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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신뢰성을 갖는 양자 키 분배 시스템의 보안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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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논문은양자키분배시스템에서의보안성을증폭시키기위한랜덤보안성증폭의개념을소개한다. 양자오류정정과보안사이

의관계를이용하여보안성증폭을제공하는것을보인다. 또한보안성증폭측면에서랜덤보안성증폭이기존유니버셜해쉬함수

만을이용한것보다나은보안성을제시한다는것을보인다. QKD의대표적인예인 BB84 프로토콜을이용하여유니버셜해시함수

가보안성을강화하는과정을설명한다. 마지막으로제안한랜덤보안성증폭과기존방식이양자 QKD 채널에서키생성률에따른

보안성을 비교한다.

Key Words : Random privacy amplification, QKD(Quantum Key Distribution), hash functions,  hash functions, 

Random Number Generator (RNG).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cept of random security amplification to amplify security in a quantum key distribution system. 
It seems to provide security amplification u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quantum error correction and security. In addition, 
we show that random security amplification in terms of security amplification offers better security than using existing 
universal hash function. We explain how the universal hash function enhances security using the BB84 protocol, which is 
a typical example of QKD. Finally, the proposed random security amplification and the conventional scheme compare the 
security according to the key generation rate in the quantum Q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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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암호화를위해서필요한시드키의보안성증폭을위해서

는임의의랜덤변수를통하여생성된  해쉬함

수가사용된다. 이기술에대한연구는랜덤변수추출기술

에 기반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3]. 랜덤 보안

성증폭기술은공용통신, 인터넷 결제, 도청가능성이있는

통신, 모바일 결제 등의 비밀키 생성(distillation)에 적용이

가능하다 [4]-[6].

최근에는 보안성의기준을구분가능한 norm 이라불

리는 기술로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은 보편적으로 구성 가

능한 보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비밀성의증폭의기준으로  구별성을채택하고이를양자

암호증폭에적용하여임의의보안성증폭에대한성능을평

가한다. 독립적이고동일하게분포된암호비밀키의경우에,

생성 된 난수의 비율이 원 정보 소스의 엔트로피보다 작으

면, 균일한난수에대한표준거리가 0에가깝게접근하는확

률변수를생성하는것이가능하다. 여기서암호에서거리라

는표현은실제생성한난수와암호증폭과정을통해생성한

비밀 키와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현실적인 설정에서 우리는

유한 크기의 임의의 변수만을 조작할 수 있다. 한정된 거리

의설정에서성능을다루기위해, 우리는독립적이고동일한

분배 설정을 위한 두 가지 형식을 가진다.

첫번째는 2차형식주의이며, 보안매개변수에대한상수

제약조건을갖는생성된키길이 의 2차순서까지의점근

적 확장에 초점을 맞춘다. 두 번째로는 지수의 형식론으로,

키생성률   을고정하고보안매개변수의지수감

소율을평가한다. 지수형식론에서는보안매개변수가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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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적으로 0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

으면지수감소속도에대해더낮은상한을명시적으로부여

해야한다. 이에 대한지수형식론은다양한정보이론적설

정에 의해 연구되었고 유선 채널, 소스 코드, 무선통신 그리

고 도청 채널의 상호 정보 기준과 같은 범위에 적용되었다

[7]-[8]. 이차형식에관해서는채널코딩의경우다양한설정

에서고정오차확률을갖는최적의코딩길이가 2차까

지도출되었다. 특히정보스팩트럼접근법에기반하여이를

다룬 것은 매끄러운최소엔트로피와밀접하게 연관이있다

[9]. Han [10]에 의해언급된바와같이, 정보 스펙트럼접근

법은채널코딩에서에러확률의최적지수를산출할수없

다. 이는 양자통신에기존보안성증폭을적용할때민감한

문제이다. 따라서이에대해다룬논문들은부차적인정보가

없는 경우 정보 스펙트럼 방법을 사용하여  구별성 기준

및기타기준에따라최적의 2차계수를풀었다. 부가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조건부분포에 대한 우도의 분산으로우

도의분산을대체함으로써다음과같은이유로 2차형식주의

에 대해 동일한 논증을 나타낼 수 있다. 직접적인 부분은

 해쉬 함수 하에서 유지되는 이 논문의 부등식

에 의해 키 보조 정리를 대체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정리를 독립 항등 분포에 적용한다.

