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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중국은 ‘양자굴기’ 선언 이후 양자정보 분야에서 급격한 발전 이룩

○ 최근 양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올린 획기적인 성과는 외국 언론에 의해 과학기술력이 
높이 평가받고 있음1)

- 중국과기대학의 Pan Jianwei 연구팀은 ‘모쯔호’ 양자과학 실험위성을 이용 
세계 최초로 얽힘에 기반한 1천킬로미터급 양자키 분배를 달성('20.6.15)

- EL PAIS와 Nature는 이 성과에 대해 ‘글로벌 양자키 배분 네트워크 나아가 양자
인터넷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한걸음을 내딛은 이정표적인 성과’라고 평가함

○ 중국은 광학 양자칩 연구에서도 전 세계에서 앞장서 있으며, 대규모 양자컴퓨팅을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광학 양자컴퓨팅 칩 개발에 성공함

- 상하이교통대학 양자실험실의 Jin xianmin 연구팀은 ‘펨토초 레이저 기술’을 통해 
49×49의 노드 수를 가진 3차원 광학 양자컴퓨팅 칩을 제조('18.5.15)2)

F 광학 양자 칩 프로세서의 작동속도는 실제 반도체 프로세서보다 수만배 빠르며, 
향후 10년 동안 AI, 도시관제센터 모델 구축 및 빅데이터 분석 등에 널리 응용

중국정부의 양자정보 분야에 대한 강력한 정책추진 및 전폭적 투입에 힘입어 양자
정보 발전이 가속화될 전망

○ 과기부와 중국과학원은 자연과학기금, 중점연구개발계획 및 전략적 선도성 

특별프로젝트를 통한 양자정보과학연구 지원, 중대과학기술프로젝트 입안 및 

국가실험실 설립을 통해 기초이론 및 응용연구를 추진 중

○ 시진핑은 양원원사 학술회의에서 ‘양자정보, AI,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블록

체인을 포함한 차세대 IT기술의 연구 강화 및 응용돌파’ 주문('18.5)

F 허페이에 916억 달러를 투입해 37만㎡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양자정보
기술중점연구소가 2020년에 완공됨에 따라 양자정보발전이 가속화될 전망3)

중국의 양자정보 기술개발 등 동향파악에 대한 주시가 필요함

○ 본문은 양자정보기술을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측정 등 3가지로 분류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표기하였음

1) https://mp.weixin.qq.com/s/8kbijR7Hlnp8ACxhRETAUA
2) https://mp.weixin.qq.com/s/lFQhRmvzsbZOOAU5RkaBgw
3)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2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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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양자정보 육성정책

1. 중국정부는 양자통신 및 양자컴퓨팅을 포함한 「‘13.5’ 국가과기혁신계획」 수립4)

국무원이 승인한 동 계획에서는 혁신형 국가 진입을 목표로 과기혁신2030–중대과기
프로젝트 등 새로운 과학기술프로젝트 배치 및 본격적 추진('16.8)

○ 중국이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자하는 양자정보분야의 과학기술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음

4)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6-08/08/content_509807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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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기부, 양자정보분야 연구개발프로그램

12.5기간 ‘양자제어연구 국가중대과학연구프로그램’5)

○ 과기부는 양자암호기술의 상용화와 양자통신기술의 선두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보

하기 위해 양자제어연구 국가중대과학연구프로그램 12.5특별규획을 제정·실시

- 12.5기간 ‘양자제어연구 국가중대과학연구프로그램’의 발전목표 및 4대 임무는 

다음과 같음

○ 중국과기부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양자정보분야의 연구에 16억4,595만 

위안의 중앙재정을 조달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

5) http://www.most.gov.cn/kjbgz/201207/t20120716_9562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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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양자제어 국가중대과학연구프로그램’에 투입된 중앙재정 조달자금              (단위: 만 위안)

출처: <2019 중국과기통계연감> 중국통계출판사

13.5기간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양자제어 및 양자정보’ 중점프로젝트6)

○ 양자정보 분야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양자제어 및 양자정보’ 중점전문프로젝트 실시방안을 편성 및 지원

- 13.5기간 ‘양자제어 및 양자정보’ 중점특별프로젝트의 발전목표 및 6대 추진

분야는 다음과 같음

6) http://www.most.gov.cn/ztzl/shzyczkjjhglgg/zdyfzxjd/201602/t20160218_124154.htm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중앙 
재정

