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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이온트랩 기반 양자컴퓨터에서 연산을 위해 사용하는 단위 2-큐비트 게이
트로 주로 Mølmer–Sørensen 게이트가 사용된다. 게이트 연산 시간 동
안 트랩 주파수, 레이저 주파수, 레이저 세기, 레이저 위상 등이 연산 결
과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한 번의 게이트 연산을 할 때 트랩 주파수
와 레이저 주파수는 일정한 값으로 유지시키고, 레이저 세기와 위상은 시
간에 따라 변조시키는데, 이론적인 게이트 연산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미리 
레이저 변조 값들을 계산한 후 그 값을 목표로 실험적으로 제어한다. 실험 
값들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2-큐비트 게이트 연산의 오차가 
생기게 된다. 실용적인 연산을 하기 위해선 많은 수의 2-큐비트 게이트가 
사용이 되는데 별다른 조작 없이 게이트를 사용할 경우 단일 연산 오차가 
누적되어 최종적으로 예상되는 연산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 오류정정부호가 개발되었는데 오류정정을 위해 요구되는 단일 
2-큐비트 게이트 연산 신뢰도는 99.99%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이
온트랩 양자컴퓨터의 단일 2-큐비트 게이트 연산 신뢰도는 96 ~ 98% 정
도로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트랩 주파수의 제어 오차가 
있어도 2-큐비트 게이트 연산 신뢰도를 1 근처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레
이저 변조 값들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이를 위해 탐색 공간으로
는 시간에 따른 레이저 변조 값들을, 목표 함수로는 트랩 주파수의 오차가 
있을 때의 게이트 연산 신뢰도들을 가중치를 곱해 더한 값을, 최적화 알고
리즘으로는 Backtracking Search Optimization Algorithm을 사용했다. 
그 결과 트랩 주파수의 제어 오차에 대해 향상된 신뢰도를 가지는 레이저 
변조 값을 찾을 수 있었다.
……………………………………
주요어 : 양자 컴퓨터, 이온 트랩, 2-큐비트 게이트, 펄스 

최적화, Backtracking Search Optimization Algorithm
학  번 : 2019-2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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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양자 컴퓨터는 중첩, 얽힘과 같은 양자역학 현상을 이용하는 계산 장치

로 기존 컴퓨터의 한계를 넘어 컴퓨팅 파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으

로 기대된다. 현재 전자 거래에서 흔히 쓰이는 RSA 암호체계의 안정성

은 기존 컴퓨터로 큰 합성수를 소인수분해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에 기

반을 두는데 1996년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 큰 수를 다항 시간에 소인수

분해 할 수 있는 쇼어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또한, 분자의 화학 반응과 

같은 양자 시스템 시뮬레이션도 시스템이 커짐에 따라 기존 컴퓨터로는 

계산이 어려워지는 데에 비해 이론적으로 양자 컴퓨터로는 계산이 가능

그림 1. 현재 개발되고 있는 컴퓨터 종류 © 2015 IEEE.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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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외에도 최적화 문제 등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에 이점을 가

지는 문제들이 알려져 있다. 이에 양자컴퓨터는 뉴로모픽 컴퓨터와 더불

어 컴퓨터의 미래로 주목받고 있다 (그림 1).

하지만 현재 양자 컴퓨터는 오차로 인해 복잡한 연산이 어려워 지금까지 

단순한 알고리즘의 구현만 발표되어왔다. 2012년 21의 소인수분해가 실

험으로 구현되었고, 2020년 구글에서 N2H2 분자의 단순한 화학 반응을 

실험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양자 컴퓨터는 계산을 할 때 단위 연산으로 정해놓은 게이트들을 연속적

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정보로 가지고 있는 양자 상태는 

아날로그 상태이고 게이트 연산도 아날로그 연산이기 때문에 게이트 연

산에 사용되는 물리량들을 정확하게 제어하지 못하면 그만큼 게이트 오

차가 생기게 되고, 게이트 연산을 수행할수록 각각의 게이트 오차가 누

적되어 전체 계산 오차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온트랩 기반 양자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하는 2-큐비트 

