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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Intel, Google, IBM 등 굴지의 다국적 IT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양자컴퓨터 연구개발 경

쟁을 치열하게 진행하면서 관련 기술이 비약

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1]. 머지않은 미래에 구

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자컴퓨터는 많은 분

야의 혁신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긍정

적인 면과 함께, 수학적 복잡성을 기반으로 한 

현대암호의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 기존 현

대암호 학계에서 post-quantum cryptography 

(PQC) 알고리즘의 표준화를 공모하는 등, 양

자컴퓨터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국가 보안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경주하고 있다 [2]. 이러한 PQC 연구는 기본

적으로 알려진 양자컴퓨터의 계산알고리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

은 다른 양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의 발현 가능성에 대한 위협은 여전

히 존재한다. 반면에, 수학적 계산 복잡성이 

아닌 물리 법칙에 안전성을 기반하는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 보안통신 기술인 양자키분배 

시스템이 1984년에 처음 제안되었고 지속적

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3-5]. 하지만, 양

자키분배도 이론적으로는 완전한 안전성을 

제공하지만, 구현상에서 실질적인 장비의 결

함 등으로 인한 양자공격이 존재하고, 현대암

호 인프라에 실용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풀어

야 하는 기술적인 이슈들이 존재한다. 본고에

서는 양자컴퓨터 위협에서도 안전하게 비밀

키를 공유할 수 있는 양자키분배 시스템을 소

개하고 기술 이슈 및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을 살펴본다. 

양자키분배 시스템 
기술개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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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자키분배 시스템 개념

동일한 양자 키를 나누어 가지기 위해 송·

수신부는 일련의 프로토콜을 거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1984년 C. H. Bennett과 G. Bras-

sard가 제안한 BB84 프로토콜이 널리 사용되

고 있다 [5]. 편의를 위해 큐빗의 양자상태 중 

광자의 편광을 이용한 양자키분배를 설명하

면, 송·수신부는 수직·수평기저의 두 편광

상태 ↕, ↔를 각각 bit 0과 1로 정의하고, 마찬

가지로 대각기저의 두 편광상태 , 를 마찬가

지로 bit 0과 1로 한다. 송신부는 앞서 정의한 

총 4개의 양자상태를 무작위로 큐빗 열을 만들

어 양자채널을 통해 수신부로 전송한다. 수신

부는 전송받은 큐빗 열 각각을 수직·수평 또

는 대각 기저를 무작위로 사용하여 측정한다. 

만약 큐빗의 편광과 동일한 기저로 측정할 경

우 측정한 정보는 전송한 정보와 같게 측정되

나, 다른 기저로 측정할 경우 측정한 정보는 전

송한 정보와 동일 정보를 갖거나 다른 정보를 

가질 확률이 각각 50%가 된다. 따라서, 수신부

는 사용한 기저와 측정결과를 전부 기록하고 

모든 큐빗 열의 측정이 끝나면 송·수신부는 

송신한 큐빗의 기저와 측정한 기저가 같은 것

만 추려내는 sifting 과정을 거치게 된다. Sifting 

과정을 통해 나누어 가진 정보 중 일부를 추

출·비교하여 quantum bit error rate (QBER)

를 측정하고 도청자의 유무를 판단한다. 

도청자는 양자역학의 복제 불가능성 원리에 

의해 임의의 양자상태를 복제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도청자는 수신자가 임의의 기저를 이

용하여 측정한 방식과 동일하게 측정하는 방

식으로 공격을 진행한 경우, 송신자로부터 전

송된 임의의 양자상태의 큐빗이 붕괴하여 원

래의 양자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므

로 도청자가 측정한 결과로 송신부가 전송한 

것과 같은 양자상태를 다시 만들어 수신부에

게 보내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억지로 도청

자가 측정한 값이 맞다고 가정하고 임의로 수

신자에게 양자 상태를 보내게 되면 확률적으

로 QBER을 발생시킨다. 이는 송·수신부가 

QBER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도청이 되고 있다

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양자키분배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큐빗 

생성을 위한 단일광자광원이 필요하다. 하지

만, 고순도의 단일광자광원을 구현하는 것은 아

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또한 매우 큰 일이  그림 1 ▶ 양자키분배를 위한 BB84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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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실용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지금

