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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정보화 시대는 반도체의 집적화를 통해 

발전해왔다. 지난 수십 년간 매 2년마다 반도

체 집적회로의 성능이 2배씩 증가한다는 무어

의 법칙에 따라 정보화 시대는 급격히 발전해

왔으며, 최근에는 엄청난 계산량을 바탕으로 4

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집

적소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더욱 크게 작용

하는 양자현상에 의한 노이즈 때문에 무어의 

법칙은 영원할 수 없는 법칙이다. 따라서 최

근에는 기존 컴퓨팅의 대안으로 새로운 패러

다임의 연산장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

며, 대표적으로 양자컴퓨터가 많은 기대를 받

고 있다. 가령,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IT 기업에서 양자컴퓨터를 상용화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기술선진국 유수의 연구기관과 대학에서도 집

중적인 투자를 통해 양자컴퓨터 연구를 활발

하게 진행하고 있다.

양자컴퓨터와 기존 디지털 컴퓨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보의 기본 인코딩 방식이다. 디지

털 컴퓨터는 단위정보를 ‘0’ 또는 ‘1’의 이분법

으로 표현하는 바이너리 비트(binary bit)에 인

코딩하여 연산을 수행한다. 이에 반해 양자컴

퓨터는 양자비트, 즉 큐빗(quantum bit, qubit)

을 정보의 기본단위로 사용한다. 큐빗은 ‘0’ 과 

‘1’은 물론 이들 둘 사이의 양자중첩까지 활용

한다. 여러 개의 큐빗이 존재하면, 이들은 고전

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서로 영향

을 주고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양자얽힘이라 한

다. 양자컴퓨터는 양자중첩과 양자얽힘을 연산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의 연산장치이다. 양자컴퓨터의 발명을 수학의 

광자 큐빗을 이용한 
양자연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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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비유하자면 복소수의 발견과 비슷한 

점이 많다. 복소수의 발견은 그 자체로 수학의 

영역을 크게 넓혔을 뿐 아니라, 복소평면을 활

용하여 복잡한 연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새

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양자컴퓨터 역시 기

존 디지털 컴퓨터로는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

려운 연산을 쉽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실제로도 비트를 ‘0’과 ‘1’, 두 정수를 이

용해 표현하는 반면 큐빗은 복소수로 표현할 

수 있다.

큐빗은 ‘0’과 ‘1’의 양자중첩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물리계로도 구현할 수 있으며, 실험실

에서는 이온덫, 초전도회로, 양자점, 광자 등 

다양한 물리계를 이용한 양자컴퓨터 연구가 

널리 진행되고 있다. 이중 특히 광자는 양자

정보 연구 초기부터 실험적으로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양자통신과 양

자연산 응용으로 그 연구 분야가 확대되고 있

다. 본고에서는 광자를 이용한 양자연산 연구

를 소개하고, 최근 연구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자 한다.

2. 양자연산을 위한 요소기술

디지털 컴퓨터에서 수행하는 연산의 과정은 

비트를 생성하고, 수학의 법칙에 따라 제어한 

후 결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양자

연산 역시 큐빗을 생성하고, 큐빗의 양자상태

를 제어한 후 큐빗이 가지는 결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섹션에서는 이러한 

광자 큐빗 기반 양자연산의 기본 요소기술과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2.1 광자 큐빗 생성

광자 큐빗은 단일광자상태가 가지고 있는  

2차원 자유도를 활용하여 인코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일광자의 편광상태는 수평편광

과 수직편광의 중첩상태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편광 큐빗’이라고 부른다. 이 외에도, 광

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내부 자유도

를 활용하여 광자 큐빗을 인코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광자의 경로를 이용하는 ‘경

로 큐빗’ 그리고 광자의 시간을 이용하는 ‘타이

밍 큐빗(time-bin qubit)’ 등이 있다 [1]. 

