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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eneral, the homomorphic encryption (HE) scheme is a cryptosystem that has recently come
into the spotlight due to changes in the computer environment such as cloud computing and to the
threat of personal information being leaked. In addition, the information-theoretic security of the
quantum key distribution (QKD) protocol represented by the BB84 protocol was proven long ago, so
it has been actively studied for commercialization. Although HE is secure for various applications,
problems arise in scenarios where multi-party users have to implement remote operations. In this
paper, we first propose a method that enables multi-party remote computation of the homomorphic
encryption by using a QKD protocol at a long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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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동형암호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 없이 구현하는 암호를 의미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컴퓨터 환경의 변화와 개인정보 유출의 위협에 따라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암호체계이다. 그리고 BB84
프로토콜로 대표되는 양자키분배 프로토콜은 정보이론적인 안전성이 이미 오래 전에 증명 되었고, 상용화를
목표로 활발히 연구 중이다. 동형암호의 안전성과 다양한 응용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자간 사용자가
원거리 연산을 구현해야하는 시나리오 아래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 양자키분배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동형암호의 다자간 원거리 연산을 가능하게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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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 개

Shor의 소인수분해 양자알고리즘 [8]이 세상에 알려진
직 후부터, (고전) 정보이론의 양자 버전인 양자정보이론

Shannon에 의해 정립된 정보이론 (information theory,

(quantum information theory, QIT) 에 대한 관심이 폭발

IT) [1]은 현재 컴퓨터, 스마트폰, 가전 제품, 그리고 (인공

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10,11]. 이런 양자이론은 양자중첩

위성을 이용한) 광통신 인터넷망 등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quantum superposition) 이나 양자얽힘 (quantum entan-

미치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 힘들고,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glement) 과 같은 양자역학 고유의 현상으로부터 출발하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등) 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고전역학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일뿐 아니라 뭔가 우리가

있다. 특히 4차 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빅데이터의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가치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1

빠르고 안전한 처리와 개인정보보호 의 중요성에 힘입어

하지만 양자정보이론에 관한 대중적 관심 이전부터 사실은

동형암호 (homomorphic encryption, HE) 라고 알려진 암

BB84 [12], E91 (또는 EPR) [13], 그리고 B92 [14] 프로토

호체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이외에도,

콜이라고 명명된 양자키분배 (quantum key distribution,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서버 컴퓨터 환경의 변화에 힘입어, 원

QKD) 프로토콜과 같은 양자역학의 원리에 기반한 새로운

본이 아닌 암호화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보내서 연산하기

암호의 프리미티브 (cryptographic primitives) 가 존재했으

위해서는 동형암호와 같은 새로운 암호체계가 필연적이다.

며 그것의 정보이론적 안전성 (information-theoretic secu-

동형암호는 2009년 Gentry에 의해 처음 세상에 소개되었

rity) 이 이미 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고 [15–17] 경쟁적으

고 [2] 현대 컴퓨터가 구현할 수 있는 모든 연산을 암호화된

로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18]. 최근의 연구 동향을 보면,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양자얽힘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E91 프로토콜의 구현에

이슈들을 해결해 줄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실

관한 연구가 심도있게 부각되고 있다 [19,20].

Rivest, Addleman, 그리고 Dertouzous(RAD) 에 의해 제

양자키분배 프로토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

안된 비밀동형성 (privacy homomorphism, PH) 라는 개념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만약 우리가 비밀 키 (secret key) 를

에서 시작된 이 암호체계는, 범용 계산이 가능한 완전동형암

자유롭게 나누어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혜택을

호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FHE) 를 구축하기 이

누릴 수 있을까? 사실 비밀리에 해야만 하는 모든 작업2 이

전부터 부분동형암호 (partially homomorphic encryption,

이 혜택에 포함되며 양자 버전의 경우, 그 대표적인 예가

PHE), 준동형암호 (somewhat homomorphic encryption,

바로 비밀양자채널 (private quantum channel, PQC) 이라

SWHE) 등의 다양한 시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HElib라

고 말할 수 있다 [21–24]. 즉, 비밀 키를 안전하게 나누어

알려진 암호 라이브러리의 실제적 구현 [3] 및 효율성을 겸비

가진 두 사용자는 (고전 원타임패드와 마찬가지로) 완벽한

한 근사동형암호 (approximate homomorphic encryption)

양자통신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즉, 고전채널과는

[4]가 활발히 연구 중이다 [5]. (아래의 Fig. 1을 참조하라.)