까지 양자키분배 시스템은 단일광자광원을 감

쇄된 레이저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레

이저는 단일광자광원과는 달리 광자의 개수

는 Poisson 분포를 따른다. 즉, 하나가 아닌 2

개 이상의 광자가 출력될 수 있는 확률이 존재

한다. 이를 이용하여 도청자는 손쉽게 두 개의 

광자 중 하나를 빼내어 측정하는 것으로 도청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2000년대 초반 양자암호

는 큰 위기를 맞을 뻔하였으나, Decoy 프로토

콜의 등장과 이론·실험적 고찰로 인해 지금은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다방면의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6]. 현재 Decoy 프로토콜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기술이 되었다.

현실적으로 양자키분배 시스템은 전송과정

에서 양자채널·수신부 광학계의 손실률, 단

일광자검출기의 검출 효율로 인한 큐빗의 손

실이 존재한다. 실제 일반적인 광케이블 선로

의 손실은 0.2 dB/km이며, 단일광자검출기의 

검출 효율은 통신 파장 대역에 따른 물질 특성

에 따라 10~90% 정도로 측정된다. 따라서 실

제 BB84 프로토콜에서 큐빗 열 중 수신자가 검

출된 부분만 공유하여 sifting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송신부에서 반드시 단일광자 수

준의 큐빗이 전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통

신 거리의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그 외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들과 개발 

동향을 다음 장에서 기술한다. 

3.  양자키분배 시스템 이슈 

및 기술개발 동향

3.1 통신 거리 확장 방안

양자통신은 양자키분배를 위해 송신부에서 

양자채널을 통해 큐빗 하나가 전송되므로 통

신 거리의 제한이 있는 것이 가장 큰 극복과제 

중 하나이다. 양자키분배 시스템의 통신 거리 

제약을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면 양자 중계기가 

필요하지만, 아직 기초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

다. 양자 중계기의 대안으로 유선 양자키분배 

시스템을 이은 신뢰연계점과 위성을 신뢰연계

점으로 한 양자키분배가 있다.

중국에서는 32개의 신뢰연계점을 연결하

여 2,000 km의 양자키분배 백본망을 구성하

였다. 각 신뢰연계점 당 거리는 약 80km이며, 

망 구성 과정에서 기존 양자채널 감쇄율보다 

30% 많아 최대 18 dB의 감쇄율을 가진다. 중

국 양자키분배 시스템은 10 dB 감쇄 채널에

서 50~80 kbps의 양자키 생성속도를 고려했

을 때, 신뢰연계점 망에서 양자키 생성속도는 

20~30 kbps로 예상된다 [7].

위성을 신뢰연계점으로 사용하여 중국과 오

스트리아 총 7,600 km 거리에서 양자키분배를 

수행한 논문이 2018년에 발표되었다 [8]. 중국

의 싱룽현, 난산구, 오스트리아의 Graz에 지상

국을 두고, 인공위성 Micious는 태양동기궤도

를 따라 회전하며 지상국과 양자키분배를 수

행하였다. 날씨에 따라 1,000 km에서 3 kbps, 

600 km에서 9 kbps의 양자키를 분배하였으며, 

1~2.4%의 QBER의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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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양자키분배 시스템 제어 기술

현재 많은 기업, 연구 그룹에서 양자암호통

신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

다. 양자키분배 시스템을 실제 포설된 광케이

블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자채널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송·수신부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

한데, 양자채널 주위의 환경변화는 양자키 생

성률, QBER와 같은 양자키분배 성능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최적의 성

능이 유지된 안정적인 양자키분배를 위해서

는 송·수신부 시스템과 전송되는 큐빗의 동

기화, 송·수신부의 광학계 안정화가 필요하

다. 최근 양자키분배 시스템을 실제 포설된 광

케이블망에 유·무선으로 구성하여 양자채널 

주변 환경변화 속에서도 이를 효율적으로 대

처한 연구결과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9]. 

