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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양자 정보는 양자 역학의 고전 역학과 다른 특징- 중첩, 얽힌 상태, 

등을 이용하여 현재의 컴퓨터나 통신 기술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양자 정보의 한 분야인 양자 

암호, 양자 통신을 다루고 있는데, 바로 양자 역학의 중요한 현상인 

중첩 상태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듯 양자 역학을 양자 정보에 

이용하는데, 이 논문은 그 하나의 예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해밍 코드 이용한 CV-QKD (Continuous Variable-Quantum 

Key Distribution) 의 에러 정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QKD는 중첩 

상태를 활용한 양자 암호 기술로써, CV-QKD는 연속 변수를 사용하여 

암호화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Winnow 프로토콜과 같이, 해밍 코드를 이용하여 DV(Discrete 

Variable)-QKD에서 에러 정정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은 존재하였는데, CV-

QKD에서 해밍 코드를 이용한 예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이 논문에서는 

그것을 CV-QKD에 적용하였다. CV-QKD의 첫 번째 단계는 광학적 장치를 

통해 (송수신자간에) 신호 펄스를 주고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실험을 

직접 수행하는 대신에 그러한 과정을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은 해밍 코드의 내부 구조상 (프로토콜의 

송수신 단계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CV-QKD의 첫 번째 단계를 마친 송수신 데이터만 얻으면 실제로 에러 

정정을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을 수정, 

개선하여) 제안하였다. CV-QKD는 연속 변수를 비밀 키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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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해밍 코드와 같은 기존의 에러 정정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속 변수를 이산 변수로 변환해 주어야 한다. 또한 송수신 과정에서 

도청자가 정보를 어느 정도 훔쳐가는지 확인하여, 도청(즉, 에러율)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하게 되면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알고리즘의 처음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한다. 

(1) 표준편차를 달리하여, (2) 신호 펄스 수를 달리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는데, 각각 SNR에 따른 에러율의 함수를 얻었다. 여기서 

에러율은 SNR로부터 계산한 (이론상의) 에러 확률, 송수신 직후의 

에러율, 해밍 코드로 에러 정정을 수행한 뒤에 정정이 되지 않은 에러율, 

그리고 최종 에러율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SNR이 커짐에 따라 (특히 대략 4 dB 일 때) 최종 에러율이 0에 근접함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말해서 본 연구에서 구현한 알고리즘으로 에러 

정정이 제대로 수행됨을 보여주고 있다. 

표준편차는 송신자가 생성하는 연속 변수의 분포와 송수신 채널의 에러 

분포를 나타내는데, 시뮬레이션 결과 표준편차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신호 펄스 수는 1000개에서 100만개까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는데, 펄스 수가 커지더라도 에러 정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이 안정적으로 에러 정정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어 : 양자 정보, 양자 암호, 양자 키 분배, 해밍 코드, 에러 정정 

학번 : 2012-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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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개요: 양자 역학에서 양자 정보까지 

 

물리를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현대 물리, 특히 양자 역학은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특히 교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이 후로는 고등학교 물리에서 현대 

물리의 비중이 커졌고, 따라서 심화 탐구를 하고자 하는 고등학생 중 

양자 역학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학생들에게 

양자 역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물리를 전공한 학생들이 양자 역학의 이해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양자 역학의 응용 분야 중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32] 10대 미래 유망 기술로 선정된 

양자 정보 통신을 소개한다. 

양자 역학의 발전 이 후 과학 기술의 발전, 특히 컴퓨터의 발전은 우리 

사회를 놀라울 정도로 변화시켜 왔다. 컴퓨터는 특히, 나날이 소형화 

되어 보다 작은 면적에 보다 큰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반도체의 발전에 

힘입어 소위 무어의 법칙에 따라 발전해 왔다. 하지만 이제 조만간 최소 

정보 단위인 1 비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원자 크기 정도까지 소형화될 

전망이며, 그러면 미시 세계를 지배하는 양자 역학적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양자 역학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현재까지의 기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현재의 컴퓨터로는 풀 수 

없는 (또는 푸는 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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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데, 이러 저러한 요구에 의해 양자 컴퓨터가 제기 되었다. 

그래서 양자 정보는 - 양자 정보에는 양자 계산, 양자 통신, 양자 암호 

등 여러 분야가 있다 – 현재의 정보 기술 전반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자 역학이 고전 역학과 다른 점은 중첩(superposition) 상태, 상태와 

연산의 선형성(linearity), 측정 후 상태 붕괴(collapse), 그리고 

비국지성(non-locality)을 들 수 있다. 양자 정보는 이러한 양자 역학의 

특징을 활용하여 현재의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또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풀고자 하는 것이다 [1].  

양자 계산에서는 양자 역학의 성질을 활용하여 획기적으로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제안되었으며, 실제로 구현되기까지 했다.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해, 고전역학과는 다른 양자역학의 특징인 

중첩상태를 이용한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 컴퓨터의 정보는 한 번에 하나의 

상태로밖에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한 번에 하나의 정보 (32 비트 

컴퓨터라면 32 비트, 물론 CPU의 한 코어당) 이상은 처리할 수 없다. 

반면 임의의 양자 상태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태의 중첩으로 이루어 

진다. 예를 들어, 전자 2개로 이루어진 매우 간단한 시스템이라면, 그 

스핀을 정보로 사용하여, 임의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ψ〉 =  a|↑↑〉 + b|↑↓〉 + c|↓↑〉 + d|↓↓〉 

 

여기서 a, b, c, d는 각 상태가 측정될 확률과 관련된다. 이 임의의 

상태는 두 자리 수 (즉, 2 비트) 정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전자 32개의 시스템이라면 232 의 상태가 중첩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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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 만큼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것을 실제 계산에 이용할 수 

있다면 계산 효율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이것을 측정했을 때 붕괴된(collapsed) 

상태, 즉, 중첩된 상태 중 단 하나의 상태만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양자 역학의 중첩상태를 활용하여 계산 효율을 극대화시킨 

알고리즘이 제안되었으며, 그것은 Deutsch 알고리즘, Deutsch-Jozsa 

알고리즘 [29], Shor의 알고리즘 [30] 등이다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 

효율을 높이는지는 [31] 참조). Shor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근에는 

소인수분해를 143까지 수행했다 [2].  

양자 통신에서는 양자 채널을 이용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양자 키 분배 같은 영역에서는 양자 채널을 이용하여 

원리적으로 도청이 불가능한 통신 암호화를 실현할 수 있다. 양자 

전송의 경우, 일반 채널(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회선)을 

이용하여 중첩된 임의의 양자 상태를 전송할 수 있다. 

양자 전송의 구현을 위해서는 양자 역학의 얽힌 상태 (entangled state) 

를 이용한다.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bipartite) 얽힌 상태, 예를 들어, 

전자 2개가 얽힌 시스템의 전자 하나씩을 송수신자가 각각 나누어 

가지고 있다면, 송신자가 가지고 있는 임의의 양자 상태 (즉, 중첩된 

상태 ψ ) 를 일반 회선을 통해 수신자에게 보낼 수 있다. 그림 1에서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양자 역학의 고전 역학과 다른 여러 특징을 활용하는 양자 

정보의 한 분야인, 양자 키 분배(특히 연속 변수의)와 오류 정정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 연속 변수 양자 키 분배를 CV-QKD(Continuous 

Variable-Quantum Key Distribution)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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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양자 전송의 양자 회로 [31] 

 

 

그래서 양자 역학을 양자 정보에 이용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서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양자 정보 영역에 있어 현실적으로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바로 QKD 분야이다. 이것은 첫 단계의 양자 채널을 이용한 전송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존 채널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데 (비용과 같은) 장애가 가장 적어서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일부 회사에서 이미 상용화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SK Telecom과 같은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3, 

9]. 

QKD를 상용화하는 데에 있어 주요 장애 요인은 에러이다. 여기서 에러는 

통신상의 내재적인 에러도 있지만, 송수신자 사이에서 도청을 하려는 

모든 시도에 의한 에러 또한 중요 요인이다. 따라서 우리가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오류를 잘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통신 기기 자체의 에러는 물론이고, 도청의 

시도가 있더라도 정보의 유출을 완벽하게 막으면서, 동시에 그 시도로 

인한 에러를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QKD에서는 그 프로토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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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 – 큐빗 또는 쿼드러처 전송 단계 (뒤에 설명하겠다) – 이 

후에는 전부 일반 채널을 이용하므로, 에러 정정 역시 일반 채널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에러 정정은 양자 에러 정정이 아니라 기존의 에러 

정정 코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기존 통신에서의 에러 정정은 도청자의 유무에 관계 없이 송신자(가 

인코딩한) 정보와 수신자(가 디코딩할) 정보가 일치하는지 만을 

고려하여 에러 정정 코드를 수행하기 때문에, QKD의 에러 정정에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있어야 한다. 즉, QKD 프로토콜의 단계 중, 일반 

채널 상에서 송수신자가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보안이 최대한 

유지되는지 증명이 되어야 한다. 송수신자가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도청자가 공격을 가해오더라도 정보의 유출이 전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많은 연구에서 기존 에러 정정 코드를 활용하여 

개선한 자신들의 코드를 사용하여 프로토콜의 보안이 완벽히 유지되는지 

증명을 다 해놓았다 [7, 8].  