8622 12499 15876 21694 18697 19085 18944 26954 15897 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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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2019년기간 ‘양자제어 및 양자정보’ 중점특별프로젝트는 도합 87개의 

연구과제(그중 청년과학자프로젝트 31건)를 입안하여 지원하였음

○ 2020년에 추진될 ‘양자제어 및 양자정보’ 중점특별프로젝트는 강상관성 전자

시스템, 양자통신 등 2개의 연구방향을 우선 지원할 예정임

○ 중앙재정 지원경비 예산은 도합 9,138만 위안에 달하며, 그중 청년과학자프로

그램 8건을 지원하며, 건당 4,138천만위안 미만의 재정지원 예정임

[표 2] 2020년에 지원할 ‘양자제어 및 양자정보’ 중점특별프로젝트

출처: https://www.sohu.com/a/384465570_672824

3. 공업정보화부, 「정보통신산업발전규획(2016~2020)」7)

중국공업정보화부는 ‘정보통신산업발전규획(2016~2020)’에서 양자통신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화 강조('17.1.17)

○ 네트워크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업정보화부는 인프라 개선, 서비스

응용 혁신, 산업관리 강화, 보안보장 강화 등 4개의 발전방향 및 21개의 주요 

과제 추진계획을 수립함

- 특히 현대인터넷산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인터넷기업의 혁신주체로서의 

지위와 선도역할을 강화하며, 양자통신, 5G, AI, IoT 등 핵심기술의 연구

개발과 산업화 추진 가속화

7) http://www.miit.gov.cn/n1146295/n1652858/n1652930/n3757016/c5465203/content.html

연구방향 세분 연구과제 주요 내용

1 강상관성 전자시스템
저차원 스핀양자 기능성소재 
및 초고속 제어

특이 물성을 지닌 저차원 스핀양자 
기능성소재, 부품 및 그 초고속 제어 

2 양자통신
시간주피수기술 기반의 신형 
양자 암호통신 연구

시간주파수기술과 원격 독립 레이저 
위상잠금기술 개발 및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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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양자정보 연구개발 현황

1. 양자컴퓨팅 R&D 현황

중국은 양자컴퓨팅 분야의 기초이론탐구 및 코딩알고리즘 개발단계를 거친 후, 현재 
산업계와 학계가 협력을 통해 공정실험검증 및 원리프로토타입 개발 추진

○ 중국과기대학은 2019년에 24큐비트의 초전도 양자비트 처리장치를 연구제작

하여 멀티양자시스템 시뮬레이션에 성공하였음

○ 칭화대학은 단일양자비트를 이용해 정밀도가 98.8%에 달하는 양자생성 저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향후 그래픽 생성 등 영역에 응용될 전망임

○ Origin Quantum(本源量子)은 20큐비트의 양자제어 일체화기기를 개발해 

양자처리장치 칩 운행에 필요한 관건 신호를 제공하여 양자칩 조종제어 실현

양자컴퓨팅클라우드플랫폼 구축을 통해 양자처리장치 및 양자컴퓨팅소프트웨어 
분야의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점진적으로 축소 중

○ 중국과기대학과 알리클라우드는 11큐비트의 초전도 양자컴퓨팅 클라우드 접속

서비스를 공동으로 출범함

○ 화웨이는 HiQ 양자클라우드플랫폼을 출시하였는데, 진폭 전체의 42큐비트, 

단일진폭의 81큐비트를 모의 가능하며, ProjectQ와 호환성을 갖춘 양자프로

그래밍 프레임워크를 개발함

○ Origin Quantum은 양자컴퓨팅클라우드플랫폼을 구축하고 64큐비트의 모

의장치와 반도체 및 초전도체 기반의 양자처리장치를 출시함

양자컴퓨팅 분야의 산업화 발전구도가 형성되면서 산업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확장

○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및 화웨이 등 중국의 과기기업들은 연구기관과 협

력 혹은 세계 정상급 과학자를 초빙해 양자연구소를 설립하고 양자컴퓨팅클

라우드플랫폼, 양자소프트웨어 및 응용개발을 활발히 추진 중

- 알리바바와 중국과기대학은 양자컴퓨팅클라우드플랫폼을 공동 발표하고 양자

모의장치 ‘Taizang(太章)’을 출시함('18)

