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Ecosystem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시대, 기존 서비스의 지속적
인 혁신을 통해 고객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함께하

는 가치를 창출해야 할 때입니다. KISTI는 우리가

해야 하는 연구,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설계하여 미래 성장을 위한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
는 일에 부단히 노력합니다. 우리의 R&R에 따라 국

내 최대의 과학기술 정보와 세계적 수준의 슈퍼컴
퓨팅, 데이터 분석 기술로 다져지는 ‘지능정보사회’

의 핵심 기반으로 산·학·연·정의 의사결정을 지
원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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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사이언스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열어가는 KSITI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가장 영향력 있는 자원이 되어줄 데이터(Data)는 과학기술, 경제, 산업 등을 진흥하고 발전시키는 새로운 생산요소
입니다. 데이터의 존재는 어쩌면 자동차, 플라스틱과 같은 존재로 부각되며, 향후 사회는 데이터센터를 통해 온갖 종류의 서비스에 연결되어
‘데이터경제(Data Economy)’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KISTI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 분야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
더 나은 서비스와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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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MESSAGE

지식정보인프라 발간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쉼 없이 달려온 지

눈부신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과학기술연구망 KREONET은 한-미

니다. 지식정보인프라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50여 년간

연 간 ScienceDMZ 연계를 통해 자원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하

난 여정을 찬찬히 돌아보니 봄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벅차고 설렙

축적한 과학기술 지식과 정보, 구성원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출간
한 사보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까지 그간 진화해 온 과학기술정
보 발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알려 왔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은 국내 최대의 과학기술
정보와 세계적인 수준의 슈퍼컴퓨팅, 데이터 분석 기술을 바탕으

로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서비스를 제공

하며 기업과 연구자들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륙 간 장거리 환경에서의 데이터 전송 환경을 구현하고, 출연

여 ‘2020 CENIC 응용연구부문 네트워킹 혁신상’을 수상했습니
다. 본 연구망은 최초로 블랙홀 이미지 영상을 확보하는 데 기여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는 인공지능 기

술로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는 ‘AI 자동화 플랫폼’ 기술을 이전하
여 국가사이버 안전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고, 대용량

데이터허브센터는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와 함께 아시아 유일
의 암유전체 데이터센터를 공동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산·학·연 간 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연결 인프라를 쌓으며 지

분석 부문에도 국제적 성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기술, 인력, 제도,

갑니다. 우리의 청사진은 산·학·연 공동체가 서로의 자원과 데이

문 대표혁신 10선에 선정되었고, 미래기술 예측 등 데이터 기반

식과 정보가 자유로이 흐르고 넘쳐나는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
터를 활발히 공유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의 역동적
인 데이터 생태계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식정보인프라 발간과 더불어 2019년 숨 가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체제를 위한 연구데이
터 플랫폼 서비스를 공식 오픈하고, 콘텐츠큐레이션 체계와 국
가 OA리포지토리를 구축하여 건강한 연구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R&D 전주기에 필요한 모든 지식자원과 인프라를 하

정책을 종합 지원하는 R&D PIE가 OECD가 발표한 한국 공공부

의 과학·기술·산업 분석체제는 사회적 파급력을 높이며 고도화하

고 있습니다. 지역조직은 지역특화 빅데이터센터로 발전하고 있
습니다. 부울경지원은 부산지역의 도시재난안전 문제, 울산 산업
단지의 유해 화학가스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사업으로 부
산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개방형데이터융합연구단 사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지역 현안 해결에 더욱 기여할 것입니다.

나로 통합한 ScienceON도 성공적인 걸음을 내딛고, 지자체 현

‘동주공제(同舟共濟)’, 함께 배를 타고 어려움을 헤치며 강을 건

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과학기술의 밝은 미래를 그려 나가겠습니다.

안을 해결하는 데이터 기반의 문제해결 솔루션도 가시화되고 있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은 180만 건 이상의 계산 작업을 처리하

며 우수한 연구 결과들을 Nature, Cell 등 탑 저널에 발표하는 등

너자는 뜻입니다. KISTI는 산·학·연 고객,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새날 희망의 여정 앞에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데이터 생태계 중심기관

DATA ECOSYSTEM

과학기술 데이터는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국가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며,
데이터가 기반이 되는 모든 서비스와 솔루션은 우리 삶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켜 줄 것입니다.
Open Data를 넘어 Open Science로 향하는 KISTI의 노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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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공제(同舟共濟)로 상생의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KISTI!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던 3월 17일, KISTI는 대전 본원에서 작은 인터뷰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KISTI 최희윤 원장의 취임 2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과를 정리하고, 취임 후 활동을 되돌아보기

위함이다. 취임 초기부터 KISTI만의 경쟁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강점혁명을 일으키고자 부단히 노력해 온
최희윤 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write. 윤수이 photo. 전영필

KISTI,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데이터생태계 중심기관을 꿈꾸다.

진흥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새로운 변화, 가감승제 경영을 통한 자랑스러운 KISTI로의 혁신

도전의 경영이다. KISTI는 기관의 강점이자 제4차 산업시대의 핵심

슈퍼컴퓨팅을 기반으로 국내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연구인프라 서

이팅하여 제공하는 역할(Collection R&D), 세계적 수준의 슈퍼컴

동민 연구원은 “원장님께서는 지난 2018년 취임하시며 KISTI 강점

고 있다.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슈퍼컴퓨팅이 결합하여 인천, 부산

KISTI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 정보·데이터와 세계적 수준의

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과학기술정보 연구기관이다. 과학기술 R&D
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는 물론, R&D를 통해 산출된 연구성과물을 체
계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해 국가 과학기술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국내외 과학기술 정보가 잘 연계되어 활용되도록 플랫폼도 구
축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에는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을 본격적

으로 가동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제4차 산업혁명에 발 빠르게 대
응할 기반을 다졌다.

“KISTI는 1962년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로 출발하여

면 과학기술 정보·데이터를 수집, 사용자 지향의 콘텐츠로 큐레

퓨터를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며(Computing R&D), 미래 기술
을 분석하고 국가 연구개발투자 정책 등 산학연정의 데이터 기

반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Analysis R&D). 아울러 KISTI 데이터생
태계 내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 세계 지식자원-연구인

프라-선도 연구그룹과 연계, 융합하여 글로벌 협업 연구를 가능

케 하는 첨단 연구 환경을 구축하는(Collaboration R&D) 것이 기
관의 주요 역할입니다.”

최희윤 원장

출연(연) 중에서는 두 번째로 긴 역사를 가진 국가 과학기술정보

취임 초기부터 KISTI만의 경쟁력을 더욱 발전시키자는 강점혁명을

과학기술 기본법과 국가 초고성능 컴퓨터 활용과 육성에 관한

등 축적된 지식인프라와 세계적 수준의 슈퍼컴퓨팅을 기반으로 기

분야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입니다. KISTI는 출연(연) 중 유일하게

법률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며, 국가 슈퍼
컴퓨터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인프라를 구축·운영하여 과학기술

제안한 최희윤 원장은 연구원이 보유한 국내 최대의 과학기술정보
관의 기본 역할을 충실히 하며, 새로운 시대정신을 연계·융합하는
목표를 추진해 왔다.

기관의 역할과 KISTI가 지닌 책임을 경청한 올해로 입사 7년차 장

혁명을 실천해 왔다.”라며 “이러한 혁신의 원동력이 무엇인가요?”라
고 물었다.

“과학기술계와 산업기술계로 나누어져 있던 정보 관련 기관의
통합과 함께 여기에서 비롯된 과학기술정보, 슈퍼컴퓨팅, 정보

분석의 고유한 사업영역은 기관 통합 이후 20년 가까이 흐른 시
점에도 연결된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약점으로 작용했습니

다. ‘Pride KISTI’로의 자긍심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이를
위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경영혁신이 가감승제(加減乘

除) 경영입니다. KISTI는 가감승제 경영을 통해 정보의 수요자
인 고객 중심의 기관, 그리고 데이터 생태계 중심기관으로 거듭
나고 있습니다.”

최희윤 원장

최희윤 원장이 언급한 ‘가(加)’의 경영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나가는

요소기술인 데이터와 컴퓨팅 분야에 있어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
등의 침수, 교통 등의 지역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 영

역을 개척하였으며, 특히 부산지역에서 최초로 꾸려지는 연구회 개
방형데이터 융합연구사업을 유치하여, 데이터기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감(減)’의 경영은 낡은 관행을 혁신하는 경영이다. 감 경영을 통해 신
뢰의 KISTI 공동체를 만들고 부정과 비리,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자 노
력했다.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연구비 관리

체계를 정밀화한 결과 연구비 관리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또 윤리
경영실을 신설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

록 다양한 청렴 활동을 전개했고, 국가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
렴도 평가에서 2등급이 상승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도

연구 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줄이고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약제도와 일상감사 제도를 간소화했으며, 페이퍼

12

13

1 데
 이터 강국이 되기 위해 KISTI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명 중인 최희윤 원장

2 데
 이터기반문제해결연구단 장동민 선임연구원
3 대
 외협력실 손영주 행정원

해결할 수 있고 슈퍼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해ICT관련 전문성이

데이터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

고 있다. 또한 대형실험장치에서 생산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는

인 KISTI 구성원과 산학연정의 고객들과 함께 만들어 나아가

낮은 개인 연구자나 중소기업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ScienceDMZ를 지원하고, 최근 2020 CENIC 네트워킹 혁신상을 수
상한 연구망과 첨단 사이언스 교육허브 EDISON 등은 해외로부터 기
술의 우수성과 기여도를 인정 받았다.

Analysis R&D 영역에서는 기존의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고객 중심
으로 연결하고 공공 영역으로 확산하고자 한 노력으로 다양한 성과
가 창출됐다.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R&D PIE를 개발해 범

국가적인 성장 동력을 발굴했다. 이는 OECD가 선정한 정부혁신 사

례 10선에 선정되고 올해 정부 예산 배분 일부분에 활용됐다. 나아가

1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승(乘)’의 경영은 KISTI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강점을 계승 발전시키고

자 하는 것이다. KISTI의 각 분야별 강점영역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KISTI만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적인 서비스로 연결되는 가치가 승의

경영가치다. KISTI는 정보 분야의 노하우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연
구데이터 중심의 생태계를 만들고자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
하는 한편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또 직원 개개인의 전

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생애 전주기 고유 경력단계별 핵심역량 향
상 교육체계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제(除)’의 경영은 성과와 가
치를 직원과 고객과 나누고 확산시킴을 말한다. 고객 중심의 서비스

기관으로서 KISTI 고객들과 깊이 교류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과학

성과들이 창출됐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최희윤 원장
은 강점 분야별 성과들을 차례로 소개했다.

“KISTI 100년을 위한 기본이 튼튼한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목표
로 기관의 기본 역할에 충실하면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

는 Collaboration R&D를 산학연 공동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
진했습니다. 특히 정보·데이터와 슈퍼컴퓨터 등 다양한 과학기

술 지식인프라를 연계·융합하여 연구자 중심으로 R&D 전주기

과가 나타났습니다.”

플랫폼 DataOn을 구축했다. 국가·사회 현안에 관한 성과도 있었다.

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확장하는 융합의 힘, 밝게 빛나는 성과

기관 경영 전략을 들은 신입직원 손영주 행정원은 “KISTI가 50여년

축적해 온 지식인프라에 강점혁명을 더함으로써 그간 어떠한 우수한

게 얽히고 연계되어 지식이 흐르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혁신성장에 이바지하고
자 합니다.”

최희윤 원장

주어진 역할과 시대정신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만들어가는 KISTI 지

맞춘 글로벌 커스터마이징에 도전하고 있다.

국가에 기여하자는 것이 최희윤 원장의 목표이자 경영철학이다. 이

동주공제로 나아가는 2020 KISTI!

장동민 연구원은 “함께 하는 KISTI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며 “앞

으로 KISTI의 발전을 위한 원장님의 포부와 철학이 무엇인가요?”라
물었다.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연구에 밀접하게 활용되고,

그 연구로 산출된 데이터가 모여서 다시 새로운 연구에 활용되는

식인프라를 기반으로 사회현안 해결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와
에 대해 최희윤 원장은 취임 초 연계융합을 강조하는 ‘구슬이 서 말

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관주위보(貫珠爲寶)로 시작해, 항상 동료

와 고객과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동심만리
(同心萬里), KISTI의 상생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같

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자’는 의미인 동주공제(同舟共濟)를 제

안하며, 산학연 고객들과 늘 함께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K

최희윤 원장

행사로 고객의 눈에 비치는 KISTI 서비스의 문제를 바라다보고 개선

점을 두어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하는 ‘KISTI Together Talk’

으로 과학기술정보-슈퍼컴퓨터-정보분석이 그물처럼 촘촘하

를 중심으로 한 R&D 활동 전반의 협업활동을 통해 가시적인 성

먼저, Collection R&D 영역에서는 국가 연구데이터를 공동 활용하는

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 직원들과의 열린 소통을 강화하는 데 역

로 기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조직문화를 바탕

를 지원하는 서비스 ScienceON을 새롭게 선보이는 등 데이터

기술정보포럼을 신설하여 KISTI의 3대 분야별 주요 핵심과제의 효율
적 추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아울러 ‘KISTI DATA DAY’라는

야 하며, 이러한 선순환 환경을 지원하고 활성화 하는 것이 바

KISTI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를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지원

하는 모델을 갖춰 수월성을 확보했고, 개발도상국 등 국외 수요에 발
리스(paperless) 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경영지원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터 선순환 구조는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 주체

거버넌스 체제 개편 및 사업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국가연구데이터

KISTI는 2018년 공공데이터와 지역데이터 기반으로 도시 침수 예측
솔루션을 개발하고, 대전시와 인천시에 도입함으로써 도시문제에 실
효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효과를 볼 수 있게 했다.

Computing R&D 영역에서는 첨단 슈퍼컴퓨터 전용건물을 신축하
고, 세계 14번째로 빠른 슈퍼컴퓨터 누리온을 도입했다. 누리온은 구
축 1년 만에 세계 주요 슈퍼컴퓨터와 견줄 수 있는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현재 누리온을 통해 기존에는 불가능하던 초거대 과학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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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데이터전송 구조 기술. 페타급 데이터 전송을 지향하는

Science DMZ 기술 구현 및 서비스다. 거대과학에서 생산되는 관

측 및 실험 빅데이터(대용량데이터)를 연구자에게 빠른 속도로

전달하는 네트워킹 기술 개발을 통해 구현되는 데이터 중심형
협업연구환경 서비스를 말한다.