 

 

1.2. 연구 동기 

 

본 연구에서는 해밍 코드를 이용한 CV-QKD의 에러 정정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여러 다양한 (비교적 최근의) 에러 코드를 이용하여 CV-QKD의 

에러 정정을 수행한 연구가 존재해 왔다 (관련 연구 참조). 하지만 

이러한 에러 정정 코드는 학부 수준에서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반면, 1950년에 해밍이 제안한 해밍 코드는 학부생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서, 해밍 코드를 이용하여 CV-QKD의 에러 정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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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과정 및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교육적인 

차원에서 양자 역학이 구체적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용되는지를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해밍 코드 [5] 는 디지털 통신의 송수신상에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검출하고 정정할 수 있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면서도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리고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는 에러 정정 코드이다. Winnow 

프로토콜 [6] 은 해밍 코드를 이용한 DV-QKD(Discrete Variable-Quantum 

Key Distribution)의 에러 정정 알고리즘이다. DV-QKD는 개별 광자를 

이용하므로, 즉, 큐빗(qubit)을 이용하므로 – QKD에서는 일반적으로 

큐빗의 중첩 상태는 쓰지 않는다 – 디지털 에러 정정 코드를 직접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해밍 코드와 같은 기존의 에러 정정 코드를 

활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CV-QKD는 연속 변수를 이용하므로 디지털 에러 정정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연속 변수를 이산 변수로 변환을 한다거나, 

기타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기존 에러 정정 코드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뒷부분에 QKD (특히 CV-QKD) 의 간략한 리뷰를 하겠지만, 

현재까지 CV-QKD 에러 정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해밍 코드를 이용한 에러 정정 기법이 제안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해밍 코드를 활용하여 CV-QKD에서 에러 정정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것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또한 해밍 코드를 이용한 CV-QKD 에러 정정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려면 거기에 맞춰 수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CV-QKD의 첫 번째 단계에서 주고 받은 송수신자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그것을 이 프로그램에 입력으로 집어 넣어서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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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 및 개선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우선 배경 이론에서는 (에러 정정을 포함한) QKD 프로토콜 리뷰 및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그리고 CV-QKD의 에러 정정 프로토콜을 짚어본다. 

연구 방법에서는 해밍 코드를 이용한 에러 정정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또한 그것을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개선한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연구 방법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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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이론 

 

2.1. 관련 연구 
 

1984년에 처음으로 제안된 BB84 프로토콜 [4] 은 개별 광자의 편광을 

이용하였고, 그 뒤에 제안된 (그리고 실험으로 구현된) 많은 QKD 

프로토콜 역시 개별 광자의 편광이나 위상과 같은 이산 (discrete) 변수 

또는 광자의 얽힌 쌍 (entangled pair) 으로 정보를 인코딩하였다 [10, 

11]. 그러나 개별 광자 탐지기의 속도나 효율 측면에서 많은 제한이 

따르는 문제로 인해, 결맞는 상태 (coherent state) 의 

쿼드러처(quadrature)와 같은 연속 변수로 정보를 인코딩하는 기술이 

제안되었다 [12–14]. 그래서 전자와 후자를 각각 DV-QKD, CV-QKD로 

구분하게 되었으며, 이들 프로토콜 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 

과정은 유사하며 표 1과 같이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표 1. QKD 프로토콜 

1단계: 키 교환 (Key exchange) 

송신자가 양자 채널을 통해 수신자에게 열쇠로 이용하기 위한 초기 정보 

(큐빗 또는 쿼드러처) 를 보낸다. 양자 채널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손실이 있으므로, 그 정보를 초기 키 (raw key) 라고 하며, 따라서 초기 

키 교환 – raw key exchange (RKE) – 라 부른다. 이 첫 번째 단계가 

유일하게 양자 채널을 이용하는 부분이다. 

2단계: 키 걸러냄 (Key sifting) 

송수신자는 일반 채널을 통해 서로간의 기저 (basis) 가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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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다. 그래서 맞지 않은 기저는 버리는데, 서로 기저 조정 (basis 

reconciliation) 을 통해 남은 정보를 걸러낸 키 (sifted key) 라 한다. 

이 단계까지를 전처리 (preprocessing) 단계라 한다. 

3단계: 키 정제 (Key distillation) 

걸러낸 키 (sifted key) 가 아무 오류가 없다면 그것을 바로 비밀 키 

(secret key) 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시스템 장치나 환경적 

요인으로 오류가 있기 마련이고 도청 역시 이러한 오류를 유발시키므로 

별도의 단계가 더 필요하다. 이것을 후처리 (post processing) 단계라 

한다. 세부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에러 정정 

우선은 에러를 검색하여 실제 에러율을 세밀하게 측정하는데, 이것은 

도청자가 가져갈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실제 에러를 정정한다. 

2. 비밀성 증폭 

오류 정정한 정보를 적절한 인수로 압축하는데, 이 인수는 에러율에 

의존한다. 즉, 인수가 클수록 도청자가 더 많은 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 

따라서 최대 에러율을 넘는다면 송수신자는 비밀 키를 생성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3. 인증 

도청자가 중간에서 정보를 가로채고 송신자에게는 마치 수신자인 양 

또는 그 반대로 행동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 인증을 한다. 

이것은 전 단계에서 만들어진 비밀 키의 일부를 사용하여 송수신자 

상호간에 인증을 수행하고, 매 세션마다 지속적으로 그것을 

갱신(renewal)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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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림 3는 SwissQuantum network에서 구현한 QKD 구조인데, 

이것은 세 계층(layer)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SwissQuantum network에서 구현한 QKD 구조 [21] 

 

 

광자 하나를 생성하고 그것을 측정하려면 매우 정밀한 장비가 필요한데, 

이러한 장비는 만들기가 매우 어려울뿐더러 매우 비쌀 수밖에 없다. 

따라서 DV-QKD는 1단계 (key exchange) 에서 비용이 매우 크게 발생한다. 

이에 반해 레이저와 호모다인 검출기 (homodyne detector) 와 같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비를 사용하는 CV-QKD는 실현 가능성이 (따라서 

상용화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단계부터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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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이 일반 회선을 이용하므로 장치와 같은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비용적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DV-QKD는 1단계에서 큐빗, 즉, 이산(discrete) 정보를 

이용하므로 이것은 바로 비트 정보로 전환할 수 있고, 따라서 기존의 

에러 정정 코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CV-

QKD는 연속 변수 정보이며 기존의 (디지털) 에러 정정 코드를 사용할 수 

있을지, 또 사용한다면 보안상으로 문제는 없을지 하는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다행히도 최근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CV-QKD 프로토콜에 기존의 

에러 정정 코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각각의 코드가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초기의 방법은 연속 변수 (가우시안 변수) 를 이진 변수로 변환하여 

에러 정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슬라이스 에러 

정정 (Slice reconciliation) [15] 은 연속 변수를 양자화하여 이산 

변수로 만들어 주고, 그 변수 전체를 정보로 활용하여 에러 정정을 

수행한다. 이 방식은 실험으로도 구현되었는데, 전송 거리에 제약이 

있다는 (대략 30km) 문제가 있다. 또 다른 방식은 연속 변수의 부호를 

이진 변수에 할당하는 것이다. 즉, 연속 변수의 부호가 (예를 들어) 

양수면 1, 음수면 0과 같이 인코딩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가우시안 변수가 이루는) 정규 분포가 0 주위에 

가장 많은 데이터가 존재하므로, 대부분의 절대값은 매우 작은 값이 될 

것이며 따라서 (노이즈가 심한 경우) 에러 발생률이 매우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제안된 포스트 셀렉션 (post-selection) [16] 방식은 (확률) 

진폭이 낮은 데이터는 버리고, 진폭이 높은 데이터만 유지하여 에러 

정정을 수행한다. 이 방식은 최근에 안전성이 증명되었다.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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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또 다른 중요한 방식은 다차원 에러 정정 기법 

(multidimensional reconciliation scheme) [17, 18] 을 기존의 

LDPC(Low-density parity-check) [19] 와 같은 매우 효율이 높은 에러 

정정 코드와 결합한 것이다. 즉, d 차원의 회전을 수행하여, 실제 

물리적 가우시안 채널로부터, BIAWGNC(Binary-Input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Channel)에 근접한 가상 채널을 만들고, 따라서 BIAWGN 

채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에러 정정 코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2. CV-QKD 프로토콜 
 

CV-QKD 프로토콜은 기저 선택 (basis switching) 이 필요한가 [12, 13] 

그렇지 않은가[14] 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기저 선택이 필요한 방식의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에러 정정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표 2에서 그 프로토콜의 전반적인 과정을 보여 

준다.  