게이트인 MS 게이트의 오차에 초점을 둔다. MS 게이트에 영향을 주는 

물리량으로 트랩 주파수, 레이저 주파수, 레이저 진폭, 레이저 위상이 있

는데, 이 때 트랩 주파수와 레이저 주파수를 실험에서 일정한 값으로 제

어하는 경우, 트랩 주파수, 레이저 주파수의 실험 오차에도 MS 게이트의 

연산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레이저 진폭과 레이저 위상의 변조

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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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 연구

이온트랩 기반 양자 컴퓨터에서는 전극을 이용해 공간 상에 이온들을 일

렬로 포획시켜 놓은 후 이온들의 양자 상태를 큐비트 정보로 사용한다.

연산을 위해선 이온들에 레이저를 조사해 양자 상태를 조작한다..양자 컴

퓨터로 가능한 모든 연산은 1-큐비트 게이트와 2-큐비트 게이트들로 분

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를 구현할 때 1-큐비트 게이트와 2-큐

비트 게이트들을 포함한 universal quantum gate set을 정의하고, 이들

을 구현한다.

이온트랩에서 universal quantum gate set의 2-큐비트 게이트로 주로 

Mølmer–Sørensen 게이트 (MS 게이트)가 사용된다. 포획된 이온들이 

진동할 때 이온들의 움직임은 동시에 이온들이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진동 모드들의 합으로 표현된다. MS 게이트 구현을 위해 두 이온에 레

이저를 조사하면 레이저가 이온에 레이저 주파수에 따라 진동하는 힘을 

가해 진동 모드들의 크기가 변하게 되는데, 레이저를 조사하기 전후 진

동 모드들의 크기가 같아야 한다. 또한 레이저를 이온들에 조사함에 따

라 큐비트들의 양자 상태가 바뀌는데, 정해진 크기만큼 양자 상태가 바

뀌어야 한다.

MS 게이트 구현을 위한 위의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레이저의 진

폭, 위상, 주파수를 변조하는 연구가 있었다. 또한 실험에서 일정한 값으

로 제어하는 이온들의 진동 주파수, 레이저 주파수 등의 오차에 대해 

MS 게이트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

해, 그리고 2개 이상 큐비트에 연산을 하기 위해 레이저 변조를 최적화

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참고 문헌 [2]에서는 MS 게이트 조건만 사용해 레이저 진폭 변조를 최

적화하였는데 펄스 1개로 최적화 했을 때와 펄스 9개로 최적화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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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MS 게이트 조건만 사용했음에도 펄스 9개로 최

적화 한 레이저를 사용해 MS 게이트를 구현한 경우 레이저 주파수 오차

에 대해서도 게이트 신뢰도가 더 유지된다는 것을 보였다.

참고 문헌 [3]에서는 동시에 두 MS 게이트 연산을 하도록 MS 게이트 

조건들을 추가해 레이저 진폭 변조를 최적화하였다. 참고 문헌 [4]에서는 

여러 개의 이온의 Greenberger–Horne–Zeilinger (GHZ) 상태를 동시에 

만들기 위한 MS 게이트 조건들을 사용해 레이저 위상 변조를 최적화하

였다.

참고 문헌 [5]에서는 이온이 여러 개 포획되었을 때 동시에 두 MS 게이

트 연산을 하도록 레이저 주파수를 연속 함수로 변조하는 것을 최적화하

였다. 참고 문헌 [6]에서는 레이저 주파수를 연속 함수로 변조하는 것을 

MS 게이트 연산이 레이저 주파수 오차에 대해서 신뢰도를 유지하는 조

건을 정의하고 이를 이용해 최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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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이온트랩

2.1.1. 이온트랩 개요

그림 2는 이온 트랩 실험 장비를 3D CAD 프로그램으로 그린 그림으로 

진공 챔버 안에 이온 트랩을 위한 전극들이 있고, 외부의 레이저들이 포

획된 이온들에 조사되고 있다.