광자의 2차원 자유도를 활용하는 광자 큐빗

의 경우 큐빗 인코딩은 비교적 용이하다. 따라

서 광자 큐빗 생성에 대한 연구는 결국 단일광

자 또는 얽힘상태 광자쌍 생성과 같은 양자광

원 연구로 귀결된다. 단일광자 상태를 가지는 

그림 1 ▶ Various degrees of freedom to encode qubits in a  

 single-pho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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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광원의 이론적 생성 원리는 쉽게 설명할 

수 있다. 2준위 레벨을 가지는 단일원자가 여

기된(excited) 후 빛을 자발방출(spontaneous 

emission) 하면, 방출하는 빛은 단일광자 상태

를 가지게 된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자 기반

의 단일광자 광원은 아주 순수한 단일광자를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연상태 

원자를 활용하는 경우 방출 파장이 원자의 에

너지 준위에 따라 결정되어 있어 원하는 파장

을 얻기 어렵고, 집적 소자화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반도체 

내 양자점’과 같은 고체 물질을 호스트 매질로 

하는 인공원자 기반의 단일광자 광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

이러한 단일 이미터(single emitter) 기반의 양

자광원 이외에도 비선형 광학현상을 이용하면 

비교적 손쉽게 양자광원을 생성할 수 있다. 그

림 2는 양자광학 연구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자발매개하향변환 (spontaneous paramet-

ric down-conversion; SPDC) 과정 기반의 양자

광원 생성 방법을 보여준다. BBO (beta barium 

borate) 광학 결정과 같은 2차 비선형성을 갖는 

광학 결정에 짧은 파장의 펌프광을 입사하면, 

위상정합 조건(phase matching condition) 에 

따라 긴 파장을 가지는 두 단일광자가 항상 동

시에 생성된다. SPDC 과정과 같은 2차 비선형

과정 이외에도 SFWM (spontaneous four-wave 

mixing) 과 같은 3차 비선형 과정을 통해서도 

광자쌍 생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비선형 광학

현상을 이용한 양자광원은 상온에서 생성할 

수 있어 구현이 용이하고, 높은 수준의 광자의  

구별불가능성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기

초 양자정보 실험 연구에 널리 활용된다.

2.2 광자 큐빗 제어

양자 게이트 - 디지털 컴퓨터가 비트 간의 논

리연산 (또는 논리 게이트)을 통해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것과 유사하게 양자컴퓨터 역시 큐

빗에 작용하는 양자 게이트를 통해 양자 알고

리즘을 수행한다. 양자 게이트는 큐빗의 양자

상태를 변환하는 유니터리(unitary) 변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예로, 하다마드(hadamard) 

게이트는 0이나 1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큐빗

을 이들의 중첩상태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한

다. 하다마드 게이트와 같이 하나의 큐빗에 작

용하는 양자 게이트를 단일큐빗 양자 게이트

라고 한다. 광자 큐빗의 경우 단일큐빗 양자 게

이트는 비교적 쉽게 실험적으로 구현할 수 있

다. 가령, 편광 큐빗의 단일 큐빗 게이트는 단

일광자의 편광 상태를 변환하는 것에 해당하

며, 이는 반파장판(half-wave plate)과 1/4 파장

판(quarter-wave plate) 등 위상 지연판(phase 

retarder)을 이용해 쉽게 구현할 수 있다.

그림 2 ▶ Paired photon generation via spontaneous paramet-

ric down-conversion (SPDC) process at a nonlinear 

optical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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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양자게이트 - 단일 큐빗 양자 게이트 이

외에도 여러 큐빗의 상호작용에 기반하여 이

들에 동시에 작용하는 양자 게이트가 있는

데, 이를 다중 큐빗 양자 게이트라고 한다. 가

장 대표적인 다중 큐빗 양자게이트로 CNOT 

(controlled-NOT) 양자 게이트가 있다. CNOT 

양자 게이트는 ‘컨트롤’ 큐빗과 ‘타깃’ 큐빗 두 

개의 큐빗들에 작용하는 2 큐빗 양자 게이트

로, 논리 기호와 작용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디지털 논리연산에서 NOR 게이트 또는 

NAND 게이트만 이용해 AND, OR, NOT 과 같

은 게이트들을 모두 구현할 수 있듯이, 양자 논

리연산에서도 모든 양자 게이트들을 CNOT 양

자 게이트와 몇 개의 단일 큐빗 양자 게이트

들의 조합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합

을 범용 양자 게이트 세트(universal quantum 

gate set)이라 한다.