 

표 2. CV-QKD 프로토콜 

# 전처리 단계 

1. 송신자가 가우시안 분포 (평균 0, 분산 VAN0, N0는 산탄잡음(shot 

noise) 분산) 에 있는 임의의 수 XA, PA를 뽑는다. 

2. 송신자가 결맞는 상태 |XA + iPA〉  를 수신자에게 보낸다. 수신자는 

임의로 X 또는 P 쿼드러처 값을 선택한다. 

3. 일반 (공공 인증) 채널을 통해, 수신자가 어떤 쿼드러처,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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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basis)를 측정했는지 송신자에게 알려준다. 송신자는 관계없는, 

즉, 기저가 아닌, 데이터를 버린다. 

 

# 후처리 단계 

4. 송수신자간에 공유된 가우시안 변수들, 즉, 걸러낸 키 (sifted key), 

중에서 임의 샘플을 추려내 서로 비교한다. 이것은 에러율과 양자 

채널의 전송 효율을 계산하기 위함이다. 

5. 에러 정정 및 비밀성 증폭을 수행한다. 

 

그리고 그림 4에서 CV-QKD의 기본적인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CV-QKD 프로토콜 (X: 진폭 쿼드러처, P: 위상 쿼드러처) [22] 

 

 

2.2.1. 호모다인 검출 (homodyne detection) 
 

호모다인 검출기는 쿼드러처 연산자를 측정할 수 있는 양자 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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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이다. 여기서 쿼드러처 연산자는 조화 진동자의 생성 연산자와 소멸 

연산자의 선형 결합을 말한다. 이 장치에서 입력 신호 (결맞는 상태의 

약한 신호 펄스; a) 는 빛 가르개 (beam splitter) 의 도움으로 강한 

기준 펄스 (local oscillator field; aL ) 와 중첩된다. 빛 

가르개로부터의 두 출력 모드 (d1, d2) 는 두 광 검출기 (photodetector; 

D1, D2) 가 측정한다. 결과적으로 광전류(photocurrent)는 두 광 

검출기의 차이가 되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신호는 두 출력 모드 (d1, 

d2) 에 있는 광자 수의 차이에 비례한다. 

CV-QKD 프로토콜의 첫 번째 단계는 송신자가 송신할 데이터를 

부호화(encoding) 하는 것이다 [27]. 즉, 임의의 수 발생기 (RNG; 

random number generator) 로부터 가우시안 분포로 만들어진 임의의 수 

(연속 변수) 를 위상 변조기 (phase modulator) 및 진폭 변조기 

(amplitude modulator) 에 적용한다. 각각의 변조기는 신호 펄스의 위상 

쿼드러처 및 진폭 쿼드러처 성분을 매우 약하게 변조해 준다. 이렇게 

약하게 변조된 신호 펄스를 (강한 기준 펄스와 함께) 양자 채널을 통해 

수신자에게 보낸다. 그래서 송신자는 임의의 연속 변수 데이터를 약한 

레이저 펄스 (결맞는 상태) 에 실어서 양자 채널을 통해 수신자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 수신자는 균등(balanced) 호모다인 검출기로, 위상 쿼드러처 

성분 또는 진폭 쿼드러처 성분의 연속 변수 값 둘 중 하나를 임의로 

측정한다. 따라서 결국 수신자는 자신이 측정한 변수를 송신자와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호모다인 검출기를 이용해 

진행되는데, 그림 4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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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호모다인 검출기 [20] 

 

 

2.2.2. 기저 선택 (키 교환; key exchange) 
 

BB84와 같은 DV-QKD에서 기저는 광자의 편광 상태로 구분한다. 즉, 편광 

상태가 수평, 수직인 기저와 45도, 135도 대각인 기저, 이렇게 두 

구분된 기저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45도 및 135도 기저는 수평 편광과 

수직 편광의 50:50 중첩된 상태이다.  

 

|↗〉 =  
1

√2
(|↔〉 +  |↕〉) 

|↖〉 =  
1

√2
(|↔〉 −  |↕〉) 

 

반대로 수평 및 수직 기저는 45도와 135도 편광의 50:50 중첩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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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
(|↗〉 +  |↖〉) 

|↕〉 =  
1

√2
(|↗〉 −  |↖〉) 

 

그래서 송신자와 수신자가 기저가 다를 경우, 수신자는 송신자가 보낸 

데이터 값 (예를 들어, 0이라 하자) 을 50%의 확률로 측정할 수도 있고 

50% 확률로 1을 측정할 수도 있다. 우리는 수평 편광과 45도 편광 

상태를 0, 수직 편광과 135도 편광 상태를 1로 놓자. 송신자가 수평 

편광 (즉, 0) 상태를 보내고 수신자가 45도 편광 기저로 측정을 했다면, 

수신자는 50%의 확률로 수평 편광 (즉, 0) 을 검출하거나 50% 확률로 

수직 편광 (즉, 1) 을 검출할 것이다. 

 

송신자의 비트 1 0  0  1  0  1  1  1  0  1  

송신자의 기저 × ×  +  × +  +  +  × +  +  

송신자의 편광 

상태 

135° 45° H  135° H  V  V  135° H  V  

수신자의 측정 

기저 

+ × + × × + × + + + 

수신자의 측정 

결과 

H 45° H * 135° V 45° * H V 

수신자의 초기 

데이터 

0 0 0  1 1 0  0 1 

걸러낸 키  0 0   1   0 1 

+: 수직 수평 기저; ×: 대각선 기저; H: 수평 편광; V: 수직 편광; *: 검출되지 않음 

그림 5. 초기 키 교환 과정 [22] 

 

따라서 송신자와 수신자의 편광 기저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같은 

정보를 가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50% 정도 틀린 정보를 가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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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림 5에서 초기 키 교환 (raw key exchange)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 뒤 송수신자는 일반 회선을 통해 서로의 기저가 같은지 확인하여 

같지 않은 기저는 다 버린다. 만약 송수신자가 (양자 채널을 통해) 편광 

상태를 주고 받을 때 도청자가 중간에 끼어 들었다면, 모든 편광 상태를 

주고 받은 후 송수신자가 기저를 확인할 때 분명 같은 기저임에도 

정보가 틀린 경우가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 왜냐하면 도청이란 

송수신자가 모르게 송신자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그 똑같은 정보를 

수신자에게 그대로 보내야 하는데, 도청자는 송수신자가 어떤 기저를 

선택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도청자 역시 임의로 기저를 

선택하여 편광 상태를 측정하고 그 값을 수신자에게 보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송수신자가 주고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50%의 확률로 

틀린 정보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된 경우 송수신자는 도청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처음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렇듯 임의로 기저 선택을 함으로써 

도청의 유무를 확실하게 알게 되어 보안을 완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CV-QKD에서도 이와 유사한 과정으로 도청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다. 송신자는 임의의 수 두 개 (위상 쿼드러처와 진폭 쿼드러처) 를 

보내고, 수신자는 둘 중 하나를 임의로 측정한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 X와 P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중간에 도청이 되었다면 도청자도 마찬가지로 둘 중 하나를 임의로 

측정을 해야 할 것이다. 양자역학의 원리에 따라 한 번 측정을 한 

상태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도청자는 자신이 

측정한 결과를 수신자에게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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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자가 수신자에게 보낼 때 50%의 확률로 수신자가 선택한 기저와 

달라 틀린 정보를 보낼 수 있다.  

