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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일

한준구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K-LIGHT 편집을 맡은 한국과학기술연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한준구입니다. 저는 3차원 디스플레

구원 이관일입니다. 저는 레이저 및 광섬유광학, 나노포토닉스

이 및 계측 기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K-LIGHT와 함께 하게

분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K-LIGHT가 광학과 포토닉스 분야

되어 기쁩니다. 반짝반짝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를 대표하는 잡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
한 K-LIGHT, 많은 관심갖고 애독해주세요~.

이광조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이광조입니다. 저는 광섬유, 비선형 광

이동훈

학, 양자통신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K-LIGHT

반갑습니다. KRISS 이동훈입니다. 저는 광센서, 검출기 및 광

가 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학측정기기 평가와 이를 위한 광원개발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
다. 유용한 정보를 주는 K-LIGHT 매거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

정일석

니다.

안녕하세요, UNIST 정일석입니다. 저희 나노-광전자 연구실에
서는 나노포토닉스와 다양한 실리콘 집적 레이저 및 디텍터 관

송원만

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K-LIGHT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승

안녕하십니까? 한국광산업진흥회 송원만 본부장입니다. 저는

하십시오~~!

광융합 시장분석, 마케팅 등 기업지원 위한 분야의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광융합시대를 맞이하여 유익한 정보를

송형준

제공하는 K-LIGHT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광산업진흥회 송형준 팀장입니다. 저희 팀
은 광융합산업관련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주

유난이

로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정보, 시장동향, 프로젝트 정보

안녕하세요! GIST 고등광기술연구소 유난이입니다. 저는 비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K-LIGHT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선형기반 광원개발 후 Laser Display 응용으로 차량용 HUD,

습니다.

LiDAR 센서, 위상배열 안테나 등 개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K-LIGHT 매거진이 광융합시대를 선도하는 잡지가 되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엄태중
GIST 고등광기술연구소 엄태중입니다. 저는 biomedical
imaging 분야에서 OCT 와 광음향 영상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과학의 저변이 넓어지는 데 도움
이 되는 K-LIGHT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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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학회장 인사말

한국광학회장 인사말

K-Light가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광학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기에, 회원님들과 산학연 광학 연구개발자 분들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K-Light의 역
할이 더욱 중요해지겠습니다.
선구적인 선배 회원들께서 1989년 9월부터 한국광학회 창립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여
1989년 10월 20일에 한국과학기술원(홍릉)에서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갖고, 1990년 2
월 10일 서울대학교에서 제1회 창립정기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어 2월 20일에 주무관청인
당시 과학기술처의 승인을 받아 법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그 동안 회원 여러분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로 발전을 거듭하여 온 한국광학회는 이제 우리나라의 광학
과 기술을 세계적으로 대표하는 학술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딛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한
국광학회의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다양하게 갖고자 하며, 또한 한국광학회의 새로운 비
전을 제시하는 일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특히, 7월 12일(금)에는 2018년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이며, 사상 세 번째 여성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Donna Strickland 교수(University of Waterloo, Canada)의 대중강연이 있을 예정
이며, 7월 14일(일)~17일(수)에는 부산 BEXCO에서 Optics and Photonics Congress를 개최
합니다. 많은 외국 학회의 임원들이 참여하여 학회의 미래 방향을 놓고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
며, OSK-OSA-OSJ Joint Symposia가 함께 열리게 됩니다.

한국광학회의 주인은 회원들이며, 한국광학회는 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저는 회원
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회원들의 편익과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회원 중심의 광학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이관일 편집위원장님을 비롯한 K-Light 편집위원님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광학회 회장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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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의 편지-플랑크 상수의 재조명

작년 11월 16일에 열린 국제 도량형 총회(CGPM)에서 질량(kg), 전류(A), 온도(K), 물질의 양(mol) 단위가 각각 플랑크상수(h), 기
본전하(e), 볼츠만상수(kB), 아보가드로 상수(NA)를 활용하여 재정의하기로 하면서, 오는 5월 20일 세계 측정의 날부터 새로운
정의가 공식적으로 사용된다. 특히 질량의 단위를 재정의하는 데 활용할 플랑크상수는 미시적인 물리량의 불연속적인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양자역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상수다. 단위는 J·s 이며, 이를 다시 SI단위로 변환하면 kg·m2·s-1 이 된다. 작년
CGPM에서 플랑크상수(h)를 6.62607015*10-34 kg·m2·s-1 로 확정하면서 kg은 시간단위 초(s)-세슘원자의 특정 진동 주파수를
이용하여 정의-와 길이단위 미터(m)-빛의 속도 c로 정의-를 이용해 h값이 6.62607015*10-34 kg·m2·s-1 이 되게 하는 질량으로
정의된 것이다.

이번에 질량의 단위를 재정의하면서 새롭게 확정된 플랑크 상수는 사실 20세기 초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플랑크가 흑체복사의
‘자외선 파탄’을 설명하기 위해 에너지 양자화-에너지가 특정한 상수와 진동수의 곱의 정수배가 되어야 한다-개념을 주장하면
서 도입한 상수이다.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화 개념은 후에 아인쉬타인의 광양자 가설에 의해 에너지 불연속 개념으로 발전하였
고, 양자물리학의 시발점이 되었다. 하지만 플랑크 자신은 전적으로 고전물리학에 갇혀 있었던 인물로 플랑크 상수와 밀접한 관
련이 있는 아인쉬타인의 광양자 가설이나 양자역학의 비결정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관련해서 플랑크가 “아인쉬타인은
광양자 가설 같은 헛소리를 했지만 가끔 모험도 해야 좋은 이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하면서 아인쉬타인을 왕립학회 회원으로
추천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플랑크상수는 불확정성원리, 광전효과, 쉬뢰딩거 방정식 등 양자역학과 관련된 식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열역학, 통계역학, 전자기학에도 자주 나오는 물리학의 알파이자 오메가 상수로, 이번에는 킬로그램을 정의하는 데 사
용되는 걸 보면 대단하다. 플랑크는 과연 플랑크상수를 도입했을 때 후대에 이처럼 만능으로 사용될 걸 알았을까 궁금하다.

이번 호 기술소개란에는 플랑크상수로부터 시작된 양자물리학의 최근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양자통신, 양자 측정, 양자컴퓨팅
등을 다루고 있는데, 양자얽힘, 큐빗, 양자키분배, 얽힘상태의 광원 등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해가 잘 안되고 헷갈려도 아래 닐스 보어의 말로 위안을 삼으면서 상심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를
추구하면 좋을 것 같다.

“누군가 헷갈리지 않고 양자물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양자물리의 ‘1’도 이해 못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닐스 보어

다시 돌아가 정확한 질량 측정을 위해 필요한 세슘원자의 진동 주파수, 빛의 속도, 플랑크상수 등의 정밀한 측정에는 광학과 포
토닉스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블랙홀의 지평선 영상 촬영 (12쪽) 이나, 양자통신, 양자측정, 양자컴퓨팅 분야에서도
빛을 다루는 포토닉스와 광학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우
리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양자통신, 양자컴퓨터가 우리 삶에 활용될 날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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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양자정보통신 기술로드맵

양자정보통신 분야 기술로드맵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이하 IITP)는 2018년 12월에 정부 정책의 주요 핵심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ICT R&D 기술로드맵을
발표하였다1. 본 로드맵은 미래통신·전파, 디바이스, 방송·콘텐츠, SW·AI, 블록체인·융합, 차세대 보안 등으로 분류한 총
15개 기술분야에 대하여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R&D와 그 결과물인 서비스 및 제품을 연도별로 제시하고 있
다. 이 중 양자정보통신이 독립적인 분야로 선정되어 아래 표와 같이 연도별 주요 마일스톤이 제시되었다. 양자정보통신
분야는 기초연구의 특성을 띄어 다른 14개 분야와는 다르게 기술로드맵을 장기적으로 전개하였으며 특히 양자광학과 관
련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1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 www.iitp.kr 공개자료실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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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TP 양자정보통신 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한 주요 마일스톤]
구분

2020

2024

2028

2032

2036

2040

양자난수발생기

저온 초전도
양자 컴퓨터

QKD 네트워크

양자 메모리

모바일 양자센서

고효율 양자
얽힘상태 발생기

고감도 검출기 탑재 초
소형 QKD모듈

양자 이미징
시스템

위성QKD

양자중계기

고정밀 광자 검출기

제품

기술분류체계

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양자기기간 네트워크를 구성, 통신을 지원하

별도 문서로 정리된 양자정보통신 분야 기술로드맵은 기술분류, 주

는 기술, 양자센서/이미징은 기존 센서/이미징의 정밀도를 획기적으

요국 정책동향과 시장동향, 기술개발 및 특허 동향, 기술발전 전망

로 개선하고 새로운 초정밀 양자 센서/이미지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및 경쟁력 분석과 함께 개별 기술 별로 로드맵과 기술확보 전략 등

기술, 양자컴퓨팅은 기존 슈퍼컴퓨터의 정보처리 한계를 양자정보

을 다루고 있다. 문서에서 제시한 양자정보통신 분야 기술분류는 다

통신 기술로 극복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처리, 신약 개발 등에 적

음 표와 같다. 이를 보면 크게 양자통신, 양자센서/이미징, 양자컴퓨

합한 기술을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이중 양자통신과 양자센서/이미

팅 등 3개로 나누고 각 분류별로 3~4개의 세분류를 한 다음 요소기

징 분류에 양자광학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음

술을 열거하였다. 양자통신은 양자상태를 활용해 정보통신 인프라

을 알 수 있다.

[IITP 양자정보통신 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한 기술분류체계 ]
소분류

세분류

기술정의

키워드

Quantum random number generator, Single-photon source,
양자암호
양자역학의 원리를 활용하여 디지털 정보를
Entangled-photon source, Free-space QKD, Fiber-based QKD, Space(Quantum
양자상태에 인코딩하여 안전하게 한 위치에
based QKD, Si-based single-photon detector, InGaAs/InP based singleCryptography) 서 다른 위치로 전송하는 기술
photon detector, Super conducting nanowire single photon detector
양자통신
(Quantum
Communication)

양자전송
(Quantum
Information
Transmission)

양자 얽힘을 기반으로 양자 정보를 한 위치에 Quantum teleportation, Quantum dense coding, Quantum memory,
서 다른 위치로 전송하는 기술
photonic qubits, stationary qubits, quantum entanglement

양자네트워크
(Quantum
Network)

Quantum repeater, quantum information, Quantum memory and
여러 곳에서 운영되는 양자시스템 사이에 양
quantum Bell measurement, Quantum interfacing, Hybrid quantum
자 노드를 통해서 양자정보를 전달하는 기술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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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센서/이미징
(Quantum Sensor/
Imaging

양자통신
(Qyartum
Communicati
on)

Weak vs strong measurement, positive-operator valued
양자측정 이론에 의한 양자상태 측정 기술(약
양자측정
measure(POVM), Quantum measurement theory, weak value
한측정, 약한값측정, 투영측정, 양자밀도 매트
(Quantum
measurement, quantum state tomography, quantum process
릭스 요소의 직접 측정, 프로세스 단층 촬영
Measurement)
tomography, Multi-photon entangled state, N00N state, Continuous매트릭스 측정 등)
variable squeezed state
양자센싱
(Quantum
Sensing)

양자 상태의 초미세 변화를 감지하여 광자, 자
기장, 중력 등의 물리량 센싱분야에서 고전세 Photonic sensors, Entangled-photon source, Atomic sensors, Spin서 한계를 극복하는 초고감도, 초고분해능 등 qubit-based sensing, Optomechanical sensors
을 구현하는 기술

양자이미징
(Quantum
imaging)

양자적인 효과에 의한 고전 광학의 한계를 극
ghost imaging, quantum lithography, quantum sensing, quantum
복한 분해능 또는 양자 상관 관계를 이용한
illumination. quantum ellipsometry
이미징 기술

Quantum random number generator, Single-photon soure, Entangled양자암호
양자역학의 원리를 활용하여 디지털 정보를
photon source, Free-space QKD, Fiber-based QKD, Space-based QKD,
(Quantum
양자상태에 인코팅하여 안전하게 한 위치에
Si-based single-photon detector, InGaAs/InP based single-photon
Cryptography) 서 다른 위치로 전송하는 기술
detector, Super conducting nanowire single photon detector
Quantum random number generator, Single-photon soure, Entangled양자암호
양자역학의 원리를 활용하여 디지털 정보를
photon source, Free-space QKD, Fiber-based QKD, Space-based QKD,
(Quantum
양자상태에 인코팅하여 안전하게 한 위치에
Si-based single-photon detector, InGaAs/InP based single-photon
Cryptography) 서 다른 위치로 전송하는 기술
detector, Super conducting nanowire single photon detector

양자시뮬레이
터(Quantum
Simulator)

양자컴퓨팅
(Quantum
Computing)

제어가 용이한 양자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어
할 수 없거나 어려운 양자 현상을 모사하고
작동원리 및 특성을 파악하는 기술(고전컴퓨
터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양자얽힘의 물리적
제어로 해결)

static quantum simulators, quantum annealers, dynamical quantum
simulators, ultra-cold atomic and molecular quantum gases, ultra- cold
trapped ions, polariton condensates in semiconductor nanostructures,
circuit-based cavity quantum electrodynamics, arrays of quantum
dots, Josephson junctions and superconducting qubits, photonic
platforms

물리양자비
물리적 수준에서 다중 양자비트 및 범용게이
trapped ions, superconducting circuits, electronic semiconductor
트(Physical
트를 정의, 구현, 제어, 측정하여 양자컴퓨터
qubits, impurity spins, linear optics, quantum gates, quantum circuits
Quantum Bits) 를 구현하는 기술
양자잡음으로 인한 오류로부터 양자 정보를
논리양자비
보호하여 논리적으로 안정된 양자비트를 구
트(Logical
현하고, 이를 확장하여 범용 양자컴퓨터를 구
Quantum Bits)
현하는 기술
양자소프트웨
어(Quantum
Software)

quantum error correction code, fault-tolerant quantum computing,
quantum theory, Implementing quantum error correction with multiple
qubits, Decoherence control. quantum characterization, verification,
and validation

양자컴퓨터 구현 및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quantum algorithms, quantum complier, quantum system softwares,
알고리즘 및 아키텍처 기술과 양자컴퓨팅 이 quantum machine learning, quantum computer architecture, quantum
론
computing theory, quantum computation model

양자통신

현하여 양자통신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확신

양자통신에 대하여 기술로드맵 문서는 현재 암호화에 필수적인 비

을 주면서 관련 산업의 성숙을 도모하는 전략을 제안하였다. 양자통

밀키 교환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지만 향후 양자센서/컴퓨터 등 양자

신 분류에서는 다음 표의 기술을 대상으로 하여 로드맵과 기술확보

기기 사이의 정보전송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주요 요소기술

전략을 도출하였다.

확보를 통해 실제 환경에서 시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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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TP 양자정보통신 기술로드맵 중 양자통신 분류의 대상 기술 ]
구분(품목명)
양자난수 생성 및 검증

QKD 프로토콜 및 안전성 증명

설명
•양자시스템의 성질에 기반한 난수발생 및 성능 검증

•신규 QKD 프로토콜 및 새로운 공격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기술

초소형 유선 및 이동형 소형 무선
QKD 모듈

•초소형 유선과 무선 QKD 시스템 각각에서 새로운 방식인 칩기반의 집적화 기술로 QKD 송수신부 모듈을 구현하는 기술

광섬유 기반 장거리 QKD 시스템

•시스템 고도화 기술을 적용한 광섬유 기반의 장거리 전송 QKD 시스템

장거리 무선 및 위성 QKD 시스템

•자유공간 채널을 기반으로 하여 장거리 및 위성을 이용한 초장거리에서 비밀키를 생성 • 분배하는 QKD 시스템

양자얽힘 생성 및 검증
양자얽힘 정제기술
양자신호 인터페이스 기술

•양자 얽힘 상태를 생성하고 성능을 검증하는 기술
•주변 환경의 잡음으로부터 손상된 양자 얽힘을 복원하는 기술
•특성이 다른 두 물질 사이에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양자 상태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

양자메모리/중계기

•양자신호의 전송 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중간 노드에서 양자 신호를 저장하고 양자 얽힘 기술을 이용하여 양자 신호
를 중계하는 기술

양자정보 네트워크

•통신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 적용하기 위해 다수의 노드 사이에 양자 정보를 주고 받는 네트워크

QKD 네트워크

•여러 개의 노드를 연결하는 QKD 네트워크

양자센서/이미징

기초과학분야 원천연구를 기반으로 국내에 잘 확보된 공학적 응용

양자센서/이미징 분류의 경우 고전적인 측정 한계를 극복한 고정밀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융합형 연구개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국방, 자율주행, 측량 등 다양한 분야

다. 양자센서/이미징 분류의 로드맵 대상 요소기술은 다음과 같다.

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양자이론에 기반한 측정기술의

[IITP 양자정보통신 기술로드맵 중 양자센서/이미징 분류의 대상 기술]
구분(품목명)

설명

초고감도 양자 자기장 센서/
이미징 시스템

•양자계측 기술에 기반하여 센싱 민감도를 극대화할 수 있고 양자한계(SQL) 이하의 미세한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는 초
정밀, 초고감도 센싱 기술 및 관련 센서 소자. 또한, 초고감도 센싱 기술을 고해상도 기술과 결합하여 자기장 공간 분포를
정밀 계측할 수 있는 이미징 기술 및 관련 이미징 시스템

양자 이미징 시스템

•양자얽힘 쌍광자 광원을 이용한 양자 이미징 원리를 적용하여 적외선 파장 영역으로 확장하고 감도와 분해능을 향상시
키는 이미징 기술 및 시스템

On-demand N-광자 발생 및
검출기술

•원하는 시간과 공간 범위에 한 개 혹은 N 개의 광자만 존재하는 양자상태(Fock state)를 생성하는 광원과 이를 검출하여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광자수 분해 검출기술 혹은 검출시스템

양자 중력계

•양자 간섭효과를 이용하여 감도와 절대 정확도 모두에서 고전 센서를 능가할 수 있는 중력 측정시스템으로 소형화를 통
해 절대 중력 지도 제공 및 지구 내부 밀도 분포 이미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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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결맞음 주파수변환 기술

•광자, 원자, 고체 등의 다양한 양자시스템을 결합하여 하이브리드 양자시스템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연결 기술로 각각의
양자시스템의 고유 주파수(파장) 사이에 양자결맞음을 유지하면서 가시광과 적외선 파장간의 변환부터 광파장에서 마
이크로파 파장까지의 변환을 포함하는 주파수(파장)을 변환할 수 있는 시스템

양자측정의 추정이론(quantum
estimation theory) 개발

•양자시스템을 활용한 추정 방법에서 확률통계 이론에 기반하여 알려지지 않은 양자 상태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측정 최적화 방법 개발

고효율/다중 양자얽힘 상태
생성 광원 및 측정시스템

•편광, 주파수-시간, 위치-운동량 등의 양자얽힘 상태 또는 다중 양자얽힘 상태가 있는 고효율 양자광원 및 양자얽힘 상태
측정기술이 포함된 시스템

단일광자 고효율 검출시스템 및
이미지센서

•단일광자를 높은 효율로 검출할 수 있는 반도체기반 혹은 초전도기반 소자 및 검출시스템, 그리고 이를 2차원으로 배열
한 단일광자 이미지센서

양자메모리/중계기

•양자신호의 전송 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중간 노드에서 양자 신호를 저장하고 양자 얽힘 기술을 이용하여 양자 신호
를 중계하는 기술

양자정보 네트워크

•통신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 적용하기 위해 다수의 노드 사이에 양자 정보를 주고 받는 네트워크

QKD 네트워크

•여러 개의 노드를 연결하는 QKD 네트워크

양자컴퓨팅

문기술 확보, 선도국 연구개발 방향 분석을 통한 선제적인 연구개발

양자컴퓨팅은 광학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학제의 융합연구가 필

계획 수립 등을 우선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요하며 선도국과의 기술격차도큰 것으로 진단하고 전문연구기관 등
을 통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적 투자를 통하여 핵심인력과 전

양자컴퓨터 분류의 로드맵 대상 요소기술은 다음과 같다.

