시스템과 결합하는 형태로 연구되고 있는 실정

이다. 또한 양자암호와 현대암호의 대표주자인 RSA공

개키 암호방식의 상호 보완적인 구조로 이중키 생성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1].

KIST는 2013년 25km 떨어진 송/수신자가 비밀키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BB84 프로토콜을 구현 성공 하였

으며 유럽에서는 현재 100km 이상 떨어진 곳의 양자비

밀통신이 성공하였다. 2011년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국

방, 제약 및 생명공학 분야에 양자컴퓨터와 양자통신을 

접목할 것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

은 2015년 북경에서 상하이까지 양자 암호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QKD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중 하나는 광자단

일검출기이다. 광자단일검출기는 전류의 노이즈를 최

소화하기 위하여 동작 시간에 대한 제어가 가장 중요하

다. 현재 광자단일 검출기는 나노초 단위로 동작시간을 

최소화 시켰다[2].

본고에서는 나노초 단위의 동작시간 검출에 더불어 

시간지연현상의 검출도 또한 나노초 단위로 진행 될 것

이라는 예측 하에서 양자비밀직접통신 시스템을 설계

하였다.

2장에서 양자통신의 기본이론인 BB84 프로토콜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양자비밀직접통신의 한 종류인 2채

널방식 프로토콜을 살펴본다. 3장에서 제안하는 시간지

연효과를 이용한 양자비밀직접통신 프로토콜을 제안하

고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양자통신

양자통신은 크게 양자키 전송과 양자평문전송으로 

나뉠 수 있다. 양자키 전송은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을 

이용하여 공격자의 가로채기 공격의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전송 방식이다. RSA 공개키 암호화 기법의 계산

복잡도에 의한 안전도는 양자컴퓨터의 지수급수에 의

한 계산 단축으로 미래 보안환경의 안전성을 보장 할 

수 없게 됬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키전송 프로토콜의 

일환으로 양자키 전송 프로토콜이 개발되었다. 양자키

전송 프로토콜은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을 이용한 BB84

프로토콜과 양자얽힘의 성질을 이용한 E91프로토콜로 

양분해 볼 수 있다 [3].

양자평문전송 프로토콜을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

는 분야중 하나이며 다채널을 이용한 프로토콜과 경로

분배를 이용한 프로토콜등 여러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

되고 있다[4-9]. 본고에서는 BB84 프로토콜과 양자평

문전송에서 2채널을 이용한 프로토콜을 살펴본다.

2.1. BB84 protocol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을 이용한 키전송 프로토콜은 

도청자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기에 새로운 암호이론으

로 각광받고 있다. 편광된 광자를 이용하는 양자암호방

식은 베넷(C. H. Bennett)과 브라사드(G. Brassard)에 의

해 1984년에 제안된 이후 두 사람의 이니셜을 따서 

BB84라 명명하였다. BB84 프로토콜은 양자역학의 관

측이론과 OTP(One Time Pad, OTP) 암호 방식을 결합

하여 해독이 불가능하게 만든 암호 방식이다.

Fig. 1 BB84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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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와 세로로 편광된 ↔〉와 ↕〉상태, 대각방향 

와 로 편광된 ↗〉와 ↖〉상태 등 총 네 

종류의 편광을 사용한다.

그림 1의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선편광과 대각방

향 편광을 이용하여 비트를 표현한다. 엘리스와 밥 간

의 통신은 비트를 편광에 의해 표현된 신호를 이용한다. 

(2)에서 양자화된 편광을 광통신을 이용하여 전송한다. 

전송단계에서 공격자 이브는 가로채기 공격이나 위변

조 공격을 가할 수 있으나 양자상태의 불확정성에 의하

여 송수신되는 편광을 복사할 수 없다. (3)에서 전송된 

편광을 임의의 편광 검출기로 검출하여 공격징후를 파

악한다.

논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① 엘리스는 ⊕와 ⊗편광필터를 랜덤하게 선택하여 

0과 1이 무작위로 배열된 4n 비트 데이터를 송신한다.