 

 

2.2.3. 키 걸러내기 (key sifting) 
 

키 교환 (key exchange) 까지가 양자 채널을 이용해서, 즉, 레이저 

펄스에 입력 신호를 실어서 광 케이블과 같은 광학 장치를 통해 

송수신자간의 정보가 교환되는 첫 번째 단계이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 회선으로 모든 통신이 이루어 진다. 송수신자가 

초기 키 교환 (raw key exchange) 을 마치고 나면, 이제 수신자가 어느 

기저로 측정을 했는지 (일반 회선을 통해) 송신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송신자는 그 정보를 통해 수신자의 기저와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다 버린다. 그림 6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키 정보의 길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첫 단계의 양자 채널을 통한 전송에서 양자 채널 자체의 요인으로 

정보가 손실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양자 채널은 특히 외부 환경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잡음(noise)이 일반 채널에 비해 크며, 따라서 

정보의 손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수신자가 수신한 정보가 바로 

초기 키 (raw key) 이며, 거기서 기저가 같은 키를 걸러내면 약 절반이 

남게 된다. 키를 걸러내는 단계 (key sifting) 까지가 전처리 단계 

(preprocessing) 이며, 그 다음 단계로 에러율(error rate, QBER: 

quantum bit error rate)을 계산하고 에러를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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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QKD 각 단계 별 키의 길이 변화 [9] 

 

 

2.2.4. 오류 정정 (error correction) 
 

걸러낸 키 (sifted key) 가 송수신자 양쪽에서 똑같다면 더 이상의 

단계는 필요 없을 것이다. 즉, 걸러낸 키 자체를 비밀 키 (secret key) 

로 바로 사용하여 정보를 해독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걸러낸 

키가 양쪽에서 똑같은지는 확인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우선,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걸러낸 키의 일부분을 에러율을 

확인하는 데 이용한다. 송수신자 간에 걸러낸 키에서 임의의 부분을 

추려내어 서로 주고받으며 비교해 본다.  

이 오류는 양자 채널 장비가 완전하지 않다거나, 전송시의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 채널에 비해 잡음(noise)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오류가 매우 클 수 있다. 또한 QKD에서는 

도청자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도 다 같은 오류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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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율(QBER)을 계산하여 그것이 일정 기준 (최대 에러율; threshold) 

을 넘기면, 도청자가 충분히 많은 정보를 가져갔다고 고려되어 지금까지 

주고 받은 정보를 다 버리고 첫 단계부터 다시 해야 한다. 

에러율이 최대값을 넘지 않는다면, 도청자가 해독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오류를 정정하려고 시도한다. 

DV-QKD에서의 오류 정정은 프로토콜 특성상 기존의 에러 정정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즉, DV-QKD에서는 양자 상태를 큐빗(qubit; 0 또는 1,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중첩상태는 이용하지 않는다)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일반 디지털 통신에서 비트 정보를 에러 정정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기존의 에러 정정 방법을 이용하여) 에러를 정정할 수 있다. 

실례로 Cascade [23] 나 Winnow 프로토콜 [6] 을 들 수 있다. Cascade 

에러 정정 기법은 이진 검색 (binary search) 을 이용하는 방법이며, 

Winnow 에러 정정 기법은 해밍 코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CV-QKD에서는 큐빗이 아니라 연속 변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디지털 

에러 정정 기법을 사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연속 

변수를 양자화(quantization)하여 기존 오류 정정 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도 그러한 방법으로 해밍 코드를 

활용하여 오류를 검출 및 정정하는 알고리즘을 구현 및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CV-QKD 전반적인 과정을, 그리고 특히 

오류 정정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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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CV-QKD는 첫 번째 단계 (호모다인 검출 단계) 뒤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디지털 컴퓨터와 디지털 통신으로 가능하지만,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그 첫 번째 단계 역시 인위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매트랩(Matlab) [24] 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3.1.1. 전처리 단계 (preprocessing phase) 
 

표 3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위한 전처리 단계의 알고리즘을 보여준다. 이 

알고리즘은 하나의 프로시저(procedure; 함수: function)이며, 따라서 

메인 프로그램에서 호출한다. 입력은 메인 프로그램에서 불러올 때 

넣어줘야 하는 값들이며, 출력은 이 프로시저를 마치고 메인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때 돌려주는 값이다. 

 

표 3. 전처리 단계 알고리즘 

입력: (1) 표준편차 (가우시안 쿼드러처 값에 대한), (2) 펄스의 수 

(송신자가 보내는 총 정보의 양) 

출력: 걸러낸 키 (sifted key) 값 

과정: 

1. X 쿼드러처 값 = 가우시안 랜덤 변수 생성 (평균=0, 



22 

 

 

 

입력 값으로는 랜덤 변수 값을 생성할 때의 표준편차와 총 얼마나 

정보를 보낼 것인가 하는 배열의 길이이다. 이것은 가우시안 랜덤 

변수를 생성할 때 필요한 값이며, 그 변수 값이 각각의 쿼드러처 값으로 

된다. 여기서 X는 진폭 쿼드러처, P는 위상 쿼드러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총 펄스의 수를 100만개로 잡았다면, 가우시안 랜덤 변수를 각각 

100만번 생성하여, X 쿼드러처 값과 P 쿼드러처 값이 각각 100만개씩 

표(배열)에 저장된다. 그러면 송수신자 간에 초기 키 (raw key) 를 

가지게 된다.  

잡음으로 인한 양자채널 상에서의 정보의 손실 (그리고 도청자로 인한 

표준편차=입력값(1), 길이=입력값(2)) 

2. P 쿼드러처 값 = 가우시안 랜덤 변수 생성 (평균=0, 

표준편차=입력값(1), 길이=입력값(2)) 

3. 기저(basis) 선택 

for i = 1 to 길이                     

   tmp = 임의의 수 (-1~1 사이값) 생성; 

   if tmp > 0 

       basis(i,:) = X(i,:); 

   else 

       basis(i,:) = P(i,:); 

   end 

end 

4. 출력 = basis(i,:) 즉, 걸러낸 키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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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에 대해서는 뒷부분(에러 정정 알고리즘)에서 고려할 것이다. 이 

과정이 송신자가 부호화한 신호 펄스를 양자 채널에 실어서 수신자에게 

보내는 단계이다. 

수신자가 기저를 선택, 즉, 초기 키를 교환 (raw key exchange)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펄스(배열의 각 행)에 대해 X 쿼드러처 또는 P 

쿼드러처 둘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야 한다. 이 작업은 확률이 각각 

50%인 랜덤 변수, 예를 들어, 양수와 음수를 생성하여 양수이면 X, 

음수이면 P 값에 저장하는 방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 

과정은 수신자가 호모다인 검출기로 송신 신호 펄스를 (위상 쿼드러처 

또는 진폭 쿼드러처 연산자 둘 중 하나를 임의로) 측정하는 단계이다. 

수신자가 측정하여 얻은 연속 변수 값과 해당 기저 (X 또는 P) 를 

표(배열)에 저장하여, 선택한 기저에 대한 정보만 송신자에게 보내준다. 

송신자는 (수신자로부터 받은) 기저 정보를 담은 표와 (전 단계에서 

만든) 송신자 자신의 표와 비교하여, 각각의 펄스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 

기저에 대한 쿼드러처 값은 버린다. 그렇게 함으로써 걸러낸 키 (sifted 

key) 를 양측에서 공유하게 된다. 이 과정은 실제 상황에서도 일반 

회선을 통해 이루어 지므로 시뮬레이션에서와 차이가 없다. 

이제 전처리 단계에서의 작업을 마치고 다시 메인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데, 그 출력으로 걸러낸 키 값을 돌려준다. 다음으로 에러 정정 

단계로 넘어가지 전에, 이 연구에서 에러 정정 코드로 사용하고 있는 

해밍 코드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다. 

 

 

3.1.2. 해밍 코드 (Hamming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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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밍 코드는 디지털 통신에서 사용되는 에러 정정 코드 중 가장 간단한 

형태의 코드 중 하나로서 단일 비트 오류 정정 (물론 검출을 포함하여) 

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7, 4) 해밍 코드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7은 부호어(codeword) 길이 (7 비트) 이며, 4는 메시지 길이 (4 비트) 

를 말한다. 따라서 7 - 4 = 3 개의 검사(parity) 비트가 있다. 하나의 

블록(block)이 7비트이며, 이 하나의 블록 당 1 비트까지 오류 정정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즉, 한 블록에서 2 비트 이상 에러가 발생하면 

그것을 정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해밍 코드는 오류가 일시에 

몰려서 발생하는 경우엔 쓸 수 없다. 

그림 7에서 (7, 4) 해밍 코드의 전반적인 원리를 보여준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참조).  