RF 전극과 DC 전극을 이용하면 공간 상에 조화 진동자 유사 퍼텐셜을 

만들 수 있고, 이온을 이 안에 포획할 수 있다 [7]. 이 때 전극으로 만드

그림 2. 이온 트랩 실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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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퍼텐셜의 모양에 따라 포획된 단일 이온이 1차원 조화 진동을 하는 

서로 직교하는 세 축과 각 축을 따라 진동할 때의 주파수가 결정되고 이

를 트랩 주파수라 칭한다.

2.1.2. 일렬로 포획된 이온의 진동 모드

이온이 x, y축으로 강하게, z축으로는 약하게 힘을 받도록 퍼텐셜을 만

들면 포획된 이온들이 z축으로 일렬로 정렬된다. N개의 이온이 일렬로 

포획되었을 때 이온들은 서로 쿨롱 힘을 주고받기 때문에 동시에 진동한

다. 각 축에 대해 이온들의 진동은 N개의 서로 다른 진동 주파수의 진

동 모드들의 가중합으로 표현된다 [8]. 본 논문에서는 x방향의 진동 모드

들만 고려한다. 그림 3.(a)은 5개의 이온이 포획되었을 때 존재하는 5개

의 진동 모드이고, 그림 3.(b)는 각각의 진동 모드의 진동 주파수이다.

그림 3. 포획된 이온들의 진동 모드들과 각각의 진동 주파수. (a) 진동 모드. (b)  
진동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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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Mølmer–Sørensen 게이트

이온 큐비트들에 2-큐비트 게이트 연산을 하기 위해 두 이온에 각각 두 

개의 레이저를 조사한다. 그림 4는 포획된 5개 이온 중 2개 이온에 

Mølmer–Sørensen (MS) 게이트 연산을 하기 위해 레이저를 조사하는 

모식도이다.

MS 게이트를 설명하는 시간 변화 연산자는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 

[8].

  exp
  




  



  
†  

  
   

   



  
 

 

이때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MS 게이트 연산이라 한다.

    





sin 

 

    
  















    sin     sin  sin   



여기서 첨자 i, j는 이온의 색인, k는 진동 모드의 색인, 는 트랩 주파

수와 진동 모드 k로 결정되는 진동 모드의 주파수, 는 조사하는 레이저

그림 4. (a) 전극을 이용한 이온 트랩 및 레이저를 통한 게이트 연산 모식도. (b) 
포획된 이온을 나타내는 확대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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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파수,  는 이온 i에 시간 t일 때 조사하는 레이저의 세기로 결

정되는 라비 주파수, 
는 진동 모드 k, 이온 i로 결정되는 Lamb-Dicke

파라미터이다.

본 논문에서는 두 이온에 동일한 레이저를 조사하는 경우를 고려한다.

또한 연산 시간을 M개의 등간격으로 나누어 각각의 시간 동안 이온에 

조사하는 두 레이저의 위상 차를 0 또는  중 하나로, 라비 주파수를 

1MHz 이하의 임의의 값으로 사용하고 수식으로는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6. 트랩 주파수와 레이저 주파수 오차에 둔감한 
.

그림 5. 의 궤적을 phase space에서 그린 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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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라미터 공간 안에서 MS 게이트 연산 조건을 만족시키며 트랩 주파

수와 레이저 주파수 오차에 둔감한 를 찾는 것이 논문의 목적이다.

그림 6은 펄스 개수 M을 15개로 했을 때 탐색한 레이저 진폭 변조 파라

미터의 예시이고 그림 5는 이 레이저 펄스를 사용했을 때 시간에 따른 

진동 모드의 크기를 phase space에서 그린 그림으로 게이트 연산 전후 

각 진동 모드의 크기가 초기 상태로 돌아온다.

2.1.4. 게이트 신뢰도

본 논문에서 사용한 MS 게이트 신뢰도 식은 다음과 같다 [9].

