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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퀀텀정보통신기술은 원자 정도의 매우 작은 소립자를 의미하는 퀀텀의 속성을 연구하는 퀀텀역학에 기반을 
두고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분야로서, 기존 컴퓨터의 역량을 뛰어넘는 엄청난 계산능력과 커뮤니케이션 파워를 보일 
수 있다. 퀀텀정보기술은 기존 컴퓨터의 0과 1을 이용한 계산방식 대신 소위 0과 1 그리고 이 두 상태의 중첩상태를 
이용한다. 기존에 생각조차 하기 힘들었던 퀀텀현상의 적극적 활용은 새로운 퀀텀기반 디바이스의 개발을 촉진시켰
으며 이론적으로나마 퀀텀컴퓨터의 개발이 가능함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분야의 새로운 발견은 초정밀 센서, 이미징 
처리 디바이스, 새로운 컴퓨터 연산 패러다임의 개발로 이어져 기존에는 생각하기도 힘들었던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론은 제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퀀텀정보통신분야는 특정 산업분야 전체를 파괴하고 새로
운 산업을 창조할 수 있는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혁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주제어 : 퀀텀정보통신, 퀀텀역학, 퀀텀컴퓨터, 컴퓨팅 패러다임

Abstract  Quantum Information Processing and Communication, based on the physical laws of Quantum 
mechanics, exploits fundamentally new modes of computation and communication and holds the promise of 
immense computing power beyond the capabilities of any classical computer. In Quantum Information 
Processing, replacing bits with qubits, one makes two-state quantum systems that do not possess in general the 
definite values of 0 or 1 of classical bits, but rather are in a so-called. "coherent superposition‟, of the two. 
Full exploitation of this additional freedom implies that new processing devices need to be designed and 
implemented, and that a large scale quantum computer can in principle be built. New discoveries will enable a 
range of exciting new possibilities including: greatly improved sensors with potential impact for mineral 
exploration and improved medical imaging and a revolutionary new computational paradigm that will likely lead 
to the creation of computing devices capable of efficiently solving problems that cannot be solved on a 
classical computer. In short, Quantum computing is an economy game changer, with a potential of disrupting 
entire industries and creating new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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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 키

워드는 융복합이다. 첨단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나노

(nano) 기술은 융복합의 기반기술로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안으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이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의 략 안으로 집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 

이다.  

나노기술을 소자와 부품의 집 도를 높  제조경제성 

제고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한없이 

계속되는 힘들다. 를 들어 반도체 소자가 작아지면 

텀물리학 인 효과에 의한 오류가 두드러져서, 컴퓨터에 

장된 비트정보인 0과 1의 구분이 애매해지면서 반도체 

기능상의 신뢰도가 하된다. 텀물리학에서 텀(양자

라고 번역함)은 물질을 나  수 있다고 할 때 가장 작은 

덩어리를 지칭한다. 한 자리 숫자의 나노 미만의 반도체 

자소립자에서 발생하는 기묘한 텀효과(quantum 

effect)는 반도체의 품질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향을 미친다. 나노기술분야는 고 역학과 텀역학이 만

나는 간 역으로 볼 수 있다[1,2,3].

텀효과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고 인 소립자의 

움직임에 뜻하지 않은 향을 미치고 기존 기술의 응용

에 한계를 가져온다는 치명 인 부작용을 일으키지만, 

연구 패러다임을 바꾸어 새로운 소립자의 동작원리와 이

들의 고집 , 고속, 력성 등을 정보 처리를 

한 기반기술을 구성하게 된다면 융복합 분야의 성장은 

새로운 국면에 어들게 도리 가능성이 높아진다. 로

벌 콘텐츠 기업이자 뉴스메이커인 CNN 머니도 2013년

도 4월 정체된 첨단기술의 신을 뛰어넘을 새로운 5  

기술분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이 기술에 텀정보통

신기술을 포함시키고 있다[4].

• 휘어지는 스크린 : 휘어지는 디스 이 시제품은 

수년 부터 이미 존재해 왔다. 노키아와 삼성 자, 

코닝 등은 실용화 제품을 개발 이다. 

• 스마트 클라우드 : 인지능력이 있는 미래의 스마트

폰은 소지자의 개인정보를 거의 완벽하게 보유하

게 된다.

• 획기 으로 향상된 배터리 성능 : 배터리 크기로 

인해 그만큼 로세서나 카메라 등 다른 부품들의 

크기를 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획기 으로 향상

된 배터리가 가져다  산업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 보다 빠른 네트워크 : 구 이 재 캔자스시티에 

기존 인터넷속도보다 200배 빠른 속 1GB의 속

도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설치했

다.  이동통신사업자들도 네트워크를 업그 이

드해 4G LTE 기술을 채용하고 있으며 일각에선 

이보다 빠른 네트워크도 개발 이다. 

• 텀 컴퓨  : 재 컴퓨터는 0과 1의 조합으로 이

져 있지만 미래 컴퓨터는 이보다 확률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텀역학이론을 채용해 가장 가능

성이 높은 상황을 기반해 답을 내놓는 컴퓨터가 등

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게 되면 이론 으로 

재 최고속 컴퓨터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답을 구

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개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텀컴퓨 과 텀정보통신의 등장 배경에 

한 소개와 함께, 텀암호통신, 텀시뮬 이션, 텀

컴퓨터 등과 같은 핵심 역에 한 연구 필요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해 우선 텀 상의 기본원리에 

한 이해를 제로 하여 련 요소기술의 산업화에 해 

간략한 논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2. 퀀텀현상과 퀀텀컴퓨팅의 개념

물질의 운동을 계산, 측하고 이를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  물리학  세계와는 달리 텀세계에서는 

소립자가 치와 운동량의 정확한 값을 동시에 가질 수 

없으며, 확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즉, 물질의 에 지나 

회 상태가 측하는 사람이나 측 장치의 상태에 따라 

그 수치가 달라질 수 있어, 물리  상태가 독자 으로 실

존하는 것이 아니라 측 장치와의 상호 계에 의해 그 

존재가 입증된다. 