[ IITP 양자정보통신 기술로드맵 중 양자컴퓨팅 분류의 대상 기술]
구분(품목명)

설명

양자 시뮬레이터

•특정한 문제에 대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양자 장치
- 특정한 유형의 양자 시스템 문제에 대하여 이에 대응하는 양자역학적 조작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해답을 찾을 수 있
도록 개발된 양자 장치로 N큐비트에 대해2^N의 지수적 계산이 가능한 머신

회로기반 양자물질 시뮬레이션
기술
양자 시뮬레이터 이론 개발
양자비트 소자

양자비트 성능 최적화 기술

•물리양자비트로 이루어진 양자프로세서 회로를 이용한 양자시뮬레이션 기법 개발 및 그 적용
•양자시뮬레이터를 위한 문제정의 및 시스템 매핑기술 개발
•확장성이 확보된 얽힘이 가능한 수십 개 이상의 양자비트로 구성된 양자프로세서
- 양자프로세서 시제품, 이종 양자비트 간 양자인터페이스, 양자메모리 시스템
•다중 양자비트 소자의 생성, 제어, 측정 등의 성능을 최적화 하는 기술
- 게이트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술, optimal control등을 이용한 양자비트제어 최적화, 공정과정을 고려해 물리계에
서의 양자비트의 생성/제어 정확도를 전산모사하는 소프트웨어 등
- 양자비트 성능 평가기술, 양자비트 제어 펄스 최적화 기술, 양자비스 시스템 설계용 CAD 소프트웨어

오류정정 코드/알고리듬 개발 및
적용 회로 개발

•오류정정 코드/알고리듬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할 다중 물리 양자비트 회로 구현

논리 양자비트 기반 양자 논리 연
산 장치

•논리 양자비트를 개발하고 이에 적용할 유니버설 게이트 등 양자 논리 연산 구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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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컴퓨팅 이론 및 알고리즘
(Quantum Computing Theory
and Algorithms)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간섭 등의 양자 역학 현상을 이용하여 고전 컴퓨터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특정 문제를 하도
록 고안된 양자 컴퓨팅 이론, 모델, 아키텍처 및 응용 알고리즘 개발

양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
용 프로그램(Quantum System
Software and Application
Programs)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와 상호작용하는 양자 시스템 소프트웨어(운영체제,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등), 양자 알고리즘 응
용 프로그램,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 툴킷, 고전 컴퓨터에서 양자 연산을 에뮬레이션 하는 소프트웨어 및 고전 컴퓨터에서
양자컴퓨터로의 접속을 처리하는 툴킷 등의 개발

다중 양자비트 결맞음 보존 기술

•최소 규모의 논리 양자비트를 실현할 수 있는 다중 양자비트(예:10개)의 결맞음 시간을 단일 양자비트 수준으로 유지시
키는 기술

맺음말

전략도 아직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하고 국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IITP는 이번 기술로드맵이 국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 기술분야별

관련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도 보완이 필요하다. 예측이 어

위원회가 약 6개월 동안 활동한 결과로 이후 산학연 의견을 수렴하

려운 기술분야이므로 좀더 도전적인 요소기술을 더 포함하여도 좋

는 공청회까지 거친 과정을 설명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고위

을 것이다.

험·도전형 R&D 및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R&D 영역을 중점적으로 고

이번 양자정보통신 기술로드맵은 양자광학의 직접적인 응용분야가

려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신규과제 기획 및 예산 확보를 추

종합적이고 제시되어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구체적

진하고 ICT의 빠른 기술변화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최

인 밑그림이 그려진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그동안 IT 분야의

근에 IITP 양자정보통신 기술로드맵에 담긴 내용의 많은 부분이 양

종속적인 개념으로 인식되던 양자통신이 양자컴퓨팅과 양자센서 등

자통신, 양자센서/이미징, 양자컴퓨팅으로 분리되어 각각 과학기술

과 함께 양자정보기술이라는 크고 새로운 기술분야의 분류로 편입

정보통신부 주도로 기획연구가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

되게 되어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아우르는 그림으로 발전한 것은

인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광학분야 종사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도 초반부터 양자정보과학, 양자정보통신 등이 정부의 연구

앞으로 이번에 마련된 기술로드맵이 연구개발 예산의 투자로 이어

개발 정책에 포함되어 여러 차례 추진계획이 수립되는 듯 하였으나

지고 매년 수정·보완을 해가며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기술의 선도국

세부 기술 정책까지 구체화되지 못하고 구체적인 연구개발사업까지

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연결되지 못하던 그동안의 사례와 비교하여 보면 이번에 IITP에서
발표한 기술로드맵 경우는 정부의 추진 의지가 좀더 강하게 반영되
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자정보통신 분야는 순수 자연과학의 영
역에서 출발하여 기존의 정보통신 및 IT 분야와는 전혀 다른 과학적
기술적 배경에서 탄생하였음으로 연구개발 전략에 있어서도 기존의
제품 위주 로드맵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고 기초연구와 연계한 장
기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이번 기술로드맵은 이러한 특
징도 부분적으로나마 반영하고 있어서 고무적이다.
아직 많은 개선도 필요하다. 우선 기술로드맵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수와 전공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제시되는 마일스톤도 다른 기
술과는 차별화하여 단계별 요소기술로 재편하는 것이 양자정보통신
기술분야의 특성에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요소기술별 기술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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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PULSE / 처음으로 공개된 블랙홀 사진

블랙홀이란 무엇이며,
사진을 찍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
블랙홀은 자신의 무게 때문에 중심부로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는 죽어가는 별이다.
블랙홀은 별, 행성 또는 가까이 있는 모든 것들을 흡수하는 매우 거대한 ‘진공’과 같다.
중심을 향하는 중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어서 검게 보인다.
즉 과학적으로 말하면 블랙홀은 보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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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 밝은 가스의 후광에 둘러싸여 있는 M87 은
하계 블랙홀의 최초 사진 (이미지 저작권
EHT)
② 블랙홀 관찰에 참여한 전 세계 8개 천문대,
Event Horizon Telescope (EHT) (이미지
저작권 AFP)

①

③

처음으로 공개된 블랙홀 사진

③ EHT의 데이터로 가득 찬 모든 하드 드라이
브와 Katie Bouman. 그녀는 EHT의 데이터
를 결합한 알고리즘을 개발한 MIT 학생.

을 만들어 내며, EHT 팀은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그림 1은 과열
된 가스가 블랙홀에 떨어지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밝은 ‘불의 고리’를

지금까지 사람들은 단지 블랙홀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할 수 있었

보여준다. 이 빛은 은하계의 다른 모든 수십억 개의 별보다 더 밝다.

지만, 최근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노력을 모아 최초의 사진을 찍었

이 사진은 또한 물질이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과

다(①). 전 세계의 8개 천문대들은 2017년에 연합하여 하나의 거대

빛이 어떻게 구부러지고 그 근처에서 휘어졌는지에 대한 좋은 아이

한 가상 망원경인 Event Horizon Telescope (EHT)를 구축하였다

디어를 과학자들에게 제공했다. 또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Albert

(②). EHT 팀은 Messier 87라고 불리는 다른 은하계에서 지구로부

Einstein)과 같은 유명한 과학자들에 의해 블랙홀과 중력에 대한 최

터 약 5400만 광년 떨어진 블랙홀의 이미지를 포착했다. 이 블랙홀

초의 이론을 증명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대부분의 은하계는 중심

은 지구의 3백만 배 크기이며, 5,000광년 동안 펼쳐지는 뜨거운 제

부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고 여겨진다.

트 기류를 분출한다. 블랙홀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사물이 블랙홀

자세한 내용은 최근 Astrophysical Journal Letters에 게재되어 있다.

로 빨려 들어갈 때 폭발하는 방사선 에너지는 블랙홀 주변에 실루엣

https://iopscience.iop.org/issue/2041-8205/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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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 경계를 이용한
빛의 선형 주파수 변환 기술 개발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민범기 교수 연구
팀은 전원주 교수, 물리학과 이상민 교수
와의 공동 연구로 광학적인 시공간 경계
(spatiotemporal boundary)를 이용해 빛
의 색과 위상을 동시에 제어하는 기술을 개
발했다. 이번 연구는 특수 미세 금속 구조
를 반도체 표면 위에 제작해 기존 연구결과
에 비해 훨씬 높은 자유도를 갖는 시공간
경계를 구현했다. 이 시공간 경계는 빛의
그림1. 협대역의 테라헤르츠파를 입사시켰을 때 시간적 경계의 변화에 따른 주파수 변환의 기술개념도.

주파수를 변환할 수 있는 초박막형 광학 소
자에 응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 주파수 변환 소자는 광학적 비선형성으

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하는 물질, 시간 경계 등을 이용하면 약한 빛에서도 주파수 변환을 일으

로 인해 빛의 색이 변화하는 현상을 주로

킬 수 있다. 이는 통신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 그러나 외부 자극을 이용한 물성의

이용해 빛을 사용한 정밀 측정과 통신 기술

변화는 개념적으로만 연구돼 왔고, 다양한 이론적 예측 결과들을 실제로 구현하는 데 어려움

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적인 광

이 있었다.

학 현상에서는 빛의 중첩(superposition)

연구팀은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 구조를 모사한 금속 미세구조를 배열해 인공적인 광학물질

원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여러 빛이 동시에

(메타물질)을 개발했고 이 인공 물질을 매우 빠르게 변화시켜 시공간 경계를 만들어내는 데

물질을 통과해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

성공했다. 기존 연구들이 약간의 굴절률에만 변화를 주는 것에 그쳤다면 이번 연구는 물질의

는다. 하지만 빛의 세기가 매우 강하면 빛

분광학적 특성을 자유롭게 설계 및 변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다. 이를 이용해 빛의 색

의 전기장이 물질을 이루는 원자핵, 전자

을 큰 폭으로 변화시키면서 주파수 변화량 역시 제어할 수 있는 소자를 개발했다. 연구팀은 주

상호작용에 영향을 줘 빛의 주파수를 배로

로 개념적으로만 진행되던 시공간 경계에서의 주파수 변환에 관한 연구를 광학물질을 이용해

늘리거나 두 빛의 주파수를 합하거나 뺀 빛

실현 및 응용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을 형성하는 등의 비선형 광학 현상을 관찰

민 교수는 “주파수 스펙트럼의 변화를 자유롭게 설계하고 예측할 수 있어 폭넓은 활용이 가능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대부분 비선형 형상

하다”며 “광학 분야에서 동적인 매질에 연구에 새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구현에 필요한 강한 빛을 얻기 위해 고출력

이번 연구는 광학분야 국제 학술지 ‘네이처 포토닉스(Nature Photonics, 2018년 10월)’ 에 게

레이저를 사용하거나 아주 좁은 공간에 빛

재됐다.

을 집속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빛이
통과하고 있는 물질을 빛 스스로가 아닌 다
른 외부 자극을 이용해 변화시킬 때에도 주
파수 변환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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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깊은 곳 결함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현미경 개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나노구조측정센터
이은성박사 연구팀은 나노미터급 반도체
나 전자소자의 구조를 광학적인 방법으
로 영상화하는 ‘광유도력 현미경(PiFM;
Photo-induced Force Microscope)’을 개
발하였다.
이번 기술을 이용하면 소자를 절단하지 않
는 비파괴적인 검사가 가능해진다. 반도체
내부에 발생하는 공극(void)과 같은 결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물질을 나노미터 수준으로 관찰하는 가
장 대표적인 장비는 원자힘 현미경(AFM;
그림1. 광유도력 현미경(PiFM)의 측정 원리 모식도.

Atomic Force Microscope)이다. 마치 시

- 탐침과 시료 사이에 레이저를 쏘면 강한 근접장이 발생하면서 탐침에 힘이 유도된다. 이 힘의 크기는 시료의 내부 구조에 따라 변하게 되며 이 변화
를 측정하여 내부구조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각장애인이 대상을 손으로 더듬으며 정보
를 파악하듯, 원자힘 현미경은 탐침이 물질

치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번거로운 방법을 통해서도 측정 가능한 시료의 깊이는 20 나노미터

을 눌러 훑으면서 원자의 힘을 이용하여 3

수준에 불과했다. 이은성 책임연구원팀이 개발한 광유도력 현미경은 빛이 아닌 원자힘 현미

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원자힘

경처럼 힘을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물질의 150 나노미터 깊은 곳 광학적 특

현미경은 말 그대로 물질을 훑기만 한다는

성까지 파악하여 구조를 영상화할 수 있다.

데에 한계가 있다. 즉, 표면의 형상은 알 수

탐침과 시료 사이에 레이저를 쏘면 근접장이라는 강한 빛이 형성되고, 이 빛에 의해 미세한 힘

있지만 내부 깊은 곳의 결함을 파악하는 것

이 탐침에 발생한다. 만약 시료 내부에 특정한 구조가 있으면 근접장이 영향을 받아 탐침이 받

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함

는 힘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이를 통해 결함을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연구팀은 제거 대상인 오

은 반도체 내부에 생기는 공극이라는 기포

염물질이 오히려 현미경의 해상도를 올린다는 사실도 최초로 보고했다. 일반적으로 실험을

가 대표적인데, 반도체 생산 수율을 결정짓

진행하다보면 자연적 오염으로 인해 탐침 끝에 실리콘오일이 발생한다. 연구팀은 이 실리콘

는 중요한 품질 문제 중 하나다. 물질의 내

오일의 광열역학적 반응을 역으로 이용하여 탐침이 받는 힘의 미세한 신호변화를 크게 증폭

부 구조를 비파괴적으로 보기 위해선 반드

시키는 데 성공했다.

시 광학적 방법을 사용해야만 하는데, 기존

KRISS 이은성 책임연구원은 “비파괴적으로 나노구조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번 기술은

에는 시료에 의해 산란된 빛을 측정하는 방

초음파 진단으로 우리 몸 속 영상을 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며 “기존 기술에 비해 훨씬 간단

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광검

하면서도 측정감도와 공간분해능이 높다”고 밝혔다.

출장치를 별도로 설치하고, 빛의 파장에 맞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이번 연구결과는 네이처 자매지인 Light:

춰 장치를 수정하면서 다양한 필터까지 설

Science and Applications ( 2018. 12)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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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에서 동작하는 양자정보처리
플랫폼 세계 최초 개발
양자역학에 의하면 전자는 전하 뿐만 아니
라 스핀, 밸리 자유도 등의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모든 반도체 소
자에서 전하 정보만을 활용해 왔고, 소자
집적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자 산업도 같이
발전하였다. 하지만 소자를 더 작게 만드
는 것이 한계에 부딪힌 지금, 밸리와 스핀
두 가지 자유도를 활용하여 기존의 트랜지
스터에서 처리하는 디지털 정보 (0, 1) 보다
추가적인 연산을 하도록 하는 시도가 이루

그림1. 이종접합소자 구조 및 실험모식도. 전이금속 디칼코게나이드(WSe2)에 빛을 비스듬히 넣어 밸리정보가 담긴 광전류
를 생성하고 이를 단층 그래핀을 통해 스핀확산 시켜 위상절연체(Bi2Se3) 표면에서 위상학적 전류로 변환되는 것을 측정. 두
꺼운 WSe2에 수직으로 전기장을 걸어주면 가장 낮은 전도대에서 밴드와 스핀의 분열이 유도됨. 위상절연체(Bi2Se3)의 표면
은 특정 스핀과 특정 모멘텀이 결부되어 있음.

어지고 있다.
연세대학교 최현용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밸리와 스핀 정보를 동시에 발생시키고, 각

밸리-스핀 변환 확인에 성공하였다. 이셀레늄화텡스텐은 전이금속 디칼코게나이드 물질군에

각의 자유도를 검출해 낼 수 있는 양자정보

속하며, 차세대 광양자 정보 응용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물질이다. 편광상태를 조절한 빛을 이

처리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구현하였다.

셀레늄화텅스텐에 비스듬히 넣으면 밸리정보가 담긴 광전류가 생성되고, 이는 단층 그래핀을

새로운 반도체 물질인 2차원 전이금속 디

통해 스핀 확산이 되어 위상절연체 표면에서 위상학적 전류로 변환되는 것을 상온에서 직접

칼코게나이드에 있는 스핀, 밸리 자유도는

적으로 측정하였다.

서로 강하게 얽혀있다는 사실만 입증되었

이 연구는 밸리-스핀 변환을 확인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수직으로 걸어주는 전기장의 세기를

지, 두 양자 자유도 간의 정보변환에 대해

조절함에 따라 스핀정보가 담긴 광전류의 크기 또한 바뀐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연구진은 빛

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최근까지 보

의 편광상태와 전압크기의 조절을 통해 밸리-스핀 정보가 쉽게 제어가 가능하여 기존의 양자

고된 전이금속 디칼코게나이드에서의 전

정보 처리기술에서 불가능했던 상온 동작 소자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추후에 펨토초

자스핀을 제어하는 연구에서는 자기장 인

초고속 실험을 통해 양자 정보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

가가 반드시 필요하여 특수한 외부 환경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소자로 활

이 연구는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을 통해 이뤄졌으며, 세계적인 학술지인.. Nature

용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다.