- 텐센트는 양자 AI, 약물개발 및 과학연산플랫폼 등 응용분야에서 연구개발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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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두는 2018년에 양자컴퓨팅연구소를 설립하고 양자컴퓨팅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응용 등 업무연구를 추진 중

- 화웨이는 2018년에 HiQ양자클라우드플랫폼을 발표한 후, 2019년에 쿤룬

(昆崙) 양자컴퓨팅 시뮬레이션 일체화 프로토타입을 출시함

○ Origin Quantum은 Origin양자컴퓨팅산업연맹을 결성하고 2019년에 Zhong 

chuan pengli(中船鵬力)와 협력하여 양자컴퓨팅저온플랫폼을 공동 구축함

[그림 1] 양자컴퓨팅 연구개발주체와 산업생태계

이미지출처: 중국정보통신연구원, ‘양자정보기술발전 및 응용연구보고서’(2019년) ('19.12)

2. 양자통신 R&D 현황 

양자안전직접통신(QSDC) 원리 프로토타입 연구제작에 성공('19.2)8)

○ 칭화대학 물리학부의 Long Guilu 교수는 QSDC 양자통신이론을 도출하고, 양자

과학과 섀년 통신이론을 융합시켜 도청방지능력, 소음 등 환경에 안전한 통신 보장

- QSDC 프로토타입은 G.652 단일모드 광섬유 채널로 500KB의 문서 전송 

실현, 광섬유 길이가 10km, 전송시간이 873.06초, 평균 전송속도가 

4.69kbit/s에 달하여 응용가치를 지님

8) https://baijiahao.baidu.com/s?id=1626704009848761145&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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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화대학 연구팀이 고안한 개선형 QSDC솔루션은 양자상태 저장이 필요없

으며 정량 안전성 분석과 robust 코딩을 제안하였으나 프로토타입의 공정

화수준은 상용화와 거리가 아직 있음

[그림 2] 양자안전직접통신 원리 프로토타입 실험시스템

   이미지출처: 칭화대학 물리학부

양자암호키배분(QKD) 칩 개발 및 기술진보에 힘입어 실질적인 상용화 단계에 진입

○ 화웨이 Hisilicon, Guoxun 양자(Guodun+Guangxun) 등 기업은 SiP와 

InP 등 플랫폼 기반의 QKD 변조기와 복조기를 개발하였으며, 향후 3년안에 

상용화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됨

○ 북경대학과 북경우전대학의 연구팀은 Xi'an과 Guangzhou 지역의 기존네트

워크 30km와 50km 광섬유를 활용, 회로소음 자아적응 조절 및 공통 광섬유 

전송방안을 통해 각각 5.91kbit/s와 5.77kbit/s의 암호코드율 달성('19)

중국은 양자암호통신의 네트워크 구축 및 시범응용 발전 가속화

○ 중국과기대학의 Pan Jianwei 연구팀과 관련 기업은 ‘Jinghu간선(북경-상하

이구간)’과 국가 광대역 양자암호통신 백본네트워크 1기공정 등 양자암호키

분배(QKD, Quantum Key Distribution) 네트워크구축 프로젝트 추진 중

○ 중국과기대학의 Guo Guangcan 연구팀은 관련 기업과 협력하여 Hefei에서 

Wuhu에 이르는 ‘Hecaowucheng 도시간 양자암호통신망’ 및 Nanjing에서 

Suzhou까지 총 600km 길이의 ‘Ningsu 양자 간선’ 구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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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anan 사범대학의 Liu Songhao 연구팀과 칭화대학의 Long Guilu 교수

팀은 공동으로 Yuegang'ao 대만구를 아우르는 ‘GuangFoZao 양자암호통

신망’을 구축함

- 북경대학, 북경우전대학, 상하이교통대학과 산시대학 등 대학과 연구소에서 

CV-QKD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였음

- 상하이 Xuntai 양자, 북경 Qike 양자, 북경 Zhongchuangwei 양자와 

Guangdong Guodeng 양자 등 업체들도 QKD설비 공급업체의 대열 진입

[그림 3] 중국의 양자 암호키 분배(QKD) 연구기관 및 설비공급업체9)

