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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컴퓨터 및 양자암호통신 



영국 (18C) 

미국 (19C) 

전기의 발명: 1881 (최초발전소, 뉴욕) 



모바일인터넷, 사물인터넷, 무인차, 빅데이터, 센서, 등 

미국 (20C) 

미국? 



알파고 vs. 이세돌 
2016.03.09~15 



Deep Mind: D. Hassabis 등 3인이 창업 (영국, 2011)  구글 인수 (2014) 
                                                   이세돌 vs. 알파고 대결 (2016) 

• 뉴로모픽컴퓨팅(소프트웨어): 인간 신경망을 본뜬 컴퓨팅 

네이처 (2016. 1.28) 



• IBM 딥블루(Deep Blue) vs. 카스파로프(Га́рри Ки́мович Каспа́ров) 
 - 1996 인간승리  
 - 1997 기계승리 

수퍼컴(12수) 

Каспа́ров (10수) 



알파고 알고리즘:  
   - Deep Learning: 정보의 취사선택 + 적정조합 
   - Monte Carlo Tree Search (게임프로그램): 이득(Value) + 정책(Policy)  
   - 경험과 모방 
   - 바둑(Go) 컴퓨터 알고리즘 네이처에 발표: 2016. 1 
 

• 인간 뇌:  
   - 1000억개의 뉴런(신경세포) 
   - 100조개의 스냅스(신경망) 
   - 정보량: 2 PB (2천조바이트) 
 





인공지능: AI  
   - 인간지적능력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 
   - 하드웨어(수퍼컴 혹은 분산컴) + 소프트웨어(딥러닝 알고리즘) 
   - 방법: 인간의 신경계 모방  뉴로모픽(뇌과학+컴퓨터) 
 

• 약한 인공지능: 지시에 의한 AI; 주관적 판단능력 결여 
   - 왓슨, 알파고 등 현재 모든 AI 
   - 현재 하드웨어(디지털컴퓨터)로 제한! 
 

• 강한 인공지능: 주관적 판단능력으로 자기진화가 가능 
   - 터미네이터, 채프 
   - 하드웨어 (양자컴) + 소프트웨어 (양자알고리즘) 
 

• 초 인공지능: 인간위에 군림 
   - Skynet (Terminator); Ted (Oblivion) 

Ted: 영화 Oblivion 







AI 활용영역: 증권, 의료, 법조, 문학, 미술 



상용 AI: 약한 인공지능 
 

- IBM 딥마인드 (1996 체스 패) 
- IBM 딥블루 (1997 체스 승) 
- IBM 왓슨 (2011 제퍼디 승) 
- Google 알파고 (2016 바둑 승) 

 
- IBM 로스: AI 변호사 
- Google 딥드림: AI 화가 
- Microsoft 테이: AI 채팅봇 
- Apple 시리: 자연언어처리 AI 
- Facebook 딥페이스: 얼굴인식 AI 
- Amazon: Offline warehouse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 주어진 과제에 대한 경험(측정, 수행)을 통해 성능(가치, 이득)을 높이는 것 
- 최적화 문제: (계산)시간과 (컴퓨팅)자원  
- Complexity problem in Computer Science: NP Class 
      Ex. 체스/바둑, 기상/천문, 분자거동, 신약, 등   



Complexity class: Computer Science  

BQP: Bounded-error Quantum Polynomial time 
NP: Nondeterministic Polynomial time 

P: Efficient & fast 



Why Quantum Computer? 

 비약적 속도개선을 위해! 
 디지털컴퓨터로 불가능한 문제를 풀기 위해! 





Qubit: Basic building block: 

Qubit: 
 

|𝜳⟩ =
𝒂|𝟎⟩ + 𝒃|𝟏⟩

𝟐
 



Quantum Superposition 

1000 bit representations: 1 out of 21000 (=10300) 
          vs. 
Superposition of 1000 qubits: 21000=10300 states, at once  



Quantum Entanglement: E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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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Why Quantum Computers? 
  A1: To solve computation problems beyond P class! 
  A2: To simulate quantum systems 
  A3: For quantum communications 
  A4: For AI  양자인공지능 
  A5: For quantum cryptography 

Quantum speed-up: 
 Shor’s prime number factorization 
 Grover’s data search algorithm 

Quantum computer 



Why Quantum Cryptography? 