유선 양자키분배 시스템에서 single mode 

fiber (SMF) 양자채널을 통해 큐빗을 전송하

게 되는데, 큐빗의 양자상태 중 하나인 편광이 

SMF에서는 변하게 되므로, 유선 양자키분배 

시스템의 송신부는 보통 위상으로 큐빗을 인

코딩하여 전송한다. 위상 인코딩을 위해 유선 

양자키분배 시스템의 송·수신부는 동일한 간

섭계가 필요하게 되고, 두 간섭계의 차이가 있

는 경우 이는 간섭 선명도의 저하가 생기며 이

는 QBER로 나타나 안전한 비밀키를 나누어 

가지는데 큰 장애가 된다. 두 간섭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한쪽 간섭계의 길이 차이를 보정

하는 안정화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양자키분

배 수신부의 위상 변조기와 같은 능동 소자는 

보통 편광에 의존하므로 양자키분배 수신부는 

일정한 편광을 가지는 큐빗을 받기 위해 편광

제어도 필요하다. 채널의 환경변화에 의한 두 

현상은 QBER 모니터링을 통해 성능 저하를 감

지하고, 간섭계의 길이, 수신된 큐빗의 편광을 

실시간으로 조정하여 안정화할 수 있다.

모든 양자키분배 시스템 수신부의 단일광

자검출기는 큐빗을 검출하기 위해 매우 민감

하게 동작하므로 잡음에 매우 취약하다. 잡음

을 효과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수신부는 광자

가 도착하는 정확한 시간에 단일광자검출기를 

구동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고속의 검출

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나노초 이하의 초정

밀 검출 타이밍 제어기술이 필요하며, 양자채

널 주위의 온도변화에 따라 광 선로의 길이가 

그림 2 ▶ (a) Beijing-Shanhai 2,000 km 양자키분배 백본망 and 

(b) 위성 Micius를 이용한 7,600 km 양자암호통신.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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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므로 이를 정밀하게 타이밍을 추적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고속의 양자키분배를 위해 광원, 변조

기 검출기의 고속제어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

으며, 근래에는 GHz 이상 동작 가능한 양자키

분배 시스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광

원, 변조기, 검출기의 고속제어 연구는 각각 특

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도전적인 일이며, 부수

적으로 고속의 데이터 통신 및 신호 처리, 난수 

생성 등이 필요하다.

3.3 양자암호 네트워크

양자암호시스템은 단대단을 넘어 신뢰연계

점을 도심 중간에 배치하여 양자키분배를 통

해 더 넓은 범위의 보안 통신망 구축을 위한 연

구가 2000년대 초부터 연구되었다.

최초의 유선 양자키분배 네트워크는 DARPA

로 6개의 신뢰연계점인 하버드, 보스턴 대학

과 캠브릿지에 위치한 BBN Technologies 사를 

이어 2004년에 시험 구동되었다 [10]. 뒤이어 

오스트리아에서 SECOQC 프로젝트의 일환으

로 8개의 신뢰연계점을 평균 20~30 km로 연결

하여 2008년에 컨퍼런스에서 전화, 화상 통화

를 시연하였다 [11]. 스위스에서는 최초로 장기

적으로 국가간 양자통신을 선보였다. 프랑스

에 위치한 유럽 입자 물리학 연구소(CERN)와 

제네바에 위치한 두 신뢰연계점을 연결하였

다 [12]. 총 2009년부터 2011년 1월까지 구동되

었으며 이는 ID Quantique사의 안정적인 양자

키분배 장비로 수행되었다. 일본에서는 2010

년에 도쿄 양자암호 네트워크를 공개했다.  

총 6개의 신뢰연계점을 연결하였고, 각 신뢰연

계점 간 다양한 양자암호 프로토콜로 양자키

분배를 수행하였다 [13]. 화상통화, 도청자 감

지, 신뢰연계점간 재구성을 시연하였다. 중국

은 2,000 km 신뢰연계점 사이인 허페이, 우후

시 도심에 각각 5개, 3개의 신뢰연계점을 배치

하고 중간에 차오후시와 연결하는 총 9개의 신

뢰연계점을 연결하였다고 2014년에 발표했다 

[14]. 최근에는 베이징, 상하이, 허페이, 지난시

의 정부, 군사, 금융, 전력 요충지에 다수의 신

뢰연계점을 배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SKT가 분당과 성남, 수원, 용인, 

양평을 연결하는 양자암호 네트워크망을 구성

그림 3 ▶ (a) DARPA 양자암호 네트워크, (b) SECOQC 양자암호 

네트워크, (c) SwissQuantum 양자암호 네트워크, (d) 