    이미지출처: 중국정보통신연구원에서 공개한 정보자료를 근거로 코스텍 정리

3. 양자측정 R&D 현황

중국은 양자측정 분야에서 주로 성능지표 개선과 원리 프로토타입 개발에 집중되어 
있으나, 측정정밀도, 설비부피 및 기술성숙도는 선진국과 격차가 존재

○ (양자시간기준) Wuhan 수학물리연구소가 개발한 고정밀도 40Ca+ 광학시계의 정확

도는 10e-17 수준으로 현재 보도된 최고수준(10e-18)과 한자리 수의 격차를 나타냄

○ (양자자기장측정) 중국과기대학은 올해 최초로 다이아몬드코어기반의 50nm 

공간 해상도 정밀도의 다기능 양자센서를 실현함

- 높은 공간해상도 비파괴성 전자기장 측정과 상용화 양자센서를 위한 기반을 

다졌으며 마이크로나노 전자기장 및 광전자칩의 측정에 응용

9) 양자키분배방식은 주로 이산변수(Discrete Variable)기반의 양자키분배기술(DV-QKD)과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 기반의 양자키분배기술(CV-QKD)의 두가지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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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목표인식) 제12회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에서 중국전자과기그룹 제14

연구소가 개발한 양자레이더 원리 프로토타입을 선보였음

- 이 프로토타입은 동종 레이더의 탐사극한을 극복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원격

탐사의 양자레이더를 실현함

○ (양자중력측정) Zhejiang대학은 콤팩트 원자간섭 중력장치를 개발하였으며 

1개월동안 절대적 중력측정 결과, 민감도가 300μGal/√Hz에 달하였음

○ (양자내비게이션) 북경자동화제어설비연구소의 과제팀은 핵스핀-전자스핀 커플링 

극화 및 측정 등 정밀양자조종기술을 극복하였고 중국 최초의 자기공명 기반의 

원자스핀 자이로 원리 프로토타입을 제작함

- 프로토타입의 Zero Offset 안정성은 1°/h 이상이며, 부피는 50㎤에 달하여, 

미국 다음으로 해당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음

[그림 4] 중국의 양자측정 연구개발 및 산업발전 현황

      이미지출처: 중국정보통신연구원에서 공개한 정보자료를 근거로 코스텍 정리

F 이와 같이 중국은 양자정보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상용화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아래와 같은 많은 최신 연구성과들을 창출하였음

[표 3] 2019년 ~ 2020년 상반기 중국의 양자정보 최신 연구성과

성과내용 발표일자 연구진

1 단일원자와 단일분자 사이 
양자얽힘 상태의 최초 구현 2020.5.26. 중국과기대학 Du Jiangfeng 연구팀

2 H+HD→H2+D 화학반응 중 
신규 양자간섭 현상 발견

2020.5.15. 중국과학원 다롄화학물리연구소 Xiao 
chunlei, Sun Zhigang 연구팀

3 세계 최초로 “모쯔호” 위성의 
양자 보안 시간 전송 달성 2020.5.11. 중국과기대학 Pan Jianwei, Peng 

Chengzhi, Xu Feihu 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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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내용 발표일자 연구진

4
1Km 고차원 양자 얽힘 분배 

구현 2020.3.16.
중국과기대학 Guo Guangcan, Li 

Chuanfeng, Huang Yunfeng 연구팀

5 1차원 원자사슬 결함 양단의 
제로에너지 구속상태의 최초 발견 2020.3.13. 북경대학교 물리대학 양자재료과학센터 

Wang Jian 연구팀

6 509Km: 광섬유 양자 통신의 
신기록 달성 2020.3.4.