주어진 키생성률 및주어진 소스분포를 설정하여양자 키

분배 시스템에서의 보안성 증폭도를 분석한다. 그런 다음

 해쉬 함수의 패밀리가 적용될 때 생성된 난수

와균일한난수간의  norm 거리의평균의지수의하한을

유도한다.

3장에서는해쉬함수에대한강력한조건 를

설명한다. 우리는독립적이고동일한확장을고려하고 주며

정보이론의표준방법중하나인 Csiszár와 Körner 에 의해

발명 된유형 방법을사용함으로써 이경계에 대한지수 감

소율이 더 엄격한 조건에서 엄격하다는 것을 보인다.

Ⅲ. 양자 암호 키 생성 및 보안성 증가

랜덤 넘버 생성기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도청가능성이

있는 비밀 키를 생성하는 것을 고려한다. 도청을 고려한 랜

덤넘버생성기를이용하여생성된정보는전송자와수신자

그리고 도청자 모두가 랜덤 넘버 생성기 와 연관성이 있

다. 전송자와 수신자가 공유하는 공통 랜덤 넘버는 ∈ ,
도청자가일부도청을해내서 와일부를동일한정보를가

지고있는다른랜덤넘버는 ∈라한다. 이공통랜덤키
에서공통된랜덤넘버중에도청가능성이큰 와가장연관

성이 없게 추출해 내는 것이 보안성 증폭이다. 이를 수식으

로 나타내면

(1)

위 식을 이용하여 엔트로피   차수에 대해 구하면

. (2)

그리고 조건부 엔트로피   차수에 대한 식은

. (3)

이제우리는 stochastic형태의함수 로표현되어생성된

랜덤넘버   의모음함수 를살펴본다. 이

함수 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이라고 부

른다.

조건 1:∀≠∀∈ , 확률       가 거
의 일 때.

조건 2:모든 에대하여, 
 의집합원의개수가 

에 의존하지 않을 경우일 때.

이섹션에서는 QKD에 거의모든이중 유니버설해시함

수집합이적용될때강력한보안을보인다. 이를위해QKD

보안증거의위상오류수정에적용한다. 따라서이접근방

식을 위상 오류 수정 접근 방식이라고 부른다. QKD에서

Alice와 Bob은 Quantum 통신의결과로얻은결정된키에서

비밀 키를 생성하기 위해 키 추출 프로토콜을 수행해야 한

다. 보안성 증폭을 위한 함수 집합을 사용하는 다음 유형의

BB84 프로토콜을 고려한다. 유니버셜 해시 함수 집합

을 사용하는 BB84 프로토콜 :

1) Alice와 Bob은 sifted 키를설정하고 BB84 프로토콜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비트 오류율을 추정한다.

Alice는 임의로 선택된 Bob 큐 비트 상태

       를 보낸다.

Bob은 무작위로 선택한  를 받아서 측정한다.

인증된공개채널을사용함으로써 Bob은모든큐비트에

대한 측정 기준을 발표하고 동일한 기준을 선택한 비트 만

유지한다.

이들은 공개 채널을 통해 임의로 샘플링 된 비트를 공개

하고 예상 된 비트 오류율을 계산하고 비율이 너무 높으면

프로토콜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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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Alice와 Bob은각각 sifted key  ∈
를 얻는다.

2) Alice는난수 
를선택하고   ⊕

 과

XOR 연산을 표시하여 발표한다.