국내 최초 전국 규모로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 KREONET. 올해 3월 ‘CENIC 네트워킹 혁신상’을 수상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망 KREONET이 지난 3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

등의 시설에서 생성된 과학 빅데이터를 국내·외로 전송하는 데에 사

KISTI의 KREONET은 1988년 등장한 이래 현재는 세계 최상위권의 첨단 연구망으로 손꼽히고 있다.

상(Innovations in Networking Award for Research Applications)’

이러한 사이언스 슈퍼하이웨이 플랫폼은 KISTI 슈퍼컴퓨터 5호기 누

태평양연구플랫폼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력과 사이언스 슈퍼하이웨이 플랫폼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write/photo. 편집팀

구교육망 CENIC으로부터 ‘2020 CENIC 응용연구부문 네트워킹 혁신
을 수상하며 KISTI의 위상을 높였다.

KREONET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KISTI가 운영·관리하

는 국가 연구 개발 통신망이다. 현재 KREONET은 산업체와 연구소
등 약 200여 개 연구기관을 연계하고 이들 간 다양한 과학기술 정보,

슈퍼컴퓨팅, eScience 응용 분야 등의 연구 자원을 전송하기 위한 고
성능 네트워크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KREONET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관들의 과학기술연구망

을 초당 10GB급 고성능 네트워크로 연결해 글로벌 과학기술협업연

구망(GLORIAD)을 구축하고 있다. 19년도 4월 기준으로 KREONET
은 199개 기관이 활용하고 있었다.

1988년부터 KREONET을 운영해 오고 있는 KISTI는 CENIC을 통

해 지난 4년간 태평양연구플랫폼(Pacific Research Platform, 이하
PRP)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다. 또한 ‘ScienceDMZ’ 기술을 통해 한-미
간 100Gbps 대역폭 기반으로 대륙을 잇는 장거리 환경에서 99Gbps

의 전송 성능을 달성하는 고성능 데이터 전송 환경을 구현했다. 이외
에도 국내에서 사이언스 슈퍼하이웨이(Science Super-Highway, 과

학 빅데이터 전송) 플랫폼을 구축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혁신상을 수
상하게 됐다.

사이언스 슈퍼하이웨이 플랫폼은 과학 빅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연
구기관을 연결하는 수단이다. 국내에서는 입자물리 분야의 대형강입
자충돌기(LHC, Large Hadron Collider) 연구, 천문분야의 전파망원
경(SKA, Square Kilometer Array) 연구, 한국형 초장거리전파간섭계
프로젝트인 e-VLBI 프로젝트, 한국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KSTAR)

용되고 있다.

리온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를 분석·저장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특

히, 2019년 블랙홀 발견 연구인 한국천문연구원의 e-KVN(한국우주
전파관측망) 사업에 기여한 바 있다.

KISTI와 KREONET은 미국 인공지능 관련 연구 프로젝트인 CHASECI를 통해 CENIC과 협력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제 공동연구
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최희윤 원장은 “지리적 거리가 더 이상 과학 빅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CENIC과 협력한 것이 좋
은 성과를 냈다.”면서“사이언스 슈퍼하이웨이 플랫폼을 아시아로 확
대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PRP 프로젝트의 공동의장인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대학교(UCSD)

통신정보기술연구소(Calit2)의 톰 디판티(Tom DeFanti) 교수는 “한
국과 미국의 연구자들은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과학 빅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네트워크 기술에 있어 중요한 성과
다.”라고 말했다.

KREONET은 경북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GIST), 제주대학교 등을

비롯한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역망센터로 이뤄져 있다. 지역망
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의 범용연구 및 첨단응용연구 등 국가 연구 활
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자의 요구에 맞는 첨단연구망 인프

라와 사용자 접속 환경을 더욱 고도화해 가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
구망 KREONET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

론, 세계 최고의 사이버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KREONET의 위대한 질주는 계속된다! K

16

Special

KISTI Special 3

2020 voI.77

17

과학기술정보, 국가 R&D 정보, 연구데이터, 슈퍼컴퓨터와 초고속연구망, 기술·산업 분석 등
KISTI의 모든 지식인프라를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능형 웹 서비스로, 국민 누구

지능 Up!
새로워진 ScienceON

나 사업 혹은 과제 아이디어 발굴, R&D 기획·실험·과제수행, 과학기술 협업 및 정보공유 파
트너 탐색, 기술사업화 등등 R&D 단계별로 유용한 지식 서비스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다.

ScienceON

원스톱 통합검색

서비스 소개

또한, 분류탐색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찾고자 하는 (1)정보데이터의 유형, (2)연구단계, (3)이

추가된 기능과

논문, 특허, 보고서 등 과학기술정보와 지식인프라 서비스 기능을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다.
용 목적 단계 순으로 적절히 분류를 선택해 보다 심층적인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정보데이터 유형

연구 단계

이용 목적

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R&D

아이디어 발굴, 펀딩, 과제 수

전문 정보 활용, 국가 R&D

기술 정보, 동향, 실행환경

정보 제공, 성과 관리 및 커

협업, 인프라 자원이용, 기술

정보, 인물 기관 정보, 제품
정보, 통계 교육 정보, 지식
공유 정보

행, 성과 창출 및 확산, 성과
뮤니티

정보 활용, 지식정보 공유 및

및 산업 분석활용, 과학기술

동향 파악, 전문 교육 수강,
대회 및 행사 참여

지식인프라맵

카테고리화된 범주 안에서 구체적으로 원하는 목적을 선택해 관련 플랫폼과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다.

01 과학기술정보데이터

전 세계 학회·출판사·정보기관의 논문·특허·보고서·연구데이터 등의 정보

ScienceON이 ‘더 똑똑해진’ 지능형 통합정보 서비스로 새롭게 오픈했다. 2019년 1월 서비스를 개시한 지
1년 만에 빠르게 변신한 것이다. ScienceON은 한 해 동안 이용자 활용 행태를 관찰하고 축적된 통계를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 결과물로서 새로워 진 ScienceON을 살펴보자.
write. 편집팀

02 슈퍼컴퓨팅활용

국가·사회 현안과 과학·공학 문제 해결 등에 필요한 첨단 슈퍼컴퓨팅 인프라

03 정보분석

국내·외의 방대한 과학기술·산업 정보와 데이터를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첨단기
술로 분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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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활용 서비스

ScienceON은 현재 약 10,000여 명의 연구자가 회원으로 가입해 이용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KISTI 의 인프라 서비스를 주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많으며, SNS 연동 로그인으로 간편한 가입이 가능해

연구 목적 및 단계에 따라 나누어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하

여 손쉽게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크게는 정보발굴, 특허분

이용자에게 접근성이 높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이용량이 일일 평균 1만회 이상으로

석, 자원활용, 주제탐색, 기술분석 시장분석 등 6개의 활용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새로이 더한 시나리오별, 이용자별 활용서비스와 개인화서비스 등

목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더 성장할 ScienceON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정보소외계층과 사회적

제공

접근·활용의 보편성 확보

더 똑똑한 지능형 서비스

ScienceON의 다짐과 목표

이용자 활용 서비스

대학생, 대학원생 등 학업을 수행하는 주니어 이용자와 중

01

소·중견기업에 종사하는 재직자, 연구자 등 중소기업 이용

약자를 고려해 서비스

03

05

자별로 해당 이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KISTI의 지식인프라

및 외부 기능들을 한 곳에 모아 쉽게 취사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02

국민 누구나 과학기술

지식인프라를 차별 없이
이용하도록

MyON

04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신뢰의 플랫폼

국내 R&D 연구 환경

개선과 과학기술 대중화에
기여

이용자 개개인이 자신만의 지식인프라 활용 환경을 자유롭

이번 개편에서 ScienceON은 3종의 서비스에 별도의 이용자 인증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과학기술 지식인프라를 원스톱으로 활용

단계와 활용할 정보, 기능을 구성하여 개인의 연구환경을 생

양한 학술정보와 논문, 과학기술 동향 등을 알기 쉽게 제공하는 NDSL(*KISTI의 과학기술정보센터)이 올해 ScienceON으로 통합 전

게 구성하여 이용할 수 있다. 연구 목적에 맞게 필요한 연구

성하고, 개인 파일, 링크, 메모를 쉽게 관리하고 연관성 높은
과학기술 정보를 얻으며, MyON 을 공유하여 공동 연구자와
함께 연구를 쉽게 수행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이용자 통합인증체계’를 적용했다. 올해는 이와 더불어 10종의 서비스에 통합인증체계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다
환된다. 이에 서비스 이용자 수가 10만 명 가량으로 늘어나는 등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라 전망된다. 점차 더 많은 연구자가

ScienceON으로 R&D 활동을 수행하며, 정보 검색 시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활동을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연구 성과를 도출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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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현안 해결
개방형데이터융합연구단 출범

21

지난 2019년 11월 13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공모한 ‘2019년 융합연구단 사업’에 총 두 곳의 신규 연구단이
새롭게 선정됐다. 그중 하나가 바로 KISTI가 주관하고 ETRI와 부산시가 참여한 개방형데이터융합연구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KISTI는 ‘공공데이터 활용 안전, 안심 사회 실현을 위한 솔루션 개발 및 실용화’를 주제로 연구에
나선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지역 현안 해결과 데이터 기반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나아가는
‘개방형데이터융합연구단’을 소개한다.
write. 윤수이 photo. 김병구

20여 명으로 똘똘 뭉친 개방형데이터융합연구단

잠재적 가치가 저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

안, 산업계 기술 현안을 해결하고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

업혁명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양적, 질적 확보를 위해

지난해 11월 새롭게 출범한 융합연구단 사업은 국가와 지역사회 현

다. 본 사업단은 2개 이상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산업계 또는 학계,
지역 정부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이 조건이다.

이에 KISTI의 융합연구단은 ‘공공데이터 활용 안전, 안심 사회 실현

을 위한 솔루션 개발 및 실용화’를 주제로 연구한다. 지능형 공공데이

터 구축, 고신뢰 오픈 지식플랫폼 개발, 실시간 공공 데이터 전달 및
공유 플랫폼 개발, 인공지능 신산업 거점 육성 테스트베드 구축,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 서비스 생태계 연계 구축이 바로 그것이다.

개방형데이터융합연구단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부산정보산업진흥

원 2층에 조성되어 있으며, KISTI와 ETRI 연구인력 30여 명이 상주
중이다. 이곳에 모인 최정예 연구진은 지진, 침수, 미세먼지 등 재난
과 의료질환 등 부산지역에 특화된 서비스 실증을 목표로 연구개발
에 임하고 있다.

특히 의료 분야 인공지능 검진 예측 모듈 개발과 시민 체험형 검진 서
비스 시연, 공공 및 민간 미세먼지 데이터 수집 및 융합체제 구축, 집
중호우 예측을 위한 강우 자료 생산체제 구축 등이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혁신성장 동력이 되어줄 지식플랫폼

그동안 공공데이터는 낮은 데이터 품질과 저조한 산업적 활용으로

해서는 데이터 연계 및 지능화가 요구된다. 이에 연구진은 제4차 산
범부처간 공공데이터 공유 및 활성화를 위한 오픈 지식플랫폼 구축
에 나섰다.

개방형데이터융합연구단은 의료·환경·재난·안전 등 사회현안의 적

시성 있는 분석과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영역의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여 이를 지식화하고, 이 데이터를 신산업·핵심성장동력 분야
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나
타 부처 간 보유한 다양한 기반 데이터와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를 융

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나아가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분석 그래프 저장, 분산 데이터 거래 등 데이터 서비스 생태계 구축

및 확산을 통해 범부처 및 산학연 융합 연구 활성화 및 실용화를 목
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데이터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경쟁력을 조기 확보하

고, 데이터 연구 네트워크를 육성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한다. 또 국민 수요 중심의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과 정부 투명성 개

선을 통해 혁신이 창출되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공헌할 것으로 기대
된다. 아울러 산업과 경제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 데

이터 기반의 산업 경쟁력 확보와 혁신 창업 및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원천 데이터를 제공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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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석 단장

박선영 선임연구원

본 사업의 목표는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 실시간 계측 데이터(IoT)

‘인공지능 신산업 거점육성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부문 내 헬스케어인공

‘고품질 공공데이터 구축 및 융합지식체계 구현’

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및 민간의 적극적인 활용체

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KISTI 미션 및 주요역할은 지식자원을 개발,

CHOI, Giseok

공유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ICT 환경과 분석 기술을 제공하는 것입

‘의료질환 빅데이터 기반 머신러닝 진단 솔루션 개발 및 대국민 서비스’

지능 연구실에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질환 증가로 삶의 질 개선과 의료비

PARK, SunYoung

용 증가 대응을 위한 의료질환(후두암/치주질환)분야의 빅데이터 기반 딥
러닝 솔루션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향후 국민건강

니다.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생산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

보험공단의 국민건강검진 시 위내시경과 연계한 후두부문의 진단 확장,치

는 서비스 및 사회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본 사업은

과 검진과 연계함으로써, 고통 수준이 높은 의료질환의 예방을 통해 의료

KISTI 고유 역할에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본 사업의 목표와 KISTI의

보험 지출 저감 및 치료에 따른 비용 부담을 낮추어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

역할이 일치하는 지점을 늘 염두에 두고, 융합연구단 사업 수행 기간

반 안전·안심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또한,기타 의료질환 진단 솔

뿐만 아니라 사업 종료 후에도 기관의 주요사업 및 핵심 서비스에 활

루션 개발 연구의 확장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용 가능한 데이터와 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황윤영 선임연구원

임철수 책임연구원

‘공공데이터셋 표준화 및 연계점 도출’

‘고신뢰 오픈지식 플랫폼 구축’

오픈지식플랫폼 구축은 정제되어 연계된 데이터를 응용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플랫폼은 클라우드 컴
퓨팅 환경에서 구축되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

HWANG, Yun-Young

개방형데이터융합연구단의 1세부에 속한 저는 공공데이터셋을 표

LIM, ChulSu

한 API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연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준화하고, 그들 간의 연계점을 도출하여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메타데이터와 실제 데이터 수집, 분석, 구축 전

반에 관해 자동화 가능한 부분을 찾아 실현되도록 합니다. 또한, 연계
점을 도출하기 위해 데이터 값의 표준화가 가능한 부분을 도출하여

Linked Open Data 전주기를 지원하고, 이를 국가공통지식으로 확

유의미한 데이터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하고 지식그래프로 서비스하여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오픈지식
플랫폼의 목표입니다.

