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양자물리학 현상을 활용한 양자 컴퓨터(Quan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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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는 기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논
리기반 연산이 아닌 양자물리학의 법칙에 따라 작
동하여 기존 컴퓨팅의 연산 속도를 월등히 능가하
도록 고안된 컴퓨터이다[1]. 최근, 처리해야 할 데
이터의 양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사용자에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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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증강현실(AR) 기술은 국방, 의료,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고, 증강현실 
환경에서 사용자는 가상의 객체를 생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상 객체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도 가능하다. 이러
한 증강현실 분야에서는 사용자의 특정 행동에 대한 미리 지정된 가상 객체의 반응에 대한 상호작용 모델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지능과 결합된 미래의 증강현실 환경을 생성 및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생성된 
가상의 객체 간 자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모델에 대한 기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양자 컴퓨팅에서 
사용자하고 있는 양자 얽힘, 중첩 현상을 기반으로 하여  증강현실 환경에서 가상의 객체에 대한 상호작용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증강현실 사용자의 의해 즉각적으로 생성된  객체가 기존 객체들과의 어떻게 상호작
용 할 수 있고, 각각의 객체의 특성으로 인한 객체수의 증가 및 감소가 사용자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
록 양자 얽힘과 중첩을 기반으로 한 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숲과 관련된 생태계 환경
을 증강현실 환경으로 조성하여 가상의 동물들 간 자동으로 변형되는 콘텐츠를 구현하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augmented reality (AR) technology has been widely used in a variety of fields such as defense, medical, 
education, and entertainment. In the augmented reality environment, a user can interact a virtual object by the user 's 
specific behaviors. Also, it is necessary to use a technique to automatically interacts among the generated virtual 
object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uthoring model to apply augmented reality environments based on quantum 
computing inspired entanglement and overlapping phenomenon. For example, it is possible to allow the user to 
automatically increase and decrease the number of the object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rtual object without user 
intervention. As a tested platform for this purpose, this paper provide an augmented reality eco-system environment 
with automatic interaction among virtual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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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양자 컴퓨팅 및 
관련된 알고리즘에 관한 다양한 연구 개발이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고전 컴퓨팅 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함은 물론, 양자 역학적 현상들 
중 얽힘(Entanglement), 중첩(Superposition)을 활용
하여 데이터간의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가 있다[2-3]. 

본 논문에서는 양자컴퓨팅 알고리즘에 사용하는 
중첩과 얽힘 현상을 활용하여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환경 생성 기술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실 활용 예시로 증강현실로 구성된 자
연 생태계(eco-system) 환경에서 생성되는 물체들 
간의 불확실성을 재현하기 위하여 양자 컴퓨팅의 
확률적 이론과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구성하고자  
한다.

Ⅱ. 제안 방법

양자 얽힘(Quantum Entanglement)은 양자 입자가 
분리되어 있어도 각 입자의 양자 상태가 다른 입
자의 상태와 독립적으로 될 수 없도록 입자쌍이 
생성되어 상호작용 또는 상태 공유를 작용하는 물
리적 현상이다[4]. 증강현실 환경으로 구성된 생태
계는 생물들(혹은 개체들) 간의 자연스러운 상호 
작용에 의해서 새로운 상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러한 양자 얽힘에 의해 계산이 될 수 있다[5]. 즉, 
양자 불확실성을 적용하여 외부의 개입 없이 (예. 
사용자가 알고리즘을 수정) 구성 객체들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새로운 생태계가 환경을 확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6]. 예를 들면, 증강현실 사용자가 
새롭게 하나의 객체는 추가하면 생태계의 내부 기
존 객체와 얽힘 작용에 의해 전체 생태계의 확률
적 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림 1은 구성되어있는 증강현실 환경에 특정사
용자가 가상의 객체(예. 가상의 뱀)를 삽입하였을 
때, 삽입된 객체는 단순히 삽입되는 것이 아닌 생
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서로 다른 객체(예. 
개구리)와 상호작용을 이루어 새로운 생태환경 형
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실
제 생태계 환경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가상 객
체의 개체수 증가 및 감소 등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러한 연산은 상호작용이 필요한 객체의 개수가 
증가하면 기하급수적인 연산량의 증가로 인해 실
시간으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가 있다[8]. 본
논문에서는 양자 물리학 현상인 중첩, 얽힘 등을 
이용하여 연산을 빠르게 하고, 이를 통해 기존 데
이터와 추가된 데이터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결과
를 실시간으로 도출함으로써 새로운 생태 환경을 
도출할 수가 있다. 

그림 1. 증강현실에 참여한 다수 사용자에 의한 

가상 객체 삽입과 생태계 변화 예시 

예를 들어, 증강현실 사용자가 가상의 임의 객체
(예. 뱀)를 삽입 할 경우 양자 얽힘에 의해 상호간 
영향을 받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삽입한 가상 객체
와 전혀 연관이 없는 객체까지도 지속된 얽힘(예. 
파리 등과 같은 곤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양자 물리학 현상 중 얽힘에 의해 연산이 될 
수 있겠다. 즉, 하나의 양자 상태가 변화는 얽혀져
있는 다른 양자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9]. 양자 컴
퓨팅에서는 불확실성에 의해 부분 및 데이터의 양
이 방대한 경우에도 확률적인 계산에 의해 다른 
객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연산에 대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양자 물리학적 현상을 이
용한 양자컴퓨터 이론을 이용하여 하나의 양자의 
상태가 결정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양자에 영향
을 끼친다는 점을 이용한다. 증강현실 생태계의 경
우에는 가상 생물들의 개체 수, 위치, 생존여부 등
은 확률적으로 불확실성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 
임을 제안한다. 그림3은 하나의 양자가 가질 수 있
는 상태가 다른 양자 상태 결정에 즉각적으로 얽
힘이 적용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한 생태계의 변화를 보여준다. 

(a)                     (b)
그림 2. (a)양자간 상호 간섭에 의한 가상객체들

의 영향 (b)양자 얽힘을 표현한 알고리즘 예시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양자 컴퓨팅 이론을 바탕으로 증
강현실 객체에 대한 자동적인 생성 및 변화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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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저작 환경을 제시하였다. 양자 컴퓨팅을 이
론을 통해 복잡한 데이터에 대한 연산을 실시간으
로 처리하고, 가상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얽힘을 
통해 즉각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표현하
였다. 또한, 가상의 생태계 환경에 적용하여 객체
들의 개체수 등과 같은 불확실성을 확률적으로 결
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향후 구현되는 증강현
실 생태계의 결과물을 가지고, 고전 컴퓨팅 방법과 
양자 컴퓨팅 방법에 대한 연산 속도 차이를 비교
하여 양자 컴퓨팅 방법을 적용할 경우의 우수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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