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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양자 기술은 통신의 보안성, 정보 처리 속

도, 고정밀 계측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19세기가 기계화 시대였고 20세기가 정보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양자화 시대가 될 것이

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 간 양자

역학 분야에서 놀라울 만한 발달이 있었다. 이

러한 양자 시스템을 구현하고 검증하는데 광

학적 도구들은 사용의 편의성, 단순함,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 되었고, 결과적

으로 단광자를 제어할 수 있는 양자 광원에 대

한 요구로 이어졌다.

단광자에 대한 개념은 1900년도로 거슬러 올

라가 플랑크에 의해 흑체 복사를 설명하기 위

하여 제안 되었었다. 1905년에는 아인슈타인

이 광전효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을 하였고 

[1-3], 콤턴은 1923년 엑스레이 산란에서 보이는 

파장의 이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다 [4]. 그

러나 진정한 단광자 광원은 1974년에 수은 원

자를 이용한 실험에서야 가능했다 [5]. 각 원자

는 천이 과정중에 두 개의 광자를 발생시키는

데 두 광자를 분광하면 한 개의 광자로 다른 광

자를 “예고”(herald) 할 수 있었다. 이 광자들

은 1956년도에 나온 Hanbury Brown and Twiss 

실험과 유사한 방법으로 반상관성(anticorrela-

tion)을 보임으로 증명하였다. 3년 후인 1977년

도에 Kimble 나트륨 원자의 형광 특성으로부

터 단광자를 측정할 수 있었다. 이후 1980년대

에는 이온 트랩을 이용하여 개별 원자를 분리

하여 단일 방출체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었다. 

한편으로는 비선형변화인 매개하향변환(pa-

rameteric down conversion) 을 이용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 분야는 현재까지 단광자 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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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주류로 이어지고 있다. 21세기에 들어

서는 다이아몬드, 실리콘 카바이드, hBN 등과 

같은 다양한 고체물질의 결함 중심, 반도체 양

자점, 탄소나노튜브, 2차원 물질들 다양한 종류

의 물질을 단광자 방출체로 사용되고 있다.

2. 이상적인 양자광원

이상적인 단광자 광원은 외부 트리거에 의해 

단 한 개의 광자가 방출 될 확률이 1인, 즉 한 개의 

광자 보다 많거나 적을 확률이 없는 광원이다. 

이상적인 단광자 광원을 설명하기 위하여 중

요한 특성이 세 가지 있다. 

• 단광자 순수도(purity) : 단 광자 광원의 가중 중

요한 지표이며 광자 수의 분포를 나타낸다. Han-

bury Brown and Twiss 실험을 통해 얻은 광자의 

상관 관계 값인 g(2)(0)가 0에 가까울 수록 단광자

의 순수도가 높으며 laser의 경우는 1의 값을 갖

는다. 높은 순수도는 양자 암호 통신의 보안성을 

높여주며 [6], 양자 정보 처리의 오류율을 최소화

한다 [7-10].

그림 1 ▶  HBT와 HOM실험. (a) 단광자의 순수도를 측정하기 위한 HBT 실험의 구조도, 광원을 빔스플리터로 가른 뒤 두 개의 검출기의 신호

의 상관관계를 측정한다. (b) 순수도가 높은 광원의 HBT 실험 결과. (c) 광자간의 비구분성을 측정하는 HOM실험의 구조도, 두 개

의 광자가 구분이 안 될 경우 2차 양자 간섭에 의해 두 개의 광자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 (d) 비구분성이 높은 광자의 HOM 실험 결

과 [11]. 상의 분포를 볼 수 있는 3차원 map, (d) X-ray nanotomography 결과를 통해 작성된 그래프 [19].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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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자 비구분성(indistinguishability) : 두 개의 광

자의 동일한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Hong-

Ou-Mandel 간섭 실험을 통하여 수치를 얻는다. 