3) Bob은  ⊕를계산하고 을사용하여오류를

수정함으로써 ′∈ 얻는다. 그런 다음 Bob은

 
 을만족하는가공안한비트 ∈ 를

계산한다. (그러므로, 높은 확률로   에 근접한).

4) Alice는 선형 유니버셜 함수   → 를 무작위
로선택하여이를 Bob에게알린다. 그런다음비밀키

  와  를 계산한다.

Shor and Preskill 에 의해널리사용되는증명기법을사

용함으로써, 이 프로토콜의 완전 보안성을 가 완전 랜덤

인선형함수일때보였다. 다른한편, 양자 Finneti 표현 정

리를 사용함으로써 Renner는 보안성 증폭을 위해

유니버셜 해시 함수를 사용하여 BB84 프로토콜의 무조건
보안을 증명했다. 이 섹션에서 우리는 가 δ-almost 이중

유니버셜인약한상태를유지하는 Shor-Preskill 유형의보
안 증명을 제시한다.

이 절의 조건은 실제로 함수 집합이 δ-almost 이중

유니버셜의제한된경우이기때문에실제로완화되어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 방법은 [10]에서와 달리, Alice와 Bob이

sifted 키비트의무작위치환을수행할필요가없다는추가

적인이점을가지고있다. 반대로, 랜덤치환이이미 QKD 시

스템에구현되어있거나채널이순열불변인경우, 해쉬함

수는 결정론적인 코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 될 수 있다.

이 코드 쌍의 치환된 코드는 (n+1)-almost 이중 유니버셜
서브 코드 쌍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보안을 보여주기 위해

다음과같이고전적인 CSS 코드의관점에서프로토콜을다

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다.

코드  집합을 사용하는 BB84 프로토콜 :

1) Alice와 Bob은 전술 한 프로토콜과 동일한 절차에 의

해 sifted key ∈를 설정한다.
2) Alice가 임의로 ∈ 선택하여 공개 채널을 통해
  ⊕을 밥에게 보낸다.

3) Bob은  ⊕를 계산하고 를 사용하여 오류

를수정함으로써 ′∈ 얻는다. (그러므로, 높은확
률로  ′ .)

4) Alice가임의로코드  를선택하여 Bob에게알립니

다. 그들은 둘 모두의 코셋   , i.e.,

    ′ 으로써 비밀 키를 얻
는다.

간단한 계산을 위해서 이 섹션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프로토콜로제한한다. 우리는몇가지알려진결과를검토하

고 표기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Alice와 Bob 사

이의 양자 채널은 임의의 양자 연산 ∧에 의해 주어지므로,

sifted 키는 ∧에의해영향을받는다. [7]과 [8]에서논의된

바와같이, BB84 프로토콜의위유형은회전된큐비트의하

에서 일반적으로 손실없이 불변하므로, 원래 채널를 회전시

켜얻은 Pauli 채널 ∧를고려해보자. Pauli 채널 ∧는일

반적으로 위상 오류와 비트 오류의 공동 확률 분포 로

설명 할 수 있다.

즉, ∧는 - 큐 비트 상태 로 변형하면

∧
 ∈
     †  

여기서

   
⊗⋯⊗



   
⊗⋯⊗



이고 와 는 Pauli 행렬이고

  ⋯   ⋯ ∈ 이다. 우리는위상오
차의 한계 분포를 ∑

∈
 로 나타낸다.



는 에 따른 의 해밍 가중치 의 분포를 나타

낸다. 다음으로, 비밀 키를 고려하기 전에, sifted 키 의 보

안성을 예를 들어 평가한다. 여기에 나온 결과는 와이어 탭

채널 및 이후의 임의 추출을 위한 섹션에도 사용된다. 프로

토콜의첫번째단계가완료되면 Alice와 Eve의전체시스템

을 로 한다(즉, 양자 통신부).

