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IST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IT 인력양성 연구센터

미래의 컴퓨팅
양자컴퓨팅 기반으로 현재 컴퓨팅 한계를 초월하며
인공지능형 서비스에 특화 예측

센터 비전
기술혁신체계 기반 양자 산업 에코시스템 확보

센터 연구의 최종 목표
인공지능을 위한 양자컴퓨팅 기술 및 서비스 기초원천기술 확보
양자컴퓨팅 및 양자인공지능 서비스 분야 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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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큐빗의 실용화 응용
• 50 큐빗 클라우드 서비스
예측 (2022년)

• 양자인공지능 서비스 구현

물리적 큐빗 미래기술 기초
투자

• 100 큐빗 원자트랩
• 강결합 초방사/초흡수
원자 큐빗

• 고순도공진 트랜스몬
큐빗

기대효과
기술혁신체계 기반 양자 산업 에코시스템 확보
산업 IT 혁신 신산업 개척
교육 전문인재육성일자리 창출
연구 기초연구강화 목적지향연구 양자기술개발

센터의 융합 연구
기술 경영학적 방법론을 도입
양자기술의 발전단계와 국내외 생태계를 분석
양자컴퓨팅 기술의 기술혁신 시스템 모델 정립
양자컴퓨팅 기술의 국가적 성공 전략의 제시

산업체 선정 산업체
설명회

산업체 맞춤
강의 프로그램

산업체 선정기준

공동 연구 수행 시 수준 높은 기술 개발이 가능한가?

회사 소개

회사의수요기술 &
수요인력

인턴십, 산학장학생등 학
생에대한제도

보유한핵심기술 &
향후발전가능성

전문
분야별
개발
현황

“ 대학원생들의적성에 맞는 산업체 선택 ”

융복합
가능한
핵심기술
소개

관련 표준화 동향 공유

강의
주제 양자컴퓨팅및

양자인공지능이외의
다른 관련기술을 고려한 cross-
layer 관점에서의
설계이슈교육

센터 내의 모든 구성원은
전 세계 양자컴퓨팅 및
양자인공지능 관련 개발
단계 공유

산업체 요건이 기술 개발에 차질이 없는가?

인턴십, 산학등의 고용제도가 확립되어있는가?

산업체 고용연계 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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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결함양자S/W반복 양자우위

?
저복잡도 QEC ancilla qubit 최소화

(Quantum Parity Code,  Repetition Code)

저복잡도 QEC circuit gate 최소화

대규모 양자 알고리즘

대규모 양자 알고리즘 시스템의 큐비트 보호 기술

부호화기 신드롬 추출기 스테빌라이져

스케쥴링 및 시스템 매핑

KAIST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ITRC, +82-42-350-7516            센터장 이준구 <rhee.jk@kaist.ac.kr>                       행정실 김선혜 <flossun@kaist.ac.kr> 


	슬라이드 번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