  


  cos  

여기서   exp  
  






  

 , ±  exp  
  






 ±

 
 이

고, 는 온도가 일정할 때 볼츠만 분포로 결정되는 진동 모드의 가중치

이다.

위 식에서   이 MS 게이트 연산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이고   

이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위의 게이트 신뢰도들을 가중합에 연구에서 

목적함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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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최적화 알고리즘

트랩 주파수 오차가 있을 때에도 MS 게이트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도

록 파라미터를 가진 목적함수를 고안하였고 파라미터를 바꿔가며 실험한 

후 목적함수를 결정하였다. 이 목적함수를 최대화하도록 레이저 펄스를 

최적화 할 때 Backtracking Search Optimization Algorithm을 이용하였

다 [10].

2.2.1 Backtracking Search Optimization Algorithm

Backtracking Search Optimization Algorithm (BSA)를 사용할 때 초기 

모집단으로     을       에서     까지 범위로 임의

로 선택된 30개의 값을 사용했다. 이는 실제 실험의 용이함을 위해 레이

저의 세기를 1MHz 라비 주파수 이하로 제한을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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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방법 및 결과

3.1. 실험 조건

이온을 사용할 것을 가정하고, 그에 맞추어 x방향 트랩 주파수 

4.379 MHz, z방향 트랩 주파수 0.59 KHz, x방향 평균 포논 0.6, 단일 이

온 x방향 Lamb-Dicke 파라미터 0.06로 설정하였다. 게이트 연산 시간 

는 로 설정하였다.

3.2. 오차에 둔감한 MS 게이트 최적화

3.2.1. 목적함수 탐색 방법

트랩 주파수 와 레이저 주파수 가 결정이 된 경우 의 오차에 대한 

둔감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함수를 c, d 파라미터를 포함해서 다음과 같

이 고안하였다.

  

  


   


 

 

    


    




  


부터  


 까지 5개의 트랩 주파수에 대한 MS 게이트 신

뢰도의 가중합으로 가운데에서 가중치 1, 양 옆으로 갈수록 가중치를 


씩 곱해서 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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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 개수    , 레이저 변조의 개수   인 경우,

       5개의 값       4개의 값,

  사이 등간격 200개의 값을 바꾸어 가며 BSA를 이용해 

를 구해,  오차가 있을 때 MS 게이트 연산 신뢰도의 변화를 계산

했다.

3.2.2 목적함수 탐색 결과

그림 8.(a)은 각각의 c, d 파라미트의 목적함수를 가지고 최적화한 결과

이다. 각 그래프에서 x축은 의 값, y축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의 오차, 색깔은 MS 게이트 신뢰도를 의미한다. 를 에서 

 범위의 값을 사용할 경우 오차에 둔감한 MS 게이트를 찾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7. 트랩 주파수 오차에 대한 목적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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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게이트 신뢰도를 보기 위해    일 때 오차에 따른 

신뢰도를 그린 결과는 그림 8.(b)이다. 각 그래프에서 x축은 가운데를 기

그림 8. 다양한 목적 함수를 설정하였을 때 트랩 주파수 오차에 따른 게이트의 
정확도. (a) 트랩 주파수의 오차 Δ와 레이저 주파수 에 따른 게이트의 정확도. 
(b) 레이저 주파수의 값을 고정시켰을 때 Δ에 따른 게이트의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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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의 오차, y축은 그 때의 MS 게이트 신뢰도를 의미한다. 각 그

래프에서 0.995 이상 게이트 신뢰도가 +-10 kHz 정도의  오차에 대해

서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림 8.(a)와 (b)에서 왼쪽 상단 3*3의 그래

프 들에서 오른쪽 상단과 왼쪽 하단을 제외하고 7개의 그래프는 그래프

의 모양이 같은 것으로 보아 c, d 탐색 공간에서 sub optimal인 점으로 

생각해 그 중     를 목적함수의 파라미터로 결정하였다. 이때 

탐색된 는 다음과 같다.