Nanotechnology (2018. 07)에 “Generation, transport, and detection of valley-locked spin

차순영, 노민지 두 박사과정 (공동 1저자)

photocurrent in WSe2–graphene–Bi2Se3 heterostructures” 라는 제목으로 게재 되었다.

학생이 진행한 연구는 이셀레늄화텅스텐
(WSe2)과 위상절연체의 위 표면이 단층 그
래핀을 매개로 연결된 이종접합 소자를 제
작하였으며, 비국부적 광전류 실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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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메타표면 기술을 이용한
초소형 광대역 분광소자의 개발
를 이용한 넓은 대역에서 동작하는 초소형
분광장치의 개발은 나노 소자 및 메타표면
기술의 새로운 접근법을 통한 획기적인 연
구성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번 개발을 통해 분광소자의 소형화에 성공
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광학 방식의 센서나
그림1. (a) 나노 메타표면 기술을 이용한 초소형 광대역 분광소자, (b) 개발된 분광소자의 주사 전자 현미경 (SEM) 이미지

분광장치 등의 소형·경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용어 설명]
- 분광기술 : 빛의 파장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여 물질의 특성을 분석하는 기술
- 분광장치 : 분광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분석 장치
- 회절격자 : 파동이 장애물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회절 현상을 이용한 분광 소자
- 메타표면 : 파장이하 나노 구조의 배열로 형성된 기하학적인 평면을 지칭함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
는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센터(ERC) 지
원사업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으
로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Vertically

빛의 파장을 이용해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분광기술에 사용되는 분광장치는 의료, 화학분

integrated visible and near-infrared

석, 태양전지, 환경감지센서 등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은 광학장치

metasurfaces enabling an ultra-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스펙트럼 분석 장치에 사용되는 프리즘이나 회절격자와 같은

broadband and highly angle-resolved

기존 분광소자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소형화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가시광 대역부터 근적외

anomalous reflection” 라는 제목으

선 대역에 이르는 넓은 파장 대역에서 빛을 고르게 분광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넓은 파장 범위

로 영국 왕립화학회 (Royal Society of

에 걸쳐 일정 수준 이상의 효율이 유지되는 광대역의 분광소자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Chemistry) 에서 발간하는 국제 전문학술

최근, 전자기장의 제어가 가능한 메타표면이라는 개념의 나노 소자 기술이 도입되면서 다양

지인 나노스케일 [Nanoscale, 2018, 10,

한 종류의 광학 소자를 나노스케일의 매우 작은 크기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서 전세계의 많

12453]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

은 대학과 기관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광운대학교 이상신 교

한편, 이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광운대학교

수의 설명에 따르면 매우 작지만 스마트한 나노스케일의 초소형 소자를 통해, 앞서 언급된 문

나노 소자 응용 연구소는 교육부와 한국연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어 신개념의 초소형 분광소자를 개발할 수 있었다고 한다.

구재단에서 주관하는 2018년 이공분야 대

광운대학교 연구팀은 메타표면 기술을 이용하여 각 파장에 따른 전자기장의 성질을 제어함으

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로써, 가시광 대역부터 근적외선 대역에 이르는 광대역 (400~1500 nm) 에 걸쳐 높은 효율이

메타표면과 같은 나노 소자를 이용한 차세

고르게 유지되도록 하는 분광소자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메타표면은 사다리꼴 모양의 알루미

대 디바이스 및 ICT 응용에 대한 연구를 수

늄 나노 안테나 한 쌍을 수직으로 쌓아 만들어졌으며, 그 두께가 수백 나노미터 밖에 되지 않

행하고 있다.

고, 기존의 반도체 공정을 통해 쉽게 제작이 가능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 스마트센서 등에 대한 관심이 많
아지면서, 센서나 디바이스들을 소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단일 소자

017

NEWSBREAKS
In K-LIGHT

인간과 유사한 색 구분 능력을 갖는
인공 생체 광-전 소재 제작 및 특성 분석 기술 개발
인간의 시각 원리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미
래에는 인공 장기 기술 개발을 위하여 인
간의 눈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인공 생체
소재 제작 기술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
다. 인간의 시각을 담당하는 눈에는 빛에
반응하여 신경세포에게 신호를 전달해주
는 세포들로 구성된 망막이 있다. 외부에
서 들어온 상이 안구 안쪽 망막에 맺혀 이
미지를 인식하게 되는데 원추세포와 간상
세포가 각각 빛에 반응하면서 색과 명암을
구분하게 된다. 3종의 원추세포들은 빛의
3원색인 빨강, 초록, 파란색에 반응하고 간
상세포는 주로 빛의 밝기 차이에 따른 변
화를 인지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재헌 박사팀은 한
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송현석 박사팀 및
서울대학교 박태현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빛에 반응하고 색까지 구분 할
수 있는 인공 생체 광-전 소재 제작 및 특성

그림1. 인간 유래 광수용체 4종(1SW-청색반응 광수용체, 1MW-녹색반응 광수용체, 1LW-적색반응 광수용체, Rho-명암구분
광수용체)과 그래핀을 활용한 파장별 광반응성 특성 분석 실험에 대한 모식도 (왼쪽 위) 가시광선 입력광의 파장에 따른 반응
성 전기화학 실험 결과 (오른쪽 위) 분수식 (fractional expression) 수학 모형을 활용한 반응성 분석 결과
[용어 설명]
1. 인공 망막 (Artificial Retina)
- 인공 망막은 사고나, 황반변성, 당뇨성 망막증 등의 망막 질환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시력의 회복이나 복원이 불가능한 시각 질환자에게 이식하
여 시력을 일부 회복시키기 위한 대체재 이다.
2. 인간 광수용체 단백질 (Human photoreceptor protein)
- 인간의 망막은 원추세포와 간상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추세포는 빛의 3원색인 빨강, 녹색, 파란색의 빛을 각각 흡수하여 빛의 색을 인식하고

분석에 성공했다. 망막에서 빛을 인지하는

간상세포는 빛을 흡수하여 명암을 구분하는 기능을 한다.
- 원추세포는 빛의 3원색 각각을 흡수하는 광수용체 단백질 3종 (1SW, 1MW, 1LW – 파랑, 녹색, 빨강) 그리고 간상세포에서 빛을 흡수하는 광수용체

단백질인 광수용체 단백질을 인공적으로

단백질 1종 (Rho)을 세포막에 발현하여 각각의 파장 별로 빛을 흡수하고 광수용체 단백질에 결합되어있는 Retinal이라는 저분자 물질의 반응에 의
하여 시각 신호가 생성된다.

생산하고 그래핀 소재와의 결합을 통해 광

- 시각 신경 신호는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 사물을 인지하고 사물의 색을 구분한다.
3. 그래핀 (Graphene)

자극에 의한 생체소재의 변화를 전기화학
신호로 측정 및 분석하였다.

- 탄소로 구성된 원자 수준의 두께를 갖는 얇은 박막형태의 소재로 우수한 전기 전도성, 기계적 강성 등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물질이다. 본 기사
에 소개된 연구에서는 생체물질과의 결합 친화성이 높은 특성과 미세한 광수용체 단백질의 생화학적 신호를 전기화학 적으로 예민하게 측정할 수
있는 특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진에서는 인간 광수용체 단백질 4
종을 인공적으로 제작한 후 추출하여 세계

간에 따른 광-전 반응 변화를 전기화학적인 분석법을 활용하여 입력광의 파장별 반응성을 분

최초로 광-전 반응 특성 분석에 성공하였

석할 수 있었다.

다. 일반적인 생체 소재들은 전기적 측정

연구결과는 재료분야 국제 학술지인 ‘Advanced Materials’ [Adv. Mat., 30, 1706764 (2018)])

방식으로 변화를 분석하기 어려웠으나 이

에 게재되었다.

번 연구에서는 그래핀과의 접합 기술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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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파장, 세기, 방향 제어가 가능한
캡슐형 공진기 개발
C. gloriosa 풍뎅이는 좌원편광된 빛을 비추면 나뭇잎과 비슷한 초록

정교한 미세유체기술을 이용해 복잡한 삼중 구조를 제어된 방식으

색을 보이고, 우원편광된 빛을 비추면 색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로 설계할 수 있었다.

독특한 광학 특성은 포식자들을 피하기 위한 C. gloriosa 풍뎅이 간의

캡슐형 레이저 공진기는 공기 중에서도 안정적으로 구형을 유지하

통신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C. gloriosa 풍뎅이가 편광

며, 레이저 발광이 캡슐 표면을 따라 수직하게 발생하여 3차원의 전

방향에 따라 다른 색을 보이는 이유는 외피에 왼쪽 방향으로 휘감아

방향 (omnidirectional) 레이저 발광이 가능하다. 또한 캡슐형 공진

도는 나선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선구조는 동일방향

기의 모양을 기계적으로 변형시켜 발광 방향과 레이저의 세기를 조

의 원편광 빛만을 선택적으로 반사하여 반사색을 보인다. C. gloriosa

절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온도 조절을 통해 액정의 나선구조의 간

풍뎅이가 가지고 있는 나선구조를 액정을 이용해 인공적으로 구현

격을 변화시키면 레이저 발광 파장 조절도 가능하다. 캡슐형 레이

할 수 있다. 네마틱 액정에 키랄 도판트를 도입하면 콜레스테릭 액정

저는 기존 레이저와는 달리 목표지점에 주사(inject)하거나 이식

상을 이루게 되며, 이는 C. gloriosa 풍뎅이의 외피 구조와 유사한 나

(implant)할 수 있어, 국부적인 영역에 노광이 필요한 치료용 레이저

선 구조를 갖는다. 콜레스테릭 액정 역시 편광 방향에 따른 반사 특

등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성을 보이며, 광밴드갭 특성을 보인다. 콜레스테릭 액정에 발광 분자

이번 연구 결과는 Science Advances (2018. 06) 온라인 판 논문으

를 도입하면 slow photon 효과에 의해 거울 없이도 레이저 공진기

로 게재 되었다.

를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액정 기반의 레이저 공진기는 주로 필름
형태로 구현되어 왔는데, 레이저의 발광 방향이
고정되어 있고, 크기가 커서 미세 환경에 사용하
는데 한계가 있었다.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김신현교수 연구팀은
콜레스테릭 액정을 머리카락 직경 수준의 캡슐
내부에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공진기를 개
발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캡슐형 레이저 공진기
는 삼중 구조로 구성된다. 캡슐의 코어는 형광 분
자가 녹아 있는 액체 상태의 콜레스테릭 액정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초박막의 수용액 배향
층이 감싸고 있다. 수용액 배향측은 다시 고체 상
태의 탄성 고분자층이 감싼다. 수용액 배향층에
는 액정 분자의 배향을 돕는 고분자가 존재하여,
콜레스테릭 액정의 나선 구조를 방사형으로 유도
한다. 한편, 최외곽 탄성 고분자층은 내부의 액상
액정과 배향층의 안정성을 높여준다. 연구진은

그림1. 캡슐형 레이저의 구성 모식도 및 실제 구현된 캡슐 이미지 (상단), 온도에 따른 광밴드갭 파장 변화를 보이는 이미지
(중간), 펌핑 에너지에 따른 레이저 발광 세기 변화 (하단 좌측), 온도에 따른 레이저 파장 제어 (하단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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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물질 이용한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가능성 제시
<아이언맨>이나 <어벤져스> 등에 등장하는 미래도시에는 항상 3D

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 디스플레이의 경우 빛 제어가 어려워

로 구현된 화려한 디스플레이들이 눈길을 끈다. 실체가 만져질 것처

색채구현이 어렵다는 단점이 제기되기는 했으나, 메타물질의 특성

럼 보이는 이 디스플레이는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에서 미래도시

은 이 단점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팀은 이처

를 표현하는 단골 소재였다.

럼 메타물질을 디스플레이 기술로 접목하기 위해서는 효율을 높이

POSTECH 기계공학과 노준석교수 연구팀은 광학분야 권위지인

기 위해 결 유전체 기반의 메타표면 제작이 급선무라는 점도 덧붙였

‘ACS 포토닉스(ACS Photonics 2018.12)’를 통해 투명망토 물질로 더

다. 메타물질이 가지고 있는 홀로그램 기능은 보안프로그램이나 위

잘 알려진 메타물질을 이용해 3D홀로그램 디스플레이나 반사형 디

조 방지 기술로도 응용할 수 있다.

스플레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안해 눈길을 모았다.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노준석 교수는 “메타물질을 이용한 디스플레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 메타물질을 통하면 빛의 굴절이 반대

이들은 SF영화 속 미래도시에서 볼 수 있던, 건물을 뒤덮은 거대한

방향으로 휘어져 이 원리를 이용해 뒤집어 쓰면 사람의 몸이 보이지

광고화면은 물론, 가상·증강 현실기기로 접목할 수 있다”며 “앞으로

않는 투명망토, 적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기술로 개발할 수

연구팀은 미래디스플레이는 물론 보안 기술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있게 된다. 연구팀은 메타표면의 응용 분야 중 디스플레이 기술로서

계속해 연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 확장을 다양하게 제안했다. 특히 차세대 저전력 디스플레이 기술
로 손꼽히는 ‘반사형 디스플레이’
와 홀로그램으로 3D 영상을 불
러내는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기술 구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
했다.
반사형 디스플레이는 현재 사용
되는 LED 등과 달리 광원 없이
외부의 빛을 이용해 정보를 표
시하는 디스플레이로, 광원이 없
어 소비 전력이 적을 뿐 아니라
훨씬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된
다. 이 디스플레이의 경우 TV 등
가전제품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건물 창이나 외벽에 수백인치에
달하는 넓은 디스플레이로 사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

그림1. 이중모드 메타표면의 작동 모식도. 일반적인 백색광 조명 아래에서는 “π” 형태의 컬러 이미지가 관찰되는 반면 635 nm의 파장을 가지는 레
이저를 비추면 “3.141592…”라는 홀로그램 이미지가 재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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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표적 탐색 및 절단 메커니즘 규명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크리스퍼
(CRISPR)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유전자 교
정기술은 유전자 치료, 새로운 식물 육종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이용되어 바
이오 분야의 새로운 혁명을 이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Cas9은 처음으로 개발되어 현
재에도 크리스퍼 기반 유전자 교정 기술
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전자 가위
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표적 DNA와 유사한 염기서열을 가

그림1. 전반사 기반 단일분자 형광 이미징 기술을 이용한 (a) 유전자 가위의 표적 탐색, (b) 절단 과정 관찰 실험 모식도. (c) Cas12a 유
전자 가위의 DNA 표적 탐색 및 절단 메커니즘.

진 DNA까지도 자르는 표적이탈효과(offtarget) 및 전체 유전체 내 작동 가능한 표
적이 제한되는 문제 등이 기술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로 시간 차를 두고 이중가닥 DNA를 절단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들어 다양한 변종 단백질을 발굴 및

규명하였다 (그림1b).

개발하여 크리스퍼 기반 유전자 교정기술을 향상하는 연구가 활발

이상화 박사는 “Cas12a 단백질의 표적 탐색 및 절단 메커니즘에 관

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Cas12a (또는 Cpf1) 단백질은 Cas9

한 이번 연구결과는 Cas9과 구별되는 Cas12a 단백질의 분자 기전을

에 비해 표적 특이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 크게 각광받고 있다. 때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크리스퍼 유전자 교정기술의 향상에 밑거름이

문에 Cas12a의 상대적으로 높은 표적 특이성의 원리를 이해하여 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본 연구결과는 “Direct observation

다 향상된 유전자 가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Cas12a의 표적 탐색 및

of DNA target searching and cleavage by CRISPR-Cas12a”라는

절단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제목으로 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되었다. <Y. Jeon et al.,

이를 위해, 광주과학기술원(GIST) 고등광기술연구소(APRI)의 이상

Nature Communications, 9, 2777 (2018)>

화 박사 연구팀은 KIST 테라그노시스 연구단 정철현 박사, 한양대학
교 화학과 배상수 교수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단분자 수준에서
유전자 가위의 DNA 상에서의 운동 및 작동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
할 수 있는 단일분자 형광 이미징 기술을 개발하여 Cas12a 유전자 가
위가 표적 DNA를 탐색하고, 절단하는 과정을 규명하였다 (그림1a).
이를 통해 Cas12a 유전자 가위가 긴 DNA 상에서 1차원 확산 운동을
통해 특정 표적을 탐색하고, 표적 DNA와 만나 R-루프를 형성하여
안정된 결합을 한 후, 최종적으로 비표적 가닥에서 표적 가닥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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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리거나 비오는 날에도 정상 동작이 가능한
고효율 반투명태양전지 개발
재료연구소 임동찬 박사 연구팀은 양자클러스터 입자를 이용해 흐

드 양자 클러스터는 기본 광 흡수층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잉여의 광

리고 비오는 날 또는 실내의 낮은 광원에서도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

을 흡수해 에너지 전이 원리에 의해 광 흡수층의 광 흡수 성능을 향

한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특히 반투광 특성

상시켜 준다. 특히 양자 클러스터는 저조도 및 저고도 등 광 흡수 환

까지 보유해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시스템(BIPV) 및 실내 센서 구동

경 변화의 영향을 적게 받고 높은 양자 효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본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팀은 유

광 흡수층의 광 흡수 특성을 효과적으로 보상해준다.

기 태양전지의 내부에 원자개수가 조절된 골드 양자 클러스터 입자
를 혼합해, 유연하면서 투광도가 높은 유기 태양전지를 제작했다. 골

태양전지는 대용량 발전용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최근
에는 BIPV 및 실내 사물인터넷(IoT) 센서 구동용 전원으로 사용하려
는 연구가 활발하다. 하지만 기존의 태양전지는 흐리거나 비오는 날,
일출 또는 일몰, 실내 등 광량이 저하된 환경에서는 전압 저하 현상
이 발생해 정상적인 작동이 어렵다. 특히 태양전지의 투광도가 증가
할수록 전압 강하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BIPV 적용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양자 클러스터를 이용해 저조도 환경 하에서
의 전압 강하 현상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
는 유연 태양전지 연구과정에서 그동안 간과되었던 곡면 변화에 따
른 효율 개선 연구를 새로운 연구 주제로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
미가 크다.