Jinan양자기술연구소 Wang Xiangbin, 
Liu Yang, 중국과기대학 Pan Jianwei 

연구팀

7
비결맞음 조작 조건에서의 

양자상태 전환 구현 2020.2.13. 중국과기대학 Guo Guangcan 연구팀

8 50km 광섬유의 원거리 
메모리간 양자얽힘 구현 2020.2.18. 중국과기대학 Pan Jianwei, Bao Xiaohui, 

Zhang Qiang 연구팀

9
최초로 표준 양자 샤논 이론을 

초월하는 양자통신 달성 2020.2.10.
중국과기대학 Guo Guangcan, Li 
Chuanfeng, Jin Xianmin 연구팀

10 클래식 컴퓨터를 능가하는 확장 
가능한 신개념 광자컴퓨터 개발 2020.2.4. 상하이교통대학 집적양자정보기술연구센터 

Jin Xianmin 연구팀

11
세계 최초로 드론 기반 양자얽힘 

분배 달성 2020.1.22.
Nanjing대학 Zhu Shining, Xie Zhenda, 

Gong Yanxiao 연구팀

12 세계 최초 모바일 위성 지상국과 
“모쯔호” 도킹 성공 2019.12.30. 중국과기대학, Jinan양자기술연구소, 

Kedaguodun양자기술유한공사

13
20광자 보손 샘플링 양자컴퓨팅 

4가지 세계 기록 경신 2019.12.25.
중국과기대학 Pan Jianwei, Lu 

Zhaoyang 연구팀

14 중국 첫 양자 프로그램 
설계플랫폼 isQ 공식 출시 2019.12.20. 중국과학원 소프트웨어연구소

15 양자 터널링 시간 상한값 측정 2019.12.16.
중국과학원 정밀측정과학·기술혁신연구원 

Liu Xiaojun 연구팀

16 최초로 인공지능으로 다중 양자 
상관관계의 동시 분류 구현 2019.11.10 중국과기대학 Guo Guangcan, Li 

Chuanfeng, Xu Jinshi 연구팀

17
중국과기대, 소음적응 

양자정밀측정의 실험적 구현 2019.11.8
중국과기대학 Guo Guangcan, Li 

Chuanfeng, Huang Yunfeng 연구팀

18 “톈허 2호”로 세계선도 수준의 
양자패권 기준 평가 연산 2019.11.5 국방과기대학교 컴퓨터대학 Wu Junjie 

연구팀

19
최초로 측정 설비 무관성 고차원 

양자 조향 달성 2019.10.26.
중국과기대학 Guo Guangcan, Li 
Chuanfeng, Liu Biheng 연구팀

20 나노미터급 공간 해상도 
전자기장 양자 센싱 구현 2019.10.22. 중국과기대학 Guo Guangcan, Sun 

Fangwen 연구팀

21
최초로 얽힘 시스템 파동함수의 

직접 측정 달성 2019.10.11.
중국과기대학 Guo Guangcan, Li 
Chuanfeng, Xu Xiaoye 연구팀

22
“뭐쯔호”를 이용해 세계 최초로 
양자얽힘 결잃음 실험적 검증 

수행
2019.9.24. 중국과기대학 Pan Jianwei 연구팀

23 탐지효율 90% 초과하는 단일 
광자 탐지기의 산업화 추진 2019.9.10. 중국과학원 상하이마이크로시스템 · 

정보기술연구소 You Lixing 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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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홈페이지 기술동향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

성과내용 발표일자 연구진

24 300킬로미터 더블 필드 
양자키분배의 완벽 구현

2019.9.7.

중국과기대학 Pan Jianwei, Zhang 
Qiang, Liu Yang, 칭화대학 Wang 

Xiangbin, 중국과학원 
상하이마이크로시스템 · 정보기술연구소 

You Lixing 연구팀

25
양자간섭 실험을 천문학적 

규모로 확장 2019.9.4.
중국과기대학 Pan Jianwei, Lu 

Zhaoyang 연구팀

26 양자 네트워크 비국소성 연구 
관련 성과 2019.8.28. 중국과기대학 Pan Jianwei, Zhang 

Qiang, Fan Jingyun 연구팀

27
최초로 고차원 양자 순간이동 

달성 2019.8.19.
중국과기대학 Pan Jianwei, Lu 
Zhaoyang, Liu Naile 연구팀

28 세계 최초로 고성능 단일 광자원 구현 2019.8.14. 중국과기대학 Pan Jianwei 연구팀

29 20개 초전도 큐비트 얽힘 달성 2019.8.12.
저장대학,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북경계산과학연구센터

30 하이젠베르크 한계 정밀도의 
일반 채널 파라미터 측정 구현 2019.8.5. 중국과학기술대학 Guo Guangcan, 

홍콩중문대학 Yuan Haidong 연구팀

31
24큐비트의 고성능 초전도 
양자비트처리장치 연구제작 2019.8.6.