1에 가까울 수록 구분이 불가능하여 양자 간섭이 

가능하다. 양자 게이트는 양자 간섭을 통해 두 개

의 비구분 광자를 얽힘 상태로 만들며 원거리 양

자 통신을 위한 양자 리피터에 사용된다. 

• 밝기(brightness) : 이상적인 단광자 광원은 공백

이 없이 광자를 생성해야 한다. 그러나 광원, 광

섬유 끝단, 검출기 등 측정 위치에 따라 광손실이 

매우 달라 아직 여러 학계 간 공통된 정의가 존재

하지 않는다. 광자 생성 효율과 광추출 효율에 관

련이 있어 밝기가 낮은 단광자 광원은 확장성이 

떨어진다 [12].

• 기타 특성 : 광원에서 생성되는 두 개 이상의 광

자가 얽혀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인 양자 얽

힘 신뢰도(entanglement fidelity)와 다량의 정보

처리에 필수인 광자의 생성 속도 등이 있다.

3. 양자광원의 종류

단광자 광원은 비선형 매개체 내에서 광자쌍

을 생성하는 비선형 광원과 원자나 이온 트랩, 

분자,색 중심, 양자점 등과 같은 단일 양자 방

출체 기반의 광원 두 종류로 분류 된다. 

3.1 비선형 광원

자발매개하향변환으로 생성된 광자쌍은 1960

년대와 1970년대 초기에 처음 발견되었다 [13-16]. 

80년대 말에는 두개의 그룹에서 광자쌍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Shih와 Alley [17]는 광자쌍

을 통하여 Einstein-Podolsky-Rosen 파라독스와 

같은 양자역학의 근본적인 문제의 탐구에 쓰일 

수 있음을 발견했고 Ghosh 와 Mandel은 변환

된 광자에 비고전적 상호작용을 발견했다 [18]. 

이후에 Hong [19]이 빔스플리터에서 비고전

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두 광자를 이용해 자발

매개하향변환으로 생성되는 광자들이 피코초 

이하의 시간차를 두고 생성됨을 증명하였다. 

Hong-Ou-Mandel 실험은 자발매개하향변환이 

양자광학에서 굳건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해줬고 지금까지 양자정보 처리 프로토콜의 주

요 방법중에 하나로 사용되어진다. 

특히 생성된 양자쌍이 자연적으로 얽힘 상태

에 있는 점은 자발매개하향변환에 많은 관심을 

불러모았다. 1995년에 [21] Kwiat 등이 처음으로 

그림 2 ▶ 4: 자발매개하향변환의 종류와 광자 추출 방향 (a) I형 

자발매개하향변환 : 하향 변환된 광자 쌍은 평행 편광 

여기광에 직교한다. 광자의 방출 방향은 도심의 원뿔

형이다. (b) II형 자발매개하향변환 : 하향변환된 광자

쌍은 서로 직교된 편광을 갖으며 여기광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원뿐 모양으로 방출된다 [20].

a TypeⅠSPDC

b TypeⅡSP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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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힘 상태에 있는 광자들을 보여줬고 이는 양

자 순간이동, 다입자 얽힘, 얽힘 기반 양자 암호

등 다양한 양자 얽힘 연구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

자발매개하향변환은 비선형 변환으로 강한 

여기 레이저에서 나온 광자가 에너지와 운동

량을 보존한 채 두개의 새로운 광자를 생성하

는 변환이다. 자발매개하향변환은 그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쉽게 적용시킬 수 있으며, 높은 