연구책임자인 재료연구소 임동찬 책임연구원은 “본 기술이 상용화
되면, 지금까지 실외 또는 맑은 날 조건에서 사용되어 온 기능성 태
양전지가 실내 형광등과 같은 낮은 광량의 인공광원을 이용할 수 있
게 되어 실내 환경 및 이동 전자기기 전원 등 사용 범위가 확장됨으
로써, 결과적으로 4차 산업의 발전 속도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나노 소재 및 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인 나
노 에너지 (Nano Energy, Vol 48, 518, 2018)에 게재되었으며, 현재
연구팀은 본 기술을 이용한 사물인터넷(IoT) 센서 구동 연구 등 후속
연구도 계속 진행 중이다.
사진1. 연구팀이 개발한 유연 반투광 유기태양전지 모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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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광학적 양자컴퓨팅
1. 처음

본적으로 양자역학에 밑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빛
의 양자역학적 특성을 이용한 양자컴퓨팅 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

20세기 정보처리기술은 반도체 집적화를 통해 발달해 왔다. 최근 4

를 통해 양자컴퓨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도 증대와 더불어 획기적인 컴퓨팅 성능 향
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이
2년에 2배씩 증가하는 무어의 법칙이 최근 깨지면서 더 이상 반도체

2. 양자광학적 양자컴퓨팅 개요

집적화를 통해 컴퓨터 성능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따라서
통신과 컴퓨팅으로 대변되는 정보통신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2.1 큐빗 (Qubit)

수요가 제기되고 있으며 대안책으로써 양자컴퓨팅에 대한 기대가

양자컴퓨터와 기존의 컴퓨터 (고전컴퓨터) 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

늘어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

보의 인코딩 방식이다. 디지털 컴퓨터로 대변되는 고전컴퓨터의 정

대 IT 기업 뿐만 아니라 선진 연구기관 및 대학들이 집중적인 투자를

보처리방식은 단위정보를 0 또는 1 의 이분법적으로 표현되는 바이

통해 양자컴퓨팅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너리 비트 (binary bit)에 인코딩하여 처리한다. 간단한 예로, 전압의
높고 낮음을 통해 비트 정보를 표현하게 된다. 반면, 양자컴퓨터에서

한편, 빛의 특성을 연구하는 광학은 오늘날 물리학 뿐만 아니라 여

는 단위정보를 양자역학적 특성이 보이는 양자시스템에 인코딩함으

러 응용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빛을 양자역

로써 정보처리에 활용한다. 특히 2개의 기저 (basis) 상태의 선형 중

학적 관점에서 기술하는 양자광학은 양자역학의 중요한 근본원리를

첩 (superposition) 으로 표현되는 양자상태 또는 양자정보를 큐빗

탐구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양자광학은 양자컴퓨팅과 같은

(Qubit) 이라 하며 양자컴퓨팅의 기본 단위가 된다. 양자광학적 양자

양자정보 분야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양자정보연구가 근

컴퓨팅에서는 단일광자상태가 가지고 있는 자유도를 활용하여 큐빗

023

TECHNOLOGY / 양자광학적 양자컴퓨팅
/ 글 조영욱, 신희득, 허준석

데 비선형광학현상을 이용하면 이를 구현
할 수 있다. 하지만 광자큐빗으로 활용되
는 단일광자 수준의 약한세기의 빛에서는
CNOT 게이트를 구현할만큼 충분한 비선
형광학현상을 관측하기는 실질적으로 굉
장히 어렵다. (단일광자 수준의 강한 비선
형광학현상 구현 및 이를 기반한 양자광학
적 양자컴퓨팅 역시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
이다.) 대신 빔분할기 (beam splitter)와 같
은 선형광학계에서 이광자 양자간섭 (twophoton quantum interference)을 활용하
Figure 1. 단일큐빗 양자게이트

면 광자의 확률진폭 간 간섭에 의해 단일광
자 큐빗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선형
광학계만을 이용해서 광학적 CNOT 양자
게이트를 구현할 수 있다 [2].

Figure 2. CNOT 양자게이트

2.3 범 용 양자컴퓨팅 (Universal
을 인코딩 할 수 있다 [1]. 예를 들어 단일광자의 편광상태 |ψ〉≡α|0〉+β|1〉는 수평 편광 (|0〉≡
|H〉) 및 수직 편광(|1〉≡ |V〉)의 중첩상태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편광 큐빗이라고 부른다.

quantum computing)
앞서, 광자큐빗의 인코딩과 기본적인 단일
큐빗 및 2-큐빗 양자게이트에 대해 알아

2.2 양자게이트 (Quantum gate)

보았다. 임의의 양자연산을 수행하는 장

디지털 컴퓨터가 바이너리 비트 간의 논리연산 (또는 논리게이트) 을 통해 정보처리과정이 이

치인 범용 양자컴퓨터 (임의의 양자연산

루어지는 것과 유사하게 양자컴퓨터의 동작 역시 양자비트인 큐빗에 작용하는 양자 연산 게

을 수행하는 장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트를 통해 양자정보처리과정이 이루어진다. 양자게이트는 입력큐빗 |in〉에 작용하는 유니

여러개의 큐빗들과 이에 작용하는 임의

터리 (unitary) 변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U|in〉 → |out〉. 이 때, 한개의 큐빗에 작용하는 양자

의 양자게이트들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

게이트를 단일큐빗 양자게이트라고 부른다. 광자큐빗을 위한 단일큐빗 양자게이트는 비교

도, 임의의 다중큐빗에 작용하는 양자게이

적 구현이 간단하다. 편광큐빗의 경우을 생각해보면 편광에 대한 임의의 유니터리 변환은 반

트들은 단순히 2개의 단일큐빗 양자게이

파장판 (half-wave plate)과 같은 위상지연판 (phase retarder)을 통해 쉽게 구현할 수 있다.

트 (Hadamard 와 π/8 회전게이트) 와 하

(Fig. 1 참조)

나의 2-큐빗 양자게이트 (CNOT) 만으로
구현가능하며, 이를 범용 양자게이트 셋

여러개 큐빗에 작용하는 양자게이트를 멀티큐빗 양자게이트라고 부르는데, 특히 두 개의 큐

(universal quantum gates set) 이라고 부

빗에 동시에 작용하는 양자게이트의 경우 2-qubit 양자게이트라 한다. 대표적으로 중요한

른다 [3]. 양자광학적 범용 양자컴퓨터를 구

2-qubit 양자게이트로는 CNOT (controlled-NOT)가 있다. 일반적으로 CNOT 게이트와 같

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큐빗으로 활

은 2-qubit 양자게이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큐빗들 간의 상호작용 (interaction)이 요구되는

용되는 고순도/고효율의 단일광자광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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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에러율을 가지는 범용 양자게이트 셋
의 구현/집적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3. Integrated quantum photonics
3.1 실리콘 포토닉스 플랫폼(Silicon
Figure 3. 실리콘 포토닉스로 구현된 quantum photonic processor의 현미경 사진 [5]

photonic platform)
범용 양자컴퓨팅의 구현을 위한 연구 추세
는 양자 광원과 양자 게이트를 양자 광 집
적회로 시스템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4].
수 제곱미터의 크기의 광학 테이블 위에 간
섭계로 이루어진 광학시스템은 바람과 온
도와 진동 등의 요인으로 인해 위상이 불안

Figure 4. 양자광원 생성을 위한 자발 사광자혼합

정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광학 시스템을 안
정화하기 위해 별도의 복잡한 시스템이 필

의 개발에 이용되는 다양한 물질 중에서 가장 앞서있는 플랫폼은 실리콘 기반의 Silicon-On-

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광학시스템을 제곱

Insulator (SOI) 플랫폼이다. 실리콘은 반도체 물질로 잘 알려졌지만, 높은 굴절율 (n=3.5 at

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줄이게 되면 전체

1550 nm)과 낮은 흡수율이라는 우수한 광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나노/마이크로 공정을 통

시스템의 위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

해 수백 개의 간섭계를 하나의 칩 위에 제작할 수 있고,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CMOS 공정

문에 안정화가 크게 증대하게 된다. 또한

을 더하여 수많은 간섭계를 조절할 수도 있어서 광집적회로 개발에 가장 앞서있는 플랫폼이

실험이 복잡해짐에 따라 더 많은 공간 모드

라 할 수 있다.

(spatial modes) 를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조절해야 하기에 시스템의 크기를 줄여야

3.2 양자 광원 (Quantum light source)

한다. 양자 광집적회로 개발은 시스템의 소

물질의 특성상 실리콘은 광 흡수는 하여도 빛을 방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리콘을 이용한 레

형화와 안정화와 정확성과 효율성 그리고

이저 개발은 어려움이 있다. 마찬가지로 실리콘 양자 광집적회로에서도 외부광원을 이용하여

확장성이 우수함으로 광자를 이용한 범용

비고전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빛을 만들어야 한다. 가장 많이 연구된 실리콘 광집적회로 용 양

양자컴퓨팅의 실현/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자광원으로는 자발 사광자혼합 (spontaneous four-wave mixing) 이라는 비선형 현상을 이

기술이다.

용한 방법이 있다 [6]. 자발 사광자혼합 현상은 Fig. 4 에서 보이듯이 두 개의 펌프 광자에 의해

광학시스템의 소형화를 위해서는 전자집

들뜬 상태가 된 물질이 다른 파장을 가지는 광자쌍 (photon pair: signal 광자와 idler 광자)을

적회로의 전자 회로선처럼 광자가 지나

방출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signal 광자와 idler광자는 동시에 발생하며 서로 강하게 연관되

다니는 길인 광도파로와 광분할기 (beam

어 있기 때문에 signal광자의 특정 성질을 측정하면 idler광자의 성질도 알 수 있어서 얽힘상태

splitter), 지연선 (delay line), 위상변위기

의 광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더욱이 자발 사광자 혼합이 실리콘 광도파로 내부에서 일어나기

(phase modulator) 와 같은 수백에서 수

때문에 양자 연산이 이루어지는 실리콘 광학계와 광 손실 없이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천 개의 다양한 광학부품을 하나의 플랫폼
에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양자광집적회로

이러한 자발 사광자혼합 현상은 에너지보전(2ω_Pump=ω_Signal+ω_Idler) 뿐만 아니라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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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보전에 해당하는 위상 정합 조건 (phase-matching condition)이

위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맞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광도파로의 파장에 대한 분산 값을 계산하
여 군속도 분산 값 (group velocity dispersion)이 0에 가까운 파장

앞서 언급되었듯이 양자큐빗 상태의 위상 지연을 통해 양자 연산

의 펌프빔을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광자쌍을 생성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양자 광집적회로에서 위상 지연을 위한 방법으로는
마이크로 열원 (micro-heater)을 이용하여 광도파로의 모드인덱

앞서 언급하였듯이 signal과 idler 포톤은 항상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

스 (effective mode index)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

에, signal 포톤의 유무를 알 수 있으면 idler 포톤의 유무 또한 알 수

다[9]. 이러한 열적 변화에 의한 굴절률의 변화는 수 kHz에서 수백

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면 signal포톤만을 측정함으로 광자쌍이

kHz의 속도를 가지며 위상을 조절할 수 있다. MHz 이상의 빠른 속

생성된 시간을 알고 idler포톤을 단일광자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도가 필요할 경우 실리콘 내에 존재하는 자유전자와 홀 (electrons

양자광원을 예고된 단일광자광원 (heralded single-photon source)

& holes)의 농도를 외부 전기장의 변화로 조절하고 그 결과 실리콘

이라 하며 광 손실없이 다른 광학계와 연결할 수 있고 낮은 펌프 광

의 굴절률이 변화하는 플라즈마 분산 (plasma dispersion)현상을 이

세기에서는 아주 훌륭한 단일광자 광원으로 사용 가능하다. 또한 단

용하여 위상 지연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10]. 이 경우 반도체

일광자광원으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예고된 단일광자 광원

공정에서 사용하는 n형과 p형 원자를 도핑하는데, 이러한 도핑된 원

의 다중화 (multiplexing) 방식을 이용하여 단일광자 생성의 효율을

자의 농도에 비례하는 광손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조건을 최적

높일 수 있다.

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3 실리콘 광학계 (Silicon photonic platform)

또한 다양한 광학부품을 이용하여 선형광학계를 이용하여도 양자게

실리콘의 높은 굴절률은 강한 빛의 전반사 현상을 일으켜 좁은 영

이트의 구현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양자광학적 양자정보에서 큰 어

역에서도 원하는 곳으로 빛을 인도할 수 있어서 제곱센티미터의 크

려움은 광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광손실이 크면 양자오류정

기에 아주 복잡한 회로를 그릴 수 있다. 일반적인 실리콘 광도파로

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양한 광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다양

의 경우 3dB/cm 이상의 광손실을 가지고 있으나 10cm의 광지연선

한 공정과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optical delay line)을 거치면 겨우 0.1%의 광자만 통과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양자실험이 어렵다. 따라서 양자 광집적회로를 위해서는
광 도파로의 광손실을 줄일수록 좋다. 보고된 최소 광손실은 0.026

3.4 집적가능한 단일광자 검출기 (Integrable single photon
detector)

dB/cm로 [7] 이보다 광손실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구조와 방법이 연

실리콘 광집적회로를 양자정보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일광자를

구되고 있다.

측정할 수 있는 단일광자 검출기 (single photon detector)가 필요
하다. 지금까지는 실리콘광회로에서 연산과정을 거친 광자를 광섬

양자광집적회로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광학 부품 중에 가장 기본이

유를 통해 실리콘 외부로 꺼내어 InGaAs 반도체 단일광자 검출기

되는 것은 광분할기/결합기 (beam splitter/coupler)이다. 방향성 분

나 초전도 나노와이어 검출기 (superconducting nanowire single

할기 (directional coupler), Y-분할기 (Y-coupler), 멀티모드간섭 분

photon detector)를 이용하여 검출하였다 [Migdall13]. 많은 경우 이

할기 (multimode interference coupler) 등의 구조가 많이 사용되지

러한 검출기는 실리콘 칩과 검출기를 연결하는 부위에서 광손실이

만, 파장 의존성과 광손실과 분할비율의 조정 용이성의 어려움을 극

크게 존재하고 부피와 가격 측면에서 쉽게 그 수를 늘리기가 어렵다.

복하기 위해 최근 엇갈린 뾰족한 광도파로 구조로 넓은 파장 영역에

따라서 광자를 전기신호로 전환하는 부분이 광집적회로에 직접 연

서 낮은 광손실을 갖는 광분할기/결합기가 제안되었다 [8]. 각 광학

결하여 하나의 집적칩 (monolithic integration)으로 제작한다면 확

부품의 광손실을 최대한 낮추는 연구가 양자광집적회로의 개발을

장 가능한 선형 광학 양자 컴퓨팅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여러 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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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단일광자 검출 기술 중에 특히 초전도 나노와이어를 이용하

리시스템의 시뮬레이션에도 도전하고 있지만 [14,15], 고전컴퓨팅

는 방법이 가장 개발되어 있다 [11]. 하나의 칩 위에 양자광원 생성과

(Extended Church-Turing Thesis)에 대항한 양자역학의 계산적 우

효율적인 양자연산과 단일광자 검출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양자광집

월성을 보이는 데에 집중되어있으며, 범용 양자컴퓨터로 가는 징검

적회로를 이용한 양자컴퓨팅이 멀지 않았다고 기대한다.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KLM 이론이 등장한지 10년쯤후인 2011년 MIT의 컴퓨터 과학자인
Aaronson과Arkhipov는 보존샘플링 (BosonSampling)이라는 양자

4. 보존샘플링 양자시뮬레이터

샘플링 문제를 양자역학의 계산적 우월성을 보일 수 있는 문제로 제
안했다 [16-18]. 보존샘플링 문제는 양자광학적 언어로 이해하기 쉽

4.1 보존샘플링 문제

고 해당되는 선형광학 실험의 구현도 상대적으로 쉽다. 보존샘플링

2001년 네이쳐지에 발표된Knill-Laflamme-Milburn (KLM)의 양자

은 여러 개의 단일광자들을 선형광학 네트워크 (beam-splitters and

광학 기반 범용 양자컴퓨팅 이론의 등장 이래로 범용 양자컴퓨팅을

phase-shifters)에 통과시킨 후 나오는 단일광자의 상태를 추출(샘

향한 많은 기술적인 발전이 있어왔지만 범용 양자컴퓨터구현을 위

플링)하는 문제이다. 보존샘플링의 양자광학적 실험장치는 세 부분

해 필요한 물리적인 리소스는 필요한 큐빗의 개수에 따라 지수적으

으로 구성된다: (1) 단일광자 광원, (2) 선형광학 네트워크, (3) 단일

로 증가된다 [12]. 오류정정기술까지 포함하면 현재 보유한 기술과

광자 측정장치 이다. N개의 단일 광자들을 M (>>N)개의 광자모드를

물리적인 리소스로서는 양자광학 기반의 범용 양자컴퓨터의 등장은

가지고 있는 무작위로 구성된 선형광학 네트워크에 산란 시킨다. 이

근 시일 내에는 요원하다. 양자알고리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

때 구별되지 않는 단일 광자들은 새로운 양자중첩상태를 갖게 된다.

명확한 응용성을 가지면서 고전컴퓨터 (고전알고리즘)에 비하여 양

이렇게 형성된 다광자 양자중첩상태는 단일광자 측정장치를 통과하

자역학의 계산적 우월성 (Quantum Supremacy) 을 보일 수 있는 것

면서 하나의 단일광자상태(M>>N 조건에 의해 한 개의 광자모드에

은 정수의 소인수분해를 위한 양자알고리즘인 쇼어의 양자알고리즘

여러 개의 광자가 검출될 확률은 낮음)로 붕괴하게 된다. 이때 검출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13]. 지금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양자알고

될 수 있는 양자상태는 초지수적 (Super-exponential)으로 많이 존

리즘들은 그 응용성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수학적인 장치들을 가정

재하며 행렬 퍼머넌트라고 불리는 양으로 정의되는 확률분포에 따

하여 양자컴퓨팅의 고전컴퓨팅에 대한 계산적 우월성을 보이는 데

라 각 양자상태는 검출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 양자상태의 검

에 치중해 왔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한된 물리적 리

출확률이 행렬 퍼머넌트로 나타내진 다는 데에 있다. 행렬 퍼머넌트

소스를 가지고 해당 양자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양자컴퓨팅의 계산적

는 계산복잡성 이론에 의하면 #P-hard문제로 분류되는데 계산도 지

우월성을 실험적으로 입증해내는 일은 어려운 일이기에 가까운 미

수적으로 어렵지만 답의 검증도 그 만큼 어렵다. 그렇기에 N의 크기

래에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제한적인 물리

가 충분히 크다면 고전컴퓨터로는 그 확률분포를 계산할 수 없고 따

적인 리소스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쉽게 (응용성과 관계없이) 양자컴

라서 행렬 퍼머넌트로 이루어진 확률분포에서 샘플을 추출하는 문

퓨팅의 계산적 우월성을 구현 할 수 있는 비범용 양자컴퓨터용 양자

제에 접근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쉬운 실험 구성으로 많은 연구자들

알고리즘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이 광학기반 보존샘플링 실험을 광자 10개 이하의 작은 규모에서 구

여기서 말하는 양자시뮬레이터라고도 불리는 비범용 양자컴퓨터

현하였다. 하지만 단일광자를 큰 규모에서 결맞음을 유지하며 공급

의 개념은 리차드 파인만이 1982년 제안했던 초기 양자컴퓨터의 개

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부족하여 현재까지 알려진 데로는 고전 컴퓨

념에 가깝다. 양자시뮬레이터의 기본적인 개념은 독창적이기도 하

팅을 뛰어넘을 수 있는 광자 50개 규모의 보존샘플링 장치를 만드는

지만 간단하다. 양자동역학을 기존의 고전컴퓨터에서 모사하기 보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는 제어가 가능한 양자시스템을 사용하여 원하는 양자시스템을
모사하는 것이다. 현재 양자시뮬레이터는 화학을 비롯한다양한 물

이에 더하여 보존샘플링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크게 세가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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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첫째는 언제 어느 정도의 크기에서 고전컴퓨터가 양자컴퓨터

되는 장점은 확장성과 응용성에 있다. 가우시안 상태는 단일광자상

를 따라올 수 없느냐 이다. 위에서 언급한 광자 50개 정도의 규모는

태보다 상대적으로 준비하기가 용이하고 양자역학의 계산적 우월성

지금까지의 고전컴퓨팅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한 것이고 초창기

을 보이기 위해 필요한 모드의 개수가 단일 광자의 경우보다 적을 것

보존샘플링이 제안 되었을 때는 광자 20-30개 정도가 고전 컴퓨팅

으로 예상된다.