 

 

그림 7. (7, 4) 해밍 코드, 여기서 p는 패리티 비트, d는 데이터(message) 비트

를 말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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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트 부호어를 만드는 과정 (encoding) 은 우선 전송하고자 하는 

정보의 비트열을 4 비트씩 잘라서 각각을 메시지 비트 (4 차원 벡터, 즉 

1 × 4 행렬; 열 벡터로 나타내도 상관없다) 로 둔다. 이 벡터를 4× 7 

행렬인 생성행렬(generator matrix)와 곱하면 결과적으로 7 비트 부호어 

(7차원 벡터, 즉 1×7 행렬) 가 된다. 즉, c를 부호어(codeword) 벡터, 

m을 메시지 벡터, 그리고 G를 생성행렬이라 두면 다음과 같다. 

 

c = mG 

 

이렇게 부호화 한 부호어 배열을 전송하는데, 채널 상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수신 측에서는 부호어 중 일부 비트가 반전될(flipped) 수 

있다. 이것을 검출하여 정정을 해 주어야 한다. 수신 부호어를 복호하는 

과정 (decoding)은 수신한 7 비트 부호어를 3×7 패리티 행렬 (parity 

check matrix) 의 전치 행렬과 곱하는 것이다. 즉, s를 신드롬 벡터 

(syndrome vector), v를 수신 부호어 벡터, 그리고 H를 패리티 검사 

행렬이라 두면 다음과 같다. T는 전치(transpose)를 뜻한다. 

 

s = v𝐇𝐓 

 

그러면 결과적으로 1 × 3 신드롬 벡터를 얻을 수 있고, 이 신드롬 

벡터로부터 오류가 발생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해밍 코드는 한 블록 

당 하나의 오류만 정정 가능하므로 그 블록에서 오류가 검출되었다면, 

해당 위치의 비트를 반전시킴으로써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 

 



26 

 

3.1.3. 에러 정정 (error correction) 
 

이제 송수신자 양 측에서 걸러낸 키를 가지고 있고, 양 측의 키가 

동일한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래서 걸러낸 키 중 일부분을 선택하여 

서로 비교해 보면 송수신 에러율을 계산할 수 있다. 물론 걸러낸 키 

전체를 비교해 보면 정확한 에러율을 알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도청의 

위험에 노출되어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일부분만 비교하고 

비교한 부분은 버린다.  

하지만 CV-QKD에서의 송수신 데이터는 연속 변수이므로, 이것을 직접 

비교하는 것 보다 (어차피 에러 정정을 위해서는 양자화를 시켜줘야 

하므로) 걸러낸 키를 증폭(amplification)시켜 연속 변수를 

이산(discrete) 변수로 변환을 시켜주는 것이 좋다. 표 4에서 에러 정정 

알고리즘을 보여준다. 전처리 단계의 출력값을 받아서, 입력값으로 

걸러낸 키 값을 준다. 

 

표 4. 에러 정정 알고리즘 

입력: 전처리 단계의 걸러낸 키 값 

출력: (1) 송수신 에러율, (2) 송수신 에러 중 정정 실패한 에러율, (3) 

최종 에러율 

과정: 

1. 입력값인 걸러낸 키를 증폭(amplification), 정수 값 (-128 ~ 127 

사이값) 

2. 송수신 에러율 계산 

3. 메시지 비트 = 걸러낸 키를 증폭시킨 정수값을 이진수 (8 bit, 즉, 8 

자리수) 로 변환 후, 그것을 두 부분으로 나눔, 즉 4 bit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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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신 부호어 (codeword) 비트 = 4 bit 메시지 비트를 생성 행렬 

(generator matrix) 과 곱함, 7 bit 

5. 수신 부호어 비트 = 임의의 비트에 에러를 생성하여, 송신 부호어 

비트와 XOR 연산 수행 

6. 신드롬 비트 = 7 bit 수신 부호어 비트를 패리티 검사 행렬 (parity 

check matrix) 과 곱함, 3 bit 

7. 7 bit 복원 비트 = 신드롬 비트로 에러 발생 위치를 파악하고, 

그것으로 만든 에러 테이블을 수신 부호어 비트와 XOR 연산 수행, 7 bit 

8. 4 bit 복원 비트 = 7 bit 복원 비트에서 패리티 비트를 제거, 4 bit 

9. 정수 복원 값 = 4 bit 복원 비트 두 부분을 합쳐서 정수로 변환 

10. 입력값의 정수 값과 정수 복원 값을 비교하여, 송수신 에러 중 정정 

실패한 에러율 계산 

11. 최종 에러율 계산 

 

송수신 에러율 계산 및 에러 정정을 위해, 연속 변수인 걸러낸 키를 

증폭시켜서 정수로 만들어 준다. 정수는 8비트(즉, 8자리 이진수)로 

만들어 주므로 -128에서 127 사이 값을 가진다. 이것은 (7, 4) 해밍 

코드에서 메시지 비트가 4 비트이므로, 8자리 키 값을 두 부분으로 

쪼개서, 하나의 펄스에 대한 키 값을 두 개의 메시지 비트로 만들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걸러낸 키 값이 X기저의 0.3015라고 하자. 이것을 

증폭시키면 19가 된다. 이 정수 값을 이진수로 변환시키면 00010011이며, 

이것을 두 개의 메시지 비트인 0001과 0011로 나눈다. 

0011을 생성 행렬과 곱하면 0011001이며, 이것이 송신 부호어 비트 (7 

비트) 가 된다. 이 예에서 생성 행렬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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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

1 0 0 0   0 1 1
0 1 0 0   1 0 1
0 0 1 0   1 1 0
0 0 0 1   1 1 1

] 

 

이렇듯 모든 신호 펄스에 해당하는 메시지 비트를 생성 행렬과 곱하여 

송신 부호어 비트의 표를 만든다. 총 펄스의 수가 100만개였다면, 

200만개의 열(column)이 만들어질 것이다. 다음엔 시뮬레이션을 위해 

에러를 인위적으로 생성하여, 전체 송신 부호어 벡터에서 해당 비트를 

반전시킨다. 즉, 송신 부호어 벡터를 보내는 중에 에러가 발생하여 수신 

부호어 벡터의 일부 비트가 반전된 상황이다. 

이제 수신자는 수신 부호어 벡터에 에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것을 패리티 검사 행렬과 곱한다. 이 예에서 패리티 검사 행렬은 

다음과 같다. 

 

H = [
0 1 1 1   1 0 0
1 0 1 1   0 1 0
1 1 0 1   0 0 1

] 

 

그 결과 신드롬 벡터를 얻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오류의 

위치를 알 수 있고, 따라서 그 위치의 비트를 반전시킴으로써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 앞의 예에서 0011001을 패리티 검사 행렬과 곱하면 

신드롬 벡터는 000이 된다. 000은 십진수로 0이므로, 이것은 오류가 

없다는 뜻이다. 이 예에서 만약 송신 중 오류가 발생하여 두 번째 

비트가 반전되었다면, 수신 부호어 벡터는 0111001이 될 것이고, 이것을 

패리티 검사 행렬과 곱하면 신드롬 벡터는 101이 되어 둘째 비트가 

반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패리티 검사 행렬의 각 열이 신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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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이며, 101은 그 행렬의 두 번째 열이므로 수신 부호어의 둘째 

비트가 오류가 있다는 의미이다. 

신드롬 벡터로 모든 수신 부호어 벡터상의 오류를 알 수 있으므로, 해당 

비트를 반전시키면 오류를 바로 정정할 수 있다. 그 결과로 복원된 

부호어 벡터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7 비트, 즉, 패리티 비트 3 

비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패리티 비트를 제거하여 4 비트 복원 

메시지 벡터를 만들어 준다. 앞에서 8 비트 정수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4 비트 복원 메시지 두 개를 합쳐주고 그것을 정수로 

변환해 준다. 최종적으로 정수 값을 본래의 연속 변수 값으로 변환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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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V-QKD 에러 정정; 실제 구현 
 

앞에서 설명한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은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위해 

구현되었다. 그래서 CV-QKD가 가상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내부 

상황을 알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이 구현된 것이지, 이 알고리즘을 실제 

CV-QKD 통신에 이용할 수는 없다. 사실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은, 걸러낸 

키 (sifted key) 에 생성 행렬을 곱하여 부호어를 만든 상태에서 

송신하는 (중 에러 발생, 즉, 에러 비트를 생성하여 수신 부호어를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연속 변수 (쿼드러처) 값을 바로 

보내고, 그 과정에 에러가 발생하는 실제 상황과는 알고리즘 과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을 수정 및 개선하여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CV-QKD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즉, 해밍 

코드를 이용한 Winnow 프로토콜이라는 기존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이 

프로토콜을 연속 변수 QKD에 적용하였다. 그러면 실제 구현 알고리즘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Winnow 프로토콜을 간략히 짚어 보겠다. 

