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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각) 바티칸성베드로대성당앞에입장객들이장사진을치고있다 프란치스코교황은이날대성당의거대한구리문(성문聖門)을 여는

것으로 자비의희년(禧年)을개막했다 연합뉴스

자비를베푸소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일반 컴퓨

터보다 약 1억배 빠르게 연산을 수행하는

잠재력을 지닌 최신형 양자컴퓨터 D웨

이브 2X의실물을공개했다

구글연구팀은이컴퓨터의성능에관한

논문 초고를 공개했으며 학술지 게재 준

비작업을벌이고있다

양자역학적 현상을 이용한 양자컴퓨터

는지금흔히쓰이는 2진법식디지털컴퓨

터보다훨씬빨리특정유형문제를풀수

있을것으로기대되는신개념컴퓨터다

NASA는 8일(현지시각) 미국캘리포니

아주 실리콘밸리의 모펏필드에 있는

NASA 에임스 연구소 내 양자 인공지능

연구실로전세계유력언론매체기자들을

초청해이런내용을공개했다

NASA가 D웨이브 2X 양자컴퓨터 실

물과연구시설을언론에공개하고브리핑

을 통해 세부 사항을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9월 설치된 D웨이브 2X

는 1097 큐비트(qubit양자컴퓨터의정보

처리 단위) 모델이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양자컴퓨터다

D웨이브 2X는 매우 미세한 양자역학

적 현상을 이용해 계산을 하기 때문에 주

변의 열전기장자기장진동에서 철저히

격리돼운영된다

이 양자컴퓨터의칩이작동하는온도는

15 밀리켈빈(mK) 즉 절대 0도보다 0015

도 높은 수준이며 차디찬 우주 공간의 온

도(27K영하 27045)보다 180배나 차

갑다

에임스 연구소의탐사기술디렉터루팍

비스와스구글의엔지니어링디렉터하르

무트 네벤 USRA의 고등전산학연구소

디렉터데이비드벨등이이날브리핑에서

양자컴퓨터연구현황을설명했다

NASA 구글 USRA 등은 이 양자 컴

퓨터를이용해항공교통관제 로봇기술

통신기술시스템진단패턴인식등다양

한 분야에 등장하는 최적화 문제(optim�

ization problem)에 적용하는 연구를 하

고있다

네벤박사는NASA에설치된양자컴퓨

터와일반컴퓨터를비교해실험한결과에

대해 특정한 주의 깊게 고안된 개념증

명용(proofofconcept) 문제에 대해

우리는 1억 배의 속도 향상을 달성했다

고설명했다

이는 싱글 코어 칩을 이용한 일반 컴퓨

터와 비교한결과이고양자컴퓨터가강점

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특정 유형의 문제

를다룬것이다 연합뉴스

2진법보다 1억배빠른양자컴퓨터나왔다
구글나사연구팀번갈아공개

양자인공지능항공로봇에적용

미국정부가 8일(현지시각)북한의미

사일 부대를 지휘 총괄하는 전략군을

전격적으로제재대상에지정했다

이는김정은국방위원회제1위원장이

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 등 각종미사일개발에박차를

가하는데대해강도높게대응하겠다는

미국정부의의지를보여주는것으로풀

이돼주목된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

국(OFAC)은 북한 전략군을 포함해 개

인 6명과단체 4곳을미국의행정명령에

위배되는불법활동에연루된혐의로특

별제재대상으로지정했다

미국 정부가북한 전략군을 제재대상

으로지정한것은지난 1월 소니픽처스

에 대한 해킹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찰

총국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마찬

가지로실질적제재효과보다는강도높

은 대응의지를과시하는 상징적 의미가

커보인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6명은 최

성일단천상업은행베트남지부대표 장

범수전명국단천상업은행시리아지부

대표김경남조선무역은행러시아지부

대표 고태훈 단천상업은행 대표다 단

체 4곳은북한전략군이외에해진해운

사평진해운사영진해운사다

이들 개인과단체가저지른불법활동

의구체적내용은소개되지않았으나유

엔과미국의제재대상으로지정된조선

광업개발회사(KOMID)의 대량살상무

기(WMD) 불법거래 활동에 관여한 것

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개인 가운데

에는시리아에서활동중인인사들이포

함돼있어그 배경이주목된다

전략군은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각

종 미사일 발사를 지휘통제하는 북한

군종의하나로육해공군과어깨를나

란히 하는 군 조직으로 알려졌다 북한

은 지난해 3월 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담화를발표해전략군을창설했음을처

음으로 공개했다 미국의 이 같은 제재

조치는북한이평화체제논의를제안하

는 등 대화 제스처를 보이고 있으나 비

핵화와비확산문제에서북한의근본적

태도 변화가 없는 이상 고강도 제재를

중심으로하는현행대북압박기조를그

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

으로풀이된다 연합뉴스

미국 北 미사일개발에적극대응

레오나르도다빈치의 모나리자밑에

숨겨진또다른초상화가있다는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BBC는 8일(현지시각)프랑스예

술작품분석가파스칼코테가층간증폭

법(Layer Amplification Method)을

활용해모나리자를10년간분석한뒤이

처럼 주장했다고보도했다층간증폭법

은반사광기술을이용해그림을양파껍

질처럼한층한층분석해내는기법이다

코테는 2004년루브르박물관의허락

을얻어모나리자에접근할수있었으며

앞서 모나리자에는 원래 눈썹이 있었

다는 주장을 내놓

기도했다

또한그림밑에더

큰 머리와 코 더 큰

손을 가졌지만 입술

은 더 작은 흐릿한

선의 초상화와 진주

머리쓰개를한성모마리아스타일의초

상화도발견했다고그는주장했다 이에

대해루브르박물관측은답변을거부했

다고 BBC 방송은전했다

마틴 캠프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리사 게라르디니를 계속 그리는 과정

에서생긴일일것이다고말했다

연합뉴스

모나리자밑에다른얼굴이숨어있다?

佛분석가원래눈썹도있었다

전략군 제재대상지정

에너지최소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