의 한계로 여겨졌음을 보았을 때 고전 컴퓨팅의 한계는 새로운 알고

이제 보존샘플링의 응용과 관련하여 분자 바이브로닉 (바이브레이

리즘의 발견으로 더 높이 정해질 수 있다 [19]. 둘째로, 보존샘플링

션+일렉트로닉) 스펙트럼을 설명하겠다 [22,23]. 분자가 빛을 받으

실험의 검증이다. 일반적으로 완벽한 시뮬레이션의 검증은 고전적

면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는데, 먼저 분자가 바닥 상태에서 들뜬

인 계산 값과실험 값을 비교함으로 수행될 수 있지만, 고전컴퓨팅으

상태 (또는 이온화 상태)에 있게 되면서 새로운 위치에너지를 경험

로는 따라 올 수 없는 결과를 검증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게 된다. 이때 분자의 구조가 뒤틀리면서 진동 주파수가 달라지

따라서 고전컴퓨팅으로 보존샘플링의 모든 정보를 다 얻어 낼 수는

고 진동모드간 회전 (섞임)이 일어난다. 분자를 다차원 (Natom 개

없지만 고전컴퓨팅으로 가능한 부분적인 정보만을 추출하여 실험의

의 원자로 이루어진 비선형 분자의 경우 3Natom-6개의 진동모드

검증에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보존샘플링

가 존재) 양자조화진동자라고 가정한다면, 각각 디스플레이스먼트,

의 응용이다. 물론 보존샘플링이 처음 제안되었을 때 어떤 응용성을

스퀴징, 로테이션 오퍼레이션에 해당된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분자

고려하여 문제가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보존샘플링 실험이 실제 물

의 흡수 스펙트럼이나 광전효과 스펙트럼은 분자의 초기 진동 상태

리적인 현상과 연결되어 응용성을 갖는 것이 연구의 발전을 위해 기

에서 들뜬 상태의 어떤 진동 상태로 가는 확률을 파장영역별로 나

대되어왔다.

타낸 것이다. 분자를 양자조화진동자라고 본다면 광자 또한 양자조
화진동자 이기에 수학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포톤

4.2 가우시안 보존샘플링과 분자분광학 문제

(photon)과 포논 (phonon)이 상호간에 모사될 수 있다. 이미 분자가

Aaronson과Arkhipov의 보존샘플링 제안 이후 연구자들은 위에서

들뜬 상태로 전이될 때에 겪는 과정을 위에서 양자광학적 언어로 표

언급된 보존샘플링의 문제점들을 해결 하기 위하여 단일광자가 아

현하였다. 이에 따라 만약 가능하다면 디스플레이스먼트, 스퀴징, 회

닌 여러 종류의 양자상태를 연구하였다. 보존샘플링이 고전적으로

전 오퍼레이션 등을 적절한 순서로 배열하면 해당 양자광학 장치는

접근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단일 광자 입력 상태의 위그

분자가 내보내는 바이브로닉 시그널을 최종적으로 모사하여 내보낼

너함수가 음의 값을 갖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0]. 그 외에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을 양자광학 실험에 용이하게 재구성하여 간소

광자가 더해진 결맞음상태, 광자가 빼진 결맞음상태, 스퀴즈드 상태

화하면 스퀴즈된 결맞음 상태를 입력 상태로 준비하여 선형광학 네

등이 같은 성질을 갖는다. 특히 스퀴즈드 상태는 가우시안 상태로 디

트워크에 넣어주는 장치가 된다. 이는 가우시안 보존샘플링으로 최

스플레이스먼트, 로테이션, 서멀 오퍼레이션과 같은 가우시안 오퍼

종적으로 중복된 광자를 포함한 광자상태를 여러 번 추출과정으로

레이션과의 조합으로 고전적으로 접근이 힘든 다양한 양자상태를

측정하여 확률을 결정하게 되면 그 결과를 분자문제에 대응시켜 바

만들어낸다. 그 결과 스퀴즈드 상태가 포함된 가우시안 상태가 선형

이브로닉 스펙트럼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제안된 이론은 현

광학 네트워크를 통과한 후 광자상태 (number state)가 측정될 확률

재 양자광학, 이온트랩장치, 초전도회로 등에서 작은 규모의 실험으

은 행렬 하프니안 (행렬 퍼머넌트가 포함됨) 이라는 양과 연결이 되

로 검증되었다 [25-26]. 끝으로, 가우시안 보존샘플링의 장점을 보

게 되는데, 이는 다차원-정규분포-모먼트와 같은 양이다. 이와 같이

존샘플링 검증의 관점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스퀴즈드 상태가 포함된 가우시안 상태를 이용한 가우시안 보존샘

보존샘플링은 태생적으로 고전컴퓨터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하지

플링은 기존의 단일광자 보존샘플링과 같이 고전적인 접근이 어려

만 양자기기가 제대로 작동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

운 문제로 이 또한 양자역학의 계산적 우월성을 보일 수 있는 문제로

이 딜레마이다. 이에 대해 분자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분자의 바

분류된다 [21]. 단일광자 상태보다 가우시안 상태를 사용할 때 예상

이브로닉 스펙트럼을 모사할 수 있는 가우시안 보존샘플링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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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광학 계측
1. 서론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계측의 매개체는 빛이다.
이는 빛이 가진 다양한 장점들(예: 제작 및 측정의 용이함, 빠른 전송

계측(metrology)이란 정보를 얻기 위해 물리량을 측정하고 추정하

속도 등) 때문이다. 예를 들면, 빛의 방향과 진동수를 측정하여 물체

는 과정을 뜻한다. 너무나 당연해서 잘 느끼진 못하지만 우리는 이미

의 위치와 속도를 계측하고, 빛의 편광 변화를 통해 설탕 시럽의 농

수많은 종류의 계측을 매 순간 수행하고 있다. 우리는 빛을 통해 사

도를 계측한다. 뿐만 아니라 중력파 검출과 같은 최첨단 연구에서도

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공기의 진동을 통해 음악을 감상한다. 더 나

빛이 사용된다. 이러한 계측 장치들의 정밀도는 결과적으로 빛 측정

아가 계측 장비를 활용하여 체중, 체온, 혈압을 측정하는 등 다양한

의 정밀도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빛은 다른 입자들과 마찬가지로

부분에서 계측은 우리의 실생활 깊숙이 들어와있다. 반대로 말하면

본질적으로 양자 역학 법칙을 따르므로 빛의 상태를 정밀하게 측정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계측이 정밀(precise)하지 못하다면 많은 문

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레이저와 같은 고

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만큼 계측이란 실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

전 광원(classical light)은 표준 양자 한계(standard quantum limit)

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라 불리는 계측한계를 보인다. 하지만 양자 얽힘(entanglement)이

계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계측의 정확도(accuracy)와 정밀도

나 양자 압축(squeezing) 현상을 기반으로 하는 양자 광원(quantum

(precision)이다. 정확도란 계측된 값이 실제(true) 값과 얼마나 가까

light)은 표준 양자 한계를 넘어선 보다 정밀한 계측을 가능하게 한다.

운지를 뜻하고 정밀도란 여러 번 계측하였을 때 결과 값들이 서로 얼

이러한 방법을 양자 계측(quantum metrology)이라 하며, 이 글을

마나 가까운지, 즉 편차를 뜻한다. 정확도는 계측 장치의 보정과 관

통하여 빛을 이용한 양자 계측의 원리와 적용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

련되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계측 장치의 정밀도에 대하여 다룰 것

고 한다. 먼저 계측 이론을 통해 고전 광원을 기반으로 하는 계측 장

이다.

치의 정밀도 한계가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볼 것이다. 그 후 양자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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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사용하여 고전 광원의 계측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

지배받으며, 따라서 빛의 세기에 불확정성(uncertainty)이 일반적으

개한다. 마지막으로 양자 계측의 연구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로 존재한다 [그림 1(c)]. 다시 말하면, 동일한 상태의 빛이라도 계측

소개하면서 글을 마칠 것이다.

을 수행할 때마다 빛의 세기가 다른 값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양
자 광학의 관점에서 위에서 설명한 위상 계측은 얼마나 정밀할 수 있
을까?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 양자 광학을 토대로 같은 실험을 기

2. 고전 광원 (classical light)을 이용한 계측

술해보자.

광학 계측방법의 간단한 예제를 생각해보자. 광학 계측방법에서의

레이저에서 발생되는 빛은 결맞음 상태(coherent state, |α〉)로 기술

대표적인 계측 매개변수(parameter)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빛의

되며, 이는 여러가지 개수의 광자들(광자 n개: |n〉)이 양자 중첩되어

세기, 다른 하나는 빛의 위상이다. 계측대상 물리량이 빛의 세기를

있는 상태이다:

변화시키느냐, 또는 위상을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아래의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구분된다.

빛의 세기를 측정하면 양자 측정 법칙에 따라 특정한 개수의 광자

1) 빛의 위상매개변수(phase parameter)의 계측

수 상태로 붕괴(quantum collapse)하며, 이는 레이저에 포함된 빛의
세기(광자 개수)가 측정할 때마다 다른 값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광
자 수의 측정 결과는 푸아송(Poisson) 분포를 따르며, 평균 값 (N)은
|α|2이고 표준 편차는 √N이다. 이러한 표준 편차는 샷-노이즈(shot
noise)라 불리며 계측 정밀도의 한계를 설정한다.

그림 1(a)의 간섭계 입구 a와 b의 빛은 각각 레이저(coherent state)
와 진공상태(vacuum state, 광자가 없는 상태 |0〉)에 해당하므로 초
기 상태는 |ψ0〉=|α〉a |0〉b 로 기술된다. 위상 ф를 지닌 간섭계를 통과
그림1. (a) Mach-Zehnder 간섭계의 위상차 계측 장치. 위상차 ф에 따라 검출기에서 측정
되는 빛의 세기는 (b) 고전 광학이론에 의하면 정확한 값을 나타내지만 (c) 실제로는 양자
현상에 따른 측정 오차가 발생한다.

하고 나면 출구 e와 f에서의 빛의 최종 상태는 |ψ〉=|αe (ф)〉e |αf (ф)〉
ф

f

ф

로 나타나며, 이 때 αe (ф)=α cos( 2 ), αf (ф)=iα sin( 2 ) 이다. 따라서,

출구 f에서 빛을 측정하면 빛의 세기의 평균은 고전 광학 이론과 동
빛의 위상은 간섭계를 통해 계측된다. 그림 1(a)에 나타난 Mach-

일하게 |αf (ф)|2=|α|2 sin2 ( 2 )로 나타나지만, 추가적으로 √|αf (ф)|2 만

Zehnder 간섭계를 생각해 보자. 간섭계 내의 위상차(ф)를 계측하기

큼의 측정 편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빛 세기 측정 편차 때문에 위상

2

ф

위해 간섭계 입구 a로 고전 광원(레이저, |α| : 빛의 세기)을 입사하

차 계측에도 편차가 발생한다. 위상 계측오차 (Δф)는 선형 오차 전파

고 출구 f로 부터 나오는 빛을 관측한다. 간섭 현상에 의해 빛의 세기

방법(linear error propagation method)에 따라 정량화 할 수 있다.

2

2

ф
2

는 위상차에 따라 진동하는 형태로 나타나므로 (If= |α| sin ( ), 그
림 1(b) 참조), 빛의 세기 측정을 통해 위상차를 알 수 있다. 빛을 파동
으로만 설명하는 고전 광학 이론은 빛의 세기가 정밀히 측정될 수 있
고 따라서 위상차를 정밀하게 알 수 있다고 예측하나 [그림 1(b)], 실

이때 ф0는 위상의 초기값이고, M 은 측정연산자 (본 예제에서는, 광

제로는 고전 광원을 포함한 모든 빛은 근본적으로 양자 역학 법칙에

자 수 측정 연산자), 그리고 〈Δ M 〉는 빛의 측정 편차를 의미한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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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오차가 작을수록 더 정밀한 계측을 의미하며, 이 간섭계 예제에서

고, ∑y→∫dy로부터 피셔정보가 계산가능하다. 피셔정보는 측정값 확

는 ф0=0일 때 계측오차 Δф가 가장 작은 값 Δф=1/√N을 나타낸다.

률분포에 의존하므로, 측정 종류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

고전 광원의 경우 계측오차를 Δф=1/√N이하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

Cramér-Rao 부등식이 말하는 바는, 측정 방법이 정해져있을때, 계

하며, 이를 표준 양자 한계라고 한다.

측오차의 최소값은 피셔정보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이다. 이때 측
정방법까지도 최적화를 하게 되면 Δф값을 더 낮출 수 있는데, 이 경
우 Δф의 최소값은 양자 Cramér-Rao bound값으로 구할 수 있게 된
다. 위와 마찬가지로 부등식을 사용해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으며

그림2. 계측과정

계측 과정은 크게 (i) 초기 상태준비, (ii) 상호작용, (iii) 측정, (iv) 추정

여기서 두번째 부등식을 양자 Cramér-Rao부등식이라 부르고, FQ

의 네 가지 단계로 나눌수 있다 [그림 2]. 앞의 예제에서 초기상태는

(ф)를 양자 피셔정보라 부른다 [2]. 양자 Cramér-Rao부등식을 사용

빛의 결맞음 상태이고 상호작용은 간섭계 내에서의 위상변화, 그리

해서 위의 예제에서 구할 수 있는 계측오차 Δф 의 궁극적 최소값을

고 측정은 빛의 세기(=광자 수) 측정에 해당한다. 다양한 종류의 추

구하면 다음과 같다.

정방법과 측정방법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계측오차 Δф값은 달라진
다. 따라서, 계측오차를 낮추기 위해서는 좋은 추정방법과 측정방법
을 선택해야 한다. 가장 좋은 추정방법과 측정방법을 선택했을때, 계
측오차 Δф의 궁극적인 최소값을 알 수 있을까?

여기서 N은 빛의 평균 광자 수를 뜻한다. 이 결과는 계측오차 Δф가
1/√N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질 수가 없음을 뜻하며, 앞선 예제에서 살

일반적인 형식적(formal) 이론에 따르면, 주어진 측정방법에 대해

펴본 표준 양자 한계와 일치한다.

서 가장 좋은 추정방법을 사용하였을 경우 Δф의 최소값은 CramérRao bound값으로 주어진다 [1]. 이를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최소 계측오차 Δфmin와 평균 광자 수 N의 관계에 따르면, 빛의 세기

같다.

를 높이면 계측오차가 줄어들고, 빛의 세기를 낮추면 계측오차가 증
가한다. 단순하게 생각할 때 아주 센 빛을 사용하면 매우 정밀한 계
측이 가능하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렇게 계측오차를 줄인다. 그러
나 때로는 센 빛으로부터 야기된 열에 의해서 측정하려는 시료나 광

이 부등식을 Cramér-Rao부등식이라 부르고, 여기서 ν는 측정 횟수

학 장비들을 구성하는 물질의 분자 구조들이 파괴되기도 한다. 그러

이며, 피셔정보(Fisher information)이라 불리는 FC (ф)는 측정결과

므로 빛의 세기를 높이는 방법은 계측오차를 줄이는 항상 좋은 방법

가 내포하고 있는 매개변수 ф값에 대한 정보의 양을 뜻하고, 아래와

이 아니다. 빛의 세기를 높일 수 없는 상황에서 계측오차를 줄일 수

같이 정의된다.

있는 방법은 있을까? 그 대답을 3 장에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2) 빛의 세기 매개변수(intensity parameter)의 계측
빛의 위상변화 계측 외에도 빛의 세기 변화 계측도 많이 사용된다.
여기서P(y|ф)은 측정값y에 대한 확률 분포이다. 만약 측정값 y가 연

이는 아주 작은 크기의 물체의 모양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미

속적인 값을 가질 경우, 확률P(y|ф)을 확률밀도함수p(y|ф) 변환하

징(imaging)기술이나, 물질의 흡수율 혹은 투과율을 정확히 알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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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할 때 흔히 사용된다. 빛의 세기변화의 계측을 위해서는 간섭계

(1) N00N state의 사용

가 원리적인 측면에서 필수요소는 아니다. 예를 들어, 그림3과 같은
단순한 상황을 생각해보자.

그림4. (a) N00N state를 이용한 양자 계측 장치도.
(b) 광자 2개의 N00N state 구현 장치도.
그림3. 고전광원을 이용한 투과율 계측

광자를 기반으로 한 양자 광원은 광자 N개의 양자 얽힘 상태
보통의 경우 2차원 구조나 3차원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이미징의 주

(quantum entanglement)인 N00N state를 사용한다.

된 목표이지만, 논의를 간결성을 위해 그림3과 같은 1차원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투과기는 T라는 빛의 에너지 투과율을 가지고 있으며, T
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진다. 레이저를 이 투과기에 입사시키면 투과
된 빛의 진폭은 T의 비율로 줄어들지만 그 상태는 여전히 동일한 종

이 상태는 N개의 광자가 경로 a에 모두 모여있는 상태 (|N〉a |0〉b)와

류의 결맞음 상태의 빛이다. 출력된 빛의 세기를 측정해서 평균값을

N개의 광자가 경로 b에 모두 모여 있는 상태 (|0〉a |N〉b)의 양자 중첩

구하면 우리는 T값을 알아낼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빛의 세기 측정

상태(quantum superposition)를 의미한다 [그림 4(a) 참조]. N00N

에 오차가 발생한다. 잡음-대-신호(noise-to-signal) 비율은 아래와

state는 위상차 ф를 가진 간섭계를 통과할 때 위상 정보를 획득하며

같이 주어진다.