 

 

3.2.1. Winnow 프로토콜 
 

해밍 코드를 이용한 에러 정정 프로토콜인 Winnow는 DV-QKD에서 

제안되었으나, 이 논문에서는 이것을 CV-QKD에 적용할 것이다. 일반적인 

통신 시스템을 그림 8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전송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에러 정정을 하기 위해서) 부호화시켜 준다. 부호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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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송신측 부호어(codeword, X: 쿼드러처 X와는 다름; (7, 4) 

해밍 코드에서는 7 비트)라 하고, 그것을 (양자)채널을 통해 전송하는데, 

그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수신되는 메시지, Y가 수신측 

부호어 (역시 7 비트) 이며, 이것은 에러를 포함할 수 있고, 에러 

정정을 위해 복호화(decoding) 과정을 거치면 최종적인 (에러 정정된) 

메시지가 된다. 

 

 

 

그림 8. 통신 시스템 [25] 

 

 

일반적인 채널, 즉, 가우시안 채널에서 잡음(noise)는 가우시안 

잡음이며, 그것을 Z라 한다. 그러면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그림 9). 

 

Y = X ⊕ Z 

 

즉,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 수신된 메시지는 송신 메시지와 에러의 XOR 

연산 결과가 된다.  

그러면 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송신측 메시지에 패리티 

검사 행렬을 곱하여 송신 부호어를 생성하고, 즉, 

 

X ⟹ 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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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가우시안 채널 [25] 

 

 

마찬가지로 수신 부호어를 생성하기 위해 수신측 메시지에 패리티 검사 

행렬을 곱하면, 즉, 

 

Y = X ⊕ Z ⟹ HY = H(X ⊕ Z) 

 

에러 정정을 수행할 수 있는 해밍 코드가 만들어 진다. 즉, 다음과 같이 

송신 부호어와 수신 부호어를 XOR 연산하면, 에러 벡터 (Z) 에 패리티 

검사 행렬을 곱한 신드롬 벡터 (3 비트) 를 얻을 수 있다. 

 

HX ⊕ HY = HX ⊕ HX ⊕ HZ = HZ 

 

앞에서 보았듯이, 이 신드롬 벡터 (HZ) 로부터 우리는 에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즉, 수신 부호어 벡터의 몇 번째 비트가 반전되었는지 

알 수 있고, 그 비트를 반전시킴으로써 에러를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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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송신측 에러 정정 
 

시뮬레이션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이 알고리즘도 메인 프로그램에서 

호출하는 하나의 프로시저이며, 입력값으로 전처리 알고리즘 (실제 

상황에서는 호모다인 검출기에서 측정을 한 값을 송수신자간에 기저 

선택을 하는 과정) 으로부터 걸러낸 키 값을 받는다. 그리고 에러 

정정을 위해 연속 변수 값을 증폭시켜 준 뒤, 그것을 이진수로 변환해 

준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8 비트로 변환시키는데, (7, 4) 해밍 코드를 

활용하기 위함이다. 표 5에서 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5. 송신측 알고리즘 

입력: 전처리 단계의 걸러낸 키 값 

출력: 송수신 에러율 

과정: 

1. 입력값인 걸러낸 키를 증폭(amplification), 정수 값 (-128 ~ 127 

사이값) 

2. 송신측 메시지 벡터 (message vector) = 걸러낸 키를 증폭시킨 

정수값을 이진수 (8 bit, 즉, 8 자리수) 로 변환 

3. 송신측 패리티 비트 (parity bits) = 각 메시지 벡터의 패리티를 

계산 

4. 패리티 테이블 송신 

5. 대기(wait), 그리고 수신자가 계산한 에러율을 수신 

6. 도청 여부 판단 

if 에러율 < 최대 에러율 (threshold)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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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inue  

else 

    return 에러(QKD의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 

end 

7. 대기(wait), 그리고 수신자로부터 에러 테이블을 받음 

8. 송신측 부호어 백터 (codeword vector) = 송신측 메시지 벡터의 앞 

부분 7 자리 (7 비트) 

9. 송신측 신드롬 비트 (syndrome bits) = 7 bit 송신측 부호어 비트를 

패리티 검사 행렬 (parity check matrix) 과 곱함, 3 bit 

10. 송신측 신드롬 비트 테이블을 수신자에게 보냄 

 

우선 송신자가 보내는 (기저 선택 후 남은 기저에 대한) 모든 펄스 

신호를 변환한 이진수 값을 표(table)로 만들어 준다. 그리고 8 비트 

이진수를 하나의 블록으로 본다. 즉, 하나의 블록이 하나의 행이고, 

전체 펄스의 수가 행의 수이다 (8 비트 이진수이므로 열의 수는 8이다). 

이 송신측 메시지 벡터 테이블로부터 각각의 행에 대해 패리티를 

계산한다. 즉, 한 행의 모든 이진수 값을 XOR 연산을 수행한다; 

결과값은 0 또는 1 이다. 이것으로부터 송신측 패리티 비트 테이블을 

만들어 준다. 그것을 수신자에게 보내면, 수신자는 에러율을 계산하여 

송신자에게 보내온다. 

송신측 패리티 비트 테이블을 보낸 뒤에 수신자로부터 에러율 결과를 

받을 때까지 대기하고, 그 결과로부터 현재의 송수신 신호를 가지고 

비밀 키를 만들 수 있을지 판단한다. 즉, 노이즈가 너무 심하거나 

도청자가 가져간 정보가 너무 많다면, 현재의 송수신 신호로 비밀 키를 



35 

 

만든다 하더라도 보안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QKD의 처음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에러율이 최대 에러율을 넘지 

않는다면, 계속 진행해도 괜찮다는 뜻이 되며, 수신자로부터 에러 

테이블을 받을 때까지 대기한다. 

수신측으로부터 받은 에러 테이블로부터 에러가 발생한 블록, 즉, 에러 

테이블의 한 행에서 1 값이 있는 블록에 대해서만 송신측 부호어 벡터의 

테이블을 생성한다. 만약, 하나의 블록에 1 값이 두 개 이상 존재한다면, 

해밍 코드는 정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우 그러한 블록에 

대해서는 별도의 에러 정정 알고리즘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에러가 발생한 블록에 대해서, 송신측 부호어 벡터는 (7, 4) 해밍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 송신측 메시지 벡터 (8 비트) 의 앞 부분 7 

비트만을 사용한다. 그리고 각각의 블록에 대해, 3 × 7 패리티 검사 

행렬과 7×1 송신측 부호어 벡터를 곱하여 3 비트 송신측 신드롬 비트를 

생성하고, 그것의 테이블을 만든다. 결과적으로, 생성된 송신측 신드롬 

비트 테이블은 열의 수는 3이고, 행의 수는 총 펄스 신호의 수와 같다. 

거기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행(블록)의 값은 0이고, 나머지는 각각 

패리티 검사 행렬의 각각의 열의 값 중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에러가 

없는 블록은 건너뛰고 에러가 발생한 블록에 대해서만 에러 정정 연산을 

수행하도록 해 줌으로써, 알고리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만든 송신측 신드롬 비트 테이블을 수신자에게 보내고, 송신측 

알고리즘은 종료한다. 