그림 9. 오차에 둔감한 게이트를 얻을 수 있는 레이저 구성 (레이저
를 15개 세그먼트로 나눴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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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MS 게이트 최적화 실험 방법

위에서 설정한 목적함수를 이용해      인 경우와 

     인 경우   사이 등간격 200개의 값을 

바꾸어 가며 BSA를 이용해 를 구해,  오차가 있을 때 MS 게이트 

연산 신뢰도의 변화를 계산했다.

3.2.4. MS 게이트 최적화 실험 결과

     의 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각각의 경우에서 실험을 

통해 를 구한 후, 최적의 결과를 나타내는 에서 ω 오차와 MS 게이

그림 10 주파수 오차에 따른 게이트의 정확도 (트랩 개수 = 2, 레이저 세그먼트 
개수 = 3, 5, 7, 15, 31, 목적 함수: 3.2.2에서 구한 결과). (a) 트랩 주파수의 오
차 Δ와 레이저 주파수 에 따른 게이트의 정확도. Δ에 대해 게이트 정확도가 
가장 둔감하게 변하는 의 값을 빨간색 선으로 표기하였음. 비교할 대조군인  
= 4.15 MHz를 검은색 선으로 표기하였음. (b) 의 값을 빨간색으로 표기된 값으
로 고정시켰을 때 Δ에 따른 게이트의 정확도. (c) 의 값을 검은색으로 표기된 
값으로 고정시켰을 때 Δ에 따른 게이트의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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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연산 신뢰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M=3인 경우에서는 ω 오차에 따라 

MS 게이트 연산 신뢰도가 민감하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M을 

5이상으로 키우게 되면 ω 오차가 연산 신뢰도를 크게 떨어트리지 않는 

구간을 찾을 수 있다. 를 특정 값으로 고정시켜놓은 경우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찾을 수 있다. =4.4MHz일 때, M=3,5,7인 경우에는 ω 오차가 게

이트 신뢰도를 크게 떨어트리지만, M=15,31인 경우에는 ω 오차가 연산 

신뢰도를 떨어트리지 않는 구간을 찾을 수 있다.

     의 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를 임의의 값으로 고정

시킨 후, ω 오차에 대한 민감도를 살펴보면 M을 키울수록 게이트가 더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적화된 에서도 미약하지

그림 11 주파수 오차에 따른 게이트의 정확도 (트랩 개수 = 5, 레이저 세
그먼트 개수 = 9, 11, 15, 31, 목적 함수: 3.2.2에서 구한 결과). (a) 트랩 
주파수의 오차 Δ와 레이저 주파수 에 따른 게이트의 정확도. Δ에 대
해 게이트 정확도가 가장 둔감하게 변하는 의 값을 빨간색 선으로 표기하
였음. 비교할 대조군인  = 4.15 MHz를 검은색 선으로 표기하였음. (b) 
의 값을 빨간색으로 표기된 값으로 고정시켰을 때 Δ에 따른 게이트의 정
확도. (c) 의 값을 검은색으로 표기된 값으로 고정시켰을 때 Δ에 따른 
게이트의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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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ω 오차에 대해 더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경향을 보인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를 최적화 시킨 경우, M을 키우면 연산 신뢰

도 0.995이상인 ω 오차 범위를 한계점까지 다다르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최적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M을 키우는 것이 연산 신뢰도 

0.995이상인 ω 오차 범위를 넓힐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

결론적으로 이 커질수록 더 넓은 영역의 레이저 주파수 에서 트랩 

주파수 ω오차에 더 둔감한 MS 게이트 레이저 펄스를 찾았다.

그림 12 세그먼트 개수에 따른 가용 Δ의 범위. (a) 레이저 주파수를 최적 

값으로 맞춰줄 수 있는 경우 (b) 레이저 주파수가 고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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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기존 펄스 최적화 연구에서 레이저 펄스를 찾을 때 트랩 주파수 오차에 

대해 따로 최적화를 하지 않았어도 특정한 레이저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

우에 대해서는 트랩 주파수 오차가 있어도 좋은 신뢰도의 연산을 하는 

레이저 펄스를 찾을 수 있었다 [2]. 본 연구에서 트랩 주파수 오차에 대

한 최적화를 한 결과 이보다 좋은 성능의 레이저 펄스를 찾을 수 있었

다.