② 밥은 ⊕와 ⊗편광검출기를 무작위로 택하여 편

광방향을 관측한다. 엘리스는 밥에게 자신이 선택한 편

광필터의 배열 순서를 오픈채널을 통해 알린다.

③ 그림 1의 (3)에서처럼 검출기의 ⊕와 ⊗ 종류와 

엘리스의 편광필터 ⊕와 ⊗가 일치하는 경우만 인정하

고 나머지는 버린다. 편광필터와 편광검출기가 일치할 

확률은 


이므로 2n비트의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하게 

된다. 그중 n비트의 데이터를 상호 조합하여 확인하고 

나머지 n비트를 이용하여 OTP를 만든다.

④ 엘리스는 n비트의 OTP를 이용하여 암호화 하고 

이를 밥에게 보낸다.

⑤ 밥은 받은 암호문을 공유하는 OTP로 해독한다. 

가로 세로 편광상태는 검출기의 대각편광으로 검출을 

하면 


의 확률로 대각편광상태로 관측된다. 만약 중간

에 공격자가 가로채기를 하고 다시 밥에게 신호를 보낸

다면 이는 


이상의 오류를 보여주게 된다. 오류 상태

가 정상적인 확률로 도출 되지 않을 때는 송수신된 모

든 데이터를 패기 하고 안전한 채널을 이용하여 다시 

시작한다.

2.2. 양자 직접통신 프로토콜

양자키전송의 키분배 효율은 고전암호에 비하면 상

당히 미약한 편이다. 그러한 이유로 양자 키전송은 OTP

를 적절히 포기하고 QKD의 안전성을 담보로 한 키전

송에만 치중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로인해 양자보안

직접통신(Quantum Secure Direct Community, QKDC) 

즉 키분배 없이 양자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화 하여 

키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평문전송을 하는 알고리즘이 

활발히 연구되었다. 대부분 QSDC의 연구는 양자얽힘

과 양자메모리에 기반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양

자메모리는 기술 발전이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어 구

현이 힘들다. 

BB84 프로토콜의 사용자 인증기법을 이용한 2채널 

방식 QSDC를 살펴보자. 표 1은 1라운드와 2라운드로 

진행되는 양자상태와 비트도출의 예를 보여준다. 

통신상의 data흐름에 대한 논리 진행은 다음과 같다.

Table. 1 1 round and 2 round data flowchart of 2 
channel QSDC

1 ⋯ 60 61 ⋯ 127 128

Alice

0 ⋯ 1 1 ⋯ 0 0

⊕ ⋯ ⊕ ⊗ ⋯ ⊕ ⊗

↕〉 ⋯ ↔〉 ↗〉 ⋯ ↕〉 ↖〉

Bob

⊕ ⋯ ⊕ ⊕ ⋯ ⊕ ⊕

↕〉 ⋯ ↔〉 ⋯ ↕〉 ↕〉
0 ⋯ 1 1 ⋯ 0 0

concurrence T ⋯ T F ⋯ T F

bit 0 ⋯ 1 ⋯ 0

          2 round

Bob

⊗ ⋯ ⊗ ⊗ ⋯ ⊗ ⊗

⋯ ↖〉 ⋯ ↖〉
⋯ 0 ⋯ 0

concurrence F ⋯ F T ⋯ F T

bit ⋯ 0 ⋯ 0

① 엘리스는 평문 64비트와 난수 64비트를 연결하여 생

성한다.

② 표 1의 엘리스가 보내는 난수열을 이용한 편광기로 

양자화 하여 128비트 광자를 전송한다.

③ 표 1의 1라운드 시행에서 밥은 128개의 + 편광기로 

양자검출 한다.

④ 밥은 검출된 비트에서 난수부분은 데이터와 편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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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개하고 평문부분은 저장한다.

⑤ 엘리스는 난수부분 64비트의 데이터와 전체 편광기

를 공개한다.

⑥ 공개채널에서 밥과 엘리스의 일치한 편광에 대한 데

이터를 비교하고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는 버린다. 

이후 공격징후가 없으면 2라운드를  진행한다.