텀정보통신기술은 이러한 텀(양자)의 독특한 속

성을 기반으로 한다. 텀은 입자이면서도 동의 성질

을 지니며, 측행 를 시도하면 경로를 포함한 텀의 

상태가 향을 받아 변해버리기 때문에 측하지 않았을 

때와 측했을 때의 경로가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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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 상을 보이는 소립자는 동의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상태로 존재하는 상황을 연출하

기도 한다. 이를테면, 물체가 동시에 복수의 장소에 존재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모든 텀 상의 기묘한 특성의 

기 를 이루며 개별 상태가 첩되어 상호작용을 일으킨 

결과이기도 하다. 

입자들끼리 상호작용 후에 각 입자의 상태가 서로 연

되어, 한 입자의 상태가 다른 입자들의 상태에도 향

을 주게 되는 상을 얽힘(entanglement)이라 칭한다. 얽

힘 상태에 있는 두 소자는 어떠한 상태에도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단지 두 소자의 상태가 특정

한 상 계를 갖고 있다는 것 밖에는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측정이 수행되면 

측정방법과 측정결과에 따라 얽힘 상태가 붕괴되어 두 

소자의 상태가 확정된다[5]. 

텀 상 의 하나인 원격이동은 “모르는 텀상태

의 공간 이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텀원격이동은 물체

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한 입자의 상태가 

공간상 떨어져 있는 다른 입자로 이되는 상을 말한

다. 텀세계에서는 복사불가원리에 의해서 모르는 상태

를 완 히 복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고 세계에서는 

어떤 정보를 달하기 해서는 단순히 그 정보를 복사

해서 복사본을 보내면 된다. 텀원격 송은 복사가 아

니고, 반 쪽의 측정결과를 이용해야 하므로 빛보다 빨

리 텀상태가 송되는 것도 아니다. 알려지지 않은 상

태의 원본을 괴하면서 공간 으로 떨어진 지 에서 원

본과 같은 상태벡터를 가진 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을 

텀원격이동이라 한다. 이같은 텀원격 상은 텀정

보의 송장치 개발에 이용될 수도 있다.

텀 상을 이용한 컴퓨 방식은 디지털 세계에서의 

방식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디지털 정보는 0과 1의 조합

으로 표시되며 실리콘 회로와 트랜지스터 게이트를 이용

하여 수조개가 넘는 신호(비트)를 조작하고 필요한 연산

을 수행한다. 텀컴퓨 방식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

트웨어까지 텀역학 인 것으로 체하는 기술로서 

텀비트(quantum bit) 는 큐비트(qubit)라고 정의되는 

행렬을 기본 개념으로 설정한다.

하나의 큐비트는 0과 1의 두 상태에 놓일 수 있으며, 

두 개의 큐비트는 첩 상으로 인해 네 개의 상태(00, 

01, 10, 11)에 놓일 수 있고, 세 개의 큐비트는 여덟 개의 

상태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세 개의 큐비트는 동시에 

여덟 개의 연산을 할 수 있다. 텀컴퓨터는 이러한 큐비

트를 표시하는 생소한 행렬에 연산을 수행하여 계산결과

를 도출한다. 일반 컴퓨터의 비트 100개는 2의 백 제곱

( 략 1조의 100 경 배) 경우의 수 에서 단 하나만을 나

타내지만, 큐비트가 100개인 텀컴퓨터는 100개 숫자 

모두를 단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 텀컴퓨  디바이스

의 이런 속성을 ‘ 텀병렬성(quantum parallelism)’이라 

부른다. 텀컴퓨터가 여러 개의 계산을 동시에 할 수 있

는 이유는 그것이 상태의 첩 속에서 운 되기 때문이

다. 다만 텀 첩의 개별 상태들이 서로 간섭할 수 있

는 능력은 외부 충격에 의해 쉽게 괴되는데, 이를 방지

하기 해 텀컴퓨터를 주변 환경과 격리하는 것이 필

요하다. 

텀 상은 측정하는 순간 그 첩상태가 괴되며 

어떤 상태가 나타나게 될지 확률 으로만 논의가 가능하

다. 즉, 텀상태의 측정과정에서 따르게 되는 무작 성

으로 인해 텀 알고리즘은 확정 (deterministic) 해를 

도출하지 않는다. 즉 가능한 다양한 결과에 한 확률분

포를 도출하게 된다. 따라서 텀 알고리즘은 해를 구하

기는 어려우나, 도출된 해가 제약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해의 목 함수나 성과를 계산하기 용이

한 의사결정문제에 주로 용될 가능성이 높다.  

3. 퀀텀정보통신기술의 핵심 구성기술

텀물리학은 오랜 부터 존재한 연구분야이지만 

텀정보통신 는 텀컴퓨 이 심을 끌게 된 것은 암

호와 련된 소인수분해 문제 때문이다. 1과 그 자신 이

외에는 다른 약수가 없는 수를 소수라 하는데, 소수 두 

개를 곱하기는 매우 쉽지만, 그 곱을 원래의 소수로 분해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인터넷 상에서의 공개키 암호방식은 소인수분해 문제

를 활용한 표 인 분야이다. 를 들어 비 메시지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공개키를 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고 나서, 메시지를 암호로 환한다. 이 암호는 비

키를 가진 사람만이 풀 수 있다. 자물쇠와 열쇠의 계

에 있는 공개키와 비 키의 필수조건은 공개키로부터 비

키를 알아내기가 매우 어려워야 한다는 것이다. 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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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방식은 이같은 필수조건을 이상 으로 만족하는 소

인수분해 문제를 이용해 만든 공개키 암호 방식이다. 

