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원은 지금] KAIST, 사물인터넷 보안 인증 원천기술 개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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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신소재공학과 연구팀이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작동하는 새로운 보안·인증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수십억 개의 나노패턴을 이용해 낮은 보안으로
도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KAIST 제공

■ KAIST는 김상욱 신소재공학과 교수팀이 매번 다른 모양을 형성하는 분자조립 나노패턴을 이용해 새로
운 보안·인증 원천기술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팀이 개발한 인증기술은 수십억 개의 나노패턴을
이용해 낮은 비용으로도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지문과 QR코드의 단점을 극복하는 기술
로 다양한 하드웨어 인증시스템뿐 아니라 향후 최첨단 무기 체계, 이상적인 난수 생성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김재관 의생명공학과 교수팀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중국 남통대와 공
동연구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해 혈류 분석에 필요한 시간과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인 연구 결과를 발
표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팀은 상관 함수의 수치 적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활용해 기존 방
법보다 빠른 시간 안에 저렴한 비용으로 혈류 정보를 분석할 수 있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혈류 측정 속도를 기존보다 400배 이상 빠르게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 DGIST 뇌과학과 연구팀은 통계적 학습과 인간 두뇌의 신경학적 연결망의 관련성을 규명했다. 인간이
새로운 규칙을 학습하는 능력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연구팀은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fMRI)를 통해 인간의 통계적 학습에 관여하는 신경학적 연결망의 연결고리를 찾았다. 해당 연결망의 연결
강도가 약해질수록 통계적 학습에 뛰어나다는 경향성도 발견했다. 연구팀은 향후 두뇌 연결망을 중심으
로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울산과학기술원(UNIST) 물리학과 연구팀이 일주일 걸리는 계산을 하루 안에 끝낼 수 있는 인공지능(AI)
고분자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했다. 고분자의 자기조립 성질을 이용할 때 어떤 고분자를 사용할지 결정
하기 위해 복잡한 함수로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연구팀은 딥러닝을 도입해 기존보다 6배 이상 빠르
게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랑주뱅 장이론 시뮬레이션'이라는 정밀한 계산법을 도입해 정확
도도 높였다. 이 기술은 기존 편미분 방정식 등을 활용하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연구팀은 이 기
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다른 고분자 시뮬레이션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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