⑦ 1라운드와 동일하게 엘리스는 난수 64비트와 동일 

평문 64비트를 난수편광 64개와 2라운드 동일 편광 

64개로 평문 양자화 한 후 전송한다.

⑧ 표 1의 2라운드 밥에서처럼 128개의 ⊗편광기로 검

출한다.

⑨ 엘리스와 밥은 난수부분의 데이터와 편광기를 공개

하여 공격징후를 확인한다.

⑩ 평문부분 64비트를 저장 후 4단계와 병합하여 평문 

저장한다.

Ⅲ. 시간지연을 이용한 QSDC

3.1. 시간지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원리에 의하여 중력과 

관성계의 속도에 대한 시간지연현상은 현대물리학의 

자연스런 현상으로 인식된다. 광원에서 진행된 파형

이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진행경로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시간차의 원인은 시공간의 왜곡

에 의한 중력렌즈 현상에 의해 중력렌즈 평면을 통과

하면서 중력 포텐샬 차로 인해 생성된다. 기하학적 광 

경로 차로 인한 시간지연은 식(1)의 로 나타낼 수 있

는데 여기서 중력렌즈현상의 허상 두 개를 A와 B라 

하였고 는 A상에 대한 충격 매개변수에 대한 빛의 

편향 각(deflection algle)이고 는 B상에 대한 빛의 

편향각이다. 

  


  

                       (1)

중력렌즈 평면의 포텐셜 차에 의한 시간 지연은 식

(2)와 식(3)과 같이 로 표현할 수 있다.여기서 식(3)은 

중력렌즈가 점질량인 경우를 나타낸다. G는 만유인력

상수이고 c는 빛의 속도, M은 중력렌즈의 질량, r은 

impact parameter 이다.

  

 








                       (2)

  

 ln

                             (3)

따라서 총 시간지연 은 식(4) 로 나타낼 수 있다.

                                       (4)

3.2. 시간지연을 이용한 QSDC

제안하는 시스템은 2채널 방식의 QSDC에 시간지연 

장치를 추가하여 수신자의 수신 상황에서 시간지연 함

수에 의한 공격자 탐지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그림 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엘리스는 먼저 이중광자발생기

(Double Photon Generate, DPG)를 통해 이중광자를 발

생하여 편광기로 양자화 하여 전송한다. 전송 data는 2

장에서 살펴본 2채널 QSDC의 규약을 따른다. 그림2의 

(2)번 채널로 전송되는 양자라인에 시간지연 발생함수

를 적용하여 (2)번 채널의 시간지연을 유도한다. 밥은 

수신방식에서 (1)번 채널과 (2)번 채널의 시간간극을 측

정하여 공격자 탐지를 수행할 수 있고 또한 BB84프로

토콜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 할 수 있다.

Fig. 2 QSDC using Time 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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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보는바와 같이 2번째 채널에 전송되는 과

정에서 시간지연에 의한 data 검출을 시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안하는 시간지연 효과는 중력렌즈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점질량에 의한 시간지연을 제안하였다. 

원심가속도를 이용한 중력 발생기는 점질량계에 포함

되며 이를 이용한 시간지연은 중력계의 변화에 의한 상

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점질량에서의 시간지연 함수는 

  

 lnrB

rA                            (5)

이므로 

  ±× 

에 의하여

  


⋅ lnrB
rA                       (6)

의 값을 가진다. 여기서 에 의한 변이를 충족시키

기 위하여 원심가중력에 의해 10G를 생성하였다면




× lnrB
rA   ×c

G lnrB
rA 

 

    (7)

가 되어

                            (8)

으로 도출되게 된다. 즉 가중력에 의한 시간지연 값을 

산출하게 된다.

시간지연을 생성하는 발생장치로는 원심가속도를 

이용한 중력발생기와 가중질량을 이용한 중력발생기 

등을 들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양자통

신과 양자컴퓨터의 구현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간극측

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는 시점에 나

노초 단위의 시간간극을 측정하는 일을 병행해서 연구 

되고 있다.