이 과정을 통해 변화된 양자 상태가 처음 양자상태 (|ψ〉)와 같은 상
1

1

태에 있을 확률이 측정된다. 이 확률은 2 + 2 cos (Nф)에 해당하며 고
1

1

전적인 빛의 경우 2 + 2 cos (Nф)인 것과 비교할 때 간섭 주기가 N배
감소하고 위상 계측오차 (Δф) 또한 표준 양자 한계(1/√N)보다 작은
따라서, 기술적인 모든 전기적 잡음을 제거한 후에도 여전히 남아

1/N이다 [4]. 계측오차 1/N는 Heisenberg limit이라 불리는 양자 역

있는 잡음은 존재하며, 고전광을 사용해서는 잡음-대-신호 비율을

학이 허용하는 가장 높은 측정 정밀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N00N

NSRC 이하로 낮출 수 가 없다. 이는 고전광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근

state의 간섭 신호는 고전적인 빛보다 위상차에 더욱 민감하게 반

원적인 한계이며, 이 역시 표준 양자 한계라 부른다. 빛의 세기매개

응하여 표준 계측방법의 정밀도 한계를 넘어선 양자 계측을 가능케

변수의 계측의 경우에도 표준 양자 한계 이하의 계측이 가능할까?

한다.

그 대답을 다음 장에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N00N state는 어떻게 제작할 수 있을까? 광자 2개로 이루어진
N00N state를 구현하는 방법이 그림(b)에 소개되어 있다. 빔분할기

3. 양자 광원 (quantum light)을 이용한 계측

의 두 입구 각각에 단일 광자를 입사시키면, 양자 간섭에 의해 두 개
의 광자는 항상 같은 출구 (a또는 b)로 나오게 된다 [5]. 이 두 가지 경

1) 빛의 위상 매개변수(phase parameter)의 계측

우는 양자 중첩 상태로 존재하므로 N00N state에 해당한다. 비슷한

표준 양자 한계 이하의 계측오차를 달성하기 위해 양자광원을 사용

원리로 광자 5개까지 이루어진 N00N state가 실험적으로 구현되었

한 다양한 방법들이 현재까지 제안되었다 [3]. 본 글에서는 그 중에

다 [6]. N00N state는 가장 이상적인 측정 정밀도를 보여주지만 광

서 가장 대표적인 예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적 손실 (optical loss)에 매우 취약하고 양자 상태를 제작 및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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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효율이 매우 낮다는 단점 때문에 응용으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된다. 이때 간섭계 내의 위상을 조금 변화시키면 (ф≪1) vacuum 상

있다.

태가 p축 방향으로 αф만큼 이동하며 [그림 5(b)], 이를 측정하면 위
상변화의 정도를 계측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측 값의 오차는 vacuum

(2) Squeezed vacuum상태 사용

noise에 해당한다.

다른 방법은 전자기장을 기반으로 한 양자 광원이다. 빛을 양자 수준

이제 간섭계의 입구 b에 vacuum 대신 squeezed vacuum을 입사시

에서 관찰하면 빛의 전자기장은 고정된 값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양자

켜 동일한 실험을 해보자. 위상이 0일 때는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출

측정 법칙에 의해 어떤 분포 내에서 무작위 값을 나타낸다. 빛이 없

구 e쪽으로 모든 레이저 빛이 출력되지만, 출구 f쪽으로는 vacuum

는 진공상태(vacuum)에서도 전자기장은 0이 아니라 vacuum noise

대신 squeezed vacuum이 출력된다. 이 때 간섭계의 위상을 조금

라고 불리는 분포를 보인다 [그림 5(a)]. 고전 광원은 이러한 vacuum

변화시키면 squeezed vacuum이 이전 경우와 동일하게 p축 방향

noise보다 더 좁은 분포를 보일 수가 없고, 이로 인해서 광학 측정 장

으로 이동한다. squeezed vacuum은 vacuum보다 분포가 좁으므

치의 측정 한계, 즉 표준 양자 한계가 발생한다. 하지만 squeezed

로 이동 전후의 상태가 더 쉽게 구분되는 것을 그림에서 확인해 보

vacuum이라 불리는 양자 광원은 특정 방향에 대해서 vacuum

자 [그림 5(b)]. 즉, 위상변화에 따라 이동하는 신호의 크기는 동일하

noise보다 좁은 전자기장 분포를 가지며 [그림 5(a)], 이를 이용하면

지만 잡음이 감소하므로 신호-대-잡음 비율(signal-to-noise ratio)

고전 광원의 측정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림5(a) 나타난 vacuum

이 증가한다. 간섭계에 임의의 위상변화를 가했을 때 두 경우 어떤

과 squeezed vacuum의 분포를 비교해보자. squeezed vacuum의

측정 결과가 나타날지 살펴보자 [그림 5(c)]. 두 경우 모두 신호의 크

경우 p 축 방향으로의 분포가 vacuum 보다 좁은 것을 확인할 수 있

기변화는 동일하지만, squeezed vacuum의 경우 noise가 작기 때

다.

문에 위상변화가 더 뚜렷이 계측된다. 이 예시에서 사용된squeezed
vacuum의 빛의 세기, 즉 평균 광자 수는 1개에 불과하다.

이러한 squeezed vacuum의 특성을 광학 계측기에서 어떻게 이용
할 수 있을까? 그림1(a)에서 다루었던 Mach-Zehnder 간섭계를 빛

이러한 원리로 squeezed vacuum을 이용하면 표준 계측방법의 정

의 전자기장 측정 관점에서 살펴보자. 입구 a에는 레이저 빛이, 입구

밀도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은 양자 계측 분야의 선구자

b에는 vacuum 상태가 입사되고 간섭계 출구 f에서 출력되는 빛의

인 C. Caves가 처음 제안하였다 [7]. 현재까지 noise 감쇄가 -15 dB

전자기장을 측정한다. 간섭계의 위상이 0일때는 모든 빛이 출구 e쪽

인 squeezed vacuum이 실험으로 구현되었으며 [8], 이 경우의

으로 빠져나가고 출구 f쪽에는 빛이 없으므로 vacuum noise가 측정

squeezed vacuum은 광자 100개 보다 약한 빛이지만 고전 광원의

그림5. (a) 위상공간에서의vacuum과 squeezed vacuum. (b) 그림 1의 Mach-Zehnder 간섭계 입구 b에 (위) vacuum 또는 (아래) squeezed vacuum를
넣은 경우 간섭계의 출구 f 에서 나오는 빛의 상태. (c) 간섭계 내부의 위상을 임의로 변조 시킬 때 squeezed vacuum은 vacuum보다 정밀한 계측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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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를 30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 Squeezed
vacuum은 N00N state 와 비교했을 때 광학적 손실에 덜 영향 받고,
양자 상태를 제작하고 측정하는 효율이 100%라는 장점이 있다. 이
와 같은 이유로 squeezed vacuum은 기초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계

이 양자 상태가 가진 재미있는 특징은 한쪽 모드에서 n개의 광자가

측 분야의 응용 연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측정될 때 다른 모드에서도 동일하게 n개의 광자가 측정된다는 것이
다. 이는 두 개 모드 간의 광자 수 분포가 강하게 얽혀있음을 뜻한다.

2) 빛의 세기매개변수(intensity parameter)의 계측

이러한 양자상태는 앞서 설명한 squeezed vacuum상태 두 개를 1:1

그림3에서 일반적인 레이저 대신 양자 광원인 N개의 광자 수 상태

빔분할기(beam splitter)에서 중첩시킴으로써 제작할 수 있다. 이 상

|N〉를 입사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N개의 광자가 투과기를 통과할

태를 그림6에 나타난 장치에 입사시킨 후 투과된 빛의 광량 차이를

때, 각각의 광자들은 투과 확률 T로 투과되거나 1-T의 확률로 반사

측정하면 잡음-대-신호 비율을 표준 양자 한계 이하로 낮출 수 있다

또는 흡수된다. 최종적으로 투과된 양자상태는 아래와 같이 혼합상

[10].

태(mixed state)로 주어진다.

그림6. 광자 수 얽힘 상태를 사용한 투과율 계측방법.

이 상태의 광자 수 분포(P(n)=〈n|ρout|n〉)는 Binomial분포를 따른다.
일반적으로 Binomial분포는 Sub-Poisson분포 (푸아송 분포보다 좁
은 분포도)로 알려져 있으며, 이 경우의 잡음-대-신호 비율은 다음과

4. 연구 동향 및 전망

같다.
양자 계측방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빛을 이용한 계측은 고전 광원
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 양자 광학기술의 발달로 안정적이
며 높은 성능의 양자 광원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높은 정
레이저를 사용한 경우의 NSRC값과 비교해보면, 광자 수 상태 |N〉는

밀도의 계측장치를 제작할 수 있다. 양자 계측장치는 특히 에너지

잡음-대-신호 비율을 √(1-T) 만큼 감소시킬 수 있다. 현재 광자 수 상

가 큰 빛에 의해 시료(예: 세포, 분자, 박막 등)나 광학 장치에 열적 손

태는 빛의 세기매개변수 계측방법에서 가장 좋은 양자상태로 알려

상(thermal damage)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고전광의 빛

져 있다 [9].

의 세기를 높이는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계측방법론으로서 매우 유
용하다. 예를 들면, 최근 큰 이슈가 된 중력파 검출 장치에서는 중력

기술적인 잡음을 제거하기위해 고전광원을 사용하는 계측방법에서

파의 검출 가능 거리를 늘리기 위해 squeezed vacuum상태의 사용

종종 다중모드 계측방법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응되는 가장

을 도입 중에 있다 [11]. 뿐만 아니라, 본 글에서 소개된 양자 계측방

좋은 양자광원상태는 다중모드간에 광자 수가 강하게 얽혀있는 상

법을 응용하여 다양한 양자 센서(sensor)들(imaging, spectroscopy,

태임이 알려져 있다 [10]. 예를 들면, 이중 모드 빛의 세기매개변수

time-of-flight measure)도 개발되고 있다 [12] (예: 양자 플라즈모

계측방법에서는 쌍둥이 광자 수 상태 |N〉|N〉가 가장 좋은 상태이다.

닉 센서의 개발 [13]).

현실적으로는 쌍둥이 광자 수 상태의 생성이 어려우므로 많은 경우
에 이중 모드(two mode) 광자 수 얽힘 상태를 사용하며, 이 상태는

양자 계측방법을 실생활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결어긋남 (decoherence) 혹은 에너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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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dissipation) 과정에 대한 양자상태의 취약성이다. 양자 계측방

모 투자에 힘입어, 향후 10년은 양자기술개발연구 및 사용에 큰 변화

법을 통해 계측오차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양자상태의 양

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자적 특성들을 계측장치 내에서 잘 보호해야한다. 그러나 양자상태
는 일반적으로 결풀림 및 에너지 손실과정에 의해 양자적 특성을 빠
르게 잃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양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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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암호통신 :
양자광학의 암호학적 응용
1. 서론

2. 양자암호통신

양자광학의 발전에 따라 단일광자를 이용한 큐빗과 이들의 양자얽

도청이나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한 통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힘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양자정보처리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

현대암호 기법이 개발되었는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공개키 암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큐빗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물

호이다. 공개키 암호의 안전성은 계산의 복잡성에 기반한다. 가령,

리계 중, 이들을 장거리에서 주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광학시스템

가장 널리 쓰이는 RSA 암호의 안전성은 디지털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유일한데, 이러한 광자의 고유한 특성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져 있

큰 수의 소인수분해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어렵다는 사실에 기반

는 복수의 큐빗간 양자얽힘을 구현하고 이를 양자통신에 활용하고

한다. 하지만 계산의 복잡성에 기반한 공개키 암호의 안전성은 새로

자 하는 연구가 널리 진행되고 있다. 양자통신의 대표적인 응용 기술

운 알고리듬이나 컴퓨팅 기술 발전에 따라 위협을 받는다. 특히 양자

로는 제 3의 큐빗 상태를 멀리 떨어진 다른 큐빗에 전달하는 양자원

컴퓨터를 이용한 쇼어 알고리듬(Shor algorithm)은 소인수분해에 필

격전송 [1], 하나의 큐빗에 2 비트의 정보를 실어서 보내는 양자 밀도

요한 시간을 기존 디지털 컴퓨터 알고리듬에 비해 지수함수적으로

코딩 (quantum dense coding) [2], 그리고 도청으로부터 안전한 양

단축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쇼어 알고리듬을 구현하는 양

자암호통신 [3] 등이 있다. 본 원고에서는 가장 연구가 많이 진행되

자컴퓨터 구현은 현대 RSA 암호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었으며, 실용화에 가까운 기술로 알려진 양자암호통신을 집중적으

한다 [4].

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개키 암호와 함께 현대 암호통신의 한 축을 담당하는 비밀키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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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전성은 공개키 암호의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보장한다. 비밀

는지는 이들이 가진 정보의 일부를 비교함으로써 쉽게 검증할 수 있

키 암호의 대표적인 예로는 일회용 난수 (One-Time-Pad, OTP) 방

지만, 같은 정보를 제 3자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식을 들 수 있다. OTP 방식은 메시지의 길이와 같은 길이의 비밀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제 3자가 두 통신자가 가진 비밀정보를

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같은 비밀키를 이용하여 암호문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상황을 구현하고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을 복호화하는 단순한 형태의 암호방식이지만, 수학적으로 절대적

이를 통해 절대적인 안전성을 가지는 비밀키 분배를 구현할 수 있다.

인 안전성을 보장한다. 비밀키 암호의 안전성은 안전한 비밀키 공유

즉, 제 3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불가능성은 비밀키 분배의 절대

에 기반한다. 만약 통신자 이외에 제 3자가 비밀키를 가지면, 그 역

적인 안전성의 토대가 된다.

시 쉽게 암호를 복호화 할 수 있어, 암호통신의 안전성은 깨지게 된

제 3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불가능한 상황은 양자얽힘을 이용하

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통신자들이 제 3자의 도청을 피해서 안

여 만들 수 있다. 양자얽힘은 복수의 큐빗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고

전하게 비밀키를 나누어 가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행히

전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양자 상관관계를 말한다. 만약 두 큐빗이

도 양자광학과 양자정보 원리를 이용하면 멀리 떨어진 통신자들이

완벽한 양자얽힘 상태에 있다면, 제 3의 큐빗은 이들과 절대로 양자

안전하게 비밀키를 나누어가지는 것을 가능한데, 이를 양자키분배

얽힘을 가질 수 없는데, 이를 양자얽힘의 모노가미(Monogamy, 일

(Quantum Key Distribution, QKD)라고 한다. 이렇게 안전하게 분

부일처제) 특성이라고 한다 [5]. 두 통신자가 양자얽힘 광자쌍을 하

배된 비밀키를 현대암호통신에 적용하여 실제 암호통신을 수행하는

나씩 나누어 가지면, 이들은 큐빗상태를 측정함으로써 비밀키를 공

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양자암호통신이라고 부른다. 즉, 양자암호

유할 수 있고, 제 3자는 양자얽힘의 모노가미 특성 때문에 비밀키 정

통신은 ‘양자키분배(QKD)’와 분배된 비밀키를 이용한 ‘현대 암호통

보를 알 수 없다.

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자면, 만약 두 통신자가 양자얽힘을 나누어 가지
고 있다면, 절대적으로 안전한 비밀키 분배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2-1. 양자얽힘기반 양자키분배

다. 이제 문제는 두 통신자가 어떻게 양자얽힘 광자쌍을 나누어 가

두 통신자가 안전하게 비밀키를 분배했다는 것은 이들이 동일한 비

지고 있는지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로 귀결된다. 양자얽힘 광

밀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제 3자도 이 비밀정보가 무엇인지

자쌍 공유 여부에 대한 실험적 검증은 벨 테스트(Bell test)를 통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통신자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

수행할 수 있다 [6]. 그림 2는 벨 테스트의 가장 널리 알려진 형태인

그림 1. 양자암호통신의 구성. ①양자키분배(QKD)를 통해 ②비밀키를 나누어가지고, 이를 ③현대암호통신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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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벨 테스트 실험장치

CHSH 부등식 검증 실험을 광자의 편광으로 수행하는 실험장치를

아래와 같은 양자키분배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8].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CHSH 부등식 검증 실험은 아래와 같은

1. 비밀키를 나누어가지고자 하는 두 통신자인 Alice와 Bob은 양자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7].

얽힘 광자쌍을 나누어 가진다.
2. Alice와 Bob은 각각 임의의 큐빗 측정기저를 이용하여 단일광자

1. Alice와 Bob은 각각 양자얽힘 광자쌍의 광자를 하나씩 나누어 가

큐빗의 양자상태를 측정한다.

진다.

3. 양자상태 측정이 모두 끝난 후 Alice와 Bob은 서로가 선택한 측정

2. Alice와 Bob은 두 개의 큐빗 측정기저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기저를 공개한다.

투영측정 (projection measurement)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동시계

4. 이들이 선택한 측정기저 중 벨 테스트의 결과로 활용할 수 있는 측

수 측정장치로 측정한다.

정결과를 이용하여 벨 테스트를 수행한다. 만약 벨 테스트 결과를 통

3. 각 측정기저의 조합에 따른 동시계수 결과를 통해 벨 파라미터 S

과하지 못하면 도청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암호통신을 멈춘다.

를 계산한다.

5. 만약 벨 테스트를 통과하면, Alice와 Bob은 양자얽힘을 잘 나누어

4. 고전적인 상관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벨 파라미터 S의 최대

가진 것이고, 양자얽힘 모노가미 특성에 따라서 제 3자에 의한 도청

값은 2인 반면, 양자얽힘 광자쌍은 최대 S=2√2의 값을 가진다. 따라

위협을 피할 수 있다. 이 경우 Alice와 Bob이 같은 기저로 측정한 결

서 벨 파라미터가 2보다 크면 고전적인 상관관계를 통해서는 설명할

과를 이용하여 비밀키를 나누어가진다.