달리 양자채널 상에서는 도청자로부터 안전한 비밀 통신이

편의상 우리는 완전동형암호를 동형암호라고 부르도록 할

언제나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양자키분배 프로토콜이 동형암호와

것이고 DNA 분석 [6]등 다양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된다.

결합하여 활용될 경우, 동형암호의 한계를 넘어가는 시나

동형암호가 크게 주목받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암

리오를 제안할 예정이며 그 프로토콜을 동형양자키분배 프

호체계는 격자 문제 (lattice problem) 에 기반한 암호로써

로토콜 (QKD-based HE, QKDHE) 이라고 명명할 것이다.

양자계산능력을 갖춘 양자컴퓨터 (quantum computer) 의

나아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양자키분배 프로토콜과

공격에도 내성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7]. 사실

동형암호가 활용될 수 있는 또다른 다양한 예들을 고찰해

현대암호체계를 대표하는 RSA 공개키암호 체계는 소인수

보고자 한다.

분해의 어려움에 수학적 바탕을 두고 있지만, Shor 알고리즘
이라고 알려진 양자알고리즘 [8]에 의해 쉽게 무력화 된다는

II. 동형암호 체계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양자 내성을 가질 것으
로 예상되는 현대암호의 일종인 양자후암호 (post-quantum
cryptography) 가 다각도로 연구 중이다 [9].
1

유럽의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로 알려진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형암호 체계라 함은, 컴퓨터가 암호화된
평문을 복호화 하지 않고도 주어진 연산을 모두 수행하는
2

사실, 현대암호학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비밀 통신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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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Brief history of the homomorphic
encryption (HE) scheme.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FHE) is first constructed by C. Gentry in 2009,
after then a quantum analog of HE, namely quantum
homomorphic encryption (QHE), is also introduced in
2016. PHE and SWHE denote the partially homomorphic encryption and somewhat homomorphic encryption
schemes, respectively.
암호체계를 의미한다. 1970년대 현대암호학의 출발 이 후,
부분동형암호와 같은 암호학의 결과가 다수 있기는 했지만
2009년에 와서야 비로소 Gentry에 의해 완전동형암호가
완성되었다. 동형암호는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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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직접 키생성 알고리즘(key generation algorithm)
을 사용하여 비밀 키를 만든 후, 원하는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로 서버에 계산을 의뢰하기 때문에 키의 누출이 최소
화되며, 따라서 제 4세대 암호로 일컬어진다4 . 즉, 생성된
비밀 키만 개인이 잘 관리한다면 외부의 해킹이나 서버를
비롯한 기계 (예를 들면, 인공지능) 의 공격에 대한 안전성이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동형암호 기술이 완벽한 보안성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고찰해 보자. 앞서 언급한 RAD의 비밀동형성은 선택
암호문공격 (chosen ciphertext attack, CCA) 에 대해서 불
안전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는데, Gentry는 임의의 작은
잡음 (noise) 을 암호문에 섞는 방법으로 동형암호의 안전성
을 증명하게 된다. 덧셈에 대한 동형성의 예로, ∀m ∈ M
그리고 ∀k ∈ K,
Enck (m) = m + k + ε

(2)

을 만족하는 적절한 잡음 ε 을 택한다면, 이 암호문은 안전
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Gentry가 제안한 초기
의 모델은 제한된 횟수의 연산만 수행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왜냐하면 반복된 연산에 따라서 암호문에 포함된
잡음이 커지게되어 평문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즉, n 번 연
산을 반복할 경우의 축적된 잡음, 일명 빅노이즈 (big-noise)
는

연산을 암호화된 상태에서 처리하는 암호기술3 이며, 현재

ε′ :=

까지는 양자컴퓨터의 공격에도 안전한 암호로 여겨지고

n
∑

εj ≫ 1

(3)

j=1

있다 [7]. 격자기반 동형암호 (lattice-based HE) 는 현재,
근사동형암호 등 상용화가 가능한 단계까지 발전해 있으며
다양한 응용이 연구 중에 있다.
우선 동형암호의 수학적 정의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임
의의 메세지 m1 , m2 ∈ M 에 대하여, 만약 다음의 관계식
EncK (m1 ) ◦ EncK (m2 ) = EncK (m1 ◦ m2 )