CNOT 게이트와 같은 둘 이상의 큐빗 간 양자 

논리 연산 게이트는 큐빗 사이의 물리적인 상

호작용(interaction)이 필요하다. 가령, 이온 덫 

큐빗은 전하에 의한 쿨롱 상호작용이나 큐빗

이 공유하고 있는 진동을 매개로 2큐빗 양자 

게이트를 구현할 수 있다. 물질 기반의 큐빗 

시스템에서 큐빗간 상호작용을 이용하기 쉬운 

반면에, 광자와 광자 사이의 상호작용의 크기

는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작다. 이론적으

로는 비선형 광학 현상을 통해 광자-광자 상호

작용을 구현할 수 있지만, 단일광자 수준의 약

한 빛에서 비선형 광학 현상을 관측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로는 요원한 일이다. 대신, 선형광

학계인 빔분할기(beamsplitter)에서 나타나는 

Hong-Ou-Mandel (HOM) 간섭 등 이광자 양자

간섭(two-photon quantum interference)을 활

용하면 광자의 확률진폭 간 양자간섭을 이용

해 단일광자 큐빗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선형

광학계만을 이용해서 범용 양자 게이트 세트

를 이루는 광학적 CNOT 양자 게이트를 구현

할 수 있다 [3].

2.3 광자 큐빗 검출

광자 큐빗의 양자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는 단일광자 수준에서 동작하는 민감한 단일

광자검출기(single-photon detector)가 필요하

다. 단일광자검출기의 가장 전통적인 예는 광

전 증폭관(photo multiplier tube: PMT)이다. 

이는 광전효과를 통해 방출된 하나의 전자를 

여러 개의 다이노드(dynode)로 이루어진 증폭

관을 통과시켜 실제 검출가능한 전기 신호로 

그림 3 ▶ Controlled-NOT quantum gate. The CNOT gate is 

symbolically represented (top), and its operation is 

given as a truth table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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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하는 장치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광전증

폭관 보다는 유사한 원리로 동작하는 반도체 

소자 기반의 단광자 어밸런치 다이오드(single 

photon avalance diode, SPAD) 검출기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SPAD의 경우 지속적인 기술적 발전으로 최

대 광검출 효율이 70%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

였으나, 큐빗 연구는 극도로 효율적인 단일광

자 검출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효율 단일

광자 검출기술은 비교적 최근 기술적 성장이 

이루어진 초전도 나노와이어 단일광자 검출

기(superconducting nanowire single-photon 

detector, SNSPD) 기술의 발전을 통해 90% 이

상의 단일광자 검출효율을 보여주는 단일광자 

검출기가 개발되었다 [4]. 이러한 SNSPD 광자

검출기는 동작온도가 절대 온도 4 K 수준의 극

저온 환경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광자큐빗 연구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실험 장비

가 되었다. 

2.4 집적 양자 포토닉스

앞서 광자 큐빗 기반의 양자연산을 위한 기초

적인 동작 원리와 기술 요소를 살펴보았다. 광

자기반 양자정보 연구는 개념적으로 양자광원, 

선형광학계, 그리고 광자검출을 통해 이루어진

다. 전통적인 실험실 수준의 연구에서는 각 파

트가 커다란 광학 테이블 위에서 구현되며, 현

재까지도 다양한 연구가 이같이 진행되고 있

다. 하지만 광학 테이블 위에서 진행하는 실험

은 시스템의 크기가 너무 커 복잡한 광학계를 

구성하기 어렵고, 간섭계의 위상 불안정성에 따

라 제어하기 어려운 오류가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전체 시스템의 크

기를 줄이고 간섭계 위상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 

그림 4 ▶ Quantum photonic photonics implemented by silicon photonics. Figure is taken from Harris et al. Nanophotonics 5, 45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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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집적광학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

구, 이른바 집적 양자 포토닉스 연구가 널리 진

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양자광원, 양자게이트, 

광자검출기 등을 하나의 집적화 된 시스템으

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첨단 연구결과

로는 16개의 광자쌍 광원(32개의 단일 광자)

