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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융합연구 동향 : 미국 DARPA 편
융합연구 동향보고서 제 4편에서는 미국 NSF의 장기 도전과제인 10 Big 

Ideas를 살펴보고 NSF가 주목하고 있는 6대 연구분야, 4대 정책과제에 

대해 살펴봄

융합연구에서는 복잡하고 긴급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

양한 학제 간, 분야 간, 지식, 이론, 방법, 데이터의 결합과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개발된 개념틀이나 바뀐 지식적, 기술적 패러다임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음

그런 의미에서 융합연구를 위해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고 통찰력과 아이디

어를 벤치마킹 하는 활동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음

전통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사회에서는 기술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경쟁요

소이지만 융합적인 신산업구조의 사회에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누구

를 위해, 기술을 어떤 목적을 위해 활용하고, 최종 사용자가 기술의 활용을 

통해 어떠한 가치와 편익을 인식하는지가 주요한 경쟁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음(미래창조과학부, 2016)

첨단 기술 그 자체보다 기술과 인문ㆍ예술분야의 융합과 파생을 통해 수요

자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사회ㆍ경제적 가치 창출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융합연구의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이 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군사, 우주와 관련된 첨단 연구와 기술들 가운데에는 시간이 지나면

서 원래의 목적과 활용처가 달라지기도 하고 상용화 되고 보편화 되어 인

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술들이 많음 (예: 인터넷, 컴퓨터, 드

론, GPS, 기상관측레이더, 디지털 카메라, 동결건조기술, 제트엔진, 합성

고무타이어, 전자렌지, 무전기, 야간투시경, 덕테이프(청테이프), 순간접

착제, 에어로솔, 통조림, 페니실린, 헌혈과 투석, 여성위생용품 등)

동향분석보고서 제 7편에서는 국방분야에서 선제적 기술의 선점을 목표로 

첨단기술을 적극 개발ㆍ연구하고 있는 DAPRA의 연구과제에 대해 살펴보

기로함

0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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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군사비 지출은 2017년 1조 7,390억 달러에 도달하였으며 여기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비 지출은 

2017년 약 6000억 달러(한화 약 710조)에 도달했고 이는 2~8위 국가

의 예산을 모두 합친 것 보다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

더불어 지난 2019년 3월에는 2020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7500억 달러

(약 825조)를 편성해 제출하였음

이는 자국 영토를 지키는데 국한되지 않고 경찰국가로서 국제 질서를 유지

하며 전 세계 어디서든 미국과 자국민의 이익을 수호한다고 하는 대의를 

지키기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음

미국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 문제들 가운데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문제는 
국가안보 및 테러 대책, 안보(Security)와 개인사생활(Privacy) 사이의 
첨예한 대립과 대외정책 등으로 이는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역
할과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역효과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함

이처럼 많은 금액의 미국의 국방예산이 집행되는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
는데 그 가운데 군사관련기술 연구개발기관으로 한 해 약 30억 달러 이상
의 예산을 지원받는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이하 DARPA)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02. 선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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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PA에서 진행되는 연구과제들은 대부분 국방과 관련한 연구로 기계나 
소재, 전자, 의료, 생물, 통신 쪽의 성격을 띄고 있음 

DARPA에서 채택된 연구과제는 매우 실험적이며 그 성과가 실용화되기까
지 상당히 오랜 기간 소요되는 특징이 있음

지난 10월 영국도 Queen’s Speech에서 DARPA와 비슷한 기관의 출범

에 대해 언급한 바 있고 (https://www.sciencemag.org) DARPA가 추
구하는 선구적 첨단기술 대응을 목표로 하는 기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재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가 해결하고자 하는 복잡한 사회적 문제의 대
척점에 서있는 연구가 DARPA에서 추구하는 극단적인 첨단기술을 개발하
고 활용하는 우주, 국방 관련 연구라고 볼 수 있음

이는 인문사회기반의 융합연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고 국내의 융합
연구 실정과는 매우 다를 수 있으나 매우 실험적인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
는 DARPA의 연구 방향을 관통하는 트렌드를 알아보고 인문ㆍ예술분야와
의 융합을 통해 가치창출의 기회를 탐색해 보고자 함

02. 선정 배경

▲ DARPA가 추진중인 연구의 예시: 대기 중에서 물을 추출하는 기술 개념도
출처: DARPA 홈페이지(https://www.darpa.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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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는 매우 특색 있는 연구 개발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연구소와 

언뜻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 무엇을 개발하고 구체화하여 실용화하기 

보다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술이나 사업에 손을 대 누구보다 최초로 시도하

는 것을 모토로 가지고 있음

이러한 성격을 가진 DARPA의 개발 목적은 경쟁국가가 미국보다 우선 군사관

련기술을 개발하는, 소위 과거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스푸트니크(Sputnik) 

위성 1, 2, 3호를 발사하여 서방세계의 인식을 뒤흔든 당시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u DARPA의 기원은 ARPA로 Sputnik 쇼크가 일어난 1957년 이듬해인 1958년 

버지니아 주(州)알링턴(Arlington)에 창설 

u 설립 후 최초 책임자(Director)는 Roy W. Johnson이며 현 책임자는 Dr. 

Steven H. Walker 임

u ARPA는 인터넷의 기원인 ARPANET을 개발한 것으로 유명 

u DARPA는 미 국방성의 연구, 개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방위산업체나 관련 연

구기관을 경합시켜 가장 우수한 결과물을 선정함

u DARPA에 지원되는 예산은 2019년 기준 34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 (한화 약 4조

원 이상)

*사진출처: DARPA 홈페이지(https://www.darpa.mil/)

03. DARPA 소개



융합연구총괄센터

06

국방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곳이므로 무기는 물론이고 통신, 전자, 소

재, 의료 등 분야에 있어 기상천외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DARPA의 연구

프로젝트들은 매우 뛰어난 발명품들로 나타남

모하비사막을 무인로봇자동차로 횡단하는 DARPA 그랜드 챌린지를 

2004, 2005, 2007, 2012, 2013년에 개최하기도 하였음

지난 2015년에는 재난구조용 로봇 대회인 DARPA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카이스트 팀의 ‘휴보’가 최종 우승을 차지한 쾌거를 일궈낸바 있음

▲ DARPA 로보틱스 챌린지 최종 우승을 거머쥔 KAIST의 휴보

출처: DARPA 홈페이지(https://www.darpa.mil/)

03. DARPA 소개

▲ DARPA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수 있는 타임라인

출처: DARPA 홈페이지(https://www.darpa.mil/Timelin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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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기술에 투자]

미국 전체 R&D예산의 비중

u 미국 전체 R&D 예산중 국방연구는 약 62%정도이며 비국방 연구가 3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함

u 국방연구 중 DARPA의 연구예산은 2019년 기준 약 3.7% 차지함

u 이는 전체 R&D예산에서 2.2%에 해당하는 수치임

분야 2018 비율
전체 R&D 149,579 100.0%
국방 R&D 92,450 61.8%
비국방 R&D 57,129 38.1%
DARPA R&D 3,427 2.2%

DARPA의 주요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음 

u Defense Research Sciences (방위 연구 과학)

u Basic Operational Medical Science (기본 운영 의료 시스템)

u Biomedical Technology (생의학 기술)

u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통신 기술)

u Biological Warfare Defense (생물학전 방어)

u Tactical Technology (전술 기술)

u Materials and Biological Technology (소재 및 생체 기술)

u Electronics Technology (전자기술)

u Advances Aerospace Systems (진보된 항공 시스템)

u Space Programs and Technology (우주 프로그램 및 기술)

u Advanced Electronics Technologies (진보된 전자 기술)

u Command, Control and Communications System (지휘, 통제 및 

통신 시스템)

u Network-centric Warfare Technology (네트워크 중심전 기술)

u Sensor Technology (센서 및 탐지 기술)

u Mission Support (임무 지원)

u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소기업 혁신 연구)

u Management HQ  R&D (본부 경영 연구)

03. DARP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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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PA에서 현재 진행중인 연구과제에 노출된 키워드 정리 결과

키워드 설명 빈도
AI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Computer Symbiosis 
Technologies

인공 지능과 Human-Computer 공생 기술: 인간과 
기계의 보다 직관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기술

39

Data (데이터): Data Analysis at 
Massive Scales

대규모 확장 데이터 분석: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정
보 및 통찰력 추출, "빅 데이터" 및 "데이터 마이닝"

36

Complexity (복잡성): Harnessing 
Complexity

복잡성 확보와 운용: 다중 및 다양한 상호 작용으로 
구성된 시스템 운용

32

Analytics (분석): Analytics for 
Data at Massive Scales

대규모 확장 데이터 분석: 대용량 데이터 세트에서 
정보 추출 32

Algorithms (알고리즘) 알고리즘: 계산 또는 기타 문제 해결 작업에 사용되
는 프로세스 또는 규칙 집합 30

Cyber (사이버) 사이버: 디지털 체계와 정보에 관한 연구 28

Sensors (센서): Novel Sensing 
and Detection

새로운 감지와 발견 기술: 물리적 현상을 감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새로운 콘셉트와 기기들에 관한 연
구

26

Autonomy (자율화): Supervised 
Autonomy

감독된 자율성: 인간 지휘 감독하의 자율화 기능 
“인간참여(human-in-the-loop)” 25

Materials (소재):　
Transformative Materials

변이 가능한 소재: 새롭거나 개선된 소재 특성에 관
한 연구 25

Health (건강): Restore and 
Maintain Warfighter Abilities

군인의 기능 복원 및 유지 관리: 인간 건강의 회복
과 최적화에 관한 연구 25

Fundamentals (기초): 
Fundamental Physical Science

기초물리과학: 물리과학의 한계영역을 뛰어넘는 지
식 추구 22

Systems (체계): Systems of 
Systems

시스템을 위한 시스템: 다양한 시스템 간의 시너지
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능과 관련한 연구 21

Electronics (전자): Electronics 
and Microchips 전자와 광자의 조작에 기반한 기술 20

Resilience (복원력): Resilience 
and Robustness

탄력성 및 견고성: 기술 및 시스템이 손상이나 다른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존할 수 있도
록 지원

19

Spectrum (스펙트럼): 
Electromagnetic Spectrum and 
Bandwidth

전자기 스펙트럼 및 대역폭: 전자파 스펙트럼의 사
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과 기술 19

Communications (통신): 
Communications and Networks

통신 및 네트워크: 모든 정보 전송, 수신, 연결 및 
보호 방법 17

Integration (통합) 서로 다른 구성 요소 및 시스템의 호환 가능한 상
호 연결 17

Microsystems (마이크로 
시스템): Information 
Microsystems

정보 마이크로시스템즈: 컴퓨터 및 기타 디지털 전
자 시스템 관련 17

Trust (신뢰): 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 및 정보 기술

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 및 정보 기술: 정보 및 시스
템의 무결성에 대한 신뢰 17

Air (항공): Air Systems 항공 시스템: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 및 지원 기
술을 포함한 유인 및 무인 항공 시스템 16

Decentralization (분권화)

크고 대규모로 복잡한 시스템의 기본 기능을 저렴
하고 신속하게 업데이트하는 능력은 낡고 열악한 
전자 장치를 피하기 위해 중요하다. 우리의 주요 군
사 시스템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급속한 변화
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고 현대적인 
전자 제품의 빠른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모
델로 나아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16



융합연구총괄센터

010

DARPA에서 현재 진행중인 연구과제에 노출된 키워드 정리 결과

키워드 설명 빈도
Tech-Foundations (기술 기반): 
Foundational Strategic 
Technologies and Systems

기본 전략 기술 및 시스템: 새로운 차원의 모든 기
능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기술 16

Manufacturing (제조) 제조기술 15
Disease (질병): Infectious 
Disease 전염병: 병원균에 의한 질병과 관련 15

Therapy (테라피): Prevention 
and Therapy

예방 및 치료: 초기 감염이나 부상을 막거나 이후에 
더 빠른 치유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생물 의학 기술 15

Med-Devices (의료기기): 
Medical Devices

질병이나 부상의 진단,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비약
물적 치료에 관한 연구 14

Countermeasures (대응책): 
Threat Countermeasures 위협대책: 적대자의 역량을 분산 및 완화하는 조치 14

Cost (비용): Inverting Cost 
Equation 비용공식의 도치: 적대세력에게 더 높은 비용 부담 13

ISR (첩보, 경계, 인식 확보):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Exploitation

첩보, 경계, 인식 확보: 전술 및 전략적 상황 인식을 
위한 기술 13

Automation (자동화): 
Automation Technologies 자동화 기술: 자동적 기계 또는 디지털 운용 13

Math (수학): Mathematics 궁극의 진리를 추구 13
Networking (네트워킹): 
Network Technology 네트워크 기술: 연결된 아키텍처의 노드에 연결 12

Processing (연산, 처리): 
Information Processing

정보처리: 데이터 조작 및 분석을 위한 계산 도구 
및 기술 12

Interface (인터페이스): 
Human-Machine Interface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11

Photonics (광양자학): Photonics, 
Optics and Lasers

광학, 광학 및 레이저: 빛의 전달과 조작을 다루는 
과학과 기술 11

Bio-complexity (생물복합성): 
Apply Biological Complexity at 
Scale

규모에 따라 생물학적 복잡성 적용: 방대한 공간적, 
물리적 및 시간적 척도에서 생활 시스템 역학을 조
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찰력에 대한 관계

11

Neuroscience (신경과학) 뇌를 포함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 관한 연구 10
SWAP (크기, 중량 및 전력 
제약조건): Size, Weight and 
Power Constraints

기술 소형화, 경량화 및 전력효율화하여 군사효과 
증대 10

Space (우주): Space Systems 차량, 로봇 및 지원 기술을 포함한 무인 우주 시스
템 및 공간 상황 인식 기술 10

Microchips (마이크로 칩): 
Microchips and Components

마이크로칩 및 구성 요소: 소형 전자 회로와 그 구
성 요소 및 특징에 대한 관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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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Active Social Engineering Defense (ASED)

u # Autonomy # Cyber

u 지난 40년 동안, 기술의 발달로 세계는 점점 더 가깝게 연결되어 왔고 이
러한 연결은 보급형 실시간 정보 통신에서부터 최적의 물류까지 국가 안보
에 있어 주요부문의 진전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이러한 연결성으로 인
해 군사 시스템과 중요 인프라 모두가 사이버 공격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
다. 대부분은 보안 노력을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지만, 
80% 이상의 사이버 공격과 70% 이상의 국가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은 컴
퓨터나 네트워크 보안 결함보다는 인간으로 인한 위험 노출로써 시작된다. 
안전한 사이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컴
퓨터와 네트워크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인간 사용자에 대한 대비가 필요
하다.

u 여기서 인간에 대한 공격을 소셜 엔지니어링(사회적 조작)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용자를 조종하거나 "공학적으로" 원하는 행동을 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누설하기 때문이다. 가장 일반적인 사회 공학 공격은 인터
넷 사용자들이 의심 없이 악의적인 링크를 클릭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다 
세부적인 공격은 조직으로부터 암호나 개인 정보 같은 민감한 정보를 얻어
내거나, 부당한 신뢰를 얻음으로써 특정 개인으로부터 가치 있는 것들을 
훔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u 이러한 공격에는 항상 공격자가 피해자에게서 유도하는 "요구"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뢰가 필요하며,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얻거나 스푸핑*(spooping)되거나 도난당한 신원을 통해 얻어진다. 
이러한 시도의정교함의 정도에 따라, 이러한 공격은 개인, 조직, 또는 광범
위한 인구의 습격을 쫓아갈 것이다.

u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은 사용자들이 받는 각각의 모든 통신을 검증하는 것
이 어렵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더욱이 검증에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가지
지 못한 기술적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수는 거대하며, 적대적 사용자의 수에 
비례하여 피해의 범위는 넓어진다.

u ASED(Active Social Engineering Defense) 프로그램은 소셜 엔지니
어링 공격을 식별, 교란 및 조사하기 위해 악의적인 적으로부터 자동으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공하면 ASED 기술은 사용자와 잠재적 공격자 간의 통신을 
조정하고, 적극적으로 공격을 탐지하고, 공격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조
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수행하게 된다.

* Spooping은 사전적으로 속임수, 사기를 뜻하며 네트워크환경에서 구조적 결함을 이용해 사용자의 시스템 권한을 획득한 뒤, 정

보를 빼가는 수법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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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Associate (AIRA)

u # AI # Algorithms # Analytics # Data

u AIRA 프로그램은 희박한 데이터와 적대적 스푸핑에 견고하고, 세대적 상
황 및 설명 모델을 통해 도메인 관련 지식을 통합한 "제3의 물결" AI 기술
을 개발 및 적용하기 위한 광범위한 DAPRA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다.

u AIRA 프로그램의 비전은 AI를 과학적 과정에서 통찰력 있고 신뢰할 수 있
는 협력자의 역할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오늘날 중요한 과제는 AI훈련에서 
벗어난 범주에 대한 통계적 AI 방법론의 일반화 가능성 부족과 해석 능력
의 부족이다. 해당 과제를 극복하려면 연구 중인 복잡한 시스템의 관련 역
학 및 행동을 간결하게 포착하고 도메인 전반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물리, 
수학 및 상황 인식 학습 표현을 기반으로 깊은 통찰력을 창출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u AIRA는 과학 프로세스에서 AI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 커뮤니티에 
두 가지 주요 목표를 제시할 것이다. 두가지는 1) 복잡한 물리적 현상을 
지배하는 물리적 법칙과 모델의 발견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AI구조와 새
로운 접근법에 관한 탐험과 2) 데이터가 너무 희박하고, 소음이 많고, 예측
모형을 구축하기 힘든 상황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탐구하는 것이다.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시험 가능한 가설을 생성하고, 데이터 부족 문제를 완화
할 수 있는 고차원적 가치 실험을 식별하여 훈련 공간 외부에서의 예측에 
대한 신뢰도를 정량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DARPA가 추진중인 AI넥스트 캠페인

출처: DARPA 홈페이지(https://www.darpa.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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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Artificial Social Intelligence for Successful Teams (ASIST)

u # AI # Autonomy # Interface

u 인간은 기존의 지식과 관찰과 문맥적 실마리를 직관적으로 결합하여 주위
의 세계의 풍부한 정서적 모델을 구축하고 이러한 모델을 사용하여 목표를 
평가하고, 사고 실험을 수행하고, 예측을 하고, 상황적 이해를 갱신한다. 
다른 사람들을 섞여있는 환경에서 인간은 관찰된 행동과 맥락에서 자신의 
정신 상태를 추론하고, 그러한 추론된 상태로부터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정신 이론(ToM)이라는 기술을 사용한다. 인간이 팀을 구성할 때, 이 
모델들은 극도로 복잡해지는데 고성능 팀은 자연스럽게 모델의 핵심 측면
을 정렬하여 환경, 장비, 팀 및 전략의 공유된 정신 모델을 만든다. ToM과 
공유된 정신 모델을 만드는 능력은 인간의 사회적 지능의 핵심 요소들이다. 
이 두 가지 기술이 합쳐지면 배경이 놀이장이든 군사 작전이든 모든 규모
의 인간 협업의 기초를 형성한다.

u 인공지능(AI) 기술은 그들이 운영하는 환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간에 
대한 이해에 거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러한 이해 부족은 안전하고 효율
적이며 생산적인 인간 기계 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방해한다. 성공적인 
팀을 위한 인공사회지능(ASIST) 프로그램은 AI를 인간 파트너의 목표와 
상황지식을 추론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예측하고, 상황 인식 조치
를 제공하는 높은 적응력과 복원력을 발휘하는 팀원으로 만들기 위해 기초
적 AI 이론과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u ASIST 개발자들은 공유 모델을 대표하고 유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계 
ToM과 효과적인 팀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에이전트를 만들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 정의 가능한 오픈 월드 환경과 표준화된 인
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이러한 에이전트를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만들
고 채택하고자 한다. 인터페이스에는 표준 감지 채널 패키지(예: ASIST 에
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센서와 가상 센서의 정보 스트림)와 통신
/액션 채널(예: 에이전트가 테스트 베드에서 인간 팀원에게 정보를 전달하
는 메커니즘 및 팀과 연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된다. 
ASIST 에이전트는 핵심 팀원과의 통신두절과 같은 임무나 팀의 갑작스런 
환경의 동요처럼 복잡한 환경과 동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작동해야 하며, 
전문화된 소음이 존재하는 다중 채널에서도 관찰을 사용하여 복잡한 추론
과 예측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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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Assured Autonomy

u # Autonomy # Systems

u 자율성은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거
나 인간 운영자의 감독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의 능력을 말한다. 자율 시스
템은 상황 인식 향상, 인지 작업 부하 감소, 병력 보호, 사이버 방어, 물류 
등 자율 시스템 및 상위 수준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능력 목표의 범위를 식
별하는 등 현재와 미래의 국방 임무의 요구에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u 지난 10년간 항공, 지상, 바다, 해저 차량 등 다양한 무인 시스템의 확산으
로 입증된 자율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 구축에 엄청난 진전이 있었고 
이러한 발전은 센서와 작동기 기술, 컴퓨팅 기술, 제어 이론, 설계 방법과 
도구,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과 같은 여러 분야의 혁신에 의해 주도되
어 왔다. 그러나 안전에 중요한 DoD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러한 시스템의 
채택과 광범위한 배치는 여전히 어려우며 논란의 여지가 있다.

u 자율 시스템의 구축과 채택을 방해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u 신뢰할 수 있는 충분히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 없는 경우, 상당한 운영자의 
개입이 필요하며, 이는 운영상의 이득을 심각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인
간과 기계 상호 작용 및 혼합 이니셔티브 제어 영역에서 상당한 새로운 도
전을 야기한다.

u 반면에 불확실하고 구조화되지 않고 동적인 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자율성
을 달성하려면 많은 개방적인 시스템 과학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과제를 
안고 있는 데이터 기반 기계 학습 기법이 점점 더 필요하다.

u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계 학습 기법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고 
정확성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인 프레임워크가 부족한 
반면, 임무 성공을 위해 안전하고 정확한 운용에 의존하는 DoD 애플리케
이션은 예측 가능한 행동과 강력한 보증을 필요로 한다.

u 역사적으로 보증은 개발의 엄격한 안전 기준에 따라 설계 프로세스를 통해 
접근하고 시스템 테스트를 통해 준수를 입증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
은 주로 인간참여(Human in the loop) 시스템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범
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시스템 동작이 수신된 자극에 대한 기억력에 따라 
달라지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현재의 보증 접근법은 
일단 시스템이 전개되면 시스템이 학습하고 진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근
거한다.

u 자율성 보장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습 가능 사이버 물리적 시스템
(LE-CPS)의 지속적인 보증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속적인 보
증은 설계시에 임시로 제공되는 시스템의 안전 및 기능적 정확성에 대한 
보증으로 정의되며, 시스템과 그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운영시에 지속적으
로 모니터링, 업데이트 및 평가된다. LE-CPS는 하나 이상의 학습 가능 구
성 요소(LEC)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LEC는 역동적이고 구조화
되지 않은 환경에서 작동하면서 "학습 프로세스"를 통해 습득되고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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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배경 지식"에 의해 동작이 추진되는 구성요소다. 이 정의는 다양한 
인기 있는 기계 학습 접근법 및 알고리즘(예: 교육 분류기의 감독 학습, 제
어 정책 개발을 위한 강화 학습, 시스템 역학을 위한 알고리즘)을 일반화하
고 인정한다. 일반화는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CPS(Cyber Physical 
Systems)의 데이터 기반 기계 학습 알고리즘의 다양한 유형과 응용에 적
용할 수 있는 추상화 및 도구를 촉진하기 위한 의도다.

u 이 프로그램은 보장된 자율성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관련
된 자율 차량 공간의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다. 단, 생성된 툴, 
툴체인 및 알고리즘은 다른 LE-CPS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로그램에서 도출된 기술은 LE-CPS 설계 툴체인에 통합되어 상용 및 방
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공개 도구 형태가 
될 것이다.