를 들어, 은행에서 이용하는 암호코드는 약 250 자리 숫

자의 소인수분해 문제를 활용하고 있어 기존 컴퓨터로는 

암호해킹이 아  불가능하다. 

그런데 1990년  반, 텀역학을 이용한 텀컴퓨터

의 구축이 이론 으로 가능하며, 만약 그 다면(즉, 이런 

식의 운 이 가능한 컴퓨터가 존재한다면), 암호분야에 

쓰이는 소인수분해 문제는 순식간에 풀릴 수 있다는 증

명이 발표되었다. 기존의 컴퓨터로 1,000 자리숫자를 소

인수분해하는 데는 우주의 나이보다도 많은 시간이 필요

하지만 상용화할 수 있는 텀컴퓨터가 존재한다면 수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제시된 것이다. 

1994년 피터 쇼어가 제시한 텀정보이론에 근거한 

소인수분해 알고리즘과 1997년 Grover의 데이터 검색 알

고리즘은 텀 기반의 알고리즘이 가져올 향력을 짐작

해 볼 수 있게 한다. 텀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는 

기존의 디지털 컴퓨터와는 차이가 크며, 한 실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의 수학  특성도 명확하게 밝 진 바 없

지만, 텀컴퓨터의 개발이 마무리되고 이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가 제시되어 산업화에 활용된다

면 경제 인 측면은 물론 국가안보차원에서의 효과

도 상상을 월한다.

텀 상이 상용화가 가능한 정보통신기술로 개발되

기 해서는 다음의 텀정보통신기술이 개발되어야 한

다. 간략히 핵심개념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

• 단일 자 생성․검출 기반기술 - 단일 자의 생성

과 검출은 가장 기본 인 기술이다. 한 번에 한 개

의 자를 원하는 시간에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감지하기 한 고감도의 센서(sensor)와 계

측기술이 필요하다. 재 텀통신 분야의 송속

도는 부분 단일 자 생성  검출속도와 효율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

• 텀 송수신 시스템 - 텀정보 는 큐비트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그리고 송신자가 수신자에

게 보내는 기술 반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 장소

에서 다른 장소라고 하는 의미는 통상 인 통신을 

의미할 수도 있고 텀 로세서처럼 하나의 소자 

는 게이트에서 다른 소자 는 게이트로의 달

을 의미할 수도 있다. 

• 텀 게이트와 로세서 구 기술 - 텀 상태를 

장할 수 있는 큐비트를 생성하고 큐비트의 값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과 텀상태를 유지

하면서도 그 상태와 일 성을 가지는 모든 통제된 

액션을 한번에 취할 수 있는 텀논리게이트를 연

결하는 로세서 기술을 의미한다[6]. 

• 텀 암호 기술 - 텀 키 분배 로토콜을 포함하

여, 텀암호의 인증, 서명 등에 한 기본 인 모

듈 개발기술과 텀암호 달에 사용될 수 있는 다

양한 구조의 통신망에 한 안 성 분석기술을 의

미한다.

• 텀 알고리즘 - 텀 알고리즘은 기존의 컴퓨터알

고리즘으로는 불가능한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텀컴퓨터를 통해 지수 으로 계산 소요시간을 

일 수 있는 문제는 제한되어 있다. 병렬연산을 넘

어 텀 알고리즘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보

처리 기술을 요구한다.

• 텀시뮬 이터 - 텀 상을 보이는 물질과 시스

템에 한 시뮬 이션 기술이다. 즉 원자와 분자세

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에 한 시뮬 이션은 

해당 과학분야의 비약 인 발 을 물론, 텀 테크

놀로지의 개발과 텀 디바이스의 설계에도 큰 도

움을 주게 된다.

• 텀 컴퓨터 - 단일 텀시스템을 확장하여 통합화

된 텀시스템으로 진화하게 되면 텀정보처리과

정은 개별 큐비트의 콘트롤과 측정을 필요로 한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물론 큐비트 간에도 발생하

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동시에 측정하고 콘트롤하

는  새로운 방식과 도구가 필요하다. 텀 컴

퓨터 개발이 상용화로 이어지기 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a) 다수의 큐비

트를 이용하더라고 연산이나 운 에 문제가 없어

야 하며(scalability), b) 기화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하고(0이나 1로 그 값을 설정하여 기조건을 확

정), c) 연산과정이 깨지지 않도록 일정 기간 생명

력을 유지해야 하며, d) 연산과 인터페이스를 한 

게이트가 개발되어야 하며, e) 계산결과를 보기 

해서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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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퀀텀정보통신기술의 상용화 현황

유럽과 미국에서의 텀정보기술의 개발은 나노기

술의 한계가 인식되면서 엄청난 속도로 진 되고 있다. 

를 들어 캐나다 컴퓨터 메이커인 D-웨이 사는 이

미 128개의 큐비트를 활용한 텀컴퓨터를 개발하여 

방 산업업체인 록키드 마틴에 공 한 바 있다. D-웨

이 사의 텀컴퓨터는 통상 인 컴퓨터와는 달리 매

우 복잡한 냉각시설과 자기차폐시설을 필요로 하며, 

범용컴퓨  능력이 아닌 그 컴퓨터에서만 운 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함께 개발,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하버드  연구 도 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미노

산이 3차원  구조를 띠는 단백질로 변환되는 수수께

끼 과정을 분석한 바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8]. 

텀검색분야도 이미 상당히 진 된 상태이다. 텀검

색은 구도 어떤 내용을 검색했는지 알 수 없도록 극도

의 라이버시를 제공하는 검색기능이다. 선행연구에 의

하면 묻고자 하는 진정한 질문내용과 아무 계도 없을 

수 있는 추가 인 질문(컴퓨터가 자동으로 아무거나 만

들어  수도 있음)을 한 세트로 하여 텀질문지를 구축

하면, 이 질문을 받은 서치엔진은 DB를 검색하여 질문과 

답변내용을 하나의 텀패키지로 묶어 질문자에게 되돌

려 보낸다. 만약 서치엔진이 원래 질문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다면, 이 정보는 이미 제 3 자에게 노출된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 질문의 텀상태가 무 졌기 때문이다. 

