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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은 양자 선형 시스템 알고리즘에서 문제를 다룬다 양자 선형 시스템 알고리즘은 방정식의 해를 양자 상태로 계산해서 각 항의  read-out . 

정보는 알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해의 각 항이 복소평면 위에서 방사형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 각각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주어진 . , . 

방정식을 적절히 변형하고 양자 선형 시스템 알고리즘 및 양자 진폭 추정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기법을 소개한다, . 

           

 

서 론. Ⅰ

양자 선형 시스템 알고리즘은 선형 방정식을 고전 알고리즘 보다 빨리 해결 

한다 하지만 방정식의 해가 양자 상태로 존재하여서 각 항의 값을 바로 [1]. 

알 수 없다 기존 방법에서 추가 과정으로 양자 진폭 추정 알고리즘을 사용하. 

지만 해의 각항의 진폭 정보만 알 수 있어서 적용 범위가 작다, [2]. 

이 논문에서는 해의 각 항이 복소평면에서 방사형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를  

가정한다 제안한 방법에서 각 항의 값을 알아내는 기법으로 기존 방법인 양. 

자 진폭 추정 알고리즘과 더불어 방정식 변형을 사용한다. 

본론. Ⅱ

선형 방정식  가 주어져 있다 여기서 . 는 × 행렬이고 , 
와 는 차원 열벡터이다 그리고 . 는 다음과 같은 꼴이라 가정한다. 

  


여기서     …  (   ⋯ 이고) , 

 
  ( … 이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다음 그림과 ) . 

같이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제안한 알고리즘의 흐름도1. 

먼저 주어진 방정식의 해 의 크기인 ║║을 계산한다 그 다음 . 의 크

기인 을 구한다 마지막으로 . 의 위상인 를 결정한다. 

첫 번째로  ║║을 계산하기 위해 주어진 선형 방정식 에 다음 

방정식을 추가 한다. 

 
변형한 방정식에 양자 선형 시스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다음 양자 상태를 

얻는다. 

 ║║
  ║║

║║ ,

여기서  ⊥ 이다 이제 양자 진폭 추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 

의 양자 진폭을 얻고 여기서 , ║║을 계산한다. 

두 번째로  을 구하기 위해 방정식 

    
을 추가하여 방정식을 변형하고 양자 선형 시스템 알고리즘으로 다음 양자 , 

상태를 얻는다. 

 ║║  
   ║║ 

║║ ,

여기서  ⊥ 이다 그리고 양자 진폭 추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 

의 양자 진폭을 얻고 여기서 , 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를 결정하기 위해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변형한다. 










 
 

⋱ ⋱
 









⋱



, 











,

여기서

 
  ⋯



   
   

이다 이제 양자 선형 시스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다음 양자 상태를 얻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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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이다 첫 시스템부터 차례대로 측정을  . 

하여 각 의 값을 얻는다. 

결론. Ⅲ

이 논문은 양자 선형 시스템 알고리즘의 해에서 각 항의 정보를 추출하는  

문제를 다루었고 각 항이 방사형 복소수인 경우에 각 값을 구별read-out ,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것을 위해 방정식 변형 기법과 양자 진폭 추정 알. 

고리즘을 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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