중국과기대학 Pan Jianwei,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 Fan Heng 연구팀

31 무레이저 배경의 고효율 및 
고품질 단일 광자원 달성 2019.8.1. 중국과기대학 Pan Jianwei, Lu 

Zhaoyang 연구팀

32 전문용 광양자 아날로그 칩 개발 2019.7.5. 북경대학 Wang Jianwei 연구팀

33 최초로 완전 광양자 중계 구현 2019.7.1. 중국과기대학 Pan Jianwei 연구팀

34
최초로 새로운 원거리 

양자암호키분배 프로토콜 제안 2019.6.17. 중국과기대학 Guo Guangcan 연구팀

35  새로운 양자 불확정성 등식 
관계 실험적 검증 2019.6.14. 중국과기대 마이크로자기공명중점실험실 

Du Jiangfeng, Peng Xinhua 연구팀

36
새로운 양자상태의 발견으로 

극저온양자 시뮬레이션 연구기회 
제공

2019.6.12. 중국과기대학 Pan Jianwei 연구팀

37
최초로 12개 초전도 큐비트의 

실제 얽힘 제조 2019.4.18. 중국과기대학 Pan Jianwei 연구팀

38 최초로 얽힘교환 과정의 
자기점검 실험적 구현 2019.3.12. 중국과기대학 Guo Guangcan 연구팀

39
실온·대기조건에서 고체상태 
스핀시스템 기반 프로그래밍 

가능 양자프로세서 구현
2019.2.1. 중국과기대학 Du Jiangfeng 연구팀

40
차가운 원자 기반 다중 노드 
양자 스토리지 네트워크 발견 2019.1.27.

중국과기대학 Pan Jianwei, Bao Xiaohui 
연구팀

41 인공 양자 시스템에서 양자 얽힘 
새경로 발견

2019.1.23.
Zhejiang대학 물리학부 

양자정보학제간연구센터 Wang Dawei, 
Wang Haohua 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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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자정보분야 국제표준화

중국은 양자정보 분야의 국제표준화 사업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는 중

○ 중국은 ITU-T 양자통신 포커스그룹(FG- QIT4N)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고 양자정보기술 표준화연구사업 기반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상하이에서 제1회 ITU 양자 정보기술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측정, 양자정보망(QIN) 등 의제를 토론하였음('19.6)

- FG-QIT4N은 ITU-T TSAG(정보통신표준화자문위원회) 전체회의기간 공식 

출범하였고 중·미·러 전문가가 의장을 공동 담당하기로 함('19.9)

F 포커스그룹 운영기간 QKD, QIN 등 의제와 관련하여 표준화 선행연구 및 

ITU-T 차기의 양자정보기술표준화사업 추진을 위해 제안함

○ 중국은 양자암호통신네트워크 구축과 상용화 시범사업연구 분야에서도 탄탄한 

연구기반과 실천경험을 확보하였으며 관련 표준화연구사업을 점진적 추진 중

- 중국통신표준화협회(CCSA)는 양자통신 및 정보기술특설임무팀(ST7)을 구성해 양자

통신과 네트워크 및 양자정보기술 핵심부품에 대한 표준화 연구를 추진('17)

F 현재까지 연구보고서 6부를 발행하였고 양자암호통신 용어정의, 응용시나

리오, QKD시스템 기술요구, 측정방법 및 응용인터페이스 등 국가표준과 

산업표준 제정을 추진함

- 양자컴퓨팅과 측정표준화기술위원회(TC578)를 공식 출범하였고, 양자컴퓨팅과 

양자측정분야의 표준화 연구사업을 본격화('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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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망 및 시사점