(1)

이 만족된다면, 우리는 이 암호체계를 연산 ◦ 에 대하여 동

의 관계식을 만족하게될 것이다. 빅노이즈가 있는 암호문을
평문을 유지한채로, 잡음이 작은 새로운 암호문으로 대체
(복호화 과정없이) 하는 과정을 재부팅 (bootstrapping) 이
라고하며 (ε′ → ε ≪ 1) 이것은 동형암호 체계의 또다른
핵심 기술이 된다. 현재 동형암호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한
시도가 HElib라고 알려진 동형암호 라이브러리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Table 1. 참조)

형(homomorphic) 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K 는 특정 사용
자만 알고있는 비밀 키를 의미하며 EncK (·) 는 비밀 키 K

1. 동형암호의 응용

에 기반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공개
키암호 (public key encryption) 체계에서는 평문 m1 과 m2
의 암호문 c1 = EncK (m1 ) 과 c2 = EncK (m2 ) 가 주어졌을
때, 비밀 키 (K) 없이는 평문에 대한 임의의 연산을 수행하
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동형암호는 전산, 의료, 군사, 금융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실제로도 국가 기관은 물론
많은 기업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형암호와 밀접하

동형암호가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비밀 키의 유출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즉 동형암호
3

튜링 완전성 (Turing completeness) 이라고 말한다.

4

일반적으로 현대암호학에서는, 1세대 암호는 인증 기술, 2세대 암호는
대칭키암호 (symmetric key encryption) 기술, 그리고 3세대 암호는
RSA와 같은 비대칭키 (asymmetric key) 를 활용한 암호 기술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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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the performance comparison for homomorphic encryption schemes [25]: Enct , Dect , Addt , and
M ultt denote the encryption, decryption, addition, multiplication operation time (in micro-second), respectively.
Name
RSA
ECC
HElib
SEAL2.4v
HEAAN

Public key
2048bit
193bit
343 KB
2000 KB
80 KB

Cipher text
2048bit
80B
105 KB
224 KB
96 KB

Plain text
≤1KB
≤1KB
16KB

Enct
6.1 ms
8.7 ms
17 ms
5.9 ms
43 ms

게 연관된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전산 기술을 제외하고,
이것을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 결과는 DNA 분석을 예로 들
수 있다 [6]. 사실 DNA에 포함된 생체정보는 개인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개인의 민감한
DNA 정보가 의료기관이나 의료 정보를 가공하는 기업체
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형암호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용정보와
같은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인공지능에 동형암호를 적용한
동형기계학습 (homomorphic machine learning) 의 개념이
연구 중에 있다 [25]. 즉 개인의 신용정보 평가를 위하여,
두 이종 기관이 금융정보를 각각 암호화하여 데이터를 처리
하고 분석하는 기술은 학제적 연구로도 각광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동형암호로 기계를 통제하는 동형제어 기술도 여러 분
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과 같은 기계에서,
기계를 제어하는 여러 부품들이 사실은 개별적으로 통제되
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각 부품들은 해킹에 취약할 수
있지만, 동형암호화된 통제기술을 적용하여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26]. 우리가 필요에
따라 의존하는 기계들이 제 3자의 해킹으로 완전히 무력화
되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동형제어 기술로
보호되는 기계는 인간에 위협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형암호가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로는, 아마도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노트북이나 스마트
폰의 생체인증 시스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존의 방법은
인증을 위해서 선 등록된 생체정보와 인증시 제공하는 생
체정보가 인증을 해야하는 시점에서 복호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 하지만 동형암호를 활용한 인증의 경우에는,
굳이 복호화를 하지 않고도 인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장점을 지닌다.