서치엔진은 물리 으로 실제 질문을 구성하는 비트 형태

를 악하지 않은 사태(그 질문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에서 원 질문에 한 답을 제공할 수 있다[9]. 

용통신채  간의 텀메세지  암호교환은 이미 

상용화단계이다. 텀이론을 활용한 암호기술이나 암호

키 송분야는 이미 다양한 시제품이 나와 있다. 텀정

보통신분야의 선두기업들인 미국의 MagicQ 테크놀러지

사, 스 스 제네바 학에서 출범한 idQuantique사, 랑

스의 SmartQuantum사, 호주의 Quintessence Lab사 등

은 상용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를 들어 미국의 

MagicQ는 100-140Km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텀

암호시스템을 매하고 있는데, 도청여부를 탐지하는 서

비스능력과 함께 QKD 분배키를 이용한 서비스도 제공

한다. idQuantique사도 텀암호시스템인 “Cerberis"라

는 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텀 디바이스를 매하고 있

다. 그 외 랑스의 SmartQuantum사도 일반 사용자용 

키 방어시스템과 국방용 암호시스템을 병행․ 매 이

며, 실리콘 밸리를 비롯한 로벌 매망 구축에도 상당

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가장 늦게 상용화시장에 참여

한 호주의 Quintessence Lab사도 록키드 마틴사와 공동

으로 기존의 송거리 제한을 획기 으로 극복할 수 있

는 QKD 솔류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2012년 2월 IBM의 발표[10]에 의하면 자사의 텀컴

퓨터기술은 큐비트의 속성을 보 하면서 동시에 기본

인 컴퓨 의 에러율 기록을 깨뜨렸다고 밝혔다. IBM의 

3D 도큐비트 부품의 앙에는 1mm밖에 안되는 큐

비트가 작은 사 이어칩 에 놓인다. 도 큐비트를 

활용한 공간은 두개로 나뉘어지고 측정은 커넥터로 향하

는 마이크로 에 의해 이 진다. IBM은 이같은 시스템

을 수백개 수천개의 큐비트로 확장할 생각이다.  에러정

정구조를 실행할 수 있는 지 까지 에러율을 이는 방

법을 찾았다고 발표하고 이는 지 보다 10배의 성능향상

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컴퓨 기술의 에러율이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IBM은 

5～10개의 큐비트를 하나로 묶어 기본 인 작동을 시작

하는 단계에 가까이 와 있다고 한다. 

IBM에 의하면 앞으로 5년 안에 인간처럼 오감을 활용

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한다. IBM은 인지 컴퓨

(cognitive computing)에 한 연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로, 2018년이면 컴퓨터가 오감을 활용해 인

간이 인지하는 범  밖의 것을 인지하고 해석하게 될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11]. 시각의 경우, 컴퓨터는 재의 

단순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화상을 장하는 수 을 

넘어 인간처럼 에 보이는 색상과 질감, 주변 정보 등을 

종합해 직 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게 된다. 사람 신 

컴퓨터가 폐쇄회로 CCTV를 보고 있다가 사고 발생이나 

차량 정체 등을 단해 상황에 맞게 응하고, 병원에서

는 MRI나 CT 촬  등을 의사 신 컴퓨터가 오차 없이 

독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뉴로과학, 나노테크놀러

지 이론 등을 통합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조 단  개

수의 라미터값을 설정해야 하는데 텀시뮬 이션은 

바로 이런 분야의 용에 한 도구이다.



퀀텀정보통신기술의 산업적 응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178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Jul; 11(7): 173-184

5. 융복합인프라로서의 퀀텀정보화기술

주력산업과 IT기술의 선 에도 불구하고, 국내 융복

합 기술수 은 기 단계로서 반 으로 선진국 비 

낮은 편이며, 발 의 속도도 매우 더디다. 산업화 측면에

서 실용화된 융복화 상품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시작하기는 하 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

해 다소 늦은 2008년부터 범부처 차원의 국가 융합기술 

발  계획 등을 수립하 고, 다양한 공 간의 소통 부족

으로 지원을 받은 개별 연구자 심으로 수행되고 있어 

성과물 자체가 미미한 상황이다. 한 학제 간 혹은 연구

자간 공동연구가 부진하며 산업 으로 어떤 융복합기술

이 국내에서 개발이 가능할 지에 한 명확한 논의도 부

족하거나 그나마 형식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를 들

어 재 학이나 연구소 수 에서 실험단계에 있는 단

일세포분석, 생체나노물질분석, 질병 진단기술과 같은 핵

심원천기술 역시 상용화에 이루기도 에 경쟁력 하로 

도태될 우려가 짙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반부터 정부 주도

로 바이오인포메틱스 분야에 극  지원을 감행하 으

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특히 게놈 정보분야

는 인 라 구축 자체도 실패하 으며, 바이오칩, 바이오

센서를 이용한 진단 제품 등 융합바이오 분야 역시 로

벌하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 지만 우리나라의  

연구력수 으로는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 융합바이오 

분야는 바이오 R&D에 한 규모 투자로 인해  세계

으로 확 되고 있는 시장이지만, 기본 인 라 없이는 

틈새시장 공략이라든가 신흥시장 진출 자체 등은 규모의 

경제 미비로 인해 불가능할 망이다[12].