후발주자인 중국은 양자정보 분야에서 매우 빠르게 발전 중

○ 중국은 양자정보기술 연구 및 응용분야에 늦게 착수하였으나 선진국수준과 

현격한 격차가 없으며 양자정보기술발전을 이끄는 후발주자로 자리매김

- (양자통신) 선진국수준의 연구성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양자암호통신 

시범응용, 네트워크구축 및 위성-지구간 양자통신탐사 등에서 앞서 있음

- (양자컴퓨팅) 20광자컴퓨팅 보손샘플링 실험은 세계 선두수준이며, 20큐비트의 

초전도 양자컴퓨팅실험을 마쳤고, 향후 1~2년안에 50큐비트로 실험규모를 확대할 

계획임

- (양자측정) 관련 연구성과 및 원리 프로토타입의 핵심지표 파라미터는 선진국 

수준과 격차를 축소 중이며, 양자 난수(random number) 참고기준과 양자

시간주파수 동기네트워크 등 응용탐구 관련 선행연구 추진

양자정보 관련 산업생태계도 구축되고 있어, 향후 선순환 구도의 혁신체제 구축 
가능성 존재

○ (양자통신) 현재 양자암호통신산업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었음

- Guoke 양자, Keda Guodun, Anhui Wentian 및 상하이 Xuntai 등 기업

들은 기술응용 및 산업발전을 적극 추진 중

- 지방정부, 전력망, 은행 및 IT 기업들도 양자암호통신을 활용한 정보보안 

사업 추진을 시도 중

○ (양자컴퓨팅)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체가 협력하여 양자클라우드플랫폼, 양자

컴퓨팅산업연맹 및 양자컴퓨팅저온플랫폼 등 산업생태계를 구축 중

- 알리바바와 중국과기대학과의 양자컴퓨팅클라우드플랫폼, 텐센트의 양자 AI, 

약물개발 및 과학연산플랫폼, 화웨이의 HiQ양자클라우드플랫폼이 대표적임

- 또한 Origin Quantum은 Origin양자컴퓨팅산업연맹을 결성한 이후, 2019

년에 Zhong chuan pengli와 양자컴퓨팅저온플랫폼을 공동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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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국은 양자정보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함

○ 양자정보기술 기초연구 및 응용탐구에 필요한 정상층 디자인과 기획에 있어

서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지 못하였고 핵심연구방향에 대한 총괄기획과 투입

지원이 부족함

○ 양자정보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산업기반과 연관되어 있으며, 중국은 고품질 재료 

시제품, 구조공정, 냉동설비 및 측정제어시스템 등에서 선진국에 뒤처져 있음

○ 인재유치, 양성 및 선발체제 관련 관리 및 평가체제의 탄력성과 다양성이 부재

하여 양자정보기술 관련 공정, 공법, 소프트웨어, 측정평가 및 표준화 등에서 

전문인적자원의 지탱력이 취약함

한·중 양국간 협력대안

○ 한·중 양국간에는 양자정보분야에서 장기적 교류 및 협력 시스템 구축 필요

- 양국간은 양자정보분야에서 상시 인력교류, 협력세미나, 공동연구 등의 확대 

노력이 필요함

○ 한국 관련 기관들의 중국내 양자정보 관련 산업생태계 구축에 참여 필요

- 양자정보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선순환적 혁신체제 및 협력체제 구축 필요

한·중 양국간 양자정보분야 국제교류 추진과정

☑ 2013년 8월, 한국고등과학원의 김재완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기초과학분야 기술조사단사업을 
통해 양국간 양자정보분야 기관방문과 교류가 이루어졌음

- 한국고등과학원(양자우주센터)은 중국과학원 수학 및 시스템과학연구소(AMSS), 이론물리

연구소(ITP) 등과 MOU 체결 및 협력관계를 구축한 상황

☑ 2019년 8월, 한국고등과학원 주최로 AQIS2019(19회 아시아 양자정보과학 컨퍼런스)가 
한국 서울에서 개최되었음

- 2001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AQIS는 올해로 19회째 개최되며, 이번 회의에서 

중국과학원, 칭화대학 등 양자정보과학분야 우수한 연구기관이 참석하여 교류가 이루어졌음

☑ 2019년 11월,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와 한국고등과학원 공동 주최로 ‘2019 한·중 양자정보 
협력 워크샵’(KCQI2019)이 서울에서 개최되었음

- (목적) 칭화대학, 북경대학, 중국과학원 등 중국 최고의 연구기관과 학술교류를 통해 양자

정보분야의 공동연구과제를 도출하고 양국간 협력방안 모색

F 회의에서는 2020년 10월에 북경에서 한·중 양자정보 협력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보았

으나, 현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비대면 방식의 세미나 개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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