수 없는 양자얽힘을 나누어 가졌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벨 테스트 결과 벨 파라미터 S>2의 결과를 얻으면, Alice
이러한 양자얽힘의 특성과 벨 테스트를 이용하여 1991년 A. Ekert는

와 Bob은 양자얽힘을 나누어 가졌다고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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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양자얽힘 상태 투영에 기반한 양자키분배 도식도

항상 참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벨 테스트 실험 장치나 상황이 가

무관한 양자키분배 (Device-Independent QKD, DI-QKD)라고 한다

질 수 있는 허점(Loopholes)들이 존재할 수 있고, 실험결과는 양자

[10]. DI-QKD는 높은 안전성 등 우수한 성능으로 인해 수많은 이론

얽힘이 아니라 이러한 허점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실험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직까지 제대로

서 양자얽힘을 잘 나누어 가졌다는 것을 완벽하게 실험적으로 검증

구현된 적이 없다.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허점을 모두 막은 벨 테스트가 필요한데, 이

지금까지 기술한 양자키분배 방식은 두 통신자가 양자얽힘을 나누

를 Loophole-free 벨 테스트라고 한다. 만약 Loophole-free 벨 테스

어 가지고, 이를 벨 테스트를 통해 실험적으로 확인한 후, 양자키분

트 실험결과 벨 파라미터 S>2의 결과를 얻으면, 이는 Alice와 Bob이

배에 활용하는 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서로 독립적으로 만들

나누어 가진 양자얽힘에 의한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존재하는 모든

어진 두 단일광자 큐빗을 벨 상태 측정 (Bell state measurement)

허점을 막은 Loophole-free 벨 테스트는 2015년에 성공적으로 구현

를 통해 양자얽힘 상태에 투영하고, 이렇게 투영된 양자얽힘을 이용

되었다 [9].

하여 양자키분배를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11]. 그림 3은 양자얽

Loophole-free 벨 테스트에 의한 양자얽힘 분배 확인은 양자키분

힘 상태 투영에 기반한 양자키분배 방식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

배의 안전성에 큰 이점을 제공한다. Loophole-free 벨 테스트에 의

다. Alice와 Bob이 단일광자를 Charlie에게 보내면, Charlie는 벨 상

해 확인된 결과는 어떠한 실험적 불확실성을 가정하더라도, Alice와

태 측정 (Bell state measurement)를 통해 두 광자를 양자얽힘 상태

Bob이 항상 양자얽힘을 나누어 가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이

로 투영한다. Charlie가 투영된 양자얽힘 상태를 Alice와 Bob에게 알

를 이용하여 양자키분배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

려주면, 그들은 서로 사용한 기저를 비교하고 같은 기저를 사용한 경

하면 원하는대로 동작하지 않는 결함투성이 실험장치를 이용했다고

우에 상대방이 보낸 큐빗 정보를 유추함으로써 비밀키를 생성할 수

가정하더라도 양자얽힘을 잘 나누어 가질 수 있으므로, Loophole-

있다. Alice와 Bob이 보낸 단일광자의 큐빗 상태가 제대로 준비했

free 벨 테스트를 이용한 양자얽힘 기반 양자키분배 방식을 장치에

고, 양자얽힘 상태로의 투영이 제대로 구현되었다면, 이는 측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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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양자키분배 방식 비교 : 양자얽힘 방식 VS 준비와 측정 방식

그림 5. 유사 단일광자 펄스당 광자수 확률 분포

가 가지는 어떠한 종류의 결함에도 무관하게 두 통신자가 양자얽힘

다. 이는 비선형 매질에 의한 자발매개하향변환 (Spontaneous

광자쌍을 나누어 가진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따라서 이러한 양자

Parametric Down-Conversion, SPDC)나 단일광자간 양자간섭 등

키분배 프로토콜을 활용하면 측정장치의 결함에 무관한 양자키분배

을 이용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양자얽힘 광원을 시스템 수준에서 효

(Measurement-Device-Independent QKD, MDI-QKD)를 구현할

율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데에서 기인한다. 한편 양자얽힘기반 양

수 있다. 이러한 MDI-QKD는 DI-QKD에 비해 구현이 쉬워 비교적

자키분배 방식과는 다르게 Alice가 임의의 기저의 고유 상태로 단일

많은 실험 연구가 진행되었다 [12].

광자 큐빗을 준비하여 보내고 Bob은 임의의 기저로 단일광자 큐빗

2-2. 레이저기반 양자키분배

을 측정하는 ‘준비와 측정’ (Preparation-and-measurement) 양자

양자얽힘을 이용한 양자키분배는 안전하게 비밀키를 나누어 가

키분배 방식이 존재한다. 그림 4는 양자얽힘기반 양자키분배 방식

질 수 있지만 이를 시스템으로 구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

과 ‘준비와 측정’ 양자키분배 방식을 도식적으로 비교한 그림이다.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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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 측정 양자키분배는 단일광자 큐빗의 상태를 임의의 기저로 선

까지 기술이 성숙하였다.

택하여 ‘준비’하여 보내고, 이를 임의의 기저로 ‘측정’함으로써 구현

양자키분배 기술은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실용화를 위한 실환경

한다. 이후 준비와 측정을 같은 기저로 한 경우만 선택하여 (post-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몇몇 특수한 응용분야에 부분적으로 적용

selection) 비밀키를 생성한다. 따라서 양자 신호를 측정하기 전까지

되고 있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SKT가 먼저 테스트베드를 구

어떤 Basis를 이용하여 신호를 생성했는지에 대해 제3자는 알 수 없

축했고, KT도 KIST와 협력하여 실환경 테스트를 진행중에 있다. 하

고, 제3자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측정을 하는 행위를 하면 두 방법

지만 좀 더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기술

모두 동일하게 정당한 사용자인 Alice와 Bob의 양자신호들의 상관

적 이슈들이 많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양자키분배 거리, 시스템 고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오류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도화, 안전성, 네트워크, 양자인증/양자서명 등이 있다.

양자얽힘 광원을 분배한 후 각각 임의의 기저로 측정하고 이를 비교

양자키분배 거리는 단일광자 수준의 미약한 광신호를 사용하기

하는 양자얽힘 기반 양자키분배 방식과 매우 유사하며, 이상적인 준

때문에 광손실 문제에 더욱 취약하고, 따라서 일반적인 환경에서

비와 측정 양자키분배는 양자얽힘 기반 양자키분배와 동일한 수준

100km 정도로 제한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리피터, 신뢰연

의 안전성을 제공함이 알려져 있다.

계점, 새로운 프로토콜, 인공위성 기반 양자키분배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뢰연계점은 안전성 문제 때문에 임시 방편에 불

준비와 측정 양자키분배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단일광자 광원은

과하고 궁극적으로는 양자리피터의 개발이 필요하지만, 광자의 양

양자얽힘 광원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지만, 우수한 성능의 단일광자

자상태를 저장하는 양자메모리의 구현이 어려워 아직까지 기술 수

광원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실제 양자키분배 시스

준이 기초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18년 중국 연

템 구현에는 레이저를 약하게 감쇄시킨 유사단일광자 광원을 많이

구 그룹에서 발표한 인공위성 기반 대륙간 양자키분배 성공은 중요

이용한다. 유사 단일광자는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

한 전환점이 된다 [15]. 비록 인공위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응용에는

를 수동소자인 광감쇄기를 이용하여 평균 광자수가 펄스 당 단일광

제한적일 수 밖에 없지만 장거리 양자키분배 문제에 대한 가능성을

자 이하의 수준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현이 용이하다. 다

증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최근 양자리피터

만, 확률적으로 하나의 펄스 안에 두 개 이상의 광자가 존재할 확률

없이 이론상 일반적인 환경에서 500 km 이상 양자키분배가 가능

이 있기 때문에 광자개수 분배 (Photon number splitting, PNS) 공

한 Twin field (TF) QKD가 새롭게 제안되었다 [16]. 양자리피터 없이

격을 통해 정보의 유출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13]. 그림 5에서와 같

QKD의 거리 제약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고,

이 레이저에서 발생하는 신호의 광자 개수는 포아송 분포(Poisson

많은 전세계의 연구자들이 TF QKD를 더욱 발전시키는 연구 결과들

distribution)를 보이는데, 예를 들어 평균 광자 수가 펄스당 0.1 개

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17].

인 경우 펄스당 두 개 이상의 광자가 존재할 확률이 약 0.6% 정도

시스템 고도화 측면에서는 초소형 칩으로 QKD 시스템을 구현하는

가 된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Decoy 프로토콜이 제안되었

기술, 단일광자 검출기 효율을 증가시켜 QKD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

다 [14]. 비밀키를 생성하는 양자 신호들 사이에 임의로 평균 광자 수

는 기술 등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18]. 또한 양자해킹에 대한 연구

가 다른 Decoy 신호를 삽입하고 양자 신호와 Decoy 신호의 측정 성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론상 안전한 양자키분배 기술이라 할

공 비율을 확인함으로써 PNS 공격에 대한 위험을 원천적으로 방지

지라도 시스템 구현 시 Loophole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이용하

한다. Decoy 신호의 사용이 레이저기반 준비와 측정 양자키분배 방

여 양자 해킹이 가능하다는 것이 보고되었고 [19], 그 이후 시스템 구

식의 안전성을 단일광자 기반 준비와 측정 양자키분배 방식과 비슷

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킹 및 방지 기술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한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양자키분배 시스템 연구

[20]. 좀 더 다양한 응용분야에 양자키분배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는 구현의 용이함 측면에서 장점을 갖는 레이저기반 양자키분배 시

는 네트워크 연구가 필수적이다. 단대단을 넘어 일대다 그리고 다대

스템으로 급격하게 옮겨가게 되었고, 실용화 수준의 제품 개발 수준

다 양자암호 네트워크 연구를 통해 동시에 다수의 사용자들이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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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분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21].

참고문헌

양자키분배는 제3자의 도청으로부터 안전하게 암호통신을 할 수 있
는 기밀성을 보장한다. 하지만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암호통신이

[1] C. Bennett, G. Brassard, C. Crépeau, R. Jozsa, A. Peres, and W.

제공해야 할 기능이 기밀성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통신 당사자

K. Wootters, “Teleporting an Unknown Quantum State via Dual

들이 정당한 사용자들인지 인증해 주어야 하고, 보낸 메시지가 변하

Classical and Einstein–Podolsky–Rosen Channels,” Phys. Rev.

지 않는 무결성을 보장해야 하고, 암호통신 수행을 당사자가 부인하

Lett. 70, 1895 (1993).

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기밀성, 인증, 무결성, 부인방

[2] C. Bennett, and S. Wiesne, “Communication via one- and two-

지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아직 양자키분배 기술은 기밀성만을 제공

particle operators on Eistein-Podolsky-Rosen states,” Phys.

하고 있는데, 양자를 이용하여 나머지 세가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Rev. Lett. 69, 2881 (1992).

양자인증/양자서명 기술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22].

[3] N. Gisin, G. ribordy, W. Tittel, and H. Zbinden, “Quantum
cryptography,” Rev. Mod. Phys. 74, 145 (2002).
[4] P. Shor, in Proc. of the 35th Annu. Symp. on Foundations of

3. 결론

Computer Science, edited by S. Goldwasser, IEEE Computer
Society Press, Los Alamitos, California, p.124, (1994).

양자광학의 발전은 양자통신, 양자측정, 양자컴퓨팅과 같은 양자정
보처리 응용에 대한 연구분야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 중 광자의 이
동성에 기반한 양자통신은 큐빗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물리계 중
에서 오직 광자에 기반한 양자광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양자통신

[5] V. Coffman, J. Kundu, and W. K. Wootters, “Distributed
entanglement,” Phys. Rev. A 61, 052306 (2000).
[6] J. Bell, “On the Einstein-Poldolsky-Rosen paradox,” Phys. 1,
195 (1964).

연구 중에서도 이론상 무조건적인 안전성을 보장하는 양자암호통신

[7] J. Clauser, M. Horne, A. Shimony, and R. Holt, “Proposed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양자키분배 기술은 기

experiment to test local hidden-variable theories,” Phys. Rev.

초연구를 넘어서 시스템 연구를 수행할 정도로 다른 양자정보처리

Lett. 23, 880 (1969).

응용에 비해서 그 발전 속도가 빠르다. 아직 장거리에서의 양자키분
배 구현 문제, 양자해킹 등에 대한 대책, 기밀성 이외에 현대암호가

[8] A. Ekert, “Quantum cryptography based on Bell’s theorem,”
Phys. Rev. Lett. 67, 661 (1991).

제공해야할 인증/서명 기능에 대한 문제 등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9] B. Hensen et al., “Loophole-free Bell inequality violation using

많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electron spins separated by 1.3 kilometres,” Nature 526, 682

것으로 기대한다. 양자광학에서 시작된 양자통신이 가져올 미래가

(2015).

기대된다.

[10] U. Vazirani, and T. Vidick, “Fully Device-Independent quantum
key distribution,” Phys. Rev. Lett. 113, 140501 (2014).

Acknowledgement

[11] H.-K. Lo, M. Curty, and B. Qi, “Measurement-DeviceIndependent Quantum Key Distribution”, Phys. Rev. Lett. 108,

This work was supported by ICT R&D program of MSIP/IITP
(B0101-16-1355).

130503 (2012).
[12] Y. Tang, “Measuremenet-device-independent quantum key
distribution over 200km,” Phys. Rev. Lett. 113, 190501 (2014).
[13] G. Brassard, N. Lűtkenhaus, T. Mor, and B. C. Sanders,
"Limitations on practical quantum cryptography," Phys. Rev.

044

K-LIGHT
April 2019

Lett. 85, 1330 (2000).

hacking by wavelength control using an external laser", Opt.

[14] W.-Y. Hwang, “Quantum key distribution with high loss:
toward global secure communication,” Phys. Rev. Lett. 91,
057901 (2003).
[15] S.-K. Liao et al., "Satellite-Relayed Intercontinental Quantum
Network". Phys. Rev. Lett. 120, 030501 (2018).

양자암호통신:
양자광학의 암호학적 응용

Express 25, 11124 (2017).
[21] Bernd Frőhlich, James F. Dynes, Marco Lucamarini, Andrew
W. Sharpe, Zhiliang Yuan & Andrew J. Shields, “A quantum
access network” Nature 501, 69 (2013).
[22] Min-Sung Kang, Jino Heo, Chang-Ho Hong, Hyung-Jin

[16] M. Lucamarini, Z. L. Yuan, J. F. Dynes, and A. J. Shields,

Yang, Sang-Wook Han, and Sung Moon, "Controlled mutual

“Overcoming the rate–distance limit of quantum key

quantum entity authentication with an untrusted third party",

distribution without quantum repeaters” Nature 557, 400

Quantum Inf. Process. 17, 159 (2018).

(2018).
[17] Z.-W. Yu, X.-L. Hu, C. Jiang, H. Xu, and X.-B. Wang, “Sendingor-not twin-field quantum key distribution in practice,”
arXiv:1807.09891 (2018).
[18] P. Sibson, et al., “Chip-based quantum key distribution,”
Nature Comm. 8, 13984 (2017).
[19] L. Lydersen, C. Wiechers, C. Wittmann, D. Elser, J. Skaar, and
V. Makarov, “Hacking commercial quantum cryptography
systems by tailored bright illumination,” Nat. Photon. 4, 686
(2010).
[20] M
 in soo Lee, Min Ki Woo, Jisung Jung, Yong-Su Kim, SangWook Han, and Sung Moon, "Free-space QKD system

저자 약력

김용수

문성욱

2012년 POSTECH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2013년까지 NIST에서

1986년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89년부터 한국과학기술

Guest researcher로 근무하였다. 2013년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

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정보연구단에 재직 중이다.

한상욱
2006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픽셀플러스, 삼성종합
기술원을 거쳐 2012년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정보연구단에 재직
중이다.

045

쉼터 / 이별 앞에서
/ 글 주병권 _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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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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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미터도 채 안 되는 당신과 나의 거리가
왜 이리 멀게만 느껴지는지요
흰색 정물들에 안개가 서린 것도 안닌데
내 시야는 왜 이리 흐려지는 지요
지난해 7월, 소중한 이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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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걷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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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게 보이지만
머나먼 길

요즘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쉽게 투자
와 관련한 광고문안들을 접하게 된다.
‘저금리 시대의 최고의 선택’, ‘색다른 시각의 투자’, ‘다채로운
수익창출의 기회’, ‘안정적이면서 매력적인 수익 추구’ 등, 여유
자금이 있는 데도 이런 곳에 투자하지 않으면 마치 손해라도
보는 것처럼 광고 Copy가 자극적이기 그지없다.

실제로 은행에는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넘쳐나고, 증권사는 부
동산 침체기와 저금리 시대의 유일한 대안으로 주식을 이야기
하고 있으며, 부동산 관계자는 각종 규제 때문에 지금은 부동
산이 매력이 없는 듯 보여도 부동산이 언제 배신을 한적 있더
냐고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렇듯 광고나 투자를 제안하는 내
용만 놓고 보면 ‘여유자금이나 목돈을 가지고 특정한 곳에 투
자만 하면 쉽게 부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과거엔 높은 금리의 은행상품에 넣어만 두면 목돈이 되던 시
절도 있었고, 주택청약저축 등에 가입하여 청약이 당첨되면 내
집 마련의 꿈도 실현할 수 있었던 好시절도 있었다. 그렇지만
현재는 연 2% 이하의 저금리와 치솟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
여 알뜰하게 은행에 저축을 한다고 해도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에 투자를 유인하는 이런 광고들이 난무한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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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해도 어려움이 따른다.

는 업종이나 회사 등에 직접 투자하기도 한다.

첫째,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둘째,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거니와

Q3. 주식투자의 목표 수익률은?

셋째, 어렵게 모은 목돈을 한방에 날릴 위험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주식투자의 기대수익률은 투자하는 금액과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식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테크

여타의 재테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거나 추구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하는 경향이 있다.

적은 금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비교적 다른 투자방법보다 쉽고,
우량기업의 주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

Q4. 투자 시 손실에 대한 감내수준과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방

문이다.

법은?
주식투자는 목돈이든 적은 돈이든,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

1995년 증권사에 입사해서 약 25년간 주식거래를 하고 있는 입장에

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므로 애당초 손실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는 분

서 주식을 통한 재테크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가깝게 보이지만 머

들이 많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경

나먼 길”이라고 생각한다. 눈에는 제법 가까워 보이지만 막상 다가가

우가 많다.

면 멀리 떨어져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Q5. 왜 내가 주식을 사면 떨어지고, 팔고 나면 올라갈까?
주식의 매매원칙은 비교적 쉽고 간단하다. 이름이 잘 알려진 우량한

그렇게 좋아 보이던 주식도 막상 내가 사면 ‘이걸 왜 샀나?’ 싶을 정

회사의 주식을 사서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도로 해당 주식이 나빠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팔았더니 ‘괜히 팔

오를 때 팔면 된다.