융합연구총괄센터

016

05. 연구소개 Automating Scientific Knowledge Extraction (ASKE)

u # AI # Algorithms # Analytics # Data

u ASKE(Automating Scientific Knowledge Extraction) 프로그램은 과
학 지식 발견, 큐레이션 및 응용의 수동 프로세스 중 일부를 자동화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SKE는 DARPA의 인공지능 탐색
(AIE)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미국이 이 중요하고 빠르게 가속되는 기술 분
야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기관의 광범위한 AI 투자 
전략의 핵심 요소다.

u ASKE는 기존 모델 코드와 문서에서 과학적 지식과 가정을 해석하고 노출
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식별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식별함으로써 물리적, 
생물학적, 사회적, 엔지니어링된 시스템 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는 복잡한 시스템의 풍부한 모델을 과학자들이 구축, 유지 및 추론하
는 것을 더 쉽게하기 위한 접근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자원을 자동으로 형
성하고, 이러한 출처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고, 이 유용한 정보를 기계
로 구성된 전문가 모델로 통합하고, 이러한 모델을 강력한 방법으로 실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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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Automated Rapid Certification Of Software (ARCOS)

u # Cyber # Formal # Trust

u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리스크가 허용된다고 판단하는 과정을 "인증"이라고 
하는데  현재 인증 관행은 구식이며, 구축된 소프트웨어 양에 따라 확장할 
수 없다. (a) 시스템이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인
적 평가자의 사용과 (2) 평가 분해에 대한 원칙적 수단의 결여라는 두 가
지 요인의 확장을 방지한다.

u 소프트웨어 인증 준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보증 증거의 양은 인간 주제 
전문가에게 압도적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피상적이고 불완전하며/또는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긴 평가를 초래하기도 한다. 인간 평가자는 또한 
평가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전문 지식, 경험 및 편견을 가지
고 있다. 인증 요구사항이 모호하거나 잘못 작성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자
는 종종 의도된 내용을 해석해야 하며 이러한 요소들을 결합하면 시간 경
과 및 평가 전반에 걸쳐 불일치가 발생한다.

u 복잡한 평가는 서브시스템이나 구성요소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한
다. 이러한 노력은 해당 구성요소를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에 걸쳐 구성요
소를 평가하려는 노력을 상쇄할 수 있다. 현재의 관행은 구성요소를 채용
하는 모든 시스템에서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의 보증 증거를 재평가해야 
한다. 때문에 대형 시스템 인증에 분할 승인 방식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이러한 인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증가한다.

u ARCOS 프로그램의 목표는 소프트웨어 보증 증거의 평가를 자동화하여 인
증자가 시스템 리스크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전략
의 목표는 문서 기반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에서 벗어나 시스템의 권위 있는 
진실의 원천이 될 설계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인증을 지
원하기 위한 보증증거의 자동평가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의 근거를 제공한
다. 확률론적 모델 점검을 포함한 모델 기반 설계 기술은 불확실성을 정량
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추론할 수 있다. 이른바 "빅 코드" 분석은 의미 기
반 분석을 소프트웨어와 그 관련 아티팩트에 적용하는 것을 선도해 왔다. 
수학적으로 엄격한 분석과 검증은 명백하게 정확하고 건전한 소프트웨어 
구현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보증 사례 언어는 소프트웨어가 
인증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기계 판독이 가능한 방식으
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u ARCOS는 신규 및 구형 소프트웨어의 증거 생성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한 기법을 탐구하고, 그 입증도를 유지하면서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을 
개발하며, 보증 사례의 자동화를 위한 기술과 보증 사례 주장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증거 생성, 큐레이션 및 
평가 기술은 ARCOS 도구와 프로세스를 구성하여 인증에 이르는 경로를 
가속화하는 확장 가능한 수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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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Autonomous Diagnostics to Enable Prevention and Therapeutics 
(ADEPT)

u # Disease # Health # Therapy

u 예방 및 치료 활성화를 위한 자율진단 프로그램(ADEPT)은 자연 및 공학
적 질병과 독소로 인한 위협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개별 병력 대비 태세와 전체 병력 보건 보호를 지원한다. 
ADEPT 하위 기술은 최소한의 의료 훈련으로 인력의 지원을 가능케 하며 
많은 군사 작전에서 전형적인 저자원 환경에서도 중앙 집중화된 실험실의 
기능을 제공한다.

u ADEPT 프로그램의 4가지 추세는 의사결정과 정확한 위협 추적을 위한 사
용이 간편한 사용자 중심 진단, 새로운 유형의 백신을 빠르게 제조하기 위
한 새로운 방법, 표적 약물 전달 및 생체 내 진단을 위해 포유류 세포를 
설계하는 새로운 도구, 항체를 사용하는 개인에 대한 거의 완전한 면역성
을 제공하는 것이다.

u ADEPT는 핵산 기반 항감염 기술의 사용을 선도해 왔으며, 그 효과와 적응
성에 있어 가치가 있다. 이러한 도구(주로 특정 위협에 대해 자체적인 보호 
항체를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유전학적 지침)는 기존 의료대책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저온유통의 물류 없이 대규모로 제조되고 운송되고 보관되는 이
점이 있다. 거의 즉각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제한된 기간 동안만 체내
에서 안전하게 표현되어 게놈에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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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Battlefield Medicine

u # Disease # Health # Therapy

u 전장의학 프로그램은 새롭게 등장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되는 긴
급히 필요한 의약품의 제조 및 제공에 대한 물류상의 장애를 극복함으로써 
전방위적으로 전개된 환경에서 군사 대비 태세를 지원한다.

u 전장물류는 임무 자체와는 무관하게 도전이며 적대세력, 지형, 환경은 모두 
전투원에게 물자를 전달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한다. 현 국방부(DoD)의 의
료 공급 물류에 대한 접근방식은 전방위적인 비상 상황 설정, 긴급한 현장 
위협에 대한 대응, 생물학적 대비 비축에 대한 효용에 한계가 있다. 유기 
의약품과 단백질 치료제를 제조하고 전장으로 공수하는 데는 종종 몇 주에
서 몇 달이 걸릴 수 있는데, 이는 중요한 의료 물자가 가장 필요한 곳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예측되고 구체적인 
위협에 근거하여 의료용품을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성은 그러한 위협이 실
현되지 않을 때 자재, 노동 및 돈을 낭비하게 될 수 있기에 새로운 접근방
식이 필요한 것이다.

u 전장 의학은 두 가지 통합 연구 추진력인 PoD(Pharmacy on Demand)
와 생물학적 파생 의약품(Bio-MOD)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러한 능력 격
차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특정 전장의 위협과 의료 수요에 
대응하여 복수의 소분자 활성 의약품 성분(API)과 치료용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 소형 장치 플랫폼과 기법의 개발을 모색한다. PoD 연구는 선반 
안정형 전구체를 사용하여 다양한 화학적 복잡성의 여러 API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Bio-MOD 연구
는 새로운, 유연한 방법론 개발 및 미생물 변종, 포유류 세포선, 세포가 없
는 시스템의 개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다중 단백질 기반 치료제를 합성
하다. 개념 증명으로서, PoD와 Bio-MOD의 노력은 모두 FDA 승인 API
와 생물학의 단일 선량 수준 제조 플랫폼을 개발하고, 단기간 내에 높은 
순도, 유효성, 효용성을 입증하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

u 유연하고 소형화된 합성 및 제조 플랫폼을 개발함에 있어, 전장 메디컬은 
성공적인 경우 전장 및 기타 엄격한 환경에서 분산된 온디맨드 의약품 제
조 능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진 경로를 마련할 수 있는 지속적인 흐름 접
근법을 활용할 것이다. 또한 플랫폼은 모듈식 반응 설계를 통해 다양한 유
형의 치료법을 생산할 수 있는 유연성을 내장할 수 있다. 전장 의학의 궁극
적인 비전은 개별적인 의약품 비축, 저온 저장, 복잡한 물류 등의 필요성을 
없애주는 효과적인 소형 배트 제약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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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Big Mechanism

u # AI # Automation # Data

u 국방부에 가장 중요한 몇몇 시스템들은 매우 복잡하다. 생태계, 뇌,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은 많은 부분과 과정을 가지고 있지만, 단편적으로 연구되
고 있으며, 그 문학과 데이터는 단편화되고 분산되며 일관성이 없다. 복잡
한 시스템의 완전하고 설명적인 모델을 만드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상호작용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이러한 시스템의 영향은 이해하기 어렵다.

u 이 프로젝트는 상호작용이 중요한 인과관계를 갖는 복잡한 시스템의 큰 설
명 모델이다. 빅 데이터의 수집은 점점 더 자동화되지만, Big Mechanism
의 창조는 지식의 단편화와 배포에 의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인간의 노력
으로 남아 있다. 대형 메커니즘의 구축이 자동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는 과학의 수행 방식을 바꿀 수 있다.

u Big Mechanism 프로그램은 논문 초록과 논문을 읽고, 인과 메커니즘의 
조각을 추출하고, 이 조각들을 더 완전한 인과 모델로 조립하고, 이 모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
램의 영역은 신호 경로를 강조하는 암 생물학이다.

u 빅 메카니즘 프로그램의 영역은 암 생물학이지만, 이 프로그램의 가장 중
요한 목표는 거의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혹은 반자동적으로) 인과관계에 
대해 전례 없는 완전성과 일관성의 설명 모델을 통합하는 새로운 종류의 
과학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암의(전이) 경로는 단지 이 기술을 
활용한 원인적, 설명적 모델의 한 예일 뿐이다.

u Big Mechanism 프로그램은 새로운 연구와 여러 기술 분야, 특히 통계 
및 지식 기반 자연 언어 처리(NLP), 큐레이션과 온톨로지, 시스템 생물학 
및 수학적 생물학, 표현과 추론, 그리고 시각화, 시뮬레이션 및 통계학과 
같은 거대한 인과 관계 네트워크를 다루는 다른 분야들과의 통합을 필요로 
할 것이다. 머신리딩 연구자들은 연구 논문에 기술된 인과관계 및 운동학
적 모델을 나타내기 위해 더 깊은 의미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연역적 
추론과 정성적 시뮬레이션은 아마도 신호 경로의 복잡한 역학을 모델링하
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며 확률론적 및 정량적 모델로 증강되거나 대체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류와 예측은 계속 중요한 요소이지만 인과적 해명
이 확고한 우선순위이다. 확장된 데이터베이스와 온톨로지는 읽기, 빅메커
니즘의 구성 및 설명에 대한 하향식 제약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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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Biostasis

u # Chemistry # Health # Injury # Logistics # Therapy

u 바이오스타시스 프로그램은 종종 "골든 아워"라고 불리는 외상성 부상이나 
급성 감염에 있어 생명을 구하는 치료 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의료 전문가나 외상 센터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먼 미래 조건에
서 운용되는 병사의 생존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Biostasis는 의학
적인 개입이 가능할 때까지 기능적 능력을 안정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저온
유통 없이 되돌릴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느린 생물학적 시스템을 
개발하는 중이다.

u Biostasis는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의 시작을 지연시키기 위해 조직 손상과 
감염과 관련된 병적 과정의 시간 과정을 변경하기 위해 중합체 화학, 단백
질 공학 및 심층 세포 활동 모니터링의 새로운 적용을 조사하고 있다. 연구
원들은 온도를 낮추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항체나 효소 같은 단순한 생물
학적 치료법의 보존에서 전체 세포와 조직으로 확장되는 접근법을 연구하
고 있다.

u 이 프로그램은 개념의 증명, 벤치톱 기술을 생성하고 단순한 생물체에서 
그것들을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추구한다. DARPA는 프로그램이 성공
적인 Biostasis 기술의 잠재적이고 미래의 인간 의료 사용에 대한 길을 열
기 위해 연방 보건 및 규제 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DARPA는 이 프로그
램이 끝날 때까지 급성 부상이나 감염에 따른 영구적 손상이나 사망의 위
험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를 갖추게 되길 고대하고 있다. 또한 
Biostasis 기술은 혈액제제, 효소제제제, 약물 등 온도에 민감한 치료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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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Brandeis

u # Data # Privacy

u 대규모 정보 수집과 분석은 기업에 온라인 상거래를 최적화하고, 의료 종
사자들은 공공 보건 문제를 해결하며, 정부는 테러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사회에 분명한 이점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노력은 민주
주의의 초석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중에 역행하기도 한다. 1890년에 루
이스 브랜데이스가 처음으로 설명했듯이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현대성의 
결과다. 해악은 육체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최근 데이터의 공개와 관련된 수많은 사건들은 사이버 공간 내의 개인 정
보의 극한 취약성과 개인 및 국가 보안과의 관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높
였다. 다른 사람이나 조직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인 개인 정보의 "디지털 
역경"을 지속적으로 이해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u 브랜다이스 프로그램은 개인과 기업의 개인 및 소유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개발하려고 한다. 브랜다이스 프로그램의 비전은 (a) 프라
이버시를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b) 데이터의 막대한 가치를 활용할 수 있
는 것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다. 브랜다이스는 둘 사이의 균형을 유
지해야 하는 대신, 프라이버시가 보존되는 데이터의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세 번째 옵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u 브랜다이스의 목적은 개인 데이터가 의도한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고 다른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도구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것은 데이터 사용자와 데이터를 공유하기 전에 데이터 소유자에
게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와의 관계를 
재구성하려고 한다. 또한 데이터의 양과 복잡성은 개인이나 기업이 저장된 
데이터의 사용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여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
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인식 과제를 해결
할 것이다.

u 브랜다이스 프로그램의 잠재적인 영향은 극적이다. 보장된 데이터 프라이
버시는 개인 의료, 효과적인 스마트 시티, 상세한 글로벌 데이터 및 세분화
된 인터넷 인식의 문을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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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Building Resource Adaptive Software Systems (BRASS)

u # Automation # Cyber # Resilience

u 현대의 소프트웨어는 도서관, 모델, 프로토콜 및 장치의 복잡한 생태계 내
에서 작동한다. 생태계는 발견된 취약성(보안, 논리적 또는 성능 관련)을 
복구하거나 기반 실행 플랫폼의 다양한 리소스 가용성과 재구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나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변화한다. 이러한 변경
이 발생하면 생태계가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정은 우발적으로 
위반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이 더 이상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
을 수 있다.

u 이러한 변화에 직면하여 애플리케이션이 계속해서 올바르게 유용하게 작동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과제다. 생태계 진화에 효과적이고 
적시에 적응하지 못하면 기술적으로 열등하고 잠재적으로 취약한 시스템이 
될 수 있지만, 변경이 발생할 때 응용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변환하는 자
동화된 메커니즘이 부족하면 높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과 기능적으로 
건전한 시스템의 조기 노후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두 결과 모두 바람직하
지 않으며 경제적 생산성과 사이버 복원력에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u 진화하는 생태계에 애플리케이션을 성공적으로 적응하려면 그러한 진화가 
애플리케이션 동작과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고, 이러한 변화를 유익
하게 이용하는 변환을 자동으로 트리거하며, 이러한 변환이 올바른지 검증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a) 생태계가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중심 설명을 정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소프트웨어 스택에서 전체 시스템 규격을 추출할 수 있어야 하며, (b) 애
플리케이션 동작과 중요한 생태계를 연관시키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래밍 
추상화, 프로그램 분석 및 컴파일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osystem 변경; 
(c) 적응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의미 보존 프로그램 변환을 개발하고, (d) 
이러한 변환의 효율적인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화된 새로운 런타임 시
스템과 가상 머신 구현을 활용한다.

u BRASS(Building Resource Adaptive Software Systems Program, 
BRASS)의 목표는 생태계가 제공하는 물리적 및 논리적 자원의 변화에 강
력한 장수, 생존 가능한 복잡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에 기초
적인 진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적응형 변환을 촉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새로운 컴파일러와 시스템 설계에 더하여 새로운 자
원 인식 프로그램 추상화 및 분석을 통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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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Causal Exploration of Complex Operational Environments 
(Causal Exploration)

u # Analytics # BMC2 # Forecasting

u 지난 15년 동안, 미군은 복잡한 작전 환경(OE)과 다양한 적들에 직면하라
는 요구를 점점 더 받아왔다. 그러한 복잡한 OE는 미군과 호스트 국가 또
는 연합 파트너의 행동이 OE(예: 정부, 인구 집단, 보안 세력 및 폭력적인 
비직관 행위자)에 대한 공통적인 전체론적 이해에 기초해야 하며, 특히 예
상하지 못하거나 종종 직관에 반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인과 역학 관
계에 기초해야 한다. 다양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도구가 군사 명령 내에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특수 목적이며 이러한 도구를 구성하고 사용하기 위
해 광범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기존 도구는 또한 최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자동 메커니즘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크게 의존한
다. 이러한 도구는 전문 모델러가 출력을 조립, 구성, 실행 및 해석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운영 계획자가 직접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
다.

u 인과관계 탐색은 복잡한 분쟁 상황을 이끄는 근본적인 인과관계를 이해하
고 해결하는 군사 계획자들을 돕기 위한 모델링 플랫폼을 개발하려고 한다. 
인과관계 탐색 플랫폼에 내재된 기술은 사용자가 직면하고 있는 운영 환경
에 맞게 조정된 인과관계를 신속하게 생성, 유지 및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준다. 모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용자는 충돌을 유발하는 인과관계 역
학을 탐구하고 운영 환경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자신의 계획 노력을 지원
하고 알릴 수 있다. 이 능력은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지만, 이 프로그램은 
정치적, 영토적, 경제적, 민족적 및/또는 종교적 긴장이 뒤얽힌 복잡한 인
간 역학이 지배하는 잡종이나 불규칙한 갈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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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Common Heterogeneous Integration and IP Reuse Strategies 
(CHIPS)

u # Electronics # Integration # Microchips # Microsystems # 
SWAP

u 공통 이기종 통합 및 IP 재사용 전략(CHIPS)

u 모바일과 통신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반도체 업계는 디지털, 아날로그, 
혼합 신호 블록을 시스템 온칩(SoC) 솔루션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내몰
렸다. 고급 실리콘(Si) 보완 금속산화물반도체(CMOS) 기술은 이런 통합
을 가능케 했지만 디자인과 가공과 관련된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대
용량 제품에 대한 공격적인 디지털 CMOS 확장에 힘입어 지적재산권(IP) 
재사용이 고급 SoC와 관련된 설계 비용을 낮추는 도구로 떠올랐다. 첨단 
SoC의 단일적 특성은 높은 초기 프로토타입 비용과 대체 재료 세트에 대
한 요건과 같은 요인 때문에 DoD 또는 기타 소량 애플리케이션에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전반적인 시스템 유연성을 높이고 차세대 제품의 
설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CHIPS(Common Heterious Integration 
and Intelligental Properties) 재사용 전략(CHIPS) 프로그램은 IP 재사
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립하고자 한다.

u CHIPS의 비전은 기존 및 신흥 통합 기술을 사용하여 시스템으로 조립할 
수 있는 이산형 모듈형, 재사용 가능한 IP 블록의 생태계다. IP 블록의 모듈
성과 재사용성은 CHIPS 생태계를 지원하는 커뮤니티에 의해 전기 및 물리
적 인터페이스 표준을 널리 채택해야 한다. 따라서 CHIPS 프로그램은 
DoD와 상용 설계 및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모듈식 집적회로(IC) 설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설계 도구와 통합 표준을 개발할 것이다.

u CHIPS 프로그램은 (1) 디지털 인터페이스와 시스템, (2) 아날로그 인터
페이스와 시스템, (3) 지원 기술 등 세 가지 주요 도전 영역으로 문제를 
분할한다.

u CHIPS 프로그램 성공시:

u 공통 인터페이스 표준 수립 및 시연

u 설정된 표준을 준수하는 모듈식 IP 블록의 시스템 조립 가능

u 신속한 설계 반복을 통해 모듈식 IP 블록의 재사용성 입증

u 자세한 내용은 DARPA-BAA-16-6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CHIPS(Common Heterical Integration and IP Reuse Strategies)는 
CHIPS를 위한 Proposers Day에 제시된 슬라이드 및 프로그램에 대해 자
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포함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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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Communicating with Computers (CwC)

u # AI # Autonomy # Data

u CwC(Communicationing with Computers, CwC) 프로그램은 사람과 
컴퓨터 사이의 대칭적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
계는 단순한 지시의 수신자가 아니라 협력자로서 언어, 몸짓, 얼굴 또는 다
른 표현들을 포함한 모든 자연 모드를 이용할 수 있다. CwC 프로그램의 
목적상, 의사소통은 협력적인 맥락에서 복잡한 생각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
해된다. 복잡한 사상은 비교적 작은 기초 사상 집합에서 만들어지는 것으
로 가정하고, 언어는 그러한 복잡한 사상을 명시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완전히는 아니다-언어가 모호하고 부분적으로 문맥에 의존하기 때문에 언
어를 증가시키고 복잡한 사상의 사양을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CwC 프
로그램은 주어진 언어와 맥락으로부터 복잡한 아이디어를 조립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u CwC가 개발할 구체적인 기술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인 아이디어의 말뭉치
나 도서관, 주어진 언어와 맥락에서 오는 복잡한 아이디어들을 조립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의사소통하는 동안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아내는 알고리즘.

u CwC 프로그램은 난이도가 증가하는 세 가지 사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
다.

u 블록 월드 이 사용 사례에서 인간과 기계는 장난감 블록으로 구조를 만들
기 위해 통신해야 한다. 인간이나 기계는 특정한 구조, 즉 건설해야 할 과
제가 주어질 것이며, 일을 끝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해야 할 
것이다.

u 생물화 이 사용 사례는 논문 내용의 문헌을 읽고 기계로 판독할 수 있는 
기록을 컴파일하는 인간생물학자와 DARPA의 빅 메카니즘 프로그램에서 
개발 중인 것과 같은 기계생물학자들 사이의 생물과학 문헌에 관한 통신을 
포함한다.

u 협력적 구성 이 사용 사례는 인간과 기계가 창조적 제품의 조립을 위해 협
력하는 과정을 탐구할 것이다. 이 경우,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문장을 
기여한다.

u 성공한다면, CwC는 특히 로봇 공학 및 반자동 시스템 등 많은 응용 분야
를 발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CwC는 운영자가 임무를 설명하고, 운영 
전이나 작업 중에 자연어를 사용하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반대로, CwC 지원 로봇이나 반자동 시스템이 운영자에게 추가 입력을 요
구하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할 경우, 그들은 자연 언어로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그러한 자연 언어 기반 상호작용은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래밍 
또는 엄격하게 사전 구성된 인터페이스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유연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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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Competency-Aware Machine Learning (CAML)

u # Adaptability # AI # Algorithms # Autonomy # Trust

u 기계 학습 시스템을 도구에서 파트너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기
계와 상대적인 것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한 가지 요소는 파트너의 역량에 대한 지식이다(동적 환경에서 파트
너의 기술, 경험 및 신뢰성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 최첨단 기계 학습 시스
템은 학습 경험과 유사한 맥락에서 그들의 행동이 적용될 때 잘 수행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업무 전략, 주어진 업무에 대한 훈련의 완전성, 그
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 또는 그들의 성공 가능성을 전달
하지 못한다.다양한 조건

u DARPA의 CAML(Competency-Aware Machine Learning) 프로그램
은 학습 시스템이 자신의 역량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과제
를 해결한다. 시스템은 학습된 능력, 그 능력이 학습된 조건, 그 결과로 발
생하는 업무 전략에 대한 지식 및 그러한 전략이 적용되는 상황을 가질 것
이다.

u CAML은 인간-기계 팀을 개선하고 자율 시스템에 예상되는 과제 시너지 
실현에 기여한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기계 학습 접근법을 만들어냄으로써, 
CAML은 작업 요건에 근거한 가용 기계 자산에 대한 통찰력을 인간 사업
자에게 제공하고, 부여할 자율성의 수준을 결정하고, 운용 조건에 적응하기 
위한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임무 계획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융합연구총괄센터

028

05. 연구소개 Computational Simulation of Online Social Behavior (SocialSim)

u # Complexity # Data # Fundamentals # Games # Math

u 세계 인구의 급속한 증가율은 세계 정보 환경과 연결되어 있다. 동시에, 정
보 환경은 정보의 확산 방법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사회적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 모두 그들의 신념과 
더 나아가 관련된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글로벌 정보 환경에 점점 
더 관심을 가져왔다.

u 정확하고 규모에 맞게 온라인 정보의 확산과 진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현
재 기존의 접근방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깊고 정량적인 글로벌 정보 환
경에 대한 상대편의 사용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정보가 어떻게 온라인에 퍼질지 추측하기 위해 소규모의 전문가 팀
을 고용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약간의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그것들은 
조정하고 실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그것들이 실제의 온라인 행동
을 나타내는 정확성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그들의 규모(인구가 표현되는 
크기와 세분성 면에서)는 현실 세계의 일부분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온라인 정보의 확산과 진화에 대한 높은 충실도(즉, 정확하고 규모에 맞는) 
연산 시뮬레이션은 적들의 전략적 허위 정보 캠페인 분석, 재해 구제 운영 
중 지역 주민에게 중요한 정보 전달 및 잠재적으로 다른 중요한 임무에 기
여할 수 있는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그는 온라인 정보 도메인이다.

u 온라인 사회적 행동의 컴퓨터 시뮬레이션(SocialSimulation of Online 
Social Action, SocialSimple)의 목표는 온라인 사회적 행동의 고 충실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대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SocialSim
은 특히 정보의 확산과 진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사회적 행동적 시뮬레
이션에 대한 현재의 컴퓨터 접근방식은 이 점에서 제한적이다. 하향식 시
뮬레이션 접근법은 모집단 전체의 역학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해당 모집단 
전체에 걸쳐 균일하거나 대부분 통일된 행동을 가정하여 행동현상을 모델
링한다. 그러한 방법은 대규모 모집단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쉽게 확장될 
수 있지만 모집단의 특성에 구체적이고 뚜렷한 변화가 있다면 부정확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향식 시뮬레이션 접근법은 모집단 역학을 다양
한 모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활동과 상호작용의 새로운 속성으로 취급한다. 
그러한 접근방식은 정보 확산의 더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지만, 
대규모 모집단을 나타내기 위해 쉽게 확장되지는 않는다. SocialSim은 이
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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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Cyber Fault-tolerant Attack Recovery (CFAR)

u # Countermeasures # Cyber # Resilience

u 지난 30년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빠른 혁신 속도는 보안 개선에도 불
구하고 공격에 완강하게 취약한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클린 시트 
설계는 설치 기반에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근본적인 보안 개선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이 프로세스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u CFAR(Cyber Fault-tolerant Attack Recovery)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
러한 시스템의 운용 개념을 변경하지 않고도 군사 및 민간 맥락에서 기존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계획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할 
수 있는 방어적 사이버 기술에 혁신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CFAR은 컴퓨터 과학과 기술의 최근 몇 가지 발전을 활용하고 확대할 
것이다.