속도로 시공간적으로 잘 정의된 광자를 생성

하기에 현재까지 단광자 광원으로는 가장 널

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자발배개하향변환의 문제는 n개의 

광자쌍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여기 레이저의 

세기를 n승수로 높여야한다는 점이다. 이럴 경

우 단광자의 순수도는 떨어져 응용에 제약이 

생긴다. 즉, 밝기를 위해서 단광자의 순수도를 

희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3.2 원자 이온

많은 수의 원자들이 단순한 전자 준위 구조

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원자들을 이용하여 

원하는 파장과 편광을 갖는 광자를 생성할 수 

있다. 더욱이 모든 동위원소들은 동일하기 때

문에 같은 동위원소를 쓰는 두개의 다른 광원

에서 나오는 광자들은 자연적으로 모두 비구

분성을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대규모의 양자 

컴퓨팅에 쓰이기에 매우 우수한 광원 후보이

다. 그러나 하나의 광모드로 방출을 유도하기 

힘들고 원자나 이온을 공간상에 고정시키는 

것이 어려운 단점을 갖고 있다.

3.3 색중심/결함

색중심은 비전도성 무기물 결정 내에 존재

하는 결함들로, 이들 결함에 생기는 전자의 에

너지준위 차이를 통해 발광을 한다. 매우 다양

한 종류의 색중심들이 연구되어졌는데 양자광

학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다이아몬드내

에 존재하는 질소공동센터(nitrogen vacancy 

center, NV center)이다 [22]. 다이아몬드 결

정 내에 쉽게 발견 되는 결함으로 탄소의 빈자

리 옆에 질소 원자가 위치 했을 때 생긴다. 여

러 방식으로 생성이 가능한데 다이아몬드 결

정 성장시에 생길 수도 있고 [23], 고밀도의 NV 

센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플란테이션 방법

을 쓰기도 한다. NV center는 긴 가간섭성 시

간(coherence time)을 갖으며 상온에서 동작할 

수 있다. 

3.4 반도체 양자점 

지난 10년간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 물질을 

사용한 반도체 에피탁시 양자점에 대한 연구

가 널리 시행되었다. 근적외선 영역에서는 In-

GaAs [25], 적색광 영역에서는 GaAs [26], 텔레

륨이나 셀레늄 화합물 기반 II-V QD [27,28], 그

리고 녹색부터 자외선 영역까지 포함하는 질소 

기반 III-V족 화합물 [29]까지 다양한 물질들이 

탐구되었다. 밴드 갭에 따라서 극저온부터 상

온까지의 온도에서 단광자를 생성할 수 있다. 

현재까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양자

점 기반 단광자 광원은 III-V족 화합물 반도체

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다. 반도체 양자점은 주

로 분자빔에피탁시(molecular beam epitaxy)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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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법을 쓰는데, 밴드갭이 큰 물질 위이 밴

드갭이 작은 물질을 성장하면서 격자 상수차

이로 인해 나노미터 크기의 작은 섬들이 자연 

생성되는 Stranski-Krastanov 성장법이 널리 사

용되어진다. 양자점의 작은 크기로 인하여 전

자와 홀들은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갖게 

된다. 약한 여기하에서는 엑시톤(전자-홀 쌍)

의 생성을 제어 가능하다. 이렇게 생성된 전

자-홀 쌍이 발광 재결합(radiative recombina-

tion)을 할 때 단광자를 방출 한다. 발광 재결

합 수명(radiative lifetime)은 1나노초 이하이

다. 양자점의 여기는 광학적 또는 전기적으

로 가능한데 두 방법은 다른 물리적 여기 과정

을 거치지만 쿨롱 차폐를 통해 양자점 안으로  

전하가 한 개씩만 들어가는 원리를 공통으로 

이용한다 [30,31].

광자의 방출 방향은 양자점의 양쪽에 분

산 브래그 반사경(distributed-bragg- reflector, 

DBR)을 배치함으로써 제어할 수 있다. 마이크

로-기둥, 원판, 구형 또는 광결정 형태의 마이

크로 공진기 내에 양자점을 배치할 수도 있다 

[32-37]. 광자의 편광도와 에너지가 공진기와 

맞춰졌을 때 Pucell 효과에 의해 양자점의 자발

방출율이 상승한다 [38]. 이에 더해, 잘 정의된 

공진기는 단광자를 단일 공간 모드로 추출할 

수 있게 해준다. 