았나?’ 싶을 정도로 다시 좋게 보인다는 분들이 많다. 변동성이 없어
서 팔았더니 급등을 하더라는 분들도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요즘은 비대면 온라인거래에 대한 주식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
는 증권회사도 많아서『주식을 통한 재테크』비중은 날로 커질 것으로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1)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

보이므로, 이번 기회에 주식을 통한 재테크에 대하여 언급을 해 보고

를 시작하고, 2)다른 사람과 달리 난 운이 좋으므로 투자에 성공을

자 한다.

할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3)높은 기대수익률을 생각하고 있
고, 4)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 없으며, 5)날마다 상승하

Q1. 주식을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이 많을까? 실패한 사람이 많을까?

는 주식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실제로 주식을 하는

그래서 처음에는‘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투자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십중팔구는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을 한다. 비

원금을 찾기 위해서’ 주식을 하고 있다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물

교적 쉬운 투자라고 생각하는데도 이익을 보는 사람보다는 손해를

론 과거의 실패를 경험 삼아 주식관련 공부에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

보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단순히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서 실패 확률을 줄이거나 성공을 할 수 있다면 주식투자로 성공한 사

Q2. 주식투자 시 투자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

람이 실패한 사람보다 훨씬 많아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애석하게도

과거엔 증권사 직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온라인 직접거

주식투자에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래가 되면서부터 본인이 직접 종목을 선정하는 비중이 높아졌으며,
증권방송, 경제신문, 온라인 투자정보 사이트, 주변 지인 등을 통해

지난 경험을 비추어볼 때 주식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

서 종목을 받아서 투자를 하거나, 극 소수이긴 하지만 본인이 잘 아

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 물론 이를 거창하게 투자습관이나 원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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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쉽게 이야기를 해 보면, 1)기대 수익보다

성이 높은 업종 중에서 본인이 가장 잘 아는 회사를 위주로 주식을

는 위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하고, 2)욕심보다

투자한다면 주식으로 재테크를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는 적정 수익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하며, 3)투자하는 종목에 대한 투

오늘도 주식투자로 잃은 원금을 되찾겠다는 생각으로 당장 상승하

자 이유가 명확해야 하고, 4)예상과 다르게 변동했을 때 빠르게 대처

는 종목에만 휘둘리는 투자자들을 보면서,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명

해야 하며, 5)매도한 주식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

확한 원칙과 마인드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운 좋게 돈을 벌기도 하지

급등주, 테마주 등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주식들은 단기

만 그만큼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경계하게 된다.

간에 수익도 크게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제때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으므로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누군가 내게 저금리 시대 재테크 수단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투자처
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답할 것

주식에 투자하고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

이다.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본인이 가장 잘 아는

하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 우량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

회사를 위주로 투자한다면 여전히 성공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은

들이 많은데, 그것은 주식의 매수가격, 업종 전망, 매출액 및 영업이

것이 주식투자다.

익 등에 따라 다른 것이지 장기투자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은 아니기에 적정 수익이 나는 경우 이익을 실현하는 것도 방법이다.

오늘도 주식 투자자들은 글로벌 경제의 침체를 걱정하면서 미국과
중국간 무역협상을 주시하고, 미국과 북한의 정상간 대화 재개를 고

무엇보다 본인이 가장 잘 아는 업종과 기업에 대하여 투자할 것을 권

대하고 있지만, 뉴스에서는 국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

유한다. 해당 기업을 명확하게 알고 투자를 해야 주가 상승과 하락의

다는 어두운 소식만 들린다. 투자하기에 참 어려운 시절이다. 하지만

원인을 이해하기 쉽다. 해당 기업의 주가의 가치에 비해 현재 가격이

늘 기회는 위기일 때 찾아왔고, 불황일 때 투자가 성공을 거두는 경

현저하게 싸다고 판단될 때 주식을 매수하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

우가 많았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헐 값에 산 물건이 투자성과가 제

매수하여 보유한 주식이 영업성과 지표가 하락하는 등 향후 성장이

일 높지 않았나?

의심이 되는 경우라면 손실을 보더라도 과감하게 매도를 하는 용기

주식투자는 분명 가깝게 보이지만 머나먼 길이다. 그렇지만 기본적

가 필요하다. 반대로 향후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좋아져서 상승 추세

인 지식과 원칙만 고수한다면 - 그래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한다면 -

에 있는 경우에는 영업성과 지표가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지속적

머나먼 길의 끝은 우리가 기대했던 해피 엔딩이 아닐까?

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보유하는 인내도 필요하다.
싸게 매도하거나, 손해를 보고 매도한 주식이 팔고 났더니 급 상승하
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런 경우에 억울하기도 하고, 조금만 더 들고
갔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매도를 할 시점
에 해당 주식을 반드시 매도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면 결과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이번에는 수익을 못 냈어도 기회는 또 올 것이기 때문
이다.

가치투자의 大家 ‘워런버핏’의 투자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다”라고
한다.
본인만의 명확한 투자원칙을 고수하고, 주식가격이 회사의 가치보
다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생각될 때가 매수시점이며, 향후 성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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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GHz급 단일광자 검출기

상용 암호화 시스템

IDQ Korea는 2018년 10월 1일 SK텔레콤 Quantum Tech. Lab이 분

양자암호기술 중에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단일광자검출기술은 다양

사한 회사입니다. SK텔레콤 Quantum Tech. Lab은 5년여간의 준비

한 센서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광자 하나하나를 검출할 수 있는

기간을 거쳐 지난 2011년 10월 1일 설립되었으며 양자암호시스템,

이 기술은 안개가 끼거나 비가오는 날에도 활용할 수 있는 라이다에

양자순수난수생성칩 및 Ion Trap 기반의 양자컴퓨터 핵심기술을 개

활용될 수도 있으며, 또한 조류독감등을 판정할 수 있는 디바이스에

발해왔습니다.

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5G시대를 맞이하여 양자암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

IDQ Korea는 현재 일부는 이미 우리가 마주하고 있고, 향후 다가올

라 2001년부터 양자암호기술을 개발해온 스위스 전통의 IDQ사

Quantum ICT세상에서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를 인수하여 Quantum Tech. Lab을 분사 후 합병하여 현재의 IDQ
Korea가 완성되었습니다.
IDQ Korea는 지난 8년간 양자암호시스템 개발 및 LTE/5G 망 적용
등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용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양자난수생성칩을 개발하여 판매중에 있
습니다.
최근 들어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및 인텔 등에서 개발 중인 양
자컴퓨터를 적극적으로 개발 중에 있어서, 현재의 RSA방식의 암호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58번길 6

화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양자컴퓨터에 안전한 암호

전화 : 031-608-3713

방식은 크게 양자암호와 Post양자암호로 나뉩니다. IDQ Korea의 경

팩스 : 031-608-3710

우 양자암호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Post양자암호에서 필

IDQ Korea R&D 총괄책임자 : 조석범

수적인 양자난수생성칩을 보유함으로써 향후 양자컴퓨터에 안전한

홈페이지 : www.idquantique.com

암호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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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동정

한국광학회 2019년도 동계학술대회가 2월20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횡성 웰리파
크에서 개최되어, 약 600여명의 국내외 학자 및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교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미국광학회 부회장 Connie Chang-Hasnain 교수, IBS 초
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 남창희 단장, 한양대학교 송석호 교수의 총회초청강연, 8개의 구두
세션, 포스터 세션, 2개의 단기강좌, 8개의 hot-topics 소개 강연, 8개의 특별 심포지움, 광산
업 세미나, 여성 광과학자 교류의 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27개 업체가 참석
한 OptoWin 2019 전시회도 함께 개최되었다. 특히 미국광학회 부회장이신 Connie ChangHasnain 교수님께서 총회 초청강연뿐 아니라 Women in Optics 세션 강연으로 자리를 빛내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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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윤 교수는 광통신의 핵심 요소인 광섬유 분야에서 40여 년
동안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는 기초연구로부터 광통신과 센서
등 실질적인 응용에 이르기까지 이 분야를 선도하는 연구 업적
을 쌓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석학으로 기술향상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9년 60회 3·1 문화상을 수상하였다.
교수님이 수행한 다양한 연구 중 특히 소수 모드 광섬유 소자,
광섬유 음향광학소자, 광섬유 레이저의 특성을 활용한 광센서
등은 이 분야에서 최초로 제안하고 구현된 것들로 현재 Google
Scholar 기준으로 1만 회 이상의 인용 횟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학술적 영향이 지대하다. 특히 김 교수님이 직접 창업했던
FiberPro와 Novera Optics에서 이들 결과를 상용화하여 학술
적 기초연구와 실제 응용의 바람직한 연결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밖에도 여러 국제 학술지의 편집위원, 주요 학술대회 조직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한국 광학회’의 포토닉스 분과와 IEEE
Photonics Society의 한국지부를 설립하는 한편, 2010년에는
‘한국 광학회’ 회장으로 봉사하는 등 우리나라의 광학 분야 발전
에 크게 기여했다.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아 50여명의 박사를
양성하였으며, 이들은 국내외 연구 기관과 산업체 등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기초연구본부 자연과학단장에 고도경 GIST 교
수를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연구재단 자연과학단장은 자연과학단 소관 지원사업의 평
가관리와 기획 및 정책수립, 진도점검 및 성과활용 촉진, 연구동
향 조사·분석 등 업무 수행을 2년간 담당한다. 새롭게 자연과학
단장에 선임된 고도경 교수는 1985년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
하고 서울대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박사 학
위를 받은 뒤 바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전신인 한국원자력연구
소에서 2003년까지 연구원을 지냈다. 2003년 1월 GIST 물리·
광과학과 교수로 부임한 뒤 GIST 고등광기술연구소 광공학연구
부장, GIST 대학장, 한국광학회 부회장, 한국연구재단 자연과학
단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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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일정
Generating
High-Intensity,
Ultrashort Optical
Pulses
일시 : 2019년 7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연사 : Prof. Donna Strickland (University of Waterloo, Canada)
주최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관 : 서울대학교, 한국광학회

Abstract

Biography

With the invention of lasers, the intensity of a light wave

Dr. Donna Strickland is one of the recipients of the

was increased by orders of magnitude over what had

Nobel Prize in Physics 2018 for co-inventing Chirped

been achieved with a light bulb or sunlight. This much

Pulse Amplification with Dr. Gérard Mourou, her PhD

higher intensity led to new phenomena being observed,

supervisor at the time of the discovery. She earned her

such as violet light coming out when red light went

PhD in optics from the University of Rochester and her

into the material. After Gérard Mourou and I developed

B. Eng. from McMaster University. Dr. Strickland was

chirped pulse amplification, also known as CPA, the

a research associate at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intensity again increased by more than a factor of

Canada, a physicist at Lawrence Livermore National

1,000 and it once again made new types of interactions

Laboratory and a member of technical staff at Princeton

possible between light and matter. We developed a laser

University. In 1997, she joined the University of Waterloo,

that could deliver short pulses of light that knocked the

where her ultrafast laser group develops high-intensity

electrons off their atoms. This new understanding of

laser systems for nonlinear optics investigations. She is

laser-matter interactions, led to the development of new

a recipient of a Sloan Research Fellowship, a Premier’s

machining techniques that are used in laser eye surgery

Research Excellence Award and a Cottrell Scholar Award.

or micromachining of glass used in cell phones.

She served as the president of the Optical Society (OSA)
in 2013 and is an OSA F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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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cs and Photonics Congress 2019

The 30th Anniversary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 Optical Society of Korea Summer Annual Meeting
* OSK-OSA-OSJ Joint Symposia
일정_ 2019년 7월 14일(일) ~ 17일(수)
장소_ 부산 벡스코(BEXCO) 컨벤션홀

총회 초청강연(Plenary Presentations)

Yunwoo Lee

Jacobus M. Oschmann

Thomas Milner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Space Optics for High Resolution Satellite
Cameras

SPIE President, Retired from
Ball Aerospace & Technologies Corp., USA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SA

TBA

TBA

※ 2019년도 분과 행사 일정

4월

5월

* 2019년도 제29회 광기술 워크샵
(24~26일, 충남 안면도 리솜오션캐슬)
* 제18회 첨단레이저 및 레이저응용 워크샵(ALTA 2019)
(15~18일, 제주 서귀포 칼호텔)
* 제26회 광전자 및 광통신 학술대회(COOC 2019)
(3~5일,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

6월

* 제2회 양자정보 학술대회
(17~18일, 성균관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 오디토리움)

8월

* 2019 차세대 리소그래피 학술대회
(21~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 The 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crowave/

9월

THz Science and Applications(MTSA 2019)
(9/29~10/3, 부산 한화리조트 해운대 티볼리)

11월

* Annual Biophotonics Conference 2019(ABC 2019)
(1~2일,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한국광학회

OPT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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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안/내
사단법인 한국광학회 회원구분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에 따라 정회원, 학생회원으
로 구분하며, 기업체를 위한 특별회원과 도서관과 같은 자료실을 위한 단체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 개인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한국광학회 홈페이지 회원

특별회원 가입안내

과 연회비 납부 의무가 있는 한국광학회 정식 회원 (정회원/학생회원)
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학술

가입대상

지/발표논문 검색과 광 전문가 활동, 회원 조회 등 학회의 유용한 회원

한국광학회 목적사업에 기여하는 기업체

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연회비
100만원

2. 일반회원
- 학생회원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광학 및 관련 분야를 수학하고 있는 자
- 정 회 원 : 광학에 관심을 가진 개인으로 4년제 대학과정을 수료한 후
광학 및 관련 분야에서 연구 혹은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년제 대
학을 이수한 후 광학 및 관련 분야에서 연구 혹은 실무경력이 4년 이상
인 자 또는 연구 혹은 실무경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이사
회에서 인정되는 자

특별회원 가입 시 받는 혜택
•연간 6회 발행되는 국문지(한국광학회지)와 영문지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COPP), 학회 주관 국내
외 학술발표회 프로그램과 학회정보를 보내 드립니다.
•한국광학회,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 한국광학기기
산업협회(KOPHIA)가 공동 발행하는 광융합분야 매거진

3. 특별회원

(K-LIGHT)을 보내드립니다.

-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사업에 기여하는 기업체, 단체
- 연간 6회 발행되는 국문지(한국광학회지), 영문지(Current Optics and

•동·하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광고게재료 및 광학기기 전

Photonics, COPP), 학회 주관 국내외 학술발표회 프로그램과 학회정보

시회 참가비를 20% 할인해 드리며, 최대 2명까지 무료

를 발송해 드립니다.

로 등록해드립니다.

- 한 국광학회,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KOPHIA)가 공동 발행하는 광융합분야 매거진(K-LIGHT) 무료로 발송

•한국광학회 홈페이지 특별회원 리스트에 회사정보를 무
료로 등재해 드립니다.

해 드립니다.
- 동·하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광고게재료 및 광학기기 전시회 참가비를

•한국광학회에서 주최하는 산학연 간담회 초청장을 보내

20% 할인 및 무료 등록(최대 2명)해 드립니다.
- 한국광학회 홈페이지 특별회원 리스트에 회사정보를 무료로 등재해 드
립니다.
- 한국광학회에서 주최하는 산학연 간담회 초청장을 보내드립니다.

드립니다.

가입 방법
•홈페이지(http://www.osk.or.kr) 접속하여 특별회

4. 단체회원

원가입 클릭

-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비영리 학술단체 또는 기관
- 연간 6회 발행되는 국문지(한국광학회지), 연간 6회 발행되는 영

•계좌이체를 이용한 회비 납부

문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COPP)와 광융합분야 매거진

예 금 주 : (사단)한국광학회

(K-LIGHT)를 보내드립니다.

계좌번호 : (씨티은행) 102-51243-242

한국광학회

OPTICAL SOCIETY OF KOREA

+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원/사 가/입/안/내
가입대상
한국광산업진흥회 설립취지와 목적 및 정관에 동의하며 현재 광산업체를 운영 중에 있거나,
광산업에 관심이 있어 본회의 회원사로 가입을 희망하시는 업체)

회비_
입회비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부과기준 (만원) : 대기업 200, 중기업 100, 소기업 50
→ 입회비의 납부는 회원사 가입신청서 제출 시 본회에서 납입계좌를 안내하며, 입회비는 회원사 가입시 1회만 납부

연회비 : 전년도 법인결산 결과 총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매출액
(억원)

~10
미만

10~20
미만

20~50
미만

50~70
미만

70~100
미만

100~200
미만

200~500
미만

500~
1,000미만

1,000~
3,000미만

3,000
이상

연회비
(만원)

80

100

140

200

280

350

420

600

1,200

3,400

연회비 면제 및 경감 기준
1. 기본원칙 : 총매출액 기준
2. 연회비 면제 : 광산업체를 신규로 창업한 회원사로서 매출이 없는 경우, 창업 당해년도에 한해서 면제
3. 연회비 경감
- 연회비를 연납(일시납)할 경우 연회비 10% 감면
- 광산업과 타업종이 혼합되어 있는 회원사
전체 매출액으로 연회비를 산정한 후 광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거 경감
→ 전체 매출액 중 광매출액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 50% 감면
→ 전체 매출액 중 광매출액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 30% 감면
- 광산업체로서 총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인 회원사 중 다수의 사업자 단체에 중복하여기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회원사
→ 1~3개 협회 가입회원 : 40% 범위내 경감
→ 4개 이상 협회 가입회원 : 50% 범위내 경감
- 매출액 비율과 타 협회 중복가입에 따른 경감 등 이중경감은 적용 배제
- 상기 기준에 의하여 경감시, 최소 연회비 기준 이하 경감 불가

◆ 회원사는 한국광산업진흥회 발전을 위해 회비 이외에 찬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가입문의
• 한국광산업진흥회 정책기획부 김현호 팀장
• 전 화 : 062-605-9611 E-mail : h2k1103@kapid.org

한국광산업진흥회

KOREA ASSOCIATION FOR PHOTONICS INDUSTRY DEVELOPMENT

K-LIGHT 광고 및 구독 안내

구분

금액

표지 4

신청 불가

표지 3

100만원(부가세 별도)

표지 2

100만원(부가세 별도)

내 지

80만원(부가세 별도)

내 지

1/2쪽 광고 40만원(부가세 별도)
1/4쪽 광고 20만원(부가세 별도)

내지1

표지2

표지3

표지4

K-LIGHT가 한국광학회와 한국광산업진흥회의 공동발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K-LIGHT는 국내 광학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집위원들이 최신 기술 동향과 정책, 뉴스를 여러분께
제공하며, 한국광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게재를 희망하시는 업체는 한국광학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구독 및 광고문의
K-LIGHT : 02-3452-6560
osk@osk.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