2. 다자간 동형암호 체계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동형암호 체계는 사용자인 Alice
와 연산을 담당하는 계산 서버의 통신에 국한될 때에만

Dect
205.5 ms
18.1 ms
6 ms
1.6 ms
12 ms

Addt
0.6 ms
0.2 ms
5 ms

M ultt
54.3 ms
24 ms
100 ms

Security
128bit
128bit
128bit

Institution
MIT & GC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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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Microsoft
SNU

Fig. 2. (Color online) Schematic diagram of a multipartite HE scheme. (a) User Alice encodes a message with
a secret key, and then sends the ciphertext to Server
for some computation. If Server return a computed ciphertext to Alice, only she decrypts the final computed
message. (b) In the multi-partity scenarios, assume that
a user Dave asks a big-data to Alice through a some computation. First, Alice encodes a message and sends it to
Server for some computation. After then Server transmits the computed ciphertext to Dave, the user Dave
with secret key obtains the safely computed big-data.
안전성이 유지된다. 즉 다자간 암호 프로토콜에서는 동형
암호가 결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키생성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비밀 키를 생성한 Alice가 (실수로)
키를 분실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난공불락의 암호체
계라고 할 수 있지만, 다자간 암호 체계라는 시나리오를
도입할 경우, 상황은 심각해진다. 즉 비밀 키를 다자간 사
용자가 안전하게 분배할 수 있는 방안이 현대의 암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건을 강화하여 각각의 사용자
가 원거리에서 통신을 주고 받아야 한다는 가정을 더하면
고전채널을 이용하여 비밀 키를 안전하게 나눠 갖는 방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문제
를 양자키분배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제
IV 절을 참고하라.)
동형암호의 문제점을 시나리오 측면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Fig. 2의 동형암호 개념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기존의 동형암호 체계는 비밀 키를
생성한 Alice 혼자만이 서버와의 암호화된 소통과 서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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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Schematic diagram of QKD-based HE, namely QKDHE. Two users Alice and Bob generate a
secret key through a QKD protocol. Sender Alice prepares a data M and encodes M to ciphertext C with the secret
key. Alice sends C to a Cloud Server for some computing or task previously asked from Bob, after then Server return
the result C ′ to Bob. Finally Bob decodes the C ′ to M ′ , which is the computed data Bob originally want.
계산을 통해 안전성을 보장 받는다 (Fig. 2(a) 참조).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만약 도청자의 방해가 있었다면 양자역학의

(Alice 뿐만 아니라 Bob, Charlie, 그리고 Dave 등을 포함하

공리6 에 따라 원리적으로는 도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는) 다자간 동형암호의 시나리오를 상정할 경우 (Fig. 2(b))

된다. 하지만 여전히 단일광자를 생성하고 측정하는 기술의

에는, 비밀 키를 미리 공유한 사용자가 아니라면 동형암호를

한계를 가지며, 양자채널 상의 잡음으로 인한 정보 유실

구현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율이 커서 키 생성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다자간 사용자 시나리오의 경우, 의뢰인 (Bob 등) 이 우

Bennett에 의해 알려진 또 다른 양자키분배 프로토콜로는

리는 이론 뿐만 아니라 실험적으로도 구현이 가능한 양자

B92가 있으며, 양자상태의 무작위성을 이용한다는 측면에

키분배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비밀 키를 안전하게 나누어

서 BB84 프로토콜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하

가진 원거리의 사용자들이 동형암호를 구현하는 체계를

지만 사용되는 두 양자상태가 비직교성(non-orthogonality)

제안하고자 한다.

을 가진다는 차별성이 존재한다.
양자얽힘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토콜로는 E91 프
로토콜이 있으며 [13], EPR 상태 혹은 Bell 상태라 불리는

III. 양자키분배 프로토콜

최대얽힘상태 (maximally entangled state) 의 암호학적 재
해석을 통해 Ekert가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양자얽힘을

양자정보이론의 업적을 대표하는 것 중에는 Shor 알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완벽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고리즘 [8], Grover 검색 알고리즘 [27], 그리고 양자전송

역시 양자얽힘상태라는 소스 자체가 워낙 비싸다보니 그

(quantum teleportation) [28] 이외에도 양자키분배 프로

동안에는 활용성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토콜을 빼놓을 수가 없다. Bennett과 Brassard에 의해 최

언급한 바와같이 (제 I 절), 지금은 기술의 발전과 E91 프로

초로 소개된 BB84 프로토콜 [12]은 암호학의 역사를 새로

토콜 자체의 개량을 통해 현실성 있는 양자키분배 프로토

썼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결과이다. 왜냐하면,

콜로 재조명 받고 있다 [19,20]. 최대혼합상태 (maximally

양자역학의 원리에 따라,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사용자가

mixed state) 의 순수화된 상태가 최대얽힘상태 (maximally

외부의 도청여부까지 감지하면서 안전하게 비밀 키를 나눠

entangled state) 가 된다는 대응성 관계에 따라서, 사실 순

5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
BB84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단일광자 (single photon)
소스를 이용하며, 송신자 Alice가 고전정보를 무작위로 단일

수화 기법 (purification method) 과 관련하여 E91 프로토
콜은 BB84 프로토콜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29].