이수민 연구원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 개방형 데이터 솔루션’ 개발

정순엽 선임행정원

개방형융합연구단에서 5세부인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 개방형 데이

‘개방형데이터융합연구단 행정지원’

터 솔루션’ 참여연구자로서 저를 포함한 팀원들은 지진, 침수, 미세먼

20여 명의 연구원이 연구사업 수행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각종 계

JEONG, Sunyeop

약, 검수, 연구사업 진행 관리 등의 업무를 본원과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 부산시, 부산정보산업진흥
원 등과의 협력 사항 발생 시 대외 협의 담당자 역할도 하고 있습니

다. 아울러 부산시, 진흥원 등 협력 기관 등과 원만한 협력 체계를 구
축하여, 동 사업 수행 종료 이후에도 KISTI가 지속적으로 부산지역

R&D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 종료 전까지 연계 사업을 발굴하여 연구원 재정에 기여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지, 구강암 및 치주염 통합 솔루션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저

LEE, Soomin

는 미세먼지 솔루션에 대해서 국내·외 다양한 서비스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있으며, ETRI 연구자분들이 개발한 기능에 대해서 그 결

과를 솔루션에 잘 표현이 될 수 있는 UI/UX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
히 저희 팀은 부산광역시의 지역 공공성 데이터와 3D 공간정보 데이

터를 이용하여 건물 LoD3(level of detail) 단계까지 표현 및 고속 처
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향후, 저희가 개발한 솔루션
은 부산광역시에 실증한 후 보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솔루
션이 지역사회 ‘국민의 안전 지킴이’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24

Special

KISTI Special 5

자유롭고 건전한 연구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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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술지 출판 구조는 높은 구독료로 인해 연구자들의 학술논문

논문을 출판사의 정책에 따라 즉시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누구

픈액세스를 기반으로 학술정보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열린 학술 생

으로 해당 논문의 저자가 이 논문의 post-print나 출판본을 공개 리

이용을 갈수록 어렵게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오
태계로 나아가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 연구

기금 컨소시엄인 cOAlition에서 주도하는 Plan S의 경우, 2021년부
터 공공기금에 의해 생산된 모든 학술 출판물은 오픈액세스 저널과

나 접근 가능한 오픈 리포지터리에 직접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포지터리에 기탁하는 경우, 개인의 저작물을 다른 연구자에게 공개
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해 출판하고, 엠바고 없이 오픈액세스 리포지터리에서

3. 국내 OA 학술지 리포지터리 제공

를 추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흐

지터리를 제공하고 있다. 각 학회에서 발간하는 오픈액세스 학술지

즉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각 나라별로 오픈액세스
름에 동참하고자 KISTI는 국내 연구자들이 오픈액세스 콘텐츠를 자
유롭게 이용, 출판, 공개, 모니터링 하도록 지원하는 ‘국가 오픈액세스

플랫폼(KOAR, https://koar.kr)’을 2월 27일 오픈했다. KOAR의 주요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전 세계 무료 논문 검색 및 원문 제공

KOAR는 전 세계 오픈액세스 논문을 망라적으로 수집, 연계, 정제하

여 현재 약 2천1백만 편(2020년 3월 기준)의 오픈액세스 논문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검색하고,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다. 논문의 출판본 뿐만 아니라 post-print, pre-print까지 제공하여
원스톱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
2. 개인 연구자의 OA 논문 기탁(Self-archiving)

연구자가 본인의 논문을 오픈액세스로 기탁(self-archiving) 및 공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탁’(또는 셀프 아카이빙)이란 저자가 출판한

1)
2)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온라인 출판과 확산을 지원하는 학술지 리포

를 온라인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학
회 관리자가 직접 논문과 원문을 등록하고 홈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
다. 이 서비스는 학술지 홈페이지와 DOI 랜딩 페이지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으며, 구글과 네이버에도 색인되어 학술지에 대한 접근성
과 인용기회를 높여준다. 해당 리포지터리에 등록된 학술지 논문의

서지정보와 원문은 KOAR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2018년 오픈액세스 출판을 선언한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한국정보
관리학회지는 현재 KOAR를 통해 학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오픈액세스 학술지가 KOAR를 통해 서비스 할 수 있도
록 지원할 예정이다.

4. 공동저작도구 Collab 지원

온라인 공동저작도구(Collab)를 통해 연구자간 협업을 통해 논문을
작성하도록 지원한다. Collab은 온라인 공동저작 플랫폼인 Collab

Platform, 외부 문헌 수집 및 공유 도구인 Collab GATE(크롬 익스텐션),

저자가 투고 후, 동료심사 과정을 거쳐 수정된 상태의 논문
동료심사 및 출판 이전의 논문

오픈액세스는 온라인을 통해 학술정보를 무료로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학술정보유통 방식이다.

2015년 이후부터는 OECD 회원국 중심의 오픈사이언스 확산, 글로벌 OA2020 프로젝트 추진, 유럽 공공연구
성과물의 오픈액세스 출판을 의무화하는 Plan S 등이 발표되면서 오픈액세스가 가속화되고 있다.

KISTI는 국내 오픈액세스 및 오픈사이언스 중심기관으로서 오픈액세스 기반의 과학기술정보 활용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해왔다. 국가오픈액세스플랫폼(이하, KOAR)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으며,
오픈액세스 기반으로 학술논문 자유롭게 이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열린 생태계를 지향한다.
write/photo. 학술정보공유센터

1 오
 픈액세스 논문 검색, 출판 공개, 모니터링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KOAR 플랫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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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작성 및 편집 도구인 Collab PEN(워드 플러그인)으로 구성되어

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국내 오픈액세스 콘텐츠 제공자로서 역할을

학술활동의 심각성이 더욱 짙어졌다. 이에 따라 KISTI 학술정보공유센

의심되는 경우에 직접 신고하고 검증을 요청하는 기능으로 의심 학

성하고, 공동저자 초대,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여러 연구자가 함께 공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오픈액세스 논문을 식별해주는 익스텐션 기능

하는 플랫폼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이하, SAFE)’을 개발·구축했다.

이지 URL, 신고사유 등을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 전에 간단

있다. Collab Platform을 활용하여 논문 작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생

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워드 플러그인을 통
해서는 논문편집, 인용스타일 지정, 참고문헌 반입, 공저자 코멘트를

관리한다. 또한 오픈액세스 논문을 식별해주는 크롬 익스텐션 기능

을 통해 검색결과의 참고문헌 반입과 태그관리 지원, OA 원문 여부
를 식별한다.

연구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논문이 출판사가 유로로 제공하는 논문
이라면 구독료를 지급해야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해당 논문의 저자
가 이 논문의 pre-print, post-print 또는 출판본을 공개 리포지터리
에 기탁한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KOAR는 국내 유일의 오

확장할 것이다.

과 온라인 공동저작 지원을 위한 워드 플러그인 기능을 올해 상반기
중 오픈하여 연구자 협업과 오픈액세스 출판 지원 기능을 강화할 예
정이다. 이를 통하여 논문의 검색에서부터 저작, 출판 및 공개까지의
전 과정이 KOAR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학술정보공유센터는 향후 KOAR를 통해 더 많은 오픈액세스 논문
을 수집할 수 있도록 정보원을 확장하고, 연구자의 셀프아카이빙을

촉진하며, 오픈액세스 출판 지원, 분석 서비스 등을 보강하여, 누구
나 자유롭게 원문을 이용하고 공유하는 열린 학술 생태계를 구축해

터는 부실 학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성과물을 안전하게 보호

SAFE는 2018년 이후, 학계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던 연구자들

의 부실학회 참석과 관련하여 부실 학술정보의 판단기준이 모호하

다는 의견과 정확한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한 서비스
플랫폼이다. 이용자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시간이 부족한 연구자들과 상대적으로 학

술활동 경험이 부족한 연구자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용한 서비스일
것이다. SAFE의 기능을 살펴보자.

갈 예정이다.

1. 학술정보 목록 소개

리포지터리에 기탁한 pre-print, post-print 등 수집 범위를 확대하여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

만 건 이상의 부실 의심 학술행사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학

킨다는 계획이다.

있다. 2018년 7월 뉴스타파와 독일 공영방송 NDR을 비롯한 13개국

픈액세스 플랫폼으로써 오픈액세스로 논문 뿐 아니라 저자가 공개
국내 연구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원문을 획기적으로 증가시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과 같이 전 세계적인 정보 공유가 필
요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오픈액세스 콘텐츠를 즉각적으로

제공하고, 국내 연구자들의 관련 논문도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실시간

전 세계적으로 ‘부실 학술활동’이 성행하며 연구 생태계를 교란하고

23개 언론사가 국제 공조 취재로 와셋(WASET)이라는 이름의 부실
학술단체를 고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도 이어 부실학
술행사와 부실 학술회의 등 문제들이 여러 차례 보도됨으로써 부실

SAFE는 KISTI가 그동안 수집, 분석한 약 15만 건 이상의 학술지와 48
술지의 경우, 연구자들이 보다 쉽게 부실 학술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

록 ‘학술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연구자 본인이 최근 관심

있는 학술지 안전도를 비롯하여 학술지 상세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학술행사 목록’에서는 국내에서 부실 학술행사로 보도되었

던 OMICS와 WASET이 주관하는 학술행사 목록을 재정리하여 제공

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쉽게 다운로드하여 행사명, 개최일자, 개최장
소 등 관련 행사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 학술활동 관련 동향과 체크리스트 제공

‘부실 학술지(Predatory Journal)’를 중심으로 연구자들에게 부실

학술출판의 개념과 특징, 가이드라인, 관련 동향, 관련 사이트 등을
소개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논문을 투고하기 전 올바른 학술지, 학

술행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부실 학술출판에 참여하는 것

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되

고 있는 Think. Check. Submit(학술지 체크리스트)와 Think. Check.
Attend.(학술대회 체크리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연구자들이 체

크리스트를 통해 한 번 더 확인 검증 후 논문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제
공하고 있다.

3. 의심 신고 접수 및 토론방 운영

부실로 의심되는 학술지나 학술행사를 신고할 수 있는 ‘의심신고’ 기
능을 제공한다.연구자가 생각했을 때 부실 학술지 또는 부실 학술행사로

술활동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학술지명, 또는 학술행사명, 관련 홈페
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1차적으로 연구자가 부실여부를 확인하고 신

고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의심 학술지 또는 의심 학술행사로
신고 접수된 학술활동에 대해서는 이후 연구자들이 댓글 토론을 통

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부실학술
활동 토론방’을 운영하여 부실 학술정보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신뢰
할 수 있는 학술정보를 축적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였다.

한국에서도 부실 학술출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에 대

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KISTI는 부실 학술 출판 예방을 통한 연구자의 연구성과 보호와 함께

실제로 우수 연구 성과물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 학술
지, 부실 학술행사를 탐지·점검을 지원하는 서비스인 SAFE를 개발
하게 되었다. 본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학술출판 생태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학술출판 환경 마련에 힘쓰고자 한다.

SAFE는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부실 학술활동에 대응하여 연
구자들이 투명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와 학술출판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정식 서비
스를 오픈할 계획이며, 학술지, 학술행사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
는 것을 비롯하여 앞으로는 SAFE에 등록된 의심 신고정보와 한국연

구재단과의 연계 등을 통해 부실 학술지·학술행사 DB 구축범위를

더욱 더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부실 학술정보 패턴 분석으로 그 특
성을 추출하여 부실 의심 학술지·학술행사 체크리스트를 개선하는
것을 토대로 의심 학술활동 탐지·판별 기술 개발, 학술정보에 대한
안전지수 제공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발전시킬 계획도 갖

고 있다. 더불어 각 대학 및 출연연 등에서 SAFE가 제공하고 있는 부
실 학술정보를 활용하여 기관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OpenAPI 서비스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부실 학술활동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선의의 연구자들이 많은 피해

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SAFE는 앞으로 국내 연구자들의 부
실 학술지, 학술행사 참여여부를 확인하는 평가수단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각 분야의 연구자들이 국내·외 약탈적인 학술지 또는 학술
행사로 인한 피해 없이 안심하고, 본인의 연구성과물을 출판할 수 있
는 건강한 연구 환경 기반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발하도
록 노력할 것이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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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얇은 디스플레이,
그 섬세함을 맞는 시대 앞에서
가상설계센터 손일엽 책임연구원

형광성 유기화합물에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는 ‘자체 발광형 유기물질’을 의미하는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과거 많이 사용되던 LCD, 즉 액정표시장치에 비해 낮은 전압에서 구동이 가능하고 얇은 두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주목받은 OLED는 5G 시대를 앞둔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핵심소자다.
하지만 높은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을 구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에 한계를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았다. KISTI 가상설계센터 손일엽 책임연구원 외 세 명의 저자는
‘GPU 기반 몬테카를로 직접모사법(Direct Simulation Monte Carlo)을 활용한 OLED 증착 시뮬레이션’
논문을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write. 황정은 photo. 김병구

Il yeop Son
손일엽 박사는 열유체 공학 해석분야의 전문가로

포항공대 기계공학과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차례
스마트폰 시대에 더 빛을 내는 OLED

가 개발한 차량용 FM문자방송 수신기라는 최초의 OLED 제품이 등

된 OLED는 1953년 프랑스 낭시 대학의 베르나노즈 연구팀에 의해

화했다.

1936년 프랑스 물리학자 조르쥬 데스트리아우에 의해 최초로 발견
최초로 관측된 이후 다양한 연구팀에서 여러 실험과 연구를 거치며
지금에 이르게 됐다. 1963년 뉴욕대 마틴 포프 연구팀에서 직류에
서의 유기화합물 발광현상이 발견된 이후, 1997년 일본 파이오니아

장하면서 OLED는 디스플레이로서 우리에게 보다 친근한 형태로 진

많은 연구자들이 이토록 OLED 연구에 몰입하는 이유는 OLED 소자
가 지닌 다양한 장점 때문이다. 기존 LCD와 비교했을 때 이 장점은
더욱 돋보인다. LCD는 백라이트와 유리판 사이에 액정 컬러필터를

로 취득후 현대자동차에서 디젤 엔진 설계 업무를
수행하다 美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항공

우주공학과에서 극초음속 열공력 현상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후 동 대학원 박사후연구원을 거쳐 현재 KISTI 가
상설계센터 책임연구원으로 공학 시뮬레이션 응용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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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등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이뤄진 데 반해 OLED는 유리판 사

“‘증착’은 이름 그대로 기판에 얇은 막을 입히는 거예요. OLED를 만들

있는 것이다.

기판의 면적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정한 증착과 도포가 어렵습니다.

