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자정보처리연구실 Photon Information Processing Laboratory 

연구실소개 

• 존재목적: 기초물리학  한계극복 원천기술 확보  미래학문분야 개척  인류문명사적 이정표 수립 기여 

• 학문분류: 비선형양자광학(물질-빛 상호작용)  느린빛과 물질통제 

<연구분야> 

• 현재기술 한계극복: 무어의법칙(Intel CPU), Diffraction limit(l), Coherence(l), Sensing(SNR), etc. 

     - 광컴퓨터/연상컴퓨터: THz속도 광정보처리, 실시간 패턴인식, 약한인공지능(stand alone I-robot, dron) 

     - 수퍼비전: 실시간 광의료진단/치료, 실시간/장거리 수중정보처리/통신, 잠수함 실시간 탐지/인식/요격 등 

• 나노포토닉스(나노공학): 광학-전자/반도체, 광학-통신, 광학-의생명 등의 융합학문 

    - 고전물리법칙의 한계돌파: 미시세계(sub-m)+거시현상(imaging, sensing), SPP등 

    - Optomechanics:  음파-양자광학 융합 학문  sensing. 중력파검출, 실시간 수중정보처리, 관성항행  

• 양자공학: 21C 지배학문(예: 양자컴퓨터, 인공지능 등)  

    - 양자컴퓨터: NP solution을 목적 (예: quantum simulation, 최적화-체스/바둑, traveling salesman 등) 

    - 양자암호통신: 무조건적 보안을 담보한 미래 보안통신 기술(conjugate variables+불확정성원리) 

    - 양자네트워크: 양자컴퓨터와 양자통신이 결합된 양자정보공학 최종단계로써 현재 네트워크의  

                            미래 양자공학 버전 

    - 양자인공지능: 알파고를 원숭이에 비교할때(약한인공지능: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인간에(강한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초인공지능(Artificial Super-Intelligence) 

          해당하는 것으로써, 영화 터미네이터(1984)의 skynet와 Oblivion(2013)의 Tet가 그 예가 될 것임  

          관련영화: Terminator(1984/1991/2003), Total Recall(1990/2012), A.I.(2001), I. Robot(2004), 

                         TRON (2010), Oblivion(2013), Elysium(2013), Transcendence(2014), Chappie(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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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융합연구 및 비전 

글로벌인재양성 국제협력 인류복지향상 

양자비선형: 
-양자정보처리 
-양자정보통신 
-수중정보처리 
-광연상컴퓨팅 

나노광학: 
-광컴퓨터 

-광집적소자 
-SPP 

-OptoMech 

의료이미징:  
-느린빛 UOT 
-원격 광의료 
-광진단/치료 
(Theranostics)   

주요 수행 연구과제 (주요과제경력) 주요논문 (대표실적) 

주요특허 주요연구시설 

- 미래부 양자통신사업, 2015~2019 
- 미래부 리더연구사업(창의), 2006~2015  
- 방통위 양자암호사업, 2012~2015 
- 교과부 ERC, 2003~2006 
- 과기부 창의연구사업, 2000~2003 

- Scientific Reports (2016): 양자기계학습  
- Phys. Rev. A Rapid (2013): 양자광메모리 
- Nature Photonics (2009): 광잠금 양자메모리 
- Phys. Rev. Lett. (2002): 느린빛, Nature 보도 
- Phys. Rev. Lett. (2000): 양자스위치 
- Phys. Rev. Lett. (1997): EIT, Nature 보도 

- 양자스위치, 미국등록(2003) 
- 광로직게이트, 미국등록(2010) 
- 양자광메모리, 미국등록(2011) 
- 지연 광스위치/라우터, 미국등록(2012)  
- 광잠금포톤에코, 미국등록(2012) 
- 메타광스위치, 미국등록(2013) 
- 이중재위상 양자메모리, 미국등록(2014) 
- 지연광로직게이트, 미국등록(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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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ng-dye laser system: 희토류 
- fs mode-locked laser system: 반도체 
- CO2 laser: microsphere 제작 
- Broadband continuum laser 
- LDs (405, 532, 637, 780, 795nm) 
- 액체 He 저온실험 장치 (open; closed) 
- MOT(냉각기체) 
- Photonics Xtal fiber 실험장치 



1. 광CPU: All-Optical CPU 

2. 양자정보: Quantum Information 

3. 광양자 의료진단/치료: Quantum Theranostics 



4. 수중수퍼비전: Sound-Light Interactions 

미래개술: 음파+느린빛+광위상켤레 

• 원거리/광대역 수중정보통신,  

• 실시간/광대역 3D 수중 영상 정보처리,  
• 실시간/원거리  수중 목표탐지/패턴인식/정밀타격, 
• 무 GPS 장시간 수중 관성항행 

5. 양자기계학습: Quantum Machine Learning 

• 기존 양자게임 이론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양자화하지 않고 단순히 게임자의  의사결

정(혹은 추론)만을 양자화 함만으로도 승률을 높일 수 있음을 규명하여, 향후 양자인공지능을 향

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Scientific Reports (2016.02.15) 

현재기술한계: 
• 수중 원거리통신 불가 
• 수중 영상정보처리 불가 
• 수중 목표탐지/인식 불가 
• 무GPS 관성항행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