과 수백 개의 선형광학 요소들이 하나의 칩 상

에 모두 구현되었다 [6]. 또한 단일광자 검출기 

역시 모두 집적화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집적 양자 포토닉스는 집적화된 광도파로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집적 포토닉스 분야와 유

사한 점이 많다. 하지만 단일 광자 수준의 매우 

미약한 빛을 통해 양자연산이 이루어지므로 저 

손실 광도파로 및 지연선(delay line), 광자잡음 

억제 등 기존의 집적 포토닉스 기술에서 요구

하지 않는 수준의 기술적 달성이 필요한 연구 

분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플랫폼들

이 집적 양자 포토닉스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

되고 있다. 특히, 실리콘 기반의 집적 양자 포

토닉스는 잘 정립된 반도체 CMOS 파운드리 공

정을 직접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3. Noisy intermediate scale quantum

양자컴퓨터 연구 초기에는 양자오류정정 

(quantum error correction)을 통한 범용 양자

컴퓨터 구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특히, 광자

를 이용한 양자컴퓨터의 경우 2001년에 선형

광학계만을 이용하더라도 범용 양자컴퓨터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KLM 프로토

콜의 제안 이후 많은 이론적,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6]. 하지만 현재의 기술 수준로

는 범용 양자컴퓨터가 요원해 보이는 것이 사

실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현재의 기술로 구현

할 수 있는, 또는 가까운 미래에 구현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양자연산 장치를 

제한된 분야라 할지라도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자 하는 비범용 양자연산에 대한 연구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비범용 양자연산 연

구는 이른바 noisy intermediate-scale quantum 

(NISQ) 장치, 즉 오류가 있는 수십개의 큐빗으

로 구성된 양자컴퓨터를 구현하고, 이를 실제

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5 ▶ Experimental setup for 20 photon 60 modes quantum interference. The size of the Hilbert space is equivalent to 1014. 

Single photons from a quantum dot was demultiplexed into 20 spatial modes with Pockels cells. Figure is taken from 

Wang et al. Phys. Rev. Lett 123, 2505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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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컴퓨터의 연산능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

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정보처리에 이용할 수 있

는 큐빗의 개수이다. 따라서 단일광자를 큐빗

으로 사용하는 광자기반 양자컴퓨터에서는 많

은 수의 단일광자를 생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중요한 점은 단순히 많은 수의 단일광자

가 아니라 타이밍, 스펙트럼 등의 특성이 동일

한 ‘구별 불가능한(indistinguishable)’ 단일광

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설

명한 대로 CNOT 게이트 등 큐빗들 간의 논리

연산이 HOM 간섭과 같은 이광자 간섭에 의

해 구현되며, 이러한 이광자 간섭은 구별 불가

능한 단일광자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구별 불가능한 단일광자를 생성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SPDC 

과정을 여러 번 수행하여 다수의 광자쌍을 생

성하는 것이다. 특히 SPDC를 통해 발생하는 

광자쌍의 스펙트럼은 위상정합조건을 통해 조

절함으로써 단일광자 간 구별불가능성을 비교

적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까지 6개의 SPDC를 연결하여 12개의 구별 불

가능한 단일광자를 만들고, 12큐빗 진성 양자 

얽힘(genuine quantum entanglement)을 생성

하는데 성공 하였다 [7]. 

다수의 단일광자를 얻기 위해 단일광자를 방

출하는 단일 에미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림 6 ▶ Experimental setup to generate 18 qubit entanglement using 6 photons and 3 degrees of freedom. Polarization, optical 

path and orbital angular momentum are utilized. Figure is taken from Wang et al. Phys. Rev. Lett 120, 2605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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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단일 에미터에서 방출하는 단일광자를 

이용하는 방법과 하나의 단일 에미터에서 나

오는 단일광자를 광스위치와 광지연선을 이용

해 나누어 다수의 단일광자를 구현하는 방법

이 있는데, 구현의 간편함과 단일광자의 구별

불가능성을 얻기 더 쉽다는 장점으로 후자의 

방법이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러한 단일 에

미터 기반 다수의 단일광자 광원은 최근 급격

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데, 20개의 단일광자와 

60개의 모드를 이용한 1014 차원의 힐베르트 

공간이 구현되기도 하였다 [8].