 

 

3.2.3. 수신측 에러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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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측 알고리즘도 송신측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입력값으로 전처리 

알고리즘으로부터 걸러낸 키 값을 받는다. 그리고 에러 정정을 위해 

연속 변수 값을 증폭시켜 준 뒤, 그것을 이진수로 변환해 준다. 표 

6에서 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6. 수신측 알고리즘 

입력: 전처리 단계의 걸러낸 키 값 

출력: 에러 정정한 연속 변수 값 

과정: 

1. 입력값인 걸러낸 키를 증폭(amplification), 정수 값 (-128 ~ 127 

사이값) 

2. 수신측 메시지 벡터 (message vector) = 걸러낸 키를 증폭시킨 

정수값을 이진수 (8 bit, 즉, 8 자리수) 로 변환 

3. 수신측 패리티 비트 (parity bits) = 각 메시지 벡터의 패리티를 

계산 

4. 대기(wait), 그리고 송신측 패리티 테이블 수신 

5. 에러 비트 = 송신측 패리티 비트와 수신측 패리티 비트를 XOR 연산 

수행 

6. 에러율 계산 

7. 도청 여부 판단 

if 에러율 < 최대 에러율 (threshold) 

then 

    continue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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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 에러(QKD의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 

end 

8. 송신자에게 에러 테이블을 보냄 

9. 수신측 부호어 벡터 (codeword vector) = (에러 블록에 대해) 수신측 

메시지 벡터의 앞 부분 7 자리 (7 비트) 

10. 수신측 신드롬 비트 (syndrome bits) = 7 bit 수신측 부호어 비트를 

패리티 검사 행렬 (parity check matrix) 과 곱함, 3 bit 

11. 대기(wait), 그리고 송신자로부터 송신측 신드롬 비트 테이블을 

받음 

12. 최종 신드롬 비트 = 송신측 신드롬 비트와 수신측 신드롬 비트를 

XOR 연산 수행 

13. 7 bit 복원 비트 = 신드롬 비트로부터 에러 발생 위치를 파악하고, 

그것으로 해당 블록의 해당 비트를 반전(flip) 

14. 8 bit 복원 비트 = 7 bit 복원 비트의 패리티를 계산하여 송신측 

패리티 비트와 비교, 메시지 벡터의 마지막 비트를 계산하여 추가해 줌 

15. 이진수 변수 (8비트 복원 비트) 를 연속 변수로 변환 후 출력 

 

송신자로부터 받은 (걸러낸 키에 대한) 모든 펄스 신호를 변환한 이진수 

값을 표(수신측 메시지 벡터 테이블)로 만들어 준다.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수신측 메시지 벡터 테이블로부터 각각의 행에 대해 패리티를 

계산한다. 이것으로부터 수신측 패리티 비트 테이블을 만들어 준다. 

송신자로부터 송신측 패리티 테이블을 수신할 때까지 대기하고, 그것을 

받으면 송신측 패리티 비트와 수신측 패리티 비트의 XOR 연산을 

수행하여 에러 비트 테이블을 생성한다. 즉, 에러 비트 테이블은 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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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총 신호 펄스의 수인 열 벡터이고, 행의 값이 0이면 에러가 없는 

블록이며, 1이면 에러가 있는 블록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블록의 주소가 

바로 행 번호이다. 

이 에러 테이블로부터 에러율을 계산할 수 있는데, 에러율은 에러 

테이블의 에러 비트의 총 합 (즉, 에러 테이블의 모든 행의 값을 더한 

값) 에 대한 의 비율이다. 

 

에러율 = 
총 에러 비트의 수

총 신호 펄스의 수
 

 

송신측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에러율로부터 도청으로 인한 정보의 

유출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한다. 그래서 정보의 유출이 최대 에러율을 

넘는다면 이 알고리즘을 계속할 필요가 없으므로, 종료하고 QKD의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보안이 유지되는지 판단이 되었다면, 

송신측에 에러 테이블을 보내는데, 이것은 에러가 발생한 블록에 

대해서만 에러 정정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알고리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수신측도 마찬가지로 에러 테이블로부터 에러가 발생한 블록, 즉, 에러 

테이블에서 값이 1인 블록에 대해서만 수신측 부호어 벡터의 테이블을 

생성한다. 에러가 발생한 블록에 대해서, 수신측 부호어 벡터는 (7, 4) 

해밍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 수신측 메시지 벡터 (8 비트) 의 앞 부분 7 

비트만을 사용한다. 그리고 각각의 블록에 대해, 3 × 7 패리티 검사 

행렬과 7×1 수신측 부호어 벡터를 곱하여 3 비트 수신측 신드롬 비트를 

생성하고, 그것의 테이블을 만든다.  

송신자로부터 송신측 신드롬 비트 테이블을 받아서, 송신측 신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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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와 수신측 신드롬 비트를 XOR 연산하여, 에러에 해당하는 최종 

신드롬 비트 테이블을 얻는다. 이 최종 신드롬 비트 (3 비트)가 바로 

패리티 검사 행렬의 하나의 열에 해당하는 값이며, 또한 패리티 행렬의 

열 번호가 해당 블록에서의 에러의 위치 (해당 비트) 를 말한다. 그러면 

7 비트 수신측 부호어 벡터 테이블의 각각의 블록에 대해 에러에 

해당하는 비트를 반전시킴으로써, 그 블록의 에러를 정정하게 되고 

우리는 7 비트 복원 벡터 테이블을 얻는다.  

본래의 메시지 벡터는 8 비트 값이므로, 7 비트 복원 벡터로부터 이것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은 (에러가 없는) 송신측 패리티 비트와 7 비트 

복원 벡터의 패리티를 알면 수행될 수 있다. 즉, (에러가 없는) 패리티 

비트는 8 비트 (에러가 없는) 메시지 벡터의 모든 비트를 XOR 연산하여 

생성했으므로, 7 비트 복원 비트의 패리티를 계산하여 (에러가 없는) 

패리티 비트와 XOR 비교한다. 

예를 들어, 패리티 비트가 1이고, 7 비트 복원 비트가 1101100이라 그 

패리티가 0이면, 마지막 8 비트 값은 1이라는 것이다. 그래야 7비트 

복원 비트에 이 마지막 8 번째 비트를 추가한, 8 비트 복원 비트의 

패리티가 1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8 비트 복원 비트 테이블을 만들어 

주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연속 변수로 변환해 준 뒤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이렇게 하여 수신자의 신호 펄스에 대한 에러 정정이 완료되고, 따라서 

이 시점에서 송신자와 수신자는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물론, 해밍 코드의 특성상 하나의 블록에 2개 이상의 에러가 

발생한 경우엔 오류 정정이 수행되지 않을 수 있고, 그 외의 요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100% 완벽히 똑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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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 그럼에도 에러 정정 알고리즘이 오류 없이 종료했기 때문에, 

송수신자 간에 공유하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비밀 키를 만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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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뮬레이션 결과 

 

앞에서 설명한 알고리즘을 Matlab으로 구현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1) 표준편차를 바꾸어 가며, (2) 신호 펄스의 

수(크기; size)를 바꾸어 가며, SNR (Signal-to-Noise Ratio: 신호 대 

잡음비) 에 따른 에러율 (Error Rate) 의 함수를 얻는 것이다. 여기서 

SNR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6]. 

 

SNR = 
Psignal

Pnoise
 

 

즉, 시그널 (의미 있는 정보) 과 배경 잡음 (원치 않는 시그널) 간의 

전력비를 말한다. 따라서 SNR 값이 작을수록 잡음이 커서 쓸모 없는 

데이터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며, 그 값이 클수록 의미 있는 

정보가 많다는 뜻이 된다. 일반적으로 SNR은 로그 값인 데시벨(dB) 

단위로 나타낸다. 

그리고 에러율은 송수신 직후의 에러율 (Error Rate), 해밍 코드로 에러 

정정을 수행한 뒤에 정정이 되지 않은 에러율 (Uncorrected Error Rate), 

최종 에러율 (Final Error Rate), 그리고 SNR로부터 계산한 (이론상의) 

에러 확률 (Probability of Error) 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에러 확률은 SNR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8]. 

 

Probability of Error = 
1

2
erfc(√S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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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SNR에 대한 이론상의 에러 확률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얻은 

에러율의 결과와, SNR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얻은 정정이 되지 

않은 에러율 및 최종 에러율의 결과를 분석해 본다. 

 

 

4.1. 표준편차에 따른 결과 

 

앞에서 설명했듯이 CV-QKD 프로토콜의 첫 번째 단계는, 송신자가 결맞는 

상태 (coherent state) 의 신호 펄스를 보내기 위해 (가우시안 분포의) 

임의의 수를 생성하는 것인데, 그 임의의 연속 변수 값의 분산이 

VAN0이며 N0는 산탄잡음(shot noise)이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초기에 설정하는 표준편차는 바로 송신자가 생성하는 연속 변수의 

분포이며, 또한 잡음의 분포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림 10에서 각 

쿼드러처 값에 대한연속 변수 (가우시안)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 송신자가 생성하는 연속 변수 분포 (표준편차 0.5) 

 

본 연구에서는 표준편차 0.25, 0.5, 1.0, 2.0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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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편차에 따른 결과는 모두 신호 펄스의 수 1000개이다. 물론 신호 

펄스의 수는 걸러낸 키 신호의 수를 말한다. 그림 11에서 표준편차 값 

0.5에 대해 그 결과를 보여 준다. 