이에 자체 발광하는 유기화합물을 넣는 매우 단순한 구조로 이뤄져
“OLED는 일반 유기물질이 직접 발광을 하면서 LCD에 있는 백라이

트 역할을 자체적으로 해냅니다. 백라이트가 없어도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는 것은 두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스마트폰이 매우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

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OLED 덕분에 전력소모량도 획기적
으로 줄어들었어요. LCD 대비 약 절반의 전력량을 절감할 수 있죠.”
실질 실험 환경과 가장 유사하게 세팅한 시뮬레이션

이토록 장점이 뚜렷한 소자인 만큼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하게 연구
되고 활발하게 사용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테지만, 그러기에는

OLED 패널의 가격이 매우 높다는 큰 한계점이 존재한다. TV와 노트

북, 스마트폰 등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만큼 효과적인 대량생

때는 유기물질을 기판에 고르게 입혀줘야 하는데 이 때 증착해야 할

균등한 증착이 중요한 이유는 추후 해당 기판을 잘라 디스플레이로

사용할 때 균일한 두께가 구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

세요. TV 화면에서 한쪽 끝은 두껍고, 다른 한 쪽은 얇으면 불량이 되
겠죠. 똑같은 두께로 제품을 양산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기술이 구
현되지 않으면 결국 OLED 기술의 진보를 이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균등한 증착을 구현하려면 결국 여러 번의 실험과 거듭된 연구가 필

필요한 것이 시뮬레이션이다. 손일엽 책임연구원 외 3명의 저자는 이
를 해결하고자 실질적인 실험환경과 가장 유사하게 세팅된 시뮬레
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정밀한 도포과정 시뮬레이션, 실험비용 대폭 낮춰줄 것

공정’ 이다. OLED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공정 중 하나가 ‘증착’이다.

주로 소자의 특성과 재료의 전기화학적 분야에 집중돼 있던 기존

이번 손일엽 책임연구원 외 3명의 저자의 논문이 의미있는 이유는

OLED 연구에서 증착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는 데 있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설계와 수정을 끊임없이 반복했다.

할 수 있는 증착에 대한 연구는 OLED 가 실 소비자와 만나는 시간을

유기물질과 그것으로 증착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다. OLED 소자에 대한 연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장 현실에서 사용
현실적으로 단축시켜 준다.

이에 손일엽 책임연구원외 3명의 저자는 몬테카를로 직접모사법(Di-

rect Simulation Monte Carlo, DSMC)을 사용, 실제 모델에서의 증착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증착 과정에서의 기체 거동을 조사하고 수치
적으로 계산한 증착 두께값을 실험값과 비교했다. 이후 이를 통해 얻

은 시뮬레이션 결과값이 실제 공정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
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DSMC를 이용한 계기는 저에게 매우 친근한 방식이었다는 점도 작

용을 했습니다. 박사과정 당시 제 논문 토픽이 DSMC 였거든요. 당시

항공우주공학 분야에서 고고도 극초음속 대기권 재진입 비행체 주
위의 열공력학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우주공간에서 임무를 마친 캡
슐형 비행체가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

을 시뮬레이션 할 때 DSMC를 사용했어요. 이후 KISTI 에 들어와 만
난 한 기업에서 DSMC를 응용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1 D
 SMC를 활용해 OLED 증착 시뮬레이션
을 수행 중인 손일엽 책임연구원

2 기
 압이 낮은 챔버안에서 증착 물질을 대
표하는 입자들이 노즐에서 증발되어 유
리기판에 증착되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

3 D
 SMC 시뮬레이션을 통해 서로 다른 위
1

3

드는 것은 기업이나 연구소 입장에서 많은 손실을 초래한다. 때문에

산이 이뤄지길 학계와 산업계 모두가 원하지만 그러기에는 해결해

야 할 기술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대면적 증착

2

수적이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이 과정에 기약없이 뛰어

치에 있는 두 구멍에서 입자의 혼합 거동
중인 모습

함께 DSMC를 활용해 OLED 증착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었죠.”
연구에도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개발한 시뮬레이션이 신뢰도를 갖기 위해서는 여기에 적용된 수학
적 알고리즘이 매우 정확해야 한다. 손일엽 책임연구원은 이러한 알
고리즘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것을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보다

“기존의 논문은 ‘포인트 소스’ 라고 해서 하나의 노즐에서 분사되는
하지만 저희 논문은 현장에서도 적용되는 ‘라인 소스’를 기반으로 알

고리즘을 짰어요. 때문에 실제 실험 현장과 가장 유사하다는 평가를
얻었죠. 하지만 실제 작업 환경과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계산하기 위
해서는 CPU 로는 무리가 있기에 GPU 방식을 택했습니다.”

연구를 시작한 계기와 과정, 그 결과까지. 손일엽 책임연구원의 이야
기를 듣다보니 마치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스토리처럼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손 책임연구원은 ‘연구도
스토리처럼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박사과정 당시 제 지도교수님께서 제게 늘 강조하신 이야기가 있어

요. ‘스토리를 만들어라’ 였죠. 논문을 쓸 때도,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
가 돼서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더욱 높은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라면

서 이것을 늘 제게 강조하셨어요. 이번에 저희가 진행한 연구도 사실
하나의 스토리를 만든 게 아닐까 싶어요. 부분적으로 존재했던 것을

하나의 줄기 아래 더욱 체계적인 이야기가 되도록 재조합하고 또 새
롭게 발견하는 과정의 연속이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러한 시선에
바탕을 두고 연구를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올해 2020년에는 국산 기업과 더욱 협업할 수 있는 다양한 발판을
만들고 싶다는 손일엽 책임연구원은 국내 공학 시뮬레이션이 더욱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어진 미션을 감당하는데 힘을 쏟고 싶다고
강조했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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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 혁신에 발맞추기 위해,
객관적인 눈으로 데이터를
바라보는 일
광주과학기술원 김의권 선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는 사업, 과제, 인력, 연구시설·

장비, 연구성과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곳에서 서비
스하는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포털이다. 이러한 국가과학기술 데
이터를 통해 미래를 기획하고, 도전과 혁신에 발맞춰 나가는 사람들
이 있다. 바로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전략팀이다.
write. 윤수이 photo. 김병구

I Love KIST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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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처의 과학기술지식정보를 한곳에 담은 N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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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S with

NTIS는 부처마다 개별 관리되고 있는 과학기술지식정보를 공동 활

광주과학기술원

용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서비스다. 2006년, KISTI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청에 분산되어 있던 국가R&D정보를 하나로 연계하여 국

가 R&D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이 시작됐다. 그리
고 2008년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으로 올해 서비스 개시 12주년을 맞
았다. 현재는 국가 R&D 정보, 논문·특허 등 약 1억 4천만 건의 데이터
를 통합 검색할 수 있으며, 연구자, 기업, 국민 등 다양한 유형의 이용
자들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NTIS는 국가R&D기획에서 성과활용까지 연구·개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지식정보를 찾는 모든 국민에게 열려있는 국가과
학기술지식정보의 허브다. 유사과제검색을 통해 부처·청 간 중복과
제를 줄여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연구 생산성을 증진한다. 또 국가
R&D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에도 기여해 왔다. 이러한

NTIS 데이터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눈으로 자신의 기관을 바라보고,
미래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광주과학기술원 김의권 선임
과 연구전략팀이다.

시각화된 데이터를 해석하는 일

“NTIS를 보면, 산·학·연·관, 우리가 말하는 기업, 민간, 학교, 연구

이후 광주과학기술원(GIST)로 이직하게 되면서 2017년 1월부터

제공한다.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소위 국가과학기술빅데이터라고

나 가장 큰 관건은 이 시각화 자료를 해석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NTIS를 처음 접한 것은 2016년 제가 KIST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본격적으로 NTIS를 열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 학교를 분석하기 시

작했습니다. 보통 우리 기관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기관을 바라보아야 합니

다. 그래서 NTIS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분석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
니다. 당시 KIST에 융합연구정책센터가 있었는데, NTIS를 통해 국가

융합연구를 분석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 그들과 함께 분석업무를 수
행한 것입니다.”

김의권 선임연구원은 GIST의 2023~2040을 위해서 과거를 분석하
고, 미래를 기획하는데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직 교수들의 정부 사업

을 분석했다. 이때 GIST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연구 방향과 투자
와 예산은 어떻게 설정했는지 NTIS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당대 정부에서도 도전과 혁신을 원했고, GIST도 도전과 혁신에 발맞

추려 과거를 알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취지에서 NTIS는 GIST에
꼭 필요한 서비스였고, 분석 결과 GIST를 자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
가 되었다고 한다.

NTIS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할 수 있겠다. NTIS 시트 하나에는 6만 개가 넘는 과학 데이터가 존재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투자되는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

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NTIS는 국가과학기술의 사업, 과제, 인
력, 성과, 연구자 정보 등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셈이다.

기관이 협력하는 생태계를 시각화된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

단순화된 시각화가 나오면 논문에만 집중되어 있는지, 연구에 집중
되었는지를 해석해야 합니다. 최근 KISTI가 NTIS 간담회를 개최하면
서 NTIS가 수요자 중심으로 더욱 변화하려 한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NTIS를 분석하면 트렌드를 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거시적

NTIS 활용과 해석력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일

를 활용합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데이터와 거시적인 데이터를 교차

공지능 사업 최초 비에타 사업의 기획을 맡았을 때도 NTIS 데이터

으로 기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데이터는 제우스나 림스
분석하게 되면, 데이터는 굉장히 견고해지고 신뢰성도 높아집니다.

그의 말대로 정책 입안자나 연구자는 NTIS 데이터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NTIS는 제도적으로 국가R&D정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

며, 연구자 본인이 입력한 팩트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책 입안자들의
NTIS 데이터 신뢰성이 높다. 아울러 기관마다 추구하는 미션이 있다.

가령 GIST는 연구중심 대학이다. 연구중심의 연구나 국가사업을 수
행하고, 그 연구중심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 주로 살핀다. NTIS에서
는 이에 맞춰 데이터를 바라볼 수 있다.

김의권 선임은 이전 국정과제를 분석할 때도, 광주에서 주최한 인
를 사용했다.

“연구전략이나 기획을 할 때 NTIS 데이터가 꼭 필요합니다. 연구자로

서 확신을 갖기 위함입니다. 저는 NTIS 활용이나 해석력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NTIS는 정부가 가장 신뢰하는 데

이터로, 다른 기관에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번 ‘KISTI DAY’에서 제
가 상을 받으며 서비스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연구자로 뽑혀 기뻤습
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창출해서 다른 기관에도 공유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싶습니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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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책대학원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구독가가 매년 상승해왔고 많게

시야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KDI School에서 인공지능을 활용

불합리한 가격 정책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언할 수 있었습니다.”

는 10% 이상 인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내 도서관들은 그러한
막기 위해 KISTI는 국내 도서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거대 해외 상업출
판사에 대응하는 KESLI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KDI 중앙도서실장 보직을 맡은 최성진 실장은 이
러한 KESLI의 취지가 와 닿아 2016년부터 4년에 걸쳐 KESLI 운영위
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역할이 더욱 기대되는 KESLI

출판사가 제안한 가격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증빙할 견적을

다. 이렇게 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겠죠. 또 어려운 협상 과정을 대
신해주기 때문에 인적 운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체제라고 생각

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성진 실장

단체로부터 저작권을 인계받아 구독권을 판매하고는 한다. 이 비용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구매 기관의 성격과 규모에 따른 가격차도 막심
하다. 이러한 부정의 여지를 낮추고, 국내·외 전자정보 공급사들로

부터 다양한 구독 정보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제공하는 지식정보서

합니다.”

지난해 8월, KDI School 기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최성진 실장
은 보직변경 이후 기획실 일과 KESLI 활동을 병행하면서 다른 관점
으로 KISTI와 KESLI를 바라보게 됐다고 전했다.

“KDI 중앙도서실장일 때는 정보서비스 총괄과 도서관 예·결산 관련

업무를 주로 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공기관의 예산운영이라

던가 국가 차원의 R&D 방향, 대학 교육에서의 첨단 교수법을 보면서

비스가 바로 KESLI이다.
KESLI1) 는 KISTI가 주관하는 우리나라 최대 전자정보 보급망인 ‘전자

정보 공동구매 플랫폼’이다. 대학 도서관, 정부출연연구소, 기업체 등
이 참가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전자정보를 공동구매를 이용할 수
있다. KESLI는 급증하는 전자정보 중에 가치 있는 정보를 발굴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공동구매를 통해 해외 거대 출판사로부
터 부정의 여지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
write. 윤수이 photo. 전영필

“KESLI는 거대 출판사들이 하나의 창구에서 가격을 제안하고, 가

격 협상을 단체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듭니다. KESLI는 비대학,
KCUE는 대학 도서관의 관계자들로 구성돼 국내·외 출판사 및 공급

사와 단체 협상을 합니다. 모두 KESLI 시스템을 통해 가격 및 조건을
제안을 합니다. 구독가와 조건은 KESLI 시스템에 등록되고 운영위원

들이 이를 토대로 협상을 해 나갑니다. 가령 타당치 않은 구독가를 낮
추거나 구독조건이 불합리할 경우 개선을 요구합니다.

독점력을 가진 출판사들은 마켓파워가 곧 권력이기 때문에 가격을

구자들이 첨단 기술과 연구 경험,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서비스 영역
을 확대하고, 클라우드서비스 제공과 같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

보기술 활용의 저변을 넓히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3년 정도의 다년 계약도 있지만, 해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상황

공동구매를 한다면 가격 책정 시 부정적인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

다. 이때 학술지를 수집하는 몇몇 거대 출판사들은 주로 학회 및 연구

ICT에 관한 지식을 폭넓게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KISTI는 젊은 연

는 가격이 조정되는 시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 있는 여지를 줄
“대다수 대학과 공공기관이 KESLI에서 공적으로 가격을 제안하고,

대학이나 학회에서 수많은 학술지를 발행하고, 이는 전 세계에 배포된

게 말했다. “경제·인문·사회계열의 국책연구원 및 대학들도 최첨단

더욱 수월한 KESLI 시스템을 위해

이고자 한다.