그림 13은 기존 방식에서 트랩 주파수 오차에 대한 조건 없이 레이저 펄

스를 최적화 했을 때 얻은 결과와 본 연구에서 정의한 목적 함수를 이용

해 BSA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해 얻은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기

존 방식을 사용했을 때는 레이저 세그먼트 수를 늘려감에 따라 탐색 공

간이 커져 더 안 좋은 솔루션을 찾은 반면 본 연구의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레이저 세그먼트 수를 늘려도 같은 성능의 솔루션을 찾았다. 또한 

그림 13.(b) 그래프를 보면 각 방법의 가장 좋은 솔루션을 비교했을 때 

본 연구의 방법이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

그림 13 (a) 라그랑지 방법과 BSA 방법으로 펄스 최적화를 하였을 때 세그먼스 
개수에 따른 가용 Δ의 범위. (b) 세그먼트 개수를 바꿨을 때 Δ에 따른 게이트
의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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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트랩 주파수 오차가 있을 떄에도 Mølmer–Sørensen 게

이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레이저 펄스의 진폭 변조 최적화 방법을 제

안하였다. 펄스 최적화를 위한 목적함수를 목표로 하는 트랩 주파수 오

차의 범위와 각각의 오차에 대한 가중치를 파라미터로 가지도록 정의하

였고, 각 파라미터를 바꿔가며 오차에 대한 성능 변화 양상을 비교하여 

optimal 파라미터를 결정하였다. 이 목표함수를 최대화하도록 유전 알고

리즘의 한 종류인 Backtracking Search Optimization Alogorithm을 사용

해 레이저 진폭을 최적화하였다. 그 결과 레이저 펄스 수를 늘려감에 따

라 성능이 향상되다가 어느 정도 이상의 레이저 펄스 수에서 성능이 수

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레이저 펄스 수를 늘려감에 따라 좋은 성

능의 펄스를 찾을 수 있는 레이저 주파수의 범위가 늘어났다. 기존 연구

에서는 트랩 주파수 오차에 대한 조건 없이 최적화를 했을 때에도 특정

한 레이저 주파수에서는 트랩 주파수 오차에 대해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

는 펄스를 찾을 수 있었는데 [2}, 이 결과와 비교를 했을 때 트랩 주파수 

오차에 대한 Mølmer–Sørensen 게이트 성능의 향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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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se shaping method for robust
2-qubit gate in trapped-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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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um computing has been under a progressive attention in
expectation of solving classically intractable problems such as
simulation of large quantum systems and substantially faster
calculation of integer factorization of large numbers. An ion
trap, one of the promising physical platform of a quantum
computer, has advantages over other platforms in that it has
full connectivity among arbitrary pairs of quantum bits (qubits).
However, ion traps, similar to other platforms, are not yet used
to solve practical problems because of the errors in running the
quantum algorithms. Main cause of the error is low fidelity of
quantum gates that implement the algorithm, which is induced
by unintended interaction between qubits and the environment
and by control error of the device, i.e. errors on laser and trap
frequency. Recent studies engineered amplitude, phase, and
frequency of the lasers for robust Molmer-Sorensen gate. This
thesis investigates amplitude modulation for robust
Molmer-Sorensen gate under trap frequency drift. Objective
function for robustness is designed with two parameters and
selected after testing various parameters. Backtracking Search
Optimization Algorithm, one of the popular genetic algorithms,
is used to optimize amplitude modulation of laser pulse with
our designed objective function. The laser pulse sequence found
by this method shows more robustness under trap frequency
drift than the previous methods.
………………………………………
keywords : quantum computer, ion trap, 2-qubit gate,

pulse optimization, Backtracking Search Optimiza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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