Tokyo 양자암호 네트워크, (e) H-C-W 양자암호 네트워

크, (f) SKT 양자암호 네트워크, (g) KT-KIST 양자암호 

네트워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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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15]. 망의 통신 최대거리는 107 km이

며, 분배된 키를 이용하여 AES-256의 암호화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ID Quantique를 인수

하고, 양자암호 5G 네트워크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KT와 KIST는 공동연구

를 통하여 서울 도심 반포, 강남, 서초, 양재와 

우면동을 연결하는 양자키분배 네트워크망을 

구성하였다 [16]. 신뢰분기점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하나의 수신부와 다수의 송신부

를 파장·편광분할 다중통신을 이용하여 양자

키분배 망을 구성하였다. 이는 중계기 이후 최

종 가입자에게 경제적, 실용적으로 양자키분배

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양자암호 분야의 꾸준한 투자와 

연구를 바탕으로 상용화에 더욱 가까워졌다. 

최근에는 5G 네트워크망의 보안을 위해 양자암

호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양

자키분배 시스템 제어기술을 네트워크로 확장

하고, 각 신뢰분기점 상용망의 환경변화에 따른 

독립적인 보정 기술과 광 선로의 감쇄, 교차 잡

음 등의 저감 기술이 결합한 노력의 성과이다. 

3.4 양자공격에 대한 방지책

양자암호는 양자역학을 기반하여 도청에 대

해 완벽한 안전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양자키

분배 시스템은 현실적인 소자로 구성되며, 이

는 양자역학에 위배되지 않는 모든 능력을 갖

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도청자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광원 [17], 광학소자 [18], 검

출기 [19] 등이 주요한 공격 대상이 되었는데, 주

위 조작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양자키 생성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단일

광자검출기가 주로 공격 대상이 되어 왔다. 

검출기의 공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

해 측정장치에 무관한 양자키분배 프로토콜 

(MDI-QKD)가 제안되었다 [20]. 하지만, 측정

장치에 무관한 양자키분배 프로토콜은 벨상

태 측정이 필요하므로 BB84 프로토콜과 비교

하면 키 생성률이 현저히 낮아진다. 또한, 떨어

진 두 광원의 특성이 유사하도록 유지해야 높

은 선명도의 벨상태 측정을 할 수 있다. 동일

한 광원의 특성을 가지도록 제어하는 것은 힘

든 일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레이저의 특성

을 이용하거나 구조를 변화하는 등의 다양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21,22]. 그러나 측정장치에 

무관한 양자키분배 시스템은 여전히 양자키 

생성률을 높여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실질적인 소자를 대상으로 한 양자공격을 방

지하고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양자키분배

의 사용자는 더 안전하게 비밀키를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지속적인 양자공격에 대한 연

구와 이를 방지하는 해결책의 제시 및 안전성 

분석을 통해 양자암호가 더 안전해질 수 있다. 

3.5 보안 서비스를 위한 양자암호 시스템

완전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양

자키분배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 기본적으

로 일반적인 암호 시스템은 무결성, 기밀성, 인

증, 부인방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데, 양자

키분배는 이 중에 기밀성만을 제공한다. 즉, 양

자키분배와 함께 완전한 보안 서비스를 구축하

려면 무결성, 인증, 부인방지 기능을 양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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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을 바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증, 부인방지를 

위한 다양한 양자 프로토콜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 [23-26]. 

인증, 부인방지를 위해 은행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두고 양자의 얽힘 특성을 이용

한 프로토콜이 제안되었으나, 얽힘 광자 쌍을 

많이 준비해야 할수록 실제 구현에서 난도가 

증가하며, 효율로 인한 실용성이 떨어진다. 광

자 쌍의 얽힘 특성과 신뢰 기관을 프로토콜에

서 배제하는 실용적인 인증 방법도 제시되었

는데, 양자적인 특성을 이용한 공격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의 이론적 분석 및 고찰이 더 필요

한 실정이다 [26].