u 주파수 확장이 종료됨에 따라 CPU 제조업체들은 특히 다중 코어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기능으로 전환했다. 멀티 코어 칩은 이제 흔하다; 심지어 스마
트폰에도 4개의 코어가 있다. 코어의 확산은 보안을 위한 실리콘 교역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u 내결함성 아키텍처는 여러 개의 서브시스템을 병렬로 실행하며 지속적으로 
교차 점검 결과를 통해 고장을 신속하게 감지, 격리 및 완화하며, 이는 서
브시스템 전체에 걸친 차이로 나타난다. 취약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여러 
변종을 병렬로 실행하기 위해 고장 방지 시스템을 채택하면 사이버 공격을 
즉각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u 이진 실행 파일의 변형을 만들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변환하는 것은 한 변
종에 대한 공격이 다른 변종에게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편의 
작업 요소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컴파일된 바이너리
를 재컴파일하기에 적합한 중간 표현으로 리프팅하는 최근의 발전은 소스 
코드에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에 이 접근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할 수 있
다.

u CFAR는 DoD가 기존 컴퓨터 시스템을 다시 컴파일하여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과 시스템은 원래 시스템과 동일하
게 작동하므로 재교육 비용과 기존 운영의 변경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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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Data-Driven Discovery of Models (D3M)

u # Analytics # Automation # Data

u 우리 주변의 복잡하고 점점 더 많은 데이터 집약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것
은 강력한 경험적 모델, 즉 의사결정자들이 행동을 예측하고 "무엇이 있는"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이고 복잡한 시스템의 표현에 의존한다. 
오늘날, 복잡한 경험적 모델의 건설은 주로 주제 전문가와 데이터 과학자
로 구성된 팀을 필요로 하는 수동 과정이다. 향상된 감지 및 오픈 소스를 
통해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과학적 발견 속도를 높이
고, 국방부/지능형 커뮤니티의 인텔리전스를 향상시키고, 미국 정부의 물
류 및 인력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모델을 구축할 기회가 존재하지만, 이 
기회를 활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한된다.데이터 과학자의 가용성에 의
해.

u D3M(Data-Driven Discovery of Models) 프로그램은 주제 전문 지식
은 있지만 데이터 과학 배경은 없는 사용자가 실제적이고 복잡한 프로세스
의 경험적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된 모델 탐색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 능력은 주제 전문가들이 데이터 과학자의 필요 없이 경험
적 모델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자동화를 통해 전문 데이터 과학자의 생산성
을 높일 것이다. 그림에 표시된 D3M 자동 모델 검색 프로세스는 프로그램 
과정에서 개발될 세 가지 핵심 기술에 의해 활성화될 것이다.

u 선택 가능한 원시인 라이브러리. 복잡한 모델링 파이프라인의 기본 구성 
요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모델링 원본을 검색할 수 있는 아카이빙
이 개발될 것이다.

u 복잡한 모델의 자동 구성. 모델 원본을 자동으로 선택하고 사용자가 지정
한 데이터와 관심 결과에 따라 선택한 원본을 복잡한 모델링 파이프라인으
로 구성하기 위한 기법이 개발된다.

u 대상물 전문가에 의한 모델 큐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과 모델 상호작
용. 데이터 과학자가 아닌 사용자에 의해 자동으로 구성된 모델의 모델 문
제와 큐레이션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가능하게 하는 인간-모델 상호작용
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과 인터페이스가 개발될 것이다.

u D3M 프로그램에 의해 개발된 자동화된 모델 발견 시스템은 프로그램 진
행 중에 점점 더 어려워질 실제 문제에 대해 테스트될 것이다. 프로그램이 
종료될 무렵, D3M은 데이터 및 모델링에 사용할 수 있는 결과의 인스턴스 
측면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정의되지 않은 문제를 목표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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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Deep Exploration and Filtering of Text (DEFT)

u # AI # Analytics # Autonomy # Data # Language

u 국방부 운영자와 분석가들은 광범위한 출처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
집하고 처리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상황
에 따라 DoD 임무를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정보가 명시적으로 표현되기보
다는 암시적일 수 있다. 간접적으로만 참조되는 운영상 관련 정보를 자동
으로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은 분석가들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u 자동화된 심층 자연어 처리(NLP) 기술은 텍스트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인간에게 쉽게 알 수 없는 텍스트의 연결을 이해할 수 있는 해결
책을 보유할 수 있다. DARPA는 NLP의 힘을 활용하기 위해 DEFT(Deep 
탐색 및 텍스트 필터링)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러한 성격의 정교한 인공
지능은 국방 분석가들이 암묵적으로 표현되고 실행 가능한 정보를 발견할 
수 있도록 더 큰 규모의 문서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
고 있다.

u DEFT는 다른 DARPA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NLP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심층 언어 이해 및 인공지능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추론, 인
과관계 및 이상 검출과 관련된 나머지 능력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인간 언어 기술의 향상은 분석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해 중요한 콘텐츠의 자동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수적이
다.

u 또한 DEFT는 분석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으로서, 평가, 계획, 예측 및 보고
서 작성의 초기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가 처리됨에 따라 개별적인 사
실을 대규모 도메인 모델에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성공한다면, DEFT는 분석가들이 거대한 데이터 세트의 제한적
이고 선형적인 처리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의 미묘한 전략적 탐색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u 자동화된 해결책의 개발에는 인공지능, 컴퓨터 언어학, 기계학습, 자연언어 
이해, 담화 및 대화 분석 등의 분야에서 언어학과 컴퓨터 과학 분야의 기여
가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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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Deep Purposeful Learning (Deep Purple)

u # AI # Algorithms # Bio-complexity # Data

u Deep Purple은 데이터 및 알려진 물리학을 여러 척도로 최적화하는 새로
운 정보효율적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복잡한 동적 시스템의 모델화를 진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관측 및 제어된 실험(위상 전환 
및 혼돈과 같은 행동 포함)에서 나온 높은 처리량의 다모드 과학 데이터뿐
만 아니라 존재하는 규모에 관계없이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알려진 과학을 
사용하는 차세대 심층 학습 접근법을 조사하고 있다.

u 생물 및 물리 과학의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은 1) 확률적 시계
열 데이터의 소음을 제거하고 보간하는 새로운 방법, 2) 시스템 궤적, 복원
력 및 안정성을 예측하기 위한 생성 모델, 3) 그러한 시스템의 최종 상태 
궤적을 변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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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Dispersed Computing

u # Cyber # Networking # Processing

u 현재 기술에서, 중요한 컴퓨팅 요건을 갖춘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처리를 
위해 데이터를 백홀링하는 대용량, 고도로 공유되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접근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많은 운영 시나리오에서, 특히 네트워크 처리
량이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이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응답을 요구하는 경우, 이 백홀의 비용과 지연 시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현지적으로" 이용 가능한 컴퓨팅 파워를 활용할 수 있는 사
용자의 능력(사용자나 임무와 관련된 지연 시간, 사용 가능한 처리량 또는 
유사한 측정치)은 임무 위험을 줄이면서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크게 향상시
킬 수 있다.

u 분산 컴퓨팅 프로그램은 경쟁적인 요구를 가진 사용자와 다수의 이기종 컴
퓨팅 플랫폼에 걸쳐 미션 인식 방식으로 자산을 안전하게 일괄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하고 강력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모색한다. 분산 컴퓨
팅은 네트워크 연결이 매우 다양하고 저하된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시
스템을 설계하는 것을 추구한다. 계획된 컴퓨팅 패러다임은 사용자, 애플리
케이션 및 미션 요구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코드와 데이터를 코드로 전
략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u 분산 컴퓨팅은 또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혁신을 추구한다. 데이터 네트워
크 내에서 프로그래밍 가능한 컴퓨팅 기능의 결여는, 처음부터 인터넷 아
키텍처를 지도해 온 "엔드 투 엔드" 설계 원칙과 함께, 주로 데이터 출처와 
싱크 역할을 하는 엔드 포인트로 애플리케이션 계층 및 전송 계층 프로토
콜 로직을 제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아키텍처와 그것의 주요 프로
토콜이 최초로 정의된 이후(예: 1981년 전송 제어 프로토콜(TCP)의 초기 
설명) 수십 년 동안, 네트워크 전송 용량은 많은 규모만큼 증가했고, 사용
자의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은 엄청나게 변화했으며, 프로그래밍 가능하고 
안전한 고속으로 변경되었다. 네트워크내의 정보처리는 기술적으로 실현가
능하다. 이러한 진보는 효율적인 진단 및 수정 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프로토콜 로직의 동적 수정이나 경로 내 분석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엔드포인트 사이의 경로를 따라 위치한 프로그래밍 가능한 실행 환경
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보장한다. 분산 컴퓨
팅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가능 플랫폼은 네트워크 컴퓨팅 포인
트 또는 NCP로 언급될 것이다. 주어진 NCP는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네트
워크 프로토콜 스택 또는 둘 모두를 지원하는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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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Enabling Quantification of Uncertainty in Physical Systems 
(EQUiPS)

u # Complexity # Math

u 국방부(DoD)에 중요한 복잡한 물리적 시스템, 장치 및 프로세스는 모델, 
매개변수, 작동 환경 및 측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
가 많다. DARPA의 물리적 시스템 불확실성 정량화(EQUiPS) 프로그램의 
목표는 복잡한 물리적 및 엔지니어링 시스템의 모델링 및 설계에서 불확실
성을 전파하고 관리하기 위한 엄격한 수학 프레임워크와 고급 도구를 제공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특히 관심이 있는 것은 새로운 항공 우주 차량
과 엔진과 같이 매우 고차원적인 공간에서 다중 스케일의 결합 물리학과 
불확실한 매개변수를 가진 시스템이다. 전방 모델을 통한 입력 불확실성 
전파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접근방식은 많은 중요
한 DoD 및 산업 시스템에 이들의 적용을 방해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불확실성 정량화(UQ) 방법론은 대규모의 멀티스케일 시스템으
로 확장되지 않으며, 소음이 심한 데이터에서 알 수 없는 파라미터의 추정
과 모델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역문제에서 UQ의 과제를 직접 해결하지 않
는다. 불확실한 매개변수의 공간, 강력한 다중 물리학 결합 및 모델 자체의 
불확실성의 기저 높은 차원성을 다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학적 연구가 필
요하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동적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
정과 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수학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EQUiPS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개발하고자 한다.

u 고차원 다중 스케일/다중 물리학 시스템으로 확장하기 위한 정방향 및 역
방향 모델링 방법

u 물리적 모델 자체의 불확실성과 불충분에 대한 정량적 이해

u 복잡한 시스템을 위한 확률적 설계와 의사결정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패러
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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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Engineered Living Materials (ELM)

u # Bio-systems # Materials # Syn-Bio

u ELM(Endered Living Materials) 프로그램은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기존 건축자재의 구조적 특성을 결합한 생활자재를 개발
하여 원격, 긴박, 고위험 및/또는 재해 후 환경에서의 군사물류 및 건설의 
혁명을 도모한다. 스스로 수리하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자료는 
건설된 환경의 건설과 유지와 관련된 기존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주변 
환경에 동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수 있다. 또한 ELM 프로그램에 따른 진전은 탱크, 비행기, 선박과 
같은 군사 시스템의 제조와 유지보수를 위한 방법을 개선할 수 있다.

u ELM은 특히 구조적 특징의 공학을 생활 재료로 기능하는 세포 시스템으로 
실현하여 새로운 건축 기술 설계 공간을 열 수 있는 설계 도구와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재생산, 자기조직, 자가치
료 등을 할 수 있는 생활자재 생산을 통해 이러한 새로운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공학적 생활자료는 물리적 
또는 다른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스스로 회복하거나 위험 화합물과 같은 특
정 자극의 존재를 감지하는 등 설계한 방식으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
력을 가질 수 있다.

u 그 프로그램은 장기적 역량과 단기적 기회의 균형을 맞추는 두 가지 기술
적 트랙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트랙은 살아 있는 세포의 성장을 지탱하는 
불활성 구조 비계로 구성된 복합 재료의 전달을 추구한다. 이러한 플랫폼 
기술은 실험실 외부에서의 단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확장 가능하고 일반
화되도록 설계되었다. 두 번째 트랙은 구조적 특징의 유전적 프로그래밍을 
생물학적 시스템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공학 원리를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변압기 팀은 지정되고 조정 가능한 패턴과 모양을 가진 다세
포 시스템의 개발을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개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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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XAI)

u # AI # Analytics # Autonomy # Data # Interface # Programming 
# Trust

u 기계학습의 극적인 성공은 인공지능(AI) 응용 프로그램의 급류를 가져왔
다. 지속적인 발전은 스스로 인지하고, 배우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자율적
인 시스템을 생산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의 효율성은 기
계가 인간 사용자에게 그들의 결정과 행동을 설명할 수 없는 현재 능력에 
의해 제한된다(그림 1). 국방성은 보다 지능적이고 자율적이며 공생적인 
시스템을 요구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설명 가능한 AI-특히 설명 가능한 
기계 학습-향후 전투원들이 인공지능 기계 파트너의 신흥 세대를 이해하
고, 적절히 신뢰하며,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일 것이다.

u 설명 가능한 AI(XAI)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기계 학습 기법을 만
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u 높은 수준의 학습 성과(예측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보다 설명 가능한 모델
을 제작.

u 인간 이용자가 인공지능 파트너의 새로운 세대를 이해하고, 적절히 신뢰하
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u 새로운 기계 학습 시스템은 그들의 근거를 설명하고, 그들의 장점과 약점
을 특징짓고, 그들이 미래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설명 가
능한 모델을 더 많이 생산할 새로운 또는 수정된 기계 학습 기술을 개발하
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은 최종 사용자를 위해 모델을 이해 가능하고 유용
한 설명 대화 상자로 변환할 수 있는 최첨단 인간-컴퓨터 인터페이스 기법
과 결합된다(그림 2). 우리의 전략은 미래 개발자들에게 성능 대 설명성 
무역 공간을 포괄하는 다양한 설계 옵션을 제공하는 방법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추구하는 것이다. 

u XAI는 "제3파동 AI 시스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는 소수의 최신 
DARPA 프로그램 중 하나로, 기계는 그들이 작동하는 상황과 환경을 이해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이 실제 세계 현상을 특징지을 수 있는 기본
적인 설명 모델을 구축한다.

u XAI 프로그램은 (1) 이기종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관심 있는 사건을 분류
하기 위한 기계 학습 문제, (2) 다양한 모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율 
시스템의 의사결정 정책을 구축하기 위한 기계 학습 문제 등 두 가지 영역
에서 과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복수의 시스템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두 가지 도전 문제 영역은 DoD(지능 분석 및 자율 시스템)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기계 학습 접근법(분류 및 강화 학습)과 두 가지 중요한 운영 
문제 영역의 교차점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되었다.

u 이와 함께 연구자들은 해명의 심리를 살피고 있다.

u XAI 연구 프로토타입은 프로그램 과정 내내 테스트되고 지속적으로 평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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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8년 5월 XAI 연구진은 설명 가능한 학습 시스템의 초기 구현을 
시연하고 1단계 평가에 대한 초기 파일럿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2018년 
11월 1단계 시스템 평가전형이 예상된다.

u 프로그램이 끝나면, 최종 전달은 기계 학습과 미래 설명 가능한 AI 시스템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인간-컴퓨터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모듈로 구성된 
툴킷 라이브러리가 될 것이다. 프로그램이 완료된 후, 이러한 툴킷은 국방 
또는 상업적 애플리케이션으로의 추가 개선과 전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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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Extreme DDoS Defense (XD3)

u # Analytics # Communications # Cyber # Networking

u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의 위협은 20년 동안 데이터 네트워킹 세계
에서 잘 알려져 왔다. 그러한 공격은 일반적으로 대상 자원의 대역폭, 프로
세서 용량 또는 메모리와 같은 중요한 자원을 고갈시킴으로써 정보, 통신 
또는 컴퓨팅 기능에 대한 액세스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집합에 의해 조정
된다. 디도스 공격의 성격은 넓은 범위에 걸쳐 있을 수 있다. 악성 트래픽
의 초당 수백 기가비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보닛 유도 형체 감지 공격은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형태의 디도스일 것이다. 그러나 소량 디도스 공격
은 방어적인 입장에서 볼 때 훨씬 더 치명적이고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
한 공격은 기존의 침입 탐지 기법을 회피하기 위해 트래픽 간극성(또는 무
해해 보이는 메시지 전송)에 의존하면서 특정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또
는 상태 시스템 행동을 대상으로 한다.

u 현재 디도스 방어 기술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기반 필터링, 트래픽 전환 
및 "스크루빙" 또는 저장된 데이터의 복제(또는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데 사
용되는 연결의 논리적 지점)의 조합에 의존하여 볼륨 공격을 희석하거나 
합법적인 사용자에게 다양한 액세스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존 
접근방식은 응답 시간, 낮은 볼륨의 디도스 식별 및 차단 능력, 암호화된 
트래픽 내에서 디도스 차단 능력, 클라우드 컴퓨팅과 군사 명령 및 제어와 
같은 실시간 트랜잭션 서비스를 방어해야 하는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원하
는 기능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u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DARPA의 익스트림 디도스 방어(XD3) 프
로그램은 디도스 공격에 대한 복원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세 가지 광범위
한 분야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1) 사이버 자산을 분산시
켜 (물리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적대적 대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2) 네
트워크화된 기동을 통해 그러한 자산의 특성과 행동을 위장하여 상대를 혼
란시키거나 속이고, (3) 엔드포인트에 대한 적응적 완화 기법을 사용하여 
DDoS 공격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예: 미션 크리티컬). (서버) 다
른 방어 수단을 관통하는 데 성공한 공격의 효과를 무디게 한다. 이 연구 
프로그램에는 소프트웨어 프로토타입을 사용한 새로운 알고리즘의 공식화, 
시연 및 현장 실습, 전술한 3개 분야에 걸친 시스템의 효율성과 통합을 평
가하기 위한 성능 지표의 개발이 포함되어 전체적인 방어 능력을 극대화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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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Friend or Foe

u # CBRN # Countermeasures # Disease # Sensors

u Friend or Foe 프로그램은 군과 조국을 위협하는 박테리아 병원균을 탐지
할 수 있는 생체감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알려진 바이오마커에 의존하는 기존의 전략을 피하면서, 알려지지 
않은 박테리아가 병원 행동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무해한 것인지 독성이 있
는 것인지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u 지구환경이 변화하고, 개체수가 늘어나고, 유전공학을 위한 도구가 늘어나
면서 알려지지 않은 박테리아에 의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병원
균이 출현한 후에는 밀집된 도시 중심지들 간의 세계 여행 증가로 쉽게 퍼
질 수 있다. 이러한 익숙하지 않은 변종들 중 하나는 배치된 서비스 구성원
들, 특히 전염병 발생에 대한 최초 대응자들에게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u 생화학적 표지에 기초한 현재의 생물학적 감시 전략은 발견되지 않은 박테
리아 변종이나 탐지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박테리아에 작용하지 않기 때문
에 잠재적으로 유해한 박테리아를 식별하는데 부족하다. 이 문제를 극복하
기 위해 Friend 또는 Foe는 병원성 행동 자체를 확인함으로써 박테리아를 
특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획되고 처리량이 높은 친구 또는 포 플랫
폼은 많은 생소한 종류의 박테리아를 한번에 선별하여 복잡한 환경 샘플에
서 박테리아를 추출하여 격리시킨 다음, 시뮬레이션된 숙주 유기 환경에서 
박테리아를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박테리아를 조사하여 병로를 결정하고자 
한다.실제로, 이 시스템은 "많은 질문들"이라는 게임과 동등한 생물학적 역
할을 할 것이며, 병균성을 결정하기 위해 물리적, 화학적 테스트를 통해 박
테리아를 실험하게 될 것이다.

u 이 선별은 이후에 발견된 병원성 특성을 특정 유전자에 매핑하기 위해 위
험한 박테리아를 표시한다. 병원성 유전자의 조기 식별은 치료적 대응책 
개발에 대한 연구를 가속화하거나 보다 전통적인 최전방 생물검시 및 진단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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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Ground Truth

u # Analytics # Complexity # Forecasting # Fundamentals # Math 
# Networking

u 사회과학은 복잡한 인간의 사회적 행동과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군 입안자와 의사결정자를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잠재
적으로 인도주의, 안정성, 반공작전을 포함한 광범위한 임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행동을 연구하기 위한 현재의 사회과학 접근방식은 질적, 양적 모
두 다양한 모델링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 세계의 관찰에 기초
하여 사회현상의 원인에 대한 추론을 모색한다. 그러나 그들이 관찰하고 
예측하는 연결들이 진정 원인과 결과의 문제인지 아니면 단순한 상관관계
에 관한 문제인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방법들과 모델들이 얼마나 정
확한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u GT(Ground Truth) 프로그램은 사회과학 모델링의 능력과 한계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과학 
모델링 방법(즉,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팀은 규칙을 알고 있지만 모델을 만
드는 팀은 그렇지 않음)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대로 내장된 "접지 
진실" 인과 규칙이 내장된 인위적이면서도 그럴듯한 컴퓨터 기반 사회 시
스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추가 목표는 일련의 
Ground Truth 과제를 사용하여 신속한 "솔루션 지향" 사회 과학 모델링 
능력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다학제 팀 구성 접근법을 탐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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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Guaranteed Architecture for Physical Security (GAPS)

u # Data # Programming # Security # Systems

u 현대의 컴퓨터 시스템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 스트림에 동시에 노출되면
서 가장 민감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보안 보호장치를 만들 수 
없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방부와 상업계가 민감한 정보의 유출과 타협을 
막기 위해 일련의 공기갑(공기갑)을 채택했다. 그러나, 에어캡을 사용하는 
것은 국방부의 국방 작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수준의 시스템 간 데이터 융
합의 필요성을 다루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아키텍처의 사용 증가
에는 상업용 컴퓨터 시스템의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더 나은 솔루
션이 요구된다.

u 물리적 보안을 위한 보장 아키텍처(GAPS) 프로그램은 DoD 및 상업 시스
템 전반에서 보안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SWP(Size, Weight, Power) 제
약 환경을 개방하고 확장 가능하며 호환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
발을 통해 고유의 시스템 복잡성을 줄이려고 한다. GAPS 프로그램의 목표
는 시스템 설계 및 시스템 구축 중에 고위험 트랜잭션을 물리적으로 격리
하고 런타임에 그러한 보호가 물리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추적할 수 있는 
보안 인터페이스를 갖춘 하드웨어 보안 및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개발하
는 것이다.

u GAPS는 고위험 트랜잭션을 안전하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장벽을 상당히 
낮추고, 따라서 a) 컴퓨터 트랜잭션에 더 빠른 컴퓨터를 허용하며, b) 공
간적 격리를 통해 소프트웨어 분할 솔루션(예: 하이퍼바이저)의 불충분한 
필요성을 절감하며, c) 민감한 데이터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더 복잡한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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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Hierarchical Identify Verify Exploit (HIVE)

u # Analytics # Data # Tech-Foundations

u 소셜 미디어, 센서 피드, 과학 연구는 많은 양의 귀중한 데이터를 생성한
다. 그러나 이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래
프 분석은 분석가들이 이러한 데이터 소스에서 생성된 대규모 네트워크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검사하고 관찰된 패턴에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접근
방식으로 등장했다. 데이터 소스 내부와 데이터 소스 간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분석 문제의 보다 완전한 그림을 이해할 수 있다. 심층 신경
망의 확장 영역에서 혁신으로부터 얻은 교훈으로, 계층적 식별 폭발물 확
인(HIVE) 프로그램은 그래프 분석의 영역을 발전시키려 한다.

u HIVE 프로그램은 현재 처리 기술보다 1000배 더 빠르고 훨씬 낮은 전력
으로 스트리밍 그래프를 처리할 수 있는 그래프 분석 프로세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한다면, 이 프로그램은 사이버 보안, 인프라 
모니터링 및 기타 국가 관심 분야에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한 그래프 분석 기법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현재 서버 랙을 
필요로 하는 그래프 분석 프로세싱은 최전방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
술적 상황에서 실용화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고급 그래프 분석 서버는 
사물 인터넷, 끊임없이 확장되는 소셜 네트워크 및 미래 센서 네트워크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10조 및 1조 에지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가
질 수 있다.