두 개의 엑시톤이 쌍을 이루는 바이엑시톤(bi-

exciton) 상태는 바닥 상태로 전이할 때 엑시톤 

그림 3 ▶  (a) 결정 내에 존재하는 결함과 나노결정들을 여기 시키면 단광자가 발생, (b) 2차원 물질을 이용한 발광체, 9c) 탄소나노튜브의 산

소 관련 결함에서 단광제 방출 측정, (d) 도파로 역할을 하는 나노선 내에 위치한 질소화합물 양자점, (e) InAs 양자점 [24].

a

c

b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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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거쳐서 전이하며 두 개의 광자를 방출

하게 된다. 이러한 바이엑시톤-엑시톤 캐스케

이드 과정은 두개의 경로를 통해 바닥 상태로 

전이가 되는데, 이상적으로는 두개의 경로가 

구분이 되지 않아 두 개의 광자는 얽힘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비등방성으로 

인해 엑시톤의 에너지 준위가 갈라지게(fine 

structure splitting, FSS) 되어 경로가 구분이 되

면서 양자 얽힘의 신뢰도가 줄어든다. 이러한 

FSS를 제어하기 위해서 양자점 성장 단계에서

는 양자점의 회전 대칭을 유지하기 위한 성장

법들이 개발 되었고, 후 공정 단계에서는 전기

장이나 응력등의 미세 제어 기술을 사용한다.

최근에는 기존의 S-K 성장법의 한계를 뛰어 

넘는 금속방울 에피탁시 성장법과 금속방울 식

각법이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 S-K 성장법은 

기판에 이종 물질이 성장할 때 격자상수의 차

이로 인해 양자점이 형성되는 원리를 이용한

다. 이는 매우 우수한 품질의 양자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널리 사용되지만 기판

의 특성에 종속되어 타원형으로 자라거나 양

자점 크기의 제약이 생기는 특징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금속방울 에피탁시 성

장법은 III-V족 화합물 중 금속에 해당하는 III

족 물질을 먼저 기판에 적용하고 기판 표면에

서 액체 상태의 금속이 Ostwald ripening 과정

을 통해 나노 크기의 금속방울로 뭉치는 특징

을 이용한다. 이후 V족 물질을 금속방울에 가

해주면 결정화가 되면서 양자점이 생성된다. 

특히 III족과 V족 물질을 따로 조절할 수 있어 

이 성장 조건에 따라 양자점 뿐만 아니라 양자

링이나 나노선 같은 양자 구조 성장도 가능하

다. 더욱이, 이를 응용한 금속방울 식각방법으

로는 회전대칭형의 양자점을 성장하여 양자 

얽힘 상태의 광자쌍을 측정하였다. 

4. 양자광원의 응용

4.1 양자 키 분배 

양자 키 분배는 단광자를 이용하여 광섬유나 

자유공간에서 두 명의 통신자간 암호를 교환

하는 방법으로 양자 광학 기술 중에 가장 먼저 

상용화 되어진 기술이다. 해커가 이 광자들은 

가로챌 경우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 즉 상태

를 바꾸지 않고서 직접 측정이 불가능한 양자 

그림 4 ▶ 금속방울 식각 방법에 의해 성장된 양자점. (a, b, c) 성

장 된 양자점의 구조 및 모양을 보여준다. 회전 대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d, e) 엑시톤과 바이엑시톤의 발광 

파장 FSS를 억제해 엑시톤 피크가 두 개로 분리 되지 않

음을 확인할 수 있다 [39].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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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의 특성에 의해 암호가 유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상용 양자 암호 통신 장비들은 주

로 감쇄 레이저와 광섬유를 통해서 통신을 한

다. 감쇄광에서 생성되는 광자들은 포아송 분

포를 갖고 있어 2개 이상의 광자를 방출할 가

능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공격에 대한 취약성

을 극복하기 위해 Scarani-Acin-Ribordy-Gisin 

[40]와 decoy state 프로토콜 [41]이 개발 되었다.