 무조건적 보안을 위해! 

Quantum Communications 



Cryto-system 

Public-key Secrete-key 

RSA One-time-pad 

Depends on calculation time of Eve 
No sure about fast algorithm exists 
Quantum computer obsolete RSA 

Must share a common secrete key 
Must use only one time 
Length of message = length of key 
Needs a secrete channel  
for key distribution 

암호체계 

양자암호 

Unconditionally secure! 



• 현재 암호방식: 공개키 (RSA) 

NP에 기초: 소인수분해 



• Uncertainty Principle 
• No Cloning Theorem 
• Quantum Entanglement 

양자 암호방식: 비밀키 



[E. Heisenberg] 

양자상태의 변경없는 관측은 불가능하다! 

양자암호의 기초토대 

양자상태: qubit  

I. Classical: ∆r∆p = 0 II. Quantum: ∆r∆p ≠ 0 

[∆r  0, ∆p  ∞] [∆r  0, ∆p  0] 

Uncertainty Principle 

2/≥∆∆ px

2/≥∆∆ tE

http://www.physicsweb.org/objects/world/14/12/8/pw1412081.gif


• QKD 
• QSDC 

• Conjugate variables 
    (Uncertainty Principle) 

* Zbinden et al., Appl. Phys. B 67, 743 (1998) 

[BB84] 



B92: Bennett et al, PRL 68, 3121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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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e Bob 
Q. Channel 

[B92] 



• QKD security depends on completeness of quantum mechanics: entanglement 
• Test of eavesdropping: by performing Bell measurement (CHSH, PRL 23, 880 (1969)) 

- Uncertainty principle + Entanglement 
- Unlikely attenuated QKD, entanglement based QKD is immune to beam splitter attack. 

Alice Bob 

EPR source 

entangled pair 

classical channel 

secret 
key 

secret 
key 

01001 01001 

[Scheme for entanglement-based QKD] 

[E91] 



, PRA 62, 062306 (2000) 

• CV QKD Protocol:  
 - Gaussian coherent light based (x+ip) 
1. Alice randomly choose  
     x (amplitude) and phase (p), and 
     sends the coherent state |a+ip> to Bob. 
2. Bob measures randomly either x or p 
3. Alice and Bob distills their data for the key 

[cv qkd scheme] 

[cv] 



[QSDC] 

기존의 양자암호와는 달리  
시스템까지도  
무조건적으로 보호! 

Sci. Rep. (2017 예정) 



빅데이터 

기계학습 

암호 

왜 양자컴퓨터? 



NASA/Google: 양자컴퓨터 도입 



구글/나사: 양자인공지능센터 
 - 2015년 NASA와 공동설립 
 
- Quantum Computer 
- Deep Neural Network 





Quantum Tunneling 

- SQUID Quantum computer: 초전도기반 양자컴퓨터 
- D-Wave: 양자시뮬레이터 

•  128 qubit (2010) 
•  512 qubit (2013) 
•   1097 qubit (2015) 



D-wave 성능 
디지털컴퓨터 

D-Wave 



초전도기반 범용 양자컴퓨터 칩 
(9 qubits) 



양자기계학습: Quantum Machine Learning 



Google: 10년내 현재 기계학습은 사라지고 양자기계학습만 살아남을 것이다. 



• 양자기계학습: 방대한 데이터의 양자화가 필수 
• 본 논문의 의미: 데이터의 양자화 없이 추론의 양자화만으로도 이득이 가능! 

•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고전 디지털)  
     Quantum Machine Learning 
     Quantum AI (양자인공지능) 



1st Crossing 

2nd Crossing 



양자컴퓨터 산업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 Google 
- IBM 
- Microsoft 
- Rigetti 
- Quantum Circuits 
- IonQ 



Thank you! 

For more info.: 
   - http://pipgis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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