u HIVE 프로세서의 하드웨어 개발과 병행하여 DARPA는 MIT 링컨 연구소 
및 Amazon Web Services(AWS)와 협력하여 수조 에지 데이터셋 개발
을 목표로 HIVE Graph Challenge를 개최하고 있다. 이 자유로운 데이터 
세트는 HIVE 프로그램에 기여할 광범위한 그래프 분석 커뮤니티에서 혁신
적인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솔루션을 촉진할 것이다.

u 전체적인 목표는 그래프 분석의 혁신을 가속화하여 끊임없이 증가하는 데
이터 급류를 이해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경로를 여는 것이다. 
HIVE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과제를 안고 있다.

u 첫 번째는 서브그래프 등형성에 초점을 맞춘 정적 그래프 문제다. 이 작업
은 그 그래프의 특정 하위섹션을 식별하기 위해 큰 그래프를 검색할 수 있
는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이다.

u 두 번째는 그래프 내에서 최적의 데이터 클러스터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춘 
동적 그래프 문제다.

u 두 도전 과제 모두 수십억 개의 노드에서 발생하는 작은 그래프 문제와 수
조 개의 노드에서 발생하는 큰 그래프 문제를 포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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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Intelligent Design of Electronic Assets (IDEA)

u # Algorithms # Complexity # Cost # Decentralization # 
Electronics # Globalization # Integration # Manufacturing # 
Materials # Microchips # Microsystems # Tech-Foundations

u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공유스펙트럼통신, 전자전, 레이더 등 국방성
(DoD)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차세대 지능형 시스템에는 기존 상용 전
자제품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처리 효율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DoD 애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성능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
첨단 통합 회로 기술을 활용하는 매우 복잡한 SoC(System-On-Chip)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 전자 설계 자동화(EDA) 도구의 진보에도 불구하
고, 일부분은 무어의 법칙의 꾸준한 진행으로 인해 집적회로(IC)의 설계와 
검증과 관련된 복잡성이 계속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설계 요건을 충족하
도록 돕기 위해 첨단 하드웨어 솔루션을 만드는 상용 전자 제조업체는 각
각 설계 흐름의 특정 측면에 전문 지식을 갖춘 대규모 설계 팀을 고용할 
것이다. 그러나 DoD의 경우, 연구자와 개발팀은 이러한 전략을 효과적으
로 실행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상용 시설보다 2~3배 긴 하드
웨어 설계 주기가 발생한다.

u 설계 전문성 격차를 극복하고 칩 복잡성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에 발맞추기 
위해, IDEA(Intelligent Design of Electronic Assets) 프로그램은 
SoC, SIP(System-In-Packages) 및 Prin Prin을 위한 소스 코드나 도
식의 인 루프 변환을 위한 범용 하드웨어 컴파일러를 개발하고자 한다.24
시간 이내에 Ted Circuit Boards(PCB) 이 프로그램은 응용 머신러닝, 최
적화 알고리즘 및 전문가 시스템의 진보를 활용하여, 이전 설계 전문지식
이 없는 사용자가 최첨단 기술 노드에서 물리적 설계를 완료할 수 있는 컴
파일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IDEA 프로그램의 목표는 DoD에 대규
모 설계 팀이 필요 없이 차세대 전자 시스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길을 
제공하여 첨단 전자 설계와 관련된 비용과 복잡성 장벽을 줄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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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Intent-Defined Adaptive Software (IDAS)

u # Automation # Programming # Systems

u 복잡성 관리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핵심적인 문제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접근방식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결과 코드를 컴파일할 
수 있도록 외관상 또는 거의 동등한 옵션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리는 통합
이다. 결합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과정을 보다 관리 가능하게 만들어, 엔지
니어가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구현하고, 개발 작업을 관리 가능한 부분으로 
나누고, 이들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그것들을 응집형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통합할 수 있게 한다. 이 프로세스는 구체적인 값
이나 유형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가능한 미래 요건에 대한 정보를 이용
할 수 없는 설계 시점에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예상치 못한 요구사항이나 
계산 자원의 변경으로 인해 시스템 수명 주기의 어느 시점에 이러한 선택
의 상당 부분이 잘못될 것이다. 최신 보안 및 컴퓨터 리소스를 활용하기 
위해 변경 및/또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려면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재설
계하거나 수십 또는 수백 개의 종속성에 걸쳐 인터페이스를 꼼꼼하게 변경
하고 테스트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u IDAS(Intent-Defined Adaptive Software) 프로그램은 DoD 소프트웨
어 지원 시스템의 지속적인 적응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의도
를 포착하는 기술 개발을 모색한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인스턴스에 적응
하기 위해 자동화된 방법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의 의도 및 추상적 제약조
건을 구체적인 인스턴스화와는 별도로 나타내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IDAS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기술은 요구 사항 및/또는 운영 환경의 
변화에 소프트웨어를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한다.

u IDAS의 핵심 아이디어는 문제 설명(의도와 제약의 측면에서)을 특정의 구
체적인 인스턴스화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 및 제약 모델은 
IDAS 도구 체인에 의미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만 생성된 소프트웨
어가 해결책을 해결하고 검증할 수 있는 문제와 방법 사이의 관계를 캡처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표현되어야 한다. 특정 구현 생성의 추가 자동화를 
통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유지 노력이 대폭 감소하여 엔지니어가 소프트웨
어 설계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u IDAS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분야의 연구 성과가 필요하다.

u 특정 소프트웨어 인스턴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결정과는 별개로 
소프트웨어 의도와 제약에 대한 캡처, 학습 또는 주석 달기

u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요구 사항, 플랫폼 및 리소스에 적응시키는 데 필요
한 인휴먼-인-루프(human-in-the-loop)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
한 의도 사용

u 새로 채택된 소프트웨어가 고객/최종 사용자의 기능적 요구를 제공하고 해
당 인스턴스가 어떠한 요구 사항도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

u 새로운 의향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패러다임을 기존 신속한 변화를 위한 
워크플로우에 통합하여 더 큰 프로그래머 커뮤니티로 채택 및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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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INTERfering and Co-Evolving Prevention and Therapy 
(INTERCEPT)

u # Disease # Health # Therapy

u 바이러스성 병원균은 전염병 잠재력을 가진 전염병의 형태로 군사 대비 태
세와 국가 안보에 지속적으로 생물학적 위협을 가한다. 오늘날의 제한적인 
백신과 다른 항바이러스제들은 바이러스의 특정 변종만을 다루기 위해 세
심하게 형성되는 치료에 대한 저항력을 개발하기 위해 진화하는 바이러스
를 재빨리 변형시킴으로써 종종 회피된다. DARPA의 INTERfering and 
Co-Evolving Prevention and Co-Evolving Prevention and 
Traffy(INTERCEPT) 프로그램은 바이러스 진화를 활용하여 인체 내 바이
러스를 능가하거나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 조치 
치료 방해 입자(TIP)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u 현재의 예방적 및 치료적 접근방식은 발견이나 진단 시점에 원래 상태의 
바이러스를 목표로 설계되는 반면에, INTERCEPT는 바이러스 진화를 보
호 효과의 기초로 사용한다. TIP는 바이러스의 존재 속에서만 복제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게놈을 가진 무해하고 바이러스에서 유래한 입자들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바이러스 성분을 놓고 경쟁함으로써 바이러스 감염을 방
해한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 바이러스처럼, TIP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
이되기 쉽고 변이 바이러스와 함께 진화하여, 치료법을 회피하는 바이러스
의 능력을 감소시킨다.

u 이 대책 개발 노력의 과정에서 INTERCEPT 수행팀은 새로운 분자 및 유전
자 설계 도구, 높은 처리량 게놈 기술 및 고급 연산 방법을 사용하여 TIP 
안전성, 유효성, 장기적 공동진화 및 일반화 가능성을 다룰 것이다. 성공하
면 INTERCEPT는 에볼라, 사스, 뎅게, 지카, 치쿤야와 같은 빠르게 진화하
는 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전달하여 여러 변종에 대한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제공하며, 심지어 조작된 바이러스 위협에 맞설 수 있는 플랫
폼 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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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Joint University Microelectronics Program (JUMP)

u # Algorithms # Complexity # Cost # Decentralization # 
Electronics # Globalization # Integration # Manufacturing # 
Materials # Microchips # Microsystems # Tech-Foundations

u 엔지니어링 한계와 비용 제약으로 인해, 전자 산업의 역학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상용 기업들은 새로운 회로 아키텍처와 컴퓨팅 알고리즘과 
같은 기기 확장 이외의 분야에서 연구를 통해 제품을 차별화할 필요성을 
점점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 동시에, DoD는 현재의 무어의 법 로드맵을 
넘어서는 진전을 필요로 하는 자율 및 분산 시스템에서 연산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인지 전자전(EW), 보안 통신 및 고급 이미지는 모두 최첨
단 제작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키텍처와 컴퓨팅 알고리즘을 필요
로 하는 전력에서 연산 성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발전이 없다면, 
전투기를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과 능력의 약속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u DARPA, 반도체, 방산업체와 함께인텔, IBM, 마이크론, 아날로그 장치, 
EMD 성능 재료, ARM, 삼성, TSMC, 레이시온, 노스럽 그루먼, 록히드 
마틴은 마이크로 전자 기술의 기존 도전과제에 대처하는 고위험 고해결 연
구를 수행하기 위해 6개 연구소와 공동 대학 마이크로 전자 공학 프로그램
(JUMP)을 개시했다. JUMP는 DoD와 상업적 니즈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
해 응용과 시스템 연구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 역사의 변곡점에 있다.

u JUMP 하에서, "애플리케이션 중심" 연구 센터의 과제는 애플리케이션 중
심 목표를 달성하고 현재 이용 가능한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복잡한 시스
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연구센터는 인지 
컴퓨팅, 지능형 메모리와 스토리지, 분산 컴퓨팅과 네트워킹, 무선 주파수
(RF)에서 테라헤르츠(THz) 센서 및 통신 시스템에 깊숙이 침투하여 5년 
안에 군사 및 산업으로 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다. 10분 이내에 현장 배치

u 4개의 애플리케이션 중심 JUMP 센터:

u 뇌에서 영감을 받은 컴퓨팅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 인텔리전스(C-BRIC)는, 
새로운 세대의 자율적인 지능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인지 컴퓨팅의 주요한 진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u 컨버지드 테라헤르츠 통신·센싱 센터(ComSecTer)는 자율주행차 혁명과 
지능형 고속도로의 출현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미래형 셀룰러 인프라 기
술 개발을 모색한다.

u CONIX(Computing On Network Infrastructure for Pervacical 
Perception, Cognition and Action) 센터는 에지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사이에 위치한 네트워크 컴퓨팅용 아키텍처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u 지능형 저장 및 처리 메모리 연구 센터(CRISP)는 기술적 발견을 위해 빅
데이터의 사용을 방해하는 70년 된 컴퓨터 시스템의 기술적 병목 현상인 
"메모리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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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또, 2개의 "학제" 연구 센터는, 선진 아키텍처·알고리즘, 첨단 기기·포장·
소재 등, JUMP 스폰서 관련 분야에 있어서, 교란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초 개발 추진의 도전에 임한다. 
두 개의 징계 JUMP 센터는 다음과 같다.

u ADA(Application Driving Architectures) 센터는 설계 및 제조 공정을 
민주화하여 첨단 컴퓨팅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비용, 복잡성, 에너지를 절
감하는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u 에너지 효율적인 통합 나노테크놀로지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및 시스템 
구동 센터(ASCENT)는 미래 컴퓨팅 시스템의 성능, 효율성 및 능력을 향
상시키기 위해 현재 CMOS 기술의 예상 한계를 초월하기 위한 재료 및 장
치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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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Knowledge-directed Artificial Intelligence Reasoning Over 
Schemas (KAIROS)

u # AI # Analytics # Data

u 세계 이벤트에 대한 빠른 이해는 미국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다. 즉, 구조화
되지 않은 멀티미디어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더욱 어
려워지는 과제다. 인간은 사건을 자주 일어나는 서술적 구조로 정리함으로
써 사건을 이해한다. 이러한 구조들은 스키마로 추상화되는데, 이것은 인간
의 인식에 사용되는 기억의 패턴을 나타내는 지식의 체계화된 단위들이다. 
수작업으로 조작된 스키마를 통합한 제1파 또는 규칙 기반의 상징적 추론
인 AI 시스템은 그러한 스키마를 실제 데이터와 일치시킬 때 규모를 조정
할 수 없었다. 2파 또는 기계 학습인 AI 시스템은 감독된 기계 학습 방법이 
실용적이기 위해 훈련 데이터로서 수작업으로 제작한 주석 예제를 훨씬 많
이 요구한다.

u KAIROS(Knowledge-Direction Information Reasing Schemas, 
KAIROS) 프로그램은 복잡한 이벤트를 식별하여 사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스키마 기반의 AI 시스템 개발을 추구한다. KAIROS는 복잡한 사건 
유형뿐만 아니라 자회사 요소, 관련 참가자를 식별, 연결 및 시간순서에 따
라 배열하는 반자동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멀티미디어 입력에 기술된 복
잡한 사건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심 이벤트는 국가 안보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일으키거나 그러한 영향을 발생시키는 인과관계
에 참여한다.

u KAIROS 프로그램은 이전 접근법의 확장 제한을 두 단계로 극복하고자 한
다. 아래 그림과 같이, 1단계는 빅데이터로부터 스키마를 학습하기 위한 자
동화된 접근법의 개발을 수반하며, 2단계는 KAIROS 사용자에게 관심 있
는 복잡한 이벤트를 발견하고 추출하기 위해 멀티미디어/다국어 정보에 이
러한 스키마를 적용하는 자동화된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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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LogX

u # AI # Data # Globalization # Logistics # Resilience

u 국방부(DoD)의 합동 물류기업은 공급망과 물류운용을 모두 망라하고 있
으며,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로 세계 어느 곳에서나 군사력을 집결, 수송,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u 그러나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보안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류 기업의 운영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u 생존 가능한 물류에 관한 국방과학위원회 태스크포스(TF)가 지적한 바와 
같이, 수천 개의 이질적인 레거시 정보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는 "물류 정보 
보호 및 강화"와, 수백만 개의 군사 부품, 보급품, 장비의 흐름 상태에 대한 
부적절한 가시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재고와 배송이 전세계에 걸쳐 이
루어지고 있다.

u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LogX 프로그램의 목표는 실시간 물류 및 공급망 
시스템 상황 인식(진단), 미래 상태 예측(증진), 복원력 평가를 위한 소프
트웨어를 개발 및 시연하는 것이다.

u LogX는 최근 물류 정보의 디지털 형식과 클라우드로의 이동을 이용하는 
기존 물류 정보 시스템과 연동하는 기능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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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Low Resource Languages for Emergent Incidents (LORELEI)

u # AI # Analytics # Autonomy # Data # Imagery # Language

u 미국 정부는 세계적으로 운영되며, 자동화된 인간 언어 기술 능력이 존재
하지 않는 소위 "저자원" 언어와 자주 마주친다. 역사적으로, 외국어 재료
의 자동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은 오랜 노력과 많은 데이터 투자를 요구해
왔다. 현재의 방법은 번역되거나 번역된 회사를 건설하는 데 수 년과 언어
당 수천만 달러가 소요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인간 언어 기술 시스템은 
널리 쓰이거나 수요가 많은 언어에 주로 존재한다. 세계 7,000개 이상의 
언어와 기술이 필요할 다음 언어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존
하는 수단에 의한 보편적인 인간 언어 기술 커버리지는 달성할 수 없는 목
표다.

u LORELEI(Low Resource Languages for Emergent Incidents, 
LORELEI) 프로그램의 목표는 컴퓨터 언어학 및 인간 언어 기술의 상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저자원 언어에 대한 능력의 신속하고 저비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완벽한 번역이 되더라도 분석가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자료가 너무 많다는 이해로, LORELEI 연구는 기계 번
역에만 집중되지 않을 것이다. LORELEI 기술에는 부분 또는 완전 자동화
된 음성 인식 및/또는 기계 번역이 포함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목표는 외
국어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 이름, 이벤트, 정서와 같
은 외국어 및 영어 출처의 정보 요소를 식별하여 상황 인식을 제공하는 것
이다. 그리고 인간관계.

u 이를 위해 LORELEI 프로그램은 현재 거대하고 수작업으로 번역되고, 수작
업으로 번역되거나, 수작업으로 표기된 회사, 언어 유니버설 자원을 활용하
고, 관련 언어 자원에서 투영하고, 광범위한 언어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
는 인간 언어 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LORELEI 연구 결과의 기술은 새로운 
언어 요건이 출현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저자원 외국어 
출처를 기반으로 한 상황 인식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u LORELEI 기술은 저자원 언어가 공식 및/또는 비공식 미디어에서 자주 사
용되는 지역에 대한 미국 정부 기관의 정보 동화에 대한 급작스러운 필요
성이 대두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주의적 지원/재
해 구호, 평화 유지 또는 전염병 대응과 같은 긴급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언어의 정보에 기초한 상황 인식을 제공하기 위해 LORELEI 능력이 
발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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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Machine Common Sense (MCS)

u # AI # Algorithms # Data # Programming

u 기계 상식은 오랫동안 인공지능(AI)의 중요하지만 누락된 요소였다. 최근 
기계학습의 발전은 새로운 AI 능력을 만들어냈지만, 이러한 응용분야에 걸
친 기계 추론은 여전히 좁고 전문성이 높다. 현재의 기계 학습 시스템은 
모든 상황에 대해 세심하게 교육하거나 프로그래밍해야 한다.

u 상식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들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으로 정의되며, 거의 모든 사람들이 토론할 필요 없
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1 인간은 보통 모든 진술이나 행동의 기초
가 되는 상식적인 가정들의 광대한 바다를 의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공유
되고 구분되지 않은 배경 지식은 물리적 세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즉, 직관적 물리학), 인간의 동기와 행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즉, 직관적 심리학), 그리고 평균적인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들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u 상식의 부재는 지적 시스템이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고, 예측하지 못한 상
황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새로운 경험
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방해한다. 그것의 부재는 오늘날의 좁게 집중된 AI 
애플리케이션과 미래에 희망하는 보다 일반적이고 인간다운 AI 시스템 사
이의 가장 중요한 장벽으로 여겨진다. 상식적인 추론의 모호하지만 만연하
는 성질은 표현과 인코딩을 어렵게 만든다.

u MCS(Machine Common Sense) 프로그램은 두 가지 광범위한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기계 상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두 가지 모두 컴퓨터 
서비스로서의 기계 상식, 또는 기계 상식 서비스로서의 상식을 구상한다. 
첫 번째 전략은 아이와 같이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서비스를 만들어 사물
(직관 물리학), 에이전트(의도 행위자), 장소(공간 탐색)에 대한 아동 인식
의 핵심 영역을 모방하는 연산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 
전략은 연구 사서처럼 웹을 읽으면서 배우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자연언어 
및 상식현상에 대한 이미지 기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상식적인 지식
저장소를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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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Make-It

u # Chemistry # Complexity # Data # Fundamentals # Integration

u 합성 화학은 의약품, 에너지, 고급 코팅, 기능성 재료 등 수많은 기술 분야
에서 중요하다. 지난 세기 동안 우리의 합성 능력이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현재의 접근 방식은 여전히 느리고 비효율적이며, 재생성과 확장성이 떨어
지고 사전 지식의 사용이 제한적이다. 그러한 접근방식은 알려진 물질의 
생산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합성 경로와 완전히 새로운 분자의 발
견을 방해한다.

u DARPA Make-It 프로그램은 작은 분자의 발견과 합성을 자동화하여 기
존의 배치 기반, 직관 기반 능력을 넘어서는 분야를 발전시키고 있다. 
Make-그것은 자동화와 공정 제어를 위한 알고리즘, 연속 합성을 위한 상
호 연결된 유체 모듈, 인라인 특성화 및 정화를 포함하는 완전 자동화된 
합성을 위한 방법과 결합된 인공 지능 기반의 접근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또한 지금까지 최소한의 손으로만 표본 추출한 합성과 관련된 
방대한 매개변수 공간을 신속하게 탐색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Make-그것은 화학적 혁신과 작은 분자 제조의 속도를 가속화하면서 합성 
화학을 정보 중심 과학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초 기술을 제공하는 것
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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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Media Forensics (MediFor)

u # Analytics # Imagery # Trust

u 최근 소비자 이미징 기술(디지털 카메라, 휴대전화 등)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되어 전세계 사람들이 영상과 비디오를 즉각적으로 찍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이미지의 증가를 미러링하는 것은 비교적 
숙련되지 않은 사용자들도 시각적 매체의 메시지를 조작하고 왜곡할 수 있
는 관련 능력이다. 많은 조작이 양성적이고 재미로 행해지거나 예술적 가
치를 위해 행해지는 반면, 다른 조작은 선전이나 오보 캠페인과 같은 적대
적 목적을 위한 것이다.

u 이러한 시각적 미디어의 조작은 정교한 영상과 비디오 편집 애플리케이션
의 광범위한 가용성과 시각적 또는 현재 영상 분석 및 시각적 미디어 포렌
식 도구로 매우 감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편집을 허용하는 자동화된 조작 
알고리즘에 의해 가능해진다. 오늘날 사용되는 법의학 도구는 견고성과 확
장성이 부족하고 미디어 인증의 일부 측면만 다룬다. 완전하고 자동화된 
법의학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는다.

u DARPA의 MediFor 프로그램은 이미지나 비디오의 무결성에 대한 자동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엔드투엔드 미디어 포렌식스 플랫폼에 통합함
으로써 현재 조작자에게 유리한 디지털 이미지 재생 분야를 평준화하기 위
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들을 모으고 있다. 성공하면 MediFor 플랫폼은 
자동으로 조작을 감지하고, 이러한 조작이 수행된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
보를 제공하며, 의심스러운 영상이나 비디오 사용에 관한 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각적 매체의 전반적인 무결성에 대한 이유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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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Mining and Understanding Software Enclaves (MUSE)

u # Data # Programming # Trust

u 컴퓨팅 기기가 보급됨에 따라 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정교해짐.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보다 강력하고 탄력적으
로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엄청난 자원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정확하다
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 특히 규모 면에서 보면 특히 어렵고 도전적인 과
제임. 불행히도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발생한 미발견 오류는 잠재적으로 보
안 위반, 예기치 않은 런타임 실패 또는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오류는 경제 생산성,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의 신뢰성 및 
중요하고 민감한 사이버 운영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u 구조 취약성은 구현이 설계에 부합하지 않을 때 나타남. 따라서 프로그램
의 정확성을 근본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의도된 행동에 대한 정
확한 이해와 이러한 이해를 자동 검사에 적합한 형태로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 따라서 프로그램 규격을 유용하고, 이해할 수 있
고,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복잡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높은 보
증과 신뢰를 얻기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종종 프로그램의 구현에 의해 노
출된 행동들은 유용하고 정확하며 효율적으로 점검 가능한 규격을 작성하
는 작업이 종종 그것을 만족시키는 구현을 작성하는 작업만큼 어렵기 때문
에 대부분 프로그램의 규격에 의해 정의된 행동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u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DARPA는 MUSE(Mining and Idesign 
Software Enclaves)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MUSE는 소프트웨어가 구축, 
디버깅, 검증, 유지 및 이해되는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발전을 도모한다. 
그것의 접근방식의 중심은 현재 이용 가능한 수천억 개의 오픈 소스 코드
에서 도출된 크고 다양하고 진화하는 소프트웨어의 말뭉치를 중심으로 구
축된 지역사회 기반 구조의 구축이다.

u 계획된 기반 구조의 필수적인 부분은 연속적으로 작동되는 규격의 광산 엔
진일 것이다. 이 엔진은 빅데이터 분석의 기초가 되는 심층적인 프로그램 
분석과 기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말뭉치에 있는 프로그램 구성요소의 유
용한 속성, 행동 및 취약성에 대한 추론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작성
하고 구체화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부터 얻은 집합적 지식은 소프트
웨어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촉진하고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구축하고 수리하기 위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방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u 이 프로그램의 많은 예상 편익 중에는 프로그램 오류를 식별하고 복구하기 
위한 확장 가능한 자동화된 메커니즘과 이 광산 활동에서 발견된 특성에 



Transdisciplinarity Trend Analysis Report

2019년 융합연구 동향분석 보고서 Vol. 7    055

기초하여 기존 말뭉치 요소로부터 새로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고 합성
하는 사양 기반 도구가 있다.