다양한 국내·외 전자정보를
더욱 합리적으로 구독하는 일

지난해 KISTI 베스트 파트너 상을 수상한 그는 수상소감으로 이렇

받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출판사는 영업비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구독기관 간에도 구매 가격 정보가 잘 공유되지 않는다. KESLI

국내·외 전자정보 공급사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는 KESLI

한 ALEKS를 실제 적용한 사례를 보면서 KISTI에 좀 더 실효적인 조

1)

KESLI(KOREAN ELECTRONIC SITE LICENSE INITIATIVE): 전자정보 국가 컨소시엄. 국

내·외 전자정보 공급사로부터 학술 전자정보를 확보하고, 국내 기관들이 정보를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

도서관이 상업출판사들과 맺는 구독계약의 기본 단위는 1년이다.
이 잦기 때문에 KESLI는 매년 활발히 활동해야 한다.

최성진 실장의 말에 빗대면, KESLI는 구르카 용병과 비슷하다. KSITI
내부 인력 외에도 각 대학, 연구원 등에서 능력을 인정바다 차출된 사

서들이 활동한다. 그러나 최정예로 모인 KESLI에도 애로사항은 있
다. 신규운영위원들에게는 협상의 경험이 생소하기 때문이다.

“KESLI의 경험을 누적하기 위해 업무공유체제를 잘 갖추고, 이메일

송·수신을 기록하여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분리된 KESLI와 KCUE 운영위원 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중요합

니다. 우수한 협상 사례 지속 발굴하고 공유하면 신규 위원들이 미래
혹은 전체에 기여하는 부분도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KESLI가 저를 필요로 한다면 또 KISTI와 KESLI와의 인연을 이어나
갈 것입니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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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강국을 이끄는
데이터 전문 인력 육성 전략

과학기술 빅데이터 분석가 양성 교육과정 중심으로

2020 voI.77

데이터 산업과 전문인력이 필요한 때

명령서에 서명하고, AI 연구개발(R&D) 최우선 투자·정부 소유 AI 관

심요소로 부상하여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경제·산업 사회에 빠

한 5대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 활용은 국가 경쟁력의 핵
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전문인력의 직무도 데

이터의 저장과 자료의 축적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데이터의 분석과
유통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과학자와 같
은 직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데이터 경제에 대한 대응과

산업 기술을 위하여, 빅데이터, 고성능컴퓨팅 및 인공지능 등의 요소
기술들을 겸비한 데이터 전문인력은 산업현장에서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적정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KISTI는 국내·외 데이터 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데이터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담은 ‘KISTI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지난 2월 26일, KISTI에 따르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자 사회경제적 가치의 원천적 에너지인 데이터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다.

write/phot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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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리소스 개방·교육 혁신을 통해 국가 전반의 AI 역량을 높이기 위
중국은 AI 정책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정책 지원, 업계 연결, 시장 감
독, 환경 구축, 법 제정 등으로 한정하고 전 분야에 AI를 적용할 수 있
는 차세대 AI 발전 계획과 전략을 제시했다.

KISTI는 AI 선진국과 격차를 좁히고,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하

기 위해선 ▲데이터 구축 및 유통 ▲법 제도 정비 ▲AI 인력양성은 반
드시 갖춰야 할 조건이라고 발표했다.

프로그램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KISTI의 과학기술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과정

업 분야, 미래유망산업, 국가전략산업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 활용과

트워킹 교육과정을 목표로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빅데

데이터 경제 시대의 데이터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기본 방향은 신산
분석이 가능한 전문가 양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

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분야의 역량을 갖춘 맞춤형 인재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해 산업현장에서 실무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데이터 경제를 이끄는 빅데이터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상황파악, 개선 및 해결 방향을 설정해 데이터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

립이 선행돼야 한다. 민간 기업에서도 정부의 인재양성 계획을 기반

으로 적극적인 교육·연구 지원과 더불어 기업 자체에서 필요한 인력
은 자발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15~’18 CAGR 4.3%

86,374
6,725

37,407
42,242

2010

95,115
8,717

43,180
43,218

2011

데이터구축/컨설팅

105,519
10,487
47,715
47,317

2012

113,032
10,789
49,985

124,678
13,619
53,730

133,555
14,124
55,280

143,530
16,457

15,720

58,894

55,850

52,258

57,329

64,151

65,977

2013

2014

2015

2016

68,179

2017

151,545
17,561
61,934

72,050

2018(E)

국내·외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정책과 교육과정 현황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AI로 촉발된 사회 전반에서의 변

화에 대비하고,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 주도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터 전문가 과정은 기본·전문·실습 교육(총 24주)으로 구성되며,
현장경험과 취업을 지원한다.

모든 교육은 전문 강사의 강의식으로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실습과

팀 단위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KISTI는 공공성과 전문성이라는 강점

을 가지고 기관의 데이터 관련 연구자원을 활용하여 지자체 R&D 전

문인력을 기반한, 데이터 및 슈퍼컴퓨터와의 연계·융합으로 데이터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로써 산업체에 즉시 투입

가능한 연구개발 결과 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
이 독보적인 장점이다. 또한, 대학의 공학교육거점센터, AI·SW 중심
대학사업단 등과의 연계·협력으로 공학 관련 실무형 전문가 양성에

데이터솔루션
137,547

현재 KISTI는 융합형 인재, 실무역량 강화, 빅데이터 활용, 분야 간 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유지’라는 행정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KISTI는 빅데이터 기술변화에 대응할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
여 청년실업 문제 해결 및 중소·중견 기업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계
획이다. 아울러 34세 미만 청년층뿐만 아니라 조기 퇴직하는 장년층

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다양한 직무 분야와 경력에 기반

한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 역량을 습득하여 장년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최희윤 원장은 “데이터, 슈퍼컴퓨팅, 인공지능 등의 요소기술 역량

모두를 겸비한 데이터 전문인력은 미래 경제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

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KISTI가 보유한 데이터
인력양성과 관련된 과학기술정보 및 데이터 등의 인프라를 적극적
으로 지원해 우리나라가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겠다.”
라고 말했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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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바라보는 재난과
그 결괏값이 불러올 긍정적인 변화
빅데이터를 이용한 재난 피해 예측 시스템

재난 대비란 지역사회 또는 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재해를 예측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기술이 재난 대비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도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KISTI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재난 피해 예측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write. 윤수이 photo. 전영필

빅데이터를 이용한 재난 피해 예측 시스템이란?

매출이나 이익 손해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때문

정지 기간에 따른 간접 운영 피해를 추정함으로써, 재난 피해에 대한

침수와 관련된 기록들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과 관련

재난 발생 시 실제 데이터에 기반하여 블록 또는 건물 단위로 운영
보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재난 피해 예측 기술입니다. 기존에도 빅
데이터를 이용한 재난 피해 예측 또는 재난 예측시스템이 꽤 있었지
만, 대부분 소규모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그쳐왔습니다. KISTI의 빅
데이터를 이용한 재난 피해 예측 시스템의 특징은 카드사의 매출 데
이터를 활용한 점입니다. 카드사의 고객이 어떤 가게에서 물건을 구

에 카드사 데이터 외에도 여러 가지 경제지표에 관련된 예측 자료와
된 고객 또는 사용자의 생활 패턴, 요일 특성, 주거지 특성, 소비 패

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를 접목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
느 정도의 매출이 줄어들고,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예측하
는 것입니다.

입했을 때 기록되어 쌓인 데이터를 활용한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본 시스템의 개발 배경은 R&D 수탁과제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습니

을 구축했습니다. 가령 침수가 발행했다면 그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역 비즈니스 전략 분석 및 맞춤형 영상홍보 창작 SW 플랫폼 개발’

모아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 예측 시스템

다.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디지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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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과제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비즈니스 전략 분

거의 찾아보기기 어려웠고, 대부분이 그동안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한

여한 것이 아니라 KETI(전자부품연구원)라는 연구소와 학교, 기업체

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

석 기술 개발 연구를 3년 동안 수행해 왔습니다. 본 과제는 저희만 참
가 함께 수행한 과제였는데, KISTI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업체의
매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고객 및 그들의 소비·주거·이동 패턴

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운영 및 홍보 전략이 매우
필요합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이라도 적절한 비

즈니스 운영 및 홍보 전략을 세우기가 어렵겠지만, 신규로 창업을 하
거나 새로운 지역에 유입된 소상공인이라면 지역 특성과 동향 등 고
객 및 상권 정보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이 중요합니다.

수리모델 기반의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다수 다양한 재난 지역
니다. 다음은 본 기술이 연구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기업에 유상 기술

이전되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특히 침수 재해가 많은 부산
지역에 해당 기술을 반영한 모델을 한 업체에 기술 이전을 한 상태이

고, 현재 해당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제품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 이

를 기반으로 다양한 과제를 수주하여 회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 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보험수가 산정 등

우리의 연구역량을 투입해

획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국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에 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스 전략 추천 및 홍보 효과 분석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때 사용한 데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갑자기 폭설이

본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가장 염두했던 부분은 데이터를 최대한 많

해 예기치 못한 엄청난 운영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

반영해 실질적인 예측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데이

이터와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침수) 발생시 소상공인들의 운영피해
에 대한 추정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재난 피해 예측 시스템의 큰 성과는 먼저, 재난 예
측이나 피해 예측 등의 분야에 데이터 기반 연구 사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난 분야에서의 데이터 기반 연구 사례는

내린다든지 엄청난 폭우나, 또는 최근의 코로나와 같은 질병으로 인
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매출 피해는 기존 방식
의 수리적 모델 기반 재난피해 추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
다. 이처럼 향후에는 새로운 영향에 의해서 소상공인의 매출이 얼마
나 타격을 입을 것인지 예측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시스템에
터를 가공하고 전처리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데이터
수집 단계의 경우 국민카드로부터 카드 매출 데이터를 지원받고 고

객(주거지 정보, 소비 패턴 등) 및 고객의 행동패턴(유동인구)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다양한 종류의 데

이터를 융합하여 예측모델에 활용하기 위한 빅데이터 전처리 작업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상, 침수, 해일 등의 재난과 관

련된 KISTI 내부 전문가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

원 등의 외부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요구사항과 의견 수집이 가
능했고, 이를 통해 기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데이

터 기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연구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생산 및 관리되는 다양한 연구데
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수집 및 공유하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
술을 기반으로 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
니다. 연구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체계인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하여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를

1

만들어 나가는 연구데이터공유센터
와 송사광 센터장

학교 컴퓨터공학 공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011년 KAIST

전산학 공학박사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약 5년간 한국전자통신
연구원의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201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현재, TTA 인공지능 표준화위원(PG1005),

대학원대학교 데이터 및 HPC과학과 교수를 맡고 있다.

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과 관련된 전문가들과의 소통과 협력

1 데
 이터를 통한 다양한 기법을 활용

1997년 충남대학교 통계학과 이학사를 졸업하고, 1999년 충남대

Technical Advisory Board(기술자문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연합

향후 개선되어야 할 연구는 다른 재난에도 본 재난 피해 예측 기술

을 적용하여 확장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매출 변화는 침수뿐만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 연구데이터공유센터 송사광 센터장은

글로벌 연구데이터 대표 협회인 RDA(Research Data Alliance)의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매출, 주거지 정
보, 유동인구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들의 비즈니

송사광 센터장

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내·외의 연구데이터를
수집 및 연계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러한 연구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연구자, 기업 전문가, 시민과학자 들에게 공유 활
용되어 새로운 혁신 달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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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Webinar는 온라인 세미나에 특화된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국가과

학기술연구망(KREONET)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개발

했다.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아도 웹 브라우저 상에서 화
상회의가 가능하며 영상의 품질을 조절함으로써 속도가 낮은 인터
넷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화면 공유는 물론,

PPT 파일을 업로드해 실제 회의실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것처럼
1 W
 ebinar 활용 예시(한국한의학연구원 제공)

발표자료를 쉽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강의나 발표 등에 효
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손들어 질문하기’, ‘팝업 퀴즈’,

‘동영상 공유’ 및 ‘텍스트 챗’ 등의 다양한 부가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화상회의에 참여하는 사용자의 몰입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개발 배경과 목적

국가과학기술연구망은 온라인 연구협업환경(Collaborative Research
Environment)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Webinar를 개발했다. 협업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외 연구자들은 다양한 온라인 도구들을

필요로 한다.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에는 Wiki나 게시판을, 데이
터나 자료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송이나 스토리지 공유 도

구를, 계산과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다. 하지
만 협업에 참여하는 개별 연구자나 연구자가 속한 기관이 이들 온라
인 도구들을 중복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연구

KAFE Webinar
비대면 원격화상회의 시스템

협업환경은 온라인에서 이용할 협업도구들을 중앙화하고, 국가과학

기술연구망의 고성능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이
공유케 함으로써 연구자들이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Webinar는 연구협업환경의 콤포
넌트 시스템으로 개발됐다.

※ Webinar와 함께 개발되어 서비스 중인 협업도구들의 목록은
https://www.kafe.or.kr/collabora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들이 온라인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시대다. 메신저로 회의 일정을 수립하거나 전자문서를 교환하며 주요한 의사결정이

특장점과 우수성

화상회의는 지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출장비나 시간 등의 비용을 절감하는 이점에 장려된다. KISTI는 연구자들이 온라인 수업이나

(Back-end) 시스템과 회의룸을 생성·관리하고 백엔드 시스템을 제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대했다.

세미나로 교류와 협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비대면 원격화상회의시스템 Webinar를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Webinar는 KISTI의
보안관제와 연구망 하에 서비스되어 높은 보안성과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 최근 KISTI 연구망은 한국-파키스탄 의료진간
화상 세미나 개최를 지원하기도 했다. Webinar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write. 과학기술연구망센터 조진용 선임연구원

Webinar는 영상과 음성 데이터를 분배하고 신호를 처리하는 백엔드
어하는 프론트엔드(Front-end)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의

기능을 분리해 모듈화함으로써 잦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도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시스템 구축 시에 환경설정의 부담을 크게 줄

였다. 백엔드 시스템은 ‘Dont’ reinvent the wheel’이라는 설계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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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end Service
Record-Play

Tracer

경험할 수 있다.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이 국내에 저장된다는 점도 데

Venue

2 Webinar 구조

3 W
 ebinar 일일 사용량 추이 및 주 사용기관 별

이터 자주권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상용 화상회의시스템

Federated ID

이용 현황

들이 최대 접속자수를 제한하는데 반해 Webinar는 서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들을 무제한으로 수용할 수 있다.

API Handler

활용 현황

Google 크롬브라우저는 2020년 상반기부터 Adobe 플래시 플레이
어의 이용을 금지한다. 웹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자 PC의 시스템 정

HTML5 Server and API
Video-Mux

Audio-Switch

Recording

보를 과다하게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래시 플레이어를 이용해

제공했던 일부 기능들을 HTML5로 대체하기 위해 Webinar 시스템

Presentation

Back-end Service

을 신규 구축하고 2020년 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코
2

로나19의 확산으로 Webinar의 사용회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하루 평균 약 20건의 원격회의가 Webinar를 통해 개
최되고 있으며 최대 120명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다. 한의학연구원
과 고려대 등 기관단위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몇몇 기관은 소셜 ID 등

따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Bigbluebutton을 활용했다.