광자에 인코딩하여 양자채널로 전송하고 Bob은 전송받은 광

한편, QKD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BB84의

자들에 대하여 무작위의 양자측정(quantum measurement)

발견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현재 진행형이다. 중국의 경우,

을 수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런 후 적당한 고전정보의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국토 전체를 QKD 통신망으로

교환과 후처리 과정을 통해, 안전한 비밀 키를 얻게 된다.

연결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즉 베이징에서 상하이를 잇는

5

6

현대암호학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원거리의 두 사용자가 비밀 키를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점이다.

양자역학의 측정과 관련된 공리로써, 측정 후의 양자상태는 붕괴 (collapse) 하여 다른 양자상태를 형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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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개의 거점 도시에 QKD 전용 케이블을 설치하여 QKD

V. 결 론

등뼈 (backbone) 를 이미 완성하였으며, 그것을 중심으로 중
국 전역을 인공위성 (satellite ‘Micius’) 을 통한 QKD 망을
완성하는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다 [30]. 이런 양자키분배
기술력은 이미 중국이 미국과 유럽을 앞선 것으로 알려져

빅데이터, AI, 기계학습 등의 키워드로 대표되는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다름아닌 정보이론에 바탕을 둔
컴퓨팅 기술 또는 통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환경
에서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수많은 데이터가 해킹을 비롯한
외부의 심각한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있다.

IV. 동형암호와 양자키분배의 결합 : QKDHE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다자간 동형암호의 가장 큰 문제
점은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비밀 키를
나눠 가질 수 없다는데 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양자키분배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완벽하게 해결하고자 한다. 바꿔 말
하자면, QKD를 사용하여 비밀 키를 안전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용자들은 동형암호의 파워를 극대화하여 활용
할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Fig. 3을 참고하여라.)
우선 임의의 두 사용자가 양자키분배 프로토콜을 이용하
여 비밀 키 (K) 를 생성한다. 다음 과정으로 송신자 Alice가
비밀 키를 사용하여 메세지 M 을 암호화하여 암호문 C 를
생성한다. 그런 후 동형암호를 구현하는 클라우드 서버에
원하는 작업 (F ) 을 암호화된 상태로 의뢰한다. 수신자 Bob
은 서버의 연산 결과인
F (C = EncK (M )) = C ′

(4)

을 받게되고, 그러면 QKD로 생성된 자신의 비밀 키를 이용
하여 원하는 결과값 M ′ := DecK (C ′ ) 을 어떠한 도청없이
얻게 된다.

동형암호와 같은 암호 기술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심지
어 동형암호는 양자 내성을 가질 것이라는 예측까지 있을
정도로 완벽한 보안성을 자랑한다.
약 10여년에 걸쳐, 동형암호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고
현재는 의료, 전산, 기계제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응용이 검토 중이거나 실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동형암호
는 다자간 사용자가 사용하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개인이 자신의 비밀 키를 사용하여 동형암호를 구현하는
방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사용자가 동형암호를 구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 문제를 동형암호에 양자키분배 프로토콜을 접목
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해결하였다. 즉 원거리 사용자가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QKD를 구동하여 비밀 키를 나누어
가진다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
이다.
또한 동형암호의 양자 버전인 양자동형암호 (quantum
homomorphic encryption) 체계가 이미 제안 되었고 그 안
전성 증명이 완료되어 있다 [31]. 앞으로 우리는 양자키분배
프로토콜의 방식이 양자동형암호에 접목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할 예정이며, 동형암호의 응용성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양자동형암호 체계의 다양한 응용까지 세밀히 검토해 볼
예정이다.

만약 QKD 를 사용하지 않는 동형암호 시나리오를 가
정한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버를 통한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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