u MUSE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램 분석, 정리 증명 및 검증, 
테스트, 컴파일러, 소프트웨어 공학, 기계 학습, 데이터베이스, 통계학자, 
시스템 및 다수의 응용 도메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밀접
하고 지속적인 협업에 관심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오픈소스 기술을 개발
하고 활용하는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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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Neuro Function, Activity, Structure, and Technology 
(Neuro-FAST)

u # Health # Med-Devices # Neuroscience

u 군인들은 정교한 시스템을 통제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뇌에 부
상을 입는다. DARPA는 혁신적인 신경 기술과 뇌에 대한 고급 이해를 결합
하여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경 기능, 활동, 구조 및 기술
(Neuro-FAST)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 처리, 수학
적 모델링, 그리고 새로운 광학 인터페이스를 결합한 다원적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뇌손상을 이해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열고, 전례 없
는 시각화 및 뇌활동의 디코딩을 가능하게 하며, 뇌와의 소통을 위한 정교
한 도구를 구축하고자 한다.

u 지금까지 신경과학자들은 신경회로의 중요한 세부사항을 모두 측정할 능력
이 없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전체 뇌를 이해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었다. 
오늘날에도 연구자들의 뇌에 대한 이해는 뇌세포, 회로, 시스템 정보처리 
간의 지식의 차이로 인해 단편적으로 남아 있다. 마찬가지로, 뇌 인터페이
스는 연구자들에게 뇌 기능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
지고 있는데, 이는 의사들이 부상 후 기능적 업무의 성능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기에 대한 현재의 접근방식은 부족하다. 그
들은 행동 중 신경 활동과 결합된 선택적 뉴런 식별 능력을 제공하지 않으
며, 적은 수의 뉴런(백 개 이하)만 일괄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u Neuro-FAST는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조명함으
로써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변압기 팀은 다수의 뉴런
으로부터 활동을 분석하여 동작을 일으키는 신경 회로의 동적 배선을 상세
하게 모델링할 수 있는 동시에 단일 뉴런 분해능을 달성하는 이중의 과제
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Neuro-FAST는 최근 개발된 CLARITY 프로
세스와 유전학, 광학 기록,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에 대한 최근의 발견으로 
구축된다. Neuro-FAST는 네 가지 영역을 모두 결합함으로써 연구자가 
특정 세포 유형을 개별적으로 식별하고, 뉴런 조직 간의 연결을 등록하며, 
깨어 있는 상태에서 광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발사 활동을 추적할 수 있도
록 하고, 피험자를 행동하게 한다. 그러한 모델들은 실시간 뇌 활동과 결합
되어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밝혀줄 수 있다.

u 이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이전에 신경과학계가 생산한 것과 달리 뇌의 
기능과 형태에 대한 지식의 체질을 증가시키고 있다. Neuro-FAST는 기
본적인 설치류 연구 외에도 비인간 영장류 두뇌와 전체 장기 인체 조직 샘
플로 이 과정을 확장하여 고차 포유류에 대한 깊은 이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u 성공한다면, Neuro-FAST는 인간의 뇌에 대한 위협을 더 잘 특성화하고 
완화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공간적 및 시간적 척도에 걸친 뇌의 기능에 대
한 선구적인 연구를 지원하며, 기능적 행동을 가속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뇌내 시스템의 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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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Next Generation Social Science (NGS2)

u # Complexity # Fundamentals # Games # Math # Mobile # 
Networking

u 세계적인 디지털 연결의 폭발적인 성장은 사회과학 연구를 설계하고 수행
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한때는 대개 대학생 또는 기타 
접근성이 용이한 그룹에서 수십 명의 참가자가 포함된 실험으로 제한되거
나 인과관계를 확인할 기회 없이 대규모 데이터셋의 상관관계 연구에 제한
되었던 과학자들은 이제 수천 명의 다양한 지원자들을 온라인에 참여시키
고 확장된 범위의 시사적인 주제와 질문에 대해 탐색할 수 있다. 가상 또는 
대체 현실과 대규모로 분산된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와 방법
이 개발되고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다면, 사회협력의 주요 동인, 불안정
성 및 복원력을 식별하는 것과 같은 오늘날 사회과학에서 국가 안보, 공중 
보건 및 경제만큼 광범위한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성가신 과제 중 많은 
것들이 보다 다루기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 

u 오늘날의 웹 연결 세계와 첨단 기술이 제공하는 연구 기회를 평가하기 위
해 DARPA는 차세대 사회과학(NGS2)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NGS2 프로
그램은 집합적 정체성의 출현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근본적인 대책과 인과 
메커니즘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집단 정체성과 같은 긴급한 사
회현상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NGS2 연구 커뮤니
티가 도구와 방법의 검증을 추구함에 따라 중요하고 복잡한 과제를 제시한
다. NGS2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연구 질문으로서 집단 정체성 형성에 초점
을 맞추게 되어 있지만, 성공적인 NGS2 역량은 소셜 네트워크와 그 구조
의 탄력성, 문화적 규범이나 신념의 변화, 협력/경쟁관계의 등장, 선호와 
인지에 대한 사회적 영향 등 다른 복잡한 문제와 주제를 다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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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Next-Generation Nonsurgical Neurotechnology

u # Communications # Interface # Neuroscience

u 차세대 비수술적 신경기술(N3) 프로그램은 양방향 뇌-기계 인터페이스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무인정찰기 및 능동 사이
버방어시스템 제어 또는 컴퓨터 시스템과의 팀 구성과 같은 다양한 국가 
보안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기술을 가능하게 하여 복잡한 군사 임무 중에 
성공적으로 멀티태스킹을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u 가장 효과적이고 최첨단 신경 인터페이스는 뇌에 전극을 이식하기 위한 수
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에, N3 기술은 수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사람
이 휴대할 수 있게 되어 잠재 사용자들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뇌전극과 초원직류 자극과 같은 비침투적 신경기술은 이미 
존재하지만, 실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급 응용에 필요로 하는 정
밀도, 신호 분해능 및 휴대성을 제공하지 않는다.

u 목표된 이상적인 N3 기술은 외과적 삽입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50ms 이
내에 16mm3 부피의 신경조직 내에서 16개의 독립된 채널에서 읽고 쓸 
수 있는 정밀도를 갖는 통합장치를 전달함으로써 기존 기술의 한계를 돌파
한다. 각 채널은 기존의 침범적 접근방식에 필적하는 공간적, 시간적 특수
성으로 뇌의 밀리미터 이하의 영역과 특별히 상호작용할 수 있다. 개별 기
기를 결합하여 뇌의 여러 지점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u N3 연구진은 향후 비침범적인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가능하게하기 위해 
피부, 두개골, 뇌 조직을 통과할 때 신호의 산란과 약화에 대한 물리학적 
보완과 빛, 음향 또는 전자기 에너지와 같은 보조수단을 사용해 신경 신호
의 인코딩과 디코딩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등, 관련 과제를 해결하는 솔루
션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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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Open Manufacturing

u # Complexity # Manufacturing # Materials # Microstructures

u 재료 및 부품 제조 공정의 불확실성은 방어 시스템의 개발, 시험 및 조기 
생산 중 비용 증가와 지연의 주요 원인이다. 또한 대규모 투자와 주요 부품 
및 하위 조립품의 광범위한 테스트에도 불구하고, 현장 군사 플랫폼은 예
상치 못한 성능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성능 문제는 
종종 제조 공정의 무작위적 변동과 불균일한 확장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도전은 결과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롭고 혁신적인 제조 
기술의 채택에 대한 역효과를 초래한다.

u DARPA는 비용을 낮추고 예측 가능한 성능을 갖춘 고품질 제조 제품의 배
송을 가속화하기 위해 Open Manufacturing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공장 
바닥 및 자재 처리 변동성을 포착하고 확률론적 계산 도구, 정보 시스템 
및 신속한 자격 증명 접근방식을 통합하는 제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이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새롭게 개발된 개념과 접근방식은 새로운 제조 기술
의 특성을 나타내고 위험을 줄이는 데 사용될 것이다.

u Open Manufacturing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 영역에 투자하고 있
다: 

u 제조된 제품의 성능 범위가 설계 요건 내에 있음을 예측하고 보장하기 위
한 확률론적 물리 기반 공정 확률 모델 개발.

u 제품 성능의 저비용, 고신뢰 예측을 위한 통계적 방법 및 확률적 시뮬레이
션 도구를 채택하는 신속한 검증 스키마 개발.

u 성능 향상, 생산 시간 단축 및 보다 경제적인 제조를 초래하는 새롭고, 빠
르고, 견고한 제조 및 제조 공정의 개발. 이 영역 내에서, 수행자들은 두 
가지 특정한 기술인 금속 적층 제조와 결합된 복합 재료 구조의 제조를 시
연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u 제조 지식과 인프라의 저장소 역할을 하고, 설계, 제조 공정, 공정 모델 및 
제조 제품을 독립적으로 시연하며, 제조 모델, 자격 스키마 및 재료/소재정
보 처리를 큐레이팅하고 평가하는 군 관련 제조 시연 시설의 설립. Open 
Manufacturing 프로그램은 다중 사용자 시설로 제조 커뮤니티에 장기적
으로 지속되는 공유자원으로써 더 큰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의도로 설계
되었다.

u Open Manufacturing의 성공적 실현은 저렴하고, 신속하고, 적응 가능한 
제조 방법을 종합적인 설계, 시뮬레이션 및 처리 도구의 모범 사례로 공개
하여 제조 분야가 추구하는 혁신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국방 제조 기반을 
확대할 것이다. 결과적인 프레임워크는 공정 이해와 통제를 향상시킴으로
써 새로운 제조 공정이 실험실에서 작업장으로 더 쉽게 이전될 수 있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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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Panacea

u # Bio-complexity # Health # Injury

u 파나세아는 국방부 사업자의 미달 생리학적 요구를 다루는 새로운 다중 표
적 치료법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기초 연구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이 
프로그램은 생물학적 과정의 본질적인 복잡성을 다루고 인간 단백질에서 
잠재적인 약물 목표 공간의 더 많은 부분을 잠금 해제하기 위해 시스템-약
물학 접근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만약 성공한다면, 그것은 높은 고도에서 
장기간의 노력과 활동과 관련된 연조직의 부상과 그로 인한 고통과 염증을 
포함하여, 전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어려운 신체적 요구를 해결하
는 새로운 약을 생산할 것이다.

u 파나세아는 협업과 병행하여 운영되어야 하는 두 가지 주요 업무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구성요소는 연구자들이 생리적 상태의 깊은 분자 
프로파일을 생성하고 고부가가치 약물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다중 광학 기
법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단백질 표적을 동시에 결합하는 약물을 생성하기 위해 새로운 약용 
화학 접근법을 적용한다. 파나세아 연구진은 특정 적응증의 디노보 네트워
크 표현에서 급성 대사 스트레스나 통증/염증에 대한 현재의 치료법을 능
가하는 예측 대상이 여러 개 있는 1등급 약물 후보자로 가는 임무를 맡고 
있다.

u 파나세아는 새로운 약물 목표물의 신속한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능
력을 창출하고, 그러한 목표들을 효과적으로 결합하기 위해 분자를 합성하
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플랫폼은 현재 약물로 간주되는 징
후를 위해 새로운 약물 발견으로 확장될 수 있다. 파나세아 프로그램에서 
생산되는 화합물은 전통적인 약물 발견 파이프라인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
하며, 신약이 생산되는 수단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공하며,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조건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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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Pandemic Prevention Platform (P3)

u # Countermeasures # Disease # Health # Therapy

u 판데믹 예방 플랫폼(P3) 프로그램은 전염병에 대한 발견, 통합, 사전 임상
시험, 의료대책 제조 등을 획기적으로 가속화하는 새로운 방법의 추구를 
통해 군사적 대비 태세와 글로벌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3는 
국방성(DoD) 요원들이 일상적인 작전을 위해 전 세계에 배치될 뿐만 아니
라, 대유행 잠재력을 가진 신흥 또는 재흥 질병의 발생에 대한 첫 번째 대
응자(예: 에볼라)에 속하는 현실에 대한 대응책이다. P3는 특히 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해 군과 국가영토의 기능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러한 위협을 식별한 후 60일 이내에 알려진 또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감염 위협에 대해 관련 수량의 선량을 생산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하고 적응 
가능한 신속한 대응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첨단 의료 대
책은 개발, 생산, 배포, 관리에 수개월 또는 심지어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계획된 P3 플랫폼은 응답 시간을 주 단위로 단축하고 발생을 억제하
는 데 관련성이 있는 창구 내에 머물게 된다.

u P3는 DARPA가 자율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개척한 예방 및 치료
(ADEPT)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에 즉시 생산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지
침을 제공하는 기초 기술인 효과적인 DNA 및 RNA 인코딩 의료 조치의 
신속한 발견, 특성화, 생산, 테스트 및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특정 위
협으로부터 보호 항체를 제거한다. P3 프로그램은 세 가지 핵심 분야 즉, 
바이러스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신속한 식별과 성숙을 위한 접근법
을 달성하고 통합함으로써, 이러한 코드화된 유전자 구조의 잠재력을 밝혀
내려고 한다.f 보호 항체, 그리고 핵산을 환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은 관심 항체를 인코딩하고 보호 반응을 생성한다.

u 감염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핵산 접근법의 주요 이점은 체내에 유입된 
유전적 구조가 빠르게 처리되고 개인의 게놈에 통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치료에 반응하여 생성된 항체는 몇 주에서 몇 달 동안만 체내
에 존재할 것이다. 이는 DARPA가 일시적으로나마 면역성을 안전하게 전
달하고, 방화벽을 만들어 질병의 확산을 막으며, 개발 및 배치할 장기 의료 
대응을 위한 시간을 벌기위한 의도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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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PREventing EMerging Pathogenic Threats (PREEMPT)

u # Disease # Therapy

u 미군 병력은 전 세계의 외진 곳에 배치되는데, 종종 신흥 전염병이 흔히 
발생하는 지역에 배치된다. PREEMPT 프로그램은 전염병 위협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을 치료하는 
대신, PREEMPT는 인간에게 쏟아지기 전에 많은 질병이 발생하는 동물 
숙주와 곤충 벡터* 내의 바이러스성 병원체를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인체감시 및 모델링을 고위험 병원체를 근원적으로 치료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여 인간-병원성 위협의 출현과 재발을 방지한
다.

u PREEMPT는 최근 발전된 종을 넘나드는 숙주-병원성 유전적 상호작용과 
적응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어떤 종이 잠재적 인간-병원성 물질을 운반
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새로운 분석 도구, 그리고 동물 대 인간 바이러스 
전이가 가능한 지리적 "핫 스팟"을 예측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PREEMPT는 동물 숙주 및 곤충 벡터에 대해 원거리 생체감시를 집중하고, 
한 종 내에서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고처리된 분
자 기술과 차세대 염기서열을 적용함으로써, 병원균들이 전이하는 것을 가
능케 하는 진화적 병목 현상과 전송요인을 이용하는 개입의 기회를 확보하
고자 한다. 

u PREEMPT는 현장에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술을 추구하지
만, 프로그램 종료 시 시연 가능한 데모를 포함해서 완전히 통제된 실험시
설에서 연구가 수행된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종료된다면 잠재적인 미
래 현장 실험은 모든 생명 안전 표준 프로토콜에 따라 다른 정부 이해관계
자의 후원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 벡터(vector)는 생물학이나 기생충학, 감염학, 전염병학에서 특정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를 운반하는 생물을 말하며 주로 곤충들이 많다.



Transdisciplinarity Trend Analysis Report

2019년 융합연구 동향분석 보고서 Vol. 7    063

05. 연구소개 Prometheus

u # Disease # Forecasting # Health

u 프로메테우스 프로그램은 개인이 병의 증상을 보이기 전에 전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예후를 개발함으로써 군사 대비태세를 향상시키고 건강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DARPA의 목표는 한 개인이 전염성 
물질에 노출된 후 질병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분자 
테스트를 개발하고, 그 사람이 전염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예측하는 것이
다. 전염성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군사작전의 전형적인 좁은 장
소와 가까운 곳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인구에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구
체적인 계획과 자원의 집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u 프로메테우스는 특히 최근 질병에 감염된 사람에게서 전염성의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의 생물학적 신호를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으며, 이는 감염 과정 중 여러 시점에서 한 사람의 유전적, 분자적 수준의 
면역 반응을 특징짓는다. 이러한 일시적 "바이오마커(biomarkers)"-일부 
질병의 심각성 또는 존재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연구자들이 기존의 의
료 기술을 사용하여 현재 가능한 것보다 더 일찍 전염성의 시작을 예측하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u 그 프로그램은 개념의 증거로 급성 호흡기 감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
구원들은 가까운 커뮤니티에 사는 연구 자원 봉사자들의 회고적이고 예상
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바이오 마커를 식별하고 어떤 사람들이 전염될 것인
지, 어떤 사람들이 증상을 보일지 예측하기 위한 고급 분석을 개발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u 성공적인 예후 능력은 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기 전에 감염된 개인의 
조기 치료나 다른 완화 조치(예: 격리)의 시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기술은 가능한 한 빨리 임상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보
를 가능하게 하고, 군사 계획자들을 위한 실시간 정확한 지원 도구로 전염
병 예측을 확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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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Rapid Attack Detection, 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Systems 
(RADICS)

u # Analytics # Cyber # Networking

u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전력 붕괴는 미국에게 엄청난 경제적, 인적 비용을 
줄 것이다. 국방의 관점에서 볼 때, 대규모 정전은 군사 동원과 물류를 방
해하고, 프로젝트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u RADICS(Rapid Attack Detection, Isolation and Personalization 
Systems) 프로그램의 목표는 미국 에너지 분야의 중요 인프라에 대한 사
이버 공격 중에 전력망의 블랙 스타트 복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RADICS 연구는 사이버 보안 요원, 전력 엔지니어 및 최초 대응자들이 사
이버 영향을 받는 전기 시스템의 복구를 가속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프로그램 기술은 상황 인식을 유지하고, 네트워크 
분리를 가능하게 하며, 사이버 공격의 특성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복구를 
가속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u 상황 인식이 강화되면 운영자는 공격을 방해하거나 그 효과를 무디게 하여 
수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전기 장비의 물리적 손상을 최소
화할 수 있다. RADICS 기술은 공격 전, 도중 및 공격 후 그리드 상태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상황 인식을 향상시킬 것이다.

u 공격자는 전력 복원을 지연시키기 위한 복구 작업 중에 네트워크 기반 공
격을 계속할 수 있다. RADICS 기술은 보안 응답자 조정과 전력 시스템 통
신을 허용하는 격리된 비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다.

u 중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구성 파일의 손상과 악성 코드 도입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RADICS 기술은 전력망의 상태와 구성을 안
전하고 자동으로 매핑하고 평가하며 전력망 멀웨어를 탐지하고 특성화한
다.

u RADICS 프로그램은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평가와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테스트베드와 연습 형식을 개발하고 있다. RADICS 연구는 전력망 사이버 
보안에 초점을 맞춘 다른 미국 정부 부서 및 기관과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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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Rapid Threat Assessment

u # Countermeasures # Disease # Health # Spectroscopy # 
Therapy

u RTA(Rapid Threat Assessment) 프로그램은 새로운 생화학 무기로부
터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 조치의 생산 속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무기는 역사적으로 발견된 지 
1년 안에 대량 생산돼 왔다. 그러나 현재 대응책의 개발은 훨씬 더 오래 
걸린다. 현재의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 연구원들은 새로운 위협 요원들이 
어떻게 그들의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한 세포 수준의 이해를 얻기 위해 
수십 년의 연구를 요구한다. 위협의 출현, 기계론적 이해, 그리고 잠재적 
치료 사이의 이러한 시간적 차이는 미군을 취약하게 만든다. 그래서 
DARPA는 연구자들에게 공격적인 목표를 주고 RTA 프로그램을 시작했는
데, 이는 위험원인이 인간 세포의 과정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 위험원에 노
출 된지 30일 이내에 완전한 분자 메커니즘을 매핑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
을 개발하는 것이다.

u 위협 물질, 약물, 화학 물질 및 생물학은 세포막, 세포질 또는 핵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분자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세포 기능을 방해한다. 
인간 세포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네트워크에서 함께 작동하는 최대 3만 개
의 다른 분자들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위협 물질의 분자 메커니
즘은 수백 개의 분자와 상호작용을 포함할 수 있다. RTA 수행자 팀은 위협 
물질 피폭 직후부터 유전자 및 단백질 표현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날까
지 다양한 시간에 걸쳐 발생하는 세포 구성 요소와 기계론적 사건을 감지
하고 식별하기 위한 높은 처리 공구와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분자 
메커니즘은 세포막, 세포질, 핵을 가로지르는 분자 변환과 상호작용을 설명
해야 한다.

u 주어진 위협요소의 분자 메커니즘을 신속하게 이해하면 연구자들에게 새로
운 의료 대책을 개발하고 위협을 완화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 RTA가 성공한다면, 잠재적 적들은 신뢰할 수 있는 의료 방어를 가진 
미군에 대한 화학무기나 생물무기 사용에 대한 비용-효익 분석을 재검토해
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RTA 기술은 또한 마약 개발과 신흥 질병 퇴치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두 경우 모두 분자 메커니즘에 대한 상세한 
지식은 약물 효능과 독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약
의 승인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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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Reconfigurable Imaging (ReImagine)

u # Algorithms # Sensors # Systems

u 대부분의 카메라 설계자는 공간 분해능과 신호 대 잡음(SNR)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러나 광학 영역의 풍부한 정보는 그러한 제약조건 하에서 손
실된다. 특수 카메라는 다른 유형의 정보를 캡처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일
반적으로 단일 초점면에서 높은 공간 분해능에서 높은 SNR 이미지를 제공
할 수 없으며, 추가 카메라 시스템의 요구 때문에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오늘날의 영상 시스템은 주로 관심 신호를 샘플링하고 칩에서 값을 전송하
는 ROIC(Readout Integrated Circuit)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단일 또는 
제한된 측정 세트를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ROIC는 특정 작동 방식을 위해 
설계되며, 본질적으로 애플리케이션별 통합 회로(ASIC)이다.

u Reimagine(재구성 가능한 영상촬영)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로 재구성할 
수 있는 영상 시스템이 혁명적인 기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
하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ASIC 설계보다 현장 프로그래머블 게
이트 어레이(FPGA) 기반 설계와 더 유사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새
로운 접근방식을 만들고, 다양한 측정을 위해 센서를 구성할 수 있을 때 
가장 귀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배우는 기초 이론과 알고리즘을 개발하
는 것이다. ReImagine 프로그램은 재구성이 가능한 단일 ROIC 아키텍처
가 칩 설계 후에 정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상 작업 모드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u Reimagine 프로그램은 거의 모든 유형의 이미징 센서(예: 광다이오드, 광
전도체, 눈사태 광다이오드 또는 볼모미터)와 인터페이스하고 매우 긴 파
장 적외선(VLWIR)을 통해 스펙트럼 대역(예: 자외선(UV))에 최적화하도
록 센서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는 3D 통합의 사용을 탐구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접근방식은 수동 사용자 제어를 통해, 초당 여러 번 
변할 수 있는 사전 설정 루틴을 통해, 또는 관찰되는 장면에서 파생된 상황
에 대응하여 작동 모드를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단일 이미저는 
고해상도(즉, fovated imaging) 또는 높은 프레임률로 실행할 수 있는 
관심 영역(ROI)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

u 또한 ROIC를 재구축하면 ROI 내의 효율적인 연산이 기존 시스템보다 훨
씬 복잡한 장면에 대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프
로그램은 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운영 개념,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 운영 
모드 및 필요한 알고리즘을 개발할 것이다. Reimagine ROICs는 단일 이
미징 센서에서 가능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실행 가능한 정보를 전투기에 전
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u 다중 수동 영상 기능 외에도 고해상도 저소음 영상 시스템에 범위 감지 기
능을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은 잠재적인 혁명적 기능을 제공한다. 오늘날 빛 
감지 및 범위 조정(LIDAR) 시스템은 주로 큰 움직이는 구성요소를 포함하
고 고품질 컨텍스트 이미지를 제공하지 않는 스캐닝 장치들이다. 2차원 영
상촬영 LIDAR 시스템은 프레임 또는 비동기 모드에서 3차원 영상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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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직접 감지 및 일관성 있는 수신기 어레이가 각각 다른 애플리
케이션에 대해 뚜렷한 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그러나 모든 경우
에 높은 데이터 속도는 센서의 공간 분해능력을 제한하여, 1메가픽셀 이상
의 대형 배열에서 수동 영상 및 능동 LIDAR 모드의 실증실험은 아직 입증
되지 않았다. Reimagine 듀얼 모드 센서는 구성 가능한 ROI 내에서 높은 
데이터 속도 LIDAR 측정을 수집하는 동시에 수동 컨텍스트 이미지를 계속 
측정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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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Resilient Anonymous Communication for Everyone (RACE)

u # Cyber # Privacy # Trust

u Resilient Anonymous Communication for Everyone(RACE) 프로그
램은 (1) 주어진 네트워크 내에 완전히 존재하며, b) 메시지의 기밀성, 무
결성 및 가용성을 제공하고, c) 시스템의 모든 참여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를 보존할 수 있는 분산 메시징 시스템을 위한 기술을 연구할 것이다. 타협
된 시스템 데이터와 관련 네트워크 통신은 시스템의 추가 부분을 손상시키
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야 한다. RACE의 발전은 학술 암호 커뮤니티에서 
발견되는 주장이나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에 기초한 통계적 주장과 같은 엄
격한 보안 논쟁에 기초할 것이다. RACE는 제한된 참가자가 타협하고 장황
하며 실시간 심층 패킷 검사를 수행하더라도 공격에 저항하는 시스템을 구
축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망각적이며 분산된 시스템뿐만 아니라 통신 프로
토콜 캡슐화 방법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보안 다당 
계산 및 난독화된 통신 프로토콜과 같은 프라이버시 보존 접근법을 탐구할 
것이다.