Bigbluebutton은 개발자 99명이 참여하고 있는 대규모 오픈소스 프
로젝트로서 보안과 기능보완 등의 작업이 즉시적으로 이루어지고

140

스템은 KISTI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됐다. 사용자가 계정을 생성하

100

있기 때문에 Webinar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프론트엔드 시
지 않아도 연합인증(Federated authentication)이나 소셜 ID를 통해
Webinar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회

국가과학기술연구망에서 호스팅하고 있는
고성능 서버와 네트워크를 통해 최상의
화상회의 품질을 경험할 수 있다.

을 이용해 개인단위로도 사용하고 있다. 대학은 등교수업을 대신해

의룸을 빠르게 생성해 관리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베뉴 기능

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사용자들도 누구나 쉽게 Webinar를 사용할
수 있다.

화하면서 연구협력은 진행하기 위해서 활용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용자를 위한 안내사항

120

Webinar는 개인형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네트워크 속도와 이용하

는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 원격회의의 품질이 좌우된다. 개별 사용

80

자는 최대 1 Mbps의 대역폭을 소비하므로 동시 접속자가 많은 화

60

상회의 시에는 유선 인터넷 사용을 권장한다. 일반적으로 웹 기반

40

의 화상회의 시스템들은 20명 이내의 중소그룹 미팅에 적합하다. 최

20

0

타 서비스와의 비교 분석

2020.02

상의 음성품질을 얻기 위해 헤드셋을 착용하거나 에코캔슬링 마이
크 이용을 추천한다. 오디오 피드백으로 인한 하울링(울림)을 방지

03

07 0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02 04
Hosted

Webinar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자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하기 위해서다.

Joined

수 있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의 보안관제 하에 서비스

향후 목표

가 운영 중이므로 보안강도가 높고 계정의 생성이 불필요하기 때문
에 패스워드 등 중요한 정보가 Webinar 서버에 남지 않는다. 특히, 국

30%

제표준 보안규약에 따라 쉬운 로그인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동선을 최소화한다. 쉬운 로그인방식은 ZOOM과 같은
상용서비스에서도 프리미엄 급 요금제에서만 제공하는 기능이다. 또
한, 국가과학기술연구망에서 호스팅하고 있는 고성능 서버와 네트워
크를 통해 데이터가 처리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최상의 화상회의 품질을

원격강의 목적으로 Webinar를 활용하고 연구원은 대면접촉을 최소

31%

Webinar가 수용 가능한 최대 동시접속자 수는 1,500명 이내인데, 현

재 사용자 수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시스템의 확장성에 대해서 고민

한국한의학연구원

하고 있다. 다수의 백엔드 시스템들을 유연하게 증감시킬 수 있도록

고려대학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나의 프론트엔드 시스템에서 관리케 하는 방

서울대학교

16%

22%

안을 고려할 수 있다. 쿠버네티스와 같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타

기술을 활용해 Webinar를 고도화하면 시스템의 활용도 증감에 따른
3

서버자원의 유연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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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조각에서
답을 찾다.

데이터기반문제해결연구단 안인성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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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VI융합연구단 내에서 바이러스 확산 방지팀의 책임기관을 맡고

좀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 프로젝트

질병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기술을 활용하여 원

IoT 기술을 보건의료 분야에 접목시키고자 한 노력이다.

있는 KISTI 연구팀은 이 생소하지만 무서운 기세로 뿜어져 나오는

인규명 작업을 시작했다. 몇 년간 자동으로 수집하여 저장한 전 세

계 질병 관련 뉴스조각들을 뽑아보고 ‘중국’, ‘후베이’, ‘우한’, ‘원인불

명’, ‘폐렴’ 등에 대한 실마리를 추적해 본다. 그리고 CEVI융합연구단
1단계 사업을 통해 구축해 놓은 전 세계 질병 상관도맵을 중심으로

중국-태국-일본으로 이어지는 확산패턴으로부터 우리나라로의 질
병 유입 위험도를 계산한다.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과거 유사한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했던 사스(SARS)와 메르스(MERS)
유행패턴과도 비교해 본다. 역시나 위험도 점수가 가파르게 상승곡
선을 그리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류는 다양한 종류의 신종 감염병과의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2009년 멕시코에서 처음 보고된 후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갔던 신종플루, 2013년 5월 메르스 코로

나바이러스(MERS-CoV)라고 처음 명명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지역풍토병으로 존재하다가 2015년 이례적으로 우리나
라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메르스, 그리고 코비드-19(COVID-19)
라 명명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이르기까지. 인간사회
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지의 적을 상대하며 고군분투 하
고 있다.

2016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신종 바이러스 감염 대
응 융합솔루션 개발’ 사업단이 총 연구기간 6년(3+3)으로 발족하였
다. 이 연구단은 과기부 산하 9개 정부출연(연)으로부터 파견된 진단,

예방, 치료 및 확산방지 분야의 전문인력들로 구성되었으며, 연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관 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 내에서 onsite로 근무하고 있다. KISTI 연구팀은 4개의 핵심가치 중 ‘확산방지’

분야의 책임수행기관이다. 연구팀은 1단계 3년(2016년 – 2019년) 동
안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및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함께 호흡기계
바이러스에 대한 다양한 예측 핵심기술들을 개발하였고, 현재는 방
2020년 1월, 경자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질병 Outbreak News를 매일 크롤링하는 팀 서버에서는

‘제목: Pneumonia of unknown cause, 발생 국: China’라는 문구가 기록되어 나왔다. 이후 1월 12일부터

‘제목: Novel Coronavirus, 발생국: China’로 바이러스 명이 정정되고 태국, 일본의 순으로 발생국가가 줄줄이
추가되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한 의사에 의해서 처음으로 그 존재가 공개된 이 정체불명의 질병은
쓰나미가 도시를 삼키듯 순식간에 중국 전역을 집어삼키고 다음번 타깃을 찾아 밀려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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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연계 범부처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1단계 사업에서 개발된 핵심
기술들의 실무그룹 내 활용지원을 위한 협력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즉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2016
년 5월 제69차 세계보건협의회(World Health Assembly)총회에서
‘WHO Health Emergencies (WHE) Programme’을 발족하였는

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WHO의 글로벌 감염병 모티터링 역할을

들이 진행되고 있다. WHE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빅데이터와

세부 프로젝트들 중 EIOS라고 명명된 오픈소스 플랫폼은 ‘Epidem-

ic Intelligence from Open Source’의 약어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다
양한 언어로 보고되는 감염병 관련 뉴스정보들을 수집하여 무상으

로 제공한다. 이 플랫폼은 현재 WHO가 몇몇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

범서비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부터 7번째 시범국가로
지정되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활용을 위한 실무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아프리카의 대다수 국가들과 같이 ICT 기술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으로부터 질병 발생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가상의 보건의료 전략센터 프로그램인 VSHOC(Virtual Strategic Health Operations Center), 인터넷 네트워크와 전기 공급이 힘

든 지역에서의 정보수집 지원하는 EWARS(WHO’s Early Warning,
Alert and Response System) 등이 WHE 프로그램 내에서 첨단 기
술들을 활용하는 좋은 사례들이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소수 실무자들의 경험과 수기에 의한 서류작업에 의존했다면, 이제
는 질병데이터의 수집과 관리에 의존한다.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
거에 비하여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남은 숙제는 이 같은 수많은

데이터들 속에서 감염병 대유행의 징후를 사전에 어떻게 효과적으
로 찾아낼 것인가다.

KISTI 감염병연구팀은 다양한 전공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생명공학,
산업공학, 의공학, 경제학 등 서로 다른 히스토리를 가진 연구자들이

감염병 예측모델 개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데 뭉
쳤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측이 불가능하리라 여겨졌던 불모지에

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는 예측연구 분야에서 없어서

는 안 될 중요한 기준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번 코비드-19 사
태에서도 알 수 있듯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패는 누가 먼저 상대
방의 정보를 파악해 내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라는 말이 있다. IT강국으로
서의 저력과 학제 간 장벽을 뛰어넘은 독창적인 정보 분석 기술들을
십분 활용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적에 대항해서 더욱 지혜롭

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코비드-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빠른
시일 내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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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데이터스쿨 Column 2

Column

제4차 산업혁명시대,
날씨는 ‘클라우드’
데이터 혁명과 클라우드 시장

우리는 기록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 고대하던 합격 소식, 새로운 발견과 같은 특별한 일부터 집으로

돌아오며 바라본 하늘, 산책하며 만난 귀여운 강아지 등 일상까지 말이죠. 이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SNS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까지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write. 과학데이터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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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계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도하고있는 기업은 크게 아마존,

하지만, 개인정보를 클라우드화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제

비스 매출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리바바입니다. 이 BIG 4는 현재 클라우드 서

이 중에서도 아마존은 단연 돋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먹구름?

식입니다. 이 때문에 수익성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웹서비스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시장 규모

을 낮추고, 동시에 많은 채널을 확보하는 ‘박리다매(薄利多賣)’의 방

(AWS)는 다릅니다. AWS는 아마존 전체 매출 중 10%만 차지하고 있

지만, 이익은 70%가 넘습니다. 한마디로 황금알을 낳아주고 있는 효
자 분야가 된 것입니다.

AWS가 클라우드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
프트와 구글, 알리바바를 합치면 약 72%입니다. BIG 4의 뒤를 이어
세일즈포스, IBM, 오라클, 텐센트, 시네트-AWS 등이 시장을 형성하
그렇다면 왜 기업들은 클라우드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일까요? 바로 데이터의 확보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
이터 솔루션을 활용한 마케팅이 늘어남에 따라 데
이터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아마존, 알리바
바와 같은 기업은 구축된 클라우드를 이
용해 유통 채널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IT 사업과도 연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을 그리던 시절에서 타자기와 카메라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디지

해 매일 약 5억 개의 트윗이 오고가고 있으며, 페이스북에서는 약 3억

기록에 필수적인 기술은 ‘저장’입니다. 과거 종이에 글을 쓰고, 그림

털 시대에 들어서며 정보는 데이터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문

서 더미가 자그마한 메모리카드에 담기게 된 것입니다. 획기적인 공
간 절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작은 메모리

카드의 분실 위험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데이터를 중앙컴퓨터에

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트위터(Twitter)를 통
5,000만 개의 사진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생산량
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엔 매일 463엑사바이트(EB)의 데이터
가 생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장해놓고,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해 데이터를 불러와 사용

글로벌 IT 기업 ‘클라우드를 선점하라’

(Cloud)’입니다.

문에 글로벌 IT기업들은 클라우드 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둥둥 떠다니는 무형의 데이터 구름, ‘클라우드

생산되는 양이 늘어날수록 저장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이 때

그렇다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어떨까요? 글로벌 시장조사 사업체

는 약 2조 원이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시장 기준으로 약 1%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덧붙여 2021년까지 약 3조 4,000억 원으로 규
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즉, 아직은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크진 않지만, 성장 가능성을 가지
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를 선점한 것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은 2016년 1월, 서울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AWS를 보급해왔습니
다. 구글 역시 한국 진출을 알렸습니다.

지난해 4월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설립 소식이 알려졌습니

다. 오는 2020년 서울에 설립될 예정인 데이터센터는 구글의
점유율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내 기업 역시 클라우드 시장에 나섰습니다. 네이
버가 지난 10월, 세종시를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

(제2데이터센터) 설립부지의 우선협상대상자

로 발표했습니다.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국내

서비스 연계 및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 공략

자체를 다른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수

의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국내 시장

니다.

를 주목해 봐야할 시기입니다. K

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

스마트폰이 보급화되고 SNS가 일상이 되며, 하루에 생산되는 데이

와 함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보안기술 역시 발전해야

는 아마존은 ‘유통’이 중심인 기업입니다. 유통과정을 단순화해 비용

고 있습니다.

저장 혁명이 일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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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이 될
대전 원도심 속으로!

봄이 찾아왔다. 올해 첫 늘솔길 예정지는 ‘고흥’이었다. 그러나, 최근 급속도로 확산된 ‘코로나19’ 여파로

예정된 장소마저 확진환자가 다녀가 폐쇄되었다는 연락을 하루 전에 통보받았다. ‘사회적 격리’에 동참하고
더 나가 ‘지역적 격리’까지 고려해서, ‘고흥’편은 내년으로 미룬다. 바로 예전에 남겨두었던 대안을 찾는다.

조심스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확진율이 한계에 이르는 시점에, 산책삼아 다닐 수 있는 대전 원도심을 찾기로
한다. 서울 유학 전까지 원도심인 대흥동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나름의 원주민이 들려주는 추억거리도 좋을 것
같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해 마스크 한 장 걸쳐 메고 대전 원도심 속으로 잠시 들어간다.
write/photo. 윤리경영실 이종설 실장

옛 철도 문화의 추억이 바랜 대전역

마중물과 시기를 잠시 놓쳐 버린 것도 큰 이유일 것이다. 대전도 일제

변이 돌아오곤 한다. 특별한 것이 없이 익숙해서 일까, 먼 곳을 찾거

었으나 재개발 과정에서 그 활용 가치와 시점을 잠시 놓쳐, 관광 자

주변에 여행지를 소개해 달라고 하면 ‘특별히 볼 것이 없다’는 첫 답
나 주변을 제외하곤 한다. 마치 대전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그 빵집을 애써 찾지 않는 것처럼. 대전은 몇 해 전 방송에서 특별한
문화재, 특화거리, 음식 등이 각인되지 못했는지 ‘재미없는 도시’의
오명을 얻었다. 특화거리만 해도 공구거리, 인쇄거리 등 전통적으로

소상공업이 발달해왔기 때문에 관광객에 적합한 콘텐츠가 부족했을

수 있다. 그러나 도시가 보유한 문화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활용하려는

강점기를 거쳐 성장한 만큼 관공서, 가옥 등 다양한 근대유산이 있
원들이 하나둘 사라진 아쉬움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대전역 주변의 철도시설과 문화다. 대전은 옛 초등

학교 사회 과목에 도청 소재지로 철도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로 소개
되었다. 그러나 실제 철도를 이용해 본 어린이 생각으로는 교통 요충

지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대전역에서 호남선을 이용하려면 멀리
서대전역으로 가야했기 때문이다.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당시 대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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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꾼다. 역을 소재로 한 공원과 땅에서 솟아 오르는 듯한 ‘비둘기호’,

있는 대전’의 마중물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억지춘양으로 옆집

밋밋할 뻔 했지만, 미적 기능이라곤 없는 배수라인이 길게 내려오면

문화를 대신한다.