융합신산업은 NT, BT, IT 등 신기술 간 는 이들과 

기존산업 · 학문 간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창조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미래경제와 사회·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이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특히 BT를 심으로 NT, 

IT, CT 등과의 융합을 산업과 과학의 메가트 드로 

간주하고 있다. 텀정보통신기술은 지난 10여년간 논의

의 심이 되고 있는 융복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인

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융복합을 통하여 방송, 통신, 인

터넷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산업구조와 제도의 변화뿐 

아니라 선순환  동반성장으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 기

된다. 즉, 단순한 결합차원을 넘어 다양한 가치사슬이 

연계되어 있어 기술 신이 요구되는 산업이다. 

기존 IT분야에 한 연구는 이제 국내의 로벌 기업

들의 민간연구소에 탁하여도 충분하다. 정부의 지원은 

보다 신 이고 도 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최소 

7-8년 뒤의 산업  성과를 기 할 수 있는 새롭고 도

인 분야에 집 해야 할 것이다.

그 표 인 분야가 텀정보통신이다. 이미 이 분야

는 소수의 로벌 벤더에 의한 시장 독 상이 나타나

고 있고, 차별화된 원천기술 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

이 요구되는 한편 고부가가치 신상품 개발의 인 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선도기업으로 부터의 기술이 이

나 합작과 같은 교류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텀정

보통신기술에 한 수요가 없다면 해당 산업은 존재할 

수 없다. 그 지만 텀정보통신 분야는 기존의 IT산업

에서 단계 으로 발 할 수 있는 역은 아니다. 텀컴

퓨터의 가치를 논의할 때 등장하는 쇼(Shor)의 알고리즘

이 텀정보통신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핵심 동인이 될 

수는 없다[13]. 소인수 분해만을 해 텀컴퓨터를 구입

할 고객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남의 암호를 깨기 한 

비윤리  행 를 해 공개 으로 텀컴퓨터를 구입할 

고객은 없기 때문이다. 

텀정보통신기술의 상용화는 다음과 같은 산업분야

에서 10년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망된다.

5.1 퀀텀암호화 및 보안기술 

텀암호화기술은 상용화 측면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

으며 이미 몇 개의 선두기업들이 상용화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텀커뮤니 이션(키 분배, 텀암호화 기

술, 안 한 고효율 통신망 등)의 산업  매력도도 높다. 

그 지만 어떻게 시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슈

이다. P2P수 의 텀키 교환은 얽힘없이도 가능하나, 

여러 사람 간의 텀커뮤니 이션은 얽힘을 구 할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암호키 교

환 수 을 넘어서 훨씬 복잡해보이는 상황을 제로 

텀커뮤니 이션을 통해서 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존의 IT산업이나 기술로서는 경제

성이나 편의성이 비교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텀커뮤니 이션 분야에 을 둔다면 테크놀

러지는 텀 optics를 주로 해야 할 것이며, 텀키 분

배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자 한다면 생성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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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신  개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텀키 분배

의 다음 단계는 소수의 큐비트를 이용한 텀 로세싱

이며, 텀 리피터 등을 이용한 장거리 분배로 심이 이

어지게 될 것이다.

유럽의 경우 텀암호화 분야의 연구는 이제 일반화

될 정도로 상당한 연구실 을 구축하고 있다. 이제 해당

분야의 연구는 다른 정보통신분야의 연구와 경쟁을 통해

야만 연구비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일반화되어 있다는 의

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연구 기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상용화가 마무리 될 때 련기술이 가져다  산

업 인 효과는 엄청나다.

텀암호화기술과 송기술의 개발은 미래 인터넷 기

반의 융합 네트워크화를 가능하게 하며, TCP/IP 기반 인

터넷을 체하는 새로운 고신뢰성 융합네트워크의 기술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네트워크가 새로운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수단으로 부각됨에 따른 보안성, 

신뢰성 높은 기술, 제품개발의 인 라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지능형 통합보안 제기술, 기 조기경보체계, 통

합 트래픽 모니터링기술 등은 텀암호화  보안․ 송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력을 집 시켜야만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이젠 기존의 디지털 기반의 반도체로서는 더 

이상의 기능 집 과 나노화가 어렵기 때문이다[6,14].

이제 4-5년 이내에 개인들도 도시내에서는 텀암

호시스템을 이용한 융거래가 가능해 질 것이다. 물론 

쇼어알고리즘을 이용한 텀컴퓨터로 키를 해독하여 범

죄에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도청여부를 탐지하

는 서비스능력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는 융기  뿐만 

아니라, 국방 련기 과 로벌 기업 등에서는 충분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망된다. 단순히 도청여부를 방

지한다는 의미와 함께 그 정도로 보안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략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 

텀암호화  보안기술은 한 텀정보네트웍의 개발

과 산업  응용측면에서의  다른 기 , 기반기술의 역

할을 한다. 다양한 QKD시스템 개발은 텀네트웍 련 

기술의 개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많은 융자산을 보유한 상  1%의 융소비

자들과 보안이 요구되는 사안에 한 의사소통이 빈번한 

기 들의 텀암호시스템에 한 다양한 요구는 엄청난 

산업  문을 일으킬 것이 확실시 된다.  

5.2 퀀텀 센서 및 계측기술

반도체나 련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IT기업도 텀

정보통신에 한 심은 높다. 다만 일차 인 연구 역

은 텀역학(양자역학)으로서 IT부품에 필요한 자재의 

속성이나 기, 자  특성의 이해를 해 필요한 지원

인 속성이 강하다. 특히 무어의 법칙이 더욱 진 되어 

각종 디바이스들이 텀 상에 부딪치게 될 가능성이 높

아지게 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

이다[13]. 나노수 의 상을 상으로 하는 많은 융복합

분야의 연구는 텀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텀 센서 

 계측설비 없이는 성과를 거두기가 거의 어렵다. 기존

의 디지털 기술로는 정확한 측정과 평가가 어렵기 때문

이다. 많은 IT기업들로 하여  자연스럽게 텀정보통신

분야로 이끌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있는 

응용분야로 평가될 수 있다. 