u RACE 프로그램의 목표는 대규모 타협을 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이, RACE의 연구 노력은 1) 모든 정보가 연산 중에도 노
드에서 항상 암호화되기 때문에 시스템 노드를 식별하는 데 손상된 정보가 
유용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2) 난독화 통신 프로토콜에 의해 통신이 타협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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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Restoring Active Memory (RAM)

u # Health # Med-Devices # Neuroscience # Restoration # 
Training

u RAM(Restoring Active Memory, RAM) 프로그램은 부상당한 뇌에서 
기억 형성과 기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경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군 복무 
구성원들에게 외상성 뇌손상(TBI)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20001년 이후 27만 명 이상의 서비스 회원이 TBI 진단을 받았다. 이 
질환은 종종 부상 전에 형성된 기억을 회복하는 능력이 손상되고 부상 후
에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
래한다. 문제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억력에 대한 TBI의 장기적인 
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치료법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기억력 
회복이 가능해지면 부상병에게 복직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고 부상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u DARPA의 RAM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는 인간의 임상적 사용을 위해 완전
히 이식 가능한 무선 신경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프로그램은 기초적인 연구와 기술 개발을 혼합
한다. 변압기 팀은 뉴런이 선언적 기억을 어떻게 코드화하는지, 즉 사건, 
시간, 장소와 같은 단어로 의식적으로 회상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잘 정의된 
지식의 구획을 설명하는 높은 공간적, 시간적 분해능을 가진 다중 규모의 
연산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팀은 또한 어떻게 표적 자극이 상처 입은 뇌에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신경 신호를 분
석하고 해독하는 새로운 방법을 탐구하고 있다.

u 이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원들은 컴퓨터 모델을 정상적인 기억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표적형 신경 자극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이식식 폐쇄 루
프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있다. 선언 기억의 인코딩 및/또는 검색에 결손을 
가지고 사는 자원봉사자 및/또는 다른 신경학적 조건에 대해 신경외과 수
술을 받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RAM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인간 임상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RAM은 또한 동물 연
구를 지원하여 복잡한 기억과 기억 속성의 인코딩과 검색을 설명하는 양적 
모델의 최첨단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 작업은 치료 장치에 의해 촉진
된 기억의 특징적인 신경과 행동 상관 관계를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u RAM 프로그램은 DARPA가 메모리와 신경 기술과 관련된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식별하도록 돕기 위해 독립 윤리, 법률 및 사회적 의미(ELSI) 전문
가에 의해 통보된다. ELSI 전문가와의 의사소통은 인간 임상 연구와 동물 
사용을 지배하는 기관 검토 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 감독을 보완한다.

u RAM 재생

u RAM Replay는 건강한 개인에 의한 복잡하고 군사 관련 기술의 성능을 
가속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비침습적인 개입을 사용함으로써 군사 훈련과 
효과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DARPA는 RAM Replay에 따라 개발
된 기능이 국방부의 작전 임무 훈련으로 직결될 것이며 예상치 못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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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u 이 프로그램은 개인이 특정한 일시적 사건과 학습된 기술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억의 형성과 회상 과정에서 신경 "재생"의 역할을 
활용하는 새로운 폐쇄 루프 비침습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재생은 뇌에
서 일어나는 과정으로 기억력을 강화하기 위해 깨어 있는 동안 일어난다. 
RAM Replay 작업에서 시스템은 신경생리학 및 주변 환경의 생리학적 상
태 및 외부 요소를 포함한 기타 요소를 이용하여 인간 재생의 실시간 상관 
관계를 탐지, 모델링 및 촉진하도록 설계된다. 개발 중인 새로운 개입 전략
은 수사관들이 기억 형성과 기억력에 중요한 신경, 생리적, 환경적 요소뿐
만 아니라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u RAM Replay 신경기술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행 팀은 실험실 
환경에서 메모리를 평가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존의 행동 패러다
임 대신 시뮬레이션된 DoD 관련 작업을 사용하여 그들의 평가와 개입 전
략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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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Revolutionary Enhancement of Visibility by Exploiting Active 
Light-fields (REVEAL)

u # Complexity # Imagery # Photonics # Visualization

u 오늘날 기존의 광학 영상 시스템은 광도의 측정에 크게 제한되어 3차원 장
면을 2차원적으로 렌더링하고 포착된 빛에 의해 전달될 수 있는 상당한 양
의 추가 정보를 무시한다. 예를 들어, 많은 광자들은 카메라나 다른 이미지
의 구멍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번 튕겨진 복잡한 경로들을 통과한다. 광자
들이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정이다. 이러한 방향 변동성을 넘어, 
빛은 다른 자유도(전송 시간, 편광 상태 및 스펙트럼 상태의 변화, 그리고 
일관성, 회절 및 간섭과 같은 파동 관련 특성 등)를 누린다. 이 모든 특성은 
빛에 의해 정보를 획득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잠재적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 정보의 대부분은 오늘날까지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u REVEAL 프로그램은 모든 광자 경로를 사용하고 빛의 다자유도를 활용함
으로써 복잡한 장면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새로운 이미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개발을 안내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단일 
관점에서 완전한 3-D 장면 재구성을 요구하는 도전 문제를 통해 개발된 
프레임워크의 한계와 새로운 영상 기술의 기능을 테스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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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Revolutionizing Prosthetics

u # Health # Med-Devices # Neuroscience # Restoration

u 전투복과 전투 사상자 관리의 개선 덕분에, 군 병사들은 외상성 팔다리 절
단 수술을 수반하는 심각한 전장 부상에서 살아남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
은 대부분 젊기 때문에, 이후로도 수십 년간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 이
것은 개인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군의 의료와 재활 시스템에 
막대한 책임을 지운다. 이 혁명적인 보철 프로그램은 상지를 잃은 사람들
에게 자연에 가까운 손과 팔의 조절을 복원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
하려고 한다. 그 결과, 재활을 비롯해서 절단이나 마비를 겪고 있는 개인에 
대한 기능 및 독립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부상당한 병사들에게 
먼 훗날 임무복귀의 가능성까지도 제공할 수 있다.

u 혁신적인 보철 연구 팀은 소켓을 포함한 두 개의 인체모형, 고급 모듈식 
원형 보철 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기존의 보철 
사지에 비해 향상된 민첩성, 힘 및 운동 범위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신경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신경기술과 비
침범적인 제어수단을 개발했다. DARPA는 또한 감각 회복, 센서와 팔 시스
템을 연결하고 팔의 촉각 피드백을 자원 봉사자들의 뇌로 직접 되돌려주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

u LUKE 암 시스템은 원래 DARPA를 위해 DEKA 연구 개발공사에 의해 개
발되었다. 모듈형 배터리로 구동되는 이 팔은 사용자가 여러 개의 관절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제어 시스템을 통해 손과 팔의 
능숙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 보훈처와 협력하여 수년간 시험과 최적화
를 거쳐 2014년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 2016년 7월 상업적 
규모의 제조업체 모비우스 바이오닉스(Mobius Bionics)의 창설을 이끌어
냈다. 2017년 6월, 퇴역군인에게는 처음 두 개의 LUKE 암 시스템이 처방
되기도 하였다.

u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응용물리학 연구소가 DARPA를 위해 개발한 모듈식 
보철은 주로 연구 도구로 설계된 더 복잡한 상ㆍ하지 시스템이다. 이것은 
보철물의 직접적인 신경제어를 시험하는데 사용된다. 연구에 따르면, 마비 
상태에 있는 지원자들은 뇌에 배치된 전극 배열을 이용하여 손과 팔을 다
차원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물론, 팔 시스템에 있는 촉각 센서와 뇌를 연결
하는 폐쇄 루프 인터페이스를 통한 촉각 회복도 보여주었다.

u 장애 퇴역 군인들에 의해 그 편익이 입증된 사례 외에도, 이미 군이 폭발물
을 처리하기 위해 개발한 소형 로봇 시스템에도 이미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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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RNET

u # Space

u 구성 요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마이크로위성 시스템은 지구과학과 원격 
감지 임무를 다루기 위한 점점 더 실행 가능한 솔루션이다. 예를 들어, 상
업용, 소형, 광학 위성의 별자리는 다양한 작업과 데이터 응용을 지원하면
서 급증하고 있다. 다양한 발사 차량에서 경제적으로 마이크로스텔리트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은 신속한 기술 업데이트, 대응 가능한 공간 운영 및 
탄력적인 (즉, 중복된) 시스템의 장점을 보장한다.

u RNET 프로그램은 기존 시스템과 동등한 성능을 제공하지만, 보다 작은 플
랫폼에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RF 통신 및 감지 기술을 시연하고자 한
다. 관심분야의 두 가지 핵심기술분야는 경량이면서, 전개 가능한 안테나와 
첨단 소프트웨어에 의해 정의된 라디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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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Safe Documents (SafeDocs)

u # Cyber # Systems # Trust

u 오늘날, 입력 데이터 검증을 위한 코드는 일반적으로 임시방편으로 수동으
로 작성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자 데이터 형식의 경우, 입력 유효성 
검사는 최소한 이러한 형식의 규격이 수백에서 수천 페이지로 구성되는 규
모의 문제다. 따라서 입력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전
에 입력 데이터에 대해 확인해야 할 수천 개 이상의 조건으로 변환된다. 
입력을 분석 및 검증하기 위해 코드를 수동으로 작성하고, 그 코드가 필요
한 모든 검사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구현하는지 여부를 수동으로 감사하는 
것은 확장되지 않는다. 더욱이 수동 파서 코딩과 감사는 일반적으로 그러
한 작업을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전자 데이터 형식(예: 
JSON 및 XML)에서도 실패한다. 이러한 형식에 대한 주요 파서 구현에서
는 다양한 중요한 취약성이 발견되었다.

u 조작된 입력 공격에 대해 광범위하게 배치된 완화에는 (1)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가 취약한 소프트웨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 (2) 악의
적으로 생성된 입력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결함을 찾기 위해 무작위 입력
으로 시험하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 불행히도, 이 두 접근법 모두 보안 
보증서를 제공하지 않는다.

u 방화벽, 애플리케이션 프록시, 바이러스 백신 스캐너 등과 같은 네트워크 
또는 호스트 기반 대책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취약 소프트웨어로의 신뢰
할 수 없는 데이터의 흐름을 방지하기 위한 완화는 대상에서 기본 취약성
을 제거하거나 문서 또는 메시지 형식 내부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인코딩
하지 않는다. 공격자는 그러한 완화를 우회하여 데이터 포맷에 대한 완화
의 불완전성을 이용하여 여전히 취약성이 있는 대상을 이용한다.

u 안전 문서(SafeDocs) 프로그램은 현존하는 전자 데이터 형식을 위한 고
보증 구문 분석기 구축을 위한 새로운 검증 프로그래밍 방법론과 이러한 
형식을 안전하고 모호하지 않고 검증하기 쉬운 하위 집합("안전 하위 설정
")으로 이해, 단순화 및 축소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한다. 
SafeDocs는 현존하는 전자 데이터 형식에 의해 제기되는 검증된 프로그
래밍의 적용을 방해하는 모호성과 복잡성 장애물을 다룰 것이다.

u SafeDocs의 다중 경로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통합할 것이다:

u 초과 형식의 사실적 구문 추출(미준수 구문 포함, 의도적으로 허용되고 야
생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비호환 구문 포함)

u 구문적으로 간단한 하위 집합을 식별하는 형식에 필수적인 기능을 유지하
면서 검증된 프로그래밍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u 구문적으로 더 간단한 서브셋에 대해 안전하고 검증된 파서를 구축하기 위
한 소프트웨어 구성 키트 작성 및 포맷의 여분의 인스턴스를 이 서브셋으
로 변환하기 위한 높은 보안성 변환기

u SafeDocs가 개발한 파서 구조 키트는 전자 데이터 형식의 구문을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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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검증된 프로그래밍의 이론적 배경이 없는 산업 프로그래머가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도구들은 개발자들이 현존하는 전자 데이터 형식뿐만 아
니라 새로운 전자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도 검증 가능한 파서들을 구성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도구들은 검증 친화적인 형식 구문을 표현하기 쉽게 
하여 새로운 형식의 구문 설계를 안내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
지일 것이다.



융합연구총괄센터

076

05. 연구소개 SAFEWARE

u # Cyber # Privacy # Trust

u 오늘날 소프트웨어를 역설계하는 것은 쉽다. 공격자는 일반적으로 기본 디
버거, 컴파일러, 그리고 최상의 현재 방법으로 난독화된 코드를 디오브푸스
하기 위한 약 하루의 노력을 요구한다. 상대적으로 쉬운 이유는 프로그램 
난독화가 주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에 패시브 정크 코드를 삽입하여 인증
된 "무명" 전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프로그램 난독화 방식도 
수량화할 수 있는 보안 모델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난독화 노력에 의해 얼
마나 많은 보안을 획득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조차 어렵다.

u DARPA의 SafeWare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예: 독점 알고리즘)의 지적
재산을 역설계사가 이해할 수 없게 만들지만, 그렇지 않으면 코드를 컴파
일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난독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SafeWare 연구원들은 (i) 수량화 가능한 보안으
로 근본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난독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ii) 코드 구조의 복잡성의 외관이 아니라 공격자가 프로
그램의 난독화를 성공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수학적 문제의 어
려움에 달려 있다.

u 프로그램 난독화의 보안상의 이점을 얻으려면 프로그램 런타임 효율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의 발전은 효율성에 지불된 가격
과 난독화에 의해 획득된 보안 혜택 사이의 확장이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확장 이론은 프로그램 런타임의 다항식 증가와 관련하여 기하급수적
으로 확장되는 역률(즉, 난독화 해소에 필요한 CPU 주기)을 보장한다. 불
행하게도, 이 런타임 오버헤드는 절대적으로 여전히 매우 커서, 가장 단순
한 종류의 프로그램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게 실행된다. 
SafeWare는 오늘날 이 기술을 구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실질적인 장애
물을 해결할 것이다. 즉, 소프트웨어가 역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안전하면서
도 사용자를 위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이러한 오버헤드를 줄일 
것이다.

u 성공하면 SafeWare 기술은 캡처 및 해제에 취약한 소프트웨어에서 민감
한 지적 재산과 알고리즘 정보를 충분히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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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Sci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earning for Open-world 
Novelty (SAIL-ON)

u # Adaptability # AI # Algorithms # Automation # Autonomy # 
Games # Interface # Resilience

u 현재의 인공지능(AI) 시스템은 보드 게임을 마스터하는 등 엄격한 규칙에 
의해 정의된 작업에 뛰어나다. - 바둑과 체스는 세계 정상급 인간 선수들
을 능가하는 능력의 체스. 하지만, AI 시스템은 현실 세계에서 군대가 직면
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 즉 상대의 기습적인 행동에 반응하는 것, 요
동치는 날씨, 낯선 지형에서의 운용에 적응하는 데 그다지 능숙하지 못하
다. AI 시스템이 다양한 군사 응용 분야에 걸쳐 인간과 효과적으로 제휴하
기 위해서는, 제한된 경계 내에서 폐쇄적인 문제 해결방식에서 벗어나 유
동적이고 새로운 상황으로 특징지어지는 개방된 현실세계에 도전해야 한
다.

u 오픈 월드 노벨티(SAIL-ON) 프로그램을 위한 인공지능과 학습은 오픈 월
드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상황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AI 시스
템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과학 원리, 일반 공학 기술,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개발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오픈 월드 도메인의 신
기함을 정량화 및 특성화하기 위한 과학적 원리를 개발하고, 그러한 도메
인에서 신기함에 반응하는 AI 시스템을 만들고, 선택된 DoD 도메인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시연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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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Secure Handhelds on Assured Resilient networks at the tactical 
Edge (SHARE)

u # BMC2 # ISR # Networking

u 전 세계 외딴 지역의 군대는 종종 제한된 네트워크로 데이터 공유와 통신
을 위해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은 군인들이 서로 그리고 연합 
파트너들과 기밀 또는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필요가 있을 때 증
폭되는 불가결함이다.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전송되는 데이터의 특정 보안 수준에 대해 승인된 전용 디지털 "파이프"를 
통해 전 세계에 위치한 서버를 보호하기 위한 엔드투엔드 연결을 필요로 
한다. 전술적 네트워크가 신뢰할 수 없거나 딸꾹질이 디지털 체인의 단절
을 야기할 경우 메시지나 데이터가 손실되고 연결이 완료될 때까지 프로세
스를 다시 시작하고 반복해야 하므로 빠르게 움직이는 전술적 상황에서 임
무를 방해한다. 또한, 미국의 여러 수준의 기밀 및 연합 정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현재의 컴퓨터와 인프라는 현장에서 전술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부피가 크고, 구축하는데 수개월 또는 그 이상 걸릴 수 있다.

u 이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술적 에지(SHARE) 프로그램의 보증된 회복 
네트워크의 보안 핸드헬드는 단일 핸드헬드 장치에서 여러 보안 분류 수준
에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HARE는 보안 데
이터 센터를 통해 트래픽을 라우팅할 필요 없이 휴대용 장치를 연결하는 
탄력적인 보안 네트워크를 사용할 것이다. 이 기능은 기존의 상업용 및 군
사용 네트워크를 통해 운용되는 동시에 민감한 정보의 보안과 운영의 안전
성을 유지할 수 있다.

u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SHARE 프로그램은 세 가지 연구 분야, 즉 휴대
용 장치에 분산된 전술 보안 관리를 위한 기술 및 정책 도구, 어려운 환경
에서 동작하는 탄력적이고 안전한 아키텍처에 기반한 네트워킹 기술, 네트
워크 전반에 걸쳐 보안을 신속하게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HARE는 주로 기존 휴대용 장치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의해 추진되
기 때문에, 운영상의 적절한 전환도 계획된다. 이를 위해, SHARE는 전술
적 에지 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SHARE의 능력에 관한 의미 있는 피드백을 
얻기 위해 관심 있는 휴대용 사용자 커뮤니티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u SHARE 프로그램의 목적은 전술 라디오에서 노트북, 휴대용 장치에 이르
기까지 이기종 장치를 사용하는 비보안 군사 및 상업 네트워크(예: Wi-Fi 
및 셀룰러)에 대한 복수의 분류 수준에서 안전한 정보 교환을 입증하는 것
이다.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으며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SHARE는 대규모 연합 연습과 함께 최종 시스템 구성 및 대규모 실험으로 
이어지는 중간 데모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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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Seeker Cost Transformation (SECTR)

u # Access # Autonomy # Cost # Targeting

u SECTR(Seeker Cost Transformation) 프로그램은 새로운 무기 터미널 
감지 및 공중 발사 무기에 대한 유도 기술과 시스템 개발을 추구한다. 
SECTR 기술은 무기가 최소한의 외부 지원만으로 고정되고 움직이는 목표
물을 획득하고, GPS가 거부된 환경에서 높은 항법 정확도를 달성하며, 크
기, 무게 및 비용이 낮을 수 있게 한다. 이 프로그램은 소규모 부대 작전, 
적의 방공호 억제, 정밀 타격, 시간에 민감한 표적 등 광범위한 무기와 임
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감지 
및 처리 하드웨어에 대한 기술적 접근방식은 상업시장에서 매우 작고 저렴
한 장치로 발전한 수동형 전자광학적 적외선(EO/IR) 센서와 재구성 가능
한 처리 아키텍처를 모두 수용할 것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요소들(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사이에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가진 정부 소유의 
오픈 아키텍처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 하에서 개발된 기술은 군
사 서비스로 전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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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Semantic Forensics (SemaFor)

u # AI # Analytics # Trust

u 미디어 생성과 조작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가짜 미디어 자산
을 식별하는 데 순수하게 통계적인 탐지 방법이 빠르게 불충분해지고 있다. 
통계 지문에 의존하는 탐지 기법은 제한된 추가 자원(알고리즘 개발, 데이
터 또는 컴퓨팅)으로 속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자동화된 미디어 생성과 
조작 알고리즘은 순전히 데이터 기반 접근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의미론적 
오류를 범하기 쉽다. 예를 들어, 생성 적성 네트워크(GAN)가 생성되는 얼
굴은 일치하지 않는 귀걸이와 같은 의미상의 불일치를 가질 수 있다. 이러
한 의미적 실패는 수비수들에게 비대칭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포괄적인 의미 불일치 탐지기의 집합은 미디어 변조의 부담을 
극적으로 증가시켜, 모든 의미적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반면, 
옹호자들은 단지 하나 또는 아주 적은 불일치를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

u 시맨틱 포렌식스(Semantic Fornsics) 프로그램은 미디어 분석을 위한 혁
신적인 의미 기술 개발을 추구한다. 이러한 기술에는 멀티모달 미디어 자
산이 생성 또는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의미 감지 알고리즘이 포함
된다. 기여 알고리즘은 다중 모달 미디어가 특정 조직이나 개인에서 유래
하는지 유추할 것이다. 특성화 알고리즘은 다중 모델 미디어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생성되었는지 또는 조작되었는지에 대해 논할 것이다. 이러한 
SemaFor 기술은 적대적 허위 정보 캠페인을 식별, 저지 및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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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SIGMA

u # CBRN # Sensors

u 방사성 물질과 특수 핵물질의 확산과 관련된 테러 공격은 미국 시민들과 
군인들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 이들로부터 만들어진 그러한 물질과 장
치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미국의 공격을 막기 위한 전략의 중요한 부
분이다. 혁신적인 배치 전략과 함께 저비용 및 보다 민감한 검출기는 공격 
탐지 및 억제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u SIGMA 프로그램은 핵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탐지 및 억제 능력을 획기적
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당히 저렴하고 더 능력 있는 
방사선 검출기에 대한 욕구는 다중 검출 운영 개념(CONOP)의 공통 요소
다. 따라서 SIGMA의 핵심 구성요소는 스펙트럼 분석 감마 및 중성자 감지 
기능을 갖춘 저비용 고효율 포장 방사선 검출기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기반구조를 활용
하여 이러한 차세대 검출기(Detector)와 그 전개를 지원함으로써 판도를 
바꾸는 탐지 및 억제 시스템을 입증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u SIGMA가 성공한다면, 저렴하고 효율적인 탐지기의 유비쿼터스 가용성은 
전 세계 미국 시민들과 서비스업자들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CONOP를 허용하게 될 것이다.