 

 

그림 11. SNR에 따른 에러율 (표준편차 0.5, 신호 펄스 수 1000) 

 

위의 그림에서 에러 확률 (prob. of error) 은 SNR로부터 이론상으로 

계산된 값이며, 에러율 (error rate) 은 시뮬레이션 상의 실제 에러율을 

말한다. 즉, 에러율은 (걸러낸) 총 신호 펄스 수에 대한 에러 신호 수의 

비율이다. SNR의 정의에 따라, SNR 값이 클수록 에러율이 작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여주는 에러율은 위 그림의 실제 에러율이 주어진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된 결과이다. 즉, 정정되지 않은 에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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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orrected error rate) 은 총 에러 신호 수에 대해, 해밍 코드를 

적용하여 에러 정정을 수행한 후에도 정정되지 못 한 에러 신호 수의 

비율이다. 

 

정정되지 않은 에러율 = 
정정되지 않은 에러 신호의 수

총 에러 신호의 수
 

 

SNR이 작을 때엔 에러 정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반면, SNR이 

커짐에 따라 에러 정정이 잘 수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해밍 코드의 특성상, 하나의 블록 (여기서는 8 비트) 에 2개 

이상의 에러 비트가 발생하면 에러 정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종 에러율 (final error rate) 은 총 (걸러낸) 펄스 

신호 수에 대해, 해밍 코드를 적용하여 에러 정정을 수행한 후에도 

남아있는 에러 신호 수의 비율이다. 

 

최종 에러율 = 
정정되지 않은 에러 신호의 수

총 펄스 신호의 수
 

 

마찬가지로, SNR이 커짐에 따라 에러 정정이 잘 수행되어 SNR이 4 dB 

(실제 에러율 0.1정도) 일 때, 최종 에러율이 0에 근접함을 보여주고 

있다. 부록에서 0.5 이외의 표준편차(0.25, 1.0, 2.0) 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보여 준다. 각각의 표준편차에 대해 결과값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 따라서 송신자가 임의로 생성하는 연속 변수의 분포와 잡음의 

분포가 에러 정정을 수행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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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호 펄스 수(size)에 따른 결과 

 

이번에는 표준편차를 0.5로 고정시켜 놓고, (걸러낸 키) 총 신호 펄스의 

수(크기)를 바꾸어 가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우선 신호 펄스 수 

1000개에 대해서는 그림 10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림 12에서 신호 크기 

10000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12. SNR에 따른 에러율 (표준편차 0.5, 신호 펄스 수 10000) 

 

 

그림 13의 신호 펄스 수 100000에 대한 결과, 그리고 그림 14의 신호 

펄스 수 1000000에 대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총 신호 펄스의 크기가 

커도 SNR이 커짐에 따라 에러율이 0에 접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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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해밍 코드를 이용한 CV-QKD 에러 정정 

프로토콜은 총 신호 펄스의 수가 커지더라도 안정적으로 에러 정정을 

수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3. SNR에 따른 에러율 (표준편차 0.5, 신호 펄스 수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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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SNR에 따른 에러율 (표준편차 0.5, 신호 펄스 수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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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양자 역학이 고전 역학과 다른 점을 이용하여 고전 

컴퓨터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양자 역학의 응용 

분야인 양자 정보 통신을 소개하였다. 그래서 물리를 전공한 학생들에게 

양자 역학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떻게 응용되는지, 양자 

역학에 대한 이해도를 돕고자 하였다. 

양자 정보 통신 분야 중, 특히 양자 암호 (양자 키 분배) 는 이미 

상용화 단계까지 도달한 최신 첨단 분야이며, 이 논문에서는 양자 암호 

- 특히, 연속 변수 양자 키 분배 (CV-QKD) - 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CV-QKD 프로토콜의 단계 중, 상용화 가능 여부에 중요한 역학을 

하는 에러 정정 알고리즘을 (해밍 코드를 이용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은 디지털 에러 정정 방식인 기존의 코드(해밍 코드)를, 

연속 변수 신호 (양자 역학적 신호) 를 처리하는 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에러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 

CV-QKD 프로토콜의 첫 번째 단계는 광학 장치인 호모다인 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해밍 코드를 이용한 에러 

정정이 CV-QKD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자 하였다. 그리고 실제 

에러가 발생한 상황에 적용하고자, 호모다인 검출 후 송수신자가 얻은 

신호 펄스 데이터를 입력하면 바로 에러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을 수정 및 개선하였다. 

알고리즘의 주요 관점은, 연속 변수를 이산(discrete) 변수로 변환해 

주는 점; CV-QKD는 연속 변수를 비밀 키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진 변수 

에러 정정 코드인 해밍 코드와 같은 기존의 에러 정정 코드를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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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이다. 그리고 송수신 과정에서 도청자가 정보를 어느 정도 

훔쳐가는지 확인하여, 도청(즉, 에러율)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하게 

되면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알고리즘의 처음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시뮬레이션은 (1) 표준편차를 달리하여, (2) 신호 펄스 수를 달리하여 

수행하였는데, 각각 SNR에 따른 몇 가지 에러율의 함수를 얻었다. 즉, 

SNR로부터 계산한 (이론상의) 에러 확률, 송수신 직후의 에러율, 해밍 

코드로 에러 정정을 수행한 뒤에 정정이 되지 않은 에러율, 그리고 최종 

에러율의 함수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SNR이 커짐에 따라 최종 에러율이 

점점 작아져, 특히 SNR이 대략 4 dB 일 때 최종 에러율이 0에 근접함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최종 에러율은 해밍 코드를 이용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이 에러 정정을 수행한 후의, 말 그대로 최종 에러율을 

말한다. 

표준편차는 송신자가 생성하는 연속 변수의 분포와 송수신 채널의 에러 

분포를 나타내는데, 시뮬레이션 결과 표준편차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신호 펄스 수는 1000개에서 100만개까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는데, 펄스 수가 커지더라도 에러 정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이 안정적으로 에러 정정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으로 이러한 양자 암호 처리 (CV-QKD) 의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며 

파악함으로써, 물리를 전공한 학생들이 양자 역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즉, 추상적인 형태로만 머리 속에 잡혀 

있던 양자 역학이 보다 구체화되어, 실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어떻게 응용되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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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양자 역학에 대해 설명을 함에 있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설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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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림 15. SNR에 따른 에러율 (표준편차 0.25, 신호 펄스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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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SNR에 따른 에러율 (표준편차 1.0, 신호 펄스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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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SNR에 따른 에러율 (표준편차 2.0, 신호 펄스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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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Quantum Information is introduced to solve some problems difficult 

for current computers or communication technics, using quantum 

mechanical properties – superposition, entangled states, and so on 

- different to classical mechanics. We deal with quantum 

cryptography and quantum communication which are parts of quantum 

information and are using superposition states. This paper shows an 

example of using quantum mechanics for quantum information. 

Error correction algorithm for CV-QKD using Hamming code is 

proposed in this study. So far, there only exist error correction 

algorithms for DV-QKD using Hamming code, such as Winnow protocol 

[6], but not for CV-QKD. So it is applied for CV-QKD in this paper. 

In the first stage of the CV-QKD, Alice(a sender) sends and Bob(a 

receiver) receives signal pulses through optical devices, but 

instead of performing an experiment, such a process is replaced for 

the simulation in this study.  

Also, since the simulation algorithm cannot be applied for actual 

environments in which errors occur during sending and receiving 

signal pulses, we propose modified algorithm which is able to 

correct errors, once we get sent data and received data after the 

first stage of the CV-QKD. Because continuous variables are used 

for secret keys in CV-QKD, we should convert continuous variables 

to discrete ones in order to use existing error correction codes 

such as Hamming code. Moreover, we should check out how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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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Eve(an eavesdropper) steals. So if maximum error rate 

excesses the threshold, the process will be exited and be started 

from the first stage of the algorithm. 

We get several error rates as a function of SNR from the result of 

the simulation according to 2 parameters: (1) standard deviation 

and (2) the number of signal pulses; where the error rates mean 

theoretical probability of error calculated from SNR, error rate 

just after sending and receiving signal pulses, uncorrected error 

rate after correcting error using Hamming code, and final error 

rate. The final error rate approaches to 0, especially in 4 dB 

approximately, when SNR gets bigger and bigger from the result. 

This result means that error correction algorithm implemented in 

this study is performed well. 

The standard deviation describes the distribution of the continuous 

variables sender generates and of the error in quantum channel. 

This parameter does not affect the result significantly. In the 

case of the number of the signal pulses, simulation is performed 

from 1000 to 1000000 pulses. The final error rate still approaches 

to 0 at high SNR even if the number of pulses is big; therefore 

this shows the algorithm proposed in this paper corrects error 

stably. 

 

Keywords : quantum information, quantum encryption, quantum key 

distribution, Hamming code, error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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