를 들어 슈퍼컴퓨터로도 충분한 응을 하기 힘든 

기후, 재난 분야의 경우  텀 센서  계측설비는 엄청

난 성과를 가져다  수 있다. 규모 태풍이나 홍수, 심

각한 환경 괴, 방사능 출 등 안 을 하는 기상

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악하고 험 정도를 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인류의 기 응 능력은 한 

단계 업그 이드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구 체를 

공포로 몰고 간 일본 후쿠시마 원 사태도 사고가 벌어

진 원자로 내부 상황을 정확하게 악하고 원격에서 명

령을 내릴 수 있는 정 한 시스템이 갖춰졌다면 응이 

훨씬 손쉬웠을 것이다.

한 미래학자들은 빠르게 발 하면서 융합하는 나노, 

바이오, 정보통신, 인지과학기술의 결합을 통해 2020년 

이후에는 사람과 기계, 실과 가상간의 경계가 차 허

물어질 것이라는 망을 내놓고 있다. 이어 2030년에는 

기계의 지능이 인간을 넘어서기 시작하고, 2040년에는 

인체의 일부를 기계시스템으로 체한 트랜스휴먼이 나

타날 것으로 상한다. 인간과 로 , 실과 가상공간이 

서로를 넘나들며 시각, 각 등 오감을 교류하면서, 인간

이 가상세계를 마치 실인 것처럼 느끼고, 원격 아바타

나 자신이 착용한 인공장치를 마치 자신인 양 느끼는 시

가 곧 다가 올 것으로 측하고 있다. 

이처럼 인체감응솔루션 개발 역도 융복합의 주요 

분야이다.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소에서 이 분야의 연구

를 진행 이며, 연구의 핵심은 사람과 기계가 서로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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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인간과 인텔리 트 머신 상생기

술' 개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간과 로  간의 실감교

류 기술 개발이다. 감과 운동감, 진동감, 냄새 등을 결

합해 실감을 증강시킨 실과 가상의 혼합공간의 구축도 

청사진에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사람이 직  가기 불가

능한 장소에서 한 기술로 무장한 센서와 칩을 통해 

정보수집과 달의 첨병 역할을 해주는 연구도 텀 센

서  계측기술이 지원한다면 상용화가 훨씬 가속화될 

것이다. 아직 진화된 자소자와 센서, 소 트웨어, 네트

워크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센서의 개발은 실 으로 

텀 센서  계측기술이 지원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새로운 스마트 센서를 개발하기 해 기존 방식

을 뛰어넘어 3차원 IC와 새로운 소자  공정을 도입하는 

신이 필요하다고 학자들이 주장하나 이는 바로 텀 

센서  계측기술의 상업  요구를 변한다. 기존의 디

지털 기반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의 나노화가 불가능하

기 때문이다. 

정부에 의하면 향후 9년간 총 1200여억원을 투입하여 

나노 신소자, 스마트IT 융합 랫폼, 다차원 스마트센

서 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1000배 오래 쓸 수 있는 정보

기기와 1000배 넓은 근 역을 갖는 통신 네트워크, 정

보처리 용량이 1000배인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다. 센서가 단순히 특정 정보를 감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보를 수집해 처리까지 하는 시스템 

역할을 하도록 구 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센서 시스템

에는 신경 속 마이크로시스템 네트워크, 고속 고해상

도 내시경  다기능 학이미징 시스템,  지능형 군집기

반 환경ㆍ생물 모니터링, 스마트 바이오 센서시스템, 고

성능 스마트 집  비  센서 등이 포함되는데, 기존의 IT

기술로는 이런 기기들과 요구하는 측정수   계산능력

을 지원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히 주  상황에 합

한 신호를 IT시스템이 스스로 찾아 입력하며, 이런 긴

한 연결시스템을 통해 성능이 최 화되는 스마트 IT시스

템의 구 은 텀 센서  계측기술을 기반으로 할 수 밖

에 없다. 스마트 센서에 한 연구가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도 바로 패러다임이 바 어지지 않아서 일 것이다.

한 융ㆍ복합분야인 차세  에 지 소자ㆍ생산시스

템에서도 텀 센서  계측기술은 그 역할이 엄청날 것

으로 상된다. 10억분의 1미터의 미시 세계를 다루는 나

노기술은 태양 지, 연료 지 등 미래 청정에 지 시스

템에서 에 지를 달하는 자, 자, 분자 등을 보다 효

율 으로 붙잡거나 조작하고, 에 지 변환이나 장과정

까지 정 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효율 에

지 기술을 열어  것으로 기 된다[15]. 국내에서도 련 

연구가 진행 이지만 기본 으로 나노입자를 정교하게 

배열하고 쌓는 기술이 필수 이다. 이런 과정을 시뮬

이션하고 실제 으로 나노입자를 촘촘히 여러 층으로 쌓

고, 이를 확장해 마이크로 크기 구조를 만들기 해서는 

텀 센서  계측기술의 지원이 유용할 것이다.

결흐트러짐 상과 이와 련한 콘트롤 메카니즘에 

한 심도깊은 이해를 통해 개발된 나노 스 일 수 의 

텀디바이스는 지  사용되고 있는 IT부품의 성능개선

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를 들어 원치 

않는 텀 첩 상은 의도 인 결흐트러짐 상의 도입

을 통해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텀정보통신 연구

의 핵심은 아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IT산업 간의 연계

성을 제고할 수 있다. 역으로 지 의 IT산업의 기술없이

는 컨텀정보통신의 구 도 불가능할 것이다. 기존의 IT 

테크놀러지는 텀정보처리과정의 운 , 인터페이스  

IO 콘트롤 메커니즘 개발에 활용될 것이다. 이처럼 텀 

센싱  계측기기 분야의 망이 높다. 텀정보기술을 

응용한 최첨단 센서, 계측기기의 개발은 엄청난 수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망된다.  학  기업연구소의 

문연구자들을 한 고가의 응용제품에 한 시장은 엄청

날 것으로 망된다.