보편적인구성가능성 [3]을고려한보안기준을사용한다

면, sifted 키의 보안은      와

      의 이브의 구별 가능성

∥⊗∥로 평가할 수 있다. 또는 Eve의 Holevo
정보    log    log⊗을 통해 보안
을평가할수있다. 이값들은다음수식으로묶여있는것으

로 알려져 있다.

∥⊗∥≤  

≤  

여기서     는 채널 ∧의 위상 에러 확률이
다.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loglog i f≤   i f   
이제 비밀 키의 보안을 살펴보면

이론 1: 함수 의 집합의모임이  일 경

우 다음을 만족한다.

, (8)

여기서 ≤∀ ≤ 일 경우에 다음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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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연관 정보는 다음과 같다.

, (9)

여기서 경계조건은 log이고,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0)  

이 부등식은 다음과 같인 이론을 따른다.

이론 2: 으로부터생성된 로이루어진함수 가

존재할 경우 다음을 만족한다.

 .( 1 1 )  

우리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본함수는   인데 
그 이유는 좀 더 암호화의 보안성 강화를 지수적으로 증가하게 
표현을 비교하기에 복잡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 일 경우의 두 가지 




과

 




상위경계조건을비교할것이다. 측정공간 

내의 Holder inequality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12)

위 식을 이용하여 다시 정리하면

                .            

          . 

 . (13)    

다음으로우리가보안성증폭의키생성속도  이주어

진 상호정보량   에 극한으로 가는 경우 → 이면

테일러 정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식을 테일러 정리를 풀어서 나타내면

    .   

               .  .

, (14)

여기서

       .  

          (15)

실제로 Schwarz 부등식을 적용하고 inner 곱 연산

〈〉


을 하면다음을 얻을 수 있다.

. (16)

실용적인QKD 시스템에서, 우리는앞에서예로든도청가

능한와이어채널을사용한BB84 프로토콜의채널을통하여

부분신뢰성을갖는  기반의랜덤 보안성 증폭의

성능을비교할수있다. 키생성률에따라서시스템이지수적

으로보안성이 증가하는것을보이고 이를 통하여 도청자가

존재하는상황일때양자암호시스템의에러율이더빨리낮

아져 실제 도청자의 유무를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를 나타내면

.      (17) 

. (18)

이고 (17)은 제안한보안성증폭을이용한것이고 (18)은 기

존의  해쉬함수이용한양자채널을가정하였을

때 BB84 프로토콜의보안성을나타낸것이다. 이를다시정

리하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 (19)

여기서    이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제안한

 기반의 부분 랜덤 보안성 증폭과 기존

 해쉬함수를 이용했을 때의 성능을 비교한 것이

다. 키 생성속도에따라지수적으로더급격하게제안한방

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더 좋은 성능을 가지는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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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니버셜 랜덤키 방식에 따른 키 레이트와 보안성의 

exponent 증가.

Ⅳ. 결론

본논문은양자키분배시스템에서의보안성을증폭시키

기 위한 이중 해시 함수의 개념을 소개하였다. 암호화를 위

해서는전송자와수신자는랜덤변수생성기에서랜덤변수

를생성하고이를공통시드키로활용하여초기키를생성하

게되는데이때문에도청가능한채널에서일부키가유출된

다고가정하고유출된키의길이만큼의보안성증폭이필요

하게된다. 우리는랜덤키생성방식을통하여기존도청가

능한양자채널의보안성을높이기위해서  기반

의랜덤보안성증폭을적용하여실제상위경계조건에도달

하기 위한 키 생성 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기존

BB84 프로토콜을적용하여제안한보안성증폭방식과기존

 해쉬 함수만을 적용한 방식의 보안성 증폭도가

지수적으로 먼저도달하는성능을보였다. 그래서우리는

양자채널에서의도청자가있을경우도달하게되는키생성

속도와 보안성의 지수 상한선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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