무결성, 인증, 부인방지를 양자키를 기반한 

현대암호로 수행하고, 양자키분배로 기밀성을 

제공하는 방식이 이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

나, 양자컴퓨터의 발현에서도 안전하게 사용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양자통신과 현대암

호의 post-processing 알고리즘의 협력방안이 

필요한 대목이다.

3.6 양자키분배 시스템의 소형화

양자키분배 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경

제적인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양자키분배 시스템의 소형화를 위한 칩 

기반의 양자키분배 시스템의 연구가 필요하다. 

광 집적 소자는 Si, SiO2, InP, GaAs 등을 많이 사

용하며 광 변조기와 같은 능동 소자 구현도 가

능하다. 광 직접 소자를 이용한 양자키분배 소

형화 연구는 2010년대부터 활발히 이루어졌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Lo 연구팀은 편광 인

코딩 양자키분배를 위한 실리콘 칩 기반 송신

부를 구현하였다 [27]. 구현된 칩은 표준 공정으

로 제작되었으며 1.3 mm × 3 mm 영역에서 펄

스 발생기, 강도 변조기, 가변 광 감쇠기 및 편

광 변조기를 집적화하였다. 영국은 2015년부터 

양자통신 허브를 구축하고 4개의 카테고리 중 

그림 4 ▶ (a) 토론토 대학의 실리콘 칩 기반 양자키분배 송신기, (b) 

브리스톨 대학의 양자키분배 송·수신부 칩, (c) MIT 대학

의 실리콘 칩 기반 고속 편광변조를 이용한 양자키분배, 

(d) ETRI의 무선 양자키분배를 위한 실리카 기반 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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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칩 기반 양자키분배로 선정할 만큼 지

속적인 연구 지원을 하고 있다. 브리스톨 대학

의 O’brien 연구팀은 InP 기반 양자키분배 송

신기와 SiOxNy 기반 수신기를 공정하여 고속의 

양자키분배를 수행하였다 [28]. 또한, BB84를 

포함하여 coherent one way, differential phase 

shift 프로토콜의 양자키분배가 가능한 형태의 

송·수신부 칩을 제안하였다. 미국 MIT 대학

의 Dirk Englund 연구팀은 실리콘 칩 기반 고

속 편광 제어를 통해 양자키분배를 실제 환경

에서 구동하였다 [29]. 도심 43 km 거리에서 

157 kbps의 비밀키 생성 속도를 보였다고 발

표했다. 이 외에도 덴마크, 중국에서 칩 기반의 

양자키분배를 위해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ETRI에서 무선 양자키분배를 위한 SiO2 

기반 편광 인코딩 칩 모듈을 발표하였다 [30]. 

편광빔분리기, 반파장판, 빔분리기를 하나의 

칩으로 집적하였고, 무선 양자키분배를 위한 

송신부로 사용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낮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양자키분배를 수행하였

다. KIST에서는 LiNbO3를 이용하여 양자키분

배에 필요한 능동, 수동 소자를 구현하는 연구

를 진행 중이다. LiNbO3는 양자키분배에 필요

한 여러 소자의 특성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여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4. 맺음말

양자키분배 시스템의 극복과제와 이를 해결

하기 위한 기술 연구 동향에 관해 기술했다. 

1984년 양자키분배가 제안된 이후로 지속한 

이론·실험적 연구와 국가의 정책적인 투자로 

상용화가 많이 앞당겨졌다. 양자는 아직 미지

의 영역이지만, 양자통신은 이미 그 단계를 지

나 공학적으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

는 분야이다. 현재 위성을 이용한 대륙 간 양

자통신, 장거리 유선 신뢰연계점 등으로 중국

이 양자통신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

라는 뛰어난 통신 인프라와 반도체 기술을 바

탕으로 양자통신 분야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최근 이루어

지고 있는 정책적 투자와 기업의 상용화를 위

한 표준화 참여는 양자통신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도전적인 핵심기술 연구를 통해 글

로벌 선도 기술을 선점하여 다가오는 양자통

신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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