5.3 퀀텀프로세서 기술 

지  시 에서는 미니형, 특정분야에의 응용( 용)이 

가능한 테크놀로지 심의 로드맵이 요구된다. 소수의 

큐비트로 구성된, 오류자기수정기능이 포함된 텀 로

세서(오류정정 텀 논리게이트 포함) 개발이 시 하다. 

이를 통해 텀 알고리즘의 실질 인 구 과정을 보여주

고 다양한 텀컴퓨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다수의 큐비

트로 구성된 상용화를 염두에 둔 텀컴퓨터의 도래를 

견할 수 있는 기반 제시가 요하다[14].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텀컴퓨터, 그리고 이들 상

호연계를 한 인터페이스 개발(여러 개의 큐비트로 구

성된 로세스를 상으로 한 텀 오류정정, 텀정보

통신망과의 인터페이스를 한 테스트베드 구축 등이 필

요)도 IT산업계의 심을 불러일으키기 해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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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과제이다. 

10～20개의 자 큐비트를 이용하는 미니 텀 로

세서  미니 텀컴퓨터 구 을 통해 텀컴퓨터 간의 

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에 한 이론, 실험 연

구를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어떤 형식을 빌어 물리

으로 텀컴퓨터를 구 할 것인가와 스 일링 문제는 

가장 핵심 인 이슈로 인식되고 있다[3].

더불어 50개 내외의 큐비트를 기반으로 하는 로세

서의 개발은 텀컴퓨터의 도래가 가능함을 알려주는 신

호역할을 한다. 이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기

존의 반도체와 IT산업의 역량을 합하여  새로운 산

업이 탄생하게 된다. XT, AT, 386, 486, 펜티엄 등으로 

이어진 개인용 컴퓨터의 발 을 넘어서는 새로운 산업분

야가 등장한다. 한번에 2의 50제곱에 해당하는 연산을 수

행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로세서가 상용화되고 이를 

지원하는 응용소 트웨어가 개발되면 규모 장치산업

을 운 하는 로벌 기업들은 산업 장에서의 다양한  

문제해결 안의 도출을 통해 엄청난 생산성을 기 할 수 

있다. 슈퍼컴퓨터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조선, 항공, 제철, 

우주산업, 국방기술, 재해 측 등 수천만개 는 수억개

의 변수가 향을 미치는 규모 의사결정문제에도 짧은 

시간 안에 응용 가능한 안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연간 

매출액이 10조원인 기업의 직 원가비 이 50%(즉, 5조

원일 때)일 때 1%의 원가 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당 500억원 짜리 텀 로세서도 개인이 PC를 구입하는 

정도의 투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5.4 퀀텀시뮬레이터 기술 

텀컴퓨터의 용도가 고작 암호해독과 련 수학문제

에 한 해를 구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구도 엄청난 규

모의 연구비를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 으로 쇼

어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호코드를 해독하려 해도 수  

천개의 큐비트와 수 만번의 텀게이트 계산과정을 거쳐

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보다는 기술 인 어려움이 덜하고 활용용도

도 다양한 분야가 텀시뮬 이션이다. 텀시뮬 이터

는 연구개발 분야에서 항상 논의되고 있는 융복합연구개

발의 핵심도구이다. 논리 으로 기존 역 간 칸막이를 

허무는 과감하고 이질 인 기술간 융합 시도는 기술 신

뿐만 아니라 산업계 지도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 지만 융합이 단순히 

문가들이 모여 자신들의 문지식을 내어 놓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업 인 측면에서도 텀시뮬 이션은 소인수 분해

와 같은 텀알고리즘 개발 역보다는 잠재  수요가 훨

씬 많을 것이다. 텀 물리  시스템(physical system)의 

시뮬 이션은 물리 으로 텀시스템의 진화과정을 시

뮬 이션하여 어떤 형태나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측

하는데 목 이 있기 때문에, 나노기술 분야에서 가장 많

은 심을 가질 역이기도 하다. 특히 강력한 자

(electron) 상 계나 특이한 텀효과를 찰하고 산업

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나노테크놀러지 디바이

스의 개발에는 텀시뮬 이터의 개발이 제가 된다. 

슈퍼컴퓨터로서도 실험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50-100개 정도의 큐비트를 이용한 텀컴퓨터로 운 이 

가능하며 존하는 슈터컴퓨터의 성능과는 비교할 수 없

을 정도로 효율 이다. 

이런 시뮬 이터가 상용화된다면 텀정보통신산업

의 석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 창

출과 개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규모 텀컴퓨터의 

등장이 한동안 지연되더라도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텀시뮬 이션에 주된 

심을 기울인다면, 50개 정도의 상호작용하는 큐비트를 

연구 상으로 설정해야 실질 인 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텀시뮬 이터는 특히 융복합산업의 핵심인 의료  

제약산업에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를 들어 신약개발의 경우, 질병정복의 실마리가 되는 목

표를 발견하고 그 목표를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 역할

을 하는 `후보물질'을 찾아내고, 구체 인 기능과 구조를 

알아내는 데도 몇 년 정도의 긴 시간이 투입되고, 동물실

험을 통한 독성 분석과 임상시험을 거쳐 효능 확인과 용

법 개발에도 5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기존 신약

개발 과정은 어느 한 순간만 문제가 생겨도 다시 원 으

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거나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엄청

난 투자와 장기 인 사업  비 을 견딜 수 있는 거  다

국 기업만이 가능한 분야이다. 참고로 신약 개발의 경

우 아직도 한 가지를 내놓는 데 최소한 5년 이상의 기간

과 5천억원 이상이 투입되어 융복합의 가능성이 가장 높

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투자가 쉽지 않다[19]. 삼성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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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2003년 자료에 의하면 신약개발에 평균 8.8억 

달러 이상이 소요되며, 이  후보물질의 탐색연구에 5년, 

5.3억 달러가 투입되는, 이나마 성공률이 0.02%에 불과하

다고 발표한 바 있다[16]. 이런 복잡한 로세스를 시뮬

이션 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리드타임 축소에 격

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약개발 분야의 텀시뮬

이터는 바로 이런 어려움을 여주는 역할을 한다. 