Table. 2 QSDC data flowchart using time lag 

1 ⋯ 60 61 ⋯ 127 128

Alice

0 ⋯ 1 1 ⋯ 0 0

⊕ ⋯ ⊕ ⊗ ⋯ ⊕ ⊗

↕〉 ⋯ ↔〉 ↗〉 ⋯ ↕〉 ↖〉

Bob

⊕ ⋯ ⊕ ⊕ ⋯ ⊕ ⊕

↕〉 ⋯ ↔〉 ⋯ ↕〉 ↕〉
0 ⋯ 1 1 ⋯ 0 0

concurrence T ⋯ T F ⋯ T F

bit 0 ⋯ 1 ⋯ 0

    After time lag

Bob

⊗ ⋯ ⊗ ⊗ ⋯ ⊗ ⊗

⋯ ↖〉 ⋯ ↖〉
⋯ 0 ⋯ 0

concurrence F ⋯ F T ⋯ F T

bit ⋯ 0 ⋯ 0

시간지연을 이용한 QSDC의 논리 진행은 표2의 데

이터 흐름도를 이용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엘리스는 평문 64비트와 난수 64비트를 연결하여 

128비트 전송 데이터를 생성한다.

② 표 2의 엘리스가 보내는 난수열은 송신자의 편광기

로 양자화 하여 128비트 광자를 이중광자발생기에 

의해 2채널로 전송한다.

③ 표 2의 첫 번째 시행에서 밥은 2채널 QSDC에서와 

마찬가지로 128개의 + 편광기로 양자검출 한다.

④ 밥은 검출된 비트에서 난수부분은 데이터와 편광기

를 공개된 채널에  공개하고 후위 64비트의 평문부

분은 저장한다.

⑤ 엘리스는 난수부분 64비트의 데이터와 전체 편광기

를 공개채널에 공개한다.

⑥ 공개채널에서 밥과 엘리스의 일치한 편광에 대한 데

이터를 비교하고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는 버린다. 

동시에  시간간극을 측정하여 시간지연 함수의 시간

간극과 측정시간 간극에 오차를 비교한 후 허용범위 

안의 시간간극이라면 공격징후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데이터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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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1)번 채널과 동일하게 엘리스는 난수 64비트와 동

일 평문 64비트를 난수편광 64개와 (2)번 채널 동일 

편광 64개로 평문 양자화 한 후 전송한다.

⑧ 표 2의 (2)번 채널 밥에서처럼 128개의 ⊗편광기로 

검출한다.

⑨ 평문부분 64비트를 저장 후 4단계와 병합하여 평문 

저장한다.

Ⅳ. 결  론

현대의 관용키암호와 공개키 암호의 공통적인 안전

성은 계산복잡도에 근간한 계산 시간에 의존한다. 양자

컴퓨터의 출현으로 인해 지수급수적인 계산시간 단축

은 현대암호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다. 양자컴퓨터시대

의 암호알고리즘으로 양자이론의 불확정성을 근간으로 

하는 양자암호가 설계되었다. 이러한 양자암호는 편광

을 이용한 빛의 양자성을 이용하는 BB84스타일 암호와 

양자얽힘을 이용하는 E91스타일 암호가 연구되었다. 

BB84 알고리즘과 E91 알고리즘은 둘 다 현대의 공개키 

암호기법을 대체할 수단으로 암호키 전송 프로토콜로 

연구되었으나 프로토콜의 비효율성에 의하여 현대암호

와 병합으로 사용되어지는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암호키전송 알고리즘이 아닌 

양자비밀직접전송 방식을 채택하여 평문에 대한 양자

암호 전송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기존 양자비밀직접전

송 방식중 2채널 방식을 개선하여 이중광자 생성기를 

이용한 전송을 설계하였다. 또한 양자통신망의 한 개 

채널에 아인슈타인의 중력장에 의한 시간지연함수를 

적용하여 주어진 시간지연 함수의 지연시간에 대한 나

노초 단위의 검출로 공격자의 공격여부를 탐지하고 또

한 알려진 BB84프로토콜의 안전도도 또한 계승하였다.  

향후 나노시간검출과 중력장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

면 보다 안정적인 암호 알고리즘으로 사용되리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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