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특허 기술정보서
① 기술명

⑤ 특허 정보 기술의 대표이미지 (개념/적용제품/도면/시작품 등)

양자 얽힘 최적 분배 방법 및 양자 통신 시스템
{Method of distributing optimally quantum entanglement and quantum
communication system}

② 기술의 적용 및 관련 제품 분야
Ÿ

본 발명은 양자통신 및 양자컴퓨팅에 적용 가능
③ 기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Ÿ

본 발명은 다분 큐빗 얽힘의 모노가미 및 폴리가미 부등식(inequalities)의 근사화
(tightening)와 관련된 양자 얽힘 최적 분배 방법을 제공하고자 함
[그림 1]
④ 기술의 특·장점과 효과

Ÿ

Ÿ

⑥ 특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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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qualities)의 근사화(tightening)와 관련된 양자 얽힘 최적 분배 방법과 이를

출원번호

KR 10-2019-0042535(출원일: 2019-04-11)

수행하는 양자 통신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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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르면, 각 부등식의 차이(residual) (양측 간의 차이)의 (수학적 표현의
측면에서) 형태를 피팅하고, GA를 이용하여 부등식을 근사화할 차이 표현의 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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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터를 최적화할 수 있음
Ÿ

나아가, 기존에 알려진 한정(bound)보다 상당히 근사화된 모노가미 및 폴리가미
부등식과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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