양자 키 분배는 알고리즘이 아닌 물리적

인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다. 올바르게 적용된 

QKD는 보안성은 물리 법칙으로 보장이 된다. 

그러므로, 광자의 생성은 양자키 분배 시스템

의 성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

는 단광자 광원 개발에 매우 강력한 동기이기

도 하다. 

ID Quantuque, MagiQ Technologies, Quan-

tessenceLabs 그리고 SeQurennet 등 4개의 상

업적 회사들이 존재하며 도시바, HP, IBM, 미

쯔비시, NEC, NTT 같은 회사들은 연구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QKD 네트워크가 적용

되어 사용 되고 있는데,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2011년부터 hub-and-spoke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Tokyo QKD 

네트워크는 2010년 일본과 유럽의 7개 단체들

로 발족하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은 2016년 국제 QKD채널을 개통해 7,500 km 

거리에서 화상통화를 성사시켰고, 2017년에는 

1,203 km 떨어진 두 지점사이에서 얽힌 광자

를 측정하여, 대륙간 양자키분배의 초석을 마

련하였다.

4.2 양자 계측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계측의 정

밀성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져온다. 그러나 보편

화된 대부분의 측량 기술들은 이 한계에 도달하

지 않고 그 이외의 최적화 되지 못한 계측 방법

에 기인한다. Shot noise는 최적화 되지 못한 계

측방법의 좋은 예이다. N개의 광자를 갖는 고

전광원의 shot noise는 √N 이지만 Fock state

에 있는 단광자는 이러한 shot noise가 존재하

지 않는다. Shot noise를 제거함으로써 약한 신

호도 측정할 수 있는 민감도를 갖게 된다 [42].

양자 효과로 인해 계측 불확정성을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예는 Rayleigh 한계 이하로 분

해능을 높이는 방법이다. 광자의 양자역학적 

파장은 N광자 상태의 양자광원에서는 1/N로 

줄어 초분해능 이미징을 가능하게 한다 [43]. 

이를 응용하면 초미세공정에 상용할 수 있는 

양자 리소그래피가 가능하다. 

4.3 양자 컴퓨팅 (양자 정보 처리)

양자 정보 처리와 양자 컴퓨팅을 구현할 여

러가지 방법 중에 광학적 양자 시스템은 양자 

통신과양자 정보처리를 같은 틀 안에서 연결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뛰어난 후보로 떠

오르고 있다. 광학 양자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광자를 큐비트(qubit)로 사용한다. 광자를 정

보 매개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내재된 문제는 

광자간의 상호작용이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이는 광학적 양자 정보 처리의 확장성에 제약

을 가져올 수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으로 양자 네트워크에 비선형 장치를 도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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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Knill, Laflamme and Milburn이 제안하

였고 KLM 프로토콜이 만들어졌다. 광자를 이

용한 양자정보 처리는 대표적으로 KLM 프로

토콜과 보존 샘플링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KLM 프로토콜은 보편적인 양자 정보

처리가 가능하지만 보존 샘플링은 제한적이

다. 반면 확장성에 있어서는 보존 샘플링 기법

이 KLM 프로토콜에 비해 확장성이 뛰어나다. 

5. 맺음말

양자 광원은 많은 응용분야에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 중요도 덕분에 이들 성능개선

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초기 노력들

은 광원의 밝기와 효율을 높이는데 치중하였

다면 최근에는 특정 응용 분야에 요구되는 특

성들의 개선과 함께 여러 단광자 특성들을 동

시에 만족시키는 광원을 개발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보처리, 게측 등과 같은 

대규모 광학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소자

의 확장성과 집적화 그리고 내구성을 높이는 

노력들이 한 쪽에서 진행중이다. 

양자광원은 다양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인 만큼 기초 연구 및 원천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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