수 한 그릇으로 달래고 늘솔길을 이어간다.

문양이 일제 총독부 휘장 모양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어 일부 철거

‘석탄열차(미카 129)’ 모양의 지하철 입구들이 사라져가는 옛 철도

원도심을 가로질러 추억을 소환하는 ‘근대문화탐방로’

문화 공간으로 자리 매김하는 옛 관공서들

통시장이 있다. 일제 강점기에 ‘목척시장’은 일본인이, ‘인동시장’은

모한 관공서가 즐비했다. 늘솔길이 찾았을 때는 코로나19로 대부분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관사를 잇는 ‘근대문화탐방로’ 초입에는 전

2

한국인이 활동했다는데, 현재는 ‘중앙철도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이전되어 옛 은행 건물과 가옥들이 자리한다. 학창시절 대표적인 약

속 장소였던 안경원을 거쳐 ‘으능정이거리’를 지나면 대형 빵집과 대
흥동성당(등록문화재 제643호)이 나온다. 두 손 합장해 올린 듯한 성

당은 고딕양식을 현대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오 때가 되니 드레스
덴 프라우엔성당의 소리처럼 타종 소리가 발아래로 툭툭 떨어지는
묵직함을 느낀다. 그러나 어릴 적 들었던 종소리가 아니다. 지난해

50여 년간 백여 개 종탑 계단을 오르며 봉직하신 종지기께서 마지

막 타종을 끝으로 은퇴하셨기 때문이다. 손수 빚어내는 타종이 아니
라 전자식 타종 소리가 일정하게 흘러내릴 뿐이다. 소리따라 몇 발자
1 대
 전 철도 문화를 보여주는 ‘비둘기호’ 모형의 지하철 입
구(대전역 광장)

2 고
 깔 모양 지붕으로 이름 지어진 대전의 대표 적산가옥, ‘
뾰족집’

국 옮기면 ‘대전여중 강당’(문화재자료 제46호)과 표구거리가 이어진

다. 강당은 ‘한국 고유의 초가지붕을 연상케 하는 아르누보풍의 부드
러운 지붕선이 특징’이라는 현학적인 설명 없이도 전통의 맞배지붕
끝까지 타고 내려오는 동선과 처마 끝을 받쳐 쌓은 처마선이 부드럽

다. 멀리서 유연한 처마선을 바라보고, 가까이 와서는 측면 벽돌쌓기
근처 소제동에는 철도관사촌이 형성되어 있었다. 근처에 살았던

KISTI 동료는 당시 대전역 주변으로 철도 보급시설, 건축물, 관사 등
의 추억을 소환하면서, 심지어 현재 대전역 동광장에 연탄공장이 있
었던 것까지 추억해냈다. 도심 한가운데 연탄공장이라니.

현재 철도관사촌에는 ‘솔랑시울길’(반짝이는 솔랑산길의 의미) 따라
등록문화재인 ‘보급창고 3호’, 관사, 낮은 담벼락과 정감어린 낙서, 한
집만을 위한 골목길 등을 둘러볼 수 있지만, 크게 관광자원화 되지

못한 채 또 다른 변화를 준비 중이다. 기찻길 바로 옆에서 기차가 잠
시 정차한 틈을 타 내린 승객들이 후루룩 들이키던 ‘가락국수’도 명

물로 남지 못하고, 이제는 그 추억을 대형 빵집이 대신해 떠나는 여

행객 손마다 크고 작은 빵 봉투가 들려있다. 모두 제대로 보전되었다
면 ‘재미있는 대전’의 좋은 콘텐츠가 되었을 것이다. 다만, 최근 재

개발로 주변에 한옥 카페들이 하나둘 들어서며 대전의 가로수길을

에 화려하게 핀 산수유와 대전 대표 음식인 쑥갓을 곁들인 얼큰 칼국

선을 찾아보면 재미있다. 옛 학교에는 학생들은 몇 번 안 갔다던 야외
수영장도 있었고, 붉은 건물에 우거진 담쟁이 넝쿨과 버드나무가 길

게 드리워져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이곳이 모교였던
누나 쫓아 참 많이도 다녔던 곳이다.

동선을 잠시 벗어나면 대전에서 유명했던 ‘뾰족집’을 볼 수 있다. 지
금은 골목 한편에 있지만 굳이 기억해 찾은 이유는 적산가옥으로 활
용되지 못하는 아쉬움과 함께 어릴 적 우리 집 바로 옆집이기 때문이

다. 일반 적산가옥과 달리, 소위 ‘블란서집’으로 여러 개 서양 창문 위
로 뾰족한 고깔 모양의 주황색 지붕이 매우 이국적이어서 당시 그 집
에 누가 사는지 궁금해 했었다. 높은 담과 정원수 탓에 안을 볼 수는

없었지만, 담을 공유할 정도로 가까워서 전망 좋고 예쁜 집을 가장 가
깝게 바라 볼 수 있었다. 아파트 재개발로 인해 철거되었다가 현재 옛
모습은 사라진 잘 지은 펜션처럼 복원되었다. 다른 도시의 적산가옥
에서 찾아볼 수 없는 ‘뾰족집’을 원형 그대로 잘 보전했더라면 ‘재미

옛 대흥동-선화동 라인은 대전 중심지로서, 지금은 전시장 등으로 변

이 임시폐쇄 조치되어 아쉬웠지만, ‘사회적 격리’에 기꺼이 동참한다.
다행히 이번 늘솔길 방점은 내부보다는 외관이었기 때문에 무리 없
이 다녔다. 어릴 적 모교를 거쳐 오르는 수도산 아래는 붉고 높은 담

벼락, 오래된 플라타나스, 경비원들이 즐비했었다. 잘못 들어가면 잡
혀간다는 말까지도 생각났다.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와서 숙제하라

는 부모님들의 잔소리였을지도 모르겠다. 이곳이 현재 ‘테미오래’로
거듭난 옛 ‘충남도지사관사촌’이다. 둥그렇게 테를 둘러쌓은 작은 산

성의 ‘테미’와 동네 몇 집이 한 이웃이 되어 사는 구역이란 뜻의 순우

리말 ‘오래’를 합성해 붙인 이름으로 ‘전국 유일의 관사촌’이라고 한
다. 원도심의 다른 곳과 달리 보존을 잘 해서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
였다. 어느 때 누군가의 숙소로 사용되었을 각각의 관사는 도지사 공
간이던 ‘시민의 집’ 등 다양한 명칭과 테마를 갖고 하나의 ‘오래’된 정
원으로 시민과 소통한다.

돌아내려오면 또 다른 관공서인 옛 ‘충남도청사’로 이어진다. 이전에

관공서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대전근현대사전시관’ 등으로 활용 중
이다. 이곳은 특히 외관 벽체의 창틀과 장식문양, 그리고 주변으로 긴박

히 내려오는 배수라인의 조화가 멋스럽다. 자칫 창틀과 장식문양만으로

서 단순함에 긴박함을 주는 신의 한 수가 되었다. 몇 해 전에는 장식

되었지만, 8각, 원 등의 단순 장식문양이라는 주장도 있어 현재 수
십 개가 남았다. 따뜻한 봄날 매직아워 시간이 되길 기다리자, 금빛

조명이 켜지고 푸르게 솟은 소나무와 하늘마저 검푸르게 변해 화려

한 대비를 이룬다. 이 한 장면을 위해 내 스스로가 마중물이 되어 마
중 나온 셈이다.

마중물은 옛 펌프에 먼저 붓는 한바가지 정도의 물로서, 손님을 맞이
하는 소통의 매개체라는 뜻을 지닌다. 달달한 치즈 케이크를 만들 때
도 휘핑된 크림을 한 주걱 먼저 덜어 내 섞듯이 마중물 하나는 소소하

겠지만 그 역할은 소중하다. 현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의료 외
에 대전 과학기술계 출연(연)은 코로나19 샘플 확보 후 치료 후보물

질 및 백신 연구를 진행 중이다. KISTI도 이미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
염병 확산 예측 및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백신 개발의 기
반이 되는 데이터 처리 기술을 확보한 바 있다. 바쁜 시일 내 백신 개
발을 위한 우리들의 선도적인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

대전을 방문한 어느 만화 화백은 ‘그리운 추억이 많은 사람은 내일보
다 어제에 매달리고 싶은 사람’이라 했다. 오히려 추억이 많은 것은
어제에 매달리기 보다는 내일을 위한 마중물이 아닐까. 늘솔길을 마
칠 즈음 초저녁이지만 날이 밝고 춥지도 않다. 다시 봄이 찾아온 것이
다. 지는 해를 등지고 테미고개 언덕배기를 넘어서자 앞으로는 달이

떠올라 골목길과 절묘하게 일직선을 이룬다. 마치 늘솔길을 위해 마
중 나온 듯 더욱 반갑다. K

3 붉
 은 벽돌 위로 부드러운 천장 곡선이 아름다운 ‘대전여중 강당’

4 ‘코로나19’ 영향으로 공공목적을 위해 잠정적으로 폐쇄된 ‘테미오래’

5 외
 벽의 창문, 장식문양이 배수구라인으로 인해 더욱 조화로운 ‘(구)충남도청’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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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
슈퍼컴퓨팅센터 방문

국제연구교류, BSC Annual Meeting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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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센터다. BSC는 여러 분야 중에서도 생명 과학, 지구 과학의 컴

HPC 활용 방식을 벤치마킹할 방안을 숙지해 갔다. 이외에도 1회의 세

관련해서 배울 점이 많은 기관이다.

에 참석했다.

퓨터 응용에 중점을 두고 있어 HPC를 바이오 연구에 활용하는 것과
처음 BSC 건물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한국 연구소 건물들은
연구 내용에 대한 철저한 보안 등을 이유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
고 외부에서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그런데 BSC는 건물 4면이 모두 유리벽으로 외부에서 건
물 내부를 전부 들여다 볼 수 있었다. 또한 건물 내 연구실 출입 시에

미나 발표, MARENOSTRUN 4 관람 및 BSC annual meeting 등
BSC 구성원 대다수가 연구직이며, 시스템 운영자와 행정원이 연구

를 보조하는 체계를 갖췄다. 슈퍼컴퓨터는 BSC 연구원 및 국가·도시
관련 대형 과제(PRACE, RES 프로젝트)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또한
관련

프로젝트 데이터를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보관

하며 과제 관련 연구자들에게만 데이터를

는 보안 카드가 필요했지만 그 외 건물 곳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

제공했다. HPC 활용 및 프로젝트 진행

입할 수 있었다.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능 저하 및 오

BSC 슈퍼컴퓨터 ‘MARENOSTRUN 4’를 관람할 기회도
융합 연구의 물결 속 슈퍼컴퓨터가 만나지 못할 분야는 없다. 의료 환경과 직결되는 바이오 연구에 있어서 슈퍼
컴퓨터의 역할은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국가슈퍼컴퓨터로 유전체, 의학, 생명공학 연구 등을 지원해 우리나라
의료 기술력을 더 빨리, 더 확실히 키우기 위해. 바르셀로나 슈퍼컴퓨팅 센터를 찾았다.
write/photo. 슈퍼컴퓨팅응용센터 문지협 선임연구원

있었는데, 투명

슈퍼컴퓨터 서버

류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당

한 건물을 연상시키듯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들이 유리관 속에

생산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서 투명하게 공개되

했다. 양질의 데이터에

고 있었다. 덕분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

전체 시스템 체

이 커져가고 있는 상

계를 손쉽게 파

황에서, 국가 프로젝트 급

악할 수 있었다. 누구에게나

의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

열려 있다는 듯 훤히 오픈된 건물

은 연구자들에게 매력적인 제

과 슈퍼컴퓨터 홍보 시스템을 보며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BSC는 개방적이고 소통에 적극적인

방문 기간 중 제일 인상 깊었던 행사는

기관일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인상과

마지막 날 참석한 BSC annual Meeting의

같이 BSC 연구원들 모두가 친절했고 함께

교류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이들은 내가 바
르셀로나에 체류한 5일 동안 더 많은 사람들
을 만날 수 있도록 방문 스케줄을 몇 차례
KISTI는 1988년 국내 1호 슈퍼컴퓨터 도입 이후, 슈퍼컴퓨팅 자원

직렬 프로세스 방식으로 진행되는 장기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제

목적에 맞춰 슈퍼컴퓨팅 인프라와 활용 정책은 다수 연구자들이 동

하지만 최근 정밀의료, DNA 저장소 등 사회적으로 바이오 산업의 중

을 무료 또는 유료로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공공 서비스

시 활용하는 데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슈퍼
컴퓨팅 환경 및 설계 방식은 활용 연구 분야 및 데이터 종류에 따른

분석 속도 등의 컴퓨팅 성능에 차이를 발생시킨다. KISTI의 슈퍼컴퓨
팅은 수치 계산양이 많고 병렬화에 최적화된 단기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 효과적인데 비해 바이오 유전체 데이터처럼 데이터 규모가 크고

한점이 있었다.

요성이 커지면서 KISTI 슈퍼컴퓨터 활용 방식이 개선될 필요성도 커

져왔다. 이에 19년 12월, 바이오 분야 연구 교류 및 슈퍼컴퓨터 활용

벤치마킹을 위해 2019년 BSC(Barcelona Supercomputing Center)
를 방문했다. BSC는 2005년 설립되어 스페인과 유럽의 HPC(High
Performance Supercomputing)을 육성하는 역할을 해 온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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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조정해 주었다. 그래서 출장

기간 내내 알찬 하루하루를 보냈다.