 SIGMA+

u # Analytics # CBRN # Chemistry # Sensors

u SIGMA+ 프로그램은 화학, 생물, 폭발물 위협에도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새
로운 센서와 네트워크를 개발함으로써 불법 방사성 및 핵물질을 탐지하는 
SIGMA의 발전 능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u SIGMA+는 대량살상무기(WMD) 위협과 관련된 각종 물질의 미세한 흔적
을 감지할 수 있는 고도의 민감도 검출기(Detector)와 첨단 지능 분석을 
필요로 한다. SIGMA+는 SIGMA 프로그램에서 효과가 입증된 개념인 공
통 네트워크 인프라와 모바일 감지 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SIGMA+ 화학
적, 생물학적, 방사선학적, 핵 및 고수익 폭발물(CBRNE) 감지 네트워크는 
주요 대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하도록 확장될 것이다.

u SIGMA+의 계획된 실행은 2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화학, 폭발물, 생
물학적 물질에 대한 새로운 센서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2단계는 네트워크 

개발, 분석 및 통합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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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Signal Processing at RF (SPAR) 

u # Communications # Countermeasures # Spectrum

u 전자파(EM) 스펙트럼은 희소 자원으로서, 다양한 우호적, 비우호적 및 중
립적 실체가 주어진 시간, 위치 및 주파수에서 사용 가능한 주파수를 다투
는 자원이다. 통신망과 레이더와 같은 국방성 무선 주파수(RF)시스템은 점
점 더 혼잡해지고 경쟁적인 전자파 스펙트럼의 맥락 안에서 작동해야 한다. 
더욱이, 일반적인 DoD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자체 생성 신호와 외부 생성 
신호 모두에서 발생하는 임무의 타협적인 RF 간섭이 강할 수 있으며 전자
파 환경은 예측할 수 없다. 이는 미리 할당된 스펙트럼 대역 내에서의 잠재
적 간섭을 규제, 표준화 및 수천 대의 휴대폰을 작은 지리적 아지트 내에서
라도 동시에 매우 잘 작동하게 만드는 기지국과 같은 미리 계획된 사전 배
치 인프라를 통해 세심하게 제어하는 상용 무선 애플리케이션과는 대조적
이다.

u RF에서의 신호 처리(SPAR) 프로그램은 외부적으로 생성된 간섭 신호(예
를 들어 신호를 방해하려는 적들로부터)와 알려진 특성과 알려지지 않은 
특성을 가진 공유 네트워크 내의 송신기 또는 공통 플랫폼의 RF 시스템 
내의 송신기로부터)를 모두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PAR의 공학적인 
과제는 RF 신호 처리 구성요소의 설계, 구축 및 시연에 초점을 맞추고 있
으며, RF 전면 끝단 즉 신호가 수신기 전자장치에 도달하기 전에 원하는 
수신 신호에서 인밴드 방해자를 제거할 수 있다. 간섭이 충분히 완화되면, 
관심의 RF 신호는 수신기 내 디지털 구성요소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러면 
민간 통신 기반구조에 일반적으로 통합된 셀 타워 및 기타 주파수 관리 시
스템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u SPAR 프로그램에 따라 개발된 기술은 원하는 신호 격리의 수준뿐만 아니
라 RF 프런트 엔드에서 직접 작동하는 구성 요소에 필요한 낮은 소음과 
높은 선형성을 달성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구성요소는 다수의 우호적인 
주파수 사용자와 관련된 많은 파형, 주파수 및 필터 코드와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u 성공하면 SPAR 프로그램은 중요한 간섭 문제를 상당히 줄이는 기술로 이
어질 것이다. 또한 SPAR 촉매 기술은 RF 시스템이 동일한 주파수로 동시
에 송신 및 수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파수 효율을 배가해야 한다. 모두 말
해, SPAR은 점점 더 혼잡해지고 문제가 되는 RF 환경에서 무선 및 레이더 
작동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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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Simplifying Complexity in Scientific Discovery (SIMPLEX)

u # Complexity # Math

u 다양한 과학 데이터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은 새로운 물질이나 약물의 발견
과 같은 복잡한 과학과 공학에서 실질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나타낸다. 그러나 원리, 결과, 모델 및 기타 종류의 데이터를 단일 
계산 표현으로 통합하는 도구가 없다면, 어떤 하나의 과학적인 문제나 영
역에서 더 넓은 지식의 기구에 데이터를 연관시키기는 어렵다.

u DARPA의 SIMPLEX(Simplying Complexity in Scientific Discovery, 
SIMPLEX) 프로그램은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일된 수학 프레임워
크와 도구 개발을 추구한다.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큰 가설 생성
을 촉진하고 과학적 영역에 걸친 데이터를 상호 연관시킴으로써 발견을 가
속화하는 것이다.

u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원리, 제약 조건, 모델 및 기능적 관계를 포함한 질
적 및 양적 지식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도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SIMPLEX는 새로운 표현과 도구를 검증하기 위해 여러 개의 과학 및 엔지
니어링 사용 사례도 사용할 계획이다. 관심분야는 신경과학, 유전자단백질
병네트워크, 재료과학, 기후과학, 자율시스템, 사이버물리시스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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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Software Defined Hardware (SDH)

u # Algorithms # Complexity # Cost # Decentralization # 
Electronics # Globalization # Integration # Manufacturing # 
Materials # Microchips # Microsystems # Tech-Foundations

u 현대전에서 결정은 정보에 의해 주도된다. 이 정보는 정보, 감시 및 정찰
(ISR) 데이터, 물류/공급망 및 인적 성과 측정 또는 다수의 기타 출처와 
형식을 제공하는 수천 개의 센서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 우리 주변의 세계를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국방성(DoD)
의 비대칭적 장점이다.

u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대규모로 실행되는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존한
다. 오늘날 개발자들은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 아키텍처 구현의 
효율성과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한 가지 해결책은 특정 알고리즘의 런타임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
된 맞춤형 하드웨어인 ASIC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ASIC는 
일반적으로 수억 달러의 비용이 들고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일
단 개발되면, 그들은 특정 애플리케이션 작업을 위해 설계되고 특수화되었
기 때문에 정확히 하나의 클래스의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은 매우 특별하게 맞춤화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의 생성은 종
종 가장 높은 우선순위 알고리즘으로 제한된다. 이 정도 수준의 투자를 감
당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범용 프로세서에 소프트웨어나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등의 솔루션을 구현함으로써 
계산 효율성이 희생된다. 종종, 이것은 최적의 것보다 수천 배나 나쁜 응용 
프로그램 구현을 초래한다.

u SDH(Software Define Hardware) 프로그램의 목표는 데이터 집약적인 
알고리즘을 위한 프로그램 가능성을 희생시키지 않고 거의 ASIC 성능을 
지원하는 런타임 복구 가능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 하에서 데이터 집약적인 알고리즘은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
는 기계 학습 및 데이터 과학 알고리즘으로 정의되며, 강도 높은 선형 대
수, 그래프 검색 연산 및 관련 데이터 변환 연산자의 사용으로 특징지어진
다. SDH 프로그램은 ASIC와 관련된 비용, 개발 시간 또는 단일 애플리케
이션 제한 없이 데이터 집약적인 알고리즘을 거의 ASIC 효율에 가깝게 실
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
공하면 SDH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데이터 집약적인 데이터 탐색 알고리
즘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ISR, 예측 물류, 의사결정 지
원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DoD 애플리케이션에 빅데이터 솔루션을 광범위
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u SDH 프로그램은 ASIC와 달리 하드웨어 구성을 런타임으로 연기할 수 있
는 악성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생성한다. SDH는 1) 입력 데이
터가 변경될 때 코드와 하드웨어를 동적으로 최적화하고, 2) 새로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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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에 하드웨어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DH는 매우 빠른 하드웨
어 재구성 속도와 동적 컴파일을 목표로 한다. 성공한다면 SDH는 오늘날
의 ASIC조차 이용할 수 없는 데이터 의존적 최적화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

u SDH 프로그램은 와트당 기가 연산(GOPs/Watt)을 측정한다.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SDH 시스템은 현재 NumPy/Python 구현과 동일한 프로그램 
가능성의 CPU 구현보다 ASIC의 5배, 500-1000배 더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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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Space/Time Analysis for Cybersecurity (STAC)

u # AI # Fundamentals # Sensors # Space

u 새로운 방어 기술이 오래된 취약 계층을 성공적으로 이용하기 어렵게 만들
면서, 적들은 새로운 취약 계층으로 이동한다. 알고리즘의 결함 있는 구현
에 기초한 취약성은 수년간 인기 있는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새로운 방
어 기술이 결함 있는 구현에 기초한 취약성을 덜 흔하고 더 쉽게 이용하기 
어렵게 만들면, 적들은 알고리즘 자체에 내재된 취약성에 주의를 돌릴 것
이다.

u STAC(Space/Time Analysis for Cyber Security) 프로그램은 알고리
즘의 공간 및 시간 리소스 사용 동작, 구체적으로는 알고리즘의 복잡성 및 
사이드 채널 공격에 대한 취약성과 관련된 취약성을 식별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분석 기법과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TAC는 분석가
들이 미국 정부, 군사 및 경제가 의존하는 소프트웨어에서 그것들을 체계
적으로 검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규모와 속도의 소프트웨어에서 알
고리즘 리소스 사용 취약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u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적대자가 입력을 처리하거나 초선형 공간을 소비하게 
하는 입력을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알고리즘 복잡성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 상대편의 목표는 시스템의 양성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이 비현실적으로 많은 공간이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계산을 시도하게 하는 최악의 경우 입력을 선택하여 시스템을 
비활성화하는 것이다.

u 사이드 채널은 의도하지 않은 간접 정보 흐름으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적에게 비밀을 드러내게 한다. 소프트웨어는 상대편이 비밀을 직접 관찰하
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상대방은 그 비밀을 수반하는 계산에 의해 다양한 
공간과 시간 특성이 제어되는 출력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계산이 어떻
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제공한다면, 적수는 몇 개의 출력을 
관찰함으로써 비밀을 추론할 수 있다.

u 알고리즘 리소스 사용 취약성은 기존의 구현 결함의 결과보다는 알고리즘 
자체에 내재된 문제의 결과이기 때문에 어드레스 공간 레이아웃 랜덤화, 
데이터 실행 방지, 참조 횟수 강화, 세이프 언링크 및 심지어 유형 안전과 
같은 전통적인 방어 기술.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들을 완화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u STAC 프로그램은 규모와 속도라는 두 가지 주요 성능 축을 따라 진보를 
추구한다. 척도란 일반적으로 수십만 회선의 소스 코드 범위에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에서부터 수백만 또는 수천만 회선의 코드로 구성된 
더 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더 큰 소프트웨어를 고려할 수 있는 분석의 필
요성을 말한다. 속도는 인간 분석가들이 소프트웨어를 분석할 수 있는 속
도를 시간당 수천 줄의 코드에서 수만 줄, 수십만 줄 또는 수백만 줄의 코
드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

u STAC 프로그램은 4개의 기술 영역(TA)을 포함한다. 기술 영역 1(T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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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자는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 리소스 사용 취약성을 식별하기 위한 새
로운 프로그램 분석 기법과 도구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 개발 팀이다. TA2 
수행자는 STAC 프로그램 내에서 시험에 사용하기 위해 알려진 알고리즘 
리소스 사용 취약성이 있는 챌린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감독 팀이다. 기술 진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R&D 팀은 그들의 기술과 도
구를 사용하여 애버리어리 챌린지 수행자가 제작한 챌린지 프로그램에서 
알고리즘 자원 사용 취약성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일련의 경쟁적 참여가 
STAC 프로그램 전체에 있을 것이다. TA3는 비교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 중 연구개발 팀과 동일한 문제에 현재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통제 팀 수행자다. TA4는 각 계약을 계획하고, 이벤트를 관리하
고, 결과의 측정을 수집하는 실험 리드(EL) 수행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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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Spectral Combs from UV to THz (SCOUT)

u # CBRN # Photonics # Sensors # Spectrum

u 관심의 화학적, 생물학적 신호를 감지하고 식별하는 우리의 능력은 국내외
의 보안에 매우 중요하다. 광학 분광학은 실험실에서 귀중한 도구지만, 현
재 기술은 대기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에 의해 생성되는 유비쿼터스 동적 
배경 신호를 감지하고 구별하는 데 필요한 민감도와 넓은 스펙트럼 커버리
지가 부족하다.

u SCOUT 프로그램은 새로운 칩 스케일 소스의 근본적인 개발과 장거리 플
럼 감지를 위한 더 큰 소스의 더 응용된 개발 및 테스트 등 자외선부터 테
라헤르츠에 이르는 스펙트럼 범위에 걸친 광 주파수 빗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SCOUT 기술은 현실적(비실험적)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 정확한 
배경 감산 처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물질을 동시에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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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Spectrum Collaboration Challenge (SC2)

u # Autonomy # Communications # Spectrum

u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무선 혁명은 무선 주파수(RF) 주파수에 
대한 엄청난 접근을 부채질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스마트폰부터 웨어
러블 피트니스 레코더, 스마트 주방 가전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기기가 대
역폭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군에서는 수중 센서에서 인공위성에 이르기까지 
무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 구성원에 대
한 광대역 연결의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RF 주파수의 결핍으로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것은 우리 나라에게 심각한 문제다.

u 거의 한 세기 전에 이루어진 오늘날의 접근방식은 주파수를 지리적으로 정
의된 큰 지역에 할당되는 경직된 독점적인 면허 대역으로 나누어 무선 시
스템을 격리시킨다. 이 접근방식은 간섭이 없는 통신의 보증을 대가로 주
파수에 접근한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에 의한 것이며 수요와 공급의 역학
관계에 적응하지 못한다. 주어진 시간에 많은 할당된 대역은 면허소유자에 
의해 사용되지 않는 반면 다른 대역은 압도되어 주파수의 엄청난 용량을 
낭비하고 불필요하게 부족 상태를 만들어 낸다.

u Spectrum Collaboration Challenge(SC2)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군사 및 민간 무선 장치의 수가 점점 더 혼잡해지는 전자파 주파수에 완전
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쟁사는 주파수 액세스 전략
을 다시 구상하고 무선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협력하고 RF 주파수를 공유하
는 방법에 대해 논증하는 새로운 무선 패러다임을 개발하여 간섭을 피하고 
가용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공동으로 이용할 
것이다. SC2 팀은 최근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의 발전과 소프트웨어 정
의 라디오의 용량 확대로 이러한 획기적인 능력을 개발하게 된다. 궁극적
으로 이 경쟁은 협업형 AI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학계와 기업의 혁신
자들에게 도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파수 풍요의 시대를 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주파수 사용 패러다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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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Symbiotic Design for Cyber Physical Systems

u # AI # Complexity # Integration # Interface # Opportunities # 
Systems

u 사이버 물리적 시스템(CPS)은 현재와 미래의 국방부(DoD) 임무 요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인 차량, 무기 시스템 및 임무 플랫폼은 모두 군사 
관련 CPS의 예들이다. 이러한 시스템과 플랫폼은 사이버 및 물리적 서브
시스템을 통합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CPS의 엄청난 복잡성으로 인해 
이들의 엔지니어링 설계는 벅찬 도전이 되었다. 이러한 복잡성의 즉각적인 
결과는 DoD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 능력에 도전하는 장기간의 개발 주
기다.

u CPS 설계는 사이버(예: 소프트웨어, 제어, 컴퓨팅 및 통신)에서 물리적
(예: 구조, 기계, 열 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광범위한 도메인 지식과 주
제 expected를 가진 대규모 엔지니어 팀에서 조정된 수백 개 이상의 도메
인별 도구를 포함하는 복잡한 노력이다.논술. 현재의 엔지니어링 설계 프로
세스는 요건 중심의 부문별 설계 흐름으로 분해되기 시작하며, 핵심적으로
는 후보 아키텍처 생성, 옵션 평가, 선택 및 정제, 요구사항까지 설계를 통
합하는 순차적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하고 있다. 만족하고 있다

u SDCPS(Synamic Design for CPS) 프로그램의 목표는 AI 기반 접근방
식을 개발하여 군사 관련 CPS의 정확한 시공별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
이다. SDCPS는 CPS 도입에서 구축까지의 시간을 몇 년에서 몇 달로 단축
하고 설계의 혁신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SDCPS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본질적인 과제를 해결할 것이다.

u 예측 가능성 - 설계 결정의 건전성은 소프트웨어와 물리적 구성요소를 구
현하기 전에 성능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의존한다. 그러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높은 충실도 모델이 필요하다. 비
용 효율적인 모델링 프로세스는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진 결과를 낳는다.

u 컨버전스 - 설계 팀은 부문 경계에 따라 연합된다. 그러나 복잡한 시스템 
내에서 우려의 분리는 설계 결정의 상호의존성을 소홀히 하여 실현 가능한 
통합 솔루션으로 빠르게 수렴된다.

u 탐색 - 시간과 자원에 의해 제한되는 엔지니어는 설계 공간의 탐색을 익숙
한 것으로 제한하는 절충을 해야 한다. 이는 설계 공간의 방대한 영역을 
탐구하지 않은 채 남겨두는데, 여기에는 비전례적이지만 성능이 뛰어난 솔
루션이 포함될 수 있다.

u 이 프로그램의 비전은 두 가지 매우 다른 종류의 에이전트의 공생을 통해 
커버리지를 대폭 확장하고 CPS 설계 공간의 탐사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즉, 설계 영역 전반에 걸쳐 직관적인 연결을 생성할 수 있는 불가사의한 
능력을 가진 인간, 데이터에서 통계 패턴을 인식하고 방대한 바다표범을 
탐색할 수 있는 기계.최적의 솔루션을 위한 공간. 이 프로그램은 오늘날 사
용되는 인간 중심의 모델 기반 설계 흐름을 인간에 의한 공동 발견의 공생 
과정으로 전환하고 AI 기반 공동 설계자를 지속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이러
한 비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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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Synergistic Discovery and Design (SD2)

u # Analytics # Bio-systems # Data

u SD2(Synergistic Discovery and Design) 프로그램은 완전한 모델이 
없는 도메인에서 과학적 발견과 강력한 설계를 가속화하기 위한 데이터 기
반 방법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엔지니어들은 정기적으로 고밀도 시뮬레이
션을 사용하여 항공, 자동차 및 통합 회로와 같은 복잡한 영역에서 강력한 
설계를 생성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견고한 디자인은 높은 충실도 모델이 
없기 때문에 합성 생물, 신경 계산, 중합 화학과 같은 영역에서 여전히 이
해하기 어렵다. SD2는 완전한 과학 모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설
계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 개발을 추구한다.

u 발명가들이 그들의 설계 노력을 뒷받침할 완전한 과학적 모델이 없는 복잡
한 시스템의 예로는 수백만 개의 단백질-메타볼라이트 상호작용을 가진 생
물학적 시스템, 수십억 개의 뉴런에 걸친 계산을 필요로 하는 신경 과정, 
수백만 개의 모노머-단백질 결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진보된 물질 등이 있
다. 이러한 시스템은 강력한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 수백만 개의 예측할 수 
없고 상호 작용하는 구성 요소를 보여주는 영역의 일부로서, 내부 상태는 
종종 부분적으로만 관찰할 수 있다. 그러한 영역에서는 환경에서의 작은 
동요가 예기치 않은 설계 실패를 초래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운영 봉투의 
특성화에 필요한 공학 변수의 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u 도메인 전문가는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반면, 수백 테라바이트의 데이
터를 집합적으로 분석하여 모델을 구축하고 디자인을 정교하게 한다. 그러
나 소규모 데이터셋의 수동 집약적 분석은 여전히 비효율적이며 종종 재현
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따라, 연구원들은 높은 처리량 실험을 자
동화된 실험실로 아웃소싱하고 강력한 설계를 위해 무작위로 제한된 매개
변수 공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무작위 검색 기반 접근방
식은 작은 매개변수 공간과 가장 잘 작동하며 일부 설계는 성공하고 다른 
설계는 실패하는 이유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u SD2는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통해 모델
을 발굴하고 디자인을 다듬어 완전한 모델이 없는 도메인에서 설계 문제를 
해결한다. SD2는 스케일에서 모델을 자동으로 검색하고 디자인을 병렬적
으로 다듬는 데이터 기반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실성을 보
장하기 위해 최첨단 도메인에서 도출된 문제들은 SD2 방법의 개발을 촉진
할 것이다. SD2는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새로운 데이터 기반 방법을 
제공하여 발견과 설계를 가속화하고 복잡한 영역의 연구 커뮤니티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오픈 데이터 교환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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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System of Systems Integration Technology and Experimentation 
(SoSITE)

u # Air # Decentralization # Resilience # Systems # 
Tech-Foundations

u 기술의 세계화는 이러한 전략을 점점 더 지속가능하지 않게 만들었다. 잠
재적 적들은 이제 비교적 쉽게 첨단 기술에 접근하여 군사 시스템에 신속
하게 통합할 수 있으며, 때로는 미국 무기 시스템의 개발 및 획득 기간 동
안 여러 차례의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기도 한다.

u SoS(System of Systems) 통합 기술과 실험(SoSITE) 프로그램의 목표
는 경쟁 환경에서 미국의 항공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SoS 아키텍처를 개발
하고, 기존 및 새로운 아키텍처에 대한 임무 시스템의 신속한 통합을 시연
하며, 이러한 아치의 전투 효과와 견고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u SoSITE는 항공우위성을 유지하기 위한 SoS 접근법이 군사적으로 효과적
일 것이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에 적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에 대처
하고자 하는 적에게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보다 더 큰 재정적 비용을 부과
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u SoSITE는 기존의 능력, 시스템 또는 시스템의 시스템을 크게 재설계할 필
요 없이 새로운 미국 기술을 개발할 때 신속하게 통합하기 위한 시스템 아
키텍처 개념을 개발하고 제공하고자 한다. 성공적인 SoSITE 프로그램은 
근거리의 적들이 그것에 적응하거나 대항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새로
운 기술의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미군이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u SoSITE는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및 전자 기술의 진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목표를 추구한다. 첫째, 능력-비용의 트레이드오프를 제공하는 유인 플랫
폼과 무인 플랫폼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능을 분배하는 것, 둘째, 개방형 시
스템 아치를 사용하여 유인 및 무인 플랫폼에 고급 미션 시스템을 신속하
게 통합하는 것.세 번째, 분산 효과를 조정하기 위해 전장 관리 자율성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시스템 이질성이 공통원인 취약성을 줄이고 
시스템 적응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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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System Security Integration Through Hardware and Firmware 
(SSITH) 

u # Cyber # Electronics # Security

u 전자 시스템 보안은 DoD에게 점점 더 중요한 관심 영역이 되었고 미국 
전체의 보안을 위해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전자 보안을 제공하
기 위한 현재의 노력은 주로 강력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통합에 의존한다. 
하드웨어 취약성 공격에 대한 현재 대응은 일반적으로 기본 하드웨어 취약
성을 식별하거나 해결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방화벽에 패치를 개발하고 배
포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그 결과, 특정 공격이나 취약성 인스턴스가 패배
하는 동안, 창조적 프로그래머는 남아있는 하드웨어 취약성과 지속적인 착
취, 패치 및 후속 악용 사이클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

u 하드웨어 및 펌웨어를 통한 시스템 보안 통합(SSITH) 프로그램은 취약성 
인스턴스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용되는 하드웨어 취약성의 등급
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하드웨어 보안 아키텍처와 관련 설계 도
구를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취약성 이용의 사이클을 끊으려고 한다. SSITH
가 대상으로 하는 탐사 영역에는 변칙적인 상태 탐지, 메타 데이터 태그 
및 전자 공격 표면의 변경이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시스템 온칩
(SoC) 설계자가 시스템 아키텍처의 권한 및 권한의 이용, 메모리 오류, 정
보 유출, 코드 유출 등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알려진 종
류의 하드웨어 취약점으로부터 하드웨어를 보호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설
계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주사 SSITH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팀, 
상업팀 및 전통적인 DoD 수행자 간의 협력을 장려하여 DoD와 상업용 전
자시스템 모두에 적용 가능한 강력하고 유연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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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Systematizing Confidence in Open Research and Evidence 
(SCORE)

u # Algorithms # Analytics # Automation # Data # Forecasting # 
Processing # Trust

u 국방성(DoD)은 종종 사회 및 행동과학(SBS) 연구를 활용하여 계획을 설
계하고, 투자를 지도하고, 결과를 평가하고, 인간 영역의 국가 안보 도전과
제와 관련된 인간 사회 시스템과 행동의 모델을 구축한다. 그러나, 최근의 
많은 경험적 연구와 메타 분석 결과들은 SBS의 많은 결과들이 독립적으로 
복제되거나 복제될 수 있는 능력에 있어 극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는
데, 이것은 DoD의 계획, 결정, 모델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DARPA의 SCORE(Systemating 
Confidence in Open Research and Evidence) 프로그램은 다른 SBS 
연구 결과와 주장에 "신뢰 점수"를 부여하는 자동화된 도구를 개발하고 배
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뢰도 점수는 SBS 연구의 DoD 소비자가 특정 
청구나 결과가 재현 또는 복제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양적 측정이다. 이러한 도구는 현재 최고의 인간 전문가 방법과 
같거나 더 나은 신뢰도를 가진 설명 가능한 신뢰도 점수를 부여할 것이다. 
성공하면, SCORE는 DoD 담당자가 주어진 SBS 결과나 클레임의 재현성 
및 복제성 측면에서 가져야 할 신뢰도를 신속하게 보정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라 SBS 문헌과 연구의 효과적인 활용을 증가시켜 억제력 강화, 안
정성, 그리고 안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인간영역적 과제
를 해결할 수 있게 할 것이다.극단주의를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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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Systems-Based Neurotechnology for Emerging Therapies 
(SUBNETS)  

u # Health # Med-Devices # Neuroscience # Therapy

u SUBNETS(Systems-Based Neurotechnology for Emerging 
Therapies, SUBNETS) 프로그램은 병역의원들의 신경정신병 치료의 효
과적이고, 정보에 정통하며, 정밀한 치료의 근거로 신경기술을 사용하여 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쟁, 외상성 부상, 그리고 다른 경
험에 의해 야기되는 그러한 질병의 영향은 여전히 치료하기 어려운 것으로 
남아 있다. 현재 치료법인 수술, 약물치료, 심리치료법은 종종 심각한 우울
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질병의 최악의 영향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들은 정확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 
DARPA는 SUBNETS를 통해 난치성 신경정신병 환자에 대한 구제를 제공
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자 한다.

u SUBNETS 비전은 이식된 폐쇄 루프 진단 및 치료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
다는 점에서 현재의 치료 접근 방식과 구별된다. 그 비전은 뇌의 뚜렷한 
해부학적 영역으로 엄격하게 밀려나는 것과는 반대로, 신경정신적 질환의 
경우 뇌의 기능과 기능장애가 분산된 신경계에 걸쳐 작용한다는 이해에 기
초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신경의 가소성을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기의 해부학과 생리학이 정상
적인 뇌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변화하는 뇌의 특징이다. 가소성 때문에 연
구원들은 SUBNETS가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여 뇌가 부상이나 신경정신병 
발병에 따른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훈련되거나 치료될 수 있다고 낙
관한다.