큐빗의 개수를 늘리는 보다 간단한 방법은 

단일광자의 다양한 자유도를 활용하는 것이

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광학 테이블 위에서 이

루어지는 광자기반 양자컴퓨터 실험에서 큐빗

을 인코딩하기 위해 가능 널리 이용되는 것은 

편광이다. 즉, 수평편광은 ‘0’, 수직편광은 ‘1’

로 인코딩하는 것이다. 단일광자의 편광은 파

장판을 이용해서 비교적 쉽게 조절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2차원 양자상태

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

해 광자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다른 자유도

인 광경로, 타이밍, 스펙트럼, 각운동량(orbital 

angular momentum, OAM) 등은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차원을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실험

적으로 광자를 하나만 생성하더라도 단일광자

의 다차원 양자상태를 활용함으로써 이차원 

양자상태인 2차원 큐빗이 아니라 d-차원 양자

상태인 큐딧(Qudit)을 구현할 수 있다. 수학적

으로 N개의 큐빗을 이용하여 d = 2N 차원의 양

자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단일광자의 다양한 

자유도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이들을 동시에 

그림 7 ▶ Experimental setup and results for simulating the vibrational quantum dynamics of various molecules using single 

photons. The single photons were generated via SPDC and the integrated quantum photonic chip was utilized. Figure is 

taken from Sparrow et al. Nature 557, 66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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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

하여 현재까지 3개의 SPDC를 통해 6개의 단일

광자를 만들고 이들 단일광자의 편광, 광경로, 

OAM을 동시에 활용하여 18개의 큐빗에 해당

하는 양자상태를 만들고 이들간의 진성 양자

얽힘을 생성하는데 성공 하였다 [9].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구현할 수 있는 단일

광자 기반 양자연산 장치를 실제 실용적인 문

제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특히, 2010년 호주 퀸즈랜드 대학

과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2개의 단일광자를 이

용한 2전자 분자의 에너지 구조 양자 시뮬레이

션을 최초로 발표한 이후 양자연산을 화학 구

조 계산에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꾸준히 진

행되고 있다 [10]. 2018년에는 영국 브리스톨 

대학 연구팀에서 집적 양자광학계를 이용하여 

4 광자 큐비트 양자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고 다

양한 분자 시스템의 진동 구조 시뮬레이션을 

성공 하였다 [11].

양자 머신러닝 역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머신러닝과 양자연산의 융합

연구는 크게 디지털 컴퓨터를 이용한 머신러

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양자컴퓨터의 성능을 

올리는 연구와 양자중첩이나 양자얽힘을 활용

하여 기존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

선하는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광자 큐빗을 이

용한 양자 머신러닝 실험 연구 역시 활발히 진

행되고 있는데, 양자얽힘을 상태분류 머신러

닝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기존 알고리즘의 성

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음을 밝힌 연구가 대표

적이다 [12].

4. 맺음말

본고에서는 단일광자를 이용한 양자컴퓨팅 

연구에 대해 알아보았다. 양자연산을 구현하기 

위한 단일광자 생성, 제어, 검출 등 요소 기술

과 집적광학계를 활용한 집적 양자포토닉스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현재 구현 가능한 수준

의 양자컴퓨터를 실용적인 문제에 적용하고자 

하는 NISQ 연구와 관련하여, 광자기반 양자연

산의 Hilbert 공간 규모를 늘리기 위한 노력과 

양자화학과 머신러닝 등 실제 문제에 양자컴퓨

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를 소개하였다.

양자광학과 양자정보 연구의 많은 기술적 진

보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광자기반 양자컴퓨터

의 구현까지는 많은 기술적 어려움이 남아있

다. 하지만 필자들이 처음 양자정보 분야의 연

구를 시작한 15여 년 전인 2000년대 중반의 이

론·실험 연구 수준을 생각하면 오늘날의 연

구는 그야말로 상전벽해라 할만하다. 지속적

인 연구개발과 새로운 차원의 기술적 진보를 

통해 양자컴퓨터를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활

용하는 미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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