신약개발과 함께 텀시뮬 이터는 합성생물학의 발

에도 기여한다. 생명체는 양분을 흡수해 에 지로 

환하거나 생장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각 세포마다 수 

천가지의 화학반응을 처리하는 일종의 `살아있는 화학공

장'이라 할 수 있다. 10억분의 1그램 정도의 미세한 세포

들은 수많은 화학반응을 에러 없이 질서정연하고 빠르게 

진행한다. 특히 보통의 화학공장이 고압ㆍ고온ㆍ강산성

ㆍ강알칼리성 등 극한의 환경에서 돌아가는 것과 달리 

생명체는 반응속도를 100억배까지 높이는 `연 술사' 역

할을 하는 효소 덕분에 섭씨 37도와 성이라는 온화한 

조건에서도 신속하고 효과 으로 작동한다. 이제 생명공

학의 `키워드'가 생명을 이해하는 것에서 생명을 인공

으로 만드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처럼 분자구조에 

한 시뮬 이션은 신약개발의 생산성과 성공가능성 극

화를 한 필요불가결한 도구이다[18]. 

게놈 정보 활용산업도 BT와 IT 분야의 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표 인 융합기술이다. 최근에는 미국

을 비롯한 선진국을 심으로 클라우드, GRID, Data 

Visualization, 고속 데이터 송 등의 첨단 IT 기술이 

생명정보 분야에 도입되고 있다. 수년 안에 구나 자신

의 게놈을 분석할 수 있는 수 인 “1인당 $1000” 게놈 시

를 맞을 것으로 상된다. 10,000 종의 생명체 게놈을 

해독하는 "Genome 10K" 로젝트가 국제 컨소시움을 

통해 진행되는 등,  세계 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의 게놈을 해독하는 사업이 경쟁 으로 진행 이다. 게

놈정보 분야는  세계 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시

장이며, 침체된 국내 S/W 산업 분야에 새로운 기회를 제

공하며, 나아가 S/W의 수출도 가능한 여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게놈 련 산업은 염기해독 서비

스, 데이터 분석, 활용의 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텀 센서   시뮬 이터 지원이 유용할 것이다.

물론 기존에도 시뮬 이터의 요성을 인지하고 있었

으나 핵심 변수의 상당 부분을 계산력 부족으로 생략할 

수밖에 없어 실제 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슈

퍼컴퓨터 시장의 일부를 체할 만한 시장을 구축할 수 

있게 되며, 그보다 훨씬 렴한 가격의 유사 기기를 통해 

새로운 문연구자용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연구 심

학과 기업의 연구소들이 주요 고객이 되는데, 이를 통

해 새로운 융복합형 제품과 서비스의 창출이 가능해져 

텀정보통신분야 산업을 실질 으로 구축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6. 결론

우리 에 보이지도 않는 소립자세계를 기반으로 하

는 텀정보통신기술은 앞으로 로벌 산업 반에 엄청

난 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로벌 콘텐츠 기업이자 

뉴스메이커인 CNN 머니도 텀정보통신기술을 새로운 

5  기술 분야에 선정할 정도로 산업  응용과 효과

가 무한하다. 0과 1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존 컴퓨

터의 성능과 역할을 신 으로 타 할 텀컴퓨 은 특

히 융복합분야의 효과로 인해 여타의 응용기술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이다.  

그 지만 텀 ICT분야에서 텀암호기술 분야를 제

외하고는 통  의미의 시장, 즉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

롭게 거래하는 방식의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텀방

식의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  기기인 텀 로세서

는 아직 이론 으로나 기술  성숙성 차원에서 활발한 

상거래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연구가 확립되지 못한 상태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개발결과가 일정 수 에 도

달할 경우 텀 ICT산업은 국가안보와 경제구조에 엄청

난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우선, 텀암호기술

은 도청을 원천 으로 쇄할 수 있는 커뮤니 이션 네

트워크의 구축에 필수  기술이다. 한 텀 컴퓨터  

련 기기는 새로운 무기개발과 군의 커뮤니 이션 네

트워크를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결과 으로 텀 ICT분야는 로벌 정치 게임의 도

를 일거에 바꾸어버리는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19]. 텀정보통신기술에의 연구개발 투자는 다

음과 같은 정책 , 기술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 융·복합상품의 핵심기술 확보와 주력 신수종 산업 

견인 - 융·복합제품의 품질은 텀센서  계측기, 



A Study on the Industrial Applications of Quantum Information Processing and Communication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83

계산력 등의 기술력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만큼 

텀정보통신기술의 확보를 통해 융합기기의 고품질

화를 시도한다. 이를 통해 융·복합산업 분야의 가

치사슬에서 부족한 부분이었던 소재  소자, 부품, 

계측기 역의 기술력을 확보한다.

•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와 해외기술 의존도 감소 - 

텀정보통신기술은 국방, 국가안보, 보안, 융 등 

첨단산업의 핵심기술로 자리매김할 망이다. 확

보된 핵심기술을 토 로 유럽, 일본, 미국 등 선진

국 심의 미래첨단 기술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

쟁력을 제고한다.

• 핵심 기술 확보 - 미래유망분야인 바이오·의약·기

후 수요시장에서 요구하는 공통기반에 용되는 

정보통신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해당분야의 기술 

보호와 더불어 응용상용화 제품개발의 원천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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