u SUBNETS는 외상 후 스트레스, 심각한 우울증, 경계선 성격, 일반적 불안, 
외상성 뇌손상, 약물 남용 및 중독, 섬유질 질환/만성 통증 등 복잡한 시스
템 기반 뇌 장애에 관련된 경로를 측정함으로써 이러한 시스템이 정상과 
A 모두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기록하고 모델링할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한
다.관련되지 않은 신경학적 장애와 손상된 임상 연구 참여자에 대한 치료
를 원하는 자원 봉사자들 사이의 정상 조건. SUBNETS는 안전하고 효과적
인 치료 자극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이러한 모델을 사용한다. 이 모델들은 
현재 개발된 동시 자극과 기록을 위한 용량을 초과하는 차세대 폐쇄 루프 
신경 자극기에 적용되며, 조사자와 임상의가 치료 목적으로 여러 뇌 부위
를 기록, 분석 및 자극할 수 있는 전례 없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DARPA는 SUBNETS 프로그램이 기술 시연과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위한 장치 제출로 절정을 이루도록 할 계획이다.

u SUBNETS는 신경정신과를 대화 주도 관찰의 영역을 넘어 신경 상태의 계
량 가능한 특성에 의해 움직이는 치료의 영역으로 발전시키도록 설계되었
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기록된 시스템 기반 두뇌 활
동의 가장 포괄적인 데이터 집합 중 하나를 만들 것이다. 만약 성공한다면, 
SUBNETS는 기존의 치료법에 대한 선택권이 거의 없는 신경정신병 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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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서비스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에 정통하
고 정밀한 신경 기술 요법으로 이어질 것이다.

u SUBNETS는 DARPA가 신경 기술 사용과 관련된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식별하도록 돕기 위해 독립 윤리, 법률 및 사회적 의미(ELSI) 전문가로부
터 정보를 받는다. ELSI 전문가와의 의사소통은 인간 임상 연구와 동물 사
용을 지배하는 기관 검토 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 감독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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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Targeted Neuroplasticity Training (TNT)  

u # Fundamentals # Med-Devices # Neuroscience # Training

u TNT프로그램은 다면적이고 복잡한 임무에서 군 인력의 개선과 가속화된 
훈련성과를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신경 가소성을 매개로 새로운 인지 
기술의 장기적 유지가 용이하도록 뇌의 신경화학적 신호를 촉진하기 위한 
훈련과 함께 비침습적 신경 기술의 사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성공한다
면 TNT 기술은 외국어 학습, 명사수화, 암호 해독, 표적 차별, 정보 분석 
등 광범위한 국방 관련 요구에 적용되어 국방부의 광범위한 훈련 요법에 
따른 비용과 기간을 줄이는 동시에 결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u TNT는 특정한 종류의 학습 인식 기술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제는 
수련과정에서 최적의 시기에 자극을 통한 말초신경의 정밀한 활성화가 뇌
의 신경연결을 촉진하고 강화하는 아세틸콜린, 도파민, 세로토닌, 노레파네
프린 등의 뇌 화학물질의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위 
신경 조절기는 학습 중에 뇌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뉴런 사이의 연결이 
변화하는 과정인 시냅스 가소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TNT 프로그램은 
말초 신경 자극과 기존의 훈련 관행을 결합함으로써, 인지 기능을 담당하
는 신경망의 조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내생 신경회
로를 활용하고자 한다.

u DARPA는 이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기 위해 계층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기초 연구는 신경 자극이 시냅스성 가소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
지 능력 학습 과정이 뇌에서 어떻게 규제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활
성화하여 잠재적인 부작용을 피하면서 안전하게 스킬 획득을 가속화하는 
방법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완벽한 이해를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로그램의 공학적 측면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가소성을 향상
시키는 말초신경 자극을 전달하기 위한 비침습적 방법 개발에 집중한다. 
인간 대상 연구는 말초신경 자극이 핵심 훈련 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
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핵심 
진전은 소성도를 조정하고 군인에 의한 학습된 기술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극과 훈련 프로토콜을 최적화하는 기초 생물 회로의 해부학적 및 
기능적 지도를 만들게 될 것이다.

u TNT는 DARPA가 신경 기술 사용과 관련된 잠재적 문제를 사전 예방적으
로 식별하도록 돕기 위해 독립된 윤리, 법률 및 사회적 의미(ELSI) 전문가
로부터 정보를 얻는다. ELSI 전문가와의 소통은 인간 임상 연구와 동물 사
용을 지배하는 기관 검토 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 감독을 충족한다. 



융합연구총괄센터

098

05. 연구소개 Teaching AI to Leverage Overlooked Residuals (TAILOR)

u # Analytics # Complexity # Forecasting # Training

u 군과 민간단체는 인적 성과 최적화(HPO)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
나 인간 수행을 최적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주어진 개입의 효과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대상 간 결과와 그룹 평균(평균)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실험 접근법이다. 이 접근법은 자주(잘못) 개별 분산을 통계적 "소음", "잔
차적" 또는 "오류"로 구분한다. 결과적인 개입(예: 식이요법, 신체 단련 요
법, 뇌 자극)은 기껏해야 차선책이고, 최악의 경우 각 사람에게 유해하다. 
인간 수행 개입의 식별, 특성화 및 모델링에 대한 현재의 AI 기능은 대부분 
접근방식과 마찬가지로 개별 차이를 잔존오차로 취급하기 때문에 유사한 
이유로 제한되며, 특히 개인에 대한 회계처리는 데이터셋의 차원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u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TAILOR 프로그램은 AI 방법이 다른 개인과 팀
에게 어떤 HPO 개입이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한 예측을 어느 정도까지 향
상시킬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있다. 특히 TAILOR는 HPO 개입에 대한 반
사실적 예측을 하고 개별 가변성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 상황 추론을 사용
할 수 있는 제3의 물결 AI 툴과 접근법을 시험하려고 한다(즉, X인이 개입 
Y를 받았다면 결과 Z가 있었을 것). 개별적인 차이를 야기하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요인을 통합함으로써, 성공적인 접근방식은 개별화된 
HPO 결과를 더 잘 "맞춤화"하고, 그러한 요인들이 변화할 경우 적응하며, 
DoD가 다양성을 강점으로 활용하는 것을 계속 돕기 위해 여러 요인에 걸
쳐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TAILOR는 가정이다.



Transdisciplinarity Trend Analysis Report

2019년 융합연구 동향분석 보고서 Vol. 7    099

05. 연구소개 Technologies for Host Resilience (THoR)  

u # Analytics # Disease # Health # Therapy

u THoR Program은 새롭게 나타나는 전염병에 직면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최적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물의 감염 허용
을 위한 분자 메커니즘을 발견하고, 감염에 대한 인간의 회복력을 조절하
는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이 기능은 병균별 치료제 또는 중환
자실 기능이 국지적으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낮은 자원 또는 원격 환경
에서 전투기가 전염병의 폭풍우를 견뎌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사 대비 
태세를 지원할 수 있다.

u 현재 감염에 대한 치료는 주로 병원체에 대한 저항에 기초한 숙주 대응 메
커니즘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는 숙주가 병원체를 억제함으로써 (종종 약
물에 의한 병원체 부하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킴) 건강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종종 병원균에 대한 선험적 지식에 의존하고, 
별개의 병원균 집합으로 제한되며, 약물 내성 유기체의 유병률 증가로 이
어지는 진화적 압력을 가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THOR 프로그램은 병원
체를 직접 공격하기 보다는 숙주의 허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병원체에 의한 
적극적인 감염에도 불구하고 숙주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효
과적으로 탐구한다.

u THOR 성과 팀은 허용오차 메커니즘을 식별하고 해당 대응의 주요 생물학
적 동인을 특징짓기 위한 접근법과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다. DARPA는 건
강을 개선하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단일 개입 또는 개입 조합을 사용하
여 호스트에서 이러한 허용 메커니즘을 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u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술 분야로 구성된다.

u 1) 허용 인구 발견: 동물 연구를 수행하여 숙주의 적합성 내 및 종간 차이
를 검사하고, 감염에 허용되는 하위 모집단과 종을 식별한다.

u 2) 공차의 생물학적 메커니즘 식별: 복수의 생물학적 척도(즉, 종, 조직 및 
세포)에 걸친 허용오차의 기초를 정의하고 특성화한다.

u 3) 프로 톨러런스 개입 확인 및 검증: 작은 동물 및 큰 동물 모델을 사용하
여 취약한 호스트에서 허용오차 메커니즘을 재점검하여 향상된 생존 능력
을 입증한다.

u THOR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목표는 전염병에 대한 새로운 호스트 중심의 
대책을 발견하기 위한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에 새로운 방법과 도구를 통
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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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Three Dimensional Monolithic System-on-a-Chip (3DSoC)  

u # Algorithms # Complexity # Cost # Decentralization # 
Electronics # Globalization # Integration # Manufacturing # 
Materials # Microchips # Microsystems # Tech-Foundations

u 구축된 전자 시스템은 점점 더 고급 처리 능력을 필요로 하지만 시스템 메
모리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전력(일반적으로 "메모리 병목 현상"
이라고 함)은 그 성능에 상당한 타격을 입힌다. 전자 시스템 성능의 상당한 
개선은 메모리 액세스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시스템의 전반적인 동적 
전력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메모리와 논리를 통합하기 위해 SoC(단일 
3차원 시스템-on-chip) 스택을 사용하는 것은 메모리 병목현상을 극적으
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3D SoC 스택을 
개발하려면 훨씬 정교한 피치 인터커넥트를 통해 메모리에 대한 버스의 폭
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SoC의 훨씬 짧은 인터커넥트 라인을 통해 저항기
(RC) 지연을 감소시켜야 한다.

u 메모리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3차원 단일 시스템온아칩(3DSoC) 프
로그램은 기존의 석판 노드를 사용하여 단일 다이에 논리, 메모리, 입출력
(I/O)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단일 3D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첨단 기술 
노드에 비해 성능을 50배 이상 향상시키려 한다.s.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DSoC는 제조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의 능력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설계 
흐름의 개발을 추구한다.

u 3D SoC 프로그램은 SoC 설계와 제조에 대한 현재의 2D 접근 방식의 한
계를 제거하면서 연산 아키텍처의 미래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만들어진 제조 기술은 미국 제조 시설에 기반을 두기 위한 것으로, 국방성
(DoD) 기업은 전력 결과에서 50배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고 p를 개선할 
미래 연산 시스템을 탐색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 도구 및 제조 능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향후 DoD 시스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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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Transparent Computing  

u # Automation # Cyber # Trust

u 현대의 컴퓨팅 시스템은 입력을 수용하고 출력을 생성하지만 내부 작업에 
대한 가시성은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블랙박스 역할을 한다. 이
는 특히 지능적인 지속적 위협(APT)과 같은 가장 중요한 유형의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고 이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세부 수준의 사이버 행동을 이
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제한한다. APT 적들은 기업 네트워크에서 그
들의 존재를 확장하고 그들의 임무 목표(예: 정보 유출, 의사결정에 대한 
간섭 및 능력 거부)를 달성하기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느리고 의도적으로 
행동한다. 현대 컴퓨팅 시스템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APT의 개별 활동이 
크고 복잡한 환경에 내재된 배경 "소음"과 혼합될 수 있다면, APT는 수년
간 감지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 수 있다. APT 문제를 넘어, 복잡한 시스
템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부족은 덜 정교한 공격이나 복수의 애플리케이션
과 시스템에 걸쳐 있는 비-악성적인 결함 동작을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노
력에 방해가 된다(때로는 완전히 억제된다).

u 투명 컴퓨팅(TC) 프로그램은 최소한의 성능 오버헤드를 가하는 동시에 소
프트웨어 추상화의 모든 계층에서 시스템 작동 중 구성요소 상호작용에 대
한 높은 충실도의 가시성을 제공하여 현재 불투명한 컴퓨팅 시스템을 투명
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시스템 요소/구성 요소
(입력, 소프트웨어 모듈, 프로세스 등)의 입증된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사이버 시스템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과 인과관계 종속성
을 동적으로 추적하고, 이러한 의존성을 엔드투엔드 시스템 동작으로 결합
하며, 이러한 행동들에 대한 이유를 과학적으로나 실시간으로 모두 파악한
다. 개별적으로 합법적이지만 집단적으로 악의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나타
내는 복수의 활동에 걸쳐 자동 또는 반자동적으로 "점 연결"함으로써, TC
는 APT 및 기타 사이버 위협의 신속한 탐지를 가능하게 하고, 일단 적대적 
활동이 이루어진 후에는 완전한 근본 원인 분석과 손상 평가를 가능하게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확인된 또한 TC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사이버 추
론 기능을 핵심 침입/출구 지점(예: 방화벽)에서 보안 정책을 시행하는 기
업 규모의 사이버 감시 및 제어 구조에 통합한다.

u TC 프로그램의 목적은 여러 TC 기술을 실험 프로토타입에 통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탐구하면서 분리 가능하고 격리되어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기술(예: 웹 미들웨어와 같은 주어진 소프트웨어 계층/애플리케이션 환경 
내에서)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바람직한 정책(허용/허용되지 
않는 상호작용)과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침입 탐지 및 법의학적 분석을 모
두 가능하게 하는 다층 데이터 수집 아키텍처와 분석/보강 엔진으로 구성
된 기본 기술과 실험적인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이 프로토타입이 기술 전환의 출발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u TC 프로그램은 2014년 12월 15일에 프로포저들의 날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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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Unconventional Processing of Signals for Intelligent Data 
Exploitation (UPSIDE)  

u # ISR # Microsystems # Processing

u DoD는 정보, 감시, 정찰(ISR) 애플리케이션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 
ISR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특히 대상 인식 및 다수의 객체 추적을 위해 
광역 고해상도 비디오 이미지의 실시간 처리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절실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센서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분석의 복잡성이 극적으로 증가하여, 초당 픽셀당 작동 횟수에 반
영된다. ISR 임무와 다른 DoD 센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러한 확장된 
처리 요건은 기존 및 예상 컴퓨팅 플랫폼의 능력을 빠르게 능가하고 있다.

u UPSIDE(Unconventional Processing of Signals for Intelligent 
Data Attackation, UPSIDE) 프로그램은 나노스케일 장치의 물리학에 기
초한 영상 및 영상 분석 방법으로 디지털 처리의 현상을 타파하고자 한다. 
UPSIDE 프로세싱은 비디지털이 될 것이며 현재 디지털 프로세서와 관련
된 전력 및 속도 제한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다.

u UPSIDE는 기존의 보완적인 금속-산화 반도체(CMOS) 기반 전자장치 대
신에 물리 기반 장치(나노스케일 오실레이터가 하나의 예)의 배열을 구상
하여 처리를 수행한다. 이러한 배열은 디지털 프로세서의 경우와 같은 방
식으로 프로그래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자체 구성 및 입력에 
적응한다. 계산에 대한 특정 명령을 실행하여 작동하는 기존의 디지털 프
로세서와 달리, UPSIDE 어레이는 디지털 시스템에 내장된 확률적 추론에 
기초한 더 높은 수준의 계산 요소에 의존할 것이다.

u UPSIDE 프로그램은 두 단계에 걸쳐 세 가지 필수 작업을 수행하는 학제간 
접근방식으로 구성된다. 과제 1은 프로그램의 기초를 형성하며, 시연과 벤
치마킹에 사용될 계산 모델과 이미지 처리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포함한
다. 과제 2와 3은 과제 2의 혼합 신호 CMOS와 과제 3의 비CMOS 신흥 
나노스케일 장치와 함께 구현된 추론 모듈을 시연하기 위해 과제 1의 결과
를 기반으로 구축될 것이다.

u UPSIDE 프로그램은 2013년 6월 5개 기업 연구소, 13개 대학, 3개 정부 
연구소의 참가자들이 그들의 접근 방식을 공유하고 이러한 높은 협력 노력
을 위해 아이디어를 교환하기 위해 만났을 때 시작되었다. UPSIDE 이미지 
처리 애플리케이션은 비디오, WAMI(Wide Area Imagery) 및 로봇에 대
한 객체 감지 및 추적을 포함한다. 밈리스터, 스핀 토크 오실레이터 등 신
흥기기는 이들 시스템의 프로세싱 체인에 통합돼 기능추출 등 다양한 기능
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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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Understanding Group Biases (UGB)

u # AI # Algorithms # Complexity # Data # Systems

u 그룹 편견 이해(UGB) 프로그램은 점점 더 이용 가능한 대규모 디지털 데
이터셋에서 그룹 편견과 문화 모델을 캡처하기 위한 자동화된 민족그래픽 
방식의 방법의 규모, 속도 및 범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고 입증하는 것을 추구한다. DARPA는 부분적으로 기계 학습의 공
통 버그(훈련된 데이터 세트에서 비투명적이고 암묵적인 편견을 획득하는 
경향)를 유용한 것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질적 "두꺼운" 데이터를 캡처하는 
것과 양적 "빅" 데이터를 캡처하는 것 사이에 현재 방법론적 절충을 극복할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특징 따라서, UGB는 인간 문화 
모델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룹이 종종 같은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는 시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속도와 규모로 이러한 편견을 식별하고 특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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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Vetting Commodity IT Software and Firmware (VET)

u # Automation # Cyber # Formal # Trust

u 정부 기관과 군은 휴대전화, 프린터,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및 기타 많은 일
상 용품을 포함하여 많은 종류의 상용 기성품 정보 기술(COTS)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장치 각각은 상당량의 소프트웨어와 펌웨어를 포함
하여 다양한 구성 요소와 하위 구성요소를 제공하는 많은 국가의 많은 벤
더가 참여하는 긴 공급망의 최종 제품이다. 장기 공급 체인은 적에게 민감
한 데이터의 유출과 중요한 운영의 방해 등 유해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와 펌웨어에 숨겨진 악성 기능을 삽
입할 기회를 제공한다.

u 조직들은 종종 제조업체와 그들의 사업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급망 위험을 관리하려고 시도하는데, 현재 대기업들이 모든 개별적인 새
로운 장치와 업데이트와 함께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와 펌웨어 일반 제품을 
직접 검사하기 위한 정확하고 비용 효율적인 기술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다. 사실, 정부와 업계에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COTS IT 기기에서 
소프트웨어와 펌웨어를 기업 차원에서 검사하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접
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u DARPA는 COTS IT 기기에서 숨겨진 악성 기능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VET(Vetting Commodity IT Software and Firmware)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VET의 목표는 일반 IT 기기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와 펌웨어에 
광범위한 종류의 숨겨진 악성 기능이 없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지 입증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다
단계 접근법"을 국가 안보의 핵심 목표로 구체적으로 지정한 백악관의 
2009년 종합 사이버보안 이니셔티브를 지원한다.

u VET 프로그램 목표:

u 분석가가 적들이 특정 종류의 구축을 위해 특정 범용 IT 기기의 소프트웨
어 및 펌웨어에 숨길 수 있는 악성 기능 종류를 예상할 수 있도록 지원

u 분석가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숨겨진 악의적 기능, 
우발적으로 보이는 결함 및 양호한 기능의 존재를 효율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지원

u 대기업에 구축된 개별 일반 IT기기의 소프트웨어와 펌웨어를 일일이 검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악성인 경우 진단 프로그램을 속이고 양성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

u 이러한 세 가지 결합의 발전은 정부 기관에 새로운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즉, 장치 자체의 입증에 대한 추론보다는 장치 자체를 직접 검사함으로써 
일반 IT 장치의 소프트웨어와 펌웨어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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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Wafer Scale Infrared Detectors (WIRED)

u # Imagery # Spectrum # SWAP

u 디지털 이미징 장치의 낮은 비용으로 인해 그들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소
비재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저비용은 성숙한 보완 금속 산화 금속
(CMOS) 처리 인프라와 웨이퍼 규모에서 완전한 초점 평면 배열(FPA)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실현된다. 비슷한 추세가 열영상 기
술을 가진 소규모로 일어나고 있다. LWIR 스펙트럼에 민감한 마이크로볼
륨계도 웨이퍼 눈금으로 제조되며, 이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소비자 등급
의 가격대에서 열 상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WIRED 프로그램은 웨이퍼 
스케일 제작 기법을 이용한 고성능 저비용 검출기 기술을 개발, 단파 적외
선(SWIR)과 중파 적외선(MWIR) 영상의 전류 성능 격차를 해소한다.

u 오늘날 SWIR과 MWIR 초점 평면 배열은 개별 다이 레벨에서 수행되는 많
은 단계를 가진 복잡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제조된다. 완전한 공정 흐름
은 일반적으로 몇 달이 걸리며 개별 카메라는 종종 수만 달러의 비용이 든
다. 고품질의 소형 반창고 반도체를 얻으려면 높은 온도로 결정기판 위에 
쌓아야 하기 때문에 이 복잡한 과정이 요구된다. CMOS 웨이퍼의 열 예산
은 일반적인 크리스탈 성장에 비해 너무 낮으며, 웨이퍼는 결정체인 반면, 
CMOS 웨이퍼의 표면은 금속 및/또는 무정형 절연체로 구성되어 있다. 
CMOS의 이 열한계는 다결정체, 나노크리스탈린 또는 비결정물질과 마찬
가지로 원자 배열에서 장거리 질서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ROIC(Read-out Integrated Circuits)에 직접 대한 반도체 검출기의 웨
이퍼 스케일 처리에 근본적인 어려움을 초래한다.

u 이러한 종류의 물질이 태양전지로 성공적으로 배치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웨이퍼 스케일 적외선 검출기(WIRED) 프로그램은 고성능 적외선 검출기
의 개발 및 실증 및 이러한 물질의 근본적인 특성, 장점 및 한계를 이해하
고자 한다. WIRED는 또한 각각 MWIR과 SWIR 이미징과 관련된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할 것이다. 진정으로 저비용의 MWIR 이미저는 냉온이 필요 
없는 온도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므로 WIRED는 또한 저가의 열전 냉각
으로 MWIR 상상력을 입증하려고 한다. 둘째, 장치의 고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SWIR 상상력의 비용과 크기는 픽셀 피치(인터픽셀 간격)의 감소
로 극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회절 한계에 접근하는 픽셀 피치를 
가진 SWIR 상상력을 개발하는 것이 WIRED의 또 다른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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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구소개 World Modelers

u # AI # Automation # Data

u World Modelers 프로그램은 질적 인과관계 분석을 정량적 모델 및 관련 
데이터와 통합하여 복잡하고 역동적인 국가 안보 질문에 대한 포괄적인 이
해를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는 오늘날 가능한 
것 이상의 규모의 수천 개의 경로 순서에 의해 연결된 수십 개의 기여 모델
을 수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 접근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u 월드 모델러 분석은 위기를 방지할 수 있는 특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시기적절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오늘날 상당
히 단순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걸리는 몇 달 또는 몇 시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여 몇 주 또는 심지어 몇 시간 내에 명확하게 매개변수화된 정량적 
예측을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u 월드 모델러 기술은 프로그램의 단계를 통해 성숙함에 따라 점점 더 다양
한 사용 사례에 적용될 것이다. 분석에 대한 질문은 일반적으로 초국가적 
척도로 구체화되며, 관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더 큰 공간적 및 
시간적 척도에서 작동할 수 있지만 향후 1년에서 5년 후를 볼 수 있다. 이
러한 초국가적인 초점은 점점 더 도시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과 
안보의 변화하는 성격을 반영한다. World Modelers의 첫 번째 사용 사례
는 기후, 용수 가용성, 토양 생존 가능성, 시장 불안정, 물리적 보안을 포함
한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식품 불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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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u 현재 DARPA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연구과제는 다분히 혁신적이며 실험적이어서 

공상과학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연구가 많으며 현재의 기술을 가지고 구체적으

로 실현하기에 어려운 과제들이 많음

u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u 지정된 기한 내에 실현가능한 연구의 결실을 추구하기 보다 합리적인 실패가 용인

되며 그 실패까지의 과정조차도 성과가 됨

u 불가능을 추구하지만 진지하게 연구하고 실패마저도 성과가 되는 이런 문화가 가

능한 것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기에 가능

[시사점]

u 기술 자체가 가진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누구를 위해 사용

하는 것이 기술이 지닌 참된 가치와 편익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융합적 사고와 

탐구가 필요함

u 첨단 기술 그 자체가 아닌 기술과 인문ㆍ예술분야의 융합과 파생을 추구해야만 

진정한 경쟁우위의 원천이 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u 국내 융합 연구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 연구는 물론이고 인문

사회 기반의 융합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함

u 지식, 연구방법론, 교육, 표준 등 학제를 넘어서는 정보혁신적인 융합은 물론이고 

기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 민간 및 사회단체 등 다양한 기관 간 융합과  이를 지

원하기 위한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융합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u 이를 위해서는 분산된 융합연구자와 연구자를 연결하고, 연구자와 정책지원기관

을 연결하는 한편,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필요를 이해하고 수렵하는 네트워킹 허브

로서의 센터의 역할이 중요함

u 공통의 보편적 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성과의 집적을 바탕으로 과학 및 기술 

투자 계획 및 정책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트워크 확산과 저변확대

가 필요함

 06.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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