가장 빈번하고 활발히 참여한 것은 그

룹미팅이다. ‘LIFE SCIENCES’ 본부 내

‘BSC TALKS’다. 기관 내 다양한 부서의 업

무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BSC의 동영

상 공모전에서 선정된 8팀이 annual meeting에

서 발표를 했는데, 부서 프로젝트를 동화책을 읽어

주듯 말하거나(발표 제목: ‘The air quality model for

Barcelona (CALIOPE-Urban)’), 여행 가이드를 흉내 내

며 부서 업무를 소개(발표 제목: ‘Your travel manager trav-

els with you’)하는 등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다양한 발표를 해 흥미

Computational Biology, Computational Genomics, Transcrip-

로웠다. 그리고 관객 웃음소리가 가장 컸던 팀이 1등으로 600유로의

며 BSC가 어떤 방식으로 슈퍼컴퓨팅으로 바이오 데이터를 처리하

도 재미있고 유쾌했던 기억으로 남아있다. 바르셀로나의 자유로움,

tomics and Functional Genomics 센터 등과 5차례 그룹미팅을 하

는 지 배웠다. 또 바르셀로나 HPC 활용 방식과 정책을 깊이 있게 알아
가는 토론도 참여했다. 관계자들과 직접 대화하며 KISTI 연구원으로서

상금을 수여받았다. 이 BSC TALKS는 출장 후 2달이 지난 지금까지
그 안의 지혜를 닮아 언젠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스페인을 방문하게
되기를 바라본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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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이 최선의 치료다
감염병을 대처하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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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은 효과적인 공중 보건 수단

유발할 경우 각각 60%, 80%가 목숨을 잃게 된다. 하지만 폐렴구균

키는 일이다. 원래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

세 이전에 접종했다면 이후 5년이 지났을 때 한 번 더 맞는 것을 권장

예방접종은 우리 몸이 병원체와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단련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 물질을 만들어내는 면역 체계를 갖추고 있
다. 하지만 밖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 등이 너무 강력하면 면역
세포들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병원체에 질 수 있다.

안 인류는 심각한 질병을 막는 백신을 개발해 예방접종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감염병

이 인류의 삶을 위협할지라도 인류는 그것을 극복해 낼 것이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힘
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write. 박태진 과학칼럼니스트

접종을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은 평생 1회, 65
한다. 폐렴구균 접종 후에는 일시적인 통증이나 부종 등의 반응이 있
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이틀 이내에 사라진다.

예방접종은 면역 세포에 미리 병원체를 겪어보게 해 병원체에 대응

예방접종으로부터 미리 예방하는 감염병

하게 해서 몸속에 넣으면 우리 몸에서 방어 물질(항체)이 만들어지고

의해야 한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이 독감에 걸리면 입원하거

하는 힘을 길러주는 일이다.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죽이거나 약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은 없지만,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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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억하는데, 이렇게 되면 같은 종류의 병원체가 다시 공격해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사람에게 치명적인 천연두 바이러스를 박멸시킨 우두 접종법이 예
방접종의 시초였다. 18세기 말 영국의 과학자 에드워드 제너는 우유
짜는 여자들이 천연두에 감염되지 않는 현상을 관찰해 우두 바이러

스가 천연두를 이겨낼 수 있는 열쇠라는 걸 알아냈다. 제너의 연구 결
과로 탄생한 백신은 인류를 천연두에서 해방시켰다. 그 이후 오늘날
까지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막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공중 보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취학 아동의 예방접종

확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DTap, 폴리오, MMR, 일본뇌염 백신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어른에게도 꼭 필요한 예방접종

만 2세 이전 아이들의 예방접종률은 86%로 높은 편이지만, 추가 접
종을 권장하는 만 4~6세 때는 40% 이하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예방

접종은 중요성이 각인돼 있지만, 어른이나 청소년은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어른들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어른들의 예방접종이 필요한 이유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며 급격히 기온이 변하는 시기에는 독감도 주
나 사망할 확률이 높다. 매년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가 다르므로 해

마다 새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독감 예방 주사의 면역 효
과는 6개월 이상 지속된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여성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남녀를 불
문하고 접종받는 게 좋다. 인유두종바이러스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감염되기 때문이다. 이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여성에게는 자궁경부
암으로 남성에게는 항문암, 두경부암으로 나타날 수 있다. 미국 질
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11~12세에 첫 접종을

3회 실시하고 13~25세 사이에 추가 접종을 권고(2011년 권고안)하
고 있다.

예방접종으로 모든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방접종을
해도 제대로 효과를 못 볼 수도 있고, 백신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인류가 이만큼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예방접종이
세운 공은 적지 않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도 예방접종을 통해 비축한 힘으로 이겨낸 사례가 많다. 시대가 변하
고 환경이 달라지면서 앞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할 질병은 더 늘어날
지 모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려면 미리 예방접종 등을 챙기
는 바람직하다. 예방보다 나은 치료는 없기 때문이다. K

성 질환자와 면역 저하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늘 질병을 앓고 있거
나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감염병에 걸

리면 합병증이 발생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이
나 암 환자, 만성 질환자가 폐렴에 걸릴 경우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

폐렴은 통계청의 ‘2011년 사망원인 통계’에서 사망원인 6위를 차지

할 정도로 위험한 감염병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이 입원하는 첫 번
째 이유로 꼽혔다. 폐렴구균의 치사율도 높은 편인데, 침습성 폐렴

구균의 사망률은 35%에 이르고 폐렴구균이 균혈증이나 수막염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감염병이

인류의 삶을 위협할지라도 인류는 그것을
극복해 낼 것이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힘이 될 수 있도
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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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청렴 주의보 발령!

주고받는 인사말이 그러하다. KISTI는 ‘18년 반부패 청렴 10대 캠

거나 근무기간이 해이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청렴 주의보가 발

활성화하기로 했다. 마주치는 직원 간에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근무

새해부터 클린 활동이 시작됐다. 설 명절을 맞이해 금품 등을 수수하
령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명절마다 강조하는 청탁금지법 내용이

사내에 공지돼 모든 직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불법적인 금품‧
향응‧편의 거절, 업무지시 공정성, 근무시간 준수 등이 주요 내용이

었다. 평상시에도 응당 지켜야 할 지침들임은 물론이지만 청렴 주의
보 발령 덕에 확고히 되새기며, 새해로 인해 왠지 모르게 들떴던 마
음도 다잡을 수 있었다. KISTI의 윤리 경영이 보다 단단해 지고 있다.
윤리경영실 이종설 실장 “지난해 권익위 청렴도평가 2등급 향
상은 전 직원의 공감대와 노력한 만큼의 결과입니다. 올해는 더
욱 세밀한 반부패 청렴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청렴도평가 1등급
의 원년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올해는 반가운 인사문화를 정착하고
할 때 서로에 대한 감사함 혹은 미안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장
려했다. 나아가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근절

하고자 반말을 지양하자는 클린 활동을 실시했다. 2월 18일에 열린

신입직원 교육에서도 이와 같은 예절을 잘 지키자는 윤리 교육이 있
었다. 정겨운 인사가 오가며 한층 밝아질 KISTI가 기대된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 노력

1월 2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KISTI는 원내 모든 연구실과 출입구,

회의장에 일회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배치하고 감염·의심자 신
고절차를 고지했다. 연구원 특성상 국내·외 출장자와 원내를 오가

는 인원이 많아 지체할 새 없이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
었다. 바이러스 확산이 거세지자 지정된 회의장만 최소한으로 활용

반가운 인사 너도나도 잘 하기

말 한마디에 천 냥 빚 갚는다고 했듯. 간단하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소중한 말들이 있다. 원내 곳곳에 부착된 정감 어린 포스터에 담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미안합니다’ 등 타인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러 사람이 모이는 운동시설 사용을 중단하고
개인위생 관리지침을 지속 배포했다. 또한, 다수가 참석하는 주요 행
사와 일정을 일괄 취소하고, 유증상자의 연구원 내부 출입을 차단하

기 위해 연구원 출입구에는 인체발열감지장비를 설치해 관리 감독
을 강화했다.

임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시설안전실 직원 일동과 유혜
정 보건관리자가 발등에 불 난 듯 분주히 움직였다. 특히 유혜정 보건

관리자는 구비해 둔 마스크는 동이 나고 구매할 재고가 없어 발을 구
르기도 했고, 임길빈 시설안전실장은 발열검역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Clean KISTI,
with you!

야간작업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1

투명하고 깨끗한, 안전하고 건강한 연구원

시설안전실 유혜정 보건관리자 “코로나19가 무서운 바이러스
지만 협력해서 잘 대응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협조해 주시는 직원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두가 계속해서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시설안전실 임길빈 실장 “저희 실은 분원운영실과 함께 건강
한 일터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내를 오가는 협

KISTI는 전 임직원이 청렴하게 행동하고,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화합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해 오고 있다.

력업체 직원들이 많습니다. 모두를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

2018년 모두가 투명하고 깨끗하자는 의미를 담은 ‘Clean KISTI, with you’라는 슬로건이 사내에 울려 퍼졌다.

습니다.”

2년이 흐른 지금. KISTI의 클린 활동을 속속들이 점검해 본다.
write/photo. 대외협력실 최나은

2

1 방역 활동에 힘쓰고 있는 유혜정 보건관리자

2 코로나 대응을 위해 설치된 KISTI 출입구 발열검역장비

이들의 바람처럼 바이러스 확산이 중단돼 KISTI뿐만 아니라 전 지역
사회가 하루빨리 안전해지길 기원한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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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과학기술정보보호사업,

03

산·학·연·관 전문가 평가 ‘우수’

기술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61개 출연(연)·공공기관에 대한 실시간 보

해결 그리고 지역혁신에 기여하기 위해 업

가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KISTI는 2005년부터 과학기술정보보호사업을 통해 과학
안관제 등 토털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원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
터 분석 등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지원

02

한 과학이론 강의와 실험 프로그램과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와

의 만나는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KISTI는 교육부 꿈길의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데

혁신 ▲경상남도 보유 데이터와 KISTI 보유
등을 협력·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용 양자암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

계 조성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회문제
이터 기반의 사회문제 해결 및 공공서비스

꿈나무 과학멘토 유공자 표창 수상

자 시상식에서 과학교류협력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KISTI는 제

인재 함께 키운다

KISTI와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데이터 생태

과학문화 활동 활개, 우수성 인정

대전시 유성구의 과학협력 프로그램 꿈나무 과학멘토의 유공

KISTI-경상남도, 빅데이터 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탁사업인 과학기술정보보호사업에 대한 산·학·연·관 외부 전문

08

빅데이터와 AI기술로

미래 10대 유망기술 예측

최근 과학기술의 미래 성장가능성에 대한 딥러닝 기반의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2020년대 중반까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유망기술 10선을 도출
했다. 최종 도출된 10대 유망기술에는 ‘수소에너지 활용

시험통신망 최초 개통

을 위한 재생에너지 저장·변환 기술’, ‘차세대 친환경 냉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100대 과제 중 하나인 국가용 양자암호 개발의 성공적인 수행

난방 시스템 핵심소재 기술’ 등이 포함된다.

을 위해 4개 기관과 협력해 대전지역 내 약 50km에 달하는 국가용 양자암호시험통신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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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C ASIA 2021 국제학술대회
한국 유치 성공

후쿠오카에서 열린 HPC Asia 2020 학회에
서 HPC Asia 2021를 한국에 유치하는 데 성
공했다. HPC Asi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의 슈퍼컴퓨팅 관련 학회이자 국제학

술대회로, 아태지역의 연구자, 개발자 및 사
용자, 슈퍼컴퓨팅센터 관계자가 모여 고성

능 컴퓨팅과 관련된 아이디어, 연구 결과 및

사례 연구 등을 공유한다. HPC Asia 2021은
2021년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개통했다. 이를 활용해 국가용 양자암호 기술 및 소자 부품을 개발하고, 국가·공공기관, 군
등에 도입될 상용 양자암호 검증 준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양자암호 통신망 : 양자암호란 양자역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안전한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암호체계로, 양

10

자 키 분배 기술이 대표적이다.

KISTI 개발 소프트웨어, 대형 국

제공동실험에 10년간 활용 쾌거

KISTI의 메타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AMGA

04

제14회 고객감동경영대상
수상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한 14회 고객감

05

간섭계 프로젝트(Korean e-VLBI project),

고전략, 서비스만족전략, 이미지제고전
략의 차별적인 3대 추진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에 기여한 Belle의 후

인 HPC WIRE에 게재

스 향상과 KISTI 서비스의 접점업무 프로
실천하며,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품질제

데이터처리 소프트웨어로 사용된다. 2008

의 ‘ScienceDMZ’ 미국 IT 전문지

KISTI가 강입자충돌기(LHC), SKA(Square

세스 향상을 기반으로 고객만족경영을

부터 본격 가동 될 Belle II 국제 거대실험의

국가과학기술연구망(KREONET)

동경영대상에서 공공·행정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KISTI는 (對)고객 서비

(ARDA Metadata Grid Application)가 3월

Kilometer Array), 한국형 초장거리전파

09

KISTI-KAIST, 슈퍼컴퓨팅 및

데이터(AI) 분야 협력체계 구축

KSTAR(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등

한국과학기술원과 슈퍼컴퓨팅, 인공지능(AI) 분야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협력을 위한 업무

학 데이터의 대용량 전송을 가능케 하는 차

및 데이터 전문가 인력 양성 ▲연구인력 교육·교류 및 학술 정보 교류 ▲공동연구센터 설

과 같은 대형실험시설에서 만들어지는 과

세대 연구 플랫폼 Science Super Highway
의 구축을 발표했다.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슈퍼컴퓨팅 및 데이터 활용 공동연구 ▲슈퍼컴퓨팅
립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슈퍼컴퓨팅 및 인공지능 연구개발 능력을 동반 향상시

키고,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해 과학 및 산업 기술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속 실험인 Belle II는 물리학 표준모형을 넘
어선 새로운 입자 및 물리현상의 존재 여부

를 찾는 일본 고에너지연구소(KEK)의 가속
기 실험이다.

긍정의 한줄

同舟共濟
동

주

공

제

‘상생의 데이터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KISTI!’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데이터가 부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사회’,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지능정보’사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KISTI는 그동안 쌓아온 ‘연결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상생의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같은 목표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KISTI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늘 산학연 고객과 함께하며,
과학기술의 밝은 미래를 그려나가겠습니다.

사이언스온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국가전자정보공동구매컨소시엄
국가과학기술연구망

첨단사이언스교육허브개발
KOAR 국가오픈액세스플랫폼

SAFE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

scienceon.kisti.re.kr
www.ndsl.kr
www.ntis.go.kr
www.kesli.or.kr
www.kreonet.net
edison.re.kr
koar.kr
safe.koar.kr

경쟁정보분석서비스
기술기회분석서비스

산업·시장분석시스템

신기술 다이내믹스분석시스템
한국과학기술정보협의회

Star-Value 기술가치평가시스템
KISTI 과학데이터스쿨

compas.kisti.re.kr
tod.kisti.re.kr
kmaps.kisti.re.kr
mirian.kisti.re.kr
astinet.kr
www.starvalue.or